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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lan a environment for creative education in university campus. According to the literature 

review,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of educational program and physical environment is increasing because of rapidly social 
and industrial structure change. In this aspect, G university decided to make space for creative education utilizing unused space
in campus. The space design concept was established as a cell based on the fact that the educational space was a place where 
students grow up and was named GNU IDEA Factory. The planning site was decided on the existing piloti to solve problems
of lack budget and space. This space consisted of rooms for creative education, autonomous students’ activity, and exhibition and
was designed by organistic structure. In conclusion it was thought that GNU IDEA Factory would be a case of environment for 
creative education and activity if it was supported proper program and usable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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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계획의 배경과 목적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은 다양한 정보와 지

식의 신속성, 다양성, 복잡성 등을 조직  리하는 연계망 

지식(networking knowledge)이나 문제해결 지식(problem- 

solving knowledge)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창조  지식

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은 창의  사고와 한 계를 갖

는다(한혜수 외 2, 1999). 특히 학교는 최상  고등교육

기 으로서 공과 련된 교육  연구를 지원하는 인

라(공간, 시설 등)와 함께 정책  사회 변화에 능동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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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응할 수 있는 로그램 운 이 필수 이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로그램 개편과 

환경개선  유휴공간 활용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가

용 산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기존 학교 캠퍼스에

는 부분 공과 교양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만 구

축되어 있다. 한 강의실을 비롯한 교육환경은 정형화된 

구조로 구축되어 학생들의 창의 인 활동과 변화된 교육 

로그램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변하는 사

회·인구·산업구조에 능동 으로 응하는 교육 로그램과 

연계된 환경구축은 학사회의 요한 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정책  문헌고찰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 

캠퍼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생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 자율활동 지원이 가능한 환경조성을 목 으로 진

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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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획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 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교육과정 

패러다임 변화  캠퍼스 계획 등과 련된 문헌을 고찰

하여 시사 을 도출하고 계획  설계방향을 정립한다. 다

음으로 연구의 공간  범 인 진주 소재 G 학교(거 국

립 학교)의 설계조건( 산, 로그램, 기능 등)을 고려한 

부지선정과 공간 로그램을 작성한다. 특히 본 논문은 객

인 자료분석에 기반 한 실증연구가 아닌 설계연구이

기 때문에 학교의 창의교육 환경구축이라는 주제에 따

른 컨셉 설정과 건축  특성을 고찰한다. 

한 본 연구의 주제인 ‘창의교육’이란 학교에서 소규

모로 진행되는 학생 참여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형 교

육과정(교과, 비교과 포함)으로 정의한다. 

Figure 1. Research and Planning framework(연구  계획의 틀)

2. 문헌  사례고찰

2.1 사회 및 정책변화

미래사회 비 고등교육의 발 방안(임철일, 2018)1)에 

따르면 국내외 환경변화(학령인구 감소, 평생학습 수요 증

가, 4차 산업 명 도래 등)에 따라 학에서 진행되는 고

등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한데, 선도 으로 고등교육을 

신하고 있는 미네르바 학(Minerva School)의 경우 립 

러닝(Flipped Learning) 기반 교육과 20명 미만의 소규모 

세미나 등을 한 로그램과 공간을 구축하 고 스탠포

드 학(Stanford Univ.)은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업을 기반으로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로그램과 학 과

정을 운 하고 있다. 한 노스웨스턴 학(Northwestern 

Univ.)은 다양한 학습활동을 설계  지원할 수 있는 

랫폼(Canvas LMS)을 구축하 으며, 도쿄 학(Tokyo 

Univ.)은 학 간 략  트  쉽 구축으로 공동 교육 

로그램을 운 하고 있는데, 선진사례의 핵심을 요약하면 

주요 학에서는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을 개

1) 임철일, 미래사회 비 고등교육의 발 방안, 한국 학교

교육 의회 포럼, 2018.08

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인식에 기반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학 교

육과 환경변화를 모색하는 정책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진행된 국 국·공립 학교 총장 의회가 

주최한 포럼(2018)2)에서도 고등교육의 신과 국립  역

할 강화 략으로 4차 산업 명에 응하는 교육, 연구와 

련 인 라 개선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2 교육 프로그램 변화와 환경개선 필요성

2009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교과교실제가 실시되었지만, 

부분의 고등학교들이 교육기능 심으로 설계되어 다

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공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신지은, 황희 , 2017; 정주성, 2017). 

학교에서도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주입식 교육보다 학

생 참여기반의 그룹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호순과 박

성 (2016)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주당 1.1회의 조

별과제 그리고 학생의 60%가 한 학기 조별과제 3개 이

상을 수행 이며, 73%가 취업 스터디에 참여하는 등 학업 

진행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학공간은 과거에 

머무르고 있어 시설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 창의교육 환경구축 사례3)

창의교육 환경구축 사례로 순천향 학교의 인더스트리 

인사이드 센터(Industry Inside center)  스타트 업 라

자(Start-up plaza)를 분석하 다. 해당 학교는 2016년 

교육부 주  사업(Prime)에 선정되어 4차 산업 명 시  

응을 해 MediTech(의료과학), SmartTech(융복합기술), 

HumanTech(문화기술) 심으로 기존학과를 개편하고 융

합형 인재양성을 한 SCH미디어랩스 단과 학4)을 신설

하 다. SCH미디어랩스의 핵심 교육과정은 ‘융합 공 교

육, 인터스트리 인사이드 교육, 창업교육’으로 구분되며, 

이를 지원하는 인더스트리 인사이드 센터  스타트 업 

라자(Start-up plaza)를 구축하 다. 인더스트리 인사이

드 센터는 산업 장과 연계된 스튜디오로, 스타트 업 라

자는 자기 주도식(self-teaching) 교육이 가능한 첨단 장비

2) 국가균형발 과 국공립 학의 역할, 국 국공립 학교 

총장 의회 포럼, 2018.08

3) 박종기, 이태희, 4차 산업 명과 교육공간의 변화, 한건

축학회지 62(01), pp.19-23, 2018

4) SCH미디어랩스 단과 학은 한국문화콘텐츠학과, 미학과, 

국학과, 미디어 커뮤니 이션학과, 건축학과, 디지털 애니메

이션학과, 빅 데이터 공학과, 사물 인터넷학과, 스마트자동차학

과, 에 지 시스템학과, 공연 상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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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Makers

- Understanding of 3D printing process & making 

product

- Required subject: making product & exhibition

Inside General

- Three selective liberal arts(Media inside, 

Healthcare inside, Shop inside)

- Required liberal arts(Internship inside)

Module 

Education 

related Major

- Industry module teaching related majors

- 3D Printing module & Aero-filming module

Table 1. Industry Inside Curriculum Program 

(인더스트리 인사이드 교과과정)

와 다목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는 사회변화에 응하는 교육과정  환경개선을 통

한 창의  인재양성이라는 학의 소명달성 사례로 향후 

캠퍼스 인 라 정비에 시사 을 다고 할 수 있다5).

3. 창의교육을 한 공간계획

3.1 대학교 캠퍼스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6)

(1) 시설장기발 계획

G 학교는 학 장기발 계획을 뒷받침하면서도 과 화

된 환경의 효율 인 운 리를 목 으로 2014년 시설장

기발 계획을 수립하 다. 

시설장기발 계획의 비 은 효율 이고 특성화된 학 

인 라 구축이며, 계획 목표는 효율 인 교육연구 인 라 

구축, 학 구성원의 캠퍼스 정주여건 향상, 경쟁력 향상

을 한 인 라 개선으로 설정되었다. 

계획목표의 실천 략  건축계획 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과정 개편, 산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공간

의 스마트 화→실내환경개선→건물성능개선→외부환경

개선→건물입면과 이미지 개선’이라는 리모델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향후 학 건물의 내부공간은 

융복합 교육  연구, 휴게  서비스 등이 가능한 공간으

로 개편하는 것이 요함을 알 수 있다.

5) 최고은과 신원석(2011)의 연구에서도 물리 인 교육환경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향을 주는 것이 밝 진 바 있다.

6) 본 에서는 G 학교의 시설장기발 계획과 산학 력 

장기발 계획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의 당 성과 건축계

획 방향을 모색하 다. 

(2) 산학 력 장기발 계획

산학 력을 통한 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정책에 따라 수립된 산학 력 장기발 계획(2016)은 지속 

가능한 산학 력을 통한 학의 체질개선이라는 비 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산업분야, 특성화  기술지식 산업화 

분야, 인력양성  창업분야, 문화 술  서비스 분야, 행

정  운 시스템 분야 등 5개 역의 실천 략을 제시하

고 있다. 이  인력양성  창업분야의 과제로 ‘창의인재 

양성을 한 맞춤형 교육과정 활성화’와 ‘ 학 인 라 개

선과 지자체 조를 통한 창업 활성화’가 명시되었는데7), 

이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과정을 탈피하고 학생 참여 심

의 문제 해결형 교육과정 확산과 지원 환경구축의 요성

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2 창의교육을 위한 공간계획 개요

G 학교는 ‘창의  개척인재 양성’이라는 비 달성과 사

회변화에 응하기 해서 지속 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

고 있지만, 과 화된 캠퍼스의 한계로 인해서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해 

은 비용으로 공간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안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으며, 상 공간으로 학 산학 력의 거

인 BNIT R&D센터 1층에 비어있는 필로티가 선정되었다. 

필로티는 건물 부출입구에 치하여 이용자의 근은 용

이하지만 규모(면 )에 비해 별도로 부가된 기능이 없어 

방치된 상태이므로 은 산으로 소규모 창의교육 공간

구축이라는 목  달성에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

Function Required Spaces

Location
Gteongsang National University BNIT R&D Center 

1st floor(piloti)

Usage Facility for employment and start-up study 

Naming GNU IDEA Factory

Structure Lightweight steel structure

Material

Low-E double glazed window

Wooden louver

T200 EPS Panel

Area

(164.34㎡) 

Study & Meeting Room 1: 32.17㎡ 

Study & Meeting Room 2: 21.66㎡

Study & Meeting Room 2: 22.65㎡

Cafeteria Room: 38.19㎡

Exercise & Exhibition Room: 37.07㎡

Warehouse: 12.60㎡

Table 2. Architectural summary of GNU IDEA Factory 

(GNU IDEA Factory의 건축개요)

7) G 학교 산학 력 장기발 계획, 2016, 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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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levation & Structural system(입면과 구조체계)

Figure 2. Existing Piloti in BNIT R&D center(BNIT R&D센터의 기존 필로티)

공간 조성목 이 창의교육과 학생 자율활동 지원임을 

고려하여 GNU IDEA Factory로 명명하 다. 한 필로티 

바닥은 기존 인트로킹 블록을 걷어내고 건축공간의 기

를 만든 다음 재사용함으로서 재료비를 감시켰다. 한 

환기와 채 을 고려하여 필로티 벽면의 창호와 천정은 존

치하되 별도의 지붕을 설치함으로서 산 감과 기존 공

간의 효과  활용이라는 계획의도를 유지하 다.

3.3 계획 개념

문헌고찰을 통해 창의교육은 소규모 진행이 바람직하고, 

이론교육과 실습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 기존 교육공간은 정방형의 반사회 (socio-fugal) 공간

으로 구성됨에 따라 일방향의 주입식 교육이 진행되며, 자

기주도식(self-teaching) 학습이 어려운 한계를 조 이라도 

극복하기 해 비정형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다목 (교육, 

휴식, 작업, 시 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타원형의 

면식 가구배치를 결정하 다. 그리고 창의 인 생각을 통

해 학생들이 성장하는 장소라는 에 착안하여 건축개념

(‘Founding Cell)을 정립하 다. ‘성장’이라는 개념은 생명

체의 기본단 인 셀(Cell)과 유사한데, 셀(Cell)은 각기 다

른 기능으로 성장하면서도 크기가 다양한 특징이 있다. 

Figure 3. Various cell image for design concept(컨셉에 반 된 세포 이미지)

(1) 공간 계획

셀(cell)이 다양한 기능과 공간으로 구성되는 것에 착안

하여, 창의교육에 필요한 기능을 4개(교육, 회의, 휴식, 작

업  시)로 구분하고 기능에 따라 한 규모의 공간

을 배정하 다. 한 GNU IDEA Factory는 창의 이며 

자유로운 학생활동 지원이 목 이기 때문에 ‘Starting 

Cells’ 개념을 반 하여 비정형의 유기 인 형태로 공간을 

구성하 다8). 

(2) 동선 계획

유기체의 셀(cell)은 비정형이며 셀(cell) 사이를 이동하

는 양분과 산소의 통로 역시 형태를 정의할 수 없는 자

유로운 특징이 있음에 착안하여, ‘Thinking Cells’ 개념을 

반 한 내부동선을 계획하 다. 비정형의 유기 인 형태로 

구성된 평면 사이공간은 자연스럽게 동선이 되어 모든 평

면과 연결됨과 동시에 공간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Starting Cells

- 창의교육의 거 공간

- 기능: 교육, 회의, 휴식, 

작업· 시

Thinking Cells

- 비정형의 자유로운 순환동선

- 기능의 유기 인 연계

Figure 4. Concept of plan & circulation(평면과 동선의 컨셉)

(3) 구조  입면개념

산과 공사기간 감을 해 기  이외의 부분에 건식

공법을 용하 다. 구조를 한 재료는 각  이 를 이

용하고, 구조가 노출되는 천정에는 라인조명을 설치함으로

서 셀(cell) 개념이 구조의 순수함으로 투 될 수 있도록 

하 다. 입면은 학생들의 근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8) 이는 행태(behavior)란 인간과 환경의 상호 향으로 표출된다

는 K.Lewin의 장(場)의 이론(field theory)에 근거하는 것으로, 

창의 인 생각과 활동 진을 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공간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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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와 스틸 임(Steel Frame)으로 구성함으로서 실내

공간과 내부동선의 시각 인 연계를 극 화시켰다. 

(4) 지속 가능성의 개념

필로티 공간의 훼손을 최소화시키기 해 사용 가능한 

벽과 천정은 존치하고, 기  공사 후 기존 마감재를 바닥

공사에 재사용함으로서 재료의 연속성을 유지하 다.

Figure 6. Recycling concept (지속 가능성의 개념)

3.3 평면계획

가장 요한 창의교육  회의(학생 자율활동)를 한 

공간은 로그램 집 을 해 내부에 배치하 다. 

Figure 7. Plan of GNU IDEA Factory(GNU IDEA Factory의 평면)

그리고 휴게를 한 카페는 외부공간과의 소통  자유

로운 근을 유도하기 해 기존 출입구와 연계시키고, 학

생들이 제작한 아이디어 제품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성과물 시를 한 공간은 보행량이 가장 많은 

가로와 면한 방향으로 배치하 다. 이러한 평면에서 경험

하는 개별공간의 곡선은 기존 학교 캠퍼스의 강의실과 

실습실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으로 자유로운 생각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의 유연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 개별 공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동선은 기

존 건물 출입구  인  가로와 유기 으로 연결되어 

구나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3.4 입면계획

입면에서 가장 요한 요소는 공간의 시각 인 연계와 구

조의 노출이다. 로이복층유리를 통한 내·외부 공간의 연계

는 학생 아이디어의 자유롭고 활발한 교류를 의미하며, 검

정색 철제 구조 임의 노출은 창의 인 생각이 성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수직 패턴의 목재 루버와 구

조 임은 학생들의 진 인 성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Figure 8. Elevation of GNU IDEA Factory(GNU IDEA Factory의 입면)

3.5 성과와 한계

GNU IDEA Factory는 변하는 교육환경  사회변화

에 응하기 한 창의교육과 학생들의 자율 활동을 지원

하기 해 조성되었다. 산과 유휴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필로티를 활용해 창의 이며 실용 인 공

간을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다만, 수요에 비해 규모가 소하고 단  공간의 수용인

원이 제한 이며 창의교육과 자율활동 지원(제품 제작 등)

을 한 실험실습 기자재가 부족하여 공간 이용률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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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한계가 있다9). 따라서 본 사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확산시키기 해서는 이용 만족도  교육효과 분

석을 통해 기존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환경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Figure 9. Completion & construction of GNU IDEA Factory

(GNU IDEA Factory 공사  공모습)

4. 맺음말

학생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 발견과 함께 자아실

을 한 다양한 방법을 체험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요구

하는 창의 이며 신 인 인재 양성을 해서는 교육 

로그램 개선과 함께 그에 부합하는 환경이 필수 이다10). 

그러나 재의 교육환경은 기존 설계방식에 따른 경직된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학생들이 창의 으로 생각하고 자

유로운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 사회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와 

학문(학과) 단  재편에 따른 교육 로그램 변화(소규모 

강의 증설 포함)와 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증가가 측

되고 있다. 이러한 실을 고려하여 GNU IDEA Factory

는 공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창의

인 사고와 활동을 이끌어 내기 해 조성되었다. 이러한 

교육환경 개선의 목  달성을 해서는 교육 로그램 개

선과 함께 미네르바 학의 사례와 같이 다른 학 학생

들도 제약 없이 창의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운 체계 정

비도 필요할 것이다. 본 계획안에서 학생은 교육을 통해 

9) GNU IDEA Factory에서 가능한 교육 로그램은 소규모(5인～

15인)로 진행되는 비교과 심의 실습 역(3D 린터 활용  

바리스타 교육 등), 토론 역(Design Thinking, 워크샵 등), 진

로 역(그룹 면   스터디, 컨설  등), 자율 역(동아리  

공모  활동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0) 재의 학은 기존의 문  지식 탐구  교육기능을 넘

어서는 융복합의 학문조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  연구공간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류연철, 2017).

성장하는 존재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환경이 요함을 고

려하여 건축컨셉을 도출하고 기존 교육환경과 차별화된 

공간을 구성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교육환경 변화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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