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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usually wash their hands in a washstand. However, little attention

is paid to the washstand itself. Today, the importance of personal sanitation and hygiene is greatly emphasized.

Therefore students’ parents and the public are growing increasingly interested in accessibility to washstands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ir schools.

Methods: With respect to this study, a survey of students and teachers inelementary schools was performed on

the installation of washstands in order to determine the proper number of washstands per school.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1.1 boys (per class) need a washstand, while 1.8 girls (per class) do so in order

to maintain a 50% level of crowdedness. By of the regression equation, to maintain 50% congestion (50% of

all students feel congestion) there should be 18.5 boys, and the 15.76 girls per washstand. Table 3 i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number of students per washstand (x) and congestion (y), separated by gend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the correlation of male models in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correla-

tion of girls in the regression equation can be obtained. The linear regression fit of less than 0.7 determines that

the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are 0.5399 and 0.4195, respectively. Significance was much smaller. Also,

according to the simulation using the diffusion model, with 29 students per class more than one washstand

should be provided in a school. Girls (per class) need 0.7 more washstands than boys (per class).

Conclusions: More washstand facilities for girls than boys are needed. If the target is based on school class size

two washstands should be installed. Finally, guidelines and/or standards in the Schools Health Act of Korea forin

elementary school washstands is considerab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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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초등학교에서의 세면시설은 용변을 보고 난 뒤 간

단하게 손을 씻거나 세면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세면시설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 위생환경의 중요성과 양치시설의 부족에 따른

영향으로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과 시설 부족에 따른

악영향에 대한 인식으로 세면시설의 중요성이 부각

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신종인플루엔자A (novel swine-

origin influenza A(H1N1))가 유행하면서 신규발생

환자 및 집단발병으로 인하여 2009년 10월에는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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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가 휴교를 하였다.1) 그리고 초등학교에서의 잘

못된 양치질 습관 및 관리로 인하여 성인이 된 이

후 많은 고통을 겪는2) 등 초등학교 위생관리 중 세

면시설과 양치시설에 대한 관리와 시설의 정비에 대

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한 개 층에 남여 각 2

개씩 단 4개의 세면기만이 있는데,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1인당 2분간 손 씻기 또는 양치질을 할 경

우 점심시간 40분 동안 손을 씻거나 양치질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전교생의 22%로 매우 열악한 환경 속

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12세 아동의

충치수는 2.2개로 OECD 평균 1.6개보다 많고, 독일

0.7개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

히 서울 시내 초등학교 교사 및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대다수의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양치질을 하

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궁여지책으로 현재 서울 시내 98%의 초등학교에서

주1회 불소용액으로 교실 내 양치를 실시하고, 손소

독제 바르기로 손씻기를 대체하고 있다.3)

이에 대한 연구나 관리방안은 아직 미흡한 실정으

로 홍승오(2005)4)는 세면시설의 개수 산정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설문조사를 통하여 세면시설의 문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초등학교 세면시설

및 양치시설의 부족과 비위생적인 위생환경으로 인

하여 야기되는 학교 아동의 잘못된 건강생활 행태

및 습관 형성과 위험 노출은 장래 올바르지 않은 성

인 건강과 구강 건강 질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

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여 초등학생과 교사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초등학교에 필요한 적

정 세면시설의 개수를 산정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는 전용세면시설이 설치된 3개교와 설치

를 원하는 4개교를 대상으로 설문대상 학교를 선정

하여, 초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의 세면시설

에 대하여 이용하면서 느낀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주요 설문 내용은 화장

실 세면실에 대한 만족도, 위생 환경, 사용 빈도, 대

기시간 등이 있으면, 새로운 세면시설을 설치에 따

른 위치와 추가시설에 대한 사항이 있다. 설문조사

를 통하여 화장실 세면시설과 전용 세면시설을 이용

하면서 느낀 만족도,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하여 사용

자 설문응답내용을 분석을 통하여 실제적인 문제점

과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2009년 12월 29일~2010년 1월 14일

까지로 Table 1과 같이 해당 학교의 행정실에 의뢰

하여 교사는 행정실장, 학생들에게는 담임교사가 설

문조사지를 배부하여 수거하는 방법으로 학교별로

편리한 시간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의 회수율은 100%이고, 학생의 유효응답률

은 86.9%, 교사의 유효응답률은 86.1%로 나타났다.

2. 분석 방법

설문조사의 만족도, 요구도, 혼잡도 조사를 이용하

여 사용자 요구에 의한 세면기 개수 산정, 세면기

사용의 혼잡도 분석을 통하여 회귀분석으로 세면기

의 개수 산정을 하였고, 정확성과 적합성을 알아보

Table 1. Questionnaires collected and number of valid responses

Classification
Students Teachers

Distribution Collection Valid answers Distribution Collection Valid answers

Installation

school

A School 443 443 409 34 34 29

B School 168 168 154 27 27 20

C School 189 189 170 33 33 26

None

installation

school

D School 206 206 129 47 47 45

E School 174 174 157 57 57 53

F School 161 161 147 32 32 26

G School 157 157 136 29 29 24

Total 1,498 1,498 1,302 259 259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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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먼저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통하여 설문

조사의 정확성을 파악을 하였다. 그리고 정확성이

유효할 경우 다시 대기행렬 분석을 통하여 초등학

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적정 세면기 개수를 산정하였다.

여기서 대기행렬 분석에 적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5)

  

  

여기서, S : 한학급당 필요 세면기 개수

     WS : 세면기 평균 이용시간

       n : 학급당 학생수

       f1 : 하루 동안 사용빈도

       λp : 피크 타임시 이용자 평균 도착수

       T : 사용 시간

      Lq : 대기행렬 내 학생수

       fp : 피크타임시 사용빈도

      Cp : 피크타임시 단위시간당 집중도

3. 세면기의 산정방법

학교 건물의 세면기기 설치에서 적정 개수를 산정

하는 기준에 대한 국내 자료는 많지 않으나, 다만,

안영배 등의 건축계획론6)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

분하여 학생수 100명당 세면기 개수는 2개를 기준

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학급별에 따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세면기의 개수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시

설물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조사, 면

담 등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은 학

교 교사가 직접 설문을 하였고, 학교 교사는 행정실

직원들이 직접 설문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III. 결 과

1. 회귀분석에 의한 산정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통계에 의해 학생수당 세

면기 개수와 그 혼잡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회귀분석에서는 세면기 1개당 학생수를 독립변

수로 두고 혼잡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혼잡도

와 세면기 1개당 학생수의 회귀직선식을 산정하고,

결정계수(R2)값이 0.7~1.0에 가까우면 세면기기 개

수와 혼잡도의 관련성을 인증하고 회귀분석모형에

대입하여 적정 세면기기 개수를 추정한다. 산정시 회

귀분석모델 적용조건은 혼잡도를 50%에 두고 적정

한 세면기기 개수를 산정하였고, 대상학교 표본이 7

개 밖에 안되기 때문에 Spearman의 비모수 통계방

법을 사용하였다.

세면기 1개당 평균 학생수와 혼잡도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Fig. 1과 같다. 학교별로 느끼는 혼잡도에

대한 학생들의 체감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정한 비율이나 학생수에 따른 형태의 증감

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평균적으로는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조금 더 혼잡함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

다. 학생의 20.3명당 1개의 세면기에 대하여 남학생

은 51.7%, 여학생은 56.0%가 세면기가 부족하여 혼

잡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

보다 여학생들의 체감도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설치 학교는 전체 세면기의 개수를 이용하지 않

고 전용 세면시설의 세면기 개수를 이용하여 세면기

S
λp WS×

T
-------------------= λp n fp×=

fp f1 Cp×= T WS Lq×=

Table 2. Number of washstand and congestion of schools

Classification

Students number
Number of

washstand

Number of

students per

washstand

Congestion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Average

Installation

school

A School 568 493 1,061 63 16.8 51.9% 55.2% 53.6%

B School 317 312 629 35 18.0 53.2% 61.1% 57.4%

C School 558 518 1,076 36 29.9 59.7% 58.7% 59.2%

None

installation

school

D School 512 553 1,065 46 23.2 54.8% 67.6% 61.2%

E School 865 827 1,692 53 31.9 56.3% 68.4% 62.4%

F School 429 412 841 67 12.6 48.6% 50.4% 49.5%

G School 367 327 694 47 14.8 37.6% 30.4% 34.0%

Total 3,616 3,442 7,058 347 20.3 51.7% 56.0%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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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학생수를 산정하였다.

Table 3은 위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세면기 1개당

학생수(x)와 혼잡도(y)에 대하여 성별로 구분하여 회

귀분석을 한 결과 남학생의 상관관계는 y = 0.7x + 37.05

의 선형회귀분석모형이 되며, 여학생의 상관관계는

y = 1.12x + 32.46의 회귀식을 얻을 수 있다.

각 회귀식에 혼잡도 50%(전체학생 50%가 혼잡하

다고 느끼는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학생 18.5

명, 여학생 15.76명당 세면기 1대를 설치하여야 한

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 도

출한 혼잡도의 산점도가 대상 초등학교마다 차이가

커서 선형회귀모형의 적합도를 결정하는 결정계수가

0.7 이하인 0.5399, 0.4195가 각각 산출되어 유의성

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회귀분석의

결과 도출된 적정 세면기 1개당 남학생은 18.5명, 여

학생은 15.76명으로 산정되어 학생들은 학교에 설치

되어 있는 세면시설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조금이라

도 대기할 경우 매우 혼잡함을 느끼고 있다고 추정

이 된다. 그리고 이외의 원인으로는 단순히 세면기

개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세면기의 위치문

제, 세면시설의 면적, 문화의 차이와 집중되는 시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대기모형 공식에 의한 산정

대기행렬 모형에 의한 세면기 개수 산정공식을 대

입하기 위해서는 피크 타임 이용자 평균 도착수와

사용시간이 산출되어야 한다. 우선 학생들이 세면시

설을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와 하루 동안 몇 번

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성

별 세면시설 사용집중률과 하루 사용빈도를 산출하

였다.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는 설문대상 초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수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는 평

균 학급당 인원수 29명으로 나타났다.

대기행렬 모형에서 사용시간은 대개 서비스 전 시

간 혹은 단위 서비스 시간으로 산정되어지나 학교

세면시설 사용시간은 수업과 수업사이의 쉬는 시간

10분 혹은 점심시간에 사용이 집중된다. 하지만 이

경우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 10분간의 대기행렬 길

이가 너무 길어져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시간은 세면기

평균 점유시간에 각 대기행렬 내 학생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세면시설 평균 점유시간과 사용빈도 등은 성별이

나 연령에 따라 달라지나 앞선 결과와 같이 성별에

따른 구분이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4는 세면기 연구자료에서 발췌한 일본과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본 남녀 세면기 점유시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세면기 사용시간이 이와

유사하다고 가정하고 이 산정자료를 세면기 점유시

간 기준으로 하여 남학생의 평균 점유시간을 15.0초,

Fig. 1. Congestion of Students per Washstand

Table 3. Comparison of washstand for male and female

Classification Regression equation

Male y = 0.7x + 37.05

Female y = 1.12x + 32.46

Classification Correlation coefficient

Male R2 = 0.5399

Female R2 = 0.4195

Classification
Optimal number

of washstand
Suitability

Male 1 per 18.5 R2 < 0.7

Female 1 per 15.76 R2 < 0.7

Table 4. Male and Female’s washstand time occupied

Classification Male Female

Gwang-seop Jeong8) 17~23 Sec 21~40 Sec

The Society of Heating,

Air-Conditioning and

Sanitary Engneers of Japan8)

20~30 Sec 20~30 Sec

TOTO10) - 30 Sec

Satoshi Asano11) 5 Sec 10 Sec

Gojihyeon12) 10 Sec 30 Sec

This Study 15 Sec 25.7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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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평균 점유시간 25.7초로 계산하였다. 이를

분으로 환산하면 각각 0.25분, 0.43분이 된다.

그리고 남학생 세면기 사용시간은 남학생들이 세

면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 10분 동안 대기

행렬 내 학생수를 9명으로 가정하면 총 사용시간은

2.5분이 되며, 여학생도 동일하게 가정하면 총 사용

시간은 4.3분이 된다. 이는 세면기 사용이 가장 많

은 시간대 10분 동안 남학생 세면기 1개당 10번 사

용되며, 총 시간은 2.5분 소요되며, 여학생은 4.3분

소요됨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세면시설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시

간에 대한 부분은 초등학교 체육시간, 미술시간, 점

심시간 등과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Table 5와 같이

가정을 하였다. 남녀학생 모두 점심시간에 많이 이

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고, 각 수업의 쉬는 시간은

미술시간, 체육시간 등이 집중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각 쉬는 시간에 따라 균등하게 이용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사정에 따

라 점심시간 이외의 시간에 점심식사를 하는 초등학

교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단위시간당 집

중도는 학생들이 세면시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

위시간대에 하루 사용 학생수의 몇 %가 집중하는가

를 알아내는 상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사

용하는 단위시간을 쉬는 시간을 평균으로 한 10분

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식사시간을 제

외한 20분을 세면시설 사용시간으로 간주하였다.

하루에 손 씻고 양치질하는데 세면시설을 이용하

는 이용빈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남학생은 하루 2번이 가장 많으며, 여학생도 동일

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면시설을 이용하지 않

는 남학생은 12.7%, 여학생은 10.4%로 나타나고 있

다. 이와는 반대로 4회 이상 이용하는 남학생은 13.9

%, 여학생은 12.2%의 비율로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는 2회와 3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평균 이용횟수는 약 2회로

나타났으나,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이용 횟수가 조

금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세면시설

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은 여학생보다는 남학

생이 약 2%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적으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이용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선 결과에서 산출된 사용시간(T), 세면기 사용집

중률(Cp), 이용빈도를 대기행렬모형 산정공식에 대입

하여 산정한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학급 인원수 29명일 때 필요한 세면기 개수는 1.5

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은 1.1개

이고, 여학생의 경우 1.8개로 남학생보다 세면기가

0.7개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세

면기 1개당 학생수의 결과는 남학생이 25.4명, 여학

생이 16.0명으로 산정되었고, 평균적으로 1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세면시설과 관련사항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

Table 5. Intensive time of washstand occupied

Classification
Students number

Male Female Total

Before studying 5% 5% 10%

 After first class 15% 15% 30%

After second class 15% 15% 30%

After third class 15% 15% 30%

Lunch time 25% 30% 55%

After fourth class 15% 10% 25%

After fifth class 10% 10% 20%

Total 100% 100% 200%

Table 6. Number of washstand used

Classification Male Female Total

1 time 19.3% 20.2% 19.8%

2 times 30.4% 31.7% 31.1%

3 times 23.7% 25.5% 24.6%

4 or more times 13.9% 12.2% 13.1%

none use 12.7% 10.4% 11.5%

Frequency of

use per day
2.07 2.09 2.08

Table 7. Results of estimation in washstand number

Classification Male Female Average

WS 0.19 0.43 0.31

Cp 0.25 0.30 0.28

f1 2.07 2.09 2.08

fp 0.52 0.62 0.57

λp 15.01 18.10 16.59

Tp 2.5 4.3 3.4

S 1.1 1.8 1.5

Sn 25.4 16.0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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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세면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대상학교를 근거로 하면 학급당 2개의 세면기가 설

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고 찰

‘학교보건법’, ‘구강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7)

등의 관련 법령 및 기준에는 세면시설의 설치에 관

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으나, 세면시설의 설치 개수,

위치, 비품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국

내는 세면시설의 세면기 개수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정비율 학생에 따라 세면기 개수를 증가시키고 있

는 실정이며, 설치 위치 또한 조금씩은 다른지만 화

장실에 독립된 공간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

인 공간의 형태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

외는 Table 8과 같이 우리와 다르게 법이나 기준, 지

침 등에 세면시설과 관련된 설치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세면기 1개당 적정 학생수는 남

학생 25.4명, 여학생 16.0명 으로 평균 19.2명인 것

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세면기 설치기준인 25명당

1개와 비교할 때 남학생의 경우는 유사하게 나타나

고 있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더 많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면기구의 적정

수가 통일되지 않은 것은 건물의 용도, 재실인원, 남

녀 성비, 설비의 배치, 문화의 차이 등 많은 요인들

이 관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열악한 초등학교 세면시설과 양

치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염성 질환의 확산, 치아

상태의 악화는 건강하게 성장해야하는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초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필요한 적정 세면시설

의 개수 산정을 위하여 학생들이 세면기를 집중적으

로 사용하는 시간과 세면기 사용빈도를 조사하고, 사

용자 요구 분석, 세면기 개수와 혼잡도의 회귀분석

을 통해 적정 세면기 개수를 산출된 결과 초등학교

세면시설의 경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세면기의 개수

가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위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세면시설은 화장실에

부속되는 시설로 인식하여 세면시설의 필요성과 인

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여러가지 질병의 발병과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

는 세면시설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개인 위생환

경이 강조되면서 세면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되

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면시설을 하나의 독립된

시설로서 정의를 하여, 이와 관련된 시설물의 개수,

관련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지침, 조례 등을 활

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경우의 표준안

도 적용할 수 있게 매뉴얼로 만들고 이와 관련하여

위생관리방안에 관한 내용도 정의할 필요성도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에서 필요한 적정

세면기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세면시설의 설치 후 세면시설의 효

과를 파악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

찰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 론

초등학교에서의 개인 위생환경의 중요성과 양치시

설의 부족에 따른 영향으로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과

Table 8. Number of washstand compared to international country

Classification
Contents

Number of washstand Location

Korea None Bathroom

Japan13) Equivalent to number of students Separate location

England14)
More than 5% of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over the age of 5 Bathroom

Is equal to the number of toilets in each bathroom Personal space

USA

1 per 90 men15); 1 per 35 women

Bathroom
1 per 50 students16)

1 per students less than 2517); 2 per 26 to 50 students;

3 per 51 to 75 students; 4 per 76 to 100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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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부족에 따른 악영향에 대한 인식으로 세면시설

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신종인플루엔자

A가 유행하면서 신규발생 환자 및 집단발병과 민원

으로 인하여 세면시설과 양치시설에 대한 관리와 시

설의 정비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점점 증가하였다. 이에 세면시설에 대한 세면기 개

수의 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정 세면기 개수 산정의 결과, 회귀분석식

에 의한 세면기 개수는 혼잡도 50%(전체학생 50%가

혼잡하다고 느끼는 정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학

생 18.5명, 여학생 15.76명당 세면기 1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형회귀모형의 적합도를 결정하는 결정계수

가 0.7 이하인 0.5399, 0.4195가 각각 산출되어 유의

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기모형공식에 의한 결과는 학급 인원수 29

명일 때 필요한 세면기 개수는 1.5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 경우 1.1개보다는 여학생

의 경우 1.8개로 세면기가 0.7개 정도 더 필요한 것

으로 산정되었다.

넷째, 세면기 1개당 학생수는 남학생이 25.4명, 여

학생이 16.0명으로 산정되었고, 평균적으로 1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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