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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tandard model of sustainable schools. Field measurements and surveys were conducted to 

evaluate indoor environmental elements such as thermal, visual, acoustic comfort and indoor air quality of schools in Seoul, 

Kyeonggi and Jeju. Additionally, environmental elements were also investigated and analysed through teachers’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ccording to field measurements for 52 schools, the CO2, PM10 and 

noise were higher than each standard. To reduce the concentration of pollutants, an effective ventilation device is required. Also 

to make comfortable environment of classrooms, it is necessary to improve daylighting and environmental friendly elements of 

school. The environment-friendly elements were suggested such as waste recycling bins, water conserving fixtures, experiential 

farm, high efficiency appliances and equipment, lighting sensor, automatic control.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standard model of environment-friendly educa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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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학교시설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환경에 한 

가치 을 정립하게 하는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 단순히 물리  환경만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

회  환경 등 생태  요소가 상호 복합 으로 작용하는 

기능 이고 복잡한 공간이다. 따라서, 학교시설은 다양한 

교육 방식과 내용을 효율 이고 안 하고 쾌 하게 수행

할 수 있는 기반이 우선되어야 하는 건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하고 쾌 한 학교시설 계획을 하

여 서울, 경기  제주 지역의 학교시설의 환경을 장실

측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 다. 한, 환

경교육에 활용가능한 친환경계획요소 즉, 에 지 효율

이고 자원 약 인 요소를 이용하여 학교시설의 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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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06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6-311-D00238)

델을 제시함으로써 환경교육도구로서의 환경친화 인 교

육환경을 창출하고자 하 다. 

2. 학교시설의 환경 련 로그램  리기  고찰 

Lackney(1999)는 학습을 한 학교시설의 물리  환경

평가에서 환경학교시설의 환경변인(environmental 

variable)으로 물리  환경과 사회  환경을 들고 이들 환

경에 의한 교사의 학습지도능력과 학생의 사회능력의 계

발이 궁극 으로 학생의 학습능력신장에 향이 있음을 

구명하 다(표 1 참조).

요구

순
항목

학  생 교사 

강의수행학업성취도 사회성고양

1 쾌 감  보건․ 생 ◎ ◎ ◎
2 교수․학습공간 성 ◎ ○ ◎
3 안 ○ ◎ ◎
4 건물의 기능성 ○ ◎ ○
5 조형․의장성 × ◎ ×
6 사회  장소 × ○ ×
7 라이버시 ○ × ×

◎: 강한 상 , ○: 간, ×: 무상

표 1. 학교시설 사용자의 요구 순

표 1에서 최근 학교시설 환경의 질  수 에 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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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교육부 

학교보건법

일본문부성 

학교환경 생기
미국 EPA 

환기율 21.6㎥/h․인
15cfm/인

(25.5㎥/h․인)

온도

18～28℃ 동기 10℃ 이상
동기1) 

67.5～75.5℉
난방 18～20℃

하기 30℃ 이하
하기 

73.0～80.0℉냉방 26～28℃

실효복사온도
흑구 건구온도차 

5℃미만

습도 30～80% 30～80% 30～60%

기류
인공환기 

0.5㎧이하

조도 300Lux이상
300Lux이상

(장소에 따라 다름)
300Lux 

CO2 1,000ppm 1,500ppm이하 700ppm

소음 55dB(A)
창열었을 때 55dB

창닫았을 때 50dB
NC 25～302)

미세먼지 100㎍/㎥
150㎍/㎥

(24시간평균) 

CO 10ppm 10ppm 이하
35ppm(1hour)

9ppm(8hour)

NO2 0.05ppm 0.06ppm 이하 0.053ppm

HCHO 100㎍/㎥
0.08ppm

(100㎍/㎥)

TVOC 400㎍/㎥

Toluene
0.07ppm

(260㎍/㎥)

Xylene
0.2ppm

(870㎍/㎥)

P-dichloro 

benzene

0.04ppm

(240㎍/㎥)

Ethyl benzene
0.88ppm

(3800㎍/㎥)

Stylene
0.05ppm

(220㎍/㎥)

진드기, 진드기 

알 르겐

100마리/㎥

(보건실)

100마리/㎡이하, 

동등의 알 르겐량 

이하

부유분진 0.1㎎/㎥이하

낙하세균
10cfu/실당

(보건실,식당)
10cfu/교실당

석면 0.01개/cc

라돈 4.0pCi/L 4.0pCi/L

총부유세균 800CFU/㎥

표 3. 국내․외 학교 련 환경기사․학생 등 사용자의 요구로는 물리  쾌 감과 보건․

생이 가장 높은 순 를 차지하 고 그다음이 교수․학

습공간의 성, 안 , 건물의 기능성, 조형․의장성, 사

회  상호작용을 한 장소, 라이버시 등의 순서로 조

사되었다(충남천안교육청, 2003). 한, 연구에 의하면(박

동소와 한종구(2004)의 연구[2]) 학교시설의 환경의 질  

수 과 교육효과의 상 성을 교사․학생의 요구와 련

지을 때, 물리  쾌 감  보건․ 생 항목에서는 학생

과 교사 모두에게 교육  효과와 높은 상 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학교시설에 한 친환경건축물 평가 로그

램은 표 으로 국의 BREEAM for Shool을 비롯하여 

유럽환경교육재단(FEE)의 Eco-School 로그램, 미국의 

Green School 로그램  Energy Smart School, 일본 

문부성과 통산성 력체계에 의한 Eco-School 로그램

이 있다(표 2 참조). 

로그램구분국가

평가범주  기

토지

이용  

교통

에 지 

자원  

환경부하

생태

환경

실내

환경

완공 후 

유지 리, 

실무교육

교육과정

의 연계 

 

환경정책
KGBCC 한국 ○ ○ ○ ○ △ ×
BREEAM 국 ○ ○ ○ ○ ○ ◎

FEE 유럽 ○ ○ ○ ○ ○ ◎
Eco-School 일본 ○ ○ ○ ○ × ×

Green 

School
미국 ○ ○ ○ ○ △ ◎

◎, 략사항, ○: 채택, △: 일부채택, ×: 미채택

표 2. 국내외 학교시설 인증․평가 로그램 특징

국내의 경우 교육인 자원부에서는 1997년 “고교 이하 

각  학교의 설립․운 에 한 규정”을 시작으로 학교보

건법을 통해 학교의 실내환경개선을 해 실내환경에 

한 기 을 제시하고 있다. 2005년 개정된 학교 보건법 시

행규칙에는 총 12개 유해물질에 한 유지 리 기 이 

마련되어있다. 일본의 경우 문부성에서 2004년 2월 학교

환경 생기 을 개정하여 온열  실내공기질 뿐만 아니

라 소음, 상하수도 등 환경 반에 하여 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국(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IAQ Tools for Schools 

Program"을 통해 학교의 실내 공기질에 한 규정   

음, 빛환경 등 실내환경에 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고 있다. 한 매년 “IAQ Tools for Schools 

National Symposium”을 개최하여 실내공기질 우수 리 

학교를 선정하여 해마다 상을 수여하여 많은 학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표 3 참조). 

3. 학교시설 교육환경 실태조사

3.1 측정개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서울, 경기  제주 

지역의 학교시설의 장실측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측정

하 다(표 4～6 참조). 

동 기에 측정된 학교는 총 38개교로서 등 32개교

1) 동 기와 하 기 실내 상 습도에 따라 실내 쾌 온도의 권장범

를 각각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상 습도에 따른 실내온도범 는 

다음 표와 같다.  

  

상 습도 동 기 온도 하 기 온도

30% 68.5～75.5℉ (20～24℃) 74.0～80.0℉ (23～27℃)

40% 68.0～75.0℉ (20～24℃) 73.5～80.0℉ (23～27℃)

50% 68.0～74.5℉ (20～24℃) 73.0～79.0℉ (23～26℃)

60% 67.5～74.0℉ (20～23℃) 73.0～78.5℉ (23～26℃)

2)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Classroom Acoustics: A 

Resource for Creating Environments with Desirable Listening 

Conditions. http://asa.aip.org/classroom/bookle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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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2, 신축 5, 환경개선 5)이고, 등 6(기존 6, 남 3, 

여 2, 남녀공학 1)개교 이다. 한, 간기는 총 15개교로

서 부 등학교로서 이미 지어진 기존건물이다.

측정기간 지역 구 분

동 기

2006.11

-2007.2

서울

경기

등 20개교

(일반교실  특별교실)

기존 15개교

신축 5개교

제주

등12개교(일반/특별)

등6개교(남3, 여 2, 

남녀공학 1, 일반교실)

등(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된 곳 5개교, 기존 

7개교)

간기

2007.4-5

서울

경기

등 15개교

(일반교실  특별교실)
기존 15 개교

표 4. 측정 상

학교 지역 공연도 비고

A 강남구 1974 2005년 교실바닥교체

B 성동구 1982 2006년 증축

C 용산구 1969

D 송 구 1989

E 분당구 1993

F 성북구 2001

G 악구 1985

H 서 문구 2002

I 진구 1985

J 강남구 1982

K 안산시 1981 2007년 과학실 리모델링

L 노원구 1988 2006년 과학실 리모델링

M 용인시 2004

N 주시 2000

O 수원시 2005

표 5. 서울 경기지역 측정학교

학교 공연도 비고

등

학교

A-1 2001

A-2 2005

A-3 2002

A-4 2001 교육환경개선우수사례

A-5 2001 교육환경개선우수사례

A-6 2006

A-7 1999 교육환경개선우수사례

A-8 2004 교내 증설공사 

A-9 2000

A-10 1997

A-11 2004 교육환경개선우수사례

A-12 2002 교육환경개선우수사례

학교

B-1 2006

B-2 1984 2006년 신축이

B-3 2004

B-4 2004

B-5 2005

B-6 2002

표 6. 제주지역 측정학교

3.2 측정결과

3.2.1 서울·경기 지역

(1) 온열환경

일반교실인 경우 평균온도는 18～20℃, 특별교실인 경

우평균온도는 17～19.3℃를 보이고 있었다. 이 때 습도는 

40～45.3%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별실의 경우, 실이 지속 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며 이로 인해 재실자에 의한 내부발열이 어 

특별실의 온도가 일반교실에 비해 0.9℃ 가량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구분교실 항목 AVG Median Max Min
ST

DEV

동

기

일반

교실

온도(℃) 18,9 19.0 24.5 14.7 3.3

습도(%) 44,4 46.0 55.0 31.0 6.7

특별

교실

온도(℃) 17.0 17.0 21.4 13.8 2.2

습도(%) 40.0 38.0 61.0 25.0 9.0

간

기

일반

교실

온도(℃) 20.2 20.5 24.6 16.5 2.3

습도(%) 44.7 45.0 61.0 16.0 10.6

특별

교실

온도(℃) 19.3 18.0 36.0 14.7 5.2

습도(%) 45.3 43.0 72.0 33.0 10.3

표 7. 일반교실  특별교실의 온․습도

(2) 공기환경

CO₂는 동 기와 간기 모두 일반교실의 경우  최소 

1,040ppm에서 최  3,254ppm로 기 을 과하고 있었다. 

특별교실의 경우 일반 으로 일반교실에 비해 학생들의

이용시간이 많지 않아 동 기와 간기의 15개 학교  

3개 만이 기  1,000ppm을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CO 물질은 모두 기 치를 과하지 않았다.

기

간
항목 AVG Median Max Min

ST

DEV

동

기

일

반 

교

실

CO2(ppm) 2083 2139 3254 1040 792.6

TBC(CFU/㎥) 201.0 221.4 507.7 21.2 163.67

PM10(㎍/㎥) 197.5 180.6 423.6 62.5 107.9

HCHO(㎍/㎥) 26.8 24.32 59.1 11.5 13.09

TVOC(㎍/㎥) 418.7 355.30 1177.3 179.5 267.86

특

별

교

실

CO2(ppm) 1060 869 1873 646 413.3

TBC(CFU/㎥) 101.2 47.36 269.1 4.7 95.09

HCHO(㎍/㎥) 28.0 26.17 56.5 6.8 13.23

TVOC(㎍/㎥) 267.9 248.38 437.3 134.2 103.28

간

기

일

반 

교

실

CO2(ppm) 1797.7 1755 3081 831 552.2

TBC(CFU/㎥) 166.4 33.1 1570.2 0 456.8

PM10(㎍/㎥) 197.5 180.6 423.6 62.5 107.9

HCHO(㎍/㎥) 45.7 41.0 157.2 16.0 34.9

TVOC(㎍/㎥) 600.3 478.7 1759.1 201.3 412.9

특

별

교

실

CO2(ppm) 1188 1755 3081 476 715

TBC(CFU/㎥) 35.3 11.8 307.9 0.0 94.1

HCHO(㎍/㎥) 37.6 41.0 78.2 16.3 21.2

TVOC(㎍/㎥) 272.3 216.3 673.7 116.8 148.6

표 8. 기존학교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항목 AVG Median Max Min
ST 

DEV

일반

교실

PM10(㎍/㎥) 179.88 98.7 375.3 72 125.11

HCHO(㎍/㎥) 11.3 9.47 25.84 4.79 6.46

TVOC(㎍/㎥) 1168.3 1190.1 2202.1 327.5 637.56

특별

교실

HCHO(㎍/㎥) 8.58 7.74 15.49 2.43 4.74

TVOC(㎍/㎥) 1058.0 1455.4 1873.1 190.8 796.2

표 9. 신축학교 측정결과

총부유세균인 경우 동 기와 간기 거의 부분의 학

교에서 기 치(800CFU/㎥) 이내에서 검출되고 있었지만  

간기의 2개 학교에서는 기 을 과하고 있었다. 한편, 

반 으로 간기보다 동 기에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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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실 항목 AVG Median Max Min

ST

DEV

1차

외부
온도(℃) 13.1 12.9 17.0 9.6 2.1

습도(%) 62 55 94 46 15.6 

일반

교실

온도(℃) 17.9 18.1 20.4 15.0 1.5 

습도(%) 61 63 79 45 12.1 

컴퓨

터실

온도(℃) 19.9 20.5 23.8 14.2 3.0 

습도(%) 54 51 79 39 12.7 

과학

실

온도(℃) 16.7 16.7 19.4 15.1 1.3 

습도(%) 64 60 92 49 13.9 

2차

외부
온도(℃) 12.4 12.5 14.9 9.8 1.6 

습도(%) 53 53 57 46 4.2 

일반

교실

온도(℃) 16.5 16.6 20.6 13.9 1.8 

습도(%) 63 62 73 5 7.2 

복도
온도(℃) 14.6 15.1 15.8 11.4 1.3 

습도(%) 62 58 77 51 9.2 

표 13. 일반교실  특별교실의 온습도

는 폐 시간이 길어 환기횟수가 고 난방에 따른 온습

도의 상승으로 인한 세균번식 등의 원인으로 단된다.  

한, 특별교실인 경우 일반교실에 비해 온습도  재실

자의 체류시간이 기 때문인 총부유세균 농도가 일반교

실의 1/2 정도 낮게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동 기의 11개 교실과 간기의 10개 교

실에서 유지기 (100㎍/㎥)을 과하여 검출되고 있었는

데 특히, 동 기에 높게 나타난 것은 환기가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단되었다.

TVOC와 HCHO는 부분의 기존학교에서는 유지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축학교와 5년 

미만된 학교가 5년 이상의 학교보다 최고 약 1.5배까지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어 TVOC와 HCHO 물질은 건물

완공후 경년변화에 따라 농도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하 다.

(3) 음환경

교실 내의 소음수 을 알아보기 하여 수업 과 쉬

는 시간의 교실 앙, 복도, 실외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부분의 학교에서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

인 55㏈(A)를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간기보

다는 폐시간이 긴 동 기에 교실 내 소음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교실 앙에서의 소음이 가장 높았고, 수업

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선생님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시

청각 교육도구 활용  학생들 자체 소음 등으로 교실 

내의 소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

실 내에서 마이크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

는 다른 교실의 외부 소음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분 항목
AVG

(dB(A))

Median

(dB(A))

Max

(dB(A))

Min

(dB(A))
STDEV

동

기

수

업

실외 57.6 56.2 64.9 50.7 5.3 

실 앙 71.6 70.8 82.4 64.4 7.0 

복도 58.9 60.3 66.9 45.8 5.8 

쉬는

시간

실외 68.4 65.0 97.9 55.8 12.9 

실 앙 77.9 77.7 85.7 67.2 6.1 

복도 78.8 79.3 87.5 69.9 5.3 

간

기

수

업

실외 57.3 59.2 66.9 34.9 9.8 

실 앙 67.8 68.5 74.5 57.2 4.8 

복도 56.4 59.4 64.2 33.6 8.5 

쉬는

시간

실외 62.3 62.2 70.3 53.7 5.0 

실 앙 71.5 73.6 83.5 51.7 8.7 

복도 70.3 72.9 81.7 51.3 8.3 

표 10. 음환경 측정결과 

(4) 빛환경-자연채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의 평균조도는 거의 모두 기 치

인 300Lux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연채  성능을 

나타내는 주 율은 평균 3-4% 정도로 기 치에 못 미치

고 있었다.  한, 각 교실에서 측정한 최 ․최소 조도 

값으로 균제도를 산출한 결과 부분 기 인 1/10(0.1)이

하로 나타나 교실 내의 조도분포가 균일하지 못하여 시

각  불쾌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구분 항목 AVG Median Max Min STDEV

동

기

일

반

교

실

평균주 율 3.1 2.6 8.5 0.5 2.4

조도평균 995 748 3,596 47 956

최 조도 4,817 1,886 23,100 212 6,986

최소조도 222 162 569 4 184

특

별

교

실

평균주 율 3.0 2.2 6.3 0.2 2.2

조도평균 748 574 2679 21 733

최 조도 3,491 1,731 20,500 61 5,410

최소조도 191 189 452 5 153

간

기

일

반

교

실

평균주 율 4.5 2.9 19.0 0.2 4.8

조도평균 740 687 1245 390 288

최 조도 2,223 1,767 5,567 537 1,390

최소조도 267 246 486 115 113

특

별

교

실

평균주 율 3.6 3.6 12.2 0.1 3.4

조도평균 892 570 3837 63 979

최 조도 4,426 1,838 30,773 761 7,841

최소조도 247 244 479 60 112

측정단  : 평균 주 율(%), 조도(Lux)

표 11. 빛환경 측정결과

(5) 기 성능

실내외 압력차이가 1Pa일 때 환기횟수는 평균 3.6 

ACH, 침기량 659.7 ㎥/h로 나타났다. 학교보건법에서 제

시한 1인당 환기량 21.6㎥/h로 한 학 에 학생정원이 35

명 내외로 교사를 포함하여 36명으로 가정한다면 777.6㎥

/h 이상을 만족해야 하므로 부족한 환기량을 확보하기 

하여 자연환기 이외의 극 인 환기방법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항목 AVG Median Max Min STDEV

침기량(㎥/h) 659.7 729.7 957.0 21.3 285.1 

환기횟수(ACH) 3.6 4.3 5.2 0.1 1.5 

표 12. 침기량  환기횟수

3.2.2 제주지역

(1) 온열환경

외기온이 평균 12.4～13.1℃일 때 일반교실은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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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AVG Median Max Min STDEV

일

반

교

실

인공

조명

평균조도 605 572 959 255 216

균제도 0.44 0.45 0.75 0.13 0.17

자연

채

평균조도 277 264 689 30 212

균제도 0.21 0.20 0.52 0.05 0.13

주 율(%) 2.6 2.6 5.1 0.8 1.0

특

별

교

실

인공

조명

평균조도 704 620 1022 465 199

균제도 0.55 0.57 0.91 0.26 0.18

자연

채

평균조도 257 156 871 6 272

균제도 0.25 0.22 0.44 0.11 0.11

주 율(%) 4.7 3.0 20.2 0.8 5.9

표 16. 제주지역 빛환경 측정결과

17.9.℃로서 난방기  온도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고 특별

교실은 17.9～19.9.℃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특별

교실  컴퓨터실이 기기발열로 과학실보다 약 3℃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이 때 습도는 53～64 %를 유지하

고 있었다.

(2) 공기환경

공기환경에서 CO2농도는 일반교실은 평균 1,909.9 

ppm, 특별교실은 평균 1,163.8 ppm로 기 치 1,000ppm을 

훨씬 과하고 있었고 특히 가스난방기기를 이용하는 일

반교실인 경우 기 치를 최고 4배 이상 과하고 있었다. 

미세먼지(PM10)는 70%이상의 교실에서 기 치인 100

㎍/㎥을 과하고 있었다. 

AVG Median Max Min STDEV

일반

교실

CO2 1,909.9 1,530.5 4,967.0 508.0 1,301.1 
CO 0.5 0.5 2.5 0.1 0.5 

PM10 200.5 176.5 456.0 91.0 100.0 

특별

교실

CO2 1,163.8 795.0 4,262.0 466.0 852.6 
CO 0.7 0.4 2.6 0.2 0.7 

PM10 127.2 108.0 266.0 34.0  60.3 
측정단  : CO2, CO(ppm), PM10(㎍/㎥)

표 14. 공기환경 측정결과

(3) 음환경

 소음측정결과 부분의 등학교에서 기 치인 55dB(A)

를 과하 으며 특히, 일반교실에서도 강의 의 소음 

수 은 평균 68.63dB(A)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분의 강

의실이 경량벽체사용으로 인하여 인 교실의 소음이 

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목 AVG Median Max Min STDEV

운동장 64.1 65.8 72.4 53.7 5.6 

일반교실 68.6 68.2 77.3 58.4 5.9 

복도 62.3 63.5 69.9 45.3 6.4 

컴퓨터실 65.3 66.7 77.7 52.9 8.6 

과학실 58.9 57.2 73.9 45.7 9.0 

표 15. 제주지역 음환경 측정결과 (dB(A))

(4) 빛환경

일반교실의 평균조도는 605 lux, 특별교실은 704 lux로  

부분의 학교에서 기 치인 300lux이상을 유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 율의 경우 천창을 설치한 1개

의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기 치인 평균 5%를 미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기 성능

실내외 압력차이가 1Pa일 때 교실의 환기량은 평균 

2.4ACH, 침기량 524.2㎥/h 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지역과

마찬가지로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한 1인당 환기횟수 21.6

㎥/h로 한 학 에 학생정원이 35명 내외로 교사를 포함하

여 36명으로 가정한다면 777.6㎥/h 이상을 만족해야 하므

로 부족한 환기량을 확보하기 하여 자연환기 이외의 

극 인 환기방법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항목 AVG Median Max Min STDEV

침기량(㎥/h) 524.2 429.6 1,216.0 225.9 283.4

환기횟수(ACH) 2.4 2.3 4.6 1.0 1.0

표 17. 제주지역 교실의 침기량  환기횟수

3.3 소결

서울, 경기  제주 지역의 총 52개교 학교시설 교육환

경을 측정결과를 온열, 공기, 음, 빛, 기 성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온열환경 

교실의 습도(40～64%)는 쾌 범 내에 있었지만 온도

는 16.5℃～20℃의 분포로 비교  일반교실이 특별교실보

다 약간 높았지만 쾌 범 보다 약간 낮은 분포를 보이

고 있었다. 

2) 공기환경

CO₂는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모두 기 치를 훨씬 

과하여 검출(1,040∼3,254ppm)되고 있었는데 특히 가스난

방기기를 이용하는 교실인 경우 기 치를 최고 4배이상 

과하고 있었다. CO 물질은 모두 기 치를 과하지 않

았다. 미세먼지는 총 52개교  약 70%의 학교에서 유지

기 (100㎍/㎥)을 과하여 검출되고 있었는데 특히, 동

기의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더 높은 농

도로 검출되고 있었다. 총부유세균은 약 90%의 학교에서 

기 치(800CFU/㎥)를 과하지 않았지만 기 하고 환기

횟수가 은 교실에서는 기 치를 과하고 있었다. 

TVOC와 HCHO는 부분 학교에서 유지기 을 만족

하고 있었지만 신축학교와 5년 미만된 학교가 5년 이상

의 학교보다 최고 약 1.5배까지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어 

건물완공후 경년변화에 따라 농도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 다. 

3) 음환경 

수업 과 쉬는 시간의 교실 앙, 복도 등의 소음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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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학교에서 기 치(55㏈(A))를 과하고 있었고 

특히, 간기보다는 폐시간이 긴 동 기에 교실 내 소

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분의 강의실이 경량벽체사

용으로 인하여 인 교실의 소음이 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빛환경

부분의 교실(일반  특별교실 포함)에서 평균조도는 

모두 기 치(300Lux)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 ․

최소 조도 값으로 산정하는 균제도는 기 치(1/10(0.1))이

하로 나타나 교실 내의 불균일하여 시각  불쾌감을 조

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한편, 주 율은 부분 

3-4% 정도로 기 치에 못 미치고 있어 자연채 이 부족

함 을 알 수 있었다.  

5) 기 성

실내외 압력차이가 1Pa일 때 환기횟수는 평균 2.4∼3.6 

ACH, 침기량 524.2㎥/h∼659.7 ㎥/h로 나타나 36명이 생

활하는 교실이므로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한 환기기 (21.6

㎥/h인)보다 부족한 것으로 악되어 환기량을 확보하기 

하여 자연환기 이외의 극 인 환기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환경친화  교육시설의 표 모델 제시 

4.1 환경친화  교육시설 실태조사 

 국의 등학교 약 50개소를 상으로 학교시설에 

조성된 환경친화  건축설계요소를 조사한 결과 자연학

습장(52.2%)이 가장 높게 그리고 텃밭(33.7%), 학교숲, 조

경요소(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그림 1. 학교내 조성된 환경친화 인 요소

한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 약 등에 련된 

시설요소를 조사한 결과 수형 수도꼭지  변기가 

체의 36.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화장실 손 

건조기가 19.5%, 이외에 기타재료, 물사용량 모니터링, 빗

물이용 시스템, 친환경 건축재료의 순으로 나타났다. 

4.2 설문조사

학교에서의 환경친화 교육은 약 90%가 선생님이 담

당을 하고 있어 국의 200명의 선생님들을 주로 다음

과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1) 환경요소별 실내 쾌 수

실내환경요소에 한 만족도를 5단계 리커트척도(1 -

매우 불쾌 ∼5 -매우 쾌 )로 조사하고 각 요소간 상

계를 분석한 결과 ‘매우 쾌 하다’를 5 으로 하 을 때 

교실 실내환경에 한 반 인 만족도는 평균 2.9 으로 

조사되었으며 빛환경을 제외한 모든 환경요소가 2.5  이

하로 평가되었다. 한 실내 환경에 한 반 인 만족

도는 주로 온열환경  공기환경과 상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평균
Correlation

A B C D E F

A. 실내환경에 한 만족도 2.9 1 .678 .641 .700 .393 .360

B. 여름철 온열환경에 한 만족도 2.3  1 .879 .636 .441 .404

C. 겨울철 온열환경에 한 만족도 2.3   1 .629 .424 .365

D. 공기환경에 한 만족도 2.8    1 .422 .303

E. 빛환경에 한 만족도 3.0     1 .136

F. 음환경에 한 만족도 2.5      1

표 18. 교실실내환경에 한 만족도  변수간 상 계 

 (2) 실내 환경이 쾌 하지 않은 이유

그림 2는 교실의 실내환경이 쾌 하지 못한 이유에 

하여 다 응답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  것으로 실

내환경의 주요 문제 은 겨울철과 여름철의 실내기온  

먼지발생 등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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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찬바람이 느껴진다

             시끄럽다

 실내 공기가 답답하다

      먼지가 발생한다

   여름철에 너무 덥다

   겨울철에 너무 춥다

(Count)

`

그림 2. 학업성취도에 한 실내환경요소의 요성

(3) 교실환경요소와 학업성취도의 계

교실 실내환경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얼마나 향

을 미치는가에 해서 38%의 교사들이 “매우 요하다”

로 답했으며 요도는 5  만 에 평균 4.4 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습성취도에 향을 미치는 실내 환경요소는 

그림 4와 같이 소음, 기온, 공기의 질, 조도  습도의 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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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환경친화 인 요소  환경교육 표 모델로서의 
활용가능성

매우 중요
38.3%중요 60.0%

보통 1.7%

그림 3. 학업성취도에 한 실내환경의 

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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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조도

공기의 질

습도

기온

(빈도)

1순위 2순위 3순위

그림 4 .실내환경요소  학습성취도에 많은 향을 미치는 

요소의 우선순

그림 5는 교실 환경개선  학습성취도 향상을 해 

필요한 요소를 우선 순 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즉, 실내

환경개선  학습성취도 향상을 해 가장 요한 요소

는 냉방기, 난방기기의 설치, 소음조   단열개선 등이

었으며, 특히 냉방과 소음조 에 한 요구는 1순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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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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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조명기구

외벽체  단열  개선

빈도

1순위 2순위 3순위

그림 5. 실내환경개선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해 필요한 
요소의 우선순  

4.3 환경친화  교육시설의 표 모델 제시

환경친화  교육시설의 표 모델을 제시하기 하여 

교사들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환경친화  요소를 자연친

화, 재료  자원 약, 에 지 약, 폐기물처리 등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각 학교의 용 황을 조사하 으

며 각 요소의 환경교육모델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

다.

그림 6은 재 등학교에 조성되어 있는 환경친화

요소의 빈도와 각 요소의 환경교육모델로서의 활용가능

성을 5  척도로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 다. 기존 

학교시설에 설치된 환경친화 요소는 주로 재활용 분리

수거시설, 옥외자연학습장, 지역수목이용 조경, 재생·재활

용 재료사용, 실내정원 등이다. 

따라서, 환경교육모델로서 활용 잠재력이 높은 계획 요

소는 쓰 기 재활용 시설(4.05),  수형기기(4.02), 텃밭 

 체험농장(3.92), 고효율기기(3.91), 자동조명센서(3.8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에 지 약과 련된 계획

요소는 거의 설치되지 않고 있지만 환경교육 표 모델로

서의 활용성은 높게 평가되었다.

4.4 소결

환경친화  교육시설의 표 모델을 제시하고자 국 

등학교 약 50개소의 약 200여명의 선생님들을 상으

로 교육실태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환경교육모델로서 

활용가능한 환경친화  요소를 도출하 다.

1) 환경친화  교육시설 실태조사

국의 등학교 약 50개소를 상으로 환경친화  건

축설계요소를 조사한 결과 자연학습장, 텃밭, 학교숲, 조

경요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자원 약 등에 련

된 시설요소로는 수형 수도꼭지  변기가 가장 높게 

그리고 화장실 손 건조기 기타, 물사용량 모니터링, 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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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스템, 친환경 건축재료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국 200명의 선생님들을 주로 교실환경요소와 

쾌 수 , 불만족  학업성취도 계에 한 설문조사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실내환경요소에 한 만

족도(최  5 )는 빛환경을 제외한 부분의 환경요소가 

2.5 이하로 나타나 특히, 온열환경  공기환경과 상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실환경이 쾌 하

지 않은 이유로 실내온도 불균형  먼지발생 등으로 

악되었다. 특히, 교실환경요소와 학업성취도의 계에서 

실내환경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교사들이 “매우 요

하다”로 답했으며 그 향요소로는 소음>온도>공기의 

질>조도  습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교육환경개선 

 학습성취도 향상을 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냉난방

기기의 설치, 소음조   단열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3) 환경친화  교육시설의 표 모델 제시

교사들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환경친화  요소를 자연

친화, 재료  자원 약, 에 지 약, 폐기물처리 등 4가

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각 요소의 환경교육모델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 다. 즉, 환경교육모델로서 활용 잠

재력이 높은 계획요소는 쓰 기 재활용 시설> 수형기

기>텃밭  체험농장>고효율기기>자동조명센서 등의 순

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에 지 약과 련된 계획요소는  

환경교육모델로서의 활용성은  높게 평가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제주 지역의 학교시설의 교육

환경을 상으로 측정조사  분석하여 환경친화 인 학

교시설의 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경기  제주 지역의 총 52개교 학교시설  

교육환경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실온도는 쾌 범 보다 약간 낮은 분포(16.5℃～20℃)

를 보이고 있었다. CO₂는 모든 교실에서 기 치를 과

하고 있었고 미세먼지도 70%정도가 기 치를 과하여 

검출되고 있어 이에 한 책이 요구되었다. 한, 부

분의 교실이 경량벽체사용으로 인 교실과의  소음이 

달되어 기 치(55㏈(A))를 과하고 책마련이 시 히 

요구 되었다. 그리고, 부분의 교실에서 균제도의 불균

형으로 인하여 시각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특히, 

자연채  부족으로 주 율이 기 치에 못 미치고 있었다. 

한편, 환기량에서는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한 환기기 보다 

부족한 것으로 악되어 환기량 확보를 하여 자연환기 

이외의 극 인 환기방법을 필수 으로 고려해야 할 것

이다.

둘째, 국 등학교 약 50개소의 약 200여명의 선생님

들을 상으로 교육실태조사와 설문분석을 실시하여 환

경친화  표 교육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환경친화  건축설계요소는 자연학습장>텃밭>학교

숲>조경요소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 자원 약 등에 

련된 시설요소로는 수형 수도꼭지  변기>화장실 

손 건조기>물사용량 모니터링>빗물이용시스템>친환경 

건축재료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내환경요소에 한 만족도는 온열환경  공기

환경이 낮게 나타났다. 교실환경의 불쾌  이유는 실내온

도 불균형  먼지발생 등으로 악되었다. 한 교실환

경요소와 학업성취도의 계에서 향요소로는 소음>온

도>공기의 질>조도  습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환경개선  학습성취도 향상을 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냉난방기기의 설치, 소음조   단열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환경교육모델로서 활용 잠재력이 높은 요소는 

쓰 기 재활용시설> 수형기기>텃밭  체험농장>고효

율기기>자동조명센서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에

지 약요소는 환경교육모델로서의 활용성이 높게 평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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