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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21세기 새로운 삶의 추구라 할 수 있는 웰빙(well-being)

은 “정신적․신체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학교시설분야에서도 새로운 교육과정

의 전개와 함께 교수․학습을 위한 공간 뿐 아니라 교육

환경 및 시설의 질 향상이라는 “교육의 웰빙” 요구로 이

어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내 교육시설을 

OECD 수준으로 향상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 

지어지는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시설은 교육과정의 

수용은 물론이며 사용자의 생활수준과 요구가 반 되어 손

색없는 웰빙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교육부, 2001).  

한편, 건축물에 의한 과다한 에너지 소비와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건축물의 환경 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설계자 및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주거․업무․학교시설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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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

다. 이 중에서 학교시설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환경

에 관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

어 학교시설이 단순히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만

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 

즉,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과정, 지역사회 등 생태적 요소

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기능적이며 복잡한 시설이다.  

따라서 학교시설의 친환경 인증이나 평가에는 물리적 환경

의 인증범위를 넘어 사회적 요소를 감안한 생태적 요소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제안된 대부분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프로그

램에서는 인증의 범위를 건물의 물리적 환경 측면에 중

점을 두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학교시설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프로그램은 학교시설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적 효과를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설계기준, 환경기

준, 유지․관리기준 뿐 아니라 교과과정을 비롯하여 학교

의 환경정책, 지역 커뮤니티 시설의 역할 등 사회적 측면

이 반 되어 인증의 범위를 생태학적 범위까지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전개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시설에 대한 요구, 즉, 교

수․학습을 위한 공간 뿐 아니라 교육환경의 질 향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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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의 웰빙 요구를 만족시키며 더 나아가 생태적 학

교(ecological school)의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생태적 

요소를 고려한 생태 디자인 및 평가방법을 제안하기 위

하여 수행되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의 생태적 요소를 고려한 계획 

및 평가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 다.  2004년부터 초․

중․고등학교의 전과정에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

문에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의 제반 시설기준과 환경여건을 초․중․고에 일률적

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중․고등학교에 관

한 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학교시설 에코 디자인과 평가에 관한 개념적 

정의를 도출하며, 친환경 건축물 평가 및 인증관련 제도 

및 기준에 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친환경 건축의 개념

과 최근의 관련분야 연구동향을 파악하며,

둘째로 국내․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인증범위 

및 기준(criteria of certificate)의 특성을 고찰하는 한편, 

학교시설의 친환경 인증 프로그램을 고찰하여 물리적 환

경 요소와 사회적 환경 요소에 관한 항목을 도출한다.

셋째로 학교시설의 생태적 요소를 디자인 및 평가에 

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의 계

획에 생태적 요소를 반 할 수 있는 디자인 방안과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 연구의 흐름도(Flow chart)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기준 고찰

국내 친환경 인증제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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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인증관련 연구동향

사회적․생태적 요소 항목․범위

Social & Ecologic Factors

학교시설 에코 디자인 및 평가방향설정

결론 및 제안

2. 학교시설의 에코 디자인 계획․평가연구의 고찰

2.1 학교시설 에코 디자인의 정의

에코 디자인이란 생태학적 요소를 건축계획 및 시설에 반

하려는 것으로 여기에는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을 포함하여 인간 생태계의 상호작용을 전체론적 관점

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다.  탠슬리(Tansley, 1935: 1939)에 따

르면 “생태계는 유기체-복합(organism-complex) 뿐 아니라 

통칭적으로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요소의 복합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특정한 자율성(autonomy)을 갖는다"라고 

정의하 다(박동소, 1998).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볼 

때, 에코 디자인은 인간과 환경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생물권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보전하며, 자연 및 

사회과학에 근거하여 현재의 행위로 인한 미래의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물권의 자연자원을 효율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증진하려는 건축행위

로 정의할 수 있다(UNESCO, 1973; Boyden, 1979; 박동

소 1998).  따라서 학교시설을 비롯한 건축물의 에코 디

자인 또는 평가라 함은 인간정주(human settlement)에 

관한 것으로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현상

을 포함하는 전체론적(holistic) 상호작용의 이해가 필요하다.

2.2 관련 제도․기준 및 연구의 동향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환

경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가치관과 인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차후 세대를 위한 체계적이며 조기의 환경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학자 루만(Luhmann, 1995)은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제도가 환경에 대한 태도와 의식

을 범사회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을 틀을 잡을 수 없는

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교육이 현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수단

으로서 그 어떠한 방법보다 효과적이다.  초등학교의 환

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 그리고 가치

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해당되며 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

기 때문에 교육의 의한 파급효과가 사회에 미치는 향

이 막중하다는 점이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

(Lackney, 1996; 이선 , 2004).  따라서 초등학교의 환경

교육은 단순한 교과의 지식 습득이나 이해의 차원이 아닌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가치관 형성과 행동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경교육과 에너지 절감을 구현할 물리적 환경의 실

천의 장으로서 학교시설의 에코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시설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한 최근의 움직임은 국내의 경우, 주로 건물의 물리

적 환경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학교시

설의 평가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학교시설 자체가 환

경교육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어 보다 효과적인 환경교육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관련 교과내용에서 학교시설과 연계되는 요소를 도

출하여 학교시설계획에 반 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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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이선 , 2004), 교육개발연구원은 학교시설의 다양

한 접근을 통하여 적정한 규모계획과 시설의 내용을 제

시하 고 또한 학교시설은 성장기의 학생을 위한 시설로 

여타시설과 비교할 때, 그 중요도를 달리하며, 학교시설

의 질은 교육효과에 지대한 향을 미치고 있어 단순한 

교수․학습공간을 초월하여 학생과 교사의 생활을 수용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거점시설로서 다원화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교육개발연구원, 1986).

유호천은 국내 건설교통부․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와 대한건축학회의 인증제도에 관한 인증

범위와 대상을 비교하 고(유호천, 2004), 이승언은 친환경 

건축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물(sustainable 

building)을 지향함을 규명하고 친환경 건축물 평가에 공학

적인 측면의 LCA(Life Cycle Assessment)기법 적용을 모

색하 다(이승언 2004).  박상동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평가

시스템에 관하여 국내외의 인증기준을 비교하여 국내 친환

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모색하 다(박상동외, 

2001).

해외의 친환경 관련 인증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국의 

BREEAM, 미국 USGBC LEED GBRS, 캐나다의 BEPAC, 캐

나다 중심의 19개국 민간컨소시엄에 의한 GB Tool, 일본의 

친환경보전기법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한편, 국내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및 기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KICTEAC2)(조동우, 2003; 김현수, 199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7)', 대한주택공사주택연구원의 'KOAM200', 한국에너지기

술연구원의 'GBC3)', 대한건축학회의 'CEBD4)', 한국능률협회

인증원의 한국그린빌딩위원회(GBC-Korea) GBRS5) 등이 제

안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시안의 개발․보급단계에 있다.  

2.3 국내외 학교시설 친환경 건축물 평가 프로그램

해외의 학교시설에 관한 친환경 건축물 평가 프로그램

은 대표적으로 국의 SEAM(School's Environment 

Assessment Method)을 비롯하여 유럽환경교육재단(FEE: 

Foundation Environment Education)의 에코스쿨

(eco-school)프로그램, 미국의 그린스쿨(Green School) 프

로그램 및 에너지 스마트 스쿨(Energy Smart School), 

일본의 문부성과 통산성 협력체계에 의한 에코스쿨 프로

그램이 있다.  국내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의하여 최

근 학교시설의 친환경 인증기준안이 개발되었다.  학교시

설에 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평가 프로그램의 특징은 

유럽, 미국의 경우 학교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단계

에 반 이 가능한 물리적 환경기준의 제시 뿐 아니라 완

공 후 유지․관리단계의 지침이 제안되어 있다.  또한 학

교시설과 교과과정이 상호 접한 연계성이 강조되어 교

2) KICTEAC: Korea Institute Construction Technology Environmental 
Assessment Criteria

3) GBC: Green Building Criteria
4) 친환경건축설계인증제도(CEBD: Certificate of Environment-friendly 

Building Design)
5) GBRS: Green Building Rating System

육에 의한 환경교육의 파급효과를 중요시하고 있다(표 참

조). 

표 1. 국내외 학교시설 인증․평가 프로그램의 특징

프로그램구분 국가
평가범주 및 기준

비고♴ ♵ ♶ ♷ ♸
KGBCC 한국 ✚ ✖
SEAM 국
FEE Eco-School 유럽
Eco-School 일본 ✖ ✖
Green School 미국 ✚
∙범례: 
     ♳ 토지이용 및 교통
     ♴ 에너지 자원 및 환경부하
     ♵ 생태환경
     ♶ 실내환경
     ♷ 완공 후 유지․관리, 실무교육
     ♸ 교육과정의 연계 및 환경정책(School's Environmental Policy)
     : 채택, : 중점전략사항, ✚: 일부채택, ✖: 미채택
∙KGBCC: Korea Green Building Certificate Criteria
∙SEAM: School's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2.4 SEAM

SEAM(School's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1996)은 국의 교육부와 노동부 주관으로 작성되어 교

사․학생이 환경의 유해물질 저감을 통하여 보다 나은 교

육환경을 창출하여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SEAM은 23

개 평가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다(그림 SEAM 평가시트 참

조).  SEAM은 각 항목의 평가 배점에 차이를 두고 있으

며, 각각의 항목이 설계단계에 반 이 가능하도록 배려되었

고, 건물의 완공 후, 또는 기존건물의 경우 유지․관리 및 

관리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과 학교의 환경방침(School 

environmental policy)에 관한 항목이 개발되어 있다.  

SEAM은 일차적으로 항목별 획득 점수에 의한 시설등급을 

부여하며, 이차적으로는 학교의 환경지침과 시행계획을 개

발하도록 유도한다.  학교의 환경지침과 시행계획에는 학교

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며, 학교시설 뿐 아니라 환

경교육과 연계된 교과과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 SEAM의 학교시설 친환경 평가시트(SEAM, 1996.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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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시설의 생태학적 접근

3.1 학교시설의 정의

학교시설은 과거의 양적 공급에서 현재에는 질적만족 

뿐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해야하는 단계에 와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의 변화는 학교시설에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시설이 추구하는 

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의 엄 한 의미를 고찰

할 필요가 있다.  학교시설은 광의적 의미에서 교육의 기

능과 목적수행을 위하여 건축․설치된 일체를 의미하며,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물리

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으로 학교부지, 건물, 부대

설비, 교구 등 하드웨어적 인프라를 총칭한다6).

학교시설을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1967년부터 학교시

설․설비기준령의 적용을 받아 표준설계에 의한 학교가 

만들어져 왔으며, 1997년부터는 이의 폐지로 각 시도교육

청의 자율에 의하여 설계․건축이 이루지고 있다.  학교

시설의 전체적인 계획기준은 일반적으로 학습집단의 규

모, 교수학습방식, 교과별 교구 및 교재 등을 감안하여 구

성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 기준7)”의 적용을 받고 있다. 

3.2 학교시설의 분류 

학교시설은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시설은 교수․학습

역과 비교수․학습 역으로 구분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교수․학습 역에는 기본학습 역, 보조학습 역

으로 구분되며, 비교수․학습 역은 행정, 수납, 식당 등

의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

등학교의 시설은 일반교실, 특별교실, 학습지원시설, 교원

편의시설, 관리 및 위생시설, 공용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충남천안교육청, 2002).  이와 같은 초등학교 시설의 

분류체계는 교수․학습공간, 생활지원공간, 행정․관리공

간, 옥외활동공간, 지역 공동체(community) 활동공간 등

으로 구분되어 과거의 단순한 교수․학습공간의 범주에

서 교내의 다양한 활동과 교외의 커뮤티니를 포함하는 

고도의 복합적인 시설로서 하나의 생태적 시스템을 형성

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시설은 앞으

로 지역 공동체의 거점시설로서 균등한 교육여건을 수용

하며, 에코스쿨로서 환경친화적이며 생활의 장소로서 지

식기반사회의 역할을 담을 것이다.

6)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시설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

교시설이라는 물리적 환경은 교육효과, 수월성 확보 등 교육에 

미치는 향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지능력, 정서활동, 생활태도 

등에 많은 향을 미치는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규정한다.
7)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 규정(일부

개정 2001.10.31 대통령령 제17397호 교육인적자원부, 시행일 

2002.3.1)에서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 각급학

교설립운 규정으로 하고 시설, 설비기준, 교사, 교사용대지, 
체육장, 교지, 교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3 학교시설의 환경모형 

초등학교 시설은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의 학생들에

게 사회성을 고양하고 사회․문화․자연에 관한 가치관

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학교의 제

반 환경의 질이 학습의 효과와 교육의 성과에 지대한 역

할을 담당한다는 인식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랙크니

(Lackney)는 학습을 위한 학교시설의 물리적 환경평가에

서 학교시설의 환경변인(environmental variable)으로 물

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들고 이들 환경에 의한 교사

의 학습지도능력과 학생의 사회능력의 계발이 궁극적으

로 학생의 학습능력의 신장에 향관계가 있음을 구명(究

明)하 다(Lackney, 1996; 1999; Sanoff, 2000).  즉 환경

변인(environmental variable)과 교사․학생의 능력에는 

환경변인의 2차변인(intervene variable)으로 행동요인

(behavioral factor), 생리학적 요인(physiological factor), 

가치관(attitute factor)이 상호작용하여 교사․학생의 학

습능력이 작용하는 모형을 제시하 다(그림 3. 학교시설

과 교육효과의 연계 다이어그램 참조).  이 연구에서 물리

적 환경으로서 건물에 대한 평가와 교육의 충분성

(adequacy)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

경이 복합적으로 학교시설의 환경변인을 이끌며 2차 변인과

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학생의 학습능력신장과 연결됨을 밝

히고 있다.

그림 3. 학교시설과 교육효과의 연계 다이어그램

출처: Lackney, Jeffery A., "Assessing School Facilities for 
Leanrning/Assessing the Impact of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Educational Process", p.12, 1999. 재구성

물리적 환경

Physical Environment
사회적 환경

Social Environment

학생

사회적응능력계발

교사

학습지도능력

학생

학습능력신장

행동요인

Behavioral Factor
가치관

Attitudinal Factor
생리학적 요인

Physiological Factor

학교시설: 환경변인(Environmental Variables)

2차변인(Intervening Variables)

교육효과(Educational Outcomes)

학교시설과 교육효과의 연계모형(relationship model)에

서는 학생의 학습능력신장이 학교시설의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미치는 향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시설의 친환경 성능 평가에는 물리

적 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통합평가 방안이 필수

적이며, 학교시설의 사회적 환경 평가를 위한 항목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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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학교시설의 에코 디자인 평가항목

1) 학교시설의 평가의 사용자 조사

최근 학교시설 환경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교사․학생 

등 사용자의  요구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순으로 

열거하면, 물리적 쾌적감과 보건․위생, 교수․학습공간

의 적절성, 안전, 건물의 기능성, 조형․의장성, 사회적 상

호작용을 위한 장소성, 프라이버시(privacy) 등의 순서로 

조사되고 있다(충남천안교육청, 2002; 2003).  이와 같은 

조사의 결과에서 과거의 학교시설이 양적만족에 치중했다

면 현재는 웰빙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음의 [표 2] 은 학교시설에서 사용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요구하는 항목과 학생 역의 경우 학업성취도, 

사회성 고양과 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 교사의 역에

서 강의수행에 관련이 있는 항목을 순위별로 나타낸 것

이다.  이 관계에서 실내 쾌적감 및 보건․위생항목이 학

생의 학업성취도, 사회성 고양, 교사의 강의수행능률에 

접하게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 학생의 사회성 고양과 관련이 있는 항목은 시설안전, 

건물의 기능, 조형․의장 등의 항목으로 나타난다.

표 2. 학교시설 사용자의 요구 순위

요구

순위
항목구분

학생 교사 

강의수행
비고

학업성취도 사회성고양

1 쾌적감 및 보건․위생

2 교수․학습공간 적절성

3 안전

4 건물의 기능성

5 조형․의장성 ✖ ✖
6 사회적 장소 ✖ ✖
7 프라이버시 ✖ ✖
범례: : 강한 상관, : 중간, ✖: 무상관

2) 학교시설의 사회적 환경 평가항목 도출

학교시설 환경의 질적 수준과 교육효과의 상관성을 교

사․학생의 요구와 관련지을 때, 물리적 쾌적감 및 보

건․위생 항목에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교육적 효과

와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물리적 환

경의 수준이 교육효과와 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의 사회적 환경 평가항목을 도

출하기 위하여 SEAM의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초등학교 

교육분야에서는 교사, 교육청 시설담당자, 건축디자인 분

야에서는 건축계획전공의 교수, 건축사 등의 전문과와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일차적인 평가

항목을 도출하 고, 이차적으로 이들 평가항목을 토대로 

전문가의 심층적인 FGI를 수행하여 최종적인 평가항목으

로 정리되었다.

학교시설의 사회적 환경 평가항목을 설정함에 있어서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학교의 환경경  방침, 교

수․학습 역의 사회성, 지역 공동체를 위한 역으로 구

분하 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된 각각의 평가항목

과 세부평가내용은 [표 3]에서 학교시설의 사회적 환경평

가항목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학교시설의 사회적 환경 평가항목

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

의 의견을 거쳐 적절히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평가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항목은 필요에 따라 가중

치를 부여하여 배점의 절차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학교

시설의 사회적 환경 평가항목에서 추구하는 바는 일차적

으로 학교시설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이차적으로는 단위

학교의 친환경 운 을 유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표 3. 학교시설의 사회적 환경 평가항목

사회적 환경 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비고

학교의 환경경 방침 환경교육방침 ∙학교특성시설여건에 따른 환경교육방침 및 세부실행계획의 수립

친환경 시설운용시행계획 ∙친환경적 학교시설 운용을 위한 단기․중기․장기계획의 수립

친환경 교과과정의 운

∙학교시설에 적용된 대체에너지설비, 자연에너지 이용시설의 환경관련 교과
와 연계를 통한 학습 자료화 방안(그림 5, 6, 7. 참조)

  -태양광(Photovolatic) 발전설비, 태양열(Solar) 온수공급설비, 지열이용냉난
방시스템(Geo-thermal Heat-pump System)의 경우 설비의 운전, 계통, 출력
현황, 설비의 원리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계기판을 설치하여 교육효과 극
대화를 위한 학습 자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그림 7. 참조)

시설담당자의 환경교육
∙학교의 관리자와 교육청의 시설담당자의 정기적인 환경교육(training)의 실
시방안

교수․학습 역의 사회성 교수․학습 역의 다기능화 ∙용도별 학습공간의 다기능화에 의한 시설의 이용률 극대화 방안

실내외 사회적 친 역

∙학년별, 성장단계별 사회적 공간의 배려로 사회적 친 성의 고양

  -야외학습공간, 놀이공간, 휴식공간 등의 사회적 친 역화방안

  -홈베이스와 같은 공적이며 사적공간의 부여로 시설의 주체적 의식 고취
방안

  -교내 시설안전의 기준적용 및 외부인 출입통제 방안
생태적 공간조성 ∙교류․협동․소통을 위한 생태공간조성 방안(그림 4. 참조)

지역 공동체를 위한 역

지역공동체를 위한 생태적 공간

∙지역 공동체를 위한 거점시설을 담당할 수 있는 역부여

  -체육장, 체육관, 주차장, 미디어센터(media-center), 회의실, 식당, 옥외휴식
공간 등 학교시설의 지역주민활용 방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 ∙지역주민, 학부모 등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  방안

학교시설의 복합화 ∙교내 리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설의 복합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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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연구

4.1 사례연구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의 에코 디자인 평가방법에 의하

여 마련된 물리적․사회적 환경기준을 학교시설의 기본계

획단계에 적용함으로서 에코 디자인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례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의 사례연

구 대상학교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천안교육청 관할의 Y초

등학교로 2003년 9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기본계획이 수

행되었고 2004년 3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건설공정

이 진행중이며 건축개요 및 관련 도면은 다음과 같다.  

•천안 Y초등학교 건축개요
위 치 : 충남 천안시 와촌동 100-1번지 일원
지역지구 : 도시계획재정비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10,238.00

㎡

건축면적 :  2,954.00㎡

연 면 적 :  7,513.61㎡

건 폐 율 : 28.85%(법정  60% 이하)
용 적 률 : 73.38%(법정 250% 이하)
규 모 : 지상 4층
학습규모 : 24학급(840명 수용)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RC)+철골조(SRC)
주요설비 : 지열이용히프펌프시스템, 외기예열시스템(economiser)
외부마감 : 외단열 드라이비트, 16㎜복층유리

4.2 Y초등학교의 에코 디자인 평가

1) 물리적 환경

Y초등학교에 적용되는 물리적 환경은 공기환경, 열환

경, 음환경, 수질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학교보건법을 

비롯하여 제반 실내환경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며, 

냉난방 열원 시스템은 대체에너지인 지열이용히트펌프시

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는 한편 이러한 

시스템이 환경관련 교과의 학습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 다(사진 4, 5, 6, 7 참조).  토지의 이용 평가항목은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한 후 조성되었고, 교통부문은 일반

적으로 초등학교의 통학권이 학교중심 반경 0.4㎞ 임을 

감안할 때, 평가항목이 무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사회적 환경

학교시설의 사회적 환경 평가항목은 일차적으로 학교의 환경

교육 및 시설운 방침(Environmental Education &  Facilities 

Management Policy)과 환경교육시행계획(Environmental 

Education Action Plan)에 두며, 이차적으로는 학생의 사회성을 

고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 역의 사회적 역성 부여와 기능

을 복합화로 시설의 이용율을 높이며, 지역 공동체의 거점시설 

기능을 부여하여 체육장을 비롯하여 체육관, 주차장, 미디어센

터(Media-Center), 식당 등의 시설을 주민이용에 개방하여 복합

화하는 것이며 여기에 평생학습의 운  및 장소의 제공에 평가

의 특성을 부여하고자 하 다.  이와 같은 항목들의 특성을 

평가에 반 한 결과 천안의 Y초등학교는 SEAM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 을 때, 학교시설의 친환경성 초기평가등

급은 'Class A'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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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우수를 이용한 생태여울(천안 B초․중학교 사례)

그림 5. 비오톱에 설치된 사이펀 펌프(해외 초등학교 사례)

그림 6. 우수저장탱크의 조형적 활용(해외 초등학교 사례)

그림 7. 설비의 학습 자료화(해외 초등학교 사례)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의 에코디자인 평가에 친환경 

성능을 평가함에 있어서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고려가 필요함을 전제로 진행되었다.  이는 학교

시설이 교육을 제공하는 기능 뿐 아니라 성장기의 학생

들이 많은 시간을 지내며 학교시설의 특성상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학교시설자체가 학습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타의 시설과는 그 중요도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 1986).  또한 학교시설이 지역 공동

체(community)의 거점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학교시설에

는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에서는 환경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함으로서 환경보호와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 발생된 오염물질의 배출을 적적기준 이하로 조정하

는 등 친환경 건축물의 설계기준과 평가기준으로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물리적 환경

과 사회적 환경 사이에는 교육적 효과가 명백히 연관성

을 갖고 있으며 이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상호 

접한 관련을 갖고 행동요인, 가치관, 생리학적 요인이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능력이 어우러져 학생의 학습 성

취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Lackney, 1996).

본 연구의 고찰에서 얻어진 결과에서 국의 SEAM에

서는 기존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물리적 환경 측면이 고려되었을 뿐 아니라 여

기에는 건물의 완공 후 친환경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평가요소가 반 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한 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시설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도록 학교의 환경방침(school environmental policy)을 

중요시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따라서 학교시설의 친환

경 평가에는 위와 같은 학교시설의 특성을 반 하여 물

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학교시설의 에코 디자인 평가에 생태

적 요소를 반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

고자 한다.

첫째, 학교시설의 친환경 건축물 평가가 건축디자이너

와 건물 사용자에게 건물에 의한 에너지 효과 및 환경부

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완공 후 친환경 건

축물로 유지․관리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리적 환경기

준을 적용하여 일차적인 등급을 부여하는 한편, 사회적 

환경에 관한 항목을 반 한다.

둘째, 학교시설의 이차적인 친환경 건축물 평가에는 학

교당국의 환경방침(School Environmental Policy)을 설정

하고 실행지침(Action Guideline)을 마련하도록 하며, 여

기에는 학교 구성원 전체의 참여하여 환경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교과과정 연계방안

(Academic Development Plan)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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