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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몇 해 부터 우리나라는 범죄를 비롯하여 재난 

둥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 망의 구축에 지

한 심을 기울이며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사회안 망으로 부터 보호가 취약한 우리 교육

시설에서도 지역사회와 연계된 안 한 학교만들기와 함께 

범죄와 재난 등에 한 책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불어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한 감성교육에 심을 두

기 시작하 다. 

이에 우리 학회에서는 안 한 교육환경과 감성을 주제

로 해외 교육시설 답사를 기획하여 국내 학교시설에서의 

용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 다. 견학참여자는 각 시

도교육청 련 공무원과 학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

문가들로 일본의 최신 학교시설, 안 환경 구축  친환

경시설 구축을 비롯하여 감성공간 등을 체험하는 3박 4일 

일정으로 2015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었다.

 일본 오사카, 고베, 도쿠시마 지역의 등학교, 학교, 

학교 등 3개 기 을 방문하여, 학교 계자와의 간담회와 

학교 소개, 안 환경  친환경 시스템과 운 실태, 감성

공간의 구축 등에 한 청취  의견교환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 고, 이들 기  인근에 산재하고 있는 고베

지진 후 재건축된 학교시설의 감성환경, 재난교육  체험

센터로 운 되고 있는 ‘사람과 방재센터’, 간사이공항 매립

으로 황폐화된 개지형을 개발한 아와지시마 ‘유메부타

이’, 원래 구리재련소가 있어서 한 때 공해로 고통받던 버

려진 곳이었으나 한 기업가의 헌신 인 노력과 탁월한 

단으로 국제 인 문화 술 명소로 변모한 고령화된 작은 

섬 나오시마 등 안 환경과 감성공간에 한 방문 일정이 

진행되었다. 

2. 주요 답사학교

2.1 고베시립 이부키노오카(井吹の丘) 초등학교

2014년 신설학교로서 재 29학 , 969명의 학생과 55명

의 교직원이 생활하고 있다. 어교육에 을 두고 있으

며, 친환경이 주제가 된 학교로 환경, 자연을 배려한 마을 

만들기를 컨셉으로한 고베시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빗물순

환 재이용시스템, 교사동 벽면 녹화, 옥상 녹화, 태양  발

 시스템, 자동 창 개폐시스템 등 친환경 건축기법이 다

양하게 도입되어 가동 에 있다.

1) 지역시설로서의 학교공간

등학교 자체가 지역민의 것이라는 모토아래 2014년도 

학교평가를 바탕으로 이부키노오카 등학교 교육비젼 2015

를 제정하 다. 개교 2년째도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부키

노오카를 교육활동의 테마로 실천하고 있다.

2) 친환경 학교 환경

친환경 학교공간 구축을 하여 교사동 외부벽면에 그

린커튼으로 불리우는 벽면녹화를 용하 고, 교실외부 베

란다에 녹색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교사동 지붕에 태양

패 을 설치하여 교사동 내부에서 태양 발 량을 모니

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 다. 특히 교사동 내부

에 지붕층 상단으로 연결되는 3개소의 풍탑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공기의 유입과 순환을 유지하고 있다. 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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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동 배치도

각 층 평면도

그림 2. 가츠우라 학교 배치  평면도

한국교육시설학회 방문단 기념품 달

이부키노오카 등학교 경  방문단 기념활

그림 1. 이부키노오카 등학교 방문

정화재이용 시스템을 설치하여 빗물을 받아 정화 후 화장

실 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옥상녹화를 설치하여 실내 난

방효과를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다. 

3) 지역과 연계한 학교안 환경

학교안 환경 구축을 하여 지역 내 아동안 원회와 

연계하여 안 지도 작성과 보 , 어린이 마을환경만들기 

워크  등 교육을 진행하여 학교공간의 안 의식을 높이

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 내 주거단지의 방재시스

템 연계하여 학교와의 통합 인 피난  방재 계획을 운

하고 있다.

2.2 가츠우라(勝浦) 중학교

가츠우라 학교는 가츠우라죠(勝浦町)에서 유일한 학

교로서 최후의 의무교육의 장소가 되고 있다. 건축부지는 

표고 500m-700m에 이르는 산의 계곡과 이어지는 가츠우

라천 주 에 치해 있다. 풍부한 자연에 하고 있는 부

지에 건축한 학교로서 주변지역과 조화를 목표로 디자

인을 용하고 있다.

∙학원과 교실배치 학교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최 의 

북측 교사동  남측 운동장 배치 - 일반 인 학교배

치로 최 인 북측 교사동, 남측 운동장을 용하 고, 

교사동의 그림자가 운동장에 드리우지 않도록 남측채

이 가능한 치에 리제실을 설치하 고, 밝고 개

방 인 리가 쉬운 교사동이 구축되었다. 

∙학생안 시설, 동선을 고려한 보행 심의 유니버셜 디

자인 채용 - 정문, 동문부터 학생들이 진입하는 보행

자, 자동차존과 교사, 방문자가 이용하는 차량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학생들의 안 성을 최우선 확보하고, 

승강구는 부지의 앙부에 배치하 다. 교사동 1층 

벨과 기존 체육  벨을 맞추어 단차가 없는 이동이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이 채용되었다.

∙학생들의 동선을 고려한 명확한 조닝계획 - 각 실의 

배치는 학생동선, 편의성을 우선하여 보통교실을 심

에 배치하 다. 교사동 앙부에 보통교실존을 배치하

고, 서측 체육  가까이에 무도장존, 동측에 특별교실

존을 배치하여 명확한 조닝계획을 추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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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립 도쿠시마 학교 방문

그림 3. 가츠우라 학교 교사동 경  미디어센터

∙자연에 지의 유효한 이용 - 에코샤 트 등 자연에

지를 활용하는 수법을 채용하 다. 자연채 , 자연통

풍을 확보하고 유지비용을 감소시키기 해 빛이 풍

부한 교사동을 실 하 다. 

∙학생들의 활동을 환기시키는 ‘장(場)의 창조’ - 스테

이지, 교류의 장 등 - 보통교실 주변에 학년마다 다

목 스페이스와 화장실을 설치하여, 학년별 일체감을 

높이도록 하 다. 한 남측에 설치한 넓은 데크테라

스는 학생들의 활동을 환기시키고, 다양한 이용형태와 

다양한 동선을 확보하여 활기찬 학교만들기에 기여하

고 있다.

2.3 국립 도쿠시마(德島) 대학교

태양  패 과 옥상녹화, LED조명을 도입하여 친환경 

에 지를 도입 용 에 있고, 도쿠시마 학 출신 나까

무라슈지(中村修二)가 청색발 다이오드를 개발하여 노벨

물리학상 수상하기도 하 다.

도쿠시마 학은 2005년 4월 ‘환경배려 진법’ 시행 이

후 환경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목표로 

1. 지구환경의 보 을 과제로 교육을 추진하고, 풍요롭고 

건 한 미래 사회의 실 에 공헌하는 인재의 육성,

2. 지구 환경 보 에 한 연구 성과의 발

3. 에 지 약, 자원 약  재이용 등의 진

4. 환경에 련하는 법  사항의 수 

5. 지구환경 보 에 한 처 상황을 사회에 공표 등 5

개 항목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도쿠시마 학 에 지사용량의 삭감에 해서는 ‘CO2 감

축 행동계획’의 제2기(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6년)에 

2010년도에 비해 6%이상 삭감을 목표로 정하고  달성

하기 해서 연도별 환경 목표( 년도 비 1%이상 삭감)

를 설정하고 있으며, 본교의 감축상황은 제2기 CO2 감축

목표의 기 인 2010년도와 비교하면 약 15.4% 삭감, 2013

년도와 비교하면 약 7.3%를 삭감시키고 있다.

2.4 사람과 방재미래(防災未來) 센터

이 센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02년 4월에 효고 이 

설치하 고, 공익 재단법인 효고지진 재해 기념 21세기 연

구기구가 운 하고 있는 시설로서 한신․아와지 지진의 

경험을 하고 그 교훈을 미래에 살려 재해 문화의 형성, 

지역 방재력의 향상, 방재정책의 개발 지원을 도모하고, 

시민 동 재난감소 사회의 실 에 공헌 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재난 감소사회의 실 ’과 ‘생명의 소 함’, 

‘함께 사는 것의 아름다움’의 메시지를 세계와 미래 세

에게 하고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방재, 재난감소에 련

된 조직이 결집하여 세계 인 방재 연구의 거 으로서 재

해 반에 한 유효한 책의 발신지로서 발 하고 있다. 

그림 5. 사람과 방재센터 경  체험훈련 코

2.5 유메부타이(夢舞臺)

아와지섬 동쪽 해안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지

에 있다. 약28헥타아르의 부지내에 온실식물원, 야외극

장, 스토랑, 국제회의장, 호텔 등의 시설이 산재헤 있다. 

이외에도 백단원(百段苑)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개성 인 

정원이 존재하며 이들은 산책로 등으로 연결되어 체가 

회유식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단원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유메부타이와 오사카만을 

한 에 바라볼 수 있고, 인 한 국 아카시해 공원, 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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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유메부타이 배치  망테라스 경

그림 7. 나오시마 상징 조형물  이우환미술  경

립아와지시마공원, 아와지쿄류노쓰바사항 등과 함께 아

와지시마 국제공원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설계는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주도하 고, 안도 타다오

가 설계한 종합 리조트시설인 유메부타이는 본래 간사이 

공항의 토사 채취지 던 아와지섬의 재생 로젝트의 일

환으로 건축되었다. 28헥타아르에 달하는 넓은 토지에 국

제회의장, 호텔, 공원, 식물원, 극장 등 부분의 시설이 

안도 타다오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다.

2.6 베네세 아트 사이트 나오시마(直島)

둘  16㎞, 인구 3,600명 그리고 고령화된 작은 섬 나오

시마는 원래 구리재련소가 있어서 한 때 공해로 고통받던 

버려진 곳이었으나 한 기업가의 헌신 인 노력과 탁월한 

단으로 이제는 한 해 50만면 이상이 찾는 국제 인 문

화 술 명소로 변모하 다. ‘기 의 섬’으로 불리우기도 한 

‘나오시마의 기 ’에는 일본 최  교육출  기업인 ‘베네

세’의 후쿠다 소이치로 회장이 있다. 그는 미래의 성장동

력이 문화와 술에 있다는 단아래 기업의 랜드 이미

지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술품을 선택하 고, 이를 실

시키고자 임원들의 반 를 무릅쓰고 폐허와 같았던 나오

시마 섬의 반을 매입해서 약18년간에 걸쳐 술의 섬으

로 조성하 고, 베네세 그룹을 술과 문화를 지향하는 기

업으로 만드는데 성공하 다. 이를 계기로 이 기업은 불황

속에서 8%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하 다.

후쿠다 회장은 건축가 안도 타다오에게 로젝트 개발

의 권을 주었고, 안도 타다오는 1992년 미술 과 호텔이 

결합된 ‘베네세 하우스’ 로젝트를 시작으로 2004년 땅속

에 건축물을 묻어 건축계를 놀라게한 ‘지 미술 ’을 세웠

고, 과거 가난한 어 으로 마을사람들이 거의 떠나고 없는 

주택들을 아이디어와 특이한 디자인으로 조성한 ‘아트 하

우스’로 재탄생시키는 등 지속 으로 섬을 술공간으로 

조성해 가는 이다. 

3. 나가며

안 한 교육환경과 감성을 주제로 한 해외 교육시설 답

사는 3박4일의 짧은 일정속에서 기 구축된 안 련 교육

환경을 살펴보는 일로부터, 학교운   지원체계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활동내용을 살피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각 시도교육청 련 공무원과 학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 문가들로 구성된 이번 견학참여자는 일본의 최신 

학교시설의 안 환경 구축  친환경 시설 구축, 감성공간 

등을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사례에 용가능한 내

용을 되새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견학

에 참여하여 주신 그리고 견학을 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 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