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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20. 7. 17.(금) 배포

교육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 발표

◈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

◈ 기존의 규격화된 학교공간을 재구조화하여 미래교육과정 지원

◈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친환경 그린학교 구현

◈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첨단 ICT 기반 교육환경 제공

◈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월 17일(금), 제로에너지 분야 선도

학교인 서울 공항고(서울 강서구 소재)를 방문하여,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유기홍 국회 교육

위원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이 함께하였다.

ㅇ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발표를 통하여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신성

장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과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여건 구현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제시된 비전과 목표의 바탕에는 ①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학교 ②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ICT 기반 스마트교실

③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④ 지역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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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라는 4가지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

ㅇ 이는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경험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저탄소 친환경 학습환경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ㅇ 또한 교육부가 2019년부터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기본원칙을 이어나가고,

대상학교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전체 학교시설의 약 20%에 해당하는 7,980동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서 향후 노후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이 시설들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도
40년 이상 경과

건물 수(동) 면적(㎡)

2020년 7,980 1,633

2025년 11,294 2,430

2030년 14,286 3,021

2040년 18,608 3,907

2045년 23,582 4,962

2050년 29,707 6,658

< 40년 이상 경과 학교시설 현황 추계 >

□ 이를 위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1단계 사업’에서는 2021년부터 5년 간

총 18.5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

중 2,835동을 미래학교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교시설의 제로에너지화,

디지털화를 위해 추가되는 사업비 등 전체 사업비의 30%인 5.5조 원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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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후, 노후시설 증가 추세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총 인원 15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만TCO2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학교가 그 자체로 환경교육의 콘텐츠이자 교재가 되어,

탄소중립*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 탄소중립: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환경보호에 기여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로서 사람 중심·디지털 전환·공간혁신을 포괄

하는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

이다.”라고 말했다.

【붙임】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행사 계획(안)

【별첨】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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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행사 계획(안)

 행사개요

○ (일시·장소) ’20.7.17(금) 13:40∼ / 서울 공항고(강서구 마곡지구)

※ <학교 주요특징> 디지인중심 설계공모 첫 선정(서울교육청), ES스쿨 시범사업(교육부) 및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국토부)으로 건축,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강의 자동녹화, 무선AP, 테블릿 등)

○ (참석인사)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 서울교

육감, 학교장 등 교사, 학생, 관련 전문가(디지털, 에너지 등)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김영진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윤영덕 진성준 홍정민 의원

○ (방문목적) 디지털·친환경 등과 연계한 공간혁신을 통해 미래형 모델로

운영 중인 학교를 방문하여, 미래학교로의 전환 추진 동력 제고

- 등교·원격수업 병행 등 새로운 도전 중인 현장 교사 격려 및 응원

 주요 일정(안)

시 간
(총 1시간 10분)

세 부 내 용 비고

13:40∼13:45 5‘ ▸ 학교 도착 학교 정문

13:45∼14:05 20‘
▸ 친환경 그린으로 구성된 학교 공간 둘러보기

  ※ 제로에너지·그린 공간(중앙로비, 중앙제어실,
태양광패널 등), 일반교실, 교과교실 등

학교장 및 
서울교육청 안내

14:05∼14:20 15‘

▸ 미래학교 모습 사례 발표

  - 원광대 건축학과 박기우 교수(전북교육청 총괄기획가)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관련 현장 브리핑

  - 부총리, 서울교육감

▸ 참석자 기념 촬영

중앙홀(1층)

14:20∼14:50 30‘

▸ 간담회 실시

  - 인사말
(원내대표, 교육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교육위 간사)

  - 학교 현황 소개(학교장)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 디지털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 전문가(2인)

  - 학생, 교사 등 참석자 대화

  - 마무리 발언(부총리, 원내대표)

도서관(1층)

14:50 ▸ 환송

※ 일정 전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