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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자연으로 열린 새로운 개념의 복지관 구현 :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Mixed Place of Light, Wind, Sky and Play: Hanam Disabled Welfare Center

정  태   /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사장, 랑스 건축사
Jeong, Tai-Young / NOW Architects
tyj0207@nowarch.com

김  상  복 /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이사
Kim, Sang-Bok / NOW Architects
sb.kim@nowarch.com

1. 개요

∙시 설 명 : 하남시장애인복지

∙     치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56

∙ 지면  : 2,100㎡

∙건축면  : 1,729.01㎡

∙연 면  : 6,446.50㎡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하남미사지구의 심에는 연속된 공원계획으로 녹지축

이 형성되고 한강과 연계되는 망원천이 함께 흐른다. 하남 

장애인복지 은 일반 인 건물들과 달리 하남미사지구의 

심을 이루는 제5근린공원 내 공원시설로서 치하고 있

다. 지의 부분에서 공원과 수변조망이 가능할 뿐 아니

라 서측으로는 도시 근이 용이하고 동측으로는 공원과 

직  연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시설은 공원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야 하며, 공공시설로서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 모

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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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계획의 주안점

하남시장애인복지  계획의 주요 개념은 크게 세 가지

로 구분하여 계획하 다.

첫째, 복지 의 새로운 개념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장애인은 단순히 격리보호의 상

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며, 사회구성원의 

기 은 비장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의 여부에 

계없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미래지향  

통합사회이다. 따라서 미래의 장애인 복지 은 이러한 개

념을 실천하는 가장 우선 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무엇보다도 기능이 

요하다. 장애인 복지 으로서 사용자의 목 에 부합하는 

기능을 추구하기 해, 이용자의 연령, 장애 유형, 사용시

간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 다. 한 사용자 심의 

조닝으로 시간별, 공간별 유지 리의 경제성을 확보하

다.

셋째,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 다. 지의 

부분에서 공원과 수변조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서측으로

는 도시 근이 용이하고, 동측으로는 공원과 직  연계가 

가능하며 장애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하기 좋은 장소

 특성을 극 응하여 계획하 다.

그림 2. 주변 황도

2.2 프로그램 분석

장애인복지 의 로그램 구성은 공용시설 41.9%, 재활

시설 20.3%, 기타재활 로그램시설 20.1%, 리  지원

시설 17.7%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로그램은 

리  차원의 공간 구성 비율로, 장애인의 특성  복지요

구에 부합하는 사용자 심 로그램으로 재구성이 필요

하 다. 이에 사용자 심의 로그램으로 신체  재활이 

심이 되는 로그램(물리치료/작업치료/운동치료/수치료), 

정신  재활이 심이 되는 로그램(미술치료/음악치료/

놀이치료/언어치료/심리치료/교육재활시료), 신체  환원을 

한 로그램(사회 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평가)으로 유

형을 구분하여 역  특성이 고려된 공간 조닝  평면 

계획을 진행하 다.

그림 3. 로그램 구성(건립타당성 연구보고서 기 )

그림 4. 로그램 유형별 특성

한 연령별 로그램이 다른 을 감안하여 아동, 청소

년, 성인 재활시설을 구분하여 사용자의 이용편의성  운

성을 고려하여 로그램을 재조정하 다.

그에 더하여, 본 시설은 장애인만을 한 시설이 아닌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통합사용이 가능하도록 강당, 체육시

설, 체력단련장, 다목  로그램실, 평생교육원, 식당  

카페테리아 등을 계획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가 가

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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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평면계획

평면 계획에서는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방법, 각 재활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조닝, 쉬운 길찾기 계획,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사회통합 개념의 로비계획 

등 새로운 개념의 복지 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제안하 다.

그림 5. 평면도
그림 6. 평면개념



기획연재 special series
국내(외) 커뮤니티시설 우수사례 소개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6권 제5호 통권 제132호 2019년 9월 35

그림 8. 정면도

그림 9. 배면도

2.4 입면계획 

그림 7. 입면 디자인 개념도

도시와 자연의 부를 모두 가지는 장애인복지 의 

입면 디자인은 조 인 두 가지 환경  성격에 모두 

응하는 략을 가진다. 남측면은 채 을 충분히 확보하되, 

일사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고 발코니를 두어 인 건물과의 

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 다. 동측면은 공원을 향하여 

열린 조망을 확보하고 서측면과 북측면은 겨울철 북풍  

음 을 고려하여 창 면 을 최소화하되, 도시가로에서의 

근성과 인지성을 고려하여 상징 인 매스가 되도록 하

다.

3. 결론

최근 장애인복지 은 과거 폐쇄 인 시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사회와 교류하는 사회통합 에서 운 되고 

있다. 미래지향  통합사회에서 장애인복지 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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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공사진 그림 11. 공사진

그림 12. 공사진

로그램만을 운 하는 공공건물이 아닌 장애인의 필요요구

와 사회복지에 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질 인 기

능을 수용하고, 발 시키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하남시장

애인복지 은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의 녹색 공원시설의 

일부로 계획되어, 자연 속에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 숨쉬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