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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을 통해 친환경 학교 건축물은 향후 몇 년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학교 건축물은 학생들에게 일상적

인 환경교육의 장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어가는 주체를 성장시키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

다. 이 같은 목적으로 녹색건축인증제(G-SEED)가 학교 인증에 도

입되어 학교 건축물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해왔다. 국가적으

로 대규모의 학교 건물에 대한 신·개축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인증제를 통해 조성된 친환경 건축물을 사용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지 또한 이러한 학교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한계

점은 무엇인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녹색건축인증제 최고 등급을 받은

네 개의 학교 중 두 학교를 대상으로 질적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교사를 대상으로는 심층 면접을, 학생을 대상으로는 포토보이스

활동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두 학교에서 친환경

학교 건축물의 인식·활용과 관련하여 발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기능’하지만 사용자와 ‘소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 학교 모두의 사용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풍족한 에너지 소비를 보장해 준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친환경 학교 건축에 조성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건축 의도

와 의미가 사용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두 번째, 학교 공간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사용자의 참여

여부에 따라 친환경행동과 관련된 ‘실천’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학생이 친환경학교 공간의 구성 및 유지·관리의 주체가 되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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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학교에서는 참여를 통한 실천이 이루어

진 반면 규칙이나 공간 배치를 통해 행동을 유도한 학교에서는 사

용자가 이를 준수하는 방식의 제한된 실천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 학생은 실내공간에 비해 학교에 조성된 야외 생태 공

간을 친환경 공간으로서 더 많이 인식하였다. 이러한 야외 생태

공간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동시에 자발적이면서 비형

식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졌다.

네 번째, 친환경학교 건축요소로서 잠재된 교육적 역할이 충분

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건축 의도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략 도입’, ‘정보와 지식의 제공’, ‘교육과정과의 연계’, ‘다른 사람

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제공’, ‘학습자에게 가용성의 공간

및 시간 제공’, ‘시설과 공간에 대한 참여의 기회 보장’ 등의 노력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친환경 건축요소는 학교문화, 학교거버넌스,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방법 등의 학교 전체적 접근의 요소와 상호작용하였다. 친환

경공간과 시설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거나 교수학습방법

이 변화되기도 하였고 지역사회와 학생자치회는 이를 매개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일과시

간과 학교 행사에서 친환경 건축요소를 활용하는 학교 문화가 조

성된 학교에서는 친환경 건축요소가 더욱 폭넓게 교육적으로 활용

되었다.

친환경 학교 건축을 통해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임으로써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대중이 인식

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친환경 학교건물을 환경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건축물은 일반 건물에 비

해 유지 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개입하는 과정

에서 친환경건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친환경학교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참여한 학생은 친환경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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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높일 수 있는 행동양식을 갖춘 건물 사용자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은 단순히 사용자가 아닌 건물 유지 관

리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녹색건축인증제를 통해 친환경 학교 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시설과 공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과 교육적 활

용 현황을 학교 전체적 접근의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친환경건축

요소가 갖고 있는 교육적 잠재력이 발휘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

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확대될 친환경 학교 건축물 조성

에 있어 제도의 개선과 함께 건물의 설계와 유지·관리에 사용자의

참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녹색건축인증제, 친환경 학교 건축, 학교 전체적 접근, 포토

보이스, 환경교육, 그린스마트스쿨

학 번 : 2019-2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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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20년 7월 교육부는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은지 40년 이상 되어 시설이 노후된 학교를 저탄

소 제로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학교로 리모

델링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건축 분야에서 건축 물량과 사용자가 많은 학교 건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친환경건축물 자체의 확대를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

지 및 자원 절약에 이바지할 수 있다(윤요선 & 류수훈, 2014; 이종국,

2014). 이러한 효과와 함께 건축가들은 다른 건축물과는 달리 학교 건축

물이 친환경적이어야 하는 명분을 교육적인 의미에서 찾고 있다(김장영

외, 2015; 신나민 & 이선희, 2011).

학교 건축물의 교육적 가치는 ‘3차원의 교과서(Taylor & Vlastors,

1975)’, ‘제3의 교사(Pigozzi et al., 2010)’, ‘고유의 교육과정이 숨겨져 있

는 곳(Orr, 1997)’으로 여겨지며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또한 학교

건축물이 제공하는 공간은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성장기 대부분의 시

간을 보내는 일상적인 공간으로서 지속 가능한 환경 학습의 장이며 향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체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은 학생이 학교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하게 될

때 학생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것이 될 수 있다(Higgs & McMillan,

2006). 그리고 학교 시설과 공간은 교수 학습 방법이나 교육내용뿐만 아

니라 학교 운영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를 모두 포

함하는 학교 전체적 접근(Whole-school approach)의 관점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의 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자원으로서 학교 건물을 친환

경적으로 바꾸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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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를 만들어 이를 학교 건물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녹색건축인증제(Green Standard

for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G-SEED)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

교 건축물을 의무 인증 대상으로 하였다.

많은 건축 전문가들은 녹색건축인증제를 통해 학교 건축물의 친환경

성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학교 환경교육

에 활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박상영 외, 2010; 박재홍 & 전채휘,

2009; 양금석, 2009; 오경현 & 김신원, 2017; 윤요선 & 류수훈, 2014; 허

성주 & 이선영, 2004).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건축가나 시설 전

문가들에 의해 수행된 제도 중심 연구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녹색

건축인증제를 통해 마련된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는지 교육적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녹색건축인증제에 대한 교사(박

정란, 2018)와 학생(임채현, 2014)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연구가

있지만 이는 시설 이용자로서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교육 주체로서의 인

식이나 교육적 경험과 의미를 구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환경교육이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면서 학교의 학습 환경을 새롭

게 조성하고자 하고(이재영 외, 2018) 국가적 규모로 학교 리모델링 정책

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현재까지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친환경 학교 공간

이 어떻게 인식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제도를 통해 제공된 학교 공간과 관련된 교육적 성과가 무

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그린스마트스쿨’의 확대와 더불어 지속

적인 학교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 질문

학교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조성된 학

교의 시설과 공간은 환경교육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친환경 학교 공간의 환경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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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하위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1) 학교가 녹색건축인증제의 최우수등급인증을 받는 과정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2) 교사와 학생들은 녹색건축인증제를 통해 조성된 친환경 건축요소

를 어떻게 수용하는가?

3) 친환경 건축요소는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가?

4) 친환경 건축요소의 교육적 활용은 환경교육을 학교 전체적 관점

에서 접근할 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5) 녹색건축인증제를 학교에 적용함으로써 학교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해소함으로써 녹색건축인증제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 학

교에 조성된 공간과 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교육적 활용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학교 전체적 접근의 관점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친환경 학교 건축의 확대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조성된 시설

과 공간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개선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제 3 절 연구 방법 및 절차

1. 질적 사례연구와 연구 대상 선정

학교 건축물의 신·개축이 이루어질 때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인증을 받

는 ‘과정’과 이렇게 조성된 친환경 학교 건축물을 사용자가 ‘어떻게’ 인식

하고 활용하는지 그리고 학교 건축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 교육과정,

지역사회 등 학교 교육 활동의 특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례연구가 가장 적절하다(Stake, 2000).

이러한 사례연구는 일반사례들과 구분 가능한 특성인 경계성(유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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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을 갖는 대상을 연구하여 일반화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극단적

인 사례를 선택한다(Flyvbjerg, 2006).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이면

서도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을 선택적으로 찾는 의도적 표

집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유기웅, 2018).

에너지교육 혹은 환경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시범사업과 연계되어 부

분적으로 친환경적인 공간과 시설을 갖춘 학교는 많지만 객관적인 기준

에 의해 건축물의 전반적인 친환경성을 평가 받은 학교는 녹색건축인증

제도의 인증을 받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2002년부터 제공된 건축인증

현황자료에서 학교인증현황을 파악하여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1,326개

(2020년 6월 기준)의 학교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4개교 뿐이었다. 이를

모두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3개교만이 연구를 허락하였고 연구가 진행되

던 중 코로나 사태의 지역적 확산이 심화되던 지역에 위치한 J초등학교

가 연구 중단을 요구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연구가

허락된 두 학교(D초등학교, F고등학교)가 연구 대상이 되어 2020년 4∼

11월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학교의 시설·공간과 관련된 물리

적인 친환경성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기 위해 환경

관련 시범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한 적이 없는 학교를 선정하고자 하

였는데 연구 대상이 된 두 학교는 이에 해당한다. 즉 환경과 관련된 특

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분적으로 조성된 교육환경을 갖고 있는 학교

가 아니라 녹색건축인증제도를 통해 조성된 친환경학교의 시설과 공간이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학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학교의 경우 환경 관련 시범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시설적

측면의 효과에 집중해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친환경 시설이 동시에 학교

에 존재하기에 사용자가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하거나 활용하는 시설 및

공간을 확인해 볼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녹색건축인증제도

를 통해 객관적으로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인정 받은 학교의 학교 건축물

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연구

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항목1)을 살펴보면 녹색건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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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공간은 학교 건물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 내외를

구성하는 운동장, 학교정원, 옥상, 연못의 야외 공간을 모두 포함한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 건물만이 아니라 학교를 구성하는 실내외 공간

이 모두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

두 연구 대상학교의 현황은 <표 1>과 같고 각 학교의 친환경 건축요

소는 <표 2>와 같다.

<표 1> 연구 대상 학교 현황

<표 2> 연구 대상 학교의 친환경 건축요소

1) <부록 1> 학교 대상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 참조

대상

학교

G-SEED

총점
건축주 유형 학생수 특성

D초등

학교

최우수

(80.16, 2015)
교육청 공립 97명 혁신학교

F고등

학교

최우수

(89.14, 2009)
군청

공립형 사립

(재단이사장:

군수)

347명
특수목적고등

학교(기숙형)

친환경요소 D초등학교 F고등학교

태양광발전 O O

지열발전 × O

빗물 재활용 시설 O ×

학교텃밭 O O

육상비오톱(학교 정원) O O

수생비오톱(학교 연못) O O

친환경자재
O

(황토벽돌, 편백나무)

O

(친환경 페인트)

실외 경관 조망

O

(야외테라스, 자연채광,

개방감)

O

(테라스,

높은 층고 아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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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과 분석

이 연구는 녹색건축인증의 최우수 인증을 받은 학교의 특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탐색적 사례연구(Yin, 2016)이다. 이 연구와

유사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탐색적 사례연구에 해당하며, 사례

연구를 통해 연구 대상 학교가 최우수 인증을 받게 된 과정과 학교 구성

원인 교사와 학생의 인식, 학교 교육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문헌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녹색건축인증제도와 관련된 자료와

연구 대상 학교 현장의 자료로 나누어진다.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실제 운

영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건축 분야의 논문과 녹색건축인증제 운영기관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웹사이트에 제공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학교 인증

현황은 공개자료실에 게시된 인증현황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인증 평

가 결과와 관련한 의문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인증기관인 A기관

(D 초등학교)과 B(F 고등학교)기관의 연구원에게 문의하여 답을 얻을

수 있었다. D초등학교의 경우 녹색건축인증대전의 출품과정에서 제작된

작품집과 인근 학교와의 통합과정을 담은 보고서도 참고하였다. 학교에

서 생산된 자료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담은 보고서로 정규 교육과정과 함

께 동아리 혹은 방과후학교의 활동 현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그

리고 해당 학교를 다룬 신문 기사도 수집하였다.

문헌연구와 더불어 대상 학교 교사(교장 혹은 교사), 군청과 교육청의

학교 시설 관련 업무담당자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

다. 주참여자인 교사의 경우 학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해왔고 학교 운영

의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한 사람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특히 교

사의 인식은 교육과정의 실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학교 공

기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천연잔디운동장

살충제·제초제 사용금지

복도분리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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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활용 유무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연구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Skamp & Bergmann, 2001). 따라서 D초등학

교의 경우에는 4년을 근무한 교무부장(가명: 박지영)을, F고등학교의 경

우 12년을 근무한 교장(가명: 강원교)을 심층면접의 주 참여자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각 3회 이상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청 업무담당자와

2회 학부모(D초교)를 비롯한 다른 교사와는 1회의 면접을 실시하였다.

회당 면접은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의 등교 중지 기간이나 방과 후에

학교의 공간과 시설의 사진촬영과 함께 답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D초교

의 경우 해당 학교의 녹색건축인증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교육청 시설

담당 공무원(가명:문지호)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학교 시설에 대한 설명

을 직접 듣게 되어 학교 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포토보이스(Photovoice) 연구방법을 활용하

여 학생들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포토보이스는 연구 참여자

가 찍은 사진을 매개로 연구자와 소통하는 연구 방법(Latz, 2018)으로서

이의 핵심 기법인 사진-유도 연구는 특히 교육 관련 탐구에 적합하다

(Harper, 2012). 포토보이스는 언어가 아닌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 참여자

의 특별한 관점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Strack et al., 2004). 특히

이는 초등학생들처럼 구두만으로는 설명하기 복잡한 것을 표현하길 어려

워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Wang, 2006).

또한 그림과 사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사진과 함께 면접을 실시

하였다. 포토보이스 참여자인 학생은 촬영된 사진의 촬영자이자 해석자

(Latz, 2018)이다. 연구대상인 ‘친환경 학교 공간’이 다소 추상적이고 언

어만으로 표현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진으로 해당 공간

을 촬영하고 이에 관해 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실제로

학생들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설명하고 관련된 경험이나 그들이 부여

한 의미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어 사진이 대화의 매개로서도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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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했다.

D초교에서는 학생 3명과의 대면만이 허락되어 학생자치회 회장과 부

회장, 생태환경부장이 포토보이스에 참여하였다. 20분 정도 촬영 시간을

주고 사진을 취합한 후 40분 동안 집단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6학년

학생(18명)들에게는 서술형 설문지를 통해 학교 공간에 대한 인식을 알

아보았다. 서술형설문지는 ‘학교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공간을 그림으로

그리기’, ‘왜 친환경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지 서술하기’, ‘이 공간과 관

련된 개인적인 경험은 무엇인지 서술하기’로 구성하였다.

F고교의 경우 학교에서 1년 이상 생활한 2학년 학생 5명(학생자치회

임원포함)을 대상으로 역시 포토보이스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학교

의 친환경 공간에 대한 사진을 30동안 촬영하게 한 후 1시간 동안 집단

면접을 실시하였다. 모든 면접 내용은 녹음한 후 분석을 위해 전사하였

다. 각 학교에서 실시한 자료 수집 현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학교별 자료 수집 현황

D 초등학교 K 고등학교

면담자료

(주참여자)
박지영(교무부장, 4년 근무) 강원교(교장, 11년 근무)

참여자

문지호(교육청시설관리팀장)

박지혜(학부모),

전보람(2019학년도 학생회장)

강영미(교무부장)

구양순(텃밭 동아리 ‘꾼’ 지도

교사, 1학년 부장)

이일훈

(군청 시설관리 주무관)

포토보이스
6학년 학생 3명(남1, 여2)

서술형 설문지(18명)

고등학교 2학년 학생 5명

(남3, 여2)

현지자료

2019학년도 혁신학교 운영 결

과 보고서,

B초 & D초 통합학교 신설

세부추진계획,

녹색건축인증 인증심의 결과

녹색건축대전 작품집

2020 자율 동아리 설립 및 운

영 계획서,

2019학년도 F고등학교 학교평

가 결과보고서

2017 유네스코 레인보우 청소

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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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초교와 F고교에서 면접과 포토보이스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는 처음 현장코딩과 설명코딩(Saldaña, 2012)을 통해 최대한 많은 ‘친환

경 건축요소’의 범주를 추출해내기 위한 1차 코딩을 실시하였다. 1차 코

딩 결과를 가지고 2차 코딩으로 콜(Cole, 2018)이 제시한 5가지 환경교육

적 역할(상징, 과학박물관, 3차원의 교과서, 장소, 행동유도)로 구조코딩

을 실시하였다. 2차 코딩의 목적은 참여자가 갖고 있는 건축요소에 대한

인식과 활용 현황을 도출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둘러싼 상황이나 맥락이

명확하지 않아 분류가 어려운 경우 연구 참여자에게 추가적인 질의를 통

해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코딩을 완료하였다. 2차 코딩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각 학교의 ‘녹색인증과정’, ‘성과’, ‘한계점’으로 나누어 다시

구조코딩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코딩결과를 학교 전체적 접

근의 5가지 요소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면서 사례별로 분류하였다. 4장과

5장에서 두 학교의 사례를 기술하고 이를 비교·종합하여 논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친환경 학교 건축물의 환경교육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

다. 자료의 코딩 과정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고 친환경 건

축요소의 사례별 분석 과정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신문기사

특별기고 친환경학교로

거듭난 D초등학교,

미나마타병센터 나가노 미치

씨 D초 어린이들과 만나다

F고 친환경에너지 쓴다.

F고 전국 첫 친환경 최우수등

급인증 전국 첫 ‘공립형 사립

고’…인프라 우수·학비 저렴

녹색건축

인증제도

관련 참여자

김건축(건설기술연구원), 박인증, 표인증(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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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료의 코딩 과정

<그림 2> 친환경 건축요소의 사례별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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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친환경 학교 건축2)의 중요성

학교 건축물이 제공하는 시설과 공간은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 공간

으로서 교육 활동 개선과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박영숙, 2009a) 좋은 수업과 배움의 핵심적인 요소이면서도

흔히 간과되는 부분이다(Nair, 2009). 이러한 학교 건축물을 친환경적으

로 바꾸려는 친환경 학교 건축에 대한 노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단순한

초기투자와 회수의 개념으로 축소될 수 없는 윤리적 차원의 접근(이선

영, 2008, p.50)”이 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의 학교문화를 형

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Higgs & McMillan, 2006), 친환

경 건축이 미래 학교 건축의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이

재진 & 박선화, 2019; 이지유 & 이종국, 2019).

친환경 학교 건축이 왜 중요한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는 미국의

학교 건축 친환경인증프로그램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for Schools의 중점 목표를 통해 세 가지로 분류

2)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 건축물은 “지속 가능한 학교 건축, 환경

친화형 학교 건축과 유사한 개념으로 일반 학교 건축과는 달리 환경을 보존하

고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며 청정자연 에너지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고 쾌적

한 실내외 환경조성과 사회적 지속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교 건축으로서 이

모든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화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육

내용을 담아내는 건축(박재홍 & 전채휘, 2009; 양금석, 2009; 이광영, 2007)”으로

“지속 가능한 학교, 건강한 학교, 고성능학교, 에너지 스마트 학교(Zepatou et

al., 2016)”, “녹색학교, 에코스쿨, 녹색학교(김성중, 2013)”, “제로에너지·생태학교

(조진일, 2008b)”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 이러한 학교는 구체적으로 “환

경을 고려한 배치계획, 신재생에너지 이용, 자연광의 이용,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공법의 사용, 수자원의 보존, 옥내외 녹지공간 조성”으로 구현된다(이승민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교 건축의 목적과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서 ‘친환경 학교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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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는 ‘건물 사용자의 건강과 학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에너지, 물, 쓰레기와 탄소를 포함하여 환

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모든 학생들이 환경소양과 생태소양

을 함양하는 것’(USGBC, 2008)이다.

첫번째는 친환경 학교 건축물이 제공하는 공간이 학생의 건강과 학습

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관련된 것이다. 친환경 학교 건축에 대한 대

중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 친환경 학교 건축의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고배원, 2017)로서 이를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 4> 친환경 학교 건축과 학생의 건강, 학업성취도 관련 연구

이는 건축이 전반적으로 실내공기의 질이나 온도, 채광 등의 물리적

환경을 최적화하고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하여 사용자에게 쾌

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나 시설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

학생의 낮은 천식, 알레르기 발병률, 병결일수(Ford, 2007),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신적 웰빙 향상(Bell &

Dyment, 2008; 이선영, 2008),

학생의 심리적 측면에서 자연과 연계된 공간이 주는 이점

(Matsuoka, 2010; 김희란 & 구창덕, 2019)

학업

성취

자연 채광이 수학과 독해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Heschong

et al., 2002),

실내외 건축과 통합된 자연환경이 학생의 집중력 향상

(Dadvand et al., 2015),

교실에서의 조망과 자연채광, 실내공기질과 온도와 같은 물

리적 환경과 학업성취와의 관계(Earthman, 2004; Mendell &

Heath, 2005; Tanner, 2008; Uline & Tschannen-Moran,

2008; 나수연 & 박진철, 2007; 정민희 외, 2009)

건강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

Magzamen et al., 2017; Olson & Kellum, 2003; 정지나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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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요선 & 류수훈, 2014).

두번째는 경제적인 이점으로서 장기적인 사용을 통한 비용 절감의 효

과이다. 이러한 효과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효과와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일례로 미국의 LEED인증을 받은 친환경건축물의 경우 에너

지 사용량의 30%, 물 사용량의 30∼50% 그리고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35%, 쓰레기 처리 비용의 50%∼90%를 절감할 수 있다(Ford, 2007). 기

존 방식으로 학교를 짓는 것 보다 초기 건설 비용에 초과되더라도 사용

단계에서 에너지와 물의 사용량 감소를 통해 유지 비용이 절감되어 초과

된 건설비용을 상쇄하는 것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Kats, 2006)를 기대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 절감은 친환경 학교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단계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맥락에서 학교 건축물의 친환경적

특징으로 인식 할 수 있다(Zangori & Cole, 2019). 녹색건축인증제의 인

증을 받은 상업 건물을 대상으로는 세금감면 측면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수자원 절감, 탄소 발생 감소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였으나 학교 건축물

을 대상으로 이러한 비용감소 효과를 계산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

았다(이성호 & 이재수, 2017).

세번째가 바로 환경교육적 효과이다. 건축가들은 친환경 학교 건축이

일반 건축물과 다른 이유는 인간이 얻는 신체적·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3차원의 교과서’ 혹은 ‘제3의 교사’로 언급된 것처럼 교육적 역할을 수행

한다는 것이다. 일회성을 갖는 환경교육 시설이나 체험학습공간의 방문

이나 답사보다는 매일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환경교육의 목적을 구현

하기에는 일상적인 맥락에서의 학습경험은 중요하다(Falk &

Storksdieck, 2005). 따라서 학생이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일상적 공

간으로서 장소를 기반으로 한 형식적·비형식적 환경교육이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Cole & Altenburger, 2019)으로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가능한 친환경 학교 건축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다(Chansomsak &

Vale, 2010; Cole, 2014; Coleman, 2016; 허성주 & 이선영, 2004).

환경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설정(이선영, 2008)하거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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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구축(양금석, 2009)하여 환경교육의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허성주 & 이선영, 2004)하는 학교 건축물은 지

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크고 시각적인 인공물(Cole, 2014)이며 지속

가능성의 문화 혹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행동이 구현되는 역

할 모델 공간(Higgs & McMillan, 2006)으로서 학습자들이 친환경 건축

과 관련된 지속 가능성의 주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Cole &

Altenburger, 2019; Cole & Hamilton, 2019).

건축가가 건물 사용자와 교육적인 활용을 간과하고 자동화 된 온도조

절장치와 조명, 창문 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교의 물리적인 시설만

을 바꾸는 것은 사용자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지 못하고 친환경행동을 불

필요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Chansomsak & Vale, 2010; Cole, 2014;

Coleman, 2016). 특히 태양광이나 고효율의 에너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바로 이러한 사용

자의 행동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구축된 시설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DFES, 2006). 따라서 친환경학교 건축물이 실제로 사용자의 친

환경 행동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직접적인 환경

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는 친환경 학교 건축물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시설 및 공간

요소로서 생태학습원(텃밭, 학교숲, 생태연못, 학교 정원) 및 태양광 시설

과 빗물 이용시설과 관련된 연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교

에 조성된 개별 시설물들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연구에 비해 이러한 시

설물이 모두 조성된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물들의 인식과 역할을 비교하

거나 혹은 학교 시설이 학교 운영에 깊게 연계된 만큼 학교 운영과 관련

된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친환경 학교 건축물이 주는 공간과 시설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학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부진한 부문 중 하나이며(황세영 et

al., 2012) 건축 전문가들은 학교 건축 과정에서 제공된 다양한 친환경

공간이 교육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권혁

재 외, 2016; 박재홍 & 전채휘, 2009; 박정란, 2018; 양금석, 2009;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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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2014; 정유근 외, 2011; 정지나 외, 2010; 한승원 외, 2011). 따라서 향

후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시행하면서 양적으로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되는 친환경 학교 건축물의 교육적인 활용을 위해 현재 조성된

친환경 학교 건축의 교육적 활용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어떠한 성과가 있

었으며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친환경 학교 건축의 환경교육적 역할

친환경 학교 건축물의 교육적 효과는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기 위해 콜(Cole,

2018)은 친환경 학교 건축요소의 5가지 환경교육적 역할을 제안하였다.

이 5가지 역할은 ‘상징’, ‘과학 박물관’, ‘3차원의 교과서’, ‘장소’, ‘행동유

도’로 비유된다.

‘상징’은 지속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여 인식을 형성하는 것, ‘과

학 박물관’은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자발적이고 비형식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3차원의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형

식적 교육으로 활용하는 것, ‘장소’는 학교 공간과 연계된 의미와 감정을

형성하는 것이고 ‘행동유도’는 건물 사용자의 친환경행동을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콜(Cole, 2018)은 이렇게 5개 역할을 제시함

으로써 친환경 학교 건축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이론적 틀을 확립하고자

하였고 <그림3>에 제시된 것과 같이 단계적으로 발달될 수 있다고 제시

하였다.

<그림 3> 친환경 학교 건축요소의 5가지 역할(Cole, 2018)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인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시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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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물을 의미한다. 건축가들은 다양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이러한 의도를 건축학적 언어로 표현한다. 건축가들이 설계

한 건축 요소는 “기능”하면서 “소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지속 가능성의

건축 의도를 전달한다(Eco, 1997).

학교 공간은 명백하게 학습도구로 쓰이기보다는 일상에서 매일 학생

에게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는 암시적인 학습도구가 된다(Higgs &

McMillan, 2006). 벽의 단열재와 책상의 단면을 노출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재활용 자재 사용을 알려주는 등 일상에서 시각적인 교육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Cole & Altenburger, 2019; Tucker & Izadpanahi,

2017). 건물은 기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능의 내재적인 의미를 표현

하기 때문에 가치를 표현하는 도구라고 여겨진다(Barr, 2011). 따라서 친

환경 학교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는 지속 가능성의 의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어 사용자와 소통하기 위해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과학박물관’은 친환경 학교 건축요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 학

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과학박물관에서 흔히 이루어

지는 비형식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포드(Ford, 2007)는 학교 건물이 리빙랩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여 친환경적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학생에게 공개하는 “교육

자로서의 건물(Building as Educator)”을 강조하였다. 친환경 건축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시설과 함께 게시하는 것(labelling)은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과학박물관’ 역할의 사례로서

영국의 Green Ribbon School에서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지열발전 통

로인 파이프라인을 노출하고 파이프에 온도계를 설치하거나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배터리 충전 상황을 데이터화하며 빗물의 저장·정수량을 표시

하거나 재활용품이 모아지는 양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Stanfield, 2010). 또한 Phillips Exeter Academy는 지속 가능한 특징이

건물사용자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학교 명판에 건축자재와 시스템을

묘사하였고 Newark Science Park High School은 다양한 기계 장치들이

작동하는 것을 학생이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통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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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을 개발하였다(Ford, 2007). 이처럼

친환경적인 학교에 적용된 실용적인 기술을 학습 경험으로 활용하기 위

해서는 전략적으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노

출하여 학생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DFES, 2006; Higgs & McMillan,

2006; Kong et al., 2014; Nair, 2009; Pigozzi et al., 2010; 윤요선 & 류

수훈, 2014; 이선영, 2008; 조진일, 2008a).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모니터링 시

설이 없거나 관련 기계실과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

은 경우도 많았고 사용된 건축자재의 친환경적 특성이 제시되지 않은 경

우도 많았다(정지나 외, 2010; 한승원 외, 2011). 또한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학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과 함께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의 맥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Malone & Tranter, 2003).

‘3차원의 교과서’는 학교 건축을 통해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활

동과 프로그램이 전개되도록 수업을 구성(김규상, 2010; 한승원 외,

2011)하는 것을 의미한다. 친환경 학교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이의 교육적 잠재성이 모두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필요하다(Cole, 2019; Tucker & Izadpanahi, 2017; Zangori & Cole,

2019; 김용국 외, 2018).

시설과 공간을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USGBC(미국그린빌딩위원회)는 학교 인증을 위한 평가항

목(LEED for Schools)을 별도로 개발하여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친환경 학교 건축을 활용한 교육을 위해 웹싸이트

(https://www.centerforgreenschools.org)를 구축하여 관련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학습 도구로 학교 건축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교육과정 안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Cole & Altenburger, 2019).

이러한 사례로 미국의 Green School Program은 학교 시설을 교과목

과 연계하여 환경교육 및 에너지 절감 교육을 실시하는데 학생들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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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와 작동방식, 에너지 보존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다

(박재홍 & 전채휘, 2009). 또한 영국정부는 지속 가능한 교육의 도구 중

의 하나로 학교 건축을 직접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Izadpanahi et al.,

2017). 수학과 지리 수업에서 빗물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Kingsmead

초등학교)하고, 목재 펠릿을 사용한 지역사회난방 시스템의 활용 수업

(Weobley 초등학교) 등 실용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학교 시설의 교

육적 가치가 발현되도록 한다(DFES, 2006). 호주의 지속 가능한 학교 프

로젝트인 AuSSI에 참여한 Williamstown High School의 경우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교 시설을 지속 가능성의 원리를 학습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의 다양한 역량이 강화되는 효과가 보고되었

다(신나민 & 이선희, 2011).

국내에서 관련 연구로는 생활 속에서 환경 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지

속 가능성의 가치를 내포한 학교 공간을 매체로 한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시한 연구(이영범, 2011)가 있으며 친환경 학교 건축물이 제공하는 공

간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위해 학교 건물 전체에서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 친환경학교 시설 요소를 분석한 연구(한승원 et al., 2011)가 있다.

건축전문가들도 친환경 건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용국 외, 2018). 이렇게 친환경 학교 건축과 공식적인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친환경행동실천이 가능한 건물 사용자를 양성하여 실천을 지속시

키고 이는 친환경 학교 건물의 성능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Cole & Hamilton, 2019; Wu et al., 2016).

‘장소’는 친환경 학교 건축물의 공간에서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

음을 인식하고 야외학습 등의 장소 기반 학습을 통해 장소와 연계된 의

미와 감정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학교의 공간에 대한 긍정적

기억과 감정, 소속감, 안정과 위안을 포함하는 심리적인 측면은 장소 애

착(Scannell & Gifford, 2017)으로서 장소에 대한 의미와 애착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되기도 한다(Krasny,

2020). 그리고 이러한 의미와 애착은 학교 시설과 공간에 대한 자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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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계된다(Murley et al., 2017)

주변 자연 경관과 통합된 건축을 통해 만들어진 개방적인 공간은 실

내에서도 자연 환경을 느끼고 대화의 소재로 주변 자연 환경이 등장하는

등 일상적으로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학생들의 삶과 생태계의 연계를 인

식하도록 하는데 중요하다(Kong et al., 2014; Zhu, 2013). 또한 학교에

조성되는 다양한 야외 생태 공간은 ‘장소’로서 정서적이고 의미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학교에 조성된 야외 생태 학습 공간인 영국의

'Learning through Landscape'와 독일의 ‘Grun Macht Schule’은 학생이

다른 사람과 혹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적

인 맥락의 놀이가 가능한 학교 문화를 학생에게 전달(Carrier, 2009;

Malone & Tranter, 2003)한다. 이러한 야외 생태 공간으로는 텃밭과 비

오톱(생물서식공간)인 학교 연못, 학교 정원 등이 대표적이다.

텃밭은 관찰과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인데 인간도 자

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고 곡식과 채소를 재배하면서 수확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공간(Kong et al., 2014; 김규상, 2010)으로서 장소에

대한 의미와 애착이 형성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태학습공간이다.

해외 학교 환경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설로 평가 받고 있는 비오

톱은 생태학습의 공간이면서 도심의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생태환경을

제공한다(김규상, 2010; 조진일, 2008a). 특히 수생비오톱인 학교 연못은

일상적으로 동식물을 직접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기능

을 갖고 있어 양질의 생태 체험과 학습이 가능한 공간이며, 환경교육에

매우 적합한 시설물로 인식되고 있다(권혁재 외, 2016; 한승원 외, 2011).

그러나 연못을 조성할 때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교사의 의견이나 학

생들의 학습권을 반영하지 않거나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간과하고 전시와

조경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오경현 & 김신원, 2017) 이렇게 무분별

하게 조성된 연못은 얼마 못 가서 철거되거나, 연못을 메워 텃밭이나 숲

을 조성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권혁재 외, 2016). 또한 교사는 인력

과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박정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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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유도’는 환경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친환경행동을 유도하는 역

할을 의미한다. 학교에서의 친환경행동은 시설과 공간에 대한 사용자의

참여 여부에 따라 그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사용자에게 행동 프롬프트를 제공하거나 혹은 사용자를 설득하는 공

간 설계로 친환경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수동적인 실천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수동적인 실천의 단계에서 조차 교사와 학생은 친환경건축물의

사용자로서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함으로써 건축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Cole, 2019; Cole et al., 2020; DFES, 2006; Gill et al.,

2010; Wu et al., 2016).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

생을 대상으로 에너지와 물 소비에 대한 즉각적이고 높은 해상도의 정보

가 이를 절약하는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Petersen et al., 2007)가

있으며 호주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 공간과 시설이 학생의 친

환경태도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Izadpanahi et al., 2017;

Tucker & Izadpanahi, 2017) 그리고 학생의 건물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

과 쾌적함의 정도, 친환경 학교 건축에 대한 지식 수준이 친환경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Cole, 2015)가 있다.

반면 사용자가 건축물의 설계와 사용단계에서 공간 구성의 주체가 되

어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적극적 수준의 실천 단

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의 참여는 학교 건축 설계단계에서의 참

여와 사용단계의 참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참여디자인의 원리(Participatory design)”가 도입되면서 설계단

계에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통합설계

방식(Integrated design process)”은 학교 건축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며

이러한 참여의 과정 자체가 하나의 지속 가능한교육이 될 수 있다

(Zepatou et al., 2016; 고배원, 2017; 신나민, 2012; 조진일, 2008a). 또한,

친환경 건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대지와 지역 기후 조건을 고려하고,

건물의 직접적인 사용자인 교사와 학생의 참여를 중심으로 설계를 통해

지역에 가장 적합한 학교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고배원, 2017).

박영숙(박영숙, 2009a)은 설문을 통해 노후학교 개축사업에서 고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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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사항으로 개축위원회 구성, 교사 의견반영, 지역주민 참여에 대

한 요구를 도출하였다. 또한, 영국에서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

하는 것을 학교 신축과정의 준수사항으로 하여 교사와 관리자와의 회의

를 공식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DFES, 2006; 박영숙,

2009b).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학교 사용자

참여방식에 의한 학교 설계 및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공

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KEDI, 2020). 이는 환경교육에

서 적극적인 학습자로서의 개념을 강조(Payne, 2006)하거나 의미있는 실

천에 참여하는 것의 심리적 이점을 강조(Kaplan & Kaplan, 2009)하는

것과 연관된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학습 도구로서 학교 건축물을 개발·계획하고 유

지관리하는 것은 스캠프와 베르그만(Skamp & Bergmann, 2001)이 제시

한 “배움경관(Learnscape)”의 개념과 유사하며 이러한 참여와 개입은 더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학생이 학교의 야외학습공간을 배

움경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하는 과정에서 협동과 협력뿐만 아니라

합의안을 만드는 것, 수평적사고, 실천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다양한 능력

을 기르게 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천적 학습을 하게 된다. 이러

한 실천을 통해 학생은 학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쓰레기를 버리

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동이 감소하였으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좋아

지고 교사의 교수학습방법이 변화되는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Skamp

& Bergmann, 2001).

사용단계에서의 참여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학교에서 개최하는 강연회

와 같은 행사에 참석하거나(Tucker & Izadpanahi, 2017) 학교 청소에 참

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공간과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Higgs & McMillan, 2006;

신나민 & 이선희, 2011). 특히 학교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학생이 참여하

는 것은 친환경 건물과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고(Cole, 2019) 이를 통해 생태적 역량을 포함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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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Ford, 2007; Orr, 1997; Zhu, 2013)과 함께 주인의식을 함양하게 된다

(Zepatou et al., 2016).

건축물은 “경제, 사회정의, 미학이 교차하는 문화적 인공물”로서 친환

경 건축을 이해하는 것은 실질적인 참여의 기반이 된다는 콜(Cole, 2019,

p.4)의 언급과 같이 사용자가 갖고 있는 친환경 건물에 대한 이해와 공

유된 가치는 참여와 실천을 통해 건축물과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학교는 친환경 건물 자체를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사의 공간 및 건축에 대한 전문성

을 강화시키고 건축가와 교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이영범,

2011).

정리하자면 친환경 학교 건축을 통해 의도하는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서는 학교 설계에서 사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인 교사와 학생, 학

부모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3 절 친환경 학교 건축을 위한 한국의 녹색건축인

증제도

세계적으로 학교 건축은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의 부문에서 가장 큰

부문 중에 하나로서 친환경 학교 건축의 확대는 건축 부문의 지속 가능

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Ford, 2007). 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친

환경건축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의 LEED와 영국의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은 학교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 시스템은 친환경 건축의 속성을 정의하고 통합하게 해주며 친환경

건축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형성하게 하여 건물 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킨다(Barr, 2011).

녹색건축인증제도는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 전문분야의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인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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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학교 건축물은 가장 대표적인 공공 건축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의거

하여 3000㎡이상의 신축과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학교 건축물의 경우 인

증을 의무화하였다(김장영 외, 2015).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녹색건축인

증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건물뿐만 아니라 운동장, 정원 등 학교

건물 내외부의 공간과 시설의 친환경성을 도모해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학교를 평가하고 인증등급을 부여하는데 있어

나타난 제도적인 문제점은 다음과같다.

첫번째, 1326개의 인증학교(2020 6월기준) 중에서 최하 등급인 일반등

급을 받은 학교의 비율이 40%를 넘고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은

학교는 4개교(0.6%)에 지나지 않는 하향평준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생태면적률 실태조사 결과(송병준 & 조진일, 2008)를 살펴보면, 친환경

건축물예비인증을 받은 학교의 경우 평균 34.06%, 본 인증을 받은 학교

의 경우 평균 33.07%로 조사되어 환경부에서 설정한 낮은 등급의 목표

수준(40%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녹색건축인증을 받는

것이 학교 신축 과정에서의 절차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두번째, 녹색건축인증 학교 사용자의 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박정란(2018)은 녹색건축인증제의 시행 의도를 이해하고 이에 맞게 관리

및 운영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학생에게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해야

할 교사와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의 유지 관리 매뉴얼 보관과 인수인

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또한 재직하고 있는 학

교가 ‘친환경인증’을 획득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학교 공

간과 시설은 만족함에도 친환경기술을 학교운영과 학습 등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친환경건축인증에 대한 홍보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다(정유근 외, 2011).

교사는 과목과는 상관없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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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양식을 보여주는 매우 영향력 있는 역할 모델로서 학생은 교사의 환

경을 위한 작은 행동을 포착하고 기억하였다(Cole & Altenburger, 2019).

따라서 교사의 친환경 학교 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행

동양식은 학생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특히 교

사에게 녹색건축인증 학교 시설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친환경 학교 건축물의 양적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물 사용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건물의 작동에 대해 안내하거나 훈련시키는 것

은 효과적이기 때문에(Day & Gunderson, 2015; Steinberg et al., 2009)

관리자와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다(Cole, 2013; 고배원, 2017; 김용

국 외, 2018; 박정란, 2018). 특히 학교 인증에 사용되는 평가항목 중에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인 학생에게 잘 드러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윤요선 & 류수훈, 2014; 정유근 외,

2011; 정지나 외, 2010).

세번째, 학교와 건축가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영국

왕립건축가협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ontinuing of Professional

Development)과정을 개설하여 교사의 공간 및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향

상시키고 건축가와 교사와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이영범, 2011

). 건축가의 철학과 아이디어가 학교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에(신나민, 2012) 학교 건축물을 계획함에 있어 환경교육에 공감하는

건축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이재영 외, 2018).

네번째, 본인증 이후 재인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사용단계

에서의 에너지 사용량 등의 건축성능의 효율성 검증이나 유지 및 관리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기존 인증 학교들이

재인증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같은 유인책의 도입을 고려해

야 한다(현은미 외, 2018).

다섯번째, 영국의 BREEAM과 일본의 CASBEE(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ding Environmental Efficiency)에서는 학교

급별, 규모별 평가항목을 달리하여 평가하고 있어 학교급에 따른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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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녹색건축인증제의 경우 단일한 평가 기

준에 의해 평가하고 있어 학교급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맹준

호 & 김성중, 2014). 따라서 학교가 위치한 지역(농촌과 도시) 혹은 학교

급이나 규모에 따라 평가 항목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D초교의 경우 친환경 학교 환경을 조성하려는 교육청의 의지와 지역

사회 요구가 이 학교의 설립에 있어 가장 큰 동기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녹색건축인증제가 설계의 기준이 되었다. F고교의 경우에도 친환경 학교

를 짓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이 제도의 평가 항목에 맞추어 높은 등급의

학교를 짓고자 하는 노력으로 달성되었다. 즉 이 제도는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친환경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요구를 구현하는 하나의

틀인 것이다. 따라서 녹색건축인증제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추진을

통해 조성하려는 친환경 학교는 건축에 있어서 첨단 기술의 도입에만 집

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학교를 짓는 절차나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Chansomsak & Vale, 2010).

제 4 절 학교 전체적 접근에서의 학교 건축

학교 전체적 접근이란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기존의 학교 환경교육의 주요 관심사였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운

영과 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에서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일

상생활 공간으로서 학교 생활 전체의 전환을 의미한다(신나민 & 이선희,

2011). 이는 태양광과 같은 개별적인 시설 혹은 교실과 같은 물리적 공

간과 함께 교육과정, 의사결정 과정 등의 비물질적 환경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다(조은정 외, 2006). 특히 학교 건물의 지속 가능

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이는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전체 사회가 이에 개입하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DFES, 2006).

세계환경교육재단(FEE)이 제안한 학교 전체적 접근의 모델인 에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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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Eco-School)의 7단계 프레임워크에서는 학교 시설을 포함한 학교 운

영 전반을 평가해보는 환경감사(Environmental Audit)활동을 제시한다

(Henderson & Tilbury, 2004). 즉 이러한 환경 감사 활동은 학교 시설

자체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적 도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을 참여시킨다(박재홍 & 전채휘, 2009). 또한 호주

의 지속 가능학교계획(Australian Sustainable School Initiative: AuSSI)

은 학교의 물리적인 공간 및 환경과 교육과정의 통합이 가장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 전체적 접근의 사례(신나민 & 이선희, 2011)로서 학

교 운영이나 실천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따른 노력을 강조하

고 있다(남경희 & 조의호, 2014). 특히 AuSSI를 선도적으로 추진한 빅

토리아주에서는 자원스마트학교(ResourceSmart School : RSS)라는 이름

으로 에너지와 수자원 절약 및 쓰레기 배출 감소 등의 자원활용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실제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관

련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학교

에 소속감과 유대감을 갖게하고 더불어 행복감, 미래에 대한 낙관 등 복

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Dix, 2020).

본 연구는 학교의 공간과 시설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학교 시설

은 학교 전체적 접근의 한 요소로서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학교의 전체적 교육활동의 맥락에서 생각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 교육을 위한 학교의 조직적 문화가 형성되면 친환경 학교

건축물은 학습 도구로서의 역동성을 발휘(Barr, 2011)하고 이는 또한 학

생의 태도와 행동(Cole, 2013; Day, 2009)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

나 친환경 시설로 새롭게 리모델링한 건물로 이동한 이후 이에 걸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지 않고 학교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문화가 형성되

지 않은 학교에서는 친환경 시설과 공간을 통한 학습 효과는 지속되지

않았다(Cole & Altenburger, 2019).

따라서 친환경 학교 건축물의 시설과 공간이 학교 전체적 접근의 요

소들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환경교육에서 친환경 학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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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학교 전체적

접근과 관련된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학교 전체적 접근

분석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표 5>과 같다.

<표 5> 학교 전체적 접근 분석 요소

이 연구에서는 7개의 분석 요소 중 학교 거버넌스, 교수학습방법과

교육과정, 학교 문화, 지역사회파트너십이 연구 대상 학교에 조성된 학교

시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요소들은 다섯 개의 연

구 중 과반수인 세 개 이상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분석

요소로 선정하였다.

‘학교 거버넌스’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구성원이 참여하는

범위와 정도를 의미한다. ‘교수학습방법과 교육과정’은 교육내용에 있어

학교

거버

넌스

교수

학습

방법

교육

과정

학교

건축

과

시설

학

교

문

화

지역

사회

파트

너십

역할

모델

지속 가능발전교육

학교를 위한 질적 준거

(Breiting & Mayer,

2005)

O O O O

유네스코학교에서의

학교전체적 접근 영역

(이선경 외, 2016)

O O O O O

Whole School

Sustainability의 요소

(Barr, 2011)

O O O O O

Eco-School

(Henderson &

Tilbury, 2004)

O O O O O O

Key Channels

(Higgs &

McMillan, 2006)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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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과의 관련성이나 수업방법과 관련된 것으로서 교사의 전문성 강

화 및 역량강화를 포함한다. ‘지역사회 파트너쉽’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또는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와의 파트너십이나 네트워킹 등을 포함

한다(서해연 & 김찬국, 2016; 이선경 외, 2016). 마지막으로 ‘학교 문화’

는 교육과정이나 학교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와 규칙(Barr, 2011)으

로서 학교의 의식, 전통, 건물, 프로그램, 교육방법, 방과후활동 등 전반

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구현된다(Stin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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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결과

제 1 절 D초등학교 사례

1. D초등학교 개관

D초등학교는 면 소재 학교로서 학년당 한 학급으로 이루어져 총 6학

급의 전교생 97명, 교직원 12명으로 구성된 학교(2020년 9월 기준)이다.

2011년 당시 인근에 위치한 4개 학급으로 이루어진 전교생 27명의 B초

등학교와 5개 학급으로 이루어진 전교생 35명의 D초등학교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적정규모의 학교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통합위원

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에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였다.

2014년 D초등학교의 재개교 초기 교육청은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과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6학년 대상), 체험활동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

을 하였다. 또한, 통학구역을 확대하여 인근학교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

거주지 이전 없이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쿨버스를 운영하면서 넓은 통학군을 갖게 되었고 지속적으

로 전입 학생이 증가하여 학생수가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학교 건물로

는 유일하게 녹색건축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교로서 지역사회의 핵심

시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교육부에서 추진

하고 있는 공간혁신사업의 ‘미래형혁신학교’분야에 선정되어 지역연계 교

육과정 운영 및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 공간 조

성을 위해 학부모, 교사, 학생이 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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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건축인증 과정

D초등학교는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

해 인근의 B 초등학교와 통합을 추진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로 신축이 이

루어진 학교로 이를 위해 2011년 학교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에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되었고 이 과

정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중 친환경 학교 설립이 포함되었

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으로 녹색건축인증의 최

우수 등급 인증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 중 유일하게 녹색

건축대전의 최우수상도 수상하였다.

주민들은 학교의 신축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으며 공사 중간에 설계가

바뀌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학교 건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

었다. 이후 교육청은 학생들의 방과후학교와 친환경급식과 함께 학생건

강 토탈케어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으며 전원형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자

연생태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지역의 한 학교가 폐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최

대한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 과정은 지역주민에게 참여의 경험을 제공하였고 이후에도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 참여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녹색건축인증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게 작용하긴 했지만 건축주인 교육청은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 중

요한 결정을 내리는 주체로서 D초교가 높은 인증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

할을 수행하였다.

3. 친환경 건축요소에 대한 인식

지속 가능성의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연출하는 ‘상징’으로서 학교의 쾌

적한 실내공간을 연출하는 건축요소는 ‘황토벽돌과 편백나무’ 내장재이

다. <그림 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각적으로 나무와 벽돌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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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어 있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뿐만 아니라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건축요소로

서 사용자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교사 박지영은 학급을 관리하는 담임으로서 일반 학교에서 페인트로

칠해진 벽보다 청소와 관리가 용이한 내장재로 ‘황토벽돌과 편백나무’를

“모든 학교에 도입해야 할 좋은 건축 재료”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들에

게 자주 이야기하였다. 박지영은 이를 통한 편안한 생활환경이 교사에게

“안식처”로서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학교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또 다른 요소는 <그림 6>에 제시된 기존

의 체육관과 신축건물 사이의 공간을 활용한 ‘자연채광 공간’이다. 양쪽

에 도서관과 체육관이 배치되어 기존 건물에서는 자연채광이 불가능했던

공간이 신축과정에서 건물 위치를 조정하고 천정에 창(아트리움)을 설치

함으로써 자연채광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로 건물이 사용되는 낮

에는 인공조명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는 건

축요소는 <그림 7>에 제시된 학교 중앙의 공용 공간으로서의 ‘다용도실’

과 급식실에 위치한 ‘야외 테라스’와 이어져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를 통해 주변 자연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어 자연과

통합된 학교 분위기가 잘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 학교 건축요소로서 학생 포토보이스 활동에서 가장 많이 언급

된 ‘천연잔디운동장’은 “인조잔디나 모래가 아닌 실제 잔디”,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표현되는 공간으로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에 대한 기억과 연관되어 언급되었다. 전 학생회장(가명: 전보람) 역

시 “친환경학교는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라고 이야기하며 운동장을 언급

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실내 각 층에 조성되어 있는 휴식공간을 함께 이

야기하였다.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더 어울리기가 쉬웠던 게 아

닐까 그런 생각도 있고….”라고 이야기하며 <그림 5>에 제시된 학교 층

마다 조성된 휴식 공간이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

했다.

이러한 공간은 녹색건축인증제의 평가 항목 중의 하나인 ‘휴식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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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과도 연계된다. 박지영은 “학생의 체류시간이 긴

학교에서는 휴식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전보람 역시 “독서를

하거나 학생들이 쉬거나 마음껏 놀 수 있는 곳이 많았는데 지금 중학교

는 오로지 교실, 급식실, 운동장밖에 없는 학교 같아요.”라고 현재 재학

중인 중학교와 비교하면서 여유롭게 조성된 실내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이렇게 ‘천연잔디운동장’과 ‘층별로 조성된 휴식 공간’은 학생들의

주된 놀이공간이자 생활공간으로서 ‘상징’이면서 동시에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교사만 주로 언급한 ‘태양광발전’과 ‘빗물 재활용 시설’은 건물의 지속

가능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시설이다. 특히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 시

설’은 에너지와 물의 소비를 줄이는 기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과

학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축 요소이다. 교사는 ‘빗물

재활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운동장의 잔디나 학교 정원수로 빗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니터링 시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또한 빗물의 저장량을 표시하는 시설에는 <그림 8>과 같이 학생이

이러한 시설의 기능과 설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판

이나 게시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그림 9>에 제시된 태

양광 발전량 모니터링 시설은 빗물 모니터링 시설과는 달리 학생에게 에

너지 교육과 관련된 정보, 이를테면 ‘탄소저감량’이나 ‘나무심기 효과’를

제시함에도 학생 출입이 금지된 1층 당직실에 설치되어 학생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시설이 학생에게 잘 인식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은

포토보이스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친환경학교를 “환경에 대한 피

해를 줄이는 학교”라고 정의했음에도 관련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을 포함한 학교의 그 어떤 시설도 사례로 들지 못한 것은 D초교의 신재

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의도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양상은 한 교사가 “태양광 시설이 있어 전기세 걱정 없이 에

어컨과 히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물 전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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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적으로 나타내는 시설로서 학생과 교사가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

나 ‘모니터링 시설’의 접근이 어려워 ‘기능’하지만 그 설계 의도가 사용자

에게 잘 ‘소통’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와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았고 자발적이고 비형식적인 교육으로 이어

지는 ‘과학박물관’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의 중앙현관 입구에 걸려있는 ‘녹색건축인증명판’은 최우수 등급

이라는 인증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과학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교사와 학생은 녹색건축인증 사실을 대부분 명판을 통해 파악하

고 있었다. 그러나 막연하게 높은 인증 등급만을 알려 줄 뿐 이러한 인

증을 받게 된 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명판을 통해서 파

악할 수는 없었다.

 

<그림 4> 편백나무와 황토벽돌 내장재3)

3) 녹색건축인증대전작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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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층별로 마련된 휴식 공간4)

<그림 6> 건물 내 자연 채광 공간5)

4) 녹색건축인증대전작품집
5) 녹색건축인증대전작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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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변 자연 환경 조망이 가능한 개방감 있는 공간

  

<그림 8> 빗물 저장 계측 시설 <그림 9>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시설6)

학교에 조성된 야외 생태 공간인 학교정원과 텃밭, 학교 연못은 학생

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연계되고 있는 대표

적인 시설로서 ‘상징’, ‘과학박물관’, ‘제3의 교과서’를 넘어 자연을 매개로

학생과 교사에게 학습과 놀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다.

도시에 있는 학교에만 근무했던 교사 박지영은 D초교에 부임하여 동

료교사와 학생으로부터 ‘야외학습’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처음 옆 반 교

사를 따라다니며 학교 주변의 “오디와 밤나무 등의 열매를 따 먹어보면

6) 녹색건축대전작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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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교 주변 자연 환경의 생태 지식을 배우기 시작했다. 또한 학생들

이 보여주는 “도롱뇽 알과 가재” 등의 수생 동물을 난생 처음 관찰해 보

았다. 이렇게 학교에 조성되어 있는 야외 생태 공간은 학생이 학습의 주

체가 되어 지역의 생태지식을 학습하는 자발적이고 비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고 이러한 학습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3차원의

교과서’로서 활용되었다. 박지영은 학교의 야외학습 공간을 매개로 한 활

동을 통해 맺어진 학생과의 관계를 매우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 특히

“항상 가르치기만 했던 학생으로부터 배우게 된 것” 역시 25년이 넘는

교직 생활에서 매우 귀한 경험이 되었다.

D초교에서는 학생 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공간을 주도적으로 관리 운

영하여 친환경 학교 공간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였다. 이렇게 참여가 이

루어지는 ‘행동유도’의 단계로 발전한 공간은 ‘학교 연못’, ‘토끼장’과 ‘닭

장’이다. 이 세 공간은 학생자치회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 공간의 관

리 주체는 모두 학생자치회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학생으로 세 공간

모두 ‘다모임’이라는 학생자치회의에서의 결정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이의

유지 관리에 있어서 학생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건축요소

와는 달리 이 세 공간은 공간 조성 계획부터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학

생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 심층면접과 포토

보이스를 통해 나타난 D초교의 친환경 건축요소를 콜(Cole, 2018)이 제

시한 5가지 환경교육적 역할로 분류하면 <그림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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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학교

건축요소
  상징---과학박물관----3차원의교과서---장소-------행동유도

황토벽돌 ,

편백나무

개방감있는

실내공간,

야외테라스

태양광

발전 시설

빗물재활용

시설

자연채광

공간

녹색건축

인증명판

실내 휴식

공간

천연잔디

운동장

학교정원

텃밭

토끼장,

닭장

학교 연못

<그림 10> D초등학교 친환경 건축요소의 환경교육적 역할



- 38 -

4. 친환경 건축요소의 환경 교육적 활용 : 학교 전체적

접근에서 분석

(1) 친환경 건축요소 및 학교 시설

조달청 발주 공공건축물(연구시설) 단위면적당 공사비에 준하는 건축

비용만으로 친환경 공공 건축물을 구현한 D초등학교는 자연지반 녹지비

율이 41.78%를 넘고 생태면적율이 51.55%를 넘어 인증학교의 생태면적

율 평균치인 33.07%와 환경부 목표인 40%(양금석, 2009)를 크게 넘는

자연생태 면적의 비율이 매우 높은 학교이다. 또한 태양광을 통한 에너

지 공급 비율이 14.5%로서 신재생에너지가 생산되고 수자원 절약을 위

한 빗물 재활용 시설을 갖추어 이를 통해 수생비오톱인 학교 연못과 정

원에 물을 공급하거나 잔디운동장의 조경용수로도 활용하고 있다.

연구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인식하고 언급한 D초등학교의 건축요소

는 모두 지속 가능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관련 지식과 정

보를 제공하는 일부 시설은 자발적이고 비형식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과학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친환경학교 건축요소로 발전하였다.

(2) 교수학습방법과 교육과정

D초등학교에서 나타나는 교수학습방법은 ‘야외학습’과 ‘동료간 학습’,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생태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교사의 수업 방식 변화까지 이끌어냈

다. 박지영은 이전까지는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동식물을 학생에게 제시

할 때 “과학실에 있던 모형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낸 이미지 자

료”를 활용하여 보여주었다. 그러나 D초교에서는 그러한 동식물의 대부

분을 학교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어 놀라웠다. 특히 “물방개, 물장

구, 개아재비, 도롱뇽, 고동”을 직접 관찰해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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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학생들이 찾아서 보여 준 것이었다.

박지영은 놀이와 자발적인 학습을 통해 지역 생태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의 손에 이끌려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이

제는 정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이끌고 학교 주변의 산과 냇가 등을 돌

아다니며 수업을 하고 있다. 근무 4년째인 지금은 새로 부임해온 교사들

에게 학교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여주며 야외수업을 소개하고 이의 실천

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교실에는 야외학습이 이

루어질 때 학생들이 소지해야 할 채집을 위한 가방, 안전을 위한 장갑

등을 항상 구비하고 있다. D초교에서 시행되는 교수학습방법으로서의 야

외학습은 교사 간에 공유될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배우는 고

유의 학습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교과 단원에서 봄이 왔어요. 하는데 저 뒤에(학교 주변의 자연 환경)

가서 느끼는 것 보다 더 좋은 교과서는 없으니까.”라는 박지영의 이야기

에서 계절의 변화를 잘 느낄 수 있는 학교의 다양한 자연 생태 요소들이

좋은 학습 도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담임이면서 교무부장이기도

한 박지영은 계절적 변화를 교육과정에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학교 고유

의 교육과정인 ‘계절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발전시켰고 D초교 혁신학교

보고서에도 이러한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봄(쑥캐기,

화전만들기), 여름(물총놀이, 화채만들기), 가을(가을 숲체험, 가을꾸미

기), 겨울(연날리기, 팽이치기, 겨울스포츠활동)등 전통문화와 연계된 사

계절 활동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또한 ‘숲 체험 방

과후활동’과 연계되어 학교의 생태환경과 주변의 산과 숲을 무대로 다양

한 생태지식을 배우면서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의 생태 지식이 학생

사이에서 확산될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다.

즉 D초교 고유의 교육과정인 ‘계절 중심 교육과정’과 ‘숲체험 방과후

학교’는 친환경 학교 공간 중 야외 생태 학습 공간을 활용한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그리고 야

외 학습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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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생들이 야외 생태 공간에 대한 정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장

소’로서의 역할로도 발전되고 있다.

(3) 학교 운영 및 의사결정(학교 거버넌스)

D초교의 친환경 학교 시설과 공간은 학생자치회의 주요 활동 대상이

다.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는 학생자치회 부장들이 안건을 제출하는 것

이 정례화되어 있고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이를 취합하여 학생 전체회의

(다모임)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학교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많은 부분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하는 주체로서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학교에서는 보통 다른 학교에서 ‘환경부’라고 불리는 부서가

‘생태환경부’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자치회에서 이 부서가 맡고 있는 역

할을 살펴보면 왜 특별한 명칭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학교

의 생태 기반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의 사례는 크게 ‘학교 연못 가꾸기’와 ‘닭장과 토

기장 조성 및 관리’ 활동에서 잘 나타난다.

2019년 1학기 ‘생태환경부장’은 학생자치회 회의에서 학교 연못을 정

화하여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자는 안건을 제안하였다. 그

리고 부레옥잠과 같이 물을 정화하는 수생식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학교

장에게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다. 편성된 예산으로 구입한 식물을 생태환

경부장과 부원, 학생회 학생들이 방과후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학교 연

못에 직접 식재하였으며 이후 학교 주변 냇가에서 통발에 물고기를 잡아

서 학교 연못에 풀었다. 현재 상당히 많은 개채수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

데 학생들은 이곳에 종종 와서 물고기를 관찰하기도 하고 도롱뇽 알을

넣어 부화되는 과정을 관찰하기도 한다. 학교 연못은 학생들에게 직접

그들의 손으로 조성한 생태 공간이며 학습의 장이자 학습 도구로 이용되

기도 하고 학생회가 계획하고 만들어 직접 관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

인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학생과의 인터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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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보이스 활동에서도 천연잔디운동장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공간

도 학교 연못이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임이 틀림없다.

‘닭장’과 ‘토끼장’도 학생회의 건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아이

들은 닭과 토끼를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배설물을 청소하며 관리를

하기도 한다. 특히 닭장의 경우 학생이 계란을 직접 수거하여 교사와 지

역주민에게 판매하고 수입금으로 닭모이를 사거나 닭장을 관리하는데 사

용하고 있다. 현재 생태환경부장은 이러한 시설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

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토끼장과 관련된 민원 때문에 토끼를 다른 곳에

분양 보낼지 말지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공간

역시 학생이 주도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관리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행동유도’로서의 역할과 연관되며 “친환경 학교 시설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회나 생태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포토보이

스에 참여한 학생 회장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시설과 공간은 학

생 자치회 활동의 중요한 매개이자 대상이 되고 있다.

(4) 지역사회 파트너십

D초교가 있는 마을은 농촌이지만 전원주택촌이 형성되어 있어 도시

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여 살고 있다. 보통의 농촌 학교에 많은

조손가정 학생이 없으며 학부모들의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도 높은 편이

다. 박지영에 눈에 비친 이 학교의 학부모들은 “탄산음료를 자녀에게 먹

이지 않는”, “급식에서 쓰는 기름의 원료가 GMO인지 신경을 쓰는”, “친

환경에 대해 일년 과정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는”, “탈원전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서 시내의 학부모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환경과 교

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이 NGO단체(U연구소)를 만들어 관심 분야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도 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기획하기

도 하고 지자체와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학교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 연구소의 구성원들은 학



- 42 -

교의 통합과정, 학교 신축과 재개교 과정을 잘 알고 있다. 특히 도시로부

터의 이주를 위해 전원주택을 직접 지은 경험도 갖고 있어 건축이나 공

간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았다.

일본의 미나마타병센터와 오래전부터 교류를 해오고 있는 U연구소는

2019년 이 센터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환경오염과 탈원전을 주제로 D초

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를 제안한 것은 3학년 학생

의 학부모(가명 : 박지혜)로서 U연구소의 대표이며 직접 강연회의 통역

을 맡기도 하였다. 박지혜는 군청에서 조직한 마을 공동체 사업에도 참

여하고 있어 D초교 학생들과 마을 탐험 기자단을 조직하여 마을의 문제

점에 대하여 직접 취재하고 조사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학

생들이 마을에서 배우고 마을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

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를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그녀는 현재 학교 공간 혁신사업의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역사

회와 연계되는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

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

는 많지만 그 참여의 목적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또한 그녀는 D초교의 학부모들을 “환경과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라고 묘사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학부모가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했다.

박지혜처럼 학교 운영에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교 체육관 청소를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주말에 교사들과 함께 체육관

청소를 하는 등 D초교의 학부모들은 학교 시설이나 공간을 스스로 관리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즉 ‘행동유도’의 역할은 학생자치회

학생의 참여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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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문화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D초등학교가 학생이 즐겁게 지내는 학교라

는 점을 특별히 언급하였다. “늦잠을 자다가도 스쿨버스 놓친다는 말에

벌떡 일어나서 준비하고”, “쉬는 시간마다 뛰어나가 놀고”, “등교 중지

기간에는 학교 가는 날만 기다리고”,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곳이 많은”

등 즐겁고 가고 싶은 장소로 학교를 자주 언급하였다. 이는 D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서 학생의 학습과 놀이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를 위해 학교 공

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충분한 시간적·공간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년말 이루어지는 ‘D교육공동체 대토론회’는 학부모와 교직원이 다

음 해에 이루어질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데 2019년에 결정된 안

건 중의 하나가 ‘중간 놀이 시간 확대 운영’이다. 이는 학교 일과 시간에

도 아이들의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에 위치하여 별다른 사교육 없이 학교에서 체류하는 긴 시간과

함께 친환경 건축요소로서 제공된 여유로운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이면서 비형식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공간을 매개로 학생 간, 교사와 학생 간 매우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놀이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보장하려는 학교 문화는 ‘계절중

심 교육과정’, ‘돌봄교실’, ‘학생회가 주관하는 놀이가 중심이 된 각종 행

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 학교 건축에 조성된 놀이 공간으

로서의 야외 학습 공간은 이렇게 ‘상징’과 ‘과학 박물관’을 넘어 ‘3차원의

교과서’와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구성원 간의 관계를 발전시

켜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주변 자연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개방감 있는 공간은 자연과 통합된 환경을 제공

하고 이는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조성하는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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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으로서의 역할과 연계된다.

D초교의 친환경 건축요소의 환경교육적 활용을 학교 전체적 접근에

서 분석하여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D초교 친환경 건축요소의 환경교육적 활용의 학교 전체적

접근에서 분석

5. 성과와 한계점

(1) 성과

D초교가 녹색건축인증제 최우수 등급을 받고 이룬 가장 큰 표면적인

성과는 학교 건축물로는 유일하게 녹색건축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이는 교육청 시설 담당 부서의 큰 실적으로 남았고 개교

초기 지역사회의 자랑스러운 시설로서 다른 지역의 학교 시설관계자의

방문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큰 비용 증가 없이 조달청의 단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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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사비에 준하는 건축비용으로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새로 학교를 건

축할 계획이 있는 교육청은 참고해 볼 만한 모범사례이다.

또한 학교 신·개축 과정에서 교육청이 녹색건축인증을 받는 과정을

단순히 행정적 절차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높은 등급을 받고자 하는 의지

가 있느지에 따라 인증 등급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이기도 하다. 문지호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본인증시에 감점에 대비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도입하였다. 이

를 통해 추가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 등급 인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

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교내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는

환경적 성과도 얻게 되었다.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치료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학생들의 증상이 완

화되기도 하였고 ‘공동학구제’를 운영하여 거주지 이전 없이 전입이 가능

하도록 함으로써 먼 거리에서도 통학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전입생 수

가 증가하였다. 학교를 통합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자 했던 당초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주변 마을로만 운영하던 스쿨버스는 현재 도시지역으로 추가하여

운영할 정도이며 이렇게 전입한 학생(포토보이스에 참여)은 학교 시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교사인 박지영은 ‘생태환경을 매개로 한 학생과의 특별한 관계 형성’,

‘교수학습방법의 변화’, ‘학교 공간의 중요성 인식’을 중요한 성과로 인식

하였다. 특히 박지영은 “좋은 환경 덕분에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

어 학교폭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욕을 하는 학생들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에 조성된 야외 학습 공간에서 학생이 주체가 되어 교육과

정과 교수학습방법의 변화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학교 공간을 계획

하는 설계단계에서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었고 사용단계에

서는 학생이 학교 건축물의 관리와 운영의 주체로 등장하는 좋은 사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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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점

사용자가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D초교

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한계점이다. “태양광 시설이 있어 전기세 걱정이

없이 에어컨과 히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교사의 언급은 신재생에너지

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친환경 학교 건축물

본연의 목적이 사용자와 공유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나타낸다. 학교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함으로써 더 많은 에너지 소비가 가능하다는 인간

편익을 중심으로 한 생각은 인간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려는 녹색건

축인증제 시행의 목적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포토보이스를 진행했던

한 학생도 친환경 학교 건물이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건물”이라고 이

야기하면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빗물 재활용 시설과 같은 D초교의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요소를 찾아내지 못했다.

즉 건물 사용자인 교사와 학생의 친환경 학교 건물에 대한 인식은 야

외 생태 학습 공간인 학교 정원과 연못 등의 공간에 한정되어 있었고 에

너지의 소비, 자원의 순환과 관련된 시설물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까지

확장되지 못했다.

두 번째 한계점은 학교 건축물의 사용자인 교사와 학생은 친환경 건

축 요소의 기능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지 못했다. 막연하게 친

환경 학교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 건축요소의 어떤 기능이 친환경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일례로 D초등학교 교실에는 ‘자동환기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를 제어하기 위한 스위치가 있었는데 4년동안 이 스위치의 기능이 무엇

인지 조차 알지 못했고 한번도 사용해 본적이 없을 정도로 시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에 대해 문지호는 학교 설계를 위한 통합위원회에서

도 의견 반영 과정에서 “친환경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교사의 단순

요구사항”만 게재된다는 것과 “준공이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교사와

의 소통이 단절”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박지영은 공

립학교 특성상 “순환보직제”로 인해 학교 구성원이 바뀌면서 학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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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정보가 새로 부임한 교사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세번재 한계점은 재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단계에서 건물이 어

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인증은 사용단계

의 학교 건물의 성능과 함께 사용자가 학교 건축물의 시설과 공간을 어

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문지호는 “기존

건물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기존 학교 건물의 재인증과

관련된 제도상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6. 소결

D초교는 학교 신축을 둘러싸고 학교 통폐합이라는 이슈와 함께 환경

과 건축에 관심이 많은 지역사회의 구성원(학부모)의 참여와 교육청의

노력으로 녹색건축인증제의 최우수 등급과 녹색건축대전의 최우수 상을

받은 뛰어난 시설의 학교이다.

특히 사용단계에서 교사보다는 학생이 학교 공간의 관리와 운영에 있

어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

로 조성한 학습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주도

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야외학습을 하나의 교수학습방법으로 체화했으

며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발전시켜 학교의 야외 생태 학습 공간을 학습

의 도구와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자치회가 학교 시설의 유

지 및 관리의 주체로서 학교 시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는 것은 D초교의 거버넌스와 조직적인 문화의 민주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

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와 물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의도

로 설치된 태양광이나 빗물 재활용 시설에는 이러한 의도를 전달하는 가

장 기본적인 시설인 모니터링 시설이 미비했다. 또한, 친환경 건축요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사용자에게 공유되지 않아 교사와 학생이 이를 제대

로 인식하거나 교육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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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F고등학교 사례

1. F 고등학교 개관

2010년 3월 개교한 F고등학교는 읍 소재 학교로서 학년당 5개 학급

총 15개 학급에 전교생 347명, 교직원 44명으로 구성된 학교이다. 도교육

청이 아닌 군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학교로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사립

학교의 형태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군수를 재단 이사장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군청이 건축주이고 군수가 재단 이사장인 전국에서

유일한 ‘공립형 사립고등학교’이다. 지자체가 설립한 학교로서 지역사회

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지자체의 모델이 될 만큼 성공적인

사례였으나 교육부는 학생이나 교사 수급을 무시한 지자체의 학교 설립

을 더이상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인문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 국제적 수준의 능력과 의식을 갖

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학생 우선 지원·선발이

이루어져 지역사회에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도 많다. 또한 높은 학업

성취 수준과 함께 대학 진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학교이다.

지역의 뛰어난 인재들에게 최상의 학습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면학 분

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고 넓은 부지에 뛰어난 시설의 기숙사는 물론 학

교 어디서나 주변 호수와 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고 산책

이 가능한 학교 정원 등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2. 녹색건축인증 과정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 조례까지 만들어

설립한 F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한 목적으로 지었다. 애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인증 평가 항목에 맞춰 설

계가 이루어진 학교로서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과 ‘학교의 브랜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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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를 목적으로 도청에서 40억, 군청에서 340억의 많은 예산을 들여 만

든 최초의 녹색건축인증제 최우수 등급 인증 학교이며 전국에서 가장 높

은 인증 점수를 획득한 학교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교육청의 주도로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하는 대부분의 학교와는 매우 다른 과정에 의해 설

립된 학교라고 할 수 있다.

ISO 14001 국제인증을 받은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신재생에너

지인 지열발전을 활용한 냉난방 및 태양광 가로등 설치, GR마크를 획득

한 9종 이상이 친환경자재 사용, 절수형 수전을 시공하여 새집증후근 없

도록 건축했으며 녹지 면적률이 매우 높다. 학교와 인접한 호수와 산의

자연 경관과 함께 최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

어 건축된 학교이다.

학교 설립 과정에서 개교 추진 위원회에 교사가 참여하였으나 이러한

참여는 이미 학교 건축에 대한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사의 의견을 학교 건축 과정에 크게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가 위치한 해당 지역의 중심부에서도 거

리가 먼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시설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다.

3. 친환경 건축요소에 대한 인식

‘높은 층고의 개방감 있는 공간’과 ‘자연채광을 위한 천장의 아트리움

타입’의 공간계획은 친환경 학교 건축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림 12>의 공간은 자연채광과 함께 학교 주변의 자연경관을 실내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림 14>처럼 실외 가로등에 ‘소형 태

양광 발전’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발전량은 미미함에도 교육적인 효과

를 높이기 위해 학교 내 비상등, 가로등에 설치되어 대체에너지와 관련

된 지속 가능성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열발전시설’은 F고교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로서 ‘기숙사의 냉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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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온수공급’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열발전시설’을 교사들은 대부분

인지하였으나 이를 표시하는 모니터링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관련 ‘기

계실’조차 출입금지 구역에 있어 학생이 이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는

없었다. 포토보이스 활동에서 지열발전에 대해 알고 있던 학생은 대부분

교사의 언급을 통해서 이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천연페인트’는 교사가 언급한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요소로서 학생들

에게 건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입되었으며 학교 정문의 ‘녹색건

축인증명판’은 친환경건축 인증 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과학박물

관’의 역할에 해당된다.

  

<그림 12> 자연채광의 개방감 있는 높은 층고의 공간

  

<그림 13> 학교 정원7)

7) 포토보이스 활동(남학생 2, 여학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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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실외 가로등에 적용된 태양광 시설

학생들이 산책과 휴식을 위한 <그림 13>의 학교정원과 연못은 대표

적인 친환경 건축요소로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학생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라앉히는 학교 연못”, “편안하게 산책하는 학교 정

원”, “나무로 둘러 쌓여 쉴 수 있는 장소”, “벌레소리를 들으며 호수를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 지는 곳”, “저녁시간에 노을이 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학교 정원’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밤에 누워 별을 볼 수 있는 운동장”, <그림 15>의 “호수를 볼 수 있는

테라스” 등 정서적인 “휴식과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운동장’과

‘테라스’를 언급하였다.

특히 “친한 친구와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곳”, “속상할 때 친구

와 앉아 있는 곳” 등 그 공간에서 타인과의 사적인 경험과 함께 학교 정

원을 언급하였다.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야외공간에 설치된 벤치

나 정자와 같은 시설은 이러한 기능을 강화하였다.

일 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기숙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휴식 공간으로 학생들은 대부분 쉬는 시간에 숲과 정원에서

산책하는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고 졸업 이후에도 가장 그리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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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인식하였다. 대학 입시 면접에서도 학교의 자랑거리로 소개할

정도로 학생이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어 이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의미

한다.

교사도 정서적·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맥락에서 학교 공간을 인

식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 정원’과 ‘운동장’, ‘연못’ 등의 야

외공간을 직접 언급한 것에 비해 교사는 “모든 교실에서 호수 조망”,

“층마다 설치된 테라스에서 호수와 산 등의 자연경관 조망”등 실내 공간

과 통합된 주변 자연경관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5> 테라스와 테라스 조망 경관8)

‘학교 텃밭’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꾼’이라는 자

율동아리가 활동하는 장소이다. 한 교사의 호기심으로 시작된 활동에 학

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동아리’로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동아리

활동 시간은 없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주말에 주로 활동한다. 이 활

동을 시작했던 동아리 지도교사(가명 : 구양순)는 이 학교의 개교와 함

께 부임한 수학 교사로서 예상과는 달리 농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

다. 그는 학교 텃밭을 만드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8) 포토보이스 활동(여학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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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넓으니까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대추나무를 작년에 심었고, 내

년에는 그 두룹나무라는게 있어요 두룹 이렇게 따먹는 두룹나무하고 엄나무

라는게 있는데 내년에는 그걸 많이 사다가 학교 주변에다가 한번 심어볼 예

정이에요...이렇게 넓은 학교에서는 누구나 한번 쯤은 이렇게 해보고 싶은 선

생님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또한 그는 학생들이 “텃밭을 통해 생명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써 인성 함양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며 텃밭 가꾸기 활동을

시작했다. 구양순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학교 텃밭에 적절한 작물을

선택하였고 어떻게 심고 관리해야 하는지 배웠다. 관심있는 학생들이 쉬

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틈틈이 모여 파종을 하거나 물과 거름을 주는

등 텃밭을 가꾸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

여로 동아리 활동이 이어지고 있고 교사와 학생 모두 의미있고 보람된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학교 텃밭을 인식하고 있어 ‘장소’로서의 역할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작물 선택에서부터 텃밭 유지와 관련된 활동 계획과 실행을

담당교사가 혼자서 도맡아 관리하기에 학생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투입하는 것 말고는 작물이나 농사에 대한 지식을 따로 학습하고 있지

않고 있어 ‘과학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었다.

‘행동유도’의 역할로서 F고교 학생이 학교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관련

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숙사의 ‘에너지카드키’를 관리하는 생활규칙을 준수하고 교실에 쓰레기

통이 없어 ‘복도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리배출

습관을 갖게 된 것이 유일하게 ‘실천’과 관련하여 언급된 사례였다. 심층

면접과 포토보이스를 통해 나타난 F고교의 친환경 건축요소를 콜(Cole,

2018)이 제시한 5가지 교육적 역할로 분류하면 <그림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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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학교

건축요소
  상징---과학박물관----3차원의교과서---장소-------행동유도

높은 층고

의 개방감

있는 공간

소형태양광

발전

지열 발전

시설

천연페인트

녹색건축

인증명판

학교정원

학교연못

운동장

텃밭

테라스

기숙사

에너지

카드키

복도

분리수거함

<그림 16> F고등학교 친환경 건축요소의 환경교육적 역할



- 55 -

4. 친환경 건축요소의 환경교육적 활용 : 학교 전체적

접근에서 분석

(1) 친환경 건축요소 및 학교 시설

F고등학교는 리조트를 방불케 할 정도로 가장 높은 점수로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매우 뛰어난 시설의 학교이다. 신재생에너지로는 지열발

전을 활용하고 있으며 자연지반 녹지면적이 지층과 2층에 걸쳐 입체적으

로 조성되어 있어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교실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습공간에서 학교 정원과 주변 산, 호수 등의 경관 조

망이 가능한데 특히 높은 층고의 개방감 있는 실내공간과 함께 주변 자

연 경관 조망이 가능한 각 층의 테라스는 학생이 자연 경관을 일상적으

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 정원과 함께 연못이 조성되어 있고 이

는 2018년 산림청이 명상숲으로 지정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

다.

(2) 교수학습방법과 교육과정

교사(가명: 강영미)와 교장(가명 :강원교)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성

상 학교 공간과 시설을 활용한 체험을 기반으로한 학습활동은 무리가 있

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 우수한 인재들의 대학 진학률

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 학업 성취도에 중점을 두

고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인문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 환경과 관련된 주제 특히 생

태와 관련된 과학 과목 수업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할

여력이 없다고도 하였다. 지금은 다른 학교로 이직한 한 과학 교사(생물)

는 “환경에 관심이 있어 관련 주제로 학교의 야외 공간을 활용한 수업을

하려고 했지만 지속적인 학생의 관심과 활동을 유도하는 것의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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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했다고 한다.

포토보이스 인터뷰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본인이 졸업한 초·중학교

보다 넓은 녹지와 생태 공간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수업시간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다만 포토보이스 활동에

참여한 “환경에 관심이 많다”고 자신을 소개한 학생은 텃밭가꾸기 동아

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수확의 즐거

움”과 “재배한 채소를 급식실에도 나누어 주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2012년 조직된 적이 있었던 환경동아리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포함

되지 않은 자율동아리로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으로 환경논문작성과 에너

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나 학교의 시설과 연계된 활동을 찾아볼 수

는 없었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지도 않았다. 현재 정규 수업 시간과 교

육과정에 F고교의 친환경시설이나 공간을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은 그 사

례를 찾아볼 수 없어 ‘제3의 교과서’로서의 역할은 발견할 수 없었다.

(3) 학교 운영 및 의사결정(학교거버넌스)

F고교는 학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에너지교육이 생

활지도의 한 부분으로 기숙사 사감 교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

숙사에서 퇴실할 때 각 실의 전원을 조절하는 카드키를 제거하지 않으면

전기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대기전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학생에게 벌점을 부여한다. 사감은 일반 학교와는 달리

24시간동안 가동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 이를

절약하기 위한 실천이 중요함을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교실 안에 쓰레기통이

없고 복도에 분리수거함과 함께 배치하여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실에 쓰레기 통이 있었다면 던지거나 하면서 분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복도에 분리수거함과 쓰레기통이 있다보니 들

고 나간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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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생이 학교 시설과 공간의 관리나 운영에 참여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교실을 제외하고 학교 곳곳의 공용공간은 청소

용역이 배치되어 있어 학생이 건물을 사용할 뿐 유지관리의 주체로서 등

장하지 않았다. 보통 학교 관리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학생이 청소나 분리수거함의 관리를 담당하는데 F고교의 경우 복도에

위치한 분리수거함과 쓰레기통도 청소 요역이 관리하고 있었다. 포토보

이스에 참여한 한 학생은 “중학교 때 학교 운동장이나 화단 등을 청소하

고 교내 봉사 활동 시간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활동은 없다”면서

“운동장 등 구석구석 봉사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기

도 했다.

즉 학교 공간의 관리는 당초 세워졌던 지침과 규칙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시설과 공간의 사용자로서 학생이 스스로를 관리주

체로서 건축물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

았다. F고교의 ‘실천’에 해당하는 활동으로서 학생은 친환경 학교 시설이

나 공간과 관련하여 유지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청소에도 참여하

지 않았고 기숙사 생활규칙을 준수하는 정도의 제한된 실천만이 이루어

지고 있다.

(4) 지역사회 파트너십

군수가 재단 이사장으로서 군비로 학생 복지와 관련된 비용이나 학교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교육청 보다는 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개교 당시 지원을 약속했던 교육청은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선

출과 함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은 상

황이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활동으로는 ‘유네스코 학교’ 운영, 자율동아리

로 조직된 환경동아리 활동이 있었다. 이 동아리들은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여 행사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분리하고 치우는 봉사활동에 참여’

하거나 학교 인근에 위치한 ‘인공호수의 쓰레기 수거’ 활동과 더불어 ‘기



- 58 -

후변화에 따른 학교 인근 지역의 농업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동아리 활동은 학교의 친환경 시설물이나 공간과 연계되지 않

았다.

또한 학교에 가장 관심이 많을 지역사회 구성원인 학부모들이 대부분

다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들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찾기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기반시설로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기도 하는데

F고교는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학생이 일년내내 머물고 있어 학교 시설

을 개방하지 않아 지역사회의 시설 사용 사례도 없었다.

즉 친환경 학교 건축과 관련하여 F고교와 지역사회파트너십은 초기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을 뿐 이후 지

역사회 주민이나 학부모의 참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5) 학교문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면학 공간과 기숙

사 등 모든 시설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학교에 조성된 학교정원, 학교 연못도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심리적·정

서적 안정을 위해 활용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학교에서의 일과

는 방과후에도 면학시간으로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공식적으로 짜여 있

고 주말에도 예술과 체육활동 시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

당히 바쁜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조성된 다양한 야외 생태 공

간은 산책과 같은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 탐구 활동의 대상

이나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기숙학교로서 학생들이 일 년 중 300일 이상을 보내는 F고교는 입학

이후 성장기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 환경으로서 교사는 학생의 건강을

위한 최적화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녹지와 자

연생태면적이 매우 넓게 조성되어 있음에도 제초제나 살충제 또는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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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구양순이 학교에 있는 유실수와 관

련된 이야기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학교의 모든 작물에 제초제나 뭐 그런 약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잡

초가 학교에 상당히 많은데 제초제만 뿌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뿌리고

과일나무를 사과, 대추, 자두 이렇게 심어서 세 가지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올해는 대추도 하나도 못 따고 자두도 하나도 못 따고 사과는 한 다섯 그루

에서 세 개정도 달렸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시커먼 사과가 달렸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거 물어봤더니 과일나무에 약을 안 치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즉 농지가 아닌 학생의 생활환경이기에 농약이나 제초제가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당초 결정이 학교 공간 관리에 지

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 고교의 친환경 건축요소의 환경

교육적 활용을 학교 전체적 접근에서 분석하여 정리하면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F고교 친환경 건축요소의 환경교육적 활용의 학교 전체적

접근에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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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와 한계점

(1) 성과

강원교는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

교 건축물이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의미를 갖는 건축”으로서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개교이후 학교에 방문한 많은 손님들이 부러워하는 시

설을 갖춘 학교로서 역시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학생 또한 친환경

학교 건축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대학 진학 모의 면접에서도 모

교의 자랑스러운 점을 언급하라는 질문에 학교의 뛰어난 시설이나 자연

환경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강원교와 강영미는 신입생들이 학기

초 학교 생활에 있어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 좋은 시설과 환경을 꼽

는다고 하였다.

F고교에서도 교사는 환경성질환인 아토피가 완화된 학생에 대해 언

급하였다. 이는 친환경 학교 건축물이 생활 공간으로서 학생의 건강개선

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한계점

첫째, 친환경 건축요소를 인간의 편익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요소로서 지열발전의 경우 교사인

강원교와 강영미는 이를 통해 “기숙사 냉난방이 풍족하게 공급되어 학생

만족도가 높다”고 이야기하였다. 즉 지열 발전이라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으로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인다는 본래 목적보다는 풍족한 에너지 소비

를 보장한다는 측면이 부각된 점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건축물의 의

도가 사용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포토보

이스를 진행했던 학생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친환경학교’를 “인간

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 “인간과 자연이 서로에게 해를 입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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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학교”라고 정의하였지만 학교의 친환경 공간이라고 촬영한 곳은 그

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학교 정원’과 ‘연못’의 사진

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지열발전’을 이와 관련된 시설로 언급하는 학생

은 없었다. 포토보이스에 참여한 한 남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에

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벌점까지 부여하면서 전기는 절약하라고 하는데

겨울에는 덥고 여름에는 추울 정도로 냉난방은 막 쓰는 것 같다”라고 왜

곡된 에너지 사용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둘째, 녹색건축인증제 최우수 등급을 통해 학교 브랜드 이미지를 제

고하고자 하였지만 녹색건축인증제도의 낮은 인지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원교는 친환경 학교 건축물을 잘 유지관

리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용자 단계에 있어 재인증이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는 현 제도운영의 문제점과도 관련된다.

6. 소결

F고등학교는 군이 주도하여 설립한 학교로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로서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넓은 녹지 공간과 개방감 있는 건축

물은 주변의 호수와 산 등의 자연 경관 조망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

생의 신체적·정식적 건강을 위한 최상의 학습 및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텃밭을 제외하고 환경교육의 학습도구로 활용되는 공간과

시설을 발견하지 못했고 지속 가능성이나 환경에 대한 배려와 연계된 교

육과정도 발견하기 어려웠다. 특히 지열발전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교

사는 이를 풍족한 냉난방에너지 공급원으로 여겼으며 학생들은 기숙사

냉난방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기숙사 전기에너지는 카드키를 통해 학생이 절약 습관을 갖도록 교육

하였지만 지열발전의 냉난방의 경우 풍족하게 공급되었고 전기에너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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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이의 사용과 관련하여 학생이 지켜야 할 규칙이나 제약은 없었

다. 또한 지열발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관련 기계실 역시 학생의 출입을 금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교육

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시설 관리와 운영의 주체로서 학생이 참

여하기 보다는 학교와 기숙사에서의 생활 규칙을 지키는 수준의 수동적

인 ‘실천’이 이루어졌다.

두 연구 대상학교의 학생 포토보이스와 교사 및 학부모 인터뷰를 통

해 언급된 친환경 건축요소의 환경교육적 역할에 대한 분포는 <표9>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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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연구참여자가 언급한 친환경 건축요소의 환경교육적 역할 분포

* 숫자는 언급된 빈도를 나타냄

환경
교육
역할

D초등학교 F고등학교

친환경건축요소
학생 교사 교육

청
학부
모 친환경건축요

소

학생 교사

남1 여2 여3 전보
람

서술형 
설문지

박지
영

문지
호

박지
혜 남1 남2 남3 여4 여5 강원교 강영미 구양순

상징 황토벽돌과 
편백나무 1 2 4 2 1 소형 태양광발전 1

개방감 있는 실내공
간, 야외 테라스 1 2 1 1

높은 층고의 
개방감 있는 공간 2태양광 발전 시설 3 1

빗물 재활용 시설 1 1

자연채광공간 1 1 지열 발전 시설 1 7 2 1
과학
박물
관

모니터링 시설 1
천연페인트 2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1

녹색건축인증명판 1 1 2 1 녹색건축인증명판 1
장소 실내 휴식 공간 1 3 1 테라스 1 1 1 2

천연잔디운동장 1 1 2 13 2 1 1 운동장 1 1 1 1 1

학교정원 1 1 1 1 3 1 1 학교정원 1 2 1 2 1 3 1

텃밭 1 1 1 1 5 1 1
텃밭 1 1 1 2

학교 연못 1 2 1 1 1 2
실천
유도 토끼장, 닭장 2 1 3 1 1 2 1 기숙사

에너지카드키 1 1 1 1 1

학교 연못 1 1 2 3 2 6 3 1 복도분리수거함 1 1 1 1 1 1

야외 생태 공간
실내공간, 신재생에너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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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친환경 학교의 건축요소의 환경교육적 역할과

의미

1. ‘기능’하지만 ‘소통’하지 않는 친환경 학교 시설과 공간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면서 건축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Cole & Altenburger, 2019; Tucker & Izadpanahi, 2017). 그러

나 연구 대상학교의 친환경 학교 건축요소 중 사용자가 건축 의도를 파

악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사용으로 이어

졌고 교육적인 활용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D초교의 ‘태양광 발전’과 ‘빗

물 재활용 시설’, F고교의 ‘지열발전’ 시설의 경우 그것의 기능과 설치의

도를 전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설이나 기계실은 모두 사용자들의 접근

성이 낮았다. 따라서 학생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친환경 학교 건축의

요소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교사는 사용자에게 풍족한 에너지 공급을 보

장하는 시설로 근시안적 편익 중심의 인식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

였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지속 가능성의 ‘상징’이 되었지만 사용자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를 활용한 자발적이거나 비형식적인 학

습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친환경 학교 공간과 시설이 학습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건물의 사용자

이면서 학습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설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

로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관련 시스템이나 기계실을 노출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 중의 하나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Chansomsak & Vale, 2010; Higgs & McMillan, 2006; Nair, 2009;

Pigozzi et al., 2010; 윤요선 & 류수훈, 2014; 조진일, 2008a). 특히 연구

대상이 된 두 학교는 녹색건축인증의 가장 높은 등급의 학교임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모니터링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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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평가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정지나 외, 2010;

한승원 외, 2011). 학교에 신재생에너지의 시설의 설치와 함께 교육적으

로 활용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설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 평가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높은 해상도로 즉각적이며 역동적으로 사용자에

게 제공될수록 효과적(Petersen et al., 2007)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표현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에 게시되는

녹색건축인증명판 역시 같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증

제도의 홍보가 목적이긴 하지만 단순히 인증 등급만을 전달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건축자재와 시스템을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

어야 한다(Ford, 2007). 이는 향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때 이러한 시설이 교육적인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사용자인 학습자와 ‘소통’하도록 할 것인

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장소’로서의 야외 생태 공간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교사들은 실내공간이나 친환경 자재 및 신

재생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학생들은 야외 생태 공간을 중심으로, 친환

경 건축요소를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친환경 건축요소로서 야외 생태

공간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Cole,

2013)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그리고 야외 생태 공간을 수업에서 활용하

는 D초교의 교사 박지영과 텃밭 가꾸기 동아리의 지도교사인 F고교의

구양순은 야외 공간을 다른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언급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삶과 생태계의 연계를 인식하도록 개방된 실내공간을 조성

하여 실내에서도 자연을 느끼고 일상적인 자연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

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다(Kong et al., 2014; Zhu, 2013). 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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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는 주변 자연 경관을 통합시키는 개방된 실내 공간을 조성하고 학교에

는 일반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테라스라는 건축요소를 도입하여 주변 자

연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넓은 학교정원과 연못 등의

생태 공간을 확보하여 일상적으로 자연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려는 노

력이 돋보인다.

야외 생태 공간은 교육적 활용에 있어 공간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D초교에서는 학교정원과 연못을 비형식적이면서 자발적인 학습(과학박

물관)을 넘어 교육과정과 연계(3차원의 교과서)하여 활용하였다. 지역의

생태지식을 잘 알고 있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습의 재료와 도구를 발

굴하고 이를 다른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소개하고 함께 공유하였다.

즉 자발적이고 비형식적인 학습의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도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Malone & Tranter, 2003).

‘배움경관(Skamp & Bergmann, 2001)’의 개발 과정에서도 나타난 것

과 같이 이러한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은 놀이와 학습을 강화하고 확장

시킴으로써 교사가 교수 학습 방법을 변화시켰고 이를 반영한 학교 고유

의 교육과정을 만들기도 하였다. 공간의 교육적 잠재력을 충분휘 발휘하

기 위해 친환경 학교 공간을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Tucker

& Izadpanahi, 2017; Zangori & Cole, 2019; 김용국 외., 2018)을 D초교

의 학교 정원과 연못의 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연못환경을 개선하고 관리하면서 학

교 연못의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지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콜(Cole, 2018)이 제시한 친환경 학교 건축물의 환경교육적 역할의 발전

단계를 활용하여 <그림 18>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상징------과학박물관----3차원의교과서-----장소---------행동유도
<그림 18> D초교 학교 연못의 환경교육적 역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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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형식적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과정과의 연계도 없이 ‘장

소’로서 의미를 갖는 공간이 두 학교에서 모두 언급되었는데 이는 D초교

의 ‘천연잔디운동장’과 F고교의 ‘학교 정원과 연못’, ‘운동장’인데 <그림

19>와 같이 환경교육적 역할을 분석할 수 있다.

상징----과학박물관--3차원의교과서-----장소-------행동유도
<그림 19> 천연잔디운동장(D초교)과 학교정원·연못(F고교)의 환경교육적 역할

분석

이 공간들은 포토보이스 활동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공간으로 긍정적

기억과 감정, 안정과 위안을 포함하는 장소 애착(Scannell & Gifford,

2017)이 나타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애착과 의미는 학교 시

설과 공간에 대한 자부심과도 연계된다(Murley et al., 2017). F고교의

학교 정원과 연못은 ‘상징’과 ‘장소’의 역할 외 학습과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지만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얻는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인

식이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대학 입학 면접 때 학생들이 이러한

공간을 학교의 자랑거리로 언급한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곳 또는 교사와의 상담 등 다른 사람과

의 관계 맺음을 함께 언급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공간의 의미가 강

화되는 양상을 보였다(Krasny, 2020).

두 학교 모두에서 이루어진 텃밭 가꾸기 활동에서는 ‘장소’로서의 환경

교육적 의미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림 20>에서 보다시피 D초교

에서는 계절중심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텃밭 가꾸기 활동이 이루어진 반면

F고등학교의 경우 한 교사의 주도적인 노력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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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F고교에서는 ‘농업의 즐거움’, ‘수학의 보람과 기

쁨(Kong et al., 2014; 김규상, 2010)’을 느끼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언급

되고 있으나 비형식적인 학습이나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찾아볼 수 없었

다. 구양순은 텃밭을 가꾸기 위해 경작 방법에 대한 학습에서부터 작물

을 선택하고 파종 시기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까지 전반적인 활

동을 직접 관리하는 반면 학생들은 특별히 정해진 시간 없이 교사가 정

해 놓은 계획에 따라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일손을 거드는 참여의

형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교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식적인 동아리 활동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이 6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텃밭 활동이 주는 ‘장소’로서의 의미에 학생이 공

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텃밭’이라는 공간은 학교 연못이나 정

원처럼 녹색건축인증제를 통해 조성된 공간이 아니라 건물 사용자 혹은

학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활동 양

상은 다르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학교급에서 사용자에 의해 동일하게 조

성된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친환경 학교 건축물에서 ‘텃밭’이라는 공간에

내재된 교육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징----과학박물관--3차원의교과서-----장소-------행동유도
<그림 20> D초교와 F고교 텃밭의 환경교육적 역할 분석

친환경 학교 공간으로서 학생이 주로 인식하고 있는 야외 생태 공간은

정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학습이나 실천을 위해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히 D초교와 F고교는 이러한 야외 생태 공간이 잘 갖춰져 있는 학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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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공간은 학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 비해 더 많은 학습과 실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D초교의 학교 연못은 이러한 야외 생태 공간이 학습 공간을 넘

어 참여를 통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된 좋은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야외 생태 공간은 미래학교 학습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습과 놀이가 가능한 공간, 쉼이 가능한 공간(이재진 & 박선화, 2019)’

을 제공하며 교육자원으로서 학생에게 학습의 기회와 교육적인 맥락의

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학습 문화를 전달한다(Carrier, 2009; Malone &

Tranter, 2003). 따라서 향후 학교에 이러한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단순

히 전시와 조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교육적

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권혁재 외, 2016; 오경현 &

김신원, 2017).

3. 참여와 실천을 위한 친환경 학교 공간

사용자의 실천과 행동은 친환경 학교 건축물의 성능을 결정한다.

F고교와 같이 규칙을 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분리배

출과 에너지 절약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학습자

들이 적극적인 학습자로서 의미있는 실천을 스스로 구성하고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ayne, 2006).

D초교의 학교 연못은 참여에 기반하여 ‘실천’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

행하는 친환경 학교 공간이며 학생이 개발과 계획, 유지관리의 주체가

되는 “배움경관(Skamp & Bergmann, 2001)”의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

다. 특히 학생이 학교 연못의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 예산편성까

지 요구하는 등 공간 재구성의 주체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

고(Ford, 2007; Orr, 1997; Zhu, 2013) 연못에 대한 주인의식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Kaplan & Kaplan, 2009; Zepatou et al., 2016).

또한 학생은 학교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참여하여 친환경 건물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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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시스템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데

(Cole, 2019) D초교의 학생들은 연못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식물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이를 식재하는 활동을 통해 학교

안에 그들이 조성한 자연 생태적 요소가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였다. 이는 참여 과정 자체가 하나의 지속 가능한 교육이 될

수 있음(Zepatou et al., 2016; 고배원, 2017; 신나민, 2012; 조진일,

2008a)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공간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KEDI, 2020). 미국의 LEED의 학교 인증과정에서

도 참여디자인의 원리에 입각한 “통합설계방식”을 통해 사용자인 교사와

학생의 참여를 강조한다(고배원, 2017, p.40).

학교 연못은 양질의 생태학습 체험의 공간으로서 환경교육에 매우 적

합한 시설물이다(권혁재 외, 2016; 한승원 외, 2011). 그러나 박정란

(2018)은 인력과 비용의 부족으로 이러한 생태 학습 공간이 제대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D초교의 학교 연못 사례는 향후 교

육부가 추진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 조성하게

될 학교의 생태 공간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의 의견

을 반영하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D초교의 학교 연못 사례를 통해 친환경 학교 공간이 환경교육적 활용

을 위해 역할 발전의 각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학생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Malone & Tranter, 2003). D초교 학생들은

방과후 학교에 머물면서 친환경 생태 공간에서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

는 시간을 보장받았다. 지역의 생태 지식을 잘 알고 있던 학생들은 친구

혹은 교사와 야외 생태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이와 학습을 통

해 지식을 공유하고 자발적이면서 비형식적 학습을 하게 되었다. 교사는

이러한 학습을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학습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친환경 학교 건축물의 교육

적 잠재성을 발휘하여 유지하도록 한다(Cole, 2019; Tucker &

Izadpanahi, 2017; Zangori & Cole, 2019; 김용국 외., 2018). 또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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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관리의 주체로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유지 관리에 참여하도

록 제안하고 있다(Skamp & Bergmann, 2001).

종합하면 <그림 21>처럼 친환경 학교 건축요소를 학습 도구로 활용하

고 친구 혹은 교사와의 학습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장소로 발전시키며

사용자가 공간의 주체로서 유지와 관리에 참여하여 실천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

상징---과학박물관----3차원의 교과서--------장소--------행동유도

<그림 21> 친환경 건축요소의 교육적 역할 발달 단계

그러나 모든 친환경 건축 요소가 이러한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 활용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건축 요소에 따라서 교육적 역할이 제한적으

로 발달할 수 있다. 이를테면 D초교의 ‘천연잔디운동장’의 경우 공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장소’로서 ‘연결’의 양상이 나타나지만 ‘학습’이나 ‘실

천’의 양상은 드러나지 않았다. 콜(Cole, 2018) 역시 친환경 건축요소가

발달되는 일련의 단계를 제시하면서도 이는 순차적으로 발전하지 않거나

선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친환경 학교

건축요소의 환경교육적 역할 발달 단계는 각각의 친환경 건축요소의 교

육적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 요소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축 전문가와 교사가 함께 공간을 어떻게 설

계해야 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함으

로써 환경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친환경 학교 건축물

을 만들어야 한다.

인식 학습 연결 실천

정보와 지식 제공 교육과정연계 타인과의 상호작용,      
시간과 공간의 여유

참여기회보장     
규칙, 공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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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의 건강을 위한 학교

두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친환경 학교 건축의 목적은 사용자

특히 학생의 건강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들

에게는 이러한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교사들이 주로 언급한 D초교의

‘편백나무’와 ‘황토벽돌,’ F고교의 ‘친환경페인트’와 같은 자재의 사용은

사용자의 건강과 관련된 친환경 건축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

은 연구 참여자들이 친환경학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D초교의 경우 교사는 근무환경으로서 “안식처”, 학생 생활 공간으로

서 “쉼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에게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

하는 공간으로서 학교를 언급하였다. 학생은 친환경 학교의 공간으로서

놀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녹지와 자연 생태

공간을 언급하였다. 또한 F고교의 경우에도 교사들은 친환경 학교 건축

을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라고 이야

기하였고 학생들의 경우 “인간과 자연이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이고 서

로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않는 학교”라고 정의했지만 이와 관련된 공

간으로서 D초교의 교사와 유사하게 ‘휴식을 제공하는 학교정원과 연못,

테라스’ 등의 공간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인식과 자체 평가는 녹색건축인증제 평가항목에서도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공간 마련’과 관련된 항목의 점수가 상향조정된 것(윤요

선 & 류수훈, 2014)과 관련된다. 연구대상 학교의 교사와 학생이 휴식

공간의 중요성을 다양한 공간에 적용하면서 언급한 것은 이러한 공간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들이 상당히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한 이러한 측면은 친환경 학교 건축의 확대에 있어 학부모를 포함한 대

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고배원, 2017) 특히 학생의 건물에 대한 만

족과 쾌적함은 친환경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

문에(Cole, 2015)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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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학교 전체적 접근에서의 친환경 학교 공간

‘상징’으로서 공간이 지속 가능한 시각적 분위기를 어떻게 연출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여 ‘과학 박물관’으로서 환경교

육의 기회를 제공하는지, 이러한 건축요소가 어떻게 교수학습방법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3차원의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장소’로

서 사용자에게 있어 어떻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학

교의 시설과 공간이 어떻게 사용자의 ‘행동’ 혹은 ‘실천’을 유도하고 있는

지는 학교 전체적 접근의 요소와 깊게 관련된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수학습방법과 교육과정은 매우 다르다. 고

등학교와는 달리 놀이와 학습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친환경 학교 건축을 통해 제공된 시설과 공간의 활용이 교육과정과 잘

연계될 수 있다. 그러나 호주의 전체적 접근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AuSSI(Austrailian Sustainable Schools Initiative)의 참여한 한 고등학교

의 사례는 학교 시설을 지속 가능성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와 자

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신나민 & 이선희, 2011).

따라서 학교가 친환경건축요소를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이를 위해 다

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연구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학교급별로 나타나는 교

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의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 학교 건축물을 설계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현재 단일한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 녹색건축

인증제 평가항목을 학교급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다(맹준호 &

김성중, 2014). 또한 이와 관련하여 건축 전문가들도 학교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친환경 학교 건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김용국 외,

2018).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은 미국의 LEED인증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는 USGBC에서 친환경 학교 건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배포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학교 거버넌스는 친환경 학교 건축요소의 역할인 ‘행동 유도’와 밀접

하게 연계되는데 두 학교의 ‘실천’은 그 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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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학교에서 발견한 이러한 ‘실천’에 있어서의 차이는 친환경 학교

시설을 활용한 학습과 학교 시설관리에 학생이 주체로 등장 했는지의 여

부과 관련된다. F고교의 학생들은 친환경학교시설의 사용자로서의 역할

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으나 D초교의 학생들은 공간을 구성하고 관

리하는 주체로서 활동하였다. F고교의 경우 학교의 설립과정에서 만들어

진 규칙과 지침을 사용자가 순응하도록 하는 수준의 ‘행동 유도’가 이루

어지는데 반해, D초교의 경우 학생이 친환경 시설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

체로서 능동적으로 친환경행동의 실천을 위한 공간을 계획하고 구성하며

이에 맞는 친환경행동을 스스로 찾아 실천하는 높은 수준의 실천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는 혁신학교로서 D초교가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학

습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과 공간 관리의 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학생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친환경 학교를 운

영한다는 것은 운영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Higgs & McMillan,

2006) 이에 학생을 참여시킴으로써 높은 수준의 실천이 가능함을 보여주

고 있다.

D초등학교의 학교 연못 가꾸기 사례는 참여와 실천이 결합된 양상이

잘 나타나는 사례이다. 학생은 학교 공간의 유지 관리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데 생태환경부 부장과 자치회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학교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스스로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이들의 주인의식 또한 잘 드러나고 있다. 향후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통

해 새롭게 조성되는 신·개축이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공간의 관리와 운

영의 주체로 학생에게 참여의 기회와 함께 가용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함

(Kong et al., 2014)으로써 교육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더 높은 수준의 실

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 지역사회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는 친환경 학교 건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DFES, 2006). D초교의 지역사회는 친환경 학교 건축을

중심으로 건축의 설계단계부터 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참여

해왔다.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시설로서 학교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강연

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학부모들이 학교 청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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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 시작하여 마을 공동체 학교를 통해 마을 탐험 기자단을 만들어

교육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가 학교 공간혁신 사업에 참

여하는 것은 사용단계의 학교 공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지역사회의 참

여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F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친환경 시설을 마련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군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

만 시설과 공간을 매개로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참여는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

다양한 친환경 학교 건축요소는 학교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가치와

학교의 조직적인 문화와 복합적으로 연계된다(Barr, 2011). 두 학교에서

나타난 핵심가치와 문화의 차이는 학교 행사와 일과시간을 어떻게 운영

하는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자유로운 탐험과 놀이가 가능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비형식적 학습

을 가능하게 한다(Cole & Altenburger, 2019). D초교에서는 일과시간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간 놀이 시간’을 확대 운영하려는 노력은 이러한 비

형식적 학습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학생은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에 산재한 생태공간을 자발적으로 놀이와

학습에 활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간을 잘 알고 있는 학생은 정규 수업

시간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도하였다. 또한, 교사는 이를 계절 집

중형 교육과정으로 발전시켜 계절별 학교 행사와 연계하였다.

이에 반해 F고교는 높은 학업 성취라는 목적을 위해 학생의 건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증 점수를 획득한 친환경적

인 건축요소를 갖추고 있다. 학교의 비전과 목적은 지속 가능성과 관련

된 교육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한다(Cole, 2019). 특별히 엄격

한 학교 문화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과 공

유된 ‘높은 학업성취’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은 자발적이고 비형식적인 학

습을 제한하는 측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중 밤 10시까지 그

리고 주말까지 이어지는 공식적인 일과시간의 운영은 학생에게 주어지는

자유로운 시간을 제한하였고 학교 정원과 연못은 휴식공간 의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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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장으로서 활용되지 못하였다.

포토보이스 활동에서 D초교 학생들이 공간을 학교 수업이나 행사와

연계하여 언급한 반면 F고교 학생들은 사적인 경험의 측면에서만 이야

기한 것은 학교 일과시간과 행사 운영에 있어서 두 학교가 친환경 건축

요소의 활용에 있어서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학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전체적 접근 요소는 친환경 학교 건축

물에서 학생의 태도와 행동의 차이(Cole, 2013; Day, 2009)를 비롯하여

학교 시설과 공간 활용에 있어서 차이를 발생시킨다.

제 3 절 녹색건축인증제의 학교인증 성과와 한계점

두 학교의 교사들은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증상 완화 사례를 녹색건

축인증제의 성과로 언급하였다. 친환경 학교 건축물이 인간에게 주는 긍

정적인 신체적·정신적 이점은 친환경건축의 확산을 위한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배원, 2017). 이는 F고교에서 녹색

건축인증제의 최고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에 좋은 환경을 제

공’하는 학교의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했던 의도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녹색건축인증제를 통해 건물 사용자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기 위한 의도로 학교를 지었지만 사용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포함

하는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이를 홍보했는지는 미지수다. 현재 녹색건축

인증결과에 대한 홍보 방법은 학교 정문이나 현관에 게시한 명판 외에는

없는 것이나 다름 없고 전체 학교의 10%에 육박하는 인증률에도 불구하

고 녹색건축인증제 자체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정유근 외, 2011).

또한 학교 건물의 사용자인 교사와 학생은 생활공간으로서 만족감과 자

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학교가 받은 인증 등급과 관련된 학교 건축물

의 특징은 잘 알고 있지 못하다(박정란, 2018). 미국에서는 LEED의 높은

인지도 덕분에 인증 학교가 좋은 평판을 얻기도 하며 이는 신·개축을 계

획하는 학교로 하여금 높은 인증을 받기 위한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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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학교는 녹색건축인증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휴식을 위

한 여유로운 공간과 자연 채광, 개방감 있는 큰 창문, 쉽게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 테라스 등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건축요소를 도입

하였고(KEDI, 2020) 학교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넓은 대지 면적을 확

보하였다(양금석, 2010). 이를 통해 친환경학교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

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D초교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다른 학교와 건설비용에 있

어서 큰 차이 없이 조성된 학교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학교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D초

교의 문지호와 F고교의 강원교는 “녹지와 건물 유지 보수에 비용이 많

이 든다.”며 ‘높은 유지 관리 비용’을 언급하였다. 사실 친환경 학교 건축

은 사용단계의 유지 비용이 초과된 건축 비용을 상쇄한다고 알려져 있어

(Kats, 2006), 이와 대치되는 현장의 의견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친환경 학교 건축의 확대를 위해서는 이렇게 조성된 학교의 사용단

계에서 얻는 에너지와 수자원 절감, 탄소발생감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제시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성호 & 이재수,

2017).

친환경학교에 대한 만족과 선호는 때때로 구성원의 자부심으로 연결

되는데(Murley et al., 2017; Skamp & Bergmann, 2001), 두 학교 모두에

서 교사와 학생은 학교 건축물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사용자의

학교 시설과 공간에 대한 높은 선호와 만족도는 D초교의 경우에는 전입

생이 증가하여 재적인원이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서, F고교의

경우 대입 면접에서도 학생들이 모교의 자랑스러운 점으로 학교의 시설

과 자연경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친환경 학교 건축물의 교육적 역할 중 하나인 학습 도구로서 건축이

활용되는 양상은 야외 학습 공간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내 공

간,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경우 교육적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즉 친환경

학교 건축물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만 학습자가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식과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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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첫 번째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관

련된 모니터링 시설이다. 녹색건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는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학교에 설치

된 태양광이나 지열발전 시설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교육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모

니터링 시설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기능을 나타내는 모니터링 시설은 이

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 혹은 절약하게 된 자원 등의 정보를 단순히 수치

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시각적 전략을 활용하여 사용자에

게 제시한다면 이러한 시설의 설치 의도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두 학교 모두에서는 이러한 모니터링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는 사용자가 이러한 모니터링 시설에 어

떻게 접근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

미한다(Cole, 2018). 즉 신재생에너지로 기능할 뿐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

하지 못했는데 특히 최우수등급을 받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이러한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은 것은 인증제도의 큰 한계점이

라고 할 수 있다(윤요선 & 류수훈, 2014; 정유근 외, 2011; 정지나 외,

2010).

지열과 태양광발전으로 공급되는 에너지를 잉여의 에너지 혹은 더 풍

족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인식(DFES,

2006)이 두 학교에서 모두 나타났다는 것에서 관련 교육의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설에 대한 사실적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사용자

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친환경학교 건물에 대한 시스템 수준의 이해를

위해 관련된 교육과정을 필요로 한다. 건물 사용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건물의 작동에 대해 안내하거나 사용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효과적

일 수도 있다(Day & Gunderson, 2015; Steinberg et al., 2009). F고교의

경우 기숙사의 에너지 카드키를 통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작동원리

에 대한 안내와 훈련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카드키를 뽑는 습관으로 이

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수준의 안내와 훈련에서 나아가

학생이 친환경건축물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한다는 궁극적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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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건축물의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건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시스템 수준의 이해를 학습하도록 할 수 있다(Cole, 2019).

두 번째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녹색건축인증제 평가 항목과 관련

된 것이다. 평가 항목과 관련된 학교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사용자와 전

혀 공유되고 있지 않는데,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평가 결과

를 열람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다. 녹색건축인증 평가 결과는 비

공개가 원칙이었고 건축주(교육청, 군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

했다. 평가항목과 이의 결과는 건물의 친환경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가

장 상세히 담고 있어 건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스템적 이해

를 가능하게 하며 공공성의 성격을 갖는 학교 건물의 평가 정보를 공개

하는 것은 학교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인 학생과 학

부모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건축 분야의 전문용어가 많은

평가결과를 그대로 공개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

육자료로서 가공 및 재구성해야 한다.

D초교의 박지영은 이러한 평가 결과가 제공된다면 교사는 “학교 건

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건축요소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F고교에서 교사의 텃밭 가꾸기 활동

을 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한 것처럼 교사는 학생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학교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이에 맞는 행동양식의 모범이 될 필요가 있으며(Cole &

Altenburger, 2019) 이를 위해 교사에게 평가 결과와 관련된 정보가 우

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학교는 5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인증율이 매우 저조하다. 친환경 학교 공간을

‘어떻게 짓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건물이 얼마나 성능

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Cole, 2019; Cole et al., 2020;

DFES, 2006; Gill et al., 2010; Wu et al., 2016), 사용단계의 유지 관리나 교

육적 활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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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고교의 강원교가 주장하듯이 “이를 잘 이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

센티브 등을 부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재인증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박정란, 2018; 현은미 외, 2018). 문지호도 교육청이 “신축 학교에만 매

달리게 만드는” 현제도를 비판하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미

지어진 기존 건물의 성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또한 그는 학교의 신축과정에서 건축가와 교사, 나아가 교육청의 시

설담당자가 관여하고 있지만 “준공 이후에는 하자 보수와 관련되어 교육

청과 교사가 소통을 이어가지만 이마저도 끝이 나면 학교 건축물과 관련

되어 교사는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다”라고 준공 이후 소통의 단절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소통의 단절은 건축가가 의도한 친환경시설이나 공

간의 활용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용자를 양산하게 되고 또한

친환경 공간의 교육적 활용도 이루어질 수 없게 한다. 따라서 건물 사용

단계에서도 건축가와 교사가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이영범, 2011).

제 3 절 요약 및 결론

교육과정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 획일화 된 형태를 유지하던 학교

건축물은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 통해 변화가 이

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인 건축요소를 학교에 본격

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현재까지 친환경건축의 확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녹색건축인증제의 인증을 받은 학교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

연구대상이 된 두 학교는 건축전문가들이 정한 평가기준으로 구성된

녹색건축인증제의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학교로서 친환경적 건축요소가

가장 잘 구현된 학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학교가 최우수 등급

을 받게 된 과정과 이후 학교에 나타난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하

였으며 두 학교에 조성된 친환경 학교 건축요소를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인식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며 관리·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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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사와 학생의 건축요소에 대한 인식과 활용을 분석하기 위해 ‘상징’,

‘과학박물관’, ‘3차원의 교과서’, ‘장소’, ‘행동유도’로 비유되는 5가지 친환

경 건축요소의 환경교육적 역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 번째, 두 학교에서 모두 태양광발전과 지열발전을 통해 풍족한 에

너지 소비가 보장된다는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신재생에너지 시

설의 경우 모니터링 시설 또는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아 시설의 설치 의도가 사용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왜곡된 인식이 나타났다.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

로만 인식된 신재생에너지의 ‘기능’과 함께 이의 교육적 의미와 가치가

사용자에게 ‘소통’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설과 더불어 관련된 정보와

지식의 제공을 포함한 교육적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린스마트스쿨사업은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학교’라는 원칙

을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모니

터링 시설 설치와 관련된 세부적인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 친환경행동의 ‘실천’은 학교 시설과 공간에 대한 사용자의

참여 여부에 따라 그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D초교에서는 학생의 친환

경학교 공간의 설계 및 유지 관리의 주체가 되어 공간의 주도권을 행사

하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참여를 통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F고교에서의 ‘실천’은 규칙이나 공간적 배치를 통해 유도하고 있으며 친

환경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교 공간과 시설의 유지 관리에 주도적으

로 참여할 기회가 사용자인 학생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세 번째, ‘장소’로서의 야외 생태 공간의 존재와 의미는 실내공간이나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비해 학생에게 강하게 인식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

정원과 연못, 텃밭은 다양한 경험과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친구와의 놀이, 교사와의 학습 활동 등 사회

적 맥락에서도 의미 있게 활용되고 있었다.

네 번째, 두 학교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친환경건축요소의 잠재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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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건축 의도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도입’, ‘정보와 지식의 제공’, ‘교육과정과의 연계’,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 제공’, ‘학습자가 주도할 수 있는 가용

성의 공간 및 시간을 보장하는 여건 조성’, ‘실천을 위한 참여의 기회 보

장’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녹색건축인증

제도 자체 또는 시설과 공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학교 현장에

서 교육적 측면의 변화와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었다.

친환경 건축요소의 교육적 활용은 학교 전체적 접근의 요소와 관련된

다. 두 학교 모두에 조성되어 있지만 활용성에 있어 가장 큰 차이가 나

타난 공간은 ‘학교 연못’이었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F고교에서의 학교

연못은 학생의 휴식공간으로서 자연환경 혹은 다른 사람과의 유대를 느

끼는 ‘장소’의 의미만로 인식되었다. 그에 비해 D초교의 경우 학습공간이

면서 동시에 ‘배움경관’으로서 학생이 주체가 되어 유지·관리가 이루어진

공간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D초교의 경우 학교 시설과 관련한

의사결정(학교 거버넌스)에 있어서 학생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주체로서

혁신학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조직인 학생자치회의 활동이 충분히 보장

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지역의 생태지식을 잘 알고 있는 학생은

학교 연못을 학습도구로 사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교사를 동

참시켜 학교 연못에서의 활동이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포토포이스 활동에서 D초교의 학생들은 학

생자치회 활동이나 수업시간 혹은 학교 행사와 연계하여 공간이나 시설

에 대해 언급한 반면 F고교 학생들은 심리적 안정감이나 친구 혹은 교

사와의 면담 등 개인적인 측면과 이를 연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D

초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개최된 행사와 활동이 친환경 학교 공간을 기반

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D학교의 경우 참여를 통해 F학교의 경

우는 규칙을 통해 실천이 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즉 같은 공간과 시설

이라도 학교문화와 거버넌스,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따라 교육적 활용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두 학교는 모두 넓은 부지에 다양한 야외생태환경을 갖추고 자연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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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개방감 있는 공간을 통해 주변 자연경관과 통합되어 일상적으

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쾌적하고

여유로운 공간은 사용자로 하여금 학교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갖도

록 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친환경 학교 건축으로서 구체적으로

친환경 학교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는 것은 의미있는 성

과임에 틀림없다.

두 학교에서는 공통적으로 친환경 학교 건축이 사용자에게 주는 혜택

으로 학생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친환

경 건축에 대한 현재 대중의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측면은 친환경 학교 건축의 양적 확대를 위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녹색건축인증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강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 학교 건축을 통해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이는 것이 향후 사

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대중의 인식을 확립

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친환경 학교 건축물을 환경교육에 활

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녹색건축인증제도 자체에서 제기되는 문제

들 중 일부분은 두 학교에서 나타나는 친환경 학교 건축의 환경교육적

활용에 있어서의 문제와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모니터링 시설의 개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건축 요소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인증제 평가

결과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확대, 사용단계에서의 재인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건물 설계 단계에서 사용자의 참여 보장, 사용단계에서의

건축가와 학교의 소통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친환경 학교 건축

을 잘 알고 이를 잘 사용하는 대중은 그들의 지역사회에 더 나은 건축물

을 도입하는 데 있어 지지자가 될 수 있으며 친환경적으로 작동하는 건

물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물 사용자들은 재활용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친환경행

동을 통해 건물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Cole et al., 2020).

그린스마트스쿨사업으로 조성되는 학교는 설계과정에서 교사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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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장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후 사용자 단계에서 건물의 성능

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및 교육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가와 교사는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건축물은 일반 건물

에 비해 유지 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개입하는 과정

에서 녹색건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학교

건축물이 교육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학교 건축 본연의 목적과도 일치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은 단순히 사용자가 아닌 건물 유

지 관리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통해 학교 환경의 친환경성을 확보하

여 환경교육에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향후 학

교에 조성될 친환경 건축요소가 교육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현재 가장 높

은 수준의 친환경 학교 건축물인 두 학교의 연구를 통한 발견이 적절하

게 반영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교육적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참여관찰을 시행함에 있어 학교 건축물과

공간에 있는 학생을 관찰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

생들과의 접촉은 제한되었고 방과 후나 등교 중지 기간에만 학교 방문이

허락되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다 생생하게

학생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학생이 실제로 학

교에 조성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참여관찰을 수행한다면 다른 시

각과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두 학교 모두 농촌에 자리 잡고 있어 학교 주변의 자연

경관이 학교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D초교에서는 학교 뒤

의 산과 냇가 F고교의 경우에는 인공 호수와 주변 산이 이에 해당된다.

D초교의 경우 교내 생태환경을 활용한 학습활동이 주변의 산과 냇가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았고 F고교의 경우 테라스를 통해서 보이는 호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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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학교 부지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있

어 학교 안의 야외 공간과 함께 자주 언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입지한 친환경 학교 건축은 이러한 주변 환경의 맥락이 다르기에

이 연구에서 발견한 시사점들을 그대로 일반화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을

을 것이다.

세 번째 한계점은 두 학교의 학교급 차이가 너무나 컸고 특히 두 학

교는 혁신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학교 설립 취지와 이에 따른 교

육활동의 차이도 컸기 때문에 학교 공간에 대한 활용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주변 환경이 다른 도시와 농

촌에 위치하는 동일한 학교급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수행

되어 보완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향후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나 ‘공간혁신’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에서 신·개축을 통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게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전의 학교 건축물에서의 인식이나 태도와 행동이 건물 개보수 이후 어

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증제를 통해 조성된 환경 중 야외 생태 환경에 편중되

어 인식 및 활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실내 공간에 조성된 친환

경 건축요소를 중심으로 한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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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녹색건축인증제 평가 항목 – 학교 시설 대상

<부록 2> 학생 포토보이스 활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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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녹색건축인증제 평가 항목 – 학교 시설 대상9)

9) http://gseed.greentogether.go.kr/ 환경부, 국토교통부녹색건축인증지원시스템

전문분야 인증 항목 구분 배점

1.
토지이용

및 교통

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평가항목 2

1.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평가항목 3

1.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평가항목 2

1.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평가항목 2

1.5 적정 일조권 확보를 위한 배치계획 평가항목 1

1.6 대중교통의 근접성 평가항목 2

1.7 자전거주차장 설치 평가항목 2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2.1 에너지 성능 필수항목 12

2.2 시험․조정․평가(TAB)�및 커미셔닝 실시 평가항목 2

2.3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평가항목 2

2.4 조명에너지 절약 평가항목 4

2.5 신·재생에너지 이용 평가항목 3

2.6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평가항목 1

2.7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평가항목 3

2.8 냉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일사조절 계획 수립 평가항목 2

3.
재료 및 자원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평가항목 4

3.2 저탄소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3.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3.4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3.5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평가항목 4

3.6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필수항목 1

4.
물순환 관리

4.1 빗물관리 평가항목 5

4.2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평가항목 4

4.3 절수형 기기 사용 필수항목 3

4.5 물 사용량 모니터링 평가항목 2



- 99 -

5.
유지관리

5.1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평가항목 2

5.2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필수항목 2

5.3 운동장 먼지발생 억제 평가항목 1

5.4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평가항목 3

6.
생태환경

6.1 연계된 녹지축 조성 평가항목 2

6.2 자연지반 녹지율 평가항목 4

6.3 생태면적률 평가항목 6

6.4 비오톱 조성 평가항목 4

6.5 생태학습원 조성 평가항목 1

7.
실내환경

7.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필수항목 3

7.2 자연 환기성능 확보 평가항목 2

7.3 외기 급․배기구의 설계 평가항목 2

7.5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평가항목 2

7.8 교통소음(도로,�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평가항목 2

7.9 직달일광 조절 및 현휘 감소를 위한 차양 설치 평가항목 2

7.10 전용 휴게공간 조성 평가항목 1

ID
혁신적인 설계2)

1.토지이용 및 교통 대안적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가산항목 1

2.에너지및 환경오염 제로에너지건축물 가산항목 3

3.재료 및 자원
건축물 전과정평가 수행 가산항목 2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 가산항목 5

4.물순환 관리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가산항목 1

5.유지 관리 녹색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 가산항목 1

6.생태 환경 표토재활용 비율 가산항목 1

7.실내 환경 자연채광 성능 확보 가산항목 1

녹색건축전문가3) 녹색건축전문가의 설계 참여 가산항목 1

혁신적인녹색건축계획및
설계

녹색건축 계획·설계 심의4)를 통해

평가
가산항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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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학생 포토보이스 활동 자료

D초등학교 포토보이스 자료

“천연 연못”, “작년에 생태환경부에서 
연못에 부레옥잠같은 것도 넣고, 많이 
가꿨어요.”, “작년에 물고기를 잡아다
가 넣었어요.”, “자연과 공존한다는 
느낌”

“맛있는 텃밭, 맛있는 친환경 상추, 
고추를 만들어 내는...맛있는 친환경 
식품을 만들어 내는 자연스러운 텃
밭”, “텃밭, 닭들이랑 토끼들 상추 같
은거 뜯어줘도 잘 먹으니까. 그런거를 
이제 회의하다가 먹이도 주기로 하고”

“닭장 하우스, 친환경 닭장 하우스”,
“닭장의 시작은 작년에 부회장이 안건
으로 닭키우기를 내서 시작이 됐어
요.”, “달걀을 한판으로 파는데 작은 
판이 10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10
개에 5000원에 팔고 있어요.” 

“배불리 먹고 배불리 자는 토끼의 마
당, 우리학교 터주대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친환경”, “청소같은 거를 저의 
생태환경부에서 하는데 이제 조금 있
으면은 분양을 보낼 수 있어서...아직 
확정된건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과가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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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나 모래가 아닌 실제 잔디”, 
“다른 학교는 모래 같은거 많은데 우
리학교는 잔디라서 좋아요.”,“다른 학
교도 다녀봐가지고. 전학을 두 번했
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요.”,“가장 
자랑거리가 잔디 운동장”,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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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고등학교 포토보이스 자료

“흔들의자로 올라가는 이 길 자체가 
다 풀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정
원처럼 잘 꾸며져 있어가지고”

“나무 주변...친환경적으로 주변에 나
무가 많고 거기서 쉴수있으니까요.”

“뭔가 우울하거나 짜증나거나 약간 부
정적인 감정이 들 때 여기 돌아다니면
은 어 가을에는 벌레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호수 보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거 같아요.”

“여기 뒤에 산으로 둘러쌓여 있고 교
실에서 보이는 운동장에서 풀이나 나
무들이 곳곳에 있다는거 알려주고 싶
었어요. 교실 옆을 보면은 풀이나 나
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할때도 
나무 있으니까 쉬기 좋고 그런거를 보
여주고 싶어서 찍었어요.”, “운동장 
등 구석구석 봉사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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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시간에 노을질 때 산쪽 보면은 
색깔이 되게 예뻐요. 오늘은 비와서 
그런데 하늘이 예쁘고 밤에는 별도 잘 
보이고 별자리 찾는 애들도 있어요.”, 
“면학 중간에 30분정도 긴텀을 줘서 
쉴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애들이 운동장 
나와서 산책하거나 운동장에서 누워서 
하늘보거나 하는게 되게 많아요.”

“주차장에 나무를 심는거 자체가 어렵
다고 들었고 이게 소나무인데 되게 크
더라구요. 인상적이어서 찍었어요.” 

“학생들 보다는 점심식사후에 산책하
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가시는 곳 커피
드시면서... 정원처럼 잘 되어 있고 다
른 곳에 구애받지 않는”

“산책 밖에 할 일이 없어요”, “테라스 
정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벤치도 있고 
나무도 많고 해가지고”, “편안하게 산
책하는 학교 정원, 혼자 가기 보다는 
친구랑 같이”,“속상할 때 친구와 앉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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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가 되게 많아서 애들이 가기를 
꺼려한단 말이에요. 여름에 근데 딱히 
벌레를 잡거나 하는 라이트 같은게 없
어서 오히려 친환경적인 환경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어
요.”

“시험 망치고 막 상담 같은거 친구들
끼리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가는 곳이에요.”

“어디서나 녹지를 볼 수 있는 환경”,
“학교의 녹지를 활용하는 수업이 있다
면 좋을 것 같아요”

“계단에 풀이 있어서...1,2층 다 풀이 
있고 그래서...나무랑 이런것들 1층나
무랑 2층 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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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에서 호수와 산이 쫙 보여요”
“테라스에서 보면 이렇게 이쪽 호수 
쪽이 쫙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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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Qualitative Case Study for

Exploring the Meaning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G-SEED Certified Schools

Hyesoo, Moo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reen school buildings are expected to increase over the next few

years through the “Green Smart School project” being promo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part of Korean New Deal. The green

school building can serve as a venue for daily environmental

education for students and is anticipated to foster citizens who lead

to make a sustainable society in the future. In this context,

G-SEED(Green Standard for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has

been introduced for school certification and conducive to obtaining the

sustainability of school facilities. At the time when the national-scale

projects for school buildings renovation are implemented,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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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to research how highly certified green school buildings are

perceived and utilized by teachers and students, and what are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se schools.

For the research, a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on two of

the four schools that received the highest grade of G-SEE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for teachers and

photovoice activities for students. Hereby, the findings of the two

schools regarding the perception and usage of green school buildings

are as follows.

First, renewable energy facilities ‘function’ but do not ‘communicate’

with the user, and rather, it caused the user to have a false

perception related to energy consumption. In both schools, renewable

energy facilities were regarded as facilities that ensure abundant

energy consumption, which means that the intention of green school

construction was not delivered to teachers and students who could

not use them to learn the meaning of alternative energy production at

schools.

Second, the type of action related to environmental behaviour

differed depending on whether the user participat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to the school facilities. In the school

where students take the initiative in school design and maintenance,

the action is carried out through participation, whereas the school

that induces the action through rules or space layout, the action is

limited to comply with them.

Third, students mentioned the outdoor ecological area such as

school gardens and school ponds at schools more as an eco-friendly

space than the indoor, and those were utilized for learning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interaction with teachers and other students.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to operate the potential edu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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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of the architectural elements in green schools extensively, it is

important adopting strategies to communicate the architectural

intention to users, providing information and knowledge, connecting

with curriculum, giving opportunities for positive interaction with

others, preparing space and time of availability to learners and

guaranteeing opportunities for engagement.

Green school architectural elements interacted with components of

whole-school approach such as school culture, school governance,

curriculum an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e curriculum was

rearranged an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were developed based

on spaces and facilities in the green schools. Furthermore, those

school spaces and facilities could be the main venue or media of local

communities and student councils act on. In a school culture where

opportunities for student participation were guaranteed, the users

make broader use of the architectural components of green schools

for environmental education.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green school buildings should be

operated for environmental education to make people realize the

importance of engendering sustainable society by reducing energy and

resource consumption. Green buildings require more attention and

effort in maintenance and management compared to general buildings,

and in the process of engaging in them, people would be able to

understand the knowledge and skills in green buildings. In other

words, students who participate in the maintenance of green school

buildings can grow into building users with behaviour patterns that

can enhance the performance of green buildings. Therefore, teachers

and students need to recognize themselves as actors of building

maintenance, not just user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demonstrate the educational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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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reen building components by illuminating the perception and

educational use of teachers and students at the highest G-SEED

certified schools. It is suggested that the participation of users in the

design, maintenance and management process of buildings is

important as well as system improvement in establishing green school

buildings that will expand as the “Green Smart School project”

advances.

keywords : G-SEED, Green School Building, Whole-School

Approach, Environmental Education, Photovoice

Student Number : 2019-2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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