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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  개념을 용한 지역 폐교 활용사례 

조사연구

A Study on the Regional Closed School Cases applied Ecological Concept 

정 진 주
*

 Jung, Jin-Ju

Abstract

The conservation or practical use of a lot of closed schools which occurred from 1982 all over the country 

by governmental policy has been becoming important concerns to local resident and community with 

economical and administrative interest.

A lot of examples, sold or rented to public institutions or a person, which have been using by welfare 

facilities for inhabitants, facilities for education, youth, company, culture and art, and other use, could be found.

It could be said that the process of user's participation of these examples is very high, that is, a lot of 

examples of our surrounding is applied with ecological concept have participated by most users and local 

residents directly to architectural repair and renewal process, and practical use.

In this background, I choose total five examples more than one by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district to investigate examples of closed schools applied ecological architectural concept and I researched 

reconfiguration of site, change of exterior or interior material, application of ecological system, and role as local 

community.

키워드：환경친화  개념, 폐교 활용, 이용자 참여, 지역별 사례

Keywords：Ecological concept, Use of closed schools, User's participation, Examples by district

1. 서론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사회․문화  차이에 따른 농 인구의 이

동, 경제성  교육행정 효율성 추구 등의 요인에 

의하여 1982년부터 시작된 농어  소규모학교 통폐

합정책은 국 으로 많은 수의 폐교를 발생시켰고, 

* 정회원, 청주 학교 건축공학부 건축학 공 임강사, 공

학박사

이러한 폐교의 보존과 활용은 자체 인 경제 , 행

정  심과 함께 지역주민과 커뮤니티의 요한 

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폐교들  건물만 철거되고 부지만 남겨

진 사례들은 각 교육청이 활용계획을 추진 에 있

으나 체 으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들은 복합 인 

문제로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1) 

1) 폐교의 시설을 변경할 때는 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임 기간이 만료될 때는 원형복구를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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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례조사 상의 황

상

(구 학교 명칭)
치

설립일

폐교일

매각일

이용개시일
이용 주체  활용 용도

한마음자연생태학교

(남면서 등학교)

남 장성군 남면 

평산리 614-27

1938. 05. 18

1997. 03. 01

1999. 12. 29.

2000. 04. 01
한마음 농조합

농업교육원

환경농업교육장

능길산골체험학교

(능길 등학교)

북 진안군 동향면 

능 리 605번지

1950. 07. 10

1991. 02. 28

2002. 10. 28

2003. 11. 01

능길마을 

주민공동체
녹색농 체험마을

푸른꿈고등학교

(진도 등학교)

북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855

1904. 04. 15

1993. 02. 28

1997. 11. 20

1998. 11. 07

학교법인 

푸른꿈 학원
푸른꿈 고등학교

산귀농학교

(신양  귀곡분교)

충남 산군 신양면 

귀곡리 844

1951. 11. 11

1999. 02. 28

2006. 02. 01

2006. 02. 01

더불어살기

생명운동본부

산귀농학교

한국생명농업교육원

문강도 캠

(신덕 등학교)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607-2

1963. 07. 29

1994. 03. 01

1996. 09. 01

1996. 09. 01

사단법인

문강도
문강도 캠

반면, 공공기 이나 개인 등에 매각․임 되어 주

민복지시설, 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기업시설, 문

화 술시설, 기타 용도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

들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폐교 활용사례들 에서 교육시설로의 

재 활용이 지역 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데, 표

인 것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을 한 바람직한 의

식을 고취하고 환경보 인 생활태도와 실천을 교

육목표와 수단으로 삼아 주변 자연경 이 양호하고, 

환경이 잘 보존된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안학교

를 들 수 있다.

한 술창작활동 공간이나 개인 시공간, 교육

시설 등으로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 우리 주

변의 환경친화  개념이 용된 많은 사례들은 규

모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부분 이용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건축 수선  재생 과정, 활용  

운 에 직  참여하고 있다는 에서 이용자의 참

여과정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역에 치한 폐교

들 에서 환경친화  건축개념을 용하여 변화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의 특성에 해 조사․고찰하

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환경친화  건축개념을 용한 폐교 

활용사례들을 지역별로 악해 보기 하여 충북(1), 

충남(1), 북(2), 남(1) 지역별로 1개 이상 총 5개

하고 있어 폐교의 극 인 활용을 하여 이와 련된 

효율  방안을 수립하는 연구도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를 선정하여, 2006년 4월부터 5월까지 토지이용  

공간재배치, 형태  내외장 재료의 변경, 생태 시스

템의 고려  용 등에 해 조사하 다.

2. 환경친화  폐교 활용사례

2.1 한마음 자연생태학교

남 장성군 남면 평산리에 치한 한마음 자연

생태학교는 1938년 개교후 1997년 폐교된 남면서

등학교를 한마음 농조합2)이 매수하여 재 농업교

육원으로 사용하며 농민과 도시민을 상으로 환경

농업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환경농업에 한 교육은 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

통, 소비가 체계 으로 이루어지는 장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제하에 한마음공동

체는 환경농업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하여 지

역의 폐교를 인수, 환경교육장을 설치하 다. 

이 곳은 기존의 폐교 부지에 교육장, 숙박시설, 

황토집, 천연염색장, 도 체험장, 나비곤충 , 운동

장, 통놀이공간  가축장, 감밭 등으로 공간을 활

용하고 있다.

이 사례의 환경친화  용 요소는 크게 재료  

측면, 생태 시스템  측면, 디자인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환경친화  요소를 찾는 부

분에서 재료  측면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

2) 한마음 공동체는 모여 사는 생활 공동체가 아닌 생명 먹

거리를 한 경제 목 의 공동체이며, 한마음유기농업 

농조합법인의 이름으로 유기농 생산 농민은 도시소비

자의 건강을 지키고, 도시소비자는 유기농 생산농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도농공동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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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마음 자연생태학교의 활용 황

2-a. 기존 폐교 벽체 표면에 황토벽돌  황토흙을 덧 운 모습
2-b. 기존 폐교의 벽체를 제거하여 내부를 변경

한 사무실과 숙박부분

2-c. 내부를 변경한 강당
2-d. 지붕 슬라  에 황토로 염색한 천을 깐 뒤 그 로 볏집과 식재한 

모습

2-e. 숙박시설 지붕에 옹

기를 엎어 놓은 모습 

2-f. 투명 슬 이트  상

부에 담쟁이넝쿨 식재
2-g. 자체 오폐수 처리장과 여과된 물을 다시 사용하는 생태연못 2-h. 숙박부분 온돌난방

2-i. 내부 황토흙 마감
2-j. 황토 벽돌을 요철

이 생기도록 쌓은 모습

2-k. 황토벽면 의 다

양한 표정의 얼굴 모습

2-l. 뿌리를 로 나무를 

거꾸로 세워 만든 장승

2-m. 자연스런 곡선으

로 처리한 가벽

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기존 폐교를 재료 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 

가를 살펴보면, 기존 폐교 본 동의 벽체를 그 로 

유지하고, 그 표면에 황토벽돌  황토흙을 덧 우

는 방식으로, 황토 벽돌을 사용하여 축열기능을 높

이며 실내 환경의 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기존

의 건물에 더해 신축한 건물도 모두 황토벽돌과 황

토흙으로 지어 재료의 통일을 기하고 있다.(표2-a)

한 목재와 석재 등 재생가능한 자연 재료를 사

용하여 벽체를 구성함으로써 환경오염 폐기물을 감

소시켰다. 하지만 내부에 있어서는 활용편의를 하

여 사무실, 숙박시설, 강당 등을 기존 폐교의 벽체를 

제거하여 변경하고 있다.(표2-b.c)

지붕부분에서도 자연 재료인 황토흙이나 볏집, 황

토 염색천, 나무, 옹기 등을 사용하여 지붕을 구성하

고 있다. 기존 폐교 건물의 정면부는 볏집과 식재를 

이용하여 기존 슬라 를 덮어 지붕을 구성하 으며, 

후면부는 지붕 슬라  에 황토로 염색한 천을 깐 

뒤 그 로 볏집과 식재를 하고 있다. 숙박시설로 

이용되는 별도의 원형 가옥의 경우 지붕 심 모서

리부분에 옹기를 엎어 놓은 것이 특징이다.(표2-d.e)

그리고 황토벽돌이나 황토흙이 물에 약해, 물에 

젖는 것을 최소화하기 하여 덧  투명 슬 이트 

을 사용한 곳은 담쟁이 넝쿨과 같은 식물을 상부

에 식재하여 환경친화 인 지붕과 벽체를 유도하고 

있다.(표2-f)

둘째, 생태 시스템  요소로 오폐수 정화 시스템

이 용되었는 데, 한마음자연생태학교는 교육시설 



정진주

40   韓國敎育施設學 誌 第13券 第3號 通卷 第56號 2006年 7月

뿐 만 아니라 안 한 먹거리를 하여 식품제조와 

유통사업도 진행 인데, 그  일부인 “유기농 야채

수”를 제조하는 공장이 학교 내에 있다. 생태학교 

안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하수도에서 처리되지만 공

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자체 오폐수 처리장에서 

여과되어 처리되고 있다. 한 여기서 여과된 물은 

생태연못을 거쳐 다시 사용함으로써 생태계의 순환

을 도모하고 있다.(표2-g)

한 난방시스템의 경우 기존 폐교는 보일러 난

방으로 큰 차이 은 없으나 신축한 건물은 온돌방

식으로 시공한 후 뒤 황토 흙으로 마감하고 있다.

(표2-h.i)

셋째, 디자인  요소로서는 황토벽돌을 요철이 생

기도록 쌓아 입면의 변화를 시도하므로써 다양한 

입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 황토벽

면 에 그려진 다양한 표정의 얼굴 모습이 만들어 

내는 입면은 건물마다 각각의 개성을 만들고 있다. 

(표2-j.k)

건물입면 뿐만 아니라 곳곳에 세워진 장승도 나

무를 거꾸로 세워 뿌리가 마치 머리카락처럼 뻗어 

나온 모양이, 거꾸로 박 있지만 나무는 계속 자라

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면부에 황토로 만

든 가벽도 자연스런 곡선으로 처리하여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생명력을 표 하고 있어 통일되어 보이

지 않는 다양한 디자인을 주변 자연과 어울리는 다

양한 형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표2-l.m)

2.2 능길산골체험학교

북 진안군 동향면 능 리에 치한 능길산골체

험학교는 1950년 개교후 1991년 폐교된 능길 등학

교를 능길마을 주민공동체가 매수하여 재 폐교를 

활용하여 마을 체를 농 체험마을로 운 하고 있

는 사례이다.

능길마을은 팜스테이마을, 녹색농 체험마을, 아

름다운 마을숲가꾸기 시범마을, 정보화마을로 지정

되어 국에서 가장 활발히 농 체험활동이 이루어

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곳은 폐교된 건물을 방문자센터로 변화시켜 

강당, 세미나실, 공동욕실, 식당, 사무실 등으로, 기

존 사를 숙박시설로 변경하여 활용 이고, 개별농

가의 민박시설을 보완하기 해 황토방, 찜질방, 외

부화장실, 원두막 등을 신축하여 활용 이다.3)

이 사례의 환경친화  용 요소도 주로 재료  

측면과 생태시스템  측면이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재료 인 측면에서 기존 폐교 건물과 사

의 구조와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연친화 인 재료인 

황토를 덧 어 외 을 변경시키고 있다.(표3-a.b.e) 

기존 폐교 건물의 목재 창틀은 페인트만 다시 칠

해 그 로 유지하고 벽면에만 황토를 발라 자연

인 분 기를 만들고 있고(표3-c), 건물의 내부벽면

에도 황토를 발라 건강한 내부 환경을 도모하고 있

다.(표3-d)

신축한 황토방과 찜질방은 내외부 모두 동일한 

재료의 사용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표3-e.f) 자

연의 재료인 황토와 돌로 만든 황토찜질방은 옛 주

거를 형상화 하고 있고, 주변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황토찜질방에서는 능길마을의 특

산물인 인진쑥을 에 깔아 사용하고 있다.(표3-f)

외부 마당에 여러 채를 신축한 원두막과 창고도 

자연재료인 짚풀과 나무를 사용함으로써 주변과 넓

게 조성된 녹지와 조화를 이루려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체의 경계에도 생울타리를 조성하고 있다.

(표3-g) 한 본래 있던 나무를 훼손시키지 않고 원

두막의 기둥으로 사용하고 있다.(표3-h)

둘째, 생태 시스템  요소로 태양 발 , 풍력발

, 환경친화형 발효화장실이 용되어 있다.

자연에 지인 태양을 이용한 태양 발 기를 사

용하여 사무실, 강당, 식당으로 사용되는 본 건물 에

지원의 일부를 심야 기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표3-i)

체에 지인 바람을 이용한 1kw의 풍력발 기는 

원두막과 가로등에 기를 공 하고 있다. 능길마을 

풍력발 기는 해안지방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져 효

율성을 보완하기 해 태양 지 을 부착시켜 풍력

과 태양 발 겸용으로 활용하고 있다.(표3-j.k)

3) 재는 환경농업체험장을 조성하고 있고, 이 곳에서는 

친환경 농법으로 지은 다양한 농산물 체험을 할 수 있

으며 워크샵과 단체행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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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능길산골체험학교의 활용 황

3-a. 황토를 발라 외 을 변화시킨 능길산골체험학교의 정면 

모습

3-b. 황토를 발라 외 을 변화시킨 능길산골체험학교의 후면 

모습

3-c. 폐교건물에 바른 황토와 기존의 목재창틀 3-d. 기존 건물의 내부 공간에도 황토를 바른 모습

3-e. 황토로 바른 기존 사와 신축 찜질방 3-f. 황토방과 찜질방 내부

3-g. 짚풀과 나무를 사용한 원두막, 학교 경계 생울타리와 창고의 모습

3-h. 나무를 그 로 원

두막의 기둥으로 사용
3-i. 태양 시스템 3-j. 풍력발 시스템

3-k. 원두막과 가로등에 

기 공

3-l. 환경친화형 발효 화

장실

외부에 있는 화장실은 환경친화형 발효화장실로

서 자체 정화  주변 논밭에 거름으로 활용 가능

해 건축의 생태  순환기능을 실 하고 있다.(표3-l)

2.3 푸른꿈고등학교

북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에 치한, 1993년 폐

교된 진도 등학교를 1997년 학교법인 푸른꿈학원

이 매수하여 안학교로서 1998년 푸른꿈고등학교

를 개교하여 재 운 이다.

푸른꿈고등학교 일  약 10,000평이 치한 곳은 

부지 뒤로의 덕유산과 기존 등산로를 심으로 한 

자연탐방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곳으로, 환경친

화 인 시설을 도입한, 인간과 공존하는 친자연공간

의 조성을 목표로 학생들의 생태학습과 체험학습공

간으로서의 기능과, 주민  외부 방문객들의 자연

체험을 한 자생  생태숲으로서의 기능을 목 으

로 폐교를 활용하여 푸른꿈고등학교를 개교하 다.

이 사례의 환경친화  용 요소는 앞의 두 사례

와는 달리 주변 자연환경과의 연계  조화, 그리고 

신축 건물의 생태 시스템  설비  기능 강화 측

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노후한 학교의 외부환경을 자연친화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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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푸른꿈고등학교의 활용 황

4-a. 교사동 정면과 리모델링한 앙 부분 4-b. 재활용 바닥 포장 4-c. 야외학습공간 - 녹색 체험의 장

4-d. 생태습지 4-e. 생태농업실습실과 온실 4-f. 생태탐방로와 탕방숲

4-g. 신축 교사동 4-h. 신축 도서 4-i. 도서 상부옥상녹화 4-j. 신축 특별교실동 4-k. 상부 태양열집열기

4-l. 오수합병정화조미생물 조 : 자갈층 여과/침 조-자갈수로 여과/ 류조-여과조-자연연못 장조-농업용수 활용

정비하여 쾌 한 학습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기존 폐교의 교사동 앙 부분만 리모델링을 

하고(표4-a), 교사동으로 진입하는 콘크리트 바닥포

장을 걷어내고 주변에 버려진 건설폐기물을 모아 

온 것 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벽돌  나무들

을 재활용해서 바닥포장을 하 다.(표4-b)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의 학습과 기존 생태계의 

활용과 계  변화를 체험하는 야외학습 공간과 

생태농업실습실, 온실 등의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표4-c.d.e)

이 외부공간에는 조개껍질과 달걀껍질을 한 곳에 

모아 두었다가 가루로 만들어 야외자연학습장에 퇴

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학생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거기를 가축에게 먹이로 주고 닭, 

오리들의 알을 다시 학생들이 먹는 자연 생태계의 

순환을 자연스럽게 교육시키고 있다.(표4-c)

학교 뒤로 소나무, 참나무가 조림된 생태탐방숲이 

치하며, 이 곳에서도 학생들의 자연 찰교육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표4-f)

둘째, 신축 건물의 생태 시스템  설비  기능 

강화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푸른꿈고등학교는 기존 폐교의 건물이 소해서 

의도 으로 신  교사동, 도서 , 특별교실동( 산실

습실, 과학실, 도 실), 생활 을 기존 폐교내에 신

축하고 있다.(표4-g.h.j)

신  교사동 건물과 도서 은 목조로 건축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기하고 있고, 도서 의 상부는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이 곳에도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표4-i) 

특히 이 두 건물과 특별교사동 비롯한 모든 건물 

상부에 태양열 집열기를 설치하여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력을 공 하고 있다.(표4-j.k)

푸른꿈고등학교에 용된 생태 시스템의 요한 

사례는 오수합병정화조로 미생물 조-자갈층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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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산귀농학교의 활용 황

5-a. 해바라기 마을 안내도와 학교 진입부  학

교 경사진

5-b. 내부를 황토페인트

로 마감
5-c. 샤워실 공간

5-d. 1층 체를 하나의 

실로 통합한 강당

5-e. 개조한 숙박공간 5-f. 신축한 식당과 식당 내부 5-g. 신축한 황토방 내부

5-h. 신축한 외부 화장실과 외부 다용도 공간 5-i. 기존 운동장에 조성한 외부 텃밭, 생태습지, 흙바닥의 축사

과/침 조-자갈수로 여과/ 류조-자연늪지 여과조- 

자연연못 장조-농업용수로 흘러가 활용되도록 하

고 있고 학생들의 자연스런 생태교육의 장소가 되

고 있다.(표4-l)

2.4 예산귀농학교

충남 산군 신양면 귀곡리에 치한 산귀농학

교는 1951년 개교후 1999년 폐교된 신양 귀곡분교

를 더불어살기생명운동본부가 매수하여 재 산

귀농학교(한국생명농업연구원)으로 운 하고 있는 

사례이다.

이 마을은 어귀부터 늘어선 해바라기들로 인해 

해바라기마을로 불리고 있으며, 주민 체가 참여하

는 농 체험마을 사업내에 폐교를 활용한 산귀농

학교가 농산물의 매  방문자를 한 숙박시설

의 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다.

이 사례의 환경친화  용 요소는 재료  측면

과 자연  생태체험학습공간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첫째, 재료 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 폐교 본

과, 식당, 황토방, 외부 화장실을 모두 별동으로 

분리하고 있는 데, 기존 본  내부를 모두 황토성분

의 페인트로 마감하 고(표5-b), 교육 상자와 숙

박자를 해 본  내의 화장실과 샤워실을 개조하

다.(표5-c)

1층 교실 내부의 벽을 모두 제거해 교육실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고(표5-d), 2층은 심야 기난

방방식을 용해 4개의 숙박실을 활용 이다.(표

5-e) 식당은 본  우측에 황토재료로 신축하 고(표

5-f), 황토방은 휴게실과 숙소로 활용되고 있는 데 

내외벽은 황토흙으로, 지붕은 볏짚, 바닥은 황토를 

바르고 콩기름을 먹인 종이로 마감을 하고 있다.(표

5-g)

창고와 외부 화장실 한 황토벽돌과 황토흙으로 

마감하 고, 외부에 다용도 공간을 황토, 목재와 나

무껍질을 사용하여 만들고, 이 곳에 아궁이를 설치

하여 메주만들기 체험 로그램과 마을의 행사를 

비할 때 활용하고 있다.(표5-h)

둘째, 자연  생태체험학습 공간을 살펴보면, 황

토방  텃밭에서 씨를 뿌리고 자란 채소를 거두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표5-i)

기존 운동장에는 텃밭과 습지, 축사를 조성하 는 

데, 각종 야채와 흑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거나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표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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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문강도 캠 의 활용 황

6-a. 문강도 캠 의 정면 모습 6-b. 내외부벽 황토마감 6-c. 본 옥상의 강의실
6-d. 본  후면의 도자

기교육장

6-e. 본  후면의 창고 6-f. 공간경계 황토벽 6-g. 볏집으로 조성한 운동장 앙 조회 의 지붕, 새장, 수도장

6-h. 건물 벽면 담쟁이

넝쿨 녹화
6-i. 폐교 곳곳에 조성한 우수를 이용한 생태연못 6-j. 식물재배 부착온실

6-k. 기된 도자기를  

재활용한 지붕

오리를 직  부화시켜 논에 방사시키는 방법과 

마을 앞 하천에서 우 이를 양식하여 농사를 짓는 

무기농농법을 진행하며, 방문자들에게 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2.5 문강도예캠프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에 치한 문강도 캠

는 1963년 개교후 1994년 폐교된 신덕 등학교를 

사단법인문강도 가 재 문강도 캠 로 운  활

용하고 있는 사례이다. 문강도 캠 는 기존 폐교 

본  건물의 동측 부분을 철거하고 이 곳에 우수를 

이용한 생태연못, 자연공원, 꽃과 새들의 동식물 서

식공간 등을 조성하여 마치 폐교 체가 원시림으

로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 사례의 환경친화  용 요소는 앞의 사례와 

유사하게 재료  측면과 자연  생태체험학습공간 

측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첫째, 재료 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 폐교 교

사의 내․외부 벽에 황토흙을 발라 마감하고 있고

(표6-b), 지붕 부분에는 볏집을 이용하여 사드에 

변화를 주며 단열효과도 얻고 있다.(표6-a)

그리고 스틸 이 를 이용해 기둥을 세우고 통풍

이 되는 재료로 지붕을 얹은 본  옥상에 조성한 

강의실(표6-c), 기존 본  후면에 만든 도자기교육

장(표6-d), 공방, 창고  보일러실(표6-e) 등도 식

물녹화 등 자연친화 인 재료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운동장내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 등 

각 공간을 구분하기 한 경계벽도 황토벽돌 벽으

로 시공하 다.(표6-f)

운동장 앙 조회 의 지붕, 새장, 수도장 등도 

볏집으로 구성하 고(표6-g), 각종 식물과 나무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건물 체를 

담장이넝쿨 등을 이용하여 녹화하고 있다.(표6-h)

둘째, 자연  생태체험학습 공간을 살펴보면, 먼

 폐교 곳곳에 조성한 우수를 이용한 생태연못을 

볼 수 있다. 생태계의 자연순환을 추구하면서 그 

요성을 방문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이 곳의 요한 공간 의 하나이다.(표

6-i)

후면 건물 외벽에 유리를 이용한 부착온실을 만

들어 생태 시스템  요소를 도입하여 단열과 의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고, 이 공간에서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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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례조사 상의 배치 황(   기존건물   신축건물)

7-a.

한마

음

자연

생태

학교

7-b.

능길

산골

체험

학교

7-c.

푸른

꿈

고등

학교

7-d.

산

귀농

학교

7-e.

문강

도

캠

을 재배하며, 성장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 활용하고 있다.(6-j)

주요한 캠  로그램인 도자기 만들기를 한 공

간은 주변에서 양질의 흙을 직  채취하고, 그 흙을 

반죽하여 도자기를 제작하고 직  가져가도록 함으로

써 흙의 요성을 일깨우고 있고, 기된 도자기들은 

깨어 건물과 주변 부지에 활용하거나 도자기 재료로 

재사용함으로써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자연 생태

순환을 익히도록 유도하고 있다.(표6-k)

3. 환경친화  폐교 활용사례의 특성

와 같은 조사를 통해 폐교활용 사례에 용된 

환경친화 인 요소들을 토지이용  공간재배치, 내

외장 재료의 변경, 생태 시스템의 고려  용 측

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토지이용 및 공간재배치 

조사 상 사례들은 개 산간지역에 치한 폐

교된 학교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의 지가 이미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연계되

어 있어 환경친화 인 배치에 있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한 자연 지형  지세의 활용, 공지  

외부 텃밭 등의 확보, 자연녹지의 보   재구성, 

환경친화 인 식재 등 토지이용의 측면에서 양호하

게 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사례들의 공간의 재배치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7)

한마음자연생태학교는 기존 폐교 본 을 교육장, 

강당, 곤충 시장, 일부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기존 식당은 내외부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공간에 더해 황토방을 숙박시설로 신축하 고, 

운동장의 남서측에 도 체험장, 염색장, 본  건물의 

북동측 후면에 유기농공장 등을 신축하 다. 한 

정면 주진입변 운동장의 남측에 황토흙집 숙박시설

을 재 신축하고 있는 이다.(표7-a)

능길산골체험학교는 기존 본  1층을 강당, 세미

나실, 식당, 2층을 공동욕실, 염색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사를 개조하여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본  후면 북측에 숙박시설로 황토방과 황토찜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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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체험장 등을 신축하 고, 동측과 남서측에 7개

의 원두막을 조성하 다. 한 지 동측으로 고추

밭과 , 옥수수 밭 등 다양한 농사체험  재배를 

한 텃밭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표7-b)

푸른꿈고등학교는 다른 사례들과는 달리 많은 건

물을 신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기존 본 은 일반 수

업을 한 교실로 활용하고, 지 동측으로 남․여 

생활 과 특별교실동, 창고, 사 등을, 지 후면에 

조성한 야외화원, 희귀식물원, 목본원, 송림원으로 

올라가는 자연 생태탐방로를 따라 서측에 자연탐방

학습 을 신축하 다.(표7-c)

산귀농학교는 본   숙소, 식당, 창고  샤

워실을 기존 건물을 개조하여 활용하고 있고, 숙박

시설인 황토방, 휴게실, 두부체험장을 운동장 면

에, 오리, 닭, 흑돼지 사육장을 운동장의 동측에 신

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체 마을을 상으로 하는 

농 체험마을을 활성화하기 한 양심농산물직거래

장은 지의 진입부 맞은 편에, 친환경 오리농법 정

미소와 오리부화장을 지 인근 북측에 건축하

다.(표7-d)

문강도 캠 는 다른 사례와 달리 신축한 부분은 

도자기 체험 강당 뿐으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

여 극 활용하고 있다. 기존 본  면동의 왼쪽 

부분을 새장, 분재 시실, 교사휴게실로 활용하고 있

고, 오른쪽 부분을 철거하여 연못과 다양한 꽃과 수

목들이 자라는 야생화 동산을 조성하 다. 후면부의 

건물은 도자기공방  도자기 시실,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옥상부분에 천막을 설치하고 옥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운동장 서측에 있던 기

존 식당은 외부에 인 미 체험공간을 만들어 그

로 활용하고 있고, 운동장에는 단체 이용객들의 이

용을 한 무 , 각종 통놀이 체험공간 등을 조성

하 다.(표7-e)

3.2 내외장 재료의 변경

신축 는 리모델링한 부분에 사용한 건축재료들

은 상 사례 부분이 목재, 석재, 황토 벽돌, 황토

흙, 볏집 등 자연  주변 환경과 친화 인 재료와 

재생 가능한 재료, 황토흙이나 황토 모르터르, 한지, 

목재 등 사람에게 해가 은 내장재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료  요소라고 단 으로 말 할 순 없지

만, 자연 친화 인 식재를 벽체, 지붕, 바닥. 모든 곳

에 범 하게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마음자연생태학교의 경우 황토 재료가 물

에 약해, 이차 으로 덧  투명 슬 이트  에 

담쟁이 넝쿨과 같은 식물을 지붕에 식재하여 친환

경 인 지붕을 유도한 것은 단순한 방법이지만 인

공 인 지붕 재료를 자연친화  재료로 발 시켰다

는 차원에서 인상 이다, 한 기존 폐교 본 동의 

벽체 표면 에 황토벽돌과 황토흙을 덧 우고, 기

존 건물에 더해 신축한 건물도 모두 황토벽돌과 황

토흙으로 지어 통일을 기하고 있다.

능길산골체험학교, 산귀농학교, 문강도 캠  

등의 경우 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존 건물의 구

조와 형태를 유지하면서 황토를 덧 어 외 을 변

경시키고 있다. 능길산골체험학교의 경우 기존 건물

의 목재 창틀은 그 로 유지하고 벽면에만 황토를 

발라 보다 자연 인 분 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독

특하다. 한 외부 마당의 원두막과 창고도 자연재

료인 짚풀과 나무를 사용함으로써 주변과 조화를 

이루려 노력하고 있고, 본래 있던 나무를 훼손시키

지 않고 원두막의 기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환

경친화 인 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푸른꿈고등학교는 기존 폐교의 교사동 앙 

부분만 리모델링을 하고 건설 폐기물 에서 벽돌 

 나무들을 재활용해 바닥포장을 하고 있다. 푸른

꿈고등학교는 다른 사례와 달리 의도 으로 건물을 

많이 신축하 는 데, 신  교사동 건물과 도서 은 

목조로 건축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기하고 있고, 

도서 의 상부는 바닥에 흙을 깔고 옥상정원을 조

성하 다.

3.3 생태 시스템의 고려 및 적용 

상 사례들은 자연과 친화 인 장소로서 지역의 

폐교를 선택해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추구하거나 

생태계 순환 과정을 교육, 학습한다는 공통의 목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순환  사고에 한 

의지와 이의 고려가 극 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수를 활용한 생태연못과 습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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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공간의 확보, 벽면과 옥상 등의 녹화  식물서

식공간, 다양한 외부 텃밭, 오폐수처리시설  재활

용 시설, 태양열  풍력시스템, 환경친화형 발효화

장실 등이 나타나고 있다.

능길산골체험학교는 태양 발 , 풍력발 기 등의 

생태시스템 설비를 용하여 에 지원의 일부를 사

용하고 있다. 한마음자연생태학교와 푸른꿈고등학교

는 오폐수 정화시스템을 용하여 자체 여과 처리

하고, 생태연못을 거쳐 다시 텃밭 등에 사용함으로

써 생태계의 순환을 도모하고, 이를 교육의 상으

로 활용하고 있다. 

한 푸른꿈고등학교는 외부공간에 야외자연학습

장에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학생식

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거기를 가축에게 먹이로 

주고 닭, 오리들의 알을 다시 학생들이 먹는 자연 

생태계의 순환을 자연스럽게 교육시키고 있다.

문강도 캠 에서도 도자기를 만드는 흙을 직  

채취하고, 도자기를 제작하도록 하면서 흙의 요성

을 일깨우고, 기된 도자기들을 건물과 주변 부지

에 활용하거나 도자기 재료로 재사용함으로써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자연 생태순환을 익히도록 유

도하고 있는 에서 생태시스템의 고려에 한 의

지가 매우 극 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폐교에 한 사회  심이 높아지면서 임 나 매

각을 요구하는 기 , 지자체, 개인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수의 폐교가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주거를 포함해 우리 주변에 환경친화

 건축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단순히 재

료  측면이 강조되거나 통주거의 재  등, 다양

하게 용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과 상 비교하기 

어려우며,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람직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

이다. 

본 조사 연구는 폐교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는 

운 인 측면보다는 환경친화 인 개념에서 근

해 공간과 시설을 변경시키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가를 고찰하 다는 것이 다른 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음자연생태학교와 능길산골체험학교의 기존 

건물의 벽체 표면 에 황토벽돌과 황토흙을 덧

우는 방식과, 푸른꿈고등학교와 같이 단순 신축보다 

필요한 공간은 생태시스템을 용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 등이 복합 으로 용되어 활용된다

면, 폐교를 환경친화 으로 재활용하는 데 있어 하

나의 참고 인 기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환경친화  건축개념이 용된 지역 

폐교의 활발한 활용을 해서는 친환경 재료의 선

택  용, 생태계순환시스템의 이해  기술  도

입, 주변 자연환경과 건축, 사람이 함께 한다는 통합

 , 이용자의 환경친화  건축개념에 한 이

해와 참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재료  

측면이나 필요 공간의 새로운 신축 모델 등에 한 

기술 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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