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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number of students continues to decline, alternatives to regional linkage and uti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in the region are being 
sough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rograms and remodeling directions for school facilities for neighborhood 
regeneration in urban regeneration revitalization areas. To this end, first,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educational courses and policies in 
Korea. Second,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combined operation of school facilities were analyzed. Third,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local-linked school facilities were derived through policies and case analysis. Finally, the direction of the plan considering this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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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최근 학교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

역 내 학교시설에 대한 활용방안과 리모델링 방향의 필

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1) 

특히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학교의 경우, 지역의 공

유자산으로서 지역 거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공간 운영 방식은 물론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

례로 문화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주차장, 체육시설 

공유, 옥상정원활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

그램 활용 및 적용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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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이론 부분은 2019 ZEMCH International Conference에

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으며, 계획안 부분은 2019년 

SH 스튜디오부문으로 진행되어,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내용

의 일부를 정리한 것임.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번호:NRF-2018R1D1A1B07050494

1) 학생의 수는 1999년 808만 3633명에서 2018년 558만 4249명

으로 70%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학교의 수는 1만 228개

에서 1만 1636개로 113%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9)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근

린재생 또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학교시설의 개선방향과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계획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향을 

기반으로 실제 계획안의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지역 내 

공간 복지 로드맵으로서의 활용도 고려할 수 있었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범위는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

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한 제7차 교육과정 이후의 국내

의 교육과정 및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국내의 사례를 

통하여 학교시설의 변화, 지역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일본 관동지방의 사례와 비교하여 학교시설

의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국내 학교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의 교육 과정 및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둘째, 학교시설 복합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정책과 사례분석을 통

해 지역연계형 학교시설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

였다. 끝으로, 이를 활용한 계획안을 제안하였다.

2. 교육시설의 공간변화와 정책

연구에 앞서 국내 교육시설의 정책변화를 살펴보았다 

최근 교육시설의 이용자 감소와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

응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체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변화하

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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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Author(year) Main Contents

Current 
State

Choe, 
Byuong-Gwan 
(2006)

Situation of Planning and Operating 
Cases of Schools with Multi-use 
Programs in England

Park, Yeol; 
Yang, 
Kwan-Mok 
(2017)

A Study on the Mixed-use 
Educational Facilities by Private 
Investment - focused on the Non 
Benefits Public-
Private Partnerships -

Plan

Cho, Do-Yeun 
(2009)

A School's Problem from a School 
Design angle

Reigh, 
Young-Bum 
(2011)

Everybody's Schools, Schools as 
Community Hubs

Choe, 
Byuong-Gwan 
(2017)

Challenges of Mixed-Use School 
Complex focused on the Regional 
Education Community

Lee, 
Young-Hyun 
(2018)

A Study on the planning of Future 
School space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

Case

Choe, 
Byuong-Gwan 
(2011)

School Building as a Community 
Center Facility

Lee, Yon-Il 
(2015)

Comparison of Multifunctional 
Schools, Gwanggyo and Dontan2 in 
Gyeonggi-do

Lee, Ji-Ye; 
Kim, 
Young-Hoon 
(2018)

Problems Analysis of Spatial 
System and in Opening School 
Facilities - Focusing on the School 
Facilities of
Excellent Case in Seoul in 2017

Analysis

Kang, Man-Ho 
(2005)

A study on the Modification of 
Spatial use as
the Change of Educational 
Environments in
Elementary School

Yun, 
Seok-Yun 
(2017)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Mixed Use of School Facilities in 
Urban Regeneration

Table 1. Advanced Research

그러나 다음의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용자 

중심의 변화로 실내 공간의 정책 및 연구는 많이 진행되

고 있지만, 학교 외부 공간이나 지역 사회와의 연계 측면

에서의 연구는 다소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시설의 이용자 감소는 인구의 고령화, 출산율의 저

하 등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교 내의 유휴공

간이 생겨나고 있으며, 교육 과정의 변화로 인해 융합프

로그램이 학교시설과 접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는 과거와 같은 공간 구성을 가지

고 있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통하여 신축이

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대응과 학교시

설의 공공시설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정책의 

변화는 수업의 운영체계를 변화시켜왔다. 하지만 학교시

설은 프로그램의 공간만을 제시하고 자율에 맡겨지는 모

습이 보이고 있다. 또한 각 학교의 운영상황에 따라 공간

의 운영 범위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Year Program
7th Curriculum Classes by level

2007 Revision Curriculum 5 days a week,
The concentration system

2009 Revision Curriculum Subject classroom system,
creative expeiential activities

2015 Revision Curriculum Free semester system,
Software Training

(Source : Education Office, https://www.moe.go.kr/main.do)

Table 2. Introduction Program by Curriculum

학교 고유의 기능이 강조되다 보니, 기존의 규격화 된 

직사각형 공간에 프로그램만을 변경하거나, 교실의 일부

분만을 바꾸는 소극적인 모습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시대

적 요구와 흐름에 따라 학교의 역할도 변해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잉여 시간에 지역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학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 구성을 제안하고, 

외부(지역)와의 적극적 연계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시설의 

공간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학교시설이 지역 간 연계를 

통해 학교 이용자와 주민 모두 공간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3. 학교시설 및 프로그램의 변화 사례연구

앞서 국내 학교시설 및 교육정책에 대한 한계 및 문제

점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보다 구체

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향후 프로그램 및 계획적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1 사례개요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외의 복합화사업을 통하여, 학교

시설 개방 및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 제한하였다. 국내 6

개교(초등 3개, 중등 3개), 일본 관동 지역의 6개교(초등 

3개, 중등 3개)로 총 12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3.2 공간의 특징

국내의 사례(No. 1,3,5,6)의 경우는 학교시설과 복합화

시설의 분리는 별동을 가지는 배치형태를 보인다. 이미 

운영되어지고 있는 학교시설의 경우 학생 수가 줄거나 

노후화되어 사용하지 않는 별동을 리모델링, 부지 내에 

새로운 별동을 신축, 운동장 하부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

용하는 복합화사업이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축학교의 경우는 저층부분과 별동을 개방하는 사례

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주민

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분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

각되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별동이기 때문에 출입구의 

분리가 쉽고, 운동장이나 학교시설로의 이동은 부분적인 

개방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중앙초등학교(No. 3)의 경우 신도시 마스터플랜과 

함께 복합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운동장을 마을 광장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 부지를 주민들과 함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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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on 1. Geumho Elementary School 3. Jungang Elementary School 5. Danggok
Middle School

6. Dogye
Middle School

Plan

Section

Divison 7. Shiki
Elementary School

9. Yoshikawa City minami 
Elementary School

11. Ishikawa Municipal 7th 
Middle School

12. Kaho City Unoke Middle 
School

Plan

Section

Table 4. Spatial analysis of school facilities

No Case Year Constr
uction

Remode
ling School Location Program

1 Geumho Elementary 
School 2001 O

Elementary
School

Seongdong-gu, Seoul, 
Republic of Korea

Parking Lot, Indoor Gym, Cultural 
Center

2 Ougung Elementary 
School 2010 O Sasang-gu, Busan, 

Republic of Korea
Swimming Pool, Multi-Purpose 
Auditorium, Parking Lot

3 Jungang Elementary 
School 2010 O Hawseo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Music and Art Specialized Library

4 Hwigyoung Middle 
School 2011 O

Middle
School

Dong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Parking Lot

5 Danggok Middle 
School 2013 O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Parking Lot, Indoor Gym, Fitness 
Center

6 Dogye Middle School 2010 O
C h a n g w o n - s i , 
G y e o n g s a n g b a m - d o , 
Republic of Korea

Parking Lot

7 Shiki Elementary 
School 2003 O

Elementary
School

Saitama, Japan community hall, library

8 Chowa Elementary 
School 2002 O Tokyo, Japan Library, Gym, Swimming Pool

9 Yoshikawa City minami 
Elementary School 2013 O Saitama, Japan

Gym, Welfare Facilites for the 
Elderly, Child Care Support Center, 
Civil Serbant

10 Harumi Middle School 1991 O

Middle
School

Tokyo, Japan Nursing Home, Childeren’s Home

11 Ishikawa Municipal 7th 
Middle School 2004 O Ishikawa, Japan

Cultural Center, Meal Service, Elderly 
Care Facility,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Childeren’s Home

12 Kaho City Unoke 
Middle School 2007 O Ishikawa, Japan Gym

Table 3. Case overview

용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 및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로 앞으로 복합화사업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일본 관동지방의 사례(No. 7,9,11,12)를 살

펴보았다. 

일본의 경우는 앞선 국내의 사례와 비슷한 별동형의 

배치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한 건물의 수직적, 수

평적인 분리를 통하여 단일의 건물처럼 보이는 배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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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chools Purpose Program Means of Planning

1 Geumho Elementary School
Regional Linkage Parking Lot

New Building
Cultural Complex

Indoor Gym
Cultural Center

2 Ougung Elementary School
Regional Linkage Parking Lot

New BuildingCultural Complex Swimming Pool
Securing School Space Multi-Purpose

3 Jungang Elementary School Cultural Complex Music and Art Specialized Library New Building
4 Hwigyoung Middle School Regional Linkage Parking Lot Rebuilding

5 Danggok Middle School
Regional Linkage Parking Lot

New BuildingCultural Complex Fitness Center
Securing School Space Indoor Gym

6 Dogye Middle School Regional Linkage Parking Lot Integrated of Underground Parking Lots
(Exterior Building Connection)

7 Shiki Elementary School
Regional Linkage Civil Serbant

Remodeling
Cultural Complex Library

8 Chowa Elementary School Cultural Complex
Library

New BuildingGym
Swimming Pool

9 Yoshikawa City minami 
Elementary School

Regional Linkage
Welfare Facilites for the Elderly

Remodeling
Child Care Support Center
Civil Serbant

Cultural Complex Gym

10 Harumi Middle School Regional Linkage
Nursing Home New Building

(Entrance By Facility)Childeren’s Home

11 Ishikawa Municipal 7th 
Middle School

Regional Linkage
Elderly Care Facility

Rebuilding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Cultural Complex Cultural Center
Securing School Space Meal Service

12 Kaho City Unoke Middle 
School Cultural Complex Gym Rebuilding

(Bridge)

Table 5. Directions for linking schools and complex facilities according to utilization goals 

단면을 보았을 때. 학교와 복합화시설이 섞여있고, 동

선 분리를 통하여 같이 사용하고 있다.

국내와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국

내는 교사동과 복합동의 완전한 분리를 위하여 별동형 

배치를 보이고, 교사동과의 연결성은 많이 부족한 배치를 

보인다. 단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는 지하의 경우 주

차장을 공유하여 연결되어있지만 지상의 공간은 별개로 

사용, 또는 지하와 지상의 완전한 분리를 가지려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일본 사례의 경우에는 배치에서의 특징

은 교사시설과 복합화 시설이 영역적으로 나뉘어져 있지

만 연결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단면에서는 다

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별동으로 완벽히 나누어져 일부 

층에서만 연결되는 통로를 가지거나, 1층 레벨에 다양한 

출입구를 두어 지층의 레벨은 함께 사용하기, 수평적으로 

분리와 수직적 분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단면도 확인

할 수 있었다.  

3.3 프로그램 특징

국내의 사례(No. 1~6)에서는 주민이나 시설이용자의 주

차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사례에서 주차장시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내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등을 포함시켜 지역주민의 활용이 용이하게 계획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초등학교(No. 3)의 경우는 국내 사례 중 특이한 사

례이다. 일반적인 도서관으로 사용된 다른 사례들은 기존

에 있었지만, 음악·미술 특화 도서관 프로그램을 제공하

였으며, 층별로 분리하여 1~2층의 도서관시설과 3~5층의 

특화 시설을 배치하였다. 도계중학교(No. 6)의 사례는 학

교부지 내에 건물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지 않고, 

인접한 부지의 건물을 지하주차장 프로그램으로 연결하

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의 경우는 도서관, 공민관, 체육관, 노인복

지시설, 아동지원센터, 보육원 등 다양하다. 도서관과 체

육관의 경우는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프

로그램으로 사료된다. 공민관의 경우는 아직 국내에서 찾

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공민관은 국내의 동사무소와 비슷

한 기관으로 보인다. 공민관 프로그램이 자리하면서 다양

한 주민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복합화시설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

램으로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을 찾아 볼 수 있었

다. 보육원, 아동지원센터 등 국내의 학교시설에서 운영 

중인 돌봄교실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확인했다.

3.4 시사점

국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복합화

시설 이용자와 학교시설 이용자의 교류나 연계는 분리하

고 시설의 공유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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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동이나 지하를 복합화시설로 이용하여 출입구, 동선

을 분리하여 각 시설의 이용자들이 서로 침범하지 않도

록 계획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사례는 동선은 분리하되 

함께 사용하는 내부 공간이 존재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사례의 경우 프로그램 측면에서 학교시설에서 함

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체육관, 주차장 등이 반영되

고 있었다. 반면 일본 사례에서는 학교시설과는 관련이 

적은 공민관, 노인시설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학교 복합화 사업에서도 별동 형식을 벗

어나 분리보다는 적절한 연계와 공유방안이 모색될 필요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학교시설에서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 체육관, 주차장 등 

일반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지역연계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타 프로그램의 결

합방식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사례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방향은 

지역연계, 학교공간 확보 부분이다. 교육프로그램으로 지

역 주민의 평생교육과 학생들의 학교교육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자한다. 기존건물의 일부 리모델링

을 통하여 학교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과 분

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지역연계

와 출입의 분리하고 연결하기 위하여 수형적 연계공간(브

릿지)라는 건축적 해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4. 근린재생을 위한 지역연계형 학교시설 제안

3장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중심으로 

지역연계형 학교시설과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시 도봉구내 위치한 곳으로 

서울 도심의 외곽에 위치한다. 도봉구는 북한산, 도봉산 

등 넓은 녹지지역이 있고, 이 중 대상지인 도봉구 방학동

은 북한산근린공원(도봉산)이 인접해 서울시 대비 1인당 

공원면적 비율이 높다. 또한 방학동은 저층주거지와 아파

트 단지가 공존하고 있는 마을로서, 방학3동은 아파트 단

지가 주로 자리 잡고 있다. 방학1동, 방학2동의 경우는 

저층주거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저층주거지역은 노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

의 유형으로 구분되어진다. 방학동은 20년 이상 30년 미

만의 건축물이 45%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Figure 1. The Present Status of the Banghak-dong

Figure 2. Site Analysis of Banghak-dong

4.1 대상지 현황분석

대상지역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지역을 이어주는 도로가 주가 되며, 아파트 단지

길, 방학동의 길은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골목길, 도로의 

폭과 형태 등을 통해 인접한 주거형태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지에는 지역을 이어주는 도로 방학로와 시

루봉로가 존재한다. 방학로는 약 30m로 6차선 도로와 인

도를 포함하고 있다. 시루봉로는 약 15m로 2차선 도로와 

인도를 포함한다.

Figure 3. The Analysis of the Banghak-dong

Figure 4. The Present Status of the Site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약 7~8m 정도의 도로폭을 가

지고 있다. 저층주거지의 길의 경우 방학로와 시루봉로로 

향하는 도로는 약 8~10m 인도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

다. 주거지내의 도로폭은 약 3~4m를 유지하고 있으며, 더 

좁은 골목길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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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파트 단지와 저층주거지는 방학2동, 방학3동의 

경계에 따라 구분된다. 붉은 영역의 아파트 단지와 노란 

영역의 저층주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지의 중심에

는 두 영역의 경계가 존재하고 있다.

셋째, 학교와 녹지지역이 대상지의 중앙에 위치한다. 

학교부지의 위로는 녹지지역으로 북한산이 위치하고 

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산에 둘러쌓인 신방학초

등학교를 기준으로 시계방향 순으로, 방학중학교, 방학

초등학교, 신방학중학교, 4개의 학교가 4방향으로 존재

한다. 

넷째, 신방학중학교의 경우는 아파트 지역 내에 위치한

다. 방학초등학교와 방학중학교는 빌라 및 주택 등 저층

주거지에 위치한다. 또한 신방학초등학교는 산에 위치하

고 있다. 산의 서측에는 현존하는 묘지, 전형필 가옥 등

이 존재하고 있다.

No 1 2 3 4

Case
ShinBangHak 
Elementary 
School

ShinBangHak 
Middle
School

BangHak 
Elementary 

School

BangHak 
Middle 
School

Year 1986 1994 1982 1982

Students 417 494 677 449

Teachers 30 47 46 45

Siteplan
1 2 

3 4 

Photos 1 2

3 4

Table 6. The Present Status of the Schools

Source : Google Map (2020)

4.2 관계자 면담

앞서 대상지 현황 및 분석을 통하여, 학교시설의 개방 

및 지역연계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

자치회와 2회 면담(FGI기법 활용)하였다. 

2019년 4월과 5월에 진행되었으며, 1회차 면담은 동주

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 구성원들과 진행하여, 설계 취지 

및 계획안의 방향성을 이야기 나누었다. 2회차 면담에서

는 청소년센터에서 주민자치회 구성원, 방학동 청소년센

터, 지역 거주민 등과 모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면

담을 통하여 방학동 청소년센터를 통하여 2018년도 청소

년 인터뷰 및 설문자료를 전달받아 분석하였다. 학생들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안을 제안한다.

Figure 5. Interview a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of the 

Banghak-dong (May. 2019)
 

4.3 건축계획

1) 배치계획

기초조사 및 지역주민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계획

이 진행되었다. 이는 4개의 학교 부지를 중심으로 시작되

었다. 폐쇄적인 모습의 학교 부지를 개방하여 학교구성원

과 주민의 시설의 공유를 계획한다. 이 때, 앞의 사례같

이 부분 개방으로 수평적인 개방이 아닌 학교시설의 수

직적인 분리를 한다. 수직적인 분리를 통하여 학교구성원

과 주민은 다른 레벨의 층을 통하여 분리 및 공유를 시

작하여 학교는 공공의 레이어를 계획한다.

Figure 6. Site Plan

각 학교의 공적인 레이어를 연결하는 브릿지를 계획하

고 이를 통하여 개별 학교들은 연결되어 마을의 순환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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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였다. 이 같은 순환 연계고리는 개별적으로 존

재하는 공적인 레이어를 연결하여 프로그램 또한 연결할 

수 있게 된다. 마을의 환상형 띠는 학교 부지를 넘어 마

을로 확장되어 경계의 모호성이 계획된다. 학교 구성원과 

주민들의 시설과 프로그램의 공유를 시작한다. 시설과 프

로그램의 공유를 통하여, 마을의 띠에서 학생구성원과 주

민들의 이벤트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벤트는 이용자들 

간에 직간접적인 교류와 소통을 발생시킨다.

Figure 7. Planning the concept of Banghak-dong

대상지는 저층주거지, 아파트 단지, 학교 등의 경계 요

소를 가지고 있다. 각 요소에 따라 이용하는 영역이 구분

된다. 학교에서 개방된 시설이 있지만, 운영주체 및 관리 

등 다양한 문제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학교의 입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주거지에서 산

으로 경사가 가파르게 변한다. 4개 학교의 중심에서 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출입구, 여러 경사에서 브릿지로 연

결, 기존의 길과 산에서 연결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 계획안에서는 저층주거지와 아파트 단지, 학교를 분

류하지 않는다. 주거지역으로 통합 생각하여 상호보완적

인 요소로 인식한다. 각 학교에서 시작된 새로운 레이어

는 상호연결, 확장되어 마을의 새로운 레이어를 형성한

다. 새로운 레이어의 형태는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과 브

릿지의 형태를 보인다.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은 마을의 

기존 모습과 흔적을 유지시킨다. 브릿지는 마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2) 평면계획

평면계획은 학교, 아파트, 저층주거지에서 각각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제안한다. 학교의 경우 기존의 교실의 

모듈을 프로그램에 맞춰 나누거나 합치는 방식으로 계획

하였다. 학교에 부족한 다용도 강당 및 오디토리움 등은 

2개층을 통합하여 계획한다. 리모델링한 복도는 브릿지와

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의 중간층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인 프로그램을 배치한다. 저층주거지에서는 여러 대지를 

합필 후 건물을 통합하여 리모델링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저층주거지의 옥상부를 브릿지와 연결한다. ‘선’적인 

브릿지 계획 중 건물 리모델링은‘면’적인 공간을 제공

하면서 새로운 ‘선’이 나아가는 곳으로 계획한다. 뻗어

나온 ‘브릿지’는 경계에서 간접적 소통을 하도록 한다.

Contents Floorplan

School

ShinBanghack Middle 
School

Banghack Middle 
School

Apart-
ment

Low
Rise

Houses

Table 7. The Typical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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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면계획

단면계획에서 학교, 아파트, 저층주거지로 나누어 제안

하였다. 기존 학교 건물의 하부는 온전히 학교시설로 사

용하면서, 상부의 1개 층 또는 2개 층을 리모델링하여 지

역연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의 단면도는 기존 건

물 중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적은 구교사 등을 활용

하여 계획한 안이다. 

Figure 8. Section of ShinBanghack Middle School and 

Banghack Middle School

  

아파트의 리모델링은 층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브릿지(연계공간)의 중간 허브로 활용할 수 있다. 브릿지

의 레벨을 고려하여 동일 레벨의 층을 리모델링하여 사

용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C
O
R
E

C
O
R
E

Figure 9. Section of Dongyang Creo Apartment

저층주거지의 경우 유휴부지, 또는 소필지를 합필하여 

리모델링하였다. 주거지 내 반지하로 사용되는 공간은 합

필되면서 지역의 공공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

다. 1층 이상의 경우 기존의 건물 간의 레벨차를 고려하

여, 내부 리모델링을 통하여 새로운 공용코어를 계획하

고, 용도변경을 수반하였다. 

저층주거지의 옥상은 연계공간(브릿지)의 일부로 활용

될 수 있게 제안하였다. 또한 일부 구조보강을 통해 상부

에 새로운 건물을 증축, 저층주거지 내 부족한 공간을 해

결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C
O
R
E

Figure 10. Section of Low-rise houses(Dasedae & Dagagu)

4) 연계공간(브릿지) 계획

리모델링된 건물과 새로운 연계공간인 브릿지는 마을

에 새로운 공공 공간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을 

둘러싼 브릿지는 리모델링되어 사용되는 여러 공간을 관

통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고, 지역의 녹지 및 길에서 

출입 가능한 입구와 코어를 계획하여 마을의 인프라를 

서로 공유한다. 투명한 입면계획으로 기존 마을의 길에서 

시선을 공유하며, 저층주거지의 옥상부와 브릿지는 간접

적 소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11. Bridge of low-rise residential area

Figure 12. Bridge connected by Dobongsan

Figure 13. The bridge of an apartment and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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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공간인 브릿지의 진입부 구조부분과 브릿지의 하

중 지지 구조부분은 기존 시공 사례분석을 통해 현실 가

능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Figure 14. Section of  the Bridge Building by Atelier Phileas

(source : https://www.archdaily.com/)

Figure 15. Køge Nord Station by COBE+DISSING+WEITLING 

Architecture(source : https://www.archdaily.com/)

 

Figure 16. Melkwegbrug by NEXT Architects  

(source : https://www.archdaily.com/)

 

4.4 건축계획 프로세스

건축계획을 위한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마을 현황을 분석하고, 마을 내 공적으로 

활용될 건물을 선정한다. 이후 리모델링을 통해 거점으로 

활용한다. 거점은 주거지역 내에서 부족한 프로그램을 포

함하도록 재배치하였다.

Figure 17. <Phase 1> Planning Process 
  

둘째, 마을 내 사람과 차량의 동선을 분리한다. 이를 

통하여 앞서 계획한 거점으로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다. 

거점의 일부는 공용주차장으로 계획하여 저층주거지의 

문제점인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다. 마을 진입부에는 안내 및 관리

시설을 배치하는 등 거점공간을 제안하였다.

  

Figure 18. <Phase 2> Planning Process 

셋째, 기존의 담, 옹벽으로 분리되어진 마을의 경계를 

조경계획을 통해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이같은 계

획은 자연스러운 동선을 유도하며 영역을 분절하지 않고, 

연속된 공간으로 인식하게 할 것이다. 주변 산과의 연계

는 물론 기존 건물 사이의 조경계획을 통하여 주민이 공

유하는 휴게정원 공간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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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Phase 3> Planning Process 

넷째,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거점 공유 공간을 

계획한다. 학교 시설의 저층부에는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

하게 하며, 상층부는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에게 개방되게 

제안하였다.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에 적합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을 구성할 

수 있다.

Figure 20. <Phase 4> Planning Process 
  

다섯째, 저층주거지의 노후 주택(빈집 또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한 규모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선

정하고 리모델링하여, SOC시설로 활용한다. 기존 주거

공간의 형태를 유지하여 이질감을 최소화 하고, 주거 

지역 내 조화를 고려하여 리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새

로운 코어를 계획할 경우, 개별 건물의 상이한 층고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한 공유공간(연계공

간)의 계획이 수반되도록 하였다. 

Figure 21. <Phase 5> Planning Process 

끝으로, 각 학교의 센터 사이에 연결 브릿지를 통한 마

을내 띠(연계통로)를 형성하여 프로그램 공유를 제안할 

수 있다. 개별 학교 내에 구성된 커뮤니티 센터가 연계됨

으로써 마을센터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결 브릿

지는 공중가로, 조경을 통한 휴게 공간, 다양한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Figure 22. Final Proposal

연계공간인 브릿지는 마을 내외부로 확장되어 시설과 

프로그램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였다. 학교와 아파트, 저

층주거지로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층의 레이어가 공존하

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양한 거주민들의 요구와 삶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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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고령화로 인한 평생

교육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학교시설에 대한 활용과 필

요성의 관점을 달리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초, 중, 고등학교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

그램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간의 운영방식과 프로그램의 결합 방식을 사례분

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한 결

과 한정된 프로그램 또는 기존의 교육과 연계된 프로그

램의 운영 외에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타 프로그램과

의 결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간의 변화 역시 기존의 복합화의 틀에서 벗어

나 동 분리형이나 지역 폐쇄형보다는 지역과의 소통이 

가능한 결합형을 지향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시의 기반시설인 학교시설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시설이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공간

이기도 하다. 또한 도시재생지역 내 지역 연계형 학교공

간은 노후주거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지역주민과 함

께 해결할 수 있는 모태가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화를 도모하는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함께 대응하며, 시설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공공시설로

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방향을 제안하고자 했

다. 이를 위해 먼저, 대상지역의 주민 및 도시재생현장지

원센터와의 자문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지역 연계형 학교를 계획하고 프로그램 제안

하기 위해서는 대상지 현황 및 분석을 통해 주민, 학생, 

학부모, 학교(선생님, 행정실) 등의 의견을 종합하는 지자

체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체계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조사와 사례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지역 연계형 학교의 계획방향(예시)를 제안

함으로써 리모델링의 가능성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마스터플랜계획 및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계획, 프로그램

을 선정 등 모든 과정에서 도시재생센터, 동사무소, 주민

협의체 등과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 연계형 학교가 단순히 프로그램

의 복합화, 공간의 배열 등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

계 지역 내 마을로의 확장이 가능하고, 지역의 유휴공간

과의 연결을 통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음을 밝혔다. 향

후 본 연구의 결과가 지역연계형 학교의 리모델링 방향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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