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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교건축에 사용자가 직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기존 

공 자 심의 학교디자인 방법을 바꾸고자 하는 사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부터 진행되

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함께꿈 학교화장실 개

선사업(서울특별시, 2015)의 참여디자인 워크  방법을 새

롭게 고찰하고자 한다. 본 사업의 취지에 의해 학교건축에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최 한 반 할 수 있는 제도  장

치가 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다수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충

분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여 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조창희 외1, 2015). 즉각

인 공간배치를 구 하거나, 구성원 사이에서 디자인 아이

디어를 입체 으로 표 할 수 있는 원활한 디자인 방법을 

도입하기 해 가상 실(VR; Virtual Reality) 기술을 

용하여 참여디자인 워크 을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 실 게임개발도구를 사용하여 진행한 참여디자인 워

크  운  방법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2. VR게임을 사용한 참여디자인 사례

네팔의 카트만두(Katmandu, Nepal) 지역에 2013년 실험

인 마을 워크 이 진행 되었다. 디지털 고 같은 마인

크 트 게임을 활용하여 마을을 바꾸는 로젝트를 UN 

HABITAT가 진행하 다. 카드만두 내 우물이 있는 개선 

상지는 공공공간으로써 시민들이 일상 으로 하는 

요한 지역이이다 하지만 악취와 좋지 않은 환경에 의해 

개선이 필요한 환경이었다. 자문 원 토마스 엘린(Thomas 

Melin)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쉽게 의사표 을 하고 게임

으로 구 하며 진행한 마을 바꾸기 로젝트는 매우 성공

이었다”고 말한다. 심각한 기술지식이 필요한 소 트웨

어가 아니라 쉽게 다룰 수 있는 게임을 사용하여 진행한 

워크 이 주요한 성공 요인이라 꼽고 있다. 단순한 놀이의 

게임이 아닐 뿐더러 더구나 게임 속을 그냥 걷는 것이 아

니라 실제 일어날 일들을 가상 실 내에서 경험하고 테스

트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이견을 이해하는데 스

트 스를 받거나 갈등이 생겨나지 않았다. 마인 크래 트

를 통한 마을 만들기가 원활히 진행되었고, 이해를 아주 

손쉽게 했으며, 3차원 으로 돌아다니며 자율 으로 디자

인 요소에 해 참여하 다. 이러한 과정은 아이디어를 발

견하고 합의하며 다음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아가는데 도

움이 되었다.

미국 보스톤에서는 2014년 비디오 게임으로 사회를 바

꾸는 에릭고든(Eric Gordon, Engagement Lab)의 노력이 

주목받았다. 그는 게임을 재정의 하 는데, 게임은 사회문

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우 강력하게 작동될 수 

있는 수단이라 말했다. 사회  문제에 해 이슈를 제기하

고 해결하고자 시도되며, 실제 사회문제 해결의 한가지 솔

루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상용게임들은 매우 사실 인 

시각화를 제공하고 있는 와 에도, 무엇보다 좋은 게임은 

사실 인 요소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게임을 만드

는 것이 주요하다고 한다. 

호세 산체스(Jose Sanchez, Architect) 건축가는 2014년, 

공간 로그램 소 트웨어인 “block hood” 게임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에서 좋은 게임을 만드는 것은 아주 

복잡한 일이지만, 게임을 활용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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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은 사람들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공간

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한 조사가 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공기오염, 에 지 문제 등을 건축 으로 

풀어내기 해서는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복합 으로 

생각해야 하지만 게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를 

통해 건축의 미래의 모습을 즉각 이면서도 통합 으로 시뮬

이션 할 수 있다. 게임은 계획이 가치 있게 만들어 지도록 

도와주며 차 으로 실제와 가깝게 한다(Java Films, 2017).

네팔 카르만두 지역의 마을환경 개선 사업

변경 

마인크래 트 

게임을 활용한 주민 

워크  결과물

변경 후

* Java Films, Gaming the Real World - 73', 2017

표 1. VR게임을 사용한 참여디자인 사례

3. VR게임을 통한 사용자참여

․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상으로 

VR게임을 용한 참여디자인 워크 을 진행하 다. 모두 

학교화장실 개선을 목 으로 총 5주차 디자인 워크 을 

진행하 다. 1주차에는 상지 황조사를 실시하고, 2주

차에는 사례조사를 통한 모범사례 공유  의견교환을 하

다. 3주차에는 문제 의 발견과 함께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여 공간배치도 제안하 고, 4주차에는 구성원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배치도를 작성하 다. 5주차

에는 구체 으로 건축자재와 색상 선정을 하고 최종 배치

도를 결정하 다. VR게임 도구는 3차 워크  과정부터 주

요하게 활용하 다.

5단계 VR설계 워크

*정재헌, 함께꿈 사업, 2015-2018

그림 1. VR게임을 사용한 참여디자인 로세스

3.1 건축적 게임요소

건축계획설계 과정에서 사용자 모두의 의견을 한가지로 

수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과반의 의견을 따르는 방향

으로 설계하는 것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부분이 우렵

스럽지만,다른 한 편으로는 워크 에 개인의 의견이 극

으로 표 되지 않아 참여설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

분이 더 큰 문제로 지 될 수 있다. 공간의 경험을 모두 

함께 하면서 디자인 워크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 으며, 학생 뿐만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참여

하여 스토리를 구성하면서 워크 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

했다. 따라서 성공 인 디자인 과정을 해 게임요소인 인

터 션, 스토리, 체험을 기반으로 한 놀이가 결합된 디자

인 행 를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진행하도록 유

도하 다.

감성유형별 설계요소

*서울특별시,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매뉴얼, 2015

그림 2. 함께꿈 사업 매뉴얼

3.2 시각화와 정보화

심리학  차원에서 지각은 감각기 을 통해서 내부 

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상들의 성질이나 계를 인식

하고, 이해하는 심리  과정이라고 정의된다(김원형․남승

규․이재창․우석 , 2009).  지각은 넓은 의미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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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공간 치에 따른 화장실 내부 통로폭 검토내용

계획스 치 단계

VR게임 

도구활용 단계

HMD를 착용한 

설계검토 단계

시공 단계

*정재헌, 서울구로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설계사무소, 서울

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감독 으로 구성된 디자인 TF , 서울구로

고등학교 후 동 화장실 개선사업, 2017

표 2. VR게임을 사용한 단계별 설계 검토출-주의-이해-기억” 네 단계를 거쳐 그 정도가 깊어진다

고 한다(홍아주․이은선, 2015). 평면의 설계도면 심으로 

이루어지는 디자인 로세스는 참여구성원들의 주의력을 

높이기가 어려운 이 많았다. 따라서 이해와 기억을 통해 

지각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해서 상용

게임엔진(언리얼엔진, Epic Games)을 작도구로 활용하

여 3차원  형상정보를 시각화하 다. 한 3차원 형상정보 

내에 색상과 재료의 텍스처 정보를 포함한 정보화 모델링

과정을 거쳐 VR게임 구동 시 사실감 있는 시각화 정보를 

제공하 다. 5주차 워크 에서는 최종 으로 HMD(Head 

Mounted Display)와 모션컨트롤러(Motion Controller)를 

통해 건축VR 내에서 3차원  설계안을 체험하도록 구성

했다. HMD는 시각화정보를 몰입감 있게 제공하고, 모션

컨트롤러로 가상 실 내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구성요소를 집어 들어 재배치하는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

다.

3.2 설계 검토

과거 화장실은 변기개수가 최 한 확보되는 기능성을 

심으로 한 화장실 건축이 요하 다. 최근 학  수가 

어드는 상황에서 되려 변기개수가 학생 수 비 많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학교화장실 보수 계획에

서는 변기수를 여 비좁았던 화장실 공간을 쾌 하게 이

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다. 크게는 화

장실 내부 공간 배치의 규모가 결정되는데는 화장실 칸막

이의 깊이(1300-1400m)와 내부 통로부분(1200-1400mm) 

사이에서 그 쾌 성이 확보되도록 조율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세면공간의 치와 기타 편의시설의 치와 규모가 

결정되었다.

건축  치수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HMD를 착용하

고 스스로 작성한 배치도를 검증하면서 최 의 내부통로 

폭을 결정하 다. 건물 1층은 장애인 화장실 설치에 한 

의무규정이 있으나 본 디자인 워크  참여학생  장애우가 

없어서 건축VR로 장애우 이동통로를 간 으로 체험하여 

이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이 진행되도록 하 다.

등학교의 경우 발육상황에 따라 세면  높이를 조정

한 사례도 있다. 학년이 배정된 층에는 450-500mm 높

이의 세면 를 계획하고, 고학년에 배정된 층은 500-650 

mm의 세면  높이를 상이하게 계획하여 학년의 세면  

이용률을 높 다. 

내부 조명계획의 경우 VR게임 도구를 사용하여 조도를 

즉각 으로 배치하고 밝기를 조정하면서 시뮬 이션하고 

내림 등의 통로 배치, 칸막이 내부 배치, 세면  내림박스 

등 설치 등의 방법으로 설계방향을 세웠다. 통로와 칸막이는 

개선된 밝은 조도를 유지하게 하고, 세면 와 우더 공간

은 따뜻한 느낌이 조성되도록 베이지색 베이스의 내림박스 

등이 계획되었다. 기존 설계방법에서 반 하지 못하 던 

조명의 온도에 해 감성 인 평가와 의견교환을 가능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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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로 등학교

*정재헌,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2016

그림 3. 등학교 시공결과물

4. 다양성이 담긴 디자인

HMD기반 가상 실 디자인 방법은 단순히 IT 트 드가 

아닌, 학술 으로 가치 있는 연구가 된다(최보리․박남춘, 

2015). 공간에 한 개인의 기호와 공공성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에 다다르는 의사결정과정에 VR게임 도구가 사

용되었다. 디자인 결과물은 5단계에 걸친 워크  진행과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합의된 공공재이다. 참여자 

서로의 의사를 구체 인 3D공간 체험을 통해 공유하는 과

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개별 인 검토와 체검토가 즉각 으로 양방

향으로 이루어 졌으며, 개별 설계요소보다 체 인 조화와 

맥락  흐름을 기 으로한 디자인 컨셉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참여자의 개성을 독특한 스토리로 담아내어 결과물로 

구 했다.

연령층에 따른 다양한 의사표 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졌다. 등학교 진행 사례의 경우 원색사용을 많이하며, 

학생들이 직  그린 그림들이 시 모습처럼 공간 내부

에서 표출되는 것을 선호하 다. 학교의 경우 본인의 스

치를 활용하기보다 세련된 패턴을 용한 자재를 선호

하 으며, 탈의실을 공간에 해 극 인 요구가 있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탈의실 공간과 우더 공간을 선호하면

서 기존의 화장실의 기능 인 부분에 문화공간과 휴게공

간의 가치가 더 주요하게 계획되었다.

성별에 따른 다양한 요구사항은 남학생의 경우 탈의공

간과 소변기 칸막이 설치에 따른 라이버시 보호가 요

했고, 여학생의 경우 탈의공간과 개인정비가 가능한 거울

과 세면 가 있는 우더 공간이 요한 공간 구성이 되

었다.

4.1 사용자 참여 효율성

학교 환경 개선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

여 디자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VR게임 도구를 활

용하는 것은 기존의 모형과 도면을 활용한 방법 보다 커뮤

니 이션 시간이 단축되었다. 1시간을 기 으로 5회에 걸친 

과정만으로도 배치도작성과 의진행이 가능하 다. 참여

를 통해 디자인된 결과물은 회의진행자에게 달되고 다

시 참여자에게 피드백(feedback)되어 물리 인 형태로 곧

바로 구 되거나 조정되어 직 인 인터 션(interaction) 

방법이 용되었다. 5회자 디자인 워크 에서는 참여자가 

디자인 계획안에 해 직  설명하고 질문들에 해 방어

하면서 상호 설득하는 과정을 가졌다. 설계에 직  참여하

면서 찰자가 아니라 주도  참여자로 역할을 가지게 되

어 자연스럽게 참여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4.2 조화와 맥락

건축물이 가지는 고유한 형태  특성과 이용자의 행태 

등이 있다. 지역성을 고려한 설계는 황조사단계에서 충

분히 조사되어야 하는데, 물리  여건 뿐 만 아니라 이용

자의 연령, 문화, 성별, 감성 등의 조사도 필요하다. VR게

임이 시각  커뮤니 이션 도구로 활용되면서 물리 인 

공간디자인을 가볍게 하고, 그 다음단계의 지역성과 특이

성을 발견하도록 도와 다. 공 자 심의 학교공간 서비

스에서 지역성과 특이성을 살린 학교장소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학교건축의 과거와 재 그리고 미래의 맥락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가 참여하고 가꾸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과거의 공간과 사람이 남긴 장소  가치가 구

심 이 되어 새로운 개선안이 탄생한다. 본 디자인 워크

의 진행자인 건축가는 스스로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이고 

참여자가 심이되어 디자인 안이 작성되도록 하 다. 그 

결과 각 학교마다 특이성이 발견되는 계획설계도가 작성

되었고 시공결과물 한 충분히 그 특이성이 드러났다는 

이해 계자들의 평가받았다. 건축가의 참여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건축가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이용자의 

특성이 드러나면서 차이 있는 학교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4.3 계획설계 중심의 시공과정

시공 장에서는 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이 가능하며, 

원래 계획설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가 종 종 발생한다. 

잦은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해 디자인 원한이 훼손될 가능

성이 있고, 2D도면만으로 색채의 조화와 조명의 온도, 자

재의 특성을 시공자가 악하에 어려움이 있다. 한 시공

의 특성상 입체 으로 검토하여 원안을 조정할 상황도 발

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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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교 시공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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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2015

그림 5. 고등학교 시공결과물

본 디자인 로세스에서는 디자인 워크  종료 시 에 

최종 건축VR 앱을 배포하여, 실시설계자와 학교, 교육청 

등 다양한 이해 계자가 계획설계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 다. 시공사 선정 후에는 건축시공자, 기․통

신시공자, 기계․설비시공자에게 건축VR 앱이 달되어 

도면에 한 충분한 이해를 도왔다. 2D도면에서 락될 

수 있는 부분은 건축VR 앱을 참조하 고, 시공 장에서도 

즉시 작업자 간의 의사소통을 도왔다.

5. 결론

디자인 과정에서 요구사항 번복 시 수정 차가 어려운 

을 개선하고, 별도의 디자인 시간과 비용 책정없이 장

에서 디자인 조정  의가 가능했다. 등학교의 경우 

모형제작과정이 함께 진행되었으나, 학교 고등학교의 경

우 모형제작과정을 생략 가능한 수 에서 VR게임 도구가

사용되었으며, 비용과 시간 소요가 었다. 참여자들은 

지 인 찰자가 시 이 아니라 VR기기를 활용하여 1인

칭 체험이 가능한 시 을 통해 경험  디자인 평가, 검토, 

조정하 다. 그 결과 의사소통에 필요한 시각정보가 정확

하게 비되고, 간결하면서 직 인 디자인 로세스로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충분한 소통의 과정을 기반

하여 연령별 는 성별로 가지는 학생들의 다양한 감성을 

담은 학교건축이 이루어졌다. 

건축가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었다. 참여자이자 디자인 

워크  진행자인 건축가는 건물의 구조와 벽체에 한 최소

한의 제한 요소를 참여자들에게 안내하고, 디자인에 필요

한 요소들은 부분 3D데이터로 제공하 다.  참여자들

이 쉽게 VR게임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

다.  매회 진행된 결과물에 하여 참여자들과 문지

식을 공유하고 소통하 다. 즉, 참여자가 주도 이고 건축

가는 보조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 다.

VR게임을 활용한 참여 디자인 로세스는 디자인 개선

안에 해 체계 이면서도 즉각 으로 제안할 수 있게 하

고, 공공성이 필요한 학교건축에서 상호 이해와 력을 단

시간에 직 으로 이끌어 내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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