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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개요

∙시 설 명 : (가칭) 행복학교 (특수학교)

∙ 지 치 : 역시 덕구 용호동 55번지 일원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지면 : 16,855.00 ㎡

∙연 면 : 13,410.84 ㎡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4층

∙학 수 : 34학 ( 아2/유치2/ 등12/증6/고6/ 공6)

역시에는 총 8개의 특수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그

림 2에서 보여지듯, 부분의 특수학교가 역시 심

에 집되어 있어, 덕구와 같은 북부생활권에 치한 학

생들은 1시간이 넘는 통학거리와 학생과 화로 학교 통학

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본 로젝트는 북부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와

강의 자연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다 _ 행복학교 (특수학교)
Special Schools that Share the Nature of the Geumkang River with Villages

조 도 연 /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 표이사
Cho, Do-Yeon / CEO, D&B Architecture Design Group

dnbarch@chol.com

그림 1. 강의 자연을 담다

그림 2. 역시 특수학교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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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화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망 좋은 강인근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취지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2. Site 분석을 통한 배치계획

2.1 강  자연과 경사지가 공 하는 Site

계획부지는 북측의 12m도로에서 진입이 상되며 북측

으로 강이 흐르고 서측과 남측으로 용호산으로 둘러싸

여 학교부지로는 드물게 사면이 모두 자연으로 요되어

있다. 하지만 지내 8m경사가 있어서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 한 근과 이용을 고려해야 했다.

그림 3. SITE의 주요이슈

그림 4. SITE의 단면활용계획

지내 8m 벨차는 지하층을 활용하여 안 한 벨로

조성하고 남측으로 용호산의 푸르름과 북측 강을 향한

맑은 조망을 확보해 자연속의 아늑한 교육학습공간을 조

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출발하 다.

2.2 안 한 통학· 강  망  고 한 치계획

학교의 주진입은 북측도로에서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통

학차량으로 북측 면의 넓은 주차장과 승하차공간을 통해

안 하게 건물로 진입한다. 학습 역은 유치원/ 등/ ,고

등학교로 역별 명확하게 분리하 고 일반교실은 남향으

로 배치하여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특별교실은 강을

조망하여 학생들에게 활기를 부여하 다.

그림 5 배치도

3. 내부공간계획_ 커뮤니티스트리트와 정

3.1 각 실동  연결하는 커뮤니티 스트리트 

체 교실동을 연결하는 직 인 동선, 커뮤니티 스트

리트를 통해 각 교실동의 근과 이동을 명확하게 하 고,

각 교실동의 앙에는 정을 두어 교사실에서 시각

리를 가능 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외부학습을 고려하 다.

그림 6. 내부공간개념_ 커뮤니티스트리트 & 정

3.1 1층 평 도_ 마 과 소통  공간 /커뮤니티라운지

안 한 승,하차장을 통해 지하1층의 출입구로 들어서면

면에 넓은 커뮤니티라운지가 펼쳐진다.

이 라운지는 직업 환실습실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학

생들의 교류공간이 되며, 라운지 심으로 식당과 개방형

시청각실을 배치하여 체 으로 지하1층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개방시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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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층 평면에서는, 앙의 교무/행정존을 심으로

등학교와 유치원을 배치하 다. 각각의 학교는 출입구를

분리하여 동선혼잡을 방지하고, 교무실과 행정실을 남측에

계획하여 운동장과 외부마당의 시각 리가 원활하도록

의도하 다.

그림 7. 지하1층 평면도

그림 8. 지상1층 평면도

그림 9. 지상2층 평면도

그림 10. 지상3층 평면도

자연체험활동은 정신지체학생의 사회 측면인 교사의

비의존성과 래와의 상호작용에 정 인 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향을 고려하여, 각 교실동의 앙과 외부

에는 마당을 두어 안정감, 내 통제등의 학습효과를 도모

하도록 하 다.

3.2 2층 평 도_ 뜻한 생활,학습공간 /그린카펫트

지상2층 평면에서는, 등학교와 /고등학교, 강당을

배치하 다. 등학교는 실태조사를 통해 두 개학 마다

교사실과 화장실을 두어 문제행동에 즉각 응할 수 있도

록 하 다.

그림 11. 단면개념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폐아동들의 치료성과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난 치료실은 외부로부터 소음이 차단되고,

자연 이 유입되며, 미세먼지농도가 낮은 치료실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내환경의 질이 자폐아동의 치료

에 많은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 반 하여 각 교실과 치료실은 남향으로 배치하고 자연

을 통해 따뜻하고 밝은 실내분 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 다.

3.3 3,4층 평 도_ 다양한 학습 류공간/ 힐링 드

지상3에서는 , 고등학교의 역을 수직으로 분리 조닝

하 고, 각 교실의 북측에는 체험, 치료공간으로 미술, 음

악과 연계한 감각치료 역을 두었다.

지상 4층은 남측에 공과 교실, 북측에는 직업체험공간

을 두어 공과 교과학습을 명확하게 특화, 진행할 수 있

도록 하 고, 옥상정원을 통해 북측의 강과 남측 녹지조

망을 가능하게 하 다. 이 듯, 자연을 끌어들여 학습능률

을 향상하고 정서치유를 통한 학습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상층을 계획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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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을 바라보는 임, 수직패턴의 매스

4.1 나무  직 턴, 강 망  고 한 프 임

강에서 바라보는 행복학교는 3층과 4층규모로 주변산

세의 스카이라인에 순응하여 낮으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변화감을 주었으며 체 으로 화이트컬러를 주조색으로

하여 북측의 강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디자인을 의

도하 다.

다목 강당에는 나무의 수직패턴을 용하고 체육활동

의 액티 한 이미지를 살려 속패 을 사용하 으며,

강의 조망을 고려하여 투명한 라스를 매스의 북측에 계

획하 다.

그림 12. 행복학교 조감도

그림 13. 행복학교 입면도

다목 강당에는 나무의 수직패턴을 용하고 체육활동

의 액티 한 이미지를 살려 속패 을 사용하 으며,

강의 조망을 고려하여 투명한 라스를 매스의 북측에 계

획하 다.

4.2 자연  내부  인입하여 뜻하고  실내공간

단면개념의 주안 은 자연을 내부로 인입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학습공간의 창출이었다. 먼 , 정을 심으

로 , ,고등학교의 역을 분리하 고 자연채 과 환기

가 가능한 단면계획을 하 다.

그림 14에서 보다시피, 정한 규모의 정을 통해 실내

와 복도로 밝고 따뜻한 채 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 다.

그림 14. 행복학교 친환경 단면개념도

5. 맺음말

얼마 , 언론을 통해 특수학교 설립을 반 하는 지역주

민들과 학부모들의 모습이 여과없이 보여졌다. 특수학교는

우리가 기피하는 오시설이 아니라, 단지 우리보다 조

불편한 아이들이 보호를 받으며 안 하고 편하게 학교생

활을 릴 수 있는 따듯하고 안 한 학교이어야 한다.

본 로젝트는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강과 용호산

이라는 자연과 어우러져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이 아니라,

우리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밝고 따뜻한 학교가 되

도록 의도하 다. 실시설계를 진행하며 많은 의견들을 통

해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더욱 정 인 방향으로 디벨

롭될 것으로 사료된다.

강과 용호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을 배경으로 행복학교

가 장애학생들의 밝고 따뜻한 학습 환경이 되어, 이 학교

의 모든 학생들이 자연치유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

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