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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s for planning of school foodservice facilities to operate with hygiene and 

efficiency corresponding a decrease of the number of students.
This study analyzes the composition of space for foodservice facilities categorizing by the functions which are preparation area,

cooking area, cleaning area, storage, and worker’s room o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Seoul Metropolitan city since
2009 that the Seoul School Health Promotion Center published a manual for school foodservice facilities.

The calculation can be a basis for school planners and the general schools to use available area in each school and can manage
the school usage plan appropriately. The number of students in each school has been regarded as the space planning element,
but the number of students would considered with using the specific area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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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학교 식시설은 1992년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1993년 

등학교에서의 무상 식 확 로 단체 식의 운 과 공간에

서의 생에 한 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2000년 교육인

자원부의 식품 해요소 리기 (HACCP)의 도입으

로 합한 공간 계획에 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이후 

2008년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의 서울특별시 학교 

식시설 설비 개선 방안의 연구(Kim et al., 2008)로 이용

자를 심으로 한 식시설 공간구성에 한 매뉴얼이 작

성되어 식시설의 설비와 환경계획에 필요한 기 이 마

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체 학교시설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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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구가 증 되고 있으며, 식시설 한 변화에 응할 

수 있는 합리 인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식시설 공간구성에 

한 매뉴얼이 시행된 이후 개교한 수도권지역 · ·고등학

교의 식시설의 공간구성  규모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학교 건축계획의 주요 기 자료로써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상은 2007년 학교 식시설의 세부기 (Table 

2)이 세워지고 2009년 식시설 공간 구성에 한 매뉴얼 

시행된 이후 개교한 수도권의 14개의 · ·고등학교이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한 생, 환경, 

공간구성 등을 악하고, 학교 식시설의 세부기 의 변화

를 조사하 다. 선행연구와 매뉴얼을 바탕으로 하여 주방

공간의 구성을 분석하고 표 으로 3개의 등학교, 3개

의 학교, 3개의 고등학교, 총9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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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layout description

integrated 

type

all the arranged 

spaces that make 

up the facilities 

contained in a 

single space

partial 

separated 

type 

the spaces that 

make up the food 

service facilities 

partially 

separated

separated 

type

the main spaces 

completely 

separated

Table 1. types of kitchen in foodservice facilities

( 식시설 주방의 분리유형)

석을 진행하 다. 이에 따라 조사 상학교의 식시설의 배

치와 규모를 학생 수와 련하여 공간  면 , 구역별 기능

공간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공간구성을 악하고자 하 다.

2. 선행연구의 고찰

2.1 학교급식시설의 공간계획에 관한 선행연구

2000년 교육인 자원부의 식품 해요소 리기

(HACCP)의 도입이 결정되면서 1999년 일반모델이 개발

되었고 련 연구가 확 되어왔다. 당시의 학교 식 제도

의 시행으로 요구된 식시설에 한 모델은 2000년 시범

으로 용되었지만 조리실 내 생, 식시설의 배치, 

학교 내 다른 공간과의 연계성 등의 기 과 같은 건축계

획 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계획된 모델

이었다. 이후 2008년 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의 서울특

별시 학교 식시설·설비 개선 방안의 연구(Kim, et al. 

2008)가 진행되면서 이용자를 심으로 한 식시설의 공

간구성에 한 매뉴얼이 작성되었다.

식시설의 계획에 한 연구는 건축학측면과 식품 양

학측면에서 이루어져왔는데 건축학 련 연구로는 식시

설 내 조리실의 환경  공간구성 등에 하여 진행되어 

왔다. 학교 식시설 조리실 설계지침과 모형에 한 연구

Ⅰ,Ⅱ,Ⅲ(Oh&Lee, 2001)에서는 각 실에 한 설계지침  

공간구성·건축환경설비· 생설비·작업장 구획과 기기설치

를 한 기 과 조리실의 평면을 별 독립형과 교실연계

형으로 분류하여 모형을 제시하 다. HACCP을 용한 

학교 식조리실의 건축계획방향에 한 연구(Jung, Oh & 

Lee, 2002)에서는 식시설을 식방법에 따라 별 독립형

과 교실연계형으로 나 고 학교 식조리실의 평면을 오

염·비오염·세척구역으로 분류하여 작업흐름에 따른 조리기

구의 설치를 제안하 고, 학교 식시설의 환경개선 방향

에 한 연구(Kim & Cho, 2009)에서는 식당과 식시설, 

식시설내의 평면유형을 분리하 으며 공간연계도를 통

해 조리장내 공간배치 유형을 제안하 다.

식품 양학 련 연구로는 식품 양학 에서의 식

시설 내 기능 공간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식품 생

리와 HACCP제도(Kang, 1996)를 바탕으로 학교 식 

HACCP 용을 한 시설 개선(Kang, 2000)에서는 HACCP

의 도입 결정 이후 1999년 일반모델을 개발하여 2000년 시

범 용의 과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 학교 식의 

생수  향상을 해 HACCP제도  Dry Kitchen 개념을 

용한 시설모델 개발(Choi, 2005)에서는 일본의 학교 식

시설기   드라이키친 시설의 기 을 분석하여 이를 용

한 학교 식시설의 평면을 제안하 다. 경기도지역 학교

식시설의 기능 공간별 면 황  구비기기의 정요건 제

안(Chang, Son & Choi, 2009)에서는 공간별 면 황을 

악하고 식재료의 사용을 분석하여 조리작업별로 필요한 공

간과 구비기기들의 정요건을 제안하 다.

식시설의 생 리와 업무종사자들의 효율 인 작업

을 한 식시설의 설비와 환경계획에 한 연구들이 주

를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2.2 학교내 급식시설의 배치요인

식방법은 교실에서 배식하는 개별 식과 식당에서 배

식하는 단체 식으로 나뉘는데 재는 식당에서 배식하는 

단체 식이 주를 이루어 계획되고 있다. 식당과 식시설

은 연계방법에 따라 식당과 식시설이 동일 층에 근 하

여 설치된 연계형과 식당과 식시설이 동일 층에 설치되

어 있는 경우, 다른 층에 설치된 경우, 개별교실에서 이루

어지는 경우의 3가지 유형의 분리형으로 나 어지며 분리

된 식당과 식시설은 복도나 덤웨이터를 통해 연결된다. 

식시설 내에서는 각 작업공간이 분리되는 방법에 따라 

<Table 1>과 같이 통합형, 부분분리형, 분리형으로 나뉘

는데 (Kim & Cho, 2009) 식당과 식시설  식시설 

내 공간 분리 유형에 한 기 이 마련될 당시는 개별

식과 단체 식이 모두 이루어졌으며 식시설 내 공간은 

통합형과 부분분리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통합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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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riteria
floor space index for storage in cooking area

(조리실 식품보 실의 면 기 )

1993
descrip-

tion

area

the 

number of 

students

area calculating 

formula

calculated 

area

(m
2
)

cooking 

area

below 50 14m
2

14

51-100
14m2+0.14m2×

(A
*
-50)

14.14-21

101-150
21m

2
+0.14m

2
×

(A-100)
21.14-28

151-200
28m

2
+0.14m

2
×

(A-150)
28.14-35

201-250
35m

2
+0.14m

2
×

(A-200)
35.14-42

251-300
42m

2
+0.14m

2
×

(A-250)
42.14-49

301-600
49m

2
+0.05m

2
×

(A-300)
49.05-64

601-900
64m

2
+0.04m

2
×

(A-600)
64.04-76

901-1200
76m

2
+0.04m

2
×

(A-900)
76.06-88

1201-1500
88m

2
+0.04m

2
×

(A-1,200)
89.04-100

above 

1501

88m
2
+0.02m

2
×

(A-1,500)

above 

100.02

* A: the number of students

2007

criteria
detailed criteria for foodservice facilities

( 식시설의 세부기 )

descrip-

tion

addition of criteria for cooking area, food storage, 

office, and amenities

2013

criteria
detailed criteria for foodservice facilities

( 식시설의 세부기 )

descrip-

tion

addition of sanitation facilities in cooking area and 

dining area

Table 2. the change of detailed criteria for foodservice facilities 

(학교 식법 식시설의 세부기 의 변화)

workspace large cooking area small cooking area

contamination area

receiving area

pre-preparation area 

food storage area

receiving area

pre-preparation 

area

food storage area

cleaning area

(washing area)

non-

contamin

ation 

area

semi-

sanitized 

area

cleaning area

(washing area)

cooking area(heating)

food cutting area

cooking area 

(heating)

cooking area

(non-heating)

distribution area

ware storage area

sanitized

area

cooking area

(non-heating)

distribution area

ware storage area

Large: above 1000 students, Medium: 501-1000, 

Small: below 500

Table 3. workspace as cooking area in size(조리실의 규모별 작업구역)

단일공간에 모든 실이 구획되어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

고, 부분분리형은 식과정  각 과정별 소요설비환경조

건이 미비할 경우 드라이키친이 실 되기 힘들다. 분리형

은 반 인 공간분리로 소요설비환경에 향을 게 받

으며 교차오염가능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2.3 학교급식법 세부기준의 변화

1993년 제정된 학교 식법의 시행규칙에서는 조리실·식

품보 실의 면 기 이 <Table 2>와 같이 식학생수에 

따른 산출식에 의해 산출면 이 제시되었다. 이는 식학

생수만을 우선변수로 고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리실의 

규모는 학생수의 규모 외에 그에 따른 작업인원수, 기기의 

종류와 크기, 작업 흐름 등에 더 향을 받는다. 따라서 

조리실의 면  산출시에는 식학생수 외에도 조리기기의 

종류  배치에 의한 면 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Lee, Oh 

and Jeong, 2002) 2007년 식시설의 세부기 이 마련되

면서 학교 식법 시행규칙의 제3조 제1항과 련하여 조

리장, 식품보 실, 식 리실, 편의시설의 계획에 련된 

시설기 이 개정되었다. 2013년 식 생에 한 기 이 

강화되면서 조리장내 각 실 뿐만 아니라 세척설비에 한 

세부기 과 식당을 설치하는 기 이 추가되고 이를 통해 

식시설이라는 용어는 조리실만을 의미하던 것에서 재

는 식당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3. 조사 상학교의 분석

3.1 학교급식시설의 공간구성

선행연구에 의하면 조리실의 규모별 작업구역은 오염구

역과 비오염작업구역(Lee, Oh & Jeong 2002)으로 구분되

며 <Table 3>과 같다. 규모 학교는 식학생수 1000명 

과, 소규모학교는 식학생수 500명 이하, 규모학교는 

501이상 1000명 이하의 경우로 구분한다.

각종 식재료가 반입되어 조리된 후 배식, 취식, 퇴식, 그

리고 잔반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기능 인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실들과 이러한 실들이 정상 으로 운 되기 한 

보조 인 기능을 지닌 부 공간들로 구성되는 식시설은 

크게 주방과 식당으로 구분되며 주방은 조리장 역 식

종사자 이용 역(Kim & Cho, 2009)으로 나 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공간의 면 분석을 해 세부기 에 

따라 식시설을 식당과 주방공간으로 나 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능공간별 분류를 재구성하여 처리구역, 조리

구역, 세정구역, 창고, 직원실의 5가지 공간으로 구분하여 



서붕교

6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제23권 제5호 통권 제114호 2016년 9월

schools
class

(classes)

expected 

students

total floor 

area(m
2
)

cafeteria

(m
2
)

kitchen

(m
2
)

foodservice

area(m
2
)

ratio of foodservice 

area

A 37(general 36, special 1) 1295 12601.6 749.9 274.0 1023.9 8%

B 37 1295 11321.3 810.8 257.8 1068.6 8%

C 26(general 24, special 2) 910 10106.4 654.6 304.9 959.5 8%

D 31 1058 12003.9 734.8 244.0 978.8 8%

E 25(general 24, specia l1) 875 11007.2 853.5 268.5 1122.0 9%

F 34(general 33, special 1) 1190 10821.4 835.5 232.8 1068.3 8%

G 37(general 36, special 1) 1267 14496.8 802.1 269.9 1072.0 9%

H 36 1260 12440.0 695.8 227.8 923.6 7%

I 36 1260 11316.0 693.3 226.3 919.6 7%

J 25(general 24, special 1) 875 9628.7 644.9 248.6 893.5 7%

K 27(general 26, special 1) 945 8698.0 666.3 321.0 987.3 8%

L 32(general 30, special 2) 1120 9973.3 324.3 237.4 561.7 4%

M 37(general 36, special 1) 1295 14397.1 855.3 314.2 1169.5 9%

N 38(general 36, special 2) 1330 14824.8 819.3 283.8 1103.1 9%

Table 5. general matters and occupied ratio of 14 schools(14개 상학교 일반 황과 연면  비 식시설 유율)

기능공간  공간규모 분석을 실시하 다. 

14개 상학교 모두 주방공간은 분리형으로 계획되었으

며, 배식구역에 있어 14개 상학교  8개의 학교에서 식

당에 배식 , 음수   퇴식 를 마련하여 식 이후 식

기를 수거하여 세척실로 운반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므로 

별도의 배식구역을 기능공간으로 추가하지 않고 식당면

으로 포함하 다.

3.2 조사대상학교의 일반현황

학교 식시설의 세부기 이 마련된 2007년 이후 개교한 

수도권의 14개의 · ·고등학교의 식시설의 면 을 

악하고 식당과 식시설을 확보하기 한 체 학교 내의 

면 분포를 확인하기 해 연면  비 식시설 유율

을 분석하 다. 산출식은 <Table 4>와 같다.

calculation of occupied ratio of foodservice facilities of total 

floor area

occupied ratio(N)  
 

×100

Table 4. occupied ratio of foodservice facilities of total floor area

(연면  비 식시설 유율)

14개 상학교의 일반 황은 <Table 5>와 같으며 상

학교의 계획학생수는 875-1330명으로 앞의 선행연구에 의

한 분류에 의하면 모두 규모학교 이상에 해당한다. 용

된 산출식에 의해 연면  비 식시설 유율은 4-9% 

범 로 나타났으며 평균 8%의 유율을 보 다. 주방과 

식당의 계의 경우 식당 63%, 주방37% 으로 나타났다.

이  주방 공간 구성에 있어 유사한 공간배치를 보이

는 사례가 있어 표 인 특징을 보이는 9개의 사례들을 

선정하여 세부분석을 진행하 으며, 일반 황은 <Table 

6>과 같다. 상학교들은 공간계획에 있어 식시설 이용

자로서 양사 1명을 비롯한 조리원  800-1300명의 학

생이 이용하는 식시설로서의 기 으로 계획되었다. 상

학교들이 최근 2년 이내 개교한 상황을 감안하여 학생수

가 100명이하인 경우, 한 학년만 운 되는 경우, 일부학년

만 운 되는 경우 등 학생수가 게 나타난 사례도 포

함하여 진행하 다. 교과실과의 연계측면에서 상학교 모

두 1,2층에 분포하며 연계되어 있고 지하층에 설치된 곳은 

없다. 4개의 학교는 식시설이 지상1층, 5개의 학교는 지

상2층에 계획되어 있다. 식자재 반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

기 해 지상1층 식시설의 경우 처리구역에서 외부와 

면하는 출입구를 계획하고 지상2층의 식시설의 경우 덤

웨이터를 통해 식자재가 반입된다.

3.2 학교 급식시설 설계안의 공간구성 분석

9개 상학교는 공간구성유형 의해 식당과 식시설간

의 연계형으로 구분되며 식시설 내 공간 구성에 있어서

는 <Table 1>에 따라 각각 분리형이 된다. 크게 처리

구역, 조리구역, 세척구역, 검수구역, 직원실, 창고로 구분

된 주방공간은 식시설의 세부기 에 따라 처리구역, 

조리구역  식기구 세척구역은 벽과 문으로 구획하여 일

반작업구역과 청결작업구역으로 분리계획되어 있다. 

최근 계획된 학교별 주방공간의 연계유형을 재분석한 

결과 식시설의 주방은 <Table 8>과 같이 작업흐름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좁 질 수 있다. 처리구역-조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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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A B C

floor plan with 

foodservice facilities

established year 2015.05, reopened 2011.03, opened 2015.03, opened

foodservice

location
2
nd
 floor 2

nd
 floor 1

st
 floor

classes

(1-6 grade)
6(1/1/1/1/1/1) 49 (10/9/8/6/6/5) 9(2/2/2/1/1/1)

enrolled students 73 1447 232

seats in dining area 504 436 354

dietitian and 

workers
1+3 1+6 1+@

school D E F

floor plan with 

foodservice facilities

established year 2012, moved 2014, moved 2011.10, opened

foodservice

location
1
st
 floor 2

nd
 floor 2

nd
 floor

classes

(1-6 grade)
25(9/8/7/1) 20(8/8/3/1) 28(10/8/9/1)

enrolled students 826 555 885

seats in dining area 432 386 506

dietitian and 

workers
1+3 1+@ 1+7

school G H I

floor plan with 

foodservice facilities

established year 2015.03, opened 2009.03, opened 2009.03, opened

foodservice

location
2
nd
 floor 1

st
 floor 1

st
 floor

classes

(1-6 grade)
12(1st grade) 33(10/10/10/3) 25(8/8/8/1)

enrolled students 358 934 712

seats in dining area 510 363 420

dietitian and 

workers
1+@ 1+@ 1+7

Table 6. floor plans and general matters of 9 analyzed schools(9개 세부분석 상학교의 배치도와 일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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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kitchen plan linked diagram no. kitchen plan linked diagram

A F

B G

C H

D I

E

L PR
pre-preparation 

area ( 처리구역)

E C
cooking area

(조리구역)

G CL
cleanig area

(세척구역)

E S
storage

(창고)

N W
worker’s room

(직원실)

D CA
cafeteria

(식당) 

D
dumbwaiter

(덤웨이터)

Table 7. analyzation of kitchen(학교별 주방공간의 연계유형 분석)

layout in straight(직렬형) layout in parallel(병렬형)

PR C CL PR

C

CL

pre-preparation–cooking- 

cleaning

pre-preparation-cooking

pre-preparation-cleaning

Table 8. type of kitchen layout(학교별 주방공간의 연계유형 분석)

역-세척구역으로 연결되는 직렬형과 처리구역에서 세척

구역과 조리구역으로 각각 연결되는 병렬형이다. 병렬형으

로 사례 I가 해당되며 이는 세척구역과 조리구역의 동선

이 길어지는 단 이 있지만 식기구 세척의 기능만을 담당

하여 생 이다. 주방공간은 처리구역을 심으로 평면

계획이 개되는데 직원휴게실 등의 직원실은 처리구역

에 면하여 설치되는 계획이 주를 이룬다. 사례 G의 경우 

조리구역과 직원실이 연결되는데 이는 조리원의 각 구역

으로 하는 동선이 짧아진다.

조리기구의 배치상 주요 특징으로는 처리구역의 식자

재 창고, 양문형 보온냉장고·냉동고는 조리구역과 연결되

고, 스 기는 증기발생으로 인해 외기에 면하는 쪽으로 일

렬 배치되어 있었다. 세분화된 구역구분에 의해 조리구역

을 통해 배식이 이 지거나 세척구역이 세제창고와 연계

되어 있거나 식기구용과 조리용기구 세척구역이 구분된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3.3 학교 급식시설 설계안의 실별 공간규모 분석

각 구역  소요실의 면 을 측정하기 해 기능공간별로 

식당, 주방, 사무실, 기타실로 구분하고 실사용 공간규모의 

악을 해서 내측치수로 각 구역  소요실의 면 을 측

정하 다. 기존 세부기 과 비교할 때 계획된 학교들의 조

리구역은 비교  넓은 면 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심시

간 동안 실제로 사용되는 정규모의 공간을 산출하기 해

서 계획된 학생수, 재학생수, 좌석수에 따른 식시설의 

유면 을 도출하여 평균값을 비교해 <Table 10>과 같이 

정리하 다. 

계획학생수에 따른 식시설의 유면 은 학생 1명당 

0.54 , 학생수에 따른 식시설의 유면 은 학생 1명

당 2.30 , 식당에서의 좌석수에 따른 식시설의 유면

은 1.71로 나타났다. 계획학생수와 학생수를 기 으

로 식시설의 면 의 규모를 측하고 계획할 경우 공간

의 낭비나 부족이 상된다. 따라서 변화에 응하는 학교

를 한 식시설의 규모산정은 좌석수에 의한 식시설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학생수와 좌석수에 따라 

유면 을 비교했을 때 일정한 변화보다는 개별요소에 

따른 특징이 드러났다. 계획학생수는 실사용을 반 하지 

않은 지표이며 학생수는 학교의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

므로 실의 규모와 상인원에 따른 좌석수를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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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kitchen diagram area
size

(m2)
proportion

size of

1 seat
no. kitchen diagram area

size

(m2)
proportion

size of

1 seat

A

PR 69.1 25% 0.14

F

PR 59.2 25% 0.12

C 93.7 34% 0.19 C 89.5 38% 0.18

CL 51.7 19% 0.10 CL 35.7 15% 0.07

S 15.1 6% 0.03 S 14.7 6% 0.03

W 44.4 16% 0.09 W 33.7 14% 0.07

Total 274 100% 0.54 Total 232.8 100% 0.46

B

PR 35 14% 0.08

G

PR 65.4 24% 0.13

C 92.9 36% 0.21 C 88.8 33% 0.17

CL 44 17% 0.10 CL 45.1 17% 0.09

S 28.9 11% 0.07 S 21.9 8% 0.04

W 57 22% 0.13 W 48.7 18% 0.10

Total 257.8 100% 0.59 Total 269.9 100% 0.53

C

PR 75.9 25% 0.21

H

PR 42.1 18% 0.12

C 121.8 40% 0.34 C 105.2 46% 0.29

CL 41.1 13% 0.12 CL 32.3 14% 0.09

S 20.4 7% 0.06 S 19.1 8% 0.05

W 45.7 15% 0.13 W 29.1 13% 0.08

Total 304.9 100% 0.86 Total 227.8 100% 0.63

D

PR 53.2 22% 0.12

I

PR 49 22% 0.12

C 77.6 32% 0.18 C 73.1 32% 0.17

CL 38.5 16% 0.09 CL 31.5 14% 0.08

S 42 17% 0.10 S 41 18% 0.10

W 32.7 13% 0.08 W 31.7 14% 0.08

Total 244 100% 0.56 Total 226.3 100% 0.54

E

PR 54.2 20% 0.14 L color abbr. area

C 91.3 34% 0.24 E PR pre-preparation area

CL 46.1 17% 0.12 G C cooking area

S 23.2 9% 0.06 E CL cleanig area

W 53.7 20% 0.14 N S storage

Total 268.5 100% 0.70 D W worker’s room

Table 9. type of kitchen layout(학교별 주방공간의 연계유형 분석)

가 있다. 좌석수는 한 동시간 에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수이므로 식당의 정규모를 산정하기 한 지표가 된다. 

식당 내 좌석의 수가 유사한 사례들을 비교하면 식당구역

의 규모는 균등하나 식당구역에서의 방풍실과 부속실의 

여부에 따라 체면 이 차이가 크므로 개별실의 규모와 

유무가 식시설 면 과 학교의 체규모에 향을 미치

는 것이므로 개별실의 특징을 도출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사례별로 각 주요구역의 면 을 학생 1명을 기 으

로 하여 각각의 소요 면 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상학

교에서 나타나는 기능공간의 면 의 평균과 각 실별 면  

비, 그리고 학생 1인당 식시설의 기능공간별 유면 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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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ndex

expected students enrolled students seats in cafeteria

A 0.58 10.34 1.50

B 0.60 0.54 1.79

C 0.71 2.77 1.81

D 0.67 0.85 1.63

E 0.93 1.47 2.11

F 0.64 0.86 1.51

G 0.61 2.17 1.52

H 0.55 0.75 1.92

I 0.54 0.96 1.62

deviation 0.11 3.10 0.21

average size

(m
2
/인)

0.64 2.30 1.71

Table 10. occupied size of foodservice facilities by index(m2/인)

(기 에 따른 학생 1인당 식시설 유면 )

area
average size

(m2)

average

proportion

average size per 

1seat(m2/인)

PR 55.90 22% 0.13

C 92.66 36% 0.22

CL 40.67 16% 0.10

S 25.14 10% 0.06

W 41.86 16% 0.10

Total 256.22 100% 0.60

Table 11. average sizes and ratio among areas

(기능공간별 평균 크기와 면 비)

4. 결론

본 연구는 1992년 특수학교와 1993년 등학교에서의 

무상 식으로 확 되어온 학교 식시설의 효율 인 운

과 더불어 식시설의 이용자인 학생과 업무종사자를 고

려한 합리 인 계획요소를 도출하고자 2009년 이후 개교

한 수도권의 14개의 · ·고등학교를 상으로 공간구성

과 공간규모를 분석하 다. 

학교 식시설 공간구성 매뉴얼에 의해 구분되는 기  

 단순 구성으로 개별실이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이 다

수로 나타났으며 오염작업구역과 비오염작업구역을 분리

시킴으로써 조리시 발생될 수 있는 생사고를 방지하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식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학생 수에 따라 공간  면

 분석을 진행한 결과 공간규모에 있어 체 교사에서 

별도의 식시설공간으로 구분하여 공간규모에 있어서 

체 연면  비 5-7%의 식시설면 을 확보하고 6:4의 

비율로 식당과 주방이 계획되고 있다. 주방공간의 주요구

역의 연계는 분리형으로의 계획이 선호되고 있으며 이는 

직렬형과 병렬형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주방공간의 주요구역의 규모에 있어 기존의 교과실에 

따른 재학 상 학생수에 따라 식시설의 규모를 산정할 

경우 감소하는 학령인구의 변화에 응하기 힘들다. 따라

서 주방규모의 산정을 해서 식당과의 연계를 통한 좌석

수의 규모에 따른 면 구성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장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계획과 실제 

장에서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실질 인 공간 환경행태

를 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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