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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tries to suggest a program that the function of a campus can be extended to its community and 

to be decentralized. This sort of program should be applied to the community without any trouble and be an 

integration type which the campus members can use actively. To make this possible we observe the activity 

patterns of the campus members and try to understand the motivation of the activity choice. Finally we 

deduce the campus activity core. Also, based on understanding the community closed to the campus, we find 

out what campus can contribute as a community member, not an isolated campus. Through this, the study 

suggests a program that community and campus devise the growth together as a companion and finally be 

able to extend its main functions to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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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서울 도심에 치한 고려 , 이화여 , 연세

등이 비하는 캠퍼스 개발계획1)을 살펴보면 학

 * 정회원, 동국 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 정회원, 동국 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1) 이들 학의 개발계획은 상사시설의 입을 통해 지역주

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방문의 기회를 주고 신축건물의 

로그래 에 지역주민의 교육공간 확 를 명목화 시키면

서 민간투자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교 내부의 수요만 충족시키는 캠퍼스가 아니라 지

역사회 주민들과도 연계하여 쓸 수 있는 공간을 만

들고 민간 투자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움

직임은 도심형 학이 캠퍼스 성장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단순 소유지를 넘어 지역사회의 사회구성원

으로서 역할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다. 

‘미국 콜롬비아 학교와 뉴욕시를 한 총장 리포

트’2)에 명시된 콜롬비아 학교 마스터 랜에 한 

2) 콜롬비아 학교가 치한 뉴욕 맨하튼은 미국의 경제/문

論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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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살펴보면 오늘날 도심형 캠퍼스의 성장 방

향이 추구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캠퍼스 소

유지의 확장이 불가능한 도심형 학교에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캠퍼스를 넓게 쓰는 방법의 안

으로 다핵화 된 캠퍼스 기능이 지역사회로 침투되

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캠퍼스 

기능이 성공 으로 다핵화 정착되기 해서 캠퍼스 

기능이 지역사회에 퍼져 무리 없이 흡수되고, 분산

되는 캠퍼스 핵심 기능에 캠퍼스 구성원의 활동이 

고 도로 일어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의 목 은 도심형 학의 다핵화 과정 

, 캠퍼스 핵심 기능이 지역사회와 학의 착된 연

계를 가능  하는 통합형 로그램의 연구에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확장되는 캠퍼스의 재정의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캠퍼스와 지역사회가 통

합된 공간 계획을 해서 확장된 캠퍼스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 캠퍼스란 교육/연구인 

학 기본 기능을 수용하는 학의 소유부지를 넘

어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연계된 커뮤

니티 시설, R&D활동, 지역사회 연계등이 고 도로 

발생하는 학 소유부지  주변 지역사회의 기능

인 공간으로 정의한다.3)

본 논문에서는 수도 서울의 도심 한 복 에 치

하고 있으며 각종 도시계획과 규제 정책, 그리고 높

은 부동산 지가로 인해 캠퍼스의 물리  공간 확장

이 불가능한 동국 학교의 사례를 심으로 연구를 

화의 수도이자 세계 최고가의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고 있

고 복잡한 도시계획과 규제 정책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다. 

이런 도심에 비좁게 자리 잡은 콜롬비아 학교는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캠퍼스 공간 확장 문제를 뉴욕시가 

안고 있는 허드슨강 주변의 개발 산업지역에 따르는 슬

럼화 상, 범죄율 상승에 따른 캠퍼스 안  문제를 해결

하고 신규 개발 상지역에 학의 교육시설을 반 하여 

결과 으로 컬럼비아 학교의 내용  확 를 시도하 다. 

이는 캠퍼스의 경계선이 확 되는 형태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능 심으로 캠퍼스 외부에 독립 인 건물 형태

로 확장하여 캠퍼스 내외부의 긴 한 연결 구조를 기획하

는 유연한 사고로 환 을 보여 다.

3) 한 야, 학캠퍼스의 성장과 경계확장에 한 연구, 한

국도시설계학회지 제6권 제2호, pp 79, 2005년 6월

진행하 다. 

2) 동국 학교 필동 캠퍼스의 상지

본 연구의 상지는 도심형 학의 형 인 사례

인 동국 학교 필동캠퍼스를 심으로 주변 지역사

회 블록으로 정한다. 그 상지역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캠퍼스 내부 뿐 아니라 동국 학교 필동 

캠퍼스로 근의 핵심 길목이 되는 충무로 철역과 

동 입구 철역을 심으로 퇴계로 5가 교차로에서 

장충체육 까지 캠퍼스 확장 으로 정했다.

그림 1. 연구 상지역

지리 으로 서울 도심 심에 치한 동국 학교 

필동 캠퍼스  주변 블록은 서울 한 복 의 도심

과 남산 인  지역으로 인해 개발 규제와, 건물 높

이 제한 그리고 평당 392만원의 높은 부동산 가격4)

으로 물리 인 캠퍼스 경계의 확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도심에 치한 학교가 공통 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서 이에 응하는 해결 방안을 캠퍼스 

기능의 다핵 분산화를 이용하여 캠퍼스 확장을 의

도하는 동국 학교 캠퍼스 마스터 랜을 통해 고찰

하고자한다.

3) 역 자치단체의 이슈,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

해와 캠퍼스 구성원의 활동 측

캠퍼스 핵심기능이 성공 으로 분산되기 해서 

캠퍼스와 지역사회 그리고 이 공간을 토 로 활동

을 하는 구성원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캠퍼스가 역사회부터 지

4) 2005년 국세청 기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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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국  차량거리 20분내 국내 매출 1,000  기업 분포

역사회 그리고 캠퍼스 주변 블록까지 서로 긴 한 

계를 유지하며 성장한 과정을 고찰하고 재 지

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사회 상  문제 을 살

펴보겠다. 한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확장 인 캠퍼

스 범주를 상으로 공간의 성격에 한 이해와 이

를 토 로 캠퍼스 구성원의 행동을 측  하는 활

동패턴의 구심 을 도출하여 지역사회로 분산되는 

캠퍼스 핵심 기능을 결정하겠다. 

2. 서울 도심과 지역사회의 이슈

행정구역상 동국 학교는 서울특별시 구에 속

해있으면서 남산을 끼고 서울 도심 앙에 치해 

있다. 본 장에서는 동국 학교의 입지  특성에 주

목하면서 캠퍼스가 서울 도심의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안에 하여 고찰하겠다.

2.1 국내 최고 기업 밀집 중심지 중구

재 동국  주변의 도로망, 도로폭, 교차로를 고

려하여 차량이동 20분 거리(서울시내 평균주행 속도 

시속 22 km 용)5)를 역으로 표시하면 동일 구간

에 포함된 기업의 수는 185개이다. 

매출 1,000  기업  18.5%의 기업이 동국 로부

터 20분 거리에 속해 있는데, 이를 매출기 으로 따

지면 연간 307조원에 해당하며 1,000  기업의 총매

5) 지리정보시스템의 운 거리 분석기법(Driving Time Distance)

출액의 32%에 해당한다.6) 더욱 주목할만한 것은 국

내 100  기업  40개의 기업이 동국 로부터 차

량거리 20분 이내에 분포한다는 이다. 따라서 동

국 학교가 속해 있는 구 일 는 기업의 분포

와 도의 비 이 높게 형성되어 한민국을 움직

이는 최고기업이 가장 많이 응집된 곳이다. 

2.2 다국적 기업 및 국제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공동노력 필요

재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심부의 산업경제 

정책방향은 ‘국제 융센터  도심특화산업 육성’ 그

리고 ‘ 통제조업의 디지털화’이다. 

이  융산업에 한 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1

단계로 2012년까지 지역특화 융센터를 세워 한국의 

장 인 자산 리 분야  동북아지역 개발 융 수요 

등의 잠재  역량을 강화하고 2020년까지 2단계로 아

시아 지역 융센터의 허 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

고 있다. 이를 해 형 국제 융기업  융기

의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에 나설 정이다. 이는 아

시아 융허  도시로 성장하려는 서울시의 요구와 

남산 녹지, 도심 인 라, 국내 융기업들의 집, 호

텔 등 풍부한 숙박시설 그리고 동국 학교의 교육 연

구시설 활용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서울시, 

구청, 지역 기업체  상공인, 동국  모두에게 이

로운 공동사업으로 발 시킬 필요가 있다.

2.3 도심공동화 현상

세계 인 도시가 모두 겪고 있는 도심부 공동

화 상은 이를 그 로 방치할 경우 도심부의 슬럼

화 상으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치의 하락, 우수기

업의 이탈, 범죄율 상승의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서울 도심부( 구, 종로구 등)의 경우 체 주거

시설  아 트의 비율이 서울시 평균 50.3%에 크

게 못 미치는 37.5%로 노후한 단독주택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한 2004년 국세청 

통계기  서울지역의 아 트의 단지와 동별 세 수

를 기 로 한 아 트 도 분석에서도 도심부의 아

트 공 이 서울시 체 105만 세   구의 경

6) 매출 1000  기업, 한 상공회의소, 2003년 매출기

7) 서울시 통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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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아 트의 총세 수는 1만 세 로서 서울시 체

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8) 

이와 련하여 캠퍼스의 기숙사 수요와 교직원의 

거주 수요를 서울시의 요구와 묶어서 동시에 해결

하는 사업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동국  단독으

로 사업을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정책 , 재정

 지원  투자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구도를 마련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림 3. 서울시 구별 인구분포

2.4 퇴색한 영화 산업의 상징적 중심 충무로

그림 4. 서울시 화 련 기업분포

 

충무로는 더 이상 한국 화산업의 심지가 아니

다. 서울 소재 화 련 기업은 모두 약 620개이다. 

이  강남구에 282개(45.5%)가 몰려 약 50% 가까

8) 국세청 기  시가, 2004년

이 집 해 있는데 논 동 92개, 신사동 66개, 청담-

삼성동 60개가 분포하고 있다.9) 재 충무로 등 

구에 소재하는 화 련 기업체는 62개(10%)로 서

구의 78개보다 작은 실정이다. 

이런 상은 각 기업체의 주소를 자지도에 입력

해서 그 분포와 도를 분석해보면 더 확실하게 

악할 수 있다. 화기업의 최고 분포와 도는 강남

구의 테헤란로 주변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상

으로 충무로 지역은  왜소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5 서울시의 오픈 스페이스

서울시가 발표한 ‘2020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은 

‘자연과 인간,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세계도시, 서

울’이다. 이 기본계획의 공간구상은 1도심 5부도심을 

형성하여 다핵 분산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보다 

남산을 심으로 서울의 남북을 연결하는 녹지생태

축 형성은 동국 학교 필동 캠퍼스에 상당한 향

을 미칠 것이다.

재 서울시의 오  스페이스 상황을 살펴보면 

시민 1인당 녹지면 이 15 sqmt나타난다. 이는 외국

의 도시인 뉴욕과 도쿄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을 

때 14.12 sqmt와 4.46 sqmt로 1인당 녹지면 에서 

서울이 앞선다.10)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녹지 근의 

어려움과 산재된 녹지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녹

지이용의 만족도는 뉴욕과 도쿄에 비해 떨어진다. 

서울시는 문제 해결을 해 다양한 녹지 네트워크 

구상을 내놓고 있다.

3. 동국 학교와 지역사회의 환경  황

본 장에서는 캠퍼스와 지역사회의 착된 계를 

이해하고 이를 토 로 캠퍼스 구성원의 활동패턴을 

찰하여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구심 을 찾아내

고자 한다. 이로 인해 캠퍼스를 결정짓는 핵심 캠퍼

스 핵심 기능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3.1 동국대학교와 지역사회의 성장 관계

1906년 개교 이래 재 모습을 갖추기까지 동국

9) 한국통신 화번호 CD, 2005년 5월 기

10) 서울시, 서울의 공원 100선, 부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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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국 학교 필동캠퍼스와 주변 지역사회의 성장 과정11)

시기(년도6) 서울 캠퍼스 주변부 캠퍼스 내부 주요건물 신축 특징

1기(1906～ 

1952)

일제시

8.15 해방(45)

이승만 정권

한국 쟁(50)

일제의 신사정책

 - 조계사(동국 학교, 47), 경성 

신사(숭의학교,53) 조선신궁, 박문사

일본군 헌병  사령부(  타임캠슐), 정무

총감 

경성 시가지공원 제 8호로 장충단 공원 지

정 418,000㎡(126,445평) (40)

명륜동에서 

필동 캠퍼스로 

이 (47)

신사 건물을 

교사로 사용

필동 

캠퍼스의 

정착

2기(1963～ 

1960)

고재  서울시장 

‘계획공원 용지에 

조건부 가건축 허

용’(57)

4.19 명(60)

퇴계로 확장(53)

수장 여 (55), 한극장(55)

리라학교(노기신사,57)

경성 앙 방송국(동본원사,57)

유엔군 빈  사령 (한국의집)

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필동에 정착(60)

명진 (56)

과학 (58)

본 (60)

동국 학교 

최 의 

캠퍼스 

건물 공

3기(1961～ 

1977)

5.16 쿠테타(61)

박정희 집권(63)

강남개발(68)

지하철 1호선 

개통(74)

앙공무원 교육원(62), 장충체육 (62), 제

일병원(63)

반공연맹회 (64), 수장 여  - 엠버서더 

개칭(65)

세운상가(67), 진양상가(68)

필동병원(68), 재향군인회 (68)

남산1호터 (69),남산2호터 (70)

앙 학교 필동병원 인수(70)

국립극장(73), 남산타워(75)

공무원 교육원 

주변부지 

매입(70)

운동장 

공(70)

정문 공(70)

장충 수 장 

매입(74)

연구연수회 , 

도서 (62)

공학 (65)

학생회 (71)

학림 (73)

다향 (78)

장충 공원 

방향으로 

캠퍼스 

확장

4기(1978～ 

1991)

12.12 사태(79)

5.18 주 민주화 

운동

지하철 2호선 

개통(82)

3,4호선 구간 

개통(85)

86 아시아게임, 

88서울 올림픽

신라호텔(78), 한국의 집(81)

도시재개발법 개정(82)

- 도심지 재개발사업

-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장충단 공원이 남산공원에 귀속(84)

- 귀속당시 297,000㎡(89,842.5평) 

동 입구, 충무로역 개통(85)

신라호텔 면세 (86)

경경주 

캠퍼스(79)

후정문 완공(82)

혜혜화문 

완공(85)

재재향군인회  

매입(87)

만만해 장 

공(89)

동국 (82)

증축에 

의한 

캠퍼스 

내부시설 

면  증가

5기(1992～ 

재)

IMF외환 기(98)

청계천 복원사업

인쇄소의 캠퍼스 주변 침투

제일병원 삼성인수(96)

엠버서더호텔 아코르그룹과 메니지먼트 계

약(98)

남산 순환버스(05)

필동 병원, 필동 

테니스장 

매입(04)

학술 

문화 (96)

정보 문화 , 

상록원(99)

도서 신 (02)

지역사회 

공동화

학교는 서울,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사화 함께 성장을 

했다. 이처럼 캠퍼스와 지역사회가 향을 주고받은 

상 계를 5시기로 나 어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3.2 캠퍼스 성장에 따른 지역사회의 충돌

1) 남산을 보는 캠퍼스와 지역사회의 시각

동국 학교가 1947년 명륜동에서 필동으로 옮기

면서 캠퍼스를 확장해 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남산

11)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한울, 2003년. 구청, 

구지, 구청, 1994년. 허 환, 정도 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1994. 동국 학교, 동국 학교 90년사, 동국 학

교, 1996년. 동국 학교, 데이터로 본 동국 학교, 동국

학교, 1998년

공원과 장충공원을 학교 부지로 소유하고 그 에 

교사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이다. 즉, 동국 학교가 

공원부지를 유하면서 남산의 녹지공간을 어들

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비 은 남산 일 에 자리

잡은 신라호텔, 타워호텔, 숭의학교와 같이 민간 운

 시설과 국립극장, 남산도서 , 자유연맹센터와 같

은 국립 운  시설도 같은 맥락에서 용된다. 모두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시기에 정부권력과 유착

계를 맺고 장충단 공원과 남산공원에 자리를 잡

은 배경까지 비슷하기 때문에 더욱 비슷한 시각으

로 묶여져 보일 수 있다.12) 

12) 손정목, 서울 도시계혹 이야기, 5권, pp. 215-286,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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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쇄소의 침투와 공동화 상

재 필동 캠퍼스 주변 블록에는 800개의 인쇄업

체에 5,222명의 고용인구13)가 들어서면서 2,204 세

 4,940의 필동 거주인구를14) 앞섰다. 련 산업의 

분업화로 체 인쇄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신속성과 편리성을 생명으

로 하는 인쇄 클러스터 특성상 유사 업종과 근거리

에 치하는 것이 업체 치 선정에 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15) 이로 인해 을지로 일 에 집했던 

인쇄업체가 규모와 사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근처의 

필동까지 인쇄업체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캠퍼스 주변 블록에 거주지역보다 인쇄소와 같은 

/소규모 공장이 치해 있다는 것은 주변 지역 공

동화 상 뿐 아니라 배달 차량에 의한 보행도로 

, 소음등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발생 시킨다. 

특히 공동화 상은 캠퍼스 주변 일 에 근린편의시

설의 지속 인 감소를 야기하면서 거주환경의 불편

함을 래한다. 

이것은 캠퍼스 주변 지역에서 하숙과 자취를 하

는 학생에게 악 향으로 나타난다. 자취하는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 , 빨래방, 렴한 음식 등의 

수가 어들어 이들 학생의 캠퍼스 일과 이후 거주

환경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화가 

심화된 동네에서 편의시설 부족으로 살아가기는 불

편하더라도 인쇄소 공장이 있는 지역은 주변에 비

해 지가가 평당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상 비싸기 

때문에 지역 건물주는 인쇄소의 침투를 극 으로 

말리지 않는 이 인 입장을 표명한다.16)

3.3 동국대학교와 지역사회의 오픈스페이스 이용 

패턴

동국 학교 캠퍼스 내 오  스페이스는 4개의 

형 오  스페이스와 14개의 소규모 오  스페이스

13) 박희석, 홍나미, 서울시 인쇄․출  산업 클러스터 도출 

 활성화 방안, 도시경제 pp. 62-73, 2006년 1월

14) 통계청, 2004년 12월 31일 기

15) 박희석, 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수립을 한 연구, 서울

시정개발원 pp. 207-210, 2005년

16) 동국 학교 주변 블록의 공시지가는 평당 200-500만원

(2005년 국세청) 수 이나 필동일  3군데 공인 개업

소의 인터뷰결과 실제 지가는 평당 1,000-1,5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조사 다.

로 나 어져 있다. 하지만 보행과 차량동선의 혼재

로 인한 비효율  근성과 지역사회에 한 폐쇄

성, 오  스페이스 특유의 조망 훼손으로 인해 동국

학교 필동 캠퍼스는 오  스페이스로의 기능을 

상실했다. 필동 캠퍼스의 동서경사지형이 가지는 고

유한 조망은 남북축을 형성하는 장방형 매스의 형

태와 배치방식으로 훼손되어 있다. 동서축의 선 이

고 깊은 조망은 완 히 훼손되고 캠퍼스 조망은 건

물과 건물 사이공간으로 한정된다. 동선의 혼재도 

조망 훼손의 원인이다. 동 입구역에서 문으로 들

어오는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충돌하는 혜화 과 

동국  사이 주차장이 그 가 된다.

동국 학교 캠퍼스를 심으로 서쪽에 약 9,000여

평의 장충단 공원이 동쪽에는 약 2,400평 규모의 남

산골 한옥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 캠퍼스 남쪽에는 

남산이 약 896,625평의 규모로 서울시의 규모 녹

지역할을 하면서 자리잡고 있다. 동국 학교는 남산

공원과 2개의 산책로로 연결되 있으며 남산 생태지

형의 연장선상에 캠퍼스가 치해 있으나 각 녹지

공원과 캠퍼스는 특별한 연계성 없이 근 한 지역

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3.4 캠퍼스 구성원의 행동 양식

캠퍼스 구성원은 학부생, 학원생, 교수, 교직원

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개인 업무공간을 유하는 

교수와 교직원은 캠퍼스  주변지역에서의 활동 

폭이 비교  좁은 반면 학부생의 경우 캠퍼스를 포

함한 지역사회에서 선택 으로 활동 공간이 이루어

짐에 따라 가장 왕성한 활동 역을 보유한다. 

이들의 활동을 유형학  분류에 의해 캠퍼스 시

간 계획에 따라 일과 과 일과 이후 시간 별, 주

과 주말, 계 별로 각각 다른 행동의 구심 을 갖

고 상이한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살펴보겠다. 

1) 주  일과 시간(오  9시-오후 4시)

일과시간에 비교  제한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

하는 교직원을 제외한 학생과 교수의 활동을 결정

짓는 첫 번째 구심 은 ‘강의’가 된다. 따라서 그림5

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건물의 강의실은 캠퍼스 구

성원이 모이는 공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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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 일과 활동 패턴

그림 6. 캠퍼스 단면

반면 각 강의 사이에 발생하는 공강시간에는 캠

퍼스 주변지역을 비롯한 오 스페이스와 캠퍼스 내 

일부 시설을 이용하면서 기의 시간을 갖는다. 교

수와 학원생은 교수 연구실과 학원 랩 (Lab)의 

지정된 공간을 근거로 강의실  기타 캠퍼스 편의 

시설을 오가며 공강시간에 비교  제한된 범 에서 

활동을 한다. 

캠퍼스내 개인 지정 공간이 없는 학부생의 경우 

공강시간에 캠퍼스  캠퍼스 주변 지역 사회로 활

동의 범 를 넓힌다. 75분-15분의 캠퍼스 타임 

임(Time Frame)에 따라 공강시간과 정된 강의실

로 이동하는 용이성에 따라 이용 공간선택과 이동

하는 거리, 활동 패턴이 정해진다. 

공강시간이 3시간 이내의 경우 그림 5와 같이 캠

퍼스내 일부 시설의 이용도가 높게 나타난다. 즉 도

서 , 인터넷 검색가능시설, 학생회  동아리방 등이 

공강시간에 학부생이 모 다가 각 강의 일정에 따

라 퍼져나가는 공간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

히 도서 은 그림 짐을 보 하는 로커(locker)로 용

도 변경되어 사용하는 열람실과, 학생들이 공강시간

에 가장 선호하는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멀티미디

어실과 컴퓨터 사용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기의 장소로 이용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이와 더

불어 공강 시간에 기의 목 으로 학생이 모이는 

공간이 학생회 에 있는 동아리방과 각 과마다 있

는 학생회실이 있다. 

공강 시간이 짧은 경우 학생들은 각 건물 진입부

와 캠퍼스 곳곳에 치한 휴게공간을 이용한다. 식

생, 벤치 등으로 조성된 휴게공간으로 10여분 정도 

잡담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지만, 학생과 교직원이 

건물 내부공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외

부공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공간은 기후  조건

에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 에 따라 공간의 

사용도는 하게 차이난다.

공강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학생들은 캠퍼스 

외부의 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 캠퍼스 근처에 

치한 학생 자신 는 친구의 하숙집 는 자취방에

서 공강시간을 보내거나 피시방, 노래방, 당구장, 카

페테리아등을 이용한다. 하지만 3.2장에서 언 했듯

이 동국 학교 주변은 인쇄 련업체, 소규모 공장, 

형 병원등과 캠퍼스가 맞물려 있어서 학생 편의

를 한 리테일 커뮤니티가 많이 발달하지 못한 실

정이다. 한 그림 6에서와 같이 가 른 경사지에 

캠퍼스가 치한 까닭으로 캠퍼스와 주변 지역으로 

이동에 수고로움으로 학생이 캠퍼스 외부로 나가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않다. 

공강시간이 더 길어질 경우 지하철 3,4호선 환승

역인 충무로역과 지하철 3호선 동 입구역에서 3정

거장 거리 이내에 있는 종로, 명동, 학로, 동 문

에 있는 형 서  는 쇼핑시설을 찾기도 한다. 

2) 주  일과 이후(오후 5시-오후 7시)

부분 수업이 끝나게 되는 오후에는 캠퍼스 외

부로 나가는 캠퍼스 구성원과 캠퍼스 내부  주변

에서 정주  기 시간을 갖는 이들로 나 어 볼 

수 있다.

오후 5시-6시 사이에 충무로역과 동 입구역은 

캠퍼스 외부로 나가려는 구성원의 집 도가 높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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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 일과이후 활동패턴

다. 두 역은 캠퍼스 구성원이 외부로 퍼져나가는 

심 공간이 되는 것이다. 지하철을 타는 목 지는 주

로 집, 학로, 명동, 인사동, 동 문, 종로 등이 있

다. 이는 동국 학교 구성원의 활동 권역이 지하철 

3, 4호선과 연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반면 캠퍼스 내부나 그 주변부에 남아 있기로 결

정한 구성원은 우선 캠퍼스 잔류 목 에 계없이 

부분 학교 식당으로 모이게 된다.

녁 식사 후 교직원은 당직 는 야근을 해 

학교 본 에 집 되어 있는 업무공간으로, 교수의 

경우 연구활동 연장  야간 수업 강의 비를 

한 목 으로 개인 교수실로 이동한다.  학원생

은 학원 연구실  실험실을 이 시간  활동의 

거 으로 정한다.

학부생의 경우 활동 패턴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야간 시간까지 캠퍼스 내에서 연구 는 

학습 시간을 연장하려는 집단과 캠퍼스와 그 주변

부를 오후 시간  이후의 활동을 해 잠시 머무르

는 집단의 분류가 가능하다. 

연구나 학습 시간을 연장하려는 학부생은 부분 

도서 에 모이게 된다. 기의 시간을 갖는 학생들은 

도서 이나 각 건물의 컴퓨터실, 학생회  정도의 캠

퍼스 내부 시설을 이용하며 특히 많은 학생들이 캠퍼

스 주변에 있는 자취․하숙 집을 많이 이용한다. 

동국 학교 필동캠퍼스의 경우 일과 이후 캠퍼스 

이용  오후 2시간동안 캠퍼스 활동의 환을 맞

는 이유는 야간 학 강좌 비를 해 강의실  

연구실을 내줘야 하는 것이 기인한다. 

3) 주  야간 (오후 7시-오후 11시30분)

캠퍼스 체를 만해 을 기 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 어 보았을 때 동국 이 치한 동쪽

은 야간 강좌로 인해 매우 북 는 반면 반 편인 

서쪽은 캠퍼스 체가 비어있는 캠퍼스 공동화 

상이 나타난다.

그림 8. 주 야간 활동패턴

 

야간 학 학생 에 직장인 비율이 높은 특성상 

자동차의 출입은 주간 시간보다 야간시간에 많으며, 

동국 과 혜화  사이공간에 주차 차량이 몰린다. 

반면 공과 , 사범 , 정보 산업 , 이과 가 있는 

캠퍼스 반 편은 각 단과 학 몇 개의 연구실과 실

습실을 제외하고 캠퍼스 시설물의 이용도가 매우 

낮아진다. 

캠퍼스 주변에 남아있는 학생은 후문 방향에 녹

두 사거리와 SK주유소 사이에 치한 캠퍼스 주변 

일부 공간에 모여 있다. 이 공간이 동국 학교 필동 

캠퍼스의 실제 인 다운타운(Down Town)인데, 학

생이 이 제한된 공간에 집 하면서 캠퍼스 주변 녹

두 사거리 일 의 도는 격히 높아지게 된다. 

이 시간은 캠퍼스 구성원  3-4%, 약 400명의 

야간 학생의 야간 학과 일정과 실제 으로 밤 12

시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교통 시스템이 캠퍼

스의 사용패턴을 규정한다. 일과 과 일과 이후 야

간으로 나뉘어진 캠퍼스의 시계와 캠퍼스 주변 기

숙 시설의 부재로 인해 학생들의 캠퍼스 활용패턴

의 연속성을 끊고 좁은 공간을 균일한 도로 오랫

동안 효과 으로 쓰는 것을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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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말 (토요일, 일요일)

캠퍼스 구성원의 주말 캠퍼스 이용도는 높지 않

다. 부분의 시설이 개방되지 않으며 도서 과 사

용이 일부 제한된 학교 식당이 주말에 캠퍼스 내에

서 운 된다. 도서 은 토요일 경우에 3시까지 출 

열람 시간이 제한되고 일요일에는 출 열람실 자

체가 불가능하다. 일요일에 간헐 으로 동문 체육

회 같이 외부인이 캠퍼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만 주말 캠퍼스 활동 패턴 향을  정도로 이용

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4. 캠퍼스 이동과 근

4.1. 선형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공간

동국 학교 필동 캠퍼스는 남산기슭에 경사지에 

자리잡고 있다. 높은 평지에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사면 간에 교사 건물이 배치되어 있어 

수직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필동 캠퍼스의 주요 

이동로는 그림 9와같이 후문과 혜화문에서 캠퍼스 

앙에 치한 팔정도에 이르는 경사로인데 두 경

사로가 캠퍼스를 동서방향으로 캠퍼를 가로지르고 

여기서 각 건물과 건물 사이 형성된 오  스페이스 

(Open Space)로 이어진다. 

그림 9. 주요 이동로와 보행 근

1) 충무로역 - 후문 – 팔정도

충무로역의 고도는 31m, 후문의 고도는 42m이고 

팔정도의 고도는 82m이다. 충무로역에서 팔정도

까지 832m거리가 있으며 충무로역부터 필동캠퍼스

로 근은 사범 , 정보산업 , 공과  학생들이 주

로 이용한다. 

충무로역에서 녹두사거리까지 평지길이며 삼성제

일병원과 맞닿은 길로 어들면서 약 7°의 오르막 

경사가 이어진다. 후문 앞 폭7m의 일방통행 도로는 

병원이용 차량, 인쇄 련 차량  오토바이 그리고 

보행자들로 인해 혼잡도가 높게 나타난다. 후문에서 

팔정도가지 약 12°의 오르막 경사가 나타나며 60m, 

74m 벨에 시설물이 치해있다. 길을 따라 60m

벨에서 학림 , 정보문화 , 원흥 , 학생회 의 1층

진입이 가능하고 74 벨에서 만해 장, 원흥  4층, 

본  1층 진입이 가능하다.

82m 벨의 팔정도에 이르면 앙도서 , 만해 , 

본 , 명진 으로 둘러싸인 캠퍼스 심의 오 스페

이스가 치한다. 동 입구역에서 혜화문을 거쳐 캠

퍼스에 이르는 다른 주요 이동로도 팔정도로 연결

되면서 이 오 스페이스는 캠퍼스 주요 이동로의 

노드가 된다. 

2) 동 입구역 - 혜화문 – 팔정도

동 입구역 벨은 32m, 혜화문 벨은 54m이며 

동 입구역에서 팔정도까지 거리는 538m이다. 동

입구부터 혜화문까지 80m거리에 약15° 경사로가 이

어진다. 혜화문은 정문과 더불어 보행자 뿐 아니라 

차량 진입이 가능한 캠퍼스 출입구다. 

혜화문의 고도는 54m로 팔정도까지 평균 13°의 

기울기로 주요 보행로가 형성되어 있다. 혜화문에서 

박물 까지 이르면 동국 과 혜화  사이에 오 스

페이스(65m 벨)가 치해 있다. 오 스페이스를 

지나 운동장(72m 벨)을 거쳐 팔정도로 이르는 

경사로와 혜화  측면 계단을 통하여 팔정도로 오

르는 길이 있다.

혜화 과 동국 사이 평지에 수평 동선이 치해 

있는데 두 건물의 주출입에 수평으로 연결되고 학

술 문화 과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 혜화  

4층 출입구와 만해  동측면이 릿지로 두 건물을 

연결되며 그 공간(78m 벨)에는 정각원이 치해 

있다. 

동 입구역에서 시작하는 이동로 한 팔정도의 

오 스페이스로 연결된다. 하지만 캠퍼스의 주요동

선의 노드임에도 녹지공간으로 근이 불가능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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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획의 실패와 구성원의 엑티비티를 수용하는 

로그램이 무하다. 

3) 보행진입과 차량진입

지역사회를 포함한 캠퍼스 보행진입은 충무로역

과 동 입구 철역에서 시작된다. 캠퍼스 구성원 

80%가 철을 통학수단17)으로 이용하다는 것은 곧 

두 철역이 외부에서 캠퍼스로 들어오는 앵커가 

된다는 것이다. 

그림 9에서와 같이 강  측면을 끼고 캠퍼스 

동쪽에 쪽문이 하나 더 치해 있다. 지도에 표시된 

것처럼 두 쪽문 주변에 자취와 하숙집이 집되어 

있다. 따라서 쪽문은 캠퍼스 주변지역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의 주요 캠퍼스 근 통로가 된다. 각각의 보

행 근이 가능한 출입구는 두 개의 캠퍼스 주요 이

동로로 연결되어 캠퍼스 보행동선이 이루어진다. 

차량 근은 그림 10과 같이 장충단 공원 리틀야

구장과 연결된 정문(Gate 5)과 혜화문(Gate 2)을 통

해 가능하다. 후문과 2개의 쪽문은 캠퍼스와 바로 

계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차량진입이 불가능하다. 

정문은 장충단길을 통해 진입되고 혜화문은 훈련원

로와 연결되어 있다. 장충단길과 면한 정문은 강남

으로는 한남 교 강북방향으로는 흥인문로와 이어

지면서 서울시 역에서의 근이 용이한 치를 갖

는다. 

그림 10. 차량 동선과 주차

17) 동국 학교 재학생 (일반 학원, 산업 학원 포함) 

1366명 상으로 통학시 교통수단에 한 설문, 지하철 

80%, 도보 12%, 버스 6%, 택시 는 자가용 2%

하지만 캠퍼스 내부에서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보행과 차량동선

의 혼재로 인한 비효율  근성과 지역사회에 

한 폐쇄성, 오  스페이스 사용도와 특유의 조망 훼

손되어 있다. 

4) 캠퍼스 주차와 동선의 충돌

그림 11. 동선의 충돌

동국 학교 주차시설은 부분 캠퍼스 내부 오  

스페이스에 배치했으며 확보한 주차 시설은 405

로 841 의 법정 주차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좁은 평지에 주차를 확보하기 해 보행동선

과 건물 외부 녹지공간 까지 주차장 시설을 계획하

는 바람에 보차분리가 되지 않아 캠퍼스 여러 지

에서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충돌을 일으킨다.

그림 11에 표시된 지 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주차장이 겸쳐져 충돌을 일으키는 지 이다. 보행동

선과 차량동선의 혼재의 가장 큰 원인은 차량동선

이 캠퍼스 진출입구 공간에서 차단되지 않고 캠퍼

스 역으로 깊숙히 침투되기 때문이다. 반포 교 

 이태원 방향에서 정문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혜

화 과 동국  사이공간에 주차하거나 각 단과 학 

건물로 이동한다. 동호 교 방향  옥수동 지역에

서 오는 차량은 문으로 진입하여 혜화 과 동국

 사이 주차장을 지나 캠퍼스로 들어간다. 팔정도

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이며 동선의 시작부분에 

치한 혜화 과 동국  사이공간은 캠퍼스 주차수

용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행동선의 기능

을  수행하지 못한다. 캠퍼스 주요 동선이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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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통합형 로그램의 분석

로그램 Campus 지역사회 구/서울시 민간투자

단기

기숙사

∙일과이후 학생활동의 거

∙재학생 34%가 가장 시 한 캠

퍼스 시설로 평가18)

∙기숙시설 확보로 캠퍼스 경쟁

력 강화

∙야간 활동인구 확보로 

인한 범죄 방지효과와 

부동산 지가 안정

∙도심 거주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 확보(도심

공동화 상 해결)

∙2004년 12월 민간투

자법 개정으로 안정

 투자환수를 확보

할 수 있는 기숙시설

특성으로 민간 자본

유치 용이

충무로 

상센터- 화 

산학 동 

(구 앙 학교 

필동 병원)

∙연극 화 문 학원 이

∙동국 학교가 충무로 화 산

업에 리더쉽을 부여하며 학교 

상 강화

∙ 화 교육시설을 확보

로 화 련 기업의 

유치로 충무로 화거

리의 재 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

∙서울시의 애니메이션, 

 상 미디어 산업

의 육성정책과 부합

∙동국 학교 화 문

인력 인 라를 통한 

화 련 산업 투자

자본 유치

기

디지털 도서

∙일과  공강시간 캠퍼스 구성

원 활동의 심

∙일과 이후 연구/교육 공간 

∙캠퍼스 경계에 계획되면서 건

물 을 통한 캠퍼의 진입으로 수

직이동의 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공편의 문

화시설 확보

∙장충단 공원의 로그

램 다양화로 녹지 공간  

활력 요소 부여

∙아시아 융허  도시

로 성장하려는 서울시 

요구와 남산녹지, 도

심인 라, 국내 융

기업의 집, 호텔 등 

풍부한 숙박시설을 하

나로 통합하는 구심  

역할 가능

∙국내외 융 련 기업

체와 문가를 한 

최첨단 융 정보와 

교육서비스의 제공으

로 민간자본 유도

동 입구역-혜화

문-캠퍼스 

지하공간 개발 

(지하주차장, 

규모 서 )

∙캠퍼스 구성원의 이용도가 높

은 지하철역과 캠퍼스의 이동

과 진입용이

∙지하 주차시설을 통한 보행로 

확보와 오 스페이스의 활성화, 

생태캠퍼스 추구

∙ 규모 서 을 통한 캠퍼스 구

성원 공강 활동에 한 로그

램 확보 19)

∙문화 상업시설 지역사

회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지하 주차장과 캠퍼스

를 거쳐 남산공원으로 

통하는 새로운 진입로 

확보

∙남산공원 차량 통제에 

따른 서울시 주차문제 

해결, 주차장 사용료 

수익

∙지하공간의 서   

상업시설의 임  는 

경 을 통한 수익률 확

보로 민자 유치 가능

장기

캠퍼스와 

지역사회의

Open Space

연계

∙캠퍼스 이동과 건물의 매개역할

∙캠퍼스 구성원 실외 활동의 장

∙지역사회와 오 스페이스 공유

를 통한 캠퍼스 경계 허물기 

∙분산된 오 스페이스 

연계성강화(장충단공

원-동국 -한옥마을로 

연결되는 그린코리더)

∙남산과 청계천 잇는 

녹지축에 그린코리더

와 연결로 서울시 녹

지 공원 연계성 강화

되는 팔정도 한 보차분리 부재로 인해 캠퍼스 

심이 되는 엑티비티 노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5. 통합형 로그램의 가능성

역 단체의 성장 계획 방향과 캠퍼스가 속한 지

역사회를 범 로 캠퍼스 구성원의 활동 패턴을 살

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학의 소유부지를 넘어 민

18) 동국 학교 재학생 (일반 학원, 산업 학원 포함) 1366

명 상, 가장 시 하게 필요한 시설 설문, 기숙사 34%, 

도서  22%, 강의실 18%, 휴게실 9% 순으로 집계

19) 동국 학교 재학생 (일반 학원, 산업 학원 포함) 

1366명 상 서 , 편의  등의 쇼핑  편의시설 확

에 한 설문, 시  62%, 보통 30%, 시 하지 않음 

7%, 필요하지 않음 1%로 집계 

간 기업이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연계되며 캠퍼스 

구성원의 활동이 고 도로 일어날 수 있는 5개의 

통합형 로그램을 도출하 다. 이를 표 2와같이 캠

퍼스, 지역사회, 구/서울시, 민간투자의 면에서 

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을 분석하 다. 

본 장에서 도출한 5개의 로그램은 규모와 캠퍼

스, 지역사회, 구/서울시, 민간투자의 참여도에 따

라 단기- 기-장기의 략 인 실행계획을 수반해

야 한다.

6. 결론

동국 학교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심형 

학의 캠퍼스 확장 안으로 캠퍼스 기능의 다핵

분산화가 가능하겠다. 성공 인 캠퍼스 분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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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역사회와 캠퍼스가 착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형 로그램이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해 첫째, 캠퍼스가 지역사회  지방자치

단체의 이슈와 안을 함께 고민하며 같은 사회 구

성원으로서 동반자 인 입장을 견지해야한다. 

둘째, 지역사회와 캠퍼스가 향을 끼치는 계를 

고찰하고 재 확장 가능한 캠퍼스의 범주를 정한

다. 그리고 캠퍼스 구성원이 활동을 펼칠 확장된 의

미의 캠퍼스에서 공간의 성격, 이동과 근에 하

여 다각 으로 이해해야한다. 

셋째, 캠퍼스 구성원의 행동패턴을 찰하고 구심

을 찾아내어 지역사회를 포함한 캠퍼스에서 이들

이 취하는 행동을 측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캠퍼스 기능이 지역사회에 무리없

이 흡수되고, 도출된 로그램에 캠퍼스 구성원의 

활동이 고 도로 일어날 수 있는 계획을 장기 인 

안목에서 수립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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