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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공간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pace Management System 

in Universities

양우석*

Woo-Suk Yang*

요  약  재 우리나라의 학은 학 구조조정 하에서 발 을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원조정과 학과 통

폐합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은 필히 보유자원의 재조정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은 학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에 해 공

간 공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리 방법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를 보여 다. 이러한 시도는 캠퍼스 공간에 

한 효율  운 을 통해 학 경 환경 변화에 히 응이 가능  한다. 공간은 구성원 모두의 공용재이다. 공간 수

요가 발생하면 공간을 제공하고, 공간의 사용용도가 다했을 경우에 이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공간 분류체계는 공간비용 채산제 정착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Abstract  Universities in Korea are exerting every effort to make great strides through restructuring at the moment. 
Reconstruction accompanied by readjusting the quota and merging of academic departments inevitably require 
rearrangement of resources and assets of those universities. This paper presents a management method with respect 
to the spaces held by a university based on the public concept of space through which a system has been 
implemented as an example. Such attempt makes it possible for the university to adequately cope with changes in 
its business environment through its effective management with regards to the available spaces on campus. Spaces 
are all the members' shared public assets. If there is a demand for a space, the university should be able to meet 
the demand. If the use of a space expires, the university should be able to retrieve and reallocate it. The space 
classification system presented in this paper may play a huge role in fixating space chargeback system. 

Key Words : Resource rearrangement, Public concept of space, Educational space, Space classification, Space 
charge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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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의 학은 해방 이후 재까지 고 인력의 

공 기 으로서 국가 사회 발 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

다. 경제의 속한 성장에 따른 인력수요에 응하여 

학 규모도 해방 당시 문 학을 포함해 약 7,800여명에 

불과하던 학생수가 4년제 학에만 2백만 명이 넘게 팽

창하 다. 그러나 학은 이제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를 맞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학 입학자원의 감소를 야기하여 

2023학년도에는 재의 입학정원보다 약 16만 명이 부족

할 것으로 망된다[1]. 입학정원의 감소는 등록 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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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류 분 류   기 비   고

학과 공용공간 교양강의용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양교수 연구실 등 학과 공동 강의  운  공간

학과

사용공간

기본 공간
공강의용 강의실  실험실습실 공 강의  실험실습 공간

학과 행정실, 교수연구실등 공 운  공간

가변 공간 공용공간과 기본공간을 제외한 공간 강의 활용도가 낮은 공간

표 1. 교육용 공간 분류
Table 1. Classification System of Educational Space

하고 있는 많은 학의 경 상의 문제를 야기하며 나아

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부정 인 향이 상되

기에, 교육부는 학의 양  규모는 폭 이기 한 

극 인 구조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조정과 학과 통폐합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은 필히 

보유자원의 재조정을 필요로 한다. 인  자원과 실험실

습 기자재와는 달리 공간 자원은 모든 구성원과 집단의 

이해가 얽 있어 유동성이 낮아 실질 인 재조정이 어렵

다. 학사회가 배정된 공간을 특정 학과와 교수의 독

 사용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

하면 융통성 있게 공간을 재배정하기 보다는 건물 신축

을 통해 공간을 공 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문제 을 개

선하고자 국립 를 심으로 많은 학에서 공간에 한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있다
[2]. 공간의 효율 인 리  

활용에 한 많은 연구[3,4,5,6]도 이루어져 학 시설  공

간을 리하는 소 트웨어 리도구도 제품으로 상용화

되었다[6]. 재까지의 시도는 부분 유동성 제고 보다는 

효율 인 공간 리에 을 맞추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환경은 학이 공간과 시설을 

지속 으로 확장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제는 새로운 수

요가 발생할 경우 건물 신축 보다는 잉여시설에 한 재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궁극 으로 시설과 공간의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 학 구성원들의 학 시설을 바

라보는 이 변화하여야 하며 나아가 효율 인 공간 

 시설 활용을 한 규정과 리 시스템도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학의 강 인 자율성을 

제로 하여야 하며 장기 으로 공간의 정 배분을 통

한 활용 효율성을 높여 학 발 에 기여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학 경 환경 변화에 응하며 캠퍼스 공

간에 한 효율  운 을 해 공간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 리 방법을 제안하기 함이다. 공간 공개념

(公槪念)을 도입을 제로 하여 공간은 구성원 모두의 공

용재(共用財)라는 제 하에 필요 시 공간을 제공하고, 

공간의 사용용도가 다했을 경우에 이를 회수할 수 있도

록 한다. 이는 공간 신규수요를 기존 공간의 효율  활용

으로 체할 수 있게 하며 궁극 으로는 공간비용 채산

제가 쉽게 정착할 수 있게 한다.

Ⅱ. 교육용 공간관리 

1. 공간 사용자 실명제와 공간 분류

실명제란 생산자나 매자 사용자 등 실제 이름을 밝

히는 제도이다. 실명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

들을 의식하게 되어 책임감과 조심성이 생기게 되며, 운

에 있어 리가 쉬워진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 사용 주

체를 기 으로 하는 공간 사용자 실명제를 제안한다. 실

명의 상은 학, 부속기 , 부설기 , 학과와 학부, 혹

은, 공, 그리고 교수 개개인과 사업단 등으로 학의 기

과 부서, 사업 추진 주체, 그리고 교수 개개인 등 실질

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주체이다. 

공간은 교육용 공간과 학 본부가 리하는 행정   

리공간과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용 공간으로 분류한다. 

공간 사용자 실명제는 교육용 공간을 상으로 한다. 교

육용 공간은 다시 학본부와 부속·부설기 (이하 학)

이 리하는 공간과 그 지 않은 공간으로 구분한다. 

학이 리하지 않은 교육용 공간은 표 1에서 보듯이 다수

의 학과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학과공용 공간’과 개별 학

과가 용으로 사용하는 ‘학과사용 공간’으로 구분한다. 

학과사용공간은 각 학과가 수업과 행정에 실제로 사용하

는 공간인 ‘기본공간’과 이를 제외한 ‘가변공간’으로 구분

한다.

학과(부)와 공 명의로 리하는 기본공간은 정해진 

가동률 이상 강의에 사용하는 강의·실험실습실과 행정을 

한 학과사무실과 실험 비실, 그리고 교수 연구실 등

이다. 가변공간은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교수나 

사업단 등)의 명의로 리하며 학원생 연구실, 기증받

거나 외부 지원으로 구입한 장비실 등이 된다. 미활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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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공간은 학과공용공간으로 바 게 된다. 

공간 사용자 실명제에 따라 학과공용공간은 ‘ 학’의 

이름으로 리하며, 기본공간은 ‘학과’나 ‘ 공’, 가변공간

은 실제로 사용하는 ‘교수’나 ‘연구센터’, 혹은 ‘사업단’을 

사용 주체로 리한다. 공간수요가 발생할 경우 학은 

그림 1에서 보듯이 미활용 가변공간, 학과 공용공간 순

로 공간을 조정한다.

그림 1. 공간 재배정 
Fig. 1. Reassignment of Educational Space

2. 공간 관리체계

리를 한 부서별 업무분장은 그림 2와 같다. 시설

과 공간을 담당하는 총무 은 공간 리의 주체로 유지·

보수 등과 련된 공간 리 업무를 담당하며, 수업을 

장하는 교무 은 교육공간의 배정과 재배정 등 공간의 

유동성 제고를 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개별 학과와 

공은 공간활용정보를 입력하고 리한다. 공간 재배정

은 그림 3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림 2. 공간관리 업무분장
Fig. 2. Segregation of Duties for Space 
        Management

그림 3. 공간 재배정 절차
Fig. 3. Space Reassignment Process

Ⅲ. 공간관리 시스템 구현사례

정확한 공간 황을 분석하여 유휴공간을 악하기 

해서는 각 부서별 분리된 정보를 취합하고 별도의 실사

차를 거쳐야 하는 등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공

간의 실사용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유휴공간이 있더라

도 재배정  활용이 어렵게 된다. 본 논문은 웹상에서 

운 되는 공간 리 시스템의 구성을 소개한다. 

본 시스템은 공간 리를 한 공간 데이터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각 학과와 공에서 공간 데이터 입출력

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간 리에 소요되는 행정부서의 

각종 공간 리업무를 경감시킨다. 공간 황  유휴공간

을 실시간으로 악하고 공간의 실사용자를 實名化하여 

리함으로써 유휴공간에 한 공간유동성을 제고한다.

그림 4는 공간 리 시스템의 시작메뉴를 보여 다. 수

업 리와 함께 공간활용 황에 한 통계생성도 가능하

도록 되어 있다. 그림 5는 공간 기 데이터가 입력된 특

정 실험실을 보여주며 그림 6은 이 실험실의 공간 분류에 

한 상세정보를 나타낸다. 공간 활용 황 집게도 가능

하다.

미사용 가변 공간은 공간 재활용 상이 된다. 그림 7

은 이를 보여 다. 제시한 시스템은 공간  수업 자료를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정확한 실시간 황 

 통계정보 분석  출력이 가능하며 새로운 형태의 통

계정보 필요시 기  공간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유

연하게 응할 수 있다. 아울러 공간(강의실, 실험실습실, 

세미나실 등)별 사용이력 리가 가능해 유휴공간 리

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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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공간관리 시스템 시작 메뉴
Fig. 4. Start Menu of the Space Management System

그림 7. 공간 분류 예
Fig. 7. A Sample Image Showing Space Classification

그림 5. 공간 기초데이터가 입력된 실험실 예
Fig. 5. A Sample Image of Spacial Information

Ⅴ. 결론 

재 우리나라의 학은 학 구조조정 하에서 발

을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원 감축은 필히 

자원의 재배분을 야기한다. 본 논문은 학이 보유하고 

그림 6. 공간 분류 상세정보 예
Fig. 6. A Sample Image Showing Detail Information

있는 공간에 해 공간 공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리 방

법을 제시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를 보여 다. 이러

한 시도는 캠퍼스 공간에 한 효율  운 을 통해 학 

경 환경 변화에 히 응이 가능  한다. 

공간은 구성원 모두의 공용재이다. 공간 수요가 발생

하면 공간을 제공하고, 공간의 사용용도가 다했을 경우

에 이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공간 분류체계는 공간비용 채산제 정착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간비용 채산제를 도입하고자하는 경우 세 단계를 

거칠 것을 제안한다. 비 단계에서 공간활용 황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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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2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 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사해 활용방법에 따라 공간을 분류하고, 공간에 한 실 

사용자를 공개한다. 사용 주체별 기본 사용 면 , 즉, 기

면 과 배정 기 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도입 비가 되면 공간비용채산제 모형을 운 후 제

도를 도입한다. 사용 공간에 한 기 면  비 과/부

족 공간을 분석하고 과공간 사용분에 한 비용을 산

출하여 사용자에게 공지하게 된다. 

제시하는 공간 리 시스템은 유휴공간에 한 공간 

유동성 제고로 교수와 학생들의 공간수요에 능동 인 

응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구 을 

해 조언과 로그램 코딩을 해  세종캠퍼스 양희 , 김

태 두 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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