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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 결과 발표

◈ 세종 해밀학교(대상) 등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총 6개 작품 선정

◈ 교육시설의 우수사례 발굴로 교육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확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2021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

시설 공모전」선정 결과를 12월 30일(목)에 발표하였다.

ㅇ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고 설계·

디자인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82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ㅇ 이번 공모전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신축, 증축, 개축 및 새 단장

(리모델링)한 교육시설 총 26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 유치원 5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5개, 대학교 7개, 기타 4개

□ 우수 교육시설 선정은 교육, 건축설계, 시공분야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집(포트폴리오)을 바탕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코로나19 상황으로 동영상 대체)를 실시하여,

상위 점수를 획득한 총 6개 작품을 최종 결정하였다.

* 총 9명 : 교육 분야(장학관 등 3명), 건축계획‧설계 분야(교수 등 3명), 시공 분야(교수 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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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교육시설 선정 현황(총 6개 작품)】

v 대상(1개) : 세종 해밀학교

v 최우수상(2개) : 서울 신길중학교, 서울 유현초등학교

v 우수상(3개) : 충남 대덕초등학교, 대구 국제고등학교, 대구 가톨릭대학교

ㅇ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기후환경 및 미래교육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설계 및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간배치 

측면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ㅇ 최종 선정된 6개 작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는 선정된 학교가 우수 교육

시설임을 알리는 현판을 제공하여 각 기관에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김병규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대한민국 우수 교육

시설은 설계 의도에 맞는 공간의 활용성, 재난‧안전을 고려한 설계의 

적절성, 교수‧학습 공간 운영 관리의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선정하였다.”라고 말하며,

ㅇ “앞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시설안전 인증 학교 등 각 분야별

우수 교육시설 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하여, 우리 학생들의 터전인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유연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2021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선정 작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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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1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선정 작품 개요

❖ (대상) 세종 해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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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상) 서울 신길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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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상) 서울 유현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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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상) 충남 대덕초등학교

      



- 7 -

❖ (우수상) 대구 국제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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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상) 대구 가톨릭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