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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배경

1.1 학 형  다변화

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성 변화와 학교 시설에 한 사회

요구의 다양화는 기존의 ‘일반학교’에서, 각각의 목 과

특성을 지닌 다양한 유형의 학교로 다변화하고 있다.

등교육법에 따르면 크게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특수

학교, 각종학교로 구분되며, 커리큘럼에 따라서는 일반학교

와 특성화학교, 자율형학교등으로 구분된다. 한 운 방식

에 따라 마을결합형학교, 통합학교라는 새로운 유형들이 생

겨나고 있으며, 세부 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기 법 기 커리큘럼 운 방식 비고

학교

유형

1. 등학교,

공민학교

2. 학교,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1. 학교

- 일반

- 특성화

2. 고등학교

- 특수목 고

- 특성화고

- 자율형고

- 일반고

1. 일반학교

2. 학교시설

복합화

(마을결합형

학교)

지역사회와

학교의

시설 공유

3. 소규모학교

통합

정규모

학교

4. 특수학교 - - -

5. 각종학교 - - -

표 1. 학교의 유형 구분

이러한 유형들 , 정규모학교 추진의 일환인 ‘소규모

학교 통합’ 사례를 심으로 학교시설의 공간구성에 해

다루고자 한다.

2. 소규모학교 통합의 개념

농산어 , 소도시 도시 낙후지역 소규모학교 통

합을 통한 정규모학교 추진의 일환으로, 통합기숙형학교

설립을 통해 열악한 교육인 라를 개선하고,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학생 부분이 기숙사생활을

통해 학습 뿐만 아니라 인교육 인성교육을 목 으로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3. 소규모학교 통합의 추진배경

3.1 소규모학  현황

학교 당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보유율은 등

학교는 6,161개교 1,420개교로 체 비 23%, 학교

14.7%, 고등학교 2.2%로 등학교의 소규모학교 비 이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 으로 강원도의 학교의 39.6%,

경북, 북, 남도 35% 이상의 비 을 차지 하고 있다. 특

히 도 지역의 경우 경기, 제주를 제외하면 60명 이하 학교

수는 1,747개교로 체학교(5,524개교) 비 약 31.6%에 달

하는 심각한 수 에 있으며 향후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학

교 규모의 축소는 계속되리라 단된다.1)

소규모학교 증가의 원인으로는 1980년 이후 지속 인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로의 인구집 으로 인한 농산어

구도심의 공동화 상을 들 수 있다.

3.2 소규모학  운 상  

소규모 학교 운 상의 문제 은,

첫째,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력 하 사회성 발달 미

흡과 학생들의 사기 하, 둘째 학생수 비 인원 부족으로

1) 기숙형 학교 설립에 따른 교육 성과와 지역사회 향 계

분석연구. 2014. 이화룡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상생의 장으로서의 학교시설: 경남산청 통합중학교
School facilities as field of local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Kyungnam Sancheong integrated Middl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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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업무의 과다, 산부족으로 인한 시설 자료의 미흡

과, 그로 인한 교사의 소규모학교 근무 기피를 들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무 심이 지속되고, 학생들의

도시 유학으로 사교육비 상승이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이 부각됨에 따라 정규모학교, 즉

학교의 통폐합 운 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3.3 소규모학  통합방안

정규모학교 운 의 일환으로 학교 통폐합 운 방안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2. 소규모학교 통폐합방안

농어 소규모학교 통폐합 구도심 공동화학교 통폐합

첫번째 농어 소규모학교 통합의 경우 학생수가 감소

한 지역의 몇 개 학교를 통합하여 신설수요지역(개발지역)

에 이 재배치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 구도심 공동화학교

통합은 학생수가 감소한, 학교 이 다른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단일학교로 운 하는 방안이다.

4. 농어 통합학교 추진 황

농어 의 소규모학교 통합에 따른 기숙형학교 설립 추

진 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농어 기숙형학교 설립 추진 황

지역 학교명 학 수 학생수 개교

충북

속리산 학교 4 97 2011.3

소백산 핚교 5 94 2017.3

동기숙형 학교 7 120 2019.3

오성 학교 7 107 2013.5

충남 정산지역기숙형학교 7 - 2019.9

경북

김천남서부 학교 6 68 2017.3

천별빛 핚교 6 120 2016.7

의성 부 학교 3 60 2016.3

화청량 학교 3 66 2017.3

울릉기숙형학교 7 - 2020.3

경남

덕유 학교 6 72 2016.3

한다사 학교 6 76 2016.3

소가야 학교 5 84 2016.3

미리벌 학교 6 124 2015.8

꽃내 학교 7 150 2019.3

산청 학교 13 285 -

남
백암 학교 7 129 2015.3

복내 학교 7 83 2015.9

표 3. 농어 기숙형학교 설립 추진 황 (2018년 6월 기 )

이러한 사례 , 경남 산청 학교의 계획과정을 심으

로 기숙형 학교의 공간구성에 해 말하고자 한다.

5. 산청 학교 공간구성

5.1 사업개요

∙ 지 치 : 경남 산청군 산청읍

∙ 지면 : 30,000㎡

∙규모 : 12,861.68㎡ / 지하1층, 지상4층

∙학 수 : 일반학 12학 , 특수학 1학

5.2 부지현황

그림 2. 역 황 그림 3. 부지 황

경남 산청군내 학생수 감소로 폐교 상황에 처한 생 ,

경호 , 차황분교, 산청 4개학교를 통합하여 기존 산청

부지에 신축되는 학교로, 기존 부지에는 90년의 역사를

가진 교사동이 자리잡고 있다. 남측으로는 산청고등학교가

신축 이며, 동측 마을에서의 주진입을 고려하면서 효율

인 토지활용을 하는 것이 요한 이슈 다.



special series 기획연재

32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5권 제5호 통권 제126호 2018년 9월

그림 4. 황사진

5.2 계획  주안

기숙형학교의 특성, 즉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든 하루 일

과를 보내는 을 감안하여, 집과 같은 학교를 구성하는

것이 계획의 주안 이었다.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한 창

의 인 공간활용이 요구되었으며, 기숙사(생활공간)와 교

사동(학습공간) 사이의 매개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에 한

고민이 계획 기부터 요한 이슈로 논의되었다.

그림 5. 계획의 주안

5.3 학생거 공간 

기숙형학교에서 말하는 학생거 공간이란, 교사 역과

기숙사 역을 매개하는 공간으로 식당 체육 등 학생

들의 사용 빈도가 높고, 빈번한 커뮤니티가 발생가능한

역을 말한다.

한다사 학교 동 기숙형 학교

속리산 학교 정산지역 기숙형학교

표 4. 기숙형학교의 학생거 공간 구성사례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기숙사 역과 교사동 역의 구

분을 명확히 하면서도, 식당 체육 을 매개공간화 하여

수업시간에는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방과후에는 기숙사

에 인 하여 다양한 방과후 활동이 가능함과 동시에, 학생

들의 커뮤니티 심공간으로 기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청 학교 공간 구성에서도 강당과 식당을 교사동과

기숙사의 심에 배치시키고, 기존 솔밭을 활용한 외부 공

간과 연계하여 학생들 생활의 심이 되는 거 공간으로

구성하 다.

그림 6. 조감도

그림 7. 학생거 공간 구성

5.4 ‘작  마 ’로  학

특히 고등학생과는 다른, 사춘기 학생의 심리 고립

감과 스트 스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단순한

학습활동의 연장이 아닌 ‘생활’의 측면에서 공간화하고 자

하 다. 기숙사에서 교사동으로 이동하는 공간을, 잠자는

‘집’에서 공부하는 ‘집’으로 이동하는 마을길로 구성하여,

등하교길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고 외부공간

과 연계되면서, 학교 체가 작은 마을로 학생들에게 인식

되고자 하 다.

그림 8. 작은 마을로서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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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배치도

외부에서 보여지는 형태면에서도, 도심지의 기능 이고

딱딱한 외형보다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면서 학교의 특성을

드러내는 친근한 마을-집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학생들

이 생활의 공간으로서 느낄 수 있게 하 다.

그림 10. 마을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입면

5.5 연한 공간활용

도심의 일반학교와 농어 의 기숙형학교의 큰 차이

하나는 방과후 로그램의 활용이다. 도심의 일반학교

학생들은 방과후, 사교육 활동 는 개인 인 여가활동 시

간을 갖지만 농어 의 경우 문화, 교육 인 라 부족으로

활동의 부분을 학교에서 해결하게 된다. 기숙형학교의

경우는 진로, 동아리, 취미 등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학교

내에서 소화하게 되며, 공간 한 이러한 다양한 로그램

에 응가능한 유연한 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표 5. 교사동 공간구성 사례

단양 기숙형 학교2)

2) 단양기숙형 학교, 디앤비건축사사무소

사례에서 보여지는 공간구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참여형 학습공간의 구성, 둘째 도서 등 학

생 심공간과 공용공간을 연계한 학생커뮤니티 공간 계획

이다. 학생 참여형 학습공간이란, 교과교실과 연계한 그룹

룸과 가변형 교실 구성을 통한 체험, 토론, 실습등의 다양

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특히 단양 학교 계

획안의 경우, 개방형 도서 을 교사동의 앙에 배치하고,

홀 홈베이스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활동이 가

능한 공간을 구성하 다.

산청 학교 계획 사례에서도 도서 과 연계한 개방공간

을 심으로 교과교실과 특별교실들이 유기 으로 연계되

며, 공용공간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을 제시하 다.

표 6. 산청 학교 교사동 공간구성

그림 11. 아트리움과 연계된 교사동 심공간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아트리움과 연계돤 개

방공간은 입체 으로 교사동의 각 공간을 연계하는 소통

의 공간이 되며, 다각 이고 창의 인 체험활동 등이 가능

한 유연한 공간으로 기능하게 된다.

5.5 사 특화방안

산청 학교는 학생수 285명으로 토지이용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남측의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감안하여 4인1실의

편복도 형태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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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숙사동 2층평면도

계획 기의 이슈는 남자기숙사와 여자기숙사의 동선구

분에 한 방법이었으며, 다양한 사례의 검토를 통해, 남

녀의 수평 구분을 통해 효율 인 리가 가능하게 하고

심 매개공간에 커뮤니티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유니트는 개인 용공간의 확보로 청소년기 민한

감성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신체 크기를 고려한 정 모듈

을 감한하여 계획했다. 아침 등교시간등 일정시간에 사용

빈도가 집 됨을 고려하여 화장실과 샤워실은 실별로 2개

소 계획함으로써 편의를 고려하 다.

남녀 기숙사 조닝 개념 개별 유니트 계획

표 7. 기숙사 공간구성 개념

5.6 다양한 외부공간 활용

산청 학교 계획부지는 30,000㎡로 기숙사와 교사동 배

치를 감안하더라도 도심의 학교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는

면 이다. 앞서 말한 학생들이 생활하는 마을로서의 학교

를 구성하기 해, 기본 으로 필요로 하는 체육장 이외에

다양한 외부공간을 조성했다. 기존 솔숲을 활용한 휴게공

간, 생태체험학습장, 기숙사에서 활용가능한 소운동장, 약

특화라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약 정원등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휴식과 커뮤니티 활동, 나아가서는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행사로 활용가능한 공간을 구성하 다.

6. 기숙형학교 운 의 성과와 한계

6.1 과

충청북도 속리산 학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성과는 학업성취도 향상, 다양한 교육과정 운 을 통한 교

육에 한 만족도의 향상과 학무보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들 수 있다.3) 한 지역사회의 구심 역할을 하는 학교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공동체의 활성화를 기 할 수 있다.

6.2 한계

여러 지역의 통합형 기숙형학교 설립에 따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한계 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

다. 한 언론기사에 따르면4), 농산어 의 지속 인 인구감

소로 학교 정원보다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 그리

고 설립취지와 다르게 여러 원인에 의해 학생들이 기숙사

에 입사하지 않음으로써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늘어나고,

통학버스를 추가로 운 해야하는 한계 이 보여지고 있다.

7. 맺음말

2011년, 충북지역에 국내 최 로 소규모학교 통합에 의

한 속리산 학교 개교이래로, 각 지역에 많은 기숙형학교

들이 설립되어 운 되는 이며, 한 개교를 앞두고 있

다. 인구 벽시 의 농산어 지역은 소멸 기의 박한

책의 하나로써 소규모학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변하는 한국사회의 차 다양해지는 학교 유형의 일부가

되고 있다.

3) 기숙형 학교 설립에 따른 교육 성과와 지역사회 향 계

분석 연구, 이화룡

4) 국이 주목했던 농 기숙형 “문 닫을 일 걱정할 ” 연합

뉴스, 2016. 6. 27

그림 13. 외부공간 개념도

산청마루 기존 솔밭을 활용한 휴식공간

표 8. 다양한 외부공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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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통합학교의 한계 을 보완하기

한 발 방향은,

첫째 학교가 단순한 교육공간을 넘어, 지역발 방안의

하나로써 지역과의 상생을 해 연 하고 동해야 한다

는 , 둘째 학생과 주민이 함께 머물고 생활하는 장소의

특성을 반 한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이다.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기 해,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학교의 기능이 재구성되어야 하며,

노인세 와 사춘기 학생들의 세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생과 주민이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기 해서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기숙사 생활 활성화를 해 농어 지역의

특성, 연령 별 성향과 선호도 악을 통한 공간구성 차별

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14. 산청 학교 디자인컨셉

2018년, 도시 서울의 각 자치구들은 일자리, 문화, 복

지 등을 기치로 내걸며 인구의 유입과 지속 인 공동체의

유지를 한 경쟁이 한창이다. 인구구조는 바 어 가고 있

으며 그 속도는 지 않고 있다. 지역의 농산어 의 인구

벽 상은 도시의 그것보다 심각한 수 이며, 수많은

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한 안들 건강한 공동체

의 유지와 세 간의 소통을 이어가기 한 ‘학교’의 역할

이 요함은 자명한 일이다. 일방 인 교육공간을 넘어,

여러 세 의 상호간의 교류와 상생의 장으로서 거듭나기

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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