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1)

대학의 광장은 대부분 건물로 위요되어 있어서
공간감을 표출하고 보행자의 활동과 행태에 영향
을 미쳐서 보행자가 운집하게 한다. 이러한 광장
은 대학의 육표(land mark)로써 역할을 하며 학
생, 지역주민, 방문객의 즐겨 찾는 광장이 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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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광장은 공간의 벽 역할을 하는 건물의 화사드,

광장 바닥으로써 조경요소, 광장 지붕 격인 건물
의 지붕 등에 대한 계획의 수법이 시대에 따라 변
모하며,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디자인의
요소가 발전하기도 후퇴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광장을 논하면서 광장에서의 보행자
의 활동을 기술하지 못하여 광장에서의 보행자의
활동과 행태를 분석하지 않고 광장의 시각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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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 his paper is to evaluate an open space on university campuses enclosed w ithin building s , w ith respect

to building elevation a w all of an open space including outer w all m aterials and w indow form s and an
open space itself. It uses case study methods to periodically know specific details about open spaces and
surrounding building s elev ation . It w as found, at fir st , that it w as emphasized vertical element s on w indow
fr ames as w ell as building element s in an era of the 1910 s to the 1930 s . It , how ever , w as changed into
emphasizing on horizontal features in the era of the 1960 s to the 1970 s . Meanw hile the period fr om the
1940 s to the 1950 s w as a turning point . T he horizontal s tyle w as continued until the 1980s and the style
w as changed into various style mixed w ith various types .

Secondly , an open space w as recognized as a valuable design criter ia for a construction of buildings in
the 1930s to the 1970s . It w as , how ever , a forgotten criteria during the late 1970 s and the 1980 s because
of short age of the construction budget of the g overnment . In the 1990 s , the import ance of open space
design reappeared on the design of a block plan .

T hirdly , a design style of an open space w as authorit arianism using symmetrical and m agnificent style
in the 1910 s to the 1930 s . T he time of 1945 to the 1950 s w as a turning point fr om authorit ar ianism to an
idea of efficiency . In the 1960 s and the 1970s , an idea of efficiency emphasizing their functions w as
prevalent to the design of buildings and open spaces and this trend w as continued until the 1980 s . A

rom anticism w as realized on the design of an open space and surr ounded building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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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
다. 이 문제는 후속 연구에 일임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시대에 따라 대표성이 있는 건물을
선택하여 그 당시의 광장의 양태를 살펴보는 사례
연구(case study)방법을 선택한다. 이 연구 방법
채택의 타당성은 첫째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시설
행정은 해방 후 지난 50여 년 간 중앙집권적 체제
이었기 때문에 한 시기에 여러 대학 디자인 요소
가 거의 같다는 것이다. 한 두개의 공간 디자인
요소의 설명으로도 그 시대의 다른 캠퍼스의 공간
디자인 요소를 설명함이 가능하여 짐으로써 사례
의 일반화가 이루어진다. 둘째, 당시의 사회·경제
적인 요인에 의하여 디자인의 풍조는 영향을 받는
데, 이 들 영향 변수를 살펴보아 대학 캠퍼스의
광장 디자인 요소를 점검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비록 몇 개의 사례 연구이지만 우리나라 대학 캠
퍼스의 디자인 사조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본 연구와 같이 현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연구는
수많은 사례를 조사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
보다 몇 개의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시대적 변천에 따른 광장의 변화를 보
다 훌륭히 설명할 수 있다.1) 그러므로 몇 개의 사
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광장에 대
한 디자인 기법의 일반적 변천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인 연세대학 캠퍼스를 포함
하고 국립대학 캠퍼스를 주로 하여 캠퍼스 광장에
대하여 그 모양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알아보
기 위하여 광장의 크기, 광장의 건물 입면과 건물
의 매스(mass ), 광장의 바닥, 광장 건물의 지붕,
건물의 평면구조의 변천을 연대별로 살펴보고 그
조성 원인을 밝혀내고 부합되는 광장 계획의 이념
을 알아냄을 목적으로 한다. 연세대학 연희관과
본관 주변 캠퍼스 광장는 1930년대의 우리나라 캠
퍼스 광장의 대표적인 사례이었으므로 국립대학의
캠퍼스 광장의 양식을 추가적으로 대표성을 부여
하기에 타당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들 대학 캠퍼
스 광장은 건물로 위요되어 공간감을 나타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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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데, 보행자에게 광장을 위요하는 건물 입면과
건물의 매스(mass)는 광장의 벽으로 인식되어지
고, 광장 건물의 지붕은 광장의 지붕 역할을 수행
하며, 광장의 바닥과 건물의 평면구조가 보행자의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 요소를 설명함으
로써 대학 캠퍼스 광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사회적인 형편과 교육 정책이
변화되면서 시대적 변천에 따라 대학 캠퍼스의 계
획은 영향을 받는다. 대학의 광장은 시대적으로
광장의 크기, 광장 건물의 입면 형태, 건물의 크기
(Mass), 광장의 바닥, 광장 건물의 지붕, 건물의
평면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 영향 때문에 시대
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가설이다.
본 연구는 공간 디자인에 대한 시각 경험을 바탕
으로 시대적으로 변화를 분석하여 연구 가설을 입
증하려 한다. 캠퍼스 광장의 시대적 변천은 해방
이전의 암흑기, 1940년대- 1960년대의 여명기, 1970
년대 확충전반기, 1980년대의 확충후반기, 1990년
대의 발전기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1930년 이전
은 암흑기라 분류되었는데 고딕 또는 르네상스식
의 고전적인 방법으로 특수한 건축물을 구축하던
시기임으로 캠퍼스 광장의 시대적 변천의 한 시기
로 구별할 수 있다. 1940년대부터 1960년대는 대
학 캠퍼스 광장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고 건물
의 신축 및 보·개수사업이 청사진적 계획이 없이
부분적 점증주의적 방법으로 건축물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한 시대로 분류할 수있다. 1970년대는 서
울대학, 서울교육대학의 신캠퍼스 조성 사업과 실
험대학의 발족으로 인하여 청사진적인 캠퍼스가
조성된 시기임으로 또 다른 변천의 시기로 구별할
수 있다. 1980년대는 1970년대에 이어서 대학 특
성화 정책과 졸업정원제 정책으로 인하여 대학의
캠퍼스가 대폭 확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캠퍼스
광장의 변천의 한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1990년
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기는 대학평가 인증제와
교육개혁평가제도가 발효되고 대학규제의 완화와
자율화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다른
시기와 구별할 수 있다.

3. 대학 캠퍼스의 광장 양태의 시대적 변천

3 .1. 암흑기 (19 10년대- 1930년대)
이 시기는 일제시대 전반기로 조선 총독부 청

사를 비롯하여 각종 공공 건물이 세워졌으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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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에는 일본 대재벌들의 침투로 상가와 사무소
들이 지어졌다.2) 본 연구는 1908년에 건립되어 현
재 한국 방송통신 대학으로 사용하는 서울대학의
구 공업 전습소 건물, 1910년에 건립된 구 서울대
학 본관, 1930년에 건립된 연세 대학의 연희관을
조사대상으로 입면, 외벽재료, 건물의 지붕, 공간
의 바닥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 두 건물을 사례로
택함은 이시기를 대표하는 르네상스식의 정형적이
고 대칭적 건축물이며 현존하는 대표적 건물이기
때문이다.

3.1.1 건물의 입면
이 당시의 건물의 입면은 대부분 건물의 창호

가 세로로 세워진 직육면체 형상을 하고 있다.
수직성을 강조하는 구조로 상승감을 표현하고 있
다. 건물 진입구는 아치를 틀어서 부드러움을 연
출하며 입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서울대학 본관의 창호와 입구 부분은 소성 벽
돌이 2- 3겹으로 접힌 아치형 형태로 깊이가 있어
보이고 정교하며 아름답다.

당시의 건물은 좌우가 대칭이고 중앙의 입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좌우와는 다른 구조를 택하
고 있다. 또 건물의 폭과 깊이 및 높이에 인간적
척도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구
서울대 본관의 경우,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로 각
각 2개교실과 마구리 면에 3개 교실이 배치되고,
모두 3개 층으로 구성되어 교육활동 상 쾌적한 크
기가 되어서 인간적 척도를 적용하고 있다할 수
있다. 연희관은 마구리 벽면, 건물 몸체 벽면, 중
앙 계단 실 벽체가 1 대 1 대 1의 비율로 구성되
어 있고 중앙의 출입구로 사용하는 부분은 중세
성곽의 모양의 이형구조로 돌출시켜 수직으로 상
승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되고 비
례가 정확한 안정성이 있는 건물이다.

벽면의 재료는 목재, 소성벽돌, 대리석 등을 사
용하였다. 구 공업 전습소 건물은 목재를 사용하
였지만 단아한 대리석과 같은 느낌을 자아내며,

2) 이 당시에 지어진 건축물은 조선총독부청사 (서울,
1916- 1926)로 돔을 이용한 르네상스식 건물로 철거된 국
립중앙박물관, 경성 부청 (서울, 1925- 1926)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서울시청으로 사용, 경성 역사 (서울 , 1922- 1925)
르네상스식 건물로 서울역으로 사용 , 보성전문학교 (서울,
1833- 1937) 고딕양식 건물로 고려대 본관으로 사용, 화신
백화점 (서울, 1937) 근대 합리주의 (박길용 설계 ), 경성제대
본관(서울, 1931)문예진흥원으로 사용, 조선은행 (서울,
1908- 1912, 르네상스식으로 한국은행으로 사용하였던 건
물이 있다 . (h ttp :/ / cad .cis .sc .kt/ 노상권/ 건축계획사이/ ch asi
/ five .htm )

목재 문양은 예술성이 듬뿍 들어 있는 건물이다.
구 서울대 본관은 표면이 가지런한 소성 벽돌벽으
로 단아한 느낌을 준다. 연세대학의 연희관은 석
조 건물 위에 담쟁이 넝쿨이 만연하여 고색 창연
한 기분을 자아내고 있다.

건물의 지붕은 그 물매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
어서 주변공간을 보다 공간감이 있게 한다. 연희
관의 지붕의 형태는 30% 정도로 기울어져 있고
좌우대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의 창으로 다
양성을 더하고 있다. 지붕은 광장 쪽으로 물매가
있고 지붕의 중간부분에서 쪽창이 열려져 있는 구
조로 계획되어져 있다.

그림1 구서울대 본관 그림2 연대 연희관 전경

3.1.2 광장
연세대학 연희관 앞의 광장은 이 시기의 건물

로 위요된 공간 형태를 대표하고 있다. 공간의 서
쪽은 유업경 기념관, 동쪽은 종합관, 북쪽은 연희
관, 남쪽은 본관이 위치하며 광장을 위요하고 있
다. 광장의 폭은 위요된 건물의 높이에 비하여 4
배 정도로 큰 편이다. 또한 공간의 바닥은 높이의
차이가 있고 밀실한 조경으로 인하여 생동감있는
광장이 되고 있다. 이 조경 상태는 학생의 발길이
머물고 있어서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공간의 바닥은 세 개의 단차로 위계를 이루고
있으며 계단으로 서로를 연결하고 있다. 또 이 계
단은 자체적으로 하나의 공간이 되기도 하여 앉아
머물거나 담소하는 사람을 유인하고 있다. 건물의
주 출입구가 광장으로 향하고 있어서 학생활동을
더욱 생동감있게 하고 있고, 평면의 구조는 H자형
구조이며 반 중복도 형으로 좌우 끝 부분에 계단
실이 있다.

이 당시의 대학 건물의 창호, 지붕, 외벽재료에
부유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르네상스식의 복고
풍으로 부유한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장엄
함도 갖추고 있다. 평면의 구조도 인공 난방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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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실현하여 반 중복도 형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건물의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
로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50 이하로 궁핍한 시기
이었지만 사회적으로 기념비적인 건물을 건축하여
야 한다는 소명으로 설계와 시공에 심혈을 기울였
다고 보여진다.

이 당시 계획의 이념은 권위주의 계획 범주3)에
서 설명할 수 있다. 건물의 배치와 구조는 총장과
이사진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수직성을 강조
하며 정돈을 의미하는 대칭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을 이끌며 계도하는 학교 당국을 표현하였다
고 할 것이다. 이러한 건물구조는 부유한 광장의
조성과 조경요소의 창출 등 긍정적인 외부효과4)

를 표출하고 있다.

3 .2 . 여명기 (1945년 - 1950년대)
구 서울공과대학의 건물로 지어졌고 현재 서울

산업대학이 사용하는 본관, 산업 디자인관, 토목관
은 국립대학 건물로써 남아 있는 몇 개되지 않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건물이다.

3.2.1 건물의 입면
당시의 입면의 창호구조는 세로 방향이 가로방

향보다 길어서 상승감을 나타내고 있고 중심부의
시계탑이 건물과 캠퍼스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토목관 창호의 형태는 세로로 된 직사각형으로 폭
과 높이의 비례가 1 대 1.4 정도로 수직적인 개념
을 가지고 있다. 현관 부분은 건물 벽의 높이 보
다 2배 정도의 시계탑이 위로 긴 창호를 소유하며
위치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개념을 더
하고 있다. 교육에 필요한 수월성의 개념이 상승

3) 양동양, 도시·주거 단지계획 , 기문당, 1994, pp 15
4) 권위을 나타내는 건물을 보이게 하기위하여 녹지 및
광장을 부유하게 설치한 것이다 . Cox , K . R ., Conflict ,
Pow er , and Polit ic s in the City : A Geog raphic View ,
New york : Mcgr aw Hill, 1973의 설명을 응용한다 .

하는 건물 구조로 훌륭히 표현되었다할 것이다.
돌출 아케이드 형식으로 된 주 출입구는 구 서

울대학 본관의 출입구와 비슷하여 이 시기의 건축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건물의 구조는 출입구의
이형구조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symmetrical)이
다. 산업대학의 토목관의 경우 실험동이 마구리
방향으로 좌우 양쪽에 있으며 가운데는 토목본관
이 길이방향으로 건축되어 있는 데 좌측, 중간, 우
측의 비율은 1 대 2 대 1로 조성되어 있다.

이 시기의 벽면의 재료는 조적조 위 타일 또는
몰탈 바르기 위 페인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산
업대학의 토목관은 몰탈 위 페인트로 색상은 아이
보리색이며 지붕은 적갈색으로 인조 스레이트로
구축되어 있다. 지붕의 물매는 35도 각을 형성하
며 길이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어서 건물의 방향성
을 제시하고 있다. 건물의 평면은 중복도와 편복
도를 겸하고 있어서 암흑기의 계획방법이 계속하
여 이어지고 있다.

이 당시의 건축물은 외견상 암흑기의 건물에
비하여 디자인의 방법은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없지만 한 개 건물의 크기는 대폭 확대되었고 외
벽재료의 질은 하향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해방 전후의 시기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 교육의 수요와 이에 따른 교육시설의 수요는
많지 않았지만,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67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여서 암흑기의 부유한 디
자인 요소와 외벽 재료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
었기 때문일 것이다.

3.2.2 광장
이 당시의 광장은 완전히 위요된 잔디 광장으

로 중정을 이루고 있다. 중정의 크기는 건물높이
의 1.5- 2배 정도이며 약간 위요되어 용기 안에 있
는 듯한 기분을 자아낸다. 산업대학 본관은 한정
된 대학 부지에 증가된 학생을 수용하려다 보니

그림3 산업대 본관 그림4 산업대 본관 배치도 그림5 산업대 토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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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요된 건물의 높이에 대한 광장의 폭의 비율이 2
배 정도로 비교적 적다. 산업디자인관의 광장은

자형의 건물구조와 경사도 30도를 넘는 지붕구
조로 인하여 전통적인 안마당의 느낌을 주고 있
다.

당시의 건물과 건물은 붙어서 위치하면서 실내
복도로 연결되고 광장 주변 건물은 광장쪽으로 출
입구가 있는 구조이다. 산업대학 본관의 구조는
동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빠른 이동이 가능하여 순
환의 편리성이 확보되어 있다. 공간의 바닥은 평
지로 조성하여 여러 활동이 여러 모양으로 변화하
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건물의 평
면은 중복도형과 편 복도형으로 조성되어있고 건
물과 건물이 계속하여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 시기의 계획의 사조는 암흑기의 권위주의
계획에 갈등하여 학생 개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
여 건물과 공간의 기능을 중시하는 기능주의 사상
을 기반으로 참다운 교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용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아 효용주의5)

계획으로 옮아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권위
주의와 효용주의적 디자인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
다. 창호에 수직 개념을 사용하는 등 아직도 권위
주의 계획 이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
지만 건물 전체로 보아서는 길고 낮게 조성되어
수평적인 개념을 중시하고 있음도 또한 알 수 있
다. 평면의 형태도 편 복도형과 중복도형이 혼합
된 형태를 취하고 있음도 과도기의 현상이라 짐작
할 수 있다.

3 .3 확충전반기(1960대 및 70년대)
이 시기는 대학 건물의 확충시기로 많은 건물

이 출현한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물은 1962년
건립되었고 현재 방송통신대학의 연구동으로 사용
하는 건물을 위시하여 1970년대에는 연세대학의

5) 양동양, 도시·주거단지 계획, 기문당 , 1994, p 15

중앙로 좌우에 대칭으로 건립된 도서관과 학생회
관, 한경대학(전 안성산업대학)의 본관 및 후관,
서울대학의 아크로폴리스 광장 주변의 건물, 서울
교육대학의 분수광장 주변건물 및 한국식 정원 주
변 건물 등 역사성의 이유로 보존되어 있는 것들
이다. 이 시기는 서울대학과 서울교육대학의 캠퍼
스 이전과 한경대학 등의 기존 캠퍼스에서의 증축
으로 구별할 수 있어서 위의 건물들은 이 시기를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다.

3.3.1 건물의 입면
이 시기의 건물은 대개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

고 있다. 방송통신대학의 연구동의 경우 건물의
모양이 약간 수직성이 있는 건물이지만 개방성이
큰 수평적인 창으로 인하여 수평성도 느낄 수
있다. 연세대학의 백양로 공간 중심으로 좌·우에
도서관과 학생회관이 배치되어 있는 데, 도서관은
화강석 마감 건물로 수직적 구조이어서 장엄하고
중후한 감을 자아내어 남성적이라 한다면, 학생회
관은 스크린 형상으로 돌출된 콘크리트 구조가 수
평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단아하고 정교하며 안온
하고 여성적인 기분을 자아낸다.

서울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의 햇빛 뜨락에는
서쪽 방향에서 수평성이 강한 2층 건물이 공간을
위요하고 있고 동쪽에는 수평성이 있는 4층 구조
의 본관건물 3, 4층 부분이 위요하고 있어서 햇빛
이 뜨락에 가득한 듯한 아늑한 광장을 창출하고
있다. 건물의 외부 형태는 상자를 겹쳐 놓은 형태
이며 밝은 회색으로 도포되어 있다.

이 시기의 벽면의 재료는 몰탈 위 페인트 바르
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방송통신대학의 연구동,
순천대학의 박물관 등이 몰탈 위 페인트 바르기를
사용하고 있는 데, 이 시기의 강의실은 주로 이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중심성을 요구하
는 도서관, 학생회관, 본관 등은 대리석과 같은 비
싼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표1 여명기의 주요시설 정책

구분 정책 주요시설 정책

여명기
(194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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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건물을 이용하여 대학, 전문대학으로 승
격되곤하여 대학 시설의 변화가 거의 없음

1950년대
(제2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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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RA, UNISOM , AID, APEC, CAP 외국자
본 차관사업으로 일부 건물의 신축 및 보·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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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대학 건물의 형태는 40- 50m 정도로
길고 창호의 모양은 가로가 세로보다 큰 형태이어
서 수평성을 표출하고 있다. 이 당시의 대학 강의
실은 40- 60명 학생을 67.5㎡ 교실에 수용하여 지
식 전달 위주의 일제식 교육이 성행하였다. 제한
된 면적에서 많은 학생을 수용하다보니 환기가 중
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를 위하여는 개폐가 용
이한 미닫이창으로 전환이 필요하였다. 이런 상황
에서 창호의 수평성이 요구되었고 건물의 수평성
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시기의 지붕 형태는 평스라브로 대개 지붕을
설치하지 않았다. 국가의 적은 예산으로 많은 건
물을 건축하다 보니 지붕의 설치는 예산 상 큰 부
담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여명기에는 지붕설
치로 광장에 좋은 공간감을 조성하였다면, 이 시
기에는 지붕이 없음으로 인하여 광장의 공간감이
많이 축소되는 때라 할 것이다.

이 당시의 경제구조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 총생산이 1970년 $249에서 1980년 $1,598불
에 이르기까지 6.4배나 증가하는 쾌속의 경제 성
장 구조이었다. 대학 정책은 대학마다 특성화를
추진하였고 몇 개의 대학이 캠퍼스를 이전하는 등
양적으로 확장을 거듭한다. 이런 상황에서 적은
부지에 많은 양의 건축물이 필요함에 따라 신축되
는 건축물은 대부분 수평성을 강조하며 가까운 거

리에 운집하여 건물 군을 이루었다.
표2 경제지표(1970년- 1980년)

구분 단위 1980 1978 1976 1974 1972 1970 1953

국내총생산
(GDP )

10억
달러 62 .2 52 .0 28.9 18 .8 10 .6 8 .0

1인당국민
총소득

미
달러 1,598 1,399 799 540 316 249 67

국내
총투자율 % 32.2 32 .8 26.8 32 .1 21.3 24 .9

투자재원
자립도 % 75.7 93 .2 93.6 67 .2 80 .5 71.5

GDP디스
플레이터

1995
=100 32 .9 22 .1 15.3 9 .8 6 .5 4 .8 1.29

출처 : 통계청 GNI GDP 등 주요지표
http://www.nso.go.kr/cgi- bin/sws_999.cgi

3.3.2 광장
이 시기 광장의 크기는 위요된 건물 높이의

2- 3배 정도로 적절하였고 광장믄 활성화(vivid)된
느낌이 있다. 서울대학의 아크로폴리스 광장은 계
단과 화단이 적당한 경사를 이루며 계획되어 있어
서 보행자가 앉아서 담소할 수 있어서 학생의 운
집이 많은 장소이다. 서울교육대학의 연구동은 광
장의 바닥을 포석정과 흡사한 형태로 연결성이 있
는 적은 규모의 인공 연못을 배치하여 볼거리를
조성하고 있어서 보행자의 발길을 머물게 하고 있
다. 광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던 이 시기는 건물
높이에 비하여 광장의 폭이 2배 정도로 보행자로

그림6 연대 도서관 전경 그림7 연대 학생회관 그림8 서울교대 햇빛뜨락

표3 1960년- 1970년대 대학 시설 정책

구분 정 책 마스터 플랜

1960년대
(대학정비기)
5.16군사 정변 이후

제3공화국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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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건물의 개·보수 시행.
- 약간의 신축을 대학에서 시행
- 축소지향의 시기여서 시설확충이 거의 없었음

태동기 전반부
(1970-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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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이전
(페리의 근린주구이론과 동심원이론 적용)
- 서울교육대학의 이전

태동기 후반부
(1975- 1980)

- 1974. 대학특성화(18개 대학, 51개 학과)
- 1979. 전문대학(2년제) 발족 - 충남대학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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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안온한 공간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평면
의 형태는 향을 중시하여 편 복도 형태를 조성하
고 있다.

이 시기의 계획의 사조는 건물과 공간의 기능
을 중시하는 효용주의 계획이라 할 것이다. 권위
주의 계획의 대칭과 장엄함보다는 수평적 구조로
부드러움과 기능성을 더 중시하는 계획이기 때문
이다. 입면도 그리 화려하지 않고 실용적인 창호
구조와 재료를 사용하여 기능을 중시하고 있고 평
면 형태로 채광의 효용성을 위하여 편 복도를 우
선하고 있다. 팽창하는 경제 구조와 교육 시설의
수요 속에서 실용적이고 효용성을 강조하는 계획
의 사조가 출현한 것이다.

3 .4 확충후반기(1980년대)
이 시기를 설명할 수 있는 건물로 안동대학의

인문학관, 학생회관, 대학본관, 한국교원대학의 주
진입 교통광장의 주변에 있는 본부, 교원문화관,
도서관, 학생회관을 들 수 있다. 졸업 정원제로 인
한 증가된 학생수를 수용하기 위하여 안동대학,
창원대학, 군산대학, 목포대학, 강릉대학의 5개 대
학과 교원대학의 이전이 1980년대의 주된 시설 투
자사업이었으므로 이 들 대학의 주된 건물은 이
시기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이라 할 것
이다.

3.4.1 건물의 입면
이 시기에 광장의 벽을 형성하는 건물의 입면

은 지원시설인 경우는 수직성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고 외벽재료는 타일과 치장벽돌이며 지붕은 평
스라브 구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치장벽돌은 그
의 적갈색 색상이 녹지의 녹색과 대비를 이루며
조화되고 유지관리비가 적게 소요되어 선호되었
다. 안동대학의 학생회관은 전면 유리로 된 두 개
의 건물이 대칭으로 서 있으며 45도 틀어서 배치
한 이들 건물을 오버브리지(overbridge)로 연결시
키면서 아치형의 입구로 디자인하고 있다. 건물의
외벽 재료는 타일을 사용하고 창호의 구조는 전면
창(all glass)을 이루고 있으며 지붕은 평 스라브
로 구축되어 있고 전면 계단과 어우러져 부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 시기까지의 설계자
선정 방식은 수의 계약 형식이 대다수인 데, 정부
의 한정된 예산으로 설계비를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하여 능력이 많은 설계자가 대학 건물 설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다.
한국교원대학의 본관은 수평적인 구조를 아래

로 길게 깔고 그 위에 수직적으로 높게 발달된 건
물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개념
을 갖고 있으며 위엄성이 있어 보여서 대학 본부
건물의 이미지를 훌륭히 표현하고 있다. 외벽의
재료는 타일을 사용하고 창호의 구조는 세로로 긴
창이다.

표4 1980년대 교육시설 정책

구분 정책 중요
시설정책

확충기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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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대학
(강릉, 안동,
마산, 목포,
군산대학)의
캠퍼스 신축

이시기는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의 괄목
할 만한 성장이 있던 시기이다. 특히 올림픽 경기
로 인하여 경제의 활성화는 박차가 가하여졌다.
또한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개혁, 졸업정원
제, 교육대학의 수업 연장, 대학 평가 등의 커다란
교육정책의 시행으로 교육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은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경제·교육적 배경으로 말
미암아 건물의 외관은 구축하기 용이하여 수평성
이 강조되고 관리가 편리한 재료를 채택하여 외벽
에 치장 벽돌을 사용하는 건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표5 1980년대 경제 지표

구분 단위 1990 1988 1986 1984 1982 1980

국내총생산
(GDP ) 10억달러 252.5 180 .8 107 .6 90 .6 74.4 62 .2

1인당국민
총소득 미 달러 5,886 4,268 2,550 2,190 1,847 1,598

국내
총투자율 % 37.6 31.2 29 .4 30 .7 29.0 32 .2

투자재원
자립도 % 99.7 129 .9 119 .0 100 .8 87.6 75 .7

GDP디스
플레이터 1995=100 67.9 58 .0 51.0 46 .4 41.5 32 .9

출처 : 통계청 GNI GDP 등 주요지표

http://www.nso.go.kr/cgi- bin/sws_999.cgi

3.4.2 광장
이 시기의 광장은 보편적으로 위요된 건물에

비하여 그의 폭이 크게 계획되어 있다. 교원대학
의 중앙 교통광장은 본관, 교원문화관, 학생회관,
도서관으로 둘려 있는 데 건물로 위요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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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약하고 공간감을 느끼지 못하여 그 곳에서
학생의 활동이 활성화된 광장은 아닌 듯하다. 건
물의 높이에 비하여 광장의 폭은 7배를 넘고 있어
서 광장임을 인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
나 도로가 원형의 잔디 광장을 두르며 발달되어
있어서 넓고 탁 트인 감을 갖게 하는 광장이다.

이는 학생의 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광활한 대
학 부지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에서 도출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건물로 위요된 공간감은
부족하나 시야가 쉬원스럽게 뚫리어 있어서 교통
의 흐름 면에서는 쾌적하다 할 것이다.

이 당시의 대부분의 건물의 평면의 형태는 적
은 부지에 많은 건축면적을 확보하기에 용이한 중
복도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 중복도 형태에 체육
관, 강당 등의 대형의 평면 구조가 복합되어있는
형태도 여럿 있다. 이는 부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
하여 평면의 복합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
다.

이 시기는 1970년대의 효용주의 계획이 계속
이어졌다. 건물의 기능에 따라 본부 동은 장엄함
을 갖춘 디자인이 구사되기도 하고 교사 동은 부
드럽고 안온한 기분을 자아내는 디자인이 되기도
하였다. 효용주의 건축 형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데, 이 시기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
기 위한 대량의 건물이 한정된 시간 내에 건축되
었기 때문이다.

3 .5 발전기 (1990년대)
이시기의 대표적 건물로 한경대학 공과대학 건

물과 서울 산업대학 건설관을 들 수 있다. 대학
평가로 인한 대학 건축물의 가치 향상과 대학의
자율화로 인하여 현상설계 제도에 의한 건물이 속
출하여 디자인의 내용이 한층 다양하고 질이 향상
되었던 시기인 만큼 현상설계로 인한 두 건물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3.5.1 건물의 입면
이 시기 건물의 입면은 개개가 특징이 있는 다

양성이 내재되어 있다. 한경대학 제1·2공학관의
창호는 현관 부분이 전면 창호, 교실부분은 가로
방향으로 큰 창호 구조, 마구리 부분은 세로방향
으로 크지만 규모가 적은 창호로 분류되어 다양함
을 나타내고 있다. 외벽은 치장벽돌로 옅은 적갈
색이며 지붕은 평 지붕이다. 건물과 건물이 연결
복도로 연결되어 있어서 학생의 이동이 용이할 뿐
아니라 공간의 위요감이 커진다.

서울산업대학 건설관은 기존 건물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조형성을 살린 작품으로 자형 건물로
건축관련학과를 담고 있으며 디자인의 특성이 있
는 건물이다. 디자인의 개념은 활시위를 당긴 듯
하여 원을 그리다가 대각선 방향으로 뻗는 선과
또 다른 원형의 선이 합하여져 힘의 균형을 이루
는 형상이다. 외벽의 재질은 드라이비트이고 밝은
아이보리색을 사용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 시기의 건물은 암흑기의 몇몇 건물보다 더
부유한 디자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재료도 대리
석, 타일, 드라이비트 등 다양하다. 이는 올림픽을
계기로 국부가 이루어지고 대학 평가로 인하여 건
물과 캠퍼스의 아름다움 자체를 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현상 설계 경
기제도의 도입으로 아름다움이 있는 작품이 선정
되었기 때문이다.

대학의 분위기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
학의 평가인증제도, 대학의 자율화 등의 정책으로
창의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 상황도 IMF시기(1997- 1998
년)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의 건물도 다
양하고 창의성이 돋보이는 건물이 속출하였다.

그림 9 안동대 학생회관 그림10 교원대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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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1990년대 경제지표

구분 단위 2000 1998 1996 1995 1994 1992 1990

국내총생
산 (GDP )

10억
달러 457 .4 317 .7 520 .0 489 .4 402.4 314 .7 252.5

1인당국
민총소득

미
달러 9,628 6,723 11,380 10 .823 8,998 7,183 5,886

국내
총투자율 % 28.8 21.3 38 .1 37 .3 36.5 37 .3 37.6

투자재원
자립도 % 112 .1 159 .3 88 .7 95 .1 97.4 97 .7 99.7

GDP디스
플레이터

1995
=100 108 .6 112 .6 103 .9 100 .0 93.3 81.0 67.9

출처 : 통계청 GNI GDP 등 주요지표
http://www.nso.go.kr/cgi- bin/sws_999.cgi

3.5.2 광장
당시의 광장은 공간 형성이 조화로와서 생동감

이 있고 광장 내부의 조경 요인도 다양하다. 한경
대학의 제1·2공학관으로 위요되어 있는 광장의
바닥에는 세 개의 인공동산이 중정 바닥에 수목,
돌, 잔디와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목조 파고라 등
의 구조물 및 축조물이 다양하고 학생 동선의 방
향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광장의 폭은 건물
높이의 2.5배 정도이어서 아늑하고 생동감이 넘치
는 곳이다.

서울산업대학 건설관의 광장 계획은 열주가 2
열로 원을 이루며 서 있어서 광장의 랜드 마크로
작용하며 여가를 즐기는 학생의 활동을 지원함으
로써 광장에 생동감을 더하여 부유한 공간을 창출
하고 있으며 광장의 폭은 건물 높이의 2.5배 정도

로 아늑한 느낌을 준다.
이 시기 계획가는 건물로 위요된 광장에 대하

여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서 1930년대에 있었던
광장의 개념이 되살아 보다 승화된 느낌이다. 이
는 현상설계 경기 제도가 만들어낸 결과라 할 것
이다. 건물의 설계에서 차등성을 나타내기 힘이
들어 광장의 디자인으로 차별성을 나타내고자 하
는 데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예산의
뒷받침도 있어서 광장의 디자인이 공사 현실로 실
현되었다.

이 시기의 계획의 사조는 낭만주의 계획 방법6)

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권위주위, 효용주
위 계획의 결함을 보완하면서 캠퍼스 광장을 보다
미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계획 방법을 사용하고 있
기 때문이다. 본관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권위가
있게 하고 강의실 동은 학생의 교육 기능을 위하
여 부드럽고 안온한 기분을 느끼게 하면서도 효용
성이 있게 계획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안정
된 구조에서 이러한 계획의 사조가 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결 론

대학 캠퍼스의 광장은 광장의 벽을 형성하고
있는 입면, 광장의 지붕을 나타내는 건물의 지붕,
광장의 바닥인 조경의 상태에 의하여 주로 설명되
어진다. 또 위요된 건물의 평면의 구조와도 무관

6) 양동양, 도시·주거단지 계획, 기문당, 1994, p16

표6 1990년대 주요 교육시설 정책

구분 정책 주요시설 정책

변화기
(199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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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대학교 이전
- 전국대학의 종합발전계획 재수립

그림11 한경대 공학관 그림12 산업대 건설관 배치 그림13 산업대 건설관 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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閔昶基

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건물 입면, 외벽재료, 지붕, 평면의 변천과 시대에
따른 계획 사조를 알아내었다.

4 .1 건물의 입면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건물과 광장의 디자인 방법이 변천되었다. 1910년
대는 대부분 건물의 창호가 세로로 세워진 육면체
형상을 하고 있어서 수직성을 강조하는 구조로 상
승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입면 계획의 패턴
은 1960년대 이전까지 계속되다가 1960년대 1970
년대에 교육시설의 양이 증가됨에 따라 교육의 자
율성과 안온함이 요구되자 수평적인 구조로 변모
되었다. 이는 학생수 증가로 인하여 많은 교실이
필요하였지만 충분한 예산이 공급되지 못함으로
교사 건축비를 축소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이다. 또
한 한정된 교실에 증가된 학생수를 수용하다 보니
환기가 중요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로 인하여 교실
의 창호 구조는 개폐가 용이한 수평구조로 변모되
었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까지 이어져 오다가
1990년대에 와서는 정보화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
하여 건물의 모습도 다양한 형태로 변모되었다.

4 .2 외벽재료
1910년- 1930년대 외벽재료는 돌, 소성벽돌, 목

재 등 부유한 재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국가의 경
제적 사정이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상
징적 건물이었고 일본인과 소수 한국인을 위한 건
물이었기 때문이었다. 해방 후 1950년대에는 홑벽
에 몰탈바르기 위 페인트 처리가 대부분이었는

데, 이는 국가의 경제는 어려웠던 반면 학생수는
증가하였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양을 건
축해야하는 처지여서 건축비가 저렴하도록 값싼
재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1960년- 1970년대에
는 경제적으로는 발전을 거듭하였지만 학생수도
계속 증가하여서 50년대와 동일한 재료가 계속 사
용되었다. 1980년대에는 국가의 부가 어느 정도
축적 되었는 데, 이 당시에는 대리석, 두꺼운 타
일, 치장벽돌 등을 사용하였다. 경제발전으로 어느
정도 신축비는 충당할 수 있었으나 유지관리 예산
은 주로 국고가 아닌 기성회비 등으로 거두어들인
학교자체 비용에서 염출하였으므로 교수 연구 등
의 다른 예산에 비하여 우선 순위가 낮아서 늘 부
족하므로 유지관리상 유리한 타일이나 변색벽돌
같은 벽돌을 주로 사용하였다. 1990년대에는 외
벽재료가 다양하여 드라이비트, 변색벽돌, 대리석,
알루미늄판 등 다양한 재료가 개발되고 사용되었
다. 이는 안정된 경제 기반 위에 창의성을 중시하
는 대학 사회가 이루어져 건물외관에도 다양성이
나타난 결과라 할 것이다.

4 .3 지붕
1910년대부터 1930년대 사이에는 모든 건물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어서 광장의 지붕 역할을 하면
서 입면상으로도 부유하며 건물의 방향성을 제시
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지붕의 설치는
해방 전후까지는 진행되었지만 1960년대와 1970년
대에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이는 국가 예산상의
문제로 증가하는 대학시설의 수요를 공급하기에
급급하여 미적인 문제는 뒷전이었다. 이러한 추세

표8 광장의 디자인의 시대적 변모

구분 1910- 1930년대 해방후 - 1950년대 1960년 -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 현재

건물의 입면
창호는 세로 방향,
수직성 표출, 상승감
표현

1910- 1930년대와
동일

창호개폐가 용이한
수평구조, 수평성의
건물

1960년 - 1970년대와
동일

정보화 사회의 반영,
다양한 형태

외벽 재료 돌, 소성벽돌, 목재
등 부유한 재료 사용

홑벽에 몰탈바르기
위 페인트 처리

해방후 - 1950년대와
동일

대리석, 두꺼운 타
일, 치장벽돌 등을
사용

드라이비트, 변색벽돌,
대리석, 알루미늄판 등
다양한 재료 사용

지붕 모든 건물에 지붕이
설치

1910- 1930년대와
동일 평평한 스라브 지붕 1960년 - 1970년대와

동일
건물의 일부분 또는

전부에 지붕 설치

광장
광장의 중요성 인

지, 광장의 폭이 건
물 높이의 3- 4배

1910- 1930년대와
동일

해방후 - 1950년대와
동일 ,광장의 폭이 건
물 높이의 2- 2.5배

광장의 중요성을 망
각, 광장의 폭이 건
물 높이의 3- 7배

현상설계 경기로 광장
의 중요성 재인식, 광
장의 폭이 건물 높이의
3- 4배

건물평면 중복도식 구조 중복도식 구조 편복도식 중복도식 중복도식, 복합식

계획의 사조

대칭적, 기하학적, 수
직적 상승감, 장엄함
등의 권위주의적 계
획방법

장엄함과 기능적인
효용성이 같이 내
재하여 권위주의에
서 효용주의로 옮
아가는 과도기

기능적인 요인 강조,
실용성을 중시하여
효용주의 계획 방법

1960년 - 1970년대와
동일

권위주의, 효용주의 계
획의 보완, 미적인 환
경을 조성하는 낭만주
의 계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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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80년대 전반부까지 이어졌고 1988년 올림픽
대회 후에는 점차 지붕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1990
년대에는 건물의 일부분 또는 전부에 지붕을 설치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부가 신장되
어 교육시설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4 .4 광장
193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광장의 중

요성이 교육시설 계획가에게 인지되어 계획의 중
요한 인자로 사용되다가 1970년 후반부터 1980년
후반까지는 광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건물만
을 계획하면 된다는 사고가 팽배하였다. 이는 부
족한 국가 시설비 예산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
하는 건물을 건축하다보니 건물 광장에 대하여는
고려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1990년에 들어서
현상설계 경기가 본격화되자 광장의 중요성이 재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건물의 위요 정도는 1930년대에는 건물의 높이
에 비하여 광장의 폭이 3- 4배에 이르렀으며 계속
지속되다가 1970년대에는 2- 2.5배로 축소되었다.
1980년대에는 3- 7배로 확대되었다가 1990년대에는
다시 2.5- 3배로 환원되었다. 이는 광장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위요감을 부유하게 느낄 수 있다
고 하는 크기와 같은 것으로 보아 광장의 중요성
이 교육시설 계획가에게 인식되었다고 하겠다.

4 .5 건물 평면
1910년- 1930년대 사이와 해방 전후의 건물은

중복도식 구조이었다가 1960년대 와 1970년대에는
편복도식으로 변모하였다. 편복도식은 난방비가
충분하지 못하였던 이시기에 남향으로 건축을 가
능하게 하여 자연 채광으로 인한 난방이 유리하였
기 때문이다. 편복도식은 1980년대에 와서 중복도
식으로 복귀하였고 1990년대에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는 강의실에 어느 형태로든지 난방 문제
가 해결되었고, 북향한 교실은 실험실 등 이용률
이 적은 교실을 배치하였다. 1980년과 1990년대에
는 중복도식과 중복도에 강당, 체육관 등의 이색
평면이 붙어있는 복합식의 평면이 속출되고 있다.
이는 복합 이용의 열풍으로 건물을 혼합용도로 사
용하는 계획의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6 계획의 사조
1910년- 1930년대 사이 광장과 주위 건물의 계

획 방법은 대칭적이고 기하학적이며 수직적 상승
감과 장엄함을 나타내는 등 권위주의적 계획방법
을 사용하고 있다할 것이다. 1945년- 1950년대는
건물의 형상이 권위를 나타내는 장엄함이 있으면
서도 기능적인 효용성이 같이 내재하고 있어서 권
위주의에서 효용주의로 옮아가는 과도기의 시기라
할 수 있다. 1960년- 1970년대에는 기능적인 요
인을 강조하고 창호구조와 외벽 재료에 실용성을
중시하여 효용주의 계획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1980년대에는 1970년대의 효용주의 계획
이 계속 이어졌다. 이는 학생수의 계속적인 증가
로 보다 미적인 디자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는 권위주의, 효용주의 계획
의 결함을 보완하면서 보다 미적인 환경을 조성하
려는 낭만주의 계획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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