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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관의 건축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Planning in the Youth Train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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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planning in the youth training centers, which were

introduced to the magazines from 2000 to 2010. The result are as followings. Firstly, the youth training centers

were located mainly in general residential area, that the youth could be easily accessible. And, it were located

mainly in green natural area, which is adjacent to the mountain or park. The site area of the youth training

center was analyzed to approximately 10,000㎡ below. Secondly, the placement and the form of the youth training

center is divided two types, which are a single and two buildings type. A single building case is found the type

of ‘ㄴ’ and ‘⊏’ shape, and two buildings case is found the type of ‘ㄴ+一’, ‘opened 口’, ‘一+一’ shape. It is

found mostly the type of ‘⊏’ shape. Thirdly, the youth training center is planned mostly with fifth stories above

ground and three underground levels. And, sometimes it is planned a mixed-use buildings with a sports center,

community center and senior welfare center. Lastly, the space of youth training center is zoned horizontally for

each mass of building, which is planned the educational, cultural and sports facilities. And, it is zoned vertically

some of the sports facilities and administrative support facilities in the underground, and a educational and cultural

facilities on th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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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통칭하며, 이 시기는 어린이

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간 단계의 시기로 많은 변화

들을 겪게 된다.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

적 발달이 급속이 진행되는 시기로 하나의 인격체로 형

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불

명예를 안고 있으며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업 및 입시

등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경

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등 사회시설과 시

스템 등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희생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관심이 고

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 청소년들은

많은 걱정과 고민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대학 입시라는 목적아래 미

래의 불안감과 함께 매일 매일 집단적이고 규율에 얽매

여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갈등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으로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게 상호 교류하고 문

화 및 수련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청

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건축계획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이를 통해 향후 청소년수련관 계획에 일조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연구범위의 한계상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국내잡지에 소개된 12개의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건

축계획 특성을 분석하여 건축가들이 계획 시에 중요하게

반영하였던 특성들을 도출하고 향후 청소년수련관이 나

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잡지에

소개된 건축가의 작품설명, 건축도면 등을 통해 건축가

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2장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일반적 특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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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청소년수련관의 개념 및 종류, 건축계획 관련 일반사

항, 국외 청소년시설의 계획 경향을 알아보고, 3장에서

연구대상 청소년수련관의 현황, 배치 및 형태구성을 살

펴보았다. 4장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의 공간구성을 분석하

고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청소년수련관의 일반적 특성

2.1. 청소년수련관의 개념과 종류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에서 24세 이

하인 사람으로,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

련활동, 교류활동, 그리고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

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청소년시설로 보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그

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

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수련시설은 1992년 이전에는 150여개 정

도였으나 2012년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753개의 시

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에서 청소

년수련관은 공공이 177개, 민간이 4개의 시설을 운영하

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입지 여건, 수련 내용, 기능 등에 따

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2005년 이전까지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

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

장)과 유스호스텔의 3개로 구분1)하였으나 최근에는 <표

1>2)과 같이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

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

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

스호스텔이 있고, 청소년이용시설로는 문화예술시설, 공

공체육시설, 기타 청소년이용시설 등이 해당된다.

청소년수련관 등의 생활권 수련시설들은 주로 일상 생

활권 안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했다. 따라

서 도보나 대중 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

택가, 도심지 또는 도심지 근교에 설치되었으며, 각종 취

미활동,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 주로 숙박을 요하지 않은

당일 귀가형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3)

1)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는 수련시설로 용도를

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

스텔로 구분하고 있다.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3)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2003, p.275

구분 종류 내용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

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수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

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

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

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

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

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

동지원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

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

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청소년수련거리 :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표 1>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 수련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특성이 고려된 청소년수

련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 청소년수련관의 건축계획 일반사항

청소년기는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적 단계로 신체

및 정신적 변화와 함께 하나의 인격체로 완성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고 있으나 입시와 관련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적 저출산 추세에 의해 청소년 인구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201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

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

회적으로 이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

육, 복지 등 세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

와 보람을 찾으려는 강한 내면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

청소년기에 자아를 발견하는 방법은 다양한 경험과 활동

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업 이외의 시간들 즉,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

원하는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간

의 상호 교류활동, 문화활동 그리고 수련활동 등이 가능

한 입지와 공간 구성이어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의 건

전한 정서함양에 적합한 장소 즉,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

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에 건립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 시설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

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표 2>4)와 같이 교육 및 연수, 사회 및 체육,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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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무 및 관리, 공용 공간 등의 건축 공간과 소요실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인 타 용도의 건축물에서도 필요한

사무․관리와 공용 공간을 제외한 청소년수련관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기능은 교육․연수, 사회․체육, 문화

공간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분류 기능 소요실

교육·연수
취미, 교양, 교육, 분임토의,

연수

독서실, 상담실, 특별활동실, 교육실

(강의실, 세미나실), 자치활동실

사회·체육 스포츠
체육관, 수영장, 디스코텍, 체련실

(헬스클럽)

문화
연극, 영화, 강연, 집회,

공연
강당, 극장, 전시실, 문화의집

사무·관리 관리 및 지원
관리·사무실, 프로그램 개발실, 기계

실, 전기실

공용 공용 부분 로비, 복도, 화장실, 휴게실, 식당, 주차장

<표 2> 청소년수련관의 건축공간 구성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을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고, 공통기준에 일반

기준(입지, 구조, 설치기준, 관리시설, 기타시설, 금지시

설)과 단위시설·설비기준(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체육활

동장, 수련의 숲, 특성화수련활동장, 자치활동실, 강의실,

생활관, 야영지, 식당, 자기취사장, 위생시설, 지도자실,

상담실, 양호실, 휴게실, 물품보관시설, 방송설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의 시설과 관련한 공통기준

과 개별기준 중 건축과 관련된 직접적인 시설기준은

<표 3>5)과 같다.

구분 시설 기준

면적 연건축면적_1,500㎡ 이상

실내집회장

수용 인원_150명 이상, 강당 및 회의실 등으로서 150㎡에 수용

인원 150명 초과 1명마다 0.8㎡를 더한 면적(최대 800㎡으로 할

수 있음)

체육활동장
연면적_150㎡ 이상, 설치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준용

자치활동실 2개소 이상, 동아리활동·분임토의 등에 이용

특성화

수련활동장

2개 이상의 시설(문화적 감성·과학 및 정보화능력·봉사와 협력

정신·모험심과 개척정신·전문적 직업능력·국제감각 함양활동장)

선택 및 설치

상담실 1개소 이상, 내부의 장식·설비 등은 안락함이 느껴지도록 설치

휴게실 1개소 이상,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

지도자실
1개소 이상,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수련활동 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

기타 수용정원에 적합한 위생시설, 방송설비

<표 3> 청소년수련관의 건축관련 시설기준

2.3. 국외 청소년시설의 계획 경향

캐나다는 이민자 정착 및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

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 주정

4) 박현우, 수도권 지역 생활권 수련시설의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

구, 한양대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2004, p.149 재인용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관련 별표 3

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펴가고 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정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발전은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전제로 노인시설, 스포츠 시설 그리고 청소년시

설을 따로 건립하지 않고, 지역커뮤니티 센터란 한 공간

에 계획하고 있다.6) 또한, 독일의 M9 청소년의 집과 함

부르크 키르히도르프의 청소년의 집에서는 건축가가 아

닌 청소년들 스스로가 직접 이용할 프로그램과 공간을

구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청소년전문가

와 건축가에 의해서 운영방향과 공간규모, 공간구성 등

을 결정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조건

과 운영방향에 따라 공간구성이 확연히 다르고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청소년시설임을 보여주고 있다.7) 이

들 해외 사례들은 향후 국내 청소년시설 계획에 시사하

는 바가 크다.

3. 청소년수련관의 배치 및 형태 분석

3.1. 연구대상 현황

본 연구는 연구범위의 한계상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잡지에 소개된 12개의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하

였다. 2000년 이후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성격의 프로

젝트들이 진행되었으며 이들이 건축잡지에 소개되어 청

소년 관련시설들의 최근 경향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이 소개된 국내잡지로는 건축문화, 건축사, 공

간, Concept, Plus 등이며, 이 기간 동안 청소년과 관련

된 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남해군, 건축문

화 0910), 청소년도서관(구미시, Concept 0712), 청소년회

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Concept 0007 등), 청소년 천

문우주과학관(부산시, 건축사 0705 등), 청소년 문화종합

공간(아산시, Concept 0609), 공부방(정선군, 건축문화

0711), 청소년체육문화센터(고양시, 건축사1002), 국제청

소년센터(서울시 강서구, 건축사 0006),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진주시, 건축사 0702) 등 총 27개 작

품이 소개되었다.

이들 가운데 청소년수련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배치 및 형태구성, 공간구성 등 건축계획 특성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아래 <표 4>8)와 같다.

6) 정재용, 청소년수련관의 공간분포특성과 개선방안 연구, 대한건축

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8권 제10호, 2012.10, pp.287-288

7) 정성훈·신유진, 청소년정책에 따른 독일청소년수련관의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논문집 제4권 제1호,

2006.2, p.23

8) 대지면적 및 연면적에서 소숫점 이하는 생략하고, 출처에서는 대표

잡지 1권만을 기록하였다. 비고에는 건축잡지에 소개된 시점에서

청소년수련관의 건립 상태를 표시하였다. 군포시 청소년수련관은

컨셉지(2001.02)에 소개된 우수작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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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물명 위치 규모
㎡

비고 출처
대지면적 연면적

1 서대문* 서울시 3층, B1 6,257 4,937 계획안 C0205

2 군포시* 군포시 4층, B2 2,597 7,192 계획안 C0102

3 거창군* 거창군 3층, B1 56,380 2,848 계획안 C1001

4 금천* 서울시 3층, B2 6,275 1,239 계획안 C0011

5 중랑* 서울시 3층, B2 7,710 5,083 준공 C0604

6 용산* 서울시 5층, B3 1,333 6,497 준공 P0607

7 창동* 서울시 4층, B2 61,563 21,341 준공 P0603

8 광진* 서울시 4층, B2 10,921 13,462 준공 문0610

9 과천시* 과천시 3층, B2 8,331 8,318 준공 건0809

10 은평* 서울시 3층, B1 13,500 4,520 준공 건0511

11 임실* 임실군 3층, B1 8,073 3,347 계획안 건0210

12 동대문* 서울시 5층, B2 2,899 7,326 준공 공0306

* 청소년수련관

C(Concept), P(Plus), 공(공간), 문(건축문화), 건(건축사)

<표 4> 연구대상 청소년수련관의 현황

3.2. 배치 및 형태구성 분석

(1) 입지

청소년수련관은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권 안에서 수련

활동을 하는 시설이므로 도보 및 대중교통 등에 의한 접

근성이 좋아야 한다.

연구대상 청소년수련관은 <표 5, 6>과 같이 일반주거

지역9)에 7곳, 자연녹지지역에 5곳, 일반상업지역 1곳10)

에 대지를 선정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은 법에서 ‘편리

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

하고 있듯이 청소년들이 거주하면서 필요에 따라 청소년

수련관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분석된다. <그림

1>과 같이 서대문 청소년수련관은 인근에 아파트 및 빌

라가 많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있고,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인근에 있어서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청소년수

련관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한 대지의 동쪽에 안

산 및 공원과 접하고 있어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적합한

곳으로 분석된다.

자연녹지지역은 법에서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도시 인

근지역이면서 녹지공간이 확보된 장소로 분석된다. 거창

군 청소년수련관은 대지의 북쪽에 농경지, 남쪽으로 군

청을 포함한 도심이 형성되어 있어 지리적으로는 도심지

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상업지역에 위치한 군포시 청소년수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도

시지역을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주거지역(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이하)은 전용주거지

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뉜다.

10) 중랑 청소년수련관은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겹쳐진 대지이다.

배치도
층별 공간구성(주요실)

배치&형태구성

번호 지역지구 용도/비고

3층

청소년문화의 집(정보공간, 문화

체험공간, 만남의 공간, 지도자

실), 자치활동실
․‘−+−’형 매스

․2개 기능(체육관, 청

소년문화시설)

․청소년문화마당 (중

심 광장)

2층
프로그램실, 상담실, 컴퓨터실,

어학실

1층
체육관, 소극장, 다목적실, 전시

홀, 사무/관장실

1 일반주거 B1
수영장, 체력단련실, 식당/ 스넥

바, 기계실, 전기실
청소년

*2등(우수작)

4층 소공연장, 다목적공간

․‘⊏’형 매스

․3개 기능(공연, 체육,

교육시설)가 연결된

․안마당(야외집회장)

과 가로공원 연계

․옥상정원

3층

청소년문화센터, 컴퓨터실습실,

강의실, 특별활동실, 지도자실,

암벽등반장

2층
청소년문화의 집, 자원봉사실,

상담실, 사무실

1층 체육관

B1 공연연습실, 체력단련장, 식당, 주방

2 일반상업 B2 수영장, 기계실, 전기실 청소년+주민

3층

실내집회장, 다목적실, 세미나실,

상담실, 미술치료실, 심리검사실,

진로정보실, 사무실
․‘⊏’형 매스

․진입마당, 안마당(중앙)

․죽전공원 연계

․옥상마당
2층

강의실, 자치활동실, 다목적실,

열린공간

1층 지도자․다목적․아카데미실

3 자연녹지 B1 체력단련실, 기계실, 선큰 청소년

3층 체육관 상부, 공조실
․‘∟+−’형 매스

․3개 기능(체육, 전시

/공연, 교양문화)

․하늘마당(진입부)과

안마당(야외관람석)

․옥상정원

2층 체육관, 도서실

1층
청소년문화의집, 전시홀, 상담실,

사무실

B1

체력단련실, 소극장, 컴퓨터실습

실, 음악실습실, 지도자실, 강의

실, 간이식당 및 휴게실

4 자연녹지 B2 수영장, 기계실, 전기실 청소년+주민

3층

자치활동실, 컴퓨터실, 지도자실,

사무실, 관장실, 자료보관실, 창

고, 휴게실 ․‘⊏’형 매스

․3개 기능(체육관, 다

목적홀, 청소년문화의집)

․마당(진입마당, 안마

당, 뒷마당)

2층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음악연습

실, 창작공방실, 프로그램실, 정

보서비스실, 상담실

1층 체육관, 청소년문화의 집

5
자연녹지,

일반주거

B1 체력단련실, 소극장, 식당

B2 수영장, 기계실, 전기실 청소년+주민

5층

청소년문화공간, 음악활동실, 댄

스연습실, 영상활동실, 프로그램

실, 인터넷실, 동아리실

․‘∟’형 매스

․마당(청소년 광장)

4층
소극장, 피아노교실, 미술실, 사

무실/관장실

3층
주민자치센터(다목적홀), 컴퓨터

교실, 사무실

2층 동사무소, 대회의실

1층,B1 주차장, 선큰

B2
독서실, 탈의실, 샤워실,

소체육관(강당겸용)

6 일반주거 B3 수영장, 기계실, 전기실
청소년+주민

이촌1동주민센터

4층
어학실, 컴퓨터실, 강의실, 사무

실, 옥상정원
․‘∟’형 매스

․아트리움 중심의 2

개 기능(시민+어린

이․청소년공간)

․시민(평생교육장)+청

소년(학습장, 전시장,

유아방 등)

․창동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3층

편집실, 영상도아리실, 영상제작

실습실, 스튜디오, 에니메이션 플

라자, 창작공방, 사무실, 다목적실

2층

동아리실, 지도자실, 서비스실,

공연장, 음악연습실, 음악감상실,

옥상정원

1층

청소년문화의집, 독서실, 명상실, 어

린이집, 유도장, 헬스장, 에어로빅,

다목적실, 매점, 전시실, 가상체험실

B1 식당, 주방, 주차장

7 일반주거 B2 수영장,샤워․탈의실, 기계실
청소년+주민

문화체육센터

<표 5> 청소년수련관의 층별 구성 및 계획 특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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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금천 청소년수련관

(출처 ; www.cyc.or.kr)

<그림 4>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출처 ; www.geochang.go.kr/youth)

형태

유형
‘∟’형 ‘⊏’형

대표

사례

용산 청소년수련관 중랑 청소년수련관

사례 6, 7 2, 3, 5, 11, 12

옥외

공간

.다양한 옥외행사 가능한

청소년광장(6)

.주차장(7)

.안마당(집회장, 2)

.진입마당, 안마당(3)

.진입마당, 안마당, 뒷마당(5),

중정(11), 중앙 광장(12)

<표 7> 1동 청소년수련관의 배치 및 형태 구성 분류

배치도
층별 공간구성(주요실)

배치&형태구성

번호 지역지구 용도/비고

4층
천체관측소, 천체과학교육실, 강의

실, 아카데미, 대체육관, 옥상정원
․‘튼 ’형 매스

․3개 기능(구민체육

시설, 청소년수련관,

천체관측소)

․복합화시설

(광진 구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3층
전통문화체험관, 창작공방, 사무실,

관장실, 강의실, 천체투영실, 공조실

2층

다목적연습실, 샤워실, 탈의실, 양호

실, 강의실, 모둠방, 댄스․음악연습

실, 식당, 매점, 소체육관, 헬스장

1층
복합문화공간, 사무실, 상담실, 문화교

실, 유아스포츠단, 에어로비실, 선큰

B1 수영장상부, 탈의실

8 일반주거 B2 수영장, 전기실, 기계실
청소년+주민

구민체육센터

3층
소강당, 문헌정보실, 분임토의실,

동아리방 ․‘−+−’형 매스

(체육관동, 수련관동)

․전체 ‘∟형’ 구성

․광장(다목적, 이벤트)

2층 강의․연주․음악실, 요리교실

1층 전시실, 댄싱룸, 체육관

B1 다목적체련실, 주차장

9 자연녹지 B2 수영장, 탈의실, 전기실, 기계실, 선큰 청소년+주민

3층 프로그램실, 실내집회장

․‘∟+−’형 매스

(전체 ‘⊏’형)

․경사지(데크와 테라스)

.기존 공원 연계

2층 프로그램실, 교육실, 주차장

1층

홀, 전시공간

(청소년_정규교육 & 여가활동(문

화, 예술, 정보, 생활체육 등)

수영장, 헬스장, 전기실, 기계실
10 일반주거 B1 청소년+주민

3층 천문교실
․ ‘⊏’형 확장매스

․3개 기능(본관, 생

활관, 체육관)

․옥외공간(마당, 소

공연장, 옥외전시장),

공원 연계

2층 청소년극장, 중․소 강의실

1층
체육관, 사무실, 작은 도서관, 공

동작업장, 공예체험장

11 자연녹지 B1 기계실, 전기실 청소년

5층
상담실, 프로그램실, 청소년운영

위원회실, 소극장

․‘⊏’형 매스

․2개 기능(청소년수

련관, 노인복지회관)

․중앙광장

․옥상정원

4층 멀티강의실, 프로그램실

3층
체육관, 음악밴드실, 방과후 아카

데미, 지도자실

2층 댄스스튜디오, 유아스포츠단실, 사무실/관장실

1층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북카페, 다

문화카페, 휴게공간

B1 헬스장, 휴게공간

12 일반주거 B2 수영장, 유아풀장, 탈의실
청소년+노인

노인복지회관

<표 6> 청소년수련관의 층별 구성 및 계획 특성2

<그림 1>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항공사진

<그림 2>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항공사진

련관 또한 인근에 아파트 및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북

쪽으로 한얼공원과 인접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에 적합한 장소로 분석된다.

대부분 접근이 용이하고 주거 밀집지역인 일반주거지

역 또는 주변이 산 또는 공원에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배치 및 형태 구성

청소년수련관은 본래의 기능 즉,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

를 행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대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대상 청소년수련관의 대지면적은 최소 1,333㎡(용산

청소년수련관)에서 61,563㎡(창동 청소년수련관)으로 다양

하며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및 창동 청소년수련관을 제외

하면 대부분 약 10,000㎡ 이하의 대지에 건립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의 주요 프로그램들은 크게 교육·연수,

사회·체육, 문화의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이 대

지의 여건에 따라 단일 또는 몇 개의 매스로 나누어 계

획되게 된다. 연구대상 사례에서 서대문, 광진, 과천시,

은평 청소년수련관를 포함한 <그림 3>의 금천 청소년수

련관은 2개의 매스로 수련관을 구성하고 있으나, 이들을

제외한 7개 사례들은 <그림 4>의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과 같이 1동의 단일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표 7>과 같이 단일 매스의 청소년수련관은 7개 사례

가 있으며, 이들은 ‘∟’ 형과 ‘⊏’ 형의 2개 유형으로 분류

된다. ‘∟’ 형의 단일 매스 사례로는 용산과 창동 청소년수

련관이 있다. <그림 5>의 용산 청소년수련관은 주출구와

인접하여 청소들의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마당

(청소년 광장)으로, <그림 6>의 창동 청소년수련관은 부

출입구와 인접하여 주차장으로 외부공간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5> 용산 청소년수련관

외부마당(청소년광장) 컨셉

<그림 6> 창동 청소년수련관

외부공간(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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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단일 매스 사례로는 군포시, 거창군, 중랑, 임

실, 동대문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며 가장 많은 유형이다.

‘⊏’ 형의 매스 구성에 따라 그 사이에 발생하는 외부공간

을 안마당, 중정, 중앙 광장 등으로 부르며 수련관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7>의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의 매스 만들기 과정을 살펴보면, 마당을 전면 진입공간

과 후면의 공원을 연결하기 위한 매개공간으로 활용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주변 공간을 끌어들이기 위한 중심 공간

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8>의 동

대문 청소년수련관은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을 협

소한 동일 대지위에 단일 매스로 계획함에 따라 이들을

연결하는 중앙 연결부의 저층을 필로티로 띄워 2개 프로

그램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중앙 광장을 설치하였다.

<그림 7>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의

‘⊏’형 매스 만들기 과정

<그림 8> 동대문

청소년수련관 중앙 광장

형태

유형
‘∟+一’ 형 ‘튼 口’ 형 ‘一+一’ 형

대표

사례

은평 청소년수련관 광진 청소년수련관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사례 4, 10(⊏) 8 1, 9

옥외

공간

.수련관(∟)+안마당(진입마

당 포함)+체육관(一)(4)

.수련관(∟)+중정+실내

집회장(一)(10)

복합시설(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중앙에

옥외공간(선큰 가든)

형성

.중앙 광장(청소년마당),

체육관+청소년문화(1)

·중앙에 다목적 광장 ,

전체 ‘∟’형(9)

<표 8> 2동 청소년수련관의 배치 및 형태 구성 분류

<표 8>과 같이 2개의 매스로 구성된 청소년수련관은

5개 사례이며, 이들은 ‘∟+一’ 형, ‘튼 口’ 형, ‘一+一’ 형

의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一’ 형의 2동 사례로는 금천과 은평 청소년수련관

이 있다. <그림 9>의 금천 청소년수련관은 ‘∟’ 형의 교

육 및 문화공간과 ‘一’ 형의 체육관이 안마당을 중심으로

각각 분동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 형의 구성을 하고

있다. 진입광장(하늘마당)에서 청소년과 지역 주민의 동

선을 분리하고 옥외마당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10>의 은평 청소년수련관은

대지 안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중앙에 중정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一’ 형(실내집회장)과 ‘∟’ 형의 매스가 전체적

으로 ‘⊏’ 형으로 배치되고 있다. 중정은 동쪽의 기존 공

원과 경사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튼 口’ 형의 광진 청소년수련관은 ‘一’ 형의 구민체육

센터와 ‘⊏’ 형의 수련관이 함께 설계된 복합시설로 전체

적으로 ‘튼 口’ 형 배치로 되어 있다. 2동은 중앙의 선큰

가든11)을 중심으로 결합되고 있다.

‘一+一’ 형의 2동 사례로는 서대문과 과천시 청소년수

련관이 있다. <그림 11>의 서대문 청소년수련관은 각각

‘一’ 형의 체육관과 청소년문화시설이 진입마당과 중앙의

청소년마당을 중심으로 수련관동과 체육관동으로 나눠지

고 있다. <그림 12>의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은 ‘一’ 형의

체육관과 수련관동이 전체적으로 ‘∟’ 형의 배치로 구성

되고 있으며 그 사이 중앙에 다목적 광장과 이벤트마당

(주차장 상부)이 설치되어 있다. 광장과 마당이라는 외부

공간을 매개체로 하여 2개의 공간이 연결되고 있다.

<그림 9> 금천 청소년수련관

외부공간 동선

<그림 10> 은평 청소년수련관

중앙 중정(경사 대지)

<그림 11>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중심광장

<그림 12>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중앙 다목적광장

1동의 단일 매스 또는 2동으로 분절된 청소년수련관의

배치 구성은 모두 다양한 청소년들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마당 또는 광장(일부 주차장)이라는 옥외공간을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능에 따라 형태가 분절됨을 알 수 있다.

4. 청소년수련관의 공간구성 분석

4.1. 청소년수련관의 규모계획

연구대상 청소년수련관은 <표 4>와 같이 지하 3층에

서 지상 5층 이내의 규모로, 연면적12)은 1,239㎡(금천 청

소년수련관)에서 8,318㎡(과천시 청소년수련관)로 계획되

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 소재한 8개의 사례는 타 지역에

비해 용산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지하 3층과 지상 5층의

고층화로 계획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협소한 대지에 필

요한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11) 청소년수련관의 부출입구와 구민체육센터의 주출입구 동선이 중앙

의 선큰 가든에서 만난다.

12) 창동(문화체육센터 포함), 광진(구민체육센터 포함), 동대문 청소년

수련관(노인복지회관 포함)은 복합용도이므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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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一’형 매스의 수평·수직

조닝(Zoning) 계획

<그림 16> ‘튼 口’형 매스의 수평·수직

조닝(Zoning) 계획

<그림 13> ‘∟’형 매스의 수평·수직

조닝(Zoning) 계획

청소년수련관의 주요 기능인 교육․연수, 사회․체육, 문

화 이외의 시설과 함께 계획되기도 하였다.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센터(용산 청소년수련관), 체육센터(시립 창동

문화체육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광진 구민체육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및 노인복지회관(동대문 노인복지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등과 함께 계획된 사례도 발견된다. 이는

공공시설로서의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한 지자체의 방안으로 분석된다. 체육 관련시설들은 청

소년수련관에 필요한 프로그램임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도 활용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4.2. 수평 및 수직 조닝계획

청소년수련관의 주요 기능은 <표 2>와 같이 크게 교

육·연수, 사회·체육, 문화와 이를 관리 및 지원하는 사무·

관리 부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대지 상황을

포함해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수평 또는 수직으로 조닝

된다. 청소년수련관의 형태구성에 따라 조닝계획이 달라

지므로 이를 <표 7, 8>의 분류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1) 1동 단일 형태

<표 7>의 ‘∟’ 형 사례에서는 2개의 돌출된 매스에 따

라 2개의 기능으로 분리되고 있다. 용산 청소년수련관은

‘주민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이 매스를 따라 수평적으로

구분되고, <그림 13>과 같이 수직으로는 1층과 지하층

에 관리지원시설(주차장, 전기실 등)과 체육시설(수영장

등)13)이, 상부층에 주민센터와 교육 및 문화 실들이 각

각 조닝 되었다. 창동 청소년수련관은 ‘문화체육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이 매스별로 분리14)되고 있다.

또한 수직적으로는

지하층 및 1층 일부에

체육 및 관리지원시설

이, 지상의 나머지 층들

에 교육 및 문화 관련

실들이 조닝 되었다.

<표 7>의 ‘⊏’ 형 사

례(군포시, 거창군, 중

랑, 임실, 동대문 청소년

수련관)를 보면, <그림 14(左)>과 같이 대공간이 요구되는

체육시설이 별동으로 ‘⊏’형 매스의 한쪽 날개부분에 계획15)

되거나 <그림 14(右)>과 같이 문화(실내집회장 등)와 교육

기능의 관련 실들이 수평적으로 양쪽 날개부분에 계획되고

있다. 이때 지하에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등과 같은 체육시

설, 전기 및 기계실 등의 관리지원시설이 조닝 되고 있다.

13) 수영장 등의 대공간을 지상에 건물이 없는 지하에 설치하였다.

14)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을 별동으로 분리하였다.

15) 동대문 청소년수련관은 노인복지회관이 한쪽 날개부분에 별동으로

계획되었다.

<그림 14> ‘⊏’형 매스의 수평·수직 조닝(Zoning) 계획

-별동형(左)과 단일형(右)

(2) 2동 복합 형태

<표 8>의 ‘∟+一’ 형 2동 매스 사례(금천, 은평 청소

년수련관)를 살펴보면, <그림 15>와 같이 2동으로 매스

가 분절됨에 따라 진입부에서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동선

을 구분(금천)하거나 동선량이 많은 실내집회장을 ‘一’

형의 별동으로 계획(은평)16)하고 있으며, ‘∟’ 형의 양쪽

매스에 교육과 문화 기능을 수용하고 있다. 수직으로는

지하에 수영장 및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과 전기 및 기계

실 등이 위치하고,

지상층에는 교육 및

문화 기능의 실과

사무·관리 기능의

일부인 사무실 등을

1층에 두고 있다.

<표 8>의 ‘튼

口’ 형 사례인 광진

청소년수련관은 초

기 계획부터 광진 구민을 위한 체육센터와 함께 청소년

수련관을 계획하였다. 따라서 수영장, 유아스포츠단, 헬

스장, 소체육관, 대체육관, 조깅트랙 등을 갖춘 다양한

체육시설이 <그림 16>과 같이 별동의 체육관동으로 ‘一’

형으로 위치되고 여기에 ‘⊏’형의 수련시설17)이 자리 잡

았다. ‘⊏’형의 중앙 매스 부분은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

터, 홀 등 코어 및 공용공간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양 날

개 부분은 교육과 문화 기능의 실들이 자리잡고 있다.

수직으로는 관리지

원시설이 지하(별

동의 체육관 지하

에 수영장 설치)

에, 지상으로는 교

육 및 문화관련 실

(별동의 체육관은 다

양한 체육 관련실들

16) 별도의 다목적 체육관 없이 본동 지하에 수영장 및 헬스장을 두었

고 일시에 많은 동선이 발생하는 집회장을 별도의 동(棟)으로 계획

하고 있다.

17) 천체투영실, 천체관측소, 천체과학교육실 등 천체관련시설이 계획

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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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一+一’형 매스의 수평·수직

조닝(Zoning) 계획

이 설치)들이 위치하고 있다. 1층과 3층에 사무실 및 관장실이

놓여 시설의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표 8>의 ‘一+一’ 형 사례(서대문, 과천시 청소년수련

관)를 보면, <그림 17>과 같이 ‘一’ 형 매스의 체육관동

과 수련관동이 각각 별동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

형 조닝을 하고 있다. 수직으로는 지하에 전기 및 기계

실 등의 관리지원시설과 수영장 등의 일부 체육시설이

위치하고 지상에 별

동의 체육관과 교

육·연수, 문화, 사무

등의 수련시설들이

조닝 되고 있다. 특

히, 1층에 사무실과

관장실 등이 위치해

청소년수련관을 지

원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국내잡지에 발표

된 청소년수련관을 대상으로 건축계획 특성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청소년수련관의 입지로는 대부분 청소년들의 접

근이 용이한 일반주거지역 또는 주변이 산 또는 공원에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이며, 대지면적은 약 10,000㎡ 이하

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청소년수련관의 배치 및 형태구성은 1동의 단일

형태와 2동 사례로 구분된다. 1동 단일 형태로는 ‘∟’ 형

과 ‘⊏’ 형의 2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2동 형태는 ‘∟+一’

형, ‘튼 口’ 형, ‘一+一’ 형의 3개 유형으로 나뉜다. 2동

보다는 1동의 단일 형태로 구성된 사례가 많으며 그 중

에서도 ‘⊏’ 형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소년수련관은 각각의 매스 사이의 외부공

간에 마당, 광장 또는 중정으로 불리는 중심 공간을 두

고 주출입 동선을 유도하거나 집회, 체육 또는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수련관은 대부분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

규모 이내로 계획되며 특히, 도심에서는 협소한 대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해 고층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과 타 용도 특히, 체육센터,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 등과 같이 복합용도로 계획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이는 공공시설로서의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넷째, 청소년수련관의 공간구성은 1동의 단일 형태와

2동 사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동의 ‘∟’ 형은 교육 및 문화, 체육시설이 각각 돌출

된 매스에 수평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 형은 가장 많

은 사례로 대공간이 요구되는 체육시설이 별동으로 한쪽

날개부분에, 나머지 매스에 교육 및 문화시설이 수평적

으로 구성된 ‘별동형’과 양쪽 날개부분에 교육과 문화시

설이 각각 놓이고 지하에 체육시설이 위치한 ‘단일형’의

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2동의 ‘∟+一’ 형 사례에서는 체육관 또는 집회장이

‘一’ 형의 별동으로 계획되고, ‘∟’ 형의 양쪽 매스에 교

육과 문화 기능을 수용해 전체적으로 ‘⊏’ 형의 공간구성

을 하고 있다. ‘튼 口’ 형은 체육관이 ‘一’ 형의 별동으로

계획되고, ‘⊏’ 형의 양쪽 날개부분에 교육과 문화시설이

그리고 중앙에 공용공간이 구성되고 있다. ‘一+一’ 형은

각각 ‘一’ 형의 체육관, 교육 및 문화시설이 전체적으로

‘∟’ 형의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대부분 지하에 수영장 등의 일부 체육

시설과 주차장, 전기 및 기계실 등의 관리지원시설이, 지

상에 교육 및 문화시설들이 수직적으로 조닝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계

획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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