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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4학년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에 좋은 기회로 LIPE에서 주최하는 말레이시아 현장견학
을 다녀왔습니다. 요즘은 세계가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많은 기술들이 차별 없이 여러
나라에 수출, 수입 되고 있기에 해외의 현대건축물들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지 않을 것 이라는 막
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에서 보던 빌딩 숲들은 건물들이 다 높아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잘 인식되지 않는데 말레이시아의 도시는 높은 건물과 낮은 건물이 잘 어우러져 각자의 특색이 더
잘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똑같은 건물을 지어 경쟁한 트윈타워에 견학을 가서 41층 높
이에 위치한 전망대도 올라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랜드마크와 같은 건물을 우리나라의
시공회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니 건축학도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졌습니다. 트윈타워를 견학 후 말레
이시아 도시의 전경을 보며 삼성물산에서 시공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시
간에 교수님들의 설명을 들으며 이미지로만 보았던 것에 대해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현장을 견
학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실제 현장을 보며 같이 가신 교수님들께서 직접 어떤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셔서 이론 수업만으로는 부족했던 지식들이 더 잘 이해되어지고 건축에 대
한 그리고 현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로결정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현장상황에 대하여 친절히 설명해주시고 학생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던 현장
소장님의 모습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현장에서의 힘든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나가는 방법
들도 잘 설명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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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알라룸푸르의 국왕이 살고 있는 왕궁, 국립 이슬람 사원, 말레이시아의 행정도시 푸트라자야에
있는 이슬람 사원과 총리 공관 등 우리나라에서는 접하기 힘든 돔 형태의 건축물을 보았습니다. 왕
궁 앞에 섯을 때 서양건축사 시간에 책에서 보았던 돔을 실제 본 소감은 직선의 건물 중심에 있는
곡선의 모양이 딱딱한 건물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해주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웅장함이나 권위
를 잃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다가오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국립 이슬람 사원의 내부는 넓은 홀에서
오는 웅장함과 기둥의 화려함을 경한함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푸트라자야의 총리공
관 건물을 보기 전에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건물 앞 광장에서 뛰거나 자전거 등의 운동을 하고,
비눗방울을 불며 노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시설 앞에서는 아이들이 뛰어 노는 모습
보다 주차장이나 화단만 있는 삭막한 모습만 기억에 남는데 이곳은 무거운 분위기 보다 밝고 활기
찬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해외 현장 견학은 교수님들의 가르침아래에서 이미지가 아닌 실제 건축물과 현장을
보며 경험하고 배운 정말 뜻 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친해지기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다른 학년의 친구들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배우고, 경험하며 친해질 수 있어서 학년
은 다르지만 같은 관심사로 공감하고 서로를 응원해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의 경험과 추억이 앞으로의 학교생활 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건축을 하는 동안 많은 영감과 응
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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