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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ver the years, there have been many school construction projects resulting from the activation of the Build Transfer

Lease(BTL). Furthermore, due to the need for the qualitative expans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as well as the attempt

to fulfill social requirements and the need for eco-friendly learning environments, these projects have become a major

priority. As a result,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proper standard for school construction based on a certain level

of green certification that has been mandate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status of schools as relates to the

composition of the ecologic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These elements of eco-friendly school facilities are larger

tha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are directly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and educational effects on the students.

Looking at the overall results of this study, the areas of ecological environment outside school are found to be

inadequate. Therefore, this field needs to adopt more realistic goals, and focus on the areas where the most

improvemen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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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수년 동안 학교건축은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 등

의 신규 택지 공급과 더불어 BTL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수적으로 많은 공급이 이루어져 왔으며,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질적 요구의 확대, 친환경적인 교육환경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 또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학교건축의 친환경 수준에 대한

적정기준을 마련하게 되었고, 관련분야별로 일정수준의

친환경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의무화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학교시설들이 갖추어야 하는 친환경분야 중

에서 외부교육환경의 가장 큰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학

생들에게 친환경관련 교육적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초․중등학교의 생태환경 조성과 관련된 부분들

을 중심으로 학교들의 조성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학교시설을 공급하고자 하는 유관기

관들과 학교시설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야하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친환경건축물 달성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객관화된 평가 및 조사,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개선

점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초․중등학교

시설에 대한 계획자료, 인증평가자료, 현장조사 자료 등

을 바탕으로 하여 각 학교에 조성되어있는 생태환경시설

들의 수준과 조성내용들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

행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학교들의 지역적 범위는 서울

및 수도권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및

비교대상 학교들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친환경 건

축물 본인증을 획득한 23개 학교들을 대상1)으로 하였다.

이 결과 동 기간 중 친환경인증을 받은 초․중등학교

는 총 36개교로 이 중에서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학

교는 23개교이며, 초등학교가 14개교이고, 중학교가 9개

교로 파악되었다. 이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여 친환경 건

축물 인증 심사 9개 분야 중 한 분야인 “생태환경2)”부문

1) 2010년 현재 4개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관 중 한 곳인 크레

비즈 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학교시설들을 대상으로 함.

2) ‘생태환경’부문은 대지 내 녹지공간조성, 외부공간 및 건물외

피의 생태적 기능확보, 생물서식공간조성, 자연자원활용 부문

으로 이루어져 있다.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별표

1)“, 국토해양부령 제15호 2008.5.27제정(2010.7.1부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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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용적 범위로 하는 친환경 조성 수준에 대한 비교연

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현황 및 관련제도의 고찰

2.1 선행연구 현황

친환경 인증제도가 시작단계를 지나 점차 본격화단계

에 접어 들어감에 따라 관련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학교시설의 친환경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여러 관련 학회들을 통해 다양하게 발

표되고 있으며, 본 연구와 관련하여 파악된 대표적인 연

구문헌들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친환경인증학교의 생태 면적률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강은주, 2009.03)에서는 친환경인증학교의 생태환경

계획요소와 생태 면적률의 연계성을 고찰하고, 실태분석

을 통해 학교생태환경을 계획하는 기초자료의 제시와 이

를 통해 학교 생태환경의 가치를 고려한 생태 면적률 향

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학교시설의 친환경건축물인증 사례에 대한

평가결과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정지나외 3명, 2009.04)

에서는 친환경인증을 획득한 학교시설들을 대상으로 친

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항목별 득점비율 및 적용기술들

을 분석하고, 기준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수

한 친환경 적용기술을 분석하였다.

세 번째, “학교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의 필수반영

항목 선정에 관한 연구”(김용석외 3인, 2009.05)에서는 학

교시설에 대한 국내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비교하

고, 각 평가항목에 대한 인증기준별 요구수준 및 실제인

증현황을 분석하여 국내적용 필수 반영항목 선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 “학교시설 친환경건축인증 사례를 통한 수자

원 및 환경오염 평가항목 연구, 설비공학논문집”(곽문근

외 1명, 2009)에서는 수자원 부문과 환경오염 관련 인증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해

결을 위해 실제 인증을 받은 학교의 사례 중 수자원 및

환경오염평가항목 만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다섯 번째, “친환경학교시설의 유지관리 조사를 통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정지나

외 3인, 2010.06)에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배

경과 발전과정을 되짚어보고, 인증획득 학교시설들에 대

해 인증제도를 바탕으로 적용된 친환경기술의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기술 유지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 번째, “학교시설의 생태계획요소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강은주외 1인, 2010.07)에서는 친환경건축물인증학

교와 학교숲 시범학교 간의 생태환경 실태분석을 통하여

두 학교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학교의 현

실에 적합한 생태환경 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곱 번째, “공공성을 고려한 학교시설 공원화 사업과

외부공간 조성”(김승근외 1명, 2010.07)에서는 학교시설의

외부공간에 공공성이 고려된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해 조

사하였다.

여덟 번째, “학교시설 친환경건축물인증 사례를 통한

생태환경 평가항목 분석”(권영철외 1인, 2010)에서는 친환

경인증 학교시설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인증 항목 중 ‘생태

환경’부분의 설계, 시공현황을 파악한 후 우수하거나 미흡

한 평가 항목들을 분석함으로써 추후 친환경 학교시설

계획시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도 BTL사업으로 추진되어진 학교시설들에 대

해 연구의 초점을 맞춘 “BTL 신축학교 친환경인증 실태

분석”(하인철 외 1인, 2009)과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 건

축계획상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태문, 2010.06)등의 연구

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성들을 살

펴보면 친환경인증제도와 관련된 사례들의 조사 등과 더

불어 관련기준의 보완과 개선방안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분야와 관련하여

아직 연구역사가 짧으며, 최근에 활성화되기 시작한 분야

라는 특성상 이들 연구가 현실적 측면들을 올바로 반영

하고, 이 분야를 발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

한 현황분석들과 연구경험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2 관련제도의 고찰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와 1992년의 기후협

약과 같은 움직임들에 발맞추어 1999년부터 국토해양부

(당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친환경 인증 관련제도를

각각 마련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01년 12월 두 제도를

통합하게 되었다. 또한 2002년 1월 3개 기관을 인증기관

으로 지정함으로써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비로소 본

격화되기에 이르렀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

칙”이 국토해양부령 제15호로 2008년 5월에 제정 및 시행

되었다.

이후 2010년 7월부터 일부기준이 개정되어 시설들의

종류3)에 따라 세분화된 9개 분야4)에 대한 평가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 대상인 학교시설들의 경우도 이

때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의 세부내용들이 변경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은 학교시설들의 심사에 대한 신․구 기준의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생태환경 분야는 구 기준이

‘대지 내 녹지공간조성’, ‘생물서식 공간 조성’, ‘자연자원

활용’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었으며, 신 기준은 여기

에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확보’부분이 추

3)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

설,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되고 있다.

4)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

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내용들

은 시설의 종류별로 다르게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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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어 4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구기준) 세부평가기준(신기준)

구 분 배 점 구 분 배 점

대지 내
녹지공간
조성

연계된 녹지축
조성

조경 면적률
자연지반 녹지율
환경녹화기법적용

2점
4점
5점
4점

연계된 녹지축
조성

자연지반 녹지율

2점
2점

외부공간/
건물외피
생태적기
능

- - 생태 면적률 6점

생물서식
공간조성

수생 비오톱 조성
생태 학습원 조성

3점
2점

비오톱 조성
생태 학습원 조성

4점
2점

자연자원
의활용

표토 재활용율 1점 표토 재활용율 2점

합 계 (124점 만점) 21점 (100점 만점) 18점

표 1. 학교시설 생태환경 분야 인증심사기준의 변화

이 내용들의 세부적인 차이를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 대지 내 녹지공간 조성 기준

이 항목은 4개 항목으로 평가되던 기준이 2개 항목으

로 조정되었으며, 배점 또한 15점에서 4점으로 축소되었

다.

평 가 항 목 평가기준의 세부내용

연계된 녹지축
조성

대지 내에 조성된 녹지축의 길이와 대지 외
곽길이 합과의 비율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
하여 평가된 점수 및 조성된 대지 내 녹지
축이 대지 외부의 녹지와 연계되어 생태 축
으로서의 기능성 유무를 평가한 점수를 합
산하여 평가

조 경 면 적 률
법정 조경면적을 초과하는 면적 비율을 양
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신 기준에
서는 폐지되었다.

자연지반 녹지율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 녹지의
비율로 평가

생태환경 고려 환
경녹화기법 적용
여부

각 공법별로 적용면적 및 난이도 등을 감안
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배점에 반영하는 것
으로 신 기준에서는 폐지되었다.

표 2. 대지 내 녹지공간 조성 평가기준의 내용

2)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확보 기준

생태 면적률 기준은 신설된 기준이며, 배점은 6점이다.

세부평가기준은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

분하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면적의 비율로 평가한다.

3) 생물서식 공간조성 기준

이 기준은 구 기준의 수생 비오톱 기준(배점 3점)이

수생, 육생 비오톱을 평가하는 비오톱 조성기준(배점 4

점)으로 변경되었으며, 생태학습원 조성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비오톱

조성

구 기준은 수생 비오톱 조성부분이 평가되었으나 신

기준은 수생, 육생 비오톱 조성을 위해 채용된 기법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하도록 변경되었다.

생태학습

원 조성

대지 내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학습원을 조성한

경우에 대하여 평가한다.

표 3. 생물서식 공간조성 평가기준의 내용

4) 자연자원의 활용(표토 재활용) 기준

이 기준은 단지 자체의 표토를 식재지역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전체 표토량 대비 식재지반에 이용되는

재활용 표토량의 비율(%)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내용의 변화는 없었으나 평점이 1점에서 2점으로 변경되

었다.

3. 친환경 인증 초․중등학교 생태환경 현황비교

3.1 생태환경 조사분석 대상 학교별 물리적 환경

1) 초등학교 현황

조사된 14개 초등학교 중 택지개발지구 등에 신축 조

성된 학교가 11개교, 기존 학교부지에 다시 증축된 학교

가 2개교(DJ초, KD2초), 타 용도 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신축된 학교가 1개교(SJ초)로 조사되었고, 조성된 초등학

교들의 평균 부지면적은 약 12,400㎡로 파악되었다.

a) SS초 b) SB초 c) DI초 d) WG초 e) DJ초

f) KD2초 g) SD초 h) WS초 i) KC초 j) SY초

k) PR초 l) DY초 m) MR2초 n) SJ초

그림 1. 초등학교별 조성 현황(조감도)

2) 중학교 현황

조사된 9개교 중 신규개발지에 조성된 학교가 8개교,

기존학교를 개축한 학교가 1개교(CH중)로 조사되었고,

중학교들의 평균 부지면적은 약 14,000㎡로 파악되었다.

a) CH중 b) IW중 c) DI중 d) SK중 e) SD중

f) PMD중 g) PS중 h) WW중 i) BS중

그림 2. 중학교별 조성 현황(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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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생태환경 분야별 친환경 조성수준의 비교

1) 연계된 녹지축 조성

대지내부의 연속된 녹지축 조성과 대지외부 녹지와의

연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배점은 2점(대지내부평가: 1점,

외부녹지 연계성 평가: 1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지내부평가’는 대지외곽길이에 대한 조성 녹지축 길

이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최소 0.25～최대 1.0까지 부

여하며, ‘외부녹지 연계성 평가’는 녹지축이 비오톱과 8m

이상 생태통로와 연결시 가중치 1.0점을 부여하고, 4m이

상 연결시 0.5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녹지축의 인정범위

는 최소 폭 4m 이상, 다층식재 및 양질의 토양 생육환경

(식생, 지형, 수자원 등)으로 조성되어 생물서식과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된 녹지공간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6개 학교가 점수를 획득하

였다. 조성이 양호한 학교로는 SD초, PR초, WW중이 1

급 판정을 받음으로써 1점을 획득하였고, SB초, SD중이

2급으로 0.75점을 획득하였다.

부여

점수

획 득 점 수
평균

SS초 SB초 DI초 WG초 DJ초 KD2초 SD초 WS초

2

0 0.75 0 0 0 0 1 0

0.22

KC초 SY초 PR초 DY초 MR2초 SG초 CH중 IW중

0 0.5 1 0 0 0 0 0

DI중 SK중 SD중 PMD중 PS중 WW중 BS중

0 0 0.75 0 0 1 0

표 4. 연계된 녹지축의 조성부문 평가 결과 비교

2) 조경 면적률

건축법에 규정된 의무 조경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해

백분율로 산정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계산식은 Y=1+

(X-10)/5 (Y: 평점, X: 법정면적 초과율(%))로 나타낸다.

이 경우 법에 규정된 기준보다 10% 이상 초과하여 조

성한 경우에 점수를 부여(법정면적 초과율이 25%이상일

때: 최대 4점)한다.

이 부문에 대한 23개교의 현황비교에서는 1개교가 만

점을 획득하였고, 평가기준에 미달하여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학교가 13개교로 나타났다. 만점을 받은 DI중의 경

우 법정면적 초과율이 25.18%로서 평점 4.03을 받아 만점

인 4점을 획득하였고, 그 뒤를 이어 SD중이 24.95%로

3.98점, SD초가 23.47%로 3.69점, IW중이 22.33%로 3.46

점을 받아 조경 면적률 부문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부여

점수

획 득 점 수
평균

SS초 SB초 DI초 WG초 DJ초 KD2초 SD초 WS초

4

3.11 3.07 3.17 0 0 0 3.69 0

1.34

KC초 SY초 PR초 DY초 MR2초 SG초 CH중 IW중

1.86 0 0 0 1.97 2.5 0 3.46

DI중 SK중 SD중 PMD중 PS중 WW중 BS중

4 0 3.98 0 0 0 0

표 5. 조경면적률 부문의 평가결과 비교

3) 자연지반 녹지율

자연지반에 조성된 녹지면적의 합을 대지면적으로 나

누어 구하며, 산식은 Y=1+(X-12)/3(Y:평점, X:자연지반

녹지율(%))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지반 녹지를

대지면적의 12% 이상 조성시 점수를 부여하며, 대지면적

의 24% 이상 조성시 최대 5점이다.(신 기준은 최대 2점)

다음의 그림 3.은 파악된 학교별 자연지반 녹지율 현황

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학교별 자연지반 녹지율의 비교

조사결과 23개교 중 3개교가 만점인 5점을 획득하였고,

나머지 학교가 최저 1.19점에서 4.42점까지를 획득한 것

으로 나타났다. 만점을 받은 3개 학교의 경우 IW중이 자

연지반 녹지율 29.82%, DI중이 25.18%, SD중이 24.82%

로 만점을 획득하였고, SD초가 4.42점, DJ초가 4.32점을

받아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부여

점수

획 득 점 수
평균

SS초 SB초 DI초 WG초 DJ초 KD2초 SD초 WS초

5

3.71 3.68 3.8 0.47 4.32 2 4.42 1.83

3.07

KC초 SY초 PR초 DY초 MR2초 SG초 CH중 IW중

3.79 1.87 2.92 1.57 3.03 3.64 2.46 5

DI중 SK중 SD중 PMD중 PS중 WW중 BS중

5 1.61 5 1.89 1.55 3.32 3.02

표 6. 자연지반 녹지율 부문의 평가결과 비교

4) 환경녹화기법 적용

인공지반 녹화: 2점 + 입면녹화: 2점(벽면․가로․옹벽

녹화)으로 4점이 만점이다. 인공지반 녹화는 옥상 또는

지붕면적의 10%이상 조성시, 벽면녹화는 지면에 접한 둘

레길이의 10%이상, 가로녹화는 주 가로변 길이의 50%이

상을 연속 식재면으로 조성시, 옹벽녹화는 지면에 접한

둘레길이의 50%이상을 조성한 경우에 점수를 부여한다.

이 부문에서 점수를 획득한 학교는 16개교이며, 그 중

1개교가 만점인 4점을 획득하였고, 7개교의 경우 점수를

받지 못했다. 만점을 받은 PMD중의 경우 옥상녹화 면적

률 14.65%, 입면녹화 면적률 80.61%, 옹벽녹화 조성률이

64.56%이었고, DJ초는 옥상녹화 10.19%, 가로녹화 92.48

%를 획득하였으며, KD2초의 경우 옥상녹화 11.20%, 옹

벽녹화 57.05%로 3점의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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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점수

획 득 점 수
평균

SS초 SB초 DI초 WG초 DJ초 KD2초 SD초 WS초

4

1 1 0 0 3 3 0 2

1.39

KC초 SY초 PR초 DY초 MR2초 SG초 CH중 IW중

0 2 2 2 2 2 1 2

DI중 SK중 SD중 PMD중 PS중 WW중 BS중

0 2 0 4 1 2 0

표 7. 환경녹화기법 적용 부문의 평가결과 비교

a) DJ초 b) GD2초 c) PMD중

그림 4. 환경녹화기법 적용(옥상녹화)이 양호한 사례

5) 수생 비오톱 조성

조성면적 2점 + 조성기법 1점으로 3점이 만점이며, 최

소면적은 50㎡이다.

이 부문에서 점수를 획득한 학교는 17개교이며, 그중 1

개교가 만점을 획득하였고, 6개교의 경우 점수를 획득하

지 못하였다. 만점을 받은 DY초의 경우 자연지반 상부

조성비 평점이 2.16점(최대2점), 식재계획, 단면구조(우수,

바닥처리, 호안처리) 1점으로 3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SD

초는 자연지반 상부 조성비가 1.79점, 우수이용 0.2점, 식

재계획 0.4점, 단면구조 0.4점으로 2.79점을 획득하였고,

DI중은 자연지반 상부 조성비 1.51점, 우수이용 0.2점, 식

재계획 0.4점, 단면구조 0.4점으로 2.51점을 획득하여 비

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부여

점수

획 득 점 수
평균

SS초 SB초 DI초 WG초 DJ초 KD2초 SD초 WS초

3

2.22 2.2 2.33 2.12 0 1.66 2.79 1.62

1.53

KC초 SY초 PR초 DY초 MR2초 SG초 CH중 IW중

1.52 0 0 3 0 2.16 1.74 0

DI중 SK중 SD중 PMD중 PS중 WW중 BS중

2.51 1.78 1.97 1.66 1.84 0 2.08

표 8. 수생 비오톱 조성 부문의 평가결과 비교

a) SD초 b) DY초 c) DI중

그림 5. 수생 비오톱 조성이 양호한 사례

7) 생태학습원 조성

계획부지 내에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학습원을

조성한 경우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배점은 2점(가산항

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출기준을 보면 평점=(가중

치)×(배점)으로 부지 내 50㎡이상의 생태학습원을 조성한

경우 1급에 가중치 1.0점을 부여하고, 부지 내 30㎡이상

의 생태학습원을 조성한 경우 2급으로 가중치 0.5점을 부

여한다.

이 부문에서는 5개교를 제외한 18개교가 2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부여

점수

획 득 점 수
평균

SS초 SB초 DI초 WG초 DJ초 KD2초 SD초 WS초

2

2 2 2 2 2 2 2 2

1.57

KC초 SY초 PR초 DY초 MR2초 SG초 CH중 IW중

2 2 2 2 0 0 2 2

DI중 SK중 SD중 PMD중 PS중 WW중 BS중

0 2 0 2 2 2 0

표 9. 생태학습원 조성 부문의 평가결과 비교

a) SS초 b) SB초 c) WG초 d) PMD중

그림 6. 생태학습원 조성이 양호한 학교들의 예

8) 표토 재활용율

단지 자체의 표토를 식재지역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

당되며, 전체 표토량 대비 식재지반에 이용되는 재활용

표토량의 비율(%)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하지만 표토 재활용 부문이 가지는 생태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인증평가 대상이었던 학교들 중에는 이 항목의

점수를 받은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3 신 기준 적용시의 생태환경시설 평가결과 변화

앞의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시설 생태기준의

일부가 2010년 7월부터 변경되어 신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조성되어있는 학교들의 생태환경시설

들에 대해 이러한 신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파악해보기 위하여 이 부문을 신 기준에

맞추어 재 산정해보고자 하였다.

1) 대지 내 녹지공간 조성

이 부문은 구 기준에서 ‘연계된 녹지축 조성’, ‘조경 면

적률’, ‘자연지반 녹지율’, ‘환경녹화기법 적용’의 4분야 15

점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신 기준은 ‘연계된 녹지축 조

성’부문과 ‘자연지반 녹지율’부문의 2분야 4점으로 변경되

었고, 일부 부문은 ‘생태 면적률’분야로 흡수되었다.

우선, ‘연계된 녹지축 조성’분야는 수치상의 변화는 없

었으며, 다음으로, ‘자연지반 녹지율’분야는 구 기준에서

최소한 자연지반 녹지를 대지 면적의 12% 이상 조성한

경우에 점수를 부여하고, ‘자연지반 녹지율’이 대지면적의

24% 이상일 때 최대 5점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신 기준의 경우는 다음의 표 10.에서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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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와 같이 자연지반 녹지의 등급을 4단계로 나누어

가중치를 부여하고, 평가점수는 최대 2점으로 대폭 축소

되었다.

구분 자연지반 녹지율 가중치 배점 평점

1급 자연지반 녹지율 25%이상 1.0 2 2

2급 자연지반 녹지율 20%이상~25%미만 0.75 2 1.5

3급 자연지반 녹지율 15%이상~20%미만 0.5 2 1

4급 자연지반 녹지율 10%이상~15%미만 0.25 2 0.5

표 10. 자연지반 녹지율의 산출기준 및 평점

위의 표 10.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준과 학교별 자연지반

녹지율에 따라 평가한 결과는 다음의 표 11.와 같다. 이

결과는 앞의 표 6.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구 기

준에서 5점 만점을 받은 학교가 IW중, DI중, SD중 등 3

개교였으나 신 기준 평가시 IW중과 DI중만이 만점인 2점

을 받고, SD중은 1.5점으로 하락하는 등 평가결과의 차이

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여

점수

획 득 점 수
평균

SS초 SB초 DI초 WG초 DJ초 KD2초 SD초 WS초

2

1.5 1.5 1.5 0.5 1.5 1 1.5 0.5

1.1

KC초 SY초 PR초 DY초 MR2초 SG초 CH중 IW중

1.5 0.5 1 0.5 1 1 1 2

DI중 SK중 SD중 PMD중 PS중 WW중 BS중

2 0.5 1.5 0.5 0.5 1 1

표 11. 자연지반 녹지율 부문 평가결과(신기준 적용시)

2) 생태 면적률

생태 면적률은 신 기준에서 새로 도입된 평가부문이며,

이 부문의 산출기준은 ∑(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전체대지

면적×100(%)으로 평점은 생태 면적률에 따른 가중치에 배

점 6점을 곱하여 부여한다.

구분 생태 면적률 가중치 배점 평점

1급 생태 면적률 50%이상 1.0 6 6

2급 생태 면적률 40%이상~50% 미만 0.75 6 4.5

3급 생태 면적률 30%이상~40% 미만 0.5 6 3

4급 생태 면적률 25%이상~30% 미만 0.25 6 1.5

표 12. 생태 면적률 산출기준 및 평점

생태 면적률의 평가결과 3개교만이 평가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나머지 20개교의 경우 평점

을 부여할 수 있는 생태 면적률이 기준이하로 나타났다.

3개교의 경우 IW중이 생태 면적률 31%로 평점 3점을,

DI중과 SD중은 25%로 평점 1.5점을 획득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러한 평가결과의 주된 요인은 자연지반 녹지의 면적

이 생태 면적률 기준을 충족시킬 정도로 조성되고 있지

못하여 발생된 결과로 파악되었다.

3) 생물 서식공간 조성 및 자연자원 활용분야

‘생물 서식공간 조성’부문은 기존의 ‘수생 비오톱 조성’

부문(3점)이 ‘비오톱 조성’(4점)으로 변경되었으며, ‘생태

학습원 조성’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자연자원

활용분야인 ‘표토 재활용’기준은 배점이 1점에서 2점으로

변경되었을 뿐 내용의 변화는 없었다.

‘비오톱 조성’부문의 기준은 기존 구 기준이 ‘수생 비오

톱’만의 조성수준을 평가하는 것이었다면 신 기준의 경우

수생, 육생 비오톱 전반에 걸친 조성기법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세분화되어 평가되는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신 기준을 평가대상 학교들에 적용시켜 본 결

과 구 기준의 수생 비오톱 기준이 최소면적 50㎡로 되어

있었으나 신 기준의 최소면적이 90㎡로 상향되어 신 기

준으로 평가시 SD초, DY초, DI중 3개교만이 수생 비오

톱 최소면적기준 90㎡를 충족(SD초: 124.54㎡, DY초:

113.11㎡, DI중: 94.98㎡)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생태환경 시설의 조성수준 비교 및 종합평가

4.1 생태환경 분야별 비교 종합

1) 생태환경 조성 부문별 평가결과

지금까지 분석된 결과를 종합해보면 23개교의 비교에

서 첫 번째, ‘연계된 녹지축 조성’ 부문의 경우 6개 학교

에서만 평점을 획득하였다.

두 번째, ‘조경 면적률’부문에서는 만점을 획득한 1개

학교를 포함하여 4개 학교가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나 점

수를 획득하지 못한 학교도 13개교로 나타났다.

세 번째, ‘자연지반 녹지율’부문에서는 3개교가 만점인

5점을 획득한 것을 포함하여 5개 학교가 4점대 이상의

양호한 평가결과를 보여주었고, 나머지 학교가 최저 1.19

점에서 3.8점까지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환경녹화기법 적용’부문에서 점수를 획득한

학교는 16개교이며, 그 중 1개교가 만점인 4점을 획득하

였고, 3점이 2개교, 점수를 받지 못한 학교도 7개교에 이

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 번째, ‘수생 비오톱 조성’부문에서는 점수를 획득

한 학교가 17개교였고, 그중 1개교가 만점을 획득하였으

며, 6개교의 경우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여섯 번째, ‘생태 학습원 조성’부문에서는 5개교를 제외

한 18개교가 2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일곱 번째, ‘표토 재활용율’부문에서는 인증평가 대상이

었던 학교들 중에 이 항목의 점수를 받은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신 기준 적용시 평가결과의 변화

신 기준을 평가대상 학교들에 적용시켜본 결과 ‘연계된

녹지축 조성’부문과 ‘생태 학습원 조성’부문, 그리고 ‘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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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율’ 부문은 결과에 변화가 없었으나 기준이 변경된

‘자연지반 녹지율’, ‘생태 면적률’, ‘비오톱 조성’부문은 구

기준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우선, ‘자연지반 녹지율’ 부문의 경우 신 기준 적용시

구 기준에서 5점 만점을 받은 학교가 3개교였으나 신 기

준 평가시 2개교만이 만점인 2점을 받는 등 평가결과에

서 학교별로 일부 차이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생태 면적률’ 부문의 경우 전체 23개교 중

3개 학교(IW중, DI중, SD중)만이 평점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세 번째로, ‘비오톱 조성’ 부문의 경우 신 기준으로 평

가시 전체학교 중 3개 학교(SD초, DY초, DI중)만이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2 학교별 생태환경 평가결과 종합비교

학교시설의 인증에서 생태환경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124점(평가항목 100점, 가산항목 24점)중 24점(평가

21점, 가산3점)으로 되어있으며, 각 분야별, 초․중등학교

별 획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연 계
녹지축

조 경
면적률

자연지반
녹 지 율

환경녹
화기법

수 생
비오톱

생 태
학습원

표 토
재활용

계

부여점수 2 4 5 4 3 2 1 21

SS초 0 3.11 3.71 1 2.22 2 0 12.04

SB초 0.75 3.07 3.68 1 2.2 2 0 12.7

DI초 0 3.17 3.8 0 2.33 2 0 11.3

WG초 0 0 0.47 0 2.12 2 0 4.59

DJ초 0 0 4.32 3 0 2 0 9.32

KD2초 0 0 2 3 1.66 2 0 8.66

SD초 1 3.69 4.42 0 2.79 2 0 13.9

WS초 0 0 1.83 2 1.62 2 0 7.45

KC초 0 1.86 3.79 0 1.52 2 0 9.17

SY초 0.5 0 1.87 2 0 2 0 6.37

PR초 1 0 2.92 2 0 2 0 7.92

DY초 0 0 1.57 2 3 2 0 8.57

MR2초 0 1.97 3.03 2 0 0 0 7

SG초 0 2.5 3.64 2 2.16 0 0 10.3

평균점수 0.23 1.38 2.90 1.43 1.54 1.71 0 9.24

획득비율 11.5% 34.5% 58% 35.75% 51.33% 85.5% 0% 44%

표 13. 초등학교의 생태환경 평가결과

구 분
연 계
녹지축

조 경
면적률

자연지반
녹지율

환경녹
화기법

수 생
비오톱

생 태
학습원

표 토
재활용

계

부여점수 2 4 5 4 3 2 1 21

CH중 0 0 2.46 1 1.74 2 0 7.2

DI중 0 4 5 0 2.51 0 0 11.51

IW중 0 3.46 5 2 0 2 0 12.46

SK중 0 0 1.61 2 1.78 2 0 7.39

SD중 0.75 3.98 5 0 1.97 0 0 11.7

PMD중 0 0 1.89 4 1.66 2 0 9.55

PS중 0 0 1.55 1 1.84 2 0 6.39

WW중 1 0 3.32 2 0 2 0 8.32

BS중 0 0 3.02 0 2.08 0 0 5.1

평균점수 0.19 1.27 3.20 1.33 1.51 1.33 0 8.85

획득비율 9.5% 31.75% 64% 33.25% 50.33% 66.5% 0% 42.12%

표 14. 중학교의 생태환경평가결과

위의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60%이상의 계

획수준을 보여주는 부분들은 초등학교의 경우 생태학습

원에서, 중학교의 경우 자연지반 녹지율, 생태학습원 부

문에서 나타나고 있고, 초․중학교 모두 연계녹지축, 조

경 면적률, 환경녹화기법 부분은 계획수준이 미흡하였으

며, 표토 재활용 부분은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변경된 신 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1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표에서 구 기준 평가결

과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생태 면적률’과 ‘비

오톱 조성’ 부문으로 우선, ‘생태 면적률’의 경우 최소한

25%이상(4급)요구되고 있으나 초등학교들의 경우 모두

이 수준에 미달이었고, 중학교의 경우 3개교만이 겨우 최

소치를 넘기는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비오톱 조성’ 부문의 경우 구 기준이 ‘수생

비오톱’부문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어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계획이 되고 있었으나 신 기준에서 ‘수생 비오톱’의 최소

면적기준을 50㎡에서 90㎡로 상향시킴으로써 초등학교의

경우 2개교, 중학교의 경우 1개교만이 평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연 계
녹지축

자연지반
녹 지 율

생 태
면적률

비오톱
조 성

생 태
학습원

표 토
재활용

계

부여점수 2 2 6 4 2 2 18

초등

학교

평균점수 0.23 1.07 0 0.14 1.71 0 3.15

획득비율 11.5% 53.5% 0% 3.5% 85.5% 0% 17.5%

중

학교

평균점수 0.19 1.11 0.67 0.11 1.33 0 3.41

획득비율 9.5% 55.5% 11.17% 2.75% 66.5% 0% 18.94%

표 15. 신기준 적용시 생태환경 평가결과 종합비교

신 기준에 의한 결과는 학교조성 초기의 계획단계에서

부터 고려되지 않은 결과이므로 구 기준의 결과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관련

기준의 개정이나 조성될 학교시설들을 계획하는 데 있어

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교들의 생태환경조성 평가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바는 현재 학교시설들에서 다른 친환경

분야의 수준 확보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비해 생

태환경조성 분야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 부분에

서 많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상의 각 학교

별 생태환경시설 조성에 대한 분야별 평가수준과 학교별

평가의 결과들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지금까지 비교대상으로 분석된 학교시설들은 친

환경건축물 인증에서 100점(가산점 24점) 만점에 총점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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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백분율 환산시 52.42%) 이상인 ‘우수’인증을 획득한 학

교들임에도 불구하고, 생태환경 분야의 수준은 백분율 환

산시 초등학교의 경우 약 44%, 중학교의 경우 약 42.12%

로 전체분야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이것은 관련시설 조성의 어려움과 그에 따르는 비용부

담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으로 보여 진다.

구 분
연 계
녹지축

조 경
면적률

자연지반
녹지율

환경녹
화기법

수 생
비오톱

생 태
학습원

표 토
재활용

계

부여점수 2 4 5 4 3 2 1 21

초등

학교

평균점수 0.23 1.38 2.90 1.43 1.54 1.71 0 9.24

획득비율 11.5% 34.5% 58% 35.75% 51.33% 85.5% 0% 44%

중

학교

평균점수 0.19 1.27 3.20 1.33 1.51 1.33 0 8.85

획득비율 9.5% 31.75% 64% 33.25% 50.33% 66.5% 0% 42.12%

표 16. 학교별 생태환경 평가결과 종합

두 번째, 세부결과에서는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히 두 부문에서 조성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우선, ‘연계 녹지축’ 부문이 평가 기준

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다음으로 ‘표토 재활용’ 부문은

친환경 개념상 요구되는 수준과 현실과의 괴리가 가장

큰 부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 기준 결과 신 기준 결과

구 분 계 구 분 계

부여점수 21 부여점수 18

초등

학교

평균점수 9.24 평균점수 3.15

획득비율 44.0% 획득비율 17.5%

중

학교

평균점수 8.85 평균점수 3.41

획득비율 42.12% 획득비율 18.94%

표 17. 신․구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비교종합

세 번째, 구 기준의 결과를 신 기준과 비교해보면 신

기준 평가결과가 구 기준에 비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준변경에 따라 현재

조성된 학교들보다 앞으로 조성되는 학교들의 조성 기준

이 상당히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생태환경 분야가 적정 조성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조성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이며, 미흡한 세부 분야들은 좀 더 현실적인 적용방

법의 모색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시설의 생태환경 조성분야가 ‘학교숲 조성운동’, ‘학교

시설 공원화 사업’ 등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문이

되고 있음을 볼 때 우선, BTL사업에 의한 학교시설 발주

시 생태환경 조성수준에 대한 기본지침의 마련이 필요하

며, 또한 학교의 생태환경 조성과 관련된 교육청, 산림청

등 유관 기관 간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학교의 “생태환

경”조성 수준에 대한 적정기준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객관화된 평가 및 조사, 분

석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대다수 조사대상 학교들이 3

월 개교에 따른 시설 조성으로 인해 생태환경시설들이

완전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황인 초봄이전에 현장

조사가 실시됨으로써 양호한 평가를 받은 학교시설들의

조성현황을 자세히 지문에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 아쉬

운 부분으로 남았다. 또한 현재 구 기준을 개선한 신기준

이 적용되고 있으나 신 기준 적용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

신 기준에 의해 조성된 완료사례가 없어 구 기준으로 평

가된 학교들에 신 기준을 대입하여 비교해본 점은 이 연

구가 가진 어느 정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들은 관련사례들의 축적과 더불어 차후 보다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계속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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