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제24권 제6호 통권 제121호 2017년 11월 55

고등학교 공용공간의 패러다임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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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ommon space of the high schools before and after the decade of 2009 which starts Subject-centered 

clusters school plan, and proposes the direction of common space planning for the future. Based on the floor plans of high 
schools awarded as excellent school facilities every year, first, types and numbers of common space, second, area ratio between
common space and program space and also moving space and staying space, third, space connections were analyzed for tracking
the chang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on, staying and program spaces. The study results demonstrated that types, numbers
and area ratio of the common space were increased as the years go on. Especially, the area ratio of staying space was 
dramatically increased after 2009 and this result was caused by the home-base, alcove space, and hall that were adopted for 
subject-centered clusters planning after 2009. Connecting diagram of staying area and program spaces also shows the spaces 
related to staying area were changed from a classrooms and administrative office etc. to a library, gym, and seminar rooms etc.
In case of staying area, it would have a value as a common space for various student activities such as group activities, 
meetings, and multi-uses. Because student activities would be changed and encouraged depending on the location, sizes and 
program spaces around staying area,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planning for staying area is critical for future schoo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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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9년 개정교육과정으로 교과교실제가 실시되었다. 학

생들은 매 수업마다 해당 과목의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게 되었고, 길어진 동선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실공간 이외에 공용공간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공용공

간에서 학생들의 휴식  사회  활동 등의 필요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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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청소년들이 하루의 부분

을 보내는 생활공간으로서 건강과 정서에 많은 향을 미

치기 때문에 쾌 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 더불어 휴식  

여가활동을 한 공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에서 고등

학교 내 다양한 공용공간과 실내·외에 휴식 공간  활동

공간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한 공

간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 체육수업시수의 감소는 

오늘날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부족한 신체활동을 더욱 감

소시켜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체 , 정신 , 사회

인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1), 이 시기에 신체활동

1) 강신복, 청소년의 건 한 육상을 한 학교 체육의 개방향, 

학술세미나, 주 학교, pp.10-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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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ame

2015
Cheongbuk High School 

Muan High School

2014 Samsung High School

2012

Incheon Haneul High School

Osong High School

 Gyeonggi Doegi High School 

2011

Dongtan Global High School

Goyang International High School

Yang Cheong High School

2010

Gangwon Aeni High School

Incheon Haesong High School

Hana High School

Sungnam High School

2009

Seoul Sumyeong High School

Hosan High School

Jangdeok High School

2008

Seoul Global High School

Chungnam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Senteom High School

Maecheon High School

2007

Anhwa High School

Incheon International High School

Gyeonggi Art High School

Cheongwon High School

2006

Sehyeon High School

Hyomun Middle·High School

Haegang High School

Ulsan Science High School

Suwon Academy of World Languages High School

Banseok High School

Bucheon Sangwon High School

2005 Neulpureun High School

2004

Denungchon High School

Jijok High School

Ssangyong High School

gumi Sagok High School

hwasung Byeongjeom High School

Baekgung High School

2003

Anione High School

Busan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Dunwon High School

Dojeong High School

Pungam High School

Wolbong High School

Suncheon Jeil High School

Indong High School

Gwangju High school

2002

Gwangju High school

Busan Visual Arts High School

Mokpo Jeil Girls' High School

Jeonju High School

Yangji High School

Table 1. List of high school selected as excellent school facilities by year의 증 를 통한 하된 체력의 향상과 생리  기능의 개

선  스트 스에 한 처능력 향상은 고등학생들의 

당한 신체활동의 생활화와 함께  사회에 있어 요한 

과제의 하나로 두되고 있어2),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해서는 내부공간에서 신체  활동을 증진시켜  수 있

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국내 고등학교 시설은 1965년 701개 던 것이 지속 으

로 증가하여 2016년 기  2393개의 고등학교가 개설되어 

있고 교과교실제를 심으로 교육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64%인 1545개가 개설되어있다3). 하지만 부분의 학교들

이 교육기능만을 심으로 설계되어있고, 특히 교과교실제

가 도입되기 의 학교들은 기본 인 복도공간을 포함한 

아이들의 휴식과 활동을 담는 공용공간이 부족한 실태이

다. 부분의 학교에서 휴식  사회  활동들이 이루어지

는 공간은 복도  운동장으로 한정되어있으며, 이 공간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의 구축이 요구

되는 상황이다. 

재 우리나라 학교시설은 면 과 시설의 노후화 문제

를 해결하기 해서 증·개축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최근

에 신설된 학교건축의 경우 과거의 획일 인 학교배치와 

일자형 건물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면서 변화된 

학교 내 공용공간을 추  조사하여 공간  기능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향후 학교 리모델링 혹은 설계 시 공

용공간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 는 교과교실제가 실행된 2009년을 기

으로 하여, 약10년 후 기간 동안 매해 우수시설학교로 

선정된 고등학교를 심으로 한다(Table 1).

조사 상 고등학교 선정 시 2013년도와 2016년도에는 

우수시설 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가 없는 계로 본 연구

에 포함된 사례가 없으며, 체육 이 시설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2002년과 2005년의 우수시설 선정고등학교 한 연

구에서 제외되었다.

Table 1에 포함된 우수시설 고등학교  연도별 가장 

우수한 상을 받은 고등학교를 심으로 하 으며, 그 외 

공립학교에서 상을 받은 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연구를 진

2) 김병 , 한국  신체  자기개념 측정도구 개발, 한국스포츠심

리학회지, 12(2), pp.69-90, 2001 

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2016년 기  국고등학교 수 23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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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ame

Gross 

area

(㎡)

Number of 

Stories

Number of 

Class 

Classifi-

cation

2015
Muan High School

(MA)
22,412

B1F

/5F
21 public

2014
Samsung High 

School(SS)
37,436

B1F

/5F
30 private

2012
Incheon Haneul 

High School(HN)
33,552

B1F

/5F
24 private

2012
Osong High School

(OS)
12,707

B1F

/5F
24 public

2011

Dongtan Global

High School

(DT)

23,117 5F 24 public

2010

Gangwon Aeni 

High School

(GW)

12,344 B1F/4F 9 public

2010

Sungnam High 

School

(SN)

12,927
B1F

/5F
30 private

2009
Hosan High School

(HS)
13,041

B1F

/5F
36 public

2008

Seoul Global High 

School

(SU)

20,491
B1F

/5F
18 public

2008

Senteom High 

School

(ST)

13,486
B1F

/6F
24 public

2007

Incheon 

International High 

School 

(IC)

22,623
B1F

/5F
15 public

2007

Cheongwon High 

School

(CW)

8,628 4F 24 public

2006

Sehyeon High 

School

(SH)

15,833
B1F

/5F
36 public

2006

Suwon Academy of 

World Languages 

High School

(SW)

24,422
B2F

/6F
30 public

2004

Denungchon High 

School

(DC)

14,085
B1F

/5F
36 public

2004

Baekgung High 

School

(BK)

11,588 5F 36 public

2003
Anione High School

(AN)
16,605

B1F

/6F
36 public

2003

Suncheon Jeil High 

School

(SJ)

9,415 B1F/4F 24 public

Table 2. high schools selected in the study

행하 다. 2014년의 경우 우수시설학교에 고등학교가 한 

학교만 선정된 계로 사립고등학교 외의 공립고등학교는 

포함되지 않았다(Table 2).

본 연구의 조사 방법은 선행연구를 통해 공용공간의 종

류와 역할을 정리하고, 조사 상학교의 도면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용공간의 면 비, 체류공간의 면 비, 체

류공간과 연결된 용공간 로그램을 분석하여 변화되어

가는 공용공간의 패러다임 양상을 보려고 한다.

2. 이론  배경

2.1 선행연구

교육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학교건축의 공간구성 한 

시스템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교육을 목 으로 

한 교실 주의 학교 건축이라면, 최근에는 교실이외의 공

용공간의 비율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공용공간의 비

율이 요시 되고 있다. 계보경(2011)4)에 따르면 미래학교

는 과거 용공간 70%, 공용공간 30%에서 교육공간 30%, 

공용공간 70%로 변화할 것이라고 측하며 공용공간의 

요성에 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한 심재춘, 신석균

(2015)5)에서는 신체 으로 기왕성하고 사회  욕구가 

충만한 청소년기는 래 집단과의 정서  교류와 원만한 

인간  유 계 형성을 통해 신체 , 정신  욕구를 해소

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공용공간은 청소년간

의 교류와 이라는 사회  에서의 역할이 요구되

고 있다고 언 하 다. 한 문재은, 이경선(2015)6)은 학

교 공용공간 변화의 필요성에 해 이야기하며, 교육체제의 

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의 학교시설 계획에 있어서 다양

한 교실공간과 공용공간이 극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제 실내 공용공간은 단순히 이동통로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교육, 휴식과 커뮤니 이션 등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어 가야한다. 

2.2 학교 공용공간의 개념

공용공간에 한 통 인 개념은 개인의 독자 인 소

유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나 자유롭게 근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가치에 바탕을 두는 ‘공

용(公用)’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었지만 오늘날 공용

공간의 개념은 공간 인 측면에서 ‘더불어 함께 사용한다’

4) 계보경, 미래학교 체제 도입을 한 Future School 2030 모델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서, 2011 

5) 심재춘, 신석균,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 건축의 공용공간 

계획방법에 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4), pp.229-237, 2015

6) 문재은, 이경선, 등학교 공용공간의 감성  공간유형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1(10), pp.23-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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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ample of Staying area in Hosan High School

Figure 2. Sample of Staying area in Osong High School

Part Definition common space

Hall

The first space that comes 

into the inside from the 

outside

Entrance hall, hall

Verticality 
Vertical space connecting 

different levels of space

Elevator,

Emergency stairs, Main 

Stairway, Ramp , Atrium

Connection
Space to connect main 

programs

Corridor, Terrace, Bridge, 

Space between, 

Homebase

Table 3. Type and function of common space in school facility는 의미에 무게를 둔 ‘공용(共用)’공간으로서의 의미에 조

 더 근 하고 있다.7) 한 공용공간은 용공간과의 이

분법  분류에 따라 구분, 표시되는 공간으로 용공간과 

용공간 사이에 치하는 간  성격의 공간을 말한다. 

간  성격이라 함은 물리  치에서 뿐만 아니라 공간 

역할에 있어서도 딱히 공간의 성격을 규정지을만한 나름

의 역할을 부여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설환경 

체를 놓고 보면 출입과 통행 등 제외할 수 없는 다양한 

역할을 수용하는 공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8) 이와 련

해 Raskin(1997)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용공간이 사람들의 

다양한 을 유도하고, 립과 공존의 상 속에서 형성

되고 발 된다고 하 으며, Norberg-Schulz(1991)는 공용

공간을 발견의 장소-가능성의 환경이라고 말하고 물리  

구성체인 공용공공간은 정체성의 확립을 한 풍부한 가

능성을 가져다주는 구조, 즉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구조

고 창출 되어야한다고 하 다. 그 기에 학교시설에서 공

용공간은 교실공간의 연결통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3 학교 공용공간의 분류

학교 공용공간의 분류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여지는데 

심재춘, 신석균(2015)에서는 학교 공용공간을 인 한 공간

의 성격과 경계요소에 의해서 분류 하여 내부공용공간, 반

내부공용공간, 외부공용공간, 반외부공용공간으로 분류하

으며, 윤동민(2012)9)은 ·고등학교 공용공간을 홀, 복도, 

발코니, 홈베이스로 크게 나 었다. 김필수, 유창(2011)10)

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나타난 공용공간을 진입부분, 외

부공간, 로비공간, 복도공간, 내부공용공간으로 구분지었으

며, 박종래(2009)11)는 등학교 공용공간을 홀부분, 수직

교통부분, 매개부분, 외부공용부분으로 분류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박종래(2009)를 바탕으로 교과교실제로 

인해 최근 나타나는 학교 공용공간을 추가하여 실내 공용

공간을 심으로 재정리하 다(Table 3).

7) 김수미, 심우갑, 국내 복합상업 시설의 공용공간 활용방식과 

계획특성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5), 

pp.13-22, 2012

8) 이경숙, 학교 교사 내 공용공간의 커뮤니 이션 환경 합성

에 한 연구, 석사논문, 교원 학교, 2016

9) 윤동민, 고등학교 공용공간계획요소에서 나타나는 건축  

공공성에 한 연구, 석사논문, 진 학교, 2012

10) 김필수, 유창, 뉴욕시 공립학교에 나타난 배치 특성에 한 

연구, 교육시설논문지, 20(2), pp.3-14, 2013

11) 박종래, 공용공간의 재해석을 통한 등학교 계획안, 석사논문, 

주 학교, 2009

2.4 학교 공용공간의 체류가능성에 따른 분류

학교 공용공간은 종류와 기능뿐 아니라 활동에 따라 나  

수도 있는데, 이동과 체류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체류공

간의 가능성에 해서는 손지혜, 양내원(2014)에서 과거 단

순 통로역할인 복도와 계단 심의 공용공간에 용기능이 

배제된 체류공간이 계획되면서 다양한 경험과 행 가 유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문

재은, 이경선(2015)은 자유로운 그룹 활동과 수업외의 시간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오 된 공간과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융통성 있는 공용공간의 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야

기하며 체류가능한 공간의 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러한 체류공간은 특히 실내에서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능성을 가지면서 정 으로 평가

되고 있다. 체류의 가능성에 따라 공간의 이용이 달라질 것

으로 단되며, 체류 면 에 따라 담길 수 있는 경험과 행

, 변화되는 로그램이 달라질 것이다.

한 이러한 체류공간은 학생부종합 형으로 주요 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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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ame EH H EV MS A T B SB Ho Total

2015 MA 3 8 2 1 1 ・ 4 8 8 35(8)

2014 SS 3 8 2 1 2 ・ 9 9 9 43(8)

2012 HN 1 4 2 1 3 5 6 6 3 31(9)

2012 OS 3 9 1 1 1 3 ・ 7 8 33(8)

2011 DT 1 3 1 1 1 2 ・ 9 6 24(8)

2010 GW 2 ・ 1 ・ ・ ・ 3 7 ・ 13(4)

2010 SN 2 6 1 1 1 ・ ・ 3 5 19(7)

2009 HS 2 4 1 ・ ・ 2 ・ 8 4 19(6)

2008 SU 3 ・ 1 1 1 ・ 4 ・ 4 14(6)

2008 ST 1 5 1 ・ ・ 1 ・ 3 3 14(6)

2007 IC 3 ・ 1 ・ ・ 4 ・ 4 3 15(4)

2007 CW 2 3 1 1 ・ ・ ・ ・ 3 10(5)

2006 SH 1 2 1 1 1 ・ 3 7 3 19(8)

2006 SW 3 7 2 ・ ・ ・ 6 ・ ・ 18(4)

2004 DC 1 4 1 ・ ・ ・ 5 3 ・ 14(5)

2004 BK 2 6 1 1 1 3 ・ ・ 4 18(7)

2003 AN 1 1 2 1 2 1 ・ ・ ・ 8(6)

2003 SJ 1 ・ ・ ・ ・ ・ 2 3 ・ 6(3)

EH Entrance Hall MS Main Stairway T Terrace

H Hall A Atrium B Bridge

EV Elevator T Terrace SB Space between

Table 5. Types and number of common space of selected high school

Figure 3. Sample of Homebase in Hosan High School and Osong High 

School

Common 

space

Staying area

Space planned for stay

ex) Space between, Common room in 

Hall

Ambulatory 

area

Corridor space

Corridor space in hall

Table 4. Classification of common spaces according to the activities

는 요소  하나인 동아리활동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공

간으로 가능성이 있다. 임재옥(2013)의 연구에서는 교육청

에서 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

한 동아리 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진로, 건강 

 심신의 단련에 정 인 향을 주지만 활동에 합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한 송

희숙(2002)의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다양한 동아리활동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학교 내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담을 공간은 부

족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교육부의 ‘2016년 고등학교별 

동아리활동 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 2350개 고등

학교가 학교당 평균 82개의 동아리를 운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고 1547곳은 학교당 92개의 동아리가 마

련돼 있었다. 일반고의 경우 학교가 이끄는 창의  체험활

동 동아리 수는 최소3개에서 최  156개까지 차이를 보

고, 학생들이 꾸리는 자율동아리는 최  285개의 동아리를 

운 하고 있었다.12) 입시문제로 동아리 수는 차 늘어나

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

황이며, 학교 내에서 수용해  수 있는 공간의 경우에도 

체육 , 특별교실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

다. 하지만 체류공간의 경우에는 공용공간으로 시간에 제

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므로 증가하고 있는 동아리활동을 해

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때문에 학교 내에서 다양한 활

동의 가능성이 있는 체류공간의 확보가 필수 이다.

3. 공용공간 변화 분석 

3.1 공용공간의 종류 분석

조사 상학교에서 나타나는 공용공간의 종류  수는 

Table 3을 바탕으로 분석하 다. 경사로는 조사 상학교

에서 계획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하 다.

분석 결과 최근 지어진 학교일수록 공용공간의 종류와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 학교의 경우 공용공

간의 종류가 홀과 엘리베이터 정도 다면, 최근에는 입구

12) 쿠키뉴스(2017.10.31.), [2017 국감] 학종 요소 ‘동아리’, 학교별 

운 실태 제각각

홀, 기 층홀, 엘리베이터, 앙계단, 테라스, 릿지, 사이

공간, 홈베이스로 다양한 공간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6년 이후 홈베이스와 앙계단, 아뜨리움 

 사이공간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수 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홈베이스는 2009년 

교과교실제로 인해 변화된 교육시스템에서 필요한 공용공

간이기 때문에 시행 인 2006년부터 재까지 지속 으

로 계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홈베이스의 수가 증가한 

것은 교과교실제 실행 기에 계획된 세 고등학교와 청

원고등학교에서 나타나듯 각 층에 하나씩 크게 계획되어

지다가 동탄국제고등학교, 오송고등학교, 삼성고등학교, 무

안고등학교에서는 각 층에 2-3개소씩 계획되어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이동 동선에 따라 분리되어 계획되는 

방향으로 변화(Figure 3)되었기 때문에 홈베이스의 수 

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 앙계단의 경우 교과교실

제로 동선이 길어지는 학생들의 이동을 편리하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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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ame

Gross area Common area Staying area

% of 

Program 

area / Gross 

area 

% of 

Common 

area / Gross 

area 

% of 

Ambulatory 

area / 

Common 

area

% of 

Staying 

area / 

Common 

area

2015 MA

61.78% 38.22% 84.9% 15.1%

2014 SS

57.99% 42.01% 91.41% 7.59%

2012 HN

60.73% 39.27% 89.6% 10.4%

2012 OS

59.51% 40.49% 78.84% 17.54%

2011 DT

67.53% 32.47% 78.84% 21.16%

2010 GW

74.86% 26.14% 82.43% 17.57%

Table 6. Area ratio of common space and staying space

2010 SN

65.5% 34.5% 84.95% 15.5%

2009 HS

69.79% 30.21% 93.9% 6.1%

2008 SU

66.63% 33.37% 95.53% 4.47%

2008 ST

66.84% 33.16% 93.88% 6.12%

2007 IC

71.28% 28.72% 91.63% 8.37%

2007 CW

70.58% 29.42% 91.84% 8.16%

2006 SH

69.25% 30.75% 92.66% 7.34%

2006 SW

67.18% 32.82% 94.02% 5.98%

2004 DC

64.32% 35.68% 91.1% 8.9%

2004 BK

66.26% 33.74% 94.11% 5.89%

2003 AN

77.11% 22.89% 85.03% 14.97%

2003 SJ

76.4% 23.6% 93.62% 6.38%

□Gross area ■Common area ■Staying area

한 방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인다. 사이공간의 경우도 

이동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해 체류공간으로서 휴식공간, 

학습자료공간 등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보이며 그 수 한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2 공용공간 면적비와 체류공간 면적비

과거 학교의 면 계획은 학교의 교육기능에 해당되는 

용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요한 목 이었으나, 재 공

용공간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면서 공용면 의 

변화와 공용공간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체류

공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조사 상 학교의 공용면

과 체류공간의 면 을 조사하 다. 여기서 각 학교의 기

숙사면 은 제외하 다. Table 6은 기 층을 심으로 나

타낸 것이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체 면 을 계산하

다. 이 계산을 바탕으로 용공간과 공용공간의 면 비를 

분석하 으며(Figure 4), 공용공간면 에서 이동공간과 체

류공간 면 비를 분석하 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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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mon space area ratio of schools 

Figure 5. staying space area ratio of schools

각 학교의 용면 과 공용면 의 비율 변화를 조사한 

결과 Figure 4와 같이 2003년부터 최근까지 공용면  비

율이 차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2년 이후 선정된 

학교는 공용면  비율이 38%이상으로 꾸 히 나타나고 

있으며, 삼성고등학교는 42.01%로 가장 높게, 조사 상 학교 

 가장 오래 에 지어진 울산애니원 고등학교는 22.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과교실제 이후 나타난 홈베이

스와 앙계단 등 공용공간의 종류가 증가하면서 공용공

간면 의 비율 한 증가 한 것으로 상되며, 교과교실제 

이후 언 된 공용공간의 요성이 이후 학교 계획에 반

된 것으로 보인다.

체류공간면 은 Table 4를 바탕으로 구하 으며, 체류

공간 면 비를 분석한 결과 조사 상 학교  가장 높은 

체류공간 비율은 동탄고등학교 21.16%, 제일 낮은 학교는 

수원외국어고등학교 4.47%로 나타났다. 2009년 이  애니

원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체류공간의 비율은 10%미만으

로 나타나다가 2010년 이후에는 삼성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는 체류공간 비율이 10%이상으로 꾸 히 나타나고 있으

며, 체류공간 평균면 비율은 14.9%로 2009년 이  7.5%

와 약 두 배정도 차이를 보 다. 하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체류공간면 비율이 낮게 나왔지만 따로 동아리실, 정, 

교류마당 등 체류공간에서 담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실

들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 갑자기 체류공간비율이 증가

된 이유는 2010년 이후 증가된 기 층 홀의 수와 사이공

간의 계획이 체류공간비율에 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사이공간과 홀 등 체류공간의 제 로 된 사용여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요한 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공용공간들이 학생들이 체류하며 활동을 할 수 있

는 장소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해 장조사가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3.3 체류공간과 연결된 전용공간 변화 분석

각 학교의 공간 연결도를 그려 각 연도별 변화된 체류공

간과 용공간의 계를 살펴보았다. 공간연결도는 Figure 

6의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

▽

◁

Figure 6. Method of space connection

그 결과(Table 7) 체류공간이  늘어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 용공간의 로그램 한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지어진 학교일수록 

홈베이스와 체류공간들이 서로 연결되어 계획되어진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연결된 용공간의 로그램 한 화장

실, 교실, 특별교실, 행정실에서 최근으로 어들며 도서

, 동아리실, 탈의실, 자습실, 체육  등 공용공간과 연계

될 수 있는 로그램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체류공간을 단순히 개별 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용공간과 연계하여 사용하

려는 계획이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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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Name Space connection

2015 MA

2014 SS

2012 HN

2012 OS

2011 DT

2010 GW

Table 7. space connection

2010 SN

2009 HS

2008 SU

2008 ST

2007 IC

2007 CW

2006 SH

2006 SW

2004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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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BK

2003 AN

2003 SJ

Main Stairway Stair

Hall Restroom

Homebase Classroom

Common room Special Classroom

Gym Research room of teacher

Study room Administration part

Library Seminar room

Reference room Changing room

Club Information center

Year Name space connection

2004 DC

2012 OS

Table 8. Comparison of DC and OS

한 앙계단이 각각의 체류공간을 수직으로 연결해주

는 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면서 단순히 체류공간의 평

면 인 연결을 벗어나 공용공간 내에서 다양한 공간을 제

공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체류공간이 학생들

의 평면  활동뿐 만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담을 수 있

는 공간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4. 결론

학교 공용공간은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에서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한 공간으로 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공용공간에 한 논의가 미흡하며, 공용공간

의 분석을 배제한 채 용공간에만 연구가 집  되어 있

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로 진행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

과 같다. 

1) 과거에 홀과 엘리베이터에 한정되었던 공용공간은 

그 종류와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면  한 증가하

고 있다. 이는 변화된 교육과정인 교과교실제로 인해 

공용공간이 요해진 만큼 그에 따른 종류와 수, 면

 한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공용공간의 면

비가 가장 높게는 42%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공용공간이 용공간만큼 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용공간계획은 용공간을 이어

주는 단순한 계획에서 벗어나 용공간과 서로 상호

보완이 가능한 공용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2) 체류공간 비율은 2009년 이 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10년 이후 체로 높은 비율을 보이기 시

작했다. 이는 사이공간의 증가와 입구홀과 기 층 홀

의 증가가 체류공간의 비율에 향을 끼쳤을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증가하는 동아리활동

과 자유활동 등 다양한 학생들의 활동을 담을 수 있

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단순히 남는 공간에 계획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면 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되어야 한다.

3) 체류공간과 연결되는 용공간은 과거 화장실, 교실, 

행정실 등의 공간에서 동아리실, 도서 , 세미나실 

등 체류공간과 로그램 으로 연계되는 용공간으

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공용공간은 단순히 이동공간

으로의 기능뿐 아니라 체류공간의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체류공간은 재 개별 으로 계획되

는 것이 아닌 서로 연결되어 계획되거나 연계 가능

한 로그램들이 연결되어 다양한 로그램들을 수

용가능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다. 한 수

평  연결 뿐 만 아닌 수직  연결 한 보여주고 

있어 공용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게 변

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체류공간을 주

변 용공간  체류공간과 연계할 시 연계되는 

용공간의 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상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우수시설학교의 공용공간 종

류와 수, 면 비와 체류공간 면 비 변화를 분석하고, 체

류공간과 용공간의 연계에 해서 분석하 다. 본 연구

는 도면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 으며, 향후 증가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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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공간에서 이용자의 행태조사를 통해 공용공간  체류

공간에서 실제 일어나는 학생활동과 이용도와 만족도를 

악하여 증가된 공용공간이 제 로 사용되고 있는지 

장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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