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는 말 1)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거의 모든 대학이 마스터
플렌이라 불리우는 대학 캠퍼스 종합발전계획을
소지하고 있다. 마스터플렌의 지역 형성은 동일한
종류의 활동이 사회지역을 형성한다는 사회지역
이론에 의하여 또는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갈
등/ 관리이론에 의하여 물리적 지역이 변모되기도
한다. 또 마르크스의 시각과 같이 주변 지역사회
와 지역이익 차원의 계층간 갈등에 의하여 마스터

＊정회원, 평택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플렌의 내용이 변경되기도 한다. 마스터플렌은 사
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 교육정책에
따라 영향받기도 한다. 또한, 마스터플렌의 관리
조직에 의하여 그 줄기가 변모되기도 한다. 즉 상
급기관의 관리 공무원에 의하여 그 모습이 변모되
기도 한다. 대학의 기술 공무원과 그들의 상급자
인 사무국장 및 총장은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만 마스터플렌의 형성에 관한 구체적 지식이 없을
경우는 영향력이 적게 된다. 교육부의 기술 공무
원은 2차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마스터플렌 형성
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많은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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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 his paper is to evaluate the campus m aster plan, w hich is influenced by Korean educational policy and

m anag ing org anization , w ith respect to land use and block plans of building s . It uses a case study method
to periodically know specific details t o form a m aster plan . It is found, at firs t , that design method of
m aster plan w as influenced by some educational policies and manag ing org aniza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 Secondly , des ign methods have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times . Any m aster
plan w as not formulated until the 1960s .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med a m aster plan adopting radiated
sector pattern for land use and a block plan in the early years of the 1970s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used a squared space style w ith a tr ouble of the learned fr om the SNU
design methods in the year 1974. A concept of ax is according to topogr aphy] in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 env ironmental preserv ation in Yiosu National Univer sity w as used in the 1980s . Korean
Athletic Educational University used a transportat ion m odel for facilit at ing efficiency to use univer sity land
and m aking pedestr ian convenient by classification w ith fast and slow w alker ' s w 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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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체로 마스터플렌 승인 기관인 교육부의 영
향력은 커서 대학에서 형성한 마스터플렌을 대폭
수정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승인 절차에 의하
여 마스터플렌의 승인을 하여 주기 전에 교육부의
관련 공무원은 형성의 초기에 미리 관여하여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는 경우도 많다.

본 연구는 마스터플렌의 형성에 있어서 토지이
용과 건물배치에 대하여 알아보고 시대적으로 어
떻게 변천하여 왔는가를 검토한 후 그 변모의 이
론적 배경을 살펴보며, 교육 정책과 교육부 관리
공무원의 구조가 마스터플렌 형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쳤는가를 알아봄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시대적 변천에 따라 대표성이 있는
마스터플렌을 선택하여 그의 토지 이용과 건물 배
치의 계획 기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사례분석(case
study)방법을 채택한다. 사례분석 방법을 채택함은
다음의 이유로 그 타당성이 있다. 첫째, 우리 나라
국립대학의 시설행정의 체제는 정부 수립후 최근
까지 국내 다른 행정 체제와 마찬가지로 중앙집권
적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 대학의 마스터플렌
의 계획기법이 시대적으로 유사함을 알 수 있고,
한 두개의 마스터플렌의 설명으로 그 당시의 다
른 대학의 마스터플렌의 계획 기법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둘째, 당시의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교육정책적인 요인에 의하여 마스터플렌은 영향받
을 것이기 때문에 몇 개의 사례 분석만으로도 당
시의 마스터플렌의 계획 수법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본 연구와 같이 어떤 현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연구는 수많은 사례를 조사하여 개괄적
으로 기술하는 것보다 몇 개의 사례를 자세히 설
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시대의 변천에 따른
마스터플렌 계획방법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1)

캠퍼스 마스터플렌 계획 방법은 우리나라 사
회·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한 교육 정책적인 현상
에 따라 토지이용, 건물배치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시대적으로 변화가 없다는 것이 본 연구
의 가설이다. 이 가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례
를 연구하여 기술함으로써 기각됨을 입증하기로
한다.

1) Yin, Robert K. and Heald Karen A. "Using the Case
Study Method to Analyze Policy Studi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 Vol. 20 Sept ., 1975, p.378.

교육정책적 요인 마스터플렌 기술행정조직 요인

학사제도 토지이용 교육부 기술직 조직
건물배치 대학의 관리 조직

그림 1 마스터플렌 계획방법에의 영향 요소

본 연구는 시대적 변천을 해방 이전의 암흑기,
1940년 - 1960년대의 여명기, 1970년대의 태동기,
1980년대의 확장기, 1990년대의 발전기, 1990년대
후반의 변화기로 명명하고 각각의 시기에 마스터
플렌의 계획방법을 설명하여 나아가도록 한다. 이
연구로 우리 나라 대학 마스터플렌 계획방법의 변
천을 이해할 수 있게된다.

3. 마스터플렌의 변천 과정

3 .1. 암흑기 (1959년 이전)
정부 수립으로부터 1950년 6.25사변까지 마스터

플렌은 모든 대학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대학이나 전문학교가 자리에서 이름을 바꾸며 승
격하여서 대학의 시설확충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2) 시설 관리 정책은 고등교육국 특종교육
과, 대학교육과, 사범교육과에서 담당하였는 데 기
술직 관리 공무원이 없이 행정직 관리 공무원이
대신하였다. 당시 공무원은 마스터플렌의 중요성
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마스타프렌이 형성되지 못
하였다.

1950년 전쟁후부터 1959년까지는 전후복구 시
대로 UNCRA, UNISOM, AID, APEC, CAP등 양
여 차관 사업으로 일부 대학 건물의 신축 및 보·
개수가 이루어졌다. 이 차관사업은 초·중등 교육
기관의 시설사업확충에 주로 사용되었고 고등교육
기관의 시설 확충에는 많이 사용되지 못하였다.
이때 대학시설을 위한 마스터플렌은 존재하지 아
니하였으며 예산이 수립되면 총·학장의 의지에
따라 건물이 적당히 배치되곤 하였다. 이는 부분
적 점증주의에 입각한 계획의 수법이라 하겠다.
린든브름은 계획은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먼 장래를 고려하여 마스터플렌을 조성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보면서 부분적으로 점증하며
계획하여 나아가야 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서울문리대학은 동숭동에 서울공과대학은 태능

2)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1950년 6.25사변 전까지는 고등
교육기관은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뉘었다 . 이 시기에 서
울대학이 연합대학으로 발족되었으며 국내에 42개 고등교
육기관, 24,000명의 학생, 1,265명의 교수가 있었다 . 교육
부, 교육발전 50년사, 교육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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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하는 등 기능에 따라 대학이 분산 배치되
어 있었고 학생의 규모 증대에 따라 동일한 위치
에서 캠퍼스의 건물 규모만 확대되는 형상으로 대
학의 캠퍼스 계획이 변모되었다. 이 때는 동일한
생활양식과 배경을 갖는 대학인이 모여 공간적 패
턴을 이루고 있었다. 즉 캠퍼스의 동일한 사회구
조와 학문군이 동일한 지역에 운집하는 공간적 패
턴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사회지역3)의 물리적 지
역화라는 이론적 틀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제2공화국의 시대로 교육법이 제정
되어서 교육기관은 4년제 대학, 2년제 사범대학,
초급대학, 기준에 미달하는 각종학교로 구분되었
고, 1955년 8월에는 대학설치 기준령이 제정되었
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대학이 우후죽순 발족되기
에 이르렀고 전문인 양성을 위하여 특수대학원이
설치되었다. 이시기에 기술직 공무원의 직제가 촉
탁이라는 임시직으로 생성되어 계장 보직에 이르
기까지 발전한다. 어창수가 계장이며 나은택, 이상
열, 김영석 등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문교부에 발
판을 굳히기 시작한다. 이들이 그 당시를 회상하
기를 적은 인력으로 전국의 모든 시설 사업을 관
리하고 있어서 다량의 시설 공사 집행이 필요하였
고, 양적 공급에 급급하여 마스터플렌의 수립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한다.4) 1960년대에는 조직의
분산 정책으로 말미암아 기능별 조직 편성 원칙이
적용되어 시설업무가 고등교육국, 보통교육국 등

3) 사회지역이란 동일한 생활수준, 생활양식 , 인종적 배경
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특정유형의 사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태도나 행태가 다른 사회지역에 거
주하는 사람들과 다르다 . Shevky, E . and W . Bell, Social
Area Anly sis , St anford Univer suty Press , 1949
4) 어창수, 나은택, 교육부 주관 교육시설 역사에 관한 세
미나, 1999. 12, 교육문화회관]

여러 곳으로 분산되었다. 그러다가 제 3공화국에
들어와서야 고등교육국 건축과에 어창수가 과장으
로 보하여 지면서부터 기술직 과장이 탄생된다.
이 시기는 대학 시설에 대하여 축소 지향적인 정
책을 펴는 시기여서 시설확충이 거의 없었으므로
캠퍼스 마스터플렌이 부재하였고, 마스터플렌에
대한 이해도 미비하였다.

3 .2 태동기 (1970년대)
3.2.1 전반부 (사례: 서울대학 마스터플렌)
서울대학교 종합화안은 대학개혁의 일환으로

1969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며, 1960
년말에 장기종합교육계획안(1977- 1986)에 의해 공
식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1971년 9월 10일 구성
된 문교부 교육정책심의회 고등교육분과위원회의
활동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급기야 신림동의 골
프장 자리에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하여 서울대학
교를 통합하기에 이르른다.5)

1970년대에 진입하면서 서울대학의 종합화 안
에 따라 마스터플렌의 조성이 시작된다. 이의 토
지이용은 대학도시의 구현을 목표로 하여 교수와
학생이 캠퍼스에서 생활하도록 장려하고 순수한
학문계열군, 학생지원 활동을 위한 대학 중심부,
캠퍼스 내의 주거군으로 3개의 건물군을 조성하고
있다. 건물의 배치는 학문 계열에 따라 지역화
(zonning)하는 수법을 이용하여 동심원적 방사형
과 섹터패턴(sector pattern )을 혼합한 계획안을
채택하고 있다.6)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등의 교육지원시설은 캠

5)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 종합 캠퍼스 계획수립 보고서,
1970
6) 위의 책

표1 대학시설의 여명기

구분 정책 조직 마스터플렌 개념

여명기
(1945- 1949)

- 정부 수립
-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이원화
- 서울대학이 연합대학으로 발족
- 42개 고등교육기관, 학생24,000명,
교수 1,265명

- 고등교육국 특종교육과, 대학교육
과, 사범교육과에서 기술직 공무원
이 없이 행정직이 시설 업무 집행

- 기존 건물을 이용하여 대학, 전문
대학으로 승격되곤하여 대학 시설
의 변화가 거의 없음

1950년대
(제2공화국)

- 교육법 제정으로 4년제 대학,
사범대학, 초급대학, 기준미달의 각
종학교 탄생
- 1955. 8 대학설치기준령 제정
- 여러 지방대학의 발족
- 특수대학원(서울대 행정대학원, 보
건대학원) 설립

- 어창수를 효시로 나은택, 이상열,
김영석이 기술직으로 근무

UNCRA, UNISOM, AID, APEC,
CAP 외국자본 차관사업으로 일부
건물의 신축 및 보·개수

1960년대
(대학정비기)

5.16군사 정변 이후
제3공화국 후반

- 대학의 정비: 대학생수를 70,000명
으로 한정, 지역별로 통합,
- 고등전문학교가 전문대학으로 승격
- 사범학교에서 교육대학으로 승격
서울교육대 이전을 검토

- 조직의 분산: 기능별 조직편성
- 고등교육국 건축과(과장: 어창수)

- 기존건물의 개·보수 시행.
- 약간의 신축을 대학에서 시행
- 축소지향의 시기여서 시설확충이
거의 없었고 마스터플렌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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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하고 학문계열에 가까
이 배치하여 사용빈도가 높도록 하였다. 강의실은
도서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는 데,
하급학년의 강의실은 중앙도서관 근처에 배치하고
상급학년과 대학원생을 위한 강의실은 각 학문군
별로 무리를 이루며 배치하며 학문군별로 도서관
에 가깝게 배치하고 있다. 동일 기능이 있는 건물
을 집적하여 배치하고 있는 데, 이는 학문군에 따
라 캠퍼스를 구역화한 것으로 캠퍼스를 각 부분마
다 사회지역으로 인식하여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물의 형상은 각 학문군의 성격에 따라서
서로 상이하게 계획하고 부지의 경사를 고려하여
서북쪽으로 향하는 주축과 남서쪽으로 향하는 부
축을 형성하며 건물을 배치하고 있다.

그림2 서울대학교 건물배치도

서울대학의 시설을 위한 조직은 차관급의 건설
본부장(이운용 현역 육군소장) 아래 관리국과 건
설국이 있었고 관리국은 기획과와 관리과를 두었
으며 건설국은 행정과와 시설과를 두고 교수로 구
성된 기획위원회가 있었다. 하향식 의사 전달 방
식을 택하던 건설본부 조직은 일사불란하게 서울
대학 이전 마스터플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시설
사업을 진행시켰다. 특히 김상식 시설과장의 건축
계획적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울대학 마스터플렌의
추진이 원활하였다.7) 이러한 방대한 서울대학 건
설본부 조직은 서울대학 마스터플렌 작성에 깊이
관여하여 나무 한 그루를 계획하는 데에까지 영향
을 미쳤다. 이 당시 문교부의 시설관련 조직은
1973년 3월 고등교육국의 시설관리담당관실과 교

7) 71년에는 마스터플렌의 집행을 위하여 관리국 기획과
와 건설국 행정과가 합하여져서 괸리국 기획행정과가 되
었고 건설국 시설과는 건축, 토목 , 설비계로 나뉘어졌다 .
마스터플렌의 수립 시에는 행정위주 기획위주의 조직이었
다가 실행단계에는 기술직의 조직을 대폭 확충한 것을 알
수 있다 .

육시설과, 과학교육국의 교육차관사업담당관실의
인원을 모아서 이를 조정하는 교육시설국(국장:
이해경)이 신설되었다. 이때부터 대학시설이 점차
로 확충되었고 마스터플렌의 작성이 보편화되어진
다. 그러나 서울대학의 시설관리 조직은 문교부의
것 보다 책임자의 지위가 높고 조직의 규모가 커
서 마스터플렌작성에 문교부의 통제를 그리 많이
받지는 않고 서울대학의 시설관리조직과 기획위원
회가 주관하여 마스터플렌이 작성되었다.

3.2.2 후반부 (사례: 충남대학 마스터플렌)
1972년에 10개 실험대학이 발족되었고 1979년

에는 전 대학에 확산된다. 1974년에는 대학특성화
가 시작되어 18개 대학의 51개학과가 특성화과로
지정되고 여기에 학생수가 대폭 증원된다. 이러한
대학의 확장은 교육시설의 확충을 초래하였고, 체
계적인 마스터플렌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이시기에 충남대학이 캠퍼스를 유성으로 1974
년 이전한다. 충남대학의 토지이용은 대학본부, 중
앙도서관, 학생회관을 중심으로 공학, 농학, 사회,
인문, 이학계열이 기능별로 지역화(zonning)되어서
구역을 형성하고 있다. 건물군의 배치는 지형축과
방위축을 고려하고 남향을 위주로 계획하여 생태
보호 차원에서 친 생태 환경적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건물군의 공간 형상은 사각형태로 서울대학
의 섹터형태의 환상 방사형과 차등이 있도록 형성
되고 있다. 이는 서울대학에서의 경험이 각 학문
군의 독자성을 확보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함을 인
지한 마스터플렌 관리 공무원이 이에 대해 갈등하
고 새로운 마스터플렌조성 방식을 택한 것에서 연
유되었다. 즉 서울대학의 계획 방식에 학생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을 간파하고 학
문군 내에서 학생 이동의 효율성을 중시한 사각
형태의 외부공간을 창출하며 학문군을 이루는 네
모난 광장형태(squared space style)를 형성하는
계획 방법으로 바꾸었다. 이는 서울대학의 환상
방사형의 중앙집중식 건물 배치에서 오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갈등하여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창출
하려는 마스터플렌 관리 공무원의 발상이라 할 것
이다.8)

충남대 마스터플렌은 체육관, 강당이 교문 근처

8) Cox에 의하면 한 지역 내에서 면적 기능 분화가 나타
나는 이유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
능과는 접근하려고 하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기능으로부터는 물리적으로 떨어지려는 욕구에
서 나타난다한다 . Cox , K . R, Conflict , Pow er and
polit ics in the City : A Geeogr aphic View , New york :
McGr aw Hill, 197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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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하여 지역사회인의 학교시설 이용의 편리
성을 도모하고 있다. 대학사회는 공간의 구조에
대하여 주변 지역사회와 서로 입지적 긴장에 의하
여 갈등하다가 체육관, 강당을 지역사회인의 이용
에 편리하게 지역사회와 가까이 배치하고 있다.
지역사회나 대학사회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추구
하여 두 사회로부터 서로 가까운 위치에 체육관과
강당이 위치하게 된 것이다.

그림3 충남대학교 건물배치계획도

서울대학의 마스터플렌 경험은 충남대학의 마
스터플렌에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서울대학의 기
술인력 중 많은 인력이 문교부의 건설담당관실로
배속되면서 바로 충남대 건설본부로 파견되기에
이른다. 충남대 마스터플렌의 계획 수법은 문교부
의 시설관리 조직인 건설담당관실의 인원에 의하
여 조정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에는 시설국장 아
래 건설담당관, 기획1과, 기획2과, 설비과, 외자사
업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마스터플렌의 승
인권을 건설담당관과 국장이 가지고 있었다. 건설
담당관이 국장 차원이고 교육시설국장인 이해경은
건설부에서 영입되어오다 보니 건설담당관(후에

건설관)인 어창수가 대학시설의 현황을 더 잘 알
고 있어서 어창수가 전권을 가지고 마스터플렌을
조정하였다. 그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업무 추진
방식과 불같은 성격으로 대학의 마스터플렌은 건
설담당관실에서 대폭 조정되곤 하였다.9) 어건설관
(어국장이라 불리움)과 그 부하직원은 충남대학
마스터플렌을 작성하는 즈음에 잠시 충남대학에
파견되어 시설사업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충남대학 마스터플렌은 어창수 건설관 그가 거느
리는 유영철과장을 위시한 조직이 생산한 작품이
라고 할 수 있다.

3 .3 . 확충기
3.3.1 전반부 (사례: 안동대학 마스터플렌)
1980년대 초반은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소득이 향상되었으며 부모의 교육열로 말미암아
대학지원자가 급증하여서 대학 시설의 확충이 요
구되었다. 1980. 7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
안정책에 따라 입학 정원을 졸업정원의 130%로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전일제 수업이 시행되었다. 또 입학 정원을 대폭
늘이는 대학도 속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분위기
에서 폭팔적으로 증가하는 고등 교육인구를 수용
하기 위하여 5개 대학이라 불리우는 강릉, 안동,
마산, 목포, 군산대학의 설립이 불가피하였다.

1980년대 초에 이들 5개 대학의 마스터플렌이
작성되었다. 1981년 안동대학의 마스터플렌을 살
펴보면, 토지 이용면에서 기존질서에 순응하고자
자연조건과 캠퍼스의 지형적 특수조건을 고려하였
고, 자연수림의 보호, 공개공간의 확보, 유보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진행하였다. 지원시설
을 중앙부에 배치하고 200m 반경 이내에 모든 건
물을 배치하여 학생의 이용편리를 도모하였다. 지
역사회관련 시설은 교문과 가깝게 배치하여 주민

9) 필자는 그때 이곳 건설담당관실에 근무하였었다 .

표2 대학시설의 태동기

구분 정 책 조 직 마스터 플랜

태동기
전반부
(1970-
1975)

- 1971. 10 서울대 종합
화안의 구체화
- 1972. 한국방송통신대
발족
- 1973. 10개 실험대학의
발족

- 1970. 서울대학 건설본부(본부장: 이운용 육군소장)을 발족하고 이하에
기획과와 관리과를 관할하는 관리국, 행정과와 시설과를 관할하는 건설
국을 두고 교수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가동
- 1971. 서울대학 관리국기획과와 건설국 행정과를 조정하여 관리국 기획
행정과로 통합하고 건설국 시설과는 건축, 토목, 설비과로 기구를 확대
- 1975. 서울대학 건설본부를 해체하여 시설관리국으로 개편하고 관리과
와 운영과를 둠

- 서울대학교 이전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과 동심원이
론 적용)
- 서울교육대학의
이전

태동기
후반부
(1975-
1980)

- 1974. 대학특성화(18개
대학, 51개 학과)
- 1979. 전문대학(2년제)
발족

- 문교부 고등교육국의 시설담당관리관실, 교육시설과, 과학교육국의 교
육차관사업 담당관실이 합쳐져서 교육시설국 신설(초대 국장: 이해경)
- 문교부 시설국장 아래 건설담당관, 기획1과장, 기획2과장, 설비과장, 외
자사업담당관을 둠

- 충남대학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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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이 편리하게 하고 있다. 또 캠퍼스 안에
주민 시설인 역동서원을 보존함으로써 지역문화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캠퍼스 내에 이러한 주민
시설이 배치되어 있고 주민이 캠퍼스 안을 자유롭
게 활보할 수 있게 함은 학생이 지역사회인과 지
역사회 문화를 배운다는 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학시설의 울타리 내에는 교육
과 관련된 시설이외는 다른 시설의 배치가 허용되
지 않았던 관행을 깬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림4 안동대학 건물 배치도

건물의 배치는 산세로 인하여 형성되는 계곡을
따라 북동- 남서 방향의 자연축을 주축으로 삼고
산세의 흐름에 따라 형성된 60。, 120。의 계획격
자를 가르는 축을 부축으로 삼고 있다. 주축을 따
라 강당, 도서관, 과학관, 학생회관 등의 지원시설
을 배치하여 중심성이 돋보인다. 각 학문군의 건
물은 부축에 위치하게 하고 60m 내외의 건물길이
와 건물 높이의 2.5배 내지 3배의 인동거리를 확
보하여 쾌적하고 생동감있는 외부 공간을 조성하
고 있다.

건물 배치에 관하여 충남대학의 사각 광장배치
에 갈등하고, 지형의 흐름에 따라 축을 가지며 중
심성을 갖도록 하는 보다 발전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서울대학 및 충남대학의 배치 방식에 갈
등하여 지형의 형태를 감안한 주축과 부축을 고려

하여 축에 맞도록 배치하되 지원시설의 중심성을
감안하여 중앙에 배치하는 계획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당시 문교부의 마스터플렌 관련 업무는 교
육시설국장 아래 건설관(국장급)이 있었고 시설국
장 아래에 건설관, 기획과장, 설비과장, 외자사업
관이 있었으며 건설관 아래에 건축, 설비, 토목과
장이 있었고 아래 담당 사무관들이 있었다. 안동
대학 마스터플렌에 관련된 자는 이해경국장으로부
터 어창수건설관 김영석과장 석진복사무관(기좌)
가 있었는데, 시설국장이 시설사업 예산과 외자
사업을 통괄하다 보니 어창수건설관이 마스터플렌
을 주로 관장하였고 석진복이 기술직 인사 등 여
러 방면에서 건설관의 뜻을 받들고 업무적으로도
총애함으로 석진복이 현지에 출장하여 대학 부지
의 확정과 마스터플렌의 수립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 그는 일에 열의가 넘쳐흐르고 사명감이 투
철하여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안동대학 마스터
플렌을 환경 친화적이고 계획적이며 공간이 생동
감이 있고 지역의 문화를 이어가게 하는 탁월한
계획안으로 발전시켰다.

3.3.2 후반부 (사례: 교원대학 마스터플렌)
제5공화국 시대의 자율화 바람에 발맞추어 대

학은 학사, 학생, 교과과정에 대학마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여서 시설정책에도 자율화, 특성
화, 다양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교원대학도
서울 사범대학을 이전 발전시키고 초등, 중등교육
을 관할하는 간부를 생산한다는 목표아래 교원사
관학교 식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담는 마스터
플렌을 1986년 수립하였다.
교원대학은 학생수에 비해 부지가 약 30만평으로
다른 대학에 비하여 비교적 넓으며, 이 부지 위에
교육시설지역, 기숙사지역, 교수주거지역, 서비스
시설지역, 확장유보지역의 6개 지역을 조성하고
있다. 지원시설과 교육기본시설은 가장 큰 면적을
점유하고 있으며 캠퍼스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
다. 정문으로부터 교육지원시설, 교육기본시설의
순으로 배치하고 있다. 학생주거시설과 교수주거

표3 대학 시설의 확충기

구분 정책 조 직 마스터 플랜

확충기

- 교육개혁으로 대학시설의 확충
- 입학정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졸업정원제
시행
- 방송통신대학, 교육대학 수업연장
- 1주기 대학평가(1982- 1986)
- 2주기 대학평가(1988- 1992)

- 1980년대 초반부 교육시설국 건설담당관실을 건설관
실로 변경
- 1980년대 전반부 건설관, 외자사업관을 없애고 기구
를 축소하여 대학에 시설과장(4급 서기관 과장)을 신
설하고 교육시설국을 건축과, 기획과, 설비과, 외자과
조직 (국장: 이해경, 윤길상, 유영철, 행정직 국장)축소
조정

- 5개 대학(강릉, 안
동, 마산, 목포, 군산
대학)의 캠퍼스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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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각각 캠퍼스를 통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접
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주거의 사생활권을 확
보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군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이 운집한 부진입구 가
까이 배치하여 주민의 이용을 원할하게 하고 있
다. 또한 교육시설군과 능선으로 격리되어 있는
지역에 대규모 확장유보지역을 설치하기도 하였
다.

그림5 한국교원대 건물 배치도

지형의 흐름에 순응하여 건축가용지를 북동- 남
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축을 주축으로 하여 도서
관, 학생회관, 대학본부를 여기에 맞추어 배치함으
로써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45。, 90。, 135。의
부축을 설정하여 축에 맞추어 학문군 건물을 배치
함으로써 자연조건에 순응하고 있다. 이 건물 배
치 방법은 안동대학의 경험을 발전시킨 것으로 건
물군은 45。, 90。, 135。의 각을 이루며 건물로
위요된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건물군과 건물
군은 지형에 따라 축을 중시하며 배치되어 있다.
또 도서관, 학생회관 등의 중심시설을 중심지에
배치하여 학생의 접근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다.
대학의 사회적인 학문군 특성과 물리적인 공간이
일치되어 사회지역의 공간화를 이룬 계획이라 하
겠다. 서울대학, 충남대학, 안동대학의 경험의 장
점을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학문군의 인동
간격은 건물높이의 5- 6배로10) 계획함으로써 이론
적으로 동·서양의 광장의 크기에 벗어나게 계획
함으로써 공간의 생동감과 학생의 이동의 편리성
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기존
의 공간크기의 개념에 갈등하여 시야가 보다 잘

10) 임승빈은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학생 기호도 조사에서
건물로 위요된 공간의 폭을 건물 높이의 6- 7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임승빈, 환경심리 행태론, 보성문
화사, 1996. 2. 1, p211- 218

띄어지게 건물의 높이에 비하여 광장의 폭을 크게
함으로써 색다른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부 진입로는 원래 지역주민이 통행하던 애환이
서린 역사성이 있는 길이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지역주민과 학생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디자인 요소를 놓쳐버리고 이 길을 없애버림으로
써 지역주민의 반감을 사는 잘못된 계획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갈등/ 관리론적 이론에 입각하여 평가
하면 사회적 합의(consensus)라기 보다는 갈등
(conflict )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교육시설 안에
는 외부인이 통과하면 안된다는 일부 공무원의 안
일한 생각으로 주민의 젖줄을 끊어 놓는 실수를
저지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중앙집권
적 행정체제에서 공무원의 강력한 잘못된 힘이 계
획의 목적인 지역주민의 공동이익(public interest )
을 저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

이 계획을 추진한 기술공무원은 교육시설과장
윤길상과 담당건축사무관 최종률이다. 윤길상은
후에 부기감(부국장)으로 교원대학 건설본부장으
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윤길상의 온화하며 체계적
인 사업추진 능력과 최종률의 성실한 일 처리 능
력이 합하여 이루어낸 작품이다.

3 .4 발전기 (사례: 여수대 마스터플렌)
1990년대 중반은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를 위하

여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목표로 대학의 시설
을 확충하거나 이전하는 등 많은 발전을 거듭한
시기이다. 대학 평가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많은
대학이 외곽시설을 확충하였고 정보화를 위한 기
자재를 정비하였다.
여수대학은 1994년 마스터플렌을 조성하였는 데,
심한 경사가 있는 산 위에 건물을 배치한 특수한
경우이다. 산의 능선을 중심축으로하여 비교적 평
평한 부지 위에 교육기본시설을 배치하고 중심에
는 중앙광장을 두어서 활동의 집결지가 되게 하였
다. 산의 전면부에는 능선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교육지원시설을 배치하여 능선에 배치한 교육기본
시설에서 지원시설의 이용이 용이하게 하였다. 즉
경사진 곳이지만 중심성을 고려하여 지원시설을
배치하였다.

능선 후면부에는 운동시설을 배치하되 후문 가
까이 두어 지역 주민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또 숙박시설은 외부로부터 출입이 용이하고
교육기본시설과는 약간 거리를 두면서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있다. 대학본부는 외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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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접근이 용이하고 내부의 교육기능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정문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6 여수대학교 건물배치도

여수대학의 토지이용은 지형을 될 수 있으면
손상시키지 않고 경사면을 훌륭히 활용하여 계획
하고 있다. 이는 학문군, 지원시설군, 기숙사군의
사회적 공간의 배치요소를 물리적인 공간에 적절
히 배치함으로써 지형에 순응하고 기능을 충족시
키는 사회지역을 훌륭히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물의 배치는 학문군내의 내부친화력을 살리
기 위하여 외부 공간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한 개
의 외부공간은 다른 건물군의 외부 공간으로 연결
되어 외부공간의 연계성(spatial sequence)을 훌륭
히 소화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건물군의 배치는
서로 근접하여 학생의 보행시간이 15분을 넘지 않
도록 계획하고 있다.

여수대학의 마스터플렌은 문교부 기술조직의
계획 아이디어 제시가 그 근간이 되었다. 1993년
시설국장 보직은 없어지고 마스터플렌 관련 조직
은 하향 조정되어 교육시설과장(건축 서기관)이
그 업무를 모두 맡았다. 석진복이 교육시설과장에
보하여졌고 그는 여수대학의 마스터플렌 작성을
위하여 관련 사무관들을 규합하여 계획 아이디어
를 창출하는 임시 조직을 구성한다. 이 때 필자는
건축사무관으로 마스터플렌 작성에 참여하여 핵심
적 역할을 하였다.

3 .5 변화기 (사례 : 한국체육대학)
1990년대 후반은 IMF 경제시대로 국가 기반 시

설의 투자가 제한되었던 시기이다. 대학의 시설은

외곽시설에서 컴퓨터 등의 학습 기자재의 확충에
더욱 노력한 시기이다. 그러나 정보화 사업은 활
기를 띄어서 대학도서관의 정보화 사업, 학술 정
보의 데이터베이스, 대학 내 전산망 구축 등을 위
한 주요 장비가 구축되었다. 또한 대학원의 급격
한 확장은 대학 건물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연구중
심대학으로 분류되는 대학에서는 대학원 건물의
확충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대학
에서는 대학 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의 시설을
재정비하며 확충하는 대학도 많다.11)

교육부는 1998년 전국 국립대학의 마스터플렌
을 재정비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정
책을 각 대학에 하달하였다. 기존 캠퍼스 내에서
재배치계획을 통하여 필요한 학생수를 수용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한국체육대학은 마스터플렌을 재
정비한다.

그림7 한체대 건물배치계획도

1998년 한국체육대학은 마스터플렌을 조성하였
다. 부지의 중앙부분에는 대학본부, 강의실, 연구
동을 포함하는 대학본부 건물이 있어서 교육 연구
를 위한 지역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원시설에 근
접하여 학생의 이용이 편리하다.

오륜관, 승리관, 수영장, 체육과학관이 대학본부
동의 서쪽에 위치하며 학생의 실습활동을 돕고 있
는 등 그 기능별로 조닝(zonning)되어 있다. 부지
의 동쪽 편에는 기숙사 및 학생회관이 있어서 지
원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본부동 남쪽과 북쪽에 운
동장이 설치되어 있다.

11) 경기도 평택대학은 후발 대학으로 대학 평가를 위하
여 총력을 기울여 대학 건물의 신축에 박차를 가하고 설
비의 확충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 평택대학교, 자체평가연
구보고서, 평택대학교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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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 마스터플렌 形成의 時代的 變遷에 관한 硏究

건물의 배치는 국립올림픽경기장 단지 전체계
획을 고려하여 그의 동북쪽 코너 벽을 형성하며
경기장을 보호하는 형상으로 계획되어 있고 건물
은 남향을 우선하고 있고 주로 선형 건물이다.

한국체육대학의 시설담당관 서태진은 한국교육
시설학회의 연구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적은 규모
의 부지에 늘어나는 학생수를 고려하여 지극히 효
율적인 계획을 하도록 요구한다. 연구팀은 기존
건물을 재배치하여 극히 효율적인 실배치 계획을
이루고 교통로 상부의 공간을 활용하여 건물과 건
물을 연결시키면서 이 곳에 강의 공간을 설치하고
신속하게 걷는 통행로를 설치하여 거대한 H 자처
럼 보이는 마스터플렌을 극히 효율적으로 수립한
다. 이 새로운 마스터플렌은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순환의 편리성이 목표로 세워진 안이라 할 것이
다. 즉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모든
건물을 연결함으로써 보행 교통 시스템을 급하게
걷는 동선과 유유자적하며 걷는 동선으로 분리하
였다. 이 계획 방법은 서울대학, 충남대학, 안동대
학, 교원대학, 여수대학의 확대 일로의 접근방법에
갈등하여 캠퍼스 재배치를 통하여 적은 부지에 많
은 학생수를 수용한다는 취지를 살리고 있다. 기
존 모든 건물의 내부 칸막이 구조를 변경하여 학
생 점유율이 효율적이 되도록 재계획하고 교통로
상부에 건물을 설치하여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극
대화하고 모든 건물을 2층에서 연결시켜 교통체계
에 대한 변혁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효율성과 편리성에 대한 아이디어는 김
진균교수와 필자의 아이디어와 서태진 시설담당관
의 강력한 조정으로 정립되었다.12) 이 신종합발전
계획이라 명명한 마스터플렌은 교육부 고등교육시

12) 필자는 한국체육대학의 제1차 마스터플렌을 조성하는
데 참가하였다 .

설과장 황지현의 끈적끈적한 몇 차례 수정으로 확
정되었다. 이 시기의 교육부 시설업무를 위한 직
제는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무도 변화가 많았
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4. 결 어

대학의 마스터플렌의 조성은 그 당시의 정책적
인 방향과 담당 기술공무원 조직의 구조나 기술공
무원 개인의 소양에 따라 전승되거나 변모되기도
하는 데, 동일 종류의 활동을 담는 사회지역이 형
성되어 공간적 패턴을 구성하기도 하고 지역간의
갈등에 의하여 물리적 지역이 변천되어왔다.

광복 후부터 1970년 이전의 시기에는 대학의
캠퍼스가 종합발전계획이라 일컫는 마스터플렌에
의하여 형성되지 못하고 총·학장의 의지에 따라
적당히 배치되어 마스터플렌과 정반대의 계획 방
법인 부분적 점증주의 계획방식을 채택하고 있었
다. 그러나 이들 점증적 계획은 큰 의미에서 대학
학문의 기능에 따라 사회지역을 형성하면서 공간
적 패턴을 이루는 형식으로 발전되었다.

1960년 후반 서울대학의 이전이 구체화되자
1970년에 들어와서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마스터플
렌이 생성되기 시작하여 충남대학, 안동대학, 교원
대학 등 수많은 대학에서 형성되기에 이른다.
1990년대 후반에 교육부는 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
용을 위하여 마스터플렌의 재정비를 지시하게 되
고 여러 대학이 이를 따랐다.

이들 대학의 마스터플렌은 사회지역형성이론에
입각하여 학생의 활동과 그 범위, 기능의 분화, 조
직의 증대 등에 의하여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물리
적 공간을 이루는 형식으로 발달되었다. 또 기술
관리 공무원의 마스터플렌 접근 방법이 달라짐에

표4 대학 시설의 변화기

구분 정책 조직 마스터 플랜

변화기
(1990-
2001)

- 1991. 학과별 대학 평가인
증제도와 교육개혁평가제도
·교육시설의 질 향상
·정보화 사업으로 기자재의
대폭적인 확충
- 학생수의 감소로 학생 유치
작전의 생성
- 대학 규제 완화와 자율화

- 1990년대 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칭하면서 교육시설 관련 직제
를 축소 조정

- 95. 5월에 교육시설국을 없애고 대학정책실내에 대학시설지원
과와 지방교육지원국내의 지방교육시설과로 기술직공무원 인원
의 분산 배치

- 96년 7월에 다시 교육부직제가 개정되어 고등교육실내에 고
등교육시설과와 지방교육행정국내에 지방교육시설과로 시설업
무가 분리

- 98년 3월에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시설업무의 대 변화가 이
루어져 종전의 고등교육시설과와 지방교육시설과가 통합되어
교육환경개선국내에 교육시설과가 신설

- 99년 정부의 2차 구조조정에 따라 교육부 시설업무는 다시
재편되어 초·중등 시설업무는 교육자치지원국내에 학교시설환
경과에서 수행

- 2001년 교육부 시설업무는 재편되어 기획관리실 건설담당관
실이 주관

- 여수대학교 이전
- 한국체육대학의 제2차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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閔昶基

따라 합의보다는 갈등의 계획사조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1970년 초반 서울대학은 마스터플렌을 구축하
였는 데,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을 이용하여 중심
지원시설 지역, 학문계열군, 주거군으로 조성하고
동심원적 방사형과 섹터패턴을 혼합한 계획안을
구성하였다. 건물군마다 학문군의 성격을 부여하
여 사회지역이 물리적 패턴을 갖게되었다. 차관급
의 본부장을 위시한 거대한 조직이 마스터플렌의
조성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
였다.

1974년에는 대학특성화 사업의 발단으로 18개
대학의 51개학과가 특성화과로 지정된다. 대학의
특성화는 학생수의 확대와 교육시설의 확충을 초
래하였고 마스터플렌의 체계적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1974년 충남대학이 유성으로 캠퍼스를 이
전하게되고 기능별로 조닝하면서 건물의 배치는
서울대학의 계획기법에서 탈피하여 변화된 계획방
법으로 사각형 공간계획방법을 사용하여 네모난
광장형태 (squared space style)를 조성하고 있다.
이는 서울대학의 마스터플렌 형성에 대하여 부정
적 외부효과에 갈등하고 이를 수정하려는 갈등/ 관
리론에 입각하여 새로운 계획기법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 국가 경제가 발전하여 국민 소득
이 향상되자 대학 교육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
를 수용하기 위하여 졸업정원제, 전일제 수업이
시행되었다. 각 지방의 대학이 신설되거나 증설되
었는 데, 경북의 고등교육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안동대학이 설립되고 마스터플렌을 조성하게 된
다. 안동대학 마스터플렌은 충남대학의 사각 광장
배치 접근방법에 대하여 갈등하고, 기능별로 지역
화(zonning)되어 있는 건물군의 배치를 지형의 흐
름에 따라 축을 형성하는 보다 발전된 형태를 취
하고 있다.

1980년 중반부에는 자율화 바람에 발맞추어 대
학은 학사, 학생, 교과과정에 관하여 대학마다 자
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였고 시설정책에도 자율
화, 특성화, 다양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교원
대학은 초·중등교육을 관할하는 간부를 생산한다
는 목표아래 교원사관학교 식으로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담는 마스터플렌을 수립하였다. 교원대학
마스터플렌은 지형의 흐름에 순응하여 건축가용지
를 북동- 남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축을 주축으로
하고 자연조건에 순응하도록 부축을 설정하여 건

물을 배치하고 있다. 이는 서울대학과 안동대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계획방법으로의 복귀라 할 것
이다.

여수대학의 마스터플렌은 거친 산세를 극복하
고 지형에 순응하며 계획한 친 환경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토지이용은 지형을 손상시키지 않고
경사면을 훌륭히 활용하여 계획함으로써 토지이용
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다. 건물의 배치는 학문군
내의 내부친화력을 살리기 위하여 외부 공간을 중
심으로 배치하고 한 개의 외부공간은 다른 건물군
의 외부 공간으로 연결되는 외부공간의 연계성
(spatial sequence)을 고려한 계획을 구사하고 있
다

한국체육대학은 기존 건물을 재배치 계획하여
효율적인 실 배치 계획을 이루고 차량통행로 상
부의 공간을 활용하여 건물과 건물을 연결시키면
서 이 곳에 강의 공간을 설치함으로써 부지의 활
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H 자 형태의 건물 배
치를 이루고 있다. 이 계획 방법은 기존학교의 계
획방법에 갈등하여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대안
인데, 모든 건물을 연결함으로써 보행 교통 시스
템을 급하게 걷는 동선과 유유자적하며 걷는 동선
으로 분리하는 순환동선을 중시한 계획(transpor
- tation system oriented planning approach)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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