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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ultipurpose auditoriums in schools are the center of local community and the places of their life-long 

education. The multipurpose auditoriums are to be open and made available for use by local public as far as i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education of the schools. However, most of them are not open to public on the 

pretext of management problems while demands of local communities for the opening of the facility is rising.

The role of the multipurpose auditorium as the place of physical training and its maximum availability to 

local community have be taken into account of from its design stage. The location of the auditorium itself has 

to be close to the main entrance of the school for easy access, its facilities located in one common area, their 

management and maintenance scheme adopted appropriately but legally, and then security and safety 

measurement have to be devised. Also, more studies are necessary to propose detail regulations for local 

sports facilities and to develop their interrelationship and network, in connection with sophistication of school 

facilities and BTL system.

키워드： ․ ․고 학교시설, 다목 강당, 지역주민이용, 시설개방

Keywords：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Facilities, Multipurpose Auditor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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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회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상록 표/건축사

**정회원, 부경 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학교는 교수, 학습의 장이라는 본래의 목  외에 

지역사회 공동체의 심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1997년 제7차 교육과정

의 시행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목  공간의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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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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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설, 리 운 면 

에서의 문제  분석 후 

계획방향제시

었다. 그  다목 강당은 공간  규모  시설비가 

단히 큰 것에 비하여 개방학교 황조사에서 보

듯 38개 학교  9개 학교만이 개방하고 있어 이용

률이 히 낮은 상태이다. 

한 ‘국민체육진흥법’, ‘ ․ 등 교육법’, ‘고등학

교 이하 각종 시설의 개방  이용에 한 규칙’ 등

을 보면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  안에서 학

교시설은 개방하여야 하고 지역주민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 계자들은 지역주민

들에게 다목 강당의 개방에 소극 이며 그 이유로 

다목 강당의 배치 선정 잘못, 공간계획의 성 

부족, 체육   부속 시설의 면  소 등의 이유

와 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그 역할이 제 로 수행

되지 못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설문조사에서 

90%가 시설 개방을 극 원하고 있다.

신축교사  증축교사 심으로 사례 조사와 지

역주민  교직원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

여 사회 인 측면과 건축 인 측면을 연구 조사하

여 다목 강당의 이용률을 극 화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지역주민 이용 시 문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  범 는 부산시내 ․ ․고교

를 상으로 다목 강당 시설 황  분석을 하

으며, 지역주민과 교직원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

하여 지역사회의 인식 분석  황을 조사하여 문

제 을 개선하고자 하 다.

연구방법은 네 가지 으로 근하고자 한다. 

1) 학교시설 다목 강당에 한 반 인 이론  

이해로서 계 문헌을 고찰한다. 

2) 설계 도면을 이용 배치도, 각층 평면도  강

당 평면도 등의 도면 분석을 통해 물리  황을 

조사하고 장 조사를 통하여 문제 을 분석한다. 

3) 6개 학교의 지역주민과 교직원을 상으로 설

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 지역사회의 인식을 

조사하고 문제 을 분석한다.

4) 와 같은 조사를 통하여 지역주민 이용 활성

화를 한 시설, 리운 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다목 강당의 건축계획에 한 지침을 제시하고

자 한다.

2. 조사 상학교의 황

2.1 조사대상학교의 개요

조사 상학교의 선정 기 은 부산시내 완공년도

별로 2003년 7개교, 2004년 11개교, 2005년 14개교 

등 32개 학교와 다목 강당 증축 6개 학교를 포함

한 38개 학교를 상으로 하 다. 학교별 황은 

등학교 20개교, 학교 10개교, 고등학교 8개교이다. 

한 지역주민  교직원의 지역주민 개방에 한 

공통된 생각  의견을 알아보기 하여 6개 학교

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건축 황은 크게 물리  황과 사용자 황으로 

나 어 조사하 다. 물리  황은 배치도  강당

층 평면도를 통하여 다목 강당의 방 , 배치 유형, 

시설의 내용, 규모, 구조, 동선 계, 출입구 등을 조

사한 후 이를 근거로 장 조사를 실시하 다. 사용

자 황은 설계도면과 교직원과의 면담 그리고 

장 조사를 통하여 조사하 다.

2.2 다목적강당 평면 및 동선 현황

1) 학교배치  다목 강당 평면

배치 유형은 교사동과의 연결 방법에 따라 연결



방택훈․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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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 상학교 황

학교명

부지

면

(㎡)

연면

(㎡)

구조

(지하/ 

지상)

교실수

(일반/

특별)

강당 

치

강당

면

(㎡)

체육장

면

(무

제외)

배치

치
방

개방시

내부

통제

가능

여부

화장실

이용시 

내부

통제

가능

여부

직통

피난

계단

유무

부속시설

( 비실은 

부 있음)

센텀 10,900 11,816 R.C 1/5 30/6 2층 582 485
교문(정문)

출입구

동남-

서북
가능 가능 ○ 샤워․탈의실

신호 11,992 9,457 R.C 1/5 13/5 2층 802 605
후문(부)

출입구
남-북 가능 가능 ○

샤워․탈의실,

기구실

신 19,916 13,984 R.C 1/5 36/12 2층 821 705
교문(정문)

출입구

동남-

서북
가능 가능 ○

농구부실, 

자료실,기구실

용문 11,490 14,707 R.C 1/5 37/13 2층 718 618 교사 뒤편
동남-

서북
어려움 어려움 ○ 여자 탈의실

상학 17,447 13,617 R.C 1/5 38/8 3층 734 648 교사 뒤편 어려움 어려움 ○

송수 11,163 11,411 R.C 1/5 26/6 2층 452 355
주차장

출입구
남-북 가능 가능 ○

기실,자료실

(강당상부층)

안진 11,272 14,707 R.C 1/5 37/13 2층 718 618
교문(정문)

출입구

동북-

서남
가능 가능 ○ 체력단련실

삼어 10,121 16,036 R.C 1/5 40/13 3층 893 560 교사 뒤편 남-북 가능 가능 ○

부산진 14,196 12,958 R.C 1/5 33/7 3층 687 520
후문(부)

출입구
동-서 가능 가능 ○

샤워․탈의실,

체력단련실

두실 9,623 13,450 R.C 1/5 39/9 3층 948 583
교문(정문)

출입구
남-북 가능 가능 ○

샤워․탈의실,

체력단련실

보림 11,490 14,707 R.C 1/5 40/7 3층 748 649
후문(부)

출입구
남-북 가능 가능 ○

무정 10,299 10,907 R.C 1/5 24/8 3층 665 587
주차장

출입구
남-북 가능 가능 ○

연산 16,583 16,036 R.C 1/4 40/13 3층 893 560
교문(정문)

출입구

동남-

서북
가능 가능 ○ 샤워․탈의실

샘 19,916 13,617 R.C 1/5 38/8 3층 734 648 교사 뒤편 남-북 가능 가능 ○

주양 10,770 8,676 R.C 1/4 18/5 4층 624 510
주차장

출입구
남-북 어려움 가능 ○ 샤워․탈의실

범일 9,564 12,646 R.C 1/4 34/8 4층 678 577 교사 뒤편
동남-

서북
가능 가능 ○ 사실

청학 11,721 13,650 R.C 1/5 37/11 4층 627 529
주차장

출입구
동-서 가능 어려움 ○ 조정실

을숙도 8,043 11,209 R.C 1/5 37/9 4층 684 560 교사 뒤편 동-서 어려움 어려움 ○

신덕 13,222 14,037 R.C 1/5 38/10 5층 662 567 교사 뒤편 동-서 가능 가능 ○

동양 13,004 13,047 R.C 1/5 33/12 5층 568 398 교사 뒤편
동북-

서남
가능 어려움 ○

두송 13,201 12,398 R.C 0/5 30/9 3층 802 605
교문(정문)

출입구

동남-

서북
가능 가능 ○

샤워․탈의실,

체력단련실

해강 15,300 16,380 R.C 1/5 36/10 3층 726 594
후문(부)

출입구
남-북 가능 어려움 ○

센텀 9,917 13,460 R.C 1/5 36/10 4층 780 669
주차장

출입구

동북-

서남
가능 가능 ○

동양 15,399 14,258 R.C 1/5 32/12 4층 880 706 교사 뒤편
동북-

서남
가능 가능 ○ 조정실,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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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부지

면

(㎡)

연면

(㎡)

구조

(지하/ 

지상)

교실수

(일반/

특별)

강당 

치

강당

면

(㎡)

체육장

면

(무

제외)

배치

치
방

개방시

내부

통제

가능

여부

화장실

이용시 

내부

통제

가능

여부

직통

피난

계단

유무

부속시설

( 비실은 

부 있음)

청 15,604 13,384 R.C 1/5 30/10 3층 709 608
교문(정문)

출입구

동남-

서북
어려움 어려움 ○

개성 25,799 16,063 R.C 1/6 27/12 5층 881 774 교사 뒤편 동-서 가능 어려움 ○ 샤워․탈의실

신덕 14,680 14,816 R.C 1/5 36/13 4층 661 567 교사 뒤편
동북-

서남
가능 어려움 ○

해강고 49,944 16,831 R.C 1/5 42/10 2층 907 695
교문(정문)

출입구
동-서 가능 가능 ○

반여고 14,942 14,296 R.C 1/5 27/13 2층 870 787 교사 뒤편 남-북 가능 어려움 ○

곡고 16,336 15,468 R.C 1/5 30/12 2층 806 513 교사 뒤편 남-북 가능 어려움 ○
창고, 사실 

(강당상부층)

연제고 12,846 15,180 S.R.C 1/7 24/11 4층 780 669 교사 뒤편
동북-

서남
가능 가능 ○ 교사 체력단련실

부산고 22,218 20,837 S.R.C 1/9 38/16 8층 1,385 593
주차장

출입구

동남-

서북
가능 가능 ○

 샤워․탈의실 

창고

감만

(증축)
- 14,258 R.C 0/1 - 1층 750 570 -

동남-

서북
가능 가능 ○

샤워․탈의실

체육도구실

성동

(증축)
- - R.C 0/2 - 2층 836 570 -

동남-

서북
가능 가능 ○

샤워․탈의실

체육도구실

용문

(증축)
- - R.C 0/2 - 2층 749 578 - 동-서 가능 가능 ○

샤워․탈의실,

체육도구실,

체력단련실

원 고

(증축)
- 5,628 R.C 0/3 - 2층 1,249 879 -

동북-

서남
가능 가능 ○

샤워․탈의실,

선수 기실

덕문고

(증축)
- - R.C 0/2 - 1층 798 654 - 동-서 가능 가능 ○

샤워․탈의실,

창고, 방송실

상고 

(증축)
- - R.C 0/3 - 3층 871 743 - 남-북 가능 가능 ○

샤워․탈의실

창고,

수납식 람석

※ 신호 등학교는 유일하게 고정식 스탠드이고 상고는 수납식 람석임.

증축교사 6개 학교는 배치 치에서 제외.

형과 분리형으로 구분되는데, 32개 신축교사의 경우

는 부분 연결형 배치 유형이고, 6개 다목 강당 

증축교사는 분리형 배치 유형으로 나타났다.

2) 다목 강당 동선

동선계획은 학교 내부시설과 다목 강당을 명확

히 하면서 한 한 동선 계를 유지하도록 기

능별 동선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주민 이용 시 

원활한 동선 체계 흐름을 이루어야 한다.

가) 수직 동선(직통피난계단) 

다목 강당의 구조  동선 길이는 학교별로 많

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정문에서 가까운 곳에 설

치되어야 하며, 학교 교사동을 많이 거치지 않고 바

로 다목 강당을 출입할 수 있으면 좋다. 단일 건축

물로 건축하면 동선 계는 좋겠지만 지가의 상승

과 교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교지 면  

감소와 학교 내부 교사동에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학생들의 동선이 길어진다는 불편함도 있을 것이다. 

수직동선의 이동 경로인 직통피난계단은 모두 설

치되어 있었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다목 강당 

용 계단이 아니고 학교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이용

되고 있어 지역주민 이용 시 학교 내부 시설물들의 

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나) 수평동선(인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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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이동 경로는 다목 강당 주 출입구 앞 완충 

공간인 홀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것이 부분으로 

나타났다. 교사동 복도를 이용하여 강당을 출입하게 

되면 이동시 소음이 발생될 것으로 단 되었다.

분리형은 증축교사 6개교를 제외한 32개 학교를 

상으로 다목 강당의 인  실을 조사해본 결과 

강당 주 출입구 앞 완충 공간인 홀을 설치한 학교

가 26개 학교 81%, 특별  부속 교실 인 한 학교

가 4개 학교 13%, 일반 교실 인  학교가 2개 학교 

6%로 나타났다.

다음은 체 38개 학교  , , 고교 각 1개교

의 배치도  다목 강당 평면도이다. 

그림 2. 연산  배치도

그림 3. 연산  강당평면도

그림 5. 신덕  강당평면도

그림 6. 반여고 배치도

그림 7. 반여고 강당평면도

※ 배치도상 선부분은 다목  강당 부분임. 

2.3 다목적강당 외관, 실내 자재 마감현황

다목 강당 외벽 마감 자재는 부분 칼라 라

스터이며, 치장 벽돌, 토 벽돌, 외장 타일, 화강석 

등이 사용되었다. 

지붕 마감재는 부분 지붕 패 이며, 모르터, PE

강 , 칼라아스팔트싱 , AL SHEET, 속기와이기 

등의 마감이 사용되었다. 천정의 경우 흡음․확산을 

고려한 형태와 재료로 선택 사용되었다.

체육장 바닥 마감 자재는 압축 건조 도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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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3개교이고, 고무나무 후로링 사용 학교 3개교로 

부분 목재(92%)를 바닥 마감 자재 로 사용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재가 내마모성이 강하고 안

하며 가장 자연친화 인 재료로 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료로서 앞으로도 체육장 바닥 마감 재

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개교는 스포츠용 매트 사용 학교로 나타났다. 스포

츠용 매트는 바닥의 슬라이딩이 부족하여 다소 격

렬한 운동을 할 경우 사고의 험이 있으므로 재 

용되고 있는 스포츠용 매트는 부분이 6mm임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에서 스포츠용 매트를 사용

할 경우 8mm 이상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2.4 다목적강당 지역주민 개방 현황 

지역주민 개방 황은 등학교 4개교와 학교 

4개교 그리고 고등학교 1개교 등 9개 학교 24%만이 

학교시설 다목 강당을 개방하고 있었다. 지역주민 

개방학교 9개교를 상으로 주요 활동 용도를 조사

하여 보니 부분 생활체육활동 이었으며, 생활체육

활동  배드민턴이 8개 학교이며 한 학교가 배구

와 배드민턴 2종목의 구기 종목으로 생활체육활동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 시간을 보면 아침(학생 등교 )과 오후(방

과 후)이며, 인문계 고등학교는 한 학교도 지역주민

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었으며 개방할 계획 한 없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조사 상학교의 시설 분석

3.1 다목적강당 교내 입지 분석

1) 배치에 의한 분석

배치의 가장 바람직한 곳은 정문 쪽으로 외부와

의 통행거리가 가까운 곳이 좋고 외부에서 직  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6개학교(다목 강당 증축)를 제외한 32개교의 배

치 치를 보면 교사 뒤편 44%, 교문(정문)출입구 

가까이 25%, 주차장 출입구 가까이 19%, 후문(부)

출입구 가까이 12%로 나타났다.

2) 방 에 의한 분석

방 는 장축을 동서로 배치하여 창의 장변 쪽으

로부터 남쪽의 채 을 고려하는 것이 이상 이다. 

다목 강당 장축 배치의 방 에 한 유형을 조사

한 결과 남-북(32%), 동남-서북(26%), 동-서(21%), 

동북-서남(21%)으로 나타났다. 증축 학교는 교지의 

제약으로 인하여 방 에 의한 계획보다는 기존 교

사동과 운동장 사이 남는 공간에 배치되어 동서로 

배치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다목적강당 평면 형태에 의한 분석

1) 다목 강당 치에 의한 분석

건축 공간이 형화 될 때 용에서 나타나는 비

효율성 문제가 경우에 따라 의외로 증가 된다. 따라

서 다목 강당 설치 층수 잡기가 단히 힘들 것이

다. 1층에 치한 학교가 2개교 5%(증축 학교), 2층

에 치한 학교가 11개교 30%, 3층에 치한 학교

가 13개교 34%, 4층에 치한 학교가 8개교 21%, 5

층에 치한 학교가 3개교 8%, 8층에 치한 학교

가 1개교 2%로 나타났다.

다목 강당 하부 공간은 신축 교사 32개 학교 

( 부 2층 이상 치) 21개의 학교가 식당이 치하

으며(66%), 10개 학교가 특별교실(31%), 1개 학교

가 일반 교실(3%)이 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반  특별교실이 치한 학교 교사 설문 조

사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나

타나 소음에 한 책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2) 평면형태에 의한 분석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 가장 일반 인 경우로서 

조사 상학교 부분의 평면 형태이다. 장방형 형태

의 평면은 체육 경기를 주목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면이며, 소규모 다목 강당 시설의 경우 무 에서 

바라본 체육장의 사각지 를 최 한 일 수 있는 

장 이 있고 단변 길이를 게 하여 학교시설 배치

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목 강당 평면 형태는 34개교(89.5%)가 장방형 

이며, 1개교가 타원형이고, 3개 학교가 부지 형태로 

인하여 기타 형태로 나타났다. 

3.3 다목적강당 건축 규모 분석

1) 건물 연면 에 의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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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다목 강당, 체육장 평균 바닥 면 (㎡)

구  분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다목 강당

평균바닥면

13,786/19개교

=725.58

5,439/7개교

=777.00

3,363/4개교

=840.75

체육장

평균바닥면

11,399/20개교

=569.95

4,523/7개교

=646.14

3,356.64/5개교

=671.3

※ 보림 , 부산고는 다목 강당 평균 바닥에서 제외(체육

과 강당 분리)

최근 들어 학교 체육장(운동장)면 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학교 입지를 선

정할 때 APT 단지가 많이 생겨나므로 통학권을 고

려하여 물색하기 때문에 주로 도심지 고가의 지

를 매입해야하고, 규모 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

려워짐으로써 교지 면 이 감소한 반면, 많은 소요 

실들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과 비교해 건축 규모 즉 

연면 이 많이 증가했다. 신축 31개교(신호  차후 

증축 정)를 심으로 조사 해보니 다음과 같았다.

연면 은 등학교 최소가 주양  8,676㎡이고 최

는 연산  16,036㎡(부설 유치원 포함)이며 평균

은 12,793㎡ 다. 학교 최소는 두송  12,398㎡이

고 최 는 해강  16,380㎡이며 평균은 14,394㎡

다. 고등학교 최소는 반여고 14,296㎡이고 최 는 부

산고 20,837㎡이며 평균은 16,519㎡로 나타났다. 

교실(일반+특별교실)수의 경우는 등학교 최소는 

주양  23교실이고 최 는 연산  53교실이며 평균

은 42교실이었다. 학교 최소는 두송 과 개성  

39교실이고 최 는 신덕  49교실이며 평균은 43교

실이었다. 고등학교 최소는 연제고 35교실이고 최

는 부산고 54교실이며 평균은 47교실로 나타났다. 

1교실 당 (일반+특별교실) 평균 바닥 면 도 등학

교 304㎡, 학교 333㎡, 고등학교355㎡로 나타났다.

2) 다목 강당 면 에 의한 분석

신축교사 32개교  1교실 당 다목 강당 평균 

바닥 면 을 악 해보니 등학교 17.26㎡이고 

학교 18.08㎡이며 고등학교는 19.90㎡로 나타났다. 

다목 강당의 바닥 면 은 등학교 최소는 상학

 452㎡이고 최 는 안진 와 두실  948㎡이며 

평균은 726㎡로 나타났다. 학교 최소는 신덕  

661㎡이고 최 는 개성  881㎡이며 평균은 777㎡

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최소는 곡고 806㎡이고 최

는 부산고 1,385㎡(체육 , 강당 분리)이며 평균은 

841㎡로 나타났다. 

체육장 면 (무  면  제외)은 등학교 최소는 

상학  355㎡이고 최 는 송수  712㎡이며 평균은 

570㎡로 나타났다. 학교 최소는 신덕  567㎡이며 

최 는 개성  774㎡이며 평균은 646㎡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최소는 곡고 513㎡이고 최 는 반여고 

787㎡이며 평균은 671㎡로 나타났다. 

3.4 지역주민 개방 시 다목적강당 시설 분석

다목 강당 부분은 체육 교과에 따른 수업에 

이용되고 입학식, 졸업식, 학  발표회등 학교 행사

시 간혹 이용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 개방은 부

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리상 문제로 

개방을 하지 않거나 미루고 있었다. 

1) 지역주민에게 다목 강당 개방 시 학교 통제 

리 부분, 화장실 이용 시 학교시설 리 부분, 직통피

난계난 유무, 부속 시설, 마감 등을 조사하여보니 출

입구  보행 동선상 리 문제에 착하여 실 으

로 개방할 수 없는 학교가 11개교나 되었다. 

2) 다목 강당 부속실들이 많이 부족하여 개방 시 

문제 으로 발생하 다. 그  6개 학교는 체력단련

실을 두었으며, 16개 학교(42%)는 남, 여 샤워․탈

의실을 둔 학교로 나타났다. 증축한 6개 학교는 남,

여 샤워․탈의실을 부 갖추고 있었다. 

3) 직통피난계단은 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일부 

학교는 직통피난계단이 다목 강당 가까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학교 내부 시설  일부 는 부가 

리가 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역주민 이용 시간 는 주로 수업 시간 , 후 

 야간과 공휴일이 주 이용 시간 로 지역주민들의 

근은 동선 체계를 별도 구분함으로써 진입 할 수 

있게 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한 지역주민이 

차량을 이용할 시 학생 이용 동선과 지역주민의 동선

이 교차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역주민 활용 황 분석  개선 방안

4.1 응답자 특성 분석

설문조사는 등학교 2개교, 학교 2개교,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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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개교 등 6개교를 실시하 으며, 다목 강당을 

1년 이상 사용한 학교 즉 2003년, 2004년도 공한 

학교의 지역주민을 상으로, 설치층수별로 2층 

신 와 반여고, 3층 연산 , 4층 신덕 , 5층 개성 , 

8층 부산고를 그 상으로 선정하 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과 교직원의 성

별, 연령과 같은 일반 사항과 다목 강당의 필요 유

무, 공간에 한 만족도, 규모, 출입 동선, 부속 시

설, 지역주민 개방 시에 한 견해, 리 문제, 사용

용도, 치 등에 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

여 Excel을 통한 설문조사 분석을 하 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6년 3월 15일부터 3월 30일｣ 

사이 이루어 졌으며 설문지 배포 후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 으며 설문자수는 지역주민 50명씩 6개 학교와 

교직원 40명씩 6개 학교등 540부를 배포하여 지역주

민 235명(회수율 73%)과 교직원 183명(회수율76%) 

총 418명이 설문조사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설문조사 응답자 분석표

구분

연령

지역주민용 설문지 교직원용 설문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 - - 2 13

30 4 44 7 38

40 14 150 26 69

50 3 16 15 13

60 2 3 - -

소계 22 213 50 133

합계 235 183

먼  남․여 구성비를 보니 지역주민 9%와 교직

원 27%가 남자 으며, 지역주민 91%와 교직원 

73%가 여자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교직원의 평균

을 보면 ‘남자17%’와 ‘여자83%’로 나타났다. 

한 연령은 지역주민 70%와 교직원 52%가 ‘40

’ 으며, 지역주민과 교직원 평균 연령 를 보면 

‘40 ’ 62%, ‘30 ’ 22%, ‘50 ’ 11%, ‘20 ’ 4%, ‘60

’ 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교직 경력은 21-30년 사이가 

31%, 16-20년 사이가 27%, 11-15년 사이가 17%, 5

년 이하가 13%, 6-10년 사이가 10%, 31년 이상이 

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교에서의 직 는 

56%가 담임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4.2 설문조사 분석

지역주민들  교직원의 다목 강당에 한 생각

은 어떠한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

여 보았다. 

1) 다목 강당의 ‘필요성’에 해서는 지역주민 86%

와 교직원 91%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응답했다. 지

역주민, 교직원 평균을 보면 ‘매우 그 다’ 46%, ‘그

다’ 42%, ‘보통이다’ 11%, ‘매우 아니다’ 1%의 순

으로 나타났다.

2) 다목 강당의 사용 용도에 해서는 ‘강당과 

체육  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 응답자

가 지역주민 42%와 교직원 55%로 나타났고, ‘복합 

시설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지역주민 31%와 교직원 

28%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교직원 평균을 보면 ‘강

당과 체육  겸용으로 사용’ 48%, ‘복합 시설로 사

용’ 30%, ‘강당과 체육 을 구분하여 사용’ 10%, ‘강

당 용 사용’ 8%, ‘체육  용 사용’ 4%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다목 강당을 지역주민이 ‘이용해 본 이 있

는 경우’가 51%로 나타났으며, 이용 목 의 경우 

 다수인 76%가 ‘학교행사(졸업식, 운동회 등)’의 

경우에만 사용하여 평상시에는 지역주민의 사용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다목 강당의 이용 시 ‘불편함 정도’에 하여

는 지역주민 39%와 교직원 41%가 보통이다로 나타

났으며, 지역주민 36%와 교직원 29%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 다. 지역주민, 교직원 평균을 보면 

‘보통이다’ 40%, ‘불편하지 않다’ 33%, ‘그 다’ 22%, 

‘매우 그 다’ 3%, ‘매우 아니다’ 2%의 순으로 나타

났다.

5) 다목 강당의 지역주민 개방에 하여는 ‘ 리

상 보완이 있은 후 개방해야 한다'가 지역주민 71%

와 교직원 79%로 ‘무조건 극 개방해야한다’ 지역

주민 23%와 교직원 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주민과 교직원 평균을 보면 ‘보완 후 개방’ 

75%, ‘ 극 개방’15%, ‘개방 반 ’ 10% 의 순으로 

나타났다.

6) 다목 강당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다

면 그 이유’는 지역주민 56%와 교직원 55%가 리

상의 문제로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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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역주민 개방시 공간활용 및 규모 분석

지역주민의 개방 시 가장 필요한 부속 시설로서

는 샤워‧탈의실을 가장 원하 고 다목 실(웨이트 

트 이닝실), 무용실(에어로빅실), 부 시설( 비실), 

창고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직원의 경우는 샤워‧탈

의실을 지역주민과 마찬가지로 가장 필요한 시설로 

원했고 부 시설( 비실 등), 다목 실(웨이트 트

이닝실), 창고, 무용실(에어로빅실) 순으로 나타났다. 

1) 지역주민 개방 시 공간활용은 ‘생활체육공간 

으로서 사용’하기를 지역주민 74%와 교직원 66%가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주민 개방 시 생활체육의 경우 지역주민 

52%, 교직원 47%가 배드민턴을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규모(크기)에 하여는 지역주민 43%와 교직

원 45%가 농구 경기(약 600㎡)를 할 수 있는 규모

를 원했고, 지역주민 29%와 교직원 42%가 핸드볼 

경기(약 1,000㎡)를 할 수 있는 규모를 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천정 높이에 한 설문은 지역주민 71%와 교

직원 76%가 농구, 배구, 핸드볼을 할 수 있는 높이

인 7m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지역주민 활용을 확대화하기 위한 방안

1) 시설면에서의 개선 방안

치 선정을 보면 정문 쪽으로 외부의 통행과 거

리가 가까워 동선이 짧은 것이 좋고 외부에서 직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시설 인 측면에

서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가) 배치 치 선정은 설문조사에서 지역주민 

61%와 교직원 76%가 방 에 계없이 교문 가까이

에 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하 으며, 

지역주민과 교직원 평균을 보면 ‘교문 가까이’ 67%, 

‘남쪽’ 24%, ‘동쪽’ 5%, 북쪽 3%, 서쪽 1%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공간구획상 치를 보면 지역주민 35%와 교

직원 30%가 ‘학교 본 과 분리 독립된 공간’을 원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주민 34%와 교직원 

46%가 ‘별도의 출입 계단으로 된 독립된 공간’을 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 교직원 평균을 보

면 ‘학교 본  건물 내부에 있더라도 별도의 출입 

계단이 설치된 독립된 공간’이 35%, ‘학교 본  건

물과 분리된 완 한 독립된 공간’이 32%, ‘학교 본

 건물과 분리 완 한 독립된 공간’ 27%, ‘학교 본

 건물 내부’ 5%, ‘기타’ 1% 순으로 나타났다.

다) 다목 강당이 학교 본  건물과 분리 는 내

부에 있더라도 지역주민 54%와 교직원 33%가 ‘1층’

에 두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경우는 학교 

본  건물과 분리할 경우 45%가 ‘2층’에 두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부속 시설은 ‘남, 여 샤워․탈의실’을 지역주민 

40%와 교직원 39%가 설치해야 한다로, ‘조명 시설’은 

지역주민 70%가 ‘있으면 좋다’로 교직원 61%가 ‘  

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해야 된다’고 나타났다. 

마) 체육장 바닥 마감은 지역주민 51%와 교직원 

60%가 목재를 원했고, 지역주민 48%와 교직원 37%

가 스포츠용 매트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리운 면에서의 개선 방안

다목 강당을 개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지

역주민, 교직원 모두가 리상의 문제를 첫 번째 이

유로 내세우고 있었다. 부분 사용료 책정 기  문

제, 사용료 징수 문제, 이밖에도 부속 시설과 설비 

기구 사용으로 인한 훼손  손, 도난에 한 책

임 규명 문제로 지역주민 개방을 축 시키고 있으

므로 사용료에 한 실 이고 합리 인 법  근

거를 마련하여 다목 강당의 활용을 극 화해야 할 

것이다. 리운 면에서의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

이 제안한다. 

가) 지역주민에게 개방시 시설 유지, 리에 따른 

공공요 ( 기세, 수도세, 화장실 사용료 등), 청소 

리비 등 객 이고 합리 인 리체계가 수립되

어야 한다. 설문조사 한 지역주민 51%가 ‘청소’, 

27%가 ‘사용료 부담’을, 교직원은 47%가 ‘공공료 부

담’, 29%가 ‘사용료 부담’을 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나)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다목 강당

을 개방하며 시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조정하여 

리운 면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시켜야 한다. 설

문조사 한 지역주민 58%, 교직원 71%가 ‘휴일개

방’을 원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32%, 교직원 1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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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방과 후) 개방’을 원하는 것으로 응답 하 고, 

지역주민, 교직원 평균은 ‘휴일개방’이 63%, ‘오후개

방’이 26%, ‘아침개방’이 9%, 기타, 종일 각각 1%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지역주민들을 하여 주차동선계획을 마련하

여 쉽게 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운동장에 주차하는 경우가 없게 하여 리에 

효율을 기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부산 역시 , , 고교를 상으로 

다목 강당 시설 황과 이용실태  요구를 악하

고 지역주민 개방 요구와 이용 활성화에 한 방안

을 제시 하고자 한 연구로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가의 상승과 교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

하여 교지 면  감소로 인한 체육장 면 이 감소되

고 있으므로 다목 강당 건립 시 다목 강당의 학

생 체육장 역할  지역주민 생활체육 시설로서의 

이용률을 극 화해야 할 것이다.

2) 학교건축계획 설계시 부터 지역주민 개방 제 

조건하에 출입, 동선 계, 리 계를 고려하여 설

계, 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치 선정시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를 하여 

외부와의 통행거리가 가깝고 동선이 짧으며 정문 

쪽으로 직  통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 개방이 편

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기능을 보조 으로 수행하는 부속 시설들을 한

곳에 집약하여 지역주민 이용시 효과 인 유지 

리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모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5) 지역주민 개방시 리  운 방법에 학교만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이 없게 사용료에 한 실

이고 합리 인 법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방범  안 에 한 책이 강구 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이용 시간, 이용 형태가 서로 다르기 때

문에 방범  안 을 하여 수 실 내 모니터에 

의한 감시 장치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악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교직원 설문지상 다목 강당의 하부 층에 특별

교실  일반교실이 치하고 있는 경우 하부층 교

실에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나타났으므로 다목 강

당 하부 층에 식당 이외의 공간이 올 경우 소음에 

한 특별한 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학교시설 다목 강당의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방

안에 한 연구를 하여 앞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와 BTL방식(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을 공공기

이 임 해 사용하는 방식)을 상호 연계하여 네트워

크(Network)화 방안 등이 계속 연구 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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