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敎育施設學會誌 第10卷 第3號 通卷 第38號 2003年 5月  37

1. 서 론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사고의 증진 및 교류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캠퍼스 계획은 시설과 

** *** 성균관대학교 석사과정

***** 성균관대학교 박사수료

***** 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간들 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계획이 포함되

어야 한다. 대학시설의 종류는 교지, 교사, 연구소, 

박물관, 기숙사, 관리시설 등 그 기능에 따라 다

양하다. 그 중에서도 교사(교육기본시설, 교육지원

시설, 교육연구시설, 부속시설)는 교육․연구에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 특히 교사 중에

1) 김종석, “국립대학의 캠퍼스 특성에 의한 교사시설의 

정비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 p.45, 1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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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indoor rest zones using the Space Syntax 

Method. A conceptual framework is based on analysis of design works presented in competitions (544 

rest zones of 24 buildings on 7 campuses).

The analysis on the unit type of rest zones showed that they were mostly available as open type, 

followed by semi-open type and outdoor rest places. On the other hand, by classifying the shape of 

whole building into traffic lines and nodal points, it was found that the buildings with 3 or more 

traffic lines have lower availability than others, because the buildings required more nodal points along 

a little higher complexity and zoning formed at increased nodal points between building masses. The 

analysis on the location of rest zones on traffic lines showed that hall type was most excellent in the 

level of availability. Finally, the analysis on the floor height showed that hall-like open rest places and 

outdoor places like rooftop garden functioned as a factor to enhance the integration of different space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will help the follow-up studies make spatial creation planning that may 

enhance the spatial efficiency and availability of Indoor rest zones on the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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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교육기본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은 학생과 교직

원의 이용이 가장 많은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교육시설 내의 휴게공간은 휴식은 물론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을 

갖게 하는 장소이다. 이러한 휴게공간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획은 다른 주요 공간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휴게공간에 대한 선행연구2)를 살펴보면 시설(용

도)별 휴게공간과 캠퍼스의 외부휴게공간이나 옥외 

휴게공간 등을 대상으로 그 휴게공간의 물리적 환

경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행태적 특

성이나 공간의 크기나 질에 대한 조사 연구가 대

부분이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는 이미 조

성된 환경을 대상으로 이용적 측면에서의 현황이

나 문제점 등을 평가하여 미래의 계획적인 방향이

나 계획적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체 

시설 속에서의 개별 휴게공간이 갖는 공간구조와 

더불어 고려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대학 캠퍼

스 연구․강의동 건물의 설계경기에 나타난 건물

내부의 휴게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공간이 갖는 물

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전체 공간 구조 속에서의 

휴게공간의 공간활용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반 한 

휴게공간의 계획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최근의 연구․강의동 건물의 설계에

서 나타나는 휴게공간의 계획적 특성을 파악하고 

공간의 활용능력에 대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결

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의 범위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설계

된 연구․강의동 건물의 내부 휴게공간을 대상으로 

선정하 다. 이는 최근에 실시된 현상설계에서 나

타난 설계 작품 속에는 캠퍼스 건물에 대한 스페이

스 프로그램과 휴게공간을 비롯한 개별 공간에 대

한 이해와 개념이 잘 반 되어있기 때문이다. 

조사 내용은 각 건물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하 으며, 도면을 통해 알 수 있는 물리적 내용

2) 휴게공간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캠퍼스를 대상으로 한 휴게공간이나 외부공간에 관련된 

논문은 노정실(1986), 김병태(1987), 박성빈(1997), 강철

구(1998), 장석구(1995), 김동찬(2000) 등이 있으며, 다

른 시설의 휴게공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김승렬

(1990), 김만 (2000), 이병희(1990), 최원현(1996), 이정

원(1996), 강현미(1995), 전전식(1993), 김득곤(2000), 김

광래(1997) 등 여러 연구가 있다.

(평면형태, 위치, 주변 시설, 동선체계, 면적, 개수 

등)을 조사하 고 도면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세

한 시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연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로서 본 연구의 중요한 이론

이며 공간분석의 틀인 공간구문론에 대해 살펴보

고, 조사의 대상이 되는 캠퍼스 건물 내부 휴게공

간과 주변 시설에 대한 분류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물리적 특성 조사로서, 사례 건물(7개 대

학, 8개 건물, 24개 설계안)의 설계도면을 바탕으

로 건물의 형식, 전체 연면적, 휴게공간의 면적, 

위치, 인접 시설과의 관계, 주변의 주요용도 등을 

조사하여 물리적 특성에 따라 유형 분류를 한다. 

이는 공간형태분석을 통한 휴게공간의 특성을 분

석하는데 중요한 틀이 된다.

셋째, 공간구문론을 이용하여 휴게공간의 공간

형태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각 공간의 통합

도를 산출하고 통합도가 높은 공간을 파악할 수 

있다.

넷째, 분석의 단계로 휴게공간을 유형별로 나누

어 공간의 평균깊이 및 통합도에 대해 분석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공간구문론3)과 공간형태 분석
“공간 구문론”은 공간의 특성을 공간의 사회적

인 의미를 내포하는 실 간의 상호관계를 수치적으

로 정량화하여 분석하는 객관적인 분석방법이다. 

이러한 공간구문론은 도시 및 건축공간을 분석

하기 위한 몇 가지의 지표로 공간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도시공간에 대

한 연구와 관련해서 외부공간의 분포를 분석하는 

축선(axial line) 분석방법과 건축 공간과 관련해

서 내부공간의 분포를 분석하는 단위 블럭공간

(convex space) 분석4)으로 공간을 정량화하여 나

타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공간구문론의 분석은 단

3) 공간구문론의 이론은 1984년 Bill Hiller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기법에 의한 공간배열분석이 실

제 체계에서의 형태와 기능에 관한 질서들을 발견하

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밝히고 있다. 

4) 이상은 최재필,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조선시대 안동

지역 상류주택 공간배치", 대한건축학회논문,  2002.10,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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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블럭공간 분석이며, 여기서 나오는 분석값은 

MD(Mean Depth：평균깊이)와 RA(Real Asy-

mmetry：상대적 공감심도), RRA(Real Relative 

Asymmetry：공간의 개수를 감안한 보정치인 실제 

상대적 공간심도), I(Integration：접근성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통합도) 등 4가지로 나타난다.5) 

이 중 통합도 값이 중요한데, 통합도가 높은 공

간은 공간의 연결 관계에서 중심부분에 위치하는 

공간으로 공간구조상 전체 공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통합도가 낮은 공간은 외

진 곳에 위치하며 전체공간에서 이곳으로 이동하

기 위해 많은 단계의 경로를 통하게 되는 공간을 

말한다.6) 즉 통합도가 크다는 것은 공간구조상 중

요한 공간임을 나타내며7) 공간의 활용도 측면에

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고 적음을 알아보는 

지표가 된다.

2.2 휴게공간의 개념 및 분류
인간의 생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활동적 생활이며 또 하나

는 내면적으로 각자의 취향과 판단을 축으로 하는 

생활이다. 이 중 내면적 생활 즉, 각 개인의 정서적

인 면을 담는 공간을 휴게공간이라 할 수 있다.8)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자 할 때는 기대거나 

앉거나 눕거나 그 밖에 대화를 나누거나 독서를 

하거나 사색, 기다림, 마시거나 한다. 이러한 내면

적인 생활을 담는 휴식공간은 그 크기에 상관없

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 머무르며 쉬고 이

야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내부휴게공간은 일정한 실

의 형태를 가지고 휴식 활동에 필요한 가구를 갖

춘 독립된(폐쇄된) 휴게공간과 개방된 공간인 홀

이나 로비의 형태로 된 휴게공간, 그리고 복도를 

따라 일정한 깊이를 가지는 공간 즉, 2차적 통로

로서의 공간 등을 말한다. 또한 건물 내부에 위치

하지만 벽이나 지붕을 갖추지 않고 외기에 직접 

면해 있는 옥상정원, 데크, 발코니 등도 조사 대

상에 포함시켰다.

5) 여기서는 위의 값을 모두 MD, RA, RRA, I 로 표기한

다. 자세한 내용은 Hillier and Hanson(1984)을 참조

6) 최재필 백승호, “공간구조와 길찾기 효율성의 상관관

계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 2002.7,  p.7

7) 윤현정 김 욱, “지하철 역사 내 공용공간의 공간구조

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 2002.9,  p.190

8) Lawrence Halprin, 崔昌煥 徐義澤 共譯, “도시환경의 

미”, 명보출판사, 1986, p.11

3. 사례조사
사례건축물의 표기는 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사례 건축물의 기호 표기

사례 건축물 기호 표 기 예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종합관 CN 분류항목은 “대학

명-당선순위” 순

으로 조합하여 사

용한다. 

ex) 금오공과대학

교 당선안은 KO 

-1로 나타낸다.

 한라대학교 경 관 HLM

 한라대학교 교양관 HLA

 금오공과대학교 제 3대학 KO

 한성대학교 연구동 HS

 인천교육대학교 다목적교육관 IC

 강남대학교 인문사회관 KN

 울산대학교 생활과학관 WS

3.1 물리적 특성 조사와 유형분류
7개 대학 캠퍼스의 8개 건물의 설계경기에 출

품한 24개의 설계안의 평면을 대상으로 물리적 

특성(건물전체의 평면 형태, 전체건물의 연면적, 

휴게공간의 위치, 면적, 주변 주요용도, 결합형태 

등)을 조사하 으며, 사례 건축물별로 물리적 특

성을 정리해 보면 표 2과 같다. 

표 2. 사례건축물별 물리적 특성

건축물
층수

(지하)

평면

형태
연면적

휴게공

간면적
휴게공간수
실내 옥외

CN-1 지상4층 ㄱ 9,976.16 1401.08 15 1

CN-2 지상5층 ㅁ 9,728.32 673.29 14 2

CN-3 지상7층 ㅁ 9,706.52 1546.56 14 2

CN-4 지상8층 ㄷ 9,728.34 712.87 3 2

HLM-1 지상5층(1) ㄱ 10,159.54 1283.39 15 1

HLM-2 지상5층 - 9,569.45 1126.44 7 12

HLM-3 지상5층 ㅁ 9,346.25 1288.37 15 6

HLA-1 지상5층(1) ㄷ 12,562.87 1514.85 15 3

HLA-2 지상5층(1) ㄱ 13,338.89 1344.81 10 1

HLA-3 지상5층 ㄱ 12,833.70 1250.31 16 2

HS-1 지상14층(1) - 14,964.25 1102.50 16 9

HS-2 지상14층(1) ㄱ 15,130.25 1184.49 17 6

HS-3 지상9층(1) ㄱ 27,004.28 1119.23 18 12

IC-1 지상6층(1) ㄷ 26,787.35 1608.84 13 3

IC-2 지상8층(1) ㄷ 27,185.03 957.93 6 6

IC-3 지상8층 ㅁ 6,771.20 1475.00 4 8

IC-4 지상8층 ㄷ 7,003.07 1977.92 14 14

KN-1 지상8층 H 6,996.24 2417.86 18 4

KN-2 지상7층(1) ㄷ 8,503.90 1655.40 15 5

KO-1 지상4층(1) ㄹ 8,485.00 5720.65 48 6

KO-2 지상6층(1) H 8,436.00 2288.93 34 26

KO-3 지상5층(1) ㅁ 8,446.10 5628.44 29 30

WS-1 지상7층 ㄱ 9,912.69 601.72 8 13

WS-2 지상7층(1) ㄷ 9,909.69 262.26 5 1

합계 - - - 369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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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휴게공간(544개)의 물리적 특성의 조

사는 표 3과 같이 실시하 으며, 지면 관계상 충

남대학교 교육연구종합관 2등안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표 4. 휴게공간의 물리적 특성 조사의 예

건물
휴게
공간

면적
(㎡)

주변용도
동선
체계

유니트
형태

복도
-위치

CN-2

1F-1 23.04 로비 현관홀 옥외형 -

1F-2 64.80
강사대기
실, PC실

코아 개방형 홀형

1F-3 40.50
강사대기
실, PC실

현관홀 반개방형 홀-실형

3F-1 50.40 강의실 코아 개방형 홀형

3F-2 81.00 강의실 코아 개방형 홀-실형

3F-3 12.15 강의실 복도 반개방형 홀-실형

3F-4 44.85 강의실 복도 반개방형
중복도-
편중

4F-1 48.60 도서실 실 옥외형 -

4F-2 50.40 강의실 코아 개방형 홀형

4F-3 12.15 강의실 코아 반개방형 홀-실형

4F-4 44.85 강의실 복도 반개방형
중복도-
편중

4F-5 12.15 강의실
복도, 
코아

반개방형 홀-실형

1) 유니트(Unit) 형태에 따른 분류

유니트 형태는 4면이 벽이나 창으로 막혀있고  

출입문이 있는 경우(폐쇄형)와 3면이 막혀있고 한

면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반개방형), 벽이 없거나 

통로와 같은 개방형, 그리고 외기와 면해 있는 옥

외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5. 유니트 형태에 따른 분류

유형 형태 내용 사례수

개방형

벽 등으로 막혀있지 않은 

공간

계단실이나 코어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공간

186

반

개방형

벽, 창 등으로 3면이 

막혀있고 한면이 개방된 

공간

167

폐쇄형

벽, 창 등으로 4면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있는 

공간

16

옥외형 - 옥상휴게공간이나 발코니 175

범례 RS : 휴게실 C : 통로, 복도 R : 인접실

표 4는 유니트 형태에 따른 휴게공간의 분류 

나타낸 것이다. 개방형(186개소)의 휴게공간이 많

이 나타나고 있으며, 폐쇄형(16개소)의 경우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강의실, 연구실, 실험실 

등 공간을 구획한 실의 형태보다는 다수가 이용

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건물의 평면 형태에 따른 분류

건물의 평면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을 결절점

(Joint)과 동선(Pass)의 결합으로 파악해 보면 표 

5와 같다. 

표 6. 건물의 평면 형태에 따른 분류

유형 구성 평면 형태 사례건축물

J0P1
결절점 없이 
1개의 동선으로 

구성

HLM-2,
 HS-1

2

J1P2
하나의 결절점과
2개의 동선으로 

구성

CN-1, HLM-1,
HLA-2, HLA-3,
HS-2, HS-3,
WS-1

7

J2P3
2개의 결절점과 
3개의 동선으로 

구성

CN-4, HLA-1,
IC-1, IC-2,
IC-4, KN-2,
WS-2

7

J4P4
4개의 결절점과 4
개의 동선으로 구
성

CN-2, CN-3,
HLM-3, IC-3,
KO-3

5

J4P5
4개의 결절점과 
5개의 동선으로 

구성
KO-1 1

J2P5
2개의 결절점과 
5개의 동선으로 

구성
KN-1, KO-2 2

   범례 :  동선,  ● 결절점

평면 형태로 분류한 이유는 공간구문론에서 공

간의 물리적 구조의 단위를 그 공간 속에서의 인

지할 수 있는(즉 사람이 시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

는) 역으로 한정짓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결

절점과 동선의 수가 중요하게 된다. 

3) 상대적 위치와 복도에 따른 분류

휴게공간을 상대적 위치와 복도와의 관계에 따

라 분류하면 표 6과 같다. 복도의 형태에 따라 편

복도, 중복도, 홀로 나누어 A, B, C로 유형을 구

분하 다.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는 편중(1)과 중

앙(2)으로 구분하 으나, 홀 형의 경우는 홀 공간 

자체가 휴게공간의 역할을 하는 유형(C-1)과 홀

에 인접하여 실의 형태를 갖는 유형(C-2)으로 구

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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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대적 위치와 복도에 따른 분류

유형 복도-위치 형태 사례수

A-1 편복도-편중 10

A-2 편복도-중앙 7

B-1 중복도-편중 28

B-2 중복도-중앙 29

C-1 홀 형 159

C-2 홀-실형 136

합계 - - 369

범례 :  복도,  실,  휴게공간 

      (옥외형의 경우는 제외) 

3.2 휴게공간의 공간 통합도 조사
각 사례건물의 공간심도를 구하여 공간 통합도

를 정리하 으며 표 7은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종

합관 당선안의 조사 결과이다.  

4. 공간구문론에 의한 분석
4.1 유니트 형태에 따른 분석
유니트 형태별로 평균 깊이값(MD)과 통합도(I)

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평균 깊이값의 수치가 

가장 높은 유형은 옥외형(3.731)으로 나타났다. 옥

외형인 경우 주출입구나 기타 다른 출구로부터 

표 8. 유니트 형태별 분석값

유형 MD RA RRA I

개방형 2.742 0.127 0.686 1.822

반개방형 2.724 0.123 0.680 1.470

폐쇄형 3.194 0.146 0.840 1.189

옥외형 3.731 0.191 1.063 1.015

그림 1. 유니트 형태별 MD 및 I값 비교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그 곳까지 가는데 

여러 공간적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간

적 깊이가 얕은 유형은 개방형(2.742)과 반개방형

(2,724)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합도를 

살펴보면 옥외형에서 개방형으로 갈수록 통합도가 

커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방형의 경우가 다른 

형태를 지닌 유형보다  공간적 활용도 즉 공간조

절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4.2 건물의 평면 형태에 따른 분석
조사대상 건축물의 평면 형태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분석값을 알아본 것은 표 9와 같다. 평균

깊이(MD)값이 가장 높은 유형은 J2P5이며 그 값

은 4.55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J4P5(4.328)- 

J4P4(3.156)-J1P2(2.732)-J2P3(2.557)-J0P1(2.440)

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간의 평균심도는 건물의 

동선수가 증가할 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물의 평면 형태가 복잡할 수록 공간의 깊이가 

표 8. 휴게공간의 공간통합도 조사의 예

건물 휴게공간 MD RA RRA I

CN-1

1F-1 2.8846 0.1508 0.7853 1.273399

1F-2 3.0000 0.1600 0.8333 1.200048

1F-3 2.3462 0.1077 0.5609 1.782849

1F-4 4.6538 0.2923 1.5224 0.656858

1F-5 3.8462 0.2277 1.1859 0.843241

3F-1 2.0000 0.0952 0.4557 2.194426

3F-2 2.1364 0.1082 0.5178 1.931248

3F-3 2.3636 0.1299 0.6214 1.609269

3F-4 3.6364 0.2511 1.2014 0.832362

4F-1 2.0909 0.1039 0.4971 2.011668

4F-2 2.4545 0.1385 0.6628 1.508751

4F-3 3.4091 0.2294 1.0978 0.9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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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되어 전체공간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평면 형태별 분석값

유형 MD RA RRA I

J0P1 2.440 0.231 0.876 1.305

J1P2 2.732 0.172 0.801 1.469

J2P3 2.557 0.150 0.710 1.637

J4P4 3.156 0.147 0.831 1.439

J4P5 4.328 0.155 1.077 1.027

J2P5 4.558 0.160 1.159 1.016

그림 2. 평면 형태별 MD 및 I값 비교

통합도(I)값의 경우를 보면 가장 높은 유형이 

J2P3(1.637)이다. 이는 동선수가 많을수록 통합도

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선의 수가 3개

를 기준으로 하여 많아지거나 적어질수록 점차 

공간 통합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림 2의 그래프를 보면 공간의 복잡해질수록

(J4P4, J4P5, J2P5) 통합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통합도가 낮아지게 되며, 또 공간의 구

조가 단순하더라도(J0P1, J1P2) 전체공간의 통합

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상대적 위치와 복도에 따른 분석
휴게공간의 상대적 위치와 복도에 따라 평균깊

이와 통합도를 분석하면 표 10과 같다.

평균깊이(MD)의 경우 유형에 따라 유의한 값

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

간 통합도(I)값에 있어서는 복도의 유형(A, B, C

로 구분)에 따라 홀형(1.480-1.533)-중복도(1.256- 

1.273)-편복도형(1.149-1.151)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나고 있다. 또한 공간의 상대적 위치(1과 2의 비

교), 즉 복도상에서 편중되어 있는지 중앙에 위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합도값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10. 상대적 위치와 복도별 분석값

유형 MD RA RRA I

A-1 2.966 0.197 0.919 1.151

A-2 3.907 0.110 0.870 1.149

B-1 3.560 0.173 0.971 1.273

B-2 3.104 0.141 0.797 1.256

C-1 2.450 0.189 0.766 1.533

C-2 2.679 0.124 0.675 1.480

그림 3. 상대적 위치와 복도별  MD 및 I값 비교

5. 결 론
본 연구는 대학 캠퍼스 연구․강의동 건물에서 

전체 공간 구조가 미치는 휴게공간의 공간적 특

성과 향을 공간통합도라는 지표를 통해 살펴보

았다. 공간구문론의 공간구조 분석이라는 정량적

이고 객관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고찰한 결과, 건

축물의 평면 형태와 주변 실의 주요 용도(이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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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 따라 적절한 내부휴게공간의 계획이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휴게공간의 유니트 형태에 따라 공간의 

통합도를 분석한 결과 개방형-반개방형-폐쇄형-

옥외형 휴게공간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도가 높은 

휴게공간은 공간조절능력이 높아서 접근성과 이용

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현관이나 엘리베이터 홀, 

계단 등과 인접한 곳의 휴게공간은 홀이나 로비 

형태(개방형이나 반개방형)로 통합도가 높은 공간

으로 계획하여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 실 형태의 휴게공간(옥

외형)의 경우는 연구실, 강의실, 실험실 등과 인접

하여 휴게공간을 계획할 경우는 실 형태의 휴게

공간(폐쇄형)이나 옥상정원, 발코니 형태의 휴게

공간(옥외형)으로 계획하여 특정한 이용계층을 위

한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 

둘째, 평면 형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 공간의 통

합도는 전체 건물 평면 형태와 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으며, 특히 결절점의 수보다 동선의 수가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분석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동선의 수가 3개인 경우에 통합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선의 수가 3개보다 많아지

거나 적어질수록 통합도의 값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동선 수가 적은 단순한 형태(일자형

이나 ㄱ자형)의 경우 공간적 구조가 단순하여 통

합도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복잡한 형태

(ㅁ, ㄹ, H자형)의 경우 분절된 매스마다 다른 조

닝을 구성하게 되어 개별 공간의 통합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건물의 평면

형태를 결정하고 조닝계획을 할 때, 조닝 별 휴게

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휴게공간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휴게공간의 상대적 위치와 복도의 형태에 

따라 공간 통합도를 비교해 본 결과, 홀-중복도-

편복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평면에서 실의 

상대적 위치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공간 구조상 인접된 공간의 수가 중요하며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개별 실의 계획에 있어서 공간 구조

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다룬 연구로서 의의를 가

지지만 층별로 나누어 평면적인 공간구조만을 파

악하 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수직적 측면을 

고려하여 전체 층을 통합하여 실제 이용자 측면

에서의 만족도나 공간의 활용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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