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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작품개요

‘아카데미’의 배경  의미

‘아카데미(Academy)’는 국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으

나 교육이나 운 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직 인 

제한을 받지 않는 독립 교육기 으로서, 만4세부터 학 

 평생교육까지의 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

국의 노동당 정부시  토니블 어 수상(Tony Blair)

은 아카데미(Academy)제도를 2000년에 도입하여 국교

육의 질  향상을 꾀하 다. 이는 2000년  후반 국제 으

로 앞선 북유럽의 교육과 교육시설에 비해 형편없이 낙후

되어있던 국 역의  , 고등학교를 10년안에  교

육 로그램에 맞게 새로 혹은 재건축하여 최신화된 교육

시설을 갖추겠다는 야심 인 정책Building Schools for 

Future (BSF)와 더불어 인력과 산이 집 되기도 하

다. 재는 2010년 아카데미 법안(Academy Act 2010)에 

힘입어자 유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  독립을 꾀

하며 많은 수의 공립 학교가 아카데미로 환되어 2010년 

203개에 불과했던 아카데미의 수가 2013년 5월 재, 2924

개로 증가되었다.

학교 설계의 기 가 되는 교육  비

학업성취도 평가가 낮은 학교를 새로운 교육으로 체

하고자 시작된 아카데미 제도는 통  교육방식에 반하

여 새로운 포부와 성취도를 높이는 문화를 선도하고자 하

는 학, 자선, 종교, 사업 등의 다양한 단체의 재정  지

원을 받으며 기존의 학교를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교육으

로재탄생 시킨다. 따라서 스폰서의 비 과 리더쉽이 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건축 로젝트의 열쇠가 된다.

웨스트민스터 아카데미(Westminster Acadmy)는 국의 

수도 런던의 해로우(Harrow Road)에 치하고 있던 기존

의 평가된 학교를 체하며 새로운 교육으로 2006년 설립

되었고, 스폰서인 엑실아치(Exilarch) 재단과 건축가 그룹에

이에이치엠엠(AHMM; Allford Hall Monaghan Morris), 아

카데미 교장 알리슨뱅크스(Alison Banks)에 의하여 2007년 

9월 NaimDangoor 센터에 새 건물이 지어졌다. 이들은 교육

계의 신사고와 RSA 21세기 커리큘럼의 생각에 입각하여 

독창성, 연결성, 융통성을 키우는 새로운 공간‐지속가능한 

배움의 터를 세우겠다는 강력한 비 을 지니고 있었다.

웨스트민스터 아카데미는 융통성과 상호반응이 존재하

는 교육, 학생과 교직원에 의한 워크로 학생 스스로 책

임감을 가지는 교육에 그 목표를 두고, 산업(enterprise), 

로벌시민성(global citizenship), 소통(communication) 이

라는 세가지 핵심가치를 이룰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자 하 다. 이 세가지 구 은 로젝트를 이끄는 핵심가치

로서 학교의 주요공간인 아트리움 벽에 그래픽으로 용

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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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배치도

지역사회 내 학교의 역할

아카데미 부지는 1960년  고층블럭의 서민아 트와 회

색의 고가도로로 둘러싸여 있었고, 주민들이 학교부지를 

가로질러 다니거나, 학교부지에 치한 스포츠경기장 사용

을 해 통제없는 근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안  유지

리가 힘든 상황이었다. 부지의 복잡함을 안고 시작된 이 

로젝트는 95%의 학생들이 두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등 

런던의 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배움터를 제

공하는 것으로서 문화 , 사회  도 이었다. 학생들의 학

교교육에 한 불신이 팽배하 고, 낮은 출석률과 높은 범

죄율로학교에 한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한 상태 다. 이

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가 자존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심의 랜드마크 다. 로젝트를 진행하던 

아카데미 측과 건축가는 이러한 부지에 시민의 자랑거리

가 될만한 학교를 설립하기 하여, 심 하면서도 강렬한 

디자인을 강행하 다. 

심 한 형태의 5층건물은 해로우도로(Harrow Road)를 

따라 부지의 한쪽을 채우며 지역주민들과 공유도가 높은 

스포츠 시설을 제외한 모든 교육공간을 수용한다. 만 11세

부터 19세까지, 고등  기 학교육을 행하는 이 아카

데미는 1175명의 학생과 128명의 교직원을 한 공간을 

선형의 아트리움을 심으로 계획되었다. 학교주변 지역사

회는 로젝트  단계에 걸쳐 참여하 고, 학교와 학교 

스포츠시설을 범 하게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웨스트민

스터 아카데미는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의 가족

들과 지역사회 모두를 한 공간으로 변모하 다.

그림 1. 배치도 1. 아카데미 본  2.아카데미 스포츠센터 

3.외부 스포츠경기장 4.외부 테라스 5.다용도 게임경기장 

(MUGA) 6.외부 교육공간

표 2. 면 개요

Gross Internal 141,000 ft2 | 13,100m
2

Classrooms 36,060 ft2 | 3,350m
2

Dining + Cafe 5,750 ft2 | 540m
2

Library 4,850 ft2 | 450m
2

Assembly + Lecture 4,410 ft2 | 410m
2

Sports + Dance 14,000 ft2 | 1,302m
2

Terraces/Courtyard 12,375 ft2 | 1,150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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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입면 개념 스 치  계획투시도 그림 3. 회색빛 고층건물과 조 인 디자인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은 색채 입면디자인

디자인 은 어둡고 우울했던 부지의 이미지에 조 으

로 반응하여 건물 체를 강렬한 색으로 둘러싸기로 결정하

다. 친환경이 지구상의 이슈가 됨에 따라 록색은 언

제나 환  받는 색깔이 되고 있었고, AHMM의 노랑부터 

록까지의 진 인 색의 변화는 매우 성공 인 사례가 되

었다.지층의 이어에서 감을 얻은 건축가는 심 한 건물 

형태에 유리 패 과 노랑, 록색 테라코타 타일이 층을 이

루는 과감하고 표정이 있는 정면(façade)을 부여하 다. 낮 

시간에 보이는 강렬한 색깔의 이어들은 밤시간이 되면 내

부조명으로 빛이나며어두웠던 도심지를 밝히는 라이트 박

스가 되었다. 웨스트웨이(Westway)를 면하는 후면 입면은 

같은 색과 두께의 이어가계속되어캔틸 버 발코니를 형

성하 다. 이 발코니들은 부지 후면의 계단식 풍경을 바라

볼 수 있게 되었고, 각 층에 외부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

라 강의실에서부터 주된 피난공간이 되어 아트리움 공간을 

으로 열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 다.

내부 아트리움을 심으로 한 건물내부

웨스트민스터 아카데미의 내부계획은 5층높이의 아트리

움을 심으로 앞서 서술된 융통성과 연결성이라는 비 에 

입각하여 계획되었다. 아트리움 공간은 학교의 허 (hub)역

할로서 새로운 배움의 체계를 구 하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을 스스로 계획하며 카페와 그룹공간, 멀티룸 간 이동

을 자유롭게 도와 다. 1층에 치한 마켓 이스(market 

place)는 1층의 주요한 공용공간‐로비, 식당, 이벤트/ 시 공

간, 멀티룸 등을 물리 으로 연결하고, 층 높이의 아트리

움으로 학교 체를 시각 으로 연결하고 있다. 

아트리움의 유리지붕 아래에는 차단막 시스템을 설치해 

자연 을 건물 체에 들이고 시각 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태양  조 하여 건물 체가 과

열되는 것으로부터 방지하 다. 차단막의 안쪽 면은 건물

외부의 색채와 같은 개념으로 노랑과 록색을, 바깥면은 

흰색으로 채색되어 빛의 반사를 극 화시켰다. 이 차양시

스템은 일반 으로 쓰이는 문짝패 을 유리지붕 아래에 

매단 것에 불과해, 매우 경제 으로 효율 인 차양효과를 

리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고 강렬한 색채의 패 들의 

방향성이 강조된 배열로 조각 인 디자인 요소가 되었다.

AHMM 건축 은 Space Syntax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측하고 학교의 주요 이동동선으로 앙계단을 

계획하 고, Escher 에서 감을 얻은 건물 양쪽의 계단

은 피난계단으로 사용하 다. 아트리움을 감싸고 있는 각 

층의 복도는 하게 설계되어 이동동선 이외의 휴식  

락커 공간이 되었고, 그 복도의 끝은 천정높이의 창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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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트리움 경 그림 5. 휴게(breakout) 공간

그림 6. 본 과 스포츠센터 1층평면

로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가 보인다. 복도와 교실 혹

은휴식공간 사이의 유리벽은음향학 으로 분리되었지만 

트인 시야로 인해 건물에 한 쉽고 효율 인 인지가 가

능하게 하 다. 아트리움의 개방된 공간과 시야는 학교의 

심공간에서 일어나는 부분의 이벤트를 쉽게 감지할 

수 있게 하여 수동  감시(passive surveillance)가 가능하

고, 화장실의 입구를 양쪽에 두고 각 칸의 내부에 독립

인 화장실을 구비하며 공용공간에 면거울을 두어 집단 

따돌림의 가능성을 다. 고 카페의 화장실을 연상  

할 정도로 깔끔하고 고 스러우나 혹시 모를 기물 손

(vandalism)에 비하여 튼튼하게 마무리하 다.

‘하늘 식당’(Sky Dining)은 학교 건물에들어서자마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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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복도, 식당, 도서 에 쓰인 그래픽

그림 8. 입구 벽면에 음각된 WA로고

당냄새가 나는 것을 막고, 식당 자체가 소통과 교육의 공

간으로 작용하도록 최고층에 치하여 식당과 휴게공간의 

앞뒤로 테라스 공간을 부여하 다.

그래픽과 조명의 극 인 사용

이 로젝트의 그래픽은 Studio Myerscoug와, 조명은 

BDP 조명설계 의 업으로 활기차고 창조 인 교육공간, 

효율 인 에 지 설계를 꾀하 다. 

과감한 색채가 사용된 외피와는 달리 내부는 노출 콘크

리트, 조 벽에 페인트칠, 목재와 흠음 등의소박한 재료

들로 구성되어 배움과 시물들이 에 띄도록 건물 자체

는 배경이 되고있다. 웨스트민스터의 로고와 건물외부에 

지닌 색채등과 일치하는 개념으로 그래픽, 비 , 문구들이 

벽면과 문, 바닥면 등에 새겨져 학교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도 하고,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안내  (wayfinding) 의 

역할도 한다.95%가 두개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학생들인 만큼, 학교의 입구와 아트리움에 활기를 불어넣

는 그래픽 한 다양한 문화를 표 하고 있다. 입구의 환

(Welcome)인사는 어를 비롯한 10개의 언어로 쓰여있

고, 카페 벽은 세계 각국 요리들의 이름이 벽지처럼 쓰여

져 있다. 1층 멀티룸 Long Room의 유리벽은 일반 인 흰

색 원형 신 세계 각국의 도시의 타워 등 스카이라인으로 

꾸며졌다.

강의실에는 분산된 자연 을 극 화시키기 해 빛우물

을 이용하고 아트리움으로 향한 교실뒤쪽에 유리벽을 두

었으며, 반 인 조명디자인은 건축  요소를 거스르지 

않게 차분히 계획되었으나 강의 극장 안은 노출 콘크리트

와 흡음천정의 거친 마무리 에 과하지 않은 색채와 조

명이 생명을 불어넣었다. 몇 몇 좌석의 포인트 칼라와 표

화된 형 등 조명에 색채필터를 사용하여 색다른 공간

을 연출하 다.

색채와 그래픽은 AHMM 건축가 그룹의 트 이드마크

가 될 만큼 그들의 디자인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어왔

고, 국의 공공시설 특히 교육시설 디자인에 큰 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교육공간의 효능

교육시설의 디자인의 목표는 학생들의 교육과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아카데미의 경

우도 교류와 교육의 목표에 맞게 창의 이고 자유로운 공간

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공간에 한 애착을 갖고 머물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육의 효과는 향상되었다. Best School, 

best public building, best london building 등을 포함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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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이상의 디자인상을 받았고, 세계 인 best school 로 꼽

히고 있다. 지역의 범죄 율이 히 어들었으며, 이 학교

는 국 체에서 GCSE 시험 결과에서 75% 학생들이 5개

의 과목에서 C이상 A*까지의 결과를 받으며 2007년 17%에 

비하여 목할만한 향상을 보 고, 6
th
 form (고등교육과 

학기 과정 사이) 수행평가에서 100% 패스 IB세계평균

을 넘어섰다. 국의 교육기  감사 Ofsted 보고서에서 

2013년 3월 최고등 인 outstanding 을 받으며 새로운 교육

과 교육공간의 효능을 증명하고 있다.

표 3. 로젝트 

Project Manager Capita Symonds

Main Contractor Galliford Try

FF&E Consultant Building Design Partnership

Graphic Designer Studio Myerscough

Quantity Surveyor Davis Langdon

ICT Consultant Hornagold& Hills

Security Consultant BuroHappold

Structural Engineer Building Design Partnership

Catering Consultant Winton Nightingale

Services Engineer Building Design Partnership

Acoustic Consultant Sandy Brown Associates

Landscape Architect Building Design Partnership

Fire Consultant Warrington Fire

Lighting Engineer Building Design Partnership

Building Control MLM

Planning Supervisor PCM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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