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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속한 산업화를 거쳐 에 이르면서 세

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  고령화 상이 진행

되고 있다.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가 일

어날 뿐 아니라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평생 교육

의 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한편, 학은 문화되고 다양화되는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공간 확충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을 한 열린 

공간의 확충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  요구를 수용

하기 해 학교육기 은 교육과 상업 문화 시설 등의 

로그램  복합화  내·외부 공간  휴게 공간 등 입

체  교육 공간 구성을 통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요구를 반 하여 학은 지역공동체 교육 

실 , 시설의 복합화와 다양화를 통한 다양한 활동의 수용, 

상업시설  주민공공시설의 제공을 통한 주민과의 교류 

강화 등 보다 복합  역할을 계획단계에서부터 통합할 수 

있도록 복합 교육시설의 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학교육시설의 복합화 과정  용된 계획 사례에 

하여 분석하고, 상명 학교 미래백년 의 계획과정  계

획안의 분석을 통하여 종합커뮤니티센터로서의 복합 캠퍼

스 시설의 새로운 역할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캠퍼스 복합화

2.1 인구변화 와 미래사회 에서의 교육시설의 역할

우리나라는 재 출산율의 하락과 더불어 고령화의 속

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표 0∼14세 15∼64세 65세이상

2006 8,988,826 34,790,753 4,592,367

2007 8,724,607 35,045,531 4,827,514

2008 8,488,729 35,407,814 5,052,155

2009 8,232,065 35,694,138 5,255,835

2010 7,975,374 35,982,502 5,452,490

2011 7,770,912 36,352,538 5,655,990

2012 7,559,063 36,555,703 5,889,675

2013 7,370,118 36,711,849 6,137,702

2014 7,198,984 36,839,412 6,385,559

2015 7,039,594 36,953,331 6,624,120

출처 : 통계청 (http://www.kosis.kr)

표 1. 연령별 인구 통계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0∼14세 인구  

학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어들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고

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출산·고령화 사회, 생활수  향상 등으로 문화 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되면서 학교시설  부지의 효율  활

용에 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시설은 사회

 환경변화와 요구에 따라 다양한 학습공간과 지역사회

의 심공간으로 활용 되어야 할 것이다.1)

2.2 교육시설 복합화의 정의와 역할

복합화의 사  의미는 두 가지 이상의 기능과 시설을 

서로 복합해 놓은 개념이다. 시설의 복합에는 공간  복

합, 기능  복합, 그리고 리 운  복합을 의미 한다2).

1) 정연숙, 출산·고령사회에 비한 학교복합시설 발  방향에 

한 연구, 경기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2008 

2) 안창모, 지역시설의 복합화계획에 한 연구, 한양  학원 석

사학  논문,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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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서는 건축물이 하나의 용도가 아닌 복수의 용도

를 수용할 때 복합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시설의 복합화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시설을 공유함

으로써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시설이나 자원을 이용하여 

학습활동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 주민들은 학교의 여러 

가지 사회교육 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로

그램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3)

교육시설의 복합화는 교육시설과 공간의 공유에서 나아

가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계의 변화와 참여가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새로운 계를 구축하여, 학교에 

한 인식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만을 상

으로 교육을 한다는 단순한 교육시설에서 어린이부터 노

인들까지 다양한 이용자들을 상으로 하는 폭 넓은 의미

의 학습시설로서의 인식 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평생교

육이라는 차원에서 학교라는 하나의 장소에 모여서 서로 

자극을 주면서 학습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된다.4)

선진국 에서는 이미 인구의 변화  교육의 패러다임을 

고려한 교육시설의 복합화가 시작되었다. 선진국의 교육시

설 개발 동향은 다음과 같다.

국에서는 비형식 교육(informal education)으로 시작

된 열린 교육과 함께 1930년  이후 학교시설을 주민들에

게 개방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1976년에 평생교육법

이 성립되면서 커뮤니티 교육에 한 심이 높아졌고, 아

울러 보다 극 으로 학교시설에 한 주민들의 활용도가 

증가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평생교육에 응하는 

국의 교육시설은 다양한 방향으로 복합화 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1920년 에 성행했던 시민운동의 일환인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운동이념은 공립학교 

교사 이용을 심으로 근린규모 단 로 한 지역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었다.”5)

이러한 선진국의 학교개 은 우리나라에도 향을 미쳐 

교육시설에 한 인식 뿐 아니라 학교시설의 계획이 입체

인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에 치한 ·

등학교 뿐 아니라 학교에도 그 향을 주어 평생 학

습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 되어 나가고 있다.

3) 박재범, 학교시설의 복합화 사례분석 연구, 고려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2006

4) 류호섭, 교육시설 복합화 개념  필요성,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6권 제2호, 1999

5) 윤은 , 지역커뮤니티와 연계한 등학교 시설복합화 건축계획

에 한 연구, 서울산업 학교 산업 학원 석사학  논문, 

2009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다양한 학 교육기 들이 

지역사회의 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2.3 대학 교육 시설 내 복합시설 사례분석

교육시설의 복합화  열린 공간을 고려한 표 인 사

례인 고려 학교 하나스퀘어를 비롯한 3개의 복합교육시

설의 분석을 토 로 효과 인 학의 복합시설에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구 분
고려 학교

하나스퀘어

이화여자 학교

ECC

홍익 학교

홍문

사 진

규 모 지하3층, 지상1층 지하6층, 지상1층 지하6층, 지상16층

교육시설

다목 강당
멀티미디어 강의실

세미나실
열람실
시 공간
열람실

스터디 룸
강의실

강의실
회의실
실습실

미디어센터
서비스센터
세미나실

학생서비스센터
열람실
갤러리
기도실
이삼 홀

강의실 
세미나실 
교수연구실 
도서

학원 연구실
열람실
가람홀

상업시설

서
푸드 코트
편의

휘트니스 센터
카페
음식

카페테리아
화

카페라운지
이화·삼성아트홀

커피 문
스토랑

휘트니스 센터
서
은행

여행사
사진
편의
서

푸드 코트
은행
커피  

의료시설 - - 치과

업무시설 - -
다음

커뮤니 이션

기타 아트리움/선큰 - -

표 2. 복합 교육시설 사례분석

2.4 대학 교육시설 복합화의 방향

이상의 학 캠퍼스 내 복합시설의 분석을 통하여 학 

캠퍼스 내의 복합시설은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 여러 용도의 시설이 공존하는 시설물로, 학내 이용자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한 공공성을 가지는 교육공간과 

열린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사례조사를 통해 악한 학 교육시설 복합화는 세 가

지 주요 계획요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민자 유치를 통한 상업  문화시설의 유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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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명 학교 미래백년  치도

하여 지역주민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로그램  측면과 

그리고 시설  측면에서 고려하 다.

둘째, 캠퍼스의 공간 분석을 통하여 캠퍼스내의 여러 공

간을 유기 으로 연결할 수 있는 내·외부 공간을 계획하

다.

셋째, 변화하는 사회  요구와 교육기 으로서의 역할을 

극 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동 이고 효율 인 교육

시설  공간을 계획 하 다. 

3. 상명 학교 미래백년

그림 1. 상명 학교 미래백년  조감도

3.1 상명대학교 미래백년관 개요 및 소개

상명 학교 미래 백년 은 기존의 캠퍼스 심공간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종합 교육센터로서

의 역할을 가지고 건립되었다.

구 분 내  용

지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상명 학교)

지면 86,135.04m2

건축면
강의동 2,500.12m2

주차장동 50.95m2

연면
강의동 14,790.25m2

주차장동 7,083.32m2

규모
강의동 지하 2층, 지상 5층

주차장동 지하 3층, 지상 2층

표 3. 상명 학교 미래백년  개요

캠퍼스환경과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학생과 교수 등 주사용자 뿐 아니라 지역주

민의 의견을 극 으로 반 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 단

계의 의견 조정  수렴 과정을 통하여 계획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단순 강의동 계획에서 도서 과 강

의동의 복합시설, 최종 으로는 종합 강의동으로 그 로

그램이 발 하여 복합시설로서의 성격과 사용이 고려되었

다. 한, 다양한 외부공간의 계획과 캠퍼스 내외의 연결

이 고려된 입체  공간  계획도 함께 수립 되었다.

1차 안

주요시설

강의실

연구실

▼ 

2차 안

주요시설

강의실

도서

주차장

▼

3차 안

주요시설

강의실

카페

학생식당

상업시설

연구실

홍보

주차장

표 4. 상명 학교 미래백년  로그램 결정 과정

3.2 주변 분석

북한산 자락에 치한 캠퍼스의 지리  치로 인하여 

본 지 역시 략 20m의 고 차를 이루고 있어 계획 시 



  

special issue 특집

32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2권 제6호 통권 제109호 2015년 11월

그림 4. 상명 학교 미래백년  배치도

요 고려사항으로 인식 되었다.

기존에 테니스장  야외공연장 등이 치해 있던 계획 

지에 로그램을 추가로 계획하며, 공간을 수직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되었다. 

3.3 건축 개념

교육공간의 입체화  복합화

미래백년  계획 로세스에 따라 미래 백년 의 로

그램은 강의실, 세미나실, 교수연구실, 학생 열람실, 카페

테리아, 학생식당 등이 치한 종합강의동과 주차장동으로 

이루어졌다. 주차장동은 기존에 농구코트  테니스장으로 

사용되던 치 지하에 계획하여 지상부에서의 체육 활동 

공간은 유지하며 주차장 공간을 지하에 추가하 다. 이러

한 계획은 높은 언덕에 치한 캠퍼스의 특성상 주차공간

이 부족한 에서 기인하는데, 캠퍼스 공간이 한정되어 있

다는 문제 을 추가 공간을 수평  안으로 근하기보

다 수직 으로 공간을 확장하여 보다 입체 이고, 효율

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계획하 다.

그림 3. 상명 학교 미래백년  주차장 상부 체육시설

배치계획

해당 지는 상명 학교 캠퍼스의 심에 치하여 캠퍼

스 내의 다양한 내·외부 공간과의 직·간 인 공간  

계를 형성한다. 한 경사지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

한 벨에서의 출입과 외부 공간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입

체  공간을 구성하 다. 새로운 계획 건축물인 미래백년

과 기존의 체육공간이 상충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효율  단면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하 다. 한 입체  공

간의 배치 계획을 통해 상명 학교의 심공간으로서 다

양한 의미와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 다.

평면계획

앙 아트리움 공간의 계획을 통하여 다양한 로그램

이 쾌 한 환경 속에서 유기 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계

획되었다. 앙 오  공간은 교육  문화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일 뿐 아니라 쾌 한 실내공간을 구성 할 

수 있도록 기능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5. 상명 학교 미래백년  아트리움 계획

미래백년 은 강의동과 주차장동의 2개의 동으로 구성

하여 각 로그램별로 효율 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닝

을 구성하고, 모듈을 활용하여 각 조닝이 필요에 따라 효

율 으로 응 할 수 있도록 평면을 계획하 다. 

그림 6. 상명 학교 미래백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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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상명 학교 미래백년  평면도

입면계획

미래백년 을 둘러싸고 있는 캠퍼스 내의 동선  외부

공간과 각 동선에서 보여는 모습을 고려한 입면계획 실시

하고 간결하고 세련된 계획을 통하여 로그램의 변화와 

새로운 기능을 수용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8. 상명 학교 미래백년  입면계획

단면계획

농구코트  테니스장으로 사용되던 외부공간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계획하여 공간을 입체 으로 활용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캠퍼스 내에 공간을 효율 이고 열린 공

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로그램별 특성과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단면배치계획

을 통하여 쾌 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 이고 효과

인 종합 교육공간을 계획하 다.

그림 9. 상명 학교 미래백년  단면조닝 개념도

소결

사례조사를 통해 분석한 복합 건축물의 특징을 기 으

로 상명 학교 미래 백년 의 건축계획을 분석하면 다음

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복합건축물 

특징

상명 학교 

미래백년
특징

캠퍼스 내외부 

공간 연결
●

캠퍼스내의 다양한 내·외부 공간

과 유기 으로 연결

다양한 시설 

계획
▲

민자 유입  상업시설계획 비  

낮음 

효율  교육공간 ●
다양한 교육 로그램에 응할 

수 있는 교육공간 계획

표 4. 복합교육시설로서의 상명 학교 미래백년  분석

교육기 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근하고, 심 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친근한 이미지의 형성과 편리하고 합리 인 내·외부 공간

구성을 통하여 변화하는 학교육  문화시설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는 유동 인 공간으로서의 학교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 하 다.

기존사례의 복합 건축물들에 비해 상업시설이나 휴게 

시설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자들과 인근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로그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상

명 학교 캠퍼스에 최 화 된 교육  문화시설로서의 환

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8. 맺음말

인구변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증가 

등을 비롯한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시설은 기존의 학생 

교육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 교육/문화 으로 기여하는 

새로운 역할의 수행 등 사회  요구에 직면해 있다. 학교

시설은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며 발 하고 있으며, 그  시

설의 복합화는 매우 필요한 과제인 동시에 미래 세 를 

한 학교교육 변화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반드시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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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사안이다.

이에 따라 주요 학들은 민자 유치를 통한 상업  문

화시설의 유치  복합시설의 계획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

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발 을 토 로 

학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다른 교육기 과의 차별

화  민자 유치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건실한 

학교 재정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 인 효과를 가져 오

고 있다.

상명 학교 미래백년 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사

용자  인근 주민들이 극 으로 참여  소통하며 의

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계획 되었다. 의견 수렵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로그램과 공간의 복합화 된 건축물을 계

획하 으며, 다양한 의견을 반 하여 강의실과 식당, 카페, 

상업시설, 주차장 등을 복합 으로 수용하는 종합 교육시

설로 계획되었다.

상명 학교 미래백년 은 다른 학 복합시설과 비교하

을 때 상업시설이나 편의시설의 다양성과 그 수에서 다

소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사용자의 요구를 악하교 

극 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로그램  공간을 분

석  용하 다. 다양한 사용자의 극  참여과정을 통

해 문 , 맞춤형 교육과 지역사회 평생교육, 문화교육 

등 다양한 사용자의 니즈(Needs)에 최 화 된 교육의 장

으로 계획 되었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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