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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림 학교 학생복지  황

1. 서론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개선을 도모할 때 취하

는 가장 흔한 방식은 리모델링이다. 성장 주의 개발은 철

거와 신축을 기반으로 일정 수  이상의 물리  환경을 

조성하여 주지만, 건축물이 긴 세월동안 사용자와 계맺

음을 통해 만들어낸 장소성은 한순간에 무 지게 된다. 

교육시설은 학생들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

는 측면에서 장소성이라는 키워드가 더욱 요한 공간이

다. 장소성은 인간이 살아온 시간과 공간을 구체  형태인 

건축물을 통해 도시 안에 치시키며, 공동성을 형성한다. 

년이 되어서도 학창시설의 에피소드를 나 며 친구들과 

유 감을 유지하고 마치 그때로 돌아간 기분을 느끼는 것

은 구에게나 한 번 쯤은 있음직한 일이며, 흔한 경험이

지만 특별한 기억이다.

따라서 교육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기존의 시설에 변화를 

주거나 공간의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해서는 철거와 신축

을 택하기보다 신·구의 조화를 극 화한 리모델링 계획이 

필수 이다. 빈 린치의 ‘오래된 환경은 이 보다 더욱 풍

요로워지고 극 으로 향상될 수 있는 기회로서 이것은 단순

한 보존이나 추가가 아닌 옛것과 새로운 것의 특별한 사용

이다’1) 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축물의 새로운 용도

로 새로운 사용을 하는 것 그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1) Kevin Lynch, what time is this Place?, MIT press, pp38-39

우리의 학교건축은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

는 물리 인 환경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 으로 의

미를 형성하는 하나의 지 으로서 역할 하여야 할 것이다. 

2. 설립배경  개요

2.1 설립 배경

한림 학교 학생복지 은 캠퍼스의 심에 치한 건물

이며, 학교행사에서 야외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등 캠퍼스 

라이  구 에 있어서 심 인 역할을 하는 치에 있다. 

실의 수요증가를 감당하기 해, 95년 지어진 벽돌건물 

로 1개층이 1차례 증축 되었고 오른쪽 1개층이 추후 다른 

재료로 지어진 상태 다. 때문에 건축물이 하나의 입면으

로 읽어지지 않고 사용성에 한 통합 인 고찰없이 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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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증축으로 인하여 기능개선 한 기 에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번 리모델링에서는 동아리실과 강당이 추가되고 사

용자간의 커뮤니 이션 증 를 하여 일부 내부 이아웃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증축의 범 는 다음과 같다. 

기존 황 증축

2.2 설계개요

그림 2. 한림 학교 학생복지

구분 내용

    치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1번지 외 14필지

용    도 교육연구시설

지면 241,556.70m2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건축면 2,660.50m2

연 면 10,972.68m2

건축규모 지하2층 / 지상4층

건 폐 율 변경  17.60%, 변경후 17.65%

용  률 변경  65.92%, 변경후67.06%

최고높이 19.8m

외부마감
THK.24 복층유리, 베이스패 , 알루미늄패 , 

알루미늄 시트

표 1. 한림 학교 학생복지  개요

3. 건축계획 방향  설계

3.1 계획의 주안점

한림 학교 학생복지 은 캠퍼스의 심에 치한 건물

이다. 강의동과 기숙사 역의 에 배치되어 있어 단지 

내 보행 동선이 집 되고 있으며, 학교 행사에서 야외 공

연장으로 사용되는 등 캠퍼스 라이  구 에 있어서 심

인 역할을 하는 치에 있다. 

황의 장 을 최 한 살려내고 합리 인 모델링 략을 

용하여 학생복지 의 미래  가치로의 환을 시도하 다. 

단지내 동선

향 외부공간

그림 3. 황분석

3.2 계획의 전개

2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정  안 진단을 

통해 안 성을 확인한 후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리모델

링이 될 수 있도록 하 다. “공간을 묶다”라는 컨셉 하에 

수직 확장을 통한 객석형 커뮤니티 심의 공간계획, 이

외피 계획으로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가치가 공존하는 디

자인, 사용자의 다양한 개성을 아우르는 디자인을 목표로 

하 다. 

황 기능개선 새로운학생복지

이 외피 계획을 통한  입면디자인

객석형 커뮤니티공간 삽입 24시 개방형 소그룹 토의공간 제안

그림 4. 계획의 주안

3.3 평면계획

학생복지 의 평면계획에서는 ‘커뮤니티공간을 심으로 

외부 공간 확장’ 이라는 주안 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직원

이 함께하는 활동공간을 계획하 다. Residential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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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외국인학생 커뮤니티  24시간 개방 토의공간

실 을 하여 국제 교류 과 학생생활 의 성격을 

히 배치하여 개방 공간형 학교를 만들어주었으며, 학생들

을 해 다양한 스터디 공간  교육 外 로그램의 자발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제안하 다. 더불어 

기존의 천창 등을 활용하여 쾌 하고 밝은 내부 공간 계

획하 다.

1) 외국인학생 커뮤니티  24시간 개방 공간_지상1층

다문화 학생들의 소통과 정서  유 , 세계문화를 하

는 공간으로서 세미키친을 반 하여 활발한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었다. 국제교육   기숙사에서의 근이 

용이한 주출입구에 인  배치하여 쓰임의 활용도를 높

다. 뿐만 아니라 BIX IN BOX의 공간 구성을 통하여 형

태는 오 되어 있으나 기능 으로 외국인 학생 커뮤니티

와 24시간 개방 토의 공간을 묶어주었다. 벽면 매입형 빌

트인 가구나 슬라이딩 아이디어 보드를 활용하여 구나 

함께 토론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하 다. 

2) 객석형 커뮤니티 공간_지상2층

기존 소한 공간 제한을 극복하기 해 일부 벽체를 

철거하고 상부 슬래 를 오 하여 깊이감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 다. 객석형 커뮤니티 공간은 수평, 수직  공간조

닝의 심에 배치되어 캠퍼스 내 소통과 력의 심공간

이 될 수 있도록 하 다. ‘공간의 목 성’이라는 패러다임

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스마

트 캠퍼스의 제약없는 Free Address 공간을 구 하 다. 

이 공간 안에서 소통과 력은 개인부터 그룹에 이르기 

까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여 캠퍼스 라이  그 자체이자 

일상의 모습이 될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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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그림 6. 객석형 커뮤니티공간홀

출입구 면에 치하고 있는 기둥은 홀의 개방감 측면

에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었겠지

만 건물 체의 구조 안 성을 고려하여 삭제하지 않고, 

건물 체 심공간을 상징 으로 보여  수 있는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 다. 더불어 객석형 커뮤니티 공간에서 시

작하여 앙 홀, 면 야외공연장까지 사용자의 액티비티가 

확장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외부공간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캠퍼스의 일상 모습이 연출 될 수 있도록 하 다. 

3) 학생식당  편의시설_지상2층, 3층

학생식당은 학생복지 의 주요한 편의시설  하나로서, 

천창을 활용하여 자연친화  공간으로 구성하 다. 단순 

식사 장소를 넘어서 소규모 동아리 모임 가능한 room형

태와 혼밥족을 고려한 1인석 배치 등 다양한 유형의 사용

자의 편의성을 고려하 다. 뿐만 아니라 면부에는 가변

형 벽체를 활용한 오 카페를 배치하여 외부로의 공간 확

장을 도모하 다. 계 의 변화를 유연하게 담아내고 사용

자가 능동 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 다.

그림 7. 면 오 카페

그림 8. 학생식당

4) 순환식 공간배치_지상3층,4층

동아리 특성을 고려한 조닝계획을 통하여 합리 인 평

면계획을 하 다. 공간의 깊이가 깊은 기존 매스 형태에서 

정을 활용하여 밝고 쾌 한 공간을 만들어 주려 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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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이 외피

 

 

그림 12. 사용자의 Needs에 응하는 변화하는 입면

며, 이를 심으로 동아리 학생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 다.

3.3 외벽 리모델링 계획

기존 건물의 외벽에 알루미늄 

패 로 더블스킨 처리를 하여 

기존재료와 새로운 재료를 아우

르는 통일감 있는 입면을 완성

하 다.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개폐를 자율 으로 조 가능하

게 하여 가변  입면디자인의 

요소로 활용하 다. 이 외피 

시스템은 기존 외벽의 철거를 

최소화하고 외부 직달 일사량 

조 을 통하여 휘 방지  열 

환경 개선으로 쾌 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 다. 

그림 11. 이 외피 개념도

4. 맺음말

학생복지 은 학생상호간의 의사소통의 장이자 화합의 

장소이며 교과외 인 교육  놀이가 행해지는 장소이다. 

학생들은 이 공간에서 정서  안을 받을 것이며, 이곳에

서 축 된 기억과 경험은 물리  환경과 서로 유기 으로 

연결되어 애착을 갖고 선호하는 ‘장소’로 구축될 것이다. 

우리는 내·외부 공간을 유기 으로 연결하고 장소 구축의 

도구로서 이  외피를 극 으로 활용 하 다. 사용자의 

요구를 즉각 으로 입면에 반 할 수 있게 한다던지 BIX 

IN BOX의 공간 구성을 통하여 ‘따로  같이‘의 략을 

통해 학생들의 개성을 존 하는 동시에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 하 다. 이와 같은 계획 의도가 

학생들에게 단순한 건물의 마감 교체가 아니라 장소의 주

인의식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어, 캠퍼스 라이  활성화의 

발 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