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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유 공간” 계획을 통해 사회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나, 심리 또는 자살 치료를 쉽
게 접하지 못하는 사회취업준비생들이 공간을 통한 직·간접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치유 공간” 계획에 있어 첫째, 국내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필요성을 밝히고, 둘째,
현재 학생들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학생상담센터의 내부 공간 계획을 분석하여, 현황 및 한계점을 밝혔
다. 셋째, 치유공간과 연계된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는 향후 소외계층이 거부감 없이 접근
할 수 있는 “1인용” 치유공간 계획방향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연구결과는 향후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
자들에게 확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공공의 목적으로도 활용가능하리라 생각된다.
1. 서론

취업 준비생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특별
한 방법이 없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시간을 보낸다. 도움이 필요함을 인지하면서도 쉽게
심리 치유 센터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
하고 음주, 온라인게임, 영화감상 등 일시적인 방법
으로 감정을 다스리려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
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나, 심리치료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취업준비생들이 공간을 통해 직·간접
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치유 공간” 계획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치유공간의 필요성
2.1. 취업준비생의 특성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으로 아직 사회에 발을 내딛어 보지도 못한
이들에게는 취업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걱정, 또한 타인에 대한 시선까지 둘러싸여 그 어떤
계층, 연령대보다도 심리적인 안정과 공감, 위로가
필요한 상태이다. 오늘날의 많은 대학생들은 취업과
진로, 학업, 경제, 가족, 이성 친구, 교우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 중 취업스트레스는 취업
준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긴장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스트레스는 심리적으로 적개심,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이상과 고통의 증가를 가져온다.
(Hanixch, 1999; 김정해 2010 재인용)
2.2. 취업준비생을 위한 치유공간의 필요성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이처럼 취업준비생들은 스트레스에서 시작된 작은
심리적 불안 때문에 우울을 비롯한 신체적 건강까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이 심리적인 치유를 위
해 한국 사회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 심리 치유를 받고 싶지만,
상담이나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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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키우
는 경우가 증가한다. 최근 스마트 폰이 대중화되면
서 20대의 취업준비생들은 언제든 접근 가능한 SNS
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면서 글로 자신의 마음을 표
현하고 서로를 위로를 해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네트워크에 접속이 끝나
고 나면 잊게 되는 일시적인 방법일 뿐,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간을 계
획하여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고통을 느꼈던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간접적인 치유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3. 서울소재 대학의 상담센터의 계획적 특징

본 장에서는 치유 공간 계획안 제안에 앞서 현재
학생들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인 학생
상담센터의 내부 공간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치유 공간
의 최소 실의 크기는 어느 정도 이며, 창의 유무를
비롯하여 적절한 가구와 조명, 색채가 무엇인지 도
출해 내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재학생이 14,000명
이상인 서울소재 10곳의 대학교 중 연구를 위한 사
진촬영과 인터뷰에 응해준 6곳의 대학교 상담센터를
분석하였다.
[표 1] 학교별 상담센터 개인 상담실 내부 공간

개방성
사 실크기
(길이×폭 (창문)
×높이) /폐쇄성
례 단위:mm
(벽)

실
색채

2,750
흰색
K대 ×2,000 개방 연두색
×3,000
3,125
S1 ×4,050
대 ×3,000 개방 흰색
1,800 개방
S2 ×3,000
대 ×4,000 &폐쇄 흰색
2,385
Y대 ×4,770 개방 흰색
×3,500
3,360
E대 ×4,920 개방 흰색
×3,000
2,500
흰색
C대 ×3,750 개방 분홍색
×4,000

조명
주광색

가구
배치

실 구성 중 개인 상담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의 넓이는 E대학이 3,360m×4,920m로
가장 넓고, 실의 높이는 4,000mm로 S2대학과 C대학
이 가장 높고, 나머지 대학은 비슷하다. 그러나 개인
상담실의 넓이의 차이가 큰 이유는 상담실이 상담원
의 연구실이자 개인 상담실로 쓰이는 경우(Y대, E
대, C대)와 상담만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면적만 보았
을 때는 S1대학이 3,125mm×4,050mm로 가장 넓다.
둘째, 공간의 개방성과 폐쇄성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실의 배치 때문에 창문이 있는 상담실과 창문이
없는 상담실이 있지만 대부분 대학 상담실이 벽으로
만 둘러싸여있기 보다는 창문을 두어 공간에 개방적
인 느낌을 주고 있다. 셋째, 공간의 색채는 흰색계통
이 대부분이다. K대학의 경우 벽의 하단부에 서브컬
러로 옅은 연두색이 있긴 하지만, 메인컬러는 흰색
이다. 또한 C대학의 경우에도 창 측 벽면은 분홍색
이지만 메인컬러는 흰색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
가 흰색계열의 벽면에 장식을 위한 액자를 두거나,
식재를 두어 공간의 지루함을 해소시켰다. 넷째, 가
구는 공통적으로 상담을 위한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
나 소파, 벽시계, 탁상시계, 휴지, 액자 등이 배치되
어 있다. 가구색은 S2대와 C대의 경우 벽의 색과 어
울리는 베이지색 소파를 두었고 S1대는 공간에 포
인트가 될 수 있는 분홍색 가구를 두기도 했다. 끝
으로, 조명은 모든 곳이 주광색의 조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공간에서나 볼 수 있는 조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명을 이용해 공간에 시선을
집중 시켜 실의 기능을 강조하거나, 심리적 안락함
을 느낄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
4. 치유공간 사례분석

주광색
주광색

4장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치유공간에 어떤 종류의
치유방법이 적합하며, 또한 그에 어울리는 실내디자
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다양한 치유방법을 이용
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일반적인 사례들
의 특징 및 구성은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사례개요

주광색

1
위치

주광색
주광색

용도

지니어스로사이
제주도
서귀포
갤러리
숙박

치유방법

명상

설계

안도
다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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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
용도

웰니스스파
경기도
광주
숙박

음악
색채
치유방법 빛/물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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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치
용도

리솜포레스트
충청도
제천
숙박
숲/한방
치유방법 아로마
음식
예술
5
힐리언스선마을
강원도
위치
홍천
용도 서비스
치유
자연/명상
아로마
치유방법 음식/물
요가
설계 승효상
The Royal London
7
Children’s Hospital
위치
영국
용도
의료
치유방법 공간
놀이
Cottrell &
설계 Vermeulen
Grand Hotel
9 Tschuggen
Wellness Centre
위치 스위스
용도 숙박/요양
치유방법 숲/물
완공년도 2006
설계 Mario
botta
1: http://www.phoenixisland.co.kr
3: http://www.resomforest.com
5: http://www.healience.co.kr
7: http://www.cv-arch.co.uk
9: http://inthralld.com/2012/11/

4
위치
치유방법

속마음버스
서울
대화

이용시간

1시간
50분

6
위치
용도

깊은 산 속 옹달샘
충청도
충주
서비스
명상/춤
향기/요가
치유방법 걷기
뇌마사지
Maggie’s
Cancer Caring
8
Centres
위치
영국
용도
요양
디자인
치유방법 공간/가족
Frank
설계 Owen
Gehry
Matrimandir
Meditation
10
Center
위치
인도
용도
치유
치유방법 명상
완공년도 2007
Roger
설계 Anger
2: http://www.konjiamresort.co.kr
4: https://www.momproject.net
6: http://www.godowoncenter.com
8: http://www.designdb.com/dreport/
10: http://terms.naver.com/entry.nhn

이처럼 치유를 위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치유대상
과 방법, 목적 등에 따라 시설의 용도가 차별화되고,
대상지에 적합하게 계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통해 3, 4장의 분석결과를 통
해 대학생을 위한 치유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5. 대학생을 위한 1인용 치유 공간 제안

대학생을 위한 1인용 치유공간을 제안하기 위해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최소한의 공간 크기, 개방성
과 폐쇄성, 적절한 색채, 가구, 조명등을 정리하였고,
또한 치유 공간에 적합한 치유 방법을 제안하였다.
앞의 내용을 토대로 [표 3]과 같이 대학생을 위한 1
인용 치유공간을 제안한다.
[표 3] 대학생을 위한 1인용 치유 공간

주 색채

대학생을 위한 1인용 치유 공간
흰색계통

- 천장, 벽, 바닥 등 주요 부분의 색채에
변화를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다른 요소를 이용하여 공간에 포인트를 줌
- 또는 미디어(조명)등을 활용하여, 벽체의
색이 변화되도록 조정 가능
난색계열
색상 2가지 이상 중 이용자가 원하는
조명
조명 색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
테이블, 소파, 식재 등을 배치하되, 편안하고
가구
안락한 느낌의 가구가 제안되어야 함
창의 유무 유 (개방성)
사이즈(최소) 1,800x3,000x3,000(mm)
적용 가능한 색채, 빛, 음악, 아로마, 대화, 명상
치유 방법
6. 결

론

본 연구는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취업
과 졸업이라는 현실에 지친 대학생을 위해 위로와
치유의 공간이 필요함을 밝혔고, 이러한 대학생을
위한 치유공간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해 현재 학생들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상담센터분석
과 다양한 치유방법이 이용되고 있는 사례분석이 이
루어졌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 치유
를 위해 기댈 공간이 없었던 대학생들을 위한 1인용
공간을 제안하였다. 공간의 조명을 이용자가 선택가
능하게 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조
성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치유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잠시 머무
르더라도 심리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치유공
간이 대중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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