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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with the January 2005 amendment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schools are now 

included in the scope of privately-funded infrastructure projects.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mad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2007, a total of 1.1 billion-won stimulus package has been 

proposed and is being implemented to operate private investments in social infrastructure helping to secure 

sufficient educational facilities for a period of five years from 2005 to 2010. Private participation offers first-priority 

infrastructure in a timely manner, raises efficiency with creative project conception and design, and stimulates 

economy by tapping into unemployed fund. This study limited its scope to new school construction projects in 

Gyeonggi Province which have been implemented via BTL system since January 2005. And using field-inspection 

and interview techniques, the study proposed improvement schemes applicable to the field. The results will be fully 

incorporated into new school construction projects to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to help build creative learning 

space—student-oriented quality structures—where in Korea’s leaders of the 21st century knowledge-based society 

will be edu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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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1 연구의 배경  목   

민간투자사업(이하 BTL사업이라 칭함)에는 국가가 민간

자본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의 일환으

로 터 , 도로공사 등과 같은 수익사업 심의 BTO 혹은 

BOT 등의 방법과 학교, 공공임 주택 등과 같이 수익이 

불확실한 사업 심의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이 

있다. 이와 같은 BTL사업은 시 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

공 하고, 창의 인 사업발굴과 설계로 효율을 증 시키며, 

유휴자 을 순환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한다.

BTL사업은 정부에서 2005년 민간투자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35개 시설에서 44개로 상을 넓  지정하 고, 

2007년 교육부에 발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

년간 총사업비 11조원의 산을 책정하여 부족한 교육시설

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김정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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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연구문헌 고찰 결과 BTL의 사업비용, 리스크에 

하여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다수 있으나, 사

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사례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

구의 목 은 BTL 방식으로 신설된 학교( 공 33교, 공사  

48교)를 상으로 장 검과 사용자 면담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연구의 결과는 향후 BTL방식

에 의해 발주되는 교육시설 계획 시 활용할 수 있다. 

1.2 연구의 범   방법 

2007년 7월 기획 산처 BTL사업에 고시된 지역별 사업 

황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약 19% 가량으로 가장 많은 교

육시설에 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이재욱 2007) 따라서 

연구범 를 2005년 1월 이후 BTL 방식으로 추진한 경기도 

지역의 신설학교( 공33교, 공사  48교)로 한정하여 이를 

상으로 시설부분에 한 검을 실시한다. 연구방법은 

<그림 1>과 같이 경기도 지역의 학교시설 황을 악하고 

최근 4개년의 연구동향을 악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학교시설에 한 검

상과 항목을 선정하여 검계획을 수립한다. 한, 검체

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검반을 구성하여 장확인  사용

자 면담을 통하여 사용자 요구를 정확하게 악하고 이에 

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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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흐름도 

2. 이론  고찰

2.1 BTL 련 연구동향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복성을 피하기 한 선행작업으

로 기존연구문헌을 <표 1>과 같이 조사하 다.

연구자 내  용

하인철 외 1

(2009)

BTL사업으로 추진되어진 친환경건축물 인증

을 받은 학교시설을 상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평가항목의 문제 과 BTL제도의 

문제 을 분석하 다.

이정석 외 3

(2008)

교육시설 BTL사업의 체계 인 리스크 리 

 효율  운 을 도모하기 하여 리스크 인

자  각 리스크가 로젝트에 미치는 향의 

정도를 사 에 측 방법을 제시하 다.

이춘경 외 3

(2008)

BTL 사업비용 산출에 한 문제 과 개선방

안을 제시하 다.

김청융 외 3

(2008)

기 발주된 교육시설 BTL 사업을 바탕으로 

LCC분석의 문제  고찰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김정환 외 1

(2007)

BTL 사업의 황과 진행과정, VE제안 내용

을 분석하 다.

이춘경 외 2

(2007)

실무자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BTL사업의 경제성 분석 황 조사  개선방

안을 제시하 다.

양진국 외 2

(2007)

민간투자 격성검토를 하여 문가를 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도를 산정하 다.

표 1. BTL 련 문헌조사 

2007년도에는 주로 BTL사업의 황  경제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양진국(2007)은 BTL사업의 시행

여부를 합리 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문가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도를 산정하

다. 2008년도에는 BTL사업의 경제성  리스크에 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정석(2008)은 교육시설의 BTL

사업의 체계 인 리스크 리  효율  운 을 한 리스

크 인자를 추출하고 각 리스크가 로젝트에 미치는 향

정도를 사 에 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2009년

도에는 BTL사업으로 추진된 학교시설을 상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 련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 

BTL사업의 문제   개선방안에 한 연구가 많았다. 그

러나 본 연구와 같이 장 검과 사용자 면담을 통하여 개

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2 BTL의 개념

기획 산처에 따르면 “BTL 사업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 하여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이 

자 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시설완공시

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 (Transfer)하는 신 일정기간동

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한 후, 시설을 정부에 임

(Lease)하여 그 임 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BTL사업방식은 <표 

2> 와 같이 상시설, 투자비회수, 사업리스크 측면에서 

BTO사업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다1).

구분
BTO

(Build-Transfer-Operate)

BTL

(Build-Transfer-Lease)

개념도

 상
시 설

· 최종수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ex)도로, 터 , 항만 등

·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
가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ex)학교, 공공임 주택, 문화
시설 등

투자비
회 수

·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 정부의 시설임 료

사  업
리스크

· 민간이 수요 험 부담 · 민간의 수요 험 배제

표 2. BTO/BTL 방식 비교 

즉, BTL사업방식은 정부가 직 시설임 료를 지 해 민

간의 투자자 을 회수시켜 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시

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 을 회수하는 BTO방식과 구

분된다. 한, BTL사업방식은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

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 을 지 하여 정수익

률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이 모든 수요 험을 부담하

는 BTO사업방식과 구분된다.

3. 시설별 주요 검사항

본 연구에서는 건축분야의 주요 8개 시설물(주 , 일반

교실, 식실, 체육 , 특수학 , 유치원실, 화장실, 구령 )

을 상으로 약 1달간(2007.11.14∼2007.12.19)의 검기간 

동안 문가 자문과 장확인  사용자면담을 통하여 사

용자요구를 조사하 다. 조사내용을 정리한 결과 실의 목

1) 기획 산처 홈페이지 BTL사업 련내용을 참조하 음. 

   (http://www.mpb.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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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 기능과 편의사항 그리고 사용자의 안 이 가장 

요한 평가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체크리스트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하 다. 한 공간의 유형에 

따른 분석을 하여 8개의 시설물은 그림 2와 같이 사용 

목   기능에 따라 교육공간, 체육  단체활동공간 그리

고 화장실, 식실 등의 기타공간으로 분류하 다. 

그림 2. 공간  시설 분류  

검 상은 <표 3>과 같이 2005년 1월 이후 BTL방식으

로 추진한 경기도 지역의 신설학교( 공 33교, 공사  48

교)이다. 

표 3. 검 상
 (단 : 교)

구분
2005년 2006년 합계

공사 공 계 공사 공 계 공사 공 계

2 20 22 12 - 12 14 20 34

3 8 11 20 - 20 23 8 31

고

(특수)
- 5 5

11

(1)
-

11

(1)

11

(1)
5

16

(1)

계 5 33 38
43

(1)
-

43

(1)

48

(1)
33

81

(1)

( )안은 특수학교임.

3.1 교육공간

1) 일반교실

일반교실 시설에 한 정성을 악하기 하여 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표 4>와 같이 배치, 바닥마감, 창호, 신

발장에 한 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 다. 

표 4. 일반교실 검체크리스트

항목 내 용

배치 일반교실 정배치  모듈의 정성

바닥마감 교실 내부바닥 마감재의 정성

창호 창호개폐 방식  안정성 확보여부

신발장 신발장 설치에 한 선호도 조사

한, 경기도 지역의 82개교 시설 황은 <표 5>와 같고 

검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일반교실을 검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① 부분 남향 는 동남향으로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

를 확보하 다.

② 모듈은 제7차 교육과정2)을 고려하여 9×7.5, 8.4×8.4, 

8.4×8.1로 설계되었다.

③ 내부바닥 마감재는 등학교 목재계, 학교 목재․

테라죠․비닐계, 고등학교 비닐계․테라죠계로 설치 

되었다.

④ 출입문은 부분 미서기 는 미닫이로 설치하여 안

성이 확보되었다.

⑤ 외부창호는 주로 미서기창으로 설치되었고 일부 로

젝트창도 설치되었다.

⑥ 교실바닥에서 외벽창 까지 높이는 950～1,150cm로 

설치되었다.

⑦ 신발장은 등학교는 모두, 학교는 50%정도, 고등

학교는 부분 설치되지 않았다.

표 5. 교실 외부창호 설치 황

분류 소분류 설치 황

개폐방식
미서기창 98%

로젝트(미들)창 2%

외부창호 크기
높이 1.55m 이하 5%

높이 1.6m 이상 95%

2) 특수학

특수학  시설에 한 정성을 악하기 하여 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표 6>과 같이 체육 치, 련시설, 장

애우 시설에 한 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 다.

표 6. 특수학  검체크리스트

항목 내 용

치 특수학  치의 정성

련시설
교실바닥 난방시설  교실내 화장실, 

샤워실 별도설치 계여부

장애우시설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여부

한, 시설 황은 <표 7>과 같고 검체크리스트를 바

탕으로 특수학 을 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실배치는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정한 치에 설

치되어 있다.

② 교실은 장애우를 고려하여 부분 바닥 난방시설을 

용하 다.

2) 7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발표되었고, 등학교는 2000

년, 학교는 2001년, 고등학교는 2002년부터 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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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화장실  샤워실은 부분 일반학생과 겸용하여 설

치되어 있으며, 교실 내에 용으로 설치된 학교는 

일부에 그쳐있었다.

④ 특수학  복도에 장애우 손잡이가 설치된 학교는 거

의 없었다.

표 7. 특수학  치  화장실, 샤워실 치의 합도 

조사( 등학교)

분류 소분류 비율

치의 합도

양호 81%

보통 14%

기타 5%

화장실, 샤워실 치의 

선호도

교실내에 설치 92%

교실인근에 설치 8%

3) 유치원실

유치원실 시설에 한 정성을 악하기 하여 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표 8>과 같이 유치원실 치, 련시설, 

생기구에 한 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 다.

 

표 8. 유치원실 검체크리스트

항목 내 용

치 유치원 치의 정성

련시설 실 구성의(교사, 취침, 찰, 주방 등)의 정성

생기구 사용자 만족도한 생기구의 정성

한, 시설 황은 <표 9>와 같고 검체크리스트를 바

탕으로 유치원실을 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유치원은 부분 출입이 용이하고 독립된 치에 배

치되었다.

② 별동으로 계획된 경우 학교식당으로 이동동선이 다소 

미흡하다.

③ 주 요 시설(유 희 , 교사 , 취 침 , 찰 , 주 방)이  정 하 게 

설치되었으며, 취침실, 찰실이 일부학교에서는 미설

치되었다.

④ 생 기 구는  다 수 가  정 하 게  설치 되 었 으 나 , 일 부 

학교는 남녀구획을 하지 않았거나 생기구를 성인용

으로 설치되었다.

⑤ 화장실내에 세면  개수가 다소 부족하다.

표 9. 유치원실 치  주요시설 설치의 합도조사( 등학교)

분류 소분류 비율

치의 합도

양호 85%

보통 12%

기타 3%

유희, 교사, 취침, 

찰, 주방 설치의 

합도

주요실이 양호하게 설치 85%

취침실, 찰실 미설치 9%

기타 6%

3.2 체육  단체활동 공간

1) 체육

체육  시설에 한 정성을 악하기 하여 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표 10>과 같이 규모  높이, 내부마감

재, 이용편의성, 채   환기, 무 규모에 한 검체크리

스트를 작성하 다. 

표 10. 체육  검체크리스트

항목 내 용

규모  높이 체육 의 규모, 높이의 정성여부

내부마감재 내부마감재 사용 황  안 성여부

이용편의성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여부

채   환기 외부창호 채   환기의 정성여부

무 규모
체육  무 규모의 정성  사용자 만족도

여부

한, 시설 황은 <표 11>과 같고 검체크리스트를 바

탕으로 체육 을 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체육  외부창호  수납공간 설치 황

분류 소분류 시공비율

개폐방식
미서기창 96%

로젝트(미들)창 4%

자연채   

환기의 합도

매우좋다 71%

좋다 12%

보통이다 15%

나쁘다 2%

무 하부 

수납공간 설치율

수납공간 설치 92%

수납공간 미설치 8%

의자 보 상태

무 하부 보 72%

체육창고에 보 19%

체육 에 보 9%

① 체육  규모는 농구 는 배구경기가 가능한 규모 이

고 높이는 최소 7m이상으로 설계․시공되었다.

② 내부마감재 바닥은 탄력성이 있는 나무후로링을 사용

하고, 하부벽은 충격방지시설을 설치하 고, 상부벽체 

 천정은 흡음재를 사용하 다.

③ 체육 은 정문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외부계단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 다.

④ 외부창호는 부분 미서기창으로 설치하여 환기에 유

리하다.

⑤ 고창은 부분 동개폐가 가능하도록 계획하 다.

⑥ 무 하부에 수납공간을 설치하 다.

⑦ 무 는 기 이 마련되지 않아 크기가 일률 이지 못

하다.

2) 구령

구령  시설에 한 정성을 악하기 하여 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표 12>와 같이 구령 의 규모  높이, 

련시설에 한 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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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구령  검체크리스트

항목 내 용

규모  높이 배치규모  높이의 정성

련시설 구령 하부 체육창고로 활용여부

한, 시설 황은 <표 13>과 같고 검체크리스트를 바

탕으로 구령 를 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운동장 앙에 정하게 배치되어있다.

② 구령 는 교사동 디자인을 고려하여 지붕형태, 색상 

등 디자인조화가 되도록 설치되었다.

③ 구령 규모는 30∼35m2로 설치되어있다.

표 13. 구령  디자인  규모의 합도조사

분류 소분류 비율

디자인의 합도

매우좋다 79%

좋다 12%

보통 5%

기타 4%

규모의 합도

20∼25m
2

74%

25∼30m
2

3%

30∼35m
2

12%

40m
2 

이상 11%

3.3 생  통행공간

1) 주   

주  시설에 한 정성을 악하기 하여 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표 14>와 같이 치  크기, 내부마감, 

방풍실, 장애우시설, 기타 련시설에 한 검체크리스트

를 작성하 다. 

표 14. 주  검체크리스트

항목 내 용

치  크기 주 의 치  크기

내부마감 내부마감재 사용 황  인테리어 용여부

방풍실 열손실 방지시설(방풍실)의 정성

장애우시설 장애우 편의시설(경사로 등)의 정성

기타 련시설 기타 출입문 안 시설의 정성

한, 주 에 한 시설 황은 <표 15>와 같고 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주 을 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① 규모는 부분 보통교실 1∼2실의 크기로 설치하여 

개방성이 확보되었다.

② 내부마감재는 석재, 수지제품 등을 사용하여 어느정

도 고 화되었으나 일부학교 인테리어는 용이 미

흡하 다.

③ 주출입구 장애우와 정상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단 

 경사로를 병행하여 설치되었다.

④ 방풍시설 에 지 약 설계기 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표 15. 앙 , 방풍실, 경사로 시공 황

분류 소분류 설치 황

앙

벽마감재

석재계(화강석, 인조석 등) 88%

도장계(무늬코트, 수성) 12%

앙

천장재

텍스계 39%

열경화성수지계 36%

석고보드/인테리어마감 25%

방풍실
방풍실 설치 97%

방풍실 미설치 3%

경사로
경사램  설치 98%

경사램  미설치 2%

2) 식실

식실 시설에 한 정성을 악하기 하여 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표 16>과 같이 설치기 , 치  보안, 

사용자재, 외부창호, 생, 배식구, 편의시설에 한 검체

크리스트를 작성하 다. 

표 16. 식실 검체크리스트

항목 내 용

설치기 식소 설치기 에 합한지 여부

치  보안 식소 치  보안의 정성

사용자재 안   생 리에 합한 건축자재 사용여부

외부창호 외부창호 크기  환기시설의 정성

생 방충․방서 등 생의 정성

배식구 조리실 배식구설치의 정성

편의시설 조리종사원 편의시설 설치

한, 경기도 지역의 82개교 시설 황은 <표 17>과 같

고 검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식실을 검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① 식소는 학교 식 생 리지침을 근거로 식담당 

부서와 의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② 식소 부분은 쓰 기장의 먼지 등 오염원이 차단

되는 곳에 치하고 있다.

③ 내부마감재는 석재, 도기질 타일을 사용하여 안 , 

생에 합하다.

④ 외부 출입문은 철재문으로 설치하여 외부침입에 한 

비가 부족하다.

⑤ 외부창호는 부분 미서기창으로 설치되어 환기에 유

리하다.

⑥ 출입문에는 에어커튼을 설치가 미흡하다.

⑦ 조 리 실 (주 방)에 그 리 스 트 랩 은  부 분  1 개소 가  설치 

되어있다.

⑧ 외부창호에는 부분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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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기능 사용자 요구사항

교육공간

∙학생 편의  안 을 고려

∙학 의 특성  동선을 고려한 배치

∙특수학 /유치원학 은 세면기의 설치, 온돌

난방  안 시설 설치가 필요함

체육  단체

활동 공간

∙학교의 규모  행사 종류를 고려한 공간크

기 조   공간의 배치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

생  통행

공간

∙사용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과 학생의 

안 성을 확보

표 20. 공간의 유형별 요구사항 

표 17. 식실 외부창호 설치 황

분류 소분류 시공비율

개폐방식
미서기창 97%

로젝트(미들)창 3%

외부창호 

크기

높이 1.5m 이하(자연환기) 3%

높이 1.6m 이상(자연환기) 97%

그리스트랩 

설치 황

1개소설치 95%

2개소설치 5%

그리스트랩

선호도

1개소설치 27%

2개소설치 73%

3) 화장실

화장실 시설에 한 정성을 악하기 하여 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표 18>과 같이 화장실의 치, 내부디자

인, 련시설에 한 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 다.

표 18. 화장실 검체크리스트

항목 내 용

치 화장실 치의 정성

내부디자인 화장실 내부마감 디자인의 정성

련시설
칸막이출입문 개폐방식  

내부 환기시설의 정성

한, 시설 황은 <표 19>와 같고 검체크리스트를 바

탕으로 화장실을 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실배치는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정한 치에 설

치되어 있다.

② 타일규격  색상은 사용자 욕구충족을 고려하여 시

공되었으며, 디자인은 다수 학교가 사용자 만족도를 달성

하 다.

③ 칸막이출입문은 부분 안여닫이로 설치되었으나, 일

부학교에서는 밖여닫이로 설치되어있다.

④ 일부학교에서는 환풍기설치 치가 부 정하다.

표 19. 화장실 내부디지인  기능성 합도조사

분류 소분류 비율

내부디자인 합도

매우좋다 72%

좋다 12%

보통 11%

기타 5%

칸막이출입문 개폐방식
밖여닫이문 설치 4%

안여닫이문 설치 96%

환풍기설치의 합도
양호하다 91%

불량하다 9%

4. 사용자요구  개선방안

 

8개 시설(주 , 일반교실, 식실, 체육 , 특수학 , 유

치원실, 화장실, 구령 )에 한 검체크리스트를 바탕으

로 사용자면담을 하 다. 사용자면담은 3회에 걸쳐 실제 교

직에 근무하거나 학교시설의 교육 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

원을 상으로 실시하 다. 참여인원은 근무기간 3년 이상

의 교직원 17명과 교육 련 담당자 6명으로 구성하 다. 사

용자의 요구사항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공간에 한 요구사항으로 공간의 치  배치에 

한 사항과 공간의 형태에 따른 기능성 그리고 공간 크기의 

성이 있으며 공간이외의 설치물에 한 요구가 있었다. 

총 33가지 항목의 요구사항  <그림 3>과 같이 시설물의 

설치  기능 개선에 한 항목이 19건으로 체의 58%로 

요구항목의 반 이상 이며 공간의 형태에 의한 기능에 

한 요구사항이 7건으로 다음을 차지하 다. 학생의 안   

 편의시설에 한 요구사항이 많은 반면 교육과정에 의

해 규정되는 교실의 크기를 비롯한 공간의 크기는 요구사

항이 어 3건에 그쳤다.

그림 3. 사용자 요구사항

공간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사용자 요구사항의 유형은 

<표 20>과 같다. 교육공간은 난간 의 설치 등 학생의 편

의  안 을 고려해야 하며 학 의 특성에 맞고 동선이 

고려된 배치가 필요하다. 한 특수학 이나 유치원학 의 

경우 세면기 설치, 교사실의 망성 그리고 좌식활동이 가

능한 온돌난방 등 학 의 특성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다. 체

육  단체활동 공간은 학교의 규모  활동의 종류를 고

려해야 하며 이의자등의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가 필요하

다. 생  통행을 한 공간에서는 사용시설 각각의 특성

을 고려한 생과 안 성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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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분 실구분

공간별 개선의 필요여부

안
동선

/

배치

공간 

크기

채

/ 

환기

내부

마감

수납

공간

교육공간

일반교실 ⃝ ⃝ ⃝ ⃝ ⃝

특수학 ⃝ ⃝ ⃝ ⃝ ⃝

유치원실 ⃝ ⃝ ⃝ ⃝

체육  

단체활동 

공간

체육 ⃝ ⃝ ⃝ ⃝ ⃝

구령 ⃝ ⃝

생  

통로공간

식실 ⃝ ⃝

화장실 ⃝ ⃝

주 ⃝ ⃝ ⃝

표 21. 실별 개선 필요여부 

구분 사용자요구 개선사항

일반

교실

․교실크기는 책걸상,사물함, 수납장, 교탁, 교수학습코    

  설치공간을 고려하면 8.4×8.4가 정함

․ 학년과 고학년은 역구분을 하고 동일학년은 가    

  같은 층에 배치

․외부 창호의 하부벽은 자연채 ․환기에 유리하도록

  최 한 낮추고, 추락방지를 한 안 난간  설치

․화강석 창 석은 화분 등을 놓을 수 있는 넓이로 설치

․신발장은 등학교는 희망, ․고등학교는 비희망

․교실모듈은 8.4×8.4, 8.4×8.2로 계획

․내부바닥 마감재는 등학교는 목잭, ·고등학교는 비닐계,     

  석재계사용

․교실출입문 개폐방식은 미서기 는 미닫이로 설치

․외부창호는 자연채 ·환기가 최 한 확보될 수 있도록 높이     

  1.6m이상으로 설치

․외벽창  높이는 1.1m 용

․신발장은 등학교는 설치하고, ·고등학교는 미설치

특수

학

․특수학  교실은 일반교실 보다는 넓게 계획

․가  승강기로 직 출입이 가능하도록 배치

․좌식활동이 가능하도록 바닥난방 방식으로 시공

․특수학  내부에 화장실, 샤워실 설치

․특수학  복도에 장애우 손잡이 설치

․교실은 사용자 동선  기능을 고려하여 편리하도록 주 에   

  근 된 치에 선정

․교실바닥은 난방시설 설치

․교실내 남녀화장실과 샤워실 설치

․특수학  복도에 장애우 손잡이 설치

표 22. 건축분야 주요시설물에 한 개선사항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개선이 요구되는 항목을 안

, 동선/배치, 공간의 크기, 채 /환기, 내부 시설을 비롯한 

마감 그리고 수납공간의 6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실별 개선

필요여부를 다음 <표 21>과 같이 분석하 다. 분석한 결과

는 각 실별 설계 시 고려사항이 아니며 사용자의 요구사항

을 분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교육시설의 개선 필요여부

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공간은 부분의 항목에서 개선 요

구가 있으며 수납공간의 경우 체육 , 구령 에 추가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마감은 각 공간에 필요한 시

설물의 설치  개선을 포함한 것으로 구령 를 제외한 모

든 실에 요구사항이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

다.

실별 개선사항은 각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 하여 다음과 같이 도출하 다.

1) 일반교실: 교실모듈은 8.4×8.4, 8.4×8.2로 계획할 것, 

내부바닥마감재는 등학교는 목재, 고교는 비닐계, 석재

계를 사용할 것, 교실출입문은 미서기, 미eke이로 설치할것, 

외부창호는 높이 1.6m 이상으로 설치할 것, 외벽창  높이

는 1.1m를 용할 것, 신발장은 등학교는 설치하고 고

교는 미설치할 것. 

2) 특수학 : 주 에 근 된 치에 선정할 것, 교실바

닥은 난방시설을 설치할 것, 교실 내 남녀화장실과 샤워실

을 설치할 것, 특수학  복도에 장애우 손 잡이를 설치할 

것.

3) 유치원실: 동선  기능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편리한 

치에 선정할 것, 교실바닥은 난방시설을 하고, 교실내에 

세면  설치를 고려할 것, 유치원실은 부수시설(교사실, 유

희실, 취침실, 주방, 찰실 등)을 반드시 설치할 것, 내부

마감은 실내인테리어를 용 할 것, 각종 생기구 등은 유

아 용으로 설치할 것.

4) 체육 : 창호크기는 자연채   환기를 고려하여 미

서기창으로 설치할 것, 천장높이는 7m이상으로 할 것, 고

창설치 시 동개폐방식을 용할 것, 무  하부는 수납공

간을 확보할 것.

5) 구령 : 앙에 설치할 것, 구령  하부는 체육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돌출계단을 지양할 것, 인근 주변

시설을 고려할 것, 운동장을 침범하지 않도록 할 것.

6) 주 : 건물 심부에 배치하고 충분히 개방감을 확

보할 것, 실내인테리어를 반 하고 방풍실을 설치할 것, 상

단 내림수벽을 설치할 것, 장애우를 한 경사로를 설치할 

것, 출입문은 손보호 를 설치할 것, 항홀 바닥에는 방향

인식이 가능하도록 방 표시 문양을 설치할 것.

7) 식실: 외부창호는 미서기창을 설치할 것, 조리실은 

그리스트랩 2개소를 설치할 것, 외부에 한 개구부 는 방

충망을 설치할 것.

8) 화장실: 화장실내부는 디자인개발을 모색할 것, 사용

자를 구분하여 배치할 것, 칸막이는 안여닫이로 설치할 것, 

칸막이 이격거리를 확보할 것, 환풍기를 설치할 것.

<표 22>는 실별 사용자요구사항과 개선사항을 정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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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실

․놀이터 모래밭, 물놀이, 고무 , 텃밭구성 

  →300m
2

정도

․학교식당으로 이동 동선을 고려하고 가  비가림 시설 

  설치

․화장실 남녀구분 설치하고 소변기는 자동보다 반자동 고려

․ 소변기는 유아용, 성인용 각각 50%설치

․화장실내에 세면  최 한 많이 설치하고 샤워기도 설치

․가능하면 교실에도 세면기 설치 고려

․교실내 면 후면 컴퓨터 램 설치하고 콘센트는 벽4면에 

  설치

․교사실은 내·외부 체 망 가능하게 배치

․출입문은 미닫이로 앞뒤로 설치, 복도쪽은 면창 설치

․동선  기능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편리한 치에 선정

․교실바닥은 난방시설하고, 교실내 세면  설치 고려

․유치원실은 교사실, 유희실, 취침실, 주방, 찰실 등 반드시 설치

․내부마감재는 벽, 천장에 실내인테리어를 반 (우물천장 등    

  디자인개발)함으로써 고품격 도모

․각종 생기구 등은 유아 용으로 설치 

체육

․체육 기자재, 의자 보 장소가  부족하므로 창고   

  확보 요망

․1층 부분에 스탠드를 설치할 경우 비구 비 안 시설 설치

․고창 설치 시 반드시 동개폐장치 설치

․무 크기는 최소한 1학 이 공연 가능한 넓이로 계획

․창호는 자연채   환기를 고려하여 크게 설치

․자연환기를 고려하여, 개폐방식은 미서기창으로 설치

․체육  천장높이는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7m이상 확보

․고창설치 시  동개폐방식 용

․무 높이는 0.9m, 무 에서 천장까지 높이 4.6m, 무 내폭의 크기 

  10.5~11m, 외폭의 크기 12~12.5m가 합함.

․무 하부는 체육기구인 공 등을 보  할 수 있도록 수납공간 

  확보

․바닥에서 외벽창 까지 높이는 1.5~1.8m가 합함

구령 ․체육창고는 내부로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설계반

․구령 는 체육장과 교사배치를 고려하여 앙에 배치

․구령  하부는 체육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

․구령  천장까지 높이는 3.5m~4.0m확보

․규모는 일반 으로 30∼35m2이 정

․구령 의 정한 높이는 1.5~2.0m가 정

 (부지의 다양성 충분히 고려)

․체육활동 등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돌출계단 지양

․교사건물  인근주변시설을 고려하여 디자인 계획(아 트 등)

․구령 는 운동장을 침범하지 않도록 계획

화장실
․칸막이에 하여 일부학교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견실한 

  시공을 요구

․화장실내부는 인테리어계획에 의한 디자인(색채)개발 모색

․화장실은 학생용, 교사용, 장애인용 모두 남,녀 구분하여 배치

․화장실 칸막이는 안여닫이로 설치

․칸막이 이격거리는 1.8m이상 확보하여 설치(최소 1.5m)

․칸막이 내부간격은 1.3m~1.35m를 확보하여 설치

․환 풍 기 는  기 능 에 정 하 게  설치 (천 장 마 감 에 매 입 되 지  않 도

  록  시공)

․세면 는 이닦기공간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

  (6∼10개 정도)

주

․ 출입구 외부 공간에 , 비등이 들이치지 않도록     

  처마설치

․장애우 경사로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

․ 체 경사로 설치 지양

  → 정면에서 바람이 불 경우 먼지 등이 앙홀로 쓸려    

      들어옴

․ 앙홀 바닥에 방 표시 문양설치

․주 은 진입동선  형태 등을 고려하여 건물 심부에 배치

․개방감 확보를 하여 1.5∼2실 규모, 천장높이 2.7m이상으로 계획

․주 은 건물의 얼굴로서 장식 필요→실내인테리어 반

․에 지 약 설계기 에 합한 방풍실 설치하여 찬공기 차단

․출입문 상단 내림수벽을 설치하여 열손실 고려

․장애우를 한 경사로와 계단 병행하여 설치

․출입문은 손보호 를 설치하여 안 사고 방지

․ 앙홀 바닥에 방  표시 문양 설치하여 방향인식 가능토록 고려

식실

․환기시설로는 부족하므로 외부에 면한 창호를 최 한    

  크게 설치

․ 식소 내부창호는 습기에 강한 강화유리문, 알루미늄창 

  사용

․ 양사실, 휴게실 등은 온돌난방 방식으로 설치

․ 양 사 실 에서  속 소  내 부 를  찰  할  수  있 도 록  면   

  유 리로 시공

․외부창호는 자연환기를 고려하여 미서기창으로 설치

․조리실 규모를 고려하여 그리스트랩 2개소 설치

․외부에 한 창문  출입문에는 반드시 방충망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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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통하여 공간별 문제

  개선사항을 도출하 다. 개선사항은 차후 BTL교육

시설의 신축사업 시 기단계에서 계획을 검토하여 투자

비 사업효과를 극 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운 단계에서의 교육시설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하

여 BTL방식으로 추진한 신설학교( 공 33교, 공사  48

교)를 상으로 시설부분에 한 검을 실시하여 사용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 다. 사용자의 요구사

항은 총 33가지 항목  시설물의 설치  기능 개선에 

한 항목이 요구항목의 반 이상이며 공간의 형태에 의

한 기능에 한 요구사항이 다음을 차지하 다. 교육공간

은 난간 의 설치 등 학생의 편의  안 을 고려해야 하

며 학 의 특성에 맞고 동선이 고려된 배치가 요구되었다. 

한 특수학 이나 유치원학 의 경우 세면기 설치, 교사

실의 망성 그리고 좌식활동이 가능한 온돌난방 등 학

의 특성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다. 체육  단체활동 공간

은 학교의 규모  활동의 종류를 고려해야 하며 이의

자등의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생  통행을 

한 공간에서는 사용시설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생과 

안 성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같은 요구사항을 분석하

고 고려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첫째, 주 은 건물 심부에 배치하고 충분히 개방감

을 확보하여야 하며, 방풍실  방 표시문양을 설치하여

야 한다. 한 장애우를 한 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교실은 8.4×8.4, 8.4×8.2로 계획하고, 학년별 

자재를 구분하여야한다. 한, 교실 출입문은 미서기 는 

미닫이로 설치하고, 신발장은 고교에서는 필요치 않다.

셋째, 식실은 외부창호를 미서기창으로 설치하고 조

리실은 그리스트랩을 2개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에 

한 개구부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넷째, 체육 은 미서기창으로 설치하며, 천장높이는 7m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한, 고창설치 시 동개폐방식을 

용하며 무 하부에는 수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특수학 은 주 에 근 한 치에 선정하며, 

장애우를 한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여섯째, 유치원실은 사용자가 편리한 치에 실배치하

고, 교실바닥은 난방시설을 하고, 실내에 세면  설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각종 생기구를 유아 용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한 안 을 해 교사실의 시아확보가 필요하

다. 

일곱째, 화장실은 사용자를 구분하여 배치하고, 칸막이

는 안여닫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

다.

여덟째, 구령 는 앙에 설치하고, 구령  하부는 체육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돌출계단을 지양하고 운동

장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 도출된 개선방안을 종합하면 학교시설은 각 실의 

목 과 사용자를 고려한 배치와 한 시설물 설치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을 알수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BTL방식에 의해 발주되는 교육시설 계획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09-0063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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