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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한 맨해튼 남부 로어맨해튼 3번가. 뉴욕

을 상징하는 노란색 택시가 하루 종일 줄지어 달린다. 이 번잡한 

3번가와 이스트 8번로가 만나는 곳에 한 대학이 들어서 있다. 쿠

퍼 유니언 과학예술대학. 흔히 ‘쿠퍼 유니언’이라 부르는 이 학교

는 155년의 역사를 지닌 건물 안에 자리해 있다. 

새로운 학기를 맞아 학교를 재단장하는 일꾼들의 망치 소리에 

도시의 소음도 맥을 못 춘다. 1주일 뒤면 쿠퍼 유니언 대학 내 어

윈 채닌 건축학교에 다니는 150여 명의 학생이 복도를 활기차게 

누비고 다닐 것이다. 특히 이곳에 새로이 입학할 학생들에게 학교 

건물은 마치 새하얀 캔버스와 같다. 그들이 뿜어낼 창의적인 에너

지가 곧 학교 전체를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Car horns blare as a stream of taxis weaves its way 
through Lower Manhattan, transforming Third 

Avenue into a sea of yellow. Just a few steps away, in-
side the Foundation Building at the Cooper Un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Art, the sounds of the city 
are drowned out by busy workers who are preparing the 
155-year-old building for the new school year. 

Just a week later, the roughly 150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the Irwin S Chanin School of 
Architecture will begin buzzing through the halls. For the ar-
riving students, the landmark building is like a blank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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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쿠퍼 유니언 대학의 건축학교에서 2014년 봄 학기 학생들의   

설계 모형을 두고 리뷰가 진행되고 있다(왼쪽). 쿠퍼 유니언이 자리한 ‘파운데이션 빌딩’은 

15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건축물이다(위).

The Design III review for the Spring 2014 term at the Irwin S Chanin 
School of Architecture at the Cooper Union, in New York City (left).  
The school is housed in the 155-year-old Foundation Building (above).  

건축학교와 공과대학, 예술대학으로 구성된 쿠퍼 유니언은 고층 빌딩이 빼곡히 들어찬 뉴욕의 심장, 맨해튼에 있다. 그중에서도   

협업과 공동체 중심의 창의력 고양이라는 교육 목표를 내건 건축학교는 미국 내에서 가장 독특하고 명망 있는 학교로 손꼽힌다. 

The Cooper Union is one of the most unique and prestigious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Amongst the skyscrapers of Manhattan, the university’s Irwin s Chanin school of Architecture fosters 
creativity through a collaborative, community driven approach.

현대건축 실험가의 산실, 쿠퍼 유니언

Building Prest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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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 또 다른 곳에 전시된 

건축학과 학생들의 작품. 작업실에서 건축물 모형 조립에 열중인 재학생(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지한 표정으로 모형을 만들고 있는 건축 전공 학도(오른쪽 페이지). 

An exhibition of work by students in the Master of Architecture II program 
(above left). Works created by students in the Architectonics class (above). 
Students work in the Art and Architecture shop (top, opposite). 

waiting to be painted with creative energy.
By most standards, the Cooper Union is a small univer-

sity. The total population, which includes an engineering 
school and an art school, tops out at about 900 students, 
and there is no traditional campus. Rather, New York City 
is the campus, and college life ebbs and flows with the city. 
“The school integrates into the fabric of New York,” says 
professor Guido Zuliani. “Because we don’t have a campus, 
the students become really comfortable in the city.”

It is not uncommon for School of Architecture profes-
sors to lead field trips around the city or cite local buildings 
as examples in their lectures. And students do not have to 
travel far to see an architectural masterpiece. One example 
is the Foundation Building itself. It was the first building to be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쿠퍼 유니언은 작은 대학이다. 

건축학교와 공과대학, 예술대학을 합쳐 전체 학생 수라야 900명 

남짓. 게다가 드넓은 잔디밭 같은 여느 대학의 캠퍼스 풍경은 뉴

욕에 자리한 이곳에선 찾아볼 수 없다. 대신 활기 넘치는 뉴욕 시 

전체가 쿠퍼 유니언 대학의 캠퍼스다. 학생들의 일상 역시 도시

의 움직임과 함께 흘러간다. “우리 학교는 뉴욕이라는 도시 속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캠퍼스가 따로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뉴욕

이라는 도시를 캠퍼스 삼아 다양한 활동을 하죠.” 이탈리아 출신

으로, 건축학교 교수인 귀도 출리아니의 말이다.  

건축학교 교수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뉴욕 곳곳으로 현장 답사

를 가거나 뉴욕에 있는 건물을 강의 시간에 예로 드는 경우가 많

다. 사실 이곳 학생들은 건축학계의 걸작을 보기 위해 먼 걸음을 

할 필요가 없다. 우선 건축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파운데이션 빌

딩’부터가 훌륭한 건축물이다. 이 건물은 압연강(壓延鋼)으로 만

든 아이(I)자 형태의 철재로 기둥을 세운 최초의 빌딩이다. 쿠퍼 

유니언 대학의 설립자이자 뛰어난 발명가였던 피터 쿠퍼는 건물 

내부를 운행하는 수직 통로를 설계했는데, 이는 최초의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개발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었다. 

피터 쿠퍼는 천재적인 발명가이자 성공한 사업가에 그치지 않

았다. 쿠퍼 유니언 대학의 설립 이념을 보면 그가 얼마나 진취적

supported by rolled iron I-beams, and the school’s founder, 
Peter Cooper, an accomplished inventor, designed a circu-
lar interior shaft for the building long before the installation 
of the first passenger elevator.

Cooper’s genius did not end there. The Cooper Union is 
still considered groundbreaking in the sphere of academia. 
When he founded it in 1859, he based it on the fundamental 
belief that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all members 
of society without regard to gender, race, religion or eco-
nomic status.” Until recently, tuition for all students had been 
free thanks to a trust. From this year, however, the adminis-
tration has begun requiring students pay half of their tuition, 
beginning with incoming freshmen enrolled this fall. 

From the moment undergraduate students begin their 
academic careers to the time they complete their thesis 
projects in their fifth year, they are part of a small community 
where all voices are heard. In addition to their regular class-
es, students must attend studio three times a week. Studio 
is taught through “team teaching,” where three instructors 
lead instruction throughout the semester. “Not only does 

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물인지 알 수 있다. 1859년 학교를 설립한 

피터 쿠퍼는 “교육은 성별, 인종, 종교, 재산의 정도에 관계없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설립 이념으

로 삼았다. 피터 쿠퍼의 이 같은 신념과 신탁 재산 덕분에 설립 이

래로 학교의 등록금은 줄곧 무료였다. 하지만 최근 학교 재정의 

어려움으로 올해 2014년도 신입생부터는 등록금의 절반을 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건축학교의 학장 대리를 맡고 있는 엘리자베스 오도넬은 매년 

5년제 건축학사 과정과 1년제 건축석사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들

의 수준이 놀라울 정도라고 말한다. 1학년으로 입학하여 이곳에

서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5년째 되는 해 논문을 쓸 때까지 학

생들은 마치 작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공

동체 내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되고 그들이 내는 어떠

한 목소리도 사소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 외에 1주일에 세 차례 스튜디오 수업에 참

석해야 한다. 스튜디오 수업은 해당 학기 동안 강사 3명이 팀을 

이루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런 식의 수업 

방식은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

니라 한 사물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관점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도넬 학장의 설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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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help foster a sense of community, it also gives students 
access to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says Elizabeth 
O’Donnell, acting dean of the School of Architecture.

Jemuel Joseph, a fourth-year student, says the strong 
sense of community was one thing that drew him to Cooper. 
“It creates an incredible intimacy that you don’t find at other 
schools, since a typical class has less than 20 students,” 
he says. “It immediately engages you into the conversa-
tion with people who have insights into your projects. It also 
changes the studio culture because you’re engaging not 
only your peers with critiques, but also the school with your 
work through discussions.” Joseph illustrates his point by 
saying that it is not uncommon for a professor to stop him in 
the hallway to discuss a project he is working on. 

맨해튼을 캠퍼스로 건축학사 과정은 학생들이 철학적이

며 실용적인 건축 관련 지식을 폭넓게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뿐만 아니라 문화와 환경 학습을 통해 건축술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친 과학, 예술, 기술의 발전도 심도 있게 배

운다. 이처럼 학사 과정에서 전문 지식과 예술적 영감을 학생들

에게 불어넣어주기 위한 학교 측의 노력은 학교에 마련된 스튜디

오 공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소통과 대화를 장려하기 위해 탁 트인 공간으로 설

계된 스튜디오는 교내에 두 곳이 있는데 그중 크기가 큰 스튜디

오는 면적이 740제곱미터에 달한다. 학사 과정 학생들은 스튜디

오 내에 각자의 공간을 할당받고 4년 동안 재량껏 사용한다. 4학
년에 재학 중인 제뮤얼 조지프는 학교 전체의 강한 공동체 의식

이 그가 쿠퍼 유니언에 끌린 이유였다고 말한다. 

“수업당 학생 수가 보통 20명 이하이다 보니 학생들끼리 연대

감이 무척 강합니다. 다른 학교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그 덕

분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을 갖는 동기나 

선생님들과 즉석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동기들과 생산적

인 비평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토론을 통해 진행하는 작업은 

학교 전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스튜디오 문화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조지프의 말이다. 

Making a Name Unlike many larger universities, 
where teaching assistants are the main point of contact 
between a student and professor, students can easily reach 
out to their instructors for feedback. The school has found 
that its tight-knit community has prepared graduates for the 
real world. Many graduates have returned to speak as guest 
lecturers, and plenty have made names for themselves 
within the architecture community, including Pritzker Prize-
winning architect Shigeru Ban, and Daniel Libeskind, who 
submitted the winning design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former World Trade Center site at Ground Zero.

“In an undergraduate professional program in which stu-
dents get to spend the amount of time together that they do, 
what they’re really building is their network for the future,” 
O’Donnell says. “These are the people they will make firms 
with and collaborate with. It becomes an intellectual com-
munity, and I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for many gradu-
ates, is an incredibly valuable thing that stays with them for 
the rest of their lives.”  By Jennifer Nalewicki

조지프는 복도에서 마주친 교수와 자신이 작업 중인 프로젝트

에 대해 그 자리에서 의논하는 것이 이 학교에선 흔한 일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학과 사무실이나 교수 연구실의 조교를 통해야 

하는 큰 규모의 일반 대학과 달리 쿠퍼 유니언의 학생들은 교수

진과 어렵지 않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학교 측은 이처럼 긴밀

하게 엮인 교내 공동체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적응하는 데 도

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다수의 졸업생들이 초

대 강연자로 학교에 찾아와 후배들에게 영감을 준다. 

상당수 졸업생들이 건축계에서 이름을 알렸는데 그중에는 건

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건축가 반 시게루,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진 자리인 그라운드제로에 새로이 들어설 건물

의 설계 공모전에서 우승한 다니엘 리베스킨트도 있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학부 과정에서 그들

이 쌓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미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입니다. 이는 건축술을 배우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학우

들은 앞으로 함께 회사를 차리고 협업을 해갈 동지니까요. 그런 

관계가 곧 지적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쿠퍼 

유니언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평생 가지고 갈 매우 중요한 자산이

라고 생각합니다.” 오도넬 학장의 말이다.  글 제니퍼 날레위키  

2014년에 진행된 건축학 수업 리뷰는 재학생과 교수진의 활발한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위).  

‘모더니즘의 교훈’ 전시관. 모더니즘 건축을 주제로 1925년부터 1970년 사이 유명 건축물의 

모형을 만들어 전시해놓았다(오른쪽 페이지). 

Students and faculty participate in the Architectonics review this   
year (above). The Lessons From Modernism exhibition examined the 
sustainability of architecture from 1925 to 1970 (op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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