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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용역의 개요

1.1 용역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학교 또한 예외는 아니다. 또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는 현장 안에서 학교가 피해

를 입어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각종 재난·사고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

고 있다. 또한 기존 학교 건물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노후화가 심화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안전 뿐만 아니라 환경, 기능 등 많은 부분의 성능이 떨

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 및 건강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보수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정예산의 확보, 체계적인 유지관리 제도 및 시스템 확보 등이 필요하다.

본 용역에서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현장 인근에 있는 둔촌초 및 위례초는 40년 이상 된 교사동의 노후심화로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전면개축 또는 리모델링 후 재개교가 불가피하며, 건축 완료시 12,032세대에서 초등학교 2,802의 학생이 유발될 것으로 예측되어 평균급당 인원이 28.9명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학교는 교사중심, 교과중심, 지식전달 중심 교육에 부합하는 공간구성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학년 단위의 공간 구분, 특별교실의 독

립적 설치, 획일화된 교실 모양, 공간 통합과 분리의 경직성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기존 학교공간은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키워주고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

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 교육방향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지원이 어

려움으로 교육수요자들의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은 2018년부터 학교현장에 본격 도입되어 21세기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 핵심 개념 중심의 학습내용 구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통한 학습 흥미도 제고, 창의융합형 인

재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마련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형적인 학교시설 틀 안에서의 제한적인 변화나 개선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학교시설은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보강 등을 추진하여 재난위험시설(D, E급)을 해소하여 왔으나, 40년 이상된 노후학교

는 노후 및 구조적 안정성 문제와 교육과정 변화를 고려한 교육환경 열악,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에너지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육수요자들의 교육

환경개선 및 안전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 3 -



1.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40년 이상된 학교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활안전, 친환경, 에너지절감, 내진보강, 무장애 건축 등 건축물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경

제성 평가를 통해 개축 또는 리모델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교육 수요 변화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학교시설을 개선해 나가고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환경 개선 등의 적정 예산 수립, 사업 추진방향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설의 물리적, 기능적 노후화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 교수학습방법의 선진화로 인

한 학교공간재구조화를 검토하여 리모델링 혹은 개축 여부 결정에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1.3 용역의 범위 및 방법

서울위례초등학교 개축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배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학교부지의 합리적 이용 및 학생 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적 위치를 고

려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의 교육비전, 교육운영계획, 공간의 과부족 현황, 공간활용 방안, 사용자 요구사항 및 향후 중장기적인 배치방향 등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미래학교 교육공간을 담은 사전건축기획을 수립한다.

· 학교의 주변현황 및 교육환경 분석

지역의 특성 및 지역사회의 요구 조사 및 분석

대상학교 부지 및 기존 건축물 현황 분석

대상학교 적용 법적 기준 분석

· 교육과정 분석

교육운영현황 및 교육 과정 분석

공간 운영 및 증축 시설 활용방안 제안

미래교육과정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유연한 공간 구축방안 제안

· 사용자 참여 설계 운영

사용자 요구 분석 및 학교(구성원)요구사항 등 작성

사용자 참여 설계진행 및 자원활용 계획

요구사항 반영 여부 및 미반영시 사유 또는 대안 제시

· 기본 구상 방향

단 · 중기 학생수 증감 현황 분석

학생 수 현황 분석에 따른 학교 규모 스페이스프로그램 작성

신설 교육시설의 공간

계획 작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기반으로 혁신공간 계획 구성

Ⅰ 용역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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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래 교육의 모습

미래 학교시설의 공통적인 특징이자 미래의 학교시설이 갖추어야할 교수-학습 기능의 요건

다가올 미래 교육의 모습

미래 학교시설의 주요 요건

Ⅱ 미래학습환경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고찰

- 학습자 특성과 교수-학습유형과 방식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하고 적응성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학생과 교사간 협업, 학생간 협력,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 학습 집단의 크기(개별학습, 그룹학습, 소규모학습, 대규모학습 등), 학습활동의 유형(조사활동, 탐구활동, 창작활동, 실험활동 20),

교수-학습유형 등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와 크기, 기능을 가진 공간을 제공해야한다.

- 미래 학교시설은 기술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ICT 접속이 가능하며, 학습자원에의 접근이 용이해야 함.

- 교육 체제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흥미와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 교육 내용 측면으로는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실질적으로 함양시켜줄 수 있으며, 모든 것이 급속하게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부작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사회통합의 가치와 인간 본연의 가치를 구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을 위한 교육

- 교육방법 및 평가 측면으로는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개인 맞춤형 교육방법이 효율적으로 구현되고 지원되는 교육이며, 경쟁 중심의

평가체제를 지양하고 학생 개인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교육

-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하고 적응성 있는 시설,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

- 학습 진단의 크기(개별학습, 그룹학습, 소규모학습, 대규모학습 등), 학습활동의 유형(조사활동, 탐구활동, 창작활동, 실험활동 등), 교수-학습형태 등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와, 크기, 기능을 가진 공간

- 언제, 어디서나 ICT 접속이 가능하며, 학습자원에의 접근이 용이한 시설

-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킹시설

-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문화, 복지, 생활체육, 평생교육 등 다양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참고 : 미래형 학교시설 기준 및 자동 산정 스페이스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기술보고 TR 2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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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이해

Ⅱ 미래학습환경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고찰

공간혁신
 사용자 참여설계
 다양한 수업,활동,

휴식의 학습공간

스마트교실
 무선인터넷 환경
 디지털기기 활용
 첨단학습 기자재
 K-에듀테크 플랫폼

그린학교
 ‘제로에너지’ 학교
 건강한 생태학교
 환경교육의 장

학교 복합화
 공공시설 조성·개방
 복합시설 블록
 프로그램 다양화

참고 : https://youtu.be/xHzcxGDW-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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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스마트, 그린, 공유 뉴딜의 3가지 의제를 노후학교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에 담아 학교 전체를 개조하자는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프로젝트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학교에서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청소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래를 담는 배움터, 미래교육의 공공성과 정체성을 담는 공간

- 학습의 기쁨을 주는 교육공간

- 생활을 담는 교육공간

-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간

- 공원 품는 교육공간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스마트, 그린, 공유 뉴딜 정책이 담긴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공원을 품은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심학교의 모습으

로 제시했다.

- AI, IoT, 메이커교육 등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교육공간이 구성된 학교

- 원격교육 스튜디오 등이 구축되어 학생 맞춤형 원격교육이 가능한 학교

- 전문화, 개별화된 커뮤니티가 가능하고, 유연하고 협력적인 미래형 학습공간을 구성한 학교

- 지속가능,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갖춘 탄소배출제로학교

- 마을순환경제, 지역사회협력, 생태문명전환의 가장 작은 단위인 생태 전환학교

- 생태교육, 휴식, 놀이가 가능하며 안전하고 개방적인 경계공간을 구성한 학교

- 생활SOC와 연계한 지하주차장으로 지상에 차가 없는 안심학교

- 지역돌봄, 생활체육, 평생교육 등 공유 인프라로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결합형 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의 기대효과

- 혁신 미래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기대

Ⅱ 미래학습환경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고찰

참고 : 학교현대화 뉴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미래를 담는 학교) 추진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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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외학교 공간 사례

출처 : 미래형 학교시설 기준 및 자동 산정 스페이스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9

포킵시 데이 중학교(Poughkeepsie Day Middle School)는 전형적인 통행 중심의 복도

대신에 러닝 커먼스(Learning Commons)를 통해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이 열린 개념으로 개방되어 있음. 또한 주변의 러닝 스튜디오(Learning

Studio), 다빈치스튜디오(Da Vinci Studio) 등과의 자연스러운 연계뿐만 아니라 야외

러닝 테라스까지 연결성을 확대하고 있음.

홀리 네임즈 중학교(Holy Names Middle School)는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있는 홀리

네임즈 아카데미의 중학교이며 , 상기 평면도는 1층 , 2층을 새로운 중학교로

리노베이션한 것으로 포킵시 데이 중학교처럼 전형적인 통행 중심의 복도 대신에 러닝

커먼스(Learning Commons)를 통해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이

열린 개념으로 개방되어 있음.

Ⅱ 미래학습환경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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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Studio’

:각 교실의 중심에 개별작업, 그룹작업, 프레젠테이션 공간 제공

‘Gathering Stair’

:발표, 그룹 강의를 위한 공간 제공

참고 : https://fhai.com/

Ⅱ 미래학습환경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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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https://youtu.be/XVhVwy9IDm4

‘Learning out area’

학생들의 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3-story atrium space’

학교 커뮤니티 지원, 사회적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시설

Ⅱ 미래학습환경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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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Connection to Nature’

: “No child is left inside”, 아이들이 실내에 머무르지 않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학교 전체에 걸쳐서 일상적인 움직임을 위해 실외공간을 이용하게끔 동선을 계획

참고 : https://fhai.com/

Ⅱ 미래학습환경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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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용자참여 TF

3.1.1 둔촌초 및 위례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추진 사용자 참여 TF 1차

사업 소개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공간혁신’ ‘학교 복합화’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

Ⅲ 사용자참여 TF 및 사전기획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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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둔촌초 및 위례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추진 사용자 참여 TF 2차

위례초등학교 개축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접목을 위한 실 사용자 의견 수립

Ⅲ 사용자참여 TF 및 사전기획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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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초등학교 개축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접목을 위한 실 사용자 의견 수립

Ⅲ 사용자참여 TF 및 사전기획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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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의견 분석, 취합

공간혁신
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
- 소그룹, 개별학습공간, 메이커실
- 모둠 활동 공간 제공

② 쉼과 독서가 있는 공간
- 복도 공간의 쉼터화
- 큰 독서실 외 오픈형 작은 도서관
- 바닥에 앉아 쉴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
- 환기 시스템을 갖춘 실내 운동 공간
- 교사 휴식 공간

스마트교실

① 교실
- 전자칠판, 붙박이가구, 배치가 자유로운 책걸상, 스마트기
기활용을 높일 차광효과, 넉넉한 기기

②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인터넷

③ 교사 연구실 스마트화
- 접근 용이, 프린터/복사기 등 구비
④ 교사전용 스튜디오 공간
⑤ 친환경 에너지 생산 체험공간

그린학교

① 마당, 뜰 등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 숲 조성, 텃밭 조성, 생태 환경 체험길 조성
② 교실과 연결된 뜰 공간
- 교실과 자연환경과의 접근성을 높임

기타

① 경제성추구
- 유지관리용이, 건물의 패션화 배제, 활용도 높은 공간, 비어있지 않은 공간
② 안전한 공간
- 내구성이 좋은 재료

Ⅲ 사용자참여 TF 및 사전기획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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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건물 주출입구와 연결된 메인 홀에 학습 기능을 부여

- 중정 등 외부공간과 연계되어 있으며, 관리행정시설, 도서실, 시청각실 등과의 시각적, 기능적으로 연결된 공간

- 학교 이용자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관리하는 공간

- 상호 교류에 의한 정보, 도서를 통한 문헌 정보, ICT(정보통신기술) 접속을 통한 학습 자원 등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공간

사진 출처 : https://www.dezeen.com/2013/04/03/james-b-hunt-jr-library-by-snohetta/

1. 주출입구 홀 학습공간으로 조성 : 학습 홀

3.2 위례초 사전기획 기본방향 설정

3.2.1 다양한 학습공간 제공

단순 ‘통과동선’이 아닌, 이용자들의 일상(학습 · 식사 · 가사 등)과 만남, 정보교류가 가능하고, 필요시 인접실과의 물리적 공간 확장도 가능한 공간 구성

학습홀

Ⅲ 사용자참여 TF 및 사전기획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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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실 복도를 학습공간으로 조성 : 학습 복도

사진 출처 : http://bmrschool.net/?r=home&m=bbs&bid=photo&uid=355
https://www.integrusarch.com/project/sammamish-high-school-bellevue-school-district/

- 학년별 일반교실은 동일한 층에 인접배치하고, 

각 일반교실 전면복도를 ‘학습복도‘로 조성

- ‘학습복도’는 기존 통행 중심의 복도 공간에 설치된

독서코너나 실내놀이공간이 아님

- ‘학습복도’는 교실과 면하여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되며,

1:1개별학습, 소규모학습, 탐구 공간, 교사 간 협력 학습, 

심화학습 등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반영함

- 면적 : 해외사례를 기준으로 교실 크기의 1.5~2.5배

크기 고려

<기존교사 교실배치>

<학습복도형 교실배치>

참고 : 미래형 학교시설 기준 및 자동 산정 스페이스프로그램 개발 연구, 조진일, 한국교육개발원, 2019
DoDEA(2017), Education Facilities Specifications –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USA

<Sammamish High School>

<별무리학교>

학습복도

Ⅲ 사용자참여 TF 및 사전기획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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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TYPE 01 BLOCK TYPE 02 BLOCK TYPE 03 BLOCK TYPE 04

- 학습복도 : 116.64㎡(35.25평)
공용면적의 약 57%

- 공용면적 : 204.12㎡(61.75평)

- 학습복도 : 123.12㎡(37.24평)
공용면적의 약 55%

- 공용면적 : 223.56㎡(67.63평)

- 학습복도 : 170.10㎡(51.46평)
공용면적의 약 77%

- 공용면적 : 218.70㎡(66.16평)

- 학습복도 : 196.83㎡(59.54평)
공용면적의 100%

- 전 교실 남향배치 가능
- 약 2개 교실 면적의 학습복도
- 공용면적에 비해 학습복도 면적

이 다소 적음

- 전 교실 남향배치 가능
- 약 2개 교실 면적의 학습복도
- 공용면적에 비해 학습복도 면적

이 다소 적음

- 일부교실 동향배치
- 약 2.5개 교실 면적의 학습복도
- 공용면적에 비해 학습복도 면적

넓음

- 일부교실 북향배치
- 약 2.5개 교실 면적의 학습복도
- 공용면적 모두 학습복도로 확보

가능

3. 학습복도 구성 방법

학습홀
학습홀

학습홀 학습홀
교실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Ⅲ 사용자참여 TF 및 사전기획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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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숲 마당’ 조성

1. 숲속 등굣길, 숲속 놀이터

- 미세먼지 저감과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 목적으로 학교 재개교시기부터 학교 숲 마당을 계획하여 그린학교로 조성

- 숲 마당은 보기만 하는 숲이 아닌, 등굣길인 동시에 생태 환경 체험길의 기능 수행

- 유치원 전용 놀이터도 ‘숲속 놀이터＇로 계획하여 친환경 학교 공간 계획

<Salish Coast Elementary School><도계고등학교>

3.2.2 학교 ‘숲 마당’ 조성

정보홀

사진 출처 : 경북문화신문, 20191105
https://www.integrusarch.com/project/salish-coast-elementary-school-port-townsend-school-district/

Ⅲ 사용자참여 TF 및 사전기획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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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학교옥외공간(꿈빛마당) 기본 체계 반영 학교별 옥외공간 종합계획 수립

- 비전 및 목표, 내용 등 사전 설정
- 전문가, 학교 주체 등 참여디자인 원칙으로 진행
- 계별 실행에 기반한 계획 수립 원칙
- 학교옥외공간의기능별 위계 설정

보행영역(이동기능)

- 이용이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하고 차량과의 간섭을 최소화 할 것
- 차량동선의분리 및 차량 접근의 최소화, 속도 저감설계 도입
- 교육 간 이동에 불편함 제거, 안전한 이동 담보

교육영역(교육활동)

-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위치 선정 및 옥외환경 조성
- 집중 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설 요소 강화
- 활용 프로그램을 교과/비교과등의 체계로 구분하여 운영계획 수립

휴게 및 기타 영역(기타서비스)

- 옥외활동 중 정적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
- 셉티드기법을 고려하고 계절감, 공감각 등 감각적 요소가 두드러지도록 설계
- 옥외시설물의 통합적 도입과 유지관리로 경관적 안정감 우선시

공통사항

- 아이들과 교사, 참여 학부모, 지역사회 연계 등에 따른 옥외활동 안전 확보
- 유지관리 계획 사전 수립 및 관련 체계 정립

정보홀

참고 : 미래를 담는 학교 추진을 위한 학교옥외공간 신모델 정책기반 마련 연구(서울특별시교육청, 2020.11)

Ⅲ 사용자참여 TF 및 사전기획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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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현황분석

4.1.1 기존 건축물 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23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1,171.70㎡

학 급 수 21학급

학 생 수 390명

설립년도 1981년도

건축연면적 1,895.74㎡

건 폐 율 16.97% (30% 이하)

용 적 률 60.32% (120% 이하)

층 수 4층 (5층 이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위례초등학교는 2017년 기준 21학급 39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본관동 연

면적 4,249㎡ 지상 4층, 별관동 연면적 2,047㎡ 지상 4층, 급식실 371㎡, 다목적 강당

868㎡구성되어 있고, 병설유치원과 돌봄교실을 보유하고 있다.

Ⅳ 위례초 사전기획 조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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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현황

· 반경 0.2KM내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위치

· 반경 0.2~0.5KM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3개교,

고등학교 2개교 위치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유치원 예정

- 초등학교현황

- 교통현황

· 대지 인근 500m이내 지하철역 4개 위치

둔촌동역(5호선)

중앙보훈병원역, 둔촌오륜역, 올림픽공원역(9호선)

· 둔촌오륜역으로부터 도보 5분 소요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시 학교 차량진입로 및

도보진입로 재정비필요

위례초
200M

둔촌초

한산중

한산초

유치원(예정)

동북중&동북고

보성중&보성고

서울체육고

한국체대

세륜초

성일초

성내중

선린초

둔촌중

둔촌고

오륜중 창덕여고

중앙보훈병원역

둔촌오륜역

올림픽공원역

4.1.2 주변 현황

학교명 학급수 거리

둔촌초 휴교 직선거리 약500m

세륜초 30 직선거리 약600m

한산초 35 직선거리 약700m

선린초 23 직선거리 약950m

성일초 53 직선거리 약1,200m

Ⅳ 위례초 사전기획 조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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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4

5

7

6

1 2

3 4

5 6 7

4.1.3 기존 현황 사진

Ⅳ 위례초 사전기획 조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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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구단위계획 및 일조분석

4.2.1 지구단위계획 분석 : 재건축사업시행 후

4.2.1.1 주변도로 및 기존건축물 현황

Ⅳ 위례초 사전기획 조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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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교

대지경계선 대지경계선

29.0

<횡단면도>

<종단면도>

KEYMAP

명일로

기존 학교

30.7

KEYMAP

지반고 : 33.6

계획고 : 30.24

강당29.0 30.7

4.2.1.2 주변도로레벨

Ⅳ 위례초 사전기획 조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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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례초 사전기획 조건분석

학교일조 영향예측

· 동지 시 일영시뮬레이션 : 사업시행 전 · 후의 08~10시의 일영시뮬레이션

사업

시행

이전

08:00

08:00

09:00

09:00

10:00

10:00

사업

시행

이후

4.2.2 대상지 일조 분석 :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후환경평가 보완조치계획서 참조

· 서울 위례초등학교의 경우 재건축 이후 일조시간은 감소되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일조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 일조 분석점 : 140개 지점

일조 만족 지점 : 사업시행 전 133개 지점, 사업시행 후 133개 지점

일조불만족지점 : 사업시행 전 7개 지점, 사업시행 후 7개 지점 (사업시행 이후 추가적인 일조 침해지점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음)

- 26 -



11:00

11:00

12:00

12:00

13:00

13:00

사업

시행

이전

사업

시행

이후

학교일조 영향예측

· 동지 시 일영시뮬레이션 : 사업시행 전 · 후의 11~13시의 일영시뮬레이션

Ⅳ 위례초 사전기획 조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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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14:00

15:00

15:00

16:00

16:00

사업

시행

이전

사업

시행

이후

학교일조 영향예측

· 동지 시 일영시뮬레이션 : 사업시행 전 · 후의 14~16시의 일영시뮬레이션

Ⅳ 위례초 사전기획 조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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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법규검토

4.3.1 건축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건축조례 검토

법 영/규칙/조례 법규내용 설계적용 비고

2조

정의

영2조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증축

영3조의5

별표1
・시설 : 교육연구시설 (초등학교)

42조

대지안의

조경

시조례 제24조
・연면적 2,000m2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학교 : 조경면적 기준의 1/2
・법정 : 7.5%

48조

구조내력

등

영32조

・구조안전의 확인서 제출

- 2층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200m2이상 건축물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설계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용도제한

등]

영34조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 일반원칙 30m 이하

- 완화 : 50m이하(내화구조,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의무

- 기타 3층 이상의 층 : 400m2이상

- 지하 각층 200m2이상

・보행거리 : 50m 이하로 직통계단 2개

소 설치

영35조
[피난계단의 설치]

・5층 이상, 지하2층 이하 피난/특별피난계단 설치
・피난계단 설치

영46조

[방화구획의 설치]

・연면적 1,000m2이상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매층마다 구획

・완화규정

- 계단, 복도, 승강로(승강로비포함) : 방화구획된 경우

- 주차장(내화구조/불연재료)

・층간 방화구획 설치

Ⅳ 위례초 사전기획 조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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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영/규칙/조례 법규내용 설계적용 비고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용도제한

등]

영46조

[방화구획의 설치]

・연면적 1,000m2이상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매층마다 구획

・완화규정

- 계단, 복도, 승강로(승강로비포함) : 방화구획된 경우

- 주차장(내화구조/불연재료)

・층간 방화구획 설치

영48조

피난규칙

15조

[계단 및 복도의 설치]

・연면적 200㎡초과 건축물 계단

・초등학교 : 유효너비 150㎝이상, 단높이 16㎝이하, 단너비 26㎝이상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영50조

피난규칙

16조

・2.1m 이상 ・2.4m 이상 설치

영51조

피난규칙

17조

[거실의 채광 등]

・주택의 거실, 학교, 병원, 숙박시설

- 채광 : 거실바닥면적의 1/10

- 환기 : 거실바닥면적의 1/20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영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3층 이상의 건축물, 지하층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영61조

피난규칙

24조

・학교

-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 : 불연재료 또는 준불

연재료

- 건축물의 외벽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53조

지하층의

구조

영25조
・거실면적 50㎡ 이상 : 직통계단+비상탈출구 또는 직통계단 2개소

・바닥면적 300㎡ 이상인 경우 급수전 1개소 이상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Ⅳ 위례초 사전기획 조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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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영/규칙/조례 법규내용 설계적용 비고

53조2

건축물의

범죄예방

영61조3

범죄예방

기준

[건축물의 범죄예방]

・적용대상

- 교육연구시설,

・접근통제

- 자연적 감시 강화 계획 또는 CCTV, 반사경설치

-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 설치

・영역성 확보

- 공적, 사적 공간의 위계 명확하게 설계

- 경계부분 바닥 단 구분 또는 재료나 색채 구분

・활동의 활성화

- 외부공간의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등은 상호연계하여 계획

・조경기준

- 사각지대나 고립지대 발생않도록 식재

-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식재

・조명기준

- 출입구 , 진입로 및 표지판에 조명시설 계획

・CCTV 안내판 설치

[교육연구시설]

-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 고려, 사각지대 없도록 계획

-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침입방어성능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도시계획

결정
・30% 이하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56조

건축물의

용적율

도시계획

결정
・120% 이하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도시계획

결정
・5층 이하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61조

일조 등의

높이제한

영86조

조례35조

・주거지역

・정남방향의 인접대지와 건축물의 각부분과의 거리

- 높이 9m 이하 : 1.5m이상

- 높이 9m 초과 : 인접대지로부터 당해건축물과의 각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Ⅳ 위례초 사전기획 조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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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영/규칙/조례 법규내용 설계적용 비고

19조

부설주차장
조례20조 별표2 ・교육연구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지하주차장으로 계획)

6조

주차장

설비기준

규칙 3조

[주차구획]

・일 반 : 2.5×5m

・장 애 인 : 3.3×5m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조례 제14조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규칙6조

[주차장의구조 및 설비기준]

・출입구는 회전 원할하게

・출구 2m후퇴점 1.4m높이에서 60°시선

・차로의 너비 : 직각주차 6m이상

・50대 이상 출입구 분리 또는 5.5m이상 출입구

・자주식 주차

- 지하주차장 입구높이 : 2.3m 이상

- 회전반경 : 6m 이상

- 직선형 차로너비 : 6m(2차선)이상

곡선형 차로너비 : 6.5m(2차선)이상

- 경사로의 종단구배 : 17%(직선), 14%(곡선)미만

・주차부분 높이: 2.1m 이상

・규정에 맞게 설치

4.3.2 주차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검토

4.3.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 운영 규정

규정 법규내용 설계적용 비고

3조

교사

・교사 기준면적 : 초등학교

- 학생수 961명 이상 : 1,680+3N ㎡

- 수준별 교육과정의 심화 보충 학습에 필요한 시설은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함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4조

교사용 대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4조

체육장

・체육장 기준면적 : 초등학교

- 학생수 601이상 1,800이하 : 1,800+2N ㎡

- 실내체육시설(체육관 등)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면적의 2배 면적 제외

Ⅳ 위례초 사전기획 조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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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둔촌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결정고시 (건폐율 30%, 용적률 120%, 5층 이하)로 수용 가능한 학급규모를 37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으로 개축

나. 기존 병설유치원 3학급은 규모를 유지하여 개축에 반영

다. 추후 학생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고려 (단계별 사업 반영)

1) 목표 학급수

2) 금회 시설사업

- 교사 12,331.12㎡(개축), 지하주차장(74대 이상, 교사 연면적에서 제외), 다목적강당 867.51㎡(리모델링)

- 위례초등학교 38학급(특수학급 1 포함), 위례초병설유 3학급 확보

명칭 학급수 학생수 대지면적(㎡)

위례초등학교 37(특수학급 1) 1,221
11,172

위례초병설유 3 70

Ⅴ 사전건축기획

5.1 대안 선정 기준 설정

5.1.1 대안 1 사전기획 범위

5.1.2 대안 2 사전기획 범위

가. 둔촌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결정고시 (건폐율 30%, 용적률 120%, 5층 이하)로 최대 수용 가능하도록 학급규모를 37학급으로 개축

나 기존 병설유치원 3학급 개축에 미반영 (개축 후 병설유치원 없음)

다. 증축 미고려 (금회 개축 사업으로 최대 학생 수용 반영)

1) 목표 학급수

4) 금회 시설사업

- 교사 12,151.81㎡(개축), 지하주차장(66대 이상, 교사 연면적에서 제외), 다목적강당 867.51㎡(리모델링)

- 위례초등학교 49학급(특수학급 1 포함)

명칭 학급수 학생수 대지면적(㎡)

위례초등학교 49(특수학급 1) 1,378 1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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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스페이스 프로그램 산정 근거

5.2.1 초등학교 시설기준 산출근거

1) 초등학교 시설기준 전제조건

- 교실 이용률 70% / 주당 수업시간 30.5시간(평균) 기준

- 저학년 및 중고학년의 교실 모듈 통일

- 과학/실과 이론실습비율 40:60, 음악/미술 이론실습비율 20:80

- ½ 교실(0.5Mo크기) 내 5명 교사 사용을 기준으로 교사연구실 면적 산출

- 영어, 수학교과를 위한 교과교실 적용(이론실습비율 50:50)(3학년 이상) : 영어교실(영어수업시수), 다목적교실(수학수업시수)

- 시청각실 면적 : 전체학생수의 1/6 수용으로 1인당 1.5㎡

- 도서실 면적 : 전체 학생수의 10% 수용으로 1인당 2.0㎡

- 식당면적은 2교대 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 급식기준 참조)

- 공용면적은 순면적의 60%로 제안(기계 전기실, 화장실, 계단실 등 포함)

2) 조리실(조리장) 기준 면적(㎡)

참고1 : 학교시설 계획 · 설계 지침 및 시설기준 개발 학술연구_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참고2 : 학교급식 기본방향_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Ⅴ 사전건축기획

급식인원 1,200이하 1,201~1,300 1,301~1,400 1,401~1,500 1,500초과

기준면적 230㎡ 240㎡ 250㎡ 260㎡ 270㎡이상

- 조리장 구성(예) :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세척실, 식품보관실, 소모품보관실, 급식관리실, 편의시설, 보일러실, 기타

3) 식당 기준 면적(㎡)
- (학생수/2.2)*1.18 + (교직원수)/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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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유치원(개축) 시설기준 산출근거

1)유치원 시설기준 전제조건

- 2012년 단설유치원 확정교부기준면적의 연면적 범위내로 조정

- 교무실은 교사연구실과 통합 개념

- 에듀케어실은 방과 후 과정 대응 교실의 개념(종일반)

- 다목적 특별 교실 적용 : 유치원별로 특성화 할 수 있는 여유교실 (예 : 미술실, 음악실, 예절실 등)

- 식당면적은 2교대 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 급식기준 참조)

- 공용면적은 순면적의 60%로 제안(기계, 전기실, 화장실, 계단실 등 포함)

구분 실수 산출근거 면적(㎡) 비고

교육

교실(3세반) 1 63.00 63.00

교실(4세반) 1 63.00 63.00

교실(5세반) 1 63.00 63.00

특수학급 0 0.00 0

유희실 1.5 63.00 94.50

에듀케어교실 1 63.00 63.00

소계 346.50

지원

수면실 1 31.50 31.50

도서실 0.5 63.00 31.50

다목적특별교실 0 63.00 0

다목적강당 0 63.00 0

소계 63.00

관리

원장실 0 31.50 0

행정실 0 31.50 0

교무실
(교사연구실)

1 63.00 63.00

학습자료실 및 제작실 1 31.50 31.50

소계 94.50

서비스

보건실 1 9.45 9.45

교사휴게실 1 22.05 22.05

식당 1 31.50 31.50

조리실 1 31.50 31.50

세탁실 1 15.75 15.75

창고 1 31.50 31.50

소계 141.75

합계(순면적) 645.75

공유면적
순면적의 약

60%
387.45

주차장 200㎡당 1대 5

전체 연면적 1033.20

참고 : 학교시설 계획 · 설계 지침 및 시설기준 개발 학술연구_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Ⅴ 사전건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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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대안별 스페이스 프로그램

5.3.1 대안1 스페이스 프로그램

5.3.1.1 대안1 : 초등학교(37+1학급) 순면적

구분 실수 산출근거 면적(㎡) 비고

교원시설

일반교실

일반교실 37 67.5 2,497.5

특수학급 1 135.0 135.0
교사실, 별도 화

장실 포함

학년교사실 6 33.75 202.5

교과교실

영어교실 1 101.25 101.25

다목적교실 2 67.5 135.0

교사연구실 3 33.75 101.25

특별교실

과학실 2 135.0 270.0

실과실
(목공실습)

1 135.0 135.0

실과실
(가정실습)

1 135.0 135.0

음악실 2 135.0 270.0

미술실 2 135.0 270.0

소계 4,252.5

지원시설

다목적활동실 1 101.25 101.25

컴퓨터실 1 135.0 135.0

시청각실 1 305.25 305.25

도서실 1 244.2 244.2

학습준비지원실 1 67.5 67.5

다목적강당 1 867.51 867.51 리모델링

식당 1 700.0 700.0

조리실(부대시설 등) 1 240.0 240.0

교사휴게(탈의,샤워) 2 33.75 67.5

소계 2,728.21

관리행정
시설

교장실 1 67.5 67.5

교무센터 1 101.25 101.25

전산실 1 33.75 33.75

방송실 1 67.5 67.5

행정실 1 67.5 67.5

인쇄실 1 33.75 33.75

문서(보관)실 1 33.75 33.75

회의실 1 33.75 33.75

상담실(Wee class) 1 101.25 101.25

보건실 1 67.5 67.5

창고 1 101.25 101.25

시설관리실(숙직실) 1 33.75 33.75

보안관실 1 33.75 33.75

소계 776.25

초등학교
(개축)

순면적 소계 7,756.96

< 초등학교 스페이스프로그램 시설기준 >
학교시설 계획 · 설계 지침 및 시설기준 개발 학술연구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참고

<초등학교 식당 및 조리실 면적>
- 201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참고

Ⅴ 사전건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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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대안1 : 유치원(3학급) 순면적

구분 실수 산출근거 면적(㎡) 비고

교육시설

교실(3세반) 1 67.5 67.5

교실(4세반) 1 67.5 67.5

교실(5세반) 1 67.5 67.5

유희실 1.5 67.5 101.25

에듀케어교실 1 67.5 67.5

소계 371.25

지원시설

수면실 1 33.75 33.75

도서실 1 33.75 33.75

소계 67.5

관리시설

교무실(교사연구실) 1 67.5 67.5

학습자료실 및 제작실 1 33.75 33.75

소계 101.25

서비스시설

보건실 1 10.13 10.13

교사휴게실 1 23.63 23.63

식당 1 33.75 33.75

조리실 1 33.75 33.75

세탁실 1 16.88 16.88

창고 1 33.75 33.75

소계 151.88

유치원
(개축)

순면적 소계 691.88 유치원은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

< 유치원 스페이스프로그램 시설기준 >
학교시설 계획 · 설계 지침 및 시설기준 개발 학술연구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참고

Ⅴ 사전건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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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3 대-1 스페이스 프로그램 : 초등학교37+1, 유치원3 

구분 면적(㎡) 비고

순면적(소계) 8,448.84

공유면적(연면적의 35.98%) 4,749.79 학습홀 공간 등 포함

교사 연면적 13,198.63 지하층 면적 포함

지하주차장 (2,960.00) 74대 이상, 연면적 제외

합 계 (16,158.63) 지하주차장 면적 포함

Ⅴ 사전건축기획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행정

유치원

다목적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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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대안2 스페이스 프로그램

5.3.2.1 대안2 : 초등학교(48+1학급) 순면적

구분 실수 산출근거 면적(㎡) 비고

교원시설

일반교실

일반교실 48 67.5 3,240.00

특수학급 1 67.5 67.5

학년교사실 6 33.75 202.5

교과교실

영어교실 2 101.25 202.5 영어체험실(어학실)

다목적교실 3 67.5 202.5

교사연구실 3 33.75 101.25

특별교실

과학실 3 135.0 405.00 준비실 포함

실과실
(목공실습)

1 135.0 135.0
준비실 포함

(노작활동 포함)

실과실
(가정실습)

1 135.0 135.0 준비실 포함

음악실 2 135.0 270.0 준비실 포함

미술실 2 135.0 270.0 준비실 포함

소계 5,231.25

지원시설

다목적활동실 1.5 101.25 151.88
공용교실, 진로, 

동아리실 등 포함

컴퓨터실 1 135.0 135.0 교사/준비실 포함

시청각실 1 324.0 324.0
부속실(무대, 준비실

등)
포함

도서실 1 259.20 259.20
안내, 서가, 열람실,
정보검색실 등 포함

돌봄교실 1 135.0 135.0

학습준비지원실 1 101.25 101.25

다목적강당 1 867.51 867.51

식당 1 760.94 760.94 2교대 적용

조리실(부대시설 등) 1 270.0 270.0

교사휴게(탈의,샤워) 2 33.75 67.5 남/여 구분

소계 3,072.28

관리행정
시설

교장실 1 67.5 67.5 회의공간포함

교무센터 1 101.25 101.25

전산실 1 33.75 33.75

방송실 1 67.5 67.5 스튜디오 포함

행정실 1 101.25 101.25

인쇄실 1 33.75 33.75

문서(보관)실 1 33.75 33.75

회의실 1 33.75 33.75 학부모실 겸용

상담실(Wee class) 1 101.25 101.25

보건실 1 67.5 67.5
보건교육실은

다목적교실 활용

창고 1 101.25 101.25

시설관리실(숙직실) 1 33.75 33.75

보안관실 1 33.75 33.75
별동개념 / 

외부 화장실 및
외부창고 포함

소계 810.00

초등학
교(개축)

순면적 소계 9,113.53

< 초등학교 스페이스프로그램 시설기준 >
학교시설 계획 · 설계 지침 및 시설기준 개발 학술연구 (201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참고

<초등학교 식당 및 조리실 면적>
- 2019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참고

Ⅴ 사전건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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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 비고

순면적(소계) 9,113.52

공유면적(연면적의 30.00%) 3,905.80 학습홀 공간 등 포함

교사 연면적 13,019.32 지하층 면적 포함

지하주차장 (2,640.00) 66대 이상, 연면적 제외

합 계 (15,659.32) 지하주차장 면적 포함

5.3.2.2 대안2 스페이스 프로그램 : 초등학교48+1

Ⅴ 사전건축기획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행정

유치원

다목적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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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안별 사전건축기획안

5.4.1 대안1 : 초등학교(37+1학급) 

배 치 도

차량 진입
(지구단위계획반영)

보행자 진입
(위치 변경 가능)

지하주차장 진입로

(증축예정)

(증축예정)

중정

운동장

진입마당
(숲속등굣길)

유치원놀이터
(숲속놀이터)

명일로

+30.7

+30.7

+30.24

+29.0

면 적 표

면 적 개 요

대지면적 : 11,171.70㎡

건축면적 : 3,350.62㎡

(개축 2,629.37㎡ + 기존 721.25㎡)

건 폐 율 : 29.99%

연 면 적 : 13,198.63㎡

(개축 12,331.12㎡ + 기존 867.51㎡, 지하주차장 제외)

용적률산정연면적 : 12,519.49㎡

(개축 11,651.98㎡ + 기존 867.51㎡)

용 적 률 : 112.06%

정
보
홀

구분 면적

개축

지하층
1층 679.14

소계 679.14

지상층

1층 2,956.30

2층 2,232.42

3층 2,214.36

4층 2,214.36

5층 2,034.54

소계 11,651.98

합계 12,331.12

리모델링
지상층

1층 146.26

2층 721.25

합계 867.51

연면적(개축+리모델링) 13,198.63

Ⅴ 사전건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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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 평 면 도 2 층 평 면 도

정
보
홀

교실홀

3 층 평 면 도

교실홀

Ⅴ 사전건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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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

111.78㎡

4 층 평 면 도

교실홀

교실홀

5 층 평 면 도 지 하 1 층 평 면 도

교실홀

교실홀

Ⅴ 사전건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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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치 도

차량 진입
(지구단위계획반영)

보행자 진입
(위치 변경 가능)

지하주차장 진입로

중정

운동장

진입마당
(숲속등굣길)

유치원놀이터
(숲속놀이터)

명일로

+30.7

+30.7

+30.24

+29.0

면 적 표

면 적 개 요

대지면적 : 11,171.70㎡

건축면적 : 3,151.61㎡

(개축 2,430.36㎡ + 기존 721.25㎡)

건 폐 율 : 28.21%

연 면 적 : 13,019.32㎡

(개축 12,151.81㎡ + 기존 867.51㎡, 지하주차장 제외)

용 적 률 : 116.54%

구분 면적

개축

지하층
1층 431.03

소계 431.03

지상층

1층 3,024.16

2층 2,629.90

3층 2,086.62

4층 2,086.62

5층 1,893.48

소계 11,720.78

합계 12,151.81

리모델링
지상층

1층 146.26

2층 721.25

합계 867.51

연면적(개축+리모델링) 13,019.32

5.4.2 대안2 : 초등학교(48+1학급) 

Ⅴ 사전건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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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 평 면 도 2 층 평 면 도 3 층 평 면 도

Ⅴ 사전건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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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층 평 면 도 5 층 평 면 도 지 하 1 층 평 면 도

Ⅴ 사전건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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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안-1 대안-2

배치도

학급수 일반교실 37 + 특수 1 + 유치원 3 일반교실 48 + 특수 1

규모
연면적 13,198.63㎡, 지하1층/지상5층,

지하주차장 74대 이상

연면적 13,019.32㎡, 지하1층/지상5층,

지하주차장 66대 이상

단계별사업
1단계 : 일반교실 37 + 특수 1 + 유치원 3 확보

2단계 : 도시계획결정 변경 후 일반교실 추가 확보

단계별 사업 해당없음

현행 도시계획 결정 범위 내 최대 일반교실 확보

장점
미래 학습 방법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 공간 조성

여유로운 공용공간 확보

금회 사업으로 인근 학생 배치 수요 충당 가능

개교 후 공사로 인한 학습환경 저하 배제

단점
1단계 공사로는 학생 배치 수요 충당 곤란

개교 후 2단계 공사로 인해 학습환경 저하 우려
다양한 학습 공간 제공의 어려움

최종결정 - 적합함

5.5 대안 비교 분석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행정

유치원

다목적강당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행정

유치원

다목적강당

Ⅴ 사전건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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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추정사업비

6.1.1 대안-2(초등학교49학급) 

Ⅵ 추정사업비 및 사업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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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구 분 금액(백만원) 비 고

A. 용지비

용지구입비 4,521.89

보상비 -

소계 4,521.89

B. 공사비

부지조성비 -

건축공사비 35,522.85 건축, 설비,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포함 기재

기타공사비 -

소계 35,522.85

C. 부대비

설계공모비 100 설계용역비의 10%이내

설계용역비 1639.33 각종 평가 및 조사 비용 등 포함

각종 인증 관련 비용 71.22 각종 인증 관련 수수료(설계비에 미포함)

설계의도구현관련 26.54 기초공사 후 월 2회 현장확인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1,975.02 건설사업관리, 전기・통신・소방감리등포함

기타(설계 경제성 검토 관련 등) 57.89 설계경제성검토(VE)

소계 3,870.00

D. 내부비품비 1,651.23

E.모듈러 임시교사동 1,200.00

F. 총사업비 46,765.97



6.2 사업추진일정(예정)

6.2.1 추진일정 (2023년 9월 개교 기준)

6.2.2 설계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Ⅵ 추정사업비 및 사업추진일정

- 49 -

추진일정

2021년 2022년 2023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사전검토(생략)

사전기획용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미래학교검토위원회

자체투자심사(2,6,10월)

중앙투자심사(4,8,12월)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계공모

설계용역

시설공사일상감사

조달청공사계약의뢰

시설공사

개교준비



Ⅶ 결 론

결론

1. 본 용역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2018. 3. 1. 이후 휴교 중인 위례초등학교가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 노출되어 건축물의 급속한 노후

화가 진행되어 구조적 안전성, 에너지 성능저하 등의 문제와 재개교 시점에 교실, 특별교실 등의 부족이 예상되어 2020. 6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학교 구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 추진방향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사전조사와 사용자 참여 TF를 통해서 학교 내 공유공간을 단순 ‘통과동선’이 아닌, 이용자들의 일상과 만남, 정보교류

가능하고, 필요시 인접실과의 물리적 공간 확장도 가능한 ‘학습홀’의 개념과 서울시 학교옥외공간(꿈빛마당)을 기본 체계로 반영한 교사 외부 공간, 

등하교길을 숲으로 조성하는 ‘숲 마당’의 개념을 설계 주안점으로 도출함

3. 앞서 진행된 사전기획을 통해 서울위례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2가지 대안을 도출함

대안 1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이해와 TF를 통해 도출된 미래교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공간적 주안점을 반영하여 대안을 도출함

- 초등학교 37+1학급 스페이스프로그램을 검토, 반영

- 병설유치원 3학급 스페이스프로그램을 검토, 반영

- ‘학습홀’과 ‘숲 마당‘ 반영

대안 2 : 서울위례초등학교 재개교 시점(2023. 9월 예정) 예측하는 학생 배치에 주안점을 두고 최대 교육공간(일반교실)을 확보하여 대안을 도출함

- 초등학교 48+1학급 스페이스프로그램을 검토, 반영

- 특별교실 집중배치와 일반교실 남향배치 반영

4. 금회 사전기획을 통해 도출된 두 가지 대안을 비교하였을 때 둔촌주공아파트 입주 시점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필수적 조건이라고 판단하여 학생 배

치를 고려한 “대안2”가 적합한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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