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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Facility classification for military barracks among military facilities. The

military barracks are the place where soldiers spend most of their time. Thus, a new type of space in military

barracks is requir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soldiers and make the military more advanced for

national defense. The research method was to derive problems through a survey of the previous literature and

case studies and to select target places in the Army, Navy, Air Force, and Marine based on the derived

problems. An improvement scheme was proposed by developing criteria for military barracks space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acility classification inside of national defense · military

facility standard should be reorganized. The alternative plan is demanded for some camp which has no need

about setting up the office facility. And the study of reasonable facility area after improvementing facility

categoriza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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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방부는 “2008년 10월 22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

사회발전 추세에 발맞춰 낡고 좁은 병영생활관과 군 간

부 숙소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병

사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병영 생활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영 생활관을 신세대 장병들의

성장환경 고려, 기존의 침상형에서 분대 단위 침대형으

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전방 지역과

도서 지역 병영 시설 개선을 2010년까지 우선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전 부대의 병영 생활관을 당초 목표인 2013

년보다 1년 앞당겨 2012년까지 모두 침대형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화장실·세면장, 사이버 지식 정보


* 
본 연구는 국방부 병영시설 공간효율화 설계방안 작성용역(2011년

전반기완료)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이에 본 연구의 시기 및 설문시행 일자가 2010년을 기준을 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방, 체력 단련장, 휴게실 등 편의시설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휴게실, 샤워실·탈의실, 미용실 등 여군 전용

편의 시설도 별도 설치키로 했다.1)

현재 국방 시설의 가장 주요 시설인 병영 생활관은 변

화하고 있으나 이 병영 생활관의 건축계획 지침인 국방시

설기준 내의 시설 분류 기준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즉 병

영 생활관내의 시설분류체계는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시설, 작전 및 훈련시설, 위생 및 급식시설, 의료시설,

저장 및 정비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종교시설, 교정시

설, 체육시설로 나눌 수 있다.2) 이 중 가장 장병의 생활과

밀접한 병영 생활관은 시설 분류 체계에서 주거 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나, 군 특성상 주거 기능 뿐만이 아닌 통합

적인 공간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대대급 통합 병영

생활관은 국방 시설 분류 체계의 축소 공간으로써 이루어

져 있다.3) 병영 생활관은 장병들이 8시간의 교육 훈련 제

1) 국방일보 2008년 10월 22일

2) 국방부, 국방·군사시설기준, 초판, 국방부, 서울, 2011, 국방시설 기

준내 시설분류체계에서 도출 한 것임.

3) 주거시설로 생활실, 행정시설로 지휘관사무실, 개인사무실, 공용사

무실, 비문합보관소, 간부연구실, 작전 및 훈련시설로 지휘 통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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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선완료 진행 향후추진 계

03-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육군생활관 325 111 118 61 51 666

해공군생활관 460 122 70 159 110 921

GOP/해,강안소초 682 275 - - - 957

계 1,467 508 118 220 161 2,544

총사업비(억원) 38,664 11,099 10,389 8,034 2,821 71,007

누적 성과율(%) 58 77 85 93 100 100

<표 1> 병영 생활관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2010년 12월 기준, 국방백서)

1950-1960 1960-1970 1970-1982 1983-2003 2004이후

천막

퀀셋막사

A형막사

(블럭조적조

슬레트지붕)

소대단위

폐치카난방

통합막사

(라멘블럭조

평지붕)

2개분대-1개소대

방열기난방

현대화막사

(라멘조적조

경사지붕)

1-2분대

편의시설확충

생활관

(라멘조, 경사지붕)

분대단위

침대형

여군편의시설

<그림 1> 병영생활관 변천과정

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공간으로 장병들이 필

요한 공간이나 기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시설

분류 체계에서 나타나 있듯이 시설들의 기능과 맞게 서로

연계되어 계획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군 시설은 체계적으

로 기능 조합에 대한 연구와 군 특성 분석 없이 통합적

시설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병영 생활관에 있어 다양한 시설 분류

체계를 분석 후 사례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각 시설에

대한 군 간부 면담과 병사 설문을 통해 적정한 시설을

재분류하며, 결과적으로 시설에 대한 제안과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 시설은 병영 생활관으로 현재 준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통합 병영 생활관으로 제한한다. 또한 각

군의 편제에 의해 사단에서 대대까지 다양한 규모 부대가

있으므로 육군, 해병대는 대대급을 기준으로 하였고 공군,

해군은 비행단, 함대 기준으로 제한하였으며, 각각의 병영

생활관에 대한 사용 인원이 200명이상 되는 규모로 한정하

여 조사하였다. 또한 국방·군사 시설 기준(2011년)에 의해

준공된 병영 생활관을 조사하고 군별로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 군에 4개의 병영생활관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영 생활관의 목적, 변천 및 특징과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 연구 분류, 국방·군사 시설 기준 검토를 통해

구성 기준을 조사한다.

둘째, 연구 조사를 위한 병영 생활관 대상지를 선정하

고 사례 분석 및 면적 등을 조사하여 시설 분류의 문제

점을 도출한다.

셋째,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중심으로 면담 조사와 설

문 조사4)를 하여 병영 생활관 내의 필요, 권장, 이동, 불필

요한 시설에 대한 구성 기준을 도출하여 개선안을 제안한다.

2. 문헌 고찰

2.1. 병영 생활관의 목적 및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

병영 생활관의 목적은 장병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주

거기능 뿐 만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5) 원래 병영 생활관은 군의 특성상 전투를 위한

통신실, 위생 및 급식시설로 화장실, 세면장, 샤워실, 목욕탕, 여군

편의시설, 간부화장실, 의료시설로 입원실, 진료실, 군의관실, 대기실,

약제실, 저장 및 정비시설로 일반창고, 공급실, 교보재실, 무기고, 탄

약고, 교육시설로 강의실, 도서관, 복지시설로 이발소, 세탁소, 피복

정비실, 사이버지식정보방, 다목적실 등으로 분류 되어진다.

4) 2010년 11월 20일∼12월 20일까지 총 280부의 설문지를 (육군 1개

대대, 공군 1개 비행단, 해군 1개 함대, 해병대 1개 대대) 배포하여

얻은 자료이다.

5) 국방부, 국방·군사시설기준, 초판, 국방부, 서울, 2011, p.14에서 통

대기 공간이었으나 현대의 목적에 따라, 또 군의 선진화에

맞추어 생활의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병사의 성장 환

경 변화 및 사회 변화로 인한 병영 생활관의 공간 계획도

변화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발

전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발전에 따른 여가 활

동의 증대로 인한 지식정보 획득과 자기 개발 여건 조성

및 부합되는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부합

하는 병영 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재정 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BTL) 방식을 병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4조 9,763억원을 투자하여 총 1,975개 대대·동

을 개선하였다. 2009년 재정 사업으로 6,857억원을 투자하

여 육군 생활관 46개 대대, 공군 생활관 108개동을 개선하

였다. 민간 투자 사업 방식(BTL)으로 4,242억원을 투자하

여 육군 생활관 51개 대대, 해·공군 생활관 14개 동을 추

진하였고 방위력 개선 등의 육군 생활관 14개 대대를 개

선하였다. 2003년부터 추진한 소초 개선 사업은 2009년

GOP와 해·강안부대 소초 생활관 275개 동을 완료하면서 종

료하였다. 2010년 1조 389억원을 투자하여 육군생활관 118개

대대, 해·공군 생활관 70개 동을 개선하고 있으며 2012년까

지 1조 855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병영 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추진 현황은 <표 1>과 같다.

2.2. 병영 생활관 변천 및 특징

병영 생활관은 창군 시기부터 5단계를 걸쳐 발전하고

있다. 병영 생활관의 변천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현재 단계인 2004년 이후는 병영 생활관은 여러 편의

시설 확충 및 여군 편의 시설까지 설치하고 있으며 생활

실은 침상형에서 1분대의 규모인 9인을 기준으로 1층 침

대형이 보편화 되고 있다. 즉 대규모의 생활실에서 소규

모 생활실의 변화로 많은 생활실 필요에 의해 건물이 고

층화 되고 있다.

합생활관 구성예시를 보면 주거, 행정, 작전 및 훈련, 위생 및 급

식, 의료, 저장 및 정비, 교육, 복지시설 등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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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병영 생활관

저자 년도 제목 연구주제

이종찬 2010 신·재생에너지 군시설 적용을 위한 설계지침 연구
친환경

박찬혁

2009

친환경 병영시설 모델개발을 위한 설계요소 분석

추현엽
설문조사를 통한 공군병영생활관 건축 계획적 개선방

안에 관한 연구
생활실

이승재

2008

군주거시설 BTL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성과 평가 방법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BTL 관련

이춘경
군 주거시설 BTL사업의 추진단계별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유충선 사용자특성을 고려한 병영생활관 계획에 관한 연구

단위

공간

면적

이안교 2007
대기행렬이론을 활용한 군 막사의 위생 및 복지시설

기준에 관한 연구

김홍용 2005 한국병영시설과 외국병영시설의 비교분석

이강주 2001 병영생활실 공간규모 계획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표 2> 병영 생활관 선행 연구 분석

구분 대분류 시설명

국방·군사

시설기준

주거시설 생활실

행정시설

지휘관사무실, 개인사무실, 공용사무실, 회의실,

간부연구실, 비문합동보관소, 문서고, 전산실, 연구실,

상담실

작전 및

훈련시설
작전지휘센터, 지휘통제실, 통신실

위생 및

급식시설

화장실, 세면장, 세탁실, 세탁건조실, 샤워실, 목욕탕,

군화세척실

의료시설 입원실, 진료실, 군의관실

저장 및

정비시설
일반창고, 공급실, 교보재실

교육시설 강의실, 분임토의실, 휴게실, 도서관, 강당

복지시설

이발소, 세탁소, 피복정비실, 매점, 휴게실, 탁구장,

실내체력단련장, 사이버지식정보방, 다목적실,

여군편의시설

종교시설 없음

교정시설 없음

체육시설 없음

<표 3> 국방·군사 시설 기준 시설 분류 체계에 포함되는 병영 생활관 시설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위치 경기도 포천 강원도 동해 경상도 대구 경상도 포항

완공년도 2009년 2007년 2007년 2010년

연면적 8246.63㎡ 9,866.20㎡ 4181.60㎡ 6,824.14㎡

<표 4> 육·해·공군 해병대 시설 개요

국방·군사시설기준에

의하면 병영 생활관은 시

설 분류의 단위 공간에

대한 면적만 제시 되어있

다. 즉 어떠한 시설의 조

합 및 구성이 되어야 하

는가에 대한 지침은 없다.

군 시설의 특성상 대지의 면적 및 수용 원의 차이, 군 부

대의 규모 등에 따라 유동성을 주기 위한 부분으로 사료되

나 기준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며, 현재 군 별로 행정 시

설의 유·무가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나타난다. 육군,

해병대의 경우 병영 생활관 내 행정 시설이 포함되지만 공

군, 해군은 행정 시설이 분리되어 있다.

2.3. 관련 선행 연구

현재 병영 생활관과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는 다음

<표 2>와 같다.

선행 연구를 조사한 결과 2008년 이후 군 시설에 있어

BTL과 관련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면서, 공간 자체보다는

군 시설과 관련된 민간 투자 사업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현 정부의 강조하는 친환경,

저에너지 연구 역시 적극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단위

공간 및 병영 생활관 내 시설에 대한 건축 계획 관련 연구는

최근에 연구되지 않았으며 이전 연구 또한 생활실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영 생활관의 전체

적인 시설 분류에 대해 진행함으로 차별화를 갖고자 한다.

2.4. 국방·군사 시설 기준 검토

현재 국방·군사 시설 기준에서 명시한 시설 분류 체계

중 병영 생활관에 포함되는 시설은 다음 <표 3>과 같다.

국방·군사 시설 기준에 명시된 시설 분류 체계 중 병

영 생활관이 포함하고 있는 시설에 실태 조사를 조사한 결

과 기본적으로 교육 시설 및 복지 시설은 유·무가 다양하

게 나타난다. 이는 국방·군사 시설 기준에 명시된 시설에

대한 시설 분류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부대별 필요한 시설을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연구 분석 항목

본 연구에서 분석 항목은 시설 분류의 면적에 따른 대분

류를 중심으로 하며, 병영 생활관에서 주거 시설은 기본적으

로 주 요소로서 재분류에서 제외한다. 가장 많은 면적을 가

지는 복지 시설과 위생 시설을 중심으로 사례조사와 병영 생

활관 사용 병사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며, 이용 빈도, 만

족도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행정 시설은 군 별의 특징으

로 육군, 해병대와 달리 해군, 공군은 병영 생활관 내 설치

되어 있지 않아 행정 시설 관련 간부 면담 조사는 육군과

해병대로 제한하며, 나머지 시설은 동일하게 조사한다. 또

한 군 별 사례를 통해 설치되어 있는 <표 6>과 같이 과반

수 이상의 시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병영 생활관 내의 시설 분류를 재분류, 제안한다.

3. 사례 분석

3.1. 사례 선정 이유와 개요

국내 병영시설의 육·해·공군·해병대를 대상으로 생활관의

만족도 및 개선안을 도출하고, 군 별 특징을 알기 위해 각

군 별 1개씩의 부대를 선정하였다. 대상 부대는 최근 통합

생활관으로 완공된 사례이며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이다.

본 연구의 대상지 4개 사례는 육·해·공·해병대로 다음

<표 4>와 같은 시설 개요를 가지고 있다.

3.2. 사례 현황 및 배치

현 4개의 대상지는 육·해·공군·해병대의 병영 생활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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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시설 표기 다이어그램

1F

2F

3F

해군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시설 표기 다이어그램

1F 4F

2F 5F4층 평면도 5층 평면도

3F

공군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시설 표기 다이어그램

1F

2F

3F

해병

대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시설 표기 다이어그램

1F

2F
4층 평면도

3F

4F

범례

<표 5> 육·해·공군·해병대 시설 현황 및 시설 배치

으로 각 군의 특성7)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상 전방 부대

2개와 후방 부대 2개로 구성되어진다. 병영 생활관 내에

는 다양한 시설이 있으며 시설 분류상 특이점과 대상지

내 차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육군 및 해병대 병영 생활관은 1층에 생활실, 행정실,

복지 시설이 위치하고 2층과 3층에 생활실을 위주로 구성

6) 연구시 육군 5개부대와 해군2개 부대, 공군 3개부대, 해병대 2개

부대를 조사하였는데 각 군 부대의 병영생활관이 비슷하여 이 중

대표적인 각 군의 대표적인 사례 1개씩 선정하였다.

7) 육군 병영생활관은 주거+행정기능 통합, 해군, 공군은 주거, 행정기

능 분리되어진다.

되어있다. 해군 병영 생활관은 1층에 생활실과 취사식당

이 같이 위치하며 2층에서 5층까지 생활실과 목욕탕, 복

지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공군 병영 생활관은 1층에 생

활실과 홀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세탁 관련된 실들이 위치

하고 있고, 2층과 3층은 1층과 같은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층 별 다이어그램은 평면도가 작아 잘 인식이 되지 않기에

<표 5>와 같이 국방·군사 시설 기준에 추출한 분석의 7개

공간을 다른 패턴으로 표기하였다.(<표 5> 범례 참고)

4개의 대상지의 현황과 배치를 보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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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류 시설명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주거시설
병사생활실 ○(38) ○(70) ○(36) ○(52)

간부생활실 ○(초임부사관실1) × × ○(3)

행정시설

대대행정실※ ○(1) × × ○(1)

중대행정실※※ ○(4) × × ○(4)

대대장실 ○(1) × × ○(1)

주임원사실 ○(1) × × ○(1)

지휘통제실 ○(1) × × ○(1)

통신장비실 ○(1) × ○(1) ○(1)

상담실 ○(3) × × ○(1)

회의실 ○(1) × × ×

당직사관실 × ○(1) ○(3) ○(4)

의료시설 의무실 ○(1) × × ○(1)

복지시설

도서관 ○(1) ○(2) ○(3) ○(1)

사이버정보실 ○(4) ○(2) ○(3) ○(5)

다목적실(홀) ○(4) ○(2) × ×

이발소 ○(1) ○(1) × ○(4)

여군편의시설 ○(1) × × ○(1)

피복정비실 × ○(4) ○(3) ×

휴게실 ○(1) ○(3) ○(3) ×

매점 × ○(1) × ×

체력단련실 × ○(2) × ×

노래방 × ○(3) × ×

위생 및

급식시설

화장실 ○(6) ○(9) ○(3) ○(8)

샤워실 ○(4) × ○(3) ○(6)

세면실 ○(4) ○(9) ○(3) ○(8)

목욕탕 × ○(2) × ×

세탁실 ○(4) ○(5) ○(3) ○(8)

세탁건조실 ×(야외) × ○(3) ×(야외)

군화세척실 ○(2) × ○(1) ○(2)

취사식당 ×(독립) ○(1) ×(독립) ×

저장 및

관리시설

일반창고 ○(2) ○(4) ○(1) ○(2)

교보재창고 ○(1) × × ○(4)

무기고 ○(1) × × ○(2)

보일러,

기전실
× × ○(1) ×

※ 대대행정실은 작전과, 정보과, 군수과 인사과 등을 통합한 시설

※※ 중대행정실은 중대장실, 중대행정실, 간부연구실 등을 통합한 시설

※※※ ()안에 숫자는 병영생활관내의 설치 수임

<표 6> 육·해·공·해병대 병영생활관내 시설 분석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연면적 8246.63㎡ 9866.20㎡ 4181.60㎡ 6824.14㎡

전용면적 6626.47㎡ 7677.29㎡ 3098.21㎡ 5585.88㎡

공용면적 1620.16㎡ 2188.91㎡ 1083.39㎡ 1238.26㎡

주거시설 3532.17㎡ 53% 6476.57㎡ 56% 2967.92㎡ 61% 3693.82㎡ 44%

행정시설 1125.92㎡ 17% 51.55㎡ 1% 89.17㎡ 3% 1491.12㎡ 27%

의료시설 123.36㎡ 2% - - - - 92㎡ 1%

복지시설 659.29㎡ 10% 1183.37㎡ 16% 391.06㎡ 13% 664.06㎡ 12%

위생시설 1085.58㎡ 16% 1176.58㎡ 15% 692.32㎡ 22% 665.20㎡ 12%

급식시설 - - 867.89㎡ 11% - - - -

저장,관리시설 100.15㎡ 2% 110.24㎡ 1% 41.13㎡ 1% 217.94㎡ 4%

※ 연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에서의 시설분류 면적비 임

<표 7> 육·해·공군 해병대 시설 면적 및 시설 분류 면적비※3.3. 사례 병영 생활관 시설 분류 분석

육군 병영 생활관은 크게 주거 시설과 행정 시설로 나

누어 3층으로 계획되었으며, 해군 병영 생활관은 주거

시설과 급식 시설(취사 식당)을 1층에 두고 전체 5층으

로, 공군 병영 생활관은 주거 시설과 위생 시설(세탁실,

세탁 건조실), 저장 및 관리 시설(보일러실)이 포함된 3

층으로, 해병대 병영 생활관은 육군과 같이 주거 시설과

행정 시설로 나누어 4층으로 설계되었다.

즉 육군과 해병대의 행정 시설의 면적을 해군은 취사

식당으로, 공군은 세탁 관련실들로 계획하고 있다.

병영 생활관 내의 시설 분류를 시설명으로 분석하면

다음<표 6>과 같다.

3.4. 시설 분류에 의한 면적비 비교

본 연구의 대상 사례인 육, 해, 공, 해병대의 병영 생

활실의 시설 분류에 의한 면적 및 면적 비율은 다음

<표 7>과 같다.

본 사례 대상의 면적비를 비교해보면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육군, 해병대는 행정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전체

면적에서 행정 시설이 가지는 비율이 가장 크며 이를 제

외하면 복지 시설 및 위생 시설의 비율이 크다. 공군과

해군은 복지시설 및 위생 시설의 면적 비율이 주거 시설

을 제외하면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 시설을 제외한 복지 시설의 이용 빈도 분석을 진행

한다. 위생 시설 중 화장실, 샤워실은 시설 기준에 의해

정확한 시설 면적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고 예비 설문시

만족도가 높게 나와 제외하며, 세탁 관련 시설의 위치

및 면적 등이 상이하게 계획8)되어 만족도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4. 설문 조사 분석 및 시설 분류 개선안 도출

4.1. 조사 개요

육·해·공·해병대 병영 생활관 중 각 1개의 부대를 선정하

여 2010년 11월 20일∼12월 10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설문하

였다. 설문 데이터는 육군 70부, 해군 70부, 공군 70부, 해병

대 70부로 총 280부를 배포하여 설문하였다. 기간은 해군, 공

군, 해병대는 2010년 9월 27일∼29일, 육군은 2011년 1월 5

일∼6일에 부대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 오

류 및 데이터로 사용 못하는 설문을 제외한 육군 70부, 해

군 69부, 공군 64부, 해병대 57부로 총 260부를 분석하였다.

4.2. 설문 항목 도출

정확한 설문 문항을 도출하기 위해 예비 설문 조사를

2010년 10월 12일∼13일 육군 1개 부대 149명에게 실시하였

다. 병영 생활관 일반 사항 6개, 병영 생활관 관련 질문, 일

반 사항 4개, 이용 빈도 질문, 추가 요구 시설, 불편 사항 1

개, 세탁실 및 세탁 건조실에 관한 문항 4개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병영 생활관 관련 질문의

경우, 국방·군사시설기준의 공간을 예로 들어 보완될 시설,

추가시설, 복지시설을 질문하였으나 질문에 오류가 많고 추

상적이라서 본 설문 조사에서는 예비 설문 조사를 토대로

하여 병영 생활관 내의 시설들의 이용 빈도를 조사하였다.

8) 공군 병영생활관의 예를 보면 같은 건물이 아닌 독립건물에 위치하고 브

리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건조장의 경우 옥내, 외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1호 통권96호 _ 2013.0224

군별 배포설문지수 응답설문지수 평균설문응답자수 (%)

육군 70 69 61 88

해군 70 69 65 94

공군 70 64 64 100

해병대 70 57 55 97

<표 8> 설문 응답자 통계

내용

이 용 빈 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매일
주 3회
이상

주
1-2회

월 1회
월 1회
미만

매일
주 3회
이상

주
1-2회

월 1회
월 1회
미만

매일
주 3회
이상

주
1-2회

월 1회
월 1회
미만

매일
주 3회
이상

주
1-2회

월 1회
월 1회
미만

도서관 8(13) 4(6)
26
(41)

2(3)
23
(37)

5(8) 8(13)
19
(30)

12
(19)

20
(30)

3(5) 9(14)
22
(33)

15
(23)

17
(25)

12
(22)

4(7)
10
(19)

2(4)
26
(48)

사이버
정보실

9(14) 6(9)
19
(30)

5(8)
26
(40)

7(10)
17
(26)

27
(40)

8(12) 8(12) 8(12)
15
(23)

24
(37)

1(2)
17
(26)

0(0)
12
(22)

30
(56)

6(11) 6(11)

다목적
실(홀)

39
(59)

21
(31)

6(9) 1(1) 0(0) 1(2) 3(5)
15
(23)

17
(26)

29
(44)

- - - - - - - - - -

이발소 4(6) 2(3)
28
(41)

33
(49)

1(1) 1(1) 4(6)
14
(21)

44
(65)

5(7) - - - - - 0(0) 2(4)
32
(56)

19
(33)

4(7)

매점
16
(25)

25
(37)

25
(37)

1(1) 0(0) 6(9) 8(13)
21
(33)

9(14)
20
(31)

1(2)
17
(27)

18
(28)

6(10)
22
(33)

2(4) 4(8)
20
(39)

8(15)
18
(34)

체력
단련장

3(5) 9(16)
11
(19)

8(14)
26
(46)

7(11)
10
(15)

24
(36)

8(12)
17
(26)

9(14)
12
(18)

17
(27)

9(14)
17
(27)

4(7) 0(0)
22
(39)

6(11)
24
(43)

피복
정비실

- - - - - 3(5) 5(8)
19
(32)

12
(21)

20
(34)

9(14) 8(12)
26
(40)

15
(23)

7(11) - - - - -

휴게실 9(17) 7(13)
12
(23)

3(6)
22
(42)

6(9) 3(5)
27
(42)

12
(19)

17
(25)

7(11)
15
(23)

16
(25)

5(8)
22
(33)

- - - - -

목욕탕
46
(80)

0(0) 0(0) 1(2)
10
(18)

5(8) 3(5)
18
(27)

14
(21)

26
(39)

12
(18)

4(7)
12
(18)

13
(20)

24
(37)

12
(21)

4(7)
20
(36)

10
(18)

10
(18)

<표 9> 육·해·공·해병대 병영생활관 이용빈도 비교표

시설
분류

시설명

주거 생활실

행정
지휘관사무실, 공용사무실(행정
반), 간부연구실, 상담실

위생
화장실, 세면장, 샤워실, 세탁실,
세탁물건조실(옥내,외), 취사식당,
군화세척실

의료 의무대

복지

이발소, 피복정비실, 매점(PX), 면
회실, 휴게실, 탁구장, 당구장, 체
력단련장, 사이버지식정보방, 다목
적실, 도서관, 독서실(연등실)

저장 창고

기타 급식시설, 교육시설 등

일반사항

- 군종

- 계급

- 병과

- 보직

- 키

- 체중

추가공간 질문

- 국방군사시설기준 표 제시

- 생활관에서 보완 될 시설

- 생활관에서 추가 될 시설

- 복지기능을 가지는 추가 될 시설

▶

일반사항

- 군별

- 계급

- 병과

- 신장

이용빈도 조사

- 대상 : 병영생활관내 사례의

공통된 9개 시설 중 7개 시

설(급식시설, 교육시설제외)

- 빈도 : 매일, 주3회, 주1-2회,

월1회, 월1회 미만

추가시설사항

불편사항

간부(지휘관 및 부사관) 면담

조사

a. 예비설문조사 b. 본설문조사

<그림 3> 예비설문조사 및 본설문조사 비교

또한 방문 조사 시 각 부대의 간부 면담을 통해 행정시설,

저장 및 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

였다. 예비 및 본 설문 조사의 구성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이용 빈도에 관한 사항 중 행정 시설의 경우, 해군, 공

군은 병영 생활관 내에 배치하고 있지 않기에 공정한 조

사를 위해 제외했고, 이외 의료 시설, 저장 및 관리 시설

도 제외(군간부 면담 내용)한 병사들의 편의를 위한 시

설을 위주로 이용 빈도를 조사하였다. 즉, 복지 시설과

위생 시설 위주로 한정하였다. 복지 시설은 사례 조사에

서 과반 이상(4개 사례 중 2개 이상) 설치된 시설인 도

서관, 사이버 지식 정보실, 다목적실(홀), 이발소, 피복

정비실, 휴게실을 포함하고, 과반 이상이나 여군 편의 시

설 경우 대한민국의 남자로 구성되는 병사가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과반 이상이 되지 않으나 매

점, 체력 단련실은 모든 사례에 설치되어 있는데, 병영

생활관 내에 위치하지 않고 독립 건물로 부대 안에 위치

하여 병영 생활관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 조사하였다. 또

한 위생 및 급식 시설에서는 샤워실, 화장실, 세면실 등

의 공간은 상시 이용하는 시설로 제외한다. 목욕탕의 경

우, 해군을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독립 건물로 위치하고

있어 포함한다. 그러나 급식 시설인 취사 식당은 해군의

경우만 병영 생활관에 포함되어 있어 제외한다.

세탁실 및 세탁 건조장은 병영 생활관 내 가장 많이 설치

되어 있고 이용 빈도가 높은 공간으로 따로 분류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사례 부대의 다양한 세탁실, 세탁

건조실의 위치 및 건조 방식 등을 조사하여 개선안을 제안한

다. 본 연구는 병영 생활관 내의 다양한 시설을 모두 분석하

는 것이 아닌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시설 분류 중 가장 공통

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연구로 볼 수 있다.

4.3. 설문 조사 분석

이용 빈도를 위해 방문하여 위생 시설, 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각 부대에 없는 시설은 낮은 응답

수나 이용 빈도가 1달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확한 조

사를 위해 이러한 데이터 값은 삭제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이용 빈도 설문 조사 응답률은 다음 <표 8>과 같다.

(1) 복지 시설 관련 병사 설문 조사 분석

각 군별 병영 생활관 이용 빈도는 다음 <표 9>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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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만족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M S.D
S.E.

M
M S.D

S.E.

M
M S.D

S.E.

M
M S.D

S.E.

M

세탁실

크기
3.84 1.41 0.16 2.63 1.27 0.15 2.83 1.12 0.139 3.42 1.06 0.208

세탁물

건조장

크기

2.85 1.53 0.183 2.98 1.25 0.15 2.53 1.15 0.144 3.23 1.14 0.224

세탁물

건조장

위치

2.67 1.66 0.198 2.71 1.31 0.158 3.04 1.03 0.128 3.16 1.17 0.235

<표 10> 육·해·공·해병대 위생 시설 관련 만족도 비교표

불편사항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표 11> 육·해·공·해병대 위생 시설 관련 불편 사항

군별 대상 내용

육군

대대장

중복도 형이라 북향에 대한 채광, 환기 문제

군 재편으로 행정시설이 꼭 병영생활관에 설치 불필요성

대대전체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실내공간의 부재

주임원사

관리자(간부)와 사용자(병사) 의견차이로 시설배치에 혼란

다목적실은 활용도가 저하를 예상하였으나 다용도 활용중

주거시설과 행정시설의 분리는 사용자는 편하나 통제 어려

움, 교보재, 부식창고는 훈련장, 취사식당에 인접

해군

시설장교

행정시설 분리로 일과외 시간에 병사의 프라이버시 확보

중대 규모의 행정 및 간부실 필요함

취사식당 설치로 이동은 용이하나 냄새와 소음이 문제

시설부사관
목욕탕설치로 샤워실 없어 이용도가 높음

체력단련실의 소음문제로 1층이나 지하에 설치 원함

공군
중대장

세탁물의 생활실내 건조로 인한 냄새와 습기 문제 발생

발코니 활용면에 설치 원함

보급부사관 행정시설의 병영생활관 내 설치는 효율성이 떨어짐

해병

대
작전장교

병영생활관내 창고시설 부족

대대 내 간부의 휴식공간 부족, 간부대기 장소 필요

현재 상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회의실로도 사용함

<표 12> 군 간부 면담 내용

<그림 7> 해병대

추가시설

<그림 5> 해군 추가시설

<그림 6> 공군 추가시설

<그림 4> 육군 추가시설

다. 육군 병영 생활관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시설은 당구

장, 도서관, 체력 단련실, 피복 정비실, 탁구장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의 분포를 보면

다음<그림 4>와 같다. 불편 사항

은 체력 단련실이 병영 생활관 내

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거리가 멀

다는 답변과 전반적으로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해군 병영 생활관 내 추가되었으면 하는 시설은 매점,

사이버 지식 정보방, 게임방, 엘리베이터와 같은 수직 동

선, 흡연실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의 분포를 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불편 사항으로

는 가장 많은 대답으로 사이버 지

식 정보방 부족, 시설 이용료가 비

싸다, 피복 정비실 다리미 불량 등

으로 시설보다는 시설 내 장비에

대한 불편 사항이 많이 나타났다.

공군 병영 생활관내 추가되었

으면 하는 시설은 매점, 사이버

지식 정보실, 체력 단련실, 취사

식당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의

분포를 보면 다음 <그림 6>과 같

다. 불편 사항은 공간 부족, 컴퓨

터 부족, 독서실 부재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도서관

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독서실은 없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해병대 병영 생활관 내 추가 되었으면 하는 시설은 매

점, 사이버 지식 정보실, 체력단련실, 취사 식당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의 분포를 보면 다음<그림 7>과 같다.

이 중 추가시설로는 사이버 지식

정보실, 흡연실, 당구대, 탁구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사이버

지식 정보방은 병영 생활관 내 5

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추가로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 사항으로는 도서관의 책 부족, 자리 부족과 샤워장,

사이버 지식 정보실의 공간 협소가 조사되었다.

(2) 위생 시설 만족도 조사 분석

위생 시설 중 세탁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는 다음 <표

10>과 같다.

본 연구의 만족도는 5점 Lic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육군 세탁실의 불편 사항으로는 세탁기 부족, 전기 용

량 부족, 건조기 설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탁 건조실의

불편 사항으로는 옥상에 위치한 건조실에 낙사 사고 위

험이 있다는 답이 전체 답의 90%이상 나왔다. 해군 세

탁실의 불편 사항은 세탁기 부족, 세탁기 고장, 공간 협

소 순으로 나타났다. 공군 세탁실의 불편한 점은 공간

및 건조대 부족이라 응답하였고 해병대 세탁실과 관련한

불편 사항은 세탁기부족 및 세탁기 노후가 나타났다. 불

편 사항을 비교하면 <표 11>과 같다.

4.4. 행정 시설 및 저장 및 정비 시설 관련 군 간

부 면담 조사 분석

군 간부와 면담 내용은 다음 <표 12>와 같다.

4.5. 병영 생활관 시설 분류 개선안

본 연구에서 병영 생활관 시설 분류 개선을 위한 연구

방법으로 조사된 시설 면적 분석, 병사 설문조사, 군 간

부 면담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는 <표 13>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정확한 면적은 산출 할 수 없으나 평균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2권 1호 통권96호 _ 2013.0226

시설분류 개선

주거시설
병사 생활실은 현행유지를 하나 간부생활실은 영외에 위치를 원함(병

사와 간부의 일과 후 접촉 불편함, 간부개인생활필요)

행정시설
군별 실정에 맞게 계획(육군, 해병대/해군, 공군)

상담실이나 회의실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가능

의료시설 현행유지 및 실정에 맞게 필수적으로 설치

복지시설

복지회관시설과 중복 : 도서관, 이발소, 피복정비실은 복지회관으로 설치

병영생활실내 필수 설치시설 : 사이버지식정보실, 다목적실, 매점, 체

력단련실, 휴게실

위생시설

샤워실 및 세면실 설치로 필요 없으나 목욕탕 설치시(샤워실 축소 및

삭제), 세탁실(규모 맞게 계획 및 관리), 세탁건조실(옥외설치시 옥상금

지, 옥내설치시 발코니 설치시 이용)

저장시설

일반창고 및 무기고는 병영생활실내에 위치(유사시 작전투입용이)

교보재 창고 및 부식 창고는 병영생활관 밖에 위치(훈련, 취사식당에

서 사용 용이성)

<표 14> 병영 생활관 시설 분류 개선안

시설

분류

시설

면적
시설명(내용)

시설분류 개선제안

COD

E※
필요 권장 이동 불필요

주거

시설(R)
50～55%

병사생활실 R11 (ANFM)R11■

간부생활실 R12 (ANFM)R12▲

행정

시설(O)

육군,

해병대

20%이내

대대행정실 O11 (AM)O11■▲ (NF)O11■

중대행정실 O12 (AM)O12■▲ (NF)O11▲

대대장실 O21 (AM)O21■▲ (NF)O11▲

주임원사실 O22 (AM)O22■▲ (NF)O11▲

지휘통제실 O31 (AM)O31■ (NF)O11▲

통신장비실 O32 (ANFM)O32■

상담실 O33 (AM)O33■ (NF)O33▲

회의실 O34 (ANFM)R34▲

당직사관실 O35 (ANFM)R35■

의료

시설(M)
2%이내 의무실 M11 (ANFM)M11■

복지

시설(W)
15%이내

도서관 W11 (ANFM)W11●

사이버정보실 W12 (ANFM)W12■●

다목적실 W13 (ANFM)W13■▲

이발소 W14 (ANFM)W14●

여군편의시설 W15 (ANFM)W15▲

피복정비실 W16 (ANFM)W16●

휴게실 W17 (ANFM)W11■●

매점 W18 (ANFM)W18●

체력단련실 W19 (ANFM)W19●

노래방 W20 (ANFM)W20●

위생

및

급식

시설(T)

위생시설

15%이내

급식시설

설치시

10이내

화장실 T11 (ANFM)T11■●

샤워실 T12 (ANFM)T12■●

세면실 T13 (ANFM)T13■●

목욕탕 T14 (ANFM)T14■

세탁실 T15 (ANFM)T15■●

세탁건조실 T16 (ANFM)T16■●

군화세척실 T17 (ANFM)T17■●

취사식당 T18 (ANFM)T18■●

저장

및

관리

시설(G)

2%이내

일반창고 G11 (ANFM)G11■▲

교보재창고 G12 (ANFM)G12▲

무기고 G13 (AM)G13■▲ (NF)G13▲

보일러실등 G14 (ANFM)G14■

※ 각 군의 특성상 CODE 앞에 육군(A), 해군(N), 공군(F), 해병대(M)로 표기한다.

※※ CODE 뒤 ■ 표기는 사례조사시 설치되어 있는 시설, ● 표기는 설문조사 분석,

▲ 표기는 간부 면담 분석

<표 13> 육·해·공·해병대 병영생활관내 시설 제안 종합 분석

적으로 병영 생활관에서의 주거 시설은 50% 내외이며 육

군, 해병대의 행정 시설은 20% 이내로 해군, 공군은 행정

시설 대신 취사 식당, 세탁 관련 실들로 이루어진다. 모든

군에서 나머지 큰 면적은 복지 시설과 위생 시설이다. 이

시설들도 30% 이내로 계획한다. 설문 조사를 통해 복지 시

설의 이용 빈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진다.

복지 시설 중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낮은 이용도를 보

이고 있다. 국방·군사 시설 기준에서 복지 회관 내 도서

관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병영 생활관에 중복 설치보다는

복지 회관 내 규모가 크게 계획하는 것을 고려한다. 사

이버 지식 정보실은 병영 생활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용 빈도가 주1-2회 이상 나타났으며, 특히 육군을 제외

하고는 추가 시설로 선호하고 있는데 각 층에 설치되지

않아 이동 및 사용 인원에 비해 적은 면적을 가지는 것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다목적실은 육군과 해군에 설

치되어 있는데 육군의 경우 중대 교육 및 탁구장 설치로

이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해군의 경우는 월1회 이

상 정도 나타났다. 이발소는 공군을 제외하고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 빈도가 낮으며 복지회관에도 설치되어있다.

매점은 현재 해군만 병영 생활실 내에 설치되어 있고 추

가 시설로 선호하며 이용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 체력

단련실 역시 해군만 병영 생활실에 위치하고 육군, 공군

은 부대 내 독립건물에 설치하고 있는데 거리가 멀고 해

병대는 병영 생활관 바로 옆 취사 식당 건물 1층을 사용

하고 있어 병영 생활관 내 설치를 선호하고 있다. 피복

정비실 역시 이용 빈도가 낮으며 복지 회관 내 시설에

있다. 휴게실은 해병대를 제외하고 모두 설치되었으나

이용 빈도가 낮으며 매점이 병영 생활관 내 위치했을 경

우 같이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나타났다.

위생 시설 중 목욕탕은 해군 병영 생활관만 설치되어

있는데 특징으로는 목욕탕을 설치하여 별도의 샤워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복되는 목욕탕과 샤워실

은 통합 계획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탁실

은 모든 사례에서 각 층에 위치하여 많게는 3-9개로 이

용에 있어 불편함은 없지만 세탁기 불량, 노후 등 시설

보다는 장비에 대한 불편 사항이 나타났다. 세탁 건조실

은 옥외보다 옥내 설치를 선호하는데 옥상에 세탁 건조

실이 있는 경우 낙사사고 위험에 대한 불편 사항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옥내 생활실에 건조 시 공간부족, 건조

대 부족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많이 계획되는 병영

생활관이 발코니 설치를 하고 있어 이 문제는 발코니 설

치 시 해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간부의 면담결과는 간부생활실의 분리, 휴게 공간

확보, 행정 시설에 대한 견해는 군 별로 다양하게 나타

났다. 저장 시설은 일반 창고의 경우 많은 설치를 원했

고 특정 창고는(교보재, 부식, 무기고 등) 사용시설에 가

까이 설치를 원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로 병영 생활관 내 시설 분류를

개선해 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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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현재 군은 선진화 도모하여 군 구조 개편 및 무기 체

계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병

영 시설의 많은 변화가 예상9)되고 있다.

병영 생활관에 대한 시설 분류 개선을 통해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해 보면 국방·군사 시설 기준 내의 시설

분류를 재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적 부분에 있어 행정 시설

의 유·무에 따른 대안 공간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복

지 시설 및 위생 시설에 대한 이용 빈도 및 만족도에 의

거한 적정한 시설 및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군 간부 면담을 통해 도출된 내용으로, 주거 시설의 병

사 전용, 행정 시설의 회의실, 상담실 등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 현재 이 실들의 공간 점유율에 비해 이용 효

율성이 떨어지며, 간부 휴식 공간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의료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저장 및

관리 공간 등 필요 시설의 재분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병영 생활관 내의 시설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던 실정으로 편의성에 기반한 재구성이 필

요한다. 본 연구는 시설분류에 대한 제안임으로 각 시설

에 대한 적정면적에 대한 연구는 군 특성을 반영한 후속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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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개혁초기에 68.1만명이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

으로 정예화하고 이를 위해 전투임무 이외의 비전투 분야인력을

최소화하고 유사조직과 기능을 통·폐합을 통하여 절약된 병력으로

전투부대의 완전성을 높여 전투 능력을 향상 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