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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energy eco-audit evaluation scheme for the

sustainable energy management at schools in accordance wit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

ment. Energy eco-audit evaluation scheme was developed through critical review of preexisting

evaluation methods, consensus searching for the process from fiel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school energy eco-audit evaluation scheme

has three criteria: data collection, energy program, and environmental review.

First, criteria of data collection includes general affairs, school building construction, and

energy use.

Second, criteria of energy program stresses school administration system such as the de-

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and structures.

Third, criteria of environmental review includes reporting process and preparing teaching/

learning materials for sustainable energy management.

In conclusion, school energy eco-audit evaluation scheme could find a new way to achi-

eve extended effect for sustainable energy management in school. It also could continue to seek

opportunities to raise their awareness of energy issue and environment. School committee and

whole school are involved to continue to implement present action plan and prepare updated



2 환경교육(2007. 20권 4호)

plan in order to reduce environmental impact in school. By doing so, it would be possible to

play important role in both schoo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ey words : school energy eco-audit,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valuatio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energy management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미래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대체 에

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대체 에너지 개발은 충분한 과학적 지

식과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에너지 절약은

의식의 전환과 함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Wei-

zsaecker, 2000).

학교에서 대체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적 효과와 운영상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미

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환경 의식 및 시

민 의식을 함양하고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참여하는데 있어 매우 중

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의 대두와 함께 오늘날 학

교라는 공간은 가정과 지역 사회의 매개체 역할

을 중추적으로 담당하는 공간이자 교육 효과가

가장 큰 사회 집단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남영숙 외, 2006).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환경․사회․경제․교육의

총체적 측면에서 학교 환경 문제를 접근하고 관

리 실태를 진단하며, 문제점을 개선하는 학교 생

태 감사는 오늘날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학교 에

너지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시사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영국, 독일 등 환경 선진국에서는 이미 학교

혁신과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차원에서 학교 생

태 감사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먼저, 영국의

경우, 1994년부터 학생 및 젊은이들이 지역 차원

에서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해결책

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의 일

환으로, 에코 스쿨(Eco-School) 프로그램'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입․운용함으로써 학교 차

원에서의 환경 경영 성과 인증을 활성화하고 있

다(Burrow, 2000).

독일의 경우,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인 ‘BLK-Program21'(1999-2004)을 수

립 추진하면서 학교 구조의 혁신 측면에서 학교

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성과에 대한 감사를 담당

하는 학교 생태 감사를 적극적으로 개발 도입하

였다. ‘BLK-Program21'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Program Transfer-21'(2005～2009)을 수립하여

독일 전체 학교의 10%에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대표적 교수 학습 방법인 생태 감사 제도를 보급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발전 과정에서 주

목할 부분은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관련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자체적으로 생태 감사

(eco-audit) 또는 지속가능성 감사(sustainability

audit) 등을 운용하면서 자체 평가를 통하여 문

제점을 파악하고 실제적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

써 학교로 하여금 학교 경영 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

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학교의 자체적 평가는 학

교의 환경 개선 및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Haan,

2006; Haan/ Rauch, 2005).

평가는 ‘프로그램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

었는가에 대해 결정하는 과정’(Tyler, 1950)이며,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발생하거나 기인하

는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 검토’ (Nevo, 1995)로

정의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학교

생태 감사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학교 에너지 관

리 분야를 특화한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의 이론

및 수행 절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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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2004; 남영숙, 2006). 그러나 학교 생태

감사제도의 목적 달성 정도를 체계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학교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를 위

한 활동 평가 및 정보 제공을 제공할 수 있는 연

구는 추진되지 못하였다.

국내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의 활성화를 위하

여 우선적으로 학교의 에너지 지속 가능성과 지

속가능발전 교육으로서의 에너지 환경 성과를 학

교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구체적

인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학교 에너지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학교 자체적으

로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의 각 단계의 이행 수

준을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의 평가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있다. 이 연

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의 첫 번째 단계

인 사전 환경 조사의 중점 사항인 에너지 환경

평가 요소 및 생태적 대책 요소를 추출한다.

둘째, 에너지 분야의 생태 감사 제도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에너지 프로그램 추진 기반 평가

요소를 추출한다.

셋째, 환경 보고 및 교육 과정 통합 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한다.

Ⅱ. 연구방법 및 설계

1.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연구는 문헌 연구 및 전문가 자문 방법 등

으로 진행하였다.

가. 문헌연구

문헌 연구를 통해 평가 이론, 학교 생태 감사

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학회지,

워크숍 자료집, 단행본,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문

헌들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의 환경 평가, 프로그램 평가, 그리고 환경 보

고 및 교육 과정 도입 평가 등 학교 생태 감사의

전반적인 평가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나. 전문가 자문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의 환경 평가 요소, 에

너지 관리 프로그램 평가 요소, 그리고 환경 보

고 및 교육 과정 도입에 대한 평가 요소를 개발

한 후, 상기 개발된 평가 초안에 대한 일선 학교

환경교육 담당자 및 에너지 교육 분야의 담당 전

문가 자문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에너지 분야의

생태 감사 평가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상으로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를 구성하는

각 영역별 평가 요소를 도출하고, 평가안을 개발

하는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2.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 평가 요소 개발

준거

이 연구는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 평가 방안

학교 생태 감사 및 학교 생태 감사 평가에 대한

문헌 조사 / 국내외 사례 조사

⇩

사전 환경 조사 단계 평가를 위한

에너지 환경 평가 및 생태적 대책 평가 요소 추출

⇩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 평가 요소 도출

⇩

환경 보고 및 교육과정 통합 평가 요소 도출

⇩

초안 개발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최종 평가안 개발

<그림 1> 연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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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구하고 각 영역별 평가 요소를 도출함에 있

어 남영숙(2004)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

생태 감사의 절차적 측면과 학교 생태 감사 도입

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필요한 세 가지 영역을

개발 준거로 하였다.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 평

가 요소 개발 준거는 사전 환경 조사, 환경 프로

그램, 환경 보고 및 교육 과정에의 통합 등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 세부 내용은 다음

과 같다(표 1).

첫째, 사전 환경 조사 단계는 학교에서 나타

나는 환경 문제를 조사 분석하고, 환경 보전 및

생태적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스스로 탐구하고

실행하는 생태적 대책을 강구하고, 적용을 통해

실제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의 경우, 학교 에너지 환

경평가를 통해 학교 생활 및 활동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생

태적 대책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환경 프로그램은 환경 성과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대안을 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 수준의 에너지 관리 프로그

램 계획 및 이행을 의미한다.

셋째, ‘보고 및 교육 과정의 통합 단계는 학교

에너지 관리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 및 성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며 대외에 홍

보한다. 또한, 환경 프로그램 결과를 다시 에너지

영 역 평가 요소 내 용

사전 환경 조사
에너지 환경 평가 및

생태적 대책

․학교 생활 및 활동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조사 분석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환경 개선안 제시

환경 프로그램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

․학교의 현재 상태를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가능한 뚜

렷한 목표 설정

․설정한 목표에 이르기 위한 적합한 대안 제시 및 운영

․학교 경영 차원의 방침(Policy), 계획(Plan), 담당 주체 명

시화

환경 보고 및

교육 과정의

통합

환경 보고 ․드러난 결과물에 대한 내부 공유 및 외부 보고

교육 과정 통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교 경영의 마지막 단계로서 학교 에

너지 관리의 개선 방안을 학교 교육에 반영 및 피드백 강화

<표 1>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 평가 요소 개발 준거

자료 : 남영숙(2004), 수정 후 인용

교육 추진 단계에 반영한다. 즉, 학교 에너지 프

로그램이 시행된 후 검토 단계를 통해 다시 계획

단계로 순환하는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지속가능

한 에너지 관리를 위한 실용적 대책 마련과 지속

가능발전 교육으로서의 에너지 교육의 질적․양

적 개선을 도모한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학교 에너지 환경 평가 및 생태적 대책

평가 요소

학교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를 운영하

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에너지 생태 감사 기법에

대한 연구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남영숙,

2004; Haan, 2002; Haan, 2000; Born, 2000). 또

한, 학교 에너지 사용에 대한 생태적 대책을 통

해 학교 에너지 관리상의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데 있어 학교 에너지 기초 자료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에너지 환경 평가 요소에 대

한 구체적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련 데이터를

측정하고 조사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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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함으로써, 에너지 환경 평가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한 행동 계획, 전략, 대책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초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학교 에너지 관리 방안

을 학교 경영 계획에 도입하고, 학교 에너지 관

리의 지속 가능성, 경제성, 안정성을 보장하며,

학교 에너지 관리에 필요한 방안을 명확하게 제

시할 수 있다.

가. 일반정보

학교의 일반적 정보’에서는 해당 학교가 지닌

일반적 특성 및 현황을 다룬다. 세부 항목으로는

학교 구분, 학교 위치, 운동장과 학교 건물 규모,

교사․교직원과 학생을 총 포함한 학교 구성원

수, 건물 및 교실 수와 같은 시설 현황, 마지막으

로 학교 구성원들의 통학 수단 이용 현황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표 2).

나. 학교 에너지 환경평가 및 생태적 대책

학교 에너지 환경 평가 및 생태적 대책은 학

교 에너지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중심으로 이들

항목들에 대한 기초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 영향

을 감소하기 위한 생태적 대책 적용 수준을 평가

하기 위한 영역이다.

학교 에너지 환경 평가 및 생태적 대책에 대

한 세부 평가 영역 및 항목은 2005년 3월부터 학

교건축 분야에 확대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표 2> 일반정보

구분 조사 내용

학교

일반

정보

학교

구분
․학교 구분

학교

위치
․도시, 도시 근교, 지방 위치 여부

교지 ․운동장, 학교 건물

구성원 ․교사, 교직원, 학생

시설

현황
․건물 이용 현황

통학

수단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학교 버

스, 자가용 등

인증제도의 지표(이동주 외, 1999; 박승운, 2007)

및 Burrow (2000)이 제시한 영국 Cheshire의 에

코 스쿨 에너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표 3).

첫째, 에너지 및 자원 순환에 대한 세부 항목

으로는 투수성 포장, 우수 활용을 점검한다.

둘째, 건물 성능 관리는 단열 및 방습에 대한

건물 성능 관리의 유무, 지붕을 통한 열손실 방

지 시스템의 설치 유무, 창문을 통한 열손실 방

지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다룬다.

셋째, 냉난방 계획은 여름 및 겨울철 냉난방

시스템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넷째, 에너지 이용 영역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제품의 사용 유무, 교내 신 재생 에너지 사용 유

무, 그리고 교내 전력 시설의 포트폴리오 및 월

별 에너지 관련 비용 산출과 같은 영역을 중심으

로 조사한다.

2.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 평가 요소

학교 생태 감사는 학교 현장에서의 학습 효과

와 결과를 연대적 사회연대로 연계시키는 것을 강

<표 3> 학교 에너지 환경평가 및 생태적 대책

평가요소

구분 조사 내용

학교

시설

에너지/

자원 순환
․투수성 포장, 우수 활용

건물 성능

관리
․단열, 방습 점검 시스템

냉난방

계획
․냉난방 시설 및 운영 현황

에너지

이용

에너지

효율성

․녹색 구매

-에너지 효율성 높은 제품 사

용 현황

신 재생

에너지

․신 재생 에너지 설비 현황

․신 재생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 산출

․연간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

․연간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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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방법론으로서, 이를 실

현하기 위해 학교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토대로

하는 학교 경영 차원의 시스템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진다(남영숙, 2004). 따라서 에너

지 생태 감사는 앞서 환경 평가 요소 평가를 통

해 드러난 학교 에너지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객관적, 체계적, 주기적으로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열린 시스템을 추구하며, 다음과 같

은 핵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표 4).

첫째, 학교방침과 계획(Policy and Plan)은 ISO

규격의 계획(Plan)-시행(Do)-점검(Check)-시정조

치(Action)의 순환 개념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학교 경영의 차원에서 에너지 관리 정책과 계획

으로 설정된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대내외에

공유되고 보고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정책과 계획에 반영되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학교

에너지 관리 방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과정

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에너지 생태 감사 제도의 의사 결정 구

조와 과정에서 협력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박하나․

남영숙(2006)에서 제시한 학교의제 21의 운영 절

차와 거버넌스(governance)의 원칙을 에너지 생

태 감사 운영 방안에 적용함으로써, 학교 경영상

드러나는 학교 에너지 문제 해결을 학교 경영층

인 상위 수준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의를 지닌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 관리자 및 지역사

회 관계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협

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운영 방안 모색

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 제도에서 추구하는 환경적 목적과 교

육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운영 활성화

를 이끌어낼 수 있다.

3. 환경보고 및 교육과정 통합 평가요소

가. 환경보고

일반적인 생태 감사의 결과들은 환경 문제 해

결을 위한 중요한 목적을 지닌 대책들로 환경 보

고에서 함께 널리 제시된다.

<표 4>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 평가 요소

구분 영역 조사 내용

학교

방침 및

계획

계획
․학교 경영 계획에의 에너지

관리 계획 및 지침 여부

시행 ․세부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점검
․정기적 모니터링 및 평가

적용 결과

시정 조치
․피드백 반영을 통한 의사

결정의 순환성 여부

추진

구조

추진 주체
․교내 책임 담당자 지정 여

부

추진 기구
․다양한 학교 이해 관계자

간의 거버넌스 여부

운영 활성화 ․운영시기 / 정례화 여부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의 환경 보고는 학생들

에 의해 수행되어진 프로그램 결과 및 생태적 대

책들을 종합하고, 이들 자료를 토대로 향후 지속

적인 학교 에너지 관리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

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 결과를 학교 신문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

여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 그리

고 다른 학교 등 학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문서화

된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대내 구성원뿐만 아니

라 대외 구성원과의 정보공유를 추구한다.

나. 교육과정 통합

앞서 논의된 학교 에너지 환경 평가,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의 성과, 그리고 환경 보고의 결과

및 절차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정에의 통합 절차를 거쳐 계속된 목표 수정과 목

표 유도를 이끌어냄으로써 전체적 순환 과정으로

서의 의의를 지닌다. 특히 학교 에너지와 관련된

자료들과 환경 프로그램의 변화를 매년 추진․보

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 구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운영 및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수업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표

5). 또한, 이러한 흐름은 학교 교육과정 속으로 통

합되는 것이 지속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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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환경보고 및 교육과정 통합 평가요소

구분 영역 조사내용

환경보고

외부보고

방법

․홈페이지, 외부 보고서, 신

문 등

결과

피드백

․외부 보고 내용에 대한 피

드백 절차 수행 여부

교육과정

통합

학생참여

․학생들의 참여 구조

․학생들에 대한 에너지 관리

결과 접근성

교육운영

및 방법

․에너지 교육 운영 여부

․에너지 교육 내용 구성

․에너지 교육 접근 방안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학교 에너지 관리를 위

하여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의 평가 방안 강구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학교 에너지 관리 현황 및 문

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의 각 단계별 운용 현황에 대하

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평가 방

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

된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 평가 방안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에너지 학교 생태 감사의 평가 방안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초 데이터를 통해 학교

에너지 관리 방안을 학교 경영 계획에 도입함으

로써 학교 에너지 관리의 지속가능성, 경제성, 안

정성을 보장한다.

둘째, 학교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학교 활동

과 에너지 문제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관련 문제

해결을 상호 협력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을 명확

하게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를

위한 실용적 대책 마련과 에너지 교육의 질적․

양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 운영 및 적용

과정에 대한 구체적 체크 리스트를 개발하여 학

교 단위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행을 용

이하게 하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 평가 방안을 일선 학

교에 보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

안 및 향후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학교 에너지 생

태 감사 평가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수행

되어야 한다. 특히 생태 감사를 활용한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 방안에 관심을 가지는 사

람들과의 소통 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을 활용한 학교 생태 감사 홈페이지 운영 및 홍

보활동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

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환경 성과 측정 기법

및 평가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환경교육 시범

학교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 시범학교를 중심으

로 한 보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관련 제도의 적용을 통해 얻어지는 데

이터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함으로써 학교 에

너지 생태 감사 연구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생

태 감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를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 정책 수단과 지속가

능발전 교육으로서의 의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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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 평가 양식

신

청

기

관

학교명

주소
우편번호 ( - )

전화
(FAX)

이메일

대표자 담당자

1. 일반정보

학교

일반

정보

구 분
1. 유치원 □ 2. 초등학교 □ 3. 중학교 □

4. 인문계 고등학교 5. 실업계 고등학교 □ 6. 기타( )

학교위치 1. 도시 □ 2. 도시근교 □ 3. 지방 □

학교면적
1. 운동장 m

2

2. 학교건물 m2

학교

구성원수

1. 교사 및 교직원 명

2. 학생 수 명

학교시설

현황

1. 교실 2. 교무실 3 행정실 4. 교과실

5. 방송실 6. 과학실 7. 컴퓨터실 8. 급식실

9. 조리실 10. 체육관 11. 도서관 12. 보건실

13. 기타

통학수단
1. 자전거 (%) 2. 대중교통 (%) 3. 도보 (%)

4. 학교버스 (%) 5. 자가용 (%)

2. 학교 에너지 환경평가 및 생태적 대책

학교
시설

에너지 /
자원순환

투수성 포장을 사용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투수성 포장율은 얼마인가?

Yes □ NO □

우수 활용 시스템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수 활용 비율은 얼마인가?

Yes □ NO □

건물 성능
관리

단열 및 방습을 위한 건물 성능 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실시주기 및 횟수는 어떠한가?

Yes □ NO □

열손실 방지 시스템이 지붕이나 천장위에 설치되어 있
는가?
만약 그렇다면 시스템 설치 비율은 얼마인가?

Yes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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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

건물성능

관리

창문을 통한 열손실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저비용

관리 방안을 실행하고 있는가?

- 틈새바람 방지처리

- 태양빛 반사 필름

- 창문 등급 모니터

Yes □ NO □

Yes □ NO □

Yes □ NO □

창문의 경우 이중창을 이용하거나 단열유리를 사용하

는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교실에서 이 시설을 갖추

고 있는가?

Yes □ NO □

/

냉난방

계획

겨울철 난방 시스템은 주로 어떠한가?

-간접 태양열 난방

-석탄 및 목재

-교실 개별로 설치된 석유 및 가스난방

-화석연료를 이용한 중앙난방

-전기난로 및 온풍기

-중앙난방 시스템

Yes □ NO □

Yes □ NO □

Yes □ NO □

Yes □ NO □

Yes □ NO □

Yes □ NO □

여름철 냉방 시스템은 주로 어떠한가?

-자연 환기

-선풍기

-개별 냉방

-중앙 냉방

Yes □ NO □

Yes □ NO □

Yes □ NO □

Yes □ NO □

에너지

이용

에너지

효율성

교내 냉난방 시설은 자동온도조절장치를 갖추고 있

는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교실이 갖추고 있는가?

Yes □ NO □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 및 형광등을 사용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교실에서 갖추고 있는가?

Yes □ NO □

/

전등이나 전자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시 꺼 놓는가?

Yes □

No □

Sometimes □

신재생

에너지

학교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풍력 발전

-태양열/태양광

-지열

-기타

Yes □ NO □

Yes □ NO □

Yes □ NO □

Yes □ NO □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

에너지 이용량 및 비용은 어떠한가?

-가스

-석유

-화석연료

-전기료

KW / Cos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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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

학교

방침

및

계획

계획

학교 경영계획에 에너지 관리 계획 및 지침이 반영되

어 있는가?

만약 반영되어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

Yes □ NO □

시행

지속가능한 학교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 프로

그램이 시행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가?

Yes □ NO □

점검
학교 에너지 관리 평가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가?

Yes □ NO □

시정조치
세부 프로그램 운영 결과가 평가를 통해 관리 계획 및

지침에 반영되는 의사 결정의 순환이 이루어지는가?

Yes □ NO □

추진

구조

추진주체
학교 에너지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모니터링하는 책

임 담당자가 있는가?
Yes □ NO □

추진기구
다양한 교내외 이해 관계자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주체들이 참여하는가?

Yes □ NO □

운영

활성화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공식모임은

정기적인가?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인 운영 시기는 언제인가?

Yes □ NO □

4. 환경보고 및 교육과정 통합

환경

보고

외부보고

방법

외부 보고를 위한 소통방법을 운영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외부 보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Yes □ NO □

결과

피드백

외부 보고 결과가 다시 학교 경영상의 에너지 관리

계획 및 지침 수립에 반영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실시되는가?

Yes □ NO □

교육

과정

통합

학생참여

학생들이 에너지 사용 현황을 쉽게 접할 수 있는가?

Yes □ NO □

학교 에너지 생태 감사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 구

조가 활발하게 운영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는가?

Yes □ NO □

교육운영

및

교육방법

지속가능발전 교육/환경교육을 통해 에너지 교육이 정

기적, 지속적으로 실시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실시되는가?

Yes □ N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