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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bsidiary welfare facilities in an apartment complex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consumers when

they buy an apartment due to an increase of consumers' consciousness level, increase of leisure time, and

increase of cultural life. This study aims to analyze layout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ubsidiary welfare facilities

at the apartment complexes in the second phase new towns,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find out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this purpose, this author investigated three “second phase new towns” which were

designated as a new town at similar time, and selected a total of 15 apartment complexes by selecting 5

complexes in each of the three new towns. Literature survey, case visit, photo shoot, user observation survey

were used as study method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a mixed type was the most common type of plane layout types in the subsidiary welfare

facilities. This type improves accessibility and equity of the residents as the facilities are appropriately placed

based on the functions and the user characteristics. Second, it can be considered that a distributed type for

senior citizen centers and daycare centers may give independence to specific users, but it may give a sense of

alienation to the elderly. Moreover, it does not have enough community so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proper

supplementation. Third, there were two lay out types. The first one is that the subsidiary welfare facilities are

placed with step difference and the second one is that they are placed in sunken places using the underground

space. Fourth, all layout types of outdoor facilities are distributed types, and it is considered that measurements

for a proper balance of accessibility and equity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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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도시의 인구집

중현상으로 인해 도시 과밀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수

도권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 그중에서도 특히 주택난 문

제와 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

에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 제1

기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주택 부족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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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제 2기 신도시

가 생겨나면서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변

화하였으며, 신도시 아파트는 기존의 대도시 아파트와는

다르게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고, 소비자의 높아진 삶을

반영하면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내 부

대복리시설은 소비자의 의식수준 향상, 여가시간의 증가

로 인한 문화생활 증진 등으로 소비자가 아파트를 구매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설의 요소 중 하나이며,

그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부대복리시설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점점 더 경쟁적이고,

차별화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 2기 신도시 아파트 내 부대복리시설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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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 명 설치기준

부대

시설

관리

사무소

· 50세대이상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 10㎡+(세대수-50)×0.05㎡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초과시는 100㎡까지

휴게시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안의 녹지에 기준에 적합

한 휴게시설 설치

- 500세대까지 1개소 이상, 500세대 넘는 경우 500세대마

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

- 각 휴게소는 파고라나 분수·연못 기타 외에 유사한 시설

과 25명 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

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을 것

복리

시설

어린이

놀이터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기준으로 선정한 면적이

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

- 100세대 미만 : 세대수x3㎡(시·군 지역 2㎡)이상

- 100세대 이상: 300㎡(시·군 지역 200㎡)+(세대수-100)x1㎡

(시·군 지역 0.7㎡)이상

· 시설기준

- 최소면적 : 개소당 300㎡(시·군 지역 200㎡)

- 최소폭 : 9m(면적이 150㎡미만인 경우 6m)

- 이격거리 : 150㎡이상 경우, 외벽(5m), 개구부 없는 측벽,

인지선(3m), 도로, 주차장 등(2m)

주민

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 300㎡에 500세대가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 그 안에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

한 법률에 의거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

경로당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 40㎡+(세대수-150)x0.1㎡ 이상(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초과시 300㎡로 할 수 있음

보육시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 상시 21인 이상

· 시설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보육실 전체규모:4.29㎡/인(거실,포복실,유희실:2.64㎡/인)

- 보육정원 50명 이상인 경우 3.5㎡/인 이상의 옥외놀이터 설치

<표 2> 공동주택단지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

규모

구분

세대수 이상

50 100 300 500 1000 2000

부대시

설

관리사무소 ㅇ ㅇ ㅇ ㅇ ㅇ ㅇ

휴게시설 ㅇ ㅇ ㅇ ㅇ

복리시

설

어린이놀이터 ㅇ ㅇ ㅇ ㅇ ㅇ ㅇ

주민운동시설 ㅇ ㅇ ㅇ

경로당 ㅇ ㅇ ㅇ ㅇ ㅇ

보육시설 ㅇ ㅇ ㅇ ㅇ

주민공동시설 ㅇ ㅇ ㅇ ㅇ

작은 도서관(문고) ㅇ ㅇ ㅇ ㅇ

유치원 ㅇ

단지 내 상가 세대수 x 6㎡ 이하

<표 1> 세대수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치유형과 그 특성을 분석하고, 최근 부대복리시설의 경

향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는 향후 합리적인 부대

복리시설 배치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신도시 아파트 내 부대복리시

설의 현 경향에 대한 파악은 앞으로 공동주택 내 부대복

리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예측하고, 보다 합리적인

시설 계획방향을 모색 할 수 있게 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연구 범위 및 내용

연구의 범위는 부대복리시설의 배치유형 및 공간구성

그리고 공간 배치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방

법은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정의 및 설치기준, 배치유

형에 대해 기존 문헌을 통해 이론을 정리한다.

둘째, 선행연구 및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부대복리시

설의 배치 유형을 재분류하여 분석의 틀을 마련한다.

셋째, 사례조사를 통해 부대복리시설의 배치유형 및

공간배치 특성을 파악하고 조사대상 시설간의 공간 배치

비교 및 그 특성을 분석한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최근 신도시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의 배치 특성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합

리적인 부대복리시설 계획을 위해 그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부대복리시설의 정의

부대복리시설의 정의는 법률용어로서 부대시설과 복리

시설로 구분되며, 1963년 제정된「공영주택법」을 시작

으로 현재까지 재개정되며 정의가 변화되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주택에 부대되는 시설

또는 설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포함1)하며,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

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

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2) 등으로 정의하

고 있다. 주택단지 건설에서 부대시설은 입주민의 생활

에 있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시설이며, 복리시

설은 입주자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제반시

설이라 할 수 있다.3)

1) 주택법 제2조 8항, 2015.6.22. 개정

2) 주택법 제2조 9항, 2015.6.22. 개정

3) 박한진, 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의 변천에 관한 연

구,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2016.2, p.5

2.2. 부대복리시설의 법적 설치기준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주택법」및「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대수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

다. 세대수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표 1>

과 같다.

관리사무소와 어린이 놀이터는 50세대 이상의 단지에

서는 모두 설치해야 하며, 경로당은 100세대 이상, 휴게

시설과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작은 도서관은 300세대

이상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각 시설의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정리

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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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동시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 50㎡+(세대수-300)ㅌ0.1㎡이상, 300㎡초과시 300㎡ 가능

작은

도서관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

관법 시행령 별포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설치

- 시설규모: 전용면적 33㎡ 이상

-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

유치원 ·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단지 내

상가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를 더 한 면적이상의 운

동장을 설치

분류 시설물내용

김수미

(2004)

복지 및

교육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문고, 주민공동시설, 사회복지관,

유치원등

근생시설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장, 상점, 금융업소, 종교집회

장 등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담장 등

공급시설

비상급수시설, 가스공급시설, 난방설비, 폐기물 보

관시설, 배기설비, 소방시설, 급배수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보안등, TV공청시설 등

윤희진

(2004)

부대시설 주차 공간, 로비, 녹지 공간

커뮤니티시설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및 보육시설, 노인정, 피트니

스 센터, 사우나, 수영장, 다목적실, 주민공동 커뮤

니케이션 센터, 세탁실, 독서실, 게스트룸, 다목적홀

편의시설 병원, 변호사사무실, 마트 ,갤러리, 문화센터, 백화점

신연섭

(2006)

관리 공간 회의실, 공용사무실, 우체국

교육 공간 어린이집, 보육시설, 독서실, 문고

커뮤니티 공간

정보문화시설, 게스트라운지, 연회장, 놀이터, 노인

정, 식사 공간, 공동작업장, 옥외광장, 수경시설, 단

지 내 휴게소

웰빙 공간
산책로, 면상 공간, 자가 검진 공간, 사우나 시설,

아트센터, 단지 내 텃밭

운동 공간 실내 운동 공간, 실외 운동 공간

기타 공간
생활상담실, 경조사 공간, 입주자 개인 스튜디오, 공

용 창고, 무인택배시설, 코인세탁시설, 자전거 보관소

홍동진

(2007)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공동 화장실, 공동창고

집회시설 노인정, 부녀회의실, 주민회의실, 다목적 행사실

여가시설
헬스클럽, 수영장, 취미실, 탁구장, 골프연습장, 아

트센터, 기타 실내 운동시설

교육시설 독서실, PC실, 정보문화실, 유치원 및 탁아시설

<표 3>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부대복리시설의 분류

자료: 윤여학,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계획방안연구, 성균

관대 석사논문, 2013, p.22

법적 시설 설치기준에 의하면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휴게시설 등의 부대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복리시설로 구분 될 수 있으나 통상

부대복리시설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4)

2.3. 부대복리시설의 분류

부대복리시설의 분류는 각 선행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분류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에 대한 분류를 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2004년도 연구에서는 복지 및 교육시설, 근생시설, 관

리시설, 공급시설로 분류된 연구와 부대시설, 커뮤니티시

설, 편의시설로 구분된 연구가 있었다. 윤희진 연구자에

따르면 옥외공간은 부대시설로 분류하였고, 실내시설은

커뮤니티시설과 기타시설로 분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 서수정,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공간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11호, 2004.11, p.221

2006년도 연구에서는 웰빙 공간과 운동 공간이 새로 추

가되어 관리, 교육, 웰빙, 커뮤니티, 운동, 기타 공간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2007년도 연구에서는 관리, 집회, 여가,

교육시설로 분류하였으며, 실외공간은 분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2.4. 부대복리시설의 배치유형 및 특성

(1) 평면배치 유형 및 특성

평면 배치 유형의 경우 시설이 단지 내 중심이나 입구

등의 어느 한 곳에 시설이 집중 되어 있는 집중형과 단

지 내 여러 장소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분산형, 그리

고 집중형과 분산형이 혼재된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

다. 특히 집중형은 2000년 초·중반까지 많이 나타난 배치

형태로 주로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부대복리시설을 집

중적으로 배치시키는 유형이다.5) 입주민의 접근성에는

다소 불리할 수 있으나 이용도는 높은 곳으로 주로 경로

당, 관리사무소, 놀이터, 회의실, 유치원 등이 설치되었

다. 분산형은 세부기능을 분화 하여 단지 내에 고르게

분포하나 접근성 측면에서 형평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집중과 분산이 혼합된 혼합형은 기능이나 사용자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배치 형태이다.

(2) 입면 배치 유형 및 특성

부대복리시설의 건물유형은 단지 내 단독건물을 활용

하는 형태인 단독건물형과 주동에 부속되어 있는 형태인

주동부속형으로 구분되어지며, 그에 따라 배치유형이 달

라질 수 있다. 입면배치유형은 부대복리시설이 수직적으

로 어디에 위치하였는지에 따라 지하, 지상, 공중정원,

수직 분산형이 있다.6) 지하형은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부

대복리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대지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지하시설의 점유율에 지장을 줄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조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서울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경

기도에 시작된 사업기간이 비슷한 수도권 2기 신도시로

별내, 광교, 판교 총 3곳의 신도시를 선정하였다. 그 중

입주시기가 2009년도 이후이면서, 규모가 비슷한 가장

보편적으로 설치된 500~1,000세대 미만인 아파트를 신도

시 별로 5곳씩 총 15곳을 선정하였다. 개요는 <표 4>와

같다.

5) 문자영,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의 배치유형 및 공간특성에 관한 연

구–별내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내건축디자인학회 학술발표

집, 제18권, 1호, 2016.5, p.139

6) 곽지훈, 공동주택 거주성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디자인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5, p.41을 참조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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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파트명
준공

년도
세대수 주동수

주동

유형

별내

(A)

Ａ-1 쌍용예가 2012. 1 652 10개동 혼합형

A-2 한화 꿈에그린 2012. 10 729 11개동 혼합형

A-3 리슈빌 2013. 3 627 13개동 혼합형

A-4 아이파크 1차 2012. 1 753 13개동 혼합형

A-5 KCC 스위첸 2012. 1 679 9개동 혼합형

광교

(B)

B-1 경남아너스빌 2011.12 700 7개동 혼합형

B-2 래미안 2012. 2 629 6개동 혼합형

B-3 동광 오드카운티 2012. 2 668 7개동 혼합형

B-4 호반베르디움 2011.12 555 12개동 혼합형

B-5 자연&자이 2단지 2012.12 522 6개동 혼합형

판교

(C)

C-1 푸르지오 그랑블 2011. 7 948 14개동 탑상형

C-2 어울림 9단지 2009. 7 850 14개동 탑상형

C-3 이지더원 2단지 2009. 3 721 16개동 혼합형

C-4 힐스테이트11단지 2009. 5 605 13개동 혼합형

C-5 푸르지오 5단지 2009.10 567 7개동 탑상형

<표 4> 조사대상지 개요

분류 시설물내용

실내형

시설

학습시설 어린이집, 문고, 독서실

운동시설 헬스장, GX-Room, 골프연습장, 탁구장, 사우나

커뮤니티시설 경로당, 회의실, 다목적실, 카페

실외형

시설

휴게시설 주동부근 벤치, 테마광장

운동/놀이시설
어린이놀이터, 실외운동기구, 농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기타시설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표 5> 선행연구를 근거한 부대복리시설의 분류

배치유형 형태 특성

집중형

핵화형

단지 내 중심에 모여 배치되어 있는 형

태로 중심성이 강하고 식별성이 뛰어나

며 외적조건의 영향이 적음

편중형

단지 주변이나 입구에 집중 배치되어 있

는 형태로 접근성과 환경적 측면에서 불

리하지만 이용도는 높음

분산형

균재형

세부기능에 따라 분화되며 단지 내 고루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접근성 측면에서

형평성 확보되지 않음

편재형

주동 내 공지의 활용으로 분산 배치되는

형태로 형평성, 접근성에 불리하고 외곽

부분에 위치할 가능성 높음

집중형

+

분산형

혼합형
기능 혹은 사용자 특성에 따라 구분·배

치되는 형태

<표 6> 실내형 부대복리시설 평면배치 유형 및 특성

건물

유형
배치 유형 형태 특성

단독

건물형

/

주동

부속형

지하형
지하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지하 공간을

활용하여 부대복리시설을 배치

지상형
지상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보행로와 연

계되어 접근성이 좋음

혼합형
지상형과 지하형의 입면배치가 모두 나타난

형태로 공간 활용도가 좋으나 접근성이 낮음

<표 7> 실내형 부대복리시설 입면배치 유형

배치유형 형태 특성

집중형

중앙

집중형

주동으로 쌓여 있는 단지 중심에 모여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중심성이 강함

외곽

집중형

단지의 외곽 부분 한 측에 모여 배치되

어 있는 형태로 접근성이 낮음

분산형

균재

분산형

단지 내 산발적 고루 배치되어 있는 형

태로 접근성 측면에서 형평성 확보되지

않음

외곽

분산형

단지 외곽 부분에 산발적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형평성, 접근성에 불리함

<표 8> 실외형 부대복리시설 평면배치 유형 및 특성

(2) 조사내용

본 조사는 각 사례대상을 방문하여 관찰과 사진촬영,

이용자의 관찰조사를 병행하였으며, 각 사례지의 배치도

를 이용하여 단지 입구부터 시작하여 각 시설의 동선을

파악하며, 시설에 대한 배치유형과 시설유무 현황, 배치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3) 조사시기

2016년 3월에 1차로 별내신도시(A)를 방문하여 부대

복리시설의 유무와 배치유형 및 그 특성에 대해 예비조

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2016년 6월에 2차로 별내(A),

광교(B), 판교(C)를 차례로 방문하여 본 연구의 본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3.2. 분석방법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을 실내형시설과 실외형시설로 구분할 수 있었다. 실내

형시설은 학습시설, 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로, 실외형시

설은 휴게시설, 운동/놀이시설, 기타시설로 분류할 수 있

었으며, 구체적인 시설물 내용은 <표 5>와 같다.

현행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을 통해 각 시설의 유무를

조사하였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실내형 시설의 배치유

형을 평면형과 입면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의 틀을 마련하

였다. 이를 토대로 부대복리시설의 각 시설의 위치 및

배치특성, 시설별 위치, 공간 활용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으며, 평면과 입면배치 유형의 특성을 재정리한 결

과 각각 <표 6>, <표 7>과 같다.

실외형 부대복리시설의 평면배치 유형은 선행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데, 안승빈7), 박정은8) 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집중형(중앙 집중형, 외곽 집중형)과

분산형(균재 분산형, 외곽 분산형)으로 재분류 할 수 있

었으며, 그 내용은 <표 8>과 같다.

4. 조사결과 및 분석

4.1. 부대복리시설의 배치유형

부대복리시설의 실내형시설과 실외형시설 배치유형을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내형 시설

1) 평면배치 유형

7) 안승빈, 2000년대 주공아파트단지의 외부공간 특성 분석에 관한 연

구, 동아대 석사논문, 2007, pp.40-43

8) 박정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시설의 배치 만족도 특성 및 커뮤

니티 시설 프로그램 유형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2,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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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유형 사례대상 개수

지상형
A-1, A-2, A-3, A-5, B-1, B-2, B-3,

B-4, B-5, C-1 ,C-2, C-5
12

지하형 - 0

혼합형

(지하+지상)
A-4, C-3, C-4 3

<표 10> 조사대상 실내형 부대복리시설 입면배치 유형

배치유형 사례대상 개수

집중형

중앙

집중형
- 0

외곽

집중형
- 0

분산형

균재

분산형

A-1, A-2, A-3, A-4, A-5, B-1, B-2,

B-3, B-4 B-5, C-1, C-2, C-3, C-4, C-5
15

외곽

분산형
0

<표 11> 조사대상 실외형 부대복리시설 평면배치 유형

시설명

사례대상

A(별내) B(광교 C(판교)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실

내

형

시

설

학

습

시

설

a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운

동

시

설

d ● ● ● ● ● ● ● ● ● ● ● ● ● ● ●

e ● ● ● ● ● ● ● ● ● ● ● ●

f ● ● ● ● ● ● ● ● ● ● ● ●

g ● ● ●

h ● ● ●

커

뮤

니

티

시

설

i ● ● ● ● ● ● ● ● ● ● ● ● ● ● ●

j ● ● ● ● ● ● ● ● ● ● ● ● ● ●

k ● ● ● ● ● ● ● ●

l ● ● ● ●

실

외

형

시

설

휴

게

시

설

m ● ● ● ● ● ● ● ● ● ● ● ● ● ● ●

n ● ● ● ● ● ● ● ● ● ● ● ● ● ●

운

동

/

놀

이

시

설

o ● ● ● ● ● ● ● ● ● ● ● ● ● ● ●

p ● ● ● ● ● ● ● ● ● ● ● ● ● ● ●

q ● ● ● ●

r ●

s ● ● ● ● ● ● ● ● ● ● ● ● ● ● ●

기

타

시

설

t ● ● ● ● ● ● ● ● ● ● ● ● ● ● ●

u ● ● ● ● ● ● ● ● ● ● ● ● ● ● ●

<표 12> 조사대상 부대복리시설의 시설유무 현황
배치유형 사례대상 개수 총합

집중형
핵화형 A-1, A-2, C-4 3

5
편중형 B-2, B-4, 2

분산형
균재형 B-5 1

3
편재형 C-3, C-5 2

혼합형
집중형+

분산형

A-3, A-4, A-5,

B-1, B-3, C-1, C-2
7 7

<표 9> 조사대상 실내형 부대복리시설 평면배치 유형

부대복리시설의 평면배치 유형은 집중형과 분산형이

혼재하는 혼합형이 15곳 중 7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혼합형은 주요 부대복리시설은 중앙에 배치

되어 있고, 기능 혹은 사용자 특성에 따른 시설은 중앙

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나 외곽에 분리·분산 배치하는 형

태이다. 그 다음은 집중형으로 그 중 시설이 단지 중앙

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핵화형이 3곳, 단지 주변

이나 입구에 집중 배치되는 편중형이 2곳으로 총 5곳이

었다. 분산형은 주로 주동 내 공지를 활용하여 분산 배

치되는 편재형이 2곳, 분산 배치되는 균재형이 1곳으로

총 3곳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편재형은 주로 주동 내 공

지를 활용하여 분산 배치되는 형태로 비교적 외곽부분에

분산되어 위치하기 때문에 집중형 보다는 다소 접근성과

이용도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종합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2) 입면배치 유형

조사대상시설의 부대복리시설 입면배치를 조사한 결과

지상형 12곳, 혼합형 3곳으로 지상형이 가장 많이 나타

났으며, 지하형은 0곳으로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지 않았

다. 실내형시설의 입면배치유형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광교(B)는 모두 지상형으로 나

타났고, 별내(A)와 판교(C)는 혼합형이 각각 1곳과 2곳

으로 나타났다. 지하와 지상을 함께 이용하는 혼합형은

실내평면배치 유형 중 분산형과 혼합형에서 나타나는 것

으로 조사되어, 이는 지하를 활용한 주동부속형과 지상

건물이 혼합된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어 건물이 여러 개

인 분산 혹은 혼합형에서 나타나는 입면배치 유형인 것

을 알 수 있었다.

(2) 실외형시설

실외형시설의 부대복리시설의 평면배치 조사 결과 모두

균재분산형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례가 실외형시설이 테

마광장을 중심으로 단지 내 산발적으로 분산·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접근성과 형평성에 대한 확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마다 시설의 유무와 개수, 배치

분포에 차이가 있었다. 실외형시설의 평면배치유형을 정

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4.2. 부대복리시설의 공간배치특성

(1) 부대복리시설의 시설유무 현황

a:어린이집, b:문고, c:독서실, d:헬스장, e:gx룸, f:골프장, g:탁구장, h:사우나, I:경로

당,j:회의실, k:다목적실, l:카페, m:벤치, n:테마광장, o:어린이놀이터, p:실외운동기

구, q:농구장, r:축구장, s:배드민턴장, t:주차장, u:자전거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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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5

A-4 (단독건물) A-4 (주동부속) A-5(주동부속)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내형시설의 경우 어린이집, 헬

스장, 경로당이 모든 사례에서 설치되어 있었고, 실내 운

동시설 중 헬스장과 골프연습장은 대부분 설치되었으나

탁구장과 사우나 시설은 설치된 사례가 많지 않았다. 커

뮤니티시설로 회의실은 대부분 설치되어 있었으나, 다목

적실은 전체 대상지의 절반 정도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카페 역시 4개 사례에서만 설치되어 있어 각

사례마다 그 개수의 차이가 있었다.

실외형시설은 벤치, 어린이놀이터, 실외운동기구, 배드

민턴장, 주차장, 자전거보관소가 모든 사례에서 설치되었

으며, 테마광장은 사례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설치되었다.

농구장과 축구장은 각각 4곳, 1곳에서 설치되어 가장 설

치가 미비하였다. 사례마다 시설 유무의 차이는 크지 않

고, 대부분 법정 설치 기준에 의해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정 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

해서는 차이는 있으나 사례마다 시설을 배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실내형시설 공간배치 특성

부대복리시설의 실내형시설 공간배치 특성에는 크게 지

형특성을 반영하여 언덕 지형 높이차에 맞추어 설치한

단차를 이용한 경우와 지하를 활용한 썬큰 배치의 형태

로 나타났다. 건물형태는 단독건물과 주동부속형태로 구

분되었고, 공간배치 특성을 신도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별내신도시(A)

먼저 별내신도시 부대복리시설의 평면배치유형은 집중형

과(핵화형)과 혼합형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단지 내 언

덕지형에 의해 높이차를 맞추어 설계하여 블록부분 1층

에 부대복리시설 공간이 설치된 단지는 A-1, A-2, A-5

사례가 있었다. A-1, A-2 사례의 경우 단독건물형으로

집중형(핵화형)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비교적 단지 중심

에 모여 있어 중심성과 식별성이 강하였고, A-5는 혼합

형으로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제외한 시설이 단차를 이용

한 공간에 단독건물형으로 배치되어 각 시설들이 일렬형

식으로 배치되고 있었다.

<그림 1> 단차를 이용한 사례(A)

A-3 사례는 주동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여 대부분의 부

대복리시설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단독건물 형태로 이

곳에 마련되어 있었으며, 옥상에는 넓은 휴게공간이 조

성되어 있었다. 단지 내 지하 공간을 활용하여 부대복리

시설이 마련된 썬큰 배치 특성을 갖는 단지는 A-4가 있

었으며, 단지 중심에 배치되어 썬큰 구조를 중심으로 지

하1층에 단독건물 형태로 설치되었다. 경로당과 어린이

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대복리시설들이 이곳에 둥글게

배치되어 있었으며, 중심성과 식별성이 강하였고 접근성

에 대한 형평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례마

다 분리 배치된 시설은 혼합형 배치유형에서 나타난 어

린이집과 경로당이 있었으며(A-3, A-4, A-5), 전용 단독

건물 형태 또는 주동 1층에 설치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림 2> 건물형태 및 지하 활용(썬큰) 형태 사례(A)

별내신도시(A) 부대복리시설의 공간배치 특성을 정리

한 표는 <표 13>과 같다.

사례
배치형태

및 유형

건물

구분

배치

특성

건물

형태

시설

위치
해당시설

A-1

집중형

(핵화형)

a
단차

이용

단독

건물

지상1

층

어린이집, 독서실, 헬스장,

GX-room, 경로당, 회의실

A-2

집중형

(핵화형)

a
단차

이용

단독

건물

지상1

층

어린이집, 문고, 독서실, 헬

스장, GX-room, 골프장, 탁

구장, 경로당, 회의실, 다목

적실

A-3

혼합형

a -
단독

건물

지상1

층

문고, 독서실, 헬스장,

GX-room, 골프장, 회의실

b -
단독

건물

지상1

층
어린이집

c -
단독

건물

지상1

층
경로당

A-4

혼합형

a
지하

활용

단독

건물

지하1

층

문고, 독서실, 헬스장,

GX-room, 골프장, 탁구장

회의실, 다목적실, 카페

b -
단독

건물

지상1

층
어린이집

c -
주동

부속

지상1

층
경로당

A-5

혼합형

a
단차

이용

단독

건물

지상1

층

문고, 독서실, 헬스장,

GX-room, 골프장, 회의실,

다목적실

b -
주동

부속

지상1

층
어린이집, 경로당

<표 13> 별내신도시 부대복리시설의 공간배치 특성

2) 광교신도시(B)

광교신도시 부대복리시설의 평면배치유형은 집중형과

분산형, 혼합형의 모든 배치유형이 나타났다. 또한 모든

사례에서 단지 내 언덕지형에 의한 높이차에 맞추어 블

록부분에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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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C-3 C-4

B-1 B-2 B-3

B-1(어린이집) B-1(경로당) B-5(경로당)

B-4 사례의 경우 단독건물형태로 실내형시설이 단차를

이용한 공간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두 사례 모두 집중형

(편중형)으로 주출입구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접근

성과 환경적 측면에서 입주민에게 불리해 보였으나 관찰

조사 결과 이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1, B-3 사

례는 혼합형으로 주로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

지 시설들이 단차를 활용하여 비교적 단지 중심과 가까

운 위치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5는 균재

형으로 단차를 이용한 시설이 2곳으로 나타났으며, 이곳

역시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들이 단독건물 형

태로 단차를 두어 각각 분리되어 분산 배치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 단차를 이용한 사례(B)

광교신도시 사례에서 분리 배치된 시설은 혼합형과 균재

분산형에서 나타났으며, 별내(A)와 같이 어린이집과 경

로당으로 조사되었다(B-3 : 어린이집 ; B-1, B-5 : 어린

이집, 경로당). B-1, B-3 사례는 다른 부대시설과 위치적

으로 다소 멀리 분리되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 측면에서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두 단독건물 형태로 지상 1층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림 4> 분리된 단독건물 사례(B)

광교(B) 부대복리시설의 공간배치 특성을 정리한 표는

<표 14>와 같다.

3) 판교신도시(C)

판교신도시 부대복리시설의 평면배치유형 역시 집중형

과 분산형, 혼합형의 모든 배치유형이 나타났다. 단차를

이용한 배치형태는 C-1, C-3, C-4 세 사례에서 나타났

으며, 특히 C-1 사례의 경우 집중형(핵화형) 중에서도

길게 배치된 형식으로 기능 또는 성격에 따라 세부적으

로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건물로 모든 시설이

단지 내 언덕지형에 의해 높이차를 맞추어 배치되었고,

중심성과 식별성이 높았다. C-3 사례는 편재형 배치유형

으로 헬스장이 단독건물로 지하공간에 단차를 활용하여

사례 배치형태
건물

구분

배치

특성

건물

형태

시설

위치
해당시설

B-1

혼합형

a
단차

이용

단독

건물

지상

1층

문고, 독서실, 헬스장,

회의실

b -
단독

건물

지상

1층
어린이집

c -
단독

건물

지상

1층
경로당

B-2

집중형

(편중형)

a
단차

이용

단독

건물

지상

1층

어린이집, 문고, 독서실,

헬스장, GX-room, 골프

장, 경로당, 회의실, 다

목적실, 카페

B-3

혼합형

a
단차

이용

단독

건물

지상

1층

문고, 독서실, 헬스장,

GX-room, 경로당, 회의

실, 다목적실

b -
단독

건물

지상

1층
어린이집

B-4

집중형

(편중형)

a
단차

이용

단독

건물

지상

2층

어린이집, 문고, 독서실,

탁구장, 경로당, 회의실

지상

1층

헬스장, GX-room, 골프

장

B-5
분산형

(균재형)

a
단차

이용

단독

건물

지상

2층

문고, 독서실, 어린이놀

이방

지상

1층
회의실

b
단차

이용

단독

건물

지상

1층

헬스장, GX-room, 골프

장, 사우나

c -
단독

건물

지상

1층
어린이집

d -
단독

건물

지상

1층
경로당

<표 14> 광교신도시 부대복리시설의 공간배치 특성

썬큰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단지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분리되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은

낮아 보였다. C-4 사례는 혼합형으로 단차를 이용해 언

덕지형에 의한 높이 차이에 따른 배치와 지하공간을 활

용한 썬큰 배치가 둘 다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언덕 지

형에 의한 높이 차이에 따른 배치는 단지 중심에 단독

건물 형태로 지상 2층에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지상 1

층에는 문고, 독서실, 회의실이 있었으며, 썬큰을 활용하

여 배치된 부대복리시설에는 단지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지하 1층으로 헬스장, 골프장, 사우나 시설이 배치

되어 있었다.

<그림 5> 단차이용 및 지하 활용(썬큰) 형태 사례(C)

나머지 사례(C-2, C-5)는 지형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

고, 각각 혼합형, 편재형으로 조사되었고, 주동부속 형태

와 단독건물형태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사례도 있었다

(C-2, C-3). 혼합형과 비슷한 구분으로 C-3-C-5(편재형)

사례에서도 보육·학습시설, 운동시설이 기능에 따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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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C-5 C-5

구분 배치형태 배치특성

별내

균재분산형

중앙에 테마 광장을 중심으로 단지 곳곳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동시설은 고르게 분

포되어 있음

광교

균재분산형

중앙에 테마 광장을 중심으로 단지 곳곳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동시설은 고르게 분

포됨

판교

균재분산형

중앙에 테마 광장을 중심으로 단지 외곽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외운동기구는 부족함

<표 16> 실외형시설 공간배치특성

사례A(보행로) 사례A(휴게시설) 사례B(놀이터)

사례C(배드민턴장) 사례C(썬큰-벤치) 사례C(녹지)

사례 배치형태
건물

구분

배치

특성

건물

형태

시설

위치
해당시설

C-1

집중형

(핵화형)

a
단차

이용

단독

건물

지상1

층

어린이집, 문고, 독서실, 헬스

장, GX-room, 골프장, 경로당,

회의실, 다목적실, 카페

C-2

혼합형

a
단독

건물

지상2

층
헬스장, GX-room

지상1

층

어린이집, 골프장, 경로당, 회의

실

b
주동

부속

지상2

층
문고

단독건

물
카페

c
단독

건물

지상1

층
독서실

C-3

분산형

(편재형)

a
단독

건물

지상2

층
문고, 다목적실

지상1

층
어린이집. 경로당

b
지하

활용

단독

건물

지하1

층
헬스장

c
주동

부속

지하1

층
골프장

C-4

혼합형

a
단차

이용

단독

건물

지상2

층
어린이집, 경로당

지상1

층
문고, 독서실, 회의실

b
지하

활용

단독

건물

지하1

층
헬스장, 골프장, 사우나

C-5

분산형

(편재형)

a
단독

건물

지상2

층
문고, 독서실, 회의실

단독건

물
어린이집, 경로당

b
단독

건물

지상2

층
헬스장, GX-room

지상1

층
골프장

<표 15> 판교신도시 부대복리시설의 공간배치 특성

다른 건물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C-5 사

례는 각각 두 개의 단독건물, C-3 사례는 각각 어린이

집·경로당·문고·다목적실은 단독건물에, 헬스장은 지하

공간(썬큰배치)에 골프장은 주동 부속 지하층에 설치되

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2(혼합형) 사례의 경우

독서실만 전용 단독 건물로 분리 배치되어 있었으며, 문

고와 카페는 주동부속 형태, 나머지 주요 시설은 한 개

의 단독건물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모두 주변에 분

산배치 되어 접근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단독건물 형태 사례(C)

판교신도시 부대복리시설의 공간배치 특성을 정리한 표

는 <표 15>와 같다.

(3) 실외형시설 공간배치 특성

실외형시설의 공간배치 특성을 신도시별로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사례 모두 배치유형은 균재분산형으로 접근성과 형평성

은 확보되지 않아 이에 따른 개선점이 필요할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별내(A)는 단지 중앙에 테

마광장을 중심으로 단지 주동 사이마다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실외운동기구는 단지 곳곳에 벤치

와 함께 설치되어 있었고, 단지 외곽에는 산책로와 휴게

시설,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림 7> 실외형시설 사례-1

광교(B)는 테마광장을 중심으로 어린이놀이터와 운동

시설이 그 주위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고, 조경이 그 주

위로 많이 분포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사례 5곳

모두 지형특성을 반영하여 단차를 이용해 보행로가 연결

되었으며, 곳곳에 운동시설과 기타시설이 설치되었다. 특

히 B-1 사례는 통행로에 운동기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가 쉽게 접할 수 있어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B-3은 운동시설이 단지 외곽에 집중되어 있어

다소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B-4는 넓은 단

지에 비해 실외형시설이 부족하였고, 전체적으로 B사례

는 운동기구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8> 실외형시설 사례-2

판교(C)는 놀이터와 야외 운동시설이 단지 외곽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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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미흡 하였으며, C-1은 다른 시설

과는 다르게 배드민턴장이 단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차이가 있었다. C-3, C-4는 썬큰 구조를 중심으로 배치

된 시설 곳곳에 벤치가 설치되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로 이곳에서 이용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세 사례 모두 단지 중앙에 테마광장,

녹지, 정자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공통점이 나타났고, 연못

과 분수 등 수경시설이 곳곳에 고르게 설치되어 있어 친

환경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A-5와 B-4는 단지 외곽에

산이 연결되어 있어 등산로와 산책로가 연계 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4.3. 소결

최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된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의

배치유형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대복리시설의 실내형시설 평면배치 유형은 혼

합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단지

중앙에는 주요 부대복리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기

능이나 사용자 특성에 따른 시설은 주로 그 주위에 분산

배치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 현재는 경로

당과 어린이집과 같은 사용자 특성에 따른 시설의 분리

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정 이용

자의 분리는 어느 정도 독립성은 줄 수 있지만, 노인의

경우 다소 소외감을 줄 수 있고, 입주민과의 교류 활성

화와 같은 커뮤니티가 부족 할 수 있다. 어린이집과 경

로당을 함께 설치하거나(A5, C2, C4), 두 시설을 근접설

치(B1), 주요 부대복리시설과 함께 설치(A1, A2, B2, B4,

C1)한 사례가 있었으나, 멀리 분리되어 설치된 곳도 있

어 사례마다 그 차이가 있었다.

입면형 배치유형은 지상형이 12곳으로 가장 많이 나타

나 현재까지 지상 공간의 활용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지상과 지하가 혼합된 혼합형 사례(3곳; A-4, C3, A-4)

가 있었는데, 특히 지상 주차장이 없어지고, 지하 주차장

이 생겨남에 따라 지하 공간의 부대복리시설을 지하 주

차장과 연결시켜 두 공간의 연계성을 높여 거주자가 출·

퇴근시나 지하에서 이동할 시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형시설은 모든 사례가 테마 광장을 중심

으로 한 균재분산형으로 나타났는데, 과거에는 대부분

실외형시설의 개수가 적고, 비교적 단지의 규모가 작아

주로 중앙이나 외곽에 집중되는 집중형이 많았다면, 현

재는 실외형시설이 보다 다양해지고, 부지 면적의 증가,

테마광장의 중심성에 의한 분산형태로 변화되는 것에 대

한 결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시설에 대한 접근성 측면

에서 형평성은 확보되지 않았고, 각 사레의 시설 유무와

시설 배치 분포도에 따라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의 차이

가 나타났다.

둘째, 부대복리시설의 공간시설 설치는 법정 설치기준

에 따라 대부분 설치를 의무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

내형 시설의 경우 사례마다 설치유무에 차이가 나타난

곳은 탁구장, 사우나, 다목적실, 카페로 조사되었다. 그

중 사우나와 카페는 관찰조사 결과 입주민의 이용도가

다소 높은 곳으로 조사되었으나, 설치된 사례는 3곳 정

도로 미비하여 앞으로는 입주민의 요구에 맞추어 적절한

설치 계획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외 운동시설은 법정 설치기준에 따라 배트민턴장이

모두 설치되어 있었으나, 농구장과 축구장 등 다른 종목

을 위한 운동장은 거의 설치되고 있지 않아 면적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이용률 저조에 대한 미설치 등에 대한 이

유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로 판단되며,

다양한 입주자의 의견 반영을 통한 사전 계획 방안이 이

루어 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부대복리시설의 실내형시설 공간배치 특성은 사

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특히 혼합형은 세 신도시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배치된 시설 외에 기

능이나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시설이 분리·분산 되어 배

치되는 형태이다. 별내(A)와 광교(B)는 경로당과 어린이

집이 분리되어 설치되었고, 판교(C)는 이외에도 문고, 카

페, 헬스장, 골프장, 독서실 등이 분리·배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능이나 특정 이용자를 위한 분리는 접근

성 확보와 함께 적절한 동선을 계획하면서 동시에 입주

민간의 커뮤니티 확보와 교류활성화를 줄 수 있도록 계

획하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형 특성을 이용하여 시설을 배치하는 경우 단지의

지형차이를 이용하여 단차를 맞추어 설계하는 사례와 지

하를 활용한 썬큰을 두어 설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한 결과 각각 단차10, 썬큰 3곳으로

나타나 단지의 지형차이 특성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판교는 단차와 썬큰이 동시에 이루어져

있는 사례가 1곳이 있어 다른 사례와 차이가 있었다. 지

형의 단차를 이용하여 단지 언덕 지형에 높이차를 맞추

어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한 사례는 모두 단독건물 형태로

대부분 지상1~2층 이였다. 또한 지형 차이는 지하 썬큰

을 만들어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로 별내(A-4; 1곳)

와 판교(C-3,C-4; 2곳)가 있었다. 이러한 썬큰 중심의 지

하 부대복리시설은 모두 혼합형에서 나타났으며, 중심에

서 멀지 않은 곳에 분리·배치되어 있어 접근성에 있어

형평성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모두 단독

건물형태로 대부분의 시설이 지하1층 공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C-3만 헬스장이 단독으로 지하공간에 설치되

어 이곳에서 입주민들이 운동과 건강을 위한 장소로 이

용되고 있었다. 주로 지하 썬큰을 활용한 부대복리시설

의 경우 지하 주차장과 시설을 연계시킴으로써 입주민의

접근성을 높여 이용률을 높이고, 편리성을 주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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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대복리시설의 실외형시설 공간배치 특성은 신

도시별로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별내(A)는 놀이시

설이 주동 사이마다 배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아 어린

이가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례로 판단된다. 반면에

광교(C)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단지 외곽에 분포되어 있

어 가장 접근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이 요구되는 점으로 파악되었다. 대신 다른 사례에 비해

수경시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친환경성이 높다는 점

에 차이가 있었다. 광교(B)는 지형차이를 적극적으로 활

용한 사레로, 모든 사례에서 단차를 이용한 보행로가 연

결되어 있어 입주민의 이동이 유리하게 계획되어 있어

다른 사례와 그 차이가 있었다. 지형차이를 활용한 실외

형시설의 배치 특성 역시 신도시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라고 볼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제 2기 신도시 아파트 사례인 부대복리시설

의 배치유형과 배치특성을 분석하여 추후 공동주택의 배

치계획에 있어 개선점을 얻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부대복리시설의 평면배치유형이 과거 집중형과

분산형(편재형)이 많았던 것에 비해 현재는 집중과 분산

이 적절히 혼합된 혼합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파트 부지의 증가로 인한 집중형에

대한 한계성과 접근성에 대한 고려, 형평성 확보 등에

의해 기인한 결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거주자들은 부대

복리시설에 대해 비교적 접근성 측면에서 다른 배치 유

형보다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고, 이용률이 높을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는 혼합형으로 변해가는 배치

형태에 따라 입주민과 각 시설간의 접근성에 대한 형평

성, 그리고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면서 입주민·세대 간의

커뮤니티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배치와 동선

계획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사료된다.

둘째, 실내형시설 배치방식은 기존 대도시 아파트와

다르게 단지의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대복리시설을 주동부속 형태보다 단차를

두어 시설을 배치한 단독건물 형태나 썬큰을 중심으로

지하공간에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는 형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신도시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적 요소이며, 따라서 입주민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접

근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동선계획을

적절하게 강구하고, 단차를 활용한 공지의 계획이 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단차 위에 공지

를 활용하여 공원조성과 휴게시설, 테라스를 마련하거나

지하공간을 세대 간이나 지하주차장과 연계하여 접근성

을 높이고, 주동 사이에 엘리베이터의 적극적인 설치를

통한 단차의 보완 등을 통해 지형적 단점과 특성을 보

완·활용 하면서 앞으로 입주자의 이용에 있어 효율성과

이용률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계획·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실외형시설의 배치유형은 사례마다 시설에 차이

가 있고, 모든 사례가 테마광장을 중심으로 한 균재분산

형으로 파악되어 시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형평성을

위한 보다 더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는 방안이 이루어

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B사례처럼 지형적 특성

을 적극 활용하면서 산책로와 실외 휴게시설을 늘리는

방안과 보행로를 따라 곳곳에 실외 운동시설과 놀이터를

고르게 배치하여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

록 합리적인 공간의 활용 계획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제2기 신도시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의 배치

유형 및 배치특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입주자와의 면담 및 요구도 조사를 통해 입주자를

고려한 배치계획의 방향성을 좀 더 보완 할 수 있는 연

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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