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敎育環境硏究院學術誌 第11卷 第1號 2012.04.  11

농촌지역과 소도시간 학교 생태연못 특성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Ecological Pond in School

between rural area and small town

윤 용 기**

Yoon, Yong-Gi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ecological ponds built in the

campus sites of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hich currently manage ecological ponds in

order to find problem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the ponds as a

way to build nature-friendly ecological ponds which can be used as an ecological work-study site on

school campus: this study also intends to provide systematic and technological directions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ecological pond.

This study has selected 10 schools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where ponds are constructed, and

investigated actual conditions of the ponds based on the survey, analysis, and evaluation standards

compatible with the school environments, and finally judged the general relevancy of the pond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ke us conclude that the most important issue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es of selection and investigation for school ecological pond is the location of the pond.

키워드 : 충청북도, 학교, 생태연못, 비오톱

Keywords : Chungcheongbuk-Do Province, School, Ecological Pond, Biotope

I. 서론

I-1. 연구 목적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지역의 확대는 생물의 서식

처를 사라지게 하여 도시지역에서 생물서식공간을

복원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학교연못은 도시내 잃어가고 있는 생물의 서식공

간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이다.

이 학교연못에 이미 훼손되거나 사라진 자연적인

습지를 대신하여 다양한 종의 유기체들이 먹이사슬

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소생태계(Biotope)**의 균형을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1) 비오톱(Biotope)은 주변공간과 지형상 뚜렷하게 구분되

며 여러 종의 생물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식할 수 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최근의 신설학교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도

입으로 인하여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으나 본 제도의 취지와는 반대로 형식적인 계

획과 시공 및 사후관리로 인하여 유명무실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교 연못의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는 서식공간의 최소 단위로서 숲, 하천, 연못 등 다양한

규모와 질의 생물 서식공간이라 할 수 있음

2) 「건축법 제65조 1항」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

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

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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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형분류 특징

규
모

소규모
생태연못

•학교 교정에 작고 간단하게 조성할
수 있는 생태연못으로 주로 식물과
곤충, 어류의 서식을 목적으로 조성

중규모
생태연못

• 학교, 주거단지 등에 조성할 수
있으며 식물, 곤충, 어류와 함께 양
서류, 조류 등의 서식처를 제공

대규모
생태연못

• 다양한 서식처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다양
한 기능의 생태연못으로 포유류의
서식도 가능함

위
치

녹지가 풍부한
생태연못

• 면적에서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
으며, 주변의 녹지와 연결성을 확보
할 수 있음

녹지부족, 외진
곳 생태연못

• 가능하면 생태연못을 크게 조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서식처와의 연결성을 증대시키
는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함

습지, 강/하천
주변의
생태연못

• 물이 있는 서식처 주변은 가능한
한 육상 생태계 면적을 많이 확보하
여, 주변 습지 등에서 서식하는 생물
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조성

목
표
종

잠자리
생태연못

• 잠자리의 습성 활동에 적당한 수
면적과 수초, 횃대 등을 갖추도록 함

개구리
생태연못

• 개구리가 산란, 서식, 동면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조건을 제공해 주
고,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공간을
별도로 조성함

곤충 생태연못
• 화본과 현화식물과 함께 다양한
다공질 공간(돌, 나무 등)을 조성해
주도록 함

조류 생태연못
• 먹이 열매식물을 식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며, 사람의 간
섭을 받지 않도록 함

표1. 생태연못의 유형 구분

이에 본 연구는 각종의 문헌 및 선행연구서나 논

문 등의 자료조사와 기 조성된 충청북도내 학교연못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I-2. 연구범위 및 내용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상 충청북도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도내 농촌지역과 도

시지역***의 학교 생태연못의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농촌지역 학교 5곳과 도시지역 5

곳, 총 10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생태연못 실태조사에 주었지만 생태연못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생물종 출현종수나 빈도 등의

조사를 깊이있게 조사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생

태연못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제3장에서는 도

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학교 생태연못의 실태조사

를 위하여 도농간 학교 생태연못의 차이점을 평가항

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농간 학교 생태연못의 차이점은 있는

지, 있다면 그 분석결과가 갖는 문제점과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서 향후 지속가능한 학교 생

태연못의 계획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연구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

림 1.의 연구체계도와 같다.

연구 목표

학교 생태연못 개선 방향 제시

생태연못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학교 생태연못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설정

학교 생태연못 실태조사

∘조사대상 : 충북지역 10개교 (농촌5, 소도시5)

∘조사내용 : 생태연못 평가항목별 평가

농촌지역과 소도시 지역간 차이와 시사점 도출

∘평가항목별 차이점

∘학교 생태연못의 시사점

∘개선방향 제시

그림1. 연구체계도

*** 본 연구에서는 인구 50만 정도의 소도시를 대상으로

하였음

II. 학교 생태연못에 관한 이론적 고찰

II-1. 생태연못의 개념

본 연구에서 생태연못은 자연호수나 못, 늪의 생

태적 기능을 모델로 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 소생태

계(Biotope) 공간으로써, 학교 생태연못이라 함은 교

내에 주로 식물과 곤충류, 어류의 서식처 제공을 목

적으로 작고 간단하게 조성된 연못을 말한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생태연못 조성은 도심지내

소실된 서식처를 복원하고, 종의 다양성을 증진시키

고, 생태학습환경을 제공해주어 학생들의 정서 발달

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

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의미를 갖는다.

생태연못의 유형****은 다음 표1과 같이 규모별, 위

치별, 목표종별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다.

**** 환경부(2001. 4), 생태연못 조성 길라잡이, 서울대학

교 환경생태계획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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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태연못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 표2와 같이

학교 연못주변의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개선효과

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관을 개선시켜주

고, 주민참여 및 경제적 기술개발의 부대효과를 얻

을 수 있다.

기 능 역 할 비 고

1. 비오톱 조성 다양한 소생물의 서식처 제공

2. 미기후 조절 기온조절과 도시열섬효과 완화

3. 저류지 활용 홍수 방지, 우수 이용

4. 생태환경 교육 야외학습장, 환경교육의 장소

5. 도시 경관 개선 수공간 및 녹지공간, 동식물

6. 지역사회 참여 주민참여

7. 기술개발 생태연못 조성기법 개발

표2. 학교 생태연못의 기능

학교 생태연못의 실태조사 및 분석은 다음 표3과

같이 생태연못의 위치, 인접녹지환경, 물공급체계,

연못의 형태와 구성재료, 목표생물종과 관찰시설 및

동선, 공간구성 및 식물식재기법, 수목식재 및 다공

질 제공기법, 동물서식처(어류, 양서류, 조류) 및 유

도시설, 이용자 안전관리 등의 생태연못 조성평가항

목 및 평가기)*****에 따라 3등급(우수·보통·미흡) 척도

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1) 위치

공간구획에 따라 조성위치의 적절성

바람과 일조량 영향

체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

근처에 오염원 접근성

녹지와 근접성

학생 체험학습의 접근 활용성

2) 인접녹지환경

연못에 직접 접한 녹지 면적

연못에 근접되어 영향을 미칠수 있는 녹지

면적

3) 물 공급 체계
연못에 공급하는 유입수의 종류

향후 공급수 개선여건

4) 연못의 형태와

구성재료

연못의 형태

연못의 바닥

연못의 호안재료

5) 목표생물종과 관찰

시설 및 동선

생물종 서식수

관찰시설, 동선 및 생태동선 유무

6) 공간구성 및 식물식

재기법

생태적 연결을 위한 공간구성

식물의 식재기법

7) 수목식재 및 다공질

제공기법

수목의 식재기법

곤충류 서식을 위한 다공질 제공기법

8) 어류, 양서류, 조류

서식 및 유도시설

어류, 양서류 서식처 조성

조류서식 및 유도시설 조성

9) 이용자 안전관리

학교 생태연못의 수심

물순환체계 (전기 사용)

안전시설

표3. 학교 생태연못 조성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김귀곤외 17인(1999) 「도시생태환경 증진을 위한

생태연못 조성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와 LH공사(2006)의

「저류지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여 재작성

하였음

다음 표4와 같이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우수(5점),

보통(3점), 미흡(1점)을 부여하여 분석하였고, 종합

평균 점수에 따라 그 결과를 우수(4점이상), 보통이

상(3∼4점미만), 보통(2.5∼3점미만), 미흡한 편(1.5∼

2.5점미만), 미흡(1.5점미만) 등의 5단계로 평가하였

다.

등급 항목별 점수 평균 점수 비 고

우수 5점 4점 이상

보통 이상 3점∼4점 미만

보통 3점 2.5점∼3점미만

미흡한 편 1.5점∼2.5미만

미흡 1점 1.5점 이하

표4. 종합 평균점수에 대한 평가기준

III. 조성 사례조사 분석

III-1. 조사개요

충청북도내 중소도시의 학교 생태연못과 농촌지

역*학교 생태연못간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

라고 가정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 5개

교씩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다음 표5와 같이 농촌지역은 회인초교(보은), 도안

초교(증평), 증평초교와 청안초교(괴산) 등 초교 4개

교와 청원고 1개교가 선정되었고, 도시지역은 청주

시 서현초, 국원초교, 청주중교, 청주여고, 청주농고

등 4개교와 충주시 국원초 1개교 등이 선정되었다.

상기 조사대상 학교 연못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

면 다음 표6, 표7과 같다.

지역 학교명
면적 (㎡)

소재지
연못조

성시기교지 운동장 연못

농촌

회인초 15,943 13,678 600 보은

도안초 28,011 25,830 250 증평

증평초 41,895 30,641 550 증평

청안초 13,581 11,425 90 괴산

청원고 20,504 8,103 24,000 청원 2007

도시

서현초 18,946 3,450 140 청주시 2008

국원초 14,686 3,494 30 충주시 2008

청주중 28,667 19,500 300 청주시 2010

청주여고 37,245 13,345 700 청주시 2010

청주농고 52,547 11,241 400 청주시 2010

표5. 조사대상 학교현황

* 읍면이하의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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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생태연못 주변환경 주요내용 생태연못 사진

회인초

◦연못면적/조성형태: 600㎡ (반달형)

◦위치/동선 : 수변으로 인접된 산과 연결되어

있어 생물, 동물이 인간의 간섭없이 접근하는

데 좋은 여건임.

◦관찰시설/동선 : 생태관찰을 위한 동선이 학교

건물을 따라 설치되어 있음

◦유입수 : 자연수(지표수) 유입이 용이한 구조로

조성되어 있어 급, 배수가 편리함

◦식생 : 홍․백련이 우종화되어 연못 수면위를 점

유한 상태이며, 식물섬과 수변 호안부 조경석

쌓기로 곤충류, 어류의 은신과 서식처를 제공

하고 있음.

도안초

◦연못면적/조성형태 : 250㎡ (타원형)

◦위치 : 운동장 남서쪽 모서리 일부를 점유한

상태로 일조조건은 유리함. 산과 인접해 있어

동물의 접근이 용이하나, 안전울타리로 인해

실제 동식물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임

◦관찰시설/동선 : 정자를 설치하고, 관찰동선이

너무 급조되어 안전시설 보완이 필요함

◦유입수 :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식생물의 생

육성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식생 : 조경석쌓기를 하였고, 징검디딤돌을 조

성하여 접근성을 높혔음. 부영양화 현상을 방

지하기 위해 소형풍차 및 분수시설 설치. 비

교적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음.

증평초

◦연못 면적/조성형태 : 550㎡ (타원형, 블록)

◦위치 : 일조조건은 좋으나, 학교내 한정된 녹지

공간에서 다양한 생물의 서식활동에는 한계가

있음. 주변지역녹지와 단절된 상태로 한정된

교내 녹지공간으로는 한계가 있음

◦유입수 : 상류 지표수가 침투되어 흘러 들어오

는 침출수(자연수) 이용

◦관찰시설/동선 : 별도의 관찰시설은 없고, 학

교숲과 연못의 사이를 블록 포장하여 생물 및

동물의 접근를 방해하고 있음

◦식생 : 연못을 밀폐된 보강토옹벽으로 쌓아 어

류 및 양서류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

음. 2개 우점종 확산방지기법을 활용한 관리

가 요구

청안초

◦연못 면적/조성 형태 : 90㎡ (타원형)

◦위치 : 운동장 서북향 진입로 교문좌측 화단부

에 조성. 일조조건은 좋으나, 인근 주변녹지가

없고 교내 화단녹지만 있어 다양한 식생물의

서식에는 한계가 있음. 연못이 작아 동․식물의

서식환경 조성 및 접근에 한계

◦유입수 : 지하수로 직수 공급시 어류 및 식생

물 서식에 지장을 줄 수 있음

◦관찰시설/동선 : 별도의 관찰시설은 없음

◦식생 : 우종화 확산방지를 위해 포트식재 활용.

수변 자연석 놓기와 작은 식물섬을 조성하여

어류 및 곤충류의 서식처 제공

청원고

◦연못 면적/ 조성 형태 : 24,000㎡ (부정형)

◦위치 : 동북쪽에 산야와 연접하고 있어 다양한

식생물이 서식하고 있음. 자연적으로 조성된

습지 생태연못에 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학교용지가 접해 있음

◦유입수 : 상류로부터 자연수가 유입됨

◦관찰시설/동선 : 데크형 관찰시설과 관찰로를

한쪽에 설치하여 사람이 서식지에 근접 못하

도록 조성하여, 동.식물의 서식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됨.

◦식생 : 습지형 생태연못으로 각종 곤충류, 어

류, 양서류, 동식물의 활발한 생태활동에는 좋

으나, 여름철 모기, 날파리 등의 해충류가 발

생하여 학습활동에 지장을 줌

표6. 학교 생태연못 조사 결과 종합(1) : 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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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생태연못 주변환경 주요 내용 생태연못 사진

서현초

◦연못 면적/조성형태 : 140㎡ (부정형)

◦위치 : 도시 학교로 교지 뒷편 동북쪽 모서리에

에 조성되어 있어 체육활동에 지장은 없고, 일

조조건은 보통이며 주변녹지와 연계성이 없고,

교내 화단녹지만 있어 다양한 식생물 서식에는

한계가 있음

◦유입수 : 지하수로 수원공급

◦관찰시설/동선 : 데크형 관찰시설이 있고, 교사

동 뒷면 화단에 설치하여 관찰동선의 형태는 있

으나 활용성이 낮음.

◦식생 : 소규모 생태연못으로 조성되어 식생물과

곤충, 어류가 서식할 수 없는 생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곤충류와 식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연못의 환경개선이 요구됨.

국원초

◦연못 면적/조성 형태 : 30㎡ (반원 타원형)

◦위치 : 도시 학교로 현관 중앙부 작은 화단에 조

성. 너무 작고 주변이 포장면과 교사동으로 둘

러싸여 있어, 어류 및 곤충류의 서식에 불리. 위

치도 부적합하고, 생태연못의 기능보다 단지 미

관용 수경시설로 판단됨. 학교 인근 100m이내

에 산이 있어 향후 이와 연계된 생태연못 조성

필요

◦유입수 : 지하수로 수원공급

◦관찰시설/동선 : 별도의 관찰시설은 없음

◦식생 : 수변부 호안을 찰쌓기하여 어류 및 곤충

류 서식에 불리하며, 연못 바닥도 식생물이 서

식하기에는 부적합한 구조임

청주중

◦연못 면적/조성형태 : 300㎡ (부정형)

◦위치 : 교지 동남쪽 모서리 출입로 동편 우측의

작은 화단녹지와 연계되어 조성된 생태연못으로

생태체험과 휴식공간 제공

◦유입수 : 지하수로 수원공급

◦관찰시설/동선 :

◦ : 학교 진입교문 좌우측의 화단녹지축을 이용하

여 생태연못 조성. 사람이 식생물 서식지에 근

접 못하도록 데크형 관찰시설과 중도를 설치하

고 관찰동선을 조성함. 연못과 근접된 녹지화단

축이 진입로에 의하여 차단되어 동물의 접근성

에 한계

◦식생 : 도시형 소규모 생태연못으로, 식생물과

곤충,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

청주

여고

◦연못 면적/조성형태 : 700㎡ (부정형)

◦위치 : 동쪽 도로변을 따라 도로변 소공원과 기

존 소규모 연못을 개보수하여 길게 조성. 다양

한 식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음.

◦관찰시설/동선 : 데크형 관찰시설과 관찰동선을

연못 및 중도를 따라 조성해 놓아 식생물 서식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수목과 덤풀숲을

조성해 곤충류 및 동물의 유인 고려

◦식생/유입수 : 빗물을 저류지에 저장하여 주로

사용하고 지하수를 보조수원으로 함. 상류에서

하류로 모터를 이용하여 중도를 따라 강제로 흘

러 보내 유지관리 비용발생. 수생식물과 곤충,

어류 및 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생태환경 고려

청주

농고

◦연못 면적/조성형태 : 400㎡ (부정형)

◦위치 : 도심지 학교로 학생 수영장 옆의 기 조성

된 연못과 연결하여 다양한 식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조성됨. 학교내 녹지면적이 넓어 생태연

못의 활성화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

◦관찰시설/동선 : 데크형 관찰시설이 있으며 생태

동선과 관찰동선을 연못 및 중도를 따라 조성해

놓아 식생물 서식활동에 좋은 환경임.

◦식생/유입수 : 자연용출수를 이용하므로 유지관

리가 용이하며,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분수시설,

중도, 정화식물식재 등 물 순환체계를 현장에

적합하게 시설하여 다양한 식생물 서식처 제공.

생태연못과 접한 녹지면적이 넓어 유지관리 비

용 발생

표7. 학교 생태연못 조사 결과 종합(2) :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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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2. 학교 생태연못 실태조사

1) 학교별 연못 조성 위치

학교 생태연못의 조성위치에 관하여 다음 표8의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 표9

와 같다.

평가기준 등급 점수 분석기준

공간구획
에 따라
조성위치
의 적절성

우수 5
전이-완충-핵심지역-완충-전이지역
등으로 주변이 조성되었을 경우

보통 3
한쪽 면이라도 전이-완충-핵심지역으
로 조성된 경우

미흡 1 공간구획의 조성이 미흡한 경우

바람과
일조량
영향

우수 5
바람의 영향이 적고 주변에 그늘이 지는
활엽수나 건물 등 지장물이 없는 경우

보통 3 바람과 그늘 중 1가지 조건이 부합될 경우

미흡 1 위 2가지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체육활동
에 지장을
주는정도

우수 5 체육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는 위치

보통 3
운동장에 있으나 체육활동에는 큰 문
제가 없음

미흡 1
운동장에 있으며 체육활동에 지장이
있는 위치

근처에
오염원
접근성

우수 5 주유소 등 오염원과 전혀 영향이 없는 곳

보통 3 오염원의 유출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

미흡 1 오염원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는 곳

녹지와
근접성

우수 5
연못위치가 산야녹지가 근접하여 동물
들의 유인과 이동이 자유로운 위치

보통 3
산야녹지의 이격거리가 100m 이내로
농경지가 연결되어 있는 위치

미흡 1
산야녹지의 이격거리가 100m 이상이
고 연못과 단절되어 있어 연계성이 없
는 위치

생태
체험학습
의 접근
활용성

우수 5 체험학습에 가깝고 접근이 용이한 곳

보통 3 체험학습 또는 접근성이 보통인 곳

미흡 1
너무 외진 곳으로 학습활동에 지장이
있고, 접근이 어려운 곳

표8. 연못조성 위치의 평가기준

물 공급은 산이나 계곡에서 흘러 들어오는 자연수

를 이용하는 연못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못의 위치는 대부분 운동장의 끝자락이나 교사

동 주변이어서 옥외체육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조량은 모든 연못이 충분한 햇빛을 받을 수 있

는 위치에 조성되어 있었고, 생태연못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오염원은 없었다.

녹지의 접근성에서는 농촌지역인 회인초교와 도안

초교, 그리고 청원고교가 산림과 인접되어 녹지인접

성이 가장 좋았으며, 청주농고는 도심지에 있지만

전체 부지면적(52,547㎡)중 녹지공간이 20,000㎡로

교내 생태환경 조성의 매우 우수한 조건을 갖고 있

었다.

학생들의 자연생태체험 접근성은 대부분 양호한

편이었으나, 국원초교인 경우 생태연못이기 보다는

미관적인 수경시설에 가까워 자연생태학습장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 연못위치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점수의 차이는 0.4점으로 별반차이가 없게 나타

났다. (다음 표9 참조)

구
분

학교명

조성
위치
적절
성

체육
활동
지장
여부

일조
조건

오
염
원

녹지
근접
성

체험
학습
접근
성

평균

농
촌

회인초 5 5 5 5 5 5 5

도안초 1 5 5 5 5 5 4.3

증평초 3 5 5 5 3 5 4.3

청안초 1 5 5 5 1 5 3.7

청원고 3 5 5 5 3 5 4.3

평균 2.6 5 5 5 3.4 5 4.3

도
시

서현초 1 5 5 5 1 5 3.7

국원초 1 5 5 5 1 1 3.0

청주중 1 5 5 5 3 5 4.0

청주여고 3 5 5 5 3 5 4.3

청주농고 5 5 5 5 3 5 4.7

평균 2.2 5 5 5 2.2 4.2 3.9

표9. 연못 조성 위치 적절성 평가에 관한 평가점수

2) 인접녹지환경 특성

다음 표10의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11과 같다.

평가기준 척도 점수 분석기준

연못에
직접 접한
녹지면적

우수 5
연못 조성면적 (수면적)과 연접 녹지
면적의 대비율이 1 : 10 이상인 경우

보통 3
연못 조성면적 (수면적)과 연접 녹지면
적의 대비율이 1 : 4∼9 이내인 경우

미흡 1
연못 조성면적 (수면적)과 연접 녹지
면적의 대비율이 1 : 3 이내인 경우

연못에
근접 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지면적

우수 5
영향 녹지면적이 50만㎡이상이며, 산
야녹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

보통 3
영향 녹지면적이 1만∼40만㎡이며,
산야녹지와 이격거리가 100∼500m
이내에 있는 경우

미흡 1
영향 녹지면적이 1만㎡ 미만이며, 산
야녹지와 직접 연결이 단절된 경우

표10. 녹지의 평가기준

 연못면적은 농촌학교가 더 넓었으며, 연못과 접해

있는 녹지면적은 농촌지역에 있는 증평초와 청원고

가 가장 많았고,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청주중, 청주

여고, 청주농고가 넓었다. 

학교 생태연못에 생태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접녹지

면적과 접근거리를 조사해 본 결과 농촌지역인 회인

초, 도안초, 청원고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는 국원초교

가 주변녹지와 연접하고 있었다. 녹지 접근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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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회인초교외 3개교가 100m이내에 근접되어 있었

다.

다음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생태연못과

인접녹지와의 거리는 농촌이나 소도시 모두 우수한

편이었다.

구분 학교명 인접녹지면적 인접녹지거리 평균

농촌

회인초 5 5 5.0

도안초 5 5 5.0

증평초 3 3 3.0

청안초 1 1 1.0

청원고 5 5 5.0

평균 3.8 3.8 3.8

도시　

서현초 5 1 3.0

국원초 5 1 3.0

청주중 5 5 5.0

청주여고 5 3 4.0

청주농고 5 5 5.0

평균 5 3 4

표11. 인접녹지와의 거리에 관한 평가점수

3) 물 공급

다음 표12의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13과 같다.

물 공급시스템의 차이는 현격한 차이(1.2점)를 보

이고 있다. 농촌지역의 학교 생태연못이 자연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 도시지역 학교 생태연못에

서는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평가 기준 등급 점수 분석 기준

연못에
공급하는
유입수의
종류

우수 5
자연수 : 자연 지하수, 용출수,
하천수, 계곡수, 빗물이용

보통 3
지하수 개발하여 수중모터로 물
공급

미흡 1 상수도에 의한 공급

향후 공급
수 개선
여건

우수 5
현재 자연수 유입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연못

보통 3
빗물 저류조, 오수처리수 , 지하
수 유입이 가능한 연못

미흡 1 상수도에 의한 공급

표12. 물 공급의 평가기준

물 공급에서는 자연수를 이용하는 학교를 제외하

고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자연수와 빗

물 및 중수도에 의한 보충수원 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분 학교명
현

유입수
향후 개선
가능성

평균

농
촌

회인초 5 5 5.0

도안초 1 5 3.0

증평초 5 5 5.0

청안초 1 3 2.0

청원고 5 5 5.0

평균 3.4 4.6 4

도
시

서현초 1 3 2.0

국원초 1 3 2.0

청주중 1 3 2.0

청주여고 3 3 3.0

청주농고 5 5 5.0

평균 2.2 3.4 2.8

표13. 물 공급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4) 연못의 형태와 조성재료

다음 표14의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15와 같다.

평가 기준 등급 점수 분석 기준

연못의 형태

우수 5 연못의 형태가 부정형

보통 3 부정형과 정형의 혼합형

미흡 1 정형

연못의 바닥

우수 5 자연토사+모래+자갈

보통 3 방수시트+벤토나이트+논흙

미흡 1 콘크리트

연못의
호안재료

우수 5
자연석, 조경석+자연토사+모
래+자갈

보통 3 깬돌 메쌓기

미흡 1
찰쌓기, 콘크리트 호안, 보강
토옹벽

표14. 연못의 형태와 조성재료에 대한 평가기준

조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부정형

과 타원형, 그리고 반달형으로 생물의 서식에 별 영

향이 없는 형태로 조성되었다.

연못조성재료중 바닥재는 콘크리트로 방수 처리

(청안초)하거나, 운동장 화단을 이용하여 소규모 연

못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못바닥을 비닐막과 부직포를 사용하여 방수 처

리한 학교로는 청주중, 청주여고, 청주농고로 기존연

못을 개보수, 또는 확장한 곳이다.

호안(湖岸)부 수생식물 서식에 무난한 자연토사와

자연석 및 조경석쌓기로 조성되어 있으나, 증평초에

서는 보광토 옹벽쌓기로 되어 있어, 옹벽과 옹벽사

이에 틈새가 없어 수생식물 서식에 부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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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초에서는 콘크리트로 경사 처리되어 있어 수생

식물이 서식할 수 없고, 미끄러워 안전사고에 위험

성도 있었다.

다음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과 도시지

역간 학교 생태연못의 형태나 연못의 호안재료에서

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연못바닥재에서는 큰 차이

(3.2점)가 있었다.

구분 학교명 연못형태 연못바닥
연못의
호안재

평균

농촌

회인초 3 5 3 3.7

도안초 3 5 3 3.7

증평초 3 5 1 3.0

청안초 3 1 3 2.3

청원고 5 5 3 4.3

평균 3.4 4.2 2.6 3.4

도시

서현초 5 1 1 2.3

국원초 3 1 3 2.3

청주중 5 1 3 3.0

청주여고 5 1 3 3.0

청주농고 5 1 3 3.0

평균 4.6 1 2.6 2.7

표15. 연못의 형태와 조성재료에 관한 평가점수

5) 목표 생물종과 관찰동선

다음 표16의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17과 같다.

평가기준 등급 점수 분 석 기 준

생물종
서식수

우수 5 곤충류, 어류, 양서류, 동물류 서식

보통 3 곤충류, 어류, 양서류 서식

미흡 1 곤충류, 어류 서식

관찰시설,
동선 및
생태동선
유무

우수 5
관찰시설+관찰동선+생태동선 3개
시설 이상

보통 3 관찰시설 또는 관찰동선 2개 시설

미흡 1
관찰시설 또는 관찰동선 1개 시설
이내

표16. 목표생물종과 관찰시설 및 동선 평가기준

구분 학교명 생물서식종 관찰 및 동선 평균

농촌

회인초 5 1 3.0

도안초 1 3 2.0

증평초 1 1 1.0

청안초 1 1 1.0

청원고 5 5 5.0

평균 2.6 2.2 2.4

도시

서현초 1 1 1.0

국원초 1 1 1.0

청주중 1 1 1.0

청주여고 1 1 1.0

청주농고 1 5 3.0

평균 1 1.8 1.4

표17. 목표 생물종과 관찰시설 및 동선에

관한 평가점수

산과 접해있는 회인초교와 청원고교 생태연못에

가끔 원앙새와 고라니가 목을 축이려 찾아온다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 생태연못에는 여건상 이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태였다.

증평초교는 수변호안이 보강토옹벽으로 틈새가 없

다보니, 곤충과 어류 등이 서식할 수 없는 상태이고,

연못 주변에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관찰동선을 해

놓아 각종 생물종이 이동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국원초도 포장이 되어있는 학교건물 중앙에 조성

함으로 생태연못 역할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현초

또한 생물의 서식환경에 열학하고 연못주변에 활엽

수를 식재하여 낙엽으로 인한 연못의 수질오염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관찰시설이나 관찰동선은 청주중, 청주여고, 청주

농고, 청원고에 조성되어 있으며, 생물종의 이동과

서식에 필요한 생태동선은 청주농고와 청원고 2개교

뿐 이었다.

상기 표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 학교 생

태연못이 도시지역보다 생물 서식종이 비교적 다양

한 것으로 나타났다.

6) 공간구성 및 식물 식재

다음 표18의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19와 같다.



韓國敎育環境硏究院學術誌 第11卷 第1號 2012.04.  19

평가기준 등급 점수 분 석 기 준

생태적
연결을
위한
공간구성

우수 5 물, 수변, 습윤지, 건조지, 숲

보통 3 물과 2가지 이내

미흡 1 물과 1가지 이내

식물의
식재기법

우수 5
통나무박기, 포트, 식물섬,
그물망, 방지선 등

보통 3 2가지 이내 활용

미흡 1 1가지 이내 활용

표18. 공간구성 및 식물식재에 관한 평가기준

구분 학교명 공간구성
식물의
식재기법

평균

농촌

회인초 5 5 5.0

도안초 5 5 5.0

증평초 3 1 2.0

청안초 3 5 4.0

청원고 5 5 5.0

평균 4.2 4.2 4.2

도시
　

서현초 1 5 3.0

국원초 1 1 1.0

청주중 5 1 3.0

청주여고 5 5 5.0

청주농고 5 5 5.0

평균 3.4 3.4 3.4

표19. 공간구성 및 식물식재 기법에 관한 평가점수

생태연못조성에 있어 공간적 구성은 물-수변-습

윤지-건조지-동산과 숲 등으로 생태적 연결성이 확

보되도록 구성하여 자연 생태지역에서의 일반적인

공간구성을 재현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생물종

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내 한정된 구역에서 소규모 생태연못을 조성

함에 있어 습윤지 면적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문제다. 또한 증평초, 청안초 서현초, 국원초

는 공간적 구성에서 습윤지와 숲이 없는 것으로 조

사 됐다. 이는 임야가 원거리에 있거나, 교내 생태연

못에 영향을 주는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식물의 식재기법 조사에서는 생태연못에서 우점종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부실로 수생식물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철저한 우점종의 확

산방지를 위한 식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

태연못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수목식재 및 다공질 제공기법

다음 표20의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21과 같다.

전문적인 식재기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생태

환경 조성보다는 미관을 중요시 하다 보니 생태연못

의 조성 목적과는 달리 반이상이 계절다층식재가 되

어 있지 않다. 그러나 청주중, 청주여고, 청주농고,

청원고 연못은 계절다층식재로 조성되어 있다.

회인초, 청주중, 청주농고, 청원고에서는 일부분이

곤충류 다공질 기법에 의하여 조성되어, 돌무더기는

먹이식물과 서식공간에 다양한 곤충들의 산란장소와

월동장소로 이용되고, 다양한 모양의 통나무와 고목

을 활용하여 곤충류의 서식처 및 피난처, 월동장소

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과 소도시

지역간 학교 생태연못의 수목식재 및 다공질 제공기

법의 활용성에 다소 차이(0.8점)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평가기준 등급 점수 분 석 기 준

수목의
식재기법

우수 5 계절다층, 덤풀숲, 관목, 교목, 숲

보통 3 2가지 이내 조성할 경우

미흡 1 1가지 이내 조성할 경우

곤충류
서식을
위한
다공질
제공기법

우수 5
돌무덤, 통나무쌓기, 고목배치,
나뭇가지더미, 낙엽부토

보통 3 2가지 이내 조성할 경우

미흡 1 1가지 이내 조성할 경우

표20. 수목식재 및 다공질 제공기법의 평가기준

구분 학교명
수목의
식재기법

다공질
제공기법

평균

농촌

회인초 5 3 4.0

도안초 5 1 3.0

증평초 3 1 2.0

청안초 5 1 3.0

청원고 5 5 5.0

평균 4.6 2.2 3.4

도시

서현초 3 1 2.0

국원초 1 1 1.0

청주중 5 1 3.0

청주여고 5 1 3.0

청주농고 5 3 4.0

평균 3.8 1.4 2.6

표21. 수목식재 및 다공질 제공기법에 관한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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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류, 양서류 서식처 및 조류 서식 유도시설

다음 표22의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23과 같다.

평가기준 등급 점수 분석 기준

어류,
양서류
서식처
조성

우
수

5
수초, 돌틈, 모래, 자갈, 진흙,
어소, 인공은신처 등

보
통

3 3가지 이내 조성

미
흡

1 2가지 이내 조성

조류서식
및

유도시설
조성

우
수

5
풀밭,덩쿨,수목,모래,자갈,고목,중도,

횃대,식물섬 등

보
통

3 3가지 이내 조성

미
흡

1 2가지 이내 조성

표22. 어류 서식처 및 조류서식 유도시설관련 평가기준

구분 학교명
수목의
식재기법

다공질
제공기법

평균

농촌
　
　

회인초 3 3 3.0

도안초 3 1 2.0

증평초 1 1 1.0

청안초 3 1 2.0

청원고 3 5 4.0

평균 2.6 2.2 2.4

도시
　

서현초 1 1 1.0

국원초 3 1 2.0

청주중 3 5 4.0

청주여고 3 3 3.0

청주농고 4 5 4.5

평균 2.8 3 2.9

표23. 어류, 양서류 서식처 및 조류 서식

유도시설 에 관한 평가결과

조사결과 대체적으로 어류의 서식처는 잘 조성되

어 있으나 물고기가 휴식을 취하면서 산란을 한다거

나 여름철 물의 온도 급상승과 겨울철에 급강하로

어류가 동사하는 등,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 곳이 청주농고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청원고 연못은 수심이 깊고 넓은 면적에 담수를

가지고 있어 어류 서식처 제공에는 문제가 없다.

학교 생태연못은 대부분 수심이 낮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자연생태환경을 저해되는 울타리가

둘러쳐 있다. 적절한 수심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

양한 어류와 양서류의 서식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다.

청주농고 어소는 쌍십자선형 유공관으로 된 콘크

리트 흄관을 연못바닥 수심 1.5m에 매설하였으나,

수심이 최고 0,7m가 넘지 않도록 하여 안전사고방

지와 어류의 활발한 서식활동이 가능하도록 잘 조성

되었다.

조사결과 청주중, 청주여고, 청주농고, 청원고가

대체적으로 조류 서식 유도시설이 조성되어 있지만,

비교적 넓은 서식처를 요구하는 조류의 습성상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주변의 공원녹지나

하천녹지축과 연계하여 연못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 학교와 도시지역 학교생태연못간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9) 이용자 안전관리

다음 표24의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25와 같다.

평가기준 등급 점수 분 석 기 준

학교
생태연못
의 수심

우수 5 평균 수심이 0.7m 이내

보통 3 평균 수심이 0.7∼1,0m 이내

미흡 1 평균 수심이 1.0m 이상

물순환체
계(전기사
용)

우수 5 자연 순환체계

보통 3 자연순환 + 전기시설 사용

미흡 1
전기시설 사용

(수중모터, 분수, 가압시설 등)

안전시설

우수 5
위험안내판, 안전대, 안전망,

안전휀스 등

보통 3 1가지 이내 설치

미흡 1 설치 없음

표24.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안전사고 방지에 중점을 두어 연못의 평균수심이

0.3∼0.8m로 비교적 수심이 낮은 편이어서, 어류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심을 적절히 조절하고,

어류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지하 은신처 및 산

란장소인 어소를 설치해 주어야겠다.

물 순환체계로 자연수를 이용하는 회인초, 증평초,

청주농고, 청원고는 자연수를 이용하여 유입유출 되

므로 안전상 이상이 없었으나, 전기를 이용하여 급

수하는 지하수와 분수, 수차 등을 가동하고 있어 각

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었다. 비교적 수심이 깊은

학교에서는 안전휀스, 안전대와 안전경고판을 설치

하고 있어 안전을 위한 고려는 하고 있으나 접근성

을 지극히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농촌지역과 소도시지역 학교간 이용자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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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전반에서의 차이는 적은 편이었으나, 물순환시

스템의 현격한 차이(1.6점)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
분

학교명
연못의
수심

물순환
체계

안전시
설물

평균

농
촌

회인초 3 5 3 3.7

도안초 5 1 3 3.0

증평초 3 5 3 3.7

청안초 5 1 5 3.7

청원고 1 5 5 3.7

평균 3.4 3.4 3.8 3.6

도
시

서현초 5 1 1 2.3

국원초 5 1 3 3.0

청주중 5 1 5 3.7

청주여고 5 1 1 2.3

청주농고 3 5 5 4.3

평균 4.6 1.8 3 3.1

표25.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평가점수

*물순환체계 : 자연체계, 펌프시설, 다공체 통과, 낙차시설, 보조

수원, 보조물탱크 등

IV. 소도시와 농촌지역 학교 연못의 비교

IV-1. 평가기준별 비교

다음 표26은 농촌지역과 소도시지역 학교 생태연

못간 비교를 종합한 결과로 다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식지 및 서식유도시설 항목을 제외하고

는 모든 항목에서 농촌지역 학교 생태연못의 평가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 도시와 농촌소재 학교간 평가점수 비교

첫째, 연못 조성 위치 평가에서는 농촌지역과 소

도시지역간 점수 차이는 0.4점으로 별 차이가 없었

으며 대부분 우수한 편이었다.

둘째, 인접녹지환경 특성은 농촌지역과 소도시지

역간 0.2점차이로 별차이가 없고 우수한 편이었다.

셋째, 물 공급체계는 농촌지역과 소도시지역 학교

연못간 점수차가 1.2점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넷째, 연못의 형태와 조성재료는 보통수준은 되지

만 농촌지역과 소도시지역간 점수차이가 0.7점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목표 생물종과 관찰동선에서는 농촌지역

과 소도시지역 학교간 점수차가 1점으로 뚜렷한 차

이를 보인다. 농촌지역이나 소도시지역이나 공히 보

통보나는 낮은 수준이다.

여섯째, 공간구성 및 식물 식재는 보통수준이상이

나 농촌지역과 소도시지역 학교간 점수차가 0.8점

차이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일곱째, 수목식재 및 다공질 제공기법은 보통수준

은 되나 농촌지역과 소도시지역 학교간 점수차가

0.8점 차이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여덟째, 어류, 양서류 서식처 및 조류 서식 유도시

설 보통수준이하로 농촌지역과 소도시지역 학교간

점수차가 0.5점 차이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아홉째, 이용자 안전관리는 보통이상의 수준으로

농촌지역과 소도시지역 학교간 점수차가 0.5점 차이

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구

분
학교명

연못

조성

위치

인접

녹지

와의

거리

물

공

급

연못의

형태와

조성재

료

목표생

물종과

관찰시

설/동

선

공간

구성

및

식물

식재

수목식

재 및

다공질

기법

서식지

및

서식유

도시설

이용

자안

전관

리

평균

농
촌

회인초 5 5 5 3.7 3 5 4 3 3.7 4.2

도안초 4.3 5 3 3.7 2 5 3 2 3 3.4

증평초 4.3 3 5 3 1 2 2 1 3.7 2.8

청안초 3.7 1 2 2.3 1 4 3 2 3.7 2.5

청원고 4.3 5 5 4.3 5 5 5 4 3.7 4.6

평균 4.3 3.8 4 3.4 2.4 4.2 3.4 2.4 3.6 3.5

도
시

서현초 3.7 3 2 2.3 1 3 2 1 2.3 2.3

국원초 3 3 2 2.3 1 1 1 2 3 2.0

청주중 4 5 2 3 1 3 3 4 3.7 3.2

청주여고 4.3 4 3 3 1 5 3 3 2.3 3.2

청주농고 4.7 5 5 3 3 5 4 4.5 4.3 4.3

평균 3.9 4 2.8 2.7 1.4 3.4 2.6 2.9 3.1 3.0

표26. 학교별 종합 평가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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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2. 학교 생태연못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생태연못 평가점수 종합

결과 점수 차이(0.5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

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표생물종의 조성에는 두드러진 차이(1.0점)를 보였

다.

학교별 생태연못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 표27

과 같이 문제점을 종합 요약할 수 있다.

구분 학교명

조성

위치

의

부적

절성

생태

영향

녹지

부족

인위

적

물공

급

연못

형태

부적

절

조성

재료

의

부정

적

목표

생물

종

조성

미흡

관찰

시설

의

부적

정

공간

구성

및식

물식

재

다공

질

제공

미흡

어류

서식

처제

공미

흡

안전

시설

미흡

농

촌

회인초 ● ●

도안초 ● ● ●

증평초 ● ● ● ● ● ● ● ●

청안초 ● ● ● ● ● ● ● ●

청원고

도

시

서현초 ● ● ● ● ● ● ● ●

국원초 ● ● ● ● ● ● ● ● ● ● ●

청주중 ● ●

청여고 ● ● ● ● ●

청농고 ●

표27. 학교 생태연못의 문제점 종합

첫째, 가장 큰 문제점은 목표생물종 조성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다공질 제공과 어류서식처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인위적 물 공급체계 개선과 관찰시설의 부

적정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개선방향

지속 가능한 비오톱 기능의 생태연못을 공간적 제

약을 받고 있는 학교용지에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위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

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이 학교 생태연못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변녹지와의 연계성은 도농간에 차이가 있

는바, 생태 네트워크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

다.

둘째, 지하수를 이용하는 등 물의 공급에 문제가

있어 자연수나 우수를 이용하는 기법 도입이 필요하

고,

셋째, 연못의 크기와 재료 및 구조에는 문제가 많

아 이의 개선 보완이 필요하며,

넷째, 목표생물종 조성에는 대부분 미흡하여 다양

한 생물종의 서식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이

다.

다섯째, 생태연못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의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

겠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이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농촌지역

과 소도시지역 학교 생태연못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

하여 그 차이점은 파악하고, 학교 생태연못 계획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는 농촌지역과 소도시 지역으로 연

구범위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향후 대규모 광역도시

나 신도시지역과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규모별

학교 생태연못의 특성 차이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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