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1)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발달에 따라 두드러진
이농현상은 폐교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해오며 청소년들의 배움터
였던 소규모 폐교는 교외지역의 흉물이 되거나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변해가고 있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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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도 교육부 공개자료를 토대로 폐교가 미활용되는 사

유를 살펴보면 전체 590개교 중 지리적으로 도서벽지에
위치하고 있어 활용가치가 낮은 경우가 285개교(48.5% ),
대부율 과다가 68개교(11.5% ), 지역주민 반대가 50개교
(8.5% ), 자체보존 38개교(6 .8% )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등에 있어 정규학교 외 타 용도로의 활용이나 매각을 제
약받고 있는 학교도 16개교(2.7% )나 된다.

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러한 폐교와 관련된
논의는 기존의 학교에 관한 연구가 주로 교육학
적인 측면 일변도로 이루어졌고 새로운 교육환경
에 따른 학교 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연구에만 치
중되었기 때문에 폐교의 재활용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의 취지는 폐교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의 하나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의 재활용과 동시에 그 디자인 개념을 최
근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친
화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현재 이론적인 연구조사의
단계에서만 머물고 있는 폐교의 활용문제에서 진
일보하여 실제적인 대안으로서의 계획안을 제시하
는 데에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01년 4월 공개자료에 의하
면 전국의 폐교수가 2922개교에 달하며 미활용으
로 방치된 폐교의 수는 전국에 709개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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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 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novate a closed school to a art ist studio complex applying

sustainable principles and methods . T hr ough the case study , the principle and methods of sust ainable
renovation is investigated and follow ing str ategies are extr acted as a frame of renovation . F ir st , atrium
space w ith therm al m ass using ex ist ing w all is pr oposed as a public g athering space . Second, light shelves
for effective lighting and shading device for pr otecting and allow ing sun light is pr oposed to renov ate
exis ting classr oom . T hird, double skin system is pr oposed w ith reflection pool to activate heating and
ventilation for passive solar as w ell as passive cooling . F inally , simulation program s such as energy - 10
and F orm - Z is used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sust ainable design .

키워드 : 대지조건, 제7차 교육과정 , 계획설계
Keyw ords : Site Conditions, 7th Education Policy Progr am, Schematic Degign

論 文論 文學校施設

韓國敎育施設學會誌 第9卷 第4號 通卷 第33號 2002年 7月 95



洪承信·李善英

최근에 발표된 폐교의 활용현황 공개자료로서 99
년 10.31일자 교육부 자료를 보면 전국의 2635개
의 폐교가운데 처리 종결된 폐교가 925개교로 전

체의 약35%에 이르고 임대중인 폐교가 911개교
로 약35%, 미활용 폐교가 799개교로 전체의 1/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폐교의 적극적인 리노베이
션을 통한 지역사회시설로의 전환은 환경문제를
고려한 설득력있는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내 118개의 폐교 중 보편적
인 공간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방치되
어 있는 미활용 폐교로 범위를 한정하고 재활용

가능한 건축요소들을 추출, 구체적인 환경친화
적인 리노베이션 기법을 적용하여 폐교의 재활
용을 위한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

하였다.
연구방법을 진행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간구성상 보편적이라고 판단되는 경

기도내 폐교시설 중 그 시설규모가 평균치를 보
이는 안성시 금광면에 소재하는 대문분교를 계

획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폐교의 활용용도를 파
악하기 위해 교육부의 폐교활용 계획과 대상지
주변의 주민들, 그리고 대문분교를 관리하고 있

는 안성시를 대상으로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조
사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폐교의 관련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환경친화적인 리노베이션 계획

안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환경친화적인 리노베
이션 원리를 살펴보고 폐교의 재활용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법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대문분교의 공간구성과 구조물에 적용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원리와 기법들을 적극적으
로 도입한 계획안을 만들고 발전된 계획안의 구

체적인 공간들은 energy - 102)과 3D 모델링프로
그램인 form - Z를 사용하여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대안들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2) energy 10 :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을 위한 대표적인 시
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계획 초기단계에서 대략적으로
결정되어진 소요공간의 구성인자들, 즉 공간의 체적,
바닥면적, 바닥면 구성재료, 벽두께와 구성재료, 천정
과 벽 면적에 대한 개구부의 비율, 개구부의 각도, 층
고 등의 정량적인 수치입력으로 계획대상 부지의 경도
와 위도 향에 따른 난방과 냉방 , 자연채광 등에 소요
되는 에너지를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이다 .

2. 환경친화적인 리노베이션

2. 1 환경친화적인 리노베이션 원리
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오염문제와 지구자원고갈의 위기의식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환경친화적인 패러다임은 현재 세
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계획, 시공, 운
영 및 유지관리, 폐기까지의 전과정 수명주기(Life
Cycle)에서 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 유한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자연환경의 보
존, 쾌적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친화
적인 설계의 개념과 기존의 유용한 것은 살리고
새로운 것을 첨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목적을 갖는 리노베이션 개념을 접목하여 폐교를
지역사회의 시설로 재활용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다.

환경친화적인 리노베이션의 몇 가지 원칙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상부지 및 기존 건물의 자연환경 분석.
지역의 미기후를 고려한 효과적인 계획으로 지

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적 침해를 최소화한다.
환경친화적인 신축계획과는 달리 기존의 장단

점을 가지는 요소들을 제한적 조건으로 포함하며
그러한 제한된 조건의 장단점을 환경친화적인 원
리에 입각하여 분석한 후 재사용 또는 재활용가
능정도에 따른 계획이 필요하다.

2) 에너지 절약과 자연 에너지자원
건물 운용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고기밀 고단열이 요구되며 자연 에너지의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패시브 솔라 디자인(passive
solar design)과 패시브 쿨링 디자인(passive
cooling design )3)을 고려해야 한다. 태양열을 이
용한 축열체나 썬스페이스 등의 계획과 차양을
이용하여 열획득을 줄이는 방안, 바람의 압력을
이용한 환기나 공기의 온도차에 의한 환기효과
등을 이용한다.

3) 환경친화적인 재료의 선택
재료생산에 투입된 에너지가 적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으며 내구성이 강할 뿐 아니라 해체가 용
이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환
경친화적인 재료선택이다. 환경 영향을 고려한 내

3) passive solar design , passive cooling design : 에너지
가 소요되는 기계장치에 의하지 않고 태양열과 기후
및 지형의 특성을 이용하여 일사량, 난방 및 환기 등
에 따른 냉방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줄여 효율적인 건
축물의 사용 및 유지계획을 위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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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너지가 적은 재료, 수명주기 관점에서 유지관
리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선택한다.

4) 건축폐기물 재활용
건물의 재활용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감량이 환

경친화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폐기물 억제를 위
한 건설자재 및 공법의 선정과 해체가 용이한 자
재와 공법을 이용하며 재생이용 가능한 폐기물의
사용을 촉진한다.

5) 거주 공간의 쾌적한 환경 조성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재료의 사용과 단열성

능, 내구성능 재료의 환경적 측면을 만족하고 최
적의 음, 열, 빛, 공기환경 등을 거주자에게 제공
하여 환경의 질을 높인다.

표 1. 환경친화적인 계획원리

분류기준
환경친화적인

리노베이션 원리
주요 고려요소

기존의
건물 및

부지

재활용을 위한 기존건물
분석과 기후 및 지형분석

재활용재료의 오염정
도, 미기후.

에너지

패시브 솔라 디자인
(passive solar )
패시브 쿨링 디자인

(passive cooling )

난방.냉방.
자연채광.환기.

재료 에너지효율의 극대화 재료의 내재에너지

건축
폐기물

폐기물 억제 및 재활용
건설구법
해체의 용이성.
폐기물의 활용정도.

거주환경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voc에 대한 고려

2. 2 환경친화적인 리노베이션의 계획기법과 폐
교에의 적용

환경친화적인 리노베이션을 위한 구체적인 기
법은 재활용 가능한 폐교의 구성요소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분류하고 제안할 수 있다.4)

폐교들은 기존교사의 향과 공간배치, 구조재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환경친화적인 리노베이션
기법을 적용하기에 많은 이점을 갖는다. 먼저 교
실들의 배치가 남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고 외벽구조는 유연한 공간전용이 가

4) 굴뚝효과 : st ack effect라 하며 건물의 실내·외 온도
차에 의해 비중이 낮아진 공기의 부양력 (buoyancy )에
의해 데워진 공기가 수직공간을 통하여 위로 상승되는
효과로서 환기와 냉방을 유도한다 .

5) ev apor ate cooling : 여름철 식재나 연못주위에서 발생하
는 수분증발에 의한 기화열을 이용, 냉방작용을 유도

6) monitor : 천창의 한 종류로서 monitor형태를 지닌 개
구부, 이외에도 톱니형태의 톱니창 등이 있다 .

능한 라멘조, 축열체로서의 잠재력이 있는 조적조
가 함께 공존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환경친
화기법을 사용하기에 다른 유형의 건물보다도 유
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 기법들을 공간, 구조, 표피의 측면
으로 나누어 폐교에 적용 가능한 사항으로 정리
한 것이 표2, 표3, 표4이다.

표 2. 공간에 관한 제안

분 류 환경친화적 기법 폐교에의 적용

내부공간

아트리움등의
완충공간으로 예열
효과를 얻는다 .

교사동의 배치관게를 고
려한 아트리움 도입, 지
역시설에 적절한 공공공
간으로 제안

굴뚝효과 (st ack
effect )4 )를 이용한
이중외피 (double
sk - In ) 로 쾌적한
환기를 유도한다 .

보편적인 교사동의 남북
측 입면이 동서로 긴 장
방향임을 이용 , 입면에
이중외피를 부 가함으로
서 환기효과 및 서비스
공간 제안

외부공간
식재나 수변공간을
이용한 냉방효과를
유도한다 .

개구부 주변에 연못을 조
성하고 식재함으로서 냉
방(ev apor ate cooling )5 )

효과를 유도하는 새로운
조경요소 제안

표 3. 구조에 관한 제안

분 류 환경친화적 기법 폐교에 적용된 사항

재활용되
는 구조

벽돌, 콘크리트와
같은 열축적 능력
이 있는 재료를 이
용한 구조체등의
디자인 .

대부분의 폐교가 조적과
콘크리트 구체인 점을
이용 , 그 자체 그대로를
열축적 (therm al m ass )로
제안 .

부가되는
구조

시공이 용이한 건
식구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성을 높인다.

건물의 시공성과 재활용
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
덧대어지는 구체를 해체가
능한 건식공법으로 제안.

표 4. 표피에 관한 제안

분 류 환경친화적 기법 폐교에의 적용

입면의
개구부

천창 (skylight 또
는 monitor )6 ) , 고
측창을 두어 채광
효과를 높인다 .

증축에 따른 채광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복도 부
분에 고측창을 제안 .

빛 선반, 차양 등
을 이용한 간접광
(반사 광 및 확산
광 )효과를 얻는다 .

간접광에 의한 균일한
조도를 얻을수 있도록
고측창과 개구부에 차양
및 빛선반을 제안 .

지 붕

환기와 채광에 유
리하도록 경사형이
나 유선형 지붕으
로 계획

채광 및 환기 효과를 높
이기 위해 기존의 박공지
붕 활용과 일부 평지붕을
경사지붕으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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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3.1 설계 대상지와 프로그램 분석
1) 기존건물의 향 및 공간구성

그림 1. 1기존의 배치도 

   전체 교사는 5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교실동인 2개동은 교실 4칸으로 구성되어 운동

장 전면에 위치하고 사택과 양호실은 후면에 위

치하고 있다. 전체 건물의 향은   남서향으로 

간선도로와 거의 평행하게 흐르고 있는 금광호

수를 향하고 있으며 산의  평탄한 중턱에 위치

하여 수려한 주위경관을 가지면서 일조조건이 

우수하다.

그림 2. 주변 분석도

2) 대상지 주변 분석

대상지 주변은 한적한 농가로 구성되어 있으

며 학교를 중심으로 북서측에 주로 집되어 학

교 뒷마당을 공동의 커뮤니티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3.2공간구성 계획 및 구조체 활용계획
 

표 9. 공간구성 

공간구성 내용 디자인 전략

용도에
따른

분류

환경친화적인 전
략으로 주, 야간

의 활용도 구분

passive solar design을 전략
적으로 계획하기 위해 주간
에는 자연광을 야간에는 난

방을 위한 축열체 계획 

성격에
따른 

분류

사적공간과 공적

공간의 분류 

공간의 성격을 구분 지으면
서 완충공간으로 썬 스페이

스의 계획

표 10. 공간구성에 따른 환경친화적 계획 기법 

분 류 작업동 전시동 교육동 기타시설

공 간

작업실
2개실, 

작품저장소,
창고

각2개실. 

전시관
2개관

 

강의실,
독서실,
도서실,

관리실

휴게실,
공동화장실,

사택2동

적용된
환경친화
적인

계획기법

빛선반
천창, 

이중외피

고측창

빛선반
천창,

수변공간

차양
고측창

빛선반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주,야간의 활용성격에 따라 

그룹핑하여 에너지의 절감을 꾀하 으며 구조체의 

활용측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구조체를 해체하거

나 파손하지 않고 그대로 재사용하기 위한 공간

구성을 고려하 다. 수평으로 증축되는 도서실과 

독서실, 작업동 뒷편의 서비스공간, 제2전시실등의 

경우는 시공의 용이함과 축열체로서의 성능을 고

려하여  현장치기 콘크리트로 증축하고 수직적으

로 높이가 증가되는 박공지붕 등은 환기와 시공

의 용이함 해체의 이점을 지닌 건식구법으로 수

선함을 계획하 다.(그림3)

그림 3.  구조체 재활용 다이어그램



환경친화적인 리노베이션 기법을 적용한 폐교의 재활용

3. 3 환경친화적 리노베이션기법의 적용
먼저 기존의 두개로 분리된 교사동을 통합하

면서 규모가 큰 공공공간을 계획하여 각실의 기
능에 독립성을 부여할수 있는 완충공간이자 예
열을 위한 공간으로 아트리움을 제안하였다. 아
트리움의 환경친화적인 기능은 자연광을 이용하
여 예열효과를 높이는 것이 주요한 기능중 한가
지로 아트리움 내부에 기존의 벽체를 재활용한
축열체로 겨울철 열축적에 의한 난방효과를 유
도하였다.(그림4, 그림9) 교육장의 주된 환경친
화적인 전략은 차양시설에 있다. 기존교실을 교
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태양고도를 고려, 여
름철에는 직사광을 피하고 겨울에는 최대한의
일사를 유입하기 위한 차양장치를 도입하였다.
(그림5) 작업장으로 계획된 곳은 남동쪽의 좋은
채광과 작업실의 정면인 입면은 그대로 재사용
하고 이중외피방식을 도입, 전면의 수공간과 더
불어 여름철엔 냉방효과를, 겨울철엔 난방효과
를 기대하였다.(그림6)

그림 4. 아트리움 단면

그림 5. 강의실 차양의 작동 다이어그램

그림 6. 계절에 따른 작업실 이중외피 작동원리

3. 4 시뮬레이션

1) energy 10을 이용한 에너지요구량 검증
energy- 10은 에너지의 절약을 위해 전략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본 계획에서
는 리노베이션이 되기 전과 후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층고의 변화가 없어 체적의 변화가 없는
강의동부분과 중앙의 로비 부분을 대상으로 시뮬
레이션 하였다. 자연채광은 정량적인 에너지 수치
로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energy- 10에서의
자연채광의 시뮬레이션은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림 7. 리노베이션 전 (좌측 )과 후 (우측 )의 에너지요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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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D모델링을 통한 시뮬레이션
강의동의 주요 환경친화기법인 차양 계획에 있

어 중요결정인자로서 고려하였던 태양의 고도각과
방위각에 따른 직사광의 유입정도를 시각적으로
분석 검토하고자 3차원 그래픽 도구(energy- 10)
를 이용하여 하지와 동지의 직사일광 유입정도를
비교하였다.(그림7)

전시장은 내부에 직사광을 피하고 확산광을 유
입하기 위해 입면의 기둥 좌우측 개구부 주위에
반사재를 부착하였고 이 반사재를 통하여 반사된
빛은 내부에 수직루버에 의해 그 빛의 유입정도
가 조절될 수도록 계획하였다. (그림8)

그림 8. 전시장의 단면 및 다기능개구부

아트리움의 환경친화적인 기능은 자연광을 이
용하여 예열효과를 높이는 것이 주요한 기능중
한가지로 아트리움 내부에 축열체를 계획하여 겨
울철 열축적에 의한 난방효과를 유도하였다. (그
림9)

작업실의 주요 환경친화적인 기법인 이중외피
는 전문 미술가들의 주야간 작업 환경을 고려하
여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환기를 주목적으로 난
방을 위한 이중외피내부의 축열체와 환기를 고려
한 개구부의 개폐방식에 초점을 두어 계획하였
다.(그림10)

그림 9. 아트리움 : 여름철의 상부개구부와 겨울철의
축열체

그림 10. 작업장의 이중외피시스템

5. 결론

환경친화적인 계획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론의 실제적인 적
용을 위한 계획은 미비한 수준이며 타당성의
검토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폐교 자체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
색하기보다는 환경친화적인 패러다임으로 폐
교를 리노베이션하는 디자인 기법에 초점을
두어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제시된 계획안
에서 적용한 주된 환경친화적인 기법은 강의
실 남면에 계획된 차양과 독서실의 고측창,
관리실과 전시관을 연결하는 아트리움, 전시관
내부의 고측창과 다기능 개구부, 작업실에 첨

그림 11. 강의실의 일광검토 : 하지 오후2시 (좌측)와 동지 오후2시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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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좌우입면도

그림 14. 주요 단면도

그림 12. 평면도

그림 13. 게획안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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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이중외피 등이다. energy- 10으로 강의실
과 관리실을 시뮬레이션하여 에너지 요구량의 절
감을 확인하였으며 차양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3D 모델링을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이외에도 각각의 공간에 사용된 고측창과
아트리움, 이중외피의 계절에 따른 기능적인 대응
을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전시관의 다기능 개구부의 경우
그 타당성의 구체적인 검토는 어려웠으나 앞서 고
찰한 이론적 원리와 사례를 통해 도출한 다이어그
램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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