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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사 비를 진행하면서

1.1 답사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에서는 지역 련시설, 공공건축물 등과 련하

여 시설사용자의 요구를 반 한 디자인 지침 는 기법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지역거 시설로서 요한 

의미를 가지는 교육시설에서도 최근 학교수업방식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 인 학교운 방식과 교육환경개선을 

하여 다양한 공간계획과 모델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재 국내 부분의 학교시설계획은 련 행정기 의 지

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자칫 편향된 시설계획

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에 시설계획의 효율성

과 생산성을 높이기 하여 가존 행정기 의 계자 는 

문가를 심으로 각 사용자집단이 참여하여 상호간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다 합리 인 설

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에서 본 DQI 원회에서는 교육시설계획과 

설계 차에 있어 각 사용자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이

를 디자인에 반 하는 일련의 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국의 DQI에 주목해 왔다. 이에 짧으나마 최근 1년 동안 

DQI에 한 기본 개념과 효용성, 국내에서의 용 가능성 

등에 하여 다각 인 모색을 진행시켜 왔다. 더욱이 이러

한 과정 속에서 재 DQI를 효과 으로 운용하고 있는 

국의 황을 살펴보고 련기 과의 상호 조체제 구축

이 무엇보다 요함을 공유하게 되어 지답사를 진행하

게 되었다.

본 지답사의 추진 목 은 재 국의 공공건축물 설

계에 있어 디자인 품질향상을 하여 사용되고 있는 DQI

의 특성과 황 등을 살펴보고, DQI설계 차에 의해 실

제 용된 련 사례조사를 통하여 그 효과를 으로 확

인하고자 함이다. 한, DQI의 운  모체인 CIC 기

(Construction Industry Council)과 학교시설 계자 등과

의 간담회, DQI Facilitation Workshop을 진행하여 각각

의 운용시스템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통하여 국내 

학교시설에서의 필요성 제고와 용가능성을 타진해 보

고자 하 다.

2. CIC기  방문과 학교시설 탐방

2.1 전반적인 답사일정에 관한 토의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 을 

때는 지시각으로 늦은 오후 다. 공항에 마 나온 AA 

School 박사과정의 두 가이드와 간단한 상견례를 하고 

이들의 안내를 받아 터카를 이용하여 곧바로 호텔로 

향하 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일기변화가 심한 런던 

날씨를 고려해 볼 때 쾌청하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상된다고 하여 답사일정에 큰 지장 없으리라 지해 보

기도 하 다.

호텔 체크인 후, 녁식사와 함께 답사추진에 앞서 답사

의 취지와 의의, CIC와의 간담회시 질의사항 조율, 사례지

역에 한 개 인 이해 등 반 인 답사일정에 하여 

토의를 진행하 다. 한, 가이드로부터 답사일정과 코스 

등에 한 소개를 받았다. 특히 이 부터 CIC 계자와 

이번 답사일정에 하여 빈번한 을 하던 과정 속에서 

기  이상의 심과 조를 해주고 있어 참가자들은 그들

의 호응에 고무된 상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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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요 일정

7/20(화)
- 인천공항 출발/런던 히드로 공항 도착

- 답사일정에 한 반 인 토의

7/21(수) 

- Frederick Bremer School 답사

- DQI Presentation at the Construction Industry Council  

  (CIC)

- Discussion with DQI Facilitators(1st)

7/22(목) 

- St. Mary Magdalen's Catholic Junior School 답사

- Discussion with DQI Facilitators(2nd)

- 런던 융허 지구  템즈 강변 건축물 답사

⋅Office Building Town, Building the Gherkin, Lloyd's  

  of London

⋅City Hall of London, Tate Modern Museum, Millennium  

  Bridge, St Paul's Cathedral

⋅Westminster Abbey, Big Ben, London Eyes

7/23( )

- 런던 부근 건축물 답사

⋅Greenwich LABAN Centre  

⋅캠 리지 학 일

⋅Redham Village Down(Distinctly Superior Homes)

7/24(토)

- 런던 시내 역사  건축물  쇼핑몰 답사

⋅Buckingham Palace, Hide Park, Royal Albert Hall 

⋅Natural History Museum, Victory & Albert Museum,  

  Westfield Mall

7/25(일) - 인천공항 도착  해산

표 1. 국 DQI답사 주요 일정

사진 2. 메인 출입홀과 학교 교육지침

사진 3. CIC 계자와 학교 계자의 학교시설에 한 설명 모습

사진 4. DQI설문지와 참가자들의 DQI 모의토론 체험사진 1. Frederick Bremer School

2.2 사례학교 답사와 CIC기관과의 간담회 

둘째 날 이른 아침, 호텔 내 푸드코트에서 간단한 식사

를 한 후, 터카를 이용하여 런던 Walthamstow에 치

하고 있는 첫 사례답사 상학교인 Frederick Bremer 

School로 향하 다. 이 학교는 호텔에서 이동시 치 으

로 런던 심지를 통과해야 하는데, 출근길이라서인지 

심지를 통과하는데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다. 그러나 한국

과 같은 그다지 심한 교통체증이 아니어서 견학 정시간

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다. 한편, 아침 일기 보상에 런던

지역에 국지성 비가 상된다고 하여 우산을 비하 으

나, 청명한 하늘상태를 보니 조 은 안도가 되었다.

이 학교는 Engineering Specialist School로서 기존의 두 

학교의 통합과 재개발 단지 내에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DQI를 용하 다.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국에서 미

래룰 한 좋은 학교건축물로 선정되는 곳이기도 하다. 도

착과 함께 CIC 계자와 참가자들과의 상견례를 하고, 이

들로부터 반 인 DQI 용 과정과 효과 등에 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DQI설문지에 한 모의 토론체험을 

하기도 하 다. 이 후 답사학교의 시설 계자의 안내를 받

아 DQI에 의해 구축된 학교 내 일반  특수교실, 교사실, 

식당 등 시설 구석구석을 견학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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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학교 내외부 공간 주요 모습

사진 5. CIC기 과의 상견례와 DQI 젠테이션 사진 7. 간담회  학교시설 탐방

사진 6. St. Mary Magdalen's Catholic Junior School

첫 번째 학교 방문 이후, 오후에는 정 로 런던 심

가에 치한 CIC기  사무국으로 이동하 다. 이곳은 DQI

를 장하는 주 부서기 이며 이번 학회 방문자들을 

하여 두 명의 DQI Facilitator가 배석하 다. 이 자리에서

는 학회장의 인사말과 학회  임원 소개를 시작으로 CIC

책임자의 DQI에 한 소개와 특성에 한 젠테이션, 

Facilitator를 통한 실질 인 장 용과정과 운용방법 등

에 한 내용으로 워크 을 진행하 다.

2.3 사례학교 및 건축물 답사

답사일정 셋째 날, 일과 비슷한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오 에는 St. Mary Magdalen's Catholic Junior School를 

답사하고, 오후에는 Facilitator와의 2차 간담회, 런던 주변 

건축물 답사로 진행되었다. 2008년에 완공된 St. Mary 

Magdalen's Catholic Junior School은 계획 기단계부터 

다양한 주체(학생, 교사, 문가, 주민)가 참여하여 리모델

링된 학교이다. DQI 용은 2006년부터 이루어져 기 요

구사항을 디자인 단계까지 발 시킨 사례이다.

방문시간에 맞추어 CIC 계자와 학교 주임교사가 맞이

하여 주었다. 주임교수의 인사 후, 학회 임원의 간단한 소

개와 함께 반 인 DQI 용과정에 한 자세한 설명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 다. 한, 주임교수의 인솔하에 

학교 내부시설을 탐방하 다. 특히 DQI를 용한 로젝

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안 하고 효율 인 계획을 진행하 다고 한다.

3. 런던지역 건축물 답사

3.1 런던 도심지 건축물 답사

답사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주요 일정은 CIC기  방문

과 간담회, 학교시설 탐방으로 계획되어 진행되었다. 이

러한 가운데 런던지역 내에서 최근 완공되거나 이슈화된 

건축물 답사 한, 병행되었다. 주요 답사지역은 크게 런

던 지역 내와 캠 리지 학가로 구분되어 답사가 진행

되었다.

먼  런던 도심지 내 융허 지구에 치한 주요 오피

스 건축물을 둘러보고, 이후 템즈 강변으로 이동하여 런던

시청사  미술 , 박물  등을 탐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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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Lloyd's of London (리차드 로 스 설계)

사진 10. Building the Gherkin (노먼 포스터 설계) 사진 11. 템즈 강변 런던시청사와 주변 외부공간

런던의 융허 지구는 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요 거 지구로서 오래 부터 오피스 타운으로 

형성, 유지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하이테크 건축물로 유명한 

Lloyd's of London과 긴 타원형의 Building the Gherkin

을 탐방하 다. 특히 Gherkin 빌딩은 템즈 강변에서 조차

도 보일 정도로 그 자체의 특이한 형태로만으로도 런던시

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최첨단 친환경 시스템을 이용

한 랜드마크 인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이후 템즈 강변으로 이동하여 런던시청사, Tate Modern 

Museum, Millennium Bridge, St Paul's Cathedral 등

을 차례차례 견학하 다. 한, 역사 으로 유서가 깊은 

Westminster Abbey 사원, Big Ben과 함께 London Eyes

를 통해 런던 시내를 한 에 볼 수 있었다.

런던시청사는 에 지 약형 구조로 설계된 건축물로서 

직사 선을 피하기 하여 기울어진 형태기법을 도입하

으며 태양발 을 통한 재생에 지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답사와 연 되어 DQI를 용한 공공건축물로서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외 Tate Modern Museum은 

기존의 노후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미술 과 쇼핑몰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템즈 강변의 건축물군과 

경 이미지는 이용자가 쉽게 근가능하여 자원으

로서도 활용가치가 높아 서울 한강 주변의 모습과 조

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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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캠 리지 내 주요 학건물

사진 12. Tate Modern Museum 내외부 모습

Millennium Bridge St Paul's Cathedral

Westminster Abbey

Big Ben London Eyes 주변

사진 13. 템즈 강변 주요 건축물

3.2 캠브리지 대학가와 런던 인근지역 건축물 답사

해외 답사의 경우, 단순한 건축물 탐방 이외에 그 나라

의 역사와 통을 알아보는 것도 요한 기회일 것이다. 

당  이번 답사계획에서 정되지 않은 일정 의 하나이

지만, 캠 리지 학가를 방문하는 것은 국의 교육환경

을 알아보는 데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구나 캠 리

지 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유학생을 통해 학 건축물과 

환경과 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듣게 되어 그 방문

의 가치를 더욱 높게 하 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캠 리지 학은 옥스퍼드 학

과 함께 세계 명문 학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학을 

심으로 마을 체가 형성되고 있어 마을의 역사와 통

이 학과 함께 발 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신구

의 조화를 통한 학건물은 마을과 함께 하나의 자원

으로서도 요한 역사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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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

내부 앙홀 실습실 복도

사진 16. LABAN 무용학교와 공동주택단지

Redeham 주거단지

Serprntine Gallery Royal Albert Hall  

Westfield Mall

사진 17. Redeham 주거단지와 기타 건축물

학가 도로 수학의 다리

학가 내 쇼핑타운

학 앙도서 학 내 단과  도서

사진 15. 캠 리지 학 내 주요 건축물

한편, 런던 인근 지역에서는 LABAN 무용학교와 Redeham 

주거단지를 탐방하 다. 무용학교 탐방에는 사  약한 

홍보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학교운   특성 등에 한 

자세한 소개를 받았다. 특히 이 학교는 세계 으로 손꼽히

는 무용 문학교로서 무용의 다양한 코스를 커리큘럼

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잠재  자질을 드높이는

데 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한 이 학교를 통해 배출

된 무용가는 세계 역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개하고 

있다. 그 외 런던 교외 공동주택단지와 쇼핑몰, 런던 시내 

공원에 치한 갤러리 등을 견학하 다.

4. DQI 답사를 통하여

본 학회에서는 교육시설과 DQI을 연계하여 다양한 

로그램을 구상 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 답사를 통하

여 DQI 도구의 시발 인 국의 황과 사례를 악하는

데 매우 요한 의미가 있다. 

한, 국내에서 사용자 참여형 의사소통과 련하여 다

방면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향후 DQIfS 

(Design Quality Indicator for School)에 한 국내 용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으며 국 CIC기 과의 극 인 

조체계구축의 발 이 되었다. 덧붙여 바쁜 일정 가운데, 

이번 답사에 참석해 주신 학회 임원 여러분과 지에서 

차량이동과 통역에 고생하신 두 분의 가이드에게도 심심

한 감사의 마음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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