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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역사와 설립 배경

북 서양 조약기구 는 나토는 1949년 4월에 유럽의 

여러 국가와 미국  캐나다 사이에 체결된 집단안 보장

기구이다. 나토 조직은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뤼셀에 있

는 사무국과 통합군사사령부 SHAPE(Supreme Headquarters 

Allied Powers Europe)이다. 나토가 랑스에서 벨기에로 

옮겨질 당시, 통합군사사령부도 함께 이동하게 되었는데, 

1967년 사령부에 근무하는 자녀들을 한 국제학교가 설

립된다. 그러나 기 계획시 체계 인 설계 차를 갖추지 

못하고 나라별로 단 된 체 계획된다. 편화 된 배치와 

함께 부분의 학교 시설은 임시 건축물 형태로 지어졌고, 

50여 년간 사용되어 왔다. 19개국 17개의 언어로 이루어진 

회원국들은 나라별 교육철학과 제도가 달랐을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문화 차이를 융합시키기 한 여력이 부족

하 다. 그러나 역설 으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바탕으

로 학생들 간의 상호 교류인한 상승효과가 일어 날수 있

는 최 의 환경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미국 ,  고등학교에 등록한 학생  65%는 나토 회

원국의 자녀이며 어를 심으로 풍부한 교육 로그램

을 모두에게 제공하여 왔다. 한 해외주둔이라는 특성상 

국제문화에 한 폭넓은 이해와 존 을 기본 교육의 배경

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낙후된 교육시설과 부족한 공용 

공간과 로그램은 국제학교로서 많은 제약을 가져다 주

었다. 

2009년 미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해 미군 자녀들을 

한 학교시설 신축 계획과 NATO 국가들과 함께 국제학

교 캠퍼스 조성 계획을 발표한다. 기본 계획은 미국 ,  

고등학교를 포함 랑스어를 심으로 하는 벨기에 국제

학교, 국과 캐나다의 학교, 독일학교, 그리고 노르웨이, 

터키, 이탈리아, 폴란드의 방과 후 학교와 함께 다양한 교

류가 일어 날수 있는 공용공간과 문화, 체육시설로 계획되

었다. 

지 치 : 벨기에 몬스

지면  : 87,010㎡

지역/지구 : 나토 합동 총사령부 군사기지, 

규    모 : 지하1층 / 지상3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루램(체육  다목 실)

건축면  : / 학교 7,184㎡ + 고등학교 6,690㎡

연 면  : / 학교 20,094㎡ + 고등학교 12,180㎡

학  수 : 52학 (일반학  30 + 특수학습 22) 

설계참여 : 스티  골드버그, 젠 킨, 수잔 스텐도

제이슨 발 챠, 김필수

2. 본론

2.1 설계과정 

2.1.1 통합 설계 지침서-WBDG(Whole Building Design 

Guideline)

미국 에 지 정보국에 따르면, 매년 건축물에 의한 온실

가스 배출이 48%를 차지하고, 76%의 막 한 기에 지 

소비에 이른다. 한 조악한 단열설계 채   통풍 설계

는 열악한 실내 환경을 야기하여 사용자의 생산성 하와 

다양한 질병을 야기하고 있으며, 안   보안문제로 인한 

비용이 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미국 내뿐 아니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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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문가 회의 사진 2. 문가 발표

에 지어진 연방정부 건축물에 한 설계방식과 리방식

의 문제성과 체재 개편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두

된다. 이로 인해 미연방정부는 2005년 새로운 통합 설계 

제도를 통해 (1) 에 지 효율 , (2) 강한 내구성, (3) 지속 

가능한 성능유지  사용자의 환경을 쾌 하게 만들 수 

있는 설계 지침서를 모든 연방정부 건물에 용하게 된다. 

한 “ 체”로서의 개념은 분할된 제도들 간의 상호 교류

를 통하여 단순한 분할된 것들의 합을 넘어 시 지 창출

에 그 목 을 둔다. 

그림 1. “ 체” 개념 그림 2. “ 체” 다이어그램

통합 설계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1. Integrated design approach(통합 설계 근)

2. Integrated team process(통합 력 과정)이다.

최 화된 건축물을 생산하기 해서는 그림 2와 같이 

1) 친환경, 2) 산, 3) 근성, 4) 생산성, 5) 역사와 문화, 

6) 미학, 7) 기능, 8) 보안  안 등 입체 인 근이 균

형 있게 조율되어야한다. 이를 해 두 번째 개념인 통합 

력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SHAPE국제학교 역시 기 

단계에 Design Charrette 과정을 거치게 된다.

2.1.2 Design Charrette

로젝트 기에 이루어지는 문가 집단 의(design 

charrette)를 통하여 조율되는 과정은 성공 이고 균형 있

는 로젝트를 완성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건축물로 구축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해 50-80여명의 다양

한 이해 계자와 문 기술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국

제 학교를 해 2주간 집 으로 논의가 되었다.

코디네이터로서의 건축가는 다자간의 합리  의견을 융

합하여 최 의 디자인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는데, 건축

가는 의 에 미리 3개의 안을 발  후 첫 미 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종합하여 발표 

당일 한 가지 혹은 장 을 충시킨 안을 도출한다. 이

게 발 된 새로운 안과 함께 건축가는 을 나 어 시간

별 날짜별로 산 의/ 건축 의(조경, 토목, 기, 기계, 

설비등)/ 계획 의(도시, 법규, 소방)/ 환경  에 지 

의 그리고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설명회를 개최하

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 하는 단계를 거친다. 한 건

축 설계 은 교사  학교시설을 운  리하는 , 지방

자치 건축과와 소방부서와 모여 법규뿐 아니라 지역문화

와 미학, 환경등 다양한 규정들을 단계별/ 체계 으로 진

행한다. 그 후 이틀정도 종합한 결과물을 최종 으로 모두

에게 발표한 후 기  계획 일차 승인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과정  단계

별 시설 성능 검(Facility Performance Evaluation)과 총

합된 건축물로서 최 화된 성능을 이루어 냈는지 다양한 

검증과정(Building Comminsioning & Commissioning 

Document Compliance and acceptance)을 통과해야한다. 

2.2 미첼 지아골라의 건축 철학과 디자인 특징

미첼 지아골라의 건축 철학은 건축을 사회 술로 여기

며 이와 함께 공공성, 친 성  감을  수 있는 “장소

성”을 만들고자 하는 태도에 기 한다. 한 이것을 술

 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구축/상세에 한 진지한 

근과 그에 합한 건축 기술을 도출하려 노력한다. 건축 

형태는 1) 제한된 산안에서 2)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하

여 찾아낸 로그램의 속성들 그리고 3) 지의 고유한 

특징들의 융합을 통하여 형성되기 시작하며, 역사, 문화, 

그리고 인간 행동심리에 한 분석도 공간/형태 구성에 

매우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2 배치 계획 

국제학교의 철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국가들의 문화와 

을 서로 이해하고 배우게 함으로써 세계인으로써 공

동체의식을 강화하는데 있다. 따라서 배치 계획은 이러한 

교육철학을 담을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지형  특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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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장도법과 운동장 패턴

 

사진 3. 등학교 

주어진 로그램 아래에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다. 

설계 은 벨기에 마을 장 개념과 토마스 제퍼슨의 버지

니아 학 캠퍼스 계획을 착안하여 연구 답사과정을 거치

면서, 공공 공간이라는 요소를 체 계획의 개념으로 도입

하게 된다.

그림 3. 버지니아 학 캠퍼스 그림 4. 유럽 장

도면 1. 체 배치도

배치는 도면 1과 같이 북쪽 끝에 미국 / 학교가, 남

쪽 끝에 미국 고등학교가 “ㄷ”자 형태로 배치되고 국제 

학교들을 서쪽과 동쪽에 나열하여 체 인 틀을 제공한

다. 한 12m의 지의 고 차를 이용하여 단차를 두어 4

개의 계단식 공용 장을 만들어 낸다. 

한 1500년경 이지역의 지리학자인 메카토르의 지도 

투 법을 이용하여 공용 운동장의 패턴에 응용하여 교육

의 도구로서 활용된다. 모든 공용 공간들은 모든 학생들에

게 복합 운동장, 체육 , 다목 실로써 교류의 장이 되도

록 극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나토국제 학교는 특성상 군부 안에 치하며, 보안과 

안 에 매우 민감하다. 물리 으로도 테러로부터 안 한 

배치 계획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용공간  주출입구의 

노출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한 자동차 용도로에서 25

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 으며 외부 벽 구조설계는 

테러 차량 폭 로부터 학생과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 강화 설계 되었다.

일반 으로 학교의 입구는 편의의 목 으로 학교버스/

부모들이 아이들 등하교시키는 주차장 가까이 설계되나, 

나토 국제 학교들의 모든 주 출입구는 먼  공용 장으로 

진입 후 학교 시설로 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 벨기에의 특유의 흐린 날씨와 잦은 비를 고려하여 

남향배치를 하 으며, 각 학교시설과 공용시설을 이동할 

수 있도록 캐노피를 제공하 다. 4미터의 고 차가 있는 곳

에는 원형 극장, 람석, 조경  숲을 조성하여 교사, 학생 

그리고 부모들에게 휴식  만남의 공간들을 제공한다.

재 미국 ,  고등학교는 2015년에 완공 되었으며, 

국/캐나다 학교, 독일학교, 벨기에학교, 노르웨이/이탈리

아/터키/헝가리의 방과 후 학교가 설계 에 있고 2019년

에 완공될 정이다.

2.2.1 / 학교 평면계획

유치원부터 5학년과정의 등학교와 6학년부터 8학년과

정인 학교는 양 날개를 형성하며, 두 날개를 이어주는 

심부는 도서 , 체육 , 다목 실, 공동식당으로 구성된

다. 한 4m의 경사와 고 차를 활용하여 양쪽에 야외 학

습공간  계단 극장을 창출하여 미디어실과 미술실을 내

외부로 연계시켰다. 학교는 일반교실과 더불어 미디어실, 

미술, 음악 과학, 컴퓨터실과 같은 특수교실등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메르카르토(Mercator-inspired) 투 방법에서 

감을 얻어 공용 운동장을 계획하 으며, 6가지 고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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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평면도- , 학교

사진 4. 다목 실 사진 5. 체육

사진 6. 입구 사진 7. 교실

도면 3. 평면도-고등학교

그림 6. 바닥  보 함 디자인

색 수직 을 동쪽 서쪽 입면에 구성하여 국제학교의 특징

을 표 하 다.

2.2.2 고등학교 평면계획

국제 캠퍼스의 남쪽에 치한 미국 고등학교는 / 학

교의 배치 개념과 유사하게 계획된다. 일반교실과 컴퓨터

와 과학실 그리고 요리교실과 도서 은 공용 장으로 마

주하여 설계된다. 한 고등학교의 공식 인 색상(녹색)을 

활용하여 외   수직 차양시설을 디자인하 다. 한 메

카토르의 장도법을 공용 장에 투 하 듯이, 미국 애국

가의 음 을 추상화하여 학생 사물함과 복도의 바닥디자

인을 하 다. 건축 디자인을 교육의 도구로 치환한 것이

다. 한 기존 학교시설에서 통 으로 학생들이 모 던 

장소 “녹색공간”의 개념과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개별  

단체 회의가 가능하도록 편의 공간을 제공하 다.

2.2.1 입면계획

랑스 건축 문화를 받은 지역으로써 고 건축의 질서

를  재료와 기술을 목하여  건축물로 표 하는 

것은 가장 큰 숙제 다. 설계 은 “Place des Vosges 

Paris”와 “Institute Catholique de Paris”의 입면 분석을 

통해, 1. Attic 2. Cornice 그리고 3. Giant order를 재해석 

하여 기본 입면 패턴으로 발  시켰다. 

통 으로 벨기에는 조 기술이 발달하 을 뿐 아니라 

벽돌의 제조기술도 탁월하다. 건축 외  마감재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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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입면 분석

도면 4. 입면

사진 8. 등학교 입면

그림 8. 색상

그림 9. 그래

벨기에의 흐린 날씨  잦은 비에 내구성이 강하면서 밝

은 복숭아”색의 로마벽돌이다. 동서쪽에 치한 교사동에 

사용된 밝은 벽돌은 추상화된 기본 입면 패턴  기등에 

용된다. 차양시설을 갖춘 창문과 물결모양으로 골진 

속패 , 그 에 수직 차양 시설로 구성 된다. 창문사이에 

다양한 색의 수직 차양 시설은 국제학교의 다양성을 입면

으로 표 한 것이다. 등학교/ 학교를 표하는 6가지 

색상과 녹색계역의 3가지 색상은 벨기에의 지역의 자연과 

기존 화가들에서 보여지는 작품들로부터 추출하 다. 선택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화가 그 그 골드버그(Greg Goldberg)

와 작업을 통하여 선정하 다.

2.3 친환경 및 에너지 계획

낙후되고 에 지 수가 심하 던 기존 시설에서, 교육

환경에 쾌 하고 지속가능한 건축 시설 제공 한 요한 

과제 다. 이를 하여 USGBC의 LEED제도를 도입하여, 

수자원, 태양자원등 다양한 친환경 략과, 지역 재료와 

기술 그리고 자연채 과 통풍 가능한 창문설계를 도입 하

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긴폭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를 

지역 기술인 루램 보를 활용하 으며, 옥상정원, 지역 

식물, 빗물일시보류시설을 활용하여 화장실의 배수용으로 

활용하 다. 한 학교의 주출입구에 에 지 모니터링 

시를 통해 학생들이 직  찰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에 지모델링을 통해 창문크기  치 그리고 벽 

 지붕단열을 조 하여, 최 의 냉,난방 설비 시설을 채

택하 다. 

3. 결론

SHAPE 국제학교는 19개국 17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다

양한 문화와 제도 아래, 하나의 국제 공동체를 벨기에라는 

지역의 문화 , 역사 , 환경  특성 에 교육시설을 제공

해야하는 과제다. 

학교는 다양한 로그램들이 한 장소에 복합 으로 연

결되어 하나의 “작은 도시”가 되어가는 복잡한 설계 과정

이다. 한 19세기이후 건축 계획  기술 그리고 제도의 

시행착오들은 새로운 제도들을 그물망처럼 세분화, 조직

화, 통합화하고 있으며, 정보기술 발달은 안 과 보안에 

더욱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친환경과 에 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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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명주기의 요성 역시 건축을 공시성뿐 아니라 통시

으로도 제도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어진 제 아래 미첼지아골라는 1. 장소성, 2. 

지의 특성, 3. 문화, 역사  4. 지/  기술이라는 

제 아래 재해석하여 교육 시설을 완성해 간다. 벨기에라

는 지역  특성 에, 유럽 장  버지니아 학의 장 

배치 방식을 지의 특성과 결합하 고, 벨기에의 조 술

과, 색, 흐린 날씨 그리고 랑스 건축의 향등을 분석하

여 공동체라는 “통합”을 입면 에 지 기술에 맞게 재해

석 하여 구성하 다. 

의 언 된 사항을 조화롭게 이루기 해서는 건축가 

포함 문가들의 조율능력  총합능력을 더욱더 요구한

다. 한 문가들의 집단 지성이 계획 단계별마다 시 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뒷받침도 요구한다. 특히 

많은 이해집단이 여하는 로젝트에서 계획에서 공까

지 올바른 방향 설정  단계별 합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의 단순화는 성공 인 로젝트를 

한 매우 요한 열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