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ecial issue 특집

28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2권 제2호 통권 제105호 2015년 3월

학교 인접부지 상업시설 개발에 대한 제안
Proposal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Facilities Near by the University-the Focus the Star City-

김  경  환 / 건국 AMC (클래식 500)
Kim, Kyung-Hwan (Ph.D),( 랑스 건축사) / Architectural Planning & Facilities Director
rikim@hanmail.net

1. 서론

사립 학교는 학교재정을 건실하게 만들기 한 목 으

로 최근 10년 동안 상업시설에 한 개발(건국 , 고려 , 

이화  등)을 극 으로 진행해 왔다. 이로써 학교의 재

정이 건실해지고 지명도가 계속 으로 향상됨에 따라 

학 순 평가에서 정 으로 작용되었고, 그 표 인 사

례로 건 1) 스타시티 상업시설을 개발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립 학교의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된 계기

는 학설립운 ·규정이 변경되서 학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해지고 학교기업의 지업종이 100여개에서 19개로 

감소 으며, 2009년에는 “ 민간이 학교내 매․운동․업

무시설 등을 자유롭게 설치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학교내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를 설치할 수 있

으며, 청소년 수련시설과 노인 복지시설 등의 유치도 가능

해지고 학의 수익사업  산업 력 확 를 해 교사

(校 ) 총 면 의 10% 범 에서 일반 기업이 학 건물에 

입주 가능한 내용2)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와 같이 사립 학교의 상업시설 설치는 본래 교육사

업의 취지를 교육사업용 공간을 침해한다는 일부 부정  

의견도 있으나, 실 으로 학교의 재정 자립도를 해

서는 수익사업의 운 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공감 가 형

성된 바가 크다.. 

본 논지에서는 상기 내용의 취지에 근거해서 최근에 

1) 서울 건국 학교; 2014 앙일보 학평가13 로 상승

2) 학설립·운  규정<신설 2005.3.25., 2009.4.21.>, 

<시행 2012.7.4.>제2조(설립인가기 등)

공(2007년  2009년)되어 운 인 「건국  스타시티 개

발사례」를 심으로 상업시설 개발형태와 운  내용을 

분석하여, 향 후 사립 학교의 지속가능한 상업시설 개발

에 한 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사립 학교 상업시설 개발형태 고찰

2.1 권역별 분류와 특성

서울시 55개 학  종합 학은 45개 학이 있으며, 

그  최근에 상업시설  학교내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11 학을 5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입지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 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특성 사례 학(지하철) 입지  특성

서북권 신 권
·홍익 (2호선),

· 이화 (2호선),
학문화 심

서남권 상도권
·숭실 (7호선),

· 앙 (7호선,9호선)
주거환경개선

도심권

도심권,

학로권

신용산권

·동국  (3호선)

·성균 (4호선)

·숙명여 (4호선)

도심내 입지

동북1권
안암, 

회기권

·고려 (6호선안암역, 

고려 역)

·경희 (1호선)

주변 학군집 

강함

동북2권
사근, 

화양권

·건국 (2호선,7호선)

·세종 (7호선) 
성수 IT 인 )

표 1. 서울 5  권역 선정 학  특성

상기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상권이 권

역별로 상이하나 부분 학들의 공통 은 지하철역과 

3) 유재득, 캠퍼스타운 활성화를 한 모형구축에 한 연구, 홍  

학원, 박사학 , pp.42 <표 3-1>재정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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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인 부지 블록 개발)

고려  (지하 개발)

이화  ( 규모 지하개발)

*출처: 상업시설 장조사 : 2015. 3. 6～2015. 3. 7

그림 1. 3개 학교 개발 황

인 해 있으며, 보행거리도 10분 이내 도달이 가능한 상황

이다. 특히 앙 , 건국 , 고려 는 지하철 2개 노선과 

연결이 가능한 입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학의 상업시설이 지하철

역과 인 할수록 권역별로 학의 역할이 지역사회를 계

속 을 발 시킬 수 있는 개연성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4) 

2.2 상업시설 개발형태 비교

사립 학교 상업시설의 개발형태는 시설의 설치 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학교 내 지하개

발 형태로 설치된 학은 이 가 규모 이며, 건 는 학

교 인 부지에 규모 상업시설(스타시티) 블록이 설치되

어 기존 학과 다르게 건설 으며, 학 간 상업시설 종

류와 개발형태를 분석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구 분 치 상업시설 종류 개발 형태

고려 학교 내부
근린생활시설(서 , 음식 , 

편의 , 커피숖 등)
지하개발

이화 학교 내부
스타벅스, 제과 , 스토랑, 

교보문고, 화 (CGV) 등
지하개발

건국

학교 

인 부

(외곽부) 

백화 , 이마트, 

화 (롯데시네마), 푸드코트,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스 , 

휘트니스센터, 호텔, 증권사 등

학교 

인 부지 

확장 개발

홍익
학교 

경계부
편의시설 등

경계지역 

개발

*출처: 상업시설 장조사 : 2015. 3. 6～2015. 3. 7

표 2. 상업시설 개발형태 비교

상기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업시설 개발형태

는 크게 3가지 형태 즉 ①지하개발, ②학교 인 부지 확장

개발, ③경계지역 개발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에서 

건국 의 학교 인 부지 확장개발 형태는 학교의 면학 

분 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학교부지와 도시지역 간(間) 

완충공간에 다양한 상업시설5)을 설치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학별 개발 형태을 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상기 황을 비교한 결과, 학교 내 상업시설은 학생들에

게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 편익시설과 문화시설을 제공하

고, 학교법인은 상업공간의 임 수익 창출을 통해서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한 학 내 상업시설은 인근

지역 속에서 문화  여가 공간( 화 , 서 , 도서 , 운

4) 2015년 2월 주요 사립  상업시설 장방문

5) 2007년 스타시티 쇼핑몰( 화 , 운동시설 포함) 공  2009년 

클래식 500(노유자시설, 상업시설) 공 

동시설 등)으로 이용되어, 학의 상업시설이 지역 심지

로 변모되는 상6)도 볼 수 있다.

상기 2장 고찰 결과, 학의 상업시설 개발을 해서는 

학교내 개발형태 선정과 지하철과의 연계성이 매우 요

한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3장에서는 스타시티를 

사례를 심으로 건  주변의 주요시설  스타시티 개

발단계 분석과 상업시설 개요 분석을 통해서 향 후 학교 

인 부지내 상업시설 개발방향에 한 제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학교 인 부지내 스타시티 분석

스타시티는『 진구 도시기본계획  건 입구역 일  

지구단 계획』등에 근거하여 학교부지에서 수익용 부지

로 환되어 다양한 복합용도의 상업시설을 건설했으며, 

진구 지구단 계획상 단  지역으로 추진하여 강남 

무역센타  잠시 롯데월드와 함께 동부 3  종합거  지

역7)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건국  주변에는 인구유입을 진시킬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치하여 스타시티 상업시설이 학교시설인 

동시에 진구 체의 심 인 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스타시티 주변 인구 유입시설은 아래 <표 3>과 같다.

한 건  주변 유동인구는 약 13만명으로 진구 1일 

유동인구 61만명  21%의 비율8)을 차지하여 학교 인  

6) 건 역 유동인구 증가 2014년 재 진구 1일 13만명(2003년 

당시 9만4천명으로 72% 증가)

7) 진구, 능동로·건 입구지구 지구단 계획, 2002.9

8) 유재득, 캠퍼스타운 활성화를 한 모형구축에 한 연구, 홍  

학원, 박사학 , 2012.12



  

special issue 특집

30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2권 제2호 통권 제105호 2015년 3월

구분 용도 개소 표시설

공공기업 공사/공단 1 진구시설 리공단

공공편의 공공기 /행정기 1 화양동 우체국

교육시설 / /고교/ 학교 9
구의 등학교,

건국 학교

교통시설 지하철/버스정류장 2
건 입구역(7호선), 

건 입구역(2호선)

융시설 주요은행/ 동조합 20
KB국민은행(5개지 ), 

외환은행(3개지 )

형유통/

시장

백화 / 형마트/

시장 등
10 조양시장, 하이마트

문화시설
극장/미술 /

박물  등
6

롯데시네마, 

청암미술

의료시설
종합병원/국립병원/

의료원
3 건국 학교 병원

소계 52 -

*출처: 유재득, 캠퍼스타운 활성화를 한 모형구축에 한 연구, 

pp.115, 홍  학원, 박사학 , 2012.12

표 3. 건국  주변 주요 시설

부지 내 상업시설인 스타시티가 지역 심 시설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1 스타시티 상업시설 개발과정 분석

스타시티 상업시설 개발방식은 기존의 민간개발사업

(BTL, BTO, BOT, BOO)9)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민

자발 (IPP)10) 사업방식과는 다른 개발형태이다. 

즉, 스타시티는 건  토지주의 자체개발로서 직  설계 

 공사를 발주했으며, 선정된 건설사는 공사와 분양, 임

시설 홍보  임차인 유치업무와 정산까지 책임지는 방

식으로 진행 으며, 개발과정을 정리해 보면 크게 4단계, 

즉 ①기획단계, ②사업개시단계, ③사업진행단계, ④ 리운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그림 2>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기획단계

`

사업개시 단계
사업진행

단계

리운

단계

·사업구도 

확정

·인허가

추진

·단계별 시행

1단계:쇼핑몰

2단계:백화

3단계:노유자

시설 등

·공사시행

·임 유치

시행

·임 시설 

리

·시설 리 

체계구축

*출처: 이종규,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획과 실무, 부연사, 2002

그림 2. 상업시설 개발 단계

9) BTL(Build Transfer Lease ; 건설-이 -임 )

BTO(Build Transfer Operate ; 건설-이 -운 )

BOT(Build Operate Transfer ; 건설-운 -이 )

BOO(Build Operate Ownership; 건설-운 -소유권소유)

10)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민간발  사업

스타시티는 2003년 당시(개발 ), 학교부지가 지하철 2

호선 공 철로(교각)를 심으로 2개로 나 어진 상태

다. 이러한 2개의 부지  학교인  부지에는 건 병원과 

스타시티 존( 매  문화공간)을 신축했고 맞은편 부지

( 규모 3만평)에는 공동주택, 문화, 유통, 상업, 노유자시

설, 업무, 운동시설 등의 복합 상업단지를 조성하 다11). 

한 2개로 나 어진 상업시설의 기능과 동선 연결을 

해서 지하에 연결통로를 설치함으로써 지하공간을 통해

서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로록 건설하 다.

스타시티 개발 

*출처: 서울시,지구단 계획(세부개발계획)결정도서, 2002.9

그림 3. 스타시티 개발  경

3.2 스타시티 상업시설 용도 분석

스타시티는 최  개발 당시, 학교체육시설부지로 이용되

고 있었으나, 『건 입구지구 지구단 계획구역내 』2지구 

특별계획구역과 능동로 10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발개발계

획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용도의 시설을 구성하게 되었

으며, 각 용도별로 외 형태는 <그림 4>와 같다.

스타시티 개발 후

*출처: 미국 드사 기본설계보고서, 상업시설 조감도, 2005

그림 4. 조감도

 

<그림 4>와 같이 스타시티 상업시설 용도는 건물별로 

분산 배치되었으며, 각 시설별 용도와 건물개요는 아래 

<표 4>와 같다.

11) 2009년 4월 스타시티 상업지역 공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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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국 드사 기본설계보고서, 2005

그림 5. 상업시설 외  색채 샘 계획도

구분
학교쪽 학교 맞은편 

존 쇼핑몰 백화 클래식

학교 인 외곽 외곽 외곽

용 도

매시설

문화시설

업무시설

근생시설

매시설 

(이마트)

리테일

화

운동시설

형 

유통

시설

리테일 

노인주거시설

라이 어센터

호텔(팬타즈)

운동시설

목욕장(스 )

라이 어센터

스토랑

뷔페 연회장

치과,한의원,

피부과,약국

학교～ 6m 60m 60m 100m

부지(㎡) 5,100 20,835 11,000 12,000

연면 (㎡) 30,000 90,000 77,000 168,000

지하철역 연계 (7호선/2호선) [직,간  연결]

연결통로 직 연결 간 연결 좌동 -

외장재 리석

리석,

유리,알루미늄

넬

리석
리석

커튼월

높이 60m 22m 60m 192m

운 2009.8 2007.1 2008.10 2009.4

*출처: 2009년 4월 공도서  황조사

표 4. 스타시티 상업시설 개요

4. 스타시티 개발 형태 종합분석

상기 3장의 스타시티 상업시설 분석결과, 입지  특성은 

학교․건 역사거리와 함께 삼각형과 같은 연결고리 안에 

치하여 남․북의 도시축을 심으로 경 으로 자연스

러운 건물형태로서 건축주가 직  개발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 상업시설의 용도배치는 평면 으로 크게 4개 건물

(스타시티 존, 쇼핑몰, 백화 &리테일, 클래식)에 분산 

배치되어 주변 주거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입체 으로는 층부와 상층부와 나 어 배치

( 층부: 음식 , 옷가게, 신발가게, 썬큰 등/ 상층부: 화

, 식당가 등)되었으며, 학교 인 부지 건물인 존 건물

은 지하철 7호선과 직  연결되어, 지하2층이 지하철 연결

통로처럼 이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물 내,외장재 칼라는 쇼핑몰  화  등

의 다양한 용도와 학의 문화  특성을 반 하여 생동감

있고 밝은 핑크색 계열의 색채감이 반 되었다.

5. 결론

4장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스타시티 상업시설 개발은 

기존의 민간개발사업과 다른 형태로서 학교가 주체가 되

어 설계와 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한 학교 인 부지 외곽확

장 개발형태로서, 학의 목 사업인 교육사업을 보존함과 

동시에 학교재정을 건실하게 만들고 학순 를 향상시키

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한 학교 상업시설의 개발은 진

구 건 입구지구가 서울의 거 지역으로 성장하는 시 지 

효과도 생되었다.

*출처: 2009년 사진촬  (명선종합건축사 사무소 권오 )

그림 6. 스타시티 상업시설 경사진

이상의 결과로서, 학의 상업시설 개발을 해서는 첫

째, 학교 내 는 학교 인 부지 등 설치 치 선정이 매

우 요하며, 개발 에 입지  조건에 한 충분한 검토

가 필요하다.

둘째, 학이 교육사업(학문탐구)과 함께 상업시설 개발

을 해서는 사 에 학교 구성원(교수, 학생)의 극 인 



  

special issue 특집

32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2권 제2호 통권 제105호 2015년 3월

의견 수렴과 의가 필요하다. 

셋째, 국토 체의 도시 리  기능과 지역사회에 맞는 

건축물 용도구성을 해서 행정청(시,구)과 사 에 많은 

의가 요구되며, 개발 ,후 단계에 민 합동의 의체 

구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개발 진행시, 각 단계별로 문가들로 구성된 자

문기구를 만들어서, 사업단계별로 다양한 검토와 계획안 

수립이 요구된다.

다섯째, 학의 상업시설 한 학교의 학문  가치처

럼 지속 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개발 기단계에 수익

인 사업비 검토 뿐만아니라 건물생애주기(L.C.C)별로 합

한 유지 리비용도 함께 사업비에 반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재 한국의 학들은 학과모집에서 학부제로 

환되고 있으며, 고교졸업생 수가 2020년경에는 40만명 

정도로 감소될 것 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구통계학  측면

을 고려해 볼 때, 학의 존속과 지역사회속에서 지속가능

한 교육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해서는 상업시설의 

확장 개발 뿐만아니라 교사시설 내 유효공간에 한 재활

용 계획과 학교 부지 내 유효지 재개발 계획 등 학교시설 

체에 한 마스터 랜 조정에 한 후속 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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