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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물 공후 유지 리단계의 비용은 건물 신축비용의 

3～4배에 달하며, 유지 리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계획은 

유지 리 단계에서 비용, 안 , 시설 리 측면 등에서 불

편과 문제 을 유발한다. 

본 논고에서는 학교 건축 계획시 유지 리성을 고려하

여 특히 많이 용되고 있는 요소, 자칫 간과하기 쉬운 요

소와 새롭게 용되고 있는 요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유지 리단계에서의 LCC(life cycle cost) 감, 시설 리 

용이성, 안 성확보, 하자 방, 에 지 약차원에서 건

축, 기계설비, 기설비분야 설계시 고려할수 있는 사항으

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2.1 LCC비용 절감과 시설유지관리 용이성

(1) 토벽돌외장

토벽돌의 경우 비용이 경제 이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지 리비용이 렴하게 들어가는 표 인 외장재로서 

LH발주 신축학교의 경우는 주 외장재를 토벽돌로 할 

것을 권장하는 설계지침이 있어 이를 수하여 설계한 사

례가 있으며, 조  detail 설계시 일부 사용자는 하자 방지 

 경제성 측면에서 건식 철골인방보다는 Conc.인방을 선

호하는 경향이 있다

(2) 노출형 방수

노출형 방수는 비노출형에 비해 기비용도 감되며 

하자부 를 찾기가 쉽고 유지보수가 쉬운 장 이 있다

(3) 식당, 교과동에 벽걸이형 탕 용보일러 용

벽걸이형 탕 용 보일러는 보일러와 탕 장탱크 일

체형으로서 기존의 보일러와 탕 장탱크 분리형에 비해 

바닥면 을 게 차지하고 공사비가 감되며 유지 리 

성능도 향상됨

2.2 시설유지관리의 용이성

(1) 자기세정 도장 AL복합 넬

외부 오염에 한 자기 세정기능을 가진 자재로서 유기

질 오염도 빗물에 의해 세척되므로 청결성 유지 리에 합

(2) 탈형 철근 트러스 steel deck.

철근 트러스 steel deck의 경우 수시 수부 을 찾기 

어려우므로 conc.양생후 상부철근 트러스와 하부steel 

sheet를 분리 해체하여 conc.를 노출시키는 steel deck 

system을 채택하여 유지 리 용이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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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육  동창

사람손이 닿기 어려운 체육 의 개폐 고창은 동창으

로 계획 

(4) Reel 조명방식 용

강당, 체육  등 천장고가 높은 공간의 조명기구 교체시 

동식 오르내림이 가능한 Reel 조명방식을 용하여 

high lift등 별도의 고소작업용 유지 리 장비없이 조명기

구 유지 리가 용이

(5) 옥상 태양  청소 수  설치

별도의 태양  수 을 설치하여 solar cell module청소

를 용이하게함

2.3 안전성 확보

(1) 유치원, 등학교의 벽체  천장마감재에 ( )불연재 

사용

유치원, 등학교의 거실  공용공간의 벽체  천장마

감재는 특히 건축 련 법규(건축법시행령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 에 한 규칙24조)에 맞게( )불

연재, 최소한 난연재로 계획하여 화재시 안 성 확보

(2) 지하층 장비 반입구에 국토교통부 환기구 guide line 용

지하층 장비 반입구는 국토교통부의 환기구 guide line

을(2014.11.6.) 용하여 사람들의 근이 어렵도록 투시형 

핸드 일을 설치하고 반입구 덥개도 반입구 벽체 conc턱

에 걸치게 하며, 소요 재하 을 견딜수 있게 설계하여 

유지 리시 안 성확보

(3) 체육   spandrel 부  (반)강화유리 사용

체육  유리는 공에 의한 손을 방지하기 해 강화 복

층유리로 계획하고curtain wall spandrel 부 의 단열  

설치부 은 단열 과 유리사이 공기층의 높은 온도에 의

한 일반유리의 열 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반강화 유리

로 설계함 

(4) 피로티 상부 AL천장타일 는 열경화성 천장수지 천장에 

내풍압 경량철골천장틀 용

이런류의 천장타일은 보통 clip bar+∅9mm 달 를 사

용하여 탈착이 용이하게하나 외부에 사용시 강한 바람에 

의한 천장재 탈락  천장변형이 발생할 수있으므로 M 

bar경량철골 천정틀 는 내 풍압bar에 screw로 천장재를 

고정하고 천장속 공간이 h=1m를 넘을 때는 각 으로 보

강된 달 를 사용하여 천장재의 탈락  천장틀의 변형을 

방지한다

(5) 피로티 상부천장 외단열 용

다른 방법으로는 피로티 상부 스래 를 외단열공법으

로 마감하여 공사비 감  유지 리성 향상

(6) 경사지붕에 rope걸이 ring설치

라펫이 없는 경사지붕 단부는 추락의 험이 있으므

로 경사지붕 고 부 에 rope걸이 ring을 설치하여 유지

리시 안 도모

(7) 계단 핸드 일 높이를 1.2m 이상 확보

흔히 계단 핸드 일 높이는 기존 습 로 0.9m 높이로 

설계함. 건축법상에는 시행령 40조에 “옥상 장 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 (露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 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라

고만 되어있어 계단 핸드 일에도 의무 으로 용해야하

는지 애매한 사항이나,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 18조

에는 “난간의 높이: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cm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 간에 설치

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험이 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  안 측면에서도 1.2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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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함이 좋다. 특히 계단사이 틈이 큰 계단은 1.2m이

상으로 계획한다.

2.4 하자예방

(1) 옥상  지하주차장 배수  무근conc.에 와이어메쉬 용

옥상의 방수재 보호  구배 무근콘크리트는 외기에 의

한 팽창, 수축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기 쉽고 지하주차장 

배수 상부 타설 무근 콘크리트는 차량의 진동에 의한 균

열이 발생하기 쉬운 부 이므로 이곳의 무근 콘크리트에

는 요즘 흔히 쓰는 섬유보강재 신에 기존공법인 와이어 

메쉬를 용하여 균열 최소화

(2) 비노출형 (복합)sheet 방수시 PE foam 방수보호sheet 

사용

비노출형 (복합)sheet 방수마감시 흔히 복합sheet 방수

마감  30mm보호몰탈을 하고 구배콘크리트 타설하는 경

우가 있음. 보호 몰탈 신 T0.1mm PE film 는 T10mm 

PE foam 방수보호 sheet를 사용함으로써 열팽창계수가 

다른 시멘트몰탈 는 conc.와 방수 sheet를 분리하여 이

질 열팽창으로 인한 방수재의stress를 감하여 보호하고 

한 시공성과 경제성도 향상되는 효과를 도모

(3) 체육  하부벽체 마감자재를 코펜하겐리  용

뜯김에 약한 고무안 리 를 배제하고 내구성이 강한 

코펜하겐리 를 용하여 유지 리성 향상 

2.5 에너지 절약

유지 리단계에서의 에 지 약을 고려한 설계요소로

는 차양장치  고기 성 창호(기 성능 1등 )설치와 신

재생 에 지 용(지열  태양  발 ), 고효율에 지 기

자재 인증제품(열교환 환기장치, 탕용 보일러), 고효율변

압기, 역률개선 콘덴서 부착 동기, 고효율조명기기(HID

등, LED등), 기 력 차단 콘센트 사용 등이 있다.

3. 결론

상기와 같은 유지 리 단계에서의 LCC비용 감  시

설 리 용이성( 토벽돌, 노출형 방수 등), 안 성 확보(유

치원, 등학교 ( )불연재 내장재사용, 체육 &스팬드럴

부  (반)강화유리사용, 피로티 상부천 내풍압 천장 혹은 

외단열 시스템 용 등), 하자 방(옥상  지하주차장 배

수  무근conc.에 와이어메쉬 용, PE foam 방수보호쉬

트 용 등), 에 지 약(고기 성 창호사용, 고효에 지 

인증제품과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등)차원의 건축계획을 

함으로써 학교 건축의 LCC비용 감  시설유지 리 효

율성은 증 할 것으로 기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