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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고도의 산업화로 지식과 기능은 

양적으로 많은 팽창이 이루어졌으며 질적으로도 

깊이를 더해 가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강한 호

기심과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자율적인 활동과 효

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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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율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활동을 요구

하고 있어 효율성 있는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가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

해야 하며,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개

별화 된 교육 방법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 활동이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되도록 그에 적합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학습 활동은 교사와 교과서 중심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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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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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식을 암기하고 반복하는 학습 형태, 즉 타

율적인 집단 지도 형태인 일제 학습이 그 특징이

었다. 교육 시설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관점에서 그 형태와 규모가 결정되는 사

례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의 학습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수

동적인 학습보다 자율적인 활동에 의한 적용, 발

견, 탐구 및 창의적 사고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

게 된다. 따라서 미래 지향적인 교육 시설은 수용 

위주의 기능에서 나아가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융통성과 편리성 그리고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신중식(1989)은 교육 시설의 한 분야인 기술실 

시설은 안전한 실험․실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대의 크기, 배치, 조명, 채광, 냉․난

방 시설 등을 사용자의 심리적 안정감과 쾌적감

까지 고려하여 설치할 것을 주장하 다. 

실험․실습을 중심으로 기술 교과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실의 시설․설비

를 확보하고 배치하여 이용 및 관리하는 일은 대

단히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이상혁․김종복, 2001, 

p. 26).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 나라 중

학교의 기술실의 시설은 너무도 미약하다. 무엇보

다도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

인 교육 시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

진 것 없이, 교육의 효율성과 질적인 향상을 외면

하고 현실의 여러 조건에 맞추는 최소한의 시설

에 불과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설․설비는 

사용자인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나 학생 수, 학생

의 신체 발달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공급

된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기술실의 시설

이 사용하는 인간의 생활 환경임을 고려하여 기

능적인 효과를 높이는 한편 인간의 특성이나 행

동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아직도 최소

한의 시설 기준에 맞추기 급급한 우리 나라는 앞

으로 학습자에게 보다 편안한 교육 환경을 제공

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간의 능력을 활

용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배치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실제적인 기술 교과 수업이 실습 활동 중심으

로 진행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조건

이 시설의 뒷받침이다. 기술 교육 시설은 교육과

정에 제시된 교육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술실 설비의 설

계에서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고려하게 되지만, 

이러한 조건 중에서 학생들의 동적인 실습 활동

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간 배치를 중요하게 다루

어야 하며 적절하고 다양한 배치 계획이 필요하

다. 또한, 학생 활동에 있어 인명과 시설의 보호

라는 관점에서 ‘안전’ 의 개념은 사고 발생 방지

를 위해서 모든 곳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과

제인 것이다(정국삼 외, 2002, p. 3).

따라서, 현행 기술실 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술 교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

리한 배치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학생들이 

기술실에서 기술 교과 내용을 실습하는데 교육과

정에 맞는 기술 실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실의 면적과 설비의 배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1.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 7 차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교육과정에

서 기술 역의 내용을 분석하여 실습 역과 설

비를 선정한다.  

2) 중학교 기술 교과의 효율적인 실습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기술실 공간을 선정한다.

3) 최적의 기술실 면적을 결정하고, 설비 배치

안을 개발한다.

2. 문헌 고찰
2.1 제 7 차 교육과정에서 기술 교과의 특징
1) 성격

기술 역은 기술과 산업에 관한 기초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고도 산업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고, 가정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과 기능을 습득하여 가정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

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준다. 또한 실생활에 적용을 중시하는 실천 

교과로서 체험 학습을 통하여 개념과 원리를 구

체적으로 이해시키고, 의사 결정 능력,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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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창의력 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며, 일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일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가지게 한다. 

따라서, 기술․가정 교과는 21세기를 살아갈 능력

을 가진 인간을 기르는 데 필요한 직접적이고 실

천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교과이다.

2) 내용

표 1은 제 7차 중학교 교육과정 기술․가정 교

과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제 7 차 중학교 교육과정 기술․가정 교과 내용

역

학년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 기술

생활 자원과 

환경

7
학
년

○나와 가족의 
이해 

․청소년의 특성
․성과 이성
  교제
․나와 가족
  관계

○청소년의 양과 식사

․청소년의 양
․청소년의 식사
․조리의 기초와 실제

○미래의 기술
․기술의 발달과 미래
․생명 기술과 재배

○제도의 기초
․물체를 나타내는 방
법

․도면 읽기와 그리기

○컴퓨터와 정보 처리

8
학
년

○의복 마련과 관리
․의복의 기능과 옷차
림

․의복 마련 계획과 
구입

․옷 만들기와 재활용
․옷의 손질과 보관

○기계의 이해
․기계 요소
․운동 물체 만들기

○재료의 이용
․재료의 특성
․제품의 구상과 만들
기

○자원의 관리
와 환경

․자원의 활용
과 환경

․청소년의 일
과 시간

․청소년과 소
비 생활

○컴퓨터와 생활

9
학
년

○산업과 진로
․산업의 이해
․진로의 선택과 
직업 윤리

․산업재해와 안
전

○가족의 식사 관리
․식단과 식품의 선택
․식사 준비와 평가
․식사 예절

○전기․전자 기술
․전기 회로와 조명
․가전기기의 점검
․전자 제품 만들기

○가족 생활과 
주거․생활 
공간의 활용

․실내 환경과 
설비

․주택의 유지
와 보수

 

3) 교수․학습 방법

① 실습은 가급적 적은 인원의 조별 또는 분단 

학습으로 하여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② 실습은 가급적 적은 인원의 조별 또는 분단 

학습으로 하여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③ 실습의 지도에서는 자료를 합리적으로 선택, 

구입 활용하며 자원을 아껴 쓰는 태도를 가지

게 하고, 실습이나 일의 수행에 있어서는 중간

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여하여 완수하도록 

한다. 

특히 기계 기구의 조작과 손질, 보관, 취급에 

유의하고, 특히 안전 교육에 힘쓰도록 한다.

7학년의 ‘제도의 기초’ 에서는 투상법을 이용하

여 간단한 물체의 모양을 도면에 나타내는 방법

을 다룬다.

8학년의 ‘재료의 이용’에서 다루는 금속, 목재, 

플라스틱의 실습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

로 하거나 이들 재료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실습 

제재를 선정하여 융통성 있게 지도한다. ‘기계의 

이해’ 내용 중 자전거의 지도에서는 안전에 유의

하여 지도하고, 운동 물체 만들기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구상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융통성

을 부여하며, 동력 전달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도록 한다.

2.2 중학교 기술실의 시설․설비
기술실 시설․설비는 기술 교육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학교의 물리적 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

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학생들이 기술과 관련

된 다양한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

간과 설비를 갖추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유지해

야 한다.

즉, 기술실의 시설은 교실(classroom), 실험․실

습실(laboratory․shop), 부속실(auxiliary room) 

의 3 가지로 구성되며(Gemmill, 1989, p. 1; 

Polette, 1991, p. 12) 각각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실

교실에서는 기술 교과 내용에 관련된 이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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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활동이 이루어진다. 교사와 학생은 수업 내용

에 따라 강의, 토의․토론, 발표 등의 활동을 수행

하며 필요에 따라 개별 집단, 소집단, 전체 집단의 

형태로 학습 집단이 조직된다.

2) 실험․실습실

종합적인 일반 실험․실습실은 기술과 관련된 

사실이나 개념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형태의 시설이다. 시설에는 

제조, 건설, 수송, 통신, 생명 관련 기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다.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3) 부속실

부속실은 교사와 학생이 직접적으로 수업을 전

개하는 곳은 아니지만 수업에 필요한 것들을 지

원하고 보조하는 공간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교

사의 수업 준비와 사무 활동을 위한 교사실, 수업

에 사용되는 재료, 도구, 공구, 장비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실, 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실 등이 이에 속한다.

2.3 기술 교과 시설 기준의 변화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교육 법전, 1994)은 

교육법 시행령 제 53조 규정에 의하여 1969년 

12월 4일 대통령령 제4398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 후 수차례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학

교 시설․설비 기준령(1992년 10월1일: 대통령

령 제13753호) 제5조 제4항에 기술 교과에 필요

한 특별 교실과 그 준비실을 두도록 되어 있었

다.

그리고 기술 교과의 교육 시설과 관련된 제도

적 장치로는 실습실의 경우 학교 시설․설비 기

준령(교육부, 1997) 제 5조(교사 및 원사) 제 1항

에 특별 교실로서 기술실과 컴퓨터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수에 관한 언급이 있다. 각 특별 교실 

및 그 준비실의 종류와 교실 수의 기준은 표 2 

와 같이 한다.

교구의 경우에는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제 7

조(교구) 제 1항에 ‘각급 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

별로 필요한 도서․기계․기구․표본․모형 등의 

교구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1996년까지 

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에 포함되었던 학교 교

구․설비 기준이 1997년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표 4.  특별 교실 및 준비실의 기준 수

학교명 중학교

과학실(물리 교실, 화학 
교실, 생물 교실 또는 지

학 교실)의 수

(1) 12학급까지는 1개교실

을 둔다.
(2) 12학급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12학급을 초과
할 때마다 1개 교실을 

가산한다.

기술실(목공실, 기계실, 전
기실 또는 제도실 등)의 

수

(1) 12학급까지는 1개 교
실을 둔다. 다만, 6학
급 이하인 경우에는 
과학 교실을 겸용할 

수 있다.
(2) 12학급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1학급을 초과
할 때마다 1개 교실을 

가산한다.

음악실과 미술실의 수

 (음악 교실)
(1) 24학급까지는 1개 교

실을 둔다.
(2) 24학급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24학급을 초과
할 때마다 1개 교실을 

가산한다.

   (미술 교실)

음악교실과 같은 수로 한다.

※ 준비실을 각 특별 교실에 겸하여 설치하되, 특별 
교실 1개마다 1개의 준비실을 둔다. 다만, 교육
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 교실 2개

마다 1개의 준비실을 둘 수 있다.

2.4 인간 공학적인 기술실 시설․설비의 설계
1) 기본적인 고려 사항

일반적으로 기술교육 시설을 설계할 때는 타당

성, 융통성, 안전성,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타당성(validity)이다. 교육 시설의 타당

성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 하기 위해 필요한 요

소들이 양적, 질적으로 충분히 갖추어진 정도와 

교육에 적절한 시설의 모양과 분위기, 시설의 유

기적 관련 정도를 의미한다(한국교육개발원, 1989, 

p. 12). 기술교육 시설의 근본적인 목적이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는 만큼 타당성을 우선적으

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융통성(flexibility)이다. Gardner(1985, p. 

152)는 교육 시설의 융통성이란 변화하는 교육적 

요구, 즉 교육과정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와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Cummings(Jensen, & 

Todd, 1987, p. 9)등은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하

여 미래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 시설에 대한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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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로 융통성을 제시하 다. 

또한 Gemmill(1989, p. 3)은 기술 교과 수업

을 효율적으로 운 하고, 계속적인 기술의 발달

에 따라 재 설계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 

교육 과정, 수업 방법, 학생들의 요구 변화에 따

라 재배치가 가능한 개방적 공간으로 설계하도

록 하 다.

셋째, 안전성(safety)이다. 교육 시설의 안전성

은 학생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

의 구조나 사용시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도이다(정

재수, 1997, p. 165). 기술 교과의 실험․실습에서 

학생들이 다루는 도구, 공구, 재료 등과 활동의 

성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위험한 요소를 많이 포

함하고 있다. 따라서 실험․실습에 충분한 공간의 

확보와 교사의 수업 관리, 학생들의 이동을 위한 

적절한 동선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류창

열(2000, p. 273)은 학생들의 건강이나 시설 내의 

설비의 고장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환기 시설, 조

명 시설, 온도와 습도 조절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하 다. 

넷째, 효율성(efficiency)이다. 교육 시설의 효율

성은 시설의 유지와 관리, 수업 자료의 관리 등과 

관련된다(Gardner, 1985, p. 1572). 고가의 설비와 

위험한 도구나 공구를 갖추고 있는 기술교육 시

설은 교사의 관리 활동이 쉽고 효과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른 교과와 학습 자원

을 공유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학교의 역할이 확대되어가고 있기 때문

에 정규적인 수업 이외에도 활용 가능하게 설계

해야 한다.

2) 공간적 측면

교육 시설은 학생들의 신체적, 심리적인 특성과 

교사와 학생이 전개하는 학습의 다양성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기술교

육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실습 활동은 

타 교과에 비해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공간 확보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기술 교과의 실험․실습 수업에서 학생들은 다

양한 도구, 공구, 재료 등을 다루며, 필요에 따라 

이동하게 된다. 또한 활동에 몰입하게 되면 우발

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설 설

계할 때는 작업 공간을 적절히 적용할 필요가 있

다. 신체 치수를 고려해야 하는 다른 공간으로 통

로가 있다. 타인에게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동

할 수 있는 통로는 인간의 최대 신체 폭에 25cm 

이상의 여유를 필요로 한다.

학습 공간은 신체 치수 이외에 학생 1인당 요

구되는 면적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론 수업을 하

는 공간은 일반적으로 학생 1명당 1∼2.5m2의 면

적으로 설계되고 있다(Beynon, 1994, p. 223). 한

은숙(1995)은 중학생의 다양한 요구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1인당 최소 2m2의 공간을 확보

하도록 제안하 다.

실험․실습 수업을 위한 공간은 수업시 발생하

는 안전 사고에 대비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기술 교과 실험․실습실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통로나 작업 공간을 고려

해서 교실은 2m2, 실습실은 4m2, 전용 실습실은 

5m2정도가 적당하다(이상혁 외, 1999, p. 346).

3) 기술실의 학생 1인당 면적

한국, 일본, 미국에서의 중학생 1인당 기술실 

면적은 최소 3.8㎡에서 5㎡로 나타나있다. 미국

과 일본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중학생 1인당 

기술실 면적을 4.5㎡ 이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9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한 학

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 연구에서 중학생 1

인당 면적을 3.8㎡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에 학생들의 신체 성장도에 따라 넓은 공간의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학생 1인당 기술실 면적이 넓어지

고 있다.

2.5 외국 중학교의 기술실 시설․설비
1) 일본 중학교 기술실의 시설․설비

일본의 중학교 기술실의 면적은 敎員養成大學 

技術科 敎育部會編(1978, p.126)에서는 6학급 규

모에서 180㎡(10m×18m)를 적용하 다. 이 기술

실은 학교의 규모에 따라 분야별로 실습실을 만

들기가 쉽지 않으므로, 종합 실습실로 사용되고 

있다. 이 규모에서 기술실의 공간은 관리실, 공작

실, 제도기 함, 목공 공구함, 금속 공구함 등을 설

치 할 수 있다. 또한, 엔진 분해 실습장, 기계 공

구실, 전기․기계 공구실, 자료함, 기름 창고, 반

제품실, 바이스 대,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1 

은 일본의 중학교 6학급 규모에 적용한 기술실 

배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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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의 6학급 규모의 중학교 기술실 배치도

2) 미국 중학교 기술실의 시설․설비 

 미국 중학교의 기술실의 수와 형태는 기술 교

육과정의 범위, 학년 수준, 및 입학 학생 수와 같

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보통 300명에 이

르는 입학생을 가진 소규모 중학교에서의 기술실

은 목공 실습, 금속 실습, 기계 실습, 전기․전자 

실습, 제도 및 그래픽 실습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입학 학생수가 750명인 중학교에서는 보통 

2∼3개의 넓은 기술실이 사용되며, 각각의 학년 

수준에 맞는 기술 교과 역에 관련된 실습 활동

을 할 수 있다. 즉, 목공 실습 활동, 제도와 그래

픽 실습 활동, 동력 기계 및 전기․전자 실습 활

동 등이 해당되며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Marshall & James, 1973, pp. 

50).된다. 

노스캐롤라이나(NorthCarolina)주의 Moore(무

어)중학교는 기술실의 공간을 계획 공간, 금속 실

습 공간, 전기․전자 실습 공간, 목공 실습 공간 

등으로 나누었으며, 면적은 300㎡(10m×30m)이다. 

또한, 실습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공간과 시설

을 학생 위주로 설계를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각 학년의 교육과

정에 맞추어 요구 사항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유

연성을 제시하고 있다(Marshall & James, 1973, 

pp. 51∼54). 그림 2는 무어 중학교의 기술실의 

배치도이다.

유타(Utah)주의 불타(Bulter) 중학교는 기술의 

역인 제조, 건설, 수송, 통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2개의 모듈과 과학과 관련된 통합 학문적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몇 개의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술실이 설

계 되어있다(Durfee, 1988, p. 40). 

2.6 기술실 시설․설비의 배치를 위한 SLP기법
SLP(Systematic Layout Planning, SLP)는 시

설을 배치하는 하나의 기법이며, 작업장 사이의 

자재 흐름 자료를 얻을 수 없거나, 자재 운반량 

보다는 다른 질적 요인들이 시설 배치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경우에 널리 이용된다.

시설 배치는 시설 사용자와 설비가 가장 효율

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물리적 배열을 결

정하는 것이며, 공장의 배치 형태는 크게 공정별 

배치, 제품별 배치, 혼합형 배치, 위치 고정형 배

치 등으로 나뉜다.

과거의 시설 배치는 대부분 담당자의 경험과 

직관, 또는 공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시설 배치에 관련된 요인들을 과학

적으로 분석하여 체제적으로 시설 배치를 결정하

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황학, 1987, p. 157).

SLP는 시설 배치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수집에

서부터 출발하여 분석, 탐색, 선택의 세 단계로 이

루어진다.

1) 분석 단계

분석 단계에서는 기초 자료로부터 정보를 수집

한 후, 흐름 분석과 활동 분석을 하여 활동 관계

도(activity relationship diagram)를 작성하고, 시

설이 요구하는 공간 소요 면적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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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의 무어 중학교 기술실 배치도

가) 흐름 분석

공장 배치에 필요한 자재, 장비, 인원의 흐름을 

분석하는 기법은 크게 개별 부품과 전체 공장 흐

름에 관한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제작 부

서내 개별 부품의 흐름 분석 기법으로 선도

(string diagram), 다제품 공정도(multi-column 

process chart), 기종표(from-to chart), 공정도

(process chart)가 있다. 둘째, 전체 공장의 흐름 

분석 기법으로 흐름도(flow diagram), 작업도

(operations chart), 흐름 공정도(flow process 

chart)가 있다(박경수, 2000, pp. 112∼113).

나) 활동 분석

모든 부서, 사무실, 서비스 시설 등은 상호간의 

관련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 활동 

분석의 목적은 가장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가능

한 많은 관련을 만족시키는 것이며, 시설에 배치

되는 공간 사이의 근접 필요성을 분석하고 시설 

배치에 따른 제약 조건을 파악하여 활동 관계표

(activity relationship chart)를 작성한다. 

다) 활동 관계도

흐름 분석과 활동 분석에 의한 자료의 분석이 

완성되면 활동 관계도를 작성한다. 활동 관계도는 

근접 배치 요구 정도가 가장 큰 부분으로부터 시

작하여 순차적으로 그린다. 활동 관계도에서 각 

활동은 같은 크기의 원이나 네모로 표시된다. 

라) 공간 소요 및 가용 공간

활동 관계도가 완성되면 각각의 활동 공간에 

대한 소요 면적을 산출한다. 활동 공간의 소요 면

적 산출 방법은 계산법, 전환법, 면적 준비 자료

법, 계략적 배치법, 비율 경향 투사법 등이 있다.

2) 탐색 단계

가) 공간 관계도

탐색 단계에서는 활동 관계도를 기초로 하여 

요구되는 공간 면적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고

려하여 공간 관계도(space-relationship diagram)

를 작성한다. 

나) 배치 대안 개발

배치 기법으로 Drezner(1987, pp. 907∼915)의 

수정된 DICON(dispersion and concentration)의 

해법이 개발되었다.

이 해법은 산점도(scatter diagram)를 이용, 공

장 배치나 실습실의 배치를 계획할 때 가이드라

인으로 사용된다. 그 방법이 간단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큰 배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Scriabin․Vergin, 1985). 

또한 간단하고 효율적인 알고리듬이 시설 설비 

배치를 위한 안내를 나타내며 평면 위에 나타난 

각각 설비들의 상대적 위치를 보여준다. 시설 배

치가는 이러한 산점도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시

설 배치를 계획할 수 있다.

3) 선택 단계

선택 단계에서는 먼저 여러 개의 배치 대안을 

평가하여 최종적인 배치 대안을 결정한다.

3. 기술실의 체계적인 배치 계획(SLP)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기술실 시설․설비 배치

의 최적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제 7차 교육과

정에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기술 역에 대

한 실습 내용을 분석하 고, 기술실의 공간 설정

을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분석과 교사 집단의 

면담과 설문지를 통하여, 시설․설비 및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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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 다. 기술실 시설․설비의 배치는 실습 경

험이 많은 현장 교사 집단의 기술실 공간에 대한 

근접 배치 요구 정도와 근접 배치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체계적 배치 계획

(SLP)을 적용하 다. 기술실 배치안 개발은 

Drezner(1987, pp. 907-915)의 수정된 DICON 

(dispersion and concentration) 해법의 산점도

(scatter diagram)를 적용하 다. 이 기법으로 만

들어진  배치안을 결정하 다.

3.1 중학교 기술 교육과정의 실습 내용 분석 및 
공간 선정을 위한 조사

1)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개발된 중학교 기술․

가정 9종 교과서의 기술 역에 대한 설비와 내

용을 분석하 다.

2) 기술 교육과정 내용 중 실습 내용의 역과 

설비를 조사하 다.

3) 기술실의 공간 요소 선정을 위하여 교사 집

단의 면담과 설문지를 분석하 다.

3.2 기술실 공간 요소 선정 및 면적 결정
1) 면담 조사와 설문지를 통하여 기술실 공간

의 요소를 추출한다. 

2) 기술실 공간과 근접 배치 요구 정도의 관계

를 분석한다.

3) 인간 공학을 적용한 12학급 규모의 기술실 

면적을 산출한다.

시설․설비 배치는 학습자의 이용 편리(동선), 

안전성, 교사의 실습 지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 조건으로 한다. 

 

3.3 기술실 시설․설비 배치
체계적 배치 계획을 적용하여 최적의 기술실 

설비를 배치한다.

1) 분석 단계

가) 활동 분석

 활동 관계표와 활동 작업표는 추출된 9개의 

공간에서 각각 2 개씩을 뽑고, 근접 배치 이유에 

따라 공간 상호간의 근접 배치 요구 정도를 결정

하여 작성하 다. 

근접 배치 이유는 학습자 이용 편의, 교사의 실

습 지도 용이, 수업 자료 이용 의 편리, 기계(기

구)의 공동 이용 등으로 표시하 고, 근접 배치 

요구 정도는 A(반드시 근접 필요), E(근접해야 

함), I(근접이 중요함), O(가급적 근접), U(근접이 

중요치 않음), X(근접할 필요 없음)로 표시하 다. 

나) 공간 소요 면적 결정

기술실 시설․설비　공간의 학생 1인당 면적은 

이상혁, 진의남, 이상봉(1999, p. 346)이 제시한 

전용 실습장 5m2 로 하 다. 즉, 학생 1인당 면

적에 사용 인원을 곱하여 공간 소요 면적을 산출

하 다.

기술실의 실습 준비실은 학교 시설․설비 기

준령을 적용했으며, 수업 자료 전시 공간의 면

적은 필요한 설비와 여유 공간을 고려해서 산출

하 고, 재료 및 공구 보관 공간의 면적은 

Storm(1993, p. 39)이 제시한 실험․실습 공간의 

약 10%로 하 다.

2) 탐색 단계

가) 공간 관계도 작성

공간 관계도는 활동 관계도에 공간 소요 면적

을 통합해서 작성하 다. 또한 배치 대안의 전체

적인 윤곽을 얻기 위해서 블록 평면도를 작성하

다.

나) 배치 대안 작성

(1) 프로그램

메이플(Maple 7.0)은 DICON에서 나온 값을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함수를 사용해서,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 적용할 수 있다.

(2) 배치의 해를 구하는 절차

cij(Data 값)들이 주어졌을 때 (단  1≤ i,j≤ 

n),  n차 정방 행렬 S의 성분 sij 들은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sij=-cij(i≠j)                           (1)

 sii=c11+ c22 + ... + cnn (i=j)           (2) 

즉, 해를 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행렬 S를 계산한다.

2단계: 행렬의 고유값과 관련된 고유 벡터를 구

한다.

3단계: 2번째와 3번째로 작은 고유값들에 대응

되는 고유 벡터를 택한다.

이 고유 벡터들이 해(solution) 벡터이고, 각각 

시설의 x 좌표, y 좌표를 포함한다.

3) 선택 단계

각 배치안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학습자의 이용 편리(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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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사의 실습 지도 용이

③ 수업 자료 이용의 편리    

④ 기계(기구의) 공동 이용

등으로 정하여  배치안을 결정한다. 

4. 중학교 기술실 설비의 배치안 개발
4.1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교육과정 중 기술 

내용의 실습 관련 영역 설비 선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9종의 실습 내용과 

관련된 공통 설비와 기계 및 공구를 분석한 결과 

7학년의 ‘제도의 기초’ 단원에서 작업대에서 제도

판으로 각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실

습 활동에서 조별로 활동이 이루어 질 때 필요로 

하는 설비는 제도대로 제도 실습의 편리함과 협

동 학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8학년의 ‘기계

의 이해’와 ‘재료의 이용’ 단원에서는 실습하는 과

제와 재료에 따라, 주로 기계를 고정시켜 놓고 실

습 활동을 해야 한다. 개인 공구 외에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실습 활동의 필요한 설비로는 띠

톱, 드릴링 머신, 사포 연삭기 등으로 대부분의 

기계와 재료의 이용 실습 활동에 능률을 가져오

면서 안전적인 실습 지도를 겸할 수 있다. 9학년

의 ‘전기․전자 기술’ 단원은 교과서에서 분석한 

필요한 공구 외에는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지 않

았다. 7학년에서 재배 실습은 실습 특성상 기술실

의 공간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기술실의 시

설․설비 역에서 제외하 다. 또한 ‘컴퓨터와 정

보 처리’ 단원에서의 실습 역도 모든 학교에 컴

퓨터 실습실의 공간이 따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

에 배제하 다.

중학교 기술실의 실습에 관련되는 내용과 역

별 필요한 설비를 선정하면 표 3 과 같다.

4.2 기술실 공간 요소의 선정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기술․가정 교

과의 기술 역 내용 중에서 실습에 관련되는 내

용을 추출한 결과 제도 실습 역, 기계 실습 

역, 재료 실습 역, 전기․전자 실습 역으로 

분류되었다. 교육과정에 따른 기술실의 설비 공간 

설정을 위하여, 교사 집단의 면담과 설문 조사를 

통하여 기술실의 필요한 공간을 선정하 다. 교사 

집단의 면담 과 설문 조사에서 선정된 중학교 기

술실 공간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3. 제 7 차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교육과정 중 

기술 내용의 실습 관련 역 설비 선정

구분

학년

내용 역
실습 역 

설정

실습에 
필요한 

설비

7학년

￭제도의 기초

∙물체를 나타내는 방법

∙도면의 읽기와 그리기

제도 실습 제도대

8학년

￭기계의 이해

∙기계 요소

∙운동 물체 만들기

기계 실습

작업대

띠톱 기계

드릴

연삭기

￭재료의 이용

∙재료의 특성

∙제품의 구상과 만들기

재료 실습

작업대

띠톱 기계

 드릴
사포 벨트 

연삭기

9학년

￭전기․전자 기술 

∙전기 회로와 조명

∙가전 기기의 점검

∙전자 제품 만들기

전기

․

전자 실습

작업대

표 4. 교사의 면담 및 설문 조사에서 선정된 중학교 기

술실 공간

공간 수 공간 명

1    실습 준비실 공간

2 실습 활동 공간

3    기계 배치 공간

4 제도 실습 공간 

5 재료 및 공구 보관 공간

6 실습 작품 및 자료 비치공간

7 제조 기술 자료 공간

8 전기․전자 기술 자료 공간

9 사물함 공간

※ 자료 비치 공간은 기술 교과 수업에서 필요한 괘

도 및 종합적인 자료를 포함함 

4.3 기술실 소요 공간과 용도 
표 5는 기술실에서 필요한 9개 공간에 대한 

용도를 나타낸 것이다.

4.4 기술실 공간 및 설비 배치
1) 기술실의 면적 결정

기술실 시설․설비　공간의 학생 1인당 면적은 

이상혁, 진의남, 이상봉(1999, p. 346)이 제시한 

전용 실습장 5m
2 로 하 다. 즉, 학생 1인당 면적

에 사용 인원을 곱하여 공간 소요 면적을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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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술실의 필요한 공간에 대한 용도

공
간

수

공간 명칭 용 도

1
실습 준비실 
공간

 교사의 실습 활동 준비와 실습 과
제 보관 공간

2
실습 활동 
공간

 교사용 작업대와 35명이 실습할 
수 있는 4인 1조, 9대의 작업대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3
기계 배치
공간 

 작업대에서 실습 활동이 어려운 
실습을 수행하거나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는 기계, 도구 등을 다루
기 위한 공간

4
제도 실습
공간

 물체의 도면으로 그리기 위한 공
간

5
재료 및 공구 
보관 공간

 실습 활동이나 제작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재료, 도구, 공구 등을 
비치하기 위한 공간 

6
실습 작품 및  
자료 비치
공간

 실습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
종 기구 및 수업 보조 기자재 보
관하기 위한 공간

7
제조 기술
자료 공간

 제조 기술에 대한 학습 자료 및 기
구의 전시 공간

8
전 기 ․전자 
기술  자료 
공간

 전기․전자 기술에 대한  학습 자
료 및 기구의 전시 공간

9 사물함 공간
 개인의 수업 자료나 용품을 보관
하기 위한 공간으로 심리적 안전
을 위한 공간

기술실의 실습 준비실은 학교 시설․설비 기준

령을 적용했으며, 수업 자료 전시 공간의 면적은 

필요한 설비와 여유 공간을 고려해서 산출하 고, 

재료 및 공구 보관 공간의 면적은 Storm(1993, p. 

39)이 제시한 실험․실습 공간의 약 10%로 하

다.

표 6은 중학교 기술실의 총 공간 소요 면적 

230㎡ 를 나타낸 것이다.

2) 기술실의 배치 계획

가 활동 분석

인간 공학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술실의 면적

에 공간을 배치하기 위하여 기술실 공간 선정의 

교사 집단에게 기술실 9개 공간 사이의 상호 관

계를 분석하여 설문지를 통한 활동 관계표를 작

성하 다. 즉, 9개 공간에서 각각 2개씩의 공간

을 선택하여, 각각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근접 배치 요구 정도와 그에 따른 근접 배치 이

유를  작성하 다. 각 공간 사이의 상호 관계는 

4개의 근접 배치 이유와 6개의 근접 배치 요구 

정도에 따라 작성하 다. 

표 6. 기술 실습실의 총 공간 소요 면적

공간 구분

면
적

(m2)
산출 근거

 1. 실습 준비실
   공간

 33
 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교실 크기의 1/2)

 2. 실습 활동 공간
    
175

학생 1인당 5m2

(35× 5m2 =175m2)
 3. 기계 배치 공간

 4. 제도 실습 공간

 5. 재료 및 공구 
보관 공간

  8
 기계, 기구 모형,
 공구 진열장(2m×0.5m) 8개

 6. 실습 작품 및 
   자료 비치 공간

  4  자료 진열장(2m×0.5m) 4개 

 7. 제조 기술 공간   4  표본 전시 공간(자전거 등)

 8. 전기․전자
   기술 공간

  4
 표본전시공간
 (냉장고,세탁기 등)

 9. 사물함 공간   2
 규격(0.5m×0.5m×0.3m)에 
맞게 5층으로 설치

총 공간 소요 면적 230

표 7은 활동 관련도의 근접도와 근접도 이유

의 코드표를 나타낸 것이다.

표 7. 근접도와 근접도 이유 코드표

코

드

상호 근접 배치 

조건

 

상호 근접 배치 

요구 사항 
정의

 A(Absolutely 

Necessary)

 반드시 

근접 필요①
학습자 이용 

편리(동선)

 E(Especially 

Important)

 근접해야 

함②
교사의 실습 

지도 용이

 I(Important) 
 근접이 

중요함③
수업 자료 

이용 편리
 O(Ordinary 

Closeness) 

 가급적 

근접
④

기계(기구)의 

공동 이용
 

U(Unimportant)

 근접이 
중요치 

않음 

 X(Not 

desirable)

 근접할 

필요 없음

2) 기술실 공간과 근접 배치 요구 정도

선정된 9개의 기술실 공간에 대해서 각각의 

공간에 대한 상호 연관 관계 즉, 각 기술실 공

간과 근접 요구 배치 정도에 관해서 교사 집단

의 설문지를 분석하 다. 표 8은 기술실 공간과 

근접 배치 요구 정도에 관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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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술실 공간과 상호 연관 근접 배치 요구 정도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기술실 공간 
근접 배치 요구 정도

A E I O U X

 1. 실습 준비실 
공간

2 3,4,5 6,7,8 9

 2. 실습 활동 공간 3 1,4 5 6,7,8,9

 3. 기계 배치 공간 2 1,4 5 6,7,8,9

 4. 제도 실습 공간 2 1,3,5 6,7,8,9

 5. 재료 및 공구 
보관 공간

1,2,4 3 6,7,8,9

 6. 실습 작품 및 
자료 비치 공간

5,7,8 1,2,3,4,9

 7. 제조 기술 자료 
공간

6,8 1,2,3,4,5,9

 8. 전기․전자 
기술 자료 공간

6,7 1,2,3,4,5,9

 9. 사물함 공간 2,3,4,5,6,7,8 1

4.5  기술실 배치안 결정
활동 분석표의 결과 분석하여 메이플(Maple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점도를 분석한다.

그림 3은 활동 관계표에 의한 중학교 기술실 

공간의 산점도를 나타내었다.

    

.

  그림 3. 활동 관계표에 따른 중학교 기술실    

  공간의 산점도

8

6 ■

■

7

■

3

4 ■ ■ 9

2 5 ■

■ ■

1

■

선정된 9개의 기술실 공간에 대한 상호 연관 

관계 즉, 기술실 공간과 근접 요구 배치 정도에 

관해서 교사 집단의 설문지를 조사한 결과 실습 

준비실 공간(1), 실습 활동 공간(2), 기계 배치 공

간(3), 제도 실습 공간(4), 재료 및 공구 보관 공간

(5)은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 또한 실습 작

품 및 자료 비치 공간(6), 제조 기술 자료 공간(7), 

전기․전자 기술 자료 공간(8)도 상호 근접성으로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물함 공간은 

실습 준비실 공간과의 근접은 절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각 공간의 산점도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발된 중학교 기술실 (면적: 230㎡)의 배치안을 

그림 4에 나타냈다. 

그림 4. 개발된 기술실 배치안

실습 준비실 

교사용 작업대

                                                

재료

실

및

 

공구

실

① ② ③
제

도

실

습

공

간

실습 활동 통로

④ ⑤ ⑥

기계 배치 공간

⑦ ⑧ ⑨

제조 

기술 

자료

실

전기

전자 

기술 

자료

실 

 실습 작품 및 수업 자료 비치 공간  

                  

사물함 

공간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개발된 배치안은 실습 활동에서 동선이 짧고, 

학생들의 기계 배치 공간을 이용하여 활동을 할 

때 교사가 관찰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기 때

문에 수업 감독에 효과가 있다. 제도 실습 공간

과 재료 및 공구 보관 공간이 한쪽에 편중되어 



金鍾福․李相赫

26  韓國敎育施設學會誌 第10卷 第3號 通卷 第38號 2003年 5月

집중력과 지도하기에는 편리한 점이 있지만 학생

들이 이동할 때 한쪽으로 집중되는 현상과 동선

이 길다는 단점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기술실의 실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하여 인간공학적 접근에 의한 기술 실습

실의 시설․설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

져야 한다.

2) 기술 교과 담당 교사들의 실습에 대한 적극

성을 유도하고, 효과적인 실습 지도를 위한 프로

그램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3) 기술실은 교육과정의 변화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활동적, 통합적, 

협동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듈식 

실습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4) 현행 기술실은 제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수

용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기술 실습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시설 개선의 폭 넓은 이해와 의

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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