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연재 special series
국내(외) 학교의 학생 복지시설 우수사례 소개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2권 제2호 통권 제105호 2015년 3월 33

일본 홋카이도 극한지 교육·연구시설 탐방 기술보고
A Technical Report on Educational Facility and Research Institute of Extreme Regional Climate, Hokkaido 

이  경  회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원장․연세  명 교수
Lee Kyung Hoi / President,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kyunghoi@yonsei.ac.kr

1. 서론

최근 들어 가장 요한 국내외 이슈  하나는 친환경 

에 지 건축기술이다. 특히 교육시설은 에 지 다소비 

시설  하나로 친환경 에 지 기술을 용할 경우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단된다. 교육시설은 단일 용도의 건물

로써 그 규모가 상 으로 크고, 에 지사용 앙 리가 

가능하며, 실 별 이용자와 스 이 명확하기 때문에 

한 에 지 약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효과는 지속 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은 2004년 설립 이후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친환경 건축 도시건설의 핵심  설계 

기술보 , 녹색기술과 정보기술의 융복합 연구, 「녹색건축

의 인증」, 「건축물 에 지효율등  인증」,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결로성능 평가」, 스마트 그린빌딩도시의 설계  

친환경건축물 인증컨설 , 패시  디자인, 신재생에 지기

술보 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건강건축, 한옥의 화, 자

원 약형 시스템하우징, 그린 리모델링설계 등 다양한 분

야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원은 에 지 리공단으로부터 노후 고 

에 지효율화 리모델링 모델  가이드 개발에 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교육시설 에 지 효율화에 한 연구역량

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연구기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활동 역을 넓  가고 있다.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연구원의 본인 이하 

왕정  부원장, 김정훈 본부장, 박명규 본부장, 김석일 

리 일동 5명은 해외 교류  선진기술 습득의 일환으로 

일본 홋카이도 일 를 방문하 다. 이형석(李 亨錫) 후라

노 사와 후라노시청  도립 북방건축종합연구소의 

안내로 후라노 시립 히가시 등학교  극한지 에 지 

건축 기술 장을 돌아볼 수 있었다. 

특히, 후라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토 요시아키(能

登 芳昭)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소개 받은 후라노시립 히

가시 등학교(富良野 立東 学校)의 방문은 뜻깊은 잎이

었다.<그림 1>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의 기후 변화가 극심하므로, 혹

서․혹한 기후환경 변화에 비한 극한지 건축기술 도입

이 시 하다. 이에 본 탐방 기술보고를 통해 홋카이도지역

의 최근 공된 등학교와 연구시설을 심으로 일본의 

북방형 극한지 건축물에 한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노토 시장과의 면담

(좌측으로부터 왕정 , 소토자키 부장, 이경회, 노토 시장, 이형석님, 

김정훈, 박명규)

2. 후라노 시립 히가시 등학교

(富良野 立東 学校)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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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노 시립 히가시 등학교는 홋카이도 후라노시(北海

道富良野 )에 치해 있으며 2014년 8월에 공된 최신 

교육시설이다. 2012년 기 으로 1학년에서 6학년 학생 271

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교사 수는 24명이다. 노토 요시아

키 후라노시장 특별히 추천한 이 등학교는 타 지역  

외국인 방문객이 잦은 홋카이도 내 표 인 친환경 에

지 등학교로, 교육시설에 반 된 최신 건축기술을 엿

볼 수 있었다. 우리 연구원 일행은  소토자키 카즈미츠(外

崎 番三) 후라노시 건설수도부장과 츠카자와 에이이치(塚

澤 栄一)교장의 세심한 안내로 등학교 건물을 구석구석 

돌아 볼 수 있었다. 

이 교육시설에는 다양한 신기술이 용되어 있었는데 

인상 깊었던 부분은 계획  시공에서 극한지 기후를 최

한 고려한 이다. 우선, 등학교 개축과정에서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실외활동곤란과 실내체육활동의 연속성을 

배려하여 신교사 개축이 완공된 이 후 기존교사 해체작업

을 진행하 다. 순차  진행과정에 따라 본 연구원이 방문

했던 시 에도 기존교사 자리의 운동장 조성 작업이 진행 

이었다.<그림 2> 두 번째로 이 많이 내리는 지역  

특성에 따라 겨울철 체육활동은 주로 실내에서 이 지므

로 학교 내 실내체육  이용 비율이 높다. 따라서 본 시설 

내에서도 실내체육   오 스페이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과정에서부터 고려하여 반 하 다.

그림 2. 등학교 경

그림 3. 실내체육

그림 4. 1층 평면도

그림 5. 2층 평면도

2) 개축과정 및 기본 개념

1973년 4월 개교한 후라노시립히가시 등학교는 기존 

교사가 건설 된지 37년 이상이 경과하 고 노후화가 

하게 진행되었다.<그림 6> 특히 내진성을 포함해 안 성

이 우려되는 상태 기 때문에 2012년 6월 신교사의 개축

을 결정하여 2014년 8월  교사를 완공하 다. 이후 기존 

교사를 철거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구 교사와 신 교

사는 서로 다른 치에 있다.<그림 7> 개축과정은 ① 기

존 실내 운동장 철거 ② 신 교사․옥내 운동장의 건설 ③ 

기존 건물 철거 ④ 외부 정비  마무리의 과정을 거쳤으

며 공사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는 실내체육   운동장

의 체시설을 확보 해 수업에 최 한 향을 받지 않도

록 하 다. 특히 공사 장이 학생수업시설  주변주택가

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안 에 을 두고 공사를 실

시하 다. 

후라노시 교육 원회는 개축  학교건축의 기본 개념

을 설정 하 는데 우선 학교 시설은 학생의 학습의 장으

로써 풍부한 인간성을 기르는 교육환경으로 요한 의의

를 가진다고 보았으며,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 지리  특징

상 유사시 피난시설로써 안 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

했다. 다음 사항은 학교 설계의 기본개념 주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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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개축  등학교 건물

그림 7. 기존 교사  개축 과정

그림 8. 2층 도서실

그림 9. 가변 가능한 교실

그림 10. 음악실

그림 11. 음악실 가변형 벽체

그림 12. 석으로 활용되는 계단

① 다양한 학습 형태에 응할 수 있는 학교

② 구나 이용 가능한 장애인 학교

③ 지역에 열린 지역의 상징이 되는 학교

④ 안  안심 학교

⑤ 친환경 학교 

3) 시설 특징

시설의 특징으로는 겨울철 최  기온이 하 40도 까지 

떨어지는 홋카이도의 기후특성으로 인해 실내 체육 을 

건물의 앙부 두어 외피면 을 최소화 하고 학교건물을 

체육  주 를 둘러서 배치하여 에 지 측면에서 유리하

게 평면을 구성 하 다.<그림 3 ,4, 5>

학교의 각 실은 다양한 학습형태에 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 는데, 우선 일반교실과 복도 사이에는 벽체를 두

지 않고 가변이 용이하도록 미닫이 문을 설계하여 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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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음악실 단면 그림 14. 채   환기용 창

그림 15. 연구원 일동과 함께 한 츠카자와 교장

(좌측으로부터 김석일, 김정훈, 이형석님, 소토자키 부장, 츠카자와 

교장, 이경회/ 우측으로부터 왕정 )

그림 16. 지 열 덕트

간을 다목  공간으로 마련하 고, 그룹 기본 학습과 소

그룹 지도등 다양한 수업형태에 응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각 반 별 시물을 복도에 시한 모습은 인상

이었다.<그림 9>

2층 고학년 교실에는 도서실, 컴퓨터실 사이에 다목

실을 배치하여 조사  학습을 병행한 학습 환경을 조성

하 으며, 도서 과 복도 칸막이를 없애 언제든지 학생들

이 도서 으로 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배려 하 다.<그

림 8> 한 실내체육 과 음악실 공간은 가변형 벽체를 

설치하여 복도  공용공간으로 공간  확장 될 수 있도

록 설계하여 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특히 음악실 앞 계단은 객석으로 활용하여 수

업 이외의 지역 행사에도 응이 가능하도록 하 다.<그

림 10, 11, 12, 13>

무장애 학교를 실 한 것도 이 학교의 자랑거리 는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화장실, 세면 등을 설치하고  

등에는 단차를 없애 장애인이 건물을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 다.

한편, 일본의 학교는 재해 시 피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정  시에도 난방과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발 기를 

설치 하 으며, 카메라가 부착된 인터폰과 보안 카메라등

으로 외부 침입자를 감시 할 수 있도록 보안  방범 설

비를 계획 하 다. 

4) 친환경 계획

우선, 에 지 성능을 높이기 해 조명기구  난방설

비, 단열재, 창호는 에 지 성능이 높은 것을 사용하 다. 

자연채 과 LED 구를 극 채용하여 어디서나 밝고 쾌

한 실내환경을 조성하 다.<그림 14, 15>

루버  차양을 겸한 발코니를 설치하여 하 기 강한 

햇볕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여름철 냉방부하를 일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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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시설의 경우 학교 부지 지하에 조성한 지 열 

덕트를 이용해 여름과 겨울철 건물 냉난방에 활용한다. 

지 열 덕트는 건물외부 공기가 지하에 매설된 터 형 구

조물을 통과하면서 생긴 지 열을 이용해 건물 사용자가 

환기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이며, 지 열 

덕트를 이용하여 겨울철 하 19도의 외부공기를 0도도 

높이고 여름철 27도의 외부공기를 21도로 낮춰 환기  

난방과 냉방부하를 여 에 지비용을 일 수 있도록 하

다.<그림 16>

신재생에 지 설비로는 태양  발 설비를 설치하 으

며 학생들에게 자연에 지의 이용, 에 지 약, 환경 보호

의 교육을 한 교재로써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본 등학교 건물에서는 목재를 비롯한 친환경 내

장재를 벽체  바닥 천장 부 에 용하여 학생들이 쾌

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하 다. 

3. 북방건축종합연구소(北方建築総合研究所)

1) 개요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北海道旭川 )에 치한 북방건

축종합연구소 건물은 2002년 4월에 연구소의 주 업무인 

에 지 설비시스템 연구  극한지 건축물의 실험을 한 

건물로 세워졌다. 실제 이 건물은 각종 에 지 설비시스

템과 패시  건축물 기법이 용되어 있어 이 연구소가 쌓

은 연구성과의 실증  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상 4층에 

지하 1층 규모이며 연구동과 실험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연구소에서는 견학을 한 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소 건물은  세계 친환경 건물의 벤치 마킹

이 되고 있다. 후라노시청의 타 우치 히데유키(竹内 秀

之) 건축주임의 안내로 연구소 방문을 하 는데, 이시즈카 

히로시(Hiroshi Ishizuka) 소장과 연구원들이 직  친 하

게 설명해  이 매우 인상 이었다.

이 연구소에서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홋카이도 기

후의 특수성에 맞는 북방형 주택의 연구  기 이며, 북

방형 주택의 주요 평가 기 은 장수명, 안심(방범, 안 ), 

환경과의 공생, 지역  건축 항목 등이다. 우리 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과 많은 련성을 비추어 볼 때 

향후 긴 한 력 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연구소 아트리움 홀

그림 18. 연구소 외

그림 19. 1층 안내도

 

그림 20. 2,3층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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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자연환기 시스템

그림 22. 외측창측 자연환기용 통풍창

그림 23. 아트리움측 통풍 개구부

그림 24. 자연채  시스템

그림 25. 책상배치 와 실내채

2) 시설 특징

북방건축종합연구소는 리/연구동과 4개 블록으로 이

루어진 실험 동이 있으며 기능  개방공간으로 활용되는 

아트리움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트리움은 이 건물의 친환

경 성능을 높이는데 요한 역할을 하는데 채 , 환기의 

기능으로 환경 부하를 감하고 각 실험동에서 발생하는 

진동  소음에 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여름철은 아트리움 지붕에 설치된 가동 블라인드로 낮 

동안의 일사를 차단하며 겨울철은 채  받아들이도록 함

과 동시에 결빙을 방지하도록 하여 자연 을 최 한 이용 

하도록 하 다.<그림 17>

3) 저에너지 계획

① 패시  환기 시스템

연구소의 통풍은 공기가 연구/ 리동의 창문 하부에 치

한 통풍창문을 통해 오 된 연구공간을 통과 하도록 하여 아

트리움의 연돌효과를 이용해 아트리움 상부의 배기창문으로 

빠져나가는 통풍방식을 용하 다.<그림 21, 23>

기본 으로 연구/ 리동의 환기는 지하 형 기 덕트

와 화장실의 배기통 환기장치를 이용하며 지하 형 기

덕트에서 실내 액세스 로어를 통해 실내에 자연 반송된

다. 환기량이 부족한  가을의 간기는 배기팬을 사용하

며, 결과 으로 일반 인 기계환기를 하는 것 보다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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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얼음  을 이용한 냉방

그림 27. 단열시스템이 용된 실험동과 단열시스템 상세

동력에 쓰이는 에 지를 1/3이하로 일 수 있도록 하

다. 

연구/ 리동 창문에 설치된 통풍창문은 자연 환기 바람

에 의해 서류들이 흩날리는 일이 없도록 개인이 쉽게 각

도를 조 하거나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이었

다.<그림 22>

② 자연 을 이용한 조명

일본의 사무건물의 경우 1년간 사용 에 지의 약 30～

40%가 조명에 지로 사용된다고 하며 본 건물의 연구/

리동에서는 조명에 지의 사용을 획기 으로 낮추기 해 

낮 동안에는 인공 조명을 거의 필요하지 않도록 자연 의 

사용을 극 으로 도입하 다.

그 로 연구/ 리동 외측창에는 선반을 도입하 으

며, 연구부가 있는 3층 외부창 1.5m의 높이에 700mm 폭

의 선반을 도입하여 실내로 들어오는 직사 을 차단 하

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자연 을 균질하게 실내로 끌어 

들이기 해 반사 의 기능도 함으로써 낮 업무시간 동안 

자연 을 최 한 이용하도록 하 다.<그림 24> 실내에서

는 아트리움 방향으로도 자연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낮은 

티션만 두어 양측의 빛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25>

연구/ 리동 1,2층 실 내부는 자연  이용을 해 책상 

배치를 아일랜드형으로 하 으며 외측 창으로는 외부차양

을 설치하 고, 차양 상부에 확산 유리를 설치하여 자연

을 최 한 많이 내부로 받아 들이도록 계획 하 다. 외부 

차양으로도 빛을 조 할 수 없는 부분은 롤스크린을 설치

하여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  하도록 하 으며, 결과 으

로 일반 사무소 건물 비 조명에 지 사용을 약 80% 

감하도록 계획 하 다. 

③ 냉난방 설비

이 연구소의 냉방 설비 주요 특징으로는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 지를 극 이용 한다는 것이다. 건물 하부에 /

얼음 장고를 지하에 설치하여 여름철 냉방부하에 비

하고 있었다. 홋카이도의 긴 겨울과 추운 날씨와 많은 

을 이용하여 건물 지하의 장고에 겨울동안 100ton의 물

을 얼리고 30ton의 을 장하는데, 장된 얼음은 여름

철 팬을 이용해 공기를 냉각시켜 연구/ 리동 연구실 냉

방에 이용하며, 장된 으로는 아트리움 바닥 냉방에 활

용한다.<그림 26>

이외 난방 설비로는 패  히터를 사용해 아트리움의 온

수 바닥 난방을 하고 있으며 부하를 감할 수 있는 운  

 제어를 하도록 하여 열원기기를 소형화 하 다.

④ 단열 시스템

본 연구소의 철골조 실험동 외벽에는 민간사업자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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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실험동 내부

그림 29. 연구원 일동과 함께한 이시즈카 소장

(좌측으로 부터 박명규, 김정훈, 왕정 , 이경회, 이시즈카 소장, 

타 우치님, 이형석님, 김석일)

동연구에서 개발된 외단열 시스템을 용하 다. 단열재 

개발의 기본 개념은 지역생산이 가능하며, 유지보수율이 

낮으며, 순환형 재료로 구성되며 향후 해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이다. 

개발된 외단열 시스템은 불연외장재와 불연단열재가 복

합된 시스템이며 0.6mm두께와 50mm 요철 단면 형상을 

가진 강 을 사용하여 강도를 높이고, 외벽의 기  간격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하여 열교 상에 의한 단열성능 

하를 억제하 다. 요철 내부는 단열 공기층으로도 사용 할 

수 있어 별도 공기층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노동력 

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 고, 단열재는 고성능 그라스울 

200mm와 방습 기  필름 0.2mm를 이용하여 구성하 다. 

개발된 외단열 시스템은 RC조 와 철골조 등의 공법에 상

없이 용 가능하며 단열재의 두께에 유연하게 응 가

능하도록 하 다.<그림 27, 28>

4. 결언

최신 일본 극한지 등학교 건축은 극한지역의 에 지

약  친환경 학교 건축 모델로서 건축계획, 무장애

(Barrier Free)학교  에 지 약, 패시  디자인 요소가 

매우 하게 고려된 모범 사례가 된다. 

북방건축종합연구소의 패시   액티  디자인 역시 

이 지역 연구소 건물의 표  사례로서 세계 여러 지역

에서 이 연구소를 견학코자 방문객이 쇄도 하고 있다. 따

라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극한지 건축의 사례 연구를 통

해 우수한 건축기술의 도입이 실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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