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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7차 교육과정의 운 방식이 추진되면서 학교는 교육

자 심의 ‘수업을 하기 한 학교’에서 벗어나 아이들 개

개인의 개성 차이를 본질 으로 인정하고 아이들이 ‘스스

로 배우는 학교’라는 이념을 기본 축으로 하여 방향을 

환해왔다. 이러한 교육 이념은 교육이 교실에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장소로 인식

하여 학교 건축 공간계획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학교 

식시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 상담, 휴식, 교류, 식사, 

놀이 등의 다양한 생활 에서 식사의 행 가 일어나는 

곳이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인 교육에서 나아가 

단체 식을 통해 자율과 동이 발생하는 식시설은 생

활에 어울리는 ‘장소’ 혹은 ‘생활환경’으로서의 공간이 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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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교육시설학회 연구과제번호 201601에 의한 과물임.

따라서 본 연구는 재 100% 학교 식이 이루어지고 있

는 우리나라의 학교 식시설에 해 사용 후 평가의 

에서 설계와 공 이후 이용 황을 조사하여 설계자의 의도

와 사용자 사이의 간극을 임으로써 진 된 학교 건축계획

의 방향제시에 목 을 둔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경인지역의 2009년 이후 개교한 5개의 등

학교, 3개의 학교, 6개의 고등학교를 상으로 하며, 

상학교  이용 황조사가 가능한 8개의 학교를 선정하여 

2016.10.20.～11.03.간 장방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연구방법으로는 첫째, 물리  환경과 이용자 행동에 

한 찰조사로 주방기기·좌석의 배치 등의 변화를 기록

하는 이용 황을 악하 다.

식자재반입, 처리, 조리, 배식, 세척에 이르는 일련의 

식업무과정에 따른 주방공간의 사용시간표를 악하고 

식당공간 주 이용자인 학생, 양사, 조리원, 교사 등의 동

선을 일정시간 간격으로 행동을 찰하고 특이사항을 기

록·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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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ivision
Schoo

l
Location

Opened

year

Placed

floor
Size

Visiting 

Date 

1

Ele-

mentary

school

ES1 Hanam 2015.5 2 L 10.20

2 ES2
Namyang- 

ju
2015.3 1 M 10.24

3 ES3
Pyung-

taek
2011.3 2 L X

4 ES4 Ansan 2009.3
1, Below 

classroom
M X

5 ES5 Siheung 2017.3 2 L X

6
Middle

school

MS1 Incheon 2012.3 1 L 11.03

7 MS2 Suwon 2013.3 2 L 10.28

8 MS3 Incheon 2014.3 2 M X

9

High

school

HS1 Suwon 2015.3 2 L 10.31

10 HS2 Yongin 2009.3

1, Below 

Gym&class

room

L 10.27

11 HS3
Namyang- 

ju
2016.3 2 L 10.25

12 HS4 Hanam 2015.3 1 L 10.21

13 HS5 Yongin 2016.3 2 L X

14 HS6 Siheung 2009.3 1 L X

Table 1. General matters of Surveyed schools

Phase Work scope Major kitchen appliances

1 Receiving
Work table, Scale, Moving table, Thermometer, 

Hand sterilizer

2
Pre-

preparing

Sink, Food mixer, Food cutter, Work-in 

Refrigerator, Overall sterilizer

3 Cooking

Rice washer, Rice Cooker, Steam kettle jacket, 

Gas kettle, Gas range, Griddle, Oven, Heating 

cabinet, Refrigerator, Freezer, Work table,

sink, Overall sterilizer

4 Serving

Moving rice and side dish warmer cart, 

Moving soup warmer, Hand sterilizer, Water 

fountain, Table

5 Washing
Work table, Tray soaking sink, Dish washer, 

Dish sterilizer, the Leavings carter

6 General Cabinet, Washing machine

Table 2. Major kitchen appliances

둘째, 양사와 조리사를 심으로 하는 주방공간에 

해 면담조사를 실시하 다. 작업과정에 따라 식자재  이

용자의 효율 인 동선 리  공간 인식을 한 이용자 

특성을 분석하 다.

셋째, 장방문조사 이후 유용한 결론을 도출하기 해 

설계실무자와 주방기기업체 표와의 추가 면담조사를 진

행하 다. 장방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화된 부분과 고정된 부분에 한 실무자의 의견을 종합

하 다.

1.3 학교급식시설의 공간계획에 관한 선행연구

학교 식시설은 1981년 학교 식법이 제정되면서 조리

실 등 식에 련된 공간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교 

식의 면 확  기간을 지나 생에 한 요성은 단체 

식에 의한 잇따른 집단 식 독 사건1)으로 인해 2000년 

교육인 자원부가 식품 해요소 리기 (HACCP)을 도

입하면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생에 한 요구에 응하

는 학교 식조리실 표  설계안 연구, 시설·설비개선을 

한 매뉴얼 시행 등은 학교 식시설 계획에 있어 공간의 효

율성과 이용자를 고려하는 계획으로 변천해왔다.

1) 당시 식품의약품안 청에서 집계한 99년도 식 독 발생 황자

료에 의하면, 99년 3월부터 11월 까지 발생한 총 159건의 식

독 발생건수에 따른 환자 수 7,999명  44.6%에 해당하는 

3,164명(22건)이 학교 식소에서 발생 

학교 식시설 계획에 한 연구는 건축학측면과 식품

양학측면으로 구분되는데2) 건축학 련 연구는 식시

설 내 조리실 즉 주방공간의 계획에 해 진행되어 왔다. 

오덕성(2001)3)은 각 실에 한 설계지침  공간구성·건

축환경설비· 생설비·작업장 구획과 기기설치를 한 기

과 별 독립형과 교실연계형으로 조리실의 평면을 분류하

여 학교 식 시설 조리실 표 안을 제시하 다. 이택훈

(2003)은 식당공간계획에 해 지침을 제시하고 효율성 재

고를 통해 다목 활용을 제안하 다. 김경호(2009)4)는 식

당공간과 주방공간의 연계와 식시설 내의 평면유형을 

분리하고 공간연계도를 통해 조리실내 공간배치 유형을 

제안하 다. 서붕교(2016)는 매뉴얼이 시행된 이후 개교한 

수도권의 학교에 한 식시설의 공간 분석을 통해 식

시설의 최근 설계 동향을 악하 다.

식품 양학 련 연구는 식품 생 리측면에서 HACCP

제도 (Kang, 1996)가 도입5)되면서 학교 식시설의 개선

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HACCP의 도입 결정 

이후 일반 모델을 시범사례로 용하고 학교 식의 생

수  향상을 해 최경기(2005)6)는 일본의 학교 식시설

기   드라이키친 시설의 기 을 분석하여 이를 용한 

학교 식시설의 평면을 제안하 다. 장혜자(2009)는 공간

2) 서붕교, 학교 식시설의 공간 분석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2016, p.4～p.5

3) 오덕성, 이화룡, 학교 식시설 조리실 설계 지침과 모형에 

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2001 

4) 김경호, 조민 , 학교 식시설의 환경개선 방향에 한 연구:

서울지역 · 등학교를 심으로, 한건축학회, 2009.1

5) 강 재, 식품 생 리와 HACCP제도, 한국식품과학회, 1996.3

6) 최경기, 학교 식의 생수  향상을 해 HACCP제도  

Dry kitchen개념을 용한 시설모델 개발, 연세 학교 생활환

경 학원 석사학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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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area 

in surveyed schools

Spatial configuration in kitchen 

area

Receiving area Pre-preparing area

Dumb waiter, Elevator

Pre-preparing area

Cooking area Cooking area

Washing area Washing area

Dietitian’s room
Worker’s area

Worker’s room

Shower room

Toilet

Food wastes Disposal area Storage

Food·detergent Storage

Boiler room Other

Passage

Table 3. Classified kitchen area

별 면 황을 악하고 식재료의 사용을 분석하여 조리

작업에 따라 정 공간규모와 구비기기들을 제안하 다.7)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교한 학교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변화와 이용 황 분석을 통해 진 된 학교 건축의 계획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조사 상학교의 분석

2.1 학교 급식시설의 공간구성

련 법령에서 식당기 이 추가됨에 따라 최근 개교한 

학교 식시설은 주방공간과 식당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

다8). 식시설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일상 인 

행동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장소로 주방기기 등의 장치에 

의해 공간에서의 상황을 형성한다. 행동장치 개념9)과 공

간인지 차원10)의 에서 학교 식시설의 공간을 구성

하는 다양한 주방기기와 좌석 등은 행동장치로써 작용한

다. 장치에 한 인식과 공간에 한 인지는 이용자의 일

상 인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들이 공간에 응하

는 방식에 의해 공간이용특성을 찾아낼 수 있다. 

(1) 학교 식시설의 주방공간

식시설 내 주방공간에서 일어나는 작업은 식자재의 

반입부터 음식물쓰 기 처리까지 식 업무종사자의 작업

흐름에 따라 6가지 단계로 나  수 있다.11) 주방공간에서 

사용되는 주요기기는 식자재의 반입에서부터 잔반처리에 

이르기까지 작업의 구분, 즉 행 에 따라서 주요 행동장치

인 주방기기들이 배치된다. 오덕성(2000)12)에 의하면 단계

7) 장혜자, 손혜정, 최경기, 경기도지역 학교 식시설의 기능 공간

별 면  황  구비 기기의 정요건 제안, 한국식품조리과

학회, 2009.8

8) 2013년 식 생에 한 기 의 강화로 주방공간내 각 실 뿐

만 아니라 세척설비에 한 세부기 과 식당을 설치하는 기

이 추가되어 식시설의 용어는 주방공간만이 아닌 식당을 포

함한 의미로 사용된다.

9) behavior setting, 사회과학자 로져 바커(Barker, R.G. 1903～

1990, social scientist) 등이 개한 생태학  심리학에서 나타

나는 용어. 행동장치의 구성요소는 ①반복되는 행동- 형 인

행동(a standing pattern of behavior) ②환경이 있는 특정한 

이아웃-환경요소(milieu) ③그 두 가지의 일치된 계-시노

몰피(synomorphy) ④특정의 시간

10) 깁슨(James J. Gibson. 1904～1979, psychologist)은 환경의 

가치  의미는 외계로부터 직  추출된 것으로 ‘길은 이동을 

방해하는 지형의 특징사이를 장소에서 장소로 보행 이동하는 

것을 포함’으로 인식한다.

11) 김경호 외, 서울특별시 학교 식시설 설비 개선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 2008

별 행 에 따른 주요 주방기기가 구분되는데 조사 상학

교의 황과 비교하여 재구성한 결과 다음 표와 같다.

주방공간의 경우 HACCP의 용 등 합리 인 표 설계

를 바탕으로 벽에 의해 일차 으로 공간이 구분되고 각 

작업행 에 따라 역을 형성한다.

조사 상학교는 HACCP을 용한 조리실로서 가능한 

한 오염작업구역과 비오염작업구역(청결구역, 청결구역)

으로 작업구역을 구획하여 생 인 작업흐름이 가능하도

록 하고 있다. 조사 상학교는 3곳이 규모 학교이나, 

규모 학교의 기 인 학생수 1000명과 차이가 으며 식

시설의 면 에 있어 규모 학교와 유사한 규모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식시설의 공간구성 분석을 한 

틀로써 규모 학교의 주방공간 작업구역의 구분을 참고

하 다.

조사 상학교에서의 기능공간의 이용 황과 선행연구에

서 제시하는 작업구역 구분은 공간구획과 작업과정의 큰 

흐름에 따라 처리구역, 조리구역, 세척구역, 직원실, 창

고, 기타실의 6가지로 재구분할 수 있다.

주방공간은 각 작업에 따라 주요 구역 안에서 역을 

형성한다. 검수구역의 경우 8개의 사례  1곳에서 검수구

역을 벽으로 구획하 으며, 처리 과정시 사용하는 앞치

마와 장화 소독고를 처리구역에 별도로 배치하여 오염

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 다.

이외 7개 사례에서는 울과 이동식 작업 로 이루어진 

검수 역을 형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처리가 된 식자재

12) 오덕성 외, 학교 식 조리실 표 설계안 연구, 교육부, 2000, 

p.4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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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

ool
Usage Description in school

Sch-

ool
Usage Description in school

ES1 HS1

① formation for receiving area

② refrigerator added

③ heating cabinet added

④ pre-preparing for the kinds 

of food ingredients

⑤ dish sterilizer added

① formation for receiving area

② lower-height gas range 

added

③ tray soaking sink layout

④ dietitian assistant’s desk 

added

ES2 HS2

① formation for receiving area

② lower-height gas range 

added

③ changed 2 spaces

④ lengthened circulation for 

separated washing area with 

wall① formation for receiving area

② opened cooking area for not using as serving area

MS1 HS3

① shortened work-flow by placing overall sterilizer in worker’s 

room

② dish sterilizer added
① formation for receiving area

② pre-preparing of the kinds of food ingredients

MS2 HS4

① formation for receiving area

② lower-height gas range 

added

③ refrigerator, freezer added

④ tray soaking sink layout① formation for receiving area

② tray soaking sink layout

③ divided into 2 serving lines 

Table 4. Usage characteristics in the kitchen area

의 유통으로 검수과정이 간소화 되어 양사는 인터뷰에

서 검수구역이 따로 구획되어 있지 않는 것에 크게 불편

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

조리구역에서는 주요 식단인 한식의 조리 특성상 필요

한 국솥, 스 오 기, 가스 지 등을 배치하는데 이는 설

계와 시공단계를 거치면서 교육청, 시공업체, 양사 등 

담당 업무자들 간의 의 후 배치된다. 특히 가열 조리시 

무거운 식기 등의 운반을 고려해 낮은 높이의 가스 지를 

주문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척구역에서는 

주로 식  세척을 담당하는 식기세척기의 치가 고정되

어 있으며, 애벌세척을 한 세정 역이 두 단계로 형성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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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ormation for receiving area of MS1 & ES1

School layout School layout

ES1 HS1

ES2 HS2

MS1 HS3

MS2 HS4

* The dark area is a cafeteria for the school faculties.

Table 5. The table layout in cafeteria

양사실의 경우 처리구역, 조리구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창문이 계획되는데 시야확보를 고려한 계획이 이

루어져야 한다. 반면 식당공간과 연결된 창문은 블라인드

로 차단되어 있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양 상담을 받기 

해 양사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 라이버시 보호

가 가능한 계획이 요구된다. 조리원 휴게실은 최소한의 공

간으로 구성되어 짧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석식을 하

는 고등학교의 경우 장시간 업무에 따른 휴식공간 확보와 

이를 고려한 내부공간계획이 요구된다. 

(2) 학교 식시설의 식당공간

식당공간의 순환흐름은 공간을 구성하는 단 로서 배식

와 퇴식 의 치가 심을 형성하고 좌석까지의 통로

로 연속 계를 형성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 는 손

소독기, 음수 , 세수 가 만드는 역에 근하거나 근

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행동을 찰함으로써 이용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cafeteria

servingwaiting

returnin

g

Figure 2. Behavior setting and spatial configuration in cafeteria

식당공간의 경우 Table 5과 같이 좌석배치 황이 나타

난다. 고등학교  2개의 사례에서 교직원 식당이 별도로 

구획되었는데, 그  한 곳은 사용상의 문제로 폴딩 도어

로 구획한 것을 없애고 이동이 가능한 티션을 통해 교

직원 식당의 역을 분리하 다. 교직원 식당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역과의 분리를 통해 이용인원을 수용하는 정

도로 공간을 사용한다. 반면, 교직원식당과 학생식당의 

역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도 

등학교에서와 같이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학

이 나타나는데,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식사 시간을 함께 

가지며 선생님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다는 응

답이 있었다. 

배식 운 에 있어서 , , 고등학교는 연령, 성별에 따

라 이용특성이 구분된다. 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의 

식지도로 한 열의 책상에서 함께 식사하고 식사 후 식

을 검사하는 행 가 나타난다. 이는 등학교 식당공간 계

획에 있어서 소단 로 그룹핑된 좌석배치가 극 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다. , 고등학교의 경우 반별로 순차

으로 입실하고 학생도우미들의 극 인 참여가 이루어진

다. 직선 인 배치로 효율성을 강조하 지만 곳곳에서 동

선이 교차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의 지체로 이어진다. 식

질서를 담당하는 학생도우미의 인터뷰와 찰 결과 도우

미들도 어떤 학생이 어떤 반인지 알 수 없어 사실상 몰리

지 않는 정도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식사기능 외 다른 용도로의 식당공간 활용은 지양하고 

있다. 양과 련된 교과과정을 수용하기 해 학교 설계

시 가스 지, 세정  등을 구비한 가사실이 별도로 계획되

고 있다. 한 방과 후 활동에도 이용되고 있는데, 실습시 

주로 화력을 사용하지 않는 메뉴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

다. 오 이나 화력을 사용해야하는 특수한 경우 양사와 

학교장의 허락에 따라 식시설의 주방공간의 일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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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Usage of the kitchen area in ES2

Figure 3. Usage of the cafeteria in ES1

을 허가하고 있다. · 학교의 경우 실생활 능력 향상과 

진로 성탐색을 해 가사실이 비교  활발히 이용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학습 주로 교과과정이 편성되고 양과

정의 비 은 낮아 가사실이 계획되어 있어도 사용빈도가 

매우 낮다. 

식소 원회회의를 운 하는 학교의 경우 회의실까지

의 거리상 문제와 시간 약을 해 식당에서 회의를 실시

하는 학교가 나타나며 규모 행사시 다과를 비해 기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정청탁  품 등 

수수의 지에 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다과 등 불필요한 

행사나 소모임에 해 조심스러워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추세이다. 

3. 학교별 이용특성 분석

3.1 초등학교 급식시설의 이용특성 

등학교에서의 식당공간은 담임교사와 함께 하는  

하나의 교육환경으로 운 되고 있다. 하나의 열에 한 학

의 학생이 앉거나 지정좌석제를 운 하여 자리를 찾느라 

학생들의 이동이 지체하지 않도록 시간 리를 하고 있다. 

학년의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을 모두 볼 수 있는 가

운데 자리에 앉아 마지막 학생이 일어날 때까지 모든 아

이들의 식 을 검하고 식사를 하는 도 에는 반찬을 밥 

에 올려주는 등 올바른 식습  형성을 한 식교육 

지도가 이루어졌다.

고학년의 경우 학생도우미로 사를 하는데 배식담당과 

테이블 청소담당으로 나 어 식지도교사와 함께 원활한 

식당공간의 이용을 해 서로 력하고 있다. 질서유지를 

해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도우며 자발 으로 환경을 만

들어가는 식교육이 운 되고 있다.

주방공간은 식자재 처리 유통의 발달로 처리 과정

이 간소화해져 과거에 비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

소하 다. 한 당일 공 된 식자재는 당일 소비를 원칙으

로 하며, 소독과 세척, 간단한 처리 작업 후 식품보 을 

한 공간이 요구되어 냉·온장고와 같은 주방기기가 추가

배치 되었다. 한 ES2는 배식구역이 설계자의 의도 로 

사용되지 않으나 식당공간과 주방공간의 시각  연결에 

한 개방형 식시설의 공간계획의 모델로서 참고할 수 

있다.

3.2 중학교 급식시설의 이용특성

학교는 등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자율  이용 특성

이 나타난다. 효율 인 식운 을 해 더욱 식지도교

사의 통제를 이루며,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식당공간의 

행동장치로서 음수 와 세수 의 사용빈도가 낮은데, 이는 

심시간을 이용한 학생들의 자율 인 시간 사용을 원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교우 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남

학생과 여학생의 식당공간 이용특성에도 차이 을 보인다. 

남학생의 경우 식당공간에 체류하는 시간을 이고 기타 

시간을 늘리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친구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식당의 기둥과 기둥사이, 음수 근처, 빈 

좌석 등 삼삼오오 모여 화를 나 거나 장난을 치는 모

습에서 볼 수 있다.

MS1의 주방공간은 검수구역을 따로 구획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각 구역은 양사실을 심으로 배치되어 양사

의 사무업무와 모니터링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매일 식자

재를 공 하여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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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Usage of the cafeteria in MS1

Figure 6. Usage of the kitchen area in MS1

Figure 7. Usage of the kitchen area in HS1

Figure 8. Usage of the cafeteria in HS1

와 달리 두 학교에서는 당일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변질

의 험이 은 일부 식자재는 일주일 단 로 반입한다. 

해당하는 식자재의 장기보 을 해 창고와 냉장고, 냉동

고가 추가로 설치되었으며, 그  MS2의 경우 워크인 냉

장고를 사용하고 있다. 

3.3 고등학교 급식시설의 이용특성

고등학교는 ·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자율 인 행동

특성이 나타났다. 학생도우미와 학생들의 행동이 자발  

의지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기시간을 단축하기 해 

심시간 20분이 지난 후에 오는 등 심시간 내 식시설

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고르게 분포했다.

식당공간의 행동장치 이용에 있어서 세수 , 손소독기에 

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학생은 었다. 음수

에 한 사용은 높은 편이다. 개인 생 리에 있어 ·

학교에서 나타나는 식지도교사에 의한 수동 인 행동보

다는 개인이 리할 수 있는 치에 배치하여 인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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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수의 학생도우미의 참여로 조리원은 다칠 험이 

있는 국 배식에 한명이 배치되고, 다른 조리원은 퇴식 의 

수거와 청소 등을 맡아 작업과정을 간소화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 학교에 비해 양 상담을 받기 

해 양사실을 찾는 학생들이 있다. 양사는 학생의 라

이버시를 보호하기 해 양사실 내 식당공간과 연결된 

창문을 블라인드로 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양사의 복합

인 업무수행을 해 출입구의 치 조정과 장치를 활용

하여 학생들의 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 효과 인 주방공

간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공간계획이 요구된다. 

주방공간은 식과 석식을 모두 실시할 경우 아침에 하

루 분량의 식자재를 반입하여 사용하며, 오후까지 보 하

기 해 냉장·냉동고를 추가로 설치하 다. 

4. 결론

2008년 학교 식시설·설비 개선에 한 매뉴얼이 시행

된 이후 개교한 수도권의 · ·고등학교를 상으로 설계

안의 분석과 이용 황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하 다.

첫째, 주방공간의 경우 식자재 처리를 한 공간구성에 

따른 공간이용특성이 나타났다. 처리된 식자재 유통의 

발달은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주방기기의 변화에 

향을 미쳤다. 처리 작업을 한 규모 빈 공간보다는 

세척을 한 공간과 이동식 기기의 배치를 통한 검수 역

과 식자재별 세정 역을 형성하여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생을 고려하여 부분의 식자재는 당일 사용을 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한 계획이 요구된다.

둘째, 식당공간의 동선계획에 있어 설계자는 순환형 동

선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고, 양사는 일방향 동선의 흐름

을 선호하는데 학교별 이용특성에 따른 좌석배치 등 내부

공간계획이 요구된다.

셋째, 등학교에서의 식당공간은 담임교사에 의한  

하나의 교육환경으로 운 되고 있다. 지정좌석제를 통한 

식운 이 이루어지고 연령별 이용특성이 구분되므로 이

를 고려한 공간계획이 요구된다. 

넷째, 학교의 경우 식지도교사가 원활한 식운 을 

해 동선을 통제하며, 성별에 따른 공간이용특성을 보인

다. 남학생의 경우 식당공간에 체류하는 시간을 이는 반

면, 여학생의 경우 소규모 역을 형성하여 친구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심시간의 풍부한 식당공간 활용

을 한 소규모 공간계획이 요구된다.

다섯째,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자율 인 이용특성이 

나타난다. 기시간을 단축하기 해 20분이 지난 후 식

을 하는 등 심시간 내 공간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고르

게 분포했다. 식시설이 1층에 있는 경우 운동장과 스탠

드에서 혼잡이 때까지 기한다. 이에 응하는 식시

설에서의 기 역  내부공간계획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 학교의 식시설연구를 연도별, 

유형별 등으로 나 어 신설학교 등과의 비교연구를 하여

야 한다. 

References

1. Seo, Boong-Kyo, A study on the Analysis of Space for 

School Foodservic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23(5), 2016

2. Kim, Kyung-Ho, Cho, Min-Kwan, Environmental Improve-

ment Object of Food service Facilities in Elementary and 

Junior & Senior High School,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5(1), 2009

3. Oh, Deog-Seong, Lee, Hwa-Ryong, A study on Planning 

Guideline and Models for School Catering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8(2), 

2001

4. Chang, Hye-Ja, Son, Hye-Jung, Choi, Gyeong-Gy, Current 

Status of Functional Areas" Space and Suggestion of Their 

Equipment Requirements for School Foodservices in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od & 

Cookery Science, 25(4), 2009 

5. Kang, Yeong-Jae, Food Safety Management HACCP 

system, Food science and industry, 29(1), 1996

6. Kim, Kyung-Ho, et al. Environmental Improvement 

Object of Food service Facilities, Seoul School Health 

Promotion Center, 2008

7. Choi, Gyeong-Gy, Development of the Facility Model based 

on the HACCP and Dry Kitchen Concept for Improving 

Sanitary Condition of School Foodservice Establishment, 

The Graduate School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s, 

Yonsei University 

 

수 2017.  2. 10
1차 심사완료 2017.  3. 14
2차 재심완료 2017.  3. 29

게재확정 2017.  3.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