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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변화가 학생의 공간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정 욱 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전공 

김 성 근 

 

본 연구는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변화가 학생의 공간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의 초등학생들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양식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준공된 초등학교 외부공간(표준설계도 시기와 그 

이후)을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양식의 공간을 사용하는 초등학생

들은 각 양식의 공간을 인지 및 이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라는 질문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과거에 비해 설계 지침은 더 구체적이며 세분화되었고, 이로 인

하여 공간이 변화되었다면, 각 지침에 따라 구성된 공간을 이용하는 학생의 인식과 

행태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초등학교의 외부 공간 및 그 이용자인 초등학생

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17개의 세부 공간 분류에 대하여 각

각 하나의 특성을 도출하여 총 17가지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특

성들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성격 변화 경향성을 종합분석해보면 그 원인을 

공간의 분화에서 찾을 수 있다. 표준설계도 학교의 외부 공간은 폐지 이후의 학교와 

비교하여 미분화되었고, 공간구획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반면, 표준설계도 폐지 이

후의 학교에서는 새로운 공간이 발생하거나, 기존 공간의 기능 및 형태가 분화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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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서 다양한 공간이 생겼다. 공간의 기능 역시 공간구획이 분화됨에 따라서 더욱 

구체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반대로 표준설계도 학교의 외부공간 기능은 비교적 유

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공간 변화의 특성은 이용행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연

구한 결과 둘의 관계는 연구자의 예상과 정반대의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로서 공간의 분화가 행태의 다양성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

지만 실제 연구의 결과는 표준설계도 학교의 행태의 종류가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

고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에서는 행태의 종류가 더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공

간이 단순하고 또한 그 종류가 적은 표준설계도 학교에서는 행태가 몇몇 공간, 특히 

운동장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고, 공간이 분화되어 다양한 공간이 있는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에서는 행태가 여러 공간에 분산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용행태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의 특성은 공간 기능의 

유연함이다. 공간의 기능이 구체성을 띠게 될수록 이용 행태 역시 구체성을 띄기 때

문에, 이용행태의 종류는 단조로워지게 되는 것이다.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에

서는 공간이 다양해지는 동시에 공간의 기능이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만약 공간은 

다양해지고 공간의 기능은 유연하여서 많은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었다면, 결론은 

연구자의 예상과 같이 공간의 다양성이 행태의 다양성으로 이어졌다고 하였을 것이다. 

이로서 공간과 행태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공간 기능의 유연성과 행태의 다양성의 관

계라고 할 수 있다. 

이용행태 발생의 분산 정도는 공간 종류의 다양성과 상관 관계를 가진다. 공간의 

종류의 다양성이 이용행태의 다양성을 높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표준설계도 폐지 이

후의 학교에서 이용행태의 종류는 비교적 단조롭다. 하지만 같은 이용행태이더라도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표준설계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의 이용행태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따라서 이용행태의 

분산은 공간의 종류와 상관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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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초등학교 외부공간은 표준설계도 학교의 외부공간보

다 공간의 종류 다양하다. 

둘째,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초등학교 외부공간은 표준설계도 학교의 외부공간보

다 공간의 기능이 구체적이다. 

셋째,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초등학교 외부공간은 표준설계도 학교의 외부공간보

다 이용행태의 종류가 더 적다. 

넷째,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초등학교 외부공간은 표준설계도 학교의 외부공간보

다 이용행태의 발생이 더 분산된다. 

다섯째, 이용행태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간 기능의 유연성이다. 

여섯째, 이용행태 발생의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간 종류의 다양성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공간 변화가 이용자인 초등학생의 이용행태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하지만,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의 외

부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설계 가능 공간과 이용자 간의 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설계자가 공간을 설계할 때에 공간 기능의 유연성과 

공간 종류의 다양성을 조절 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용행태의 종류의 다양성과 분산 정

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태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설계자가 

초등학교의 외부공간이나 이와 비슷한 공간을 설계할 때 이용행태를 유도함에 있어서 

유의미한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주요어: 초등학교 외부공간, 초등학교 옥외공간, 표준설계도, 초등학생 이용행태, 공

간의 유연성, 현대화 시범학교, BTL학교, 환경인지도 설문 

학번: 2010-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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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초등학교의 외부공간은 1997년 표준설계도가 폐지된 이후 뚜렷한 변화를 보여 

왔다. 표준설계도를 폐지하여 새로운 외부공간을 창출해야 한다는 갈망은 

1970년대부터 몇몇 학자들과 연구들로부터 표출되었지만 1 ), 실제 표준설계도가 

폐지되기까지는 거의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표준설계도가 처음 

등장하였던 1960년대 초부터 1997년까지의 약 35년 동안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구성과 경관은 차이가 구별되지 않는 몇 개의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공교육의 의무화 정책으로 양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이었다2). 

표준설계도는 이러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지만, 새로운 패러다임(포트스 

모더니즘, 탈산업화), 세계질서(냉전의 종식과 자본주의 대두), 교육정책(열린 

교육, 특성화 교육) 등의 새로운 조류에 발맞추어 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3).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대화 시범학교 사업이 1992년 시작되었고, 1997년 

표준설계도가 완전히 폐기되면서 초등학교 외부공간은 다양한 공간 구성과 

경관을 보여주게 되었다.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를 살펴보면 표준설계도에 의해 건축된 

학교와 표준설계도가 폐지된 이후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및 BTL사업에 의해 

건축된 학교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만, 표준설계도 시기에 건축된 학교라 

하더라도 증·개축을 통하여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들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환경 개선을 하였기 때문 표준 설계도 시기 당시의 원형을 온전하게 

                                      
1)
 이정우, 「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 이전 탈표준화를 모색했던 학교건축 연구 선례 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 2008 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11, 2008, pp.473-476. 
2)
 정석환, 『[2 차 개정증보] 쉽게 풀어쓴 교육철학 및 교육사』, 동문사, 2014, pp.247-256. 

3)
 주영주∙장원희, 「열린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연구」, 『교육시설』, 한국교육시설학회, 

2(3), 1995,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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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하고 있는 학교 건축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표준설계도 시기의 학교들은 여전히 그 특성의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표준설계도 폐지 후의 학교들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는 개축이 아닌 

이상, 기본적인 학교의 배치와 공간구성을 완전히 새롭게 재배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초등학교는 다른 시기 및 다른 설계 지침에 의해서 

건축된 두 가지 양식이 뚜렷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의 양식도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초등학생들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양식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준공된 초등학교 외부공간(표준설계도 시기와 그 이후)을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다른 양식의 공간을 사용하는 초등학생들은 그 공간을 인지하는 

방식과 이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질문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설계 지침이 변화되었고, 이를 통해서 공간이 변화되었다면, 그 지침에 따라 

구성된 공간을 이용하는 학생의 인식과 행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초등학교의 외부 공간 및 그 이용자인 초등학생을 통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외부공간에 대한 연구들을 주제로 하는 학문 분야에는 조경학, 

건축학, 교육학, 교육시설학 등이 있지만, 조경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초등학교 

외부공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조경학에서의 

초등학교 외부공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식재 및 공간 현황, 공간 설계 제안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주제인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변화 추이와 

초등학생의 인식과 공간이용행태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적다. 따라서 

조경학적인 관점으로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변화와 초등학생의 공간이용행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표준설계도가 폐지 된 1997년으로부터 20년이 흘렀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분명히 많은 변화가 감지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간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공간이 이용행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연구는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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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간의 과거 20년을 평가해볼 수 있는 좋은 준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미래의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방향성을 다시 조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는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를 하였던 것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연구 최종 

목적은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효과적인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를 함에 있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변화가 학생의 공간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고찰, 

도면 분석, 현장 답사, 설문과 인터뷰를 하였다. 초등학교 외부공간 시기구분과 

공간분류는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하고,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특성 도출 및 

비교를 위해서 도면 분석 및 현장답사를 하였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환경인식 및 

이용행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과 인터뷰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맵핑을 하여 비교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시기구분과 공간분류를 하였고, 이용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환경인지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시기구분을 하기 위해서 문헌고찰을 통해 선행연구에서의 시기구분을 

살펴보았으며,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시기를 구분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시기들은 제외하였다. 시기의 구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외부공간 설계지침의 변천 과정을 집중하여 조사였으며, 설계지침의 명칭인 

표준설계도는 본 연구에서의 시기구분의 기준이 되었다.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분류는 기존 선행연구의 공간분류를 참고하였고, 이 가운데서 본 연구와 주제가 

비슷한 연구의 공간분류를 선별하고 종합하여 공간을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행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환경인지도 설문의 개념, 특성, 유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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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한 시기 구분에 의해서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을 하였다. 공간의 변화를 드러내기 위해서 현황조사를 하였는데, 

이를 위해 수도권의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49개교의 도면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도면 분석을 통해서는 교사 배치, 교사 형태, 향, 운동장의 장축, 

고ㆍ저학년 놀이공간 구분 여부와 같은 설계 요소를 비교하였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설계 요소에 대해서는 그 특성이 답사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시기구분에 따라 표준설계도 시기의 학교 10개교와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 9개교, 총 19개교의 학교를 답사하였고, 기본적인 

시설의 유무에서부터, 시설의 형태, 구성, 기능 및 용도 등을 비교함으로써 

시기별 공간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도출된 공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표준모델을 도출하였다. 표준모델은 각 시기의 특성을 종합하여 나타낸 

것으로 각 시기 학교의 특성과 공간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설문 

및 인터뷰 대상 학교를 선정의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한 시기별 공간의 변화가 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 및 인터뷰 대상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답사한 초등학교들의 공간 특성이 표준모델과 얼마나 

근접하는지 평가하였으며 그 중 가장 근접한 학교를 시기별로 1개교씩 

선정하였다. 그 후 선정된 학교별로 환경인지도 설문 및 이용행태 설문을 하였다. 

환경인지도 설문을 통해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각 시기의 공간 특성을 

학생들도 인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공간 특성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공간 특성은 이용행태에 더욱 밀접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았다. 이용행태 설문에서는 어떠한 행태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빈도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행태가 구체적으로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용행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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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6학년 학생들이 각각 5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용행태의 유형별로 공간에 

이용행태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용행태 설문에서 종합한 이용행태의 

표시가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5장에서는 최종적으로 2,3,4장의 연구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표준설계도 

전후의 공간 변화, 공간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공간 이용 행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림 1-2] 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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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교 외부 공간 

2.1.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시기 구분 

2.1.1.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시기 구분의 선행 연구 

초등학교 외부공간 디자인의 변화에 대한 시기 구분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논의 

결과를 내리고 있다. 관점에 따라 시기를 조금 더 세분화하기도 하는 정도이고, 

큰 흐름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이호진(2011)4)은 서양 근대 

건축양식의 시초로 1883 년의 원산학사와 1885 년의 배재학당을 꼽고 있다 5 ). 

그러나 1905 년 을사조약 이후에는 “왜식”건축이 적용되었고, 1946 년 

미군정시기부터는 새로운 학교를 건축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으나 학교건축에는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의무교육으로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자 

국가에서는 표준설계도(1962)를 제작하여 양적 팽창을 유도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이후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교건축양식의 현대화 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1993 년 서울 소재의 불암초등학교, 1994 년 전북 

소재의 증산초등학교가 표준설계도를 탈피한 현대화 학교라는 명칭으로 

건축되었다. 이후 표준설계도 형 학교건축은 차츰 사라지게 되었고, 2005 년 이후 

BTL 민간투자 사업으로 디자인을 경쟁하는 학교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시기 구분에 있어 김기수(2015)6)는 서원과 향교로 대변되는 고대~조선중기의 

학교건축, 조선후기(개화기)~1945 년(일제강점기)의 학교건축, 양적 팽창의 

시기로 1945 년(해방이후)~1961 년(전란후)의 학교건축 복원기와 1962~1992 년 

표준설계도를 이용한 양적 학교시설 확보기, 현대 학교 건축의 시작으로 

1992~2004 년의 현대 학교건축의 질적 성장기, 마지막으로 2005~2015 년 

                                      
4)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5)
 이호진, 「[시니어 칼럼]우리나라의 학교건축 100 년」, 『건축』, 55(2), 대한건축학회, 2011, 

pp.40-41. 
6)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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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다양한 학교건축의 모색과 미래학교의 준비기로 나눠 6 개의 시기 구분을 

제안하였다7). 

정주성(2012) 8 )은 1962 년 이후에 학교 교사는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건축되었으며, 1992 년에 실시된 현대화 시범학교 사업으로 과감한 변화가 

시도되었다가, 2001 년도에서 2005 년 사이에는 열린 육의 열기가 식어 폐쇄적인 

학교가 건축되었으며 2005 년 이후부터 민자사업에 의해 다양한 학교들이 

건축되고 있다고 하였다9). 

이를 종합하면 [표 1]과 같이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시기는 크게 5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표 2-1]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시기구분 

시기구분 이호진(2011) 김기수(2015) 정주성(2012) 종합 

중세학교 

건축 
 

서원 향교 

(-개화기) 
 

전통 학교 시기 

(-개화기) 

근대학교 

건축 

근대 학교건축 

(1883-1962) 

일제강점기 

학교건축 

(개화기-1945)  

근대개화 학교 

시기 

(1883-1962) 학교건축 복원기 

(1945-1961) 

현대학교 

건축 

표준설계도 시기 

(1962-1993) 

양적팽창기 

(1962-1992) 

표준설계도 시기 

(1962-1992) 

표준설계도 

학교 시기 

(1962-1992) 

현대화학교 시기 

(1992-2005) 

질적 성장기 

(1992-2004) 

현대화 

시범학교 시기 

(1992-2005) 

현대화 

시범학교 시기 

(1992-2005) 

BTL 디자인경쟁 

시기 

(2005-2012) 

미래학교 준비기 

(2004-2015) 

BTL 학교 시기 

(2005-2012) 

BTL 학교 시기 

(2005-현재) 

 

                                      
7)
 김기수, “충북의 학교건축 변천과정(1)”,<충청일보>, 2015 년 10 월 15 일 제 8 면 

8)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9)
 정주성, 「교육시설 정책 변천에 따른 초등학교 건축공간 변화 추이 분석」, 『교육시설』, 

19(2), 한국교육시설학회, 2012,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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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대학교 건축 시기 내에서의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며, 현대학교 건축 시기 내의 시기별 명칭은 

정주성(2012)의 것을 따르되, 근대 이전의 시기 구분은 이호진(2011)과 

김기수(2015)의 구분을 참고하였다. 또한 시기별 명칭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표준설계도 시기”는 “표준설계도 학교 시기”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세 시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1.2. 표준설계도 학교 시기 

표준설계도의 목적인 ‘표준화 교사’의 건축 개념을 먼저 살펴본다. 

이정우(2009)에 의하면 ‘표준화 교사’란 규범이 되는 학교건축이자 평균적인 

시설 수준을 갖도록 계획된 학교 건축을 의미한다. 표준설계도에 의한 학교 

건축은 획일성을 조장한다고 하여 1980 년대 중반 이후부터 비판의 소리가 

컸으나 당초 표준설계도의 목표는 동일한 수준의 질을 갖는 건축물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설계를 

채택하였다10). 

이러한 표준설계도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① 단위교실 크기, 형상의 

고정화 ② 편복도형 평면의 고수 ③ 공간의 미분화 ④ 외관의 획일성을 들 수 

있다. 특히 공간의 미분화는 실내 공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고, 외부 공간의 

경우에도 운동장 외 외부공간을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표준설계도에 의해 획일성이 확보된 것은 개별 프로젝트의 특수성, 

아동의 연령별 행태의 특수성, 의장성 등을 배제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11). 

                                      
10)

 이정우, 「한국 근대 초등교육시설에서 표준화교사의 전개과정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t pp.18-19. 
11)

 ibid.,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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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는 해방 이후 여러 차례 표준도(표 2)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 

표준설계도에서 건축 형태 및 외부공간의 내용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 

가운데서 외부공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연구 보고서는 1964 년의 국민학교 

표준건축 시설 설계도이기에 이 보고서의 내용으로 표준 설계도 내용의 지침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2-2] 해방이후 초등교육시설 표준설계도 

연도 발행처 자료명 

1962 문교부 학교 표준 설계도 

1964 서울시 국민학교 표준건축 시설 설계도 

1975 서울시 
학교시설 표준설계도 

(1 집: 교사·체육관편, 2 집: 부대시설편, 3 집: 책상 및 걸상) 

1980 문교부 학교교사 표준설계도 

1983 문교부 자연형 태양열 학교교사 설계도 

1983 문교부 조립식 학교교사 표준설계도 

1985 문교부 화장실 표준설계도 

 

1964 년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출판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지침에 근거하여 건축하게 되었다. 

[표 2-3] 표준설계도의 외부공간 계획 지침12) 

배

치

계

획 

대지내에 

있어서의 

학교배치 

편측 복도(그림 1)인 경우에는 교사는 교지의 북쪽에 두고 교정을 둘러싸는 

배치가 많이 쓰여졌다. 이 배치는 북측을 막고 ㅇㅇ도 비교적 원활하게 

취급될 수 있으나 교실에서 운동장 소음이 직접 들려 학습에 방해가 크다. 

그래서 교실을 남측에 배치하는 전향도 있으며 더욱이 중앙복도(그림 2)인 

경우에는 동서간으로 배치함이 좋다. 교사를 북측에 두는 경우에는 교사와 

운동장 사이에 잔디나 수목으로 완충지대를 두어 기분상으로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이용 운동장은 물론 체육실 및 강당은 지역사회에서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12)

 서울시 교육위원회 표준건축시설 연구위원회, 「서울특별시 국민학교 표준건축시설 

연구보고서」, 1964,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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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여야 한다. 

놀이터와 

운동장 

놀이터는 짧은 쉬는 시간에 쓰이므로 될 수 있으면 교실에서 가까운 거리에 

나들기 쉬운 장소라는 조건이 더 중요하다. 체육시간이나 점심 휴식시간은 

넓은 운동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놀이터와 운동장은 어느 정도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좋다. 도회지에서 대지가 좁은 경우에는 

교사주변이나 놀이터를 더 중요시하여 운동장은 부차적으로 고려함이 좋다. 

운동장이 1 학급당 80m 이하가 되면 평상의 체육시간에 지장이 있다. 

 

[그림 2-1] 편복도형 배치도13) 

 

 

 

 

 

 

   

 

 

 

 

 

 

 

 

 

 

                                      
13)

 ibid.,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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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중복도형 배치도14) 

 

표준설계도 학교에서는 복도는 북쪽, 교실은 남쪽에 두도록 하고 있다(그림-2). 

그래서 교사가 운동장의 북쪽에 배치될 경우 운동장의 소음을 교실이 그대로 

받게 된다고 한다. 한편 중앙복도 형식의 교사의 경우에는 북향 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동서로 교사를 배치하기를 권고한다(그림-3). 그리고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교실과 운동장 사이에는 화단 및 교목을 배치하고 간격을 두었다. 

놀이터는 배치도 상에는 배치하지 않았고, 지침으로만 남겨 두었다. 

이러하듯 1964 년 서울시 표준도에서는 교사동의 유형이 크게 편복도형과 

중복도형(중앙 복도형)의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고, 각 유형별로 총 7 가지의 

배치도가 제시되어 있다. 편복도형에는 ㄱ자형 배치와 U 자형 배치의 두 종류가, 

중복도형에는 총 5 종류의 배치도가 예시되어 있다. 한편, 1975 년 서울시 

표준도에는 편복도형만 5 가지 유형이 나와 있으나, 건축적인 내용과 부대시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외부공간과 배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표준설계도가 1997 년에 폐기되기 전까지는 외부공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4)

 ibid,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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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년의 표준설계도 지침에 근거한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탈표준화를 위한 노력은 1970 년대 초부터 계속 이루어 졌고, 1980 년대 후반에 

시작된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한 연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실험은 이루어졌지만, 

실제 뚜렷한 공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90 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2.1.3. 현대화 시범학교 시기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은 1986 년 교육개혁 심의위원회에서 정책과제로 

채택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문교부의 정책연구과제로 교육개발원에 의해 

「학교시설의 현대화」(1987)라는 같은 제목의 보고서가 간행되었으며, 

건축분야에서는 「국민학교 건축계획모형연구」(1990)가 수행되어 현대화 

국민학교의 계획지침이 만들어졌다. 이를 토대로 1993 년 불암 국민학교를 

시작으로 현대화 시범학교들이 전국적으로 건설되어 총 82 개교가 건설되었다15). 

이정우(2008)에 따르면, 그 이전에도 탈표준화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바로 

1973 년에 발간된 「새마을 농어촌 주택 및 학교건축에 관한 학술 연구 

보고서」가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의 내용에는 다소 혁신적인 홀 

타입의 교실 배치, 남향위주의 배치에서 탈피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16). 그 이후 

연구 중에는 「지역 및 학교환경에 적합한 설계도 개발을 위한 연구」가 1982 년 

문교부 정책과제의 결과물로 발간되었다. 부제는 ‘표준설계도 활용에 의한 

국민학교 교사의 배치 및 형태의 다양화 방안’ 으로서 배치공간의 현황분석, 

환경패턴 관찰, 국민학교 환경의 다양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 모형으로 

                                      
15)

 박윤금·조성기, 「현대화초등학교의 공간구성의 특성에 관한 조사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14(5), 대한건축학회, 1998, pp.55-62. 
16)

 이정우, 「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 이전 탈표준화를 모색했던 학교건축 연구 선례 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 2008 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11, 2008, pp.47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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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17 ).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축적으로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은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1992 년 시범학교 건립 계획이 확정된 이후 1999 년까지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건립된 82 개교의 현대화 시범 초등학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4] 현대화 시범 초등학교의 현황18) 

지역 전체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서울 13 개교 불암  

용원·등명 

신현·등현

·목원 

연월·가주 

염동·은정 

개웅 

금산 
전곡  

부산 7 개교 하남  
금창·해강 

·좌동 
화곡  남일 수성 

대구 5 개교 감천 시지   성지 대봉 대성 

인천 4 개교  작동  서면  서화 송월 

광주 10 개교  하남남 
삼일·세정 

·조봉 

일곡중앙·

매곡·운남 

오룡·쌍암 

 계림  

대전 3 개교    월평  길마 문화 

전남 7 개교  광양북 연향 
신월·신흥 

·신흥 
 도암 석곡 

경북 8 개교 장산·중앙  형남·길주 창포  
송라초중· 

신녕 
춘양 

경기 4 개교 평촌  탄천·성저   일죽  

강원 3 개교    남부  영랑 둔내 

충북 3 개교  연수    이월 미원 

충남 3 개교   쌍용   
은산초중· 

탄천초중 
 

전북 5 개교   중산 송원·영등   
원형 

·황등남 

경남 4 개교 토월 신기    진교 금산 

제주 3 개교      
화산· 

신창초중 
무릉 

전체 82 개교 7 개교 6 개교 18 개교 19 개교 3 개교 17 개교 12 개교 

                                      
17)

 ibid. pp.473-474. 
18)

 박영숙, 「[RR2002-12]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한 교육명세서 기준 개발 연구, 

[KEDI]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002,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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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 시범학교 사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19). 

① 열린교육을 수용할 융통성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②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집중 난방방식을 채택한다. 

③ 공동 구역을 설치하여 가변성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④ 수영장, 체육관, 강당 등을 지역 주민과 공동 이용함으로써 학교를 지역 

문화센터로 만든다. 

⑤ 현대화 시범학교의 건립 시 각실 계획에서는 지침을 반영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현대화 시범학교에서의 계획 지침은 교사, 배치, 의장, 

환경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 초등학교 외부공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지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현대화 시범학교 외부공간 설계 지침 

배치 및 향 
- 일반교실은 남향, 저학년 및 특별교실은 동남향가능, 체육시설은 향에 관계없이 배치한다. 

- 저학년 동은 교문에 근접하게 배치한다. 

접근성 

- 주 진입은 운동장과 교사동 사이로 접근하게 배치하며, 주진입과 부진입으로 구분하여 2 군데 

위치하게 한다. 

- 부출입문과 강당 겸 체육관은 인접하도록 계획한다. 

- 인동간격은 정 남북방향을 기준으로 최소한 건물높이의 2 배가 되게 계획한다. 

블록의 형태 

- 요철에 의한 변화적 조형감을 창출하며, 블록과 블록을 통한 전이공간 창출의 공간 구성을 

통해 아늑한 외부 공간을 형성하도록 계획한다. 

- 인위적인 외부 휴식공간과 수목에 의한 파빌리온을 구성하며, 단계별 증축을 위한 공간 구성 

계획을 한다. 

옥

외

공

간

계

획 

운동장 계획 - 장축 방향은 남북으로 두며 주변에는 거목으로 식재하고, 둘레에는 자전거 도로를 계획한다. 

놀이공간 

계획 

- 저학년 소 운동장, 중학년 소 운동장, 놀이시설 공간은 수목에 의한 아늑한 공간으로 계획하여 

고학년 공간과 독립되게 계획한다. 

- 옥내·외 공간은 상호 연계되도록 한다. 

정원계획 
- 건물의 인위적 공간에 의한 open space 는 정원으로 계획하며, 교육용 정원(식물원) 및 동물 

사육장은 저학년 동에 가까게 배치하여 계획한다. 

자료: 서울불암초등학교 계획기준(1995), 초등학교 건축의 외부공간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종합 후 재편집)20) 

                                      
19) ibid, pp.16-19. 
20)

 ibid,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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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기준은 「국민학교 건축계획모형연구」(1990)와 서울 불암초등학교 

계획기준을 종합한 것이다. 「국민학교 건축계획모형연구」원본을 구할 수가 

없어, 타 논문의 인용을 종합하였다. 

이 지침은 1964 년의 표준설계도 이후에 발표된 것으로 외부공간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고려를 한 지침이었다. 표준설계도와 비교하여 크게 발전한 

부분으로는(1) 접근성에 대한 고려, (2) 저·중·고학년의 공간을 구분하여 설계, 

(3) 내·외부공간의 연계, (4) Open Space 의 정원화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지침을 반영하여서 설계된 서울불암초등학교는 학교건축에 있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에 대해서 이호진(1999)은 ‘시공 당시부터 인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좋은 학교라는 입소문으로 학생들이 몰려 2 부제 

혹은 3 부제 수업까지 하여야 하였고 아파트 값도 덩달아 상승시켰다 21 )’고 

회고하였다. 이로서 현대화 시범학교는 성공적으로 시작하였고, 1997 년 

표준화설계도가 폐지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후 초등학교 외부공간은 

BTL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탈표준화 경향을 보이면서 다양한 도면을 

선보이게 되었다. 

 

2.1.4. BTL(Build-Transfer-Lease) 학교 시기 

BTL 사업은 교육청이 2005 년부터 도입한 사업으로서 민간의 자본으로 공공의 

시설물을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Transfer)한 뒤, 

일정한 시설의 사용료인 임대료(Lease)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22 ). 

2005 년부터 2013 년까지 전국적으로 197 개 사업을 하였고, 1,205 개 학교가 

                                      
21)

 이호진, ‘<교육 100 년, 교사 100 년-5> 현대화 학교의 시작’, <한국교육신문>, 

http://www.hangyo.com/, 1999 년 9 월 13 일,  
22)

 차유진, 「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교육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2014, 석사학위논문 



사업대상이 되었다. 신축

공사는 411 개교였다. 연도별

 

[그림 2-3]  연도별 BTL 사업 23

 

BTL 사업하에서 초등학교

시기의 배치형태가 ‘

BTL 사업에서는 주로 ‘

[표 2-6]  BTL 초등학교 배치형태24

구분 
18 학급

이하 

ㅡ 자형 8% 

ㄱ 자형 19% 

ㄷ 자형 4% 

ㅁ 자형 4% 

T 자형 12% 

                                     
23)

 백순근, 「교육시설 BTL 사업

현황자료집(2005~2013)」, 
24)

 ibid, p19. 

16 

신축은 598 개교, 개축은 145 교, 증축은 51

연도별 학교수는 다음과 같다.  

사업 학교수23) 

초등학교 배치형태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은데, 

‘ㅡ’형,  ‘ㄱ’형, ‘ㄷ’형이었던 것을

‘H’형과 복합형(‘ㄷ’+’ㅡ’)이 많이 발견되었다

배치형태24) 

학급 19~24 학

급 

25~30 학

급 

31~36 학

급 

37~42

급 

3% 3% 2% - 

14% 11% 10% 4% 

8% 5% 10% 4% 

- 1% 2% 2% 

8% 9% 2% 4% 

                                      
23

사업 성과분석(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보고서, 2013, p. 59, 재구성
24

51 개교, 소규모 

23

 

, 표준설계도 

것을 비추어보면 

발견되었다. 

24

2 학 42 학급 

초과 

3% 

3% 

14% 

3% 

3% 

                                     
23

재구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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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자형 19% 17% 17% 26% 24% 17% 

E 자형 - - 7% 7% - - 

복합형(ㄷ+ㅡ형) 15% 19% 21% 17% 22% 17% 

복합형(T+-형) 4% 1% 15% 7% 20% 14% 

복합형(E+ㅡ형) 4% 8% 5% 10% 11% 21% 

복합형(기타) 12% 11% 5% 7% 9% 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2013 년 기준으로 BTL 학교는 1205 개교로서 증가 량만큼 BTL 사업 운영비가 

증가하게 되어 BTL 사업수가 2008 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오히려 BTL 학교는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BTL 사업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이전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주어졌는데, 2011 년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를 보면 크게 설계단계, 시공단계,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설계단계에서의 분야별 가이드라인은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건축, 토목, 조경, 설비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 공간에 대한 지침은 배치계획, 조경계획, 생태적 외부환경계획 등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  2011 년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 [재편집]25) 

배치

계획 

교지

배치 

계획 

연계계획 

- 교지는 옥외체육장과 교사대지로 구분한다. 

- 교사대지는 고저차가 높은 곳에 체육장은 낮은 곳에 배치한다. 

- 교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교사, 체육장, 옥외 공간 등을 계획한다. 

- 주변 녹지체계와 공원 등과 적절하게 연계시킨다. 

- 학생 학습공간과 지역주민 개방공간을 영역적으로 적절하게 구분하여 개방에 따른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 도로 및 인근 소음원에 접한 경우 녹지 및 방음시설을 한다. 

- 교사동 주변에 방범 및 학생지도·관리 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물을 배치하고 

부득이 한 곳은 무인경비 시스템 등으로 보완한다. 

- 학교부지와 인접한 공원(근린공원 등)과 주변 녹지와 연계성과 관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주변 지역의 공원, 녹지의 수종과 학교부지 내의 수종의 연계성도 고려하여 

계획한다. 

                                      
25)

 김태완, 2011 년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안), 한국교육개발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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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및 

담장계획 

- 주출입구(교문)는 도시계획에서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되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인접도로 사항을 

고려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가급적 교사에 인접하게 

설치한다. 

- 주출입구에서 교사대지로 출입이 가능하게 하며, 지역주민 개방시설을 인접하여 계획한다. 

- 학교정문은 학생들의 통학의 편리성, 교통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범위에 학생들의 위해시설이 없는 곳을 선정한다. 

- 주·부출입구형태는 주변 환경과 학교로서의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위치는 차량 

진·출입로에 계획하여 인근 주거단지와 도로형태에 따른 동선관계를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학교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하며, 주출입구의 폭은 소방차 및 대형버스 진입이 

가능하게 계획한다. 

- 부도로 측 또는 학생 통행이 많은 곳에 부출입구를 1 개소 이상 설치한다. 

- 출입 동선이 체육장을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 담장계획은 사용자의 안전과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권장사항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등을 고려하여 투시형 또는 개방형으로 계획하고, 안전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투시형 울타리 또는 휀스 등을 계획한다. 

- 소음 및 기타 특수한 경우에는 투시형 방음벽 등을 계획한다. 

- 출입구는 차량 진·출입 시 주도로의 주행차량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출입구 주변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주출입구 주변 등에 관리실(경비실) 등을 계획한다. 

체육장 등 

계획 

체육장 

계획 

- 체육장은 가능한 남쪽에 배치하여 일조가 좋아야 하며 장·단변 비율은 축구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3:2 정도로 한다. 

- 초등학교는 체육장외에 별도의 2 개 학년이 이용할 수 있는 옥외 

놀이공간(종합놀이시설 포함)을 확보하여야 한다. 

-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치계획 시 유치원전용의 종합놀이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체육장은 대로변과 접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부득이 계획할 경우 체육활동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 체육장은 체육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운동관련 

옥외시설물 또한 교육목적 실현을 위해 신중하게 선정·계획한다. 

옥외시

설 계획 

- 조회대는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고 하부에는 체육창고 등으로 계획한다. 

- 조회대는 지붕을 설치하고 조회대가 운동장 면과 교사 통행로에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국기게양대는 체육장 여건에 따라 쉽게 보이는 교사동 전면 스탠드와 화단 사이 

통로 등에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옥외음수대는 학생 수를 감안하여 사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며, 체육장 

및 통행로에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운동장 부분은 체육활동 시 학교 밖으로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구방지용 휀스(h=3.5 이상)를 설치한다. 

- 옥외조경 및 포장,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안내표지, 가로조형물, 자전거거치대, 

놀이터, 벤치, 담장 등)의 설계에 있어 선도적 디자인으로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일관성과 통일감을 구현한다. 

- 옥외 공간 및 시설물이 교육적 기대 및 지역주민 친화 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다수의 이용에 있어 접근성, 안전성이 확보되고 공공시설물로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외부 마당, 휴게, 생태공간 등이 지속적이고 다목적으로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교사

배치 

계획 

교사환경 

및 

연계계획 

- 교사는 대지의 향, 일조 및 풍향, 소음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 교사동의 남북 간 인동간격은 일조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차량이 충분히 통행하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옥외, 저학년과 고학년간의 영역을 분리하되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 교실의 향은 가능한 남향(또는 동남향)으로 배치하여 자연채광 및 환기가 용이하도록 하며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차단시설을 계획한다. 

- 교사 건물주변에 화단을 조성할 때에는 조경수목의 수관 폭을 고려하여 화단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교사 바로 가까운 곳에는 상록수보다는 낙엽수를 식재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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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층을 활용할 경우, 자연채광, 환기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썬큰 개념을 

도입하는 등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 대지의 자연 물순환 체계의 활용을 위하여 배수를 용이하게 하고 대지의 형태 및 지형을 잘 

이용한다. 

미래사회 

대응계획 

- 향후 학교시설확장(유치원, 에듀케어, 교실증축, 체육관, 복합화시설 등)에 대비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동선 

및 

주차

계획 

보행자동선

계획 

- 학생, 교직원, 학교개방 시 이용자, 외래 방문자, 급식소 재료 반·출입 동선을 분리한다. 

- 출입 동선은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을 분리하고 동선이 중간에 교차되지 않아야 한다. 

- 진입도로는 접근인지도 및 보차분리개념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학교 안에서도 보차분리 및 

보행전용 동선을 확보한다. 

- 학생들의 보행동선과 주차장 진입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 학교 주변 통행로의 도로 및 교통량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한다. 

자전거 

동선 및 

거치장계획 

- 자전거 동선은 차량동선과 분리되게 하고 자전거 보관소는 차량 주차장과 별도로 교사동 

인근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주차장은 ○○시(도)가 정한 조례에 맞는 주차대수의 확보를 위한 옥외 또는 옥내 주차장을 

계획하며 확장성을 고려한다. 

- 보행 동선을 피하여 주차장을 배치한다. 

- 교사주변에 소방차의 통행 또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 보건실 구급차 진입, 조리실 부식창고 부식차량 진입, 장애인 출입구 진입이 가능한 동선으로 

계획하며 가능한 경우 교지 내 순환도로 체계를 수립한다. 

- 장애인 주차는 교사동 현관과 근접한 위치에 계획한다. 

토목

및 

조경

계획 

토목

계획 

구조물계획 

- 스탠드는 교사동과 운동장사이에 학생(초,중,고)들의 앉은키 높이에 따라 적절한 단 높이로 

계획한다. 

- 스탠드의 재질은 콘크리트(문양거푸집사용), 블록식 보강토, 자연석, 목재, 등 지형여건에 

적합한 재료로 선택하여 계획한다. 

- 구령대와 접하는 계단은 구령대와 마감재의 연속성을 갖도록 한다. 

- 스탠드구간은 차양시설을 설치하여 체육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한다. 

포장계획 

- 체육장 마감공법은 마사토 포장, 인조잔디포장, 천연잔디포장 등을 비교·검토하여 

유지관리에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고 먼지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스프링클러 2 개소 이상)을 

계획한다. 

조경계획 

- 학교를 상징하는 수종이나 향토수종, 고장을 상징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한다. 

- 조경대상지는 주변의 생태환경을 고려하고 절·성토 사면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며,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복구·복원방안을 수립한다. 

- 학습의 장(생태연못 등)으로 활용되는 공간은 환경 친화형으로 조성하고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체육, 여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소음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밀식 수림대를 조성한다. 

- 조경시설물에는 파고라, 벤치, 생태연못, 산책로 등을 계획하고 녹화구역과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한다. 학교 교명석 등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 보행로, 광장, 휴게소 등의 포장구간은 일정한 문양을 넣어 각 공간별 특성을 살리도록 한다. 

이때 토목분야의 포장설계와 상호 연계한다. 

- 출입구에서부터 교사동까지 통로구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하여 가급적 단차가 없도록 

계획한다. 

- 조경계획 시 생태면적율은 환경부 생태면적율 적용지침을 참고하여 40%(신설학교)이상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조경계획 시 녹지구간은 폭을 2m 이상으로 계획하고, 건물과 접하는 녹지는 낮은 수목으로 

계획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특화

계획 

안전 

및 

무장

애계

획 

안전계획 

-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시설 안전 매뉴얼이 제시하는 시설물 안전, 체육 및 놀이기구 안전, 

전기·가스·소방시설에 대한 안전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은 다음의 설계기준에 대해 유념하여 계획한다. 

- 가드레일, 핸드레일의 설치기준(폭, 높이, 마감재 등) 

- 계단의 경사도, 폭, 단, 높이, 논 슬립 등의 기준 

- 옥외구조물 및 운동장 등의 돌출 및 걸림 위험 방지 기준 

- 옥외시설(차도와 보도, 배수로, 옹벽, 화단, 옥외구조물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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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계획 

- 무장애 계획은 학생들의 접근성, 안전성, 식별성에 목표를 두고 설계한다. 

- 학교 옥내·외에서는 비장애인은 물론 시각 및 신체장애자가 이동시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 

내·외부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건물 동간은 가급적 가깝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집중 배치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 휠체어 사용 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한다. 

친환

경계

획 

생태적 

외부환경계

획 

생태공

간계획 

- 학교시설의 외부공간은 다양한 광장과 마당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교류, 

만남, 휴식, 놀이, 정보 전달, 이벤트 등이 일어나도록 한다. 

- 각 영역마다 접근성, 연속성, 식별성, 장소성을 부여하며 내부공간과 자연스러운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학교 내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두어 차량 동선과 분리하고 소규모 포켓 등 

휴식처를 설치하며 광장과 마당 등은 쾌적한 녹지 환경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이면서 

변화 있는 장소로 조성한다. 

- 진입광장은 보행자 주출입구 부분에 위치하고 상징 공간, 휴식 및 놀이 공간 

등으로 활용되도록 계획한다. 계획 내용 및 주요시설로는 상징적 이미지 및 

식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노면 꽃길 조성, 상징 조형물 및 조경석 설치, 자전거 

주차시설, 조형 문주 설치, 수목 터널 조성 등을 고려한다. 

- 중정 마당은 교사동으로 둘러싸인 중정에 위치하며 휴식, 이벤트, 행사, 전시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계획한다. 주요시설로 파고라, 벤치, 상징, 조형물, 휴지통, 테마 

식재 등을 고려한다. 

- 포켓 마당은 학교 교사동간 자투리 공간에 조성하며 학생들의 휴게, 휴식, 담화 

공간으로 활용되며, 주요시설로 파고라, 벤치, 생울타리, 가로등 등을 고려한다. 

생태조

경계획 

- 주변 지역의 녹지체계와 연계한 식재 선정하고 녹지 축을 연결한다. 

- 향토수종을 선정하고 다층 구조 식재를 통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쾌적한 교사 

환경을 형성한다. 

- 교사동 주변은 남쪽에는 낙엽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에는 교실내로 들어오는 

햇빛을 막고 겨울철에는 온기를 받아들이며 북측에는 상록수를 심어 북풍을 막도록 

계획한다. 

- 도로와 면한 교사부지 주변에는 환경오염에 내성이 있으면서 대기오염물질의 

흡수 또는 흡착 능력이 높은 대기정화수를 선정·계획한다. 

- 소음원과 근접한 곳에는 소음차단수를 식재 계획하며,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활엽수보다는 두 종류를 혼식하는 것이 소음 감소 효과가 크므로 침활 혼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목과 교목을 함께 심거나 덩굴식물과 담, 교목을 이용하여 

적절히 혼합 배치하는 식재 계획을 수립한다. 

- 개방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혹은 도로와 면하는 부분은 가능한 

생울타리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영역감을 부여하고 소음 차단 효과가 있게 

계획한다. 

-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영역의 내·외부 환경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 생울타리는 1.5m 이하의 꽃 울타리, 덩굴울타리 또는 수목 다층 식재의 높은 

울타리 등으로 조성하고 수종은 가급적 기존 수목 및 향토 수종을 활용한다. 

수공간 

계획[권

장사항] 

- 학교 내 수변 공간을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및 교류, 놀이, 휴식, 레크레이션, 

경관조망, 생물 서식의 관찰 및 학습 등이 일어나게 계획한다. 

- 주변에 화단 및 꽃나무 등의 식재를 통하여 사계절을 연출할 수 있으며, 녹색 

벨트와 연계하여 안정되고 쾌적한 외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계획한다. 

공공

성 

확보 

계획 

쉽고 

안전하며 

반기는 

접근계획 

- 공공시설물으로서 직접이용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에 친숙한 시설로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학교와 면한 모든 가로는 반기는(welcoming)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화롭고 개방적으로 

계획한다. 

- 이용자 및 접근수단(보행,자전거,차량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섭받지 않고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출입구(교문)는 대중교통과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 주택 및 도로 여건, 통학 시 안전도, 

교지의 활용, 건물배치 등을 감안하여 위치를 결정하며, 필요시 부출입구를 설치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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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출입 시 주 도로의 주행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출입구 주변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보행동선과 간섭되지 않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옥내·외 주차장 을 계획하고 

확장성을 고려하며, 자전거보관소는 주차장과 별도로 교사동 인근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 

지역사회 

소통 및 

기여계획 

- 인근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연속성이 유지되고 지역사회 중심공간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조사를 검토·반영한다. 

- 주변 자연환경 및 지역시설(건축물,가로,공원 등)과 유기적 연계·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지역주민의 이용율을 높이고 이용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계획한다. 

- 안전한 등하교 및 범죄예방(CPTED)을 위하여 학교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계획한다. 

- 지역주민 및 공동사용 시설의 이용자가 학생들의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능 및 

접근의 분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교육

적 

배려 

계획 

사용자별 

NEEDS/행

위 분석 및 

구체화 

계획 

- 주무관청,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인근 주민 등 사용자별 요구사항(지역적인 특성, 교육적 

기대, 지역커뮤니티시설로서의 프로그램 제공 등)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한다. 

- 국내외 선진 학교시설 및 지역공공시설의 우수사례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본 시설에 적극 

반영한다. 

- 교육과정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이용자별 행위(activities)를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개별실 또는 공용공간 등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실외 

공간의 

교육적 

활용 계획 

- 대지특성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실외공간에서 수준별 야외학습, 체육활동 등이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실외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계획에 반영한다. 

- 인원규모별, 학년수준별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광장,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학생들의 교류, 

만남, 휴식, 놀이, 정보전달, 이벤트 등이 풍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내 친환경 생태계(ecosystem) 및 수변 공간, 재생에너지설비 등 생물서식 및 친환경, 

에너지 등에 대한 관찰, 학습교육이 가능한 교육적 체험장소를 다양하게 계획한다. 

 

위와 같이 교육시설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하는 외부공간 관련 지침은 약 

120 여 개 정도이다. 이러한 외부공간의 지침 가운데 학생의 이용과 관련이 있는 

지침 48 개를 선별하여 공간 및 시설 별로 다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이 

공간 분류는 3 장에서의 공간분류에 따른다. 

 

[표 2-8]  현대화 시범학교 외부공간 설계 지침(공간별 재분류) 

놀이/학습공간 

놀이/학습 

공간계획 

- 학생 학습공간과 지역주민 개방공간을 영역적으로 적절하게 구분하여 개방에 따른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연계계획) 

- 옥외 공간 및 시설물이 교육적 기대 및 지역주민 친화 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다수의 이용에 있어 접근성, 안전성이 확보되고 공공시설물로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옥외시설계획) 

- 옥외, 저학년과 고학년간의 영역을 분리하되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한다.(교사환경 및 

연계계획) 

- 각 영역마다 접근성, 연속성, 식별성, 장소성을 부여하며 내부공간과 자연스러운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생태적 외부환경계획) 

체육장 

(운동장, 

축구골대, 

농구골대, 

피구장, 트랙) 

- 체육장은 체육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운동관련 

옥외시설물 또한 교육목적 실현을 위해 신중하게 선정•계획한다.(체육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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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대 

- 조회대는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고 하부에는 체육창고 등으로 

계획한다.(옥외시설계획) 

- 조회대는 지붕을 설치하고 조회대가 운동장 면과 교사 통행로에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옥외시설계획) 

놀이터 

(그네, 미끄름틀, 

정글짐, 시소, 

구름사다리, 

철봉, 모래사장, 

사다리타기) 

- 초등학교는 체육장외에 별도의 2개 학년이 이용할 수 있는 옥외 

놀이공간(종합놀이시설 포함)을 확보하여야 한다.(체육장계획) 

 

중정 마당/광장 

- 학교시설의 외부공간은 다양한 광장과 마당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교류, 만남, 

휴식, 놀이, 정보 전달, 이벤트 등이 일어나도록 한다.(생태적 외부환경계획) 

- 중정 마당은 교사동으로 둘러싸인 중정에 위치하며 휴식, 이벤트, 행사, 전시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계획한다. 주요시설로 파고라, 벤치, 상징, 조형물, 휴지통, 테마 식재 

등을 고려한다.(생태적 외부환경계획) 

- 포켓 마당은 학교 교사동간 자투리 공간에 조성하며 학생들의 휴게, 휴식, 담화 

공간으로 활용되며, 주요시설로 파고라, 벤치, 생울타리, 가로등 등을 고려한다.(생태적 

외부환경계획) 

- 인원규모별, 학년수준별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광장,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학생들의 

교류, 만남, 휴식, 놀이, 정보전달, 이벤트 등이 풍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실외 

공간의 교육적 활용 계획) 

유치원 놀이터 
-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설치계획 시 유치원전용의 종합놀이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체육장계획) 

생태연못 

- 학습의 장(생태연못 등)으로 활용되는 공간은 환경 친화형으로 조성하고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체육, 여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조경계획) 

- 학교 내 수변 공간을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및 교류, 놀이, 휴식, 레크레이션, 

경관조망, 생물 서식의 관찰 및 학습 등이 일어나게 계획한다.(수공간 계획) 

휴식공간 

휴식 공간계획 
- 외부 마당, 휴게, 생태공간 등이 지속적이고 다목적으로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옥외시설계획) 

스탠드 

- 스탠드는 교사동과 운동장사이에 학생(초,중,고)들의 앉은키 높이에 따라 적절한 단 

높이로 계획한다.(구조물 계획) 

- 스탠드구간은 차양시설을 설치하여 체육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한다.(구조물 계획) 

식수대 
- 옥외음수대는 학생 수를 감안하여 사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며, 체육장 및 

통행로에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옥외시설계획) 

파고라/벤치 
- 조경시설물에는 파고라, 벤치, 생태연못, 산책로 등을 계획하고 녹화구역과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한다. 학교 교명석 등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조경계획) 

동선/출입구 출입구 

- 출입구에서부터 교사동까지 통로구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하여 가급적 단차가 
없도록 계획한다.(조경계획) 
- 주·부출입구형태는 주변 환경과 학교로서의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위치는 
차량 진·출입로에 계획하여 인근 주거단지와 도로형태에 따른 동선관계를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학교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하며, 주출입구의 폭은 소방차 및 
대형버스 진입이 가능하게 계획한다.(출입구 및 담장계획) 
- 부도로 측 또는 학생 통행이 많은 곳에 부출입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한다.(출입구 및 
담장계획) 
- 출입구는 차량 진·출입 시 주도로의 주행차량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출입구 주변의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출입구 및 담장계획) 
- 진입광장은 보행자 주출입구 부분에 위치하고 상징 공간, 휴식 및 놀이 공간 등으로 
활용되도록 계획한다. 계획 내용 및 주요시설로는 상징적 이미지 및 식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노면 꽃길 조성, 상징 조형물 및 조경석 설치, 자전거 주차시설, 조형 문주 설치, 
수목 터널 조성 등을 고려한다.(생태적 외부환경계획) 



23 

보차분리 

- 학교개방 시 이용자, 외래 방문자, 급식소 재료 반•출입 동선을 분리한다.(보행자 동선 

계획) 

- 출입 동선은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을 분리하고 동선이 중간에 교차되지 않아야 

한다.(보행자 동선 계획) 

- 진입도로는 접근인지도 및 보차분리개념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학교 안에서도 보차분리 

및 보행전용 동선을 확보한다.(보행자 동선 계획) 

- 학생들의 보행동선과 주차장 진입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보행자 동선 계획) 

인도 

- 출입 동선이 체육장을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출입구 및 담장계획 

- 학교 내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두어 차량 동선과 분리하고 소규모 포켓 등 휴식처를 

설치하며 광장과 마당 등은 쾌적한 녹지 환경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이면서 변화 있는 

장소로 조성한다.(생태적 외부환경계획) 

차도 

- 소방차, 보건실 구급차 진입, 조리실 부식창고 부식차량 진입, 장애인 출입구 진입이 

가능학 동선으로 계획하며 가능한 경우 교지 내 순환도로 체계를 수립한다.(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자전거 동선 
- 자전거 동선은 차량동선과 분리되게 하고 자전거 보관소는 차량 주차장과 별도로 

교사동 인근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자전거 동선 및 거치장 계획) 

포장 
- 보행로, 광장, 휴게소 등의 포장구간은 일정한 문양을 넣어 각 공간별 특성을 살리도록 

한다. 이때 토목분야의 포장설계와 상호 연계한다.(조경계획) 

편의시설 

주차장 

- 주차장은 ㅇㅇ시(도)가 정한 조례에 맞는 주차대수의 확보를 위한 옥외 또는 옥내 

주차장을 계획하며 확장성을 고려한다.(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보행 동선을 피하여 주차장을 배치한다.(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분리수거장 - 없음 

우유급식소 - 없음 

식당 
- 학생의 진입과 배식 및 잔반 수거 등의 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관리행정시설-

급식실-식당) 

창고 

- 조회대는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고 하부에는 체육창고 등으로 

계획한다.(옥외시설계획) 

- 창고는 학급수의 규모에 의하여 적정수를 사용에 편리하도록 골고루 배치하고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서 옥외로 진입이 가능한 옥외창고도 고려할 수 

있다.(관리행정시설-공용공간-창고) 

국기게양대 
- 국기게양대는 체육장 여건에 따라 쉽게 보이는 교사동 전면 스탠드와 화단사이 

통로등에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옥외시설계획) 

식재공간 

주변과 연계 
- 주변 녹지체계와 공원 등과 적절하게 연계시킨다.(연계계획) 

- 도로 및 인근 소음원에 접한 경우 녹지 및 방음시설을 한다.(연계계획) 

일반 계획 

- 조경계획 시 생태면적율은 환경부 생태면적율 적용지침을 참고하여 40%(신설학교)이상 

확보하도록 계획한다.(조경계획) 

- 조경계획 시 녹지구간은 폭을 2m이상으로 계획하고, 건물과 접하는 녹지는 낮은 

수목으로 계획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조경계획) 

화단 

- 교사 건물주변에 화단을 조성할 때에는 조경수목의 수관 폭을 고려하여 화단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교사 바로 가까운 곳에는 상록수보다는 낙엽수를 식재하도록 

계획한다.(교사환경 및 연계계획) 

옹벽, 돌담 

- 경계지점에는 조경석쌓기, 옹벽, 수목, 담장 등 구조물 설치를 계획한다.(부지조성계획) 

- 오벽은 흙쌓기, 흙깍기 및 높이에 따라 조경석쌓기, 중력식, 블록식 보강토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옹벽의 활동, 지지력에 대한 안정조전이 만족하는 옹벽을 설치한다.(구조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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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 담장계획은 사용자의 안전과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권장사항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등을 고려하여 투시형 또는 개방형으로 계획하고, 안전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투시형 울타리 또는 휀스 등을 계획한다.(출입구 및 

담장계획) 

 

120 여가지의 지침 가운데, 초등학생들의 이용과 실제적인 관련이 있는 

지침들은 48 가지로 선별 할 수 있다. 이 선별 과정에서는 각 지침이 

초등학생들의 이용가능성, 접근가능성 등의특성을 고려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였다. 초등학생의 이용에 관한 측면을 기술한 지침은 실제적으로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공간인지 혹은 초등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지침인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여 선별하였다. 3 장에서 도출한 공간분류에 의하면, 

5 가지의 대분류와 20 여가지의 세부 공간이 있는데, BTL 의 지침에서는 이 

가운데, 분리수거장과 우유급식소에 대한 지침은 기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표준설계도와 비교하여 방대한 분량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 공간의 

지침까지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건축 계획지침이 더 이상 

건축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조경·토목·설비 등의 분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또한 세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5. 표준설계도를 기준으로 하는 시기 구분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진 표준화 학교들의 외부공간은 1964 년의 지침에 

의해서 설계되었다. 이후 몇 번의 새로운 표준설계도가 발표되었지만, 주 내용은 

건축 도면의 추가 등을 통해서 표준설계도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작업이었지, 

외부공간을 고려한 설계지침이 추가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것은 90 년도에 

「국민학교 건축계획모형연구」가 발표되기 전까지 약 25 년간 유효한 

지침이었다. 당시의 지침은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권장사항이었으며, 배치와 향, 

체육장과 놀이터에 대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지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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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이 1992 년부터 시행되면서 외부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지침은 접근성에 대한 고려, 

저·중·고학년의 공간을 구분하여 설계, 내·외부공간의 연계, Open Space 의 

정원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지침으로 지어진 첫 번째 학교인 

서울불암초등학교는 1993 년 개교를 하였고, 표준설계도를 탈피한 혁신적 

모습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전국적으로 82 개교의 학교가 신축 및 

증·개축이 되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학교는 표준설계도의 범주에 머무르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1997 년 표준설계도를 포함하는「학교시설·설비기준령」이 

완전히 폐지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신설되면서, 

초등학교 설계는 현대화 시범학교들의 성공사례를 따라가게 되었다. 

2005 년부터는 BTL 사업이 교육시설로까지 확대가 되면서, 학교 건축의 

재정부담은 줄이고,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2008 년까지 

신축 학교는 크게 늘어났지만, 점점 늘어나는 운영비로 인해서 이전과 같은 

신축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한편, BTL 사업의 주요 특성인건축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으로 변화되는 점은 방대한 양의 학교 건축 지침을도출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서 외부공간에 관련된 지침만 선별하여도 120 여가지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간별 지침을 48 가지로 정리하였다. 

초등학교 외부공간에 대한 지침은 표준설계도에서는 서술형으로 기술되었고, 

현대화 시범학교 시기에서는 10 여 가지의 지침으로, 최근 BTL 사업 시기에서는 

120 여 가지의 지침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표준설계도에서의지침들은 권장하는 

것에 그치는 반면, 이후의 지침에서는 대부분의 지침이 의무 사항으로 

변경되었다. 공간 분류의 측면에서 보면, BTL 사업의 설계는 표준설계도에 비해 

공간이 더 많이 분화되었기 때문에, 지침들 역시 세부 공간까지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초등학교 외부 공간은 그 지침의 변화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표준설계도 시기는 1964 년부터 1997 년까지이고, 현대화 시범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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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부터 BTL 사업의 시점까지인 1992 년부터 2005 년까지는 학교시설 현대화 

시기이다. 하지만, 표준설계도 학교가 1997 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신축되었다는 

측면에서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후 2005 년부터는 BTL 사업 학교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설계도 시기를 1997 년까지로 

보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시기로 본다.  

 

2.2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공간분류 

초등학교의 외부공간은 분류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에서 분류하는 방식을 종합하되, 이후 도면 분석과 답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공간 분류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종합한다. 

[표 2-9] 외부공간 공간 분류의 선행연구 

저자 윤천근(1997) 
최태원·이상규 

(2001) 
장대희(2002) 

윤영삼·강병근 

(2004) 
김동원(2006) 

임승빈·허윤선 

(2007) 

논문 

제목 

소규모 

유치원·초등학

교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중정 

공간의 

이용실태 조사 

및 아동의 

공간인지도와 

선호도에 관한 

실험 연구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생태적 조성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교정에서의 

공간 배치 

형태로 본 

아동의 

공간활용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외부공간 

이용위계에 

관한 연구 

아동의 

상상화를 통해 

본 초등학교 

외부 공간 계획 

요소 도출 

공간 

분류 

1. 교육공간 

2. 관리공간 

3. 서비스공간 

1. 놀이공간 

2. 휴식공간 

3. 보행공간 

1. 건물주변 

영역 

2. 운동장 영역 

3. 야외학습장 

영역 

4. 대지경계 

영역 

1. 재배계 

2. 동물계 

3. 수변계 

4. 수확계 

5. 식재계 

6. 산림계 

7. 

기구/스포츠계 

8. 광장계 

1. 학습공간 

2. 놀이공간 

3. 동선공간 

4. 기타공간 

1. 교육공간 

2. 녹지공간 

3. 수경공간 

4. 휴게공간 

5. 놀이공간 

6. 운동공간 

7. 서비스공간 

8. 옥상공간 

9. 관리공간 및 

그  외 공간 

 



27 

선행연구에서의 공간 분류 방식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이 유사한 논문인 「초등학교 중정 공간의 

이용실태 조사 및 아동의 공간인지도와 선호도에 관한 실험 연구」, 「초등학교 

외부공간 이용위계에 관한 연구」, 「아동의 상상화를 통해 본 초등학교 외부 

공간 계획 요소 도출」에서 사용하는 공간 분류방식을 종합하고자 한다. 

[표 2-10] 초등학교 외부공간 분류법의 종합 

저자 
최태원·이상규 

(2001) 
김동원(2006) 

임승빈·허윤선 

(2007) 

종합 
논문 

제목 

초등학교 중정 공간의 

이용실태 조사 및 

아동의 공간인지도와 

선호도에 관한 실험 

연구 

초등학교 외부공간 

이용위계에 관한 연구 

아동의 상상화를 통해 

본 초등학교 외부 공간 

계획 요소 도출 

공간 

1. 놀이 공간 
1. 학습공간 

2. 놀이공간 

1. 교육공간 

3. 수경공간 

5. 놀이공간 

6. 운동공간 

1. 놀이/학습 공간 

2. 휴식 공간  4. 휴게공간 2. 휴식 공간 

3. 보행 공간 3. 동선 공간  3. 동선 공간 

 4. 기타공간 

7. 서비스 공간 

9. 관리공간 및 그 외 

공간 

4. 서비스 공간 

  2. 녹지 공간 5. 녹지 공간 

  8. 옥상 공간 미분류 

놀이 공간과 학습 공간을 함께 묶은 이유는 운동장과 같은 경우, 쓰임새에 

따라서 놀이 공간이 되기도 하고 학습 공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놀이와 학습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같은 종류의 공간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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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이용행태 

2.3.1. 초등학생의 이용행태의 분류 

초등학생의 이용행태에 대한 선행연구는 공간분류의 선행연구에 비해 자료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이용행태 외에도 일반적인 이용행태의 

분류를 참고하여, 이용행태를 분류하고자 한다. 초등학생의 이용행태의 분류는 

크게 5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놀이는 다른 활동에 비해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세부적인 분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놀이의 개념과 그 유형을 

소개하여 최종적으로 8 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표 2-11] 초등학생의 이용행태의 분류 

저자 이향재(2014) 
백혜선 외 2 명 

(2002) 

김정례, 

박희진(2001) 

종합 

논문제목 
학교 공간의 장소적 

특성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단지내 

옥외생활공간에 대한 

거주자 의식조사 및 

이용행태 분석연구 

이용행태조사를 통한 

아파트 외부공간 

계획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행태 

놀이 놀이 놀이 놀이 

경쟁 

모의 

운 

현기증 

운둥 운동 운동 운동 

- 휴식 휴식 휴식 

대화 대화 - 

취미 
- 만남 담소 및 오락 

- 산책 - 

- 작업 정원 및 텃밭가꾸기 

학습 - - 학습 

 

(1) 놀이 

① 놀이의 개념 

초등학생에게 있어서 놀이는 효과적인 학습 못지 않은 다른 형태의 학습으로 

간주할 만큼 기대를 가지는 활동이다. 이런 면에서 교육(Educati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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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Entertainment)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인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가 

하나의 교육적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26). 

놀이의 개념에 대해서는 Johnson, Christe 그리고 Yawkey(2001)27)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놀이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일상생활에서의 의미가 무시되고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고 행동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때와 다르게 수행되므로 놀이는 

비실제성 속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놀이의 동기는 부나 권력의 획득과 같은 외부적인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으며, 순수한 자기 자신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내적 동기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 

셋째, 놀이는 활동의 목표나 결과보다 행동 그 자체 과정이나 수단이 중심이 

된다. 

넷째, 놀이는 외북의 강요나 강제가 아닌 참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다섯째, 놀이는 즐거움과 기쁨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함께 가지고 있다. 

 

 

 

 

 

 

 

                                      
26)

 김영진, 김영환, & 김영선. 「초등학생의 놀이 활동 실태 및 요구분석」 교과교육학연구, 11(1), 

2007, pp.121-141. 
27)

 Johnson, J.E, Christie, J.F., &Yawkey, T.D., Pla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end 

ed.), New York: Longma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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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놀이의 유형 

Caillois(1994)는 옛날부터 행해지는 인간의 놀이를 네 가지로 나누어 

정의하였는데, 그 분류의 척도는 ‘유희자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가, 

아닌가’(가로축), ‘규칙이 있는가, 없는가’(세로축)였다28).  

 

[그림 2-4] 놀이의 유형 

 
규칙 

 

의지 

아곤(경쟁) 

체스/바둑, 달리기 

가위바위보, 경기 

스포츠 

아레아(운) 

동전의 앞뒤면, 룰렛, 

주사위, 복권 

탈의지 

미미크리(모의) 

소꿉장난, 칼싸움, 

연날리기, 가면무도회 

이링크스(현기증) 

그네, 회전목마, 

제트코스터, 비경기 

스포츠 

 

탈규칙 

 
 

 

이 놀이 활동이 유형별로 전체적인 균형을 잃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질 경우 

타락된 모습이나 많은 부작용과 역기능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경쟁놀이가 

놀이 자체의 규칙이 붕괴되거나 무시되면 여러 가지 폭력, 사기 등은 범죄의 

타락한 형태 등으로 변질 될 수 있고, 운수놀이의 경우 승부를 위한 방편으로 

                                      
28)

 Caillois. R. Les Jeux Et Les Hommes, 이상률역, 놀이와 인간; 가면과 현기증, 서울: 

문예출판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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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이나 ‘점술’ 등의 변질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놀이에 금전이 

작용하므로 사행심조장이나 도박 같은 타락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모의 

놀이의 극단은 광기, 이중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지나친 모험놀이의 집착은 

알코올 중독이나 본드, 가스 흡입이나 마약의 남용 같은 타락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29). 

 

(2) 운동, 휴식, 취미, 학습 

초등학교 외부공간에서 일어나는 가장 많은 활동은 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외에도 운동, 휴식, 취미, 학습과 같은 활동도 일어난다. 앞서 이용행태 

분류를 위해 인용한 논문에서는 모두 이용행태에 대한 학문적인 분류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나름대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학문적인 분류 체계는 

아니지만,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용행태를 차용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2.3.2. 환경인지도 설문과 이용행태 설문 및 인터뷰 

(1) 환경인지도 설문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도구는 지도 그리기(Sketch Map)이며 조사기법은 

자유회상(Free-recall technique) 직접적 환경인지도(Direct Mental Map) 분석 

방법이다. 자유회상 기법은, 지도화 할 수 있는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점이 있지만,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연구자의 설명과 지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30 ). 직접적 환경인지도(Direct Mental Map)는 

                                      
29)

 김영진, 김영환, & 김영선. 「초등학생의 놀이 활동 실태 및 요구분석」 교과교육학연구, 11(1), 

2007, pp.121-141. 
30)

 Pocock, D. & Hudson, R., Images of the Urban Environment. London & Basingstoke: 

The Macmillan Press LTD,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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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ch(1960)에 의해 처음 시도된 방법으로서 응답자가 직접 지도를 그리는 

방법이다31). 

 

(2) 환경인지도 설문의 특성 

‘환경인지도(Mental Map)’의 특성으로 정미애(1996)은 여섯 가지를 

들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2] 환경인지도의 특성32) 

1. 환경인지도는 외적인 정보들이 내적으로 ‘조직화되고 단순화된’ 표상이다. 

2. 환경인지도는 정보에 대한 복사물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왜곡되는’ 특성을 가진다. 

3. 환경인지도는 많은 자극들이 여과과정을 거쳐 채택되고 기억된 인지적인 결과물로서, 

환경인지도의 유형 혹은 구성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 

4. 개인들이 가지는 환경인지도는 동일하지 않다. 

5. 그러나, 공통적인 환경인지도를 추출할 수 있다. 

6. 계속적이고 순환적인 시스템으로 개인과 공간적 환경 사이에는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특성을 가진다. 

 

(3) 환경인지도 설문의 유형 

Pocock & Hudson(1978)은 환경인지도의 유형으로 3가지 상호 관련된 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Pocock & Hudson의 지시적인 측면으로 ‘무엇이’, 

‘어디에서’ 등의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거리 방향, 위치, 공간적 다양성 

등 기본적 구성과 관계된다. 둘째는 평가적인 측면으로서 평가와 선호를 모두 

포함 하며, 개인적인 감정의 유형이나 애정을 반영한다. 셋째는 예측 및 추론과 

관련된 환경인지도의 측면으로 공간에 대한 비슷한 상황의 경험이, 고유 구성 

                                      
31)

 Lynch, K.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The Technology Pre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32)

 정미애, 「초∙중∙고등학생들의 공간인지와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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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과 논리, 신념에 의해 추론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에 기초한다 33 ).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가운데 지시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인터뷰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행태도 함께 표현하도록 하였다. 환경인지도에 나타나는 

요소별 출현빈도(회)와 요소별 인지율(%)로 분석하였다. 

 

(4) 환경인지도 설문의 진행 

환경인지도 설문지는 A4 용지에 학교 교사와 울타리를 미리 프린트하도록 

하였으며, 교사용 매뉴얼을 함께 배포하여 각반 선생님들이 직접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와 교사용 매뉴얼은 부록에 첨부하도록 한다. 

 

(5) 이용행태 설문의 진행 

이용행태 설문은 역시 동일하게 학교 교사와 울타리가 미리 프린트된 용지에 

배부하고 공간별로 이루어지는 이용행태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6) 환경인지도 설문과 이용행태 설문의 분석 

설문 결과를 도면에 표기를 하여 요소별 출현빈도(회)와 요소별 인지율(%)을 

분석하였다. 

 

(7) 이용행태 인터뷰 

이용행태 인터뷰는 환경인지도 설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면에 이용행태들이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는지 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표시를 

위해서 5ㆍ6학년 학생들이 각각 5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용행태의 유형별로 

공간에 이용행태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용행태 설문에서 종합한 

                                      
33)

 Pocock, D. & Hudson, R., Images of the Urban Environment. London & Basingstoke: 

The Macmillan Press LTD,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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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행태의 표시가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2.4 소결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이해를 위해서 시기 구분, 공간 분류, 이용행태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시기 구분을 위해서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외부공간은 통상 3 가지 시기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표준설계도 

학교시기 (1962 년-1992 년), 현대화 시범학교 시기(1992 년-2005 년), 

BTL 학교 시기(2005 년-현재).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준설계도 학교시기를 

1962 년에서 1992 년이 아닌 1997 년까지로 보고, 그 이후의 초등학교 

외부공간에 대해서는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시기로 정의하였다. 그 이유는 

표준설계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1997 년까지 신축되는 교사는 표준설계도의 

영향을 받아서 설계 되었으며, 1992 년부터 설계된 현대화 시범학교의 수는 그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공간 분류는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를 하였고, 이 가운데서 본 연구의 

주제와 비슷한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분류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놀이/학습공간, 휴식 공간, 동선, 공간, 서비스 공간, 녹지 공간으로 5 개의 

공간을 분류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의 이용행태에 대한 문헌조사를 한 결과, 5 가지의 이용행태 분류가 

나왔으며, 이 가운데 놀이에 대해서는 세부분류를 조사하여 4 가지의 놀이행태로 

분류하여 총 8 가지의 이용행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용행태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환경인지도 설문, 이용행태 설문, 이용행태 인터뷰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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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에서는 2 가지 시기구분과 5 가지의 공간분류를 토대로 시기별 공간의 

변화상에 대해서 도면분석 및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고, 4 장에서는 시기에 따른 

공간의 변화가 이용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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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기별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변화 

3.1. 시기별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도면 비교 

3.1.1. 외부공간의 비교 요소 

제 2 장에서 살펴본 설계 지침에 따라서 실제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성지도 및 도면을 통해서 학교의 배치를 확인한다. 

위성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①교사의 배치 ②교사의 형태③ 교사의 

향 ④운동장의 장축 ⑤고·저학년 놀이공간의 구분 등이다. 표준설계도 시기의 

학교와 그 이후의 학교에 대한 각 요소들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표 3-1] 표준 설계도 학교 폐지 전후의 설계 요소 

 표준 설계도 학교 
표준 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 

교사 배치 
여건에 따란 남측, 북축, 동서간으로 

배치할 수 있음. 

없음. (교사 배치에 대한 

지침 삭제.) 

교사 형태 'ㅡ'형, 'ㄱ'형, 'ㄷ'형 

'ㅡ'형, 'ㄱ'형, 'ㄷ'형, 

‘H’형, ‘E’형, 

‘J’형, ‘王’형 등 

향 - 남향이나 동남향 

운동장의 장축 - 
남북을 운동장의 장축으로 

함. 

고·저학년 

놀이공간 구분 
- 

고학년과 저학년의 놀이 

공간을 분리함. 

 

표준 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들에 대한 교사 형태에 대해서는 주성환, 

최무혁(2010)의 「초등학교 배치유형별 사이공간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에서의 

분류를 참조하였다 34 ). 그러나 모든 교사가 이러한 유형으로 형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복합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한다. 

 

                                      
34)

 주성환∙최무혁, 「초등학교 배치유형별 사이공간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회, 

2001, p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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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도면 현황 

교사 배치를 비교하기 위한 표본으로 표준설계도 폐지 이전의 학교 29 개교를 

선정하였고, 그 기간은 1980 년대부터 1997 년까지로 하였다. 그리고 표준 

설계도 폐지 이후 1998 년부터 2014 년까지의 표본으로 20 개교를 선정하였다. 

아래 표에서의 도면들은 면적과 그 형태가 비교 가능하도록 스케일은 모두 

동일하며 위쪽이 북쪽이다. 준공 된지 10 년 이상 된 학교의 경우 모든 학교가 

크고 작은 개선 및 보수 공사를 하게 되며, 강당 등의 건물들이 신축되거나 

교사가 증개축된다. 따라서 사실상 증개축이 일어나지 않은 표준설계도 학교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증개축 시 기본 교사 배치에 큰 영향이 없는 

공사는 외부공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기 때문에, 여전히 표준설계도 학교 

외부공간의 특성을 간직하게 된다. 표본 가운데서 증개축이 외부공간을 많이 

변화시킨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그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증개축란에 표기하였다. 단, 개교한 것은 표준설계도 학교 시기였지만, 재건축을 

하여 이전 교사가 완전히 철거되고 새로운 교사가 건축되었을 경우에는 신축 

시기의 양식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하였다. 한편, 리모델링과 같은 내부 공사나, 

학교 울타리와 교사 외벽 교체와 같은 작은 공사들은 고려할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표기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의 주체에 따라서 국가의 

재정으로 지어진 학교와 민간자본사업으로 지어진 학교를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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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표준설계도 학교의 교사배치 

학교명 
개교 

연도 
도면 

교사 

배치 

교사 

형태 

주교사

의 향 

운동장

의 장축 

고· 

저학년 

놀이공간

구분 

증개축 
건축 

방식 

답사 

여부 

대도초 1980 

 

북, 

서측 
ㄱ 형 동남 동서 X 

서관 및 강당 

개관(2000) 
재정 - 

신원초 1981 

 

서측 
ㅡ +ㄱ 

형 
동 동서 X 

다목적실(후

관 1 층) 

개축(2001) 

급식실 

신축(1993) 

재정 - 

신목초 1982 

 

북, 동, 

서측 
ㄷ 형 동남 남북 X 

증축(1992) 

금식실 

증축(1996) 

재정 - 

양남초 1983 

 

북측 ㅡ 형 남 동서 X 

음악실 

증축(1991) 

급식실 

준공(1995) 

재정 답사 

동답초 1983 

 

북동측 ㅡ 형 동남 남북 X - 재정 답사 

신자초 1983 

 

북, 동, 

서측 
ㄷ 형 남 동서 X 

체육관 

준공(2013) 
재정 답사 

상봉초 1983 

 

북, 

동측 

‘ㄱ’

형 
서남 동서 X 

급식실 

증축(2010) 
재정 - 

경일초 1984 

 

북측, 

동, 

서측 

ㄷ 형 서남 동서 X 없음 재정 답사 

성자초 1984 

 

북측 ㄱ 형 동남 동서 X 

2 교실 

증축(1987) 

휴게실 

증축(1991) 

체육관 

준공(2004) 

교문 

신축(2011) 

재정 답사 

온수초 1984 

 

북, 

동측 
ㄱ 형 남 동서 X 

6 개 교실 

증축(1990) 

급식실 

증개축(200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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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묘곡초 1985 

 

북측 ㄷ 형 동남 동서 X 
급식실 

신축(1995) 
재정 - 

태릉초 1986 

 

북, 

동측 
ㄱ 형 동남 동서 X 없음 재정 - 

명원초 1987 

 

북측 ㅡ 형 남 동서 X 없음 재정 - 

상수초 1988 

 

북, 

동측 
ㄱ 형 동남 남북 X 

급식실, 식당 

증축(2013) 

제 2 과학실 

증축(2014) 

재정 - 

가원초 1989 

 

북, 

서측 
ㄱ 형 동남 동서 X 없음 재정 - 

교문초 1989 

 

북측 ㄱ 형 남 동서 X 없음 재정  

안평초 1990 

 

북, 

서측 
ㄱ 형 서남 동서 X 

학생식당 

증축(200

7) 

재정 - 

동원초 1991 

 

남측 ㄱ 형 동남 동서 X 

교사 

휴게소 

및 체육 

자료실 

준공(199

2) 

학교 

식당 

증축(200

7) 

재정 - 

가양초 1992 

 

서측 ㄷ 형 동남 동서 X 

복합화시

설 

준공(200

6) 

재정 - 

대청초 1993 

 

북측 ㅡ 형 동남 동서 X 없음 재정 - 

장안초 1994 

 

북동측 ㅡ 형 서남 남북 X 없음 재정 
답사/

설문 

신내초 1994 

 

북측 
ㅡ 형 

병렬형 
남 동서 O 없음 재정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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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초 1994 

 

남동측 ㄱ 형 서남 동서 X 

강담 겸 

체육관 

증축(199

4) 

6 개 

교실 

증측(200

4) 

재정 - 

봉화초 1995 

 

북동측 ㄱ 형 서남 동서 X 

급식실, 

강당, 

동관 

6 개교실 

준공(199

7) 

재정 답사 

원묵초 1995 

 

북측 H 형 서남 동서 X 없음 재정 답사 

녹천초 1995 

 

븍측 ㅁ 형 동남 동서 O 

다목적 

강당 

준공(200

6) 

재정 - 

용원초 

(현대화 

시범학

교) 

1996 

 

북측 E 형 동남 동서 O 

강당겸 

체육관 

준공(201

3) 

재정 - 

중목초 1997 

 

북측, 

서측 
T 형 남 남북 X 

급식실 

증개축 

및 

학생식장 

준공(201

3) 

재정 답사 

자운초 1997 

 

북측 ㅁ 형 남 동서 O 

체육관 

준공(201

1)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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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 교사 배치 

학교명 
개교연

도 

위성지도/

도면 

교사 

배치 

교사형

태 

주교사

사의 

향 

운동장

의 

장축 

고·저

학년 

놀이공

간구분 

증개축 
건축방

식 

답사여

부 

연지초 1998 

 

북측 
ㅡ+E

형 
동남 남북 O 없음 재정 - 

중흥초 1999 

 

북, 

서측 
ㄱ 형 동남 동서 O 없음 재정 답사 

오봉초 2000 

 

북, 

서측 

ㄱ+ㅁ 

형 
남 동서 O 

후관 4 층 

5 개 교실 

증축 

(2003) 

재정 - 

수암초 2000 

 

북서측 ㄷ 형 동남 동서 O 

체육관 

준공 

(2004) 

재정 - 

휘봉초 2001 

 

북, 

서측 
ㅅ 형 남 동서 O 없음 재정 - 

원신초 2002 

 

북측 

ㅡ 

병렬 

형 

동남 남북 O 없음 재정 답사 

덕암초 2003 

 

동측 G 형 동남 남북 O 없음 재정 답사 

봉현초 2003 

 

동측 C 형 남 동서 O 없음 재정 - 

가인초 2004 

 

북, 

서측 
E 형 남 남북 O 없음 재정 답사 

조원초 2005 

 

서측 
ㅁ+ㅡ

형 
동남 남북 O 없음 재정 - 

한강초 

2006 

재건축 

(1924)  

북측 
O+~ 

형 
남 X O  재정 - 

신당초 2007 

 

동측 
ㄷ+ㅇ 

형 
동남 X O 

체육관 

증축 

(2011)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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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일초 

2008 

재건축 

(1975)  

북, 

동측 

ㅡ+E 

형 
남 남북 O 

10 교실 

증축 

(2014) 

BTL - 

성남 

산운초 
2009 

 

북측 H 형 남 동서 O 없음 BTL 답사 

송원초 2009 

 

북, 

동측츧 

ㄷ+ㅡ 

형 
남, 동 동서 O 없음 BTL 답사 

성남 

판교초 
2010 

 

북측 J 형 남, 동 동서 O 없음 BTL 
답사/

설문 

상현초 2012 

 

북측 ㄹ 형 서남 남북 O 없음 BTL - 

자곡초 2014 

 

북, 

서측 
H 형 남, 동 X O 없음 재정 - 

성남여

수초 
2014 

 

북, 

서측 

E+ㅡ 

형 
남, 동 X O 없음 BTL 답사 

성남운

중초 
2014 

 

북측 
ㅡ+ㄱ

형 
남, 동 동서 O 없음 BTL 답사 

 

3.1.3 시기별 초등학교 외부공간 도면상의 현황 비교 분석 

(1) 교사 배치 

제일 먼저 살펴 볼 것은 교사 배치 부분이다. 표준설계도 시기와 그 후를 

비교했을 때, 교사 배치는 공통적으로 북측에 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폐지 

후의 시기에는 교사 배치에 대한 지침이 삭제된 만큼 교사 배치를 좀 더 

자유롭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운동장이 없는 학교의 등장으로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신당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신축된 체육관이 

운동장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운동장이 없어졌고, 교지의 대부분을 건축물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운동장 없는 초등학교가 등장한 것은 1992 년 

‘학교시설·설비령’에서 교지/체육장 면적 관련 소요면적 산출방법이 

학급당에서 학생당으로 바뀌고, 체육장 대각선 길이 130m 확보조항이 폐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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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그 배경으로 들 수 있다35). 이후 1997 년 ‘학교시설·설비령’ 최종적으로 

폐지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제정되면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 체육장 면적을 축소할 수 있게 되어 운동장 없는 도시형 소규모 

초등학교가 등장하게 되었다36). 

 

(2) 교사의 형태 

교사의 형태는 ㅡ 형, ㄱ 형, ㄷ 형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1992 년 문교부의 지침으로 표준설계도를 더 이상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권고가 나온 이후로 새로운 교사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첫 

시작은 현대화 시범학교이었다. 일반 초등학교에서도 교사의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었는데 1994 년부터 신내초(1994,ㅡ 형 병렬형), 원묵초(1995, H 형), 

녹천초(1995, ㅁ 형), 용원초(1996, E 형), (자원초, 1997 ㅁ 형)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사 형태의 특징적인 면은 사이공간이 등장했다는 것인데, 

사이공간의 등장은 저학년들을 위한 공간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37). 하지만 

그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현장답사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3) 주교사의 향 

주교사의 향은 뚜렷한 지침이 없었던 시기, 즉, 표준설계도 시기에는 남향을 

중심으로 동남향과 서남향이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표준설계도가 폐지된 이후 

향을 남, 동남향으로 배치하도록 권고한 결과 서남향은 뚜렷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

 윤효원, 「운동장 없는 도시형 소규모 초등학교의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 일조, 채광, 환기, 

소음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6)

 최기준. 「우리나라 학교운동장 변천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37)

 최태원 외 3명, 초등학교 중정 공간의 이용실태 조사 및 아동의 공간인지도와 선호도에 관한 

실험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17(8), 대한건축학회, 2001,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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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동장의 장축 

표준설계도 시기에 운동장의 장축은 주로 동서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 

때문에 장축을 남북으로 하고 있는 운동장 배치는 찾아 보기 어려웠으나, 

표준설계도 이후에는 장축에 대한 지침이 생기면서 장축이 남북인 운동장의 

빈도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5) 고·저학년 놀이공간 구분 

표준설계도 시기와 폐지 이후의 시기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저학년 

놀이공간의 등장이다. 이러한 놀이공간의 등장은 교사의 형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표준설계도의 폐지 이후 ‘(2) 교사의 형태’에서 살펴 보았듯이, 사이공간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공간의 큰 특징으로는 위요감이 형성되고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며, 이용자의 소통과 교류가 용이하다는 것이다38). 따라서 이러한 공간에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놀이를 보조하는 공간, 교직원들의 서비스 공간, 그리고 

학교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활용 공간으로 이용된다39). 주성환(2010)에 따르면, 

교사의 형태에 따라서 공간 이용 방식이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놀이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 외에 쉼터, 생태학습장, 주차장, 

진입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3.1.4 도면으로 비교한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변화 

도면상으로 보아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가장 큰 변화는 

교사 형태와 배치의 변화이며, 또 사이공간의 등장이다. 사이공간의 특성을 

                                      
38)

 최태원, 초등학교 외부 위요(圍繞)공간의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 : 초등학생의 공간인지 조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9)

 주성환∙최무혁, 「초등학교 배치유형별 사이공간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회, 

2001, pp.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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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함에 따라서 초등학교 외부공간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도면상으로는 저학년의 놀이공간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문헌연구를 

통해서 쉼터, 주차장, 생태학습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규제의 완화로 체육장의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운동장이 없는 극단적인 형태의 

초등학교도 등장하였다. 

 

 3.2.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현황 비교 

  3.2.1 답사 대상 초등학교의 개요 

답사 대상 초등학교는 교사의 배치의 형태와 건축연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대상지는 표준설계도 시기의 학교 10 개교와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 

9 개교이다. 

[표 3-4] 답사 대상 초등학교의 개요 

시

기 

구

분 

교사 

형태 
학교명 도면 

개교

연도 

대지 

면적 

체육장 

면적 

학

급

수 

학

생

수 

위치 
증개축 

여부 

건축 

방식 

표

준 

설

계

도 

 

학

교 

시

기 

ㅡ 형 

양남초 

 

1983 10,725 8,238 12 198 
서울 

광진구 

음악실 

증축(1991) 

급식실 

준공(1995) 

문화관 

준공(2002) 

재정 

동답초 

 

1983 6,450 4,938 22 523 
서울 

동대문구 
없음 재정 

장안초 

 

1994 11,500 4,647 28 732 
성남 

분당구 
없음 재정 

신내초 

(병렬형) 
 

1994 13,235 4,860 36 954 
서울 

중랑구 

후관 9 개교실 

증축(1996) 
재정 

ㄱ 형 성자초 

 

1984 5,725 2,809 28 676 
서울 

광진구 

2 교실 

증축(1987) 

휴게실 

증축(1991) 

체육관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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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2004) 

봉화초 

 

1995 11,909 6,536 38 836 
서울 

중랑구 

급식실, 강당, 

동관 6 개교실 

준공(1997) 

재정 

ㄷ 형 

신자초 

 

1983 7,609 1,680 25 482 
서울 

광진구 

체육관 

준공(2013) 
재정 

경일초 

 

1984 10,520 5,742 25 538 
서울 

성동구 
없음 재정 

H 형 원묵초 

 

1995 12,382 6,772 41 
1,0

03 

서울 

중랑구 
없음 재정 

T 형 중목초 

 

1997 10,909 2,392 25 560 
서울 

중랑구 

급식실 증개축 

및 학생식장 

준공(2013) 

연결다리증축(

2006) 

재정 

표

준 

설

계

도 

폐

지 

이

후 

 

학

교 

시

기 

ㅡ 형 원신초 

 

2002 8,145 1,943 20 408 
서울 

관악구 
없음 재정 

ㄱ 형 

중흥초 

 

1999 7,587 2,585 19 365 
서울 

중랑구 
없음 재정 

운중초 

(ㄱ+ㅡ) 
 

2014 12,126 4,676 21 604 
성남 

분당구 
없음 BTL 

ㄷ 형 송원초 

 

2009 6,722 - 20 389 
서울 

성동구 
없음 BTL 

H 형 산운초 

 

2009 12,009 2,912 23 566 
성남 

분당구 
없음 BTL 

G 형 덕암초 

 

2003 10,058 3,637 34 757 
서울 

노원구 
없음 재정 

E 형 

가인초 

 

2004 9,751 - 27 597 
서울 

도봉구 
없음 재정 

여수초 

 

2014 14,023 2,083 20 470 
성남 

중원구 
없음 BTL 

J 형 판교초 

 

2010 13,044 2,683 34 966 
성남 

분당구 
없음 B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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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도 학교시기의 교사는 총 10 개교이며 그 형태는 ‘-‘ 형 4 개교, ‘ㄱ’형 

2 개교, ‘ㄷ’형 2 개교, ‘H’형 1 개교, ‘T’형 1 개교였으며, 개교연도는 

1983 년부터 1997 년도까지이다. 평균 대지 면적은 8,684.70 ㎡이며, 평균 

체육장 면적은 6,274.10 ㎡, 평균 학급수는 28.00 학급, 평균 학생수는 

650.20 명이다. 모든 학교가 교육부 예산으로 건축되었고, 10 개교 중 6 개교는 

외부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증개축 공사가 있었다.  

 

 3.2.2. 표준설계도 학교 시기의 초등학교 외부공간 현황 

[표 3-5] 표준설계도 학교 시기의 초등학교 외부공간 현황 

교사 형태 ㅡ 형 ㄱ 형 ㄷ 형 H 형 T 형 

학교이름 양남초 동답초 장안초 신내초 성자초 봉화초 신자초 경일초 원묵초 중목초 

건축방식 재정 재정 재정 재정 재정 재정 재정 재정 재정 재정 

설립연도(년) 1983 1983 1994 1994 1984 1995 1983 1984 1995 1997 

교지면적(M2) 10,725 6,450 11,500 13,235 5,725 11,909 7,609 10,520 12,382 10,909 

체육장(M2) 8,238 4,938 4,647 4,860 2,809 6,536 1,680 6,772 6,772 2,392 

학교 

평면도 

놀이/

학습 

공간 

운동장 마사토 마사토 마사토 마사토 마사토 마사토 마사토 마사토 인조잔디 마사토 

자연학습장 없음 없음 없음 활용 낮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활용 낮음 없음 

텃밭 O X O(화분) O X X O(화분) X X X 

기상관찰원 X X O O X 
O 

관리X 
X X X X 

중정(사이공

간) 
없음 없음 없음 주차장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소운동장/

주차장 

소운동장/

놀이터 

필로티 

문화관 

(2002) 

주차공간 

없음 없음 

후관증축 

(1996) 

주차 공간 

체육관 

(2013) 

진입공간 

없음 

체육관 

(2013) 

주차공간 

없음 없음 

연결다리증

축(2006) 

보행동선 

놀이터 

저/고학년 

구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구분 구분 

수공간 X X X X X X X X X X 

휴식 

공간 

휴게정원 
교목/관목/

파고라 

교목/관목/

파고라 

교목/관목/

파고라 

근린공원 

형식 

교목/관목/

파고라 
파고라 

소공원 

형식 

교목/관목/

파고라 

교목/파고

라 

소공원 

형식 

교사-

운동장 

(스탠드) 

단차 

O 

거의 없음 

(계단 

세칸) 

거의 없음 

(계단 

세칸) 

O 

거의 없음 

(계단 

세칸) 

O X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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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운동시설 
X X X O X X X X X X 

계단식 

정원/선큰 

가든 

X X X X X X X X X X 

동선 

공간 

차량/보행

동선 분리 
X X X X X X X O X O 

교사외부계

단 

(교사-

외부공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서비스 

공간 

지하주차장 X X X X 
체육관 

(2013) 
X X X X O 

자전거 

거치대 
X X X O X X X O O X 

방음벽 X X X X X X X O X O 

녹지 

공간 

교사전면화

단 

배치 

2열 

2열 

(화단+교목

) 

2열 2열 2열 1열 1열 2열 1열 1열 

교사후면화

단 
없음 없음 없음 교/관목 없음 교/관목 

학교공원화 

사업 
없음 

교목/관목/

초화 

소공원/ 

산책로 

차

폐 

식

재 

울타리-

교사후

면 

교목 벽면녹화 교목 교목 담장 
교목/관목/

산책로 

학교공원화 

사업 

교목/관목/

산책로 

교목/관목/

주차장 
벽돌담장 

울타리-

주차장 
없음 교/관목 교/관목 

교/관목/초

화 
없음 

학교 

공원화 

사업 

없음 방음벽 교/관목 없음 

울타리-

운동장 
교목 

교목/관목/

벤치 

교목/관목/

벤치 
교목/초화 

교목/관목/

벤치 

학교숲 

산책로 

교목/관목/

벤치 
교목/관목/ 

스탠드/콘

크리트벽 
교목/초화 

울타리-

시설물 
교목 교목 교/관목 교/관목 교/관목 교/관목 교/관목 교목/관목/ - 교목/초화 

차량동

선 식재 
교/관목 교/관목 교/관목 교목 X 

교/관목/암

석교보재 
X 교/관목 교/관목 관목 

자투리

공간 
교/관목 교/관목 교/관목 

교/관목/초

화 
교/관목 교/관목 

교/관목/벤

치 
없음 없음 없음 

주변 

지형과 

관계 

경사/단절/

울타리 

경사/단절/

콘크리트 

경사/단절/

콘크리트 

평지/단절/

울타리 

평지/단절/

울타리 

경사/ 

단절/콘크

리트 

평지/단절/

울타리 

평지/단절/

울타리 

경사/단절/

콘크리트 

평지/단절/

담장 

입구성 

식재 
X X X X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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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표준설계도 폐지 전후 초등학교 외부공간 현황 비교 분석 

[표 3-6] 표준설계도 학교 폐지 이후 시기의 초등학교 외부공간 현황 

교사형태 ㅡ 형 ㄱ 형  ㄷ 형 H 형 G 형 E 형  J 형 

학교이름 원신초 중흥초 운중초 송원초 산운초 덕암초 가인초 여수초 판교초 

건축방식 재정 재정 BTL BTL BTL 재정 재정 BTL BTL 

설립연도(년) 2002 1999 2014 2009 2009 2003 2004 2014 2010 

교지면적(M2) 8,145 4,483 12,126 6,722 12,009 10,058 9,989 14,023 13,044 

체육장(M2) 1,943 2,585 4,676 - 2,912 3.637 - 2,083 2,683 

학교 

평면도 
         

놀이/

학습 

공간 

운동장 마사토 마사토 마사토 마사토 마사토 마사토 마사토 마사토 마사토 

자연학습장 
없음/화분 

대체 

없음/화분 

대체 
생태연못 

없음/옥상 

정원 
생태연못 닭장 

없음/화분 

대체 
비오톱 생태연못 

텃밭 화분 X X 
옥상정원 

활용 
화분 

옥상정원 

활용 

옥상정원 

활용 
O O 

기상관찰원 X X X X O X X X O 

중정(사이공간) 
놀이터/휴

게정원 
없음 

광장/휴게 

공간 

놀이터/휴

게공간 
휴게공간 없음 

놀이터/소

공원 

광장/휴게

공간 

놀이공간/

휴게공간/

광장 

필로티 

보행동선/

화단/초화

류 

보행동선 
보행동선/

휴게공간 

보행공간/

놀이터/초

화류 

휴게공간/

학습공간/

보행공간/

주차공간/

놀이공간 

보행동선 보행동선 
보행동선/

휴게공간 
보행동선 

놀이터 

저/고학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수공간 X X O X O X O O O 

휴식 

공간 

휴게정원 
경사형 

정원 

야외 

도서관 

파고라/벤

치 교/관목 
옥상 정원 

소공원 

형식/산책

로 

소공원 

형식 

소공원 

형식/옥상 

정원 

중정/벤치/

교/관목 
광장/벤치 

교사-운동장 

(스탠드) 단차 
X X O O O O O O O 

주민 

운동시설 
X X X X X O X X X 

계단식 정원/선큰 

가든 
O O X X X O X X X 

동선 

공간 

차량/보행동선 

분리 
O X O O O O O O O 

교사외부계단 

(교사-외부공간) 
X X O X O X X O O 

서비스 

공간 

지하주차장 O X X O X X X X X 

자전거 거치대 X O O O O X X O O 

방음벽 X O X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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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공간 

교사전면화단 

배치 
없음 1열 2열 교목 열식 2열 부분적 2열 교목 열식 1열 2열 

교사후면화단 
경사형 

정원 

계단식 

정원 

소공원/ 

산책로 

초화/파고

라 

소공원/ 

산책로 

소공원/ 

산책로 

소공원/ 

산책로 
없음 잔디/교 

차폐 

식재 

울타리-

교사후면 

교목/초화/

울타리 

교목/초화/

방음벽 or 

벽돌담장 

교목/휴게

공간 

교목/잔디/

울타리 

색채 변화 

교목/관목/

자전거 

거치대 

교목/야외

학습공간/

놀이공간 

교목/초화/

울타리 
교목/관목 교목/잔디 

울타리-

주차장 
없음 방음벽 교목 

교/관목/초

화/담장 
교/관목 콘크리트벽 

교/관목/초

화/담장 
교목 교목/잔디 

울타리-

운동장 
교목 교목/초화 교목 

관목/울타

리 

산책로/교/

관목 

스탠드/콘

크리트벽 

교/관목/초

화/담장 
교목 교목/잔디 

울타리-

시설물 
교목 교목/초화 교/관목 

교/관목/초

화/담장 

교/관목/벤

치 
교목/관목 

교/관목/초

화/담장 
교/관목 교목/잔디 

차량동선 없음 없음 교목/잔디 교목/잔디 교/관목 
관목/초화/

화단 
교/관목 교목/잔디 교목/잔디 

자투리공

간 

교목/관목/

잔디 

교/관목/초

화 
교/관목 교목/잔디 교/관목 교목 초화 

교/관목/초

화 
교/관목 교/관목 

주변 지형과 관계 
경사/녹지

연결/담장 

경사/단절/

담장연결 

경사/단절/ 

콘크리트벽 

경사/낮은 

담장 

평지/연결/

울타리 

경사/일부 

녹지 

연결/콘크

리트벽 

평지/낮은 

담장 

경사/단절/

콘크리트벽 

평지/연결/

담자 없음 

입구성 식재 X 
소나무/사

사 
소나무 X 느티나무 X 느티나무 X X 

 

3.2.4. 시기별 초등학교 외부공간 현황 비교 분석 

(1) 놀이/학습 공간 

[표 3-7] 놀이/학습 공간의 변화 

공간명 표준설계도 학교 시기(10개교)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시기(9개교) 

운동장 
면적 10개교 평균 4,964㎡ 9개교 평균 2,412㎡ 

포장 9개교 마사토, 1개교 인조잔디 9개교 마사토 

자연학습장 7개교 없음, 2개교 활용 낮음 
수공간 4개교, 화분대체 3개교, 

닭장 1개교, 옥상정원 1개교 

텃밭 4개교 7개교(3개교 옥상정원) 

기상관찰원 3개교(관리x 1개교 포함) 2개교 

중정(사이공간) 3개교(주차장 2, 놀이터 1) 7개교(놀이터 4, 휴게공간 3) 

필로티 없음 (5개교 증축 후 발생) 
9개교(보행공간 5, 휴게공간 2, 

학습공간 1, 놀이공간 1) 

놀이터 

저/고학년 구분 
2개교 9개교 

수공간 0개교 5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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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학습공간의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필로티의 발생, 

중정 증가, 놀이터 저/고학년 구분 증가, 수공간 발생, 텃밭과 자연학습장 증가, 

운동장 면적 감소를 들 수 있으며, 변화가 없는 영역은 운동장의 포장, 그리고 

기상관찰원이었다. 

 

① 필로티의 발생 

학교 건축에서 필로티의 개념은 표준설계도가 폐지된 이후에 생겨났다 40 ). 

표준설계도 시기의 학교에서도 증축이 되는 경우 필로티가 발생하였는데, 주로 

주차공간으로 사용되었고, 최근에 증축된 경우 진입공간이나 보행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표 3-8] 표준설계도 학교에서의 필로티 

표준설계도 학교 

주차공간 진입공간 보행공간 

     
양남초(1983) 

2002 년 증축 

신내초(1994) 

1996 년 증축 

신자초(1983) 

2013 년 증축 

성자초(1984) 

2013 년 증축 

중목초(1997) 

2006 년 증축 

 

그리고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들에서는 필로티의 다양한 공간활용 

사례가 발생하였다. 주로 보행공간으로 사용되었으나, 학습공간, 놀이공간, 

휴게공간, 그리고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40)

 류경우, 「초등학교 배치유형에 따른 필로티공간의 이용분석에 관한 연구 : 90 년대 이후의 

광주광역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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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에서의 필로티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보행공간 학습공간 놀이공간 휴게공간 주차공간 

     
판교초(2010) 산운초(2009) 산운초(2009) 운중초(2014) 산운초(2009) 

 

② 중정의 증가와 공간의 다양한 활용 

표준설계도 시기의 중정은 주차장으로 쓰이거나 소운동장 및 놀이터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그 구조도 단순하였다. 소운동장 가운데에서는 보차분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차 공간으로 혼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표 3-10] 표준설계도 학교에서의 중정 

표준설계도 학교 

주차공간 소운동장 놀이공간 

   
신내초(1994) 원묵초(1995) 중목초(1997)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에는 중정공간이 더 이상 주차공간으로 쓰이지 않고, 

놀이 공간, 휴게 공간, 광장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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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에서의 중정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놀이공간 휴게공간 광장 

     
원신초(2002) 송원초(2009) 산운초(2009) 운중초(2014) 판교초(2010) 

 

③ 놀이터의 저/고학년 구분의 발생 

표준설계도 시기의 학교들에서는 놀이터에 대한 저/고학년 구분이 1995 년 

이후부터 발생했을 정도로 사실상 표준설계도를 탈피하여, 현대화 시범학교를 

따라가는 설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41 ). 이러한 놀이공간의 

구분은 앞선 중정의 증가 및 다양한 공간 활용과 관련이 깊으며, 저학년용 놀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중정이 놀이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④ 수공간의 발생 

수공간은 BTL 학교 사업에서 권장사항으로 지침이 하달되었지만, 실제 설계 

시에는 많은 곳에서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답사하였던 BTL 사업학교 

5 개교 가운데 4 개교에서 수공간을 두고 있으며, 재정 방식으로 지어진 1 개교의 

학교에서도 수공간을 배치하였다. 

 

 

 

 

                                      
41)

 조성민, 초등학교 저학년 옥외 놀이공간 배치계획에 관한 조사 연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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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에서의 수공간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재정 BTL 

     
가인초(2004) 산운초(2009) 판교초(2010) 여수초(2014) 운중초(2014) 

 

⑤ 텃밭과 자연학습장의 증가 

화분을 활용하지 않은 실제 노면에서 텃밭을 운용하고 있는 학교의 빈도수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옥상정원을 적극 

활용하게 되었던 것도 한 이유이다. 

 

[표 3-13]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에서 증가한 텃밭과 자연학습장 

표준설계도 학교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노면 화분 이용 옥상정원 노면 

     
양남초(1983) 원신초(2002) 가인초(2004) 여수초(2014) 판교초(2014) 

 

⑥ 운동장 면적의 감소 

운동장의 면적의 감소에 대해서는 앞서 교사 배치의 형태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답사 대상지의 평균을 측정하면 그 면적이 평균 

4,964 ㎡에서 평균 2,412 ㎡으로 48.6% 가량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공간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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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에서 감소한 운동장 

표준설계도 학교 표준설계도 학교 폐지 이후 

10 개교 평균 면적 4,964 ㎡ 9 개교 평균 면적 2,412 ㎡ 

동답초(1983) 4,938 ㎡ 중흥초(1999) 2,585 ㎡ 

  

  

 

⑦ 기상관찰원 

표준설계도 폐지와 상관없이 시설물로서 증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상관찰원은 표준설계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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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표준설계도 폐지 전후 학교에서의 기상관찰원 

표준설계도 학교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장안초(1994) 판교초(2010) 

 

(2) 휴식 공간 

[표 3-16] 휴식 공간의 변화 

공간명 표준설계도 학교 시기(10개교)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시기(9개교) 

휴게정원 
파고라 형식 7개교 

근린/소공원 형식 3개교 

파고라 형식 1개교 

소공원 형식 3개교 

옥상/경사 정원 3개교 

야외도서관 1개교 

광장/벤치 2개교 

교사-운동장 

(스탠드) 단차 
7개교 7개교 

주민운동시설 1개교 1개교 

계단식 정원/선큰가든 0개교 3개교 

 

휴식 공간에서의 두드러진 변화는 휴게정원 형식의 변화, 계단식 정원·선큰 

가든의 발생을 들 수 있으며, 스탠드를 비롯한 단차와 주민운동시설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① 휴게정원 형식의 변화 

표준설계도 학교 시기의 학교에서는 파고라 형식의 휴게정원이 주를 이루고, 

학교공원화 사업 등을 통해서 근린/소공원 형식의 휴게정원이 나타나는 학교가 

있었다. 이러한 휴게 공간은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옥상 정원, 계단식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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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도서관 및 광장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공간으로 변화되었으며, 획일화를 

탈피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표 3-17] 표준설계도 폐지 전후 학교에서 휴게정원 형식의 변화 

표준설계도 학교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파고라 형식 근린/소공원 형식 옥상/경사 정원 야외도서관 광장/벤치 

     
장안초(1994) 신내초(1994) 가인초(2004) 중흥초(1999) 판교초(2014) 

 

휴게정원의 형식의 변화 이유 중 첫째는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새로운 공간 

중정 및 옥상 정원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며 둘째는 기존 휴게 공간에 학습 

기능을 추가함을 인한 것이다. 

 

② 계단식 정원·선큰 가든의 발생 

표준설계도 학교는 기존의 지형을 활용한 설계의 적용을 스탠드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계단식 정원이나 선큰 가든의 형식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표준설계도 

폐지된 이후에는 지형극복의 방식으로 계단식 정원이나 선큰 가든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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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에서 계단식 정원 및 선큰 가든의 발생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계산식 정원 선큰 가든 

   
원신초(2002) 중흥초(1999) 덕암초(2003) 

 

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정원은 BTL 학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녹지 

공간에서 다루겠지만, BTL 학교는 교관목 위주의 밀식보다는 교목·초화 위주의 

열식를 하기 때문에 식재 경향이 이러한 형식의 정원이 더 발전하지 못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③ 스탠드와 주민운동시설 

스탠드의 양식은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에도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지형차를 

이용해서 스탠드를 설계하는 것은 여전히 유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BTL 

학교에서도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운동시설은 표준설계도의 영향보다는 

관할구청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탠드와 주민운동시설은 표준설계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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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표준설계도 폐지 전후 학교에서의 스탠드와 주민운동시설 

표준설계도 학교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스탠드 주민운동시설 스탠드 주민운동시설 

    
장안초(1994) 신내초(1994) 판교초(2010) 덕암초(2003) 

 

(3) 동선 공간 

[표 3-20] 동선 공간의 변화 

공간명 표준설계도 학교 시기(10개교)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시기(9개교) 

차량/보행 동선 분리 2개교 8개교 

교사외부계단 

(교사-외부공간) 
0개교 4개교 

 

동선공간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두 가지 변화는 보차 분리와 교사와 

외부공간의 연결에 대한 고려이다.  BTL 의 지침에서도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설계에서도 지침 그대로의 설계가 드러났다. 

 

① 보차 분리 

[표 3-21] 표준설계도 폐지 전후 학교에서의 보차 분리 

표준설계도 학교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차량/보행 동선의 혼선 보차 분리 

    
양남초(1983) 장안초(1994) 판교초(2010) 운중초(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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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 분리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던 표준설계도 시기의 학교들은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포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1983 년 지어진 양남초의 

경우에는 보행자 전용 출입구도 없는 현실이었다. BTL 학교들은 포장과 경계 

시설물 등을 통하 보차 분리를 확실하게 하였으며, 보행자 전용 출입 통로를 더 

확장하였다. 

 

② 교사와 외부공간의 연결 

[표 3-22] 표준설계도 폐지 전후 학교에서의 보차 분리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야외계단을 통한 교사와 외부 공간의 연결 

   
산운초(2009) 판교초(2010) 운중초(2014) 

 

교사의 내외부를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야외계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중정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중정이 놀이/학습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야외계단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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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공간 

[표 3-23] 서비스 공간의 변화 

공간명 표준설계도 학교 시기(10개교)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시기(9개교) 

지하주차장 1개교(1개교는 2013년 증축) 2개교 

자전거 거치대 3개교 6개교 

방음벽 2개교 1개교 

 

서비스 공간에서의 주요한 변화는 지하주자장의 설계 여부와 자전거 거치대의 

증가이며, 방음벽은 전체적으로 설치한 학교가 많지 않아 비교하기에 적절하지는 

않다. 

 

① 지하주자장의 발생 

[표 3-24] 현대화 시범학교 시기 이후 학교에서의 지하주차장 

현대화 시범학교 시기 이후 

   

중목초(1997) 
성자초(1984) 

체육관 증축(2013) 
송원초(2009) 

 

표준설계도 폐지의 전후를 떠나 설계된 연도를 살펴보면 중목초 1997 년, 

원신초 2002 년, 송원초 2009 년, 성자초 2013 년(체육관 증축)이다. 이 가운데 

BTL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데, BTL 설계 지침에서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특별한 

고려사항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지하주차장의 발생은 현대화 시범학교 때이지만 

현대화 시범학교에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지침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는 

표준설계도의 폐지와 함께 지침에 얽매인 설계에서 벗어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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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전거 거치대의 증가 

[표 3-25] 표준설계도 폐지 전후 학교에서의 자전거 거치대 

표준설계도 학교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경일초(1984) 판교초(2010) 

 

자전거 동선과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지침은 BTL 설계 지침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듯 자전거 거치대는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모든 

BTL 학교에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표준설계도 시기의 몇몇 

학교에서도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있다. 

 

(5) 녹지 공간 

[표 3-26] 녹지 공간의 변화 

공간명 표준설계도 학교 시기(10개교)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시기(9개교) 

교사전면화단 배치 2열 6개교, 1열 4개교 
2열 4개교, 1열 2개교, 

교욕열식 2개교, 없음 1개교 

교사 후면 화단 교/관목 3개교, 공원화 2개교 교목/잔디 1개교, 공원화 7개교 

차폐 

식재 

울타리-

교사후면 

교목 3개교, 교관목 3개교, 

공원화 1개교 담장 3개교 

교목/초화·잔디 5개교, 

교목 2개교, 교관목 2개교, 

울타리-

주차장 

교/관목 3개교, 교/관목/초화 1개교, 

공원화 1개교 

교목 2개교, 교/관목/초화 2개교, 

교/관목 1개교, 교목/잔디 1개교, 

울타리-

운동장 

교목 1개교, 교/관목 5개교, 

교목/초화 2개교, 공원화 1개교 

교목 3개교, 교목/초화·잔디 2개교, 관목 

1개교, 교/관목 1개교 교/관/초화 1개교 

울타리-

시설물 

교목 2개교, 교/관목 6개교, 

교목/초화 1개교 

교목 1개교, 교목/초화·잔디 2개교, 

교/관목 4개교, 교/관목/초화 2개교 

차량동선 

식재 
교목 1개교, 관목 1개교, 교/관목 6개교 

교목/잔디 4개교, 교/관목 2개교, 

관목/초화 1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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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공간 교/관목 6개교, 교/관목/초화 1개교 
교/관목 4개교, 교/관목/초화·잔디 3개교 

교목/잔디·초화 2개교 

주변 지형과 관계 

경사/단절/콘크리트 4개교 

경사/단절/울타리 1개교 

평지/단절/콘크리트 4개교, 

평지/단절/담장 1개교 

경사/단절/콘크리트 4개교 

경사/단절/담장 2개교 

평지/단절/담장 1개교 

경사/연결·일부연결 2개교 

평지/연결/울타리 1개교 

평지/연결/담장없음 1개교 

입구성 식재 없음 4개교 (소나무 2개교, 느티나무 2개교) 

 

녹지 공간에서 주요한 변화로는 교사 전면 화단의 새로운 형식 발생, 교사 

후면 공원화 증가, 차폐식재 중 관목의 감소, 초화류·잔디의 증가, 주변 

지형과의 연결 시도, 입구성 식재의 발생을 들 수 있다. 

 

① 교사 전면 화단의 새로운 형식 발생 

표준설계도 학교의 교사 전면 화단은 필수적이면서도 대표적인 경관이면서도 

획일성을 조장한다고 비판을 받았던 조경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사 전면 

화단의 형식을 수정하거나 완전히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다. 한편, BTL 학교 

5 군데 중 4 곳이나 교사 전면 화단이 여전히 존재함은 BTL 설계지침에 교사 

주변 화단에 대한 언급이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교목에 대한 지침만 

있기 때문에 송원초와 같은 열식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표 3-27] 표준설계도 폐지 전후 학교에서의 교사 전면 화단 

표준설계도 학교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2 열 1 열 화단 없음 BTL 학교 교목 열식 BTL 학교 2 열 

     
양남초(1983) 원묵초(1995) 원신초(2002) 송원초(2009) 판교초(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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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사 후면 공원화 증가 

표준설계도 학교에서 교사 후면 사실 유휴 공간이나 주차장에 가까웠다.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공원화 사업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경사지에 세워진 학교의 경우 학교 후면은 콘크리트 

벽과 마주할 수 밖에 없는 공간이다. 이러한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담장의 벽면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에서는 학교 후면 공간의 공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산책로, 

휴게 공간이나 소공원을 만들어 더 이상 유휴 공간이 아닌 이용자의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된 것이다. 

[표 3-28] 표준설계도 폐지 전후 학교에서의 교사 후면 공원화 

표준설계도 학교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주차 공간 공원화 산책로 휴게 공간 공원화 

     
장안초(1994) 신자초(1983) 운중초(2014) 덕암초(2003) 산운초(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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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차폐식재 중 관목의 감소 및 초화류·잔디의 증가 

먼저 표준설계도 학교의 차폐식재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9] 표준설계도 학교에서의 차폐식재 

표준설계도 학교 

공간 교목 관목 
초화· 

잔디 
교/관목 

교목/초화

·잔디 

관목/초화

·잔디 

교/관목/

초화·잔

디 

공원화 

울타리- 

교사후면 
3 

  
3 

   
1 

울타리- 

주차장    
3 

  
1 1 

울타리- 

운동장 
1 

  
5 2 

  
1 

울타리- 

시설물 
2 

  
6 1 

   

차량동선 

식재 
1 1 

 
6 

    

자투리공

간    
6 

  
1 

 

종합 
7 1 0 29 3 0 2 3 

15.6% 2.2% 0% 64.4% 6.7% 0% 4.4% 6.7% 

 

표준설계도 학교에서는 교/관목을 식재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다. 그리고 

일부 교목만 식재하는 곳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중된 식재는 획일한 경관 

조성하게 한다. 

[표 3-30] 표준설계도 학교에서의 차폐식재(교/관목 위주) 

표준설계도 학교 

울타리-교사후면 울타리-주차장 울타리-운동장 차량동선 식재 자투리공간 

     
교/관목 교/관목 교/관목 교/관목 교/관목 

경일초(1984) 원묵초(1995) 성자초(1984) 양남초(1983) 신자초(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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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준설계도가 폐지된 이후 학교의 차폐식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31]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에서의 차폐식재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공간 교목 관목 
초화· 

잔디 
교/관목 

교목/초화

·잔디 

관목/초화

·잔디 

교/관목/

초화·잔

디 

공원화 

울타리-

교사후면 
2 

  
2 5 

   

울타리-

주차장 
2 

  
1 1 

 
2 

 

울타리-

운동장 
3 1 

  
2 

 
1 

 

울타리-

시설물 
1 

  
4 1 

 
2 

 

차량동선 

식재    
2 4 1 

  

자투리공

간    
4 2 

 
3 

 

종합 
8 1 0 13 15 1 8 0 

17.3% 2.1% 0 28.2% 32.6% 2.2% 17.4% 0% 

 

교목이나 교/관목에 치중되어 있던 표준설계도 학교와 비교 하여 식재 패턴의 

분산되었음 확인할 수 있다. 교목의 비율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고, 교/관목 

위주의 식재가 교/관목 뿐 아니라, 교목/초화ㆍ잔디와 교/관목/초화ㆍ잔디의 

식재패턴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관목의 

식재가 줄었으며, 대신 초화ㆍ잔디의 식재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상의 변화는 실제 경관의 변화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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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에서의 차폐식재(초화ㆍ잔디 식재의 증가) 

표준설계도 학교 

울타리-교사후면 울타리-주차장 울타리-운동장 차량동선 식재 자투리공간 

     
교목+잔디 교목+잔디 교목+초화 교목+잔디 교목+잔디 

판교초(2010) 송원초(2009) 중흥초(1999) 운중초(2014) 여수초(2014) 

BTL 학교에서의 지침을 살펴보면, 관목보다 초화류를 권장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야를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는 등의 지침들이 ‘조경계획’, ‘공공성 

확보계획’에 나타나며, ‘지역사회 소통 및 기여계획’에서는 CPTED 를 

언급하면서 안전한 계획 권고하고 있다. CPTED 에서 강조하는 ‘자연적 

감시’에서는 관목의 수고를 낮추거나 제거하여 이용객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높은 접근성과 개방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지침의 기본 방향이 이러한 식재를 유도하고 판단된다. 

 

④ 주변 지형과의 연결 시도 

표준설계도 학교는 주변 지형을 학교 내부로 끌어드리는 것에 대해 제한적이다. 

경사지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담장으로 경계를 짓기 때문에 지형 활용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평지이더라 하더라도, 담장로 경계를 확정하여 주변 

녹지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에서는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시도가 보이는데, 외부의 경사를 그대로 

학교내부로 가져오면서 정원화를 이룬 원신초가 그런 경우이다. 또한 주변 

녹지와의 연계를 위해서 담장보다 투시성 울타리를 이용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외부의 지형과 녹지와 단절되어 있는 학교들이 대다수이다. B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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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침에서 주변 지형의 연계와 투시형 펜스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한 지침은 실제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표 3-33] 표준설계도 폐지 전후 학교에서의 주변 지형과의 연결 시도 

표준설계도 학교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경사-단절 평지-단절 경사-연결 평지-연결 평지-개방 

     
동답초(1983) 중목초(1997) 원신초(2002) 산운초(2009) 판교초(2010) 

 

⑤ 입구성 식재의 발생 

BTL 학교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많은 학교에서 입구성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입구성 식재의 예를 보여주는 몇몇 학교사가 있다. 

중흥초의 경우 교문 내부에 사사와 소나무 군식을 하였고, 운중초의 경우에도 

교문 내부에 교사와 교문의 스케일에 맞춘 소나무를 식재하였다. 산운초의 

경우에는 교문 외부에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그 입구성을 드러냈다. 

[표 3-34]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에서의 입구성 식재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소나무/사사 소나무 느티나무 

   
중흥초(1999) 운중초(2014) 산운초(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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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간별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변화 종합 

답사를 토대로, 10 개교의 표준설계도 학교와 9 개교의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의 특성을 공간별로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35]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에서의 입구성 식재 

공간 분류 공간 변화의 특성 공간 변화의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요소 

놀이/학습 공간 

① 필로티의 발생 

② 중정의 증가와 공간의 다양한 활용 

③ 놀이터의 저/고학년 구분의 발생 

④ 수공간의 발생 

⑤ 텃밭과 자연학습장의 증가 

⑥ 운동장 면적의 감소 

⑦ 기상관찰원 

휴식 공간 
① 휴게정원 형식의 변화 

② 계단식 정원•선큰 가든의 발생 
③ 스탠드와 주민운동시설 

동선 공간 
① 보차 분리 

② 교사와 외부공간의 연결 
 

서비스 공간 
① 지하주자장의 발생 

② 자전거 거치대의 증가 
 

녹지 공간 

① 교사 전면 화단의 새로운 형식 발생 

② 교사 후면 공원화 증가 

③ 차폐식재 중 관목의 감소 및 

   초화류•잔디의 증가 

④ 주변 지형과의 연결 시도 

⑤ 입구성 식재의 발생 

 

 

외부 공간 변화의 특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설에는 기상관찰원, 

스탠드, 주민운동시설이 있으며, 이를 제외한 17 가지의 특성이 초등학교의 외부 

공간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17 가지 특성 모두가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17 가지 특성이 

9 개교의 답사 학교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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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의 특성의 평가 

교사형태 ㅡ 형 ㄱ 형 ㄷ 형 H 형 G 형 E 형 J 형 

학교이름 원신초 중흥초 운중초 송원초 산운초 덕암초 가인초 여수초 판교초 

건축방식 재정 재정 BTL BTL BTL 재정 재정 BTL BTL 

설립연도(년) 2002 1999 2014 2009 2009 2003 2004 2014 2010 

교지면적(M2) 8,145 4,483 12,126 6,722 12,009 10,058 9,989 14,023 13,044 

체육장(M2) 1,943 2,585 4,676 - 2,912 3.637 - 2,083 2,683 

학교 

평면도 

         
1) 필로티의 발생 O O O O O O O O O 

2) 중정의 증가와 공간의 

다양한 활용 
O X O O O X O O O 

3) 놀이터의 저/고학년 

구분의 발생 
O O O O O O O O O 

4) 수공간의 발생 X X O X O X O O O 

5) 텃밭과 자연학습장의 

증가 
O O O O O O O O O 

6) 운동장 면적의 감소 O O O O O O O O O 

7) 휴게정원 형식의 변화 O O O O O O O O O 

8) 계단식 정원•선큰 

가든의 발생 
O O X X X O X X X 

9) 보차 분리 O X O O O O O O O 

10) 교사와 외부공간의 

연결 
X X O X O X X O O 

11) 지하주자장의 발생 O X X O X X X X X 

12) 자전거 거치대의 

증가 
X O O O O X X O O 

13) 교사 전면 화단의 

새로운 형식 발생 
O X X O X O O X X 

14) 교사 후면 공원화 

증가 
O O O O O O O O O 

15) 차폐식재 중 관목의 

감소 및 초화류•잔디의 

증가 

O O O O X O O O O 

16) 주변 지형과의 연결 

시도 
O X X O O O O X O 

17) 입구성 식재의 발생 X O O X O X O X X 

종합 13 10 13 13 13 11 13 12 13 

 

17 가지의 특성이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시 

평가해보았을 때, 평균 12.3 가지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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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특성인 10 가지 특성을 가지는 학교는 1999 년에 개교한 중흥초였고, 

2005 년 이후에 개교한 BTL 학교는 12 가지의 특성을 가진 여수초를 제외하고 

모두 13 가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3-37]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특성 평가 

구분 표준설계도 학교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학교이름 

양

남

초 

동

답

초 

신

자

초 

경

일

초 

성

자

초 

장

안

초 

신

내

초 

봉

화

초 

원

묵

초 

중

목

초 

중

흥

초 

원

신

초 

덕

암

초 

가

인

초 

송

원

초 

산

운

초 

판

교

초 

여

수

초 

운

중

초 

건축방식 
재

정 

재

정 

재

정 

재

정 

재

정 

재

정 

재

정 

재

정 

재

정 

재

정 

재

정 

재

정 

재

정 

재

정 

BT

L 

BT

L 

BT

L 

BT

L 

BT

L 

설립연도 

(년) 

1 

9 

8 

3 

1 

9 

8 

3 

1 

9 

8 

3 

1 

9 

8 

4 

1 

9 

8 

4 

1 

9 

9 

4 

1 

9 

9 

4 

1 

9 

9 

5 

1 

9 

9 

5 

1 

9 

9 

7 

1 

9 

9 

9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9 

2 

0 

0 

9 

2 

0 

1 

0 

2 

0 

1 

4 

2 

0 

1 

4 

1) 필로티의 

발생 
X X X X X X O X X X O O O O O O O O O 

2) 중정의 

증가와 

공간의 

다양한 활용 

X X X X X X O X O O X O X O O O O O O 

3) 놀이터의 

저/고학년 

구분의 발생 

X X X X X X X X O O O O O O O O O O O 

4) 수공간의 

발생 
X X X X X X X X X X X X X O X O O O O 

5) 텃밭과 

자연학습장

의 증가 

O X X X X X O X O X O O O O O O O O O 

6) 운동장 

면적의 감소 
X X X X X X X X X X O O O O O O O O O 

7) 휴게정원 

형식의 변화 
X X O X X X O X X O O O O O O O O O O 

8) 계단식 

정원•선큰 

가든의 발생 

X X X X X X X X X X O O O X X X X X X 

9) 보차 

분리 
X X X O X X X X X O X O O O O O O O O 

10) 교사와 

외부공간의 

연결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O O O O 

11) 

지하주자장
X X X X X X X X X O X O X X O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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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 

12) 자전거 

거치대의 

증가 

X X X O X X O X O X O X X X O O O O O 

13) 교사 

전면 화단의 

새로운 형식 

발생 

X X X X X X X X X X X O O O O X X X X 

14) 교사 

후면 공원화 

증가 

X X O X X X X X X O O O O O O O O O O 

15) 

차폐식재 중 

관목의 감소 

및 

초화류•잔디

의 증가 

X X X X X X O X X O O O O O O X O O O 

16) 주변 

지형과의 

연결 시도 

X X X X X X X X X X X O O O O O O X X 

17) 입구성 

식재의 발생 
X X X X X X X X X X O X X O X O X X O 

종합 1 0 2 2 0 0 5 0 3 7 
1

0 
13 11 13 13 13 13 12 13 

평균 2.0 12.3 

 

답사 대상지 전체를 연도별로 조사를 하면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평균 2 가지의 특성이 표준설계도 학교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으며, 

1997 년을 전후하여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위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1992 년 표준설계도의 폐지 및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시작 시점부터 

2005 년 BTL 사업 시점까지,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 특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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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특성 평가 그래프 

 

 

3.2.5. 초등학교 외부공간 변화의 경향 

17 가지 외부공간 변화의 특성을 바탕으로 그 경향성을 찾기 위해, 새롭게 

발생한 공간, 그리고 그 기능이 변화/세분화된 공간, 그리고 도태 가능성이 있는 

공간에 따라 분류를 하고 외부공간 변화의 경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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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초등학교 외부공간은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기능은 

세분화/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가운데 도태되는 공간도 있지만, 

전체적인 변화를 종합하였을 때 도태되는 공간보다 새롭게 발생한 공간이 더 

많고 기존의 공간의 기능이 세분화 및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표준설계도가 폐지된 이후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그 기능은 

구체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38]  초등학교 외부공간 변화의 경향 

새롭게 발생한 공간 기능이 변화/세분화된 공간 도태 가능성이 있는 공간 

필로티 중정 운동장 

수공간 놀이터 교사 전면 화단 

계단식 정원, 선큰가든 텃밭, 자연학습장 담장, 콘크리트 벽 

교사 외부계단 휴게정원 

 
지하주차장 자전거 거치대 

교사 후원 차폐식재 

입구성 식재 보차분리 

 

3.3. 시기별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표준모델 

표준모델은 표준설계도 폐지 전후의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각 시기의 특성을 바탕으로 연구를 

통해 조사한 초등학교 외부공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모델링을 하였다. 

그리고 모델링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의 환경인지도와 이용행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외부공간을 표준모델에 따라 다시 설계 및 건축을 하고 실험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모델과 가장 유사한 학교를 각각 찾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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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분석과 현장답사를 통해서 도출한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변화의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와 같은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특성 비교를 통해 

다음 절의 표준모델을 만들 수 있다. 

 

[표 3-39]  시기별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표준모델 

공간 변화의 경향 외부공간 변화 특성 표준설계도 학교 시기(10개교)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시기(9개교) 

교사의 형태 'ㅡ'형, 'ㄱ'형, 'ㄷ'형 
'ㅡ'형, 'ㄱ'형, 'ㄷ'형, 

‘H’형, ‘E’형, ‘J’형, ‘王’형 등 

기능이 

변화/세분화된 

공간 

중정 
대부분 없음. 일부 주차장, 놀이터로 

사용 
놀이터 및 휴게 공간으로 사용 

놀이터 학년 구분 없이 사용 고/저학년 구분함 

텃밭, 자연학습장 텃밭, 자연학습장 부족, 화분 대체 생태연못, 비오톱의 발생 

휴게정원 파고라 형식, 소공원 형식 광장, 옥상/계단식 정원, 야외도서관 발생 

자전거 거치대 대부분 없음, 일부 설치 대다수 설치 

차폐식재 교목, 교/관목 위주 교목/초화류, 교/관목/초화류로 분산 

보차분리 대부분 분리하지 않음. 일부 분리 대다수 분리 

도태 가능성이 

있는 공간 

운동장 평균 운동장 면적 4,969㎡ 평균 운동장 면적 2,412㎡ 

교사 전면 화단 정형적(1열/2열) 형식을 탈피(교목 열식 등) 

담장, 콘크리트 벽 
담장/콘트리트 벽으로 외부와의 

단절 
감소되는 추세 

새롭게 발생한 

공간 

필로티 - 
보행공간, 휴게공간, 학습공간, 놀이공간 등으로 

사용 

수공간 - 수공간의 발생 

계단식 정원, 

선큰가든 
- 계단식 정원, 선큰가든의 발생 

교사 외부계단 - 교사 외부계단의 발생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의 발생 

교사 후원 - 공원화 발생 

입구성 식재 - 입구성 식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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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표준설계도 학교 외부공간의 특성과 표준모델 

[그림 3-2] 표준설계도 학교의 표준모델 

    

[표 3-40]  표준설계도 학교 외부공간의 특성 

표준설계도 학교 외부공간의 특성 

공간 분류 특성 

1. 중정 놀이/학습 공간 대부분 없음. 일부 주차장, 놀이터로 사용 

2. 놀이터 놀이/학습 공간 학년 구분 없이 사용 

3. 텃밭, 자연학습장 놀이/학습 공간 텃밭, 자연학습장 부족, 화분 대체 

4. 휴게정원 휴식 공간  파고라 형식, 소공원 형식 

5. 자전거 거치대 서비스 공간 대부분 없음, 일부 설치 

6. 차폐식재 녹지 공간 교목, 교/관목 위주 

7. 보차분리 동선 공간  대부분 분리하지 않음. 일부 분리 

8. 운동장 놀이/학습 공간 평균 운동장 면적 4,969㎡ 

9. 교사 전면 화단 녹지 공간 정형적(1열/2열) 

10. 담장, 콘크리트 벽 녹지 공간 담장/콘트리트 벽으로 외부와의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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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표준설계도 폐지 후 학교 외부공간의 특성과 표준모델 

[그림 3-3]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의 표준모델 

       

[표 3-41]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외부공간의 특성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외부공간의 특성 

공간 분류 특성 

1. 중정 놀이/학습 공간 놀이터 및 휴게 공간으로 사용 

2. 놀이터 놀이/학습 공간 고/저학년 구분함 

3. 텃밭, 자연학습장 놀이/학습 공간 생태연못, 비오톱의 발생 

4. 휴게정원 휴식 공간  광장, 옥상/계단식 정원, 야외도서관 발생 

5. 자전거 거치대 서비스 공간 대다수 설치 

6. 차폐식재 
녹지 

 공간 
교목/초화류, 교/관목/초화류로 분산 

7. 보차분리 동선 공간  대다수 분리 

8. 운동장 놀이/학습 공간 평균 운동장 면적 2,412㎡, 절반 정도로 줄어듬 

9. 교사 전면 화단 녹지 공간 형식을 탈피(교목 열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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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담장, 콘크리트 벽 녹지 공간 감소되는 추세 

11. 필로티 놀이/학습 공간 보행공간, 휴게공간, 학습공간, 놀이공간 등으로 사용 

12. 수공간 놀이/학습 공간 수공간의 발생 

13. 계단식 정원, 선큰가든 휴식 공간  계단식 정원, 선큰가든의 발생 

14. 교사 외부계단 동선 공간 교사 외부계단의 발생 

15. 지하주차장 서비스 공간 지하주차장의 발생 

16. 교사 후원 녹지 공간 공원화 발생 

17. 입구성 식재 녹지 공간 입구성 식재 발생 

 

3.4. 소결 

3 장에서는 2 장에서 문헌연구의 결과로 나눈 시기와 공간분류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도면을 분석하고, 현장을 답사하였다. 도면 분석은 

표준설계도 학교 29 개교,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 20 개교로 총 49 개교를 

비교함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내용은 표준설계도 폐지 전후의 학교에 대해서 

교사 배치, 교사 형태, 향, 운동장의 장축, 고ㆍ저학년 놀이공간의 구분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도면 비교를 통해 확인한 주요 변화는 교사 형태와 배치의 

변화, 그리고 사이공간의 등장이었다. 

현장 답사는 표준설계도 시기의 학교 10 개교와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 

9 개교로서 총 19 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5 개의 공간분류인 놀이/학습 

공간, 휴식 공간, 동선 공간, 서비스 공간, 녹지 공간을 분석의 틀로 하여 세부 

공간에 대한 시기별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표준설계도 시기의 

학교와 폐지 이후의 학교를 구분할 수 있는 17 가지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17 가지 특성을 평가의 틀로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초등학교를 다시 

평가해보았을 때, 평균 12.3 가지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답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평가를 하면 시간이 지날 수록 

17 가지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가 해석한 초등학교 외부공간 변화의 경향은 표준설계도가 

폐지된 이후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그 기능은 구체적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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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4 장에서 연구한 초등학생의 이용행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4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3 장에서 마지막으로 표준모델을 도출하였는데, 이는 

3 장 전체의 연구를 바탕으로 시각화한 것이며 4 장에서 진행하게 될 환경인지 

설문과 이용행태 설문의 대상지 선정의 밑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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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기별 초등학교 외부공간에서의 이용행태 

4.1. 설문 대상 초등학교 선정 

설문 대상 초등학교는 표준모델과 각 시기의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학교로 

대지 면적이 비슷하고 증개축이 되지 않았으며, 학생수, 학년별 학생수, 학생들의 

재학년수, 주변환경을 고려하도록 한다. 

(1) 설문 대상 초등학교 선정 기준과 일반 현황 비교 

[표 4-1]  설문 대상 초등학교의 선정 기준 

선정기준 표준설계도 학교 시기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 시기 

표준모델 

위성지도 

학교명 성남장안초 성남판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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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1994 2010 

주소 성남시 분당구 (분당신도시 내)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 내) 

대지 11,500㎡ 13,044㎡ 

체육장 4,647㎡ 2,683㎡ 

증개축 여부 없음 없음 

학급 28 학급 34 학급 

학생수 732 명 966 명 

 

(2) 설문 대상 초등학교 선정 기준과 외부공간 특성 비교 

[표 4-2]  설문 대상 초등학교의 선정 기준과 외부공간 특성 비교 

외부공간특성비교 
표준설계도 학교의 

표준모델 
성남장안초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학교의 표준모델 
성남판교초 

1. 중정 
놀이/학습 

공간 

대부분 없음. 일부 

주차장, 놀이터로 사용 
없음 

놀이터 및 휴게 공간으로 

사용 

놀이공간/휴

게공간/ 

광장 

2. 놀이터 
놀이/학습 

공간 
학년 구분 없이 사용 

학년 구분 없이 

사용 
고/저학년 구분함 

고/저학년 

구분함 

3. 텃밭, 

자연학습장 

놀이/학습 

공간 

텃밭, 자연학습장 

부족, 화분 대체 
화분 대체 생태연못, 비오톱의 발생 생태연못 

4. 휴게정원 휴식 공간 
파고라 형식, 소공원 

형식 
파고라 형식 

광장, 옥상/계단식 정원, 

야외도서관 발생 
광장 형식 

5. 자전거 

거치대 
서비스 공간 

대부분 없음. 일부 

설치 
없음 대다수 설치 설치 

6. 차폐식재 녹지 공간 교목, 교/관목 위주 
교목, 교/관목 

위주 

교목/초화류, 

교/관목/초화류로 분산 

교목, 

교/관목, 

교목/초화류, 

7. 보차분리 동선 공간 
대부분 분리하지 않음. 

일부 분리 
미분리 대다수 분리 완전 분리 

8. 운동장 
놀이/학습 

공간 

평균 운동장 면적 

4,969㎡ 
4,647㎡ 평균 운동장 면적 2,412㎡ 2,683㎡ 

9. 교사 전면 

화단 
녹지 공간 정형적(1열/2열) 2열 형식을 탈피(교목 열식 등) 2열 

10. 담장, 

콘크리트 벽 
녹지 공간 

담장/콘트리트 벽으로 

외부와의 단절 

콘크리트 

벽/생울타리 
감소되는 추세 담장 없음 

11. 필로티 
놀이/학습 

공간 
- 없음 

보행공간, 휴게공간, 

학습공간, 놀이공간 등으로 
보행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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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12. 수공간 
놀이/학습 

공간 
- 없음 수공간의 발생 생태연못 

13. 계단식 

정원, 선큰가든 
휴식 공간 - 없음 

계단식 정원, 선큰가든의 

발생 
없음 

14. 교사 

외부계단 
동선 공간 - 없음 교사 외부계단의 발생 설치 

15. 지하주차장 서비스 공간 - 없음 지하주차장의 발생 없음 

16. 교사 후원 녹지 공간 - 없음 공원화 발생 공원화 

17. 입구성 

식재 
녹지 공간 - 없음 입구성 식재 발생 없음 

 

(3) 표준설계도 전후 학교의 특성 평가 그래프에서 장안초와 판교초의 위치 

[그림 4-1] 표준설계도 전후 학교의 특성 평가 그래프에서 장안초와 판교초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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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교특성 13가지 항목의 도출 

성남장안초와 성남판교초는 17가지 특성 가운데, 계단식 정원 및 선큰가든의 

발생, 지하주차장, 입구성 식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 항목에서 

제외하였고, 남은 14가지의 특성 중 동일한 특성을 가진 항목은 교사 전면 화단 

형식 하나이다. 표준설계도 전후 학교의 특성 평가 그래프에서도 장안초의 

특성은 0개, 판교초의 특성은 13개로 그 차이가 13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3가지 항목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비교의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표 4-3]  비교 특성 13 가지 항목 

놀이/학습 공간 

1. 중정 

2. 놀이터 

3. 텃밭, 자연학습장 

8. 운동장 

11. 필로티 

12. 수공간 

휴식 공간 4. 휴게정원 

동선 공간 
7. 보차분리 

14. 교사 외부계단 

서비스 공간 5. 자전거 거치대 

녹지 공간 

6. 차폐식재 

10. 담장, 콘크리트 벽 

16. 교사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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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설문지 구성과 설문 방법 

4.2.1. 환경인지 설문 

1) 설문 대상 

설문 대상은 표준모델의 대표 학교로 선정된 성남장안초등학교와 

성남판교초등학교의 5,6학년으로 하였다. 설문에 응할 수 있을 정도의 지각 능력, 

표현 능력의 발달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고 선행 연구를 

조사한 결과 3~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의 가능 

여부와 예상 결과를 진단하기 위하여 성남 장안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을 진행하였고, 환경인지도를 작성하는 능력이 요구수준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설문 대상자를 5,6학년으로 상향조정하였다. 

[표 4-4]  설문 대상 

 성남장안초등학교 성남판교초등학교 

5학년 102 명 142 명 

6학년 124 명 126 명 

설문자 합계 226 명 275 명 

응답자 합계 216 명 209 명 

응답률 95.58% 76.00% 

전체 설문자 합계 총 425 명 

 

2) 환경인지 설문지와 교사용 메뉴얼 

설문지는 A4용지 양면을 사용하여 총 2page에 설문을 하도록 하였고 앞 면은 

환경인지 설문지, 뒷면은 이용행태 설문지로 구분을 하여 학교 환경을 인지하는 

정도와 이용행태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환경인지 설문지에는 학교 건물과 

울타리만 표시를 하였고, 설문자는 외부공간에 대하여 본인이 인지하는 시설, 

수목, 공간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간의 명칭도 기입하도록 하였다. 

두 초등학교의 설문지의 텍스트는 동일하지만, 학교 건물 및 울타리는 각 학교의 

현황을 그대로 옮겼으며, 스케일은 두 학교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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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성남 장안초등학교 환경 인지 설문지(page1) 

 

[그림 4-3] 성남 판교초등학교 환경 인지 설문지(page1) 

 

환경인지 설문은 교사들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교실에서 설문지를 작성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설문을 진행하게 될 교사들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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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매뉴얼을 각 교사에게 배부하고 숙지한 후에 그대로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림 4-4] 설문지 교사용 매뉴얼 

 

 

 



3) 장안초등학교 환경인지

[표 4-5]  장안초등학교 환경인지도

환경인지도 설문 예시

 

이와 같은 학생들의 환경인지도를

시설들을 종합하여 맵핑

표기하여 함께 분석하도록

비교항목에 속하지 않는

제외시키도록 하였고, 

표시하였다. 

 장안 초등학교 학생들의

① 놀이/학습공간 

놀이/학습공간에서는 

제외되는 조회대와 유치원

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56.02%보다도 더 높은 

표기하거나 그린 경우에만

많은 학생들 가운데, 운동장을

운동장을 동일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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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지 설문 결과 

환경인지도 설문 예시 

 
예시: 5학년 환경인지도 설문 예시: 6

환경인지도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맵핑하였다. 총 응답자인 216명에 대한 인지율과

분석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표준설계도

않는 공간 및 시설도 있었다. 이러한 공간 

, 나머지 비교가 가능한 공간 및 시설들은

학생들의 환경인지도를 공간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17가지의 공간 및 시설이 도출되었고, 

유치원 놀이터를 제외하면, 15가지가 최종적인

가장 인지율이 높은 것은 축구골대이다. 운동장의

 78.70%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설문 시 운동장을

에만 운동장을 인지하였다고 인정하여 기록하였기

운동장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외부 공간 모두가 운동장으로 인식하였기

 
: 6학년 

있는 공간 및 

인지율과 인원수를 

표준설계도 전후의 

 및 시설들은 

시설들은 비교항목을 

다음과 같다. 

, 비교항목에서 

최종적인 비교대상이 

운동장의 인지율 

운동장을 시설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외부공간과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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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다. 따라서 축구골대를 표시한 학생들이 운동장을 인식하는 최소한의 

학생수라고 했을 때, 실제 운동장을 인지하는 학생의 비율은 이것보다도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놀이터의 인지율 역시 77.31%로 상당히 높았는데, 

놀이터의 주요시설로는 그네, 미끄름틀, 정글짐, 시소, 구름사다리, 철봉, 

모래사장, 사다리타기 순으로 인지율이 높았다. 운동장과 놀이터를 제외하고, 

농구골대, 피구장, 보도블럭, 트랙도 학생들이 인지하였다. 

② 휴식공간 

휴식공간 가운데에서는 스탠드와 식수대는 비교항목에 속하지 않아서 제외하고 

정자ㆍ벤치, 벤치(운동장 남쪽), 차도 옆 벤치는 비교항목 중 휴게정원에 

포함하였다. 정자ㆍ벤치는 32.87%, 벤치(운동장 남쪽)는 18.52%, 글리고 차도 

옆 벤치10.65%를 기록하였다. 

③ 동선공간 

동선 공간 가운데서 비교항목에 속하지 않는 공간은 모든 출입문들이었다. 

이러한 출입문을 제외하고 인도와 차도를 비교항목 중 보차분리에 포함하였다. 

④ 서비스 공간 

서비스 공간에서 인지 된 8가지의 공간 및 시설은 비교항목에 속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모두 제외를 하도록 하였다. 

⑤ 녹지 공간 

녹지 공간의 경우, 비교항목에 속하지 않는 공간을 모두 제외하면, 5가지의 

공간이 비교항목에 포함되는데, 수목(운동장 남쪽)의 인지율은 43.98%로서 높은 

기록을 보였다. 



(1) 장안초등학교 환경인지도 종합

[표 4-6]  장안초등학교 환경인지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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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통계 

종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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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안초등학교 환경인지도 맵핑 

① 환경인지 종합 (인원별) 

[그림 4-5] 장안초등학교 5 ㆍ6 학년 환경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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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인지 종합 (인지도별) 

[그림 4-6] 장안초등학교 5 ㆍ6 학년 환경인식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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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인지 종합 (특성별, 인지도별) 

[그림 4-7] 장안초등학교 5 ㆍ6 학년 환경인식도: 종합(특성별, 인지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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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인지: 놀이/학습 공간 

[그림 4-8] 장안초등학교 5 ㆍ6 학년 환경인식도: 놀이/학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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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인지: 휴식 공간 

[그림 4-9] 장안초등학교 5 ㆍ6 학년 환경인식도: 휴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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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환경인지: 동선 공간 

[그림 4-10] 장안초등학교 5 ㆍ6 학년 환경인식도: 동선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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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환경인지: 서비스 공간 

[그림 4-11] 장안초등학교 5 ㆍ6 학년 환경인식도: 서비스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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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환경인지: 녹지 공간 

[그림 4-12] 장안초등학교 5 ㆍ6 학년 환경인식도: 녹지 공간 



4) 판교초등학교 설문결과

[표 4-7]  판교초등학교 환경인지도

환경인지도 설문 예시

 

판교초등학교 학생들의

및 시설들을 종합하여 맵핑하였다

표기하여 함께 분석하도록

비교항목에 속하지 않는

제외시키도록 하였고, 

표시하였다. 

판교 초등학교 학생들의

① 놀이/학습공간 

놀이/학습공간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았다. 즉, 

있음을 알 수 있다. 

판교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설계에 대한 학생들의 

표준설계도를 탈피한 설계에

모래사장(중정)(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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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환경인지도 설문 예시 

예시: 5학년 환경인지도 설문 예시: 6

학생들의 환경인지도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인지하고

맵핑하였다. 총 응답자인 209명에 대한 인지율과

분석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표준설계도

않는 공간 및 시설도 있었다. 이러한 공간 

, 나머지 비교가 가능한 공간 및 시설들은

학생들의 환경인지도를 공간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운동장(96.17%)과 초록운동장(82.30%)에 대한

, 운동장과 초록운동장을 시설물로서 확실하게

. 초록운동장은 장안초등학교에는 있지 않은

이렇게 높은 인지율을 보인다는 것은 표준설계도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설계에 대한 인지도를 보여주는 시설은 연못

)(16.75%), 실내화 갈아신는 곳(신발장)(8.13%), 

: 6학년 

인지하고 있는 공간 

인지율과 인원수를 

표준설계도 전후의 

 및 시설들은 

시설들은 비교항목을 

 같다. 

대한 인지율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않은 시설인데, 

표준설계도에 탈피한 

. 이와 같이 

연못(39.23%), 

)(8.13%), 필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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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현관(5.26%)을 들 수 있겠다. 한편, 놀이시설(51.67%)과 세부시설들의 

인지율은 장안초등학교의 것과 비슷하다. 

② 휴식공간 

휴식공간에서는 정자(11.00%)에 대한 인지율이 많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새로운 시설 및 공간의 등장으로 상대적으로 정자에 대한 인지율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정자와 붙어있는 초록운동장의 경우 

82.30%라는 높은 인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초록운동장과의 인지도 경쟁에서 

밀렸다고 판단한다. 기타 벤치에 대한 인지율은 장안초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③ 동선공간 

동선공간의 경우, 특이하게 새롭게 등장한 시설로서 교사 외부계단을 들 수 

있다. 인지율은 12.92%로 다소 낮지만,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공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④ 서비스공간 

서비스 공간의 경우, 자전거 거치대(중정)(37.80%)가 상당히 높은 인지율을 

보인다. 인지율과 활용도가 비례한다고 할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많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⑤ 녹지공간 

녹지공간에 대한 인지율은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넓은 곳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판교초등학교 환경인지도 종합

[표 4-8]  판교초등학교 환경인지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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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통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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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인지 종합 (인원별) 

[그림 4-13] 판교초등학교 5 ㆍ6 학년 환경인식도(인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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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인지 종합 (인지도별) 

[그림 4-14] 판교초등학교 5 ㆍ6 학년 환경인식도(인지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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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인지 종합 (특성별, 인지도별) 

[그림 4-15] 판교초등학교 5 ㆍ6 학년 환경인식도(특성별, 인지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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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인지: 놀이/학습 공간 

[그림 4-16] 판교초등학교 5 ㆍ6 학년 환경인식도: 놀이/학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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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인지: 휴식 공간 

[그림 4-17] 판교초등학교 5 ㆍ6 학년 환경인식도: 휴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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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환경인지: 동선 공간 

[그림 4-18] 판교초등학교 5 ㆍ6 학년 환경인식도: 동선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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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환경인지: 서비스 공간 

[그림 4-19] 판교초등학교 5 ㆍ6 학년 환경인식도: 서비스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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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환경인지: 녹지 공간 

[그림 4-20] 판교초등학교 5 ㆍ6 학년 환경인식도: 녹지 공간 

 

 

 



5) 환경인지 설문 조사

 ① 놀이/학습 공간의

[표 4-9]  놀이/학습 공간의 

장안초와 판교초를 비교할

그네, 미끄름틀, 농구골대

인지하는 시설은 초록운동장

곳(필로티), 필로티 입구

모두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생들도 표준설계도 폐지

가운데 특히 초록운동장의

인지율은 수공간과 자연학습장에

필로티에 대한 인지율은

인지하기보다 학교 건축의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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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종합 비교분석 

공간의 비교 분석 

 비교 분석 

비교할 때, 장안초에만 인지하는 시설은 유치원

농구골대, 시소, 피구장, 보도블럭, 트랙이며, 

초록운동장, 연못, 일자봉, 모래사장(중정), 실내화

입구/현관을 들 수 있다. 판교초에서만 인지하는

이후의 학교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이다. 즉, 

폐지 이후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초록운동장의 높은 인지율은 중정에 대한 인지율을, 

자연학습장에 대한 인지율이 높다는 것을 알

인지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필로티를

건축의 일부 즉, 외부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이 

 

유치원 놀이터, 

, 판교초에서만 

실내화 갈아신는 

인지하는 시설들은 

, 판교초등학교 

수 있다. 그 

, 연못에 대한 

알 수 있다. 

필로티를 시설로 

 낮기 때문인 



 

② 휴식 공간 비교 

[표 4-10]  휴식 공간의 비교

휴식 공간에 있어서

표준설계도 폐지 전후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판교초는 11.00%로 장안초에서

장안초 내에서 정자의 

그리고 판교초에서 인지도가

초록운동장의 높은 인지율

 

③ 동선 공간 비교 

[표 4-11]  동선 공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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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 

있어서 인지율은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휴식

전후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지도

. 다만 정자의 인지율을 확인해보면, 장안초는

장안초에서 20%가량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인지도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높은 것임을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바로 

인지율 때문에, 중정에서의 입지가 낮아진 것으로

비교 분석 

 

휴식 공간에서는 

인지도 역시 큰 

장안초는 32.87%, 

있는데, 이는 

 알 수 있다. 

 옆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동선 공간에서는 비교항목은

때문에 많은 인지 요소가

가지의 항목만, 판교초에서는

비교항목으로 선별되었다

불구하고, 인도와 차도에

상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판교초등학교의 경우, 

나타났는데 이는 보차분리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12.92%로 나타났다. 

 

④ 서비스 공간 비교 

[표 4-12]  서비스 공간의 비교

 

장안초와 판교초 모두

비교항목에 포함되는 것

없었다. 자전거 거치대의

보이는 공간으로서 표준설계도

자전거 이용 역시 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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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항목은 출입문을 제외한 순수 동선만을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안초에서는 인도

판교초에서는 인도, 차도, 계단 모두 여섯 가지의

선별되었다. 장안초등학교에서는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차도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스스로 인도와 차도를 구별하여 그리는 경향이

, 차도의 인지율이 장안초에 비해서 현격히 

보차분리가 명확히 되어 있어 차도에 대한 고려 혹은

사료된다. 한편, 새로운 공간인 교사 외부계단은

 

비교 분석 

모두 주차장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 공간이

것이 장안초에는 없고, 판교초에서는 자전거 

거치대의 인지율은 37.80%로 주차장 다음으로 높은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특성을 높은 비율로 인지하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동선만을 포함시켰기 

인도, 차도 두 

가지의 항목만이 

있지 않음에도 

그리고 환경인지도 

경향이 나타났다. 

 낮은 것으로 

혹은 이용이 더 

외부계단은 그 인지율이 

 

공간이 있지만, 

 거치대 밖에 

높은 인지율을 

인지하고 있으며, 



⑤ 녹지 공간 비교 

[표 4-13]  녹지 공간의 비교

 

녹지 공간을 비교하면

판교초에서는 그 비율이

콘크리트벽에 대한 인지율은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것을 통하여, 학생들도 새로운

 

⑥ 환경인지도 종합 비교

환경인지도를 종합 비교

공간이 다양화된 것을

녹지공간의 다양화와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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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 

비교하면 장안초에서 담장 및 콘크리트로 인지하던

비율이 줄어들고 교사 후원이 더 많이 늘어났음을 

인지율은 떨어짐을 통해서 콘크리트벽의 도태를

 있고, 새로운 공간인 교사 후원에 대한 인지도가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비교 분석 

비교 분석한 결과, 놀이/학습 공간의 기능이

것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었고, 휴식공간, 

동선 공간의 구체화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지하던 부분들을 

 볼 수 있다. 

도태를 학생들이 

인지도가 발생한 

수 있었다. 

기능이 구체화되고 

, 서비스공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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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환경인지도 종합 비교 분석 

공간 분류 장안초 판교초 분석 

놀이/학습 

공간 

운동장 인지율 56.02% 

운동장을 따로 표현하지 않음 

운동장 인지율 96.17% 

운동장을 시설로 여김 

운동장의 도태 

중정, 놀이터, 텃밭, 

자연학습장, 수공간, 필로티 

인지 

새로운 공간 발생을 인지함 

놀이/학습 공간의 구체화 및 

다양화를 인지 

휴식 공간 정자의 인지율이 높음. 
정자의 인지율이 낮음 

휴식 기능의 분산 
휴식 공간의 다양화 인지 

동선 공간 차도 인지율 30.09% 

차도(학교정문) 인지율 7.18% 

차도(학교후문) 인지율 

5.74% 

보차분리로 인해 차도의 

인지율이 낮아짐. 

동선 공간 기능의 세분화 됨을 

인지함 

교사 외부계단의 

인지(12.92%) 

동선 공간의 구체화 인지 

서비스 

공간 
- 

높은 자전거 거치대의 

인지율(37.80%) 

새로운 공간의 인지 

서비스 공간의 다양화 인지 

녹지 공간 - 

울타리 및 교사 후원의 녹지 

인지도가 높아짐 

담장 및 콘크리트벽의 도태 

인지 

녹지 공간의 다양화 인지 

 

 

 

 

 

 

 



4.2.2. 이용행태 설문 

(1) 공간이용행태 설문

 [표 4-15]  장안초등학교 공간

공간 이용행태 설문 

 

[표 4-16]  판교초등학교 공간

공간 이용행태 설문 예시

 

공간 이용행태의 설문에서는

하는지 기입을 하도록 

표시하였고, 같은 활동이라도

있는 이용행태에 대한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있었고,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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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 

공간 이용행태 설문 예시 

 
 예시: 5학년 공간 이용행태 설문 예시: 6

공간 이용행태 설문 예시 

 
예시: 5학년 공간 이용행태 설문 예시: 6

설문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각 공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다. 학생들은 그림 혹은 문자로 본인의

활동이라도 중복해서 여러 공간에 쓰기도 하였다.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용행태들을

불구하고 양쪽 학교 모두에서 공통적인 행태들을

동시에 차이점들을 볼 수 있었다. 

 
: 6학년 

 
: 6학년 

방식으로 이용을 

본인의 활동을 

. 한편, 쓸 수 

이용행태들을 발견할 

행태들을 많이 



① 장안초등학교 

[표 4-17]  장안초등학교 공간

장안초등학교에서는 73

보인 것은 피구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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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이용행태 설문 결과 통계 

73가지의 이용행태를 기록하였고, 가장 많은

 비율이 11.14%였다. 

 

많은 빈도수를 



② 판교초등학교 

[표 4-18]  판교초등학교 공간

판교초등학교에서는 

이용행태는 장안초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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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이용행태 설문 결과 통계 

 53가지의 이용행태를 보였고, 가장 빈도수가

같은 피구였으나 그 비율은 24.75%로 훨씬 높았다

 

빈도수가 높은 

높았다.



(2) 전체 이용행태 분석 

[표 4-19] 전체 이용행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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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용행태를 분석하면, 양쪽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행태가 

80.12%로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20%의 이용행태는 

거의 장안초에서만 일어나는 행태로서 판교초에서 일어나는 행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용행태의 수로 보면 장안초에서만 일어나는 행태의 수는 39가지, 

판교초에서만 일어나는 행태의 수는 18가지로 장안초가 두 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통적인 이용행태를 보면, 빈도수 상위 5순위 이용행태인 피구, 축구, 

줄넘기, 경찰과 도둑, 야구에서는 판교초등학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판교초등학교에서의 이용행태는 몇 가지의 이용행태에 집중이 되어 있으며, 

장안초등학교의 경우 이용행태가 여러가지 이용행태로 분산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21] 전체 이용행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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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학생 인터뷰 

학생 인터뷰에서는 이용행태 설문에서 조사하였던 이용행태가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진행되었으며, 이용행태 설문에서 비율이 높았던 

이용행태를 주요이용행태로 분류하고 나머지 이용행태는 2장의 이용행태 

분류법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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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안초등학교 

① 주요이용행태: 피구, 경찰과 도둑, 줄넘기, 달리기 

[그림 4-21] 장안초등학교 5 ㆍ6 학년: 주요이용행태 - 피구, 경찰과 도둑, 줄넘기,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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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놀이(경쟁, 기회, 모의, 현기) 

[그림 4-22] 장안초등학교 5 ㆍ6 학년: 놀이(경쟁, 기회, 모의, 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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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동, 휴식, 취미, 학습, 학교활동 

[그림 4-23] 장안초등학교 5 ㆍ6 학년: 운동, 휴식, 취미, 학습, 학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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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교초등학교 

① 주요이용행태: 피구, 경찰과 도둑, 줄넘기, 달리기 

[그림 4-24] 판교초등학교 5 ㆍ6 학년: 주요이용행태 - 피구, 경찰과 도둑, 줄넘기,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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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놀이(경쟁, 기회, 모의, 현기) 

[그림 4-25] 판교초등학교 5 ㆍ6 학년: 놀이(경쟁, 기회, 모의, 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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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운동, 휴식, 취미, 학습, 학교활동 

[그림 4-26] 판교초등학교 5 ㆍ6 학년: 운동, 휴식, 취미, 학습, 학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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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인터뷰의 결과, 장안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행태가 운동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판교초등학교의 경우 한 가지 

행태이더라도 운동장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피구의 경우, 장안초등학교에서는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표기한 반면, 판교초등학교에서는 외부공간에서 아홉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서 장안초등학교에서의 이용행태는 다양하지만, 공간에 

집중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판교초등학교에서의 이용행태는 

비교적 단조롭지만, 공간에 분산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3 소결 

4 장에서는 외부공간에서 일어나는 이용행태를 환경인지 설문과 공간이용행태 

설문을 통해서 조사하였다. 설문 대상 초등학교 선정을 위해서 3 장의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하였고 가장 적합한 초등학교 두 곳(성남장안초와 성남판교초)을 

설문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학교를 비교함에 있어서, 17 가지의 특성 중 교사 

전면 화단, 계단식 정원, 선큰 가든, 지하주차장, 입구성 식재을 제외한 13 가지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비교항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두 학교에서의 설문대상은 5 ㆍ 6 학년으로 정하였고, 전체 설문자는 501 명, 

응답자는 425 명이었다. 이 설문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통제할 교사에게는 

교사용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환경인지 설문의 결과로서 초등학생들이 놀이/학습공간 기능의 구체화 및 

공간간의 다양화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휴식 공간, 서비스 공간, 녹지 

공간의 종류가 다양해졌음과 동선 공간의 기능이 구체화 된 것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  

공간 이용행태 설문에서는 연구자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공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또한 기능이 구체화된 판교초등학교에서 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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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행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로, 장안초등학교에서 더 많은 

이용행태가 발생하였다. 또한 판교초등학교에서는 피구, 축구, 경찰과 도둑과 

같은 몇몇 이용행태를 집중적으로 보이고 있었고, 반면 장안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이용행태를 고르게 보이고 있었다. 

환경인지 설문과 공간이용행태 설문 결과를 더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 진행한 

학생 인터뷰에서는 학생들이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지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터뷰의 결과는 이용행태와 공간의 상관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었다. 장안초등학교의 이용행태는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공간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행태들이었다. 반면, 판교 

초등학교의 이행행태는 그 종류는 적었지만, 다양한 공간에 분산되어 나타났다. 

이로서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초등학교 외부공간은 표준설계도 학교의 

외부공간보다 이용행태의 종류가 더 적지만 이용행태의 발생은 더 분산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5. 시기별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변화가

5.1. 공간의 변화에 따른 이용행태의

[표 5-1] 공간의 변화에 따른 이용행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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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이용행태에 주는 영향 분석 

이용행태의 변화 비교 

이용행태의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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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종합적인 이용행태의 변화 분석 

3장과 4장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들의 이용행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도면 분석과 답사를 통해서 3장에서 내린 결론은 표준설계도가 

폐지된 이후에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종류는 다양해졌으며, 그 기능은 구체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표준설계도 시기의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종류는 

상대적으로 더 단조로웠으며, 기능에 있어서는 유연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4장에서는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이용행태의 종류는 더 

적지만, 이용행태의 발생은 더 분산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준설계도 

학교는 이용행태의 종류는 더 많지만 한 공간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표준설계도 학교에서 공간의 종류는 단조로웠기 때문에 이용행태가 한 

공간에 집중되었고, 공간의 기능은 유연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이용행태를 수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에서는 공간의 종류가 다양했기 

때문에 이용행태가 다양한 공간에 분산되어서 나타났고, 공간의 기능은 더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이용행태의 폭이 좁았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예상과 다르게 공간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과 이용행태가 

다양해지는 것은 상관 관계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공간 기능의 유연성과 

구체성이 이용행태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또한 행태의 집중과 분산은 공간의 

단조로움과 다양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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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1997 년 표준설계도가 폐지된 시점을 전후로 초등학교 외부공간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초등학생들의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외부공간을 도면과 답사를 통해 공간 변화의 특성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행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연구하였다.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17 개의 세부 공간 분류에 대하여 

각각의 특성을 도출하여 총 17 가지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특성들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성격 변화는 구체적으로 공간의 분화에서 찾을 수 

있다. 표준설계도 학교의 외부 공간은 폐지 이후의 학교와 비교하여 

미분화되었고, 공간구획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반면에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에서는 새로운 공간이 발생하거나, 기존 공간의 기능 및 형태가 분화됨을 

통하여서 다양한 공간이 생겼다. 공간의 기능 역시 공간구획이 분화됨에 따라서 

더욱 구체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반대로 표준설계도 학교의 외부공간 기능은 

비교적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공간의 변화의 특성은 이용행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연구자의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로서 공간의 분화가 행태의 다양성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실제 연구의 결과는 표준설계도 학교의 행태의 종류가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고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에서는 행태의 종류가 더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공간이 단순하고 또한 그 종류가 적은 표준설계도 학교에서는 행태가 

몇몇 공간, 특히 운동장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고, 공간이 분화되어 다양한 

공간이 있는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에서는 행태가 여러 공간에 분산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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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본적으로 이용행태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의 특성은 공간 

기능의 유연함이다. 공간의 기능이 구체성을 띠게 될수록 이용 행태 역시 

구체성을 띄기 때문에, 이용행태의 종류는 단조로워지게 되는 것이다.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에서는 공간이 다양해지는 동시에 공간의 기능이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만약 공간은 다양해지고 공간의 기능은 유연하여서 많은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었다면, 결론은 연구자의 예상과 같이 공간의 다양성이 행태의 

다양성으로 이어졌다고 하였을 것이다. 이로서 공간과 행태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공간의 기능과 행태의 다양성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용행태 발생의 분산 정도는 공간 종류의 다양성과 상관 관계를 가진다. 

공간의 종류의 다양성이 이용행태의 다양성을 높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학교에서 이용행태의 종류는 비교적 단조롭다. 하지만 

같은 이용행태이더라도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표준설계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의 이용행태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따라서 이용행태의 분산은 공간의 종류와 상관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초등학교 외부공간은 표준설계도 학교의 

외부공간보다 공간의 종류 다양하다. 

둘째,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초등학교 외부공간은 표준설계도 학교의 

외부공간보다 공간의 기능이 구체적이다. 

셋째,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초등학교 외부공간은 표준설계도 학교의 

외부공간보다 이용행태의 종류가 더 적다. 

넷째, 표준설계도 폐지 이후의 초등학교 외부공간은 표준설계도 학교의 

외부공간보다 이용행태의 발생이 더 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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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이용행태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간 기능의 유연성이다. 

여섯째, 이용행태 발생의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간 종류의 다양성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외부공간의 공간 변화가 이용자인 초등학생의 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 하지만,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의 외부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설계 가능 공간과 이용자 간의 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설계자가 공간을 설계할 때에 

공간 기능의 유연성과 공간 종류의 다양성을 조절 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용행태의 

종류의 다양성과 분산 정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초등학교 외부공간 이용행태의 문제점으로 행태 종류의 단조로움을 

꼽는다면, 그리고 공간의 다양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공간의 종류를 유지함으로 다양성은 유지하고 공간 기능의 

유연성을 높임을 통해서 이용행태의 다양성을 유도할 수 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외부공간의 다양성이 문제가 된다면, 공간의 종류를 단조롭게 하는 동시에 공간 

기능의 구체성을 높임을 통하여서 이용행태를 단조롭게 유도할 수도 있겠다. 

이와 같이 공간과 행태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설계자가 초등학교의 

외부공간이나 이와 비슷한 공간을 설계할 때 이용행태를 유도함에 있어서 

유의미한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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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to research on how the change of outdoor space of primary 

school affects the space-use behavior of the students.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two different styles of outdoor spaces which were built in different 

periods (Standard Design Model period and After Abolishment of Standard 

Design Model period) and primary school students are using those spaces. 

Then what would be the difference of their space-use behavior between 

students from different style of spaces. How do they recognize spaces? How 

do they use spaces? Comparing to the past, designing guidelines have became 

more concrete and specific. And they changed the actual spaces and it 

affected the space-use behavior of student. 

Firstly, there were 17 features deduced from 17 specific spaces to show the 



 

space changes. Through analyzing these features, I could find the reason of 

those tendencies from specializations of spaces. Standard Design Model was 

less specialized than the school after abolishment. But after abolishment, 

there were diverse spaces because of new spaces, specialization of existing 

spaces. The function of the spaces has become more concrete as the 

specialization goes on. Otherwise, Standard Design Model School kept their 

flexibility to utilize more behaviors. 

This kind of features has deep relationship with space-use behavior. But 

after research I could realiz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and 

behavior was different than my expectation. I expected diverse spaces will 

affect behavior to be more diverse. Results show that the behaviors in 

Standard Design Model schools were more diverse, and after abolishment 

schools were less diverse. As Standard Design Model has a simple space 

designs, their behavior were concentrated on certain area but after 

abolishment schools, their behavior were spread throughout the whole outdoor 

spaces. 

So basically, the factor which affects the diversity of behavior is the 

flexibility of space. As the function of spaces become more concrete, the 

behavior becomes more concrete as well, so the kind of behavior becomes 

simple. After abolishment, spaces were diverse and the functions were 

concrete. But if the space had more flexibility to utilize more behaviors, the 

results would be similar as I expected. So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and 

behavior is actually relationship between flexibility of space function and 

diversity of behavior. 



 

But dispersion of behavior is related to the diversity of spaces. Because 

diversity of space could not enhance the diversity of behavior, even after 

abolishment of Standard Design Model, the space-use behavior is relatively 

simple. Even their behavior became simple, I could observe them using diverse 

spaces. Whereas Standard Design Model school student’s behavior was 

concentrated in certain spaces. So the dispersion of behavior has something 

to do with diversity of space. 

This thesis researched on primary school, but the results can be apply to 

many other exercise. By controlling the flexibility of the space, the designer 

may able to control the diversity of behavior.  

 

Keywords: Primary School, Elementary School, Outdoor Space Design, Student Behavior, 

Flexibility of Space, Direct Mental Map 

Student No.: 2010-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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