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special issue
교육시설의 미래지향  경쟁력 제고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0권 제5호 통권 제96호 2013년 9월 21

현재의 사례에서 보는 미래 학습환경 이미지
Image of the Future Learning Environment from the School's Practices

류  호  섭 / 동의  건축학과 교수
Rieu, Ho-Seoup / Professor, Dept, of Architecture. Dongeui University

hsrieu@deu.ac.kr

1. 들어가는 

미래 지향  교육환경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면 

모순된 표 인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으며, 구라도 경험한 학교건축과는 다른 다양한 

외 , 새로운 공간구성을 하고 있는 특이한 학교들을 볼 

수 있다. 그 에는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나 건축의 발

에 참고가 될 좋은 사례의 학교들도 있다. 그 학교들 에

는 새로운 공간과 구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의 운 을 하고 있는 학교들과 공간과 구성은 새롭지만 

종래의 일제수업 주로 운 하는 학교들도 있다. 필자는 

자의 학교들에서 우리나라의 학습환경의 미래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이 바 면 건축(환경)이 바 다는 표 과 건축(환

경)이 바 면 생활이 바 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아주 일

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학교건축을 바꾸어도 교육은 여간

해서 바 지 않는다. 미래 지향 인 교육환경이려면 사용

자들의 인식이 미래지향 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고등학교 교사들을 상으로 실시된 연구(이경

희, 홍경선, 유화연, 2012)에서 교사들은 미래 교육시설을 

해서는 교수활동지원 역에서 ‘자기 주도  학습활동’, 

공간구성 역에서는 ‘학교생활의 안 성  보안성’, 정보

화지원 역에서는 학교 내 유무선 인터넷 환경이 필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교사들의 변화와 이

를 통한 장의 변화에 기 감을 가지게 한다.

본 원고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미래학교를 한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필자의 이지만, 여러나라의 미래 

지향 인 학교의 사례에 한 설명과 우리나라의 교육환

경의 미래 이미지를 그리기 해 개선하여야 할 황과 

문제 들에 하여 언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 각 국의 미래학교 로젝트 추진 동향

이 장에서는 우선 미국·일본· 국 등의 미래학교를 한 

정책이나 방향에 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이 원고에서의 

일본·핀란드· 국·미국 등에 한 내용  많은 부분은 

2011년 작성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계보경 박사의 ‘미래를 

한 비, 각국의 미래학교 로젝트 추진 동향’에서 발

췌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2.1 한국의 동향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의 미래학교1)에 의하면, 우리나

라는 Future School 2030 로젝트에서 1단계인 2010년에 

유비쿼터스 기반의 미래 학교 로그램  인 라 모델을 

개발하고, 재는 2단계의 미래학교모델을 가시화할 수 있

는 거 형 모델학교 설립·운 의 시기에 해당한다. 실제로 

2012년 세종시에 참샘 등학교2)를 설립하여 운 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3-2015년에 시도별 거  학교를 확 할 

계획으로 있다.

 3단계로는 미래학교의 진  확산을 목표로 미래학교 

만들기 캠페인 등의 개를 통한  국민의 인식 확산을 

1) http://future.keris.or.kr/

2) 참샘 등학교는 정보화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을 할 수 있는 환

경과 교실이외의 여러 코 를 갖추고 있다는 면에서는 미래학

교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의 활용의 측면과 건물 앙에서는 

면과 후면이 모두 막  있어 쾌 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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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려는 계획이다. 이를 해 일반 학교의 진 인 미

래형 학교 체재로 환  신규 설립을 한 지자체, 민간 

등의 인센티 를 제공하려 계획하고 있다.

미래학교의 설계방향으로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학교 곳

곳에 통합되어 있어 자유로운 력, 개별, 체험학습을 지

원해주는 스마트 학교(smart school), 출입자의 인식  

학교보안강화를 한 첨단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된 안

한 학교(safe school), 독창 이고 통합 으로 사고하고 

학생 주도 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창조해내는 체험형 학

습환경의 즐거운 학교(fun school), 학교 안 의 문자원

을 연계한 로벌 학습과 특화된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동

으로 활용하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교육과정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로벌/지역사회와 연계학교(connected school), 

자연 채 과 신재생 에 지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학습

환경의 생태지향  학교(eco-friendly)의 5가지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 

2.2 일본의 동향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2000년에 “어린이들의 미래를 개

척하는 학교시설의 정비에 하여”를 보면 ①새로운 교육

과정에 응한 학교 건축, ②지역에 열린 학교건축, ③복

합화에 응한 학교건축, ④환경을 고려한 학교건축(에코 

스쿨), ⑤지역의 특색을 살린 학교건축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한편 2009년 총무성이 발표한 하라구치 비 에서 언

한 퓨처스쿨의 모습은 모든 학생과 학  담임에게 타블렛 

PC 배포, 교실 체에 인터랙티  화이트보드(IWB) 배치, 

교내외에서 통신할 수 있는 무선 LAN환경을 구축하는 것

이다. 한, 학교 포털 사이트와 무선 소형 단말 등을 활용

하여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활용한 동교육의 랫폼3)을 구축함으로써 효율

인 네트워크 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일본의 국립교육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여 2013년 

3월 발표된 “미래의 학교만들기에 한 조사연구”에서 언

한 미래지향의 학교건축으로서는 ① 보다 더 다양한 학습공

간을 가진 학교건축 ②학습활동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ICT기반을 가진 학교건축 ③학생 수 감소시기에 합한 학

3) 동교육 랫폼이란 각 학교가 개별로 개설하고 있는 포털 사

이트나 자메일 시스템, 교무지원 시스템, 학교평가 시스템 등

을 통합하고, 디지털 교재(교과서)등의 공동 이용과 리, ICT 

기기의 조작을 돕고 장애시 문제 해결을 헬 데스크 등과 같은 

ICT 지원, 컴퓨터 바이러스 방 등과 같은 보안 책을 집

화 할 수 있게 해 놓은 공유 랫폼을 의미한다

교건축이라고 언 하고 있다. 

2.3 핀란드의 동향

InnoSchool은 핀란드의 표 인 미래학교 로젝트로 

로벌 마켓에 합한 미래학교 컨셉 개발의 구체화를 목

표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크게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

었다. 이 InnoSchool 로젝트에서는 미래학교 컨셉 구성

이라는 큰 주제 하에 InnoArch(미래의 학습공간 구성을 

아동과 함께 디자인하기), InnoEdu( 신  교수방법: 형식

 학습과 비형식  학습의 연 성과 가능성을 강조), 

InnoPlay(놀이와 같은 학습환경 구성:게임기반 학습, 물리

 움직임, 창의성, 지식의 공동  창출), InnoServe(교육

서비스의 신: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지원)의 

네 가지 연구 로젝트가 유기 이며 체계 으로 실시되

었다고 한다.

핀란드의 미래학교 로젝트인 InnoSchool은 ①비형식  

학습 공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간과 장소  공간에 구

애받지 않는 학습환경 구성 ②미래학교 공간 구성에서 ‘놀

이’의 측면 강조 ③학교의 수요자 즉, 학생  교사, 학교 

계자들을  미래학교 컨셉 구성 과정에 극 으로 참여 

시키는 등 그 근방법에서 타 국가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고 볼 수 있다. 

2.4 영국의 동향 

국정부는 낙후되어 있는 학교환경을 미래지향 인 학습 

환경으로 조성하기 한 ‘미래학교 구축 로젝트(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 추진하고 있다. 

미래학교 구축 로젝트의 실시를 한 선도학교로 래

드퍼드(Bradford), 리스톨(Bristol), 그리니치와 루이셤

(Greenwich and Lewisham), 셰필드(Sheffield) 지역이 선

정되어 2004년 2월부터 로젝트가 도입되었으며, 이들 시

범 지역에서의 시행을 바탕으로 6차례에 걸쳐 더 많은 지역

으로 로젝트가 확산된 바 있다. 

미래학교 설계에 있어 요한 요소로, 감을 불러일으키

고 신을 추구하는 학교, 학생과 지역 공동체를 한 학교, 

안 하고 배움을 장려하는 학교, 새로운 교육학  아이디어

를 용할 수 있는 학교, 확 와 변형이 쉬운 선형  구조, 

학습 공동체를 한 설계, 내부 마당과 야외 교실이 있는 

학교, 효율 인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학교, 지속가능성이 

있는 학교 등을 꼽고 있다. 

미래학교 건축 로젝트에서는 이러한 공통 인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각 학교 에 맞도록 세부 인 설계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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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등학교와 등학교의 설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까지 국 내 모든 학교를 재건축하거나 지속가능하

도록 새로 꾸 으로써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21세기 인 시

설에서 배우는 것을 보장하고자 하는 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단 학교, 주정부, 앙정부가 연계 으로 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며,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다양한 기술 , 환경

 디자인을 학교 건축에 활용하고 디자인 요소와 학습 성

과와의 연 성을 연구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2.5 미국의 동향

미국의 미래학교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심의 교육개  

보다는 마이크로소 트나 애 사와 같은 컴퓨터 련 

기업들이 주도하는 로젝트를 심으로 개되어 왔다. 

마이크로소 트사는 필라델피아시 교육청과의 력을 통

해 2006년 미래학교인 School of the Future(SOF)를 웨스

트 필라델피아에 개교하 다. SOF는 테크놀로지를 기반

으로 한 새로운 교수  학습 모델을 통해 고등학교 환경

을 본질 으로 재설계  재구조화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

다. SOF 로젝트는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활용뿐만 아니

라 마이크로소 트사에서 시도․검증된 비지니스 경   

인재채용 모델 등 소 트 테크놀러지를 미래학교 구성에 

극 으로 도입한 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건축 설계 측면에서는 SOF 학교 체에서 무선 인터넷

이 연결되며, 각 교실에는 비디오 화상통화와 디지털 스마

트 보드 등이 설치되어 교사와 학생은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에 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 되었다. 건물 

한 에 지 약과 친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재 단계에서 SOF 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논의하기

는 이르나 ①참여  학습 공동체 ②능력  교육과정이 주

도되는 환경 ③융통 이며 확장 인 학습 환경 ④다학문

 교육과정 통합 ⑤ 문성을 지닌 지도력 ⑥동기성, 융통

성, 력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등이 성공에 향을 미치

는 요소로 제시되었다.

미국의 애 사 한 미래학교 로젝트에 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 실제로 애 사가 1985년에 실시한 ACOT 

(Apple Computers of Tomorrow) 로젝트는 테크놀러지

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던 로젝트들의 시 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애 사는 21세기형 인재양성을 

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학교 로젝트로서 ACOT2(Apple 

Classrooms of Tomorrow-Today)를 발표하여 실행하고 있

다. ACOT2 로젝트는 미국 고등학교 교육의 심각성을 인

식하고 이를 개 하기 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림 1. Vittra School의 평면도

그림 2. Vittra School의 The Mountain 그림 3. Vittra School의 Islands

3. 미래 학습환경의 사례

앞서 살펴 본 각 국의 정책과는 별도로 학교건축  측

면에서의 새로운 학교건축의 개념을 반 한 사례를 소개

하기로 한다.

3.1 스웨덴에서 보는 사례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 설립된 교실 없는 학교로 유명

한 Vittra는 교실이란 공간 신 섬(island), 산(mountain), 

나무(tree), 동굴(cave), 마을(village), 스 홀(dance hall), 

크 하우스(chalk house), 개인 작업공간, 유선형의 가구

를 설치하 고, 학생들의 연령과 학년에 계없이 자신들

의 수 에 맞는 로젝트에 따라 공간을 결정할 수 있다

고 한다.4) 필자는 학 과 교실, 그리고 학년을 해체하고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수 에 응한 학습환경이라는 측

면에서, 우리나라의 학교의 가장 먼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

각한다. 이런 개념에서의 환경이란 Landscape란 단어가 

더 할 것 같다.([그림 1], [그림 2], [그림 3] 참조)

3.2 미국에서 보는 사례

미국에는 4개의 교실과 1개의 Activity area의 공간구성

을 가진 학교(Benjamin Franklin 등학교(시애틀 소재), 

4) Vittra Telefonplan, http://www.vittra.se/V%C3%A5raskolor/

stockholmsyd/telefonplan.aspx, Site accessed March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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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Unit of benjamin franklin 

elementary school

그림 5. Activity area in benjamin 

franklin elementary school

그림 6. Meadowdale middle school의 평면도

그림 7. Meadowdale middle 

school의 단 평면도

그림 8. Shared Area의 실내모습

그림 9. High Tech Middle School의 2층 평면도

그림 10. High Tech Middle 

School의 교과교실의 단 평면도

그림 11. 교사연구실에서 바라본 

교과교실 경

Rosa Parks 등학교(포틀랜드 소재)), 교실과 교실 사이 

정보검색실과 소규모 세미나실을 계획한 학교(Indian Trail 

등학교), 직사각형의 교실 형태를 벗어난 학교(Daffodil 

Valley 등학교), 오 스쿨형태의 넓은 다목 공간을 가진 

학교(Roy Lee Walker 등학교)등의 새로운 유형의 학교5)

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교실(classroom)

이라는 공간을 만들지 말고, 학교에 정보검색환경, 업학습

환경, 손으로 만드는 작업환경을 만들 필요성을 제기하고, 

학습스튜디오(Learning studio), 학습 장(Learning plaza), 

5) Michael J. Crosbie, Class Architecture, images Publishing, 

2001

홈베이스(Homebase)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라는 주장도 있

다.6)

[그림 6],[그림 7][그림 8]은 워싱톤주 시애틀 북쪽에 치

한 Meadowdale 학교의 2층의 부분 평면과 단 평면이다. 

이 평면구성은 최근의 미국 ·고등학교의 신축학교에서 자

주 볼 수 있는 것으로. 아카데미 방식의 운 을 한 평면

이다. 교과교실제의 평면구성에서 탈피하여 교과간의 융합

교육을 목 으로 구성된 방식을 아카데미 방식이라고 한다. 

즉 교과별로 공간 역을 형성하지 않고, 1개의 유니트 공

간에 어, 수학, 사회, 과학의 교실과 다목  공간(Shared 

Area), 학습지원실(Learning Support)을 마련하여 운 하고 

있다. 다목  공간에는 정보 검색이 가능한 컴퓨터와 그룹 

는 개별 수업을 할 수 있게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다. 이

른바 교과간(STEM7))의 업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공간구

성이다. 따라서 학교는 미술, 음악, 체육교과에 필요한 실 

이외에 이러한 유니트(1 유니트 당 120-150명정도의 학생)

의 반복 인 공간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담당 교과 교사는 

교실내부 혹은 커먼 룸(Common Room)에 치한다.

 [그림 9] [그림 10]은 샌디애고에 최근에 지어진 High 

6) Bob Pearlman, John Barell, Chris Dede and Douglas Fisher, 

21st Century Skills Rethinking How Students Learn Chapter 

6, Bloomington, indiana, Solution Tree, pp.117-147, 2010 

7) 미국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교과의 업학습을 한 연합

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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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오야마( 山) 등학교의 평면도( 학년)

그림 13. 오야마( 山) 등학교의 평면도(고학년)

그림 14. 아고(安居) 학교의 평면도

Tech 학교의 평면구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개의 교실 사이에 가동식 벽이 있어 필요에 따

라 2개 학 이 1개의 커다란 학습집단이 되어 학습할 수 있

고, 가운데의 작은 공간은 교사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다. 

3.3 일본에서 보는 사례

일본의 신축된 학교건축8)에서는 등학교는 학년별로 

다목  공간에 여러 코 를 설치한 학교(야시로가와(社川)

등학교, 하까다(博多) 등학교9), 오야마( 山) 등학교)

등이 이미 2000년 반부터 등장해 있다. 그리고 학년, 

학년, 고학년의 교실의 크기와 평면구성이 다르게 된 학

교(동경도 스기나미구립(彬並區立) 호우난(方南) 등학교, 

다마(多摩)제일 등학교)도 등장하고 있다. [그림 12] [ 

그림 13]은 동경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나가 야마(流山)시

에 있는 오야마( 山) 등학교의 평면인데, 학년과 학

년, 고학년의 평면구성이 다르다. 학년의 경우는 L자형

의 교실에 찰 , 좌식 학습코 , 학  용의 테라스를 

설치하고, 다목  공간에는 교사연구실과 작품 시코 , 

도서코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2층에 치하고 있

는 고학년의 경우는 사각형의 교실과 교실 사이에 세미나 

혹은 개별 학습에의 사용을 의도한 작은 공간과 발코니가 

해 있다. 그리고 다목  공간에는 교사코 와 1개 교실 

크기만큼의 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학년과 비교하여 보

면 학년은 교실을 확 하고 여러 코 를 설치하여 교실

내에서의 다양한 학습을 의도한 구성인데 반해 고학년은 

교실에서는 학 주의 수업이지만 다목  공간을 사용하

여 2개 학  혹은 한 학년의 티칭을 의도한 공간구성으

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학년 보다는 더 커다란 다목  공

간을 설치하 다.

한편 학교의 경우는 2000년 이후 교과교실센터방식의 

운 을 제로 한 평면구성을 한 학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동경의 시부야(渋谷)구에 있는 우에하라(上原) 학

교, 마 다(町田)시의 쯔루미가오까(鶴見丘) 학교, 가나

가와(新奈川)  사가미하라(相模原)시의 카리다스(カリタ

ス)여자 고등학교, 요코하마(橫浜)시의 쯔루미(鶴見) 학

부속 고등학교, 후꾸이(福井)  후꾸이(福井)시 시민(至

民) 학교10), 아고(安居) 학교, 마루오까미나미(丸岡南) 

8) 류호섭, 2000년 이후 일본 우수학교 시설 사례 소개, 한국교육

시설학회지, 제 18권 제6호, pp.40-51, 2011년 11월

9) 이 학교의 건축가인 구도우가즈미(工藤和美)교수는 이 학교의 

건축개념과 건축과정을 정리하여 “학교를 만들자”는 단행본으

로 출 하 다. 동의 학교 류호섭 교수가 번역 출 하 다.

10) 건축가 야나가와나나(柳川奈奈)씨외 4명이 이 학교의 건축과

학교 등이 그 사례의 학교들이다. 이 사례들 에서 가장 

최근에 신축된 후꾸이(福井)시 아고(安居) 학교의 평면

이 [그림 14]이다.

이 학교는 2012년에 개교하 고 체 6학 (학년당 2학

)으로 매우 소규모 학교이다. 각 교과교실 앞에 넓은 다

목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홈베이스, 그리고 앙에 

정, 학교이 부터의 학교측의 비과정과 이  후의 새 학교

에서의 운 이야기를 정리하여 출 하 다. 원서의 제목은 

“建築が教育を変える”인데, “우리가 만드는 미래학교”의 제목

으로 번역(동의 학교 류호섭 교수)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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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이 같이 모이거나 여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홀, 교

사연구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의 안

정된 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사물함

의 공간을 홈베이스로부터 분리시켜 설치하 다. 교과별 

교실 앞에 다목  공간을 설치하여 2개 교과가 연계된 융

합수업도 가능한 면 과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학교의 배치에서 주목할 것은 홈 베

이스의 치이다. 원형 앙부분에 각 학 의 홈베이스가 

학년별로 그룹핑 되어있으며 모든 학년이 서로 볼 수 있

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교생이 

서로 인식하고 교류하게 하여 사회성발달을 진시키고자 

하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물론 교외지의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1개층의 평면으로 가능하 다고 생각하겠지만, 2개

층으로 분리하지 않은 이유는 이 지역에서의 학교는 비록  

다양한 사람이 모인 하나의 사회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주고자 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4. 미래 학습환경의 구축을 해서는

4.1 학교 및 학습환경 개념에 대한 재고

앞으로의 사회는 교육과 학습이 일상이 되는 사회이다. 

즉, 평생학습의 사회이다. 미래의 평생 학습사회의 모습속

에서 미래학교의 모습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동

발달을 생태학  모델로 보는 방법을 창안한 론펜

(BronfenBrener, 1979)11)는 아동은 사회라는 큰 틀 속에

서 생물학 , 심리 , 사회 으로 응하고 발달하는 존재

라고 설명한다. 그 다면,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

족과 학교를 포함한 모든 주변의 공간  사회 체가 학

습환경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지역사회의 완성된 학습 시스템속에서의 한 조직이고 기

이며, 연계된 운 을 하는 곳이 학교이다. 따라서 우리

들은 어린이들이 는 배우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혹은 일

상의 환경에서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역으로 

학생들에게 일상속에서 어떻게 학습하게 하는가도 고려하

여야 한다. 

1998년 CEFPI(Council of Educational Facilitiy Planners 

International)의 주최로 캐나다의 뱅쿠버(Vancouver)에서 

열린 REFP(Recognized Educational Facility Planner)의 워

크 에서의 주제는 ‘Changing Patterns in Educational 

11) 아동발달을 유  요소, 가정의 역사, 사회경제  수 , 가정 

생활의 질, 문화 인 배경과 같은 요인들이 청소년의 발달과 

련된다고 보는 생태학  모델을 창안한 사람

Facilities’이 다. 

이 워크 에서 논의된 내용은 1650년 이후 2025년까지의 

미국, 그 에서도 북미에서의 학교건축의 변화 패턴의 

황과 상을 언 해 놓은 것이 다. 2013년인 오늘 날은 

2000년～2025년의 지식기반사회(Knowledge Society)에 속

하고 있다. 이 시기의 사회  패턴은 연합(Coalitions), 로

벌사회화(Global Socialization), 양극화(Polarization),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실시간 통신(Instant Communica-

tion), 가상커뮤니티(Virtual Community), 네트워크(Networks)

의 용어로 설명하고, 이 사회  패턴에 응하기 한 교육

 근을 설명하는 용어로는 학제 간 교육(Interdisciplinary 

Instruction), 통합교육 과정(Integrated Curriculum), 학습자

의 사회(Community of learners), 자기 주도 · 로젝트 기

반(Self-directed·Projected-based)·문제기반학습(Problem- 

based Learning), 스튜디오학습모델(Studio Learning model)

이 다.

이 교육  근에 응하기 한 교육시설은 가상교육

과 원격교육에 응한 학교(센터), 학습환경의 네트워크, 

새로운 학습집단에 응한 학교, 평생 교육시설, 홈 스쿨 

등이라고 언 하고 있다.

4.2 학습환경 및 공간구성에 대한 재고

미래지향  학교건축의 공간구성은 이미 앞서 언 하

던, 사회  변화와 교육  변화의 키워드로부터 출발하여

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에서 산업 명 이후부터 3R'S(읽기, 쓰기, 셈하기)의 

주입식 혹은 일제식 교육의 근  공교육이 성립되고  세

계에 걸쳐 확산된 학교의 모습은 1교실=1교사=1학 이 기

본이 다12). 그 후 1930년 의 죤 듀이의 경험주의철학의 

바탕을 둔 학교13), 그리고 제 2차 세계  이후 국에서 

시작된 열린교육(Open Education)에 응한 Open School 

혹은 Informal School이 미국으로, 그리고 일본으로, 한국으

로 확산되어갔지만, 그 학교 수는 매우 다. 특히 우리나라

에서는 1990년 반부터 약 10년간 정도 이후 다시 편복도

형의 학교로 회귀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언 한 REFP(Recognized Educational Facility Planner)

의 워크 에서 언 한 미국 학교시설의 체 인  상황은 

산업 명시 의 학교수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2) 満岡聖治, クラスルームと運動場の起源に関する 察ー英国に

おける 学校建築に関する計画史的研究ー, 日本建築学会計画

論文集 第75巻 第654号. 2010年8月

13) 죤 듀이의 교육철학을 반 하여 건축된 학교는 Crow Island 

Elemntary Schoo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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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통  교실 구성과 21세기 교실 구성 다이어그램

그러면, 미래 지향 인 학교의 공간구성은 어떻게 되어

야 하는가. 필자는 우선 1교실=1교사=1학 , 이 공식 아닌 

공식을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정 인 공간의 모습, 

고정 인 교수·학습방법의 모습, 고정 인 운 의 모습에

서 탈피해야 앞서 언 한, 학제 간 교육, 통합교육 과정, 

학습자의 사회, 자기 주도 · 로젝트 기반·문제기반학습, 

스튜디오학습모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

국의 건축설계사무소인 FNI(Fielding Nair International)

의 Prakash Nair 표는 교실은 산업 명으로부터 남겨져 

온 유물이다(The classroom is a relic, left over from the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하 다14). 그러면서 [그림 

15]에서 알 수 있듯이 통 인 교사 1인의 25명 학 의 

4개인 경우는 고정된 각 학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향후 

4인 교사의 100명의 학습집단으로 되어 교수 학습방법과 

학습집단의 다양성에 응을 할 수 있도록 공간 크기의 

변화가 유연하게 가능한, 내부와 외부공간의 연계된, 그리

고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공간, 조용한 소규모 

공간이 있는 학습공간을 제안하고 있다.

미래교육형태에 응하기 한 학교의 공간  환경 이

미지나 구성 방법은 각 나라마다의 여러 교육 ․사회  

환경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언 한 선진국들의 학교에서 알 수 있는 학습공간의 

변화는 ① 교실의 면  확  ② 특정 기능의 공동 활용을 

해 교실과 교실 사이에 소규모 공간 삽입 ③  티칭에 

응을 해 2개의 교실 사이에 가동식 벽 설치 ④ 학 교

14) http://www.edweek.org/ew/articles/2011/07/29/37nair.h30.html

실이 아닌 학년 체의 학습공간에서의 단  학습규모의 공

간으로 구성 ⑤ 학 과 학년개념의 해체, 그리고 학교 체

가 다양한 학습공간화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

의 발달과 성장에 응하기 하여, 학년별 학습공간의 특

성화를 하여 공간의 크기와 내부 공간의 구성의 변화를 

가진 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15).

그리고 ·고등학교의 공간구성방법은 일본의 경우 교

과교실과 교과별 다목  공간(미디어센터) 홈베이스, 락카

룸을 가진 교과센터방식과 정 인원수의 새로운 학습집

단(Learning Community)의 교과간 업학습을 제로 한 

아카데미 방식의 구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4.3 미래 학교를 위한 준비

① 아직도 우리나라 학교의 교실에서는 부분 교사 

심의 일제식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지만 미래의 학습

을 해서는 과거의 마리아 몬테소리(Maria Montessori), 

죤 듀이(John Dewey), 루돌  슈타이 (Rudolf Steiner)와 

발도로 (Waldorf) 학교, 로지오 에 리아(Reggio Emilia) 

등의 교육학자들의 이론이나 실천사례 등에 하여 오늘

날 다시 평가하고 실천 모델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부에는 나름 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호

기심이나 동기유발을 자극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교사들이 교실 수업을 개선할 의지가 없

는 것 같은 것이 문제이다. 많은 수의 교사들은 앞서의 연

구결과처럼 미래 학교에서는 학생 주도의 학습이 진행되

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장의 여러 분 기나 여건

상 크게 기 하기 어려운 실이다. 

② 미래 학교를 만들기 해서는 우선 정부의 교육  시

설 정책 입안자들의 황에 한 개선 노력이 실하다고 

생각한다. 미래형 학교는 어느 날 갑자기 가 만들어서 제

공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 장은 어느 시기,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늘 보수 이 다고 생각한다. 내용에 따라 장 

요구의 반 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련 분야의 문

가의 의견을 반 하여 사회의 변화  사회의 요구를 정확

하고 빨리 악하여 학교 장에 정책 으로 반 하여 유도

해가는 것이 으로 필요하다. 앞서 언 한 로 자기 

주도  학습, 로젝트 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이나 

업 학습이 원활하게 되기 해서는 학교의 공간 구성의 

15) 1. Suk Min Chui, Rieu Ho Seoup, Architectural Research 

About Re-organization of Elementary School Learning 

Spac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92(1), pp.3-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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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필요하다. 그 에서도 재 학년과 학  주의 교

실에 한 변화가 시 하다고 생각한다. 일시 으로 한꺼번

에 바꿀 수는 없지만, 어도 소규모 학교부터 학 과 학년

의 해체와 다양한 학습집단(Learning Community)을 형성

하게 하여야 한다.

최근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용자들의 참여 디자인에 

한 연구, 그리고 사례 등이 등장하고 있다. 아무리 참여 

디자인을 한 학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장

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연한 일이

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이제까지의 습 인 사용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새로운 환경에의 경험도 없고, 한 새

로운 일상을 만들려는 노력은 귀 찮고 어려운 일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에게 좋은 학습 환경의 비와 충

분한 활용은 학습 성과  성취도, 학생들의 정의  태도

의 향상과 사회성발달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을 극 이해

시켜야 한다. 이러한 분야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많지 않아 이런 연구의 활성화와 결과의 홍보가 필요하다.

5. 나가면서

일반 으로 건축가들은 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경

우가 많다. 왜냐하면 건물은 그 수명이 길기 때문이다. 그

리고 건축가는 내부공간의 기능에 합한 공간의 종류, 크

기, 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학교건축도 마찬가지이다. 

학교가 신축되면 어도 50년 이상은 유지되어야한다. 학

교건축은 그 동안의 교육철학을 반 하고, 교육 라다임

의 변화, 교육방법의 변화, 교육기기의 변화 등에 응하

기 한 융통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교사

나 학생들의 교수·학습과 생활의 장소로서 거주성과 안정

성, 그리고 심미성, 쾌 성을 확보하여야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는 성장의 과정 ·경험  

공간이며 환경이다. 학생 개개인이 속한 국가 혹은 세계시

민으로서 혹은 훌륭한 인격체로서 성장하기 해 필요한 

정신의 성장, 지식의 성장, 신체의 성장, 공공성에 한 태

도  사회성의 발달, 생태 인 환경에 한 태도 등의 성

장을 진하는 공간이자 환경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지역에서 독립되고 고립된 공간이 아니

다. 학교는 지역속에 있는 공공건축이다. 따라서 학교의 

운  등에 지역과 의해 가면서 지역의 인 ·물  자원

을 활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등학교와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건축에

는 앞서 언 한 성장이라는 측면, 성장을 한 경험, 교육

과정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단계 인 질서가 없다. 모두 같

은 공간의 연속이다. 등학교는 등학생의 환경, 학교

는 학생의 환경, 고등학교는 고등학생의 환경다워야 하

며, 건축개념과 공간  연계가 고려된 학교건축이 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학교건축의 미래는 습처럼 유

지되어 오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갈 때에 비로서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실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다른 

나라의 선진 인 운 과 공간구성을 하고 있는 사례를 설

명하 다. 그 학교들의 운 과 학교  건축의 개념, 공간

구성방식을 하나하나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마

음과 태도 그리고 만드는 작업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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