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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열쇠라는 은 어느 국

가나 공통된 인식이다. 하지만 각 국가의 교육 제도나 정

책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  ‘수월성’  어디에 을 두느냐에 따라 그 

지향 이 달라진다. 즉 공공성의 가치는 구에게나 균등

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수월성은 우

수한 인재를 길러내어 세계 인 리더로 육성하는데 

을 둔다.

 정부가 ‘고교다양화 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

는 자율형고등학교 정책은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특성화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에서 교육의 

수월성에 무게를 두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부분

의 자립형 공·사립학교1)의 교육목표가 우수한 인재를 선

발하여 자율 인 교육과정 운 을 통한 우수 인재 육성에 

있음에서 알 수 있다. 본 은 우리나라 자율형고등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설립  운 되고 있는 국 아카데미

(Academy)의 교육제도를 살펴보고, 교육철학과 목표가 어

떻게 건축화 되었으며, 각 아카데미의 건축  특징은 무엇

인지 검토한다.

1. 국 Academy 교육제도의 특징

국의 교육제도는 미국에 비해 통 이고 보수 이며,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에 한 보다 높은 가치를 두어 

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수월성 측면 즉 교육의 질과 학업

1) 자립형사립고와 자립형공립고의 주요한 차이는 모집시기, 등록

, 재정지원, 교육과정의 자율성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2012

년 재 자사고는 51개교이며 자공고는 97개에 이른다.

성취도의 향상을 한 노력 역시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자율형공립학교(independent state schools) 

형태의 학교인 아카데미(Academy)2)도 이러한 노력의 일

환으로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미국의 챠터스쿨(charter school)과도 비교되어진다. 

도입 당시에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공립학교나 학구열이 

낮은 지역(커뮤니티) 학교들의 문제 들을 개선하려는 의

도로 시작하 으나,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충되고 교육

과정 자율권이 보장됨에 따라 우수한 등학교들이 앞 다

투어 아카데미로 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 

1,070개로 늘어났으며, 2012년 6월 재 1,957개로 증가하

다3). 

개의 아카데미는 공립 등학교(secondary school) 과

정인 만 11-16세 학생을 수용하지만, 몇몇 학교들의 경우 

유아교육부터 식스폼(six form : 만16-18세) 과정까지 개

설하기도 한다. 

학교 운 의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교육과정 운 , 교직

원 채용, 학교운  등의 자율성에 있다. 특히 교육과정 편

성  운 은 국가수  교육과정에 강제받지 않으며4), 교

육 방법과 내용은 학교와 교사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다. 

둘째 아카데미는 학교 산의 10-20%를 차지하는 특별

회계 수입을 지방정부를 통하지 않고 앙정부가 직  지

2) 2000년 도입 당시에는 시( )아카데미(city academy)로 불렸으

나, 2002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아카데미로 변경 통용되고 있다.

3) http://en.wickipedia.org/wiki 참조

4) 국가 수 의 교과과정을 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 수학, 

과학 그리고 ICT( 체 수업시간표의 약 60% 정도필수 교과

목)는 필수 교과목이며, 공립학교와 같이, Key stage 시험을 

치루며, 교육장학감사청(OFSTED)에 의해 장학감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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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리(Leigh) 아카데미 면 사진

원한다. 그러나 비록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민간이 주도하는 학교운 원회가 인사, 산 집행, 교육

과정 편성 등 학교운 에 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책임

으로 운 한다는 에서 ㆍ민 트 십에 의한 새로

운 형태의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각 아카데미는 민간 

스폰서(sponsor)가 - 개인 혹은 법인 - 필수 이며, 학교

설립 단계에서부터 학교 운 에 까지 향을 미친다. 스폰

서는 아카데미 설립을 한 학교건물의 보수나 신축에 최

한 2백만 운드(약 40억 원)를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아카데미는 과감한 시설 투자를 통해 학생들의 학

업성취도 수 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이다. 

아카데미는 지방교육청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학교를 인수하여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

하고 새로운 시설을 갖춘 뒤  다른 이미지의 학교로 

개교하거나, 기존의 학교를 헐고 최첨단 학교 건물을 신축

하여 새로운 학교로 개교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5).

본 은 최근 신축 혹은 개축을 통하여 새롭고 다양한 

건축 인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 아카데미들을 방

문하여, 각 학교들이 추구하는 교육철학과 교육과정 운

방법이 어떻게 건축 으로 구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시사 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2. School within a School : Leigh Academy

2.1 교육적 특징

리(Leigh) 아카데미는 트(Kent) Dartford 지역에 소재

하고 있으며, 당  Downs 등학교 으나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시티 칼리지(City Technology College)로 운

되었다. 2008년도 정부로부터 아카데미로 변경 승인을 받

아 신 인 교과  학교 운 을 통하여 2010년에는 

국교육진흥청(OFSED)로부터 우수학교로 지정받았다. 그

리고 Dartford 지역사회의 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

역사회와 긴 한 조 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 학교 설계는 국 Building Design Partnership 

(BDP)의 작품이며, 기존 학교부지 에 개축되어 2008년도

에 새로운 학교로 개교하게 되었다. 수용학생은 11세부터 

18세까지(식스폼 포함)이며, 교생이 약 1,500명에 달하는 

규모 학교이다. 국의 학교로서는 과 학교이며 많은 

학년(8개학)을 수용하기 해서 리(Leigh) 아카데미는 

5) 최 섭, 아카데미 도입, 그 담한 시도와 논쟁, 교육개발 2005

년 3월호, 2005.

신 인 모델을 용하 는데, 즉 학교내 소규모 학교 - 

school within a school6) - 형태로 운 하고 있다. 

리 아카데미는 4개의 작은 학교(college)로 나 고, 각 

칼리지에 Brunel, Da Vinci, Darwin, Chauce 등의 인 

이름을 붙어 각각 개별 학교임을 강조하고 있다. 칼리지마

다 교장, 교감 그리고 행정실장 등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  역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각 소규모학교는 400명을 수용하며, 각 학년마다 60명을 

한반으로 편성하고 수업은 3명의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구조는 될 수 있는 로 소규모 학습공간으로 

만들어 좀더 친 하고 촘촘한 교육환경(closer-knit 

community)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2.2 건축적 특징

리 아카데미의 건축  특징은 4개의 칼리지를 1개의 학

교로 통합하여 school within a school의 교육  특성을 

발휘도록 하는데 있다. 우선 이 학교는 4개의 칼리지를 수

평 으로 병렬시키고 그 사이에 규모 정(garden)을 

두어 이를 통해 학생들이 모이고 분산하도록 하 다. 

각 칼리지마다 각 교과에 합한 교재와 가구 등이 잘 

갖추어진 교과교실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오

된 ICT 라자(총 9개)를 두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6) ‘학교내 학교’ 개념은 1980년 이후 미국 등학교에서 통

인 교과 심의 교실 구성의 틀을 벗어나, 소그룹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개별지도와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하고 교과간 교사 

(interdisciplinary teaching team)을 통한 동 학습과 통합

교과운 을 지원하고 있다. 이의 교과과정 운 원리는 교과보

다는 과제(project) 심, 교과간 통합교육, 민주  차 그리고 

동 학습환경에 을 두고 있다. 미국사례의 경우 100명 단

의 학습 커뮤니티(learning community)안에 4명의 교사를 

두어 수학, 과학, 어 그리고 사회교과가 통합되어  티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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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에서 본 각 칼리지(college) 경 칼리지내 교과 강의실(3명의 교사가 담당) 4개 칼리지 사이의 실내 정(garden)

4개의 칼리지가 공용하는 오 형 정보자료실 음악 제작(music making) 교실 술 작업실(art area)

가사실 공작실 시청각실(lecture theatre)

그림 2. Leigh Academy의 학교내 소규모학교 운 을 한 강의실  특성화 시설들

지원하고 있다. 그 밖의 교사연구실, 회의실, 교장실, 행정

실 등 지원공간이 각 칼리지마다 부속되어 있다.

리 아카데미의 특성화 교육은 경 , 체육, 디자인과 기

술에 두고 있으며, 각 특성화 분야에 합한 학습 공간과 

첨단 설비  기자재를 갖추고 있다. 즉 특성화 분야를 지

원하는 시설로는 과학실, 기술실, 가사실, 술작업공간

(art area), 비즈니스 센터, 스포츠 홀, 공작실, 디자인실 

등이 있으며, 이 실들은 강의와 실험·실습이 함께 이루어

지도록 일반교실의 4배 크기로 계획하 다. 이 시설들은 

직업교육과 연계되어 있으며, 건물 1층에 배치하여 4개 칼

리지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여 시설활용도를 높이고 있

다. 

그밖에 다양한 교과외 활동을 지원하기 한 드라마 스

튜디오(drama studio), 미디어 슈트, 음악제작실(music 

making) 등이 에 띄었다. 그리고 도서실, 식당, 무용실, 

체력단련실, 스포츠 홀, 시청각실(lecture theatre) 등도 4

개 칼리지가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식당은 4교 로 시간

차를 두어 이용하는 등 국인들의 합리 이고 효율 인 

공간 활용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자연과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수 의 지

속가능한 패시 (passive) 설비시스템을 구축하여 편안하

고 쾌 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음도 빼놓을 수 없는 

배울 이었다.

3. 건축  실험 : Evelyn Grace Academy

3.1 교육적 특징

에블린 그 이스(Evelyn Grace) 아카데미는 런던 서부

의 릭스톤(Brixton)에 치하고 있으며, 2008년 새롭게 

개교한 공립 자율형 등학교이다. 이 아카데미 역시 학교

내 작은 학교(school within a school)를 지향하고 있으며, 

1개 학교를 4개로 분리하여 독립 으로 운 하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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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문에서 바라본 건물 면 사드 운동장과 건물(에블린학교) 후면 후문에서 바로본 피로티와 유연한 folding 처리

그림 3. Evelyn Grace Academy의 학교건축 형태  실험

에블린학교
그 이스학교

체육

공용홀

운동장

트랙

정문

그림 4. 에블린 그 이스 아카데미 배치도

(바탕 그림 : www.zaha-hadid.com)

그림 5. 건물 하부에 설치된 트랙

에블린과 그 이스학교로 나 고 이를  (middle 

school)  상 (upper school)으로 나 어 각각 270명씩, 

330명씩 총 1,20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학교가 치한 곳이 런던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재 재개발이 진행 인  등을 감안할 때 본 학교는 지

역 활성화 차원에서 설립된 아카데미로 단된다. 따라서 

교육과정 역시 교과목 수를 게 하고 깊이 있는 교과 운

에 을 두고 있으며 특히 7학년과 8학년은 수리와 

읽기·쓰기에 을 맞추고 있다. 한 정규 교육시간을 

좀더 길게 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좀 더 오래 머물게 하여 

학교의 돌 (care)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특징은  학년에 걸쳐 인문사회, 어, 수

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각 교과마다 보충  

심화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그리고 교생에게 체육교과, 

스포츠  싱 수업에 최소 5시간 그리고 음악 교과에 

최소 3시간 이상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3.2 건축적 특징

본 아카데미는 Zaha Hadid가 2008년도에 설계하여 

2010년 완성한 자율형 공립 등학교로서, 답사 부터 꼭 

보고 싶었던 학교 다. 이 아카데미는 1,200명의 등학생

을 수용하며 건물 연면 은 10,745㎡이다. 이 면 은 우리

나라 24학  고등학교 규모(학생수 약 840명)에 해당되며, 

양국 간의 학생 1인당 교사면 을 비교하면 국 학교가 

우리보다 좁은 반면 공간 활용도는 치 함을 알 수 있다.

이 학교 역시 4개의 소규모학교들을 각각의 개성을 부

여하면서 기능성을 고도화하여 자연스럽게 분할하고 연결

시키고 있다. 즉 수평 으로 에블린학교와 그 이스학교를 

공용홀을 심으로 분리하 으며, 각 출입구와 리셉션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한 수직 으로는 학교 에 따라 

구분하여 학교(middle school)는 2층에 고등학교(upper 

school)는 3층에 각각 배치하 다. 그리고 이처럼 분리된 

4개의 소규모학교들은 공용 홀(hall)을 통해 만남과 소통

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보안(security)과 지역 인 특성으로 인하여 

교지주변은 철제 담장으로 격리하고 있고, 학교 출입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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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캠퍼스 진입부 크리센트(crescent) 모양의 교실 배치

각 강의동 사이에 조성된 정 뜰(court yard) 자연친화 인 구법을 용한 유치원 각 학교와 학년들을 연결하는 실내복도

그림 6. Alec Reed Academy 건물 내외부 사진

엄격히 통제되어 교사의 인솔 없이는 교내 방문이 불가능

하 다. 정문 주 에 농구장 4면을 가지는 체육 이 배치

되어 있으며 체육  상부에는 테라스를 설치하 다. 1층 

앙에는 도서 을 배치하여 교생이 자유롭게 이용하도

록 하고 있으며, 부지 서측 1층 기단부에 술·기술(art & 

technology)동을 별도로 확보하여, 본 아카데미의 특성화 

교육인 음악, 디자인, 기술 등의 교과 운 에 응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특별활동시설, 도서실, 체육 , 식당 등은 

1층에 집  배치하여 4개 학교가 공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 학교를 답사하면서 Zaha Hadid의 독특한 건축 형태 

어휘가  어우르지 않을 듯한 낙후된 지역에서 새롭고 

빛나는 학교건축으로 구 된 이 놀라왔다. 그리고 교육

과정의 특성과 school within a school 개념을 효율 인 

공간계획으로 풀어나간 성실함과 트랙(track)을 학교건물 

으로 배치한 상상력은 건축  창의성이 학생들을 얼마

나 행복하게 할까하고 자문하게 하 다.

4. 지역사회 평생학교 : Alec Reed Academy

4.1 교육적 특징

국 아카데미의 설립 형태는 ①문닫는 상황의 학교를 

인수하여 이를 개조하여 새 아카데미를 만드는 경우, ②완

히 새 학교를 신축하는 경우, ③지역의 몇 개 학교를 묶

어서 개편하는 등의 형태가 주를 이룬다. 가장 일반 인 

형태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학교를 매각하여 건물을 개보

수하고 운 진과 학교명을 바꾸어 새롭게 개교하는 것이

다. Alec Reed 아카데미가 바로 이 경우이다. 

이 아카데미는 에 Compton 고등학교와 스포츠 칼

리지(Sport College)가 있던 부지에 새로운 학교를 신축하

으며, 가장 큰 특징은 지역주민의 생애학습(life long 

learning)의 장(場)을 최신의 시설로 제공한다는 이다. 

즉 이 학교 부지내에는 유아교육기 , 등  등교육기

 그리고 성인교육을 한 기 과 지역사회 스포츠 센터 

등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지체 부자

유아동)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태어나서 평생동

안 한 곳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특수학교를 건물 앙에 배치한 은 인근

에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 하는 우리의 실정과 확연히 비

교되었다. 본 아카데미의 체 수용 학생수는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1,720명이며, 교육과정의 특성화교육 분야는 스

포츠와 사업경 으로 정하고 있다. 

4.2 건축적 특징

이 학교는 노만 포스터(Foster and Partners)에 의해 설

계되었으며 2005년도에 개교한 학교이다. 건물 배치는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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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피 간의 환기 시스템 옥상 녹화, 차양, 천창, 목재 등

그림 7. Alec Reed Academy의 친환경 설계 용 사례

도로와 한 부지 여건과 교육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즉 고속도로와 하는 북측은 소음과 공해를 

최소화하기 해 닫힌 사드를 형성하고, 반면 남측은 주

변 녹지와 운동장을 향해 한껏 열어두고 있다. 등학교와 

등학교를 연결하는 동·서로 긴 축을 가지는 주(main) 건

물은 크리센트(crescent) 모양의 커 로 디자인하여 북측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게하고, 커  심과 진입 축을 일치시

켜 캠퍼스 진입시 포근한 인상을 가져다 다. 

교실 운 은 (全)학년을 학 교실제로 운 하고 있으

며 과학, 미술  체육교과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이동수

업을 최소화하고 있다. 2개학년을 1개의 학습단 로 형성

하여 남측에 학 교실, 교사실, 놀이실, 화장실 등을 배치

하고 북측은 특별교실, 리시설 등을 계획하 다. 각 클

러스터(cluster) 면에는 각각의 특성과 이야기를 가지는 

정 뜰(courtyard)를 두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과외 활동공간을 하여 극장, 무용

실, 녹음 스튜디오 등을 마련하 으며, 특성화 로그램인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실내체육 , 체력단련실, 클라이

 월, 테니스 코트, 옥외 운동장 등을 갖추고 있다. 이러

한 시설들은 지역사회의 주요한 일부분인 주민 체육활동

에도 지원하고 있다. 견학진이 방문하는 날에도 주민들의 

체육활동(태권도)을 해 체육 을 개방하고 있었다.

캠퍼스내 각 건물들은 여느 포스터(Foster) 설계와 같이 

자연친화 이고 지속가능한 설계기법들이 용되었다. 즉 

학습공간의 남향배치, 천창, 자연 환기설비, 차양 등과 같은 

passive 방식과 태양 에 지 등 재생에 지를 용하 으

며, 건물 내·외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극 으로 

사용하 다. 외부 벽은 double clothing 방식으로, 외기에 

하는 면은 목재로 계획하고, 외피 간에 공기층을 두어 자

연 환기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조를 극 으로 받아들여 에

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동은 옥상 녹화, 

차양, 천창, 목재 외피 등을 용하여 친환경 학교건축의 

형(典型)을 체험하는 듯하 다.

5. 국 academy 건축기행을 마치며

본 국 건축 답사는 우리나라 자율형 고등학교와 유사

하게 운 되고 있는 국의 아카데미를 살펴보고 그 건축

 시사 을 찾아보고자 하 다. 아카데미 육성정책은 교

육과정의 자율  운 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

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성취도와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이 이 의 다른 교육정책과 차별화된다. 따라서 일반 공

립학교들이 아카데미로 환하면서 이고 최신 기술

을 활용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국의 통 인 학교 모습

을 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카데미로 환한 후 

OFSED로부터 우수학교로 지정받기도하고, 지역사회의 자

랑스러운 학교로 조성되었음을 볼 때 체로 성공 인 결

과라 단된다. 그리고 세계 인 건축가들이 아카데미 건

축설계에 참여함으로써, 학교건축의 발  뿐만아니라 국 

교육의 발 을 가져오고 있음을 느 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방문학교 모두 동일 제도의 아

카데미인데도 불구하고, 고유한 교육철학과 독특한 학교운

 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교 건축 역시 학교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독특한 개성을 표출하고 있다는 

이다. 이처럼 자율 인 학교운 과 자유로운 형태의 학교

건축을 정책 으로 지원하는 국 정부와 건축환경의 개

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회  함의를 끌어

낸 국 학교들의 노력은 방문자들이 낯선 나라에서 느

던 먹먹한 부러움이었다.

본 국 견학은 좋은 학교건축이란 학교가 지향하는 교

육철학과 목표가 고스란히 담겨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김질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을 마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