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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학교는 학생의 교육 및 학습의 장소로서 활용되는 

기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

한 공간으로서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방과 후 학습, 평

생교육,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지진, 태풍 등 대규모 재난발생 시 긴급대피시설 

및 이재민 주거시설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최근,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시설도 인적재난인 화재, 폭

발사고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자연재난인 풍수해, 벼

락, 설해로 인한 사고와 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도 발생

하고 있는 실정이다1). 또한, 2015년 11월 K대학의 경

우 예상하지 못한 원인미상의 호흡기질환 사고가 발생

하여 해당 시설을 약 1년간 폐쇄하고 건물 전체와 내

부 비품 등을 소독하고, 오염원 제거조치를 해야 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직접적으로는 해당 

시설의 재산손해와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인적피해는 

물론, 시설물 폐쇄에 따른 운영손실을 초래하며, 간접

적으로는 학생 및 연구원의 교육연구활동 중단 손해도 

발생하게 된다2).

학교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공제 또는 보

험 회사는 우선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의 보

험금 청구에 따라 손해를 평가하여 적정 보험금을 지

급하게 된다. 피해 학교에서는 지급받을 보험금액이 

결정된 후 이에 맞춰 각종 시설을 보수하거나 대체 물

품을 구입하는 행정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

절차 이행에는 상당기간이 필요하여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정상화에 막대한 차질을 입게 된다. 따라서 학교 

시설물에 피해발생 시 금전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보

상방식보다 직접 재난복구공사를 대행해주는 현물보

상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복구

와 공사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학교 시설물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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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의 유형 및 특성을 조사하여 현물보상 조건을 

분석하고, 교육청 및 학교 재난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순서는 학교시설의 재

난복구 발주 및 계약방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각종 재난으로 인한 학교 시설물의 복구공사 내역을 

분석한 후, 발주 및 공사관리 담당자의 설문 및 수요조

사를 통해 현물보상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2. 현물보상제도의 특성 및 발주방식

학교 시설물 피해발생에 따른 보상방식은 민법 제394

조(손해배상의 방법)에 따라 보험사에서 금전으로 배상

하는 원칙을 고수하여 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시설물

에 대한 현물보상 방식을 도입하려는 선행연구나 조사

⋅분석은 거의 없어 왔다.

하지만, 최근 학교 시설물에 대한 보험서비스 강화와 

자동차 등 표준화된 제품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

사업자가 차량의 수리 업무를 대행해주는 현물보상 서비

스가 국내외적으로 보편화되면서, 학교 시설물도 재난발

생 시 보험회사가 피해복구공사를 직접 대행해주는 현물

보상 제도 도입을 통해 사고처리 기간의 단축, 비용 절감 

및 재난복구 행정업무 경감 등을 기하려는 보상운영방식

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1) 현물보상 제도

현행 공제 또는 보험사의 보상금 지급방식은 상법, 보

험업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보험업

법에는 고객의 보호와 보험사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보험업무 이외의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

업자가 건설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직무를 직접 수행하

는 것은 현 법령위반이 될 소지가 커 현물보상 서비스는 

보험업법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와 제185조

(손해사정) 업무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3).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 

발표한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는 광고대행, 카드업무, 

경영자문 및 지원, 부동산 에스크로, 방재컨설팅 등이 

있고4), 손해사정의 주요 업무로는 사고조사와 손해액 

평가가 있다. 따라서 현물보상 업무는 보험회사의 부

수업무로서 공사 중개업무를 통해 수행하거나 손해사

정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물보상 발주방식의 종류 및 특성

학교 시설물의 피해복구는 주로 건설업자가 수행하

게 되며, 건설사업의 특징은 공종이 복잡⋅다양하고 현

장 업무가 많고, 인력중심의 산업으로서 법⋅제도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에 현물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물보상 계약조건, 기간, 비용, 유지관리 및 

하자 해결 등이 수반되어져야 한다. 현물보상 발주방식

은 아래와 같이 시설물 복구 중개사를 통해 해당 공사

업체와 건별 또는 연간 도급계약하는 방식과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관련 공사전체를 위임⋅위탁하고 이를 

하도급자가 처리하는 JOC(Job Order Contracting) 방식

이 있다5).

⦁시설물 복구 중개 방식 (계약방식 : 연간도급방식)

시설물 복구 중개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초기조사, 공사범위의 적정성, 공사 및 사고관리, 계약

단가 확인 등을 연간 또는 건별 도급계약으로 전부 또

는 일부 하도급을 주고 현장관리까지 위탁하는 방법으

로 중개업자는 복구공사 일정 관리, 공사 범위의 적정

성 검토 등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

식이다.

⦁일부 도급 방식 (계약방식 : JOC 발주 방식) 

JOC(Job Order Contracting) 방식은 공사물량과 범위

에 대한 확정 없이 계약기간과 단가(Unit Price)를 정하

여 선 계약하는 방법으로서, 건설업자와 재난복구공사

를 도급계약하고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하도급

계약을 여러 곳의 전문건설업자와 체결하는 방식으로 

미국 일부 대학에서 적용하고 있다.

3. 학교시설 관련 보험사고의 종류

학교 시설물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주로 화재, 폭발, 

붕괴, 항공기 낙하물, 누수⋅누출, 도난, 테러(파손), 오

염과 같은 인적요소로 발생하거나, 태풍⋅호우 등의 

풍수해, 설해, 한파, 지진과 같은 자연적 요소로 발생하

게 되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종류로는 아래와 같

이 재산손해, 인적손해, 배상책임손해, 이익상실손해로 

구분하고 있다6).

1) 재산손해

재산손해는 학교 시설물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

해 건물, 물품, 옥외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건축요소의 직접적인 보수와 건축물 잔해제거 및 

청소 등을 위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주

로 학교 건물의 구조 및 비구조요소의 수선⋅보수비와 

내부시설의 보수비용, 학교 건물의 종물인 운동장 토

사, 잔디, 우레탄포장재 등의 유실 및 기능상실에 따른 

복구비와 집기⋅비품, 기계 및 전기시설과 학교 실습용 

농⋅수⋅축산물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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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손해

인적손해는 학교 시설물의 소유⋅관리상 하자 등으

로 인해 발생한 인적피해로서 주로 사고로 인해 사람

이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주로 화재⋅폭발로 인해 건물을 이용하는 자가 신체손

해를 입거나 풍수해 등으로 학교 시설물이 붕괴, 비산, 

파손되면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게 

되는 사고를 예로 들 수 있다.

3) 배상책임손해

배상책임손해는 타인의 재산 및 생명에 손해를 입히

는 경우를 말한다. 학교 시설물의 화재⋅폭발로 인한 

인접시설의 소실, 그을음 및 외부인의 차량손해가 있

고, 학교 담장, 석축, 사면의 전도⋅붕괴로 인한 인접 

건물 및 부대시설의 피해를 예로 들 수 있다.

4) 이익상실손해

이익상실손해는 사고로 인해 학교의 기능수행이 연

속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피해복구와 보수 기

간 동안의 이전비, 임시교사 설치비, 업무나 학습 공간 

미사용에 따른 손실, 임차인이 휴업함으로써 건물주가 

부담해야할 임대료 손실 등이 있다. 특히, 학교시설의 

경우 재난발생시 긴급대피시설로 이용되므로 학교시

설을 대피소로 활용함에 따라 교육활동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7).

이러한 보험사고의 4가지 주요 피해유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시설의 재난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재

산손해에 해당하는 학교 건물, 옥외 시설물, 물품(집기

⋅비품) 등의 손해에 한정하여 학교 시설물의 재난사

고 유형 및 특성을 살펴보고, 현 재난복구 체계 및 보

상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4. 학교 시설물의 재난유형 및 특성 조사

국내 학교 시설물에 대한 재난사고는 지방교육자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공

제(보험)를 통해 보상처리를 하고 있다. 주로 손해보험 

사업자의 운영방식을 준용하여 화재와 풍수해 등의 위

험을 담보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학교 시설물의 

사고보상을 담보하는 공제의 10년간 보상통계자료

(’07-’16)를 수집⋅분석하여 사고유형과 특성을 분석하

였다. 최근, 경북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여 학교시설에 

큰 피해를 입혔으나, 국내에는 지진을 담보하는 보험

이 제한적인 관계로 이는 이번 통계분석에서는 제외하

였다.

4.1 학교 시설물 재난사고 현황

1) 재난사고 원인별 피해 현황

학교 시설물 관련 사고 자료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이 사고의 원인은 기상재해로 인한 풍수해, 한파 등

의 사고가 전체의 77%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고 최근 다소 증가추세이다. 인적재난인 화재의 

경우 피해건수는 전체의 22%를 차지하나, 보험금의 규

모로는 Table 2와 같이 보다 높은 38%를 차지하고 있

다. 반면, 사고 원인별 심도가 가장 큰 것은 설해로서 

건당 31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발생빈도는 적지

만 피해규모면에서는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화재(건당 18백만원)보다 높은 피

해규모로서 설해의 피해유형이 주로 건물 및 공작물의 

붕괴를 초래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Table 1. Numbers of insurance accidents at school facilities

Year Fire Wind Flood Snow Freezing The 
others

Sum

2007 84 197 63 - - - 344

2008 100 10 12 2 - - 124

2009 120 35 37 - - - 192

2010 274 1,003 105 3 - 5 1,390

2011 211 167 162 45 - 7 592

2012 228 3,410 84 6 - 3 3,731

2013 448 100 65 7 74 9 703

2014 373 142 118 140 4 13 790

2015 251 133 29 12 4 12 441

2016 268 1,095 69 4 865 5 2,306

Total 2,357 6,292 744 219 947 54 10,613

Table 2. Compensation of insurance accidents at school facilities
(Unit : million won)

Year Fire Wind Flood Snow Freezing The 
others

Sum

2007 3,027 2,843 961 - - - 6,831

2008 3,570 51 303 18 - - 3,942

2009 2,937 300 794 - - - 4,031

2010 3,196 6,443 2,064 19 - 125 11,847

2011 7,841 1,210 3,030 2,391 - 148 14,620

2012 2,677 18,611 1,402 425 - 16 23,131

2013 6,506 373 447 39 584 80 8,029

2014 6,177 720 4,535 3,705 5 35 15,177

2015 3,676 572 161 203 29 112 4,753

2016 4,673 6,402 870 138 12,329 3 24,415

Total 44,280 37,525 14,567 6,938 12,947 519 11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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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별 보험사고 현황

지역별 학교 시설물의 사고분석을 위해 시⋅도별 피

해현황을 Table 3과 같이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학교

의 사고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 서울, 

충남 순이었다. 보험금 규모도 경기가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전남, 경남, 서울, 전북 순이었다. 사고건수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8)의 시⋅도별 학교 수

와 비교해 보면, 전남의 사고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학교 시설물의 재난사

고건수는 주로 태풍⋅호우 등 기상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태풍⋅호우의 주요 경로가 전남지역이며, 해당 

지역에 재난에 취약한 도서벽지 학교가 상당수 분포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Table 3. Status of insurance accidents by city and province

Division

Province

Number of 
School
(2017)

Number of 
Accidents

(2007-2016)

Compensation
(mil. won)

Compensation 
by case

(mil. won)

Gangwon 1,014 552 6,980 13

Gyeonggi 4,641 1,562 14,289 9

Gyeongnam 1,665 740 10,001 14

Gyeongbuk 1,641 400 6,256 16

Gwangju 637 543 3,986 7

Daegu 827 169 2,061 12

Daejeon 574 189 6,156 33

Busan 1,060 467 8,724 19

Seoul 2,233 946 9,910 10

Sejong 135 14 884 63

Ulsan 442 251 2,264 9

Incheon 951 527 6,778 13

Jeolnam 1,383 1,773 12,566 7

Jeolbuk 1,309 656 9,290 14

Jeju 308 702 6,182 9

Chungnam 1,227 791 5,094 6

Chungbuk 829 331 5,355 16

Total 20,876 10,613 116,776 270

3) 학교급별 재난사고 현황

학교급별 사고의 빈도 및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학

교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및 기타 교육청 등의 교육지원기관으로 구분하여 

Fig. 1과 같이 분석하였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에

서 4,037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고등학교가 2,585건, 중학교가 1,985건, 대학이 

1,360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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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umber of insurance accidents by school grade.

4) 월별 재난사고 현황

월별 학교 시설물의 재난사고 현황을 보면, Fig. 2와 

같이 월평균 884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여름철인 8

월에 3,85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9월에 1,740

건, 7월에 986건이 발생하여 7월-9월 3개월 기간의 사

고가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였다. 여름철 사고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태풍, 호우 등 기상재해로 학교 시설물

에 피해가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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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mber of monthly accidents at school facilities.

5) 보험지급액별 재난사고 현황

보험지급액별로는 Table 4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의 하도급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1,500만원 미만의 소

Table 4. Number of accidents by insurance amount

Division by insurance amount
Number of 
accidents

Compensation 
by case

(mil. won)

less than 1,000,000won 2,866 0.5

more than1,000,000 ~ less than15,000,000 6,555 4.2

more than15,000,000 ~ less than30,000,000 598 20.8

more than30,000,000 ~ less than50,000,000 238 37.9

more than50,000,000 ~ less than100,000,000 172 71.7

more than 100,000,000won 184 292.9

Average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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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공사가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1억 이하의 공사가 전체의 98%이며, 사고 1건

당 평균 보험지급액은 11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6) 재난사고 목적물 및 사고의 원인

학교 시설물 관련 보험목적물은 주로 건물과 건물 

옥외에 설치된 시설물, 물품(집기⋅비품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의 사고현황을 보면 Table 5와 

같이 건물의 경우 피해건수가 전체의 74%, 보상금 기

준 85%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옥외 

시설물인 담장, 석축, 우천로 등의 피해와 물품 피해 

순이다. 이러한 학교 시설물에 대한 사고의 원인은 여

름철 태풍이 전체 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강

풍, 벼락, 화재, 한파, 집중호우 순으로 학교 시설물에 

피해와 손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 Number of accidents by insurance objective(2014∼2016)

Division Building Outdoor 
Facilities Articles The others Sum

Number 1,484 321 200 6 2,011

Compensation
(mil. won) 27,653 3,166 1,758 10 32,587

7) 시사점

학교 시설물과 관련된 재난사고는 주로 풍⋅수해, 

화재⋅폭발, 설해, 낙뢰, 한파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연평균 약 1천여 건이 발생하고, 피해의 대부분은 1천5

백만원 미만의 소규모 시설물 보수공사로서 지역적인 

특성과 월별, 연도에 따라 피해규모에 많은 차이가 있

다. 자연재해인 태풍⋅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고,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

며, 시설물 중 건물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 시설물의 피해가 매년 빈번하고 피해유형이 다

양한 반면, 피해규모가 적어 학교 자체적으로 보수공사

를 수행하게 되며,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한 대처와 

학교 행정실 등에 의한 공사발주 및 감독으로 인해 업무 

부담감이 크고, 각종 하자 및 품질관리가 미흡하여 수업

지장 초래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학교 시설물 및 재난사고의 특성

1) 학교건물의 특성

오늘날 학교건축의 주된 형태는 일제시기 일본의 학

교 배치 및 시설기준을 준용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

추게 되었다. 교사배치는 ㅡ자형, ＝자형, ㄱ자형 등으

로 배치하여 편복도 형식을 취하였으며, 교실 공간의 

기준도 일본의 한 학급당 최대 학생 수 기준을 근거하

여 우리나라 교실공간의 크기가 결정되었다. 1972년에 

이르러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시

설의 표준설계도를 도입하여 최소의 경비와 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양의 학교시설을 확충한바 있다9). 따라서 

국내 학교 시설물의 상당수가 교육공간이 획일적이고, 

사용된 건축재료, 외관 등이 대부분 유사하거나 표준

화되어 있어 학교 시설물은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현

물보상 도입이 용이할 것으로 분석된다.

2) 재난사고 처리절차

학교 시설물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물 소유

⋅관리자는 피해복구를 위해 보험사업자에게 사고통보

와 보험사고 처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여 보험

금을 청구하게 되며, 이를 근거로 보험사업자는 손해

사정을 통해 적정 보험금을 금전으로 지급한다. 이러

한 방식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져 왔으나, 학

교 시설물에 대한 보험사고가 대부분 소액공사인 관계

로 학교 행정실 직원이 보험사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

고 공사발주 및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의 처리기간을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Fig 3

과 같이 재난발생일로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평균 59일

이 소요되었고, 보상금 신청까지는 평균 34일, 보상금 

지급업무에는 유형별 19일∼2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고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화재의 경우 

보상금 신청에는 37일, 지급에는 14일이 소요되었고, 

풍해의 경우 신청에는 28일, 지급에는 36일, 수해의 경

Fig. 3. Compensation period for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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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신청에는 29일, 지급에는 2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규모가 

적어 보상금 신청은 화재보다 빠른 편이나, 보상금 지

급에는 여름철 업무처리량 증가로 인해 다소 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500만원 미만의 

단순 소액공사에 대한 보험금 신청도 평균 31일이 소

요되고 지급에 2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과 

같이 금전을 지급하는 업무처리 방식은 재난복구에 상

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학교 교육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복구소요액 신청과 집행계획 수립 등의 업

무처리량의 급증은 물론, 시설공사 및 품질관리에 따

른 부담과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현물보상을 적

용할 경우 이러한 보험사고 처리기간 및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공사발주 및 감독 등의 행정업무와 책임부담

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3) 피해복구 업종 분석

최근 3년간(’14-’16) 피해복구 공사내역을 기초자료

로 분석하여 공사업종을 분류한 결과, 단순 수리 및 전

문건설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설산업 업

종별로는 Table 6과 같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전체의 

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건축공

사업 9.8%, 전기공사업 6.5%, 기계설비공사업 2.8%, 소

방시설공사업 2.4% 순이었다. 다만, 공사금액으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전체의 13%에 불과하여 건별 가

장 낮은 금액(평균 5백만원)을 차지한데 비해 건축공사

업은 31%, 전기공사업은 21%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보

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학교 재난복구공

사는 공사내역과 공사비 등의 조건상 대부분 시설물유

지관리업종이 담당하게 되고, 건축 등의 허가 또는 신

고행위를 요구하지 않아 단위학교 행정실에서 발주 및 

공사감독 업무수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학교 

행정실의 비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공사 품질관리 및 

신뢰성 확보가 현물보상의 중요한 해결과제이다.

Table 6. Number of accidents by construction work(2014-2016)

Construction Work Number of 
Accidents

Compensation 
(mil. won)

Facility Maintenance 1,598 8,570

Building Construct 214 19,482

Electric Work 142 13,678

Machinery construction 62 5,328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52 7,262

Telecommunication Work 41 5,719

Etc 73 3,758

5. 설문 및 수요조사

5.1 설문조사 개요

학교 시설물에 대한 현물보상 적용방안을 고찰하기 

위해 학교시설 소유⋅관리자인 교육청, 학교를 대상으

로 설문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별 보험사고의 

현황과 피해유형을 분석해 보았을 때,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이 공존하고 있고 도서벽지 지역이 상당수 분포되

어 있으며, 사고의 빈도가 높아 다양한 형태의 현물보

상 적용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전라도

를 선정하였다. 이 지역 학교 1,640교에 현 학교 시설물

의 보험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만족도 및 현물보상 

수요를 조사한 결과 175명(10.67%)이 답변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기관은 광주, 전남 소재의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

기관이었고, 주요 응답자의 소속부서 및 담당업무는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인 행정실 직원 및 교육(지원)청

의 시설관리(재난복구) 기술직, 재산관리(보험), 물품관

리(보험)를 담당하는 실무자였다. 설문항목은 현 금전

을 지급하는 보상방식의 만족도, 불편 및 개선사항과 

현물보상 방식의 선호도, 참여가능성, 현물보상 제도도

입 시 해결과제에 대해 작성토록 하였다. 설문에 앞서 

관계전문가 회의 결과, 대학은 시설 규모가 커 예산확

보가 용이하고 기술직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현물

보상 수요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설문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5.2 설문결과

설문 및 수요조사 분석결과, 기존 금전을 지급하는 

사고처리 방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5가지 항목으로 설문

한 결과 매우 만족 20.57%, 만족 48%, 보통 29.71%, 불

만족 1.71%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가 공무원으로 대

체로 긍정적 답변을 하는 특성을 반영하더라도 현 업

무방식에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 재난사고 처리방식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시설 피해복구 공사의 발주 및 행정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을 60%가 답하였고, 공사업체의 신뢰도 

부족을 12.57%가 지적하였으며, 공사기간의 불만족을 

7.43%가 지적하였다. 보험사고 처리업무 중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Fig. 4과 같이 신속한 보상처리가 41%, 

행정절차 간소화가 38%, 상세한 안내와 교육이 5%, 전

문가에 의한 복구가 4%, 충분한 보상금 지급이 3%로 

조사되어 대부분 빠른 복구와 행정업무 경감이었으며, 

보험금액에 대한 불만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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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mand improvement for disaster recovery service.

이 외에도, 각종 학교시설 재난사고에 대한 현물보

상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는 82.86%가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고, 17.14%만이 기존 지급방식을 유지하

고자 답하였다. 현물보상 서비스로 크게 개선되는 부

분은 간소한 행정절차로 업무가 줄어든다는 의견이 

49.66%, 빠른 공사로 공기단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29.66%, 현장조사 및 견적의 전문성 강화가 20%로 조

사되었다. 현물보상 보다 기존 금전(보험금) 지급방식

을 선호한 설문결과의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업무처리 

방식 및 기존 유지보수 업체와의 친숙성이 56.67%를 

차지하였고, 새로운 방식에 대한 낯설음이 33.33%를 

차지하였다. 

5.3 설문조사 고찰

학교 시설물에 발생하는 재난사고액의 대부분이 평균 

1천만원 내외로서 교육(지원)청 기술직의 복구공사 업무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학교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직접 재난복구공사를 발주 및 관리해야 함에 

따라, 현 금전을 지급하는 보상방식은 신속한 학교 수업

정상화에 어려움이 많고, 학교 행정직의 공사관리 전문

성 부족으로 각종 하자발생과 품질확보에 애로사항이 많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 인한 학교 

시설물의 사고는 매년 동종, 유사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

생하는데, 기존 복구공사의 부실로 인해 복구 후 학교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구한 부분

이 재차 피해를 입어 다시 공사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인터뷰결과 확인되었다.

기존 금전을 지급하는 보험처리 방식을 현물보상으

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교 시설관리

자는 찬성 또는 선호하였는데, 그 이유와 요구하는 사

항은 신속한 재난복구 업무처리와 업무경감을 들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현물보상 업무방식은 신속한 재난

복구공사가 가능하며, 교육청 및 학교 재난복구담당자

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며, 학교 시설물 재난복구공사의 

전문성을 높여 공사 품질을 개선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6. 현물보상 적용 타당성 분석

6.1 학교 시설물 사고 특성에 따른 타당성

학교 시설물 재난사고 현황 및 특성을 통해 현물보

상 적용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사고원인에 따른 

현물보상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재난원인이 화재, 태풍

⋅호우, 폭설, 한파 등 다양한 반면, 피해결과 및 복구

공사 내용이 건물 마감재와 설비의 단순 교체⋅수리 

공종으로 표준화가 가능하고, 소액공사가 대부분이라 

사고원인에 관계없이 현물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둘째, 학교 급별 현물보상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유형 및 특성이 초중고의 경우 유사하고, 학

교별 공사규모 및 내용에 별 차이가 없으며, 대부분 수

의계약 건으로서 공사발주 및 감독을 학교에서 수행하

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 급별 관계없이 현물보상 제도

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역 및 특

정 시기별 현물보상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연평균 1천

여 건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나, 연도별, 월별, 지역별로 

편차가 커 특정지역으로 사업범위를 제한하거나 기간 

등을 한정할 경우 사업성이 좋지 않아 현물보상 위탁

사업자의 참여가 미미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조건은 

지역 및 기간에 관계없이 연간 단위 이상, 피해금액의 

제한 없이 전 계약 건을 대상으로 현물보상을 적용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현물보상 위탁사업자의 

조건으로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종이 대부분이며,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요 위탁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

리업자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6.2 현물보상 선호 및 수요 분석

학교 시설물 재난복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및 수요조사 결과, 현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현물

보상을 대부분 선호하고 있고, 보험사고 처리기간이 

공사규모 등에 관계없이 평균 34일이 소요되어 현물보

상 제도를 도입할 경우 피해복구 기간 단축과 행정업

무의 경감을 크게 기대하였다. 또한,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가관리가 수행된다면, 복구공

사의 품질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어, 각종 재난발생 시 금전으로 보상받는 현 

방식보다 현물보상 방식의 재난복구 업무를 선호하고 

이러한 사업방식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6.3 재난복구 업무 개선효과 분석

각종 재난발생 시 금전으로 보상하는 현 재난복구 

방식은 사고일로부터 보상까지 평균 60일이 소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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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mprovement of disaster recovery service.

보상금 수령 후 복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70여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현물보상 

제도를도입할 경우 업무처리의 경감은 물론, 신속한 

재난복구 처리가 가능하여 Fig. 5와 같이 재난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복구공사 착수가 가능할 것이며, 2천

만원 미만의 경우 조달청 공사계약 기간이 10일 정도 

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총 20여일이면 사고발생일로

부터 복구공사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및 계약조건은 최저가 

입찰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입찰 하한가를 87.745% 

수준으로 정하고 있어, 현물보상 적용 시 보험금 지급

액을 실 공사비 수준인 87%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현물보상 서비스 적용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해야 하므로 보험사업자가 현물보상 서비스를 도

입하는데 따른 재정부담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6.4 현물보상 운영방식 분석

현물보상 운영방식은 시설물 복구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보험사고 발생 시 초기조사, 복구공

사의 적정성, 안전관리, 계약단가 확인 등을 위임⋅위

탁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계약조건은 지역에 관

계없이 연간도급방식을 적용하여 안정된 사업규모를 

보장해 주고 공사내역별 표준단가를 정해 두어야 위탁

사업자의 공사참여와 품질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

한 위탁사업방식을 통해 보험사업자의 겸업제한이라

는 법적 규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물에 대한 복구공사 발주 및 관리에 전문성을 갖

고 하도급업자의 업무 또한 체계적으로 감독할 수 있

을 것이다.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손해사정회사를 

통해 적용한 사례가 있고, ｢건설산업관리법｣에 따라 

1,500만원 미만의 소액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현물보상

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사비 1,500만원 이상은 전문 

공사업자와 건별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7. 결 론

본 연구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학교 시설물의 신속

한 재난복구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보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기존 금전을 지급하는 재난처리방식의 

불편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험회사 등이 직접 재난

복구 업무를 대행하는 현물보상방식의 적용방안을 연

구하였다.

학교 시설물의 특성과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

교 건물의 상당수는 표준설계도를 적용하였고, 사용된 

건축자재 등이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도록 유사

한 자재로 사용되어 졌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절차, 기

술적 조건 등이 표준화 되어 있는 관계로 면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충분히 긴급 재난복구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사고의 발생이 매년 꾸준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매년 유사한 피해와 복구공종이 반복되

는 소액 수선⋅보수공사로서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가 

충분히 대행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현물보상 방식은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학교 재난복구담당자 설문결과, 현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은 신속한 복구에 한계가 있고, 여러 행정업무의 

부담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바, 현물보상 업무처

리 방식의 도입 시 학교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현물보상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처리 경감은 

현 60일이 소요되는 재난복구 처리기간을 20∼30일 수

준으로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고, 수

업의 조기정상화와 학교 행정업무의 경감은 물론, 공

사관리의 전문성으로 공사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다만, 현물보상의 한계로는 비교적 규모가 큰 복합

공종의 재난복구 공사에는 교육청, 학교, 보험회사 관

계 구성원의 합의조정이 필요하며, 여름철 재난사고 

급증시기에는 적정수의 전문성을 갖춘 시공업자 수급

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초기 사업집행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 장점이 많아 현 학교 시설물 재

난복구 방식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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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현물보상 제도가 학교 현장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물에 대한 현

물보상 업무처리 절차, 시설복구 단가의 표준화를 보

다 더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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