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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사물 인터넷, 드론, 로 , 3D 린터 그리고 인공지능으

로 이야기되는 4차 산업 명의 시 에 우리는 어들고 

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모습은 바 어가고  그에 따른 교과과정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문 역의 지식 축 이 인재를 

별하는 요한 기 이었다면 미래는 4C 역량 Creativity 

(창의성), Critical thinking(비  사고), Communication

(의사소통), Collaboration( 업) 등에 한 능력을 가진 인

재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학 마다 지식의 유연성, 다양한 기술의 

활용능력, 조직 내 커뮤니 이션, 상, 워크, 리더십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소 트 스킬(Soft Skills) 심으로 력

을 통한 별 로젝트 과제 수행 능력에 을 둔 교육방

법을 용하고 있다. 문제 해결형 로젝트(PBL: Problem 

based learning), 동 상 강의를 청강하고 수업에서는 토론

을 심으로하는 무크(MOOC) 그리고 립드 러닝을 결합

한 새로운 교육 모델 도입들이 학교마다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는 창의성 활성화를 해 ‘자유’를 주고 ‘자율

 선택’과 ‘목표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서 심의 이

론 심 교육에서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의 환이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환경은 어떻게 응

하고 건축가는 어떤 공간을 제고 하여야 할까?

2. 본론

미국의 형 설게 사무소 그룹인 Gensler 에서는 건축 설

계업무 이외의 문 로그램 부분의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 

건축 설계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The Dynamics of 

Place in Higher Education’ 주제로 진행된 교육 분야의 리

서치는 재 진행되고 있는 학 교육 신의 이상과 연결된 

분석 이고 객 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Gensler 건축 

사무소는 뉴욕, 런던, 로스앤젤 스, 휴스턴, 시카고, 달라스 

 워싱턴 DC의 각 지사의 담당 실무 건축가들에 의해 43

개 기 의 학 행정가, 교육자  학생들과 7 차 의 토론

회의을 가졌고 교육에 한 가장 효과 인 근법  학습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공간의 유형에 향을 미치는 재

의 추세를 반 하도록 요구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각 학들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술, 학생  수업의 

다양성의 증가는 학 캠퍼스에서 학생의 학습 경험이 

어떻게 바 어야하는지에 해 일방향식 강의 신 동

학습과 일 일 상호 작용에 집 할 수 있도록 교수법을 

들이 개발되고 있음에 주목하 다. 결과 으로 리자와 

교육자는 one-size-fits-all 교실 모델을 다시 생각하고 공

동 작업을 효과 으로 지원하는 공간 유형을 제공하고 학

생과 교수진이 변형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간  변화

를 유도하려 하고 있음을 토론을 통해 확인하 다. 이는 

학생들이 업 학습을 도입하고 교육자가 통 으로 분

리된 학문 분야를 통합 하는 융합 교육에 합한 교육 환

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재 나타나고 있는 비 통  교육을 해서 비 통  

학습 공간이 필요하며 학생들과 교육자들은 재 라운지, 

안마당  심방과 같은 간 공간을 사용하여 서로 상호 

작용하고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며 융합 

/ 력 등이 강조된 교육환경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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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나자와 공  Challenge Labo 1

그림 2. 가나자와 공  Challenge Labo 2

그림 3. 가나자와 공  도서 내 음악 감상실 

있다. 한 캠퍼스는 살아있는 소셜 네트워크의 장소로 디

자인되고 캠퍼스는 학과 간, 학생과 교사 간  개인과 학

생 그룹 간 상호 작용을 진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하 

공간은 보다 편안하고 목 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자

유로운 역의 확보가 필요하다. 강의실의 경우 일 방향 

수업을 한 공간은 유연성이 부족하고 1  1 상호 작용

을 해합니다. 따라서 교실은 이아웃  구조는 다양한 

교수법  학습 유형을 지원해야한다. 

2.1 가나자와 공대(Kanazawa Institute of Technology 

Challenge Lob Space)

본 이시카와(石川) 에 있는 가나자와공업(金澤工業)

학은 1965년 개교한 4년제 특성화 사립 로 공학부, 정보

런티어학부, 환경·건축학부, 바이오·화학부 등 4개 학부

에 14개 공이 있다. 신입생 1600명, 재학생 7000여 명의 

조그만 이 학의 지난해 취업률은 95.7%. 일본 750개 

학  최고 수 이다. 특히 아사히(朝日)신문 학평가에

서 7년 연속 교육분야 1 에 올라 ‘잘 가르치는 학’으로 

정평이 났다. 고교 졸업생  상  40%권 성 의 학생을 

뽑아 기업에서 서로 데려가게 하는 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가나자와공업 학은 학력(지식·기능)×인간성=행동하는 엔

지니어’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학생들의 작품 개발  

연구를 지원하기 해 일 년 365일 24시간 내내 자습실을 

개방하고 있다. 앙도서 에는 인문학들을 구비하고 턴 

테이블에 LP 을 올려놓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게실은 

비하고 있다. 유메코보(夢 房·꿈의 공장)’는 수업시간 

외에 학생들끼리 모여서 작품을 연구하고 만드는 시스템

으로 돼 있다. 한 최근에 새로이 만들어진 Challenge 

Labo 는 모든 부서의 학생들이 AI, IoT, 빅 데이터  데

이터 과학과 같은 신기술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장소이다. 

세 간, 학제간, 다문화 공동 창조 교육의 공간으로 엔

지니어와 연구원과의 세  간 커뮤니 이션을 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학제 간 커뮤니 이션을하며, 유

학생을 포함한 해외 사람들과 다문화 커뮤니 이션을 통

해 다방면의 을 구축하고 신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

로 설립되었다. 한 이공간은 정부의 기업  직원의 엔

지니어를 Project Design 수업에 하고 2018 년에는 

부서별 에서 학제 간 으로 로젝트  구성을 변경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문 분야를 염두에 두고 다른 배

경의 구성원과 토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간으로 상

요하고 있다.

2.2 록펠러 대학교 협력연구동(Rockefeller Center 

Collaborative Research Lab)

록펠러 학교(Rockefeller University, 1901년 설립)는 미

국 뉴욕 시 소재의 생명과학(Bio-Medical Sciences) 련의 

학문을 연구하는 박사(Ph.D.)와 박사 후(Post-Doctoral) 과

정의 교육을 병행하는 세계 인 명성의 연구 심 학이다. 

1901년 존 D. 록펠러(John Davison Rockefeller)에 의해 록

펠러 의학연구소(Rockefeller Institue of Medical Research)

가 미국 뉴욕시에 설립되었다. 1955년 박사(Ph.D.)과정을 

개설하 고, 1965년 록펠러 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다른 학교들과는 달리 소수의 박사(Ph.D.)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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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록펠러 학교 연구 력동 내부 

그림 5. 록펠러 학교 연구 력동 외부

학원생만을 선발하고 있어서 학교의 인 구성을 볼 때 

Post-Doctoral 이 학원생들보다 3배 이상의 많은 숫자

를 차지한다. 록펠러 학교에는 학부학생은 없고 학원

생도 생명과학분야의 Ph.D. 과정만을 교육시킨다. 생명과

학과 련된 노벨 생리의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출신자가 

2016년까지 25명이나 배출한 학이다. 록펠러 학의 공

동 연구 센터(CRC)는 연구자들 간에 커뮤니티를 형성하

고 아이디어의 교환을 장려하기 한 새로운 연구 환경을 

만들고자 하 다. 이 로젝트는 9,290㎡ 규모의 기존 실

험실 건물 2곳과 추가 으로 5,574㎡ 규모의 연결 건물의 

개조를 포함한다. 두 건물 사이 움푹 들어간 공간에는 건

물의 여러 서비스 공간, 실험용 유리 기구를 닦는 시설, 

그리고 200석의 강당으로 채웠으며, 그 로는 캠퍼스의 

보행자 도로와 연결된 녹색의 옥상 정원이 있다. CRC는 

캠퍼스의 북쪽 반을 1세기 에 원래 설계 되었던 로 

추 인 필수 과학 연구의 허 로 되돌려 놓았으며, 60년 

에 Dan Kiley, FASLA가 창조한 상징 인 풍경과 연결

되는 요한 정원이 되었다.

스  홀(1917)과 스미스 홀(1930)을 완 히 개조하

고 재구성하여, 이 학은 기존의 실험공간의 1/3을 최첨

단 시설로 변화시키면서도, 두 곳의 역사 인 건물을 남겨 

두었다. 개조를 통해서 캠퍼스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구

식의 작은 독방 형태의 실험실을, 핵심 인 지원 구역을 

공유하는 주요 연구자들, 연구 동료들, 그리고 실험실 기

술자들을 한 통합되고 이며 개방된 실험실 공간

으로 변화시킨다.

7층 규모의 연결 구조물과 아트리움은 건물 사이를 수평

으로 연결하며, 층간을 수직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연구 집

단이 서로 만나서 편안한 모임을 할 기회를 장려한다. 모래

시계 형태의 타원형 아트리움의 복잡한 구조 덕분에 다양한 

공간을 혼자 는 모임을하면서, 단순히 건물 사이를 이동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아트리움 주변에 

작은 나무 조각들로 만든 목재 스크린은 공간을 둘러싸고 

온기를 더해주며, 캠퍼스와 강을 바라볼 수 있는 망을 제

공한다. 곡선형의 커튼 벽은 아트리움의 테라스가 있는 층

에서 캠퍼스의 정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낮은 철제 창문

은 내부와 외부 공간의 투명성을 극 화한다.

2.2 텍사스 주립대 공학 교육 연구 센터(Engineering 

Education and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Texas)

Austin에 있는 University of Texas의 Cockrell School 

of Engineering은 9개의 학부 과정과 13 개의 학원 학

 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2017 년 8 월에 개설된 공학 

교육 연구 센터 (EERC)는 다학제 간 교육  연구를 통

해 공학 교육의 신을 목표로 건립되었다.

화형 학습  실습 학생 로젝트를 한 430,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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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텍사스 주립  공학 교육 연구 센터 내부

그림 7. 텍사스 주립  공학 교육 연구 센터 외부

개방 이고 유연한 공간은 신기술 창출  문제 해결을 

한 21 세기형 교육  연구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업

하며 사회화하는 최신 공학 도서 과 카페, 학생 생활, 상

담  직업 지원과 같은 모든 엔지니어링 학생 서비스의 

치 한곳에 치시켜 공학교육의 허 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학생 로젝트 센터(National Instruments)는 엔지니어

링 연구 분야에서 가장 앞선 도구를 학부생에게 제공하는 

공간이다. "투명성과 통일"이라는 아이디어를 심으로 한 

건물의 학부 로젝트 기반 학습, 학제 간 학원 연구  

기업가 정신에 을 둔 신 센터의 통합을 통해 공학 

교육  연구에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 했다.

내부 지향  인 유리 커튼 월 외벽이 있는 두 개의 타

워는 힌 유리와 철제 지붕으로 둘러싸인 3 층짜리 아트

리움으로 연결되어있어 건물의 사회  교류가 활발히 이

루어지도록 활기차고 가벼운 공공 공간을 조성하 다. 교

직원, 학생, 캠퍼스 방문객 간의 "생산  충돌"을 진을 

유도한다. 다리와 계단은 순환 경로를 만들고 다양한 연구 

환경을 체험학도록 설계 하 다. 아트리움의 북쪽 벽을 따

라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유리를 통해 학습공간은 

노출되어, 로젝트 기반의 학제 간 학습 공간들 간의 시

각  커뮤니 이션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 다. 

3. 결론

상기 로젝트는 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 

명에 부응하는 신 인 교육공간으로 4차 산업 명을 

이끌어갈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해 인간의 업 행태와 

교류, 감성과 같은 인간  속성을 고려한 미래교육 공간으

로서 더욱 더 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의 사례들은 

공통 으로 열린공간으로 공용 공간에서 자유롭게 네트워

크에 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유기 으로 연계될 수 있는 

력공간을 활용하고  편안하고 정의되지 않은 여분의 

공간을 만듦으로써 학습효율을 높일수 있도록 계획 되었

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공간을 제공하여 사용자 수 , 사용

자, 수업형태 등 다양한 변수에 쉽게 응하는 공간을 제

공하 다. 4C와 련된 새로운 인재 양성은 다양한 문

지식을 종합한 새로운 건축 환경을 창조를 통해 더욱 발

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기고를 통해 교육시설의 변화를 이끌어낼 주요한 화

두인 4차 산업 명에 기반을 둔 교육 환경을 이해하고 이

에 극 으로 응하는 교육시설의 사례를 통해 국내 

학 교육시설의 설계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