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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
고, 특정 연령층의 인구 감소와 증가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그중 학령인구의 감소는 학급, 교직원 수의 감소로 이어
지게 되고 따라서 학교 내 유휴 공간이 발생하게 되었다. 학령인
구의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
지기도 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17년 대비 2047년 학
령인구가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 유휴 공간의 관심에 따른 사업은 다양하게 진행되었
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학교 유휴공간 개선 사업으로 2008년부
터 2013년까지 전국의 51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2019 학교 
공간 혁신사업’이라는 큰 틀 아래 전국 300여 개의 학교 공간 혁
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방식들로 교육 인프라의 유휴화
나 도시쇠퇴를 반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그 밖에도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양하
게 존재한다. 하지만 교육 인프라의 유휴화는 내부적 요인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외부 환경에 의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였을 것으
로 판단하고 단기적 해결방안을 넘어서 도시적 관점에서 현상들을 
바라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른 교육 인프라의 유휴화 양
상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을 가
진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1,2 기 신도시 조성으로 신도시
와 구시가지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성남시를 1차 대상지의 
범위로 설정하고, 생활권 범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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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가 급감하였거나 2019년 기준 과소규모 학교에 해당하는 
곳을 신도시와 구시가지로 나누어, 구시가지 A 초, 신도시 B,C 초
로 대상지 3곳을 선정하고 대상지별 조금씩 다른 주변 특성에 따
른 학교와 주변부의 분석을 통해서 대상지 내 교육 인프라의 유휴
화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학령인구와 노령인구의 비율의 차이도 있었지만, 학교 
주변에서는 대상지별로 조금씩 다른 상업 시설 및, 가구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인과관계는 밝힐 수 없었지만, 교육 인프라와 주변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꾸준하게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 학교에서도 과소 규모 학교
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신도시는 과밀학급
이라는 공식이 깨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이지만, 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교육 인
프라의 유휴화가 대상지별로 다른 주변 특성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프라의 유휴화는 점적인 요소로써 끝나지 않고 주변 
지역에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교육 인프라의 유휴화 역시 해
당 학교의 교직원을 포함한 종사자나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으며, 학교의 쇠퇴는 주변 시설과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인프라의 유휴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보다는 학교 주변
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에 적합한 계획이 필요하다. 

주요어 : 성남시, 교육인프라, 유휴화, 주변지역특성, 유휴화양상 
학  번 :  2018-2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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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

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급기야 1명이 채 되지 않는 0.98명이

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에 300조라는 예산을 투입했던 

정부의 노력이 무색하게 2019년에도 반등의 여지 없이 0.92명이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 1-1 참고).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8)

 [그림 1-1] 합계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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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고령 인구1)의 비율은 매년 조

금씩 상승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통계청은 1997년 장래인구추계

에서 2022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예측 시기는 점차 줄어

들었고 2018년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주변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진입이었다 (그림 1-2 참고).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1) 65세 이상의 인구

[그림 1-2] 고령인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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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유휴 공간 발생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그중에서도 학령인구2)의 감소는 학급 수, 교원 수 감소 등의 교육 인프라의 

연쇄적인 감소로 이어지며, 나아가서는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를 충분히 예상

해 볼 수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생산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그림 1-3]과 같이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에 따르면 전국의 학령

인구가 2019년 804만 명에서 30년 후인 2049년 514만 명으로 2019년 대비 

36%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정원미달로 인한 폐

교는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가 농어촌 지역이나 지방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2)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나이인 만 6세~21세까지의 인구.

[그림 1-3] 학령인구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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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 공간의 활용

학령인구 감소로 수반되는 문제들은 다양하다. 학생, 교원, 종사자의 감소와 

유휴 교실의 발생 등이 있다. 그 중 유휴 교실 발생 문제의 경우에는 각 부처

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노후화된 교실이나 빈 교실을 변화시키는 사업들이 

존재한다(그림 1-4 참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문

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57개의 학교의 노

후화 교실이나 유휴 공간이 쓰임새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이외에도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2014년 강원도교육청의 ‘학교감성화사업’ 2017년 서울시 

교육청의 ‘꿈을 담은 교실’ 2018년 부산시교육청의 ‘별별 공간사업’ 광주

시교육청의 ‘아지트 사업’ 경기도교육청의 ‘미래형 마을 학교 만들기 사

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유휴 교실 활용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2019년 교육부에서는 ‘학교 공간 혁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학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 만들기 사업

을 추진 중이다. 

 

[그림 1-4] 학교 공간 만들기 추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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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간을 변화시키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

가 되는 것을 보면서 내부의 물리적 환경변화가 학생 수나 학급 수의 감소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2008년 ‘문화

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 시행 학교였던 밀양의 무안 중학교의 경우 변

화를 도모하였지만, 현재 지속적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러

한 사례를 보더라도 물리적, 기능적 변화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학교’라는 교육 인프라의 유휴화 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

는 문제이며, 그에 따른 해결 방안들이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학생 수 감

소 폭을 파악하거나 학생 수 변화 예측을 통한 해결 방안들은 시설의 환경개

선이나 혁신학교 지정 등 교육 제도나 방법 수정 등 학교라는 틀 안에서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학교를 농어촌, 도시지역이라는 광역적이며 이분

법적 분류체계로 설명하기에는 학교들이 처한 지역적 특수성이 존재하고 그러

한 환경들이 교육인프라의 유휴화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 인프라의 유휴화가 주변 지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

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교육 

인프라의 유휴화에 대한 통합적 방안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적 

방안 모색 또한 필요함을 밝히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생활권 중심

에 있는 학교의 유휴화가 신도시나 구도심 또는 다가구, 다세대, 공동주택 등 

주택 유형에 따른 밀집 양상 등의 주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

는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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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 중심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학교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 지

역의 특성은 주거 유형에 따라서 단독주택, 다가구, 공동주택, 상가주택 밀집 

지역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표 1-1]과 같이 주거지역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구도심, 기타(공업지역 등)로 구분하고 물리적 환경의 

차이가 뚜렷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거유형 노후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신도시

구도심

기타

[표 1-1] 학교 주변지역의 특성 분류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른 교육 인프라의 유휴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을 가진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1,2 

기 신도시 조성으로 신도시와 구시가지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성남시

를 1차 대상지의 범위로 선정하였다. 생활권 범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를 대

상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였거나 2019년 기준 과소 규모 학교에 해당하는 곳을 

신도시와 구시가지로 나누어 연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선정 과정에서 총 9

개의 학교 중 대상지 변화와 특징이 뚜렷한 3곳을 선정하였다. 구시가지의 1

개교, 신도시 2개교이다, 구체적 대상지의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3장 대상지의 

이해에서 다시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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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성남시 구도심 및 신도시 구성 및 초등학교 현황 

성남시 내 위치한 과소 규모 학교를 기준으로 선정한 신도시와 구도심 총 3

개의 학교와 그 주변 지역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변 지역의 범위는 학교의 

학군에 해당하는 범위 또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하였다. 3개 대상지 공통으로 

주변 지역의 연령별 인구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대상지별 주거유형과 노후화 

특성에 따라서 건축물의 현황 및 용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교의 경

우에는 공통적으로 학교의 학생, 교원, 학급, 일반교실 수의 2003년부터 최근

까지의 변화를 같은 시기 성남시의 평균값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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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성남시 내 학령인구의 감소가 눈에 띄게 진행된 3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교육 인프라의 유휴화와 주변 지역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표 1-2]와 같이 첫 번째 문헌 연구를 통해서 유휴화를 정의하고 교육 인

프라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현장 조사와 통계, 건축물, G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변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대상지별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분석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류 자료

문헌연구
도시 교육 인프라 유휴화와 관련한 기사

교육 인프라 유휴화관련 선행연구  

통계데이터 

① 인구 주택 총조사, 통계지리정보서비스 : 집계구별 인구, 가구

② 성남시 기본통계 : 학생 수, 학급 수 

③ 성남시 교육청 : 학원 및 교습소현황

④ 교육통계서비스(한국교육개발원) : 학교별 데이터 셋

⑤ 학교 알리미(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학교별 직위별, 과목별 교원 

건축물 및 

GIS 데이터 

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지역지구 

② 건축물연령정보 : 건축면적, 용도, 면적

③ 토지특성정보 : 토지면적 

④ 폐쇄말소대장 : 신축 이전 시설 용도, 규모 조사

⑤ 마이홈포털 : 임대아파트 면적, 세대수

현장조사
1차 : 대상지 일대의 전체 조사 (2020.04.05)

2차 : 대상지 별 상업시설 분포 조사 (2020.05.25)

인터뷰

대상지 A : A초등학교 교사 서면, 유선 인터뷰 (2020. 05.18,19)

대상지 B : 학부모, 임대아파트 사례사업 관리팀 서면인터뷰

           (2020.05.26 / 2020.06.01)

대상지 C : 학부모 서면 인터뷰 (2020. 05.22)

[표 1-2] 연구 자료



- 9 -

3) 연구의 흐름

                                    ▼    

                                    ▼  

                                    ▼  

                                   ▼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과 의의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 서론

연구목표와 방향설정

[표 1-3] 연구의 흐름

2. 이론적 고찰

용어 정리 및 선행연구 조사

학교와 

생활권 정의

유휴 인프라의 

발생 배경
선행연구 검토

3. 대상지의 이해

통계 데이터 및 GIS를 이용한 대상지 분석

대상지 선정 대상지별 분석

4. 교육인프라의 유휴화와 주변 특성

분석 데이터를 통한 결론 도출

구시가지

 A초등학교 주변

신도시 

B초등학교 주변

신도시 

C초등학교 주변

5. 결론

연구 결론 및 한계점,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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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절. 학교와 생활권

1) 근린주구이론과 초등학교

❚ 페리의 근린주구이론

근린주구이론은 19세기 산업화로 인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C.A 페리가 

제안한 주거단지 계획으로 어린이가 넓은 도로를 건너지 않고 걸어서 초등학

교를 통학할 수 있는 범위를 하나의 단지 계획 단위로 설정하였다. 이는 주민  

생활의 편리성,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물리적 주거환경 계획으로 일상 생

활권으로써 초등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 계획이다. 이 

이론은 공동체 의식 증진과 지역 단위로써 주민들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주거단지 설계의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었다.3)

❚ 지역생활의 중심공간인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도시 계획의 기본 단위이며 근린주구의 중심으로서 비교적 균등

하게 배치하고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 공동

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 기능의 

변화로 인해 학교 내 유휴시설 및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서 초등학교를 복합화

하여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3) 황희돈(2007). 신도시 근린생활권 계획 기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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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권

❚ 성남시 생활권 계획

생활권은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생활 편익 및 서비스 시설을 중심으로 이

루어진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생활권 계획은 인구 규모 및 생활 환경 수준, 

공동 서비스 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정주 단위 위계화를 통해 단위별 특성을 

부여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물리적 기능과 요소를 배분하고 설치하는 계

획이다. 4)

구분 설정기준
인구규모

(인)
고려사항 비고

소

생활권

행정동 

기준
2~3만

․ 초등,중학교의 학군

․ 시장권역 ․ 역세권역

․ 지형적, 인위적 제약성

․ 지역적 특수성

근린지구 중심

(Neighbourhood)

중

생활권

2~4개 

소

생활권

10만

․ 중,고교의 학군

․ 계획의도적 구분

․ 산세, 하천 등 자연환경

․ 시설배치 기준을 고려

지역 ․ 커뮤니티

(Community)

대

생활권
구단위 50만

․ 도로,철도 등이 인문적 환경

․ 부도심원 형성 및 도심 

기능 분산을 유도한 계획성

부도심권 중심

(Sub-core)

[표 2-1] 생활권 구분

출처 : 2020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표 2-1]과 같이 성남시는 3개의 대 생활권 별로 각각의 중 생활권을 설정

하고 있다. 대 생활권은 원도심인 수정중원 대 생활권, 신도시인 분당 대 생활

권, 판교 대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 생활권은 다시 수정중원은 태평, 

은행, 상대원, 여수중생활권, 분당은 야탑, 서현, 구미 중 생활권, 판교는 판교, 

대장, 농촌 중 생활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4) 성남시,『 2020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경기: 성남시, 2018), pp.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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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 계획 내 학교 계획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원도심과 신도시 격차 완

화를 위해서 원도심인 수정중원 대 생활권의 학교계획을 수립하였다. 원도심

의 경우는 신설을 통한 시설 확충보다는 학교 내 여유 공간을 복지, 문화시설

로 활용하는 학교시설의 복합화 사업을 추진한다. 분당지역의 경우 별도의 학

교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2020 성남 도시 기본계획’에서 교육 시설지표

로써 2020년 초등학교 수요를 90개로 추정하고 있어 원도심 내 신설 확충 계

획이 없다고 보았을 때 분당, 판교 생활권의 내 신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절. 교육인프라 및 유휴화

1) 정의

❚ 교육인프라

인프라란 인프라 스트럭쳐 (Infrastructure), 사회기반시설을 지칭하는 말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조에서는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도로, 철도, 항만, 전기, 통신 

및 교육, 문화, 복지 시설 등이 이에 속한다. 현재는 사회기반시설뿐 아니라 

광의적으로 기반이 되는 제반 여건을 통칭하는 말로써 ‘정보 인프라, 산업인

프라’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

례’에서는 교육 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
물적 자원을 교육기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으로 지

칭하고 있다. 또한 과천의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는 지

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기타‘교육혁신지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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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관련 조례’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표기되어있다. 교육 인프라의 정

의를 종합해보면 교육을 위한 시설을 통칭하며 교육 넓게는 교육 활동을 지원

하고 그와 관련이 있는 구조나 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김점섭(2008)은 교육인프라를 ‘물적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로 구분하고 있다.  ‘물적 인프라’란 교육 활동이 가능한 시설, 공간을 

총칭하며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환경, 제도 등의 물적 기반 시설로 정의하

였다. 또한 ‘인적 인프라’란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정의한다.5)

❚ 유휴화

유휴(遊休)는 사전적 의미로 ‘쓰지 아니하고 놀림’6)을 뜻하며, ‘유휴화’는 

이용 가능한 자원이나 시설 등이 사용되지 않고 묵혀지는 것을 뜻한다. 위에

서 정의한 인프라 스트럭쳐의 미사용 또는 비활성화를 포괄적으로 지칭하여 

사용하지만 주로 공간, 부동산, 시설, 토지와 같은 단어와 혼용하여 쓰이고 있

다. 교육인프라의 유휴화는 학교 내 부지나 교실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유휴 교실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보고서(2011)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국가의 교육 시설 기준(필수시설)과 비교하였을 때, 갖추어진 일반 

관리제실 및 특별교실, 각 학급에 지정된 1개의 일반교실을 제외한 빈 교실, 

또한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지않는 빈 교실, 또한 현재 기타의 용도로 

이용하는 교실(앞으로도 여유가 된다고 보는 일반교실)들을 유휴 교실의 범주

로 본다.7)

5) 김점섭(2008). 도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인프라의 구축 방안,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5-6.

6)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7) 교육과학기술부,『유휴교실의 실태분석 및 향후 사회변화 분석을 통한 활용 방안 연구』 (2011), 
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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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휴화 인프라의 발생배경

❚ 도시화로 인한 이농 현상

 1980년대 산업화와 함께 비도시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으로 유휴 

인프라 발생의 초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산업화에 따라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거와 경작지의 유휴화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농어촌 

지역 인구 유출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는 수많은 폐교를 양산하였다. 현재도 

생활 편의시설, 근린시설의 부재로 인해 농어촌지역 인프라의 유휴화는 계속

되고 있으며 빈집, 폐교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 2차 산업의 쇠퇴와 산업구조 변화

2차 산업인 제조업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도시 중심에 위치했던 산업시설의 

거점을 도시 외곽이나 해외로 이주하게 되면서 산업시설 부지의 유휴화가 발

생하게 된다. 이는 일자리감소는 물론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빈집 양산, 상권 

쇠락 등 배후주거지 쇠퇴로 이어진다.

  

❚ 도시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 이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기반시설 재편성으로 인해 철

도, 교량, 역사의 폐쇄로 인한 유휴화로 동사무소, 파출소와 같은 비교적 규모

가 작은 시설도 존재하지만,대부분은 도청, 시청, 법원 등 규모가 큰 시설인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과 연관된 직종도 함께 이전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상업 

시설들에도 영향을 미쳐 빈 점포가 발생하게 된다.

❚ 도시계획 변화에 따른 신시가지 개발

1990년대 활발히 이루어진 택지개발을 통한 신시가지 조성은 구도심의 인구 

유출로 인해 빈집이 발생하였다. 주택 수요의 감소는 주거지 주변에 위치한 

상업시설의 폐업 등 구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킨다. 신시가지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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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공공기관 이전과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 민간(소유주)에 의한 요인  

정책적, 사회적 요인 외에도 민간(소유주)의 유지나 관리에 의해서 유휴화

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소유주의 유지관리 소홀이나 

사망 등의 부재로 인한 방치가 주변 시설의 유휴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주거지역 내 빈집에서 발생한다. 

3) 유휴화와 주변 지역의 상관관계

인프라의 유휴화는 공공의 주도로 이루어진 공공시설의 이전이나 도시계획 

개편에 의해 발생하거나 민간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지의 이전이나 폐쇄, 시설

의 방치, 개발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하지만 인프라의 유휴화는 시발점은 다

를 수 있지만 하나의 시설이나 부지로써 끝나지 않고 주변의 주거, 상업시설

에도 영향을 미치며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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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선행연구 검토

1) 교육인프라의 활용관련 연구

교육인프라의 활용 관련 연구는 주로 유휴 교육 인프라의 활용 방안이나 공

공, 주민 인식조사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다수의 연구가 농어촌이나 지방 소

도시를 연구대상지로 하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도심지로 한정

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김성덕, 강정규(2017)은 도심 폐교의 경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지역사

회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폐교 활용 방안

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며 부산지역 폐교 자산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설문 및 공무원과 비공무원 집단의 의견 수집과 실증분석을 

통해 미활용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매각, 공공기여나 수익 창출 방안을 고려

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서울의 은혜초등학교는 도시에서 최초로 발생한 폐교로 신입생의 정원 미달

과 전출 학생이 많아지면서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2017년 문을 닫았다.8)  

김소현(2019)은 은혜초가 위치한 은평구가 서울시 행정구 중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에 착안하여 노인 주거시설로써 은혜초를 활용한 계획을 제안하

였다. 비슷한 사례로 2015년 성남시에서는 신도시와 구시가지의 재개발로 인

한 집단 이주로 학생 수가 줄면서 도심 지역 최초로 3개 중학교가 통폐합되었

다.9) 민지영(2018)은 해당 이전적지 활용방안으로 장소성을 유지하면서 학교시

설을 활용한 도서관 계획을 제안한다. 

김창숙(2020)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성남시의 원

8) 김미향, “서울 사립초 갑작스런 폐교 논란” 『한겨레신문』(2017년 12월 31일, A13면)

9) 김기성, “저출산에 신도시 이주로 학생 줄어…성남시 도심 중학교 셋 통폐합” 『한겨레신문』
(2015년 5월 11일, A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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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4개교, 신도심 4개교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설 활용에 대한 설

문조사를 통한 학교 유휴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로 선행연구들

과 다르게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설 복합화 계획에 있어 원도심과 신도심 지역

주민의 요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안희선

(2017)은 구도심과 개발 사업지역(신도시)으로 나누어 수원, 성남, 안양의 초

등학교의 최근 30년 동안의 학생 수 변동 추세를 분석하여 지역 사회의 구심

점 역할로써 학교시설 복합화 확대와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제안한

다. 

분류 논문명 저자

도심 폐교의 

공간적 활용

도심지역의 폐교 활용방안에 관한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2017, 

김성덕, 

강정규

지역사회를 위한 폐교의 활용 : 불광동 

은혜초등학교를 이용한 복합 노인 주거시설

2019, 

김소현

지역성을 강조한 커뮤니티 도서관 계획

- 영성여자중학교 이전적 토지를 이용하여-

2018, 

민지영

신도시 

교육인프라

학교 유휴시설 활용방안에 관한 수요자 인식조사연구 

- 원도심과 신도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2020, 

김창숙

장기학생수 변동추세 분석에 따른 학생배치계획 방안 

연구 -수도권 대도시 수원․성남․안양시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2017,

안희선

[표 2-1] 유휴 교육인프라의 활용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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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인프라와 주변 지역 관련 연구

교육인프라와 주변 지역 관련 연구는 생활권의 중심인 학교 주변 환경 분석

을 통해 학교 배치나 생활권 계획의 적절성을 파악하거나 교육인프라의 변화

로 인한 주변 환경 분석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김아영(2012)은 근린생활권 계획의 방향을 생활권 중심의 초등학교를 대상

으로 성남시 내 초등학교의 통학환경 분석을 통해 구시가지에는 인구밀도를 

고려한 소규모 학교 배치와 신시가지에는 학생을 고르게 수용하기 위한 운영, 

관리방안이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양필선(2009)은 학교시설의 복합화가 완료된 서울시 23개 초등학교 주변의 

주택가격 변화 비교를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등 

학생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은 오히려 주택 가격이 하락하였고 낮 시간 여성

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Niels Egelund & Helen Laustsen(2006)은 인구통계학에 따라서 활성화 도

시, 오래된 지방 도시, 작은 섬으로 나누어 덴마크의 학교가 문을 닫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학교의 폐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지역 사회

의 주된 문제는 인적 자본의 부족이라고 말하고 있다.  

Ariel H.Bierbaum(2020)은 도시 축소의 관리 차원에서 학교의 적정규모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필라델피아 내의 학교폐쇄 현상을 사례로 분석하며, 교육 

인프라의 유휴화를 도시 축소가 가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인프

라의 노후화로 인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쇠퇴에 직면한 다른 시설들의 

적정 규모에 대해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현상, 소외된 사회에 불균형을 증폭시

키는 현상으로 명명하며 도시축소에서 나타나는 학교 폐쇄를 다층적으로 접근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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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문명 저자

주변환경 

변화

성남시 근린생활권 계획기준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입지분석을 중심으로-
 2012, 김아영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분석연구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2009, 양필선

 School Closure

 : What are the consequences for the local 

society?

2006, Niels 

Egelund&Helen 

Laustsen

 Managing shrinkage by "right-sizing"school

: The case of school closures in Philadelphia

2020, Ariel 

H.Bierbaum

[표 2-1] 교육인프라와 주변지역 관련 연구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교육인프라의 유휴화에 관한 선행연구는 활용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

우가 많다. 대부분은 교육인프라의 유휴화를 하나의 결과나 원인으로만 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접근성 측면에서 교육인프라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분석하거나 지역주민의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방식으

로써 주변 지역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인프라의 유휴화가 진행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유휴화 과정에서 주변의 변화 

과정을 함께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교육 인프라의 유휴화는 학교 주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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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상지의 이해

1절 대상지 선정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을 가진 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른 교육 인프라의 유휴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남시를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성남시는 수정․중원 구시가지와 분당, 판교 1,2 기 신도시 및 택지

개발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체계적이지 않은 도시개발로 인해 구도심과 신도

시의 온도 차가 확연한 도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남의 구도심과 신도시 내 

학교 주변 지역의 특성별 교육인프라의 유휴화를 살펴보았다.

1) 성남시 현황

❚ 성남시의 인구분포

성남시는 2019년 기준 총인구는 972,280명이며 행정구별 인구는 수정구 약 

24만 명, 중원구는 약 22만 명, 분당구는 약 49만 명 정도이다. [그림 3-1]를 

보면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 조성과 2기 신도시인 판교 신도시가 조성되기 

시작한 시기인 2005년의 총인구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 인구는 소폭 상승하였

으나 수정구와 중원구의 인구는 감소하였으나 분당구의 인구는 6만 명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 3-2]와 같이 같은 해 6세부터 21세에 

해당하는 학령인구의 변화만을 두고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성남의 학령인구

는 약 16만 명 정도로 2005년대비 37% 감소하였으며, 행정구 기준으로는 2005

년대비 수정구 58%, 중원구 84%, 분당구 13%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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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성남시 인구분포 

[그림 3-2 ] 성남시 학령인구 분포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201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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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 학교 현황

[그림 3-3]를 보면 성남시에는 2018년 기준 72개의 초등학교, 45개의 중학

교, 36개의 고등학교가 있다. 2005년 학교 수와 비교해보았을 때 초등학교 

18%, 중학교 20%, 고등학교 14% 정도로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1990년

대 초부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인구가 급증한 

시기와 맞물려 학교 수도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3] 성남시 학교 현황 

출처 :통계청, 경기도성남시기본통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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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 선정 과정

❚ 근린생활권 중심의 초등학교 대상

본 연구는 초, 중, 고등학교 중에서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초

등학교는 1차 생활권인 근린생활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 수가 가장 많고, 

입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와 달리 학교가 위치한 주변 환경

에 더욱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3-4]와 같이 성남시 전체 72개의 

학교를 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정구 17개 중원구 18개 분당구 37개이다. 

전체 학교 수는 판교, 위례 신도시 및 여수지구의 조성으로 6개의 학교가 신

설된 것을 제외하고는 2010년 이후 학교 개황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5 참고). 

 

[그림 3-4] 성남시 구별 초등학교 현황

출처 :통계청, 경기도 성남시 기본통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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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성남시 초등학교수 변화 (2009-2019) 

출처 :통계청, 교육기본통계 (2019)

❚ 학생수 감소폭이 큰 학교

성남시 72개의 초등학교를 자치구 별로 최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전년 대비 학생 수의 증감을 살펴보았다. 중원구와 분당구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 신설된 학교 SNH 초등학교와 YS 초등학교의 경우 개교 1년 뒤에 

폭발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 외에 학교들은 완만

한 곡선으로 감소하거나 일부 소폭의 증가를 보이기도 했다. 원도심인 수정구

의 경우는 위례 신도시에 신설된 4개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전년 대비 5% 정도의 증감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서 2017년 사

이 눈에 띄는 감소를 보인 곳이 한 곳 있었다. 수정구 SH초등학교로 2017년 

기준 전년대비 -63.4%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신흥동 일대가 성남시 구시가지 

정비구역에 해당되며 그 중 2단계 사업부지에 속한 신흥 2구역이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면서 그 해 7월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되었는데, 학생 수

의 급격한 감소는 이 시점과 일치한다 (그림 3-6,7,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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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수정구 학생 수 변화 (2010-2019) 

[그림 3-7] 중원구 학생 수 변화 (2010-2019)

출처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통계연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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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분당구 학생 수 변화 (2010-2019) 

출처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통계연보 (2019)

❚ 과소 규모 학교

 2015년 교육부에서는 교육결손 최소화와 교육적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규

모로 적정 규모학교를 규정하였다. 적정 학교 기준 중에서 초등학교는 학생 

수 360명 이상에서 1080명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생 수가 1080명 

이상의 학교는 과밀학교이며 360명 이하는 소규모 학교이다 (표 3-1 참고).

구분 학생수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초
360명 이상

~1,080명 이하 18학급이상

~36학급 이하

20명이상

~30명이하

중․고 450명 이상

~1,260명 이하

25명 이상

~35명 이하

[표 3-1] 교육부 적정규모학교의 범위 및 적정 배치 기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 (교육부 학교정책과-7112,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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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학교 기준 미만 학교 중에서도 학생 수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하는 과소 규모 학교는 적정 규모학교 육성 대상10)으로 구분하고 있다.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대상의 경우는 학교 폐지, 소규모 통폐합 또는 학교 신설 이

전, 통합 운영학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학생 수 240명 이하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 대상이며 과소 규모 학교에 해당한다 (표 3-2 참고).

구   분 기   준

면 ․ 도서 ․ 벽지지역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시지역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

[표 3-2]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기준

2019년 성남시 초등학교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과소 규모에 해당하는 학교를 

조사하였다. 수정구 4개교, 중원구 1개교, 분당구 4개교로 총 9개 학교의 학생 

수가 240명 이하로 과소 규모 학교에 해당했다. 2016년 학생 수 급감을 보였

던 수정구 SH 초도 과소 규모 학교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9,10,11 참고).

10)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 증가로 인한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15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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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수정구 초등학교별 전체 학생수 (2019 기준)

[그림 3-10] 중원구 초등학교별 전체 학생수 (20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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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중원구 초등학교별 전체 학생수 (2019 기준) 

출처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통계연보 (2019)

❚ 구시가지와 신도시의 학생수 급감 학교와 과소규모 학교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를 보인 곳과 과소 규모 학교를 종합해보면 [표 3-3]

과 같이 학생 수 급감을 보인 SH 초가 과소 규모 학교에도 포함되므로 전체 

9개 학교이다. 9개의 학교는 각각 구시가지 4개교, 신도시 5개교로 분류 할 수 

있었다. 

구분 학교수 학교명

구시가지 4개교 SNS초, SH초, WN초, SDW초

신도시 5개교 GW초, BH초, OR초, CH초, HS초

[표 3-3] 성남시 과소규모 학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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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학교들은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구

시가지 학교의 경우 [그림 3-12]와 같이 단독주택 밀집 지역으로 크게는 물리

적 환경이 악화된 사례로 SH 초의 경우는 대단위의 재개발이 이루어졌으며  

SNS 초는 [그림 3-13]과 같이 성남시 구시가지 정비 3단계 구역으로 주변 시

설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그림 3-12] 구시가지 – SH 초 주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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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구시가지 – SNS 초 주변현황

SDW 초의 경우는 성남 산업단지와 인접해있다. WN 초의 경우는 성남 고등

지구의 조성과 함께 2010년 신축되어 주변의 주거단지들이 입주가 시작되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9년 52명이었던 학생 수가 2020년 167명으

로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WN 초는 과소규모로 분류가 어렵

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3-14 참고).

[그림 14]  구시가지 – SDW 초(좌), WN 초(우) 주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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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도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

으며 과소 규모 학교들은 사회적, 물리적 환경의 기피라는 특성을 가진다. 

GW 초, OR 초, CH 초, HS 초 4개교는 임대아파트가 인접해 있고 BH 초의 경

우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한 주변 초등학교들과는 다르게 상가주택 밀집 지

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3-15,16 참고).

[그림 3-15] 신도시 임대아파트 주변 초등학교 주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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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신도시 – BH 초 주변현황

본 연구에서는 위의 환경적 분류에 따라 구시가지와 신도시의 각각 다른 환

경을 가진 3개 학교를 선정하여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른 교육 인프라의 유휴

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분석 대상 학교 중 이미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일

부 학교에 대해서는 활용 현황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구분 주변 환경 특징 학교명

구시가지 인프라 노후화 A초

신도시
 임대아파트 인접 B초

상가주택 밀집지역 C초

[표 3-4] 연구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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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지 특성별 분석 항목

위에서 학생 수의 급감과 과소  모 학교에 해당하는 대상지 3곳을 선정하였

다. 그리고 학교별로 주변 환경이 교육 인프라의 유휴화에 직․간접적 관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광범위한 주변 환경 변화를 기술하기보다는 대상지별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주변 지역의 분석항목을 설정하였다. 분석의 범위는 학

교가 위치한 학교 배정범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 구시가지 내 과소 규모 학교

① 인프라의 노후화가 심각한 A초

교육인프라 유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주변 

인프라의 노후화가 발생한 학교로 주변의 노후 건축물 현황 및 사설 교육 시

설 변화를 파악하고 학교 시설의 유휴화 과정의 조사를 진행하였다. 

학교 학생 수, 교원 수, 학급 수, 교사현황

주변 
연령별 인구 변화, 노후 건축물, 

상업시설 및 교육 관련 상업시설 용도 변화, 사설 교육시설 현황

[표 3-5] A초 주변 분석 항목



- 35 -

❚ 신도시 내 과소규모 학교

① 임대아파트에 인접한 B 초

임대아파트와 인접한 B 초등학교의 최근 10년간 인구 및 연령 변화 및 임

대아파트 거주자 변화를 살펴보았다. 임대아파트에 초점을 맞추지만 B 초는 

인근 N,M 초와 공동통학 구역11)으로 지정되어 있어 N 초의 학생 수 증감도 

함께 알아보았다. 또한, 2018년부터 유휴 교실 일부를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

고 있어 활용 현황도 함께 조사하였다. 

학교 학생 수, 교원 수, 학급 수, 교사현황

주변 

연령별 인구 변화, 임대아파트 거주자 변화, 

공동 통학구역 초등학교 학생 수 변화, 

주변 아파트 면적(평형대) 배치 현황

[표 3-6] B초 주변 분석 항목

② 상가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한 C 초

C 초는 상가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 교육 인프라의 변화 분석과 

함께 필지 면적과 최근 10년간 신축 건축물 현황과 건축물 면적 및 상업시설

의 업종 변화를 살펴보고 주변 상업시설의 용도의 적절성을 조사하였다. 

학교 학생 수, 교원 수, 학급 수, 교사현황

주변 연령별 인구 변화, 상업시설의 업종변화, 필지 면적, 신축건축물 현황

[표 3-7] C초 주변 분석 항목

11) 특정 지역을 복수 학교의 통학구역으로 선정하여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인접 지역 학
생이 다른 통학구역의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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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대상지 분석 

1) 구시가지 - 인프라의 노후화 A 초등학교

❚ A 초등학교 주변

주변 인프라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 중인 A 초등학교는 주변의 500세대 미

만의 아파트 4곳을 제외하고 주변이 모두 성남시 구시가지 정비 구역에 속한

다. 학교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재개발 예정 구역의 경우는 성남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재개발 사업부지로 지정되었으나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2022년이라는 점에서 인프라 노후화는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것으

로 보인다 (그림 3-17 참고).

[그림 3-17] A초 주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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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 주변에는 4개의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태평 1,3구역에 해

당하는 A초의 학군은 약 342,104㎡로 다른 학군에 비해 범위가 작은 편이다. 

학군의 면적은 KB 초가 가장 작고 학교 주변 지역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

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A초와 필지나 블록의 규모 그리고 노후 건축물이 

많다는 점에서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 수는 A초의 두 배 이상 차

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건축물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 시설의 

분포 차이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표 3-3 참고).

구분 학생 수(명) 인구(명) 학군 면적(㎡)

A초 222 11,847 약 342,104 

SJ초 803 20,303 약 533,670 

KB초 473 12,763 약 302,954 

SN초 918 25,135 약 567,698 

TP초 328 11,268 약 427,131 

[표 3-8] A초 및 주변 학군의 면적 및 인구, 학생 수

출처 : 교육통계(2019), 인구주택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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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인 A 초 주변은 서 측의 자연녹지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간선도로를 제외하고 주거지역 내 주요 도로는 

4m 폭의 이면도로이며, 왕복 통행이 어려운 2m 폭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다. 

[그림 3-19]와 같이 대상지의 필지 규모는 대부분이 100㎡ 미만이며 해당 규

모의 필지가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19] A초 주변 필지 규모 

또한 A 초 주변은 급경사지로 주변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들을 제외하고는 

경사에 순응하여 건물이 들어서 있다. 학교가 위치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경사가 점차 낮아지는데, 두 지점의 고저 차가 30m 이상이며, 경사가 심한 곳

은 14%의 경사도를 보이는 구간도 있었다. 

A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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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A 초 주변 주거지 현황 

출처 : 연구자 촬영 (2020.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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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과 같이 대상지 내 건축물의 노후화 현황을 보면 30년 이상의 

건축물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전체 1794개 건축물 중 1647개로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비구역으

로 지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준공 20년 이상의 노후화, 불량 건축물이 2/3 이상

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상지 일대는 2006년 수립된 2010 성

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3단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에도 

2012년 수립된 2020 정비계획에서는 4단계, 2019년 수립된 2030 정비계획에서

도 2단계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도시 정비법12)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시 건축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2006년 이후의 신축 행위는 없었으며 노후화

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21] A 초 주변 노후화 건축물 현황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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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된 만큼 거주자의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었다. [그림 

3-22]와 같이 주민등록통계를 기준으로 유소년 인구(0세~14세), 생산인구(15

세~64세), 노인 인구(65세 이상)의 분포를 성남시의 평균과 비교해보았다. 2009

년에 성남시 평균과의 차이는 1~3% 정도에 불과했던 유소년과 노인인구의 비

율은 점차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2015년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한자리

대로 진입하였으며 물리적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의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정비계획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건축 행위가 제한되면서 거주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경제력을 가진 생산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태평1, 3동은 수정구 내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림 3-22] A 초 주변(행정동 기준) 연령별 인구변화 (2009-2018) 

출처 : 주민등록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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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와 로드 뷰를 통해서 2009년과 현재 대상지 내 상업 용도의 변화

를 조사하였다. 용도는 크게 세탁소, 미용실, 슈퍼마켓 등과 같은 생활편의시

설과 교육 인프라에 영향을 받거나 줄 수 있는 학원 및 교습소, 문구점, 독서

실 등과 같은 교육 관련 상업시설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3-9 참고). 

[표 3-9] A 초 주변 상업시설 용도 변화 (2009년 / 2020년) 



- 43 -

[그림 3-23]과 같이 2009년과 비교하였을 때 생활편의시설의 경우는 기존 

시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고 바뀌더라도 기존 용도와 동일하거나 

생활편의시설의 범주에 드는 용도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 

관련 상업시설의 경우는 기존의 시설이 유지되거나 전혀 다른 용도로 변하거

나 더 이상 어떤 상업시설로서의 기능도 하지 않는 시설도 많았다. 

[그림 3-23] 생활편의시설 및 교육관련 상업시설 변화 (2009, 2020)

교육 관련 상업시설에서 학원 및 교습소 현황을 주변 지역 학군과 비교해 

보면 그 숫자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한 통원

을 고려하더라도 학교 주변의 학원 시설 밀도가 매우 낮았다 (표 3-10, 그림 

3-24 참고).

구분 A 초 SJ 초 KB 초 SN 초 TP 초

학원 현황 12 39 23 45 23

[표 3-10] A 초 및 주변 학군의 학원 및 교습소 현황

출처 : 경기도교육청-학원 및 교습소 현황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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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A 초 주변 학원 및 교습소 현황 

출처 : 경기도교육청-학원 및 교습소 현황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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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초등학교

1981년 개교하여 42년째를 맞이하는 A 초등학교는 전체 10학급으로 한 학

년에 1~2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현재 학생 수는 2020년 22명의 입학생 포함 

전교생 187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전교생이 200명 아래로 떨어졌다. A 초 건물

은 1997년 준공되었으며 주변 건축물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A 초 시설 자체도 

상당한 노후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00년부터 꾸준하게 노후 

담장 교체, 바닥, 전등교체 등 시설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내․ 외부 도색 

공사 외에 별도의 증축 공사는 이루어 진 적 없으나 최근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체육관은 시설 노후화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방안으로써 주민 개방형 시설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2020년 12월 준공 예

정이다. 

[그림 3-25] A초 현황 사진 

출처 : 연구자 촬영 (2020.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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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의 학생 수는 성남시 전체 평균과 비교 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학생 수는 매년 전년 대비 10%씩 감소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7년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2% 정도로 감소하였다. 이는 2006년 A 초 일대

가 도시 정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시기와 일치하며 실제로 2006년 이후 학교 

전입, 전출 현황에서 2008년과 2009년에는 평균 80명 이상으로 전출이 가장 

많았다. 2018년 이후부터 과소규모 학교에 해당하는 240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림 3-26] A 초의 전입, 전출 현황 (2006년~2019년) 

출처 : 유․  초등․ 중등 교육통계 

[그림 3-27] 2003-2018년 A초와 성남시 학생수 변화 비교 

출처 : 경기도 성남시 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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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수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이 합산된 것으로 교장, 교감과 일반 교

사, 특수, 영양, 보건 교사 등이 합산된 것이다. 교원 수가 학생 수 감소와 조

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학급 수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실

제로 2006년부터 2011년 5년 동안 A 초의 학급 수는 19학급에서 13학급으로 

감소하였고 교원 수 또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8,29 참고).

 2016~2018년까지 4명이 증가한 것은 2017년 2명, 2018년 2명의 휴직 

교원이 발생하면서 기간제 교사의 채용으로 인한 일시적 증가로 보인다. 올해

는 13학급에서 10학급으로 3학급이 줄어 교원 수도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입학생 비율이 감소할수록 학급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원 수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8] 2003-2018년 A 초와 성남시 교원 수 변화 비교  

출처 : 경기도 성남시 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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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2003-2018년 A 초 학급수 변화   

출처 : 경기도 성남시 기본통계

Ÿ 교사(校舍) 현황

1997년 지금의 학교 건물이 준공된 후 초기에는 보통 교실 24개 특별교실 5

개로 총 29개의 교실을 사용하였으나 학생 수 감소와 함께 점차 사용 교실의 

수가 줄게 되었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 교실은 22개로 일반교

실 14개, 교과 교실2개, 특별교실 3개, 수준별 교실 3개, 기타 교실 12개가 이

용되고 있다.13) 2014년~2015년에 성남시와 A초의 일반 교실수가 동시에 증가

한 것은 교육통계의 집계방식 변경 때문으로 현재 일반교실, 특별교실, 교과교

실 등 5개로 교실 수를 구분하지만 2014년까지는 특별교실을 제외한 일반교

실, 특수학급 교실 등의 정규교실로써 특별교실을 제외하고 집계되었기 때문

으로 보인다 (그림 3-30 참고).

13) 교육부에서는 일반교실은 학습교실, 교과교실은 교과별 특성화된 전용교실(국어교실, 영어교실, 수
학교실, 과학교실(이론) 등), 특별교실은 과학실(실험),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가사실(가정실), 어
학실 등, 수준별 교실은 교과교실을 제외한 수준별 교실, 기타교실은 보건교실, 환경교실 등으로 정
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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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2003-2018년 A 초와 성남시 교사(校舍)현황 변화 비교 

출처 : 경기도 성남시 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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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도시 - 임대아파트 인접 B 초등학교

❚ B 초등학교 주변

 분당 신도시의 B 초등학교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 

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반경 500m 내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갖춰 분당 신

도시의 높은 교육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명 학세권이다. 하지만 현재 B 

초는 물론 인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도 학생 수 감소의 문제를 겪고 있

다. B 초등학교의 유휴화의 원인으로 학교 주변에 위치한 1250세대 규모의 영

구임대 아파트를 꼽고 있다 (그림 3-31 참고).

[그림 3-31]  B초 주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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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생수(명) 인구(명) 학군 면적(㎡)

B초 178
22,540

(공동통학구역 11983명)

약 3,412,773 

(공동통학구역 861,475㎡)

NP초 1,242
24,818

(공동통학구역 11683명)

약 535,113 

(공동통학구역 225,279㎡)

MG초 813
15,593

(공동통학구역 350명)

약 1,496,553

(공동통학구역 686,196㎡)

TC초 501 9,100 약 775,260

[표 3-11] B초 및 주변 학군의 면적 및 인구, 학생 수

출처 : 교육통계(2019), 인구주택총조사 (2018)

B 초 직선거리 1km 이내에 5개의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1200명까지 되는 학교도 있다. [표 3-11]과 같이 나

비 모양으로 펼쳐진 B 초의 학군은 범위로만 본다면 B 초 인근 초등학교 학

군 중 가장 넓지만 MG 초와 공동 통학구역인 부분을 포함한 서측은 자연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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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역 및 자연 취락지구로 총 인구가 800명이 채 되지 않아 B 초의 학생은 

대부분 분당 신도시 거주자로 추측된다. 또한 B 초의 학군은 NP 초, MG 초와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녹지지역과 2개 학교의 공

동통학구역을 제외하면 약 487,494㎡로 주변 학군 중 범위가 가장 작다.

구분 세대수 공급면적 (㎡) 구분 세대수 공급면적 (㎡)

① 768 104.7, 78.4, 89.5 ⑥ 820
152.6, 120.8, 

120.9, 70.4

② 624 106, 102.4, 56.8 ⑦ 1020 42.8, 36.5

③ 492 107.3, 74.8 ⑧ 204 161.2, 124.2

④ 408 107.9, 87.2, 72 ⑨ 474 94.6, 95.8, 84.6, 80.1

⑤ 454
162, 152.6, 135, 

135.5, 125.6, 120.8
⑩ 1250 49.6

[표 3-12] B초 주변 아파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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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초 주변에는 10개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있다. 10개 단지는 전체 

6514세대이며 이 중 ①~④는 NP 초와 공동통학구역으로 전체 4개의 단지  

2292세대가 분포하고 있다. 이는 B 초 학군 범위 내 전체 세대 중 약 35%

에 해당한다 (표 3-12 참고). B 초와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된 NP 초는 

2003년 6월 설립된 학교로 NP 초 인근 중심 상업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의 

대거 조성으로 인해 계획되었다. 2003년 6월 조성 당시에 현재 공동통학구

역 내 주민들과 NP 초의 통학구역 설정에 대한 반발로 통학범위에 대한 잡

음이 있었다. 해당구역의 주민들은 왕복 8차선 도로와 지하도를 건너야만 

하는 안전하지 않은 통학로에 불편함을 주장하였고, 40m도로를 기점으로 

2004년부터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해당 단지 주민들은 거리와 통학

여건에 따른 통학구역 재편성을 요구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1250세대의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었다 (그림 3-32 참고).

[그림 3-32] B초와 NP초의 공동통학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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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7월 입주가 시작된 6단지 아파트는 영구임대 아파트로 총 9동,  

1250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31.5㎡로 전체 세대 동일한 유형으로 

계획되었다 (그림 3-33 참고).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 자격이 갖춘 대상자가 

입주 후 2년마다 입주 자격을 재 확인하여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대

료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전출자가 자주 발생하지 않

지만 전입 대기자는 장애인이나 노인 세대인 경우가 많다. 

[그림 3-33]  6단지 배치도와 단위세대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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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근 복지관에서 시행된 6단지 거주자 전수조사 보고서를 통해 

1994년 첫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많으며 거주자의 

50% 이상이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소득수준별 거

주 현황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가정이 65% 정도

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일반가정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을 보면 일반가정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닌 것

을 알 수 있다. 교육열이 높은 분당에서 가구의 소득 차이가 교육 수준의 차

이를 만들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와 그곳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기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4] B초 인근 6단지 아파트

출처 : 연구자 촬영 (2020.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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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초등학교

1994년 개교한 B 초등학교는 2, 6학년을 제외한 각 학년 1학급씩 총 8학급

이 편성되어있다. 2020년 24명의 신입생을 포함하여 전체 학생 수는 178명으

로 처음으로 200명대 이하로 진입하였다. 2010년 체육관을 신축하여 주민개방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본관 5층 12개 교실 전체를 영어체험

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교실 3개 정도 크기의 급식실을 지역아동

센터로 리모델링하여 본교 학생을 우선으로 방과 후 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3-35] B초 현황사진 

출처 : 연구자 촬영 (2020.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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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초의 학생 수는 2003년까지만 해도 1300명으로 성남시 학생 수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학생 수가 급감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2003년 신설된 NP 초와의 공동통학구역 지정 시기와 일치한다. 공동통학구역

으로 지정된 시기에 학생 수는 전년대비 32%정도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매년 15% 이상 감소를 보이다 2013년부터는 감소세가 조금 완화되기는 하였

으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매년 약 10%대의 감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36 

참고).

[그림 3-36] 2003-2018년 B 초와 성남시 학생 수 변화 비교   

B 초 학생 수 변화와 함께 B 초의 행정동 내 학령인구의 변화를 살펴보았

다. 학령인구는 원래 8~14세를 일컫지만 5세 이상 15세 미만으로 초등학교와 

관계있는 연령대로 범위를 좁혀 B 초 학생 수 변화와 비교해 보았다. 학생 수

의 급감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동 전체 학령기 인구의 유출이 많았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B 초의 행정동 기준 5~15세 인구의 변화

를 성남시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급감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3-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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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성남시와 B초 행정동의 5~15세미만 연령 비교 

출처 : 인구총조사

같은 연령 기준으로 행정동을 세분화해보면 비슷한 감소 안에서도 조금 다

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38]와 같이 임대아파트 내 학령기 

연령의 비중은 2005년 행정동 전체에서 7%였던 것에서 점차 줄어 현재는 3%

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NP 초 공동통학 구역은 B 초 전체 학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동통학 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의 경우 B초와 

N초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통학구역 내 학생들이 

대부분 N초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면 NP 초는 공동통학구역 인원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과밀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NP 초는 현

재 전교생 1200명이 넘는 과밀학교로 B 초와는 전혀 다른 현상에 대한 해결방

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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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B초 행정동 내 5~15세 미만 학생 분포  

출처 : 경기도 성남시 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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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의 감소는 학급의 감소를 의미한다. 실제로 학급 수 감소와 비슷한 

추세로 교원 수도 변화하였다. 2016년은 휴직 교원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 채

용이 추가되면서 일시적으로 상승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다시 비슷한 수치

로 돌아온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39,40 참고).

[그림 3-39]  B초 학급 수 변화 (2003-2018)

[그림 3-40] 2003-2018년 B초와 성남시 교원 수 변화 비교

                                         출처 : 경기도 성남시 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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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개교 당시만 해도 B 초는 보통교실 47개 특별교실 4개로 총 54개의 

교실이 사용되었다. 2년 후인 1997년에는 학급수가 55개로 증가하면서 총 62

개의 교실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학급 수 감소로 활용 교실은 계속해서 줄어

들었고 현재는 14개의 일반교실, 2개의 교과교실, 3개의 특별교실로 총 19개의 

교실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3-41 참고).

[그림 3-41] 2003-2018년 B초와 성남시 교사(校社)현황 변화 비교

출처 : 경기도 성남시 기본통계

학생 수 감소로 유휴 공간이 발생하면서 2008년에는 5층 전체 12개의 교실

을 활용하여 영어체험센터를 개소하였다. 본교 학생들의 방과 후 체험뿐 아니

라 분당, 판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2018년에는 

3개 교실 규모의 급식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아동센터로 활용 중에 있다 (그

림 3-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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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B초 지역아동센터 위치 및 변경 전후 사진 

출처 : 건축물 공공데이터(도면), 성남시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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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도시 - 상가주택 밀집 지역 C 초등학교 

❚ 신도시 C 초등학교

1종 일반주거지역 내 위치한 C 초등학교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중, 고층 

주택 중심으로 조성된 주변 아파트 단지와는 다르게 저층형 상가주택이 밀집

해 있다. 저층 주거지의 특성상 아파트에 비해 세대수가 작고 단지 내 보행로

를 이용해 통학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6~8m 도로로 블록이 분절되

어 있어 통학로로써의 안전성이 떨어진다. 대상지 내 위계가 가장 큰 10m 도

로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보행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또한 C 초 맞은편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하부에 지하 2층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이 예정되어있어 

통학 측면에서는 더욱 위험한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4년 지하 공영주차장 논의가 시작되면서 C 초 학부모의 반발이 거

셌지만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공사가 진행 중

에 있다. 

[그림 3-43] C초 주변 용도 지역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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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초가 위치한 1종 일반주거지역(이하 상가주택 밀집 지역)내에 입점해 있

는 상업시설들은 마트, 편의점, 세탁소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제외하고 논현동

이나 을지로의 특화 거리처럼 건축 자재나 자동차 부품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 3-44 참고).

[그림 3-44] C 초 주변 상업시설들

출처 : 연구자 촬영 (2020. 04. 05)

C 초 주변 1km 반경에는 6개의 초등학교가 위치해있다. [표 3-13]와 같이 

중심상업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CR 초와 보존녹지지역 일부가 공동통학 구역

으로 지정된 SJ 초, J 초를 제외하고 학군 면적은 비슷한 편이다. 오히려 비슷

한 면적의 학군 중에서도 C 초는 학생 수가 가장 작고 총인구수도 작은 편이

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CR 초 학군과 비교하면 1/3 수준이다. C 초 다음으로 

주변에서 학생 수가 가장 작은 HS 초는 1668세대 임대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학교로 연구 대상지 중 하나인 B 초등학교와 유사한 주변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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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생 수 (명) 인구 (명) 학군 면적 (㎡)

C 초 109 5,529 약 309,526 

CR 초 1,118 16,695 약 925,083

SG 초 541 13,935 약 2,931,184

J 초 872 9,350 약 2,698,778

HS 초 144 10,167 약 332,299

NJ 초 1,191 9,891 약 297,219

SN 초 1,298 12,973 약 640,149

[표 3-13] C 초 및 주변 학군의 면적 및 인구, 학생 수

출처 : 교육통계(2019), 인구주택총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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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주변은 간선도로변에 접해있는 근린상업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성이 되어있다 (그림 3-45 참고). 또한 분당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단독주택용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연면적의 1/3

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일대의 대부분

의 건축물은 주 용도는 단독주택이지만 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곳

이 많다. 지도상에서 근린상업지역이 아님에도 단독주택 용지 내 상업시설로 

표기되는 곳은 시설의 1/3 이상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지구

단위계획 지침과 맞지 않는 필지들이었으며 그중일부는 불법 용도변경을 한 

위반 건축물이었다. 

[그림 3-45]  C 초 주변 시설용도 현황  

출처 : 경기도 성남시 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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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으로 조성된 부지이므로 대상지 내에 과소필지 없이 대부분 200㎡이

상 40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로 조성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 합필

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분할에 대해서는 최소 면적 2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대상지 내 필지 대부분이 단독주택용지 내에서 최소 규모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46 참고).

[그림 3-46] C 초 주변 필지규모 

또한 [표 3-14]와 같이 2000년 이후 38건의 신축행위가 있었고 대부분은 

2000년~2002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2002년 이후 신축 행위는 총 7건으로 어린

이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였다.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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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들은 대부분 이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커진 규모로, 가구 수 또한 많아

진 것으로 볼 때 이전보다 가구당 면적은 작아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

지만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1994년에서 2000년에 지어진 건물들로 대부분의 건

물들이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건물들이다. 

구

분
이전 용도 현재 용도 / 준공년도

가구당 면적 

(㎡)

1 다가구주택(3가구) 다가구주택(5가구) / 2012년 108㎡

2 다가구주택(1가구) 다가구주택(4가구) / 2006년 110㎡

3 - 다가구주택(3가구) / 2006년 92㎡

4 근생 및 다가구(3가구) 근생 및 다가구(2가구) / 2012년 114㎡

5 다가구주택(2가구) 근생 및 다가구(2가구)  / 2007년 112㎡

6 단독주택 다가구주택(6가구) / 2004년 50㎡, 100㎡

7 공지 어린이집 / 2014년 -

[표 3-14] C 초 주변 2002년 이후 신축현황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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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신축은 많지 않았고, 학교 주변의 물리적 환경변화는 별로 없었지

만, C 초 주변 거주자들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인구주택 총조사의 집계구 

데이터를 통해 C 초 주변의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1, 2, 3세대 가구14) 변화

를 알아보았다.  

[그림 3-47] C 초 대상지 거주자 변화 (2005-2018) 

출처 :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47]과 같이 전체 가구 수는 소폭으로 증감하고 비혈연 가구나 3세

대 가구, 1세대 가구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1인 가구의 증가하고 2세대 가

구는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2세대 가구의 경우 대부분이 부부와 자녀가 함

께 사는 가구로 실제 학교의 학생 수 감소의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4) 1세대 가구 : 부부, 부부+형제자매와 같이 가구주와 같은 세대의 친족들만 함께 사는 가구
     2세대 가구 : 부부+ 자녀와 같이 가구주와 직계 또는 방계 친족 2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  
     3세대 가구 : 부부+자녀+부모와 같이 가구주와 직계 또는 방계 친족 3세대가 함께 사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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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신축이나 주변의 환경 정비로 인한 큰 변화는 아니지만 상업시설의 

용도 변화 현황을 알아보았다. 상업 시설로 인해 조성된 거주 환경이 거주자

의 변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이다. C 초 주변 건축물은 총 533개로 

대부분이 점포주택으로 조성되어 있다. 2009년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533개의 

건축물 중 177개의 상업시설의 업종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32.7%의 상업시설의 업종이 변화한 것이다 (그림 3-48 참고).

[그림 3-48] C 초 주변 상업시설 업종 변화 

출처 : 연구자 제작 (다음 로드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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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의 용도가 변화한 177개 점포의 업종을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건축자재나 인테리어와 관련된 건축 관련 시설, 자동차 수리나 차량용품을 판

매하는 자동차 관련 시설, 마트나 편의점, 세탁소 등은 생활편의시설, 학원, 공

방, 교습소 등의 교육 관련 상업시설, 식당과 카페는 음식점, 그리고 소매점, 

사무실, 기타로 총 8가지로 분류하였다. 음식점이 29%로 가장 많았으나 건축 

관련 시설이 27%로 다음으로 많았다. 전체 45%의 음식점이나 소매점만큼이나 

다소 생활편의와는 동떨어진 건축과 자동차 관련 시설들이 38%나 차지하였다 

(그림 3-49, 50 참고)

[그림 3-49]  C 초 주변 상업시설 업종변화 분류 

출처 : 연구자 제작 (다음 로드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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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0]   C 초 주변 상업시설 업종변화 비율

이러한 시설들의 증가는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소규모 필지로 구획된 상가 

주택지가 건물마다 개별 주차와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저층부 상가를 제외하고 상층부는 대부분이 주택인 것을 감안한다면 건축

이나 자동차 관련 업종은 주거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편의시설은 아니

기 때문에 교육적,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쾌적한 여건을 갖추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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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초등학교

1994년 개교한 C 초등학교는 2020년 신입생은 14명을 포함 전교생 116명으

로 각 학년별 1학급씩 총 6학급이 편성되어있다. 현재와 비슷하게 입학 정원

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2~30명대로 그나마 인원이 많은 편인 고학

년(5, 6학년)이 졸업을 하고 나면, 1~2년 내 전체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은 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생울타리 담장과 낮은 

교문으로 개방적이며 주민들도 공원처럼 학교 외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성남시 내 초등학교 72개 중 체육관이 없는 7개 학

교 중 하나로 현재 체육관 신설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림 3-51] C 초 현황사진 

출처 : 연구자 촬영 (2020.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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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이후 2000년대 초반에는 950명에 육박했던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였고 

2006년부터는 전년 대비 감소율이 15% 이상을 보이며 끝없는 하락세를 보이

고 있다. 이 시기는 1인 가구와 2세대 가구의 증감이 교차되던 시기이기도 하

다 (그림 3-52 참고).

[그림 3-52] 2003-2018년 C 초와 성남시 학생 수 변화 비교   

  

[그림 3-53] 2003년-2018년 C 초 학급 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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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교원 수도 계속해서 감소하였지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학급 수는 유지되었던 반면에 교원 수는 감소하였다가 다시 소폭 

상승하였다. 2016년 일반교사가 8명으로 한 학급당 한 명씩 교사가 배정되었

으나 2017년에는 일반교사가 7명으로 한 명이 복식15) 담임으로 근무하였던 것

을 확인하였다. 복식교사는 2개 이상의 학년 학생이 혼합 편성된 학급의 담임

을 맡게 된다. 2018년에는 복식 업무 없이 한 학급당 교사가 배정되었고 또 

휴직 교원의 발생으로 기간제 교원 4명이 채용되어 전체 교원 수가 증가하였

다 (그림 3-54 참고).

[그림 3-54] 2003-2018년 C 초와 성남시 교원수 변화 비교   

출처 : 경기도 성남시 기본통계

15) 복식학급은 벽지나 도서 지역 학교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 교실부족, 학생부족 학생 수효가 적어 
복식학급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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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2개의 일반 교실과 7개의 교과 교실, 5개의 특별교실, 1개의 수준별 

교실로 총 25개의 교실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방과 후 교실로 2개 교실을 

이용하고 있어, 2003년 최대 29개의 교실이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2개 교실

은 현재 유휴 교실이거나 이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5 참고).

[그림 3-55] 2003-2018년 C 초와 성남시 일반교실 변화 비교

출처 : 경기도 성남시 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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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교육인프라의 유휴화와 주변특성

유휴화가 진행되고 있는 3개의 학교와 그 주변 분석을 통해 각 대상지별 학

생 수 감소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특성들을 정리하였

다. 그리고 해당 학교의 학부모나 교원과의 인터뷰(서면, 유선)를 통해서 현장

에서 느끼는 교육인프라의 유휴화 정도나 문제점을 파악하여 3장의 분석 항목

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대상지 인터뷰 대상

A초 교사 2인

B초 학부모 , 교사, 복지관 (임대아파트 사례 사업팀)

C초 학부모 

[표 4-1] 대상지별 인터뷰 대상 

1절 구시가지 A 초등학교 주변

성남시 구도심에 위치한 A 초등학교는 전형적인 유휴화 과정을 겪고 있는 

곳이다. 1970년대 철거민 수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구도심 A 초 일대는 조성 

시기가 30년을 넘어 노후화가 한참 진행 중이다. 하지만 많은 인원이 수용되

어야 했기 때문에 시설의 적정 배치를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그래

서 특히나 성남시 구도심 일대의 도시 계획은 생활편의도모보다는 인구수용에 

목적을 둔 좁은 필지와 도로 위에 빽빽하게 주택 위주로 조성되어 있다. 구도

심의 A 초등학교는 규모나 계획방식의 차이는 있지만,노후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도심 A 초등학교 주변 지역

은 주변 시설의 노후화, 학령인구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 학교를 제외한 사

설 교육 시설의 부재가 A 초 유휴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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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의 노후화

대상지 일대의 건축물은 대부분 197~80년대 후반에 조성되었으며 건축물의 

구조가 조적이나 블록으로 된 것이 많다. 좁은 도로와 조적조의 건축물은 화

재와 지진 등의 안전 측면에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06

년부터 지속적으로 A 초 일대의 재정비 사업이 논의되고 정비사업 예정구역

으로 지정 되었으나 더디게 진행되는 정비 사업으로 인해 신축을 할 수 없게 

된 A 구역의 건축물의 노후화만 증폭시켰다 (그림 4-1 참고).

[그림 4-1] A초 대상지 건축물 구조 및 노후화 현황 

출처 : 건축물 연령정보

“이 일대 재개발 때문에 학생들이 빠져 나간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아

파트도 별로 없고, 집도 많이 낡았으니까. 그런데 재개발도 문제지만 학교도 

너무 오래된 것도 있거든요. 조금씩 바닥도 바꾸고 전등도 바꾸고 있지만 분

당에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시설이 차이가 날수밖에 없어요. 주민개방을 하려

고해도 우선 학교가 정리가 되어야 개방을 할 수 있죠. 그러고 교육심의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예 싹 새로 짓는게 아니니까 언제쯤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 A초등학교 교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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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설의 노후화만큼이나 학교시설 자체의 노후화도 교육인프라의 유휴

화 요인 중 하나이다. 실제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A 초 일대의 초등학교 

건물의 준공년도를 보면 A 초를 포함한 3개교는 1997년에 준공되었으며 SN 

초는 그보다도 앞서 1975년에 완공되었다. A 초를 제외하고는 적정 규모 이하

의 학생 수 감소를 겪고 있지는 않으나, 감소의 요인이 될 수 있는 학교 시설 

노후화는 구도심의 모든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

다.  

2) 학령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

학교와 주변시설이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거주 연령에도 변화가 생겼

다. 노후화로 인한 정비구역의 지정이 거주자의 연령을 변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2 참고).

[그림 4-2]  A 초 일대 성남시 도시환경 정비 게획구역 지정 현황

정비구역 지정으로 신축이나 증축과 같은 건축 행위가 불가하기때문에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이주를 선택하였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 학령기 아동이 

전체 15% 정도였던 것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 9%대로 감소하였고 노인 인구는

4% 에서 10%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노인 인구의 증가는 아

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노인 인구는 매년 약 1%, 평균 60명 정도씩 증가하

였다. 오히려 부모 세대의 이탈을 동반한 학령기 인구의 감소가 전체 인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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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3 참고).

[그림 4-3] A 초 대상지 5~15세 인구 및 65세 이상 인구 변화 비교(2003년~2018년)  

출처 : 통계지리정보서비스-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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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시설의 부재

학령인구의 이탈은 낙후된 물리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학원과 같은 교육시설

의 분포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림 4-4]와 같이 2016년과 현재의 학원 및 

교습소의 현황을 비교해 보면 A 초 대상지 내에 교육 시설이 다른 학군의 교

육 시설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비슷한 학군 범위와 소규모 필지와 도로, 

건물 배치가 유사한 환경을 가진 K 초의 경우와도 비교했을 때도 상당한 차

이가 있다. 

[그림 4-4] A 초 및 주변 학군 학원 및 교습소 변화 (2016, 2020년 기준)

출처 : 경기도 교육청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A 초는 학교 내에서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되

고 있지만 거주지에 따라 학교를 배정 받는 학군의 특성상 노후 시설과 빈집

의 증가하고 있는 A 초의 기피는 2022년 본격적인 정비 사업이 시작되기 전

까지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0년 완공 예정인 A 초의 체육관 증

축은 문화 ․ 체육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A 초 대상지 주변 수요를 충족시

켜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82 -

2절 신도시 B 초등학교 주변

B 초등학교는 신도시 과소 규모 학교의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로 임대 아

파트에 인접해있다. 구도심에서 발생하는 학교 시설 또는 주변 지역의 노후화

가 아니더라도 신도시 내 학교에서도 유휴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

례이다. 임대 아파트 인근 학교에서는 지역을 막론하고 같은 지역 내 학교들

과 비교했을 때 학생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매체에서는 이를 두고 ‘도

시 벽지학교’ ‘작은 섬’ 이라 부르기도 했다. 

1) 대규모 임대아파트 인접

B 초에 인접한 6단지 임대아파트는 영구 임대아파트로 2년마다 입주자 재

심사를 통해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갱신하는 방식으로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민들은 30% 정도의 일반세대가 있지만, 나머지는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는 저소득계층이다. 저소득계층 

가정의 경우는 대부분 자녀의 사교육은 생각도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16) 분

당은 특히나 교육열이 높은 도시로 자녀의 좋은 교육 환경과 높은 교육 수준

을 원하는 부모 세대에게는 소득수준 = 교육수준이라는 공식이 적용되어 임대

아파트의 기피를 만들어냈다. 임대아파트 내 거주연령 변화를 보면 입주 초기

인 2000년에는 학령인구가 노인 인구보다 많았지만 그 비율이 2010년을 기점

으로 달라졌다. 구도심 A 초의 노인 인구와 학령인구가 교체되던 모양과 시기

가 일치하였으며, 30년이 다되어 가는 아파트의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4-5 참고).

16) 2016년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한 6단지 전수조사 보고서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수입 및 
지출이 월 평균 31~50만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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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B초 인근 임대아파트 거주자 연령 변화  

출처 :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대의 범위를 좀 더 좁혀 5~15세 사이의 초등학교 연령대의 변화도 함

께 알아보았다. 2000년도 6단지 내 학령인구는 약 480명으로 전체 거주자의 

39%에 달했다. 당시 B 초등학교의 전교생 수는 2100명 정도였다. 6단지 거주

자가 전체 학생 수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시기였다. 하지만 이후 6단지 

초등학교 연령은 급감하였으며 현재 6단지 내 초등학생은 9명으로 조사되었

다. 교육 수준 차이를 언급할 만큼도 되지 않는 수준인 것이다 (그림 4-6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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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6단지 5~15세 인구 변화 

출처 : 인구주택총조사 (2018)

"아동들이 B 초를 다니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를 지나서 등하교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주취자들로 인해 위험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 6단지

라고해서 무조건 저소득 가정은 아니며 일반세대도 입주해 생활하고 있습니

다. 저소득 가정과 일반세대를 비교해서는 소득 부분에서 격차가 발생될 수 

있고 인근 아파트가 큰 평수의 단지이고 경제적 수준이 높아 그 격차는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사회복지관 6단지 관리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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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 통학구역의 지정

통학구역은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교육장이 학급 편제와 통

학 편의를 고려하여 ․읍․ 면․ 동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성남시교육청

에서도 매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를 통해 30일 동안 찬,반 의견을 받

아 통학구역을 확정한다. 서울시에서는 학생 수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

고자 공동통학구역을 점차 해제하고있는 추세이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B 초

는 N 초와 2004년 공동 통학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통학로 안전을 문제로 지정

되었기 때문에 공동 통학구역에서 B 초를 희망하는 입주민은 찾아보기 힘들

다. 공동 통학구역 지정 이후 두 학교의 학생 수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갔다. N 초는 전교생 1200명 이상의 과밀학교이고, B 초는 전교생 200명 미만

의 과소규모 학교이다. B 초는 다양한 방과 후 수업과 영어센터 운영 등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수업방식과 시설들을 갖추고 있지만 학생 수는 여전히 감소

하고 있다. 학교 시설과 교육의 질 개선이 교육인프라의 유휴화에 대한 해결

책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7 참고).

[그림 4-7] B초와 N초의 학생수 변화 비교 

출처 : 경기도 교육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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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 평형대의 불일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와 그 외 중대형 평형

대로 나누어 B초 대상지 주변의 아파트 평형대를 조사하였다. 85㎡ 이하는 

77%, 중대형은 23%로 나눌 수 있었다. 같은 조건을 공동 통학구역과 일반통학

구역으로 나누어보면 임대아파트가 속해있는 일반 통학구역이 85㎡이하의 비

율이 공동 통학구역보다 조금 높았다. 중대형 평형대의 비율 역시 일반통학구

역이 2배 이상 높았다 (그림 4-8 참고). 집계구 내 거주자 평균 연령을 시각화 

한 데이터를 보면 중대형 평형대 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연령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통학구역 내 학교가 N 초로 

편중된다면 일반통학구역 부분은 학령인구 비중이 낮아 B 초 학생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림 4-9 참고).

[그림 4-8] B초 대상지 내 아파트 평형대 / 일반, 공동통학구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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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B초 주변 대상지 집계구별 평균나이 (2018) 

출처 : 통계청, 통계정보지리서비스

3절 신도시 C 초등학교 주변

C 초등학교는 신도시 과소 규모 학교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

로 상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분당 신도시 조성당시 단독주택용지로 계획

되었으며 저층부 상업시설과 다가구주택으로 구획되어 있다. 대지 면적이 200

㎡ 이상으로 소형 필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필지 규모 안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단독주택보다는 최소 2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으로 구성하여 1가구 면적

이 50㎡가 되지 않는 원룸형 주택인 곳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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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인 가구의 증가

사업성을 고려한 소규모 가구는 1, 2인 가구17)의 증가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집계구상 1, 2인 가구 수는 2015년 이후부터 2000가구를 웃돈다. 이는 집계구 

전체 가구 수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성남시의 1, 2인 가구 비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성남시는 20% 미만인 것에 비해서 C 초 주변의 1, 2인 가

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이가 없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1, 

2인 가구의 증가는 학령인구의 감소를 뜻한다 (그림 4-10 참고).

[그림 4-10] C 초 학군의 1, 2인 가구 변화 

출처 : 인구총조사

17) 2인 가구는 1세대 가구를 지칭하며 1세대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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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 동떨어진 시설 밀집

C 초 주변으로는 카페나 음식점과 같은 소매점이나 편의점, 세탁소, 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을 제외하고 건축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이 집산 도로

변에 모여 특화 거리와 같은 느낌을 준다. C 초 주변 대상지의 간선도로 부분

에 대형 교육 시설이 일부 들어와 있으나 대상지 내에 교육 관련 상업시설은 

찾아보기 힘들다. 건축, 자동차 관련 시설들이 단지 내 생활편의 시설보다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두 업종은 배송, 방문으로 인한 차량 접근이 빈번

한 용도로써 보행로 형성에도 좋은 시설이 아니다. 이러한 교육과 동떨어진 

시설들이 통학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1,12 참고). 

[그림 4-11] C 초 대상지 주변 컴퓨터, 자동차, 건축 관련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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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C 초 대상지 주변 생활편의시설 현황  

출처 : 현장조사 후 연구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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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절 연구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연구의 대상지인 성남시는 대규모 이주와 함께 무계획적으로 형성된 구도심

과 근린생활권에 따라 체계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된 1, 2기 신도시가 모두 위

치하고 있다. 생활권 단위의 중심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구도심은 

이주 인구수용에 초점이 맞춰져 여러 학교가 밀집되어 있거나 주거와는 동떨

어진 곳에 위치하는 등 생활권에 맞게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

다. 또한 구도심 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인프라의 유휴화를 겪고 있는 

학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학교와 그 주변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노후화에 따른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

정으로 대단위 인구이동이 발생하면서 교육인프라의 유휴화가 발생한 경우이

다. 두 번째는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닌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경우로 산업단

지 종사자 연령의 변화에 따라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유휴화가 발생하였

다. 인구의 유입이 꾸준한 신도시의 경우에도 교육인프라의 유휴화가 진행 중

인 학교를 볼 수 있었다. 해당 학교들은 공통적으로 임대 아파트에 인접해있

었다. 교육열에서 비롯된 기피 현상으로 해당 학교 일대는 대부분 학교를 선

택해서 갈 수 있는 공동 통학구역으로 지정되어있어 기피로 인한 인프라의 유

휴화를 가중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성남시 구도심과 분당 신도시에 위치한 전교생 240명 미만

의 과소규모 학교 세 곳과 그 주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학령인구와 노령인

구의 비율의 차이도 있었지만, 학교의 주변에서는 대상지별로 조금씩 다른 상

업 시설 및 가구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첫 번째 구도심에 위치한 A 초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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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경우는 학교와 주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학령인구 가정을 포함한 세

대의 집단 이주가 발생하였으며 교육관련 시설 또한 주변 다른 학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었다. 두 번째 신도시의 B 초는 과밀학급을 유지하고 있는 주변의 

초등학교와 다르게 학생 수 감소를 겪고 있으며 125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인

접하고 있다. 학교 조성초기에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학우의 기피가 학생 수 

감소에 기인하였으나 현재 임대아파트에는 5세에서 15세 미만의 학령기 인구

는 3%도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임대아파트의 기피보다는 오히려 B초 

주변에 위치한 다른 아파트들의 평형대가 다른 곳들에 비해서 커서 거주 연령

층이 주변에 비해서 높고 학군의 범위가 신도시 내 다른 학교보다 크고, 안전

하지 않은 통학로를 이유로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일부 구역이 공동 통학

구역이 지정되면서 학생 수 감소에 원인이 되었다. 공동 통학구역의 학령기 

인구가 C 초 전체 학군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신도시 C 

초의 경우는 신도시 내 몇 안 되는 단독주택지역으로 상가주택이 밀집해 있

다. 일정 규모로 필지가 분할 되어있는 상태에서 개별 필지의 토지주가 사업

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허용치 내에서 최대치의 건폐율과 용적률로 다가구 주

택을 만들었고, 작게 쪼개진 연면적은 3, 4인 가족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원룸이나 투룸 형식의 다가구 주택은 1, 2인 가구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 

대상지 내 상업시설 용도 또한 생활편의시설에서 벗어나 건축이나 자동차 정

비관련 시설이 분포하였고, 비슷한 시설의 유입을 불러왔다. 이처럼 3개의 대

상지의 조금씩 다른 주변 특성에 따른 학교와 주변부의 분석을 통해서 대상지 

내 교육 인프라의 유휴화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인과관계는 밝힐 수 없었지만 

교육 인프라와 주변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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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성남시 구도심은 서울 인구의 대규모 이주와 함께 조성되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규모 인구수용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주택의 밀도가 상당

히 높고(주거 고밀화) 학교와 같은 생활권 시설들의 배치가 체계적이지 않다. 

반면 분당 신도시는 조성 당시부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생활권 계획이 이루

어졌으나, 주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활권과 맞지 않는 퍼즐 조각과 같

은 학군 배정은 유휴화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꾸준하

게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 학교에서도 과소 규모 학교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신도시는 과밀학급이라는 공식이 깨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이지만, 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교육 인프라의 유휴화가 대상지별로 다른 주변 특성을 가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인프라의 유휴화는 점적인 요소로써 끝나지 않고 주변 지

역에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교육 인프라의 유휴화 역시 해당 학교의 교

직원을 포함한 종사자나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으며, 학교의 쇠퇴는 

주변 시설과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인프라의 유휴화에 대

한 물리적 공간개선이라는 통합적 접근보다는 학교 주변의 인구, 제도, 상업시

설 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권에 적합한 계획이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학교 설치 기준에 대한 재검토 또한 필요하다. 현재 ‘도시ㆍ군 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초등학교의 설치 기준을 2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 해당하는 근린주거구

역 기준을 2천~3천세대로 명시하고 있어 실제 초등학교는 4000세대 이상인 경

우에 신설이 가능하다. 이는 2011년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

여 근린주거 1개당 초등학교 1개소였던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 소도시나 소규모 학교의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비

판도 있다. 학교 설치의 기준을 단순히 근린주거의 규모로만 판단해서는 안되

며, 학교 주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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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we enter the low birth rate and an aging society, the 
population is decreasing continuously, and the decrease or increase 
of the population of certain age groups is causing various social 
problems.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chool-age students l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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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 decrease in the number of classes and faculties eventually 
creating unused spaces in schools. Small-scale consolidation of 
schools took place in areas with a sharp declin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statistics of Korea's future population predicts the 
number of school-age students will fall by more than 30 percent in 
2047 compared to 2017. Under these circumstances, various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interest of the school's 
unused spac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nducted the "Create Happy Schools with Culture" project for 51 
schools across the country from 2008 to 2013 under the project to 
improve unused space in school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s project,  ‘innovating spaces of school 2019’ is on going 
for 300 schools. There are various prior studies on how to utilize 
unused space in schools as a way to reverse the unused or urban 
decline of the educational infrastructure. However, we believe that 
the unused educational infrastructure has worked together with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that cannot be determined by internal 
factors alone, and in this study we look at the phenomena from an 
urban perspective beyond short-term solutions. In this study, the 
target sites with different physical environments were selected, 
focusing on schools, to identify the pattern of unused educational 
infrastructur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rounding 
areas. Therefore, Seongnam City, which can see changes in the new 
town and the old town at a glance due to the cre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new towns, was designated as the primary target area, 
and the number of students dropped sharply for elementary schools 
within the range of living areas, or as of 2019, was divided into the 
new and old towns, and three target area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slightly different surrounding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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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rrounding infrastructure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ratio of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elderly population, but around the 
school, the distribution of commercial facilities and households was 
slightly different from one destination to another. The causal 
relationship could not be clarified, but the educational infrastructure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could be seen as being influenced 
by each other.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undersized schools 
were also created in new city schools, where the population was 
steadily flowing in, which was a break in the formula of 
overcrowding in the new town.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is a common problem faced by schools, but the analysis 
of the study showed that unused educational infrastructure had 
different peripheral characteristics for different locations. Unused 
infrastructure does not end as a viscous component, but rather as a 
chain of occurrences in the surrounding area. Unused educational 
infrastructure can also be attributed to the damage of workers or 
parents, including faculty members of the school concerned, and the 
decline of the school can also affect the surrounding facilities and 
are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plan suitable for living 
areas that take into account characteristics around schools rather 
than an integrated approach to unused educational infrastructure.

keywords : Educational infrastructure, Seongnam, Unused space
Student Number : 2018-2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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