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敎育施設學 誌 第16券 第6號 通卷 第73號 2009年 11月 13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학교 캠퍼스 코어의 공간구조 

유형  특성 분석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Configuration and Properties of 

University Campus Cores through Space Syntax

이 동 주*        고 은 형**

  Lee, Dong-Joo    Ko, Eun-H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figuration and properties of university campus cores for systematic approach and

planning through space syntax based on master plans of 55 universities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first, the campus cores were classified into 10 types through axial map analysis. They

were ‘ㅡ type’, ‘二 type’, ‘ㄱ type’, ‘T type’, ‘+ type’, ‘radiation type’, ‘grid type’, ‘polygon type’, ‘tree structure type’ and 
'combination type’.(table 7) The frequency of ‘ㅡ type’ was the highest by 27.2%, and ‘radiation type’ was the next by 14.5%;
second, the integration value was 2.03(+ type), te90(grid type), te75(ㄱ type), te74(ㅡ type), te67(二 type), te63(T type), 
te46(polygon type), te347(tree structure type) and te343(radiation type).(table 9) We could categorize the ‘radiation type’ and the
'tree structure type’ as the first group, the ‘polygon type’ as the second group, the ‘T type’, the ‘二 type’, the ‘ㅡ type’, and
the ‘ㄱ type’ as the third group, the ‘grid type’ as the fourth group, the ‘+ type’ as the fifth group; third, cases that the 
integration value of access road was very low(58.2%) was much more frequent than that of very high(32.7%); fourth, the most
important space in the campus core were as follows: library and media center(18.1%), administration buildings and 
headquarters(15.7%), student center(15.7%), lecturing building(13.9%), streets and squares(13.3%).

키워드： 학교 캠퍼스 코어, 공간구문론, 마스터 랜
Keywords：University Campus Core, Space Syntax, Master Plan

1. 서 론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학교 캠퍼스는 장기간에 걸쳐 체 인 형태가 완성

되어가는 성장,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 

 시 에서 근 화 이후 설립된 학교 캠퍼스의 형태 

한 완성 단계에 이르 고, 분석  근을 한 충분한 

사례도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단된다. 최근 도심지 

학교를 심으로 활발히 검토되고 있는 제 2캠퍼스 개발

도 이러한 시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 정회원, (주)신성 E&C 건축사사무소 과장, 공학박사

** 정회원, 계명문화 학 건축인테리어과 임강사, 공학박사, 교  

   신 자 (ehko@kmcu.ac.kr)

이러한 시 에서 본 연구는 공간구문론을 통해 국내 종

합 학 캠퍼스 코어의 공간구조 유형  특성을 분석함으

로써 앞으로 학교 공간계획의 체계 인 근을 한 토

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교 내의 단일 건물에 국한하거나 특

정 상을 분석하기보다는 학교 캠퍼스의 체 인 공

간 유형과 특성을 공간구문론을 통해 분석하 으며, 체

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사례선정: 특정 용도가 아닌 체 인 캠퍼스 형태가 

완성되었고, 학교의 공간 목록이 모두 포함된 국내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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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캠퍼스 성장의 단계

합 학교 55개를 분석 상으로 하 다.

2) 비조사: 해당 학교의 입지  특성, 주변환경, 설

립주체  년도, 물리  공간배치 형태 등을 다양한 경로

를 통해 조사하 다.1)

3) 축선도 작성: S-cube Axial map analysis를 용하

기 해, 기 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각 학별 축선도를 

작성하 다.

4) 공간구조  특성분석: 캠퍼스 코어의 공간구조 유

형, 시설의 종류, 통합도 등을 분석하 다.

5) 캠퍼스 코어의 통합도와 련된 항목을 통계분석 패

키지(SpssWin ver. 13)를 활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 상

분석을 통해 검정하여 캠퍼스 코어의 공간구조 특성을 

분석하 다.

2. 이론  고찰

2.1 캠퍼스의 성장

해방 이후 미국식 캠퍼스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2) 캠퍼

스는 교육 환경 그리고 시 상황에 맞추어 지속 으로 변

화해왔다. 이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이 성장을 통한 

진화를 거듭한다는 에서 학교 캠퍼스의 독특한 성격

이라 할 수 있다. 캠퍼스 성장의 단계는 크게 다음 <그림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3)

Ⅰ, Ⅱ단계는 학설립 창기로서 교육용 시설의 확충 

주로 건립된 단계이며, Ⅱ단계에서 Ⅲ단계로의 성장은 

학부 코어를 심으로 정비되는 단계로서 지원 시설의 확

충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Ⅲ단계에서 Ⅳ단계로의 성장은 

학부 코어 심에서 연구( 학원) 코어 심으로 성장하

며, 주로 연구시설의 확충이 주를 이루게 된다.

통상 으로 학원 는 연구시설이 갖추어진 후에 종

합 학으로 승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종합 학이라 함은 

캠퍼스의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연구의 상을 종합 학으로 

한정하 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통시  에서의 공간구

조를 이해하기 해 시간  기 을 설립년도가 아닌 종합

1) 캠퍼스 마스터 랜 도면, 해당 학교 홈페이지 연   조감

도, GIS  http://earth.google.com을 통한 시설배치  황 

조사 등이 포함된다.

2) 서기 , 학 캠퍼스 계획에 한 연구, 서울  박사학 논문, 

1992. 2

3) 이정엽, 서붕교, 김진일, 학캠퍼스 배치체계의 변천특성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 학술 회 발표논문집 7권 1호, 1987년 4

월로부터 재구성

학 승격년도를 기 으로 하 다.

2.2 캠퍼스 코어(campus core)

캠퍼스에는 학생회 , 도서 , 학본부 등과 같이 심 

되는 공간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심시설들이 

집되어 있는 곳을 캠퍼스 코어라 한다. 일반 으로 캠퍼스 

내의 어떠한 곳으로부터라도 편리한 근성을 확보하기 

해 앙부에 치한다.4)

도서 의 경우는 기존의 종이 매체의 서고 심일 경우

에는 소음원에서 벗어난 한 하고 조용한 치에 배치되

었지만, 최근 컴퓨터를 심으로 한 디지털 매체의 활성화

로 인해 입지상 쾌 성보다는 근성이나 아카데믹한 경

향을 상징 으로 나타낼 수 있는 치에 자리 잡는 것도 

새로운 공간배치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학생회 의 경우, 과거 동아리 심의 기능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복지시설이 목되는 등 실질 인 학생 심의 

공간으로 변화되면서 교내 심부가 아닌 캠퍼스의 진출

입구에 면하여 모든 학생들이 쉽게 근할 수 있는 치

에 자리 잡는 것도 새로운 변화로 보여 진다. 

이러한 시설 이외에도 장, 연못, 는 상징탑과 같은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수법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용지 확

보가 용이한 교외 캠퍼스에서는 街路와 같은 요소를 캠퍼

스 코어로 설정한 도 있다.5) 

4) 조용 , 학캠퍼스 코어 부분의 입지 형태에 한 연구, 한

건축학회 논문집, 1992. 10

5) 약 100만평 부지를 확보한 YN 학교는 거 한 폭의 가로가 

캠퍼스의 한가운데를 통하는 구조를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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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 형 선형 가지형

시설 심코어

장 심코어

표 1. 커뮤니 이션 심의 코어 부분 배치 유형

그림 2. figure - ground 비교 (KP-HK 학교의 비교)

조용 (1992)은 커뮤니 이션 계를 기 으로 코어의 

배치유형을 다음 <표 1>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크게 시

설 심과 장 심으로 구분하고, 커뮤니 이션의 배치유

형을 집 형, 선형, 가지형으로 구분하고 있다.6)

2.3 캠퍼스 코어의 사회적 의미

해방 후 국내에 도입된 미국식 교외형 캠퍼스는 건물과 

외부와의 계형 성, 외부공간의 연속성, 부분의 체로의 

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단 을 지니고 있다.7)

Roger Trancik의 ‘도형과 배경 이론 (figure-ground 

theory)’을 통해 보더라도 물리 으로 연속된 블록은 가로

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므로 외부공간에서의 사회  

공간 생성에 있어 보다 효율 이다. 

6) 임성우ㆍ강병근, 학 캠퍼스의 공간배치 유형분석에 한 연

구, 한건축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14권 1호, p.131, 1994. 

4 

7) 캠퍼스의 사회  의미에 한 내용은 양우 , 학 캠퍼스의 

사회  의미에 따른 유형분석, 동신  논문집, 1989년과 Roger 

Trancik, Finding lost space, theories of urban design, Wiley, 

1986. 6.을 참고하기 바란다.  

2.4 공간구문론

공간구문론에서 상  비 칭성(RA) 값은 분석 상 공

간의 총 개수와 평균깊이(Mean Depth)를 통해 도출된다. 

즉,

 
 




(여기서, RA : 상  비 칭성, 

        MD : 공간의 평균 깊이, 

          k : 분석 상 공간의 총 개수)

이다. 그러나 RA는 분석 상 공간의 총 개수에 향을 

받기 때문에 산출한 RA와 같은 개수의 공간에 한 보정

치인 RA(D)로 나 어 RRA 값을 산출하고, RRA값의 역

수를 체 통합도(Global Integration)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규모 외부 공간의 분석에 주로 사용되

는 축선도 분석(Axial map analysis)를 통해 학교 캠퍼

스의 공간구조를 통합도(Integration) 심으로 분석하

다.

통합도가 높은 공간은 공간의 연결 계에서 심부분

에 치하는 공간으로서 공간구조상 체 공간에서 쉽게 

근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반면, 통합도가 낮은 공

간은 외진 곳에 치하며 체공간에서 이곳으로 이동하

기 해 많은 단계의 경로를 통해야만 하는 공간을 의미

한다.8)

한, 통합도가 크다는 것은 공간구조상 요한 공간임

을 뜻하며, 공간의 활용도 측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

이 많고 음을 알아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9)

3. 조사내용  방법

3.1 사례선정 및 현황

캠퍼스 규모와 시설 규모에서 되도록 유사한 수 의 사

례를 선정하기 해 본 연구의 상을 국의 종합 학으

로 한정하 으며, 동일한 조건 하에서의 비교를 해 교육

8) 최재필ㆍ백승호, 공간구조와 길찾기 효율성의 상 계 분석, 

한건축학회 논문집 18권 7호, p.7, 2002. 7 

9) 윤 정ㆍ김 욱, 지하철 역사 내 공용공간의 공간구조 분석 연

구, 한건축학회 논문집, 28권 9호, p.190, 2002. 9

   박 수 외 4인, 학 캠퍼스 건물 내부휴게공간의 공간  특성

에 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 10권 3호, p.39, 200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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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주체

국공립 사립

KW, KP, KS, KJ, GS, 

MP, BK, BS, SS, SC, 

SW, SC, AD, IC, JN, JP, 

JJ, CW, CN, CP, CJ, HK, 

HB

GK, KN, KH, KM, KM, 

DK, TG, DG, BJ, SY, 

SJ, SK, SY, SW, SG, 

SGS, SJ, SS, YN, US, 

WK, IY, IH, JJ, JS, JA, 

JAA, CJ, HY, HYA, 

HN, HS

23(43.6) 31(56.4)

종합

학 

승격

년도

1959년 

이

1960～ 

1979년

1980～ 

1999년

2000년 

이후

12

(21.8)

14

(25.5)

28

(50.9)

1

(1.8)

주변공

지 황

4면 공지 3면 공지 2면 공지 1면 공지
공지

없음

15

(27.3)

7

(12.7)

13

(23.6)

13

(23.6)

7

(12.7)

출입

구수

1개 2개 3개 4개

17

(30.9)

18

(32.7)

16

(29.1)

4

(7.3)

이면도

로수

없음 1개 2개 3개 4개

10

(18.2)

21

(38.2)

12

(21.8)

9

(16.4)

3

(5.5)

동수

19동 이하 20～39동 40～59동 60동 이상

5

(9.1)

26

(47.3)

17

(30.9)

7

(12.7)

표 2. 사례의 일반  황

                                            [단 : 개(%)]

조사 내용 분류 기

일반

황

설립주체 국공립  사립으로 구분

종합 학 

승격일

학교 설립년도가 아닌 실제 마스터 

랜이 이루어진 시기에 합하도록 

종합 학 승격년도를 조사하여 20년 

단 로 분류

주변공지 황

도심지와 교외의 차이 을 악하기 

해 주변에 하드 스페이스(hard 

space)의 여부를 4방 로 구분

출입구 수
배치도 상에 명기된 출입구의 수(자

생  출입구 제외)

이면도로 수
지에 한 도로의 길이를 토 로 

4방 를 기 으로 분류

동 수

캠퍼스의 규모를 가늠하기 해 건

물의 동 수를 조사하고 20개 단 로 

분류

도면

분석

심 공간

배치도 상에서 캠퍼스의 시각  

심에 치한 공간  시설의 종류를 

조사

공간의 

배치형태
공간의 배치 유형 조사

공간

구조 

분석

심공간의 

유형화

Axial map analysis를 통해 최상  

통합도를 보이는 축을 분석하여 

심 공간을 유형화

진입로의 계

주진입로가 캠퍼스 코어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히스토그램을 통해 3단

계(녹색→황색→ 색)로 구분

캠퍼스 코어의 

종류

통합도가 최상 (히스토그램상의 

색)인 심축 상에 치한 시설을 3

순 까지 조사

캠퍼스 코어의 

통합도

최상  통합도를 보이는 3개 축의 

평균 통합도

표 3. 조사 내용  기

학교, 특수목 의 학교는 제외하 다. 한, 캠퍼스의 

형태가 완 히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와 단지 내

의 도로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도 제외하 다. 그리고 

캠퍼스 규모에서 타 학과는 월등한 차이를 보이는 서울 

소재의 3개 학교(SU, KR, YS)는 제외하 다10). 그 결

과 55개의 사례가 분석 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사례의 일

반  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3.2 조사 내용 및 방법

1) 조사 항목  기

조사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사례로 선

정된 학교의 일반  황, 둘째는 배치 형태와 시각  

심 공간, 셋째는 축선도 분석을 통해 축의 유형화, 진입

로의 계, 캠퍼스 코어의 시설, 통합도 등이다. 이를 구체

10) 서울 소재의 3개 학은 캠퍼스 규모에서 타 학과는 월등한 

차이를 보이므로 보다 신뢰도 있는 분석 결과를 얻기 해 제

외하 다.

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2) 축선도(Axial map) 작성

축선도를 작성하기 해서는 연구의 목 에 부합되는 

기 을 설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축선도를 작성하

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 들을 작성하 다.

① 도로: 캠퍼스 구획 내의 도로에 국한하며, 캠퍼스 용

지에서 벗어난 주변  이면도로는 축선화하지 않는다.

② 캠퍼스 내의 자생 인 도로는 마스터 랜 상의 의

도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한다.

③ 장과 같은 거 한 공간은 결 만으로 규정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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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내용 방법

도면

분석

시각  캠퍼스 코어

공간의 배치유형
빈도분석

공간 구조 

분석

캠퍼스 코어 구조의 유

형화

캠퍼스 코어로서의 진입

로

캠퍼스 코어 종류

Axial map 

analysis 

상 성 

분석

통합도와 변수들간의 상

계 분석

One-way 

ANOVA와 

상 분석

표 4. 분석틀 설정

캠퍼스 코어 빈도(개) 비율(%)

가로  장 18 32.7

도서   미디어센터 13 23.6

연못 5 9.1

학본부 4 7.3

학생회 2 3.6

운동장 2 3.6

상징탑  조형물 1 1.8

기타 10 18.2

합계 55 100

표 5. 캠퍼스의 시각  코어 

배치형태 빈도(개) 비율(%)

수목  선형 19 34.5

클러스터   격자형 14 25.5

교외  부정형 9 16.4

방사  구심형 7  12.7

조합형 6 10.9

합계 55 100

표 6. 공간의 배치형태

우 축선이 굴 되는 상을 래하기 때문에 축선의 굴

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로를 별도의 공간으로 구획한다.

④ 건물 후면에 난 도로가 다른 공간의 이공간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축선에 포함시키되, 후편의 다른 공간과

의 연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진출입로 : 진입로는 학생들의 통학을 한 진입로

만을 상으로 하 으며, 자생 인 그리고 캠퍼스의 특정 

기 으로의 출입을 해 임의로 만들어진 용진입로는 

제외한다.

와 같은 기 을 바탕으로 해당 학교의 공간을 해석

하고, 체 인 동선을 정리하여 축선도를 작성하 다. 다

음 <그림 3>은 그 이다.

그림 3. 축선도 작성  (SY)

3.3 분석틀 설정

분석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 

기술통계량 분석, 둘째, 공간구문론을 통한 공간구조 분석, 

세째, 통계처리 패키지(SpssWin ver. 13)를 통한 통합도와 

변수 간의 련성 분석이다. 이에 한 구체 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4. 조사결과  분석

4.1 도면분석

1) 시각  심 분석

배치도의 시각  심에 치한 시설들을 분석하면 다

음 <표 5>와 같다.

캠퍼스의 시각  심은 가로  장(32.7%) > 도서  

 미디어센터(23.6%) > 연못(9.1%) > 학본부(7.3%)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공간의 배치형태 분석

캠퍼스의 공간배치 유형은 세분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

서는 일반 으로 사용되는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캠퍼스의 공간배치 유형은 수목  선형(34.5%) > 클러

스터  격자형(25.5%) > 교외  부정형(16.45) > 방사 

 구심형(12.7%) > 조합형(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4.2 공간구조 분석

1) 축의 유형 분석

공간구문론에 의한 분석 결과 히스토그램 상에서 색 

계열로 표시되는 축의 형태를 유형화하면 ㅡ 자형, 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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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ㅡ 자형 방사형

빈도(%) 15 (27.2) 8 (14.5)

유형 + 자형 ㄱ 자형

빈도(%) 6 (10.9) 5 (9.1)

유형 T 자형 다각형

빈도(%) 5 (9.1) 5 (9.1)

유형 격자형 수목형

빈도(%) 4 (7.3) 4 (7.3)

유형 二 자형 조합형

빈도(%) 2 (3.6) 1 (1.8)

표 7. 캠퍼스 코어의 구조 유형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2.589 8 0.324 1.950 .075

Within  

Groups
7.466 45 0.166 　 　

Total 10.055 53 　 　 　

표 8. 캠퍼스 코어의 축 유형-통합도의 일원배치분산결과 형, ㄱ 자형, T 자형, + 자형, 방사형, 격자형, 다각형, 수

목형, 조합형의 10가지로 분류되었다(<표 7>참조).

체 인 빈도수는 ㅡ 자형(27.2%)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방사형(14.5%)이 많았다.

추출된 유형의 통합도에 해 보다 심층 으로 분석하

기 해 통합도를 종속 변수로하고, 추출된 유형을 요인으

로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련성을 검정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유의확률 sig<0.10 수 에서 캠퍼스 코어의 축 유형과 

통합도의 평균 비교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유형에 한 보다 심층 인 분석을 해 사후 검

증[Duncan(D)]를 실시하 으며11),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축 유형 N
Subset for alpha = .10

1 2 3

방사형 8 1.3425 　 　

수목형 4 1.3475 　 　

다각형 5 1.4680 1.4680 　

T자형 5 1.6340 1.6340 1.6340

二자형 2 1.6700 1.6700 1.6700

ㅡ자형 15 1.7440 1.7440 1.7440

ㄱ자형 5 1.7560 1.7560 1.7560

격자형 4 　 1.9000 1.9000

+자형 6 　 　 2.0300

Sig. 　 0.191 0.167 0.205

표 9. 축 유형에 따른 통합도의 평균 비교

통합도는 +자형(2.03) > 격자형(1.90) > ㄱ자형(1.75) > 

ㅡ자형(1.74) > 二자형(1.67) >T자형(1.63) > 다각형(1.46) 

> 수목형(1.348) > 방사형(1.343)의 순서로 나타났다. 

캠퍼스 코어의 축 유형은 통합도에 따라 grouping하면 

크게 5 군집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통합

도의 순서에 따라 군집 분류하면 ①방사형, 수목형, ②다

각형 ③T자형, 二자형, ㅡ자형, ㄱ자형 ④격자형 ⑤+자형

으로 분류할 수 있다.

11) 조합형은 이스의 수가 1개이므로 결측 처리 하 으며, 유의

수 은 0.10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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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 히스토그램 색상 빈도(개) 비율(%)

녹색 32 58.2

황색 5 9.1

고 색 18  32.7

표 10. 진입로의 통합도

학생회   매시설
5

(9.0)

4

(7.2)

17

(30.9)

26

(15.7)

강의동
4

(7.2)

8

(14.5)

11

(20.0)

23

(13.9)

가로  장
13

(23.6)

5

(14.2)

4

(7.2)

22

(13.3)

연못  호수
3

(5.4)

4

(7.2)

1

(1.8)

8

(4.8)

운동장  체육시설
4

(7.2)

4

(7.2)

1

(1.8)

9

(5.4)

어학당 교육시설
2

(3.6)

1

(1.8)

4

(7.2)

7

(4.2)

동상  상징탑
3

(5.4)

1

(1.8)

0

(0.0)

4

(2.4)

박물   종교시설
1

(1.8)

1

(1.8)

1

(1.8)

3

(1.8)

주차장
1

(1.8)

0

(0.0)

1

(1.8)

2

(1.2)

기타
2

(3.6)

1

(1.8)

2

(3.6)

5

(3.0)

순

공간 종류
1순 2순 3순 합계

도서   미디어센터
11

(20.0)

13

(23.6)

6

(10.9)

30

(18.1)

학본부  행정시설
6

(10.9)

13

(23.6)

7

(12.7)

26

(15.7)

2) 진입로의 공간  계

공간구조 분석에서 진입로는 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진입로는 캠퍼스의 정면성과 상징성을 공간 으로 강력하

게 구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히스토그램 상에서 

진입로의 통합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색상으로 구분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진입로의 통합도가 상 으로 낮은 사례(녹색)가 

58.2%로서 통합도가 극히 높은 사례( 색)의 비율 32.7%

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는 캠퍼스 계획에서 진입로 그 자체가 심공간이 되

기보다는 심공간까지의 연결기능을 담당하는 사례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가장 높은 

통합도를 의미하는 색으로 표시된 사례가 32.7%에 달함

을 볼 때, 캠퍼스 계획에서 별도의 심공간 없이 진입로 

자체를 심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상당히 많이 이루

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캠퍼스 코어의 시설종류

Axial map analysis를 통해 가장 통합도가 높은 축 상

에 어떠한 시설들이 치하고 있는지를 3순 까지 조사하

으며,12) 그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캠퍼스 코어 시설 분석

                                              [빈도, (%)]

12) 순 는 축에 가장 근 되어 있으며, 하나의 축보다는 두 개의 

축 상에 치한 시설을 우선순 로 책정하 다. 순 는 등척

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 치 부여를 통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단하 으며, 합계는 165 (사례수 55개 × 3순 )에 

한 해당 공간의 배치 빈도 (1～3순 까지의 빈도 계)를 

통해 산출되었다.

캠퍼스 코어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공간(1순 )은  가로 

 장(23.6%) > 도서   미디어센터(20.0%) > 학

본부  행정시설(10.9%) > 학생회   매시설(9.0%)

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체의 약 

63.5%에 해당된다. 

순 에 한 가 치를 부여하지 않고 빈도 계에 따라 

시설배치를 분석하면, 도서   미디어센터(18.1%) > 

학본부  행정시설(15.7%), 학생회   매시설(15.7%) 

> 강의동 (13.9%) > 가로  장 (13.3%)의 순서로 나

타났다. 

도서 이 다른시설에 비해 가장 심 인 공간에 배치

되는 것은 기존의 서지 심의 도서 은 조용하며 한 한 

곳에 치하 지만, 최근 미디어 환경이 격히 변하면서 

도서 이 소음보다는 균등한 근성을 우선 으로 고려하

여 캠퍼스 코어에 자리잡는 것이 보편화된 결과로 해석된

다.

5. 결론  제언

5.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캠퍼스 코어 공간으로의 체계 인 근

을 해 국내 55개 종합 학교를 상으로 공간구문론을 

통해 캠퍼스 코어의 유형화와 공간구조의 특성을 분석하

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캠퍼스 코어의 축의 형태를 유형화하면 ㅡ 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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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자형, ㄱ 자형, T 자형, + 자형, 방사형, 격자형, 다각

형, 수목형, 조합형의 10가지로 분류되었다. ㅡ 자형

(27.2%)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방사형(14.5%)이 

많았다(<표 7>참조)

둘째, 공간 통합도는 +자형(2.03) > 격자형(1.90) > ㄱ

자형(1.75) > ㅡ자형(1.74) > 二자형(1.67) >T자형(1.63) > 

다각형(1.46) > 수목형(1.347) > 방사형(1.343)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통합도의 순서 로 군집분류하면 ①방사형, 

수목형, ②다각형 ③T자형, 二자형, ㅡ자형, ㄱ자형 ④격자

형 ⑤+자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표 9>참조). 

셋째, 진입로의 통합도가 상 으로 낮은 사례(녹색)가 

58.2%로서 통합도가 극히 높은 사례( 색)의 비율 32.7%

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는 캠퍼스 계획에서 진입로 그 자체가 심 공간이 

되기보다는 심 공간까지의 연결기능을 담당하는 사례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가장 높

은 통합도인 색으로 표시된 사례가 32.7%에 달함을 볼 

때, 캠퍼스 계획에서 별도의 심공간 없이 진입로 자체를 

심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캠퍼스 코어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공간(1순 )은 

가로  장(23.6%) > 도서   미디어 센터(20.0%) > 

학본부  행정시설(10.9%) > 학생회   매시설

(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체의 약 

63.5%에 해당된다. 

빈도에 따른 시설배치를 분석하면 도서   미디어센

터(18.1%) > 학본부  행정시설(15.7%), 학생회   

매시설(15.7%) > 강의동 (13.9%) > 가로  장 

(13.3%)의 순서로 나타났다. 도서 이 다른 시설에 비해 

가장 심 인 공간에 배치되는 것은 기존의 서지 심의 

도서 은 조용하며 한 한 곳에 치하 지만, 최근 미디

어 환경이 격히 변하면서 도서 이 소음보다는 균등한 

근성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 캠퍼스 코어에 자리 잡는 

것이 보편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5.2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교 캠퍼스의 물리  환경을 심으

로 공간구문론을 통해 공간구조를 분석하 다. 나아가 실

제 이용자를 상으로 공간구조에 한 선호도 평가, 사회

 공간의 회복 등의 조사가 병행된다면 캠퍼스의 계획 

방향에 한 새로운 근체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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