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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연구는 문헌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교육과 경

에 가지고 온 변화에 해 살펴본 연구이다.공간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향은

지 하지만 부분의 학교는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의 운동장,일자형 복

도,네모난 교실과 창문,무채색 건물 등 비슷한 모습의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으

로 구성되어 학생과 교사가 머물고 싶은 공간이 아닌 떠나고 싶은 공간이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교 공간 개선을 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하나는 문화체육 부에서 주최한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이다.이 연

구에서는 2009년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에 참여한 희망 학교를 상

으로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가 학교 교육과 경 에 가지고 오는 변화에 해

살펴보았다.

첫 번째,연구에서는 희망 학교에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을 통해 이

루어진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는 문 디자이 가 학교 공간을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 디자

이 가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과 함께 해당 공간에 해 의견을 수렴

하고 어떠한 디자인으로 수정해야 할지에 해 단계 인 과정을 공유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여기서 디자이 와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디자인한 과정은 1)‘문화

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지원 결정 사업 신청서 작성 단계,2)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결정 시행 비 단계,3)‘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시행 단계,4)‘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종료 평가 단계로 나타났다.

두 번째,연구에서는 학교 공간 디자인이 희망 학교의 교육과 경 에

가져온 변화를 확인하 다.구체 으로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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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온 변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첫째,교육활동의 변화

로는 학교 교육 내용이 다양한 “활동” 심 교육 로그램이 활성화 되

는 변화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 교육”이 진되었다.

한 교수-학습 품질의 변화가 있었는데,해오름실의 밝은 분 기, 정한

규모와 테크놀로지가 갖추어진 공간으로 기존에 비해 풍성한 교육이 이

루어지는 변화가 있었다.

둘째,학교 구성원의 변화로는 학생과 교사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

보았다.학생에게 나타난 변화 심리 변화는 불쾌한 공간에서 기분

좋은 공간으로의 변화,푸른색을 입은 운동장과 다양한 운동을 한 공

간으로 인한 “흥미 유발”,아름다운 학교에 한 자부심으로 나타났다.

행동 변화는 아름답고 깨끗한 공간을 “아끼는 자세”형성과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한 “집 ”의 변화로 나타났다. 술

변화로는 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동아리 공간 추구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 추구로 나타났다.

교사에게 나타난 변화 행동 변화로는 다양한 “활동” 심 수업의

가능성,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로 인한 “힘든”청도지도에서 “쉬운”청소

지도,“소통”을 통한 교사들의 문성 신장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술

변화로는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공간의 추구와 테크놀

로지와 학습 도구가 갖추어진 아름다운 교실의 추구로 나타났다.

셋 째,학교 분 기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딱딱한 학교”에서 “편안

한 학교”의 학교 분 기의 변화와 “내 아이를 보내기 싫은 학교”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행복한 학교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경 에 가지고 온 변화로는 학교 경 의

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학교 경

경 목표 측면에서는 학생인성 교육을 한 노력의 강화,교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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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통한 력,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 지원을 한 학교 경 목

표의 변화가 나타났다.교원 인사활동 측면에서는 “행복”과 “감동”을 지

향하는 교사 교육활동으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교육과 경 에 가지고 온 변화

는 학교 공간이 학교 변화 요인 외부 환경요인의 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는 것에 기여한다. 한 학교 공간은 ‘공간 사용자 경험 디자인(SpatialUser

eXperienceDesign)’방법으로 디자인될 때에 단 학교 차원의 필요성을 반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주요어:학교 공간 디자인,학교 교육,학교 경 ,학교 변화,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 번:2013-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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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최근 학교 경 에 한 술 속성이 학교의 요한 요소로 발견되면

서(최 진,2014)학교 공간 디자인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신나민,

2010).“인간은 건축을 만들지만,다시 그 건축이 우리를 만든다(We

shapeourbuildings,andafterwardsourbuildingsshapeus)”라고

1960년 스턴 처칠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공간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지 한 향을 미친다.이와 같은 흐름 속

에서 학교 공간은 교사,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이 장시간 거주하

는 생활공간(신나민,2010)그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사는 사람은 어도 보통 등학교 6년, 학교

3년,고등학교 3년에 이르기까지 12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잠시

들 다가 떠나는 공간이 아닌 구성원들이 생활하는 삶의 공간이다.어른

들은 사무실이나 집 등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애착을 가지며 아름

답게 꾸민다.이러한 행동은 사람은 공간속에 살면서 공간에 의해 향

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며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공간에 머물고 싶

어 하는 기본 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경인,2014).하지만

어른들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공간에 한 심보다는 자녀들의 성

에 심을 더 많이 갖는다.이는 학교를 학생과 교사가 주거하는 생활

공간으로 인식하기보다는,교사는 효율 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의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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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우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강기수,김정호,2013).

지 까지 교육 문가들이 학교의 외 공간을 요하게 생각하고 있

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 인 상은,바로 국의 획일 인 학교

건축 모습이다.우리는 ‘학교’라는 공간이라고 하면 , ,고등학교 구

분 없이 유사한 형태의 건물과 구조를 떠올린다.일반 으로 학교 가운

데는 운동장을 심으로 직사각형의 본 건물이 있고,학교 내부 모습

은 일자형 복도,네모난 교실,네모난 창문,흰 벽으로 모든 학교가 동일

하다. 같은 교실이지만 다른 활동이 일어나는 일반교실과 특별교실간

의 큰 구조 차이도 없는 모습이 바로 국 으로 획일 인 학교 공간

디자인의 모습이다.공간이 시 ,사회의 문화와 성격을 고스란히 반 하

는 것이라면 (강기수,김정호,2013),학교 공간은 재의 시 와 사회를

반 하고 있는 공간이라 보기 어렵다.이로 인해,학생들과 교사들이 사

는 생활 환경은 변하 음에도 불구하고,학교는 모습 그 로 유지

되면서 학생과 교사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이 아닌,빨리 떠나고

싶은 공간이 되었다(김경인,2014).

이와 같은 학교 공간 디자인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국내외 학교

공간 개선에 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으로 우리나라에서

는 문화체육 부에서 주최하는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이 있

다.이 사업은 국 으로 학교에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이 ‘가

고 싶은 학교’,‘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을 비롯하여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를 꾀한 한 학교를 사례로 하여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

가 학교 교육과 경 에 가져오는 변화를 분석함으로써,학교 공간 디자

인 자체가 발휘하는 힘과 학교 공간 디자인이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의 경험에 향을 주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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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 은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의 교육과 경 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이를 해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

업에 참여한 희망 학교를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구체 인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을 통한 희망 학교의 공간 디

자인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의 특징은 학교 공간이 변화하 다는

결과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문 디자이 가 공간을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라,이들 디자이 가 학생,교사,학부모 등의 학교 구성원과 함

께 해당 공간에 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떠한 디자인으로 수정해야 할지

에 해 단계 으로 과정을 공유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따라서 첫 번

째 연구 문제에서는 희망 학교에서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을

통해 학교 공간의 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둘째,‘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을 비롯한 희망 학교의 공간

디자인의 변화가 학교 교육과 경 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가?

희망 학교는 2009년에 시행된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으로

해오름실을 디자인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화장실과 운동장 등의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개선하 다.이에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2009년부

터 2014년까지 희망 학교에 일어난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가 학교 교

육과 경 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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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론 배경

1.학교 공간 디자인

가.공간의 개념

이 연구에서는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의 교육과 경 에 가져온 변화

를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해서는 학교 공간 디자인,학교 공간 디자인

의 변화에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이를 논하기에 앞서 ‘공

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공간이라는 말을 사용 할 때,흔히 미터와 센티미터

로 측량 가능한 3차원의 수학 공간을 생각한다.이것은 우리가 학교에

서 배운 공간이고 실제 살아가면서 측량 가능한 공간에서 무엇인가를 가

늠할 때마다 기 으로 삼는 공간이다(Bollnow,2011;재인용).이와 같은

물리 ·수학 인 공간 개념은 라톤(Platōn)이 설명하는 공간의 개념과

도 일맥상통하다. 라톤은 공간을 상과 상 없는 무한한 균질 공간으

로 보았으며,공간을 거리,면 으로 기술할 수 있는 기하학 인 공간으

로 정의하 다(최만,2009).하지만 이와는 다른 에서 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강기수·김정호,2013).볼노(Bollnow)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간에 한 개념과 다른 에서 ‘체험 공간’이

라는 개념을 제시한다.그는 “시간에서는 시계로 잴 수 있는 추상 이고

수학 인 시간과 살아 있는 인간이 구체 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구별하

듯이,공간에서도 수학자와 물리학자가 다루는 추상 인 공간과 인간이

구체 으로 체험하는 공간을 구분할 수 있다”(Bollnow,2011;재인용)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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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며 수학 공간과 체험 공간의 차별성을 통해 체험 공간을 설명한

다.수학 공간은 앞서 설명하 던 것과 같은 3차원의 공간이다.그러나

이것이 공간을 설명하는 부분은 일면에 불과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

경험하는 구체 공간은 이러한 추상 인 수학 공간과 일치하지 않

다는 것이다.볼노(Bollnow)가 언 한 체험 공간은 다른 학자들도 설명

한 바 있는데, 이에 해 뒤르크하임과 민코 스키는 살아가는 공간

(gelebterRaum,espacevécu)이라고 표 하 다.체험 공간은 ‘체험하며

사는’공간이라는 것에 이 있으며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구체 인

공간”이다(Bollnow,2011;재인용). 민코 스키가 ⟪살아가는 시간⟫에

서 기술하고 있듯이 공간은 우리가 밖의 찰자의 입장에서 규정할 수

없으며 우리는 공간 속에서 살며,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집단 삶도 모

두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Minkowski,Bollnow,2011;재인용).체험 공

간은 그 속에 사는 사람과 한 계를 맺고 있으며,사람에 따라 공

간이 다르게 작용하고 당시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의미이다.뒤르크하임은 공간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체 인 공간은 그 안에서 사는 존재에 따라, 그 공간이 진행되는

삶에 따라 다른 공간이 된다.공간은 그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

변하고,그 순간 자아 체를 지배하는 특정 견해와 지향에 따라 달라진

다”(Dürckheim,Bollnow,2011;재인용).

나.학교 공간의 개념

이상으로 살펴 본 공간의 개념에 근거하여,여기서는 학교 공간의 개

념을 살펴보고자 한다.나아가 이를 통해 학교 공간 디자인의 개념을 정

의하고자 한다.



- 6 -

인간은 공간을 떠나 활동할 수 없으며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인 교육 활

동도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박용숙,2013).학교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며 교육 활동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요한

‘삶의 공간’이다.여기서는 학교 공간을 공간에 한 두 가지 을

심으로 보고자 한다.우리가 익숙한 도구로 측정 가능한 수학 공간과

볼노가 말하는 인간이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체험 공간(권 숙,

2013)으로 구분하여 볼 것이다.

김 식(2012)은 학교 공간은 “교육 이념에 기 한 교육 목 과 목표를

달성하고,이를 한 제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간

공간의 물리 환경 는 형태”라고 정의 하고 있다.이는 교수학습 공

간과 부속 공간을 한 부지,건물,가구 등의 물리 교육 시설을 의미

하며 교육 인 목 을 효과 이고 능동 으로 달성하기 하여 설치한

학교의 물리 환경을 총칭한다.이러한 정의는 학교공간의 일부분에 속

하는 물리 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라고 할 수 있다.정순우 외

(2011)는 교육의 에서 교육 공간을 설명하고 있는데,그는 학교 공간

을 학교교육공간이라 명칭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교육공간

은 학교라는 시설과 건물을 기반으로 하는 물리 공간”이다.이러한

은 학교 공간을 건축된 ‘물리 교육 시설’에 한정시켜 본 것이며,이

에 따르면 학교교육공간은 시 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

고,학교 별에 따라서도 · 등학고와 학은 매우 다른 구조와 시설

을 갖출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학교 공간 개념은 학교 공간의 물리

측면에 한정되어 본 것이었다면, 다른 측면에서 학교 공간을 ‘실존

공간’으로 바라보는 을 생각해볼 수 있다.실존 공간은 볼노

(Bollnow,2011;재인용)가 주장한 수학자나 물리학자가 생각하는 추상

이고 동질 인 공간이 아닌,인간에 의해 체험되는 구체 인 공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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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이것은 사람마다 동일한

공간임에도 체험하는 경험이 다르며,함께 공간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

들과 그 당시의 개인 상황과 생각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

문에 공간은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게 된다(권 숙,

2012).이러한 에서 학교 공간을 본다면 학교 공간은 물리 공간으

로 한정된 학교 ‘시설’을 넘어,공간이 함축하고 있는 는 유도하고 있

는 교육 장과 학교 구성원들의 경험과 사고를 나타나는 실존 인 공간

이라고 할 수 있다(김 식,2012).

다.디자인 개념

지 까지 학교 공간에 한 개념을 살펴보았다.여기서는 디자인의 개

념을 살펴보고 이를 토 로 학교 공간 디자인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

다.

Design은 명사 의미와 동사 의미를 모두 갖는데,이는 불어의

dessein, 이태리어disegno, 라틴어 designare에서 유래하 다(박연실,

2010).데시그나 (designare)는 de와 signare가 합쳐진 어휘로서 de의

분리하다(separate) 는 취하다(totakeaway)와 signare의 기호(sign)와

상징(symbol)이 결합되어 ‘계획을 기호로 명시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박연실,2010;임연웅,2002).Design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는 뜻으로 임연웅(1994)은 1)어떠한 행동

의 계획을 발 시켜 나가는 과정(process), 는 2)설계(plan)라는 것으

로 사용된다고 하 으며 박연실(2010)은 일반 으로 의도(intention)나 설

계(project)를 의미한다고 하 다.즉,디자인은 인간의 의도와 계획이

변에 깔려 있는 의식 행 이며 ‘목 물에 한 이미지를 실 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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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실제화’이다.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리 사용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가 디자인이

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디자인을 한국어로 도안(圖

案),의장(意匠)등의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면서 단순히 표면을 꾸미고

장식하는 행 의 의미로 생각하 기 때문이다. 한 응용미술,산업미술,

생활미술,장식미술 등의 표 이 순수미술의 원리를 응용하는 것이 디자

인이라는 개념을 유발시켜 디자인을 표면 인 장식의 의미로 생각하게

되었다(임연웅,2002).임연웅(2002)은 본래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의미하

는 것은 인류가 생존을 해 필수 으로 갖추어야 하는 도구나 물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모홀리 나기(MoholyNagy)와 토마스 말도나도

(TomasMaldonado)는 “디자인이란 물의 표면 장식이 아니라 하나의

목 아래에 사회 ·인간 ·경제 ·기술 · 술 ·심리 ·생리 등 제

요소를 통합하여 공업생간의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하는 기

술”이라 하 다(임연웅,2002).하지만 디자인이 미(美)를 지향하게 된 것

은 삶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을 때 술 인 작업을 시도하 다는

의견도 있다(임연웅,2002).이에 따르면,디자인은 국의 산업 명

(industrialrevolution)무렵인 18세기 후반부부터 기계로 만들어진 제품

의 추잡스러움을 감추기 해,그리고 상품의 매 진을 해 “시각

으로 만족시키는 아름다움으로 유도하여 인간의 욕망에 근하려는“의

도로 시작되었다.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디자인은 디자인 본연

의 가치인 사물을 창조하는 인간의 행 와 사물의 아름다움을 추구함으

로써 사물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토마스칼라일

(ThomasCarlyle)은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하 고,벤자

민 랭클린(BenjaminFranklin)도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하 듯이,인간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디자인 행 를 하는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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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디자인 행 는 인간이 생활하는데 유용한 물건을 만드는 조형 활동

으로 인간의 삶 속에 구체 인 환경을 만들어 가며 응해 가는 과정이

다(박연실,2010).순수미술(FineArt)이 순수하게 미(美)만 추구하는 작

업이라면,디자인은 사물의 기능(機能)을 먼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

하여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도록 하는 것이며,사용하면서 즐거움을 느끼

는 것이다(박연실,2010).이러한 견해는 미학(美學)에 기 한 시각 형

태와 공학(工學)에 기 한 기능(function)을 동시에 추구할 때 디자인의

조건에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다(박연실,2010).

라.학교 공간 디자인 개념

지 까지 공간의 개념과 이를 토 로 한 학교 공간의 개념,디자인의

의미를 살펴보았다.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개념을 토 로 학교 공간 디

자인에 한 개념 정의를 하고자 한다.학교 공간은 학교 교육 목표를

구 하기 하여 존재하는 공간이며,동시에 학교 구성원이 사용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체험 공간이다.이런 에서의 학교 공간은 학생들

과 교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기억된다.

이는 공간이 학교 구성원의 경험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와 동시에 디자인의 개념을 살펴보면 디자인은 기능(用)과 아름다움(美)

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이는 학교 공간이 학생들과 교사들이

편안하고 안 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됨과 동시에,그들에게 매력

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아름다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학교 공간 디자인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

다.“학교 공간 디자인은 학교의 교육 목표를 효과 으로 달성하기 해

기능성을 지향하며,동시에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사용자들이 머물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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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체험 공간”이다.이는 학교라는 특수한 조

직의 목표와 학교 조직의 목표를 구 할 수 있는 공간의 기능성에 더하

여,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만족감을 주는 아름다움이 함께 어우러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학교 변화

가.학교 변화의 개념

학교 변화란 기존의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 어가는 것을 말

하며 학교가 정 인 방향으로 발 하는 것을 제로 한다(진동섭 외,

2014;김정 ,2011).지 까지 학교 조직 변화는 개 (reform), 신

(innovation),개발(development),변 (transformation),개선(improvement),

변화(change)등의 용어로 표 되어 왔다.‘개 ’이나 ‘신’은 국내 연구

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용어로 학교의 정 인 발 방향을 의미

한다.서용희·주철안(2007)은 ‘교육 개 ’을 국가주도의 체계 인 제도 측

면에서의 교육 변화라고 하 으며 ‘교육 신’은 효과의 지속 인 향상을

해 체제 체의 의도이고 계획 인 교육의 변화라고 하 다. 한 ‘학

교 신’은 ‘교육 신’ 에서도 시행범 가 단 학교에 한정되었을 때

사용한다고 보고 있다.김흥주 외(2005)는 ‘개 ’은 진 이며 제도나 틀

혹은 법령의 개조에 을 두고 있으며 ‘신’은 진 이며 제도나 구

조보다는 조직구성원의 태도나 인식,행동 패턴의 변화를 목 으로 보았

다.따라서 학교 신이란 “기존의 교육내용 방법,학교운 체제

교육여건 등을 진 으로 고쳐서 새롭게 하고,학교구성원들의 상호 학

습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 새롭고 창조 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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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행 를 추구함으로써,이 보다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성취 수 을

높여주려는 변화로 정의 된다(진동섭 외,2014).

박삼철(2005)은 학교조직변화를 학교 조직의 효과성과 변화에 한

응성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된 변화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학교조직변화의

개념이 학교조직개발과 학교조직변 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학교조직개발은 학교조직의 의도된 변화의 과정에 한 계획 혹은 처방

으로 (1)학교발 을 해 학교정책 결정자들과의 의로 계획되는 체계

인 노력이며,(2)장기 이고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3)학교의 사회

체제 혹은 조직 구조를 변화 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학교조직행 의

차와 규범 등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4)이러한 노

력들을 해 조직 스스로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박

삼철,2005).조직 변 (OrganizationTransformation)개념은 조직의 근

본 이고 기본 인 측면의 변화를 동반하는 조직의 반 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French,Bell,& Zawacki,2003).Porras와 Silvers(1991)

는 조직변 은 조직의 비 ,신념과 원리,목 과 미션의 변화와 련되

어 있는 변화로 통 인 조직변화 기법과 련된 조직개발의 개념과의

차이 을 제시하 다.

Weick과 Quinn(1999)은 학교 신과 학교변화의 개념을 구별 없이 사

용하면서 조직의 변화를 일시 ·계획 변화(episodicchange)와 계속

변화(continuouschange)로 구분하고 있다.일시 ·계획 변화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변화에 조직이 응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고 조직

의 단기 응에 을 둔 변화가 시도되며,보다 략 이고 형식

인 속성의 변화이다(박삼철,2005).이는 기존 조직체계의 균형을 괴하

고 새로운 균형으로 이 하기 해 계획되고 의도된 변화를 말한다.반

면,계속 변화는 조직의 장기 응에 을 두고 조직의 하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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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교차 속에서 만들어지는 미세한 조정의 반복을 통한 변화이다

(박주호,2010).

지 까지 학교 변화 개념에 해 살펴본 결과,학교 변화는 다양한 용

어로 정의되어 왔다.개 , 신,개발,변 ,개선,변화 등의 용어들은

학교 변화를 바라보는 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의 기존 상태를 정

인 방양을 새롭게 변화시켜나간다는 공통 을 찾아볼 수 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 변화’의 개념을 ‘신’,‘개 ’,‘개발’,‘변 ’등의 용

어를 아우르면서 학교의 일시 변화와 계속 변화를 포 하는 개념으

로 보고자 한다.

나.학교 변화의 범

학교 변화는 기존의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발 하는 과정이나 바

어가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완 히 학교를 새롭게 재구조화하거나

구성원들의 행동,학교 문화의 변화까지 그 범 가 매우 다양하다.따라

서 ‘무엇을 학교의 변화된 상태로 볼 것인가?’,‘학교 변화의 궁극 인 목

이나 결과가 무엇인가?’에 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진동섭 외,2014).

단 학교를 심으로 한 학교 변화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

변화의 범 가 좁게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서용희·주철안,2007;

이기명·천세 ,2011)에서 넓게는 학생의 정의 ·인성 변화,구성원들

의 가치,문화 변화,교수 학습의 변화,교육과정,학 운 ,학교경 ,학

교구조의 변화 등으로 학교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다양한

역 별로 보고 있다(이재훈,2005;박상완,2009;진동섭 외,2014).

미권에서는 학교 변화의 성과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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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과 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진동

섭 외,2014).한편 학교 변화가 학생의 학업성취도로만 측정되는데 의문

을 제기하면서 학교 변화를 학교 교육과 경 까지 포 으로 바라보아

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박상완,2009).이 연구에서는 학교 변화를 학교

교육과 경 의 역으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학교 교육과 경 은

학생과 교사를 지칭하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 ,행동 , 술 변화,학

교 교육 로그램의 변화,학교 문화나 학교 분 기의 변화,학교 경 조

직의 변화,학교 경 목표의 변화,학교 경 방식의 변화가 될 수 있

다.이를 바탕으로 학교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다.학교 변화의 요인

학교 변화의 범 가 학교 교육과 경 으로 볼 수 있다면 ‘무엇이 학교

변화를 가지고 올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Ellsworth(2000)는 학교조직의 성공 인 변화에 교사,학교장,교육

정책 담당자,학부모,외부 환경 학교 풍토,문화 등의 여러 가지 변

인들이 향을 미친다고 하 다.정 (2007)은 교장의 학교 내부·외부

권한 강화가 학교교육 만족도,학업성취도,조직효과성,목표도달도,

교사의 직무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한다.

이정선(2007)은 학교문화를 변화 시키는 것이 학교를 변화시키기 한

요한 요소이며 학교문화의 변화 동인으로 학교장의 상징 리더십과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를 제시하 으며,성공 인 학교문화

를 만들기 해서는 구조 변화 보다는 구성원의 의식,사고,행동의 변

화를 강조하는 규범 인 변화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주장하 다.이기명·

천세 (2011)은 학교 변화의 진 요인으로 인 요인(교장,교사,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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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제도 ·정책 요인(교원인사제도,연구학교 운 ,학교평가),물 ·

재정 요인(학교규모,학교시설,교원 근무환경),사회 ·환경 요인(학

교 풍토,지역사회,시민단체)으로 나 어 살펴보고 있다.

최근 들어 학교경 에서 술 속성이 부각되면서(최 진,2014)학

교 변화의 새로운 요인으로 술성이 논의되고 있다(진동섭 외,2014).

Tanner(2000)은 학교 건축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정 인 향을 미친

다고 밝히고 있으며 JamesFritz(2007)는 학교의 새로운 시설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Bishop(2009)은 버지니아 주의

세 고등학교에 한 사례연구를 심으로 학교의 새로운 시설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연구 결과 세 학교의 학생들

모두 학업성취도에 향을 미친 요소로 언 한 것이 자연의 빛,복도와

교실 내 트인 공간,천장의 높이와 모든 건물의 열린 공간과 건물의 안

정성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 에서는 진동섭 외(2014)는 학교의 외

의 변화가 학교를 폐교 기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한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신나민(2009)은 학교 공간 환경의 디자인이 학생들의 학교생

활에서의 수행과 신체 심리 안녕에 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학교

공간의 사용자가 참여하여 디자인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에 한 만족도

나 행동 변화에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신나민,2010).

학교 변화에 한 최근의 연구 경향을 볼 때,성공 인 학교 변화를

해서는 정부 수 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정책의 도입에 더불어 단 학

교 수 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이 요하다.최근 학교

공간 디자인과 지속가능한 학교환경에 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공간

환경이 학교와 학교 구성원들에게 가지고 오는 변화에 한 심이 높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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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교 공간 디자인 역사와 법 변천 과정

가.학교 공간의 역사 정황

재 우리나라의 천편일률 인 학교 공간에 한 이해를 해서는 지

까지의 학교 공간의 건축 문제를 둘러싼 역사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여기서는 일제 강 기부터 재의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학교 공간

건축에 한 역사 정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 우리나라 학교 공간의 모습은 정형 이고 획일 인 모습으로,일

제 강 기의 학교 건축물 조성 방식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모습이다(강

기수·김정호,2013;한국교육사학회,2011).일본은 1922년 제2차 조선교

육령을 시행하면서 일본식 교육을 강화하 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 교육 공간을 만들었다.따라서 교지(校地)와 교사(校 )의 구조를

일제의 훈육 방식에 맞도록 조성하고,학교 공간을 권 인 공간으로

배치하여 감시,감독과 훈육이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강기수·김정호,2013;한국교육사학회,2011). 한 학교운 자가 교사와

학생의 행동을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일자형 건물을 세우고 건물 내 복

도도 직선으로 연결시켰다.복도 양쪽에 있는 교실의 벽은 유리창으로

만들어 교실 내부의 모든 상황을 복도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구수

경,2007).이와 더불어 정면을 향하고 있는 교실 내 공간,정돈과 청결

의 원칙에 따른 학교 공간 유지는 식민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한 장

소로 이용되었음을 보여 다(강기수·김정호,2013).이러한 학교 공간의

구조는 해방 이후 지 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답습되고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다.

1962년 학령인구의 기회 균등 교육열에 한 증폭으로 인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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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건축에 한 표 설계도가 작성되었으며,1976년 제정된 『학교시

설·설비기 령』의 틀 속에 량으로 학교가 국에 설립되었다.1970년

이후에는 과 학 을 해소하고 과 한 규모의 학교를 분리하고,2부

제 학 의 해소를 비롯한 교실 개축,화장실 개선,책걸상 체 등 교육

여건과 환경 개선을 한 제5차 등등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추진하 으

며,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과 학습과 함께 열악한 학교시설 환경 문제

를 해결하는데 을 두었다(강기수·김정호,2013).1989년에는『교육환

경개선특별회계법』(1989.12.21.법률 제4140호)이 제정되어 · 등학교

와 특수학교의 노후시설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이 이루어졌다(한진수,

2011).이와 같이 해방 이후 일어난 학교 공간 건축 표 설계도의 개정

은 학생을 수용하고 가르쳐야 하는 실 인 필요에 부응하기 해 이루

어졌으며,학교의 외부 구조나 내부의 구조의 변화가 학교 구성원의 의

견이나 학교의 교육 을 반 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강기수·김

정호,2013).

기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던 학교 공간이 1990년 에 열린 공

간으로 설계되는 학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 다.

한 1998년에 이루어진 우수 학교 시설 시상 제도를 통해 건축계가 학

교 설계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강기수·김정호,

2013).2000년 이후에는 속히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한 교육과정의 변

화와 다양한 학습 형태,기존의 주입식 수업에서 토론 주의 학습의 도

입으로 인한 변화와 학교시설의 민간 투자 사업(BTL)등 이 이루어지면

서 기존의 학교 공간에서 변화하기 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왔다(강기수·

김정호,2013).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과거의 획일 인 공간의 구조

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 이 있기도 하지만,이러한 역사 변천

과정으로 볼 때 재는 과거에 비해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를 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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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나.학교 공간의 법 ·제도 변천 과정

여기서는 해방이후 재까지 많은 학교 공간이 구조 으로나 외부

으로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상을 이해하기 해,학교 공

간의 법 ·제도 변천과정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구체 으로는

『학교시설·설비기 령』을 통해 학교 공간 건축의 법 ·제도 변천

과정을 정리하 다.

학교 공간의 법 ·제도 변천 과정으로 1969년 공포된『학교시설·설

비기 령』을 살펴보면,이는 학교의 시설과 설비 기 을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1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시설 기 의 범 를 확장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교사의 증·개축,교지와 체육장의 면 확보 등으로

시설· 리의 범 확장과 련한 내용의 변화로 이루어져왔다(강기수·

김정호,2013).1)1991년부터는『학교시설·설비기 령』과 『학교 화

사업에 의한 학교 화 지침』이 함께 시행되면서,1997년 9월 『고

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운 』규정의 용을 받아 폐지되었다.따라서

모든 학교에 획일 으로 정해진 교사,교지,운동장 면 ,보통교실,특

별교실,기타 제실 등의 기 면 을 삭제하고 학생 1인당 최소 기 으

로 제시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서 보다 해당 학교 교육과정과 실정에

맞게 운 하도록 하 다(강기수·김정호,2013).이는 단 학교 차원에서

1)1959년에『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시설기 령』(1954.04.01.문교부령 제82호)이 공포되

었고,1960년 에『 등학교시설기 에 한규정』(1960.05.12.문교부령 제67호)이 공포되

었다(한진수,2011).이 두 개의 법령은 1969년 『학교시설·설비기 령』(1967.10.26. 통

령령 제3253호)으로 통합되어 공포되었고,이는 14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학교시 반

의 표 과 기 이 되었다(강기수·김정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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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학교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단 학교의 신축 설

계가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김정란,2004).

지 까지 1969년 공포된『학교시설·설비기 령』이 15차례 개정되는

변화를 살펴보면 교지와 체육장의 면 확보와 학교설립 기 의 완화

에 한 내용을 심으로 이루어졌으며,학교 교육 내용의 부분에서는

제 14차 개정에서 컴퓨터실의 신설과 과학실의 강화,교사용 회의실과

교재연구실이 포함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이는 학교 공간 시설

의 규모와 련된 변화로 볼 수 있다.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학교

시설·설비기 령』이 변화하기는 하 지만,새로운 교과의 도입에 따른

시설의 증축이나 확충 수 에서의 변화만 이루어졌다(강기수·김정호,

2013;노란·정진주,2011). 한 『고등학교 이하 학교 설립·운 』규정

의 경우에는 지 까지 변화한 교육과정에 련하여 개정되기도 하 지

만, 련된 법령의 제정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져 학교 시설·설비에

한 규정이 많은 부분 완화되었다(노란·정진주,2011).

다.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의 변화

해방이후 사회 요구에 의해 교육 기회의 확장이 진 으로 이루어

지고 6년제 의무교육을 기 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왔다.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이 등장하면서

교육은 수단 가치를 가지는 도구로 인식 되어왔다(Lee,2010).이와 더

불어 학교 교육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우 를

쉽게 가릴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왔으며 지식은 가르쳐지는

것 그리고 암기해야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매일경제지식부·한숭희,

2000).당시 학교 건물과 교실의 딱딱한 구조는 달이 주된 교육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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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었던 주입식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 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

다.하지만 시 와 사회가 변화하면서 교육에 한 학자들의 인식 변화

도 함께 이루어졌다.90년에 후반을 기 으로 세계화, 로벌화,지식기

반사회가 이슈화 되면서 많은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 지식이 아닌 창의성

과 개인의 지식 활용성이 요한 지식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따라서 학

교 교육의 방식도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이 지식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 할 수 있는 “학습”의 형태로 바꾸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왔다.이와

같은 노력은 2009년 학생 심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학생

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게 교육과

정의 자율성을 부과하고 단 학교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범 가 넓어지면서 단 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 다. 한 학습과정도 달식의 교육과 문제풀이식의 교육보

다 활동 심으로 창의 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 방식과 문제해결

(problem solving)식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변화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 흐름에 따라 교육에 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학교 교육의 방식과 체계가 변화하 다.이와 더불어 비교

변화가 없는 학교 공간 디자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학교의 외 환경이

학생들과 교사들의 행동,정서와 심리 등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

과 함께 학교 공간 디자인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4.학교 공간 디자인 련 정책의 도입 시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 학교가 학교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는 범

와 자율성이 법 으로 확 되면서,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를 가져 오

기 한 다양한 노력들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이와 같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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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학교 공간 디자인의 요성이 부각

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여기서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공

간 디자인 지원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외국의 학교 공간 디자인 지원 사업

1) 국의 학교 공간 디자인 지원 사업

국의 경우 국 정부는 체 학교의 86%의 학교들이 25년 이상 동

안의 노후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까지 모든

등학교를 신축 는 재건축 할 계획인 ‘미래를 한 학교 건립(Building

SchoolsfortheFuture:BSF)’을 2004년에 발표하 다(박선형,2009).

BSF의 목표는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취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증진시키고,교사를 한 21세기 근무환

경을 조성하며,개방 인 커뮤니티 센터로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학교시설을 설립하는 것이다.따라서 BSF의 효율 인 운 을 해 연간

30억 운드(연 6조원)의 교육 산을 배정하고 있다(신나민,2009;박용

숙,2013).

2)호주의 학교 공간 디자인 지원 사업

호주의 연방정부는 2009년 BuildingtheEducationRevolution(BER)

로젝트를 실시하 다.이 사업은 호주 Rudd정부 당시 국가 재건-경제

부흥정책(NationBuilding-EconomicStimulusPlan)으로 책정된 420억

달러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사업으로,학교건물을 세계 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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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기 해 162억 달러가 사용되었다.이 사업을 필

두로 호주에서는 학습 공간 개 을 한 노력을 연방정부와 주정부 단

에서 활발히 개하고 있다(신나민,2009;박용숙,2013)

최근 신축된 호주 학교들은 건물의 외양보다 내부 공간 이용에 보다

많은 심을 기울이고 있다.외양으로 보아 인상 인 건물이기보다는 내

부 구조 측면에서 디자인의 의도가 드러나는 학습 공간 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교실이 주는 통 인 의미의 탈피를 해 ‘교

실(Classroom)' 신 ’학습 센터(LearningCenter)'라는 용어를 사용하

여,학습 활동의 목 에 따라 변형할 수 있는 디자인의 유연성 있는 열

린 공간과 커뮤니티를 강조하고 있다(신나민,2009;박용숙,2013;재인

용).호주의 학교 학습 공간 디자인 개선(BER) 로그램은,호주 학교교

육의 질 향상을 해 학습 공간 개선을 한 노력을 국가 규모 산

을 투자한 것으로 수 있다(박용숙,2013).

3)일본의 학교 공간 디자인 지원 사업

일본의 경우,과거 부분의 학교는 표 설계도에 의해 낮은 비용으

로 건축되었다.이는 지자체의 비용을 이려는 낮은 비용의 건축 시

를 가져왔다(구도 가즈미,2004;신나민,2009).그러나 1997년부터는 신

축되거나 개보수하는 학교를 상으로 환경 으로 친숙한 학교를 만들려

는 노력을 지원해주는 에코-스쿨 로그램을 시작하 다.이 로그램은

4개의 정부 부처(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and

Technology:MEXT,MinistryofAgriculture,ForesetandFisherie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inistry of the

Environment)의 의아래 지자체 교육청을 재정 으로 지원해 주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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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진행되었다(신나민,2009).최근에는 구도 가즈미가 개한 ‘새로운

학교 만들기’라는 패러다임이 리 소개되고 있다.‘새로운 학교’란 아이,

부모,지역,모두의 의견이 학교 공간 변화에 실질 으로 반 되어 학교

가 지역사회의 소 한 주거 공간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움직임은 교실

의 벽을 이고,색채를 극 으로 활용하며,학교 내부 공간인 화장실

과 세면장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역과 하나되어 함께 지켜나가는

안심 학교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구도 가즈미,2004;신나민,2009).

나.우리나라의 학교 공간 디자인 지원 사업

1)‘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

한국의 경우 앙정부 지방자치 단체,교육청이 학교 시설 환경 개

선을 한 지원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추세에 있다.2001년 ‘아름다운 학

교 운동본부’는 아름다움을 통하여 학교를 변화시키고,아이들의 미래를

풍성하게 하며,물량주의 이고 경쟁지향 인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삶

의 여유를 배우고 사는 즐거움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학교를 만

들고자 하는 취지 아래 설립되었다.‘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는 “학교를

인간 이며 생태 인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꾸어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

을 정립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핵심 목 ”으로 하

고 있다(박용숙,2013). 한 지역의 생태,지형,지세,문화 특성에 맞

추어 아름다운 옥내·외 환경과 풍요로운 교육 시설물을 형성할 때,아이

들의 마음이 풍요로워 지며 학교 문화가 변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

러한 에서 ‘아름다운 학교 운동본부’는 ‘아름다운 학교 교육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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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토론회와 공모 ,아름다운 학교 탐방 기행,아름다운 학교 만들

기 세미나 등의 활동을 지속 으로 하고 있다.여기서 아름다움이란 자

기 신을 통해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의 학습공동체를 이루어 나

가는,학교 스스로 변하고 발 하는 모습을 말한다(임부연,2005;박용숙,

2013).

2)‘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학교 공간 개선 사업으로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이 있다.문화체육 부에서는 한국공 -디자

인문화진흥원과 연계하여 2008년부터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획일 이고 딱딱한 느낌을 주는 학교 공간

을 다양한 문화 활동과 소통이 활성화되는 공간으로 변모시켜,학생들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즐거운 학교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 으로 하여,

학교 내 유휴 공간을 갤러리,도서 ,문화쉼터, 술동아리방 등의 다양

한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홈페이지:http://www.happy-school.or.kr).‘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실시된 배경은 한 아이의 엄마이자 경 디자인 회사를 경 하는

디자이 인 김경인씨가 자기 아들이 “학교는 마치 감옥 같다“는 말에 학

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의 필요성을 실히 느끼고 이 로젝트를 주도하

여 2008년부터 실시하게 된 것이다.보통 등학교 6년과 고등학교 6

년을 합해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곳인 학교는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되고 자아가 완성되는 요한 시기에 매일 10시간씩 머무르는 장소

이다.하지만 우리가 학교에 해 가지는 이미지는 ‘창살 없는 감옥’으로

불리거나,심지어 공포 화의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한다.‘건조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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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하는 고민,‘기능 주

로 설계된 공간을 문화 술의 산실로 바꿀 수는 없을까?’하는 고민,

‘경쟁의 싸움터가 아닌 소통과 화의 장이 될 수는 없을까?’하는 고민으

로부터 시작되어,아이들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즐거운 학교를 만들

기 해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이 시작되었다(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결과보고서,2010).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2008

년 1월 14일에 사단법인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설립이 인가되었

다.이 사업은 학교 공간의 환경 개선을 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

이외에,학교 자체의 산이 있는 경우에는 문가의 디자인 컨설 비

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 되며,매년 에 각 학교로부터 공모를

받아 연말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선정 방식은 1차 서

류 심사 후 담당 문가와 실사단이 학교를 직 방문해 시 성,학교의

열의,지역 분포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재 한국 공 ·디자인문화진흥

원에서 이를 담하며,심미성·쾌 성을 높인 21세기형 학교 공간 문화

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홈

페이지,http://www.happy-school.or.kr).

2008년부터 시작하여 지 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매년 약 8-10개의 사업 상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

공간 디자인을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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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주,화성,

양,

서울지역의

4개 학교

제천,부산,

김천, 구,

거창,서울,

주,안양,

이천,

고양지역의

10개 학교

제주,순천,

익산,구룡포

고성,안양,

안산, 구,

주,서울

지역의

11개 학교

평창, 주,

부산,

삼천포,

구,충주,

서산,김포,

서울지역의

9개 학교

구, 주,

월, 주,

구,서울

지역의

8개 학교

서산,서울,

부산, 구,

주,음성,

화순

지역의

8개 학교

<표 Ⅱ-1>2008-2013년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참여 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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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방법

1.분석 상 자료

가.분석 상

1)희망 학교

이 연구는 희망 학교를 사례로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교육과 경

에 가져온 변화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희망 학교는 2009년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학교 하나이다.2008년부터 2013

년까지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에 참여한 많은 사례들 희망

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희망 학교가 학교 공간 ‘교실’공간에

변화를 주었다.본 연구에서는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가 학교 교육과

경 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는지 보는 과정에서,교사와 학생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교실 공간을 개선한 사례를 보는 것이 하다고

단하 다. 한 이 연구를 수행하는 시 이 2014년이므로,2009년에 학

교 공간 디자인 사업이 이루어진 희망 학교는 학교의 경 이나 교육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보았다.

2)해오름실

희망 학교의 해오름실은 별 건물에 치하고 있으며 두 개의 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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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을 리모델링하여 만들어낸 공간이다.학생 수가 어들면서 자연스

럽게 사용하지 않게 된 두개의 교실공간을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하나의 큰 공간으로 합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은 학생들이 문화를 통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에 목 을 두고 있다.따라서 해오름실도 수업 이

외에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디자인한 공

간이다.무엇보다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것이 해오

름실의 특징이다.

<그림 Ⅲ-1>2009년 해오름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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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두 개의 유휴 교실이 해오름실이 되기까지의 변

화된 구체 인 공간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별 건물의 외부 색채의 변화

와 내부 해오름실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별 건물 외부는 기존에 벽돌

로 구성되어있는 부분 사이의 흰 공간에 밝은 노란색이 입 졌다.공간

내부에는 두 개의 교실 사이 벽을 허물어 하나의 은 교실모양을 만들

고 천장의 석면을 제거하고 여러 개의 밝은 조명을 설치하 다. 해오

름실의 가장 큰 특징인 넓은 창틀은 기존의 작은 창틀을 제거하여 건물

밖의 풍경이 잘 보이는 큰 창틀로 바꾸었다.다른 벽면에는 건물외부와

같은 색채의 밝은 노란색이 기둥 사이사이에 입 졌으며 책상은 기존 교

실에서 사용하는 책상보다 넓게 나무 낼로 제작하 다.바닥은 밝은

나무색으로 바꾸었으며 의자는 흰색과 연두색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화사한 느낌을 더하여 주었다.이외에도 컴퓨터,스피커, 워포인트

로젝터,마이크,냉·난방 시설이 구비되었다.기본 으로 해오름실은 일

반교실 두 배의 면 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들에게 열린(openness)기분

을 더해주고 있다.큰 창틀로 구성되어 있는 한쪽 벽면은 자연 빛

(naturallight)이 교실 공간으로 들어오도록 해주어 체 으로 밝은 분

기를 만들어주고 있다.교실 곳곳의 노란색 벽면과 연두색,흰색 의자

가 공간의 화사함을 더해 다.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은 학생과 교사가 하루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학생들이 일상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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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기고 다양한 디자인 체험활동

을 통하여 창의성과 문화 감수정을 제고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따

라서 희망 학교의 해오름실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다양

한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성의 증진과 문화 감수성의 제고를 한 목

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이를 통해 아름답고 쾌 한 학교문

화공간의 요성과 필요성을 사회 으로 확 되기를 기 하는 것이다.

<그림 Ⅲ-2>리모델링된 후 해오름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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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웅 (남) 손태이(남) 문 세(남) 조혜린(여) 최슬비(여) 황서연(여)

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3)희망 학교 학생과 교사

희망 학교를 사례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주요 연구 상은

희망 학교의 학생 6명과 교사 6명으로 선정하 다.이들 연구 참여자들

의 특징은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희망 학교 연구 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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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장철수(남) 장수 (남) 윤주희(여) 지 우(남) 김상 (남) 정우 (남)

직
교감

교무

기획부장

연구

기획부장
교사 교사 교사

학년 국어(3) 기가(3) 과학(3) 도덕(3)

비고

2009년-

2013년 까지

희망 학교

에서 근무

＊연구 상자의 이름은 가명임.

나.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는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교육과 경 에 가져온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희망 학교 교육계획서와 학생들과 교사들의 면담 자

료를 주로 활용하 다.보조 으로는 신문 기사와 학교 활동이 방 된

상을 분석하여,연구 결과의 분석에 부분 으로 활용하 다.

1)희망 학교 교육계획서

교육계획서는 학교 교육과 경 계획에 련된 반 인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이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희망 학교 교육계

획서를 분석하여 학교 교육과 경 에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 다.

2)면담

희망 학교의 아름다운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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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일시 이름 학생/교사 성별 면담 장소

2014년 11월 4일

웅 학생 (3학년) 남

희망 학교

회의실

손태이 학생 (2학년) 남

문 세 학생 (1학년) 남

조혜린 학생 (3학년) 여

최슬비 학생 (2학년) 여

황서연 학생 (1학년) 여

장철수 교사 남

희망 학교 교무실

장수 교사 남

윤주희 교사 여

지 우 교사 남

김상 교사 남

2014년 8월 22일

2014년 9월 27일
정우 교사 남 해오름실

온 변화를 살펴보기 해 각 학년의 학생을 상을 남녀,두 명씩,총 6

명과 면담하 다.교사의 경우 해오름실을 활용해보거나 해오름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기획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심으로 면담을 실시하

다.구체 인 면담 기간은 2014년 8월-11월이었고,면담 시간은 30분

-1시간으로 이루어졌다.면담은 사 에 구안한 설문지를 심으로 이루

어졌으며,면담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후 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

하 다.면담 일시와 면담 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Ⅲ-2>면담 일시와 면담 상자의 특성

＊연구 상자의 이름은 가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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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 외 자료

그 외 자료로는 희망 학교에 련한 신문 기사와 미디어에 방 된

상 일을 살펴보았다.신문 기사는 인터넷과 희망 학교 홈페이지를 통

해 수집하 으며 상 일은 희망 학교를 방문하여 얻은 자료이다.

2.분석 방법

가.질 분석

본 연구의 방법은 희망 학교 상에 한 질 사례 연구이다.이에

희망 학교 교육계획서,면담 자료,신문 기사, 상 일 자료를 질 으

로 분석하 다.

연구문제와 련하여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학교 교육과 경 의 세부

범 를 정하고 교육계획서와 면담 내용,신문기사를 자료를 분석하여

주제별로 구분하여 2009년부터 2014녀까지 희망 학교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았다.그리고 면담 내용과 신문기사, 상 일 속 면담 내용을

심으로 학교 공간이 학생들에게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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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희망 학교의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 과정

1.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도입 추진

2009년 희망 학교는 문화체육 부에서 주최하는 ‘문화로 행복한 학

교 만들기’사업에 선정되었다.‘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은 학생

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공간을 아름답고 밝은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학생들의 창의성과 문화 감수성을 제고하고 문화· 술 체

험의 기회를 확 하기 한 목 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문화체육

부 홈페이지).따라서 선정 학교를 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

간을 만들기 한 디자인 컨설 과 일부 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희망 학교는 2009년에 이 사업에 선정되어 별 에 치하고 있는 두 개

의 유휴 교실을 다목 교실로 리모델링하여 해오름실을 만들었다.여기

서는 희망 학교에 해오름실이 만들어진 과정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희망 학교에 해오름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하신

정우 교사와 면담을 하 다.희망 학교에 해오름실이 만들어진 과정

은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지원 결정 사업 신청서 작성 단

계,사업 결정 시행 비 단계,사업 시행 단계,사업 종료 평가

단계 로 나 어 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가.‘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지원 결정 사업 신

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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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 이미지 개선을 한 교사들의 노력

지 은 많이 행복한 학교가 되었지만 2009년 당시 희망 학교의 상황

은 좋지 않았다.낙후된 학교 공간,도심 외곽에 치하여 교통이 불편하

고 문화 으로 소외된 학교,학생들 생활지도나 학습지도가 잘 이루어지

지 않는 학교 다.이에 학생들은 학교에 한 자부심이 없었고 학부모

도 학교에 한 불만이 팽배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돌 구를

찾기 해 교사들은 함께 노력하 으며,당시 환경부장을 맡고 계셨던

정우 교사는 학교 공간 디자인에 변화를 주는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

들기’사업에 심을 갖게 되셨다.

먼 오기는 그때 제가 OO시 문화 과 안에 공공디자인 시민

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그러니까 건축과 연 이 고,그때

그 공공디자인 시민 원회 모임은 월 한차례씩 꼭 만나서 ‘OO시

를 바꾸는 작은 변화들’해가지고 강연, 뭐 디자인 심의,이런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었거든요.그때,건축 과장님이 문화체육

부에서는 이것(‘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을 하고자 하

는데,OO 이 시에서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이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되니까,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이 들어왔어요.그리고 그 제안을 가지고,이제 학교에 가서

상의를 했고..이런 제안이 이제 들어왔는데 혹시 내부 으로 우리

가 이것을 받아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한번 이제 논의를 했죠.

-정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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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의 복잡함,공사 등에 한 일부 교사들의 반

희망 학교에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가지고 오기 해 정우 교

사는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에 심을 갖고 지원하고자

하 다.하지만 사업 지원 결정 과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만은 않았

다.희망 학교에 새로운 공간 디자인을 통한 변화를 원하는 교사들

이 있는 반면에,사업의 복잡한 과정이나 공사 등의 학교에 벌여져

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을

반 하는 교사나 행정실장도 있었다.

이런(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지원하라는)제안이 이제

들어왔는혹시 내부 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드리고 어떻게 할 것

인가,한번 이제 논의를 했죠.어 든 선생님들을 그것에 해서

괜찮다,한 번 해 보자,라고 했었고 교장선생님도 구체 인 의지

가 있었지만 아까 말 드린 것처럼 실장님은 조 난색을 좀 피웠

죠.-정우 (교사)

3)교사 간 갈등을 극복하고 사업 지원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결국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에 지

원을 하게 되었으며 정우 교사는 ‘학교 공간 디자인’을 통해 희망 학

교에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오기 한 노력과 학생들의 삶에“역동 인

흐름”을 가지고 오기 한 노력을 하 다.기존에 “틀에 박힌”학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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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아닌 새롭고 아름다운 공간이 희망 학교에 변화를 가지고 올수 있

을 것이라는 기 를 가지고 2009년 문화체육 부에서 주최하는 ‘문화

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하 다.

뭔가 해야 했으니까.어 든 학생들과 시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낮은 자부심이라든가 비 이 없음에 해서 해나갈 수 있

는 것은 작은 변화지만 뭔가 이 게 이런 사업을 하나 가져와서...

몸부림이라 할까요?작은 변화라고 할까?...해야 했으니까.다른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뭔가를 해야 했고,그것을 통해서 학

교의 역동 인 흐름을 일으켜야 했으니까,가장 그게 컸었고,그리

고 그런 공간을 하나쯤 갖고 싶었어요.그러니까 틀에 박힌 그

러한 공간들이 부분 학교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식상하다.다양

한 교실 공간으로 아이들이 배우면 좋겠다..-정우 (교사)

공문이 와요.문화체육 부에서 학교 공문 ( 략)이것을 하냐,

마냐는 담당교사의 의지죠.어떤 경우는 교장 교감이 해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해보지만.담당교사가 ‘못해요,바쁜데 어떻게 해요’

하면 못하는 거고,이제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건데 는 어떻게 해

서든 학교 변화를 해야겠고,그래서 어떤 사업이던지 가져와야겠고

동기가 되어있으니까 다 냈죠.-정우 (교사)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희망

학교 건물의 열악한 상황과 지역사회의 부정 인 인식,학생 학부모의

낮은 선호도에 한 당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서술하고 별

건물의 두 개의 유휴교실과 출입구 개선을 요청하 다.학교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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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간 교실을 선택하여 다목 실로 개선하고자 한 이유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교실이며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보다 직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 교실 이 기 때문이다.

일단 공간이 없었고,공간이 이제 유휴교실이 찾으라는 것이 첫 번

째 주문이었어요.그런데 우리 학교의 상황을 보았을 때 유휴교실

이 안 나왔었고, 하나 왜 교실을 택했냐면,아이들이 그래도 이

게 뭔가 보여 수 있는 공간은 교실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선정을 한 거죠).-정우 (교사)

나.‘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결정 시행 비

1) 사업 결정 이후 시범학교 방문을 통한 아이디어 수렴

희망 학교가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지원을 하고 선정되기

까지 7개월이 소요 되었다.문화체육 부 측에서 2009년의 사업 상

학교들을 선정하기 해 각 학교 방문을 통해 학교 개선의 시 성과 교

사의 열정 등을 고려하여 최종 으로 사업 상학교를 선정한 것이다.

희망 학교가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에 선정 되고 사업 시

행 비를 한 일차 작업으로 정우 교사와 당시 교장,행정실장은

2008년에 앞서 사업이 이루어진 학교에 방문하여 여러 가지 조언과 아이

디어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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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다음에는 주에 희망 학교라고 직 문화로 행복한 학

교 만들기 사업을 먼 수행한 학교를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행정

실장님하고 동해서 같이 견학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이

런 얘기들을 듣고,최소한 시행착오를 이면서 비하려고 했죠.

-정우 (교사)

2)설문조사,디자인 컨설 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그 이후에는 희망 학교에서 구체 인 교실 공간 디자인에 한 비

가 이루어졌다.사업에 한 산 마련은 문화체육 부와 OO도에서

마련하여 2개의 교실 공간의 문화 조성을 한 컨설 비용과 시공비

가 마련되었다.

구체 인 교실 디자인을 한 작업은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수

렴하기 한 설문조사를 실행에서 시작하 다.이후에는 문화체육 부

에서 배정 된 디자인 컨설턴트 1명과 함께 교실 디자인을 한 사 작

업이 이루어졌다.두 달 동안 디자인 컨설 과 설계가 이루어졌는데,디

자인 컨설 작업은 희망 학교에서 교사 원,학생회,학부모회가 함께

참여하여 이루어졌다.우선 5명의 교사 원,학부모회,당시 3학년 학생

들을 상으로 앞으로 생기게 될 교실 공간 디자인에 기 하는 것과 앞

으로의 교실 공간 활용도에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이후에 구체

으로 학생들과 담당교사,디자인 컨설턴트와 함께 디자인 워크 이 이루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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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태에서 OO시청,그 당시 문화 과 건축을 담당하는(분

들이),( 략)이런(학교 공간 개선을 한)사업을 아미 이제 문화

부에서도 OO시청에 그런 뜻을 표 했던 거 같아요.만약에

이게 되면 문화 부에서 얼마,지자체에서 얼마하면 이 사업이

진행 될 수 있을 것 같다.그런 것을 토 로 해서 희가 제안서

를 만들었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이 게 하 고. 하나는 학생들

과 학부모들에게 바로 이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취지

를 설명하고 이 교실을 어떻게 어떤 뜻으로 같이 만들면 좋을까

라는 설문지를 돌렸어요.이게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는 학교

계자가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로 원하고 행복해하는

교실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 이라서 이 게 설문지를 만들게 되었

고 교실에 해 느끼는 재 이미지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이미

지,다목 교실이 만들어진다면 하고 싶은 활동이나 내용은 무엇

인가라는 것들,그리고 학교 교실 외에서 가장 머무르는 공간

은 무엇인가 등 해서.-정우 (교사)

일단 처음부터,그때 당시에 3학년을 상으로 했었는데,‘우리학교

에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서 희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

하는 그런 교실을 하고자 한다.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그것을 로 그림으로 다 받았죠.받

아서 그것을 스캔을 한 다음에 화면에 띄우면서 이제 보여주고 일

차 이런 생각들을..두 번째 이제 걸러내서 이 게 많이 나왔는데

조 더 여기서 발 시켜서 두 번째 안,그리고 그것을 나온 것을

가지고 시를 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을 가지고 투표로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정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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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디자인 컨설턴트)은 랑스에서 건축을 공하고 오신분인데

애들에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어요.그래서 아이들의 기본생각을 토

로 해서 그분의 생각을 얹은 거죠.3차례 정도의 워크 을 했어

요.-정우 (교사)

학생과 교사가 함께 3차례의 디자인 워크 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계

획된 교실공간은 개방 인 공간에 큰 창틀이 있는 것이었으며,책상도

기존의 책상과 다른 모습의 책상과 아름다운 공간이 되도록 색을 입히

는 것이었다.이를 해 2개의 유휴 교실을 하나의 다목 교실로 조성

하기 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 하 고,교실 밖 복도도 갤러리 처럼

꾸며놓아 학생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 하 다. 한 별 건

물 외벽 색채도 노란색으로 아름답게 칠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네 그 죠,어 든 우리 아이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기

해서,그랬을 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안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

첫 번째는 가장 표되는 것이지만 창이 큰 게 있으면 좋겠다.아

주 큰 창이 있었으면 좋겠다.그리고 넓은 공간이 있어서 연주도

좀 하고 발표도 좀하고..그리고 아이들이 수업 외 교실 외에서 강

당 외에서 뭔가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지 자료가 없는데,꾸민다면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겠

느냐 했을 때,스 치까지,그 게 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시까

지 했었어요. 희들이 구상했던 안들이 이 게 나왔다.( 략)아

이들의 의견이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책상을 좀 특이한 걸로 하

자..-정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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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도 련이 되어있죠.교실 안 뿐 만이 아니라 그때 아이들이

뭔가 기존에 있는 학교건물의 도색과 다른 색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논의해서 체 건물을 로우 톤

으로..( 략)그때 이제 벽돌 구조인데 칠하면 더 지 분해지니

까 벽돌 아래 사이사이에 있는 콩크리트 이 부분에만 같은 연

된 색깔로 했죠.지 도 밖에 노란색이 입 져 있어요.

-정우 (교사)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을 비하는 단계에서는 학교 구성원

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가장 요하게 이루어졌다.학부모,학생,교사

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간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해,학생들과의

구체 인 디자인 워크 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공간 디자인이 이

루어졌다.

다.‘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시행

1) 상치 못한 산 문제로 인한 계획 수정

두 달간의 비단계 이후에 실질 인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문화로 행

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이 시작되었다.공사는 두 달 동안 이루어졌으며

학생 교사와 함께 계획하여 설계한 로 부분 잘 이루어졌다.하지만

공사 기치 못한 산 문제로 인해 교실 밖 복도까지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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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게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고 딱 시행과정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천장)에 있는 석면이

문제 어요.석면만 때어내는데 산 10분의 1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쉽게 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그리고 이제 유

리 창 뭐 이 게 하다 보니까 정작 산이 복도를 건드릴 산이

나오지 않는 거 요.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쪽 까지는 다 계획되고

되었지만 복도 까지는 못 건드렸어요.뜯으면 산에 훨씬 더 오버

가 되가지고,요것이 조 아쉬운 이 남아요.여기는 (벽)최 한

으로 그냥 아래쪽 턱 부분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문짝은

거의 못 건드렸어요.기존에 있던 그 로.더군다나 복도도 워낙

갤러리 쪽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

어요.-정우 (교사)

학교 공간 디자인 개선을 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치 못한

산 과 문제 때문에 기존에 계획하 던 복도 공사는 이루어지

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두 개의 유휴 교실을 아름다운 다목

공간으로 디자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라.‘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종료 평가

1)아름다운 해오름실의 완공과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

약 두 달 동안 공사가 이루어졌고,밝고 화사한 느낌의 해오름실이 완

공되었다.해오름실의 한 벽면은 큰 창틀로 구성되어 빛이 잘 들어올 수

있게 되었으며 두 개의 교실을 하나의 교실로 만들어 넓은 공간과 벽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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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노란색을 입 밝은 분 기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교실 가운데

무빙월이 만들어져 두 개의 작은 교실이 되었다가 하나의 큰 교실로 사

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한 음향 시스템, 로젝트,마이크 등의 테크

놀로지를 잘 구비되었다.

일년 동안 (공사를)했어요.3월,4월 5월은 아이들과 자료수집하고

컨설 하고 7월 달인가 주 희망 학교 갔다 오고 희가 아마 9

월 달인가,9월 10월 11월 3개월 정도?아 아니다 1월까지구나,4,

5개월 정도..치우는데 거의 한달 소유되었고요 나머지는 설계하

는데 맞추어놓고 꾸미는 거는 10월부터 바로 꾸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월쯤 다 하고 마무리 되었고.2월달 정식으로 개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정우 (교사)

해오름실이 만들어지고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은 종료가 되

었다.종료된 이후 교실 공간 디자인에 한 공식 인 평가는 이루어지

지 않았지만 이 사업을 해 가장 많은 노력을 쏟은 정우 교사는 결과

물에 한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를 들어 교실 가운에 설치되어 있는

무빙월이 보다 튼튼한 재질로 재작되었더라면 두 공간을 나 어 사용할

경우 방음이 잘 되었을 것에 한 아쉬움과 한정된 산을 보다 잘 계획

하여 활용하 더라면 계획하 던 더 많은 공간의 디자인의 변화를 실천

에 옮길 수 있었을 것이다.하지만 아름다운 교실이 생기고 별 건물에

밝은 색이 입 지는 변화로 학생들과 교사들,학부모들은 만족감과 이

공간에서 일어날 일들에 한 기 감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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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에는 막아놓고 교실을 두 개를 쓰고 특기 성 음악 넘기,

북밴드 이 게 나 어 쓰다가 체 공연이나 활동이 있으면 이것

을 열어서 한 공간으로 쓰고 그 게 이제 사실 이것도 (방음 때문

에)조 나은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산 때문에 완벽히 방음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이 게 설계가 되었었고,아이들의 의견이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책상을 좀 특이한 걸로 하자...그때 여러

가지를 보던 에 압축 낼을 제안하시더라고요 디자인하시는

분이 그래서 했는데 해놓고 보니 가격 에 비해 활용도가 장애가

많아요.튼튼한데 도색이 벗겨지는 문제.요거는 일반 쇠에다가 페

인트를 칠해서 일 년도 안돼서 벗겨지더라고요.차라리 가구 에서

나오는 걸로 맞춤을 했으면 어땠을까?하죠.하지만 튼튼하기는 엄

청 튼튼해요.-정우 (교사)

희망 학교에 해오름실이 완공된 후,학생들과 교사들은 아름다운 공

간으로 변화한 학교 교실에 해 만족감과 기 감을 갖고 있었다.당시

학교 3학년 학생들은 변화한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아쉬움을 가지

고 있었지만 자신의 의견이 반 된 교실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한

자부심이 있었고 학부모들은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해

만족하고 희망 학교의 발 하는 모습으로 인해 학교에 한 인식의

환이 있었다.

2.그 외 사업을 통한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

가.푸른색을 입은 운동장과 아름답고 쾌 한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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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학교에는 2009년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으로 학교 공

간 디자인의 변화가 일어났다.하지만 교실 공간 이외에도 학교의 변화

를 가져온 공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희망 학교에 향을 미친 학교

공간은 푸른색을 입은 운동장과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화한 화장실이다.

2010년에 OO학교 정 앙에 치하고 있는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통한

푸른색이 입 지는 공사가 이루어졌다.

2014년 9월에는 학교 본 화장실 개선 공사가 이루어졌다.화장실 공

사에 한 요구는 학생들과 교사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었으며

2009년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을 통해서도 개선하려고 노력했

던 부분이다.OO도 교육청을 통해 2014년 7월에 계약되고 이루어졌다.

지 은 화장실 공사 요.수차례 건의해서 이제 화장실 공사를 하

는 거 요.-정우 (교사)

희가 의원 회의에서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거 얘기 했었는데,

계속 얘기 하니까,신경 쓰고 고쳐 주신 거잖아요.-최슬비(학생)

지 까지 희망 학교에 일어난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를 살펴보았

다.희망 학교 구성원들에게 향을 미치고 학교에 변화를 가지고 온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를 심으로 살펴보았다.2009년 희망 학교에

이루어진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을 통한 교실 공간 디자인의

변화,2010년 운동장에 푸른색을 입힌 변화와 2014년에 이루어진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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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해오름실

(2월)

운동장

인조 잔디

(10월)

화장실

개선 (9월)

운 화장실 공간 디자인의 변화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Ⅳ-1>2009년-2014년 희망 학교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

<그림 Ⅳ-1>희망 학교 운동장과 화장실



- 48 -

Ⅴ.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교육과

경 에 가져온 변화

학교교육은 학생을 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의 가장 본질 이고 핵심

인 활동이다.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학교경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

는다면,학교 교육이 제 로 실행될 수 없다는 에서 학교 경 한

단히 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본 장에서는 학교 교육 활동

과 학교 경 활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학교 교육 측면에서는 학

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로 인한 학교의 반 인 교육활동의 변화,학교

공간 디자인으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학교생활의 변화,학교 공간 디자

인으로 인한 학교의 분 기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학교 경 차원에

서는 학교 경 역을 심으로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경 에 가져

온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교육에 가지고 온 변화와 학교 경 에 가지

고 온 변화를 살펴 볼 때,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경 활동과 교육

활동 그 자체에 직 인 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간 으로도 향

을 미칠 수 있다.학교 공간이 학교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교육

로그램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진하여,학생 교사의 교육활동에

향을 미치며 학교 경 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를 들어 희망 학교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동 캠 ’의 경우,학생 교사에게 나타나는 변

화가 로그램 자체의 효과일 수도 있고 이 로그램이 해오름실이라는

학교의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더 활성화되고 진되어 학교 구성원에게

교육 효과를 미쳤을 수도 있다.따라서 여기서는 2009년부터 2014년까

지 희망 학교에 나타는 학교경 교육 활동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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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경 과 교육에 나타난 변화를 개략

으로 살펴보고,이후에 학교 공간 디자인이 희망 학교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1.2009년-2014년 희망 학교의 학교경 교육

활동 분석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희망 학교에 많은 학교경 과 교육 로그램

의 변화가 있었다.여기서는 희망 학교의 학교경 과 교육 활동에 나타

난 변화에 한 분석을 할 것이다.학교경 의 변화는 학교 경 의 역

을 심으로 학교 교육 방침과 계획,교직원 인사활동,시설 리 환경

정비,학사 리,교육과정 운 학력 신장 활동을 심으로 살펴보았

으며 교육 로그램의 변화는 학교 교육과정 특색 사업과 방과 후 교

육 활동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학교교육 방침과 계획

1)학교교육 목표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희망 학교 교육목표를 비교 분석하여 학교

교육 목표의 흐름을 살펴보았다.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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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추

구

하

는

인

간

상

즐겁고 진취 이며 보람있게 사는 사람
미래를 선도하는 능력과

품성을 지닌 인재 양성

<표 Ⅴ-1>2009년-2014년 희망 학교 교육 목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학교 교육목표는 ‘즐겁고 진취 이며 보람

있게 사는 사람’으로 동일하다.다음과 같은 학생을 기르기 한 다섯 가

지 하 교육목표는 도덕 인 인격의 형성,공동체 의식의 고양,창조

인간의 육성,지력과 기술의 배양,건 한 심신의 육성으로 설정되어 있

으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동일하다.도덕 인격의 형성은 올바른 가

치 으로 선을 추구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앞세우는 도덕인을 기르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공동체 의식의 공양의 목 은 주체 인 자아의식

으로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자주인을 기르는 것이다.창조

인간의 육성을 한 목 은 과학 탐구와 논리 사고로 새롭게 생

각하고 실천하는 창조인을 기르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지력과 기

술의 배양은 정보화 세계에 비하여 자율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지

닌 면학인을 기르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건 한 심신의 육성은 강

인한 의지력과 풍부한 정서로 사회와 국가발 에 기여하는 건강인을 기

르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학교 교육 목표가 ‘미래를 선도하는 능력과 품성을 지닌

인재 양성’으로 바 다.2014년 학교 교육 목표도 이와 동일하게 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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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이는 2009년부터 2012년의 교육목표와 다르게 학생의 ‘능력’과

‘품성’에 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교육목표는 보다 모호한 경향이 있어 명확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알기 어렵지만,2013년부터는 학생의 ‘능력’과 ‘품성’에 을 두어 학력

신장과 인성 교육에 을 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학교 경 노력

학교 경 노력 은 학교 교육 목표를 구 하기 한 학교 경 의

방침이다.학교 교육 목표를 구 하기 한 학교 경 의 방침은 희망

학교가 구체 으로 어떤 경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보여 다.따라서 학

교 경 노력 을 살펴보면서 희망 학교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살펴보았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학교 경 계획을 살펴본 결과,3번의 변화

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학생을 한 계획을 살펴보면 2009년과 2010년

에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보다 을 둔 계획이 세워졌다면,2011년

과 2012년에는 학생의 창의·인성 교육의 심으로 세부 계획의 변화가

있었으며,2013년에는 창의·인성 교육에 을 둔 방향으로 계획의 명

칭이 바 었다.2014년에는 학생의 ‘능력’과 ‘품성’에 을 두어 학업

신장과 인성 교육을 한 계획이 세워졌다.

교사를 한 계획에는 2009년과 2010년에는 보다 범 가 넓은 세부 실

천 계획이 세워졌다.교사는 문지식을 함양하고 사명감을 가질 것을

계획하 지만 2011년과 2012년에는 보다 구체 으로 교과별 컨설 을

통한 학생 심 랜드수업과 인성 교육을 강조하여 체험학습을 통한 실

천 주의 인성 교육을 계획하 다.2013년에는 교사를 한 학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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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

생

학생이 행복한

학교

(스스로

공부하기,

자기주도

학습력 신장)

학생이 행복한

학교

(SMART,학교폭

력 ZERO)

창의와

인성으로

성장하는

학교

(SMART,학

교폭력

ZERO)

<학력 신장>

- 교사 학생 심

랜드 수업 개

-방과후 학교 운

활성화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재학 운

-기 학력 Zero

운동 개

교

사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 문지식 함양,

사명감으로 책임

다지기)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 랜드 수업,

체험학습을 통한

인성교육)

원칙과

소통으로

력하는

학교

( 랜드

<인성 교육>

-꿈 설계와 실 을

한 진로 로그램

-올STAR

교육 로그램

의 목표 명칭에 변화가 있었다.지 까지는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

에서 ‘원칙과 소통으로 력하는 학교’로 바 어 교사를 심으로 한 학

교 구성원의 ‘소통’과 ‘력’에 을 두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한 목표로는 2009년과 2010년에 쾌 한 교육환

경 조성과 가정·지역사회와의 력 체제 구죽에서 2011년과 2012년에 보

다 구체 으로 교육만족 제고를 한 쾌 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부모·지

역사회와 연계한 명품학교 구축을 한 계획을 세웠다.2013년에는 학부

모와 지역사회를 한 학교 경 목표의 명칭이 바 었는데 지 까지‘학

부모·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에서 ‘참여와 지원으로 함께하는 학교’로

명칭이 바 었다.이는 통해 보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에 함께 ‘참

여’하는 것을 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Ⅴ-2>2009년-2014년 희망 학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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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체험학습을

통한

인성교육)

(자존감,배려,능력,

타인존 )

-多행복한 사제동행

체험학습 운

-배려와 사랑을

통한 학교폭력

ZERO

-나라사랑 실천

로그램운

학

부

모

·

지

역

사

회

학부모·지역사회

가 만족하는

학교

(쾌 한

교육환경,

가정·지역사회

력체제)

학부모·지역사회

가 만족하는

학교

(쾌 한

교육환경,

명품학교)

참여와

지원으로

함께하는

학교

(쾌 한

교육환경,

명품학교)

<토요 로그램>

-토요스포츠데이운

-토요방과후학교운

-도서 개방을

통한 꿈 찾기 활동

-교육복지 실 을

한 특기 성 운

나.교직원 인사활동

1)교사 교육

희망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 문성 제고를 한 노력으로 교사들을

한 연수와 장학,컨설 활동이 이루어진다.학교 차원에서 실시되는 연

수나 장학,컨설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그 학교가 교사들에게 추구하

는 구체 인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 다.따라서 희망 학교에 계획되었

던 주요 교육 활동 추진계획서를 분석하고 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교원 문성 신장을 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로그램을 심으로 그

흐름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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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학교에서 교사의 문성 신장을 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

는지 보기 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주 교육 활동 추진 계획의 내

용을 살펴보았다.그 에서도 특히 교사의 문성 신장을 한 장학,연

수 등의 활동을 심으로 살펴보았다.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주 교육

활동 추진 계획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희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교육이 시간이 갈수록 ‘행복’과 ‘감동’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일반 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목의

연수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교육활동 제목이

나 연수 제목에 ‘행복’과 ‘감동’이 등장하게 된다.2012년에 ‘수업컨설

행복한 교실을 한 수업 축제’가 이루어지고,2013년과 2014년에 ‘행

복수업을 한 맞춤형 연수’,‘교실 수업 개선을 한 감동수업’,‘행복수

업 연수’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교사의 교육 내용이 학생들에게 행복한

수업을 제공하고 감동 있는 수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드러난다.

다.시설 리 환경 정비

1) 장기 발 계획

희망 학교의 시설 리와 환경 정비 조성의 활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

었는지 살펴보기 해서 2009년부터 2014년의 학교의 장기 발 계획

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환경 조성’부분에 을 두고 살펴보았다.2009

년부터 2014년의 학교 환경 발 략 계획은 2년 단 로 변화하 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학교 환경 시설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학

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간을 반 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시 되고

이후에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 체험 활동과 교실 수업이 잘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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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의 흐름으로 환경 개선 계획이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라.학사 리

1)신입생 지망자 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희망 학교의 1지망자 비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신입생 희망 학교를 제일 먼 희망하는 학생의 수가 증

가 하 다.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희망 학교 신입생 1지망자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자.

2009년에는 34.5%로의 신입생들이 희망 학교를 1지망으로 선택하여,

희망하지 않은 학생이 많았다.2010년에도 28.98%,2011년에도 28.2%로

신입생 1지망 학생 수가 4 를 차지하는 상황이었다.하지만 2012년

에 49.53%로 희망 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증하여,2013년에도

49.09%,2014년에는 65.4%로 매년 희망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

지망률이 향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는 희망 학교가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그리고 학부모가 신뢰 할 수 있는 학교로 변화되고 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2)유 학생 수

희망 학교의 학생 유 수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0.3%,2010년에는

0.8%,2011년에는 0.7%,2012년에는 0.4%,2013년에는 0%,2014년에는

0.3%로 몇 해 유 되는 학생 수가 최근 3년간 그 수가 매우 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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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특히나 유학으로 인해 학교를 유 하는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3년 사이 학교생활 부 응으로 유 를 하는 학생 수는

매해 한 명 미만으로 볼 수 있다.

3)졸업자 수

희망 학교 졸업비율과 진학 비율은 2010년에 99.1%,2011년부터 2013

년까지는 모두 100%로 부분 모든 학생이 3년간의 학교 과정을 마치

고 고등학교로 진학하 다.

마.교육과정 운 학력 신장 활동

1)특색 사업

희망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력 신장을 한 여러 가지 활동을 살펴보

기 해서 학교의 노력과 움직임의 변화가 잘 드러나는 특색 사업을

심으로 살펴보았다.각 학교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색 사업은 각 학

교의 색을 가장 잘 반 하고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각 학교 학교

교육 목표의 방향이 가장 잘 반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살펴볼 필

요가 있다.희망 학교의 특색 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많은 변화

가 이루어졌다.우선 양 으로 특색 사업의 수가 증가하 으며 시간이

갈수록 보다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 와

에 명칭의 변화는 있어도 같은 본질의 활동이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특색 사업도 찾아볼 수 있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희망 학교에서 이루어진 특색 사업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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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09년에는 모든 특색 사업이 학생들의 학력을 제고하기 한 활동

주로 이루어졌다면,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간이 갈수록 인성

교육에 비 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2009년에 이루어진 두 개의

특색 사업은 모두 학생의 학력 신장을 목표로 한 특색 사업이었다.2010

년에도 동일한 학생의 학력 신장을 한 두 가지 특색 사업이 이루어졌

지만,그 ‘독서문화 활동’의 목표가 학력 신장과 더불어 인성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 의 변화가 있었다.2011년 특색 사업에는 학생의 인성

교육을 한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하지만 교사의 멘토링 로그

램에서 서로의 ‘소통’‘존 ’,‘배려’와 ‘력’에 을 둔 교사들 간의

교류에 목 을 둔 변화가 일어난다.2012년부터 이루어지는 특색 사업은

학력 신장과 인성 교육을 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한 이때부터 ‘소통’

을 통한 인성 교육이 시된다.따라서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학생과

학부모 간의 소통이 가능한 활동이 이루어진다.2013년에는 학생의 학력

신장과 인성 교육에 을 두고 있으며 이에 도달하기 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소통와 력,참여와 지원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2014년 특색 사업도 2013년과 동일하게 인성 교육에 을 둔 특

색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희망 학교의 경 과 교육활동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이러한 변화는 학교 공간 디자인이 가지고 온 변화가 될 수 있

으며 시 에 따라 달라지는 시도 교육청의 상 교육목표와 시도 교육청

에서 개하는 특색 사업 등의 향일 수도 있다.이 에 학교 공간 디

자인이 희망 학교의 경 과 교육활동에 미친 향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다음 장에서는 희망 학교의 학생과 교사가 말하는 학교 공간 디

자인이 학교경 과 교육활동에 가지고 온 변화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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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교육활동에 가져온 변화

여기서는 학교 공간 디자인이 희망 학교의 교육에 가져온 변화를 살

펴보고자 한다.2009년부터 2014년까지 희망 학교에 나타난 변화 희

망 학교의 공간 디자인에 의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 다.이를 해

희망 학교의 학생(6명)과 교사(6명)과 면담을 하 고 구체 인 학교의

변화를 보기 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학교교육계획서를 살펴보았

다.학교 교육의 변화는 교육활동의 변화,학교 구성원의 변화,학교 분

기의 변화로 살펴보았다.

가.다양한 “활동” 심 교육 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한

“인성 교육”의 진 (교육 내용의 변화)

2010년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해 해오름실이 만들어지

고 희망 학교에는 다양한 “활동” 심의 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아

름다운 장이 마련되었다.해오름실이 희망 학교에 생기게 되는 해(2009

년-2010년)희망 학교에 교육복지우선사업이 함께 이루어지면서,이를

통한 다양한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는 산이 마련되고 이와 함께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한 2011년에는 도에

서 제공하는 특색 있는 학교 사업이 희망 학교에 이루어지면서 보다

많은 교육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는 산이 마련된다.이러한 “활동”

심의 교육 로그램은 특색 사업으로 희망 학교 교육과정에 반 되어

이루어졌다.정우 교사는 2009년 문화체육 부에서 주최한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이 희망 학교에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주된 역

할을 하 다.따라서 해오름실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완공된 이후 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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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의 변화를 잘 알고 있었다.

2009년도에 교육복지 사업이 이루어져요.본격 으로 2010년도부터

이루어지는데 교육복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곳이 ( 략)교육복지

는 교육의 사각지 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심리 정서 교육,문

화체험 는 건강 복지 이런 쪽으로 어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산을 지원하고 ( 로그램을)만들어서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거든요. 로그램과 연계해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곳이 그것에

요한 공간’이 되요.블랙데이,33데이,선생님과 함께하는 야 활동

로그램.야 활동도 학교에서 하는 야 활동.여기는 노래방.선

생님들이 컴퓨터로 노래방 다운받아서 한바탕 신나게 놀고 밤에는

교실에서 자고.한여름 밤에 보내기 딱 좋은 공간이니까 이 게 하

는 사업과 연결 지어서 이것들이 진행이 되었었고.-정우 (교사)

아까 말 드렸던,교육복지우선 사업,그 당시에 교육복지 투자라

고 해서 각 학교마다 기 생활 수 자 차상 층 아이들을 캐어하

기 한 다차원 인 지원 그것이 있었는데 희학교가 해당학교에

요.지역이 이제 집 ( 으로)결손과정이 많은(곳이어서),그래서

이제 그거(교육복지우선 사업)는 2009년 하반기에 같이 들어왔어

요.그래서 (해오름실이)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 로그램을 운

하기 한 한 공간’이 되는 거죠.-정우 (교사)

2011년도에 이제 특색 있는 학교 사업을 도에서 공모를 했어

요. 신학교 이런 맥락인데 일 년에 OO만 원씩 3년에 걸쳐 1억

OO만 원씩 주는 사업이었었는데,같이 거기서 겸해서 제안을 하게

된거죠.그래서 세 가지,문화를 행복한 학교,교육복지 사업이랑

명품학교사업이랑같이가져와서 로그램을돌리게된거죠.-정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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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학교에 다양한 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산이 마련되고

실질 으로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마

련되면서 “활동” 심의 교육 로그램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주로 여기서 하는 로그램들은 뭐냐면 주로 했던 게 감동캠 라고

해서 그때(2010년)부터 매년8월 는 10월 달에 아버지와 아들

는 딸이 같이 이 게 강의 듣고 허깅,편지 쓰기 세족식,부모와 자

녀가 함께하는 가족캠 의 훌륭한 공간으로 탈바꿈 되었고,가족캠

를 할 때 희가 흔치 않은 학교 북밴드(BookBand)교육이

결성되었어요,2009년,2010년도 인가 그때 그러면서 책을 노래하는

아이들,아이들이 책을 읽고 좋은 감이 있으면 그것을 가사로 보

내주면 그럴 곡을 해서 붙여서 아이들에게 매주 수요일에 와서

연주하다던가 독서 문화 체험 독서 캠 이런 차원에서 희는 그

것을 ‘꿈다독임 독서문화 활동’..해서 활동을 많이 했죠.( 략)제

가 2009년 오면서부터 연세 학생들을 멘토 캠 를 열었어요.이사

업은 그 에 있던 학교부터 해왔었는데 로그램 성과가 좋아서

연 측에 다시 제안을 했죠.2011년도에 많은 학생들이 연세 학교

에서 와서 여기서 했어요.-정우 (교사)

희망 학교에 학생들을 한 다양한 로그램이 생길 수 있게 된 것은

실질 으로 교육 로그램을 학교에 활성화하기 한 교사들의 노력과

이를 실 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희망 학

교에는 해오름실이 학교에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한 “활동” 심의

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장이 되었다.여기서는 2009년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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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의 희망 학교 교육과정 특색 사업을 심으로 살펴보면서 학

교 교육 로그램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2010년 해

오름실이 생기면서 학생들을 해 제공 할 수 있게 된 교육 로그램이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해,학력 신장을 한 교육 로그램과 인

성 교육을 한 교육 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제시하 다.이외에 교사 교

육이나 학교의 아름다운 문화를 형성하기 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만 해오름실을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로그램으로 제한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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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해

실
에
서
 이

루
어
지
는
 

육
 프

그
램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

꿈을 함께

일궈내는

행복한 동행

로그램

꿈을 함께

일궈내는

사제동행

로그램

꿈을 함께

일궈내는

사제동행

로그램

꿈 다독임

독서 문화

활동

로그램

사제동행

S·M·A·R·T

OO

로젝트

인성함양

S·M·A·R·T

OO

로젝트

꿈 다독임

독서문화

활동

꿈 다독임

독서문화

활동

다

 공
간
에
서
 이

루
어
지
는
 

육
 프

그
램

독서

문화

활동

학력신장

수업

명인을

한

교과

장학활동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학력신장

로그램

학력신장

090

로젝트

학력신장

090

로젝트

학력

신장

청출어람

학력신장

계획

올 STAR

교육

로그램

올 STAR

교육

로그램

‘외국인과

어로’

TEE강화

Dream

Hi로젝트

Dream

Hi로젝트

多 행복한

학교 운

多 행복한

학교 운

전
체
 수
 

2가지 2가지 3가지 3가지 7가지 7가지

<표 Ⅴ-3>2009년-2014년 희망 학교의 특색 사업 해오름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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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서 2014년까지 희망 학교에서 이루어진 특색 사업을 살펴보

면 2009년에서 2010년까지 반 으로 특색 사업의 수가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그 에서도 해오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색 사업의 수

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해오름실이 희망 학교에 생기

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이 된 것을 의미 한다.

한 해오름실에서 “활동” 인 특성의 교육 로그램이 이루어지면 이로

인한 학생들의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었다.2012년에 이루어

진 특색 사업을 살펴보면 ‘꿈을 함께 일궈내는 행복한 동행 로그램’에

서「우리만의 아름다운 색깔」특색 있는 학 활동,「우리 결연 했어요」

사제동행 결연 사업,연세 멘토링 캠 가 이루어진다.이 모든 활동이

해오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상당수의 활동이 해오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학 활동의 경우 학 별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

데 학생들이 담임교사와 외부에 놀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 활동

을 할 때는 해오름실에서 모여 노래방 분 기를 만들며 놀거나 크리에

이션 등의 즐거운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이러한 활동은 학생들

간의 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학생과 교사와의 좋은 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향을 다.연세 멘토링 캠

는 방학 때 연세 학교 학생들이 희망 학교에 찾아와 학생들과 함께

게임과 다양한 활동으로 진로와 꿈을 찾아가는 활동이다. 학생 멘토들

과 즐거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공부가 아닌 다른 활동을 학교에서 하

면서 체험활동을 통한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된다.2013년과

2014년에 이루어진 특색 사업으로 ‘꿈을 함께 일궈내는 사제동행 로그

램’은「우리만의 아름다운 색깔」 특색 있는 학 활동,「우리 결연 했어

요」사제동행 결연사업과 청소년 아버지학교 가족 감동 캠 로 이루어졌

다.2012년과 비교하 을 때 새롭게 이루어진 활동은 아버지학교 가족



- 64 -

감동 캠 다.아버지학교 가족 감동캠 는 두란노에서 주최하는 활동으

로,학생들과 부모님간의 아름다운 계를 형성하고 평소에는 잘 표 하

지 못하는 서로의 사랑스런 모습이나 허깅을 통한 서로의 계를 회복하

는 활동이다.이러한 활동은 부모가 학생에 해 생각하는 마음이나 학

생이 부모에 해 생각하는 마음에 변화를 주어 결국 학생에 한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활동이다.이 외의 특색 사업으로 사제동행

S·M·A·R·T OO 로젝트와 꿈 다독임 독서문화 활동이 이루어진다.

사제동행 S·M·A·R·T OO 로젝트는 학생들이 다섯 가지 품성을 가

지도록 하기 한 노력으로 다양한 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 해오름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학생들의 술 인 감성을 길러

주기 한 활동으로 1인 1악기 다루기와 1인 1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진

다.모든 동아리 활동이 해오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스

동아리나 스포츠클럽 등의 학생들의 활동량이 많은 동아리 활동은 해오

름실에서 이루어진다.꿈 다독임 독서문화 활동도 해오름실에서 이루어

지는 활동이다.학생들에게 독서를 통한 학력 신장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 하도록 하기 해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다.

이와 같은 특색 사업은 “활동”을 심으로 이루어진 교육 로그램으

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가 아닌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로그

램이며,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해오름실을 통해 더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교실에서는 할 수 없는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

들의 인성 교육이 진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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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희망 학교 해오름실에서 이루어진 감동캠

나.밝은 분 기, 정 규모,테크놀로지를 갖춘 공간으로

인한 풍성한 활동 (활동 품질의 변화)

해오름실은 희망 학교에 있는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잘 활용되는 공간

하나다.일반교실 두 배의 크기에 자유롭게 책상과 의자를 배열할 수

있고 노란색과 연두색의 조합으로 교실의 체 인 분 기가 밝으며 음

향시스템과 로젝터,스크린,마이크 등이 구비되어 있는 공간이다.따

라서 다양한 규모의 집단을 수용할 수 있으며 밝은 분 기와 테크놀로지

지원으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이와 같은 공간을 통해 학생들과 교

사들이 학교의 많은 교육활동을 풍성하게 리고 있었다.

우선은 희 해오름실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은 활동들은 어

떻게 보면 교실에서 할 수 있고 엄청 큰 활동은 운동장이나 강

당에서 할 수 있는데,아이들이 딱 애매한 사이즈에요.방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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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80명에서 90명의 학생들이 있을 공간이 마땅치 않아요.강당

같은 경우는 무 커서 오히려 집 이나 이런 게 힘들고,그래서 여

기서 이제 그런 멀티미디어라던가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활동

할 수 있다 라는 것. 간 규모 사이즈의 학생들이.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 인거 같아요.-김상 (교사)

일단 공간도 하나 보다는 더 넓고요.교실도 이제 시설이 있습니다

만 교실에는 텔 비 이 들어와 있어요.근데 여기는 이제 스크린

가지고 보니까 훨씬 더 상도 크고 규모도 크고 시설도 괜찮고 마

이크 시설도 있고요.음향 장비도 되어있고.뒤에 이제 시 공간도

있어서 손님들이 오시면 학교 여러 가지 행사내용이나 교육과정 내

용을 시해 놔서 그런 것도 같이 이 게 보시고,뒤에 다과도 이

게 비해 놓을 수 있고.차도 마실 수 있겠고, 기도 있고.-장수

(교사)

아무래도 다목 용도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희가 교생이

희가 600명이 넘거든요?한 세반 정도면 60명에서 70명?80명까지

되니까..작은 규모의 연수나 교육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많이 이용

을 하게 되고, .. 시 같은 거,작품 시나 그런 것이 있으면 거

기서 한번 세 도 해보고?아이들이 거기서 정규 으로 수업이 이

루어지지는 않으니까..그 게 활용을 하고, 그 상이나 이런 것

들이 모두 되니까, 상이 필요한 그런 것 교육이 오면,학생들하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랑 같은 학년 애들도 들어가서 할 수 있으니

까 그런 부분이 좋은 거 같아요.다목 용도 말 그 로 쓰이는 것

같아요.-윤주희(교사)

일단 교내 일정 수 인원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교실 밖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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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교실의 규모가 조 작고 해오름실이 일반 교실보다 크다는

이 있고요.그리고 새로 신축된 신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른 교실에 비해서 조 깔끔하고 음향이나 다른 상 매체를 사용

할 수 있는 설비가 더 잘 되어있고요 그러면서 로그램을 진행할

때 훨씬 더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 이 있고,그 다음에 해

오름실이 조 밝게 잘 꾸며져 있거든요,밝고 깨끗하게 꾸며져 있

기 때문에 거기서 참가를 했었을 때 교실에서 참가했을 때 보다는

아이들이나 어떤 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조 더 제가 느끼

기에는 조 더 효과 이고 참여율도 높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지 우(교사)

서울 두란노 아버지 학교 하고 연계해서 강사님들이 오셔서 아버지

학교처럼 청소년 감동캠 를 했어요.그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도

선생님도 같이 참여를 해서 부모역할을 하고 편지를 쓰고 같이 이

게,과정을 마치면,감동도 하고 물도 흘리고,발도 씻겨주고 하는

이런 과정이 나 에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는 뭐 여러 가

지가 많이 바 죠.가정에 한 부모님에 한 생각,학교나 선생님

에 한 생각.자기 자신도 좀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런 체 인 해오름실을 통해서 많은 로그램들을 학생들하고 많이

이 게 하니까,다른 뭐 교실에서야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

(소통의 활동들)을 통해서 아마 학교가 변화되지 않았는가.그

런 것도 충분히 무시할 수 없다고 요.그런 거 하기에는 딱 합

한 공간이에요.만약에 그런 것을 강당에서 했다 하면 좀 더 느낌이

다르죠.-장수 (교사)

희망 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해오름실의 규모와 테크놀로지 시설 구

비,그리고 깔끔하고 아름다운 분 기로 간 규모(30-80명)의 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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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이는 활동이 이루어지기에 합한 공간이라고 표 하고 있다.이는

해오름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효과

로 드러났다.

음..우선은요 제가 봤던 활동 같은 경우에는 80명 정도의 활동이었

죠.그리고 이들을 로그램 에 체육 회 비슷한 게 있어서 강

당을 사용했었어요.그런데 강당에 가서 보니까 인원이 그 강당을

사용할 때 무 허해요.그러니까 빈공간이 무 많아요.그러다 보

니까 훨씬 더 타이트한 느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4박 5일 동안

아이들과 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뭔가 좀 꽉 찬 느낌을 이 공간에

서 했다면...만약 이 공간이 없어서 강당에서 했거나 교실에서 했다

면 합한 느낌이 아니었을 거 같아요.굉장히 비어 보이고 활동자

체가 격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 같아요.-김상 (교사)

아무리 같은 활동이라도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그 활동

에 한 인상이나 느낌이 달라지기 마련이다.학생들도 아름다운 공간이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

다.

좋은 거 같아요.공간에 따라서 기분도 달라지고,낡은 공간이나 그

런 공간보다는 깨끗한 데에서 공부나 그런 거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황서연(학생)

일단 그 인식 자체가 바뀔 것 같은데..일단 그(활동을)하기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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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딱 봤을 때,(공간이)별로면 그냥 다 잘 안될 것 같은데,왜 첫

인상이 딱 좋으면,공간이 첫인상이 딱 좋으면 더 의지도 생기고 그

럴 것 같아요.-조혜린(학생)

학생들이 언 하 듯이 같은 활동이라도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지

는가에 따라 그 활동에 한 느낌이나 활동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진

다.이와 마찬가지로 해오름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활동에 풍성

한 느낌을 더해주는 효과가 있다. 간 규모의 인원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강당에서 이루어졌다면 빈 공간이 무 많아 활동 자체가 조

해 보일 수 있다.하지만 밝은 분 기와 두개의 교실 공간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해오름실에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풍성하게 활동

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3.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구성원에게 가져온 변화

가.학생의 심리 변화

여기서는 희망 학교의 공간 다자인이 학교 구성원에 가져온 변화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그 에서도 학생들에게 가지고 온 변화를 보고

자 한다.여섯 명의 학생과 여섯 명의 교사를 상으로 학교 공간 디자

인이 학생에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에 한 면담을 실시하 다.

면담 결과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생에게 가져온 변화는 불쾌한 공간에서

기분 좋은 공간으로의 변화,푸른색을 입은 운동장과 다양한 운동을

한 공간으로 인한 “흥미 유발”,아름다운 학교에 한 자부심,아름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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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간을 “아끼는 자세”형성,아름다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에 한 “집 ”의 변화로 나타났다.여기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면담결

과 그들이 생각하는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생에게 가지고 온 변화를 많

이 언 된 순으로 제시하 다.

1)불쾌한 공간 에서 기분 좋은 공간으로의 변화

희망 학교의 건물은 1976년 신축되어 재까지 부분의 공간을 활용

하고 있다. 간에 확충 공사나 건물 리모델링을 한 공사는 이루어지

고 있지만 신축을 하는 등의 재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사용하

기 불편한 공간들이 다소 존재한다.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수

으로 활용해야 하는 화장실을 불쾌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하지만

2014년 9월 화장실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서 화사한 분 기의 공간이 되

었다.화장실은 공간 디자인의 변화로 학생들에게 기분 좋은 공간이 되

었다(6명).

원래 막 화장실 더럽고,냄새나고 하니까,일부러 학교에서 화장실

안가고 하는 애들도 있었거든요.그런데 이번에 화장실 바 고 나

니까,막 그런 애들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최슬비(학생)

그 일보러 갈 때,더러워서 안 갔는데,이제는 자주 가고,편하게

가고,애들도 가자고 말을 해요.-손태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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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에 동참한 여섯 명의 학생들 모두 희망 학교의 화장실이 아름다

운 공간으로 바 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 다.그 최슬비 학생과 손태

이 학생은 학교 화장실이 리모델링되고 나서 학생들의 행동이 바 었다

고 하 는데,이는 학교에서 화장실 사용을 기피하 던 친구들이 이제는

편하고 기분 좋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화장실은 학생들

의 학교생활에 한 편의와 련된 공간이므로,화장실의 공간 디자인

변화를 통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보다 기분 좋은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혜린(학생):화장실을 이번에 공사해가지고 다 새것이란 말이에요.

거기 진짜 좋은 거 같아요.거기 난로도 되고,냄새도 안 나고,따뜻

한 물도 나와요.

연구자:아.언제 게 새롭게 바 었어요?화장실이?

조혜린(학생):방학?한 달 ?몇 주일 ?

웅(학생):한 달 나?

연구자:다 이 게 화장실이 바 어서 좋아요?

학생들:네.

조혜린(학생):네,완 깨끗해요.

연구자:그 에는 어땠는데요?

황서연(학생):약간 낡았다고 그래야 되나?

조혜린(학생):더러웠죠.

웅(학생):한 십년 이십년 된..

연구자:아 그래요?색깔도?

학생들:네.

황서연(학생):바래가지고,옛날에 있던 거라서...

조혜린(학생):냄새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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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린(학생):그리고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다들 청소하는 것

을...왜나면 옛날에는,진짜 싫어했거든요.진짜 싫어했는데...이제

는 가서 애들끼리 그냥 노는 곳이 고.

지 의 아름다운 화장실은 학생들이 에는 정말 싫어했던 화장실

청소마 즐거운 활동으로 만들어주었다.이는 학생들이 화장실을 청소

하는 것에 한 불만보다는 아무리 청소해도 별로 변화가 없는 쾌 하지

못한 공간을 청소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반면에 깨끗하게 리모

델링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노는 활동’이 되었다.이와

같은 변화는 학교 화장실 공간 디자인의 변화가 학생들이 불쾌하게 생각

했던 화장실을 기분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주었음을 알게 한다.

2) 푸른색을 입은 운동장과 다양한 운동을 한 공간으로

인한 “흥미유발”

희망 학교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고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는 실내 강당이 마련되어 있다.정식 명칭은 ‘웅지 ’이지만 학생들

이나 교사들에게는 강당으로 불리고 있다.이 공간은 교생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운동을 한 시설이 깨끗하게

구비되어 있어 학생들이 활용하기에 합하다.학교 강당 외에도 야외

농구장,운동장,테니스장이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운동

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한 2010년에 학교 운동장에

인조 잔디 공사가 완공되면서 운동장이 푸른색 옷을 입게 되었다.이와

같은 아름다운 공간은 학생들에게 운동에 한 “흥미”를 가지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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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운동에 한 심과 흥미가 없었던 학생들이 운동에 심을 가지게

되고 운동을 많이 하게 되었다(5명).

그냥 강당이 있어서,운동 자체도 싫어했는데,운동에 심이 생겼

어요.-손태이(학생)

그러니까,운동시설이 많은 것 같아요.농구장도 있고,여기 축구장

(운동장)잔디도 깔려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이러니까,운동시설

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웅(학생)

여학생들의 경우 심시간 이후 운동장을 도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보

통 여학생들은 심시간 이후 교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을 보내는데 아름답고 안 한 학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었다.

잔디 진짜 좋은 것 같아요..왜냐면은 잔디가 안 깔려 있었잖아요

원래.그런데 잔디가 안 깔려 있으면 그 막..흙..특히 흙..막 그래

서 거기 원래 심 먹고 나면 돌아다니는데 만약에 흙 이었으면 아

무도 안 나왔을 거 같고,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깔끔하고 좋은

거 같아요.잔디라서.-조혜린(학생)

운동장에 그 트랙으로 되어 있는데요.그래서 그게 되게,푹신푹신

하단 말이 요.그래서 넘어져도 괜찮고.-황서연(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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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나가면 희학교 운동장에 잔디가 있잖아요?제가 느낄 때는

잔디가 있음으로써 학교 ‘운동장을 도는 여자 아이들이 매우 많다’

라고 생각을 해요.그게 그냥 흙으로 있을 때는 여자애들 매우 소

수가 그냥 나와서 노는 거죠?그런데 잔디가 있음으로써 여학생들

도 분 기 환 차 나와서 걷고 운동장이 꼭 남자애들만 우리가

일반 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 쉬운데, 심시간에 남

자애들은 흙이던 잔디 던 다 나와요.그런데 여자 애들은 제가 생

각 했을 때 흙이면 잘 안 나오거든요.그런데 이 게 아이들이 많

이 나와서 있는 거는 ‘운동장이 잔디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

각이 있습니다.-김상 (교사)

4명의 학생들과 1명의 교사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학교에 학생들이 마

음 것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운

동에 한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한 공간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여학생들까지도 가벼운 운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에서,아름다운 공간

이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아름다운 학교에 한 자부심

희망 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아름다운 학교 환경으로

인해 학교에 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아름다운 학교로 인한 학교

에 한 자부심은 학생들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 변화보다는

없었던 감정이 형성되는 변화이다.학생들은 학교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시설이 있고 다른 인근 학교와 비교하 을 때 우리 학교가

가장아름답다고생각하 다.이에따른학교에 한학생들의자부심이생겼다(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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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다른 학교 시설에 비해서 희망 학

교 시설이 어떤 것 같아요?

학생들:좋아요.제일 좋은 거 같아요,

최슬비(학생):좋은 거 같아요.

조혜린(학생):좋은 거 같아요.진짜.

연구자:언제,그러니까 O 오기 부터 그 게 생각 했었어요?

학생들:(동시에)그땐 몰랐죠,몰랐는데...학교 자체를 몰랐어요.

웅(학생):생각 보다 희가 이용하고 하는 공간이 많은 것 같

아요.

학생들:활동이 많아요.

황서연(학생): 는 오기 에 O 을 다 알고 있었어가지고...그래서...

연구자:아 이 게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혜린이는?

조혜린(학생): 는 몰랐는데,다른 학교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아

니 가보니까 강당도 무슨 코딱지만 하고..그리고 잔디도 당연히

다 깔려 있는 알았어요 는.그런데 다른 학교는 그냥 흙인

거 요.‘와 진짜 좋은 곳이구나!여기’그 게 생각했죠.

문 세(학생): 도 맨 처음에는 안 좋은 데인 알았다가 오고

나니까 다른 학교보다 나은 거 같아요.

연구자:그러면 진짜 OO에서는 제일 나은 거 같아요?

황서연(학생):네.

학생들은 친구를 따라 다른 학교에 놀러가 보기도 하고 입학 희망

학교에 시설이나 공간에 해 모르고 있다가 희망 학교에서 학

교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그리고 이에 따른 학교에 한 자부심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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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학생의 행동 변화

4)아름답고 깨끗한 공간을 “아끼는 자세”형성

2014년 2학기가 시작될 무렵 희망 학교의 화장실이 아름답게 탈바꿈

하 다.기존의 어둡고 리가 안 되는 공간에서 화사하고 쾌 한 분

기의 공간이 되었다.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한 계가 있는 화장실이

기존에 “더러운”공간에서 “깨끗하고”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화

장실을 사용하는 학생들도 함부로 사용하던 화장실을 “아끼게”되었다(3명).

문 세(학생):그냥 벽을 발로 잘 안차요.

연구자: 에는 많이 찼었어요?더러웠을 때에는?

문 세(학생):어차피 더러운 거 계속 차도 상 없다고 하던데 이

제는 별로 안차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올해 9월 달에 리모델링이 완료

거든요.그런데 확실히 리모델링 후로 깨끗한 곳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 깨끗한 곳에다가 함부로 더럽히거나 함부로 사용을

못하는 게 있어요.그래서 리모델링 보다 지 이 훨씬 더 리나

청소가 수월하거든요.깨끗하게 유지도 잘 되고.-지 우(교사)

아이들이 황폐해진 공간이나 놓아진 공간에서는 더 막 쓰게 되는데,이

게 (화장실을)갖춰주면,그거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나,이 게 학교나 교육청이나 그런데서 투자를 해주는 것

은 굉장히 요하다고 생각을 해요.-윤주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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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공사가 2014년 2학기에 완공되어 그 상황과 이후의 상황을

모든 학생들과 교사가 잘 알고 있었다.학교 화장실이 오래되어 시설이

“황폐하고”지 분할 때는 학생들이 이 공간을“함부로 사용”하게 되고

그 게 사용하 지만 이 공간이 쾌 한 공간,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

하면서 학생들이 화장실 공간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아끼는 태도에 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5)아름다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한 “집 ”의 변화

희망 학교 해오름실에서 학생들이 강의를 듣거나 학생회 회의를 할

때 다른 공간에서 했을 때 보다는“집 ”도가 높아졌다(3명).

음..일단은 뭐 강의 들을 때 확실히 좋은 거 같고요.공간이 뭔가

아 강의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간에서 들으면 조 더 집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웅(학생)

그냥 거기(해오름실)교실 내부 자체가 수업듣기에도,강의 같은

거 듣기에도 합하게 환경이 되어 있고.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

아요.( 략)조 더 여기는(해오름실)아 강의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 더 다른 공간에서 그런 역할을.그러니까...해오름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하면은 조 더 그 게 집

하고 뭐 그런..- 웅(학생)

는 강의 같을걸.그러니깐 좁은 공간에서 했었을 거 같아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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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 있는데,강의할 때 만약에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강당을

쓰고 있는데,하면 조 미안한 마음이 들고 강당 같은 거는 무

넓어서 선생님들이 리하기도..애들 막 조용히 시키기도 조 어

려울 것 같고요. 교실에서 하면 그 왜 애들 냄새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도 방해 받을 것 같고.교실에서 맨날

자는 애들은 다른 공간에 가면 안 잘 수도 있는데 교실에서 하

면 잘 수도 있으니깐 조 그런 거 같아요.-문 세(학생)

웅 학생은 해오름실에서 강의를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

변화에 한 말을 하 다.다른 공간에서 강의나 수업을 듣는 것보다 해

오름실에서 강의나 수업을 들을 때 집 이 잘 되고,해오름실이 처음부

터 강의실처럼 꾸며져 있어 다른 공간 보다 강의에 집 을 더 잘 하게

된다고 하 다.이와 마찬가지로 문 세 학생은 해오름실에서 강의를 할

때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리하기도 쉽고 교실에서 자는 학생들도 해오

름실에서는 잠을 자지 않는 좋은 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 다.이는

한 규모와 화사한 공간 디자인이 활동에 한 “집 ”을 증진시킴을

알 수 있다.

웅(학생):음.. 의원 할 때요,학생 의원회의,공간(해오름실)

이 딱 학생 애들 그 인원에 맞는 거 같고 의견 모의기

도 괜찮은 공간 이었던 거 같아요.

연구자:웅이 학생이 거기서 뭐한다고 했지?학생회 뭐하는 것

에서,,만약에 거기가 없었으면 어디서 회의를 했었을 것 같

아요?

웅(학생):도서실에서 ( 의원 회의를)하는데요.거기(해오름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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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할 때 원래 도서실에서 하는데,거기(해오름실에)서 할 때 아무

래도 분 기가 밝게 조성 되서,회의에 집 도 더 잘하는 거 같아

요.

연구자:그러면 뭐 빨리빨리 의견이 모아지고 결정이 되요?

웅(학생):네,도서실보다는 좀 더 나은 거 같아요.

연구자:뭐가 나아요?

웅(학생):집 하는 게.회의에 더 집 하는 게 달라요.

웅 학생은 학생회임원들과 의원 회의를 해오름실에서도 해보고 도

서실에서도 해보았다. 웅 학생이 의원 회의를 이끌어가야 하는 치

에서 임원들 서로의 집 을 모으는 일은 요한데 해오름실에서 회의를

할 때는 모든 임원들이 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모두 밝은

분 기가 조성되어 회의에 “집 ”을 더 잘 한다고 한다.

그 다음에 해오름실이 조 밝게 잘 꾸며져 있거든요,밝고 깨끗하

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참가를 했었을 때 교실에서 참가했

을 때 보다는 아이들이나 어떤 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 조

더 제가 느끼기에는 조 더 효과 이고 참여율도 높게 느껴지

는 것 같고요.-지 우(교사)

넓게 서는 교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떤 교실이 리모델링 되었

다고 하면은 그 교실에 와서 아이들이 수업 받을 때 조 자세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긴 해요. 를 들어서 어떤 교과교실이 바 었

다고 하면은 새로운 책상.새로운 의자,그 다음에 안에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 싹 바 고 나면은 물론 이제 아이들은 응이 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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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처음에는 막 와 와 하면서 많이 좋아하긴 하고 이제 시간

이 지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는 한데,일반교실에서 수업을 받았

을 때 하고 그 년도나 학기 때 같은 학생을 상으로 그

냥 일반 교실이나 일반 책상 의자를 이용해서 수업을 했었을 때

보다 확실히 아이들이 참여하는 자세나 그리고 거기 공간에서 자

신이 행동을 할 때 조 변화가,교사로서는‘정 이다’라고 단

될 수 있게 변화 되는걸 볼 수가 있죠.-지 우(교사)

해오름실의 한 벽면은 큰 창틀로 되어 있어 교실에 빛이 많이 들어오

고,교실 곳곳에 밝은 노란색이 입 져 있어 밝은 이미지를 다.해오름

실에 사용하는 의자는 밝은 연두색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 해오름실의

체 인 부 기를 밝게 만들어 다.지 우 교사는 해오름실에서 학생

들이 활동을 할 때 일반 교실에서 할 때 보다 집 을 더 잘 할 수 있는

차이를 느끼고 해오름실 뿐만 아니라 특정 목 을 해 만들어진 교

과교실도 일반 교실보다 시설이 깔끔하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이 학습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다.학생의 술 변화

희망 학교 학생들은 학교 공간 디자인이 자신과 친구들에게 미치는

향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었다.따라서 앞으로 학교 공간이 새롭게

디자인 된다면 학교 구성원과 학교에 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를 가지고 있었다.이는 희망 학교 학생들이 보다 더 아

름다운 학교 공간,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공간 디자인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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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바라게 되는 심미 변화로 볼 수 있다.

1)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동아리 공간 추구

희망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생겼으면 원하는 공간은 바로 동아리실이

다.희망 학교에는 동아리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어 학생들이 방과 후에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하지만 학생들이 편

안하게 연습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학생들은 부분 일

반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이 그 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

인된 공간이 생긴다면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 를 한다(3명).

최슬비(학생):제가 밴드부를 하는데, 희가 연습할 공간이 없어

서,그냥 빈 교실에서 그냥 해놓고 하는데,막 그런 동아리 활동하

고,이 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그러니까

희 밴드부 뿐만 아니라,막 스부나 다른 동아리들도 활동 할 수

있도록.

황서연(학생):해오름실은 거의 강의하는데 합한 거 같아서..그

리고 스부나 다른 동아리들을 해서 더...

웅(학생):동아리를 그냥 부분 다 교실에서 해가지고,따로 공

간이 없으니까..

연구자:아.동아리 활동들이 많이 있죠?

황서연(학생):네.

연구자:네 그런데 이제 다 교실에서 하는 거 요?

황서연(학생):네.

연구자:아 그 구나.그러면 (동아리 방이 생기면)학교에 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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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내가 학교에 해 느끼는 변화?

조혜린(학생):아무래도 희가 원해서 그 곳이 생긴 거니까...더

뜻 깊을 거 같아요.그리고 더 자주 애용할 것 같아요.

황서연(학생): 희도 마찬가지..

연구자:아 그래요?

웅(학생):그리고, 학교 오기 싫어하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더 이 게 학교

다니기 재미있어지고..

최슬비 학생은 밴드부 동아리,황서연 학생은 스부 동아리에서 활동

을 하고 있다.하지만 학생들이 마음 것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동

아리실이 생기는 것이 그들이 앞으로 학교에 생겼으면 하는 공간이다.

지 우 교사도 학생들 동아리 지도를 하면서 방과 후 학생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데 잘 갖추어진 동아리실이 생긴다면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보다 편안하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을 기

한다.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원해서 생긴 공간만큼 그 공간을

애용하고 학교에 오는 것도 즐거워 질 것이라고 기 한다.

2)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 추구

희망 학교 학생들은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가 자신들의 학교생활에

가지고 오는 변화를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이로 인해 학교에 더 많은

공간이 아름답게 변화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

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이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심미 변화

라고 볼 수 있다(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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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기 뒤에 보면 등나무 같은 게 있거든요, 식소 앞에 있는데,

거기는 조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사실.아 뭐 모르지는 않겠지

만 거기 용도도 모르는 애들도 많고,그러니까 되게 조그맣게 있는

데,거기가 조 활성화 되고 괜찮을 거 같은데,왜 거기를 그냥 내

버려 두는지 모르겠어요. 무 아까워요.조 .-조혜린(학생)

조혜린 학생은 최근에 이루어진 화장실 공사가 자기 자신과 친구들이

학교에 해 인식하게 되는 생각과 행동에 정 인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을 느끼고 알고 있었다.이와 같은 경험은 조혜린 학생이 앞으로 학교

공간이 지 보다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의 변화를 가

지고 왔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학교 공간이 아름답게 변화하여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되었다.

라.교사의 행동 변화

여기서는 희망 학교의 공간 디자인이 교사에게 가지고 온 변화를 살

펴보고자 한다.이를 해 6명의 교사를 상으로 면담을 나 었으며 공

간 디자인이 교사에게 가지고 온 변화는 다양한 “활동” 심 수업의 가능

성,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로 인한 “힘든”청도지도에서 “쉬운”청소지도,

“소통”을 통한 교사들의 문성 신장 활동으로 나타났다.여기서는 교사

들이 생각하는 학교 공간 디자인이 가지고 온 변화를 많이 언 된 순으

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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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양한 “활동” 심 수업의 가능성

공간 디자인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행동을 계획하고 디자인

하는 활동이다.따라서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교사는 그들이 속해 있는

공간에 의해 특정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한다.일반

인 교실은 교실 상단 가운데 있는 교탁을 심으로 학생들의 책상이 일

자로 배열되어 있다.이와 같은 구조는 효율 인 달식 교육을 한 구

조로 한명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들에게 지식을 달하는 방식의 교수활

동이 이루어지게 된다.희망 학교에는 일반교실에서 주된 수업이 이루

어지지만 구나 원하면 사용할 수 있는 해오름실이 있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해오름실은 교실보다 두

배로 은 공간에 책상과 의자를 움직일 수 있어 보다 자유로운 “활동”

이 가능하다.따라서 희망 학교 교사들은 수업 내용을 비하고 기획할

때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통한 수업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2명).

이제 해오름실을 쓰면서 오히려 수업이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에서

조 움직일 수 있는 활동들을 교실에서는 잘 못하잖아요,그런데

오히려 해오름실에서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조 했었어요.

왜냐면은 학교 부분의 활동들은 다 책상과 의자가 있는 활동들인

데 부분 책상과 의자가 있는 공간인데,이 공간은 의자를 세 했

다가 의자를 었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애들이 조 활동

을 하는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데,밖에 나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이곳에서 해도 되겠다,생각을 사실은 해서 내년부터 조

더 수업에 집어넣어 볼까 생각도 했어요.-김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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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기에서 는 기술 수업을 하는데,해오름실이 기술실 이

요.그래서 이제, 는 거기서 뭘 했냐면,아이들 기술실에서 만들었

어요.자동차 같은 거 만들고,경주할 때,거기(해오름실)책상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수업 끝에 애들 경주하거든요.거기서 이제

쭉,이제 앉 놓고 애들 자동차 경주하고,이런 것도 거기서하기도

해요.-윤주희(교사)

김상 교사는 3학년 도덕 과목 교사다.학생들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은 함께 활동을 통해 몸으로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을 요하게 생각한다.교실은 나열된 책상과 의자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하고 좁아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야회에서 활동 인 수업을

한다.하지만 OO학교에는 일반교실의 두 배 크기의 해오름실이 있어 날

씨와 계없이 실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임이 많은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고 한다.윤주희 교사는 3학년 기술 과목 교사다.하루는 학생들과

자동차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학생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작업에

서 수업 활동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함께 경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일반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마음껏 자동차 경기를

진행하기 힘들겠지만 해오름실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보다 “활동” 인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2)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로 인한 “힘든”청도지도에서 “쉬운”

청소지도

교사의 업무는 교수학습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환경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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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뒷

정리를 하고 나가듯 학생들은 함께 사용한 교실이나 화장실,복도를 청

소한다.교사는 학생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지도하고

도와주는 일은 하는데 학교 공간 디자인이 교사의 청소지도활동에 변화

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기존에는 무 “힘들었던”화장실 청소 지도가

“쉬워진”것이다(2명).

그래서 그런 변화들도,화장실..작년에 제가 환경이었는데,화장실

청소하느라 되게 힘들었어요.애들이 기 질서 같은..요즘 아이들

청소 안하잖아요. 무 힘들었는데,마침 화장실도 공사를 해주

시고,그래서 좋은 변화 같아요.그러면 아이들이 황폐해진 공간이

나 놓아진 공간에서는 더 막 쓰게 되는데,이 게 갖춰주면,그거

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길들여지기 때문에,그런 변화들이나,이

게 학교나 교육청이나 그런데서 투자를 해주는 것은 굉장히 요

하다고 생각을 해요.-윤주희(교사)

그런데 확실히 리모델링 후로 깨끗한 곳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도 그 깨끗한 곳에다가 함부로 더럽히거나 함부로 사용을 못하는

게 있어요.그래서 리모델링 보다 지 이 훨씬 더 리나 청소가

수월하거든요.깨끗하게 유지도 잘 되고.-지민경(교사)

기존의 화장실이 무 오래되고 지 분하여 학생들에게 불쾌감

을 주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화하여 기분

좋게 화장실을 사용하고 청소하는 시간마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이것이 교사들의 화장실 청소 지도를 훨씬 수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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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변화를 가져왔다.이것은 교사의 화장실 지도가 수월해 졌

다는 의미에서 나아가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면서

지도하고 수행해야 하는 많은 업무가 공간 디자인의 변화로 가벼

워지거나 감소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3)“소통”을 통한 교사들의 문성 신장 활동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기 해 학교에 다닐 의무를 가지고 있듯이 교

사도 학생들을 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희망 학

교에도 교사들의 문성 신장을 한 연수나 장학형식의 교사 교육이 이

루어진다.이 과정에서 학교 공간 디자인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어떠한

향을 미칠까?공간 디자인이 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향

을 주듯 해오름실의 넓은 공간과 밝은 분 기,자유롭게 책상과 의자를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소통” 심의 교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1명).

(해오름실이 없었다면)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각각 교실이 있으

니까 뭐 거기서 했을 것 같고요,연수 같은 것들이 강당이나 아니

면 컴퓨터실이나,(이런 공간에서 이루어 졌을 것이에요).그 게

되면 서로 맨투맨으로 바라보거나 그런 게 좀 어려우니까,공간

인 제약을 많이 받았을 거 같아요.그리고 이제,피드백이나 뭐 이

런 것에서도 그 고.그리고 뭐 상이나 컴퓨터 같은 것도 거

기 항상 비치되어 있는데,만약에 다른 실을 이용하게 되면, 비

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수업

은 수업 로 하고.거기는 항상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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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활용하는 거에는 선생님들한테도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요.

-윤주희(교사)

해오름실에서 교사 교육이나 연수가 이루어지면 다른 공간에서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교사들 간의 “소통”이 일어났다.해오름실에서는 교사들

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맨투맨으로 바라보는 형태의 연수가 가능하며

이것이 원활한 피드백을 통해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구성한

다.따라서 교사들이 교육을 받을 때 교사들 간의 교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생과 교사에게 가져온 변화를 살펴본 결과,학

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구성원에게 직 으로 향을 미치는 부분도 존

재하지만 구성원의 정서에 향을 주어 행동을 바꾸는 형식의 간 인

향을 가져오기도 하 다. 를 들어 학생들이 희망 학교에 화장실 리

모델링 공사를 통해 학생들이 불쾌하게 느 던 화장실을 편안하고 즐거

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은 아름다운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생들에

게 직 으로 미친 향이다.하지만 잘 갖추어진 화장실 공간을 통해

교사의 화장실 청소 지도가 쉬워진 변화는 아름다운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생들의 정서에 미친 향으로부터 온 간 인 향이다.이와 같이

학교 공간 디자인은 학교 구성원에게 직간 인 향을 미쳤다.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구성원에게 가져온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공간 디자인이 그 공간을 활용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행동을 ‘디자인’하

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공간이 어떻게 디자인 되어

있는가에 따라 학생들과 교사들의 정서와 행동에 향을 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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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일반교실은 책상과 의자로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다.따라서 교실 수업은 부분 교사는 교실 앞에 서서

칠 이나 워포인트를 통해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정해진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하지만 해오름실에서는 두 개의 교실

의 규모에 책상과 의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교실 가운데 무빙월이 설치

되어 있어 보다 다양하고 활동 이 수업이 가능하다.이것은 학교 공간

디자인이 그 공간 속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사의 행동을 디자인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마.교사의 술 변화

희망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학교 공간 디자인이 자신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향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었다.따라서 앞으로 학교 공간이

새롭게 디자인 된다면 학교 구성원과 학교에 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를 가지고 있었다.이는 희망 학교 교사들이 보

다 더 아름다운 학교 공간,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공간 디자인

을 추구하고 바라게 되는 심미 변화로 볼 수 있다.

1)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공간의 추구

희망 학교는 아름다운 산과 숲에 둘러 쌓여있는 친환경 인 공간을

자랑하고 있다.도심 속 학교에서는 릴 수 없는 아름다운 공간이다.희

망 학교 교사들은 이와 같은 친환경 인 공간을 잘 다듬어 활용하면 학

생들과 교사들의 학교생활이 보다 풍요로워 질 것을 기 한다.학교 뒷

산에 안 한 등산로를 만들면 학생과 교사가 자연을 통한 학습활동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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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학교 내부에 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생태공원을 만들면 이 공간이 학생들의 모임의 장소,쉼의 장소,상담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것을 기 한다(4명).

그리고 ,거기가(학교 후 근처)좀 음지다 보니까.공원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고.식물 생태 공원,조 썰 하지 않게.네,그

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제가 ,청소년들한테 OO을 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화단을 조성한다던가,아니면 아이들 연못 같은 거 작게

나마 해서 애들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구요. OO은 벼 심기

도 하거든요,화분에다가.해본 은 없지만 도,그런걸 아이들이

보면서 생태 련 찰 할 수 있는 거면 요즘 아이들한테,여기도

시골이긴 하지만 그 게 시골처럼 애들이 다 알지는 못하거든

요.뭐 이런 거 모르니까,뭐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요.뒤에 공간이 조 있으니까.-윤주희(교사)

아무래도 우리학교는 산도 있고 그래서 좀 친 환경 인데,조

더 친환경 인 여건들을 아 다 조성을..이런 뭐 정원도 그 고

뭐 이런 공간들을 해놓으면 학생들에게 정서 상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더 친환경 으로,이 게 산이 있는 것과 더 꾸며서

해놓는 것과 다르니까,친환경 으로 해 놓으면 아이들의 정서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장수 (교사)

희 학교에 뒷산이 조 있는데요,이것을 학생이 조 안 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왜냐면 애들을 데

리고 도덕과 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를 들면 자연

사랑.뭐 이런 활동을 하면 애들한테 아무리 교실에서 자연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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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라 아무리 말해봤자 애들은 자연을 잘 못 느끼잖아요?그래서

뭐 를 들면 을 가리고 더듬어서 산을 등산하는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거죠?그러면 험 하죠 지 은.추락이나 소 말하면 낙살

의 험이 있으니까..그런 것들을 조 안 하게..학교에 붙어있

는 산이지 때문에 조 안 하게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외부 공간

활용이 조 더 오히려 용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

어요.-김상 (교사)

거기는 이제 숲하고 이런데 와 어울린 뭐랄까..정원?정원.뭔가

좋은 자연 환경을 제 로 좀 가꿔서 만들 수 있는..특히 거기 뒤

에 산책로가 참 좋은데,산책로를 숲 사업이라던가 뭐 이런 것과

함께 연계시켜서 하면 더 좋겠고..-정우 (교사)

희망 학교 교사들은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외부환경을 고려

하여 산과 숲에 잘 어울리는 공원이나 정원이 생긴다면 학생과 교사의

정서에 정 인 향을 미칠 것과 수업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2)테크놀로지와 학습 도구가 갖추어진 아름다운 교실의 추구

교사와 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학생들을 한 주된

학습활동이 일어나는 교실 공간은 학생과 교사의 정서와 행동에 향을

미친다.이는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생과 교사의 성장을 돕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지 우 교사가 앞으로 희망 학교에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공간은 테크놀로지와 다양한 학습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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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갖추어진 아름다운 교실이다.이와 같은 교실 공간의 변화는 보다

다양하고 효율 으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1명).

제가 이제 과학 담당이기 때문에 는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은 과

학실에 좀..과학실 자체가 조 노후한 것도 있고.별 에 이제 해

오름실은 2층에 있고 과학실은 1층에 두 개 동에 있는데,기본 인

틀을 갖춰져 있는데,거기에 과학실 실험 용 실험 도 없고,조

부족하고,오래돼서 노후 하고 상매체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조 노후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 바 는

게 좋을 것 같아요.아무래도 조 개선되어 있는 공간이나 매체들

이나 장비들이 있으면 학생들도 새로운 교실에서 깨끗한 책상이나

깨끗한 의자에 앉아서 수업 받을 때는 확실히 조 더 자신이 사

용하는 물건들에 해서 조심스럽거든요,그런 것도 있고 선생님들

도 무엇인가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자 할 때 훨씬 더 용이하고

편하기 때문에 효율 으로 사용할 수 가 있을 거 같아요.

-지 우(교사)

과학을 가르치는 지 우 교사는 앞으로 과학실이 테크놀로지 면에서

지원되고 과학실험을 해 활용되는 물건이나 기자재가 잘 갖추어지

게 되어 교실 공간이 아름다운 공간으로 디자인 된다면 앞으로 수업활동

이 보다 다양하고 지 보다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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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에 가져온 변화

가.“딱딱한 학교”에서 “편안한 학교”의 학교 분 기로

희망 학교의 아름다운 학교의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에

해 느끼는 감정과 학교에 한 체 인 분 기를 변화시켰다.학교가

학생들에게는 공부만 하는 “딱딱한”공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는 “편안한”공간이 되었다.희망 학교에서 해오름실은

다목 실로 활용되며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를

들어 스부 동아리 학생들이 회를 해 비를 할 때면 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교사의 허락을 받고 해오름실에서 마음 것 연습을 할 수

있다. 담임교사님과 사제동행 활동을 할 때면 해오름실에서 게임을

하거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학교에서 공부가

아닌 보다 다양하고 즐거운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 한 생각이 “딱딱한

학교”에서 “편안한 학교”로 바 었다.

일단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공부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조 더 친숙한 공간이...아이들이 학교를 조

딱딱하고 힘들어하는 공간보다 학교에 와도 부담이 없고 학교에

와도 이 게 여러 가지로 함께 느낄 수 있고 릴 수 있는 공간이

고 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죠.애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그다음에 그 편안하게 지 도 (해오름실을)이용하고 있어요.

( 략)애들이 언제든지 지도교사나 학교에 그 여러 공 인 목 을

해서 활용이 되면 항상 개방을 해서 써요.( 략)그 공간에서

상당히 선생님들 교육도,학생 행복을 해서 교육도 많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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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교육을 통해서 이제 알고 변화되고,각종 행사,아이들 로

그램.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애들도 좀 더

따뜻함 편안함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장수 (교사)

는 옛날 보다는 학교가 많이 따뜻해진 거 같아요.정서 으로.그

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사제동행을 희 학교가 많이 하거든요.그런

데 사제동행을 할 때 해오름실을 많이 이용을 하고,거기서 사실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다 되니까,노래방(기기를 설치해서 활동)하기도

하고,거기 앞들에서 애들 삼겹살도 구워먹고, 치도 가까우니까.

그 게 하고,추우면 거기(해오름실)서 하고,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다목 으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같이 건 한 오락도 선생

님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고,노래하면서 춤도 출수도 있고,거기서

어떤 일종의 오락 같은 게임이죠.( 략)정서 으로 굉장히 좋아진

거죠. 기는 아무래도 교실보다는 조 더 자유로운 공간.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략)그런 공간이 많아지

게 되면 그런 동아리나,자율 활동,뭐 이런 것들에 한 공간이 많

이 진거니까,아무래도 아이들이 정서 으로 더 많이 채워지고,부

드러워 진거 같아요.-윤주희(교사)

학생들이 해오름실에서 하는 활동은 다양하지만 담임교사와의 사제동

행 로그램을 통해 학교에 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다.선생님과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시간을 가

지고 맛있는 음식도 나 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이다.학

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에 한 생

각을 “딱딱한 학교”가 아닌 “편안한 학교”로 변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오름실 이외에도 학교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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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정서가 변화한 것과 2014년

에 교실의 커튼을 새로 바꾼 일이 학교 교실에 보다 차분하고 따뜻한 느

낌을 받을 수 있는 향을 많이 미쳤다.

내가 생각하기에 애들이 변화가 좋은 곳이,환경변화에서,나는 어

디라고 생각 하냐면 학교가 운동장이 없을 때,땅이었는데,땅이 있

었을 땐데,그때는 굉장히 삭막함을 느 어요.그런데 인공잔디를

깔고부터는 애들의 정서가 변화했어요.학교가 래지고 이 록색

이 학교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애들의 변화가...나는 내가 있으면

서 제일 큰 변화가 그걸 깔고 부터지 않나..-장철수(교감)

지 재 많이 행복한 학교가 된 거 요.옛날에는 아이들이 안

오고 이런 애들이 많았는데.커튼 같은 경우도 다 새로 했어요.(

략)돈이 없어 가지고 학부모회라든지 동문회에서 해줘요.부탁드

리면.학생들을 해서.커튼도 건물은 아니지만 상당히 학생들의

정서에 향을 많이 미쳐요.색상이나 제질. 에는 푸른 계통이어

서 안 좋았거든요.그런데 지 은 조 따뜻한 색깔로 하니까.교실

의 분 기가 훨씬 더 차분해 지더라고요.-장수 (교사)

이번에 이번 학년 들어오면서 커튼을 싹 바꿨거든요.커튼만 바꿔

도 분 기나 이런 게 확 달라지는 것을 보니까..이제 조 씩만 바

꿔도 진짜 확확 달라질 거 같아요.-최슬비(학생)

희망 학교 학생과 교사는 학교 공간 디자인으로 인해 학교가 보다 편

안한 공간의 분 기로 바 었다는 것을 느끼며 생활한다.최근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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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색에서도 교실 분 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결

과 으로 학교의 다양한 공간 디자인이 학교의 반 인 분 기의 환

이나 학교에 한 구성원들의 정 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변화를 가

져왔다.

나.“내 아이를 보내기 싫은 학교”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행복한 학교로

아름다운 공간 디자인으로 인해 희망 학교에 찾아온 변화는 학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를 보내기 싫은 학교”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학교

가 된 것이다.2009년 당시 희망 학교의 상황은 심각할 정도로 학부모

와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매일같이 일어나는 학교 내

의 사고와 시내에서 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계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보내기 싫은 학교” 다.정우 교사가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에 참여하 던 이유도,희망 학교의 많은 교사들이 마음을

모아 학교를 개선하기 한 각자의 노력을 하신 이유도 2009년 당시,학

교의 학생 인원수가 어들고 있는 상황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에

한 신뢰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고 살리고자 하 기 때문이다.

시내에서 멀어서 여기에 배정만 되면 교육청에 화를 해서 소리

를 지르는 학부모,학교 교감 선생님한테 ‘왜 우리 애는 쪽(학교)

에 지원했는데 여기 배정 느냐 당신이 책임 질 것이냐’그런 식으

로 화가 많이 오고 그런 학부모나 애들이 오니까 무조건 학교에

불만이 있는 거죠.‘왜 늦게 끝내느냐’,‘왜 시간을 안 알 여주냐’,

‘이거는 어떻게 하냐?’‘이 학교는 왜 (이것을)하느냐’‘왜 안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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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애들도 불만이.부모가 그러면 애들도 같거든요.부모님이

학교 욕을 하면 애들도 같은 생각을 가져요.( 략)제가 느끼기

에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첫째 아주 많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가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장수 (교사)

역설 이게도 그 에 학교 로그램이 무 없었어요.그러다 보니

배정받으면 아이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부모는 교육청에 항의하고

학교에 한 불신이 상당히 많았죠.그런 차원에서 부모의 인식 학

교에 한 이미지 제고 학교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공감 가 형성

이 되었죠.그 게 했을 때 어느 한 계기만 있으면 선생님들이 같

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여러 가지 에 공간이 만들어짐으

로 인해 다양한 로그램이 실천될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었고 이

것이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 다른 로그램들도 하게 되고.

-정우 (교사)

2009년 당시 희망 학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학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학교 내 일어나는 잦은 사고에 바르

지 않은 학생들의 생활 태도로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를 “보내기 싫은

학교” 으며 여교사의 경우 기피하는 학교 다.하지만 학교 공간 디자

인의 변화를 시작으로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진할 수 있는 많은 교육

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희망 학교의 학생들이 정서 으로 변하고 학

부모님도 학교에 한 신뢰가 생겨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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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때 무 힘들었어요.그때 당시에 교장 교감 교무부장 선

생님 그 이외에 이제 와가지고.교장 선생님도 우리학교에 계셨었

는데,갔다가 다시 교감으로 오셨는데,뭐 옛날하고는 무 다르니

까,지 뭐 무 좋다 자랑을 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옛날에 비해

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그게 조심스러워서 많이 얘기를 안했었어

요.‘우리학교는 학교 폭력이 없습니다.’어디 가서 그 게 맘 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안 싸우는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그러나

에 비해서 큰 사고는 안 일어나고 선생님들이 그래도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많이 바 었다

는 거죠.여선생님들도 수업을 그래도 편안히 할 수 있는 학교.

-장수 (교사)

올해는 지난 7월달에 킨텍스에서 열렸던 행복한 학교 박람회 3

년차 나갔던 그런 자료에요(벽에).처음에 시작은 참 이게(해오름

실)학교에 정 인 변화를 가지고 올까 했었지만 희가 상상

할 수조차 없는 방향으로 많이 개 되었던 거 같아요.

-정우 (교사)

이게 해오름실이 생긴 이유가 행복을 해 생겼을 거 요.옛날부

터.지 은 행복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 이슈인데 우리가 한민국

행복학교(박람회)3년 연속 나간 거 아시죠?신문에 나와 있거든

요.이런 학교가 국에 거의 없을 거 요.그때(2009년)부터는 변

화를 추구하고자 이것(해오름실)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교에 선생님

들하고 했는데...-장수 (교사)

그래도 나름 로 기 를 가지고 있고 놀라운 거는 부모들이 교

육청에 항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그러니까 OO 은 학교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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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34.5% 28.98% 28.2% 48.83% 49.09% 65.4%

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가는 건 어렵고 통학이 어렵지만 ‘어느

학교 보다 선생님들이 다양한 로그램들로 아이들을 해 노력하

는 흔 들이 보인다라’는 소문이 나서 지 은 학교에 해서 정

인 생각들이 많이 생긴 거죠.-정우 (교사)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희망 학교 신입생 희망자 수의 변화는 희망

학교가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내 아이를 “보내기 싫은 학교”에서 “믿

고 맡길 수 있는 학교”로 변화된 것을 보여 다.

<표 Ⅴ-4>희망 학교 신입생 희망자 (1지망

출처:희망 학교 2009년-2014년 교육계획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신입생 희망 학교에 진학하고자 한 희망

자가 매우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격히 성

장하고 2014년에는 신입생들의 반 이상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희망 학

교에 오고자 하는 것은 학교에 한 신뢰를 회복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로 변화한 것을 보여 다.

결과 으로 희망 학교가 학교 공간 디자인을 시작으로 변화를 추구하

면서 교사들의 노력이 학부모와 지역사외에 인정받게 되고 이 에는 희

망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싫어”했던 학부모들의 항의가 어들고 학

교에 한 정 인 생각을 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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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경 에 가져온 변화

지 까지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교육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았다

면 여기서는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경 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볼 것

이다.학교 경 은 학교 교육을 한 경 임으로 학교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만 학교 교육활동을 제외한 학교 교육 역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가.학교 경 목표의 변화

학교 경 목표의 변화를 살펴보기 해 희망학교의 교육계획서에서

‘학교 경 노력 ’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 경 목표를 살펴보았다.

학교 경 노력 은 학교 교육 목표를 구 하기 한 학교 경 의 방

침이며 학교 교육 목표를 구 하기 해 희망 학교가 구체 으로 어떤

경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학교 경 노력 을 살펴본 결과 희망

학교의 학교 경 목표 성격의 변화가 있었다.학생을 한 목표로는 학

생 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교사를 한 목표로

는 교사들 간 소통을 통한 력을 한 노력,학부모를 한 목표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 지원을 한 학교 경 목표의 변화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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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생 인성 교육을 한 노력의 강화,교사의 소통을 통한 력,학부

모와 지역사회의 참여 지원을 한 학교 경 목표의 변화

가)2009년과 2010년 학교 경 노력

희망 학교의 학교 경 방향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살펴본 결과 5

년 사이 잦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2009년부터 2010년에는 학교

경 계획의 구체 인 역이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로 구분되어

있다.그리고 학생을 해‘학생이 행복한 학교’의 목표를 세워두어 학생

이 스스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 자기주도 인 학습능력을

신장하기 한 기 학력 제고에 을 두고 있다.교사를 한 목표는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를 만들기 해 교사가 문지식을 함양하는

것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교직에 책임을 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학부

모 지역 사회를 한 목표로는 ‘학부모·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이를 해 쾌 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가정과 지

역사회의 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을 두고 있다.

나)2011년과 2012년 학교 경 노력

2011년의 학교 경 방향을 살펴보면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로

구분되어 목표가 설정 되어 있다.학생을 한 목표는‘학생이 행복한 학

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2009년과 2010년에도 학생을 한 목표가‘학

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하지만 세부 계획으로 2011년에는

창의·인성 교육을 통한 SMART한 D 인과 배려와 사를 통한 학교 폭

력 ZERO화가 세워졌다.SMART한 심성을 갖춘 D 인 로젝트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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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인성과 창의성의 신장을 한 노력으로 올바른 심성과 도덕성을

갖추게 하고,인사나 기를 통해 존경하고 존경받는 분 기를 조성하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의 이고 술 감성을 갖추게 하고자 하

는 목 을 지닌다.SMART의 의미는 Smile,Manner,Art,Respect,

Truth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Smile은 서로 만나면 미소를 짓고

친구에게 10 먼 배려하는 노력이며,Manner는 서로 먼 인사하며,

고운말 바른말을 사용하기 한 노력이다.Art는 학생들에게 술 인

감수성을 배양하기 해 1인 1악기 다루기와 1인 1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한다.Respect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노역으로 편지쓰

기와 축제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Truth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노력

과 남에게 상처를 거짓말을 한 경우 편지를 쓰는 활동,그리고 학

조회 때 친구에게 자신의 잘 못을 고백하는 노력을 한다.따라서

SMART한 심성을 갖는 다는 것은 미소짓는 생활, 의바른 생활, 술

감성,배려와 존 ,그리고 진솔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학생을 기르기

한 인성과 창의성에 을 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학교 폭력

ZERO는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사하며 학교 폭력을 이는데 목

을 두고 있다.이를 해 학기 에 교생이 학교 폭력 방 서약식(선

언)을 하며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해 스스로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 소원우체통을 학교 내부에 설치하여 학생들의 어려운 얘기

와 진솔한 얘기를 끌어내기 한 노력을 하고 학교 폭력이 사건이 발생

할 경우 학교 폭력 자치 원회를 열어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을 한

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해 학생의 학

력 신장과 자기 주도 학습력 신장을 한 노력에 을 두었다면

2011년부터는 학생의 학업을 신장하기 한 노력보다는 인성 교육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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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학교 폭력 감소에 을 두고 있다.2011년 교사를 한 학교

목표는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이다.이 한 세부계획 측면에서

2009년과 2010년까지의 계획과의 차이 을 보이고 있다.2010년까지는

교사에게 문지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과 교직에 한 사명감을 갖도

록 하여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를 만들기 한 계획을 세웠다.하지

만 2011년에는 교사의 문성 신장을 한 보다 세부 인 계획으로 교과

별 컨설 을 통한 학생 심 랜드 수업을 하는 것과 체험학습을 통한

실천 주의 인성 교육을 개하는 방학으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는 2009년과 2010년에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것에

서 보다 교사가 학생 심의 수업을 하도록 컨설 을 하고 인성 교육

에 을 둔 교육을 한 노력이 드러난다.

다음으로 학부모·지역사회를 한 학교 목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만들기이다.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

기 한 세부 목표는 쾌 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학부모와 지역사

회가 연계한 명품학교를 구축하는 것이다.2009년과 2010년에는 학부모

와 지역사회의 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세부 목 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면 2011년에는 보다 구체화된 학교 경 목표를 세웠다.2012년에

도 2011년과 동일하게 학교 경 계획이 세워졌다.

다)2013년 학교 경 노력

2013년에 학교 경 계획에 변화가 생긴다.학교 경 계획을 실천하

기 해 학생을 한 목표,교사를 한 목표,그리고 학부모를 한 목

표에 변화가 생긴다.하지만 세부목표는 2011년,2012년과 같다.학생을

한 목표로는 ‘창의성과 인성으로 성장하는 학교’로 명칭이 바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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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학생이 행복한 학교’에서 보다 구체 으로 바 었다.보다 학생

들의 인성 교육에 을 두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학생들의 창

의성과 인성을 신장하기 한 노력으로는 SMART한 심성을 가진 D

인 로젝트와 학교폭력 ZERO운동의 목표가 설정 되었다.교사를 한

목표로는 ‘원칙과 소통으로 력하는 학교’로 명칭이 바 었다.2010년과

2011년 목표는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는데 2013년부터는 ‘소통’

과 ‘력’에 을 둠으로써 교사를 심으로 학교 구성원의 소통과

력을 시한 학교 경 을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

다.이를 해 교사가 학생 심의 랜드 수업을 개하는 노력을 하며

학생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험학습을 통한 인성 교육을 실시하

도록 계획되었다.학부모·지역사회를 한 목표로는 ‘참여와 지원으로 함

께하는 학교’로 명칭이 바 었다.이 에는 ‘학부모·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를 한 경 목표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 활동에 ‘참여’하

며 ‘지원’하는 새롭게 지향하는 가치가 생겼다.이는 학교의 각 구성원,

학생,교사,학부모 지역사회간의 소통,참여, 력과 지원으로 학생의

‘능력’과 ‘품성’을 정 인 방향으로 증진시키는 학교 목표를 한 경

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와 지원으로 함께하

는 학교 목표를 달성하기 한 세부계획은 공교육의 신뢰와 교육만족 제

고를 한 쾌 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한

명품학교를 구축하는 것이다.세부계획은 2011년,2012년과 큰 차이는 없

지만 2013년의 세부계획은 보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기 한

노력이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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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014년 학교 경 노력

지 까지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별로 나 어 학교 경 방향을

계획했던 부분이 2014년에는 모두 학생을 심으로 한 계획으로 변화하

다.학생을 한 계획으로는 3가지 사업이 이루어진다.사업명과 세부

실천 계획을 확인하면 학생의 ‘능력’과 ‘품성’을 심으로 학교 경 이 계

획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학생을 한 사업은 학력 신장,인성 교육과

토요 로그램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다.학생의 학력 신장을

한 노력으로는 교사 학생 심 랜드 수업,방과 후 학교 운 활성화,

미래사회를 주도한 재학 운 ,기 학력 Zero운동을 한 계획이

개되었다.이는 학생의 학력 신장을 해 교사가 학생 심의 수업을 하

는 문 인 노력을 하며 방과 후 학교 운 으로 규정 수업시간 이외에

도 학습의 연계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나 기 학력 미

달 학생을 한 배려를 통한 학생의 반 인 학력 신장의 노력이 계획

되었다.학생의 인성 교육을 해서는 꿈 설계와 실 을 한 진로 로

그램,‘올 STAR’교육 로그램,多 행복한 사제동행 체험학습 운 ,배

려와 사랑을 통한 학교폭력 Zero화,나라사랑 실천 로그램이 계획되었

다.이는 학생의 미래에 필요한 품성의 함양을 목 으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 STAR교육 로그

램을 통해 학생의 자존감,배려,능력과 타인을 존 할 수 있는 품성을

키울 수 있도록 칭찬을 하는 학생,감사와 배려심이 우수한 학생,성 이

우수한 학생들의 시상을 통해 아름다운 학교 문화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노력을 계획하고 있다.토요 로그램 사업은 학생의 학력 신장과 인성

교육을 한 로그램 심으로 이루어져 있다.토요 스포츠데이 운 ,

토요 방과 후 학교 운 ,도서 개방을 통한 꿈 찾기 활동,교육복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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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특기 성 운 을 통해 꾸 히 학생의 학력 신장과 인성 교육

을 한 사업의 계획을 볼 수 있다.

마)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학교 경 노력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학교 경 계획을 살펴본 결과,3번의 변화

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학생을 한 계획을 살펴보면 2009년과 2010년

에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보다 을 둔 계획이 세워졌다면 2011년과

2012년에는 학생의 창의·인성 교육의 심으로 세부계획의 변화가 있었

으며 2013년에는 창의·인성 교육에 을 둔 방향으로 계획의 명칭이

바 었다.2014년에는 학생의 ‘능력’과 ‘품성’에 을 두어 학업신장과

인성 교육을 한 계획이 세워졌다.

교사를 한 계획에는 2009년과 2010년에는 보다 범 가 넓은 세부실

천 계획이 세워졌다.교사는 문지식을 함양하고 사명감을 가질 것을

계획하 지만 2011년과 2012년에는 보다 구체 으로 교과별 컨설 을

통한 학생 심 랜드수업과 인성 교육을 강조하여 체험학습을 통한 실

천 주의 인성 교육을 계획하 다.2013년에는 교사를 한 학교 경 의

목표 명칭에 변화가 있었다.지 까지는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학교’에

서 ‘원칙과 소통으로 력하는 학교’로 바 어 교사를 심으로 한 학교

구성원의 ‘소통’과 ‘력’에 을 두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한 목표로는 2009년과 2010년에 쾌 한 교육환

경 조성과 가정·지역사회와의 력체제 구축에서 2011년과 2012년에 보

다 구체 으로 교육만족 제고를 한 쾌 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부모·지

역사회와 연계한 명품학교 구축을 한 계획을 세웠다.2013년에는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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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 지역사외를 한 학교 경 목표의 명칭이 바 었는데 지 까지

‘학부모·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에서 ‘참여와 지원으로 함께하는 학교’

로 명칭이 바 었다.이는 보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에 함께 ‘참여’

하는 것을 시하는 변화로 볼 수 있다.

학생을 한 학교 경 목표에서 학생의 인성 교육을 한 노력이 강

화되었다.2009년에는 학생의 학력을 시하는 목표가 세워졌지만 학생

의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학력신장을 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희망 학교

교사의 생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의 인성교육을 한 노력에

을 두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이 바탕이 돼서 옛날에는 생활지도가 우선이었었

어요.그래서 학생의 인성,인성을 한 그런,인성과 진로를 한

로그램을 많이 운 을 했잖아요?사제 동행..이제는 생활이 안정

되었다고 보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학력이나 진로에 을

맞추어서..이게 기본이 되어야지 뭘 해나가잖아요.제일 요한게,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청소상태를 보면 알아요 그

학교를..그 교실이 지 분하면 담임선생님이 제 로 지도를 안 한

거 요.청소,생황지도,학력.이 게 가야 되는 거 요.-장수 (교사)

해오름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연수는 소통과 력이 잘 이루어지는

장소이다.이와 같은 연수활동을 통해 희망 학교에서 교사 간의 소통이

요한 요소로 발견되면서 교사들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활동

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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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같은 것들이 강당이나 아니면 컴퓨터실이나 그 게 되게 되

면 서로 맨투맨으로 이 게 바라보거나 그런 게 좀 어려우니까,공

간 인 제약을 많이 받았을 거 같아요.그리고 이제,피드백이나

뭐 이런 거에서도 그 고.-윤주희(교사)

해오름실은 선생님과의 친목을 다지는 때에도,연수 할 때도 있지

만 거기서 윷놀이도 하고 그러거든요,다 다목 으로 쓰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윤주희(교사)

2008년에는 안했는데 2009년에 해오름실 만들고 시작했죠.그게(소

통을 한 활동을)계속하다보니까 이제 연결이 되어가지고 선생

님들과 학교가 서로 소통하는..소통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거

고.. 번 주는 선생님들끼리 소통을 하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수요

일 한시 반에 부다 애들 다 끝내고 체가 다 OO에가서 산을

등산하고 여섯시에 와서 녁 먹고.소통의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씩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그게 선생님들 간의 어렵고 부딪히고 하

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요.-장철수(교감)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한 노력과 련하여서는 2009년과 2010년 희망

학교의 학부모 실태를 살펴보면 “자녀 교육과 장 교육활동에 한

심이 비교 낮은 편이다,학교 교육에 거는 기 는 크지만 교육활동

에 한 참여도는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는 학교에 한 학

부모의 심과 참여도가 2009년도 당시 낮았던 것을 보여 다.하지만

해오름실이 생기고 부터는 학부모 청 강연을 기획할 수 있게 되어 학

부모가 학교에 보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학교에 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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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도 명사 청 특강,그 에는 하게 되면 공간이 없어서

시도되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지역의 샘들도 오

시게 하고 학부모들도 오시게 해서 강의를 하시는 것을 계획을 하

게 되고.-정우 (교사)

최근에는 희망 학교 졸업식에서 학부모가 졸업장을 수여하는 ‘이색

인 졸업식’이 화제가 되어 OO일보에 기사가 실렸다.이는 매년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진 졸업식 모습을 벗어나 각반 학생과 학부모 표가 함

께 단상에 올라 담임교사로부터 졸업장을 받았다.이 외에도 학부모회가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해 주먹밥을 달하는 일이 화재가 되어

OO일보에 기사가 실렸다.이는 희망 학교 학부모회가 직 만든 ‘사랑

의 주먹밥 650여개 꾸러미’를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음료수와 함께 나눠

주며 엄마의 사랑을 하 다.이와 같은 활동들이 학부모가 학교에 보

다 심을 가지게 되는 변화로 볼 수 있으며 학교 공간의 변화로 인해

학교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잦아지고 이로 인해 교사에 한 신뢰와 학

교에 한 심이 생겨 학교를 해 참여하고 지원하는 학부모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나.희망 학교 교원 인사활동의 변화

학교 공간 디자인이 희망 학교 인사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왔

는지 살펴보기 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희망 학교 교육계획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희망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 문성 신장을

한 교육을 살펴보았다.2009년부터 2014년까지 희망 학교에서 이루어

진 교사의 문성 신장을 한 교육활동은 일반 인 장학활동,연수,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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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활동을 심에서 “행복”과 “감동”을 시하는 교육으로 변화하 다.

1)“행복”과 “감동”을 지향하는 교사 교육활동

희망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 문성 제고를 한 노력으로 교사들을

한 연수와 장학,컨설 활동이 이루어진다.학교 차원에서 실시되는 연

수나 장학,컨설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그 학교가 교사들에게 추구하

는 구체 인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 다.따라서 희망 학교에 계획되었

던 주요 교육활동 추진계획서를 분석하고 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교원 문성 신장을 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로그램을 심으로 그

흐름을 살펴보았다.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희망 학교의 교사 문성

신장을 한 활동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기존에는 학교

교육과정 연수나,수업 공개,교직원 연찬 강화로 수업만족도 높임’활동

등의 문성 신장 활동으로 특별한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2013년부

터 보다 학생에 이 맞추어진 교사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과

‘수업컨설 행복한 교실을 한 수업 축제’.‘행복수업을 한 맞춤형

연수’,‘교실 수업개선을 한 감동수업’등의 “행복”과 “감동”에 을

둔 교사 문성 신장활동의 성격 변화가 나타났다.

가)2009년 주 교육활동 추진계획

2009년 교사 문성 제고를 해 이루어진 활동은 ‘교육과정 운 의

내실화’와 ‘교직원 연찬 강화로 수업만족도 높임’활동이다.‘교육과정

운 의 내실화’활동에서 교원의 문성 신장을 한 활동으로는 학교교

육과정의 특성화가 이루어졌다.학교교육과정의 특성화 활동에서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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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부모를 상으로 교육과정 연수가 이루어진다.

‘교직원 연찬 강화로 수업만족도 높임 활동’은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해 교실수업 도약,수업우수교사 발굴과 문성 신장을 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한다.교실수업 도약으로는 장학활동이 이루어진다.

교육의 문성 신장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능력 신장을 한 교

실 수업 방법 개선을 해 교내 장학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교사들이 자기

개발과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 을 가진 활동이다.따라서

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하고,모든 교사가 1회 이상 수업장학을 실시하

도록 하며 교과 의회를 통하여 수업 과정에 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한

다.수업장학,임상장학,자기장학이 이루어지며 신교임용교사와 경력교

사의 1:1멘토링 장학도 이루어진다.두 번째로 ‘교직원 연찬 강화로 수

업만족도 높임’활동을 해 수업우수교사 발굴을 한 노력을 하 다.

교육의 질이 교사와 수업의 질에 달렸다는 을 제로 교육 장에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 받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고 스스로 연수·연찬하고

신바람 나게 가르치는 교단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 을 가지고 있

다.따라서 각종 수업연구 발표 회 참가를 활성화하고,수업우수교사에

한 인센티 제공,수업우수교사를 교내 자율장학 장학요원으로 활용

하고 수업 우수 교사의 우수수업사례를 공유한다.마지막으로 문성 신

장을 한 교직원 연수가 이루어진다.다양한 직연수로 교사들이 새로

운 정보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

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연수활동에 모든 교원이 참여하도록 하며 교

원으로서 직무 수행과 문성 향상에 필요한 주제를 추출하여 수시로 실

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2009년 교사의 문성 신장을 한 활동으

로 장학과 연수 심의 활동이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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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010년 주 교육활동 추진계획

2010년에는 교사의 문성 제고를 해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 특성

화’와 ‘수업 문성 신장을 한 교실 수업’의 두 가지 활동이 이루어졌

다.이 두 가지의 활동은 2009년에 비해 명칭의 변화가 있고 세부 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변화가 있다.‘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 특성화’활동은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 하는데 있다.이는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효과를 극 화하기 한 방향으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하는 것이며 이를 시행할 때 개정교육과정 시행 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해 개정교육과정 연수를 실시한다. 한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 특성화’활동 에 교육과정의 날 운 활동이 이루어진다.이는

변하는 교육과정 변화에 교사들의 응력을 제고하기 해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교육과정의 날”로 정하여 교육과정에 한 직 연수를 월

1회 이상 실시하 다.교육과정에 한 직 연수는 교육과정에 한 토

론 문화를 형성하여 학년별,학기별 이수 과목과 시간을 결정하고 창의

체험활동을 효율 으로 운 하기 한 로그램을 구안하고 운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등의 활동을 한다.

‘수업 문성 신장을 한 교실 수업 교육활동’은 OO수업☆스타 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데,이는 수업연구발표 회에 참가와 신규교사

경력교사 연수 멘토링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수업연구발표 회 참

가는 연구 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를 추천하여 참석하도록 하여 교

단교사의 수업연구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하며 결과 으로 교실수업의

도약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목 을 가지고 있다. 한 ‘수업 문성 신장

을 한 교실 수업’활동으로 ‘신규교사 경력교사 연수 멘토링’활

동이 이루어진다.이는 신규교사와 경력교사가 결연을 맺어 신규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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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업 기술을 향상시키며 교단의 응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목 으로

이루어진다.신규교사가 경력교사의 수업을 참 할 수 있는 기회가 먼

주어지고 서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다)2011년 주 교육활동 추진계획

2011년에도 2010년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문성 신장과 련된 교육활

동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다양화’와 ‘수업력

제고를 한 교실수업 지원’활동이 이루어진다.‘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는 2010년에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특성화’로 이루어졌는데 그

명칭이 바 었다.두 번째로 교사의 문성 향상을 해 이루어진 활동

은 ‘수업력 제고를 한 교실수업 지원’이다.이는 2010년에 이루어진‘수

업 문성 신장을 한 교실 수업’과 같이 수업연구발표 회 참가가 이

루어지지만 신규교사 경력교사 연수 멘토링은 제외된다.

라)2012년 주 교육활동 추진계획

2012년에는 교사의 문성 신장을 한 활동으로 ‘학교교육과정의 자

율화·다양화’활동과 ‘교실수업 지원을 통한 학습 만족도 제고’활동이

이루어졌다.‘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다양화’는 2011년과 동일하게 자율

이고 창의 인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 하기 한 개정교유과정 연수

와 교육과정의 날 운 이 이루어졌다.‘교실수업 지원을 통한 학습 만족

도 제고’교육활동은 2011년에는 없었던 교육활동이다.2011년에는 ‘수업

력 제고를 한 교실수업 지원 활동’으로 수업연구를 한 교육활동이

있었는데 2012년에는 수업컨설 을 지원해주는 ‘교실수업 지원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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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만족도 제고’활동이 이루어졌다.이 활동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있

다.‘수업컨설 행복한 교실을 한 수업 축제’,‘학생 심 랜드 수

업을 한 교사 연수’,‘교과별 수업개선 연구회’로 이루어져 있다.우선

‘수업컨설 행복한 교실을 한 수업 축제’는 수업공개를 하는 활동

인데, 교사가 수업공개 주간을 이용하여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

다.수업공개의 날을 하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교원,학부모에게 수업 참 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원의 능력개발을 유도

하고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한다.수업공개는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동료장학 수업공개,장학지도 수업공개,

신규교사의 부모님 청 수업공개가 이루어졌다.

‘학생 심 랜드 수업을 한 교사 연수’는 교사와 학생이 감동을 느

낄 수 있는 수업을 만들고 감동교육을 실 하기 해 학생 심 수업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교사는 학생 심 감동 수업

개를 한 좋은 수업,행복한 수업 만들기 세미나 실시,교과별 최 학

습 모형 용을 한 세미나 개최,수업연구발표 회를 한 수업☆스타

와의 멘토링,수업연구발표 회 참여 교사를 한 교과별 컨설 의 활동

이 이 진다.이는 기존에 일부 교사가 수업연구발표 회에 참가하는 것

에 한 지원에서 확장되어 수업연구발표 회 참여 교사를 한 컨설

도 이루어지고 모든 교사들이 학생에게 감동을 수 있는 수업을 하는

방법과 학 을 경 하는 방법에 한 연수 지원으로 더욱 풍성한 교육의

기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여기서 이 과 다른 은 보다

학생에 이 맞추어진 교사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과 ‘행복한’

수업,‘감동’을 느낄 수 있는 수업을 만들고자하는 학교의 노력이 나타나

는 것이다.

‘교과별 수업개선 연구회’는 교과별 동료 컨설 연구회로 수업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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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하는 것에 목 을 두고 있다.학생 심의

질 높은 수업에 을 두고 다양한 학습모형을 구안하기 한 연구회가

이루어지는데,신규교사 연구회, 동학습 연구회,디베이트 형식으로 이

루어진다.신규교사 연구회는 신규교사의 능력 개발을 한 연구회이며

동학습 연구회는 동학습을 한 교수학습 방법을 탐구하고 디베이트

는 토론수업을 한 비이다.이는 교사들이 서로 모여 더 나은 수업을

해 서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활동으로 일방 인 연수활동 보다는 보다

극 으로 참여하고 수업의 질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마)2013년 2014년 주 교육활동 추진계획

2013년과 2014년에는 ‘학교교육과정의 자율화·다양화’와 ‘교실수업 지

원을 통한 학습 만족도 제고’의 ‘교육활동과 학생 심 랜드 수업을

한 교사 자율연수’가 이루어진다.2010년부터 2013년까지‘학교육과정의

자율화·다양화 활동’에서 개정교육과정 연수가 빠지지 않았는데,2013년

부터는 개정교육과정에 한 연수는 제외하고 교육과정의 날 운 만 진

행하 다.따라서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교육과정에 한 학교 직 연

수를 실시하 다.‘교실수업 지원을 통한 학습 만족도 제고’의 교육활동

은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만 2012년처럼 수업 컨설 이나 교사 연수,수업

개선 연구회의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 인 교사 수업공개 활동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신규교사의

부모님 청 수업공개의 날을 운 하고, 직 교원의 자율성과 문성

신장을 해 주기 인 자기 연찬이 이루어진다. 한 교사 년 2회 수

업공개가 이루어지고 신규교사와 경력교사가 결연을 맺어 신규교사들의

능력향상을 돕는다. 한 어로 진행하는 어수업을 통해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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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개선한다.따라서 교사 수업 공개,신규교사 부모님 청의 날,

교사 멘토링제 운 이 핵심 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활동과 학생 심 랜드 수업을 한 교사 자율연수’는 교사

와 학생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수업 확산과 명품학교 감동교육 실

을 한 학생 심 랜드 수업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교실 수업의 개선을 통한 교사의 문성 시장을 돕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을 둔 연수가 이루어진다.‘행복 수업을 한 맞춤형 연

수’와 ‘교실수업개선을 한 감동수업,행복수업 연수’가 이루어진다.

바)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주 교육활동 추진계획

희망 학교에서 교사의 문성 신장을 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

는지 보기 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주 교육활동 추진계획의 내용

을 살펴보았다.그 에서도 특히 교사의 문성 신장을 한 장학,연수

등의 활동을 심으로 살펴보았다.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주 교육활

동 추진계획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희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교육

이 시간이 갈수록 ‘행복’과 ‘감동’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

었다.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일반 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목의 연수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교육활동 제목이나 연수

제목에 ‘행복’과 ‘감동’이 등장하게 된다.2012년에 ‘수업컨설 행복한

교실을 한 수업 축제’가 이루어지고 2013년과 2014년에 ‘행복수업을

한 맞춤형 연수’,‘교실 수업개선을 한 감동수업’,‘행복수업 연수’가 이

루어지는 것에서 교사의 교육 내용이 학생들에게 행복한 수업을 제공하

고 감동 있는 수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가 드러난다.

희망 학교의 교사 문성 신장을 한 교사 교육활동이 “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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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 지향하는 활동의 성격으로 변화한 것은 2013년도 희망 학교가

교육부,SK텔 콤에서 주 한 ‘행복한 수업’ 로그램에 선정되고 운

하게 된 것,서울 학교 행복연수센터에서 지원하는 행복가치 정립의

‘행복수업’을 운 하게 되어 일어난 변화로 볼 수도 있다.하지만 반 로

기존에 희망 학교에 이루어진 학교 공간 디자인이 희망 학교에 행복한

학교 분 기를 조성하여 희망 학교가 희망을 가지고 보다 행복한 학교

가 되기 한 노력을 하게 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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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요약 결론

1.요약

최근 학교 변화의 요인으로 술성 속성이 부각되면서(진동섭 외,

2014)학교 공간 디자인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인간은 건축을

만들지만,다시 그 건축이 우리를 만든다 (Weshapeourbuildings,and

afterwardsourbuildingsshapeus)”라고 1960년 스턴 처칠이 ⟪타임⟫

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공간은 사람의 정서 측면에서 지 한

향을 미치며 학교는 교사,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이 장시간 거주

하는 생활공간(신나민,2010) 는 삶의 공간으로 그 요성이 보다 부각

되고 있다.

학교는 다음 세 를 이끌어갈 창의 인 인재를 양성하는 목 을 가지

고 있는 조직으로 어느 조직보다 창의 이고 술 이어야 한다.이와

같은 인식이 확산되어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움직임이

세계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한국의 경우 문화체육 부에서 주최한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으로 학교에 아름다운 공간 디자인을

통해 아이들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2008년부터 국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희망 학교를 사례로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교육과

경 에 가지고 오는 변화를 살펴보았다.이를 해 2009년 ‘문화로 행복

한 학교 만들기’사업에 참여한 희망 학교를 사례로 희망 학교에 이루

어진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과정을 살펴보았다.이후에 학교

의 아름다운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교육과 경 에 가지고 오는 변화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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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연구 방법은 질 분석 방법과 문헌 분석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교 공간 디자인에 한 문헌 분석과 희망 학교 학생과 교사 면담,희

망 학교에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에 한 문헌 등의 자료를

분석하 다.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첫째,‘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한 희망 학교의 공간 디자인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

가?둘째,‘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을 비롯한 희망 학교의 공

간 디자인의 변화가 학교 교육과 경 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가?

첫 번째 연구 문제와 련하여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을 통

한 희망 학교의 공간 디자인 과정은 1)‘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

업 지원 결정 사업 신청서 작성 단계,2)‘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

기’사업 결정 시행 비 단계,3)‘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시행 단계,4)‘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종료 평가 단계로

이루어졌다.‘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지원 결정 사업 신청

서 작성 단계에서는 2009년 희망 학교가 낙후된 학교 공간,도심 외곽

에 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으로 소외된 학교,학생들 생활지도

나 학습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로 학생들은 학교에 한 자부심

이 없고 학부모는 학교에 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를 주는 노력을 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결정 시행

비 단계에서는 희망 학교가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에 선정이

되고 두 개의 유휴 교실을 개선하기 한 비 과정이다.이 과정에서

담당 교사들이 이 에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에 참여한 학교

를 방문하여 조언을 듣고 희망 학교에 배정된 디자인 컨설턴트와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한 디자인 워크 을 통해 두 달 동안 함께 교실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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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고 계획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2달동안의 교실 리모델링 공사 작업이 이루어진다.하

지만 기치 못한 산 과 문제 때문에 기존에 계획 하 던 복도 공사

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두 개의 유휴 교실을 아름다운

다목 공간으로 디자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

들기’사업 종료 평가 단계에서는 교실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사업은

종료되었으며 처음 기획 되었던 데로 교실 공간 디자인의 변화가 이루어

지지 못한 부분에 한 아쉬움은 남아 있었지만 아름다운 교실 공간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만족감과 기 감으로 나타났다.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을 통한 교실 공간 디자인 이외에도

희망 학교에 아름다운 학교 공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2010년 학교 운

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 푸른색을 입혔으며,2014년에는 음악이 나오는

아름다운 화장실로 기존의 화장실이 변화하 다.이와 같은 공간 디자인

의 변화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견을 반 하여 이루어진 변화이며 학생

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희망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해 노력하

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두 번째 연구문제와 련하여 희망 학교에 학교 공간 디자인으로 인

해 학교 교육과 경 에 나타난 변화는 학교 교육의 변화와 학교 경 의

변화로 나 어 살펴보았다.우선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교육에 가지

고 온 변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교육활동의 변화로는 학교 교육 내용이 다양한 “활동” 심 교

육 로그램이 활성화 되는 변화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

교육”의 진되었다. 한 교수-학습 품질의 변화가 있었는데,해오름실

의 밝은 분 기, 정한 규모와 테크놀로지가 갖추어진 공간으로 기존에

비해 풍성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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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학교 구성원의 변화로 학생과 교사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

았다.학생에게 나타난 변화 심리 변화는 불쾌한 공간 에서 기분

좋은 공간으로의 변화,푸른색을 입은 운동장과 다양한 운동을 한 공

간으로 인한 “흥미 유발”,아름다운 학교에 한 자부심으로 나타났다.

행동 변화는 아름답고 깨끗한 공간을 “아끼는 자세”형성과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한 “집 ”의 변화로 나타났다. 술

변화로는 활동의 특성을 고려한 동아리 공간 추구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 추구로 나타났다.

교사에게 나타난 변화 행동 변화로는 다양한 “활동” 심 수업의

가능성,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로 인한 “힘든”청도지도에서 “쉬운”청소

지도,“소통”을 통한 교사들의 문성 신장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술

변화로는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공간의 추구와 테크놀

로지와 학습 도구가 갖추어진 아름다운 교실의 추구로 나타났다.

셋째,학교 분 기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딱딱한 학교”에서 “편안한

학교”의 학교 분 기의 변화와 “내 아이를 보내기 싫은 학교”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행복한 학교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경 에 가지고 온 변화로는 학교 경 의

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학교 경 경 목표 측면에서는 학생

인성 교육을 한 노력의 강화,교사의 소통을 통한 력,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참여 지원을 한 학교 경 목표의 변화가 나타났다.교원 인

사활동 측면에서는 “행복”과 “감동”을 지향하는 교사 교육활동으로의 변

화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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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석 논의

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교육과 경 에 미치는

향에 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을 통해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해서는 학생,교사,학부모의 참여가 학교

공간을 보다 효율 이고 다채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다.2009년 당

시 학교 공간 개선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새로운 교실 공간에 한 의

견 제시만 하고 직 변화한 교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

만,학생의 입장에서 반 된 의견들이 지 해오름실을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만족을 끌어올 수 있었다.

이는 문화체육 부에서 주최하여 시행하고 있는 ‘문화로 행복한 학

교 만들기’사업이 진행 되는 과정이 사용자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을 보여 다.학교의 주인을 학생과 교사로 보고,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학교 공간을 조성하기 해 계획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문화체육 부에서

상학교에 유능한 디자이 한명을 배치하고 이 디자이 는 상학교

학생과 교사들과 함께 세 번 정도의 디자인 워크 을 통해 학교 구성원

의 의견을 수렴한다.디자인 디 터는 디자인 워크 을 통해 수렴된 아

이디어와 의견을 최 한 반 하여 개선될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다.이

과정은 학교의 주인이라고 불리기만 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실제로 들어

주고 반 해주는 노력에서 매우 사용자 심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

다.하지만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이

있다면,문화체육 부에서 임의로 상학교의 개선될 공간의 범 를

정해주고 정해진 디자이 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정확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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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를 악하고 그에 합한 디자이 를 선정하여 배정하고자 하는 노력

이다. 재는 문화체육 부에서 상 학교의 의견과 계없이 학교 공

간 개선의 범 와 디자이 를 배정해 주어 실제로 학교에 가장 시 한

공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이는 산과 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라 보이지만 상학교가 원하는 학교 공간 디자인 개선에 한 의

견을 표 할 수 있는 기회와 학교의 실정과 필요에 맞는 공간 개선의 기

회가 어들 수 있다. 한 디자이 가 학생,교사들과 함께 하는 디자인

워크 에서 무 학교 구성원의 의견만 반 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지식을 제안해주거나 나 는 노력이 부족하 다.희망

학교의 사례에서는 디자이 가 구성원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공사 과정에서 산 부족의 문제로 기존에 계획하 던

디자인이 완성되지 못하고 교실의 일부분은 개선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

다.학생과 교사는 구체 이지만 가시 으로 학교 공간이 어떻게 변했

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각 부분에 얼마의 산이 소

요되고 얼마나 자신의 의견이 반 될 수 있는지에 해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디자이 는 문가로써 실 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이 원하는 공

간을 다 반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공간 디자인을 해 소요되는

산에 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따라서 실 으로 개선될 수 있

는 디자인의 요소와 무 한 곳에 산이 많이 편 될 것 같은 경우를

상하여 안을 제시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공간의 디자인의 개선을

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제안해 수 있어야 한다.

한,‘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문화

체육 부 측에서 행해진 평가 이외의 학생,교사,학부모를 상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이루어질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

업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학생,교사,학부모는 직 학교 공간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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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학교의 구성원으로써 공간의 장 과 제약을 가장 많이 느끼며 알

고 있다.따라서 이들을 통해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로 인한 만족도

조사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에 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에 참여한 학교들이 함께 정

보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에

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나 연합체가 만들어지면 좋

을 것이다.이로 인해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에 참여한 학교

들이 앞으로 보다 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이는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에 심이 있는 학교

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공간 변화의 요성을 공유 할 수 있

을 것이다.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의 교육과 경 에 가지고 오는 변화와 련해

서 요한 은 학교에 아름다운 공간 디자인의 변화에 이어 이를 활용

하고 이를 통해 학교에 활기를 불어넣기 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희망 학교는 학교에 변화를 가져오기 해 학교 공간 디

자인의 변화를 통한 노력을 하 으며 공간 활용을 통한 다양한 로그램

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교 활동 참여하도록 유도하 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신뢰를 받고 정

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다.희망 학교의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를

통한 학교 변화는 공간 차제의 변화에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 지원이

더하여져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을 변화의 주체로 끌어들이는

지도자의 힘이 요하다.

둘째,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교육에 가져온 변화에 해서는 세 가

지 측면으로 살펴보았다.교육활동 측면에서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교육 목표와 교육내용,교수-학습활동의 품질 향상에 향을 미쳤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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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기존의 학교 공간 변화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의 변화라고 볼 수 있

다.기존에는 앙정부차원에서의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한 학교 공간 구

성원의 변화가 이루어지지만 희망 학교 사례에서는 단 학교 차원에서

도모한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가 학교 교육 목표와,교육 내용,교육활

동의 품질에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학교 구성원 측면에

서는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생과 교사의 행동,심리와, 술 측면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이 학교 공간

을 ‘체험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를 들어

학생들이 해오름실을 떠올릴 때,그 공간 속에서 일어난 다양한 활동을

통한 감정이 가장 크게 작용 하 으며 이로 인하여 각 학교의 구성원들

이 학교 공간에 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달랐다.학교차원의 변화

에서는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분 기에 변화를 가지고 왔다.이것은

학교 공간이 간 인 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학교 공

간 디자인이 직 으로 희망 학교를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한 것은 아

니다,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구성원의 심리 ,실천 역에 미친

향과 교육활동에 미친 향이 체 인 학교 분 기에 향을 주었기 때

문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학교 공간 디자인의 요성에 해 논하고 있

다.학교의 시설과 학교 시설의 구체 인 디자인 요소들이 학생과 교사

에게 미치는 향에 해 밝히고 있다.기본 으로 학교 공간 디자인,혹

은 학교 시설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Buckley,J.,Schneider,M.,& Shang,Y.,2004;

Boese,S.,& Shaw,J.,2005;Blincoe,J.M.,2008;Tanner,2009).

Bishop(2009)은 신축 건물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았는

데,신축 건물이 구 건물에 비해 학생들의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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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 다.구체 인 건물 디자인 역으로 자연 ,건물의 온도와 개

방성(openness)이 학생의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며 교사의 자세와

행동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자연 은 학생과 교사

의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며 학생의 학업 수행의 반 인 면과

개인의 감정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Rudd외(2008)

는 학교시설이 학생들의 자세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본 결과,새 건

물이 학생들에게 보다 정 인 자세를 갖는데 도움을 다고 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이 자신이 안 하다고 느끼는 것,학교에

한 자부심을 갖는 것,학교생활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공공기물 손 감

소의 행동과 학교폭력 감소에 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있다.

Tanner(2009)는 학교 건물의 디자인 요소 자연 의 요성에 해

언 하고 있다.창문이 없고 환하지 않는 교실은 학생들에게 피로를

수 있으며 자연 이 아닌 형 등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신체 으로 좋

지 않은 향을 미친다고 하 다.신나민(2011)은 교내 학습 공간 디자

인이 교수활동과 교육과정에 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교육의 변화를 가지고 온 과 련해서는

‘술’이 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술의 속성 ‘아름다움’(美)은 학

교 구성원의 심리와 행동,학교의 교육활동의 질과 학교 분 기의 정

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요한 요소로 밝 졌다.

한 이와 함께 학교 공간이 학교 구성원이 편하고 용이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 인 면에서도 타고나야 하는 것이 요하다.해오름실이

희망 학교에서 다채롭게 활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름답고 깔끔한 분

기 때문만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와 넓은 공간으로 인해 실제 교육활동

이 이루어지기 편하고 용이했기 때문이다.따라서 학교 공간 디자인에서

는 그 공간의 목 에 맞게 계설되고,아름다움을 더하여 그 공간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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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성원들이 사용하고 싶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셋째,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경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학교

경 목표의 변화와 교원 문성 신장을 한 교사교육활동의 내용 측면

의 변화가 나타났다.기존의 학교 공간 디자인에 한 연구들은 학교 공

간이 학교 구성원의 심리 ,실천 행동 측면에서 나타나는 변화나 효

과에 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지만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역으로 학교

경 에 미치는 향은 살펴보지 않았다.그러나 학교 경 활동이 학교

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해 이루어지는 요한 활동으로 학교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3.결론 제언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 교육과 경 에 가져온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연구 문제

들에 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학교 공간 디자인 과정에 한 결론은 ‘사용자 참여 디자인’과

정이 단 학교에서 활용되는 공간의 활용성을 높여 다는 것이다.반면,

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교를 직 사용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 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어 진다면 학교 경 의 목표나 학교 교육과

정,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학교생활과 동떨어진 학교 공간이 될 것이

다.

둘째,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가 학교 교육과 경 에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볼 때,학교 공간 디자인은 교육 능력을 가지고 있다.학교

공간 디자인이 학생들과 교사들의 학교생활에 직 인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간 인 향을 미치면서 보이지 않은 정 인 변화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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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한 학교 공간 디자인은 학교 구성원의 행동을 ‘디자인’하

는 힘을 가지고 있다.학교 공간 디자인을 통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행동

의 변화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공간 디자인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행동을 ‘디자인’하는 것이다.이는 인간은 공간을 다양한 감각의 매개로

인지하고,공간은 인간의 행 를 유발시키는 힘인 행동유동성 즉,어포던

스(affordance)2)의 개념으로 설명된다(이민아·이정교,2013).공간의 어포

던스 지각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지각하는 것

이다.이러한 어포던스 지각은 환경과 인간의 경험을 보다 효과 으로

연결하여,공간은 사용자에게 행태 ·심리 경험을 유도하고 결과 으

로 행동 ·심리 선택을 하게 된다(이민아·이정교,2013).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학교 공간 디자인에 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학교 공간 디자인의 변화가 희망 학교에 가지고 온 변화는 학교 변화

의 요인 외부 환경 요인의 향을 나타내고 있다.지 까지 국내에

서 처음으로 학교 변화의 외부 요인을 밝힌 진동섭 외(2014)의 연구에

서는 학교의 컬러 로젝트가 술성,상징성을 통해 학교의 지속 인 발

을 진한다고 밝 졌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도 희망학교

의 사례를 심으로 학교의 공간 디자인이 학교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

한편,학교 공간은 ‘공간 사용자 경험 디자인(SpatialUsereXperience

Design)’방법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공간디자인 역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한 가지 방법론으로,사용자가 공간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하

는 경험을 통해 도출한 공간 사용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디자인이다(이민

2)어포던스(affordance):행동유도성,서로 다른 개념을 연결하는 것,물건과 사람 사이

의 특정한 계에 따라 제시되는 것이 가능한 사용,동작,기능의 연계 가능성 의미

(이민아·이정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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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정교,2013).이는 학교 공간이 외부에서 학교 구성원들에게 주어지

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공간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게 될

때에 보다 학교의 교육 목표를 잘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따

라서 앞으로 지속 인 학교 변화를 해서는 단 학교 차원에서 학교 구

성원들의 필요를 반 한 학교 공간 디자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꼭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을 통해서는 아니라도 우리나라에

이 사업과 같이 문 디자이 와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학교 공간 디자

인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아

름다운 공간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후속 연구로는 다양한 학교 을 상으로 한 학교 공간 디자인

의 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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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ontheChangesofSchoolEducation

andAdministrationfromtheeffect

ofSchoolSpaceDesign

GiBhumLee

MajorAdvisor:Jin,Dong-Seop,Ph.D.

DepartmentofEducation

SeoulNational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wastoexaminetheeffectofspacedesignof

schools on schooleducation and schooladministration through literature

reviewsandacasestudy.Althoughtheeffectofspaceonhumanscanbe

immense,mostspacedesignofschoolshavesimilarbuildingstructures;with

a soccerfield,straighthallways,squared classroomsand windows,and

achromaticbuildings.Thesesharedphysicalstructuresofschoolsmadeschool

spacestobecomespaceswherestudentsandteacherswanttoleaverather

thanspaceswheretheyenjoyandwishtostay.‘Happy-School’Projectisa

projectrunbytheMinistryofCulture,SportsandTourism wherethey

pursueforhappinessinschoolsbyredesigningaparticularareaofschools

beautifully.A casestudywasperformedontheSpring ofHopeMiddle

Schoolwhichparticipatedinthe‘Happy-School’Projectin2009toex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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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chool space design on school education and school

administration.SpringofHopeMiddleSchoolhadredesignedtwounused

classroom toonebigbeautifulclassroom withbrightcolorsandtechnical

facilities.

First,theprocessofclassroom spacedesignofthe‘Happy-School’Project

wasexaminedinthestudy.Inthisprocessaprofessionalspacedesigner

actedasandesignconsultantattheSpringofHopeMiddleSchool,and

insteadofchangingtheclassroomspacedesignonherowndiscretion,efforts

toreflecttheopinionsandcommentsofthestudents,parentsandteachers

weremade.Theprocessoftheclassroom designbythedesignconsultant

andtheschoolmemberswasfoundasthefollowing:1)stageofdecisionand

application for the ‘Happy-School’Project,2) stage of decision and

preparation for the ‘Happy-School’Project,3) stage of enforcing the

‘Happy-School’ProjectatSpringofHopeMiddleSchool,and4)stageof

terminationandevaluationofthe‘Happy-School’Project.

Second,changeswerefoundinschooleducationandadministrationasan

effectofschoolspacedesign.Particularly,changesthatwerefoundinschool

educationwereexaminedinthreeaspects.First,intheaspectofeducational

activities,varietyofnew “performance”basededucationalprogramsemerged

bringingaboostto“moraleducation”attheSpringofHopeMiddleSchool.

Also,therewasachangeinthequalityoftheteaching-learningatthenewly

designedclassroom.Thebrightatmosphereduetobigwindowsandbright

colors,spacewhereresonableamountofstudentscan beheld,andthe

technology availablein thereformedclassroom broughtachangein the

qualityoftheeducation.Second,theaspectofthechangesinmembersof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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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changesinstudentsandteacherswereexamined.Amongthechanges

ofthestudents,psychologicalchangeswerefoundasthefollowing:‘from an

unpleasantspacetoafavorablespace’,‘newlyfoundinterestsinsportsdueto

thegreensoccerfieldandfacilitiesforsports’,‘feelingproudofmybeautiful

school’.Behavioralchangeswerefoundasthefollowing:‘learningtovalue

beautifuland neatspaces’and ‘enhanced focusing on activities held in

beautifulspaces’.Artisticchangeswerefoundtobe‘desiringadecentspace

forafterschoolactivities’and‘desiringabeautifulspacetospendleisurely’.

Third,theresultsofthechangesoftheschoolatmospherewereasthe

following: ‘from a strict school atmosphere to a comfortable school

atmosphere’,‘from aschoolwhereIdonotwanttosendmychild,toa

schoolwhereIcanentrustmychild’.

Theeffectsofschoolspacedesign,examinedbyareastheschool

administration,broughtchangesintheschooladministrationintwo

aspects.Intheaspectofgoalmanagement,theresultwereasthe

following:effortto strengthen students’moraleducation,teachers’

cooperation through communication, and changes of school

management goals to embrace more participatory support from

parentsandthecommunity.Intheaspectofteachers’humanaffairs,

educationprovidedforteachershadfoundtobepursuinghappiness

andaffection.

Theaboveresultsoftheeffectofschoolspacedesignonschool

educationandadministrationhighlighttheimportanceoftheroleof

externalfactorsin schoolchange.Alsoschoolspacedesign using

SpatialUserexperienceDesignwasfoundtobesignificanttoref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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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eedsofschoolunits.

Key Words: School space design, School education, School

administration,Schoolchange,Happy-SchoolProject.

StudentNumber:2013-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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