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개 시·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움자료
"다 함께 만들어 가는 "

- 교육활동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참고 자료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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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움자료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방향을 바탕으로 사전기획 단계에서 미래학교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니 사업추진 과정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미래학교 조성 협의체 운영,

학생중심 사고와 참여 설계 과정 등 조성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장의 과정을 위한 도움 자료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원년의 도움자료로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속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이 인쇄물은 재생용지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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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서는 2021년부터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에 대한 교육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다. 시도교육청, 

대상학교, 사전기획가 및 학교 사용자(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가  미래학교의 사전기획 과정에서 참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래학교의 주요 내용별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미래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의 변화에 따른 학교공간을 제안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혁신,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한 학습환경, 탄소중립·환경생태장으로서의 그린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 

복합화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기 배포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안내서’와 병행하여 교수학습혁신과 교육공간혁신을 통한 미래학교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에서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사전기획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자료가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래학교의 조성·운영 방향

● 미래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법에 따른 미래형 학교 공간환경 조성

● 미래학교의 조성 및 운영 사례(공간혁신, 스마트환경, 그린학교,학교 복합화) 

00 
들어가며

영광묘량중앙초 (건축교육공간디자인 P_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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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체제 전환

교육혁신 교육환경

미래학교

조성 방향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

미래 교수학습과

학습환경

교육과정 연계

공간혁신

디지털 기반

스마트환경

환경생태

그린학교

지역 연계

학교 복합화

운영 사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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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래학교
조성 목표

모두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위해 사전기획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내용별, 학교급별 미래

학교 조성·운영

목표 다양성 기반 교육

그린학교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 체험장

학교 복합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류의 거점

창의·융합 교육 시민 교육

미래교육전환

미래형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공간혁신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

스마트교실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스마트학습환경

연계

미래교육 환경 조성

참고 자료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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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래학교
조성 방향

미래교육 전환 : 학생 개개인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미래학교의 기본 방향은 미래인재 양성과 핵심역량 함양을 위하여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교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혁신하고, 

미래학교의 목표와 연계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미래학교 전환이 시작되는 2024년에 맞추어,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 삶과 연계한 역량 기반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된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습과 놀이·휴식이 

연계된 환경에서 학생들의 발달적 성장과 기초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공간의 

유연성과 다목적성 실현을 통해 학생들의 개별 맞춤형 선택학습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사용자중심 :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미래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조성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수적이다. 대상학교 선정, 사전기획 및 참여 설계 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경험하고 공간과 시설을 스스로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협업,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율과 특성화 : 학교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담은 학교

미래학교의 기본요소를 고루 갖추되, 학교특성과 지역사회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특화요소를 중점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농산어촌 등 상대적으로 교육·문화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는 복합화 모델을 추진하고 기후 환경분야 

교육이나 지역적 여건이 특수성이 있는 학교는 그린학교를 표방하며 차별화된 모형을 추진할 수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발달수준과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놀이·휴식공간, 중학교는 학생중심의 자유학기(년)제 연계공간, 고등학교는 학생의 선택중심의 

고교학점제 운영 공간, 특수학교나 특성화 중고등학교는 학생의 특성과 학교 설립목적 등을 반영한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참고 자료 한눈에 보기



10 다 함께 만들어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움자료

초등 1~2학년(배움의 기초·쉼과놀이)

중학교(진로탐색과 설계로 자기 주도적 성장)

초등 3~6학년(기본 쌓기·실천하는 배움)

고등학교(자기주도적 학습역량 키우기)

● 숲 체험장 등 생태 놀이터 활용 학습
● 감성을 깨우는 '알록달록' 놀이

● 다양한 진로탐색과 진로설계 교육
● 학교 자율활동 활용 참여중심 활동

● 자연과 교감하는 밭 가꾸기
● 게임형 신체활동, 심미 감성 기르기

● 창의융합 공간을 통한 다양한 선택학습
● 다양한 진로설계, 자기주도적 학습

● 온오프라인 수업 모형 설계   ● VR 및 AR 활용 콘텐츠    
● 스마트학교 지원  시스템 구축

● 안전한 환경에서 기초 다지기
● 맞춤형 한글, 수학 책임교육

● 공간, 에듀테크 활용 프로젝트
● 학교 에너지, 탄소저감 프로젝트

● 환경생태 마을 교육 과정
● 친환경 에코 프로젝트

●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사례 프로젝트

놀이중심 교육

자유학기(년)제

체험중심 교육

고교학점제

스마트학습지원

안심·책임 교육

미래역량 융합교육

환경생태교육

환경생태교육

놀이휴식
공간

예술체육
활동

창의융합
공간

크기 용도가
유연한 공간

학교생태
놀이터

쌍방향 소통
교류 공간

AI, VR
활용 수업

3D 시뮬레이션

AI 맞춤형
학습

창작 메이커
교육

마을환경
생태 교육

방과후 연계
돌봄 교실

통합형
프로젝트 학습

지역과 함께 하는
도서관

공간혁신

다양한 교수·학습

경험 강화

그린학교

생활 속 환경생태

교육 활성화

스마트교실

맞춤형 개별

학습 확대

학교 복합화

지역사회 거점

으로 역할 강화

●  크기와 쓰임이 유연한 공간
●  학습자 중심수업 및 창의·융합수업 활성화
●  휴식·소통을 통한 인성 함양

●  탄소중립 및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공간

●  체험 중심의 환경생태교육 확대

●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학습환경
●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학생활동 중심 수업 확대
●  국내외 학교와 실시간 교류

●  지역과 학교 시설 공유

●  지역사회 공동체 연대 강화

학
교
의 

변
화 

모
습

초
등
학
교

모두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학교

미래교육

체제 전환

중·

고
등
학
교

03 
미래학교
변화 모습

참고 자료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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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학교로의 전환은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구현이 가능하며, 단순히 새로운 학습환경의 조성을 넘어 

교육의 전환을 유도하는 구성원의 변화와 역량 강화가 포함된 것으로서 미래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혁신

-  다양한 학습과 융합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 조성(유연한공간, 창의융합공간, 소규모공간)

- 학생의 휴식과 소통이 있는 공간 조성(참여소통공간, 개방성 확보)    

-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교수학습 운영(선택학습 확대, 주제중심수업, 인성/공동체교육)

●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

-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학습환경 구축(무선인터넷, 개별 디바이스, 수업기자재, 플랫폼)

- 스마트한 학교 운영체계 구축 환경 마련

- 디지털 전환 기반의 교수학습 혁신(블렌디드 수업 확대, 교수학습 확장, 맞춤형 개별학습)

●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  탄소중립 제로 에너지 학교

- 학습 휴식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태학교

- 환경생태교육의 장으로 제공되는 학교 조성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 복합화

-  지역 상생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 조성(시설공유, 학교시설 블록화)

- 효율적인 운영방식 도입 및 공동체 프로그램 다양화(마을교육공동체,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04 
미래학교
주요 내용

참고 자료 한눈에 보기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

Niños Conarte (Monterrey /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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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공간
변화

디지털 기반 사회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속에서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 증가로 창의력과 학습자의 개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시대·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중심,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함양, 공통과목 운영, 학생맞춤형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미래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을 확대하며,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다.

핵심역량 함양과 창의·융합

교육이 가능한 공간

다양성 및 개별화 중심의 학생 참여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 창의·융합형 인재의 핵심역량 중심

  교수·학습활동 지원

● 교육과정 재구성에 따른 유연한 학습공간

● 지능형 디지털기술 기반 미래교육 공간 구축

● 다양한 소통과 상호작용을 위한 교실공간

  유연화

●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공간

● 창의·융합형 문제해결 학습을 위한 학생경험

  중심 공간

● 학생 교과 선택 및 학습을 위한 다양한 과목

  운영 공간

● 학생이 미래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공간

●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공간

사회변화 미래사회 역량 교육과정 운영 학교공간 조성 방향

디지털 기반 사회로의 전환 창의·융합·혁신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중심

핵심역량 함양과 창의·융합

교육이 가능한 공간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학생 개인 성장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융합적 소양 함양

다양성과 개별화 중심의 학생

 참여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린·저탄소 사회로 전환 포용적 가치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강화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학교공간 조성 방향

창의·융합형

인재

참고 자료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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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목별 교육과정 방향 및 주요 변화

공통

●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 적정화
●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  학생들의 학습 부담 완화

국어

●  초등 저학년 한글교육 체계화 및 강화 
●  체험중심 연극수업 강화(초등학교 5~6학년군 국어에 연극 대단원 신설, 중학교 국어에 연극 소단원 신설) 
●  1학기 독서 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통합된 수업 활동
●  통합 독서활동 강화: 중학교는 1학기 1권 수업 시간에 읽기, 고등학교는 모든 선택 과목에서 1학기 1권 통합적인 독서 활동 제시 

수학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공통 과목까지 모든 학생이 수학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도록 학습 내용의 수준과 범위 적정화 
●  초등학교에서는 물체의 위치와 방향, 규칙 찾기 활동 강화 
●  중학교에서는 공학적 도구 이용, 교수〮학습 방법 다양화 
●  고등학교에서는 수학의 유용성 강조, 수학과 경제 개념 융합
●  고교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수월성 교육이 가능하도록 과목 개설
●  수학적인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고 수학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과 탐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제시

영어
●  초·중학교는 듣기와 말하기 중점, 고등학교에서 읽기와 쓰기 등 언어와 학생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중심 교육 강화
●  어휘 목록과 언어 형식을 학교 급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생 발달 수준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함

사회

●  사회과학적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내용 구조화
●  초등학교에서는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영토교육 및 통일교육 강화
●  중학교에서는 금융, 기업가 정신 등의 내용 추가, 초〮중〮고 연계성 확보 
●  고교 통합 사회는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사회 현상에 대해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을 종합 이해하도록 구성 
●  협력학습,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중심의 수업을 통해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등 핵심역량 함양
●  다양한 진로 선택 과목(여행 지리, 사회 문제 탐구) 신설

과학

●  초중등 통합 과학은 자연현상의 궁금증을 과학적인 기초 개념과 연결시킴으로서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토록 구성
●  초등학교에서의 실험수행을 위한 기능 숙달 과정 강조 
●  중학교에서는 통합단원 (과학과 나의 미래, 재해재난과 안전, 과학과 현대문명) 신설 운영
●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진로를 고려하여 과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기적으로 과목 구성 
●  탐구활동과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강화 
●  고교에서는 과학탐구실험과 통합과학 과목을 운영, 학교 밖 현장 체험, 실생활 학습을 통해 과학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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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래형
교육과정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방향(안)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본 원칙(안)

● 학생의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개발 

●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학생 개별 성장 및 진로 설계 지원 교육과정 개발

●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내용 강화

● 지역 분권화 및 학교·교사 자율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개발

● 기초소양, 기본 학력 보장을 통해 교육공공성 및 책임 교육 강화

●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실수업 개선 및 평가체제 구축

혁신적

포용인재

개별성

다양성

공공성

책무성

분권화

자율화

디지털 기반

교육

● 학생 개별 성장 및 진로 연계 교육 지원

● 삶과 연계한 역량 함양 교육과정 개선

● 지역 분권화 및 학교 교사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과정 강화

●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 기초학력 및 배려 대상

  (특수교육, 다문화 등) 교육 체계화

● 지속가능한 미래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

  교육 강화(디지털 및 생태 전환 교육,

  민주시민 교육 등)

● 온 오프라인 연계 등 미래지향적 교수·

  학습 및 평가 재설계

● 디지털 기반 삶 학습과 연계한 공간구성

  및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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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공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요소,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자의 경험을 반영하여 학교 공간구성 방향을 설정한다.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함양 교육

인성 및 정서 함양

교과의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의
심층학습 강화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의
균형 있는 함양

다양한 학생 참여형
활동중심 수업 활성화

협동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증진

자기성찰 기회 확대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교육과정 공통요소

핵심 역량 함양과 창의·융합 

교육이 가능한 공간

다양성 및 개별화 중심의

학생 참여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학습자 경험을 위한 학교공간

고등학교 공간조성중학교 공간조성초등학교 공간조성

학습공간

협동학습실

교과교실(수학)

발표공간

개방형 컴퓨터실

교과교실(체육)

다목적실

포켓공간

학교공간 조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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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초등학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요소,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자의 경험을 반영하여 학교 공간구성 방향을 설정한다.

의사소통 중심 교육 강화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독서교육 강화 

활동과 탐구 중심의 수학교과 활동

체험중심의 연극 수업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 

초등학교 교육과정 주요 요소

공간조성 시 각 영역별(유치원, 초등학교) 명확한
출입, 동선구분 및 학교급별 활동 영역 설정

학교 내 안전교육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환경 조성

 복도나 홀, 오픈스페이스, 실외 공간 등에
가변형 무대 등을 설치

교실 내 소규모 오픈공간, 작은 문고 조성

연극이나 무용 등을 연습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조성

유, 무선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여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조성

도서관은 전교생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 학교 내 온라인 기반 학습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

이용자 발달 특성 및 활동 목적에 맞는
다양한 도서관 내 공간 조성

놀이 중심의 온라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도구 비치

학습자 경험을 위한 학교공간

놀이공간

중앙홀 도서

교실내무대

증강현실 체육 공간

복도공간 활용

작은 문고

로봇 SW교육 공간

포켓공간

학교공간 조성 방향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

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 창

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

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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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활동 과목별 교육과정 방향 및 주요 변화

자율활동
●   자치·적응활동
●   창의주제활동 등

●   입학 초기 적응활동, 사춘기 적응활동
●   민주적 의사 결정의 기본 원리 이해 및 실천
●   즐거운 학교생활 및 다양한 주제 활동

동아리활동

●   예술·체육활동
●   학술문화활동
●   실습노작활동
●   청소년단체활동 등

●    다양한 경험과 문화 체험을 통한 재능 발굴,

  신체 감각 익히기와 직접 조작의 경험,

  소속감과 연대감 배양

봉사활동

●   이웃돕기활동
●   환경보호활동
●   캠페인활동 등

●   봉사활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진로활동

●   자기이해활동
●   진로탐색활동
●   진로설계활동 등

●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 일의 중요성 이해,

  직업 세계의 탐색, 진로 기초 소양 함양

  창의적 체험활동

-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

-  공동체 의식을 함양,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함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

-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및 자유학기에 이루어지는 활동들과 연계하여 운영   

-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학생 진로와 연계하여 효과적인 활동 운영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

-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며,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별로 다양

하고 특색 있게 운영

안전·건강 교육, 인성 교육, 진로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 범교과 학습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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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국어과 연극 소단원 신설

영어과 의사소통 중심 교육 강화 

정보 과목 필수화

협동학습, 토의,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 강화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한 탐색,

학습의 즐거운 경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 함양

자유학기(년)제 

중학교 교육과정 주요 요소

학습자 경험을 위한 학교공간

유연교실

프로젝트 공간

유연교실

온라인 토론

다목적 도서관

도서관

목공실

아트스페이스

학교공간 조성 방향

자유학기(년)제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교육과정 

개별학습, 소규모 그룹학습, 토론학습 등
다양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공간 조성

학습활동의 종류와
학습자의 규모에 따라 쉽게 변형 및 조합을

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 등 비치

학생 참여형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실 내 벽면은 화이트보드 및

멀티미디어 지원도구 설치

학생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도서 등을
주요 활동공간에 비치하여 정보 및 진로탐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 및 직업체험 활동공간,
학교 운동 공간을 최대한 확보

학교 밖 지역사회 시설과의 연계 및 활용 강화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여
디지털 기반 학습을 할 수 있게 조성

학생과 교사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미래학교 조성방향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 미래 교수학습과 학습환경 미래학교의 조성 및 운영 사례 21교육활동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자유학기(년)제

●  자유학기(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 방향

-  학생 참여형 수업 강화 및 개별 학생 지원 활성화

-  다양한 수업방법 적용 : 적극적 수업 참여와 자기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협동학습, 토론 수업 및 실험·실습 등 학생 중심 수업 강화

-  주제 중심의 융합 수업 : 융합적인 사고를 함양하고, 학습에 대한 내재적인 동기와 몰입도 제고 

-  개별학생 지원 활성화 : 모든 학생의 적극적 수업 참여를 위해 개별학생 학습 지원 강화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형성 계기 마련

-  학생들의 미래핵심 역량을 길러주고 능동적·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에 중점

-  학생의 흥미와 관심,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

-  프로그램 개설 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

●  자유학기 활동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진로탐색 활동

학생의 흥미, 관심사를 반영한 여러 가지

전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동기 유발

(예시) 드라마와 사회, 3D 프린터, 웹툰, 금융·경영교육,

헌법 법질서교육, 인성교육, 스마트폰 앱 등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조직·운영함으로써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및 특기·적성 개발

(예시) 문예 토론, 라인댄스, 과학실험, 천체 관측,

사진, 동영상, 향토 예술 탐방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체육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 계발

(예시)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작사·작곡, 벽화 그리기,

디자인, 축구, 농구, 스포츠 리그 등

학생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교육 실시

(예시) 진로검사, 초청강연,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

현장체험 활동, 직업 탐방, 모의 창업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한 체험 및

활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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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운영 활성화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선택 과목 다양화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학생의 진로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

고등학교 교육과정 주요 요소

학습자 경험을 위한 학교공간

교과 교실

멀티미디어실

융합교육공간

홈베이스

로봇틱스랩

홈베이스

메이커 스페이스

과학 실험실

학교공간 조성 방향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

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 경쟁에서 포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학업설계 주체로서의 학생 지원

-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교육 구현

- 학교교육의 경계 확장

고교학점제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선택과목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크기, 동선, 기능을 갖춘 공간 조성

교실에 온라인학습, 온오프라인
연계 교수 학습, 네트워크 컴퓨팅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실험실습실 구축

연극이나 환경, 토의토론, 발표 등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공간 마련

 학생들 간의 탐구 협업이 용이한 과학실 가구
및 기자재 비치

진로에 따른  동아리 활동 및
학생 자치 공간 마련

교육과정 이수 지도 및 진로·학업설계 지원을
위한 상담 공간 마련 

공강 시간 활용이 가능한 학습
및 휴게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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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학점제(2025학년도~)

● 고교학점제 운영의 중점

-  (학생의 수요 반영) 선택과목에 대한 수요 조사, 수강신청 절차 운영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 

- (진로·학업설계 지도)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설계 지도 체계화 

- (최소 학업성취 보장) 학생들이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을 강화하여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보장 

●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변화

-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  공통과목을 통해 고교 단계의 기초소양을 함양하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목구조 개편

- 주로 특목고에서 개설하는 전문교과Ⅰ을 보통교과로 편제하고,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과목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추진

-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 기준으로 전환

- 학습량 적정화와 학사 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1단위 17회에서 1학점 16회로(50분 기준), 3년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수업량 및 총 이수학점 조정

● 창의적 체험활동 재구조화 및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

-  교과 융합적 성격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가칭) 진로 탐구 활동’ 도입

-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활성화

-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 추진

- 교육기술(에듀테크) 선도 고교 운영 성과를 토대로 학내 지능형 교육환경 구축, 교수학습 혁신, 개별 맞춤형 교육 등을 실현하는 

   교육기술(에듀테크) 선도고교 육성을 통해 첨단 기술 및 학교 운영이 접목된 미래 고교교육 모델 제공

교과 과목

보통 교과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전문 교과
전문교과Ⅰ*(심화과목)

전문교과Ⅱ(직업과목)

교과 과목

보통 교과

공통과목

선택 과목

일반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전문 교과 전문공통/전공일반/전공실무

*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의 심화 과목

<현행 고교 과목구조> <개편안(2025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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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수학습과 학습환경

충북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오즈엔앤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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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수학습의
변화

  교수학습 변화에 대한 요구

● 교육적 요구의 변화

-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교수·학습 영역을 확장하는 학습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학습환경 조성

● 학생과 교사에 대한 관점의 변화

-  교육의 핵심 주체로서 학생에 대한 인식 변화

-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습의 촉진자 지원자, 학습 경험의 설계자로서의 교사 역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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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수학습의 변화

현재 적용중인 2015 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교수학습의 특징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임. 이에 따라 현장

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의 실천이 확산되어 왔음.

-  소집단 활동을 통해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문제 해결 학습

- 학습한 내용을 실제적 맥락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생활 맥락의 학습

- 능동적 참여와 적극적 사고 표현을 요하는 토의·토론 학습

이러한 학습자 중심성과 실세계 삶과의 연관성은 미래교육을 예측하는 많은 문헌들에서도 여전히 강조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수학습의 방향

교수학습의 방향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 중심성 - 학습자의 삶과의 연관성 강조 문제 중심 학습, 프로젝트 학습, 액션러닝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 모바일 탐구학습, 플립러닝,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감수성 및 융합적 사고 함양 교육 교육연극, 융합형 교육

이윤서 외(2019)에서 발췌·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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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 중심 학습 - 실세계 문제, 협력적 문제 해결, 

정보 탐색, 비판적 사고 등을 포함

디퍼 러닝(학습 내용을 습득하고 이를 실세계 문제해결에 적용해 봄으로써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방법을 통칭함), 

공공데이터 활용 학습(학습에서의 실제성과 학습자 관련성을 강조함), 

놀이 학습(놀이학습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조사와 탐색,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통칭함), 협력 학습

테크놀로지 기반 맞춤형 학습 적응적 학습(적응적 테크놀로지 활용), AI 및 머신러닝의 활용(지능적 튜터링 시스템 등)

테크놀로지 기반 몰입 학습 확장현실(XR) 기반 학습, 애니메이션을 통한 학습, 다감각 활용 학습

다양한 온라인 학습 활동
온라인 학습, 블렌디드 러닝(플립 러닝 포함), 이스포츠(Esports), OER 활용 학습

  미래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 미래의 교수학습을 전망하는 문헌(OECD 등)들에서의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미래 교수학습 방법

      조진일 외(2020)에서 발췌·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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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의 방향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 중심 학습 -

실세계 문제, 협력적 문제 해결

-  디퍼러닝 계열의 교수학습 방법(문제 중심 학습, 프로젝트 학습, 액션 러닝 등), 융합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융합적 사고 함양을 위해 실세계 문제의 협력적 해결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개념 간 연결을 통해 창의적 해결안 도출)

- 협력 학습

- 놀이 학습(놀이 및 탐구 활동의 맥락에서 수행되는 연극 포함)

교수학습의 방향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

플립러닝, 블렌디드러닝

- 몰입학습(XR 테크놀로지,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증가된 학습 경험을 제공)

- 그 밖의 다양한 온라인 학습 활동(OER 활용 학습, 원격 교류와 소통, 이스포츠(Esports) 등)

- 맞춤형 학습(데이터와 플랫폼 등을 활용한 적응적 학습)

●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

-  스마트 학습 환경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테크놀로지 기반의 다양한 방법들의 활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미래학교의 교수학습 방향  

● 학습자 중심 학습

-  학습자 중심성과 실세계 삶과의 연관성은 현 교육과정은 물론 미래교육을 예측하는 많은 문헌들에서도 여전히 강조되는 특징임.

02 
미래학교의
교수학습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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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개요

학습자

중심 학습 –

실세계 문제,

협력저 문제 

해결

-  디퍼러닝

-  협력학습

-  놀이학습

디퍼러닝(Deeper Learning)
●   학습자가 비판적 사고과정, 문제해결과정, 협력학습,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습득하고 이를 실세계 문제해결에 적용해 봄으로써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방법을 통칭함

협력학습
●   두 명 이상의 학습자 간 협력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고, 해결책을 탐색하는 학습

-  이중 두 명의 학습자가 짝을 지어 튜터(tutor)와 튜티(tutee)로서 서로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대일 상호 교수라고 구분함

놀이학습
●   놀이학습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조사와 탐색, 학생간 다양한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

 학습자 중심 학습의 개요03 
교수학습과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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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중심 학습과 공간 유형

교수학습 방법 요구되는 공간 요소

   학습자

   중심 학습
디퍼러닝

ⓐ 온라인 정보 검색 공간        ⓑ 관련 자료 비치 공간

ⓒ 발표할 수 있는 공간           ⓓ 개별 학습 또는 소그룹 학습이 가능한 공간

ⓔ 제작 및 거치 공간              ⓕ 전시 공간

②ⓐ+ⓑ-교실

②ⓓ-홀, 로비 등

②ⓑ-교실

②ⓔ-디자인 랩

②ⓒ-홀, 복도, 로비 등

②ⓕ-교실과 복도의 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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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요구되는 공간 요소

   학습자

   중심 학습

협력학습,

일대일 상호교수,

토의·토론 학습

ⓖ 다양한 규모의 그룹 학습이 가능한 공간    ⓗ 일대일 동료 학습이 가능한 공간

ⓘ 토의·토론 좌석 배치가 가능한 공간          ⓙ 발표할 수 있는 공간

②ⓖ-교실1

②ⓘ-교실

②ⓖ-교실2

②ⓘ-가변형 교실+책상 배치

②ⓗ-복도

②ⓙ-계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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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요구되는 공간 요소

   학습자

   중심 학습
놀이학습

ⓚ 각종 놀이 및 탐구 활동에 필요한 실내외 공간

    놀이 및 탐구 활동의 맥락에서 수행되는 연극  수행 공간  

②ⓚ-개방형 계단 공간

②ⓚ-텃밭

②ⓚ-자연관찰/탐색 공간(홀, 로비)

②ⓚ-자연 소재의 옥외 놀이공간

②ⓚ-포켓 놀이/학습 공간

②ⓚ-생태 연못과 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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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평가하기

분석하기

적용하기

이해하기

기억하기

<전통적 형태의 수업> <플립러닝 형태의 수업>

# 2

학생이

숙제로 함

# 2

학생들과 교수자가

함께 수업시간에 함

# 1

교사가

주도

# 1

학생이 사전에

“자기주도적”으로

수행     온라인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개요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

플립러닝,

블렌디드 러닝

플립러닝
●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교실에서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고,  

그 외의 학습 활동은 온라인으로 개별 학습을 진행

●   온라인상에서 학생의 개별적 지식 습득, 오프라인상에서 학생들 간 협력적 지식 공유

● 플립 러닝의 개념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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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개요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

XR 테크놀로지,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증가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몰입 학습

●   XR(Extended Reality) 테크놀로지를 활용, 가상 몰입 경험과 물리세계의 경험을 혼합한 학습

●   몰입 학습은 문제 해결, 기술 숙련을 위해 가상현실 속에서 시각, 소리, 움직임, 공간 인식,

 촉각 등을 통해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여 학습 경험 강화

다양한 온라인

학습 활동

●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활용 학습은 개방된 학습 자원에 대한 학생의 접근, 

활용, 재생산을 허용하여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형태

●   원격 교류와 소통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있는 교사, 학생, 전문가 등이 온라인  

공간에서 협력적 지식 구성 활동에 참여

●   이스포츠(Esports) 개인/팀으로 참여하는 인터넷 기반 비디오 게임의 한 형태.

 신체 활동도 포함

학교 교육에서 XR 테크놀로지의 활용 에듀데크를 활용한 다양한 원격 교류와 소통 활동

<동영상 보러 가기> <동영상 보러 가기>

●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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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개요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

맞춤형 학습의 폭넓은 교육적

실천을 위해 데이터와 플랫폼 등을 

활용한 적응적(adaptive) 학습

●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s : LMS)

   또는 학생정보시스템(Student Information Systems : SIS) 등에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탑재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 제공

●   AI 기반 콘텐츠 서비스 또는 챗봇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개발 학습 진행

● 관련 사례 : 영국 센튜리(CENTURY)

플랫폼에 접속하여 문제를 풀고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이 어떻게 학생들이 

학습하는 지를 학습하고, 강점과 약점을 지속적으로 계산함으로써 개인 별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시하고, 형석적 평가 및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

교사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부과하고 확인하며 내용을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일련의 

업무들을 직접 수행하지 않음. 대시보드를 통해 학생별 학습 진행 상황에 관한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수업계획을 세우거나 학생별로 필요한 

교육적 개입안을 즉각적으로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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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요구되는 공간 요소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
플립 러닝

온라인 개별 학습 ⓐ 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공간     ⓑ 개별 학습이 가능한 공간

오프라인

협력적 지식 구성 

ⓒ 온라인 정보 검색 공간           ⓓ 관련 자료 비치 공간

ⓔ 발표할 수 있는 공간              ⓕ 다양한 규모의 그룹 학습 공간

ⓖ 제작 및 거치 공간                 ⓗ 전시 공간

③ⓐ-교내 모든 장소

③ⓓ+ⓔ-홀, 복도, 로비 등

③ⓑ-홀, 복도, 로비 등

③ⓕ-거꾸로 교실

③ⓒ-홀, 복도, 로비 등

③ⓗ-홀, 복도, 로비 등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과 공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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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요구되는 공간 요소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

이스포츠(Esports) ⓛ 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공간       ⓜ 각종 필요 기구 및 장비 보관 공간 

몰입형 XR 테크놀로지

활용 학습
ⓐ XR 기기 보관이 가능한 놀이/수행 공간 또는 XR 구현이 가능한 별도 공간

③ⓛ-이스포츠(축구)

④ⓐ-VR스포츠 공간

③ⓛ-이스포츠(야구)

④ⓐ-VR 공간

③ⓜ-벽면을 활용한 보관

④ⓐ-홀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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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요구되는 공간 요소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
다양한 온라인 학습 활동

ⓘ 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공간

ⓙ 온라인 정보 검색 공간

ⓚ 다양한 규모의 그룹 학습이 가능한 공간

③ⓘ-모든 교실

③ⓚ-소규모 온라인 교실

③ⓙ-홀, 복도, 로비 등

③ⓚ-소규모 그룹 학습 공간

③ⓙ-열린 도서관

③ⓚ-소규모 실험/실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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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요구되는 공간 요소

테크놀로지 기반 맞춤형 학습

ⓐ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공간

ⓑ개별 학습이 가능한 공간

ⓒ각종 전자 기기 거치 및 충전 공간

①ⓐ-교실

①ⓑ-교실

①ⓐ+ⓑ-복도

①ⓑ-도서실

①ⓐ+ⓑ-홀/복도 포켓공간

①ⓒ-홀/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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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교수학습과
공간구성
방향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학교 급별 공간 구성 방향

교수학습 방법 공간 요구 학교급별 공간 구성

학습자 중심 

학습

●    다양한 유형의 공간 구성 요구

[디퍼러닝]

●    온라인 정보 검색 공간

●    관련 자료 비치 공간

●    발표할 수 있는 공간 

●    개별 학습 또는 소그룹

●    학습이 가능한 공간

●    제작 및 거치 공간

●    전시 공간

●    디퍼러닝의 적용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군에서는 생활 중심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집단 협력 학습 공간이, 3~4학년군에서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문제를 협력적

으로 해결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소집단 협력 학습 공간과 발표 공간이, 5~6학년군 

이상 중, 고등학교에는 협력적 문제 해결의 결과로 산출물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집단 

협력 학습 공간과 제작 및 거치 공간, 전시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유형의 공간 구성 요구

[놀이학습]

●    각종 놀이 활동에 필요한       

실내외 공간

[협력학습]

●    다양한 규모의 그릅 학습이

 가능한 공간

●    일대일 동료 학습이 가능한 공간

●    토의·토론 좌석 배치가

 가능한 공간

●    발표할 수 있는 공간

●    놀이 학습의 비중이 높은 초등학교 1~2학년군에서는 놀이 및 탐구 공간으로서 수행을 위한 

무대가 갖추어진 공간, 자연 체험을 위해 옥외로 연결된 공간 등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

●     협력학습 중에서도 1:1 동료 학습의 적용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5~6학년군 이상 중,

  고등학교에는 개별 학습 공간 중 일부가 조금 더 넓게 동료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도 조성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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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공간 요구 학교급별 공간 구성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

   ●    다양한 유형의 공간 구성 요구

[플립러닝]

   ●    디퍼러닝의 공간 요구와 유사함

[다양한 온라인 학습 활동]

●    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공간

●    온라인 정보 검색 공간

●    다양한 규모의 그룹 학습이 가능한 공간

●    (이스포츠)인터넷이 연결된 수행공간과 

각종 필요 기구 및 장비 보관 공간

●    학생들이 교실에서 개별 혹은 소집단 학습의 형태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학습 활동

에 참여하거나, 별도의 개인 학습 공간에서 온라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야 함

[몰입학습]

●    학습의 내용으로서의 교실(space as 

content), 즉 공간 자체가 학습 대상이 

되는 공간으로의 구성 요구

●    XR 테크놀로지가 제시하는 시뮬레이션 

상황 속에서 학습자들이 탐구 활동에 몰입

하도록 스크린이 바닥과 벽 등에 내재되어 

있는 환경 구축  

●    또는 XR 테크놀로지 글라스의 진화와 

발전에 따라 수행 기반 학습이나 놀이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

●     초등학교 5~6학년군 이상에서는 두번째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나, 흥미와 몰입 

 중심의 학습이 유효한 초등학교 3~4학년 이하에서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체험하거나 가상으로 조작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별도의 공간은 교수학습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 오감을 자극하고 놀이를 유도하는 공간,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 그리고 

휴게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성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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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방법 공간 요구 학교급별 공간 구성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

[맞춤형 학습]

- 온라인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연계하여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유연한 

학습 환경으로의 변화 요구

- 학생들이 자신의 기기(device)를 가지고 

학교의 모든 공간에서 무선 인터넷에 

연결이 가능한 학교 환경 구축 요구

●  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공간

●  개별 학습이 가능한 공간

●  각종 전자 기기 거치 및 충전 공간

●    초등학교 3~4학년군 이하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개별적인  

학습을 하더라도 교실에서 교사의 지도·지원 하에 ‘다함께 그러나 각자’ 자신의  

학습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    초등학교 5~6학년군 이상, 상위 학교급으로 올라갈수록 자기주도적 학습, 개인별 

요구에 부합하는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학교 어디에서나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접근성이 보장되는 개인 학습 공간이 충분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    동시에 이러한 공간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에듀넷 티 클리어 지식샘터 크레존

(창의교육 거점센터 자료실)

크레존

(창의적 체험활동)

<참고 자료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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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교의 조성 및
운영 사례

서울서진학교 (CO-RE 건축사사무소)



46 다 함께 만들어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움자료



미래학교 조성방향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 미래 교수학습과 학습환경 미래학교의 조성 및 운영 사례 47교육활동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혁신

서울공항고등학교 (㈜이집 건축사사무소)  서울서진초등학교 (CO-RE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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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연하고 다양한 공간혁신
개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서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미래학교 공간 마련

다양한 학습과 경험이

가능한 공간

학생의 휴식과 소통이

있는 공간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소통 및 교류의 공간

01 02 03

●   유연한 공간
●   창의·융합 공간
●   토의·토론 규모 공간

●   참여-소통의 공간
●   개방성이 확보된 휴식 공간

●   융합수업, 통합수업, 학생 선택형 주제 중심 

탐구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의 활성화 공간

미래학교 조성 방향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 미래 교수학습과 학습환경 미래학교의 조성 및 운영 사례 49교육활동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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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간혁신
이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은 건축디자인의 혁신보다는 교육혁신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정책이다. 

   공간혁신과 함께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에서 추구하고 있는 미래학교의 주요 핵심요소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간혁신에서 담고 있는 교육과정, 교수학습에 따른 학교 재구조화와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기반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핵심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추구하는 공간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을 위한 공간혁신’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공간, 소통 공간, 

융합 공간 등이 구성된다.

   둘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형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용자 참여 디자인은 교사와 학생이 학교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 및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의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사용자 참여디자인에서 다루는 내용의 폭이 넓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각 사업단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학교 현장에 전문지식을 전달하고 사용자들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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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래학교
공간구성
(외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추구하는 공간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개별공간 형성에 유리한 분리형 학교 조성

각 교사동 또는 교실을 분리하거나 개별적인 학습이 가능한 정원 또는 공간을 두어 학교 사용자 간 소통과 휴식, 자연채광, 조망, 

환기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분리형 교실은 각 교사동 또는 교실을 분리하거나 개별적인 학습이 가능한 정원 또는 공간을 두어 자연채광 및 전망 환기에 

유리하고, 교실에서 직접 야외나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동선을 계획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학급별 휴식 및 야외학습이

가능한 공유 공간

개별 휴식 및

야외학습이

가능한 공유 공간

휴식 및 야외학습이

가능한 공간

자연채광 및

조망확보

교사동

교사동

교사동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교실교실교실교실교실

교사동

교사동

교사동

교사동

교사동

소통 및 휴게

중심 공간

복  도

복  도

연계

연계

ㅣ  배치계획  ㅣ ㅣ  평면계획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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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간 형성에 유리한 분리형 학교 사례

야외 학습이 가능한 공간

소통 휴게 중심 공간

소통 및 휴게

중심 공간

자연채광 및

조망확보

휴식 및 야외학습이

가능한 공간

참고 자료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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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공간 형성에 유리한 방사형 학교

중앙 로비나 홀, 홈베이스를 중심으로 건물동을 방사형으로 배치하여 건물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 건물의 중심 공간과 다양형 형태의 

방사형 공간이 다양한 외부공간 조성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구분된 공간구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사형 건물은 중앙 로비나 홀을 중심으로 건물동을 방사형으로 분기하여 연결, 공동체 중심 공간과 여러 형태의 방사형 공간 

배치로 다양한 외부공간 형성에 유리한 배치이다. 동별로 공간의 성격을 구분하기에 유리하며 다양한 형태로 분리하여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들을 개방된 정원이나 운동장, 놀이터, 학습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교실

교실

A 영역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복  도

교실

교실
B 영역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복  도

공동체

중심 공간

자연채광 및

조망확보

도
 복

교실

교실

교실

교실

자연채광 및

조망확보

로비, 홀 또는

홈베이스 공간으로 활용

C 영역

ㅣ  평면계획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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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공간 형성에 유리한 방사형 학교 사례

방사형 공간 구성은 다양한 형태의 공간 배치로 교과교실제에 적절한 공간을 제안하고 동시에 소통과 공동체 활동의 장이 되는 다양한 

자연 속 외부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영역별 휴식 및

야외학습이

가능한 공유 공간

영역별 휴식 및

야외학습이

가능한 공유 공간

자연채광 및

조망확보

참고 자료 한눈에 보기

공동체 중심

(홀, 홈베이스,

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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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공간을 가진 중정형 학교

안뜰이나 정원을 가운데 두어 직-간접적으로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건물의 층수가 높을 경우 중정이 어둡고 습한 공간이 

될 수 있지만, 저층이며 시각적 연계성과 다양한 중정 공간 구성으로 자연 채광 및 환기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이공간을 가진 중정형 건물은 안뜰이나 정원을 가운데 두어 직-간접적으로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실내 중정과 

실외 중정으로 구분하여 그 용도를 다르게 활용하여 다양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자연과 함께하는 중심공간

복  도

복  도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교실

ㅣ  평면계획  ㅣ

자연채광 및

조망확보

영역별 휴식 및 야외학습이

가능한 공유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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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 시각적 연결에 유리한 중정형 학교

중정형 공간구성은 교류의 공간인 커뮤니티 광장과 학생들의 배움과 생활공간을 연결하는 순환동선으로서의 루프(LOOP)가 결합된 

새로운 학교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실외중정

(휴식 및 야외학습이 가능한 공간)

실내중정

(커뮤니티 중상공간)

자연채광 및 조망확보

실내중정 예시 - 마곡하늬중학교

실외중정 예시 - 동화고등학교

참고 자료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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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미래학교
공간구성
(내부)

1. 디자인 개념 – 연계성

교육과정과 공간이 분리된 전통적인 공간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공간을 구성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디자인

- 판서용 보드, 판서용 책상, 자석벽면

- 담소 가능한 앉을 수 있는 크고 작은 공간

- 비위계적인 실내배치

- 밝고 자유로운 분위기

- 이동이 용이한 책걸상

- 인터넷 자료검색 태블릿, 컴퓨터, 도서실

- 도서실과 인접한 캐럴

- 디지털 의사소통 매체

- 디지털 의사소통 매체, 대면소통 및 담화 공간

- 교실 내·외 소그룹 토의 공간

- 학습자 의견 조사 및 환류 시스템, 교사협의실

- 인터넷, 컴퓨터, 프린터, 도서실

- 교실 내·외 다양한 소공간

 
대화형 수업
● 판서용 보드, 판서용 책상, 자석벽면
● 담소 가능한 앉을 수 있는 크고 작은 공간
● 비위계적인 실내배치

자기주도 활동
● 학습자 의견 조사 및 환류 시스템

  교사협의실
● 인터넷, 컴퓨터, 프린터, 도서실

자료정보 활용
● 인터넷 자료검색 태블릿, 컴퓨터 도서실
 ● 도서실과 인접한 캐럴
 ● 디지털 의사소통 매체

상호협력
● 디지털 의사소통 매체,

  대면소통 및 담화 공간
● 교실 내·외 소그룹 토의공간

B

A

D

C

교육과정

대화형

수업

A

자료정보

활용

상호협력
자기주도

활동

B

C
D

참고 자료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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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개념 – 접근성

    교실과 멀리 떨어진 전통적인 공간이 아닌 교실로부터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구성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디자인

교실 교실특별교실

근접배치로

접근성 극대화

근접배치로

접근성 극대화

특별교실

(과학실)

기타공간

(개수대)

특별교실

(목공실)

기타공간

(창고)

특별교실

(회의실)

기타공간

(기자재보관)

특별교실 구성 사례

복도

e

b

f

c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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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 개념 – 다양성

    이론 강의 중심의 획일적인 공간이 아닌 다양한 수업활동이 반영된 공간을 구성하여 학습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

휴식 토의·토론 소인수 강의

이론 강의 개별 학습

공간의 연속성을 고려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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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 개념 – 확장성

    이론 교실에 제한된 전통적인 공간이 아닌 교실로부터 확장된 공간을 구성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디자인

실습 결과물 공유공간

[9기가02-11] 가족 구성원의 요구,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한 끼 

식사를 계획하고, 위생과 안전을 고려하여 조리한 후 평가한다.

실습공간

[12기가02-01] 한식의 우수성과 다른 

나라의 식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현대의 

식생활과 접목한 음식을 만들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한다.

(예 : 한식을 응용한 음식 만들기)

자연 식생 체험 공간(텃밭)

[12농업02-03]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되는 식물의 종류와 특성 및 

용도를 조사하고, 주요 식물의 재배방법을 고찰하며, 관심 있는 

식물을 선정하여 실제로 재배한다.

6

3

6

6

5

7

오븐 및 개수대외부 의자

창고

시연 조리대

스크린 겸용
법랑 칠판

7

8
2

4

1

복도의

학습공간의

확장

야외 공간의

학습공간의

확장



미래학교 조성방향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 미래 교수학습과 학습환경 미래학교의 조성 및 운영 사례 61교육활동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5. 디자인 개념 – 독특성

    이론 교실에 제한된 일반적 공간이 아닌 교실로부터 확장된 공간을 구성하여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디자인

영상제작 공연실(영화 감상)

음향실녹음실

개별 연습실

공간의 연속성을 고려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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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자인 개념 – 안전성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감염예방환경설계(IPTED)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며, 사용자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디자인 계획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감염예방환경설계

(IPTED)

공용공간에서 시각적 개방 공간 계획을 통해 자연적 감시 행위 활성화로 학교폭력 예방 효과 증대

밀폐 밀집 밀접의 건축요소 지양, 자연환기 및 비접촉 거리두기 공간 디자인 계획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 기능 강화

복도

시각적 연계

이격거리

극대화

이격거리

극대화

시각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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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학교급별
공간구성

1. 초등학교 공간 사례

    ● 실내공간 - 교실공간

      - 교실의 다양한 가구 및 벽면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공간 구성

 자연 친화적인 소재와 창의적인 가구를 사용하고,

따뜻함을 주는 색과 자연 채광을 극대화함으로써 밝고 편안하며 창의적인 공간 계획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서울 방화초등학교(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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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공간 사례

    ● 실내공간 - 공용공간

      - 교실과 공용공간(복도)의 경계의 다양화를 통해 흥미로운 공간을 창출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서울 면동초등학교(복도)

안전을 고려한 둔각의 가구와 매트를 활용하여 놀이 체험 공간 극대화 및 창의적인 공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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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공간 사례

    ● 실내공간 - 특별교실

      - 도서실, 과학실 등은 기능에 적합한 창의적인 공간으로 조성

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서울 외국인초등학교(도서관)

책을 읽을 수 있는 쉼터의 공간을 함께 제공하여 어디서나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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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공간 사례

    ● 실내공간 - 돌봄교실

      -  돌봄겸용교실에서는 방과 후 요일마다 정해진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서 미술이나 종이접기, 동화구연, 난타와 농구 등의 수업

일학년 교실과 연결되어 돌봄교실과 도서관을
겸하는 공간으로 계획

방과 후 아이들의 지도가
가능한 공간 구조로 계획

능북초등학교 송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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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 - 고등학교 공간 사례

    ● 실내공간 - 교실공간

      - 교실의 다양한 가구 및 벽면을 활용한 창의적인 공간 구성

신길중학교 무주 설천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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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 - 고등학교 공간 사례

    ● 실내공간 - 교실공간

      - 고교학점제 : 다양한 형태의 교과수업 및 교실배치가 가능한 가변적 구성 추구

전자칠판 형태의 모니터와

법랑 칠판 설치

교실 전면 모퉁이 단상

및 집중조명 설치

학생발표 무대로 활용

필기가 가능한

글라스보드
이동식 책걸상

인천명신고등학교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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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 - 고등학교 공간 사례

    ● 실내공간 - 공용공간

      - 교실과 공용공간(복도)의 경계의 다양화를 통해 흥미로운 공간을 창출

      - 홈베이스 – 교실 – 공용공간의 연계로 접근성 증대 및 공간의 사유화 방지

공용공간 홈베이스 공간

마곡하늬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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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 - 고등학교 공간 사례

    ● 실내공간 - 공용공간

      - 교실과 공용공간(복도)의 개방성과 소규모 토론·토의 학습이 가능한 공간

신현중학교(나홀로쉼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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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 - 고등학교 공간 사례

    ● 실내공간 - 특별교실

      - 도서실, 과학실 등은 기능에 적합한 창의적인 공간으로 조성

서울외국인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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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학교(급) 공간 사례

    ● 실내공간 - 개별화와 놀이연계 공간

      - 학생의 개별 맞춤형 지도와 놀이가 연계된 공간 조성

광주 본촌초등학교  안토니우스 폰 파두아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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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

서울이대부초 AI-IOT Lab (http://hg-architecture.com/smart-lab-%EC%84%9C%EC%9A%B8%E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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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사회와  폭넓은 소통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학습환경 조성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스마트한 학교 운영 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기반의 

교수학습 혁신

01 02 03

●   무선인터넷
●   개별 디바이스
●   수업 기자재
●   K- 에듀 통합 플랫폼

●   블렌디드 수업 확대
●   교수학습 확장
●   맞춤형 개별 학습
●   학생활동 중심 수업

●   교무학사
●   기기 관리
●   학생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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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마트학습
환경 이해

● 스마트학습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 유연한 학습환경 및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환경 조성

온오프라인 연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환경 전환

학교를 확장하고 세상과

연결해주는 스마트 환경 구축

학교 행정 및 운영의 부담을

줄이는 효율적인

스마트 관리체제 구축

1:1 맞춤형 학습, 협력 학습, 프로젝트 학습,  

블렌디드 학습, 가상 체험 학습 등 다양한 

학습 경험과 상호작용을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학습환경 조성

학습환경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하는 

접근성을 바탕으로 학교와 가정의 연계, 

마을과 연계, 글로벌 연계 등 교실과 세상의 

경계를 허물고 교실과 교과서의 한계를 

벗어나 세상과 만나는 학습환경 조성

학교 행정 효율화와 관리의 부담을 줄이는 

스마트 관리 체제 도입

스마트 환경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한  유지

보수를 고려하고, 에너지 소비와 관리비용

을 최소화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용이한

공간 조성

참고 자료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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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업무 위주의 정보화 환경

● 교사, 학생 모두를 위한 정보화 환경

연결성과 활용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 학습 단말기와 학교 및 교실의 기기들이 통합 운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적응형 학습지원 시스템, 협력자원 시스템, e-포트폴리오 등 교수-학습 서비스의 통합 연계 시스템 활용을 고려한 환경 설계

● 스마트학습환경 조성 영역

[1] 스마트 교수학습

무선기반

정보화 환경

●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학교내 무선

 접속 환경 필요

● 무선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확산

●   AI,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다양한 에듀테크 

기반 학습 콘텐츠 등장

●   과목별 수준별 이동형 학습 증대

● 학교-가정- 마을/도시 연계의 블렌디드

교사

한정된 공간

서책형 교과서
기반 도구

서책형 
교과서 위주

교사,학생

다양한 학습공간

모바일 기반
스마트기기

모바일
학습콘텐츠

교육 도구 측면 (기기)

교육 도구 측면 (콘텐츠)

교육 주체 측면

교육 공간 측면

단말기

보급 확대
사용자수

확대

학습공간의

확대

교육콘텐츠 

다양화
참고 자료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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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행정 관리 [3] 스마트 안전 관리 [4] 스마트 통합 관제

무선 인터넷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행정 관리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과 연동(학생 행정 정보, 통계정보 

연계)되어 학사일정, 성적 등을 관리. 스마트 

학생증을 활용한 출결관리 지원

CCTV를 활용한 학교 폭력 모니터링(취약

지역감시) 시스템, 교내 위치 파악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무인 경비 기반의 

출입 관리 시스템을 구축

미래학교의 통합관제 시스템은 IT 인프라와 

시설물 영역으로 구분하며, IT 통합관제 

시스템은 IT 자원통합관리, 원격제어, 실시간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성

시설물 통합 관제는 냉난방 시설, 전력 및 

조명, E/V, 비상경보 및 자동 호출, 이력관리 

영상정보서비스 시스템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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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스마트교실
환경 조성

● 스마트교실 구성의 기본 고려요소

다양한 수업 맥락과 방법을 고려하여 원활한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기본 환경과 디지털 기기 활용 환경을 구축

교실 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 및 스마트기기 자료 공유 및

협업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전면형 / 모둠별 디스플레이 설치

스마트수업 준비를 위한 교안 작성, 스마트수업 운영, 디지털 교과서 구동 및

기타 업무용으로 교사용 단말기 제공

스마트 수업 참여 시 각종 자료 검색 및 공유, 스마트 수업 과제 수행을 위한 다양한

자료 작성, 디지털 교과서 구동 등을 위해 학생용 단말기 제공

교사/학생의 스마트기기에서 무선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무선 AP 설치

디스플레이

교사용

단말기

학생용

단말기

무선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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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교실 기본 구성 요소

구분 요소 단위 고려사항

공간

요소

의자 1/학생

●  학생의 편안함과 가벼운 무게가 최우선
●  튼튼하고 하자 보수가 쉬운 것 선택
●  한 곳에 치워 둘 수 있는 접히는 디자인 고려

책상 1/학생

●  책상면을 화이트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판 고려
●  모둠 활동이 편리하도록 배치가 좋은 형태(사각형, 사다리꼴 등) 고려
●  한 곳에 치워 둘 수 있는 상판이 접히는 디자인 고려, 이때에도 개인 수납 공간 필요
●  초등학생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매우 가벼워야 함

교사 책상 1/학급 ●  스마트기기의 통합 운용을 위한 PC 설치가 가능한 책상, PC 교체, 쿨링, 수리가 용이한 가구 선정

전면

수납장
1/학급

●   교구학습자료, 디스플레이 기기(TV 또는 전자칠판), 스마트기기 수납·충전 카트 수납 공간, 청소 도구함, 
교사 사물함을 전면 전체로 구성

●  다양한 크기의 수납 공간과 60cm 이상의 깊이
●  디스플레이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슬라이딩 형태의 문짝을 달아 화이트보드로 사용
●  빔 프로젝터를 주된 디스플레이 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무광 패널을 설치하여 스크린으로 활용

●   스마트기기 충전카드가 들어가는 자리(혹은 벽장 고정형 스마트기기 충전·수납함)와 전자칠판(TV)과 통합 
인터페이스 컨트롤러 및 PC 설치 부위에는 통풍구를 반드시 마련하고 필요시 환기팬 설치

교사

사물함
1/학급

●  전면 수납장의 일부 사용
●  보안을 위한 시건장치 설치
●  교사용 옷장, 책꽂이, 서랍 등 충분한 수납 공간 마련
●  보관할 기구, 자료의 크기를 고려한 칸막이 설치
●  시건장치된 서랍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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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소 수량 기준 고려사항

공간

요소

모둠별

칠판
1/모둠

●  모둠당 하나의 칠판 설치 검토
●  모둠 프로젝터 사용 시 무반사 흰색 재질의 칠판 권장
●  칠판면만 교체 가능한 것

교구

보관함
1~2/학급

●  외부 창문 하부에 잠금장치가 불필요한 교구/기구/스마트기기 등을 보관
●  보관할 물건의 크기를 고려한 다양한 칸막이 설치

이동형

교탁
1~2/학급

●  교사용 스마트기기, 교재, 실물화상기 등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작은 크기
●  견고하고 큰 바퀴와 고정 장치 설치

정보화

환경

요소

디스

플레이

(전면형)

1대/교실

●   디스플레이 기기로는 TV, 프로젝터, 전자칠판 등이 있으며, 수업 시 활용 목적 및 다른 기기와의 연동을 고려

●   교실 크기와 대상 학생 수를 감안하여 화면 크기 선택

●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

●   교체, 수리를 위해 인테리어 벽 및 가구를 개폐할 수 있도록 설치

교사용

단말기
1대/교사

●  사용 용도(교수용, 업무용, 학습용)가 무엇인지 우선 검토
●  학생 단말기 지급 방식을 모둠별로 할 것인지 개인별로 할 것인지 검토
●  소유 및 관리 방식을 학교 공용으로 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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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별 활동을 위한 추가 구성 요소

1. 모둠별 칠판 (차광용 덧문)

2. 모둠별 스크린 (차광용 덧문)

3. 가변칸막이벽/모둠별 칠판 및 스크린

4. 교재 또는 기기수납장/전시대/의자

5. 이동식 교탁

1
2

1

2

5

34

1-2. 모둠별 칠판/스크린

[ 가변 칸막이벽과 차광용 덧문 칠판을 열었을 때 ]

3.가변 칸막이벽 : 게시판+모둠별 칠판+스크린

4. 교재수납장/ 공작물 전시대(복도창문 연결)

각 벽에 모둠별 칠판과 스크린을 설치하여 4~5

개의 모둠이 각각의 아이디어 칠판과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활용하도록 함. 칠판 재질은 번쩍

이는 화이트 보드가 아닌 분필을 사용하는 

재료나 무광으로 색깔 보드펜을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 감성적인 재질을 사용. 스크린은 무광 

흰색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외부 창에는 차광용 슬라이딩 덧문을 설치하여 

블라인드 역할과 동시에 모둠별 스크린 및 칠판 

기능을 겸할 필요가 있음.

차음형 가변형 칸막이벽으로 가운데 칸은 프로젝터 사용시 스크린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무광 화이트보드를 설치하고, 그 옆에는 모둠별 칠판과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음.

게시판과 칠판은 탈부착이 쉬우면서도 평상시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 가변 칸막이를 열었을 

때 탈착이 쉽도록 함. 탈착식 게시판 사용이 어려운 경우 칸막이벽 전체를 게시판으로 사용.

교실내부에는 큰 교구/기구/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 마련. 복도쪽으로 튀어나온 

형태로 제작. 복도쪽의 상판은 학생들의 공작물, 액자, 화분 등을 놓은 전시공간 또는 좌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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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블렌디드 수업을 위한 추가구성 요소

원격수업 또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블렌디드 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실시간 수업 및 강의 녹화, 콘텐츠 공유 등을 위한 추가적인 환경 

구축을 고려할 수 있음 

[사례][구성]

스피커

스피커

모니터링TV

모션카메라

전자교탁

PTZ카메라

86인치

전자칠판

●    강의자를 자동추적하는 카메라로 별도의 추가조작 없이 실시간 

원격 혹은 블렌디드 수업을 진행

●    2대 이상의 디스플레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학생들의 화면과 

수업자료(교안)를 각 출력하여 교수자와 학생들 사이에 서로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

●    원격수업을 녹화하여 편집SW를 사용하여 편집 후 수업

교안자료로 활용

기자재

●    전자칠판(대형 모니터), 데스크탑, 카메라(강사 자동추적, 학생용), 음향장비,

  유·무선 마이크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및 S/W

●    화상강의: Zoom, Webex, Whale Browser, MS Teams 등

●    클래스:  위두랑, 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구글 클래스룸, 밴드 등

●    영상편집 및 송출 SW: OBS Studio, Adobe Premiere(Pro, Rus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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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JISC의 스마트교실 조성 사례

융통성(다양한 형태의 수업형태 지원), 교육목적에 맞는 공간, 미래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 학습목적에 맞는 기기 사용 등

을 원칙으로 스마트교실의 구성과 필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Learning Spaces
Vocational

teaching spaces

1. 무선 태블릿 PC 보관·충전함

2. 화이트 보드

3. 개인응답 시스템

4. 파워소켓

5. 이동식 전자칠판

6. 제어장치(전등·전원·네트워크)

7. PC

8. 접이식 탁자

9. 개인응답 시스템

10. 가변형 방음벽

11. 마그네틱 파티션

12. 무선 AP

13. 겹칠 수 있는 의자

14. 천장 고정형 프로젝션

15. 화상회의 장비

1. 파워소켓

2. 무선 AP

3. 통기가 되는 벽장(벤치당 1개)

4. 벤치

5. 장비 충전기

6. 파워소켓(노트북, PDA용)

7. 무선 송수신기

8. 천장 고정형 메인 프로젝터

9.  벽 고정형 화이트 보드 및 메인 

프로젝션 스크린

10. 무선 노트북

11. 벤치

12.  천장 고정형 프로젝션 혹은

       다방향 프로젝터

13. 고해상 모니터 등

14. 벽 고정형 디지털 카메라

15. 벽 고정형 전자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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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테크센터
환경 조성

● 테크센터

- 학교의 다양한 에듀테크 기자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공간

- 에듀테크 기자재의 대여, 반납, 보관, 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총괄하고 지원

- 에듀테크 전문가(테크센터 매니저)가 상주하며, 학교 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에듀테크 활용 중 발생하는 문제를 지원

창덕여자중학교 테크센터 내곡중학교 테크센터 종암중학교 테크센터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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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센터 구성요소

스마트기기 관리용 PC

디바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MDM

(Mobile Device Management)

솔루션 운영을 위한 PC로 스마트기기의

운영체제에 적합한 PC 설치

(특히 기기 수가 많을 경우 반드시 필요)

무선 네트워크 모니터링용 PC

무선 네트워크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PC를 설치

테크센터 담당자 업무 공간

테크센터에 상주하는 전담인력의 업무를 

위한 책상, PC, 프린터기 등을 구비

수납장

다양한 부속품 및 소모품 보관을 위해 공간

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상부에 설치

무선 AP

무선 네트워크을 활용하는 교실상황과 

동일한 환경에서 기기 관리 및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무선 AP 설치

입식 작업대

충전함으로 인해 줄어드는 공간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식 작업대를 설치

많은 수의 기기를 동시에 펼쳐 놓고 작업

하기 위한 공간 필요

스마트기기 충전함

한 학급 분량의 스마트기기를 함께 충전

하고 보관할 수 있는 이동식 충전함 구비. 

충전선의 노출 여부에 따라 노출형과 

비노출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 노출형 : 충전선이 노출되어 있으며, 

기기를 넣고 기기마다 충전선을 끼워

줘야 함. 비노출형에 비해 충전 단자의 

손상 가능성이 낮음 

- 비노출형 : 충전선이 충전함 뒤편에 

있어 노출되지 않으며, 기기를 밀어 

넣기만 하면 바로 충전단자와 결합되어 

충전이 가능하나, 이동이 많을 경우 

진동에 의해 충전단자 결합 부위에서 

고장이 발생되므로 주의가 필요



미래학교 조성방향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 미래 교수학습과 학습환경 미래학교의 조성 및 운영 사례 87교육활동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테크센터 운영 사례

벌링턴고등학교는 2011년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일대일(1:1) 테크놀로지 이니셔티브를 개시하면서 1,000대 이상의 태블릿 배포를 

준비. 학교는 최신 기술을 다루는 데에 매우 능숙한 학생들을 모집하여 학생이 운영하는 헬프데스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학교 

내 IT 부서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    헬프데스크의 학생들은 교내에서 테크놀로지 리더로서 필요에 따라 교실에서 테크놀로지 활용법을 시연하기도 함

●    학교의 헬프데스크는 애플(Apple)의 서비스센터인 ‘지니어스 바(Genius Bar)’를 모델로 벌링턴고등학교 도서관 뒤편에 위치하여 

하루 종일 운영되면서 교사, 학생, 학교 직원, 학교 행정가 등을 지원

●    학생들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구글 행아웃

(Google Hangout)의 라이브 방송쇼 ‘헬프데스크 라이브(Help Desk Live)’도 운영하고 있음. 학교는 헬프데스크 참여를 하나의 

공식적인 학교 내 선택과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코스를 완료한 학생에게는 2.5학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코스 완료까지는 4학기

(2년)가 걸림

●    벌링턴고등학교 외에도 현재 다수의 미국 학교들은 IT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인정해주면서 실제세계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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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환경 조성의 체크포인트

기술의 발전으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기기들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무선 기반 정보화 환경을 필요로 하는 학습공간별 사용자에 

따른 최적화된 정보화 환경 구축이 필요

04 
네트워크
환경 조성

1 2 3 4

데스크탑 서책형 교사 일반교실

전자칠판 일반자료 학생 특별교실

노트북
멀티미디어

콘텐츠
교직원 커뮤니티 공간

태블릿PC,
스마트기기 3D 콘텐츠 학부모/방문객 공용공간

무선기반 정보화기기 종류 및 사양

학습 콘텐츠 유형

동시 사용자 수

학습공간 구조

“최적화된 무선기반 정보화 환경 마련”

1

2

3

4

체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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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증축 학교에서의 무선망 가설

신축 또는 증축하는 학교 건물에 네트워크 케이블을 가설할 때 Category 6 이상급 케이블로 가설하며, 전산실에서 각 교실별로 교사망, 

학생망, 무선망을  각 1포트씩 가설(전산실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가설)

IoT, AI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실별로 무선망 전용 허브(8포트 이상)를 매립하고, 교실의 앞, 뒤, 좌, 

우측 벽에 벽부 아울렛(랜포트)를 만들어 교실 어디에서도 무선망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가설 

네트워크 케이블 신설

UTM
(방화벽)

L3 스위치(업무망) L2 Switch

L3 스위치(학생망) L2 Switch

L3 스위치(무선망) L2 PoE Switch 무선 AP

무선망 용 랜 아울렛

무선망용 랜 아울렛

무선 AP

무선망 용 랜 아울렛

랜 아울렛

랜 아울렛

매립형 허브

매립형
허브

Category 6 이상 급 케이블 가설

교실

 교실 랜 아울렛 위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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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인프라 구축 시 고려사항

운영·관리 측면

기술적인 측면

구성적인 측면

보안적인 측면

●   무선 인프라 구축 시 예산, 관리, 성능, 안정성, 보안 측면에서 장점을 

고려하여 시도중심 구축 유형을 권고함

●   시도중심 구축 유형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증 및 제어는 집선청/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고, 학교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선 

인프라만 구축

●   무선랜 기술표준의 발전단계를 기반으로 주파수 대역, 전송 속도, 

서비스 범위를 고려할 때, 최신 표준기술인 802.11n 을 지원하는 

장비를 도입

●   주파수 간섭 회피를 위한 비중첩 채널이 많은 5Ghz 주파수 사용을 권장

●   무선랜 성능 최적화를 위한 주요기능을 지원 하는 무선AP 및 무선 

단말기를 사용(MIMO, 채널본딩 등)

●   교실유형별 학급당 학생수 및 콘텐츠 유형에 따라, 성능저하 없는 

품질 보장을 위한 최적의 무선 AP 설계 및 수량을 산정

●   실내 및 실외의 음영지역 제거를 고려한 AP 간 거리, 벽 재질 등 전파 

장애물의 위치, 자재 등이 반영된 AP 설치 위치를 선정

●   학교 내 무선 AP 및 센서 AP 수량에 따른 각 층별 L2/L3 스위치 

수량 및 위치 선정

●   장비설치 위치까지 케이블 및 전원 공사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운동장 

등 건물 외부에 실외용 AP 설치조건 확인

●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기존의 교사망/학생망과 신규로 구축되는 무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 구성

●   악의적 무선 침해에 대한 탐지/차단을 수행하기 위해 무선탐지

시스템 도입



미래학교 조성방향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 미래 교수학습과 학습환경 미래학교의 조성 및 운영 사례 91교육활동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교실 전체가 하나의 스튜디오가 되는 공간 구성(공통)

00교사는 학생들이 자택에서 모두 수업을 받는 원격수업 기간에 교실을 다양한 수업 

형태가 가능한 스튜디오의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기본적인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사 책상을 스튜디오 데스크로 만들어 1인 원격수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트리플 모니터를 설치하여 프로그램 컨트롤, 수업화면 재생, 학생들의 실시간 반응의 

모습을 동시에 화면에 띄울 수 있었다. 트리플 모니터 중 한 대는 이동이 가능한 TV로 

준비하였고, 길이가 긴(5m) HDMI 케이블로 본체와 연결하여 필요에 따라 모니터를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교시는 수학 시간이다. 00교사는 수학의 개념을 설명할 때는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설명하는 것에 익숙하다. 교실 칠판은 판서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동영상이 촬영되는 

DSLR에 HDMI 케이블과 외장 캡쳐보드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컴퓨터와 긴 연결선(HDMI)으로 연결된 카메라는 교실 곳곳을 용도에 따라 다양한 

원격수업 스튜디오로 만들어 주었다. 

수업한 영상은 학급 플랫폼에 탑재되어 복습을 하고 싶은 학습자는 몇 번이고 스스로 

복습을 할 수 있다.

05 
스마트교실 
운영 사례

● 교내(교실)에서 안정적으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음

● 상황에 따라 교실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준비됨

● 컴퓨터와 연결된 카메라로 어떤 방향의 피사체라도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준비됨

● 원격수업을 중계하는 컴퓨터에 다양한 방식의 영상입력장치가 있어야 함

● 교사는 대화면, 충분한 해상도를 가진 모니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화면에 구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함

● 교실은 하나의 스튜디오로 다양한 수업활동이 펼쳐질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되어야 함

운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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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감나는 공간 구성(공통) 

○○초등학교는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하고 있다. 사용자 

참여 워크숍 중 몇 회를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을 이용하여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학습자와 교사는 교실에 모여 진행하고, 사전기획가는 원거리에서 워크샵에 

참여한다. ○○학교 00교사는 워크샵 계획을 논의하면서 워크샵에 필요한 환경과 

교사와 사전기획가의 역할분담을 논의하였고, 워크샵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였다. 

워크샵 당일 00교사는 전체적으로 워크샵을 진행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사전기획가와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학생들은 모둠별로 실제 구상한 아이디어를 모형으로 만들어보고 있다. 모둠별로 

제작하고 있는 작품을 사전기획가에게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 모둠별로 스마트기기를 

연결하여 모둠 카메라로 기록한다. 사전기획가는 모둠별로 각각 피드백을 주면서 

워크샵을 진행하고, 활동이 끝나고 모둠별로 만든 작품을 발표한다. 이때 교사 카메라의 

광학 줌을 이용하여 발표하는 작품을 확대하여 중계하며, 다른 카메라는 학생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김 교사는 중계 프로그램에 채널별로 단축키를 미리 

입력하여, 원거리에서도 단축키로 필요에 따라 화면을 바꿔가며 온라인 중계를 하고 

있다. 온라인 중계를 통해 사전기획가도 학습자들이 한 활동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으며, 

적절한 피드백을 해주고 있다.

● 대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더라도 마치 강사가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 제공

● 수업 진행을 위해 교사는 수업 단계를 안내하고, 학습자와 사전기획가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 수행

●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원격으로 참여할 사전기획가와 교실에서 수업을 할 교사 간의 사전 협의 필수

● 다양한 시점의 중계 카메라(태블릿 PC)를 둠으로써 원격으로 참여하는 교수자가 학생들의 활동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이해할 수 있음

운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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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간의 경계 없이 교실 밖 세상과 연결(공통)

국내외 학교와 실시간 교류 · 공동수업, 국내외 전문가 원격 초빙수업,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연계한 원격 실습 시행

● 대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더라도 마치 강사가 현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 제공

● 수업 진행을 위해 교사는 수업 단계를 안내하고, 학습자와 사전기획가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역할 수행

●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원격으로 참여할 사전기획가와 교실에서 수업을 할 교사 간의 사전 협의 필수

● 다양한 시점의 중계 카메라(태블릿 PC)를 둠으로써 원격으로 참여하는 교수자가 학생들의 활동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이해할 수 있음

○○초등학교 교사는 학급 친구들과 함께 싱가포르의 문화를 

배워보기 위해 미스터리스카이프를 통해 싱가포르 학급과 화상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싱가포르 교사와 미리 영상회의를 통해 

수업방식을 계획하고, 실제 수업진행 중에는 학생들과 미리 

준비한 질문 리스트를 공유하여 각 나라의 문화를 교류하며, 

동시에 학생들의 교과 이외의 활동, 공동체 의식을 함양,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지원한다.

□□고등학교 00교사는 생물수업을 진행하면서 극지방에 

존재 하는 생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에 

미스터리스카이프 가상현장학습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생물을 

포획하고 설명해주는 수업을 현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책으로 보아야 했던 장면을 온라인 중계를 

통해 수업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으며,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켰다.

운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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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라인 동시 수업 진행(초등)

과학시간, △△학생과 ◎◎학생은 감기 증상이 있어 오프라인 등교를 하지 못했다. 

00교사는 과학실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수업에 실물화상기와 웹캠을 연결한 양방향 

실시간 플랫폼(ZOOM)에 △△학생을 초대하였다. △△학생은 감기 기운이 있기는 하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컨디션이다. 교사는 중계 프로그램에 미리 단축키를 입력하여 

수업 중간중간에 채널을 바꿔가며 온라인 수업 참여자가 수업에 필요한 장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업 중 토론의 시간이 생기면 오프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의견은 물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학생의 의견도 함께 듣고 토론을 이어 나간다. △△학생은 비록 

학교에 오프라인 등교는 하지 않았지만 마치 교실에 있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을 할 수 있다.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녹화된 영상을 e학습터에 탑재하여 추후에 본 

차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 다양한 각도에서 수업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웹캠, 실물화상기 등) 활용

● OBS에서 사전 단축키를 입력하여 교사가 상황에 맞게 화면을 전환함

● 오프라인 토론 중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학생의 의견도 함께 들으며 토론 진행

● 실시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습자를 위해 e학습터에 영상 탑재

운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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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토론 진행(중등) 

○○중학교는 개학과 동시에 학생 자치회를 시작하고자 한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이다. 

한 공간에 너무 많은 학습자가 밀집한다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 ○○중학교는 학생 자치활동을 연기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지만, 작년에도 

팬데믹 상황으로 학생 자치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하였다. 

넓은 특별실을 두 군데로 나눠 학습자를 분산 배치하고 양방향 실시간 플랫폼을 

이용하여 두 교실을 연결하였다. 학습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1년간의 활동계획 및 규칙을 정하고, 학생 자율동아리를 개설하고 홍보 및 모집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습자마다 개별 마이크가 제공되지 않았기에 목소리가 작은 학생들은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각 교실마다 상황을 중계하고, 활동을 이끌어가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교사가 온라인 모임을 촉진하였다. ○○중학교 학생들은 한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회의를 했지만, 알찬 자치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 예전 아날로그 방식의 학교 방송국의 역할을 컴퓨터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교실을 디지털로 연결함으로써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이지 않고도 토의, 토론이 가능해짐

●  학습자 개개인이 온라인으로 각각 참여하는 것보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현장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서 공감대 형성이 잘 이루어져 더 

밀도 있는 회의가 이루어짐

운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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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토론 진행(고등) 

□□고등학교 00교사는 정보분야 관련 교사이다. 00교사는 '사물인터넷서비스기획' 

이라는 정보 관련 전문교과를 지도하면서 코딩수업을 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코딩을 

활용하여 다양한 명령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코딩 활용법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00교사는 전자칠판 화면을 이용하여 코딩의 기본 원리를 강의하고 있다. 학습자는 

창의융합실 곳곳에 설치된 보조 모니터를 이용하여 00교사의 강의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동료들과 수업을 받고 있다. 학습자는 코딩 수업을 할 수 있는 노트북을 

이용하고 있으며, 동료와 서로 의논하여 다양한 코딩설계를 하고 있다. 00교사는 

코딩의 기본 원리를 설명할 때는 강의식 설명을 곁들이지만 수업시간 내내 일방적인 

강의는 하지 않는다. 학습자들이 실습을 하면서 그때그때 해결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설계가 완료된 코딩을 학습자는 창의융합실 뒤편에 마련된 3D프린터로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 작동시켜 보는 경험을 통해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교사 중심의 일방향 교실 구조에서 탈피, 창의융합실 내 다양한 공간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구조

● 보조모니터를 통해 교사의 판서 내용이 학습자에게 생생하게 전달되는 스마트 시스템 마련

● 공간구조의 변화와 스마트 시스템의 결합으로 교사 중심의 일방향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수업 실현

● 설계와 제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융합교실 시스템 마련

운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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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 그린학교

자연과 하나 되는 공동체 교육의 공간 수지꿈학교 (https://vmspace.com/project/project_view.html?base_seq=MTQ1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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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생태 그린학교
학교가 생태 문명 전환의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건축적 설계와

다양한 환경생태교육이 실현되는 ‘그린학교’ 구현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학교
학습·휴식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태학교

환경생태교육의 장(場)으로

제공되는 학교 

01 02 03

●   자연을 닮은 생태환경 
●   Green Infrastructure
●   건강한  실내공간

●   패시브 디자인
●   제로에너지 
●   관리 자동화

●   학습 교재화
●   환경 교육 프로그램 
●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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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그린학교
이해

  학교가 생태 문명 전환의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건축적 설계와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연동되는 ‘그린학교’

를 구현한다.

●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학교 실현 

-  계절 및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적은 에너지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조성

-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높은 효율을 발휘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적용

- 냉난방 등에 원격 통합제어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 환경학습과 휴식이 가능한 건강한 생태환경 학교

-  학교 텃밭, 생태 정원, 연못 등 다양한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생태교육에 활용

- 학생, 교직원의 휴식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생태환경 공간 조성

- 학교 광장, 운동장 등 기존 시설과 정원을 연계한 입체적 휴게공간 조성

-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재료를 적용하고, 공기정화 식물 등을 이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 에너지 절감 및 생산 시설, 생태환경 등을 환경교육 교재로 활용하고, 환경생태교육 거점으로 활용되도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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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그린학교
조성 방향

  그린학교 목표 

● 도시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학교 공간에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을 도입하여 생태환경 재생의 거점으로 조성

-  숲, 정원, 생울타리, 물길, 생태연못, 텃밭 등 다양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포장면적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녹지율 확보

- 자연의 생태계 서비스와 생태적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녹지를 제외한 시설 공간의 생태 면적을 충분히 확보

- 우수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 우수 유출률 유지

- 학교급별 생태환경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생태학습 공간 조성

● 학교시설을 2050 Net Zero 사회환경의 생활실험실(Living lab)로 조성

-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기후 조건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최소화

-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낮은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시설의 내재에너지(Embodied Energy) 최소화

- 패시브 디자인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운영 단계 에너지 최소화 

- 학생과 교사, 지역주민 등 학교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모니터링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

● 빌딩증후군이나 감염 위험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공간 조성

-  건강하고 안전한 공기, 빛, 온열 및 감염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 나무, 흙, 천연 도료 등 재생 가능하고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 생태건축 재료 활용

-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없는 내장재 사용 

- 환경성적표지(EPD)  등 환경 수준을 인증받은 내장재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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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그린학교 조성을 위한 주요 내용

생태환경, 에너지,

자원순환 및 건강

●   자연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생태환경 조성
●   도시 홍수와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녹색 기반 고려
●   에너지 수요 최소화 및 신재생에너지 조성
●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관리 시스템 고려
●   에너지와 자원을 순환 활용할 수 있는 공급처리 시스템 고려
●   건축 폐자재 순환 활용 고려
●   건강과 학습효율을 고려한 창의적 공간 디자인
●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축 자재 사용 
●   감염 위험이 없고 쾌적한 실내환기 

인증
●   에너지, 환경 성능 인증
●   BF 인증

●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성능 인증 검토
●   관계법령에 따라 에너지, 환경, BF 등 인증 추진

환경생태교육 연계
●    다양한 생태환경, 에너지 시설 및 모니터링 장치, 빗물의 증발, 침투, 저류 공간, 폐기물 순환 활용 

공간을 학교급별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조성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

학교내·외의 자연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 및 휴식 활동의 공간을 연계하여 배치하고 외부로 연결되는 데크 및 정원과의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건축 계획 및 설계 측면에서 에너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평면 계획, 녹지 조성(생태공간, 생태조경 계획), 생태학습장, 

자연에너지 이용, 쾌적한 실내 공간 유지, 건물 형태 등을 고려

설비적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열, 지열, 풍력) 시설, 우수 및 중수도 시설, 온열환경, 소음 차단, 적정 조도 확보에 유리한 자재 

사용, 시공적 측면에서 실내 오염물질 농도 저감, 석면 미포함 자재 사용, 친환경 신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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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학교, 온실가스와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여 2050 Net Zero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그린학교 조성

에너지 생산 및 체험학습

생태수로 및 레인가든

물순환 생태학습 공간

자원 순환 활용 체험장

예체능 학습 야외 교실

커뮤니티 활동 공간

실내외 연계 공간

휴식과 학습이 가능한 생태녹지

일반 교과동과 연계한 야외 학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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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학교 분야 주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내용 

● 초등학교(연극교육, 독서교육, SW교육, 저학년의 누리교육과정 연계 등)

-  누리과정 연계 : 초등학교 1학년은 유치원 졸업 후 급격하게 달라지는 학교 분위기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놀이수업 적용

- 야외 놀이 공간에서 다양한 놀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 연계 고려

- SW교육 활동을 통해 그린학교와 관련된 사고력 향상 및 문제해결 과정의 경험 기회 제공 

- 환경 주제 독서 활동, 자연보호 중요성, 물과 에너지, 미래 농업 및 농촌 이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교육 실시

● 중학교(자유학기(년)제, SW교육 등)

-  자유학기(년)제를 이용하여 환경과 인간, 환경과 환경 보전, 지구 환경과 기후변화, 자원과 에너지 등 환경교육, 환경진로 탐색

- 생태환경 관련 SW학생동아리 활동 등으로 그린학교 관련 교육 이해 향상

● 고등학교(고교학점제 등)

-  환경교육 관련 과목 개설, 생태환경 건물 계획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육과정을 학생 스스로 선택, 자신에게 맞도록 고려

● 특수학교(통합교육, 개별화 교육 등)

-  테마형 생태체험 학습공간 조성, 자연에 순응한 에너지 절약형 교육환경 조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시설 제로

- 감각 놀이마당,  생태연못, 온실, 덩굴식물원, 숲속 교실,  향기원, 텃밭 등 테마형 생태체험 학습 공간 조성 등

- 실내 개방형 학생 자치활동 공간, Edu-House(생활실습실, 감각운동실, 물놀이실 등) 등 창의, 지성 사고력 배양 공간 구성

-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교별로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생태환경 공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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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그린학교
조성 및
운영 사례

● 교내 친환경 생태 텃밭 가꾸기

-  학교 내  친환경 생태 텃밭 가꾸기로 다양한 식물을 재배하고 가꾸는 체험을 함으로써 생태환경의  소중함과 가치  인식 

- 생태 텃밭에서 살아가는 동식물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이해

-  학교에 도입한 다양한 비오톱(인공적으로 조성한 자연이나 설치물을 일컫는 말)과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자연친화적 생태학습 

체험장 조성

- 친환경 농업을 위한 토양의 오염 방지 방법,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영양분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찰

● 수생동물 및 식물 환경 조성을 위한 연못 가꾸기 활동과 연못에 사는 동물과 식물 관찰

-  학교 내 연못 환경 가꾸기 활동을 통해서 수생동물의 생활 모습을 관찰하고, 물에서 사는 식물과의 조화로운 생태환경 이해

- 연못 생태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다양한 곤충과 새, 개구리 등의  생명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관찰 

- 수공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육성

교내 생태 연못 조성 모습 수생 동물과 식물 생태 관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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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 생태환경 교육장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  교내·외 환경을 물순환 생태환경 교육장으로 조성

- 교내 생태환경 공간에 물순환 시설을 노출시켜 물순환 과정을 이해하고 체험

- 물순환 생태환경 공간에 식용 가능한 식물을 재배하여 급식 재료 혹은 요리 실습 재료 등으로 활용 가능

- 물순환 과정에 대한 다양한 표현 활동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시각으로 물순환의 소중함 인식 기회 제공 등

물 공간 조성과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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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및 운영 에너지를 최소화하여 ZEB 수준으로 에너지 효율화 실현 

패시브 디자인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최소화

-  기후조건과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건축 설계(passive design)를 우선하여 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최소화

- 신〮재생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  

Zero Energy Building(ZEB)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  비용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ZEB 성능 인증 지향

-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적용하고,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저감 효과 모니터링으로 기후변화 교육 연계

패시브 디자인 도입으로 에너지 부하를 줄이는 자연친화적 학교 공간 설계

-  자연 채광 및 통풍, 자연 온도조절 등 패시브 디자인 도입으로 실내 환경의 쾌적성을 유지, 자연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최대화

- 옥상녹화(Green roof)를 적용하여 단열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창호 계획으로 자연 환기량 증가

- 학교 건물 시공 시 지속 가능한 재료를 이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 감소

에너지 수요 최소화 및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는 모습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스템 개념도

참고 자료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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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재에너지(Embodied energy)가 낮은 친환경 건설재료 사용

- 목재를 활용한 실내 공간 구성으로 심신 안정 효과 증진

- 자연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

- 실내와 실외 공간은 유효자원을 재활용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권장

- 저탄소 인증제품 및 편백나무, 흙벽돌 등 친환경 재료로 건축 

- 자연녹지 형성을 통한 자연교육의 장을 조성

-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을 남향으로 배치하여 태양광을 많이 받는 구조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이 없는 자재 사용

- 축열 기능과 습도 조절 기능으로 쾌적한 온열환경 조성에 유용한 자재 사용  

- 자연의 향기와 질감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내장재 적극 사용

인체에 무해한 건축 자재를 사용한 건물과 우리의 생활 자연의 향기와 질감을 가진 건축물 내부



미래학교 조성방향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 미래 교수학습과 학습환경 미래학교의 조성 및 운영 사례 109교육활동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건축 폐자재 및 폐자원 순환 활용 

기존 학교시설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 폐자재 활용

-  건축 폐자재를 활용한 자원순환 개념을 학교 공간에 도입하여 각종 건축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 모색

- 폐골재나 건축 폐자재를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건축비용 절감

학교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순환 공간 계획

-  폐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을 분리수거 및 순환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계획 

-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 유기성 폐기물 퇴비화 및 업사이클링 교육 활동과 연계한 자원 순환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

건축 폐자재 순환 활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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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위험이 없고 쾌적한 실내 환기 시스템 구현

고단열화, 고기밀화로 부족하기 쉬운 환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계적 환기 시스템 도입

-  부족한 환기량과 에너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계 환기 시스템 도입 필요

산소 공급과 미세먼지 제거 및 심리적 안정 효과가 우수한 실내녹화 시스템 도입

- 실내녹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효과 기대

- 식물의 뿌리와 토양을  활용하여 실내 공기를 여과하는 바이오필터 기술 활용

식물을 활용한 공기 정화 개념도 교실벽면녹화 삼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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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과 학습효율을 고려한 창의적 공간 디자인

자연 채광과 통풍이 가능한 개방형 내부공간의 조성

-  자연과 연계한 개방형 내부공간 도입으로 쾌적한 실내공간의 조성

-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과 실내 녹화로 개방형 실내공간의 자연성 극대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 내·외부 공간 구성

-  내부공간에 연결한 외부 테라스나 정원, 발코니, 개방형 내부공간, 회랑 등 다양한 공간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내·외부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

야외 공간 연계형 공간 디자인 구성

-  학교 내부 공간으로부터 외부 공간으로의 접근성 향상

- 개방성이 높은 문이나 창을 배치하고 접이식 형태로 공간을 구성하여 야외 공간으로의 확장성 강화

야외 공간과 연계된 공간 구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구성 모습



112 다 함께 만들어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움자료

● 그린학교 실천 프로그램 운영

- 학교에서의 그린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그린학교 만들기에 동참

- 탄소발자국 계산기 활용 및 탄소포인트 제도 활용, 그린에너지 캠페인 및 학생동아리 활동 운영  

- 그린에너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확인 및 생활 속에서의 실천 

- 저탄소, 친환경으로 인정된 상품이 등록된 사이트에서 물건 구매

- 탄소 및 환경 성적이 표시된 마크를 확인하고 제품 구매

- 국제환경규제에 적합한 기자재 및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제품 구매 등

자원순환 교육 사례 

-  폐페트병으로 가방과 각종 패션 소품을 제작하여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생수를 마신 후 직접 라벨과 뚜껑을 분리하는 실습 진행 등

폐자원 재활용 업사이클링 교육 사례

-  학생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버려지는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공예물품으로 제작

- 지구환경 보호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의 소중함 인식

- 자원순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높이는 계기 마련 등

폐 페트병을 활용한 자원순환 교육 활동 모습 자원봉사동아리 학생들이 폐자원으로 공예물품을 제작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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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학교 실천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팜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이해 및 친환경 작물 재배 생태환경 조성

-  미래농업  및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의 자라는 과정 체험을 위하여 수경재배 식물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시스템 탐구 

- 친환경 농업 과정을 이해하고 식물의 성장 과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체험을 통해 신기술의 농업 적용 과정 이해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친환경 생태환경 공간 조성

-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는 스마트팜 공간 구성 

경기 양주 삼숭초등학교의 스마트팜을 활용한

친환경 생태교육 활동 모습
강원 인제 귀둔초등학교의 토마토 하우스를

활용한 스마트 기반 생태교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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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 복합화

방학중학교 마을결합형 복합시설  (https://vmspace.com/project/project_view.html?base_seq=Nj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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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 복합화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학교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호 교류의 장(場) 마련

지역 상생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 조성
효율적인 운영 방식 도입 및

프로그램 다양화

마을 공동체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학교 자원 활용

01 02 03

●   학교와 복합시설의 개방 및 학교교육 연계

  가능 공간 추출
●   이용시간과 특성을 고려한 기능별 동선 – 공간

●   시설 공유
●   복합화 블록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학교 내에 도입하고 

  학생의 활동을 외부와 함께 공유
●   교육기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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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
복합화
이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과 함께 진행되는 학교 복합화는 기존 학교시설복합화와 학교시설공유(복합화 블록)를 

의미하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학교시설을 지역과 공유하며, 학부모나 마을 공동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호 교류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한다. 기존의 복합화 추진 여부는 

사전기획단계 전 지자체와 논의가 되어야 하며, 학교 복합화 블록은 사전기획단계에서 마을공동체 운영 및 

학교급별 교육과정 운영(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과 관련하여 추진한다.

● 지역상생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 조성

-  (시설공유)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소규모 체육시설, 메이커 공간, 마을 

커뮤니티 공간, 컴퓨터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에 개방

-  개축의 경우, 사전기획 단계에서 지자체에서 수영장, 헬스장,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학교에 설치하고자 경우, 해당 지자체와 

논의하여 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설치 운영하는 것을 논의 

- 이를 통해 수요분석, 상호이용방식, 공간구성방식 등 복합화 절차에 따른 과정 수행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공동교육과정 운영)

시설 공유를

통한 지역

사회 연계

도서실 활용사례1

-모둠활동공간-

다목적실 활용사례

-댄스, GX활동-

과학실 활용사례

-메이커 스페이스-

학교여유교실 활용사례4

-아동돌봄공간-

도서실 체육 시설 메이커 공간 교실

참고 자료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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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생을 위한 학교 공유시설 조성

- (복합화 블록) 학습환경 침해 방지, 안전 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학생과 이용자 동선 분리 등 학교시설 블록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  

●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적용한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프로그램 다양화

-  학교 일과 중에는 학생이 이용하고, 일과시간 이외에는 학생을 포함한 지역주민이 이용한다. 운영에 대한 인력 및 운영비는 지자체

와 협의하여 부담하고 서비스 질 개선, 운영시간의 탄력성 확보 등 BTL방식의 복합화 추진을 우선 고려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학교 내에 도입하고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학생의 활동을 외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졸업생, 주민 등의 교육기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지원 및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등 마을 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원

하기 위한 공간 마련 

복합화 블록

(도서관, 소규모, 체육시설 등)

연결통로(주중 개방, 주말 폐쇄)

(복합시설 출입문)

주민 출입

(정문)

학생 출입

학교 A

학교 C

학교 B

학교 D

공유

(공동교육과정)

학교시설 공유(복합화블록)

메이커

소프트
웨어

연극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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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교 복합화
추진 절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복합화 추진 절차 및 주요 내용

준비단계

학교시설 공유

(복합화 블록)

지자체 사전

논의는 없음

지자체와 교육청

 MOU 체결 

(복합화 시설규모

소유권, 운영주체 등)

공동체 비전과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공유시설 여부 확인

시설 운영 관련 협의
프로그램 마련

(복합화협의체 등)

학교 복합화

(기존 개념)

사전기획

준비 단계

사전기획

진행 단계

설계 및

공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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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교 복합화
구성 및
운영 사례

  학교 복합시설은 조성 방식에 따라 신축, 증축, 리모델링으로 구분되며, 조성 방식은 대상지의 여건, 경제성

(시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한다.

● 리모델링(기존 학교시설 활용) 

-  리모델링은 기존 학교시설의 교육공간과 복합시설 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이며,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만큼 학생 안전을 고려한 동선 계획과 주민 이용 편의를

   함께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필요

● 학교 복합시설 증축

-  기존 학교시설과 연계해 또는 별동으로 필요한 복합시설 을 증축하는 방안으로 소규모

   공간 중심의 복합화에 적합한 방식이며, 운영방식과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해 증축위치

   및 공간구성 결정

● 학교 복합시설 신축

-  학교와 복합시설 모두를 신축하는 경우와 복합시설만을 신축하는 경우가 있으며 

   각 시설 활용 방식, 프로그램 운영 방식, 학생안전 등을 고려해 배치 및 공간 구성

   방식 결정

학습환경 침해 방지,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학생과 이용자 동선 분리, 학교 일과 중에는 학생이, 일과시간 이외에는 

주민이 이용하는 등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운영계획을 함께 복합화 구성 방안에 고려

학교 공간

기존 교사동

활용

교사동 신축

복합화

블록

부분 증축

복합시설

신축

기존 학교시설 리모델링

부분 증축

학교 및 복합시설 신축

기존교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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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모델링(기존 학교시설 활용) 공간구성 사례

지역에서 필요할 뿐 아니라 학교교육과도 연계될 수 있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급별 권장 복합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 아동돌봄기능의 시설 등

- 중-고등학교 :  체육 스포츠센터 기능의 시설 등

기존 교사동

주민 동선

학교 시설 공유

학생

전용 공간

학생 동선

학생 개방

가능 공간

개방시

동선통제선
동선통제선

학교시설 공유

(복합화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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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여유교실 활용사례1

-주민이용 로비-

음악실 활용사례

-계단식 음악실-

다목적실 활용사례

-댄스, GX활동-

학교 여유교실 활용사례2

-청년지원공간-

기술실 활용사례

-공방형-

과학실 활용사례

-메이커 스페이스-

학교 여유교실 활용사례3

-녹음스튜디오-

도서실 활용사례1

-모둠활동공간-

학교 여유교실 활용사례4

-아동돌봄공간-

시청각실 활용사례

-계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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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공간에 복합화블럭(공유시설)을 지역예산으로 마련하여 구축한 사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는 사전기획단계에서 복합화블럭(공유시설)을 추진

진행과정 사전기획 구축 전, 후

구축 후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한 다양한 활용사례(광주극락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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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복합시설 증축

학교시설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과 동시에 지역 문제 해결과 주민 편의를 제공

하며, 권장 복합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학교운동장 연계 : 지하주차장 등 주민 편의 공간

- 다목적강당,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공간 연계 :  공연장, 전시관, 사회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 공간

- 외부 공간(조경) 연계 : 주민 휴게공간 및 공원

- 별동 증축 :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 학교 대지 내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주민 편의 공간 제공

교사동

교사동

복합시설

복합시설

필요에 따라 기존 건물 연계 증축 또는 일부 건물을 별동 증축

별동 증축기존 건물 연계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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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복합시설 증축

학교운동장 기존 건물

복합시설 복합시설

기존 건물 연계

학교운동장 = 지하 공영주차장

외부공간 연계

학교공원화 = 주민 휴게공간 및 공원

별동 증축

유후부지 = 강당 및 방과후 주민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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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연결형 일체형

학교운동장 복합시설 교사동 교사동

복합시설 학교운동장 복합시설

3. 학교 복합시설 신축

학교 복합시설 신축 시 첫번째로 필요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 설정을 하고 이용자를 고려한 배치  및 이용자별 합리적 출입 동선 

계획에 유리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학교운동장 연계 : 지하주차장 등 주민 편의 공간

교사동 교사동 교사동복합시설 복합시설 복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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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복합시설 신축

독립형 : 학교와 복합시설을 독립적으로 배치하고 옥외공간을 통해 연결되는 형태

-  학교부지에 학교와 복합시설을 각각 조성하여 학생과 주민이 이용하는 형태로 신축 및 증축에 적용 가능한 형태

- 옥외공간을 통한 연계로 학교공간과 복합시설 공간의 상호 연계성이 낮음

- 복합시설의 출입은 도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교 내부로의 출입은 통제될 수 있도록 계획

교사동 복합시설

학교운동장 학교운동장복합시설 복합시설

교사동 복합시설

교사동 복합시설

독립형 단면 개념독립형 배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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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형 예시 이미지(1) 연결형 예시 이미지(2)

3. 학교 복합시설 신축(연결형)

연결형 : 학교와 복합시설을 독립적으로 배치하고 브리지를 통해 연결하는 형태

-  학교부지에 학교와 복합시설을 각각 조성한 후 브리지를 통해 연결하는 형태로 신축 및 증축에 적용 가능한 형태

- 학교공간과 복합시설 공간이 직접 연결되어 독립성 대비 상호 공간의 활용성이 높음

- 복합시설의 출입은 도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브리지를 통해 학교 내부로의 출입은 통제될 수 있도록 계획

교사동 복합시설

교사동 복합시설

교사동 복합시설

연결형 단면 개념연결형 배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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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예시 이미지(1) 일체형 예시 이미지(2)

3. 학교 복합시설 신축(일체형)

일체형 : 학교와 복합시설을 하나의 건물로 구성하는 형태

-  학교부지에 학교와 복합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립하고 영역을 나눠서 사용하는 형태로 신축에 적용 가능한 형태

- 학교공간과 복합시설 공간이 붙어 있어 상호공간의 활용성이 높음

- 복합시설의 출입은 도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실내 출입구는 학교 내부로의 출입이 통제될 수 있도록 계획

교사동 복합시설

교사동 복합시설

교사동 복합시설

독립형 단면 개념 독립형 단면 개념일체형 배치 개념

복합시설

교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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