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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우수시설학교 

Ⅰ. 신 ․증 ․개축 부문 
1. 유 ․특수분야

대상 수상작

양주도담학교
Yangju Dodam School

이  용  민 / (주)종합건축사사무소선기획 표
Lee, Yong-Min / CEO, SUN & Partners. INC
arch-min@hanmail.net 

그림 1. 도담학교 조감도

1. 사업개요

구분 내용

지 치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7-2일원

용    도 교육연구시설(특수학교)

지면 12,828.00m
2

건축면 4,404.51m2

연 면 12,278.85m
2

학  수 30학 (유2, 12, 6, 고6, 공과4)

건축규모 지하1층 / 지상4층

주차 수 76

개    교 2018년 9월

설계기간 2016년 11월 – 2017년 5월 (6개월)

설    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

표 1. 도담학교 개요

사진 1. 도담학교 경

2. 설립배경  기본계획방향

경기도 양주시의 옥정지구에 치하는 양주도담학교는 

일반학교와 구분되는 특수학교 학생들의 생활패턴을 고려

하여 학습과 놀이, 사회 응을 한 체험활동이 공존하는 

통합된 공간-Total Society 로서 계획하고자 했다. 학교의 

심이 되는 커뮤니티 스트리트를 심으로, 각 교육과정

들이 유기 으로 연계되며, 연령 별로 구분된 동 활동공

간을 통해 학습 역은 공용공간으로 확장되어 다양한 체

험과 놀이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주출입구에 인 하여 배

치된 체육 , 시청각실 등의 개방 역은 지역주민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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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학생들의 자립과 직업훈련의 장이 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하는 지역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을 같이 

한다.

3. 지 황

그림 2. 지 황

그림 3. 주변 황사진

사업부지는 북동측 근린공원의 녹지 흐름을 받아들이면

서, 풍부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고, 남측의 복지시설 정

부지와 연계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북측의 20m 도로

에서 보행과 차량의 진입이 가능했다.

4. 배치계획

표 2. 배치 안분석

배치1안 배치2안 배치3안 

학생들의 근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주변녹지와 

다양한 외부공간 연계가 가능하고, 학습 역과 개방 역의 

시설 조닝을 고려하여, 계획 기 세가지의 배치 안을 분

석하여 발 시켰다. 이  학습 역의 우수한 향을 확보하

고, 각 교육과정이 자연과 긴 한 계를 맺는 배치 안을 

선정하여, 구체 인 계획을 진행하 다.

그림 4. 배치도

배치계획시 교육과정별 신체특성과 생활패턴을 고려하

면서도, 통합 인 학생 리와 수업연계가 가능한 소사회를 

만드는 것에 을 두었으며, 실내와 연계된 다양한 외부

공간 활용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공간으로 거듭나

고자 했다.

그림 5. 동선계획

부분의 학생들이 차량으로 통학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주출입구와 바로 연계되는 형버스 주차장을 계획하 으

며, 캐노피를 설치하여 우천시에도 안 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상시 구 차  소방차등의 진입이 가

능한 동선을 고려했으며, 각 층별로 차량 근이 편리한 

역에 피난구역을 계획함으로써 학생들의 안 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 다.



  

 

special issue 특집

10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6권 제3호 통권 제130호 2019년 5월

5. 공간구성개념

그림 6. 공간구성개념

동 활동을 고려하여. 교육과 놀이  체험이 함께하는 

단일한 공간구성을 주안 으로 하여, 각 학습 역들이 커

뮤니티 스트리트를 심으로 연계되며, 공용부의 심에 

교사 역을 배치하여 시각  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한 특수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실에서 바로 

연계 가능한 다양한 외부공간을 계획함으로써, 내외부의 

경계없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 2. 다목 강당과 연계된 야외 놀이마당

6. 평면계획

구분 용도

지상1층
유치원, 행정실, 식당, 직업교육실

생활훈련실, 등교실, 주차장 

지상2층
교무실, 교장실, 강당, 도서 , 컴퓨터실

등교실, 심리안정실

지상3층
등교실, 가사실, 과학실, 직업교육실

음악실, 미술실

지상4층
고등교실, 공과교실, 직업교육실

상담실, 다목 실

표 3. 층별 주요 용도

사진 3. 버스 승하차장 사진 4. 주출입구 경

1층은 비가림시설을 통해 진출입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통학버스 승하차장을 주출입구와 직업 연계 가능하도록 

했으며, 행정  리 역을 집  배치하여 효율성을 확보

했다.

그림 7. 1층 평면계획

그림 8. 리 역의 집 배치 그림 9. 범죄 방계획

2층은 다목 강당과 체력단련실, 야외놀이마당을 연계하

여 학생들의 다양한 외부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도서

과 컴퓨터실을 학교의 심에 배치하여, 가능한 많은 학

생들의 편리한 활용을 고려했다.

그림 10. 2층 평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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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도서 사진 6. 다목 강당

3,4 층은 등교실과 고등교실을 층별로 구분하여 남향

배치하 으며, 특별교실을 분산배치하여, 추후 유효실로 

활용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들의 리가 용이하도록 

공과 교실 클러스터는 고등교실과 인 하게 하여 다른 

교과과정과 구분되도록 했다.

그림 11. 3층 평면계획

그림 12. 4층 평면계획

학생들의 피난을 고려한 경사로는 교사동의 심에 배

치하여, 어디에서나 근이 편리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안

한 피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 7. 경사로 사진 8. 내부 포켓스페이스

7. 입단면계획

사진 9. 운동장에서 바라본 경

외부에서 보여지는 입면은 특수학교의 고정 념에서 탈

피하여, 명랑하고 밝은 이미지를 구 하고자 했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공공건축물로서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가

는 개방 인 시설로 보여지고자 했다. 한 매스의 분 과 

다양한 요소의 도입을 통해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활

기찬 학교를 만들고자 했다.

사진 10. 유치원 경 사진 11. 마당에서 바라본 교사동 

사진 12. 다목 강당 입면 사진 13. 식당 입면 

그림 13. 친환경 계획

우수재활용과 태양 발 , 지열시스템을 통해 에 지 

감 효과를 극 화하고, 방 별 채 을 고려한 수직,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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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양을 통한 일사량 조 로 친환경 녹색학교로 거듭나고

자 했다.

8. 맺음말

사진 14. 도담학교 경

도담학교는 학생들의 자립과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사

회통합을 이루기 한 배움의 공간이자, 다양한 외부공간

과 연계를 이루며 체험과 놀이가 함께하는 생활공간이다. 

계획 기부터 여러분야 문가들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설계설명회와 공청회등을 통해 가능한 많은 사

용자들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했다.

지역의 기피시설이 아닌, 마을과 소통하며 공존해가는 

우리 사회 일부로서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자 했으며, 

향후 지속 인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교류를 통해 특수학

교의 새로운 형으로 자리잡기를 기 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