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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xisting Site 그림 2. Proposed Site(per 2
nd
 CUP)

1. 서론

학교는 안으로는 다수의 사용자인 학생들의 교육을 

해 존재하는 건물이지만, 건축주인 학교 재단에게는 교

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이고, 교사들에게는 로그램에 

극 참여해야 하는 상인 한편, 학부모를 상으로 하는 

마 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바깥으로는 지역주민에게는 

소음과 공해를 일으키는 시설이고, 다른 용도의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련 법규를 모두 수해야 하는 건물이다.

이 복잡한 이해 계 속에서 하나의 학교 건물을 짓기 

해서는, 건축사와 엔지니어의 노력과 더불어, 건축주의 

뚜렷한 목표의식, 지역사회의 상호이해, 그리고 주어진 법

규 속에서 문제 찾아내 이를 풀어나가려는 웍이 실히 

요구될 때가 있다. 이 에서는 미국 서부 어느 고  주택

가에 치한 사립학교가 건축사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2. 학교

The Buckley School(이하 학교)은 1933년에 미국 캘리

포니아 로스엔젤 스(이하 LA) 교외에 세워진 K-12, 즉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 8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사립학교로, 1964년에 재의 Sherman Oaks시의 21,600여

평 부지를 사들여 1973년까지, 20여동의 작은 건물들이 모

인 캠퍼스에 자리 잡았다. 유명인의 자녀들이 많이 다닐 

만큼 외부의 시선이 완 히 차단된 골짜기에 치한 아름

다운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다(그림 1).

3. Campus Enhancement Plan

사립학교간의 경쟁이 치열한 도시를 시장으로 하나, 

조용한 주택가에 치한 노후한 목조건물로 이루어진 학

교캠퍼스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것이 학교가 처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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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었다. 

학교는 이를 해, 1990년  말부터 비하여, 2004년부

터 본격 으로 ‘Campus Enhancement Plan’ 이란 이름하

에 마스터 랜을 시작하 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학

교의 개발계획과 산의 변동에 따라 수정된 총 4개의 마

스터 랜이 시를 통과해, 이에 따라 연면  2700여 평의 

총 7개의 새 건물과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최종 목표로

(그림 2), 2016년 6월 재 2개의 새 건물, 5건의 개보수가 

완료되었고, 강당건물 신축과 1개의 보수가 진행되고 있다.

4. 참여한 사람들

시 에 맞는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도, 자연환경

에 따른 제약과, 그곳에 살기 해 높은 비용을 지불한 지

역민들의 이해 계를 모두 만족시키기 해서는 재 소

에 여러 분야의 문가가 필요했다. 

학교는 우선 학교 건축에 경험이 많은 project manager

를 고용해(Owner’s agent), 새 학교를 짓기 한 과정과, 

학교가 원하는 로그램의 우선순 를 정하고, 이지역의 

유수의 사립학교들을 설계한 Jeffrey M. Kalban & 

Associates(이하 JMKA) LA 소재의 설계사무소로 선정하

다.

4.1 학교와 학교 측 consultant 

매주 학교는 학교CFO, 리부서, project manager 그리

고 JMKA로 이루어진 과 회의을 통해 로그램을 완성

하고, 로젝트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consultant 들을 다

음과 같이 고용하 다. 

- Land Use Attorney / 토지 이용 계획 문 변호사1), 

지를 둘러싼 각종 규제(5. 규제-지역사회와의 소통 

참조.)를 풀어나가기 한 자문.

- LEED consultant2) / USGBC LEED 인증.

1) 미국의 경우 변호사의 문분야가 특화된 경우가 많은데, 이 

계획에는 건축석사 학 가 있는 변호사가 참여하 다. 이 경

우, 건축사무소와의 소통이 더욱 원활하다.

2)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주 에서 처음으로, 2011년부터 

CALGreen이라 일컫는 California Green Building Standards 

Code를 건축법규의 독립된 한 부분으로 시행하 다. 2011년 

이 에는 시와 county 별로 Green Building Ordinance를 통해 

LEED system과 유사한 기 을 세워 신축은 물론, 개보수 까

지도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구 하도록 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건물들은 이미 친환경 기 으로 지어지

기 때문에, 사설 기 인 USGBC의 서류 작업만 추가되면 받을 

수 있는 LEED 인증은 거의 마  수단으로만 이용된다는 것

이 필자의 의견이다. 

- Audio&Video Computer consultant / 첨단교육기자재

- Geotechnical 엔지니어 / 지질조사 

- Surveyer 

- Traffic & Parking consultant

- Arborist / 캘리포니아 보호수 자문

- EIR consultant / 환경 향 평가 자문

한 기 모  행사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이해와 기부를 이끌어 내고, 실내 디자이 인 학부모와 미

술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실내 디자인에 참여하 다.

이웃 주민이나 시설과의 소통이 많이 요구되는 좀 더 

민감한 다른 로젝트의 경우, 로젝트 시작 에 public 

outreach consultant를 따로 고용해서, 미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 로젝트가 지역사회에 어떤 순 기능

을 보태는지 홍보하고, 같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도 한다. 

4.2 JMKA와 architect’s consultant

JMKA는 Harvard Westlake Middle School, Viewpoint 

School, The Wesley School, USC 등, 이 지역의 사립학

교를 다수 설계/감리한 15-20인 규모의 소규모 건축사무

소이다. 

다른 경쟁사무소와 가장 크게 비되는 특징은, 트

 하나가 건축사가 되기 이 에 등학교 선생님으로 근

무한 경력이 있어, 학교 측에서 원하는 로그램을 공간으

로 풀어내는 통역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이다. 큰 학 

캠퍼스나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나 교육구별로 학교 

시설을 담당하는 건축사나 다른 문 인력이 있어,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무소와 문 인 업이 쉽게 이루어지지

만, 그 지 않은 경우 비 문가인 학교재단과의 원활한 소

통이 쉽지 않다.

미국에서 일반 으로 로그램은 건축사의 설계/감리의 

기본 업무가 아니며, 건축주가 직 , 혹은 제 3자나 그 건

축사를 고용하여 완성하여 설계 시작 이 에 건축사에게 

제공해야 하는 요소이다. 

이 로젝트에서는 JMKA가 설계 이 부터 마스터 랜

과 로그램에 참여하여, 로그램에 최 화된 맞춤 건물

을 설계할 수 있었다. 

한편 JMKA는 보통 건축사무소가 고용하는 토목, 구조, 

설비, 기, 배 , 조경, 방수 consultant이외에, acoustical 

engineer를 추가하여 무용실, 합창실, 연극실, 오 스트라 

연습실 등의 특수한 교실과, 학교의 행사에 따라 교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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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JMKAⓒ 2008 JMKAⓒ 2008 JMKA

그림 3. 단계별 계획

개의 벽을 오 할 수 있는 movable partition wall 등 특

수한 교실 환경에 맞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디테일을 

개발하 다.

한 로젝트의 특성상 학교 측의 일부 consultant 를 

직  coordinate 하며 로젝트를 진행시켰다.3)

5. 규제-지역사회와의 소통

각종 규제의 기본 인 목 은 공공의 이익이고, 법규 안

에서 허용되는 수 의 자율성의 보장을 해 공청회를 거

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

LA 지역에는 자발 으로 참여하는 주민회가 동네별로 

있는데, 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나 건축사 주민이 참여

하거나, 문가를 따로 고용하기도 하는, 문 으로 근

해야하는 집단이다.

5.1 도시 이용 계획에 따른 규제 

학교는 주거 용지구에 치하여 재의 도시계획상으

로는 학교를 지을 수 없는 부지라서, CUP(Conditional 

Use Permit, 도시계획상의 목 에는 부합하나 그 지역의 

이익에 합하다 생각되는 경우에 공청회를 거쳐 일시

으로 허용해주는 제도. 건물 자체의 허가와는 별개의 과정

으로 용도변경과는 다름.)를 통해 50여 가지 넘는 조건을 

제시하여, 건물의 용도와 크기를 미리 허가 받는 과정을 

거쳤다. 

건축과 련된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 Illumination plan: 캠퍼스 조명이 외부로 일정 조도 

이상 새어나갈 수 없음.

- 주차: 주차 수, 졸업식 등의 큰 이벤트의 경우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한 구체 인 계획 명시.

- 쓰 기 처리시설의 치와, 종류.

- 공사 시간과, 공사용 차량 주차 지역.

- 지역주민과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를 한 3단계에 걸

친 공사계획(그림 3)

- 지속 가능한 자연보호를 한 계획(Sustainable develop-

ment practice) 

- 조경

3) 미국에서는 일반 으로 건축사는 건축사의 consultant를 

coordinate 하지만, 건축주의 consultant를 직  coordinate 하

지 않고, 건축주가 건축주의 consultant와 의하여 내린 결정

만을 받아서 architectural drawing에 반 한다. 건축주의 

consultant를 직  건축사가 coordinate 하는 것은 additional 

service 에 들어가고, 계약서에 명시된다. 

- 차량 동선: 막다른 길에 치하여, 학생을 데리고 오고가는 

학부모 차량의 행렬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Traffic & Parking consultant와 함께 캠퍼스 내의 동선과 

스 을 계획하 다(그림 4, 그림 5).

ⓒ 2008 JMKAⓒ 2008 JMKAⓒ 2008 JMKA

그림 4. 학교/고등학교 pick up&drop off

ⓒ 2008 JMKAⓒ 2008 JMKAⓒ 2008 JMKA

그림 5. 등학교 pick up/drop off

학교는 land use attorney, JMKA와 함께 마스터 랜을 

진행하 으며, CUP는 실제 건물의 설계를 진행하기 이

에 사 허가를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교의 로그램과 

산의 변동에 따라 수정된, 총 4번의 CUP를 받았고, 실

제 건물을 하나씩 짓거나 개보수 할 때마다 설계에 반 , 

건축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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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캠퍼스 입구 - 공사 그림 7. 캠퍼스 입구 - 조감도 

그림 8. 캠퍼스 경계에서의 망-existing 그림 9. 캠퍼스 경계에서의 망 - 조감도

그림 10. Mulholland Drive에서의 망 - existing 그림 11. Mulholland Drive에서의 망 - 조감도

5.2 Mulholland Scenic Parkway Design Review

헐리웃 사인으로 유명한 산타모니카 산은 동서로 길게 

엘에이 동북부에서 시작되어 서북부의 해안에서 끝이 나

고, 이 능선 의 Mulholland drive를 따라 Scenic drive가 

형성되어있다. 이 길에서 내려다보이는 곳에 있는 구조물

은 건물의 모양, 건물의 색상, 터 기(grading) 등의 규제

를 받는다. Mulholland drive 북쪽 내리막 골짜기에 치

한 이 학교 역시 건물의 색, 공조기의 치, 조경수의 종

류, 학교 정문의 디자인 등, 외부에서 이 캠퍼스를 보았을 

때 이 지역과 조화가 되도록 ‘Design and Preservation 

Guideline’안에서 설계되었고, 역시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

민들의 동의를 거쳤다.

사진에서 보듯, 연면  2,700평의 새 건물이 지어지는데

도 불구하고, 매스의 분할과, 이지만, 기존 건물의 

구성 요소를 채용한 디자인으로, 아기자기한 골짜기의 느

낌은 그 로 살아있다(그림 6-11).



  

special issue 특집

30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3권 제5호 통권 제114호 2016년 9월

5.3 환경영향평가(ERI: Environmental Impact Report)

산과 바다, 호수가 혼재 되었으나 건조한 캘리포니아는 

한 지진 에 치하고 있어서 자연을 구조물로부터 보

호하기 한 규제는 물론, 역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구조물

의 피해를 막기 한 보호 장치가 많다. 그리고 인구 도

가 비교  높으면서도 자가용 이용률이 높은 특성상 교통 

한 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우려를 수용하여, 2004년부터 2007년

에 걸쳐 아래와 같은 10 항목에 한 300여 쪽에 이르는 

환경 향평가 보고서에서 구조물로 인한 악 향을 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역시 공청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검토하 다.

- Aesthetics: 학교를 내려다 보았을 때 기존의 학교건

물과 어울리는 매스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자연 지형

에 순응하는 디자인(5.2 Mulholland Sceinic Parkway 

Design Review 참조).

- Air quality: 공사  생기는 공기의 오염을 막기 

한 15가지 방편과, 건물의 사용  생기는 오염에 

한 규제방안.

- Biological Resources: 캠퍼스 안에 서식하는 캘리포

니아 보호수종을 악하고, 공사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구체 인 방법 제시.

- Cultural Resources: 암반에 해양생물 화석이 있을 가

능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지반 공사시 화석학자의 자

문을 구함.

- Geology: 근  거리에 활단층이 존재하므로, 지질공학

자의 조사에 따라 구조물을 설계함.

- Hazards and Hazardous Material: 련법에 따른 건

물, 수 장, 야구장 등의 리에 쓰이는 화학물질, 과

학실이나 인쇄시설의 유독 물질 처리, 기존건물의 석

면과 납 성분의 페인트 제거. 과거 스쿨버스 주차장

에 있던 석유탱크로 인해 만약의 토양오염 가능성을 

비한 책.

- Hydrology: 공사  우천 시 토양유실  수질 오염

에 한 계획수립.

- Land use: 원칙 으로는 학교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

에 치하기 때문에 CUP를 통함(4.1 도시계획에 따

른 규제 참고).

- Noise: 공사  생기는 소음에 한 통제계획, 방음벽 

설치, 주거지역을 지나는 공사차량에 소음기 설치.

- Transportation: 교통국과 의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서부터 학교까지 트럭이 지나가는 도로 정비.

6. 재까지 완료된 신축 건물과 노베이션
(그림 12-18)

그림 12. The Academic and Performing Arts Building(2012 완공), 

AIA/SFA Citation Award, LEED Silver 

그림 13 The Mathematics and Science Building(2013년 완공)

AIA/SFA Citation Award, LEED Silver

그림 14 도서  리모델(2015 완공)

그림 15 Classrooms

The Academic and Performing Arts Building(2012)

ⓒ 2012 JMKAⓒ 2012 JMKAⓒ 2012 JMKA

ⓒ 2013 JMKAⓒ 2013 JMKAⓒ 2013 JMKA

ⓒ 2015 JMKAⓒ 2015 JMKAⓒ 2015 JM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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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합창 연습실

The Academic and Performing Arts Building(2012)

그림 17 과학실

The Mathematics and Science Building(2013년 완공)

그림 18 Publication class room

The Academic and Performing Arts Building (2012)

7. 결론

20여 년간 진행되고 있는 이 Campus Enhancement 

Plan은 단발성이 아니라, 학교의 역사와 함께 계속 발 하

고 있는 재 진행형 계획이다. 학교의 교장도 여러 번 바

고, 여러 건축사무소가 단계별로 참여하 지만,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에 따라 법

이 정한 한도 내에서 단계별로 천천히 실행되는 한편, 마

스터 랜 이라는 큰 틀 속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재도 끊임없이 수정되고 있다.

학교는 필요한 시기에 한 consultant를 고용하여 그

들과 함께 의 일원이 되어 문제 을 악하고, 건축사는 

건축사의 consultant와 함께 그 문제 에 한 해답을 찾

고자 노력했다.

혹자는 규제가 무하다고 할 수 있고, 혹자는, 비효율

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규

제는, 지진, 폭우, 그리고 산불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경

험에 의한 산물이며, 구나 정당한 방법을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고, 타당한 이유라면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민주주의의 발 이다. 

다양한 문가가 모여 계획했던 것처럼 이웃 주민들은 

여 히 조용하고 아름다운 자신들의 주거환경에서 살고, 

학생들은 새 학교 시설을 린다. 참여한 모든 이들의 계

산에서 나온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결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