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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보호받는 일원에

서 시민, 즉 사회의 반자율적 구성원으로 자라나

는 공간이다. 따라서 학교설계에 있어 주된 공간

적 문제는 작고 큰 그룹들을 위한 공간을 통해 

소심하고 겁많은 개개인들을 위한 보호처로부터 

전체 커뮤니티가 모두 모일 수 있는 중심공간을 

망라하는 공간의 위계성을 창출하는 것에 있다.

  이와같은 위계성들을 배치함에 있어, 순환시스

템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학교의 통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순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순환시스템들은 아이들의 

연령에 신중하게 맞춰져야만 한다. 어린 학생들을 

위해 모든 것이 친 해야 하는데, 먼 전망과 큰 

볼륨은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어린 학생들이 커가며 상급 학생들로 자라나는 

것에 맞춰 순환시스템은 공간과 사회에 있어 개

개인에의 훨씬 더 복잡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많은 학교들이 거의 무방비상태의 개인에서부

터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개인으로까지 오직 획일

화된 공간에서의 연속적 경험만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매우 잘못 수행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지난 세기의 중반까지 거의 모든 학교들

이 겪은 압도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유

럽에 있어서, 전후 학교설계는 성장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인식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내는 가능성들을 탐색하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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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교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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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빛의 변화에 따른 램프, 계단, 갤러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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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카탈로니아의 레리다Lleida(Lerida) 동

쪽에 있는 작은 마을 몰레루사Mollerussa에 위치

한 까르메 피노Carme Pinos 작품의 중학교는 이

러한 변천에 있어, 어떻게 하면 개인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나이 성장을 돕고 개인의 사회

화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건물을 창조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매혹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중요한 부가물이다. 대지는 그 내용을 담기에는 

비교적 소규모이다. 과수원과 들판사이에 있는 마

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장방형 대지에 정원이 

있는 커다란 건물뿐만 아니라 두개의 완결된 운

동 공간을 공급해야만 했다.

  사실상, 대지는 건물에 의해 세 종류의 반독립

적인 공간들 즉, 남쪽의 입구, 서쪽의 운동장, 그

리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조용한 정원으로 나뉘

어져 있다. 입구는 도서실과 실험실의 경사진 날

개동들, 행정 날개동, 그리고 체육관과 카페테리아

에 의해 부드럽게 강조되어 있다. 주된 내부의 축

은 실험실들과 대부분의 교실들이 동쪽의 과수원

을 바라보게 하고, 좀더 작은 규모의 개별지도 공

간들이 서쪽을 향하게 하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뻗어져 있다. 따라서 좀더 크고 좀더 비개인적인 

방들은 늦은 오후의 열기와 눈부신 햇빛으로부터 

피하게 하며, 그보다 작은 방들[내부의 기후가 개

인들에 의해 좀더 쉽게 조절될 수 있는 곳]은 오

후와 저녁의 지는 해를 마주하게끔 방들이 적절

하게 배치되어져 있다. 

그림 3. 건물의 남측전경 

그림 4. 남측 주출입구 전경 

  이 모든 것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동선뼈대, 조

직의 모든 상이한 부분들을 연관시켜 주는  다양

한 레벨의 볼륨에 의해 결합되어진다. 

  이렇게 유연하면서도 힘있는 뼈대에 있는 경사

로, 계단, 통로와 발코니들은 자라나는 학생들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복잡한 것들 즉, 축의 방향성

으로부터 그 갈라진 틈에 있는 반사적인 것에 이

르는 경험의 폭을 제공한다. 전체적인 건물은 주

로 천천히 이동하는 햇빛을 땅위까지 내비추는 

클리어스토리라는 측천창을 통해 빛을 받는다. 

일정한 햇빛이 없이, 공간은 거의  이태리 건축

가 파라네시Piranesian 같이 될 수 있다. 해가 빛

날 때 다양한 가능성들이 일어난다. 공간은 자연

의 힘을 정화해서 그것을 이용하여 그들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대본을 쓸 수 있

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대장치를 제공해 준다.

  건설은 관습적이고, 경제적이며 신중하다. 회색

빛의 정교한 캐스팅으로 유지가 편한 노출 콘크

리트 구조가 쓰여졌다. 충진재는 흰색의 블록이다. 

그림 5. 남측 주출입구 실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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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과 처마널은 표준 리브의 금속 쉬트이다. 그

것은 거칠고 예리한 건물이지만 그의 사용자들에

게는 부드러움을 준다. 들판과 과일나무들을 가로

지른 거리에서 보여지는 뾰족 지붕과 하얀 벽들

은 전통적인 시골의 건물들과 조화를 이룬다. 학

교는 지역사회의 묵묵히 존재하는 중심이다.   

그림 6. 남측 주출입구 상부 상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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