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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민교육문화시설 이용행태에 한 연구

A Study on the Using Behavior of Educational and Cultural Community 

Facilities in Apartment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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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end toward more welfare living because of more leisure time has influenced the popularity of the community facilities

in apartment housing. According to the residents' increasing interests for well-being life the changes and developments of the 
community facilities have been required in these day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se required changes and developments by analyzing the resident's using behavior
of community facilities in apartment housing focusing on the educational and cultural facilities.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intends to examine the existing conditions and problems of educational and cultural community
facilities in apartment housing and to analyze the residents' using patterns such as frequency, preference and to comprehend the
additional needs and requirements of the residents.

The conclusions and suggestions of this research can be a basic data for the architects to design a resident-oriented educational
and cultural communit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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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년 이후 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 상의 

결과로 주택의 수는 으로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한 해결책으로 아 트가 도입되었다. 주택 수의 부족 문제

를 해결하기 한 아 트는 질 인 면보다는 양 인 면을 

더 요시함으로써 아 트의 획일화, 고정화 상을 래

하 다. 그리하여 동일한 아 트를 량생산하면서 각 단

지별 특성과 그 거주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거주자 주

(resident-oriented)의 다양한 아 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1997년 말 IMF로 인해 경기침체, 주택수

요의 격한 감소, 건설업체의 부도 등의 이유로 건설물량

* 정회원, 수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khahn@suwon.ac.kr)

은 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결국 1998년 격히 떨어진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한 정책으로 분양가 자율화가 실

시되면서 아 트의 획일화 상도 변화를 갖게 되었다. 건

설경기의 활성화를 한 분양가 자율화를 비롯한 각종 제

도완화는 주택시장을 공 자 주에서 수요자 심으로 

환하는 큰 계기로 작용하게 되고, 각 건설업체들은 차 

세분화되어 가는 거주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해 과 

다른 차별화 략이 필요하게 되므로 인해 본격 인 아

트 품질경쟁시 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인 주민교육문

화시설의 환경에도 많은 향을 주어서 다양한 형태의 시

설이 등장하면서 이 과는 다른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민교

육문화시설들은 거주자의 선호도나 리 측면의 고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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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령 개념 종류

부

시설

주택법

제2조

제8호

주택에 딸린 시설

는 설비

주차장, 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조경시설

(휴게소) 등

복리

시설

주택법

제2조

제9호

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한

공동시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나. 통령 정하는 공동시설

표 1. 부 복리시설의 개념  종류

그림 1. 연구 진행 과정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 기 에 따른 공간 확보에

만 그치고 있으며2), 이는 거주자들의 다양한 라이  스타

일과 높은 시설 요구도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한, 거주자들의 요구도나 이용 황에 한 철 한 

조사 없이 비과학 인 방법으로 시설들이 계획되어졌기

에3) 이러한 문제가 조한 이용률로 이어져 용도변경이나 

공간 분할 등의 형태로 시설의 기능이 변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도시 공동주택을 상으로 하여, 주민

이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정보를 찾을 수 있고 함께 교류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주민교육문화시설의 

황  특성, 이용 행태를 악하고, 거주자가 단하는 이

용상의 문제   요구조건과 이용도  선호도를 조사ㆍ

분석하여 향후 주민교육문화시설의 계획  설계 시 용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

본 연구 상인 공동주택의 거주기간의 시간  범 는 

거주자의 평가가 제 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입주 후 2∼3

년이 경과된 단지로 하여 수도권 D 신도시에서 해당되는 

공동주택단지를 심으로 하 으며, 단지규모의 범 는 동

일한 규모에서 평형의 크기에 따른 거주자의 이용행태  

요구사항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하여 700세  정도 규

모의 소형, 형, 형 평형의 단지로 하 다. 단지유형의 

범 는 임 , 분양, 주상복합  임 3단지, 분양3단지, 주

상복합2단지를 선정하 다. 조사 상의 범 는 총 8개 단

지의 주민복리시설 에서 교육문화시설에 을 맞춰서 

이용률이 높은 5개 단지의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거

주자와 리자에 한 장조사를 실시하 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의 고찰  

법  기 을 조사한 후 교육문화시설에 한 개념  분

류에 한 이론  고찰을 하 다. 한, 사례 조사 방법을 

통해 2010년 8월6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장방문을 실

시하여 교육문화시설의 단지 내 특성  시설의 황과 

주민들의 이용행태에 한 조사를 실시하 으며, 회수율을 

2) 권태규․최상헌,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 활성화를 한 거주

자  리자 의식조사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

계 제25권 제11호, p.69, 2009

3) 양 근, 아 트 주민공동시설 이용 황에 한 연구, 한국 디지

털 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제8권 제1호, p.30, 2008 

높이기 해 직  거주자에게 면 방법을 통해 설문지(8

월 1일부터 3일간 비조사를 통해 설문지 완성)를 작성하

게 하여 단지별 50부씩을 목표로 하여 총 189부를 회수하 으

며,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161부를 분석의 상으로 하 다.

2. 이론  고찰

2.1 공동주택 복리시설과 커뮤니티시설

공공주택의 복리시설은 법 인 용어로는 입주자의 편의 

 리를 해 제공되는 부 시설과 입주자의 복리를 

해 제공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부 복리시설로 표 되

고 있으며 법 인 개념과 그 시설의 종류는 다음의 표1.4)

과 같다. 

최근에 들어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과 유사한 개념으로 

커뮤니티시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커뮤니티시

설에 한 법  개념은 주택법과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에서 복리시설과 주민공동시설로 구분되어지며, 두 가

지 용어 모두 거주자의 복리를 한 공동시설로 정의하고 

있다(표2. 참고).5)

4) 조인숙․신화경,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시설 황  특성에 

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제1권, p.340, 2010

을 수정 구성

5) 권태규․최상헌, op. cit.,, p.71을 수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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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규정 내          용

복리

시설

주택

건설

기

등에

한

규정

제2조

7호

주택법 제2조 제9호 나목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그 부속용도로 이용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종교시설/  3. 매시설  소매시장·상

4.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5. 업무시설  융업소

6. 공동작업장·지식산업센터·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 을 포함)

7. 주민공동시설/  8.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9.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  

  승인권자”라 한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는 편익

  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주민

공동

시설

주택

건설

기

등에

한

규정 

제2조

3호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

로 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리

를 목 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도서 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 과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 독서실, 입주자집회

소, 경로당, 보육시설, 「보 자리주택건설 등에 한 특

별법 제2조에 따른 보 자리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지설,「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

룸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거주자

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는 주민 사활동 등에 사

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표 2. 커뮤니티시설의 정의  종류   

시설 단 설치기   규모 련법

보육

시설
㎡

300세  이상의 공동주택

- 상시 21명이상(500세  이상은

  40명이상)의 유아 보육가능 시설

  규모

-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실(놀이터면 제외): 4.29㎡/인

 ․거실, 포복실, 유희실 : 2.64㎡/인

주택건설기  등

에 한 규정 제

55조 유아보육

법 시행규칙 별

표1

도서

(문고)

㎡

300세  이상의 공동주택

- 도서 법 시행령 별표1의 기 에

  합한 작은 도서 을 설치.

 ․시설규모 : 용면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1,000권 이상

주택건설기  등

에 한 규정 제

55조 도서 법 

시행령 별표1 

주민

공동

시설

㎡

300세  이상의 공동주택

- 50㎡+(세 수-300)×0.1㎡이상

- 300㎡ 과 시는 300㎡로 가능

주택건설기  등

에 한 규정 제

55조

표 4. 교육문화시설 설치기 (임 주택)

시설

종류

시설규모

(300세 이상)
비         고

주민

공동

시설

매 세 당

0.3㎡ 이상

복지후생을 한 시설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설치하고, 각 시설의 규모는 거주자의 인 구

성 등에 따라 합리 으로 배분 

체력

단련

등

1개소 이상

체력단련실 등 실내운동시설은 복지후생을 

한 시설․생활편익을 한 시설 는 공동주택

과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설치

표 3. 교육문화시설 설치기 (민 주택)

2.2 주민교육문화시설 

1) 개념  유형 설정

앞서 언 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가

운데에서 교육과 문화의 기능에 을 맞추면 주민들을 

한 교육시설과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은 

주민교육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선 표에서 언 된 복리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내용을 

심으로 하여 교육문화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추출해 

보면, 주민교육시설( 리를 목 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

주택의 거주자를 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도서 법」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 도서 과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 포함), 독서실, 보육시설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시설을 토 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

민교육문화시설의 유형을 보육시설, 문고, 북카페, 독서실, 

컴퓨터실,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카페테리아, 시청각실, 

GX룸(요가, 필라테스 등 강습실)의 10가지로 선정한다.

2) 설치기   규모 

교육문화시설의 설치기 을 민 주택과 임 주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조사  분석

3.1 조사의 개요

1) 조사 상 단지의 개요  황

교육문화시설을 분석하기 한 조사 상 단지는 수도권 

D 신도시 내 700세  정도 규모의 분양(소형, 형, 형 

평형), 임 (소․ ․ 형), 주상복합(소․ 형) 8개 단지

를 선정하 다.

하지만 1차 비조사 결과 임  공동주택 단지 유형에

서 형 평형 가 없어 조사가 불가능하 고 형 평형도 

있기는 하 으나 입주자들이 이용률이 조하여 2차 본조

사 상 단지에서 제외되었다. 

분양 공동주택 단지도 형 평형 에서 700세  정도의 

단지는 교육문화시설이 활성화되지 않아 915세 인 ․

형인 단지를 선정하게 되었다. 한 선정된 700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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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

단지

명

면

(㎡)

세

수

입주

시기

보육

시설

북카

페

독서

실

컴퓨

터실

회의

실

시청

각실

GX

룸
치

분양

소형
IP

79

112

748

(21)

2007.

01
● ● ● ●

지하

주차

분양
DW

99

109

125

168

915

(41)

2008.

01
● ● ● ● ●

벨

단지

앙

분양

형
SG

129

149

155

206

727

(47)

2007.

12
● ● ● ● ●

건물

하부

반지하

임

소형
SH

76

80

104

106

794

(10)

2008.

06
● ● ●*

2동

건물

지하

분리

임

소
KA

101

111

641

(42)

2008.

10
● ● ● ● ●*

단독

건물

표 5. 조사 상지 개요  황

구   분 내          용

일반사항  성별, 연령, 주택의 규모

이용도  기존 교육문화시설에 한 이용도 

선호도  새로운 교육문화시설에 한 필요도

요구조건  문제   개선사항에 하여 자유기입

표 6. 설문조사항목 

시설명 연령별
주1회이내

(%)

주1～2회

(%)

주3～4회

(%)

거의매일

(%)
체(%)

보육

시설

39세이하 11(29.7) 2(5.4) 5(13.5) 19(51.4) 37(100.0)

40～49세 7(43.8) 0(0) 2(12.5) 7(43.8) 16(100.0)

50세이상 2(66.7) 1(33.3) 0(0) 0(0) 3(100)

체 20(35.7) 3(5.4) 7(12.5) 26(46.4) 56(100.0)

북카페

39세이하 19(73.1) 1(3.8) 4(15.4) 2(7.7) 26(100.0)

40～49세 11(73.3) 2(13.3) 2(13.3) 0(0) 15(100.0)

50세이상 1(100.0) 0(0) 0(0) 0(0) 1(100.0)

체 31(73.8) 3(7.1) 6(14.3) 2(4.8) 42(100.0)

독서실

39세이하 24(77.4) 4(12.9) 2(6.5) 1(3.2) 31(100.0)

40～49세 15(78.9) 1(5.3) 1(5.3) 2(10.5) 19(100.0)

50세이상 1(33.3) 0(0) 1(33.3) 1(33.3) 3(100.0)

체 40(75.5) 5(9.4) 4(7.5) 4(7.5) 53(100.0)

컴퓨

터실

39세이하 20(83.3) 1(4.2) 3(12.5) 0(0) 24(100.0)

40～49세 10(76.9) 0(0) 0(0) 3(23.1) 13(100.0)

50세이상 1(33.3) 0(0) 1(33.3) 1(33.3) 3(100.0)

체 31(77.5) 1(2.5) 4(10.0) 4(10.0) 40(100.0)

회의실
39세이하 15(93.8) 0(0) 1(6.3) 0(0) 16(100.0)

40～49세 3(75.5) 1(25.0) 0(0) 0(0) 4(100.0)

체 18(90.0) 1(5.0) 1(5.0) 0(0) 20(100.0)

시청

각실

39세이하 13(86.7) 1(6.7) 0(0) 1(6.7) 15(100.0)

40～49세 7(77.8) 0(0) 2(22.2) 0(0) 9(100.0)

50세이상 1(33.3) 0(0) 2(66.7) 0(0) 3(100.0)

체 21(77.8) 1(3.7) 4(14.8) 1(3.7) 27(100.0)

GX룸

39세이하 24(49.0) 8(16.3) 7(14.3) 10(20.4) 49(100.0)

40～49세 16(42.1) 5(13.2) 13(34.2) 4(10.5) 38(100.0)

50세이상 2(25.0) 1(12.5) 2(25.0) 3(37.5) 8(100.0)

체 42(44.2) 14(14.7) 22(23.2) 17(17.9) 95(100.0)

2) 교육문화시설의 이용도

시설별 체 이용도는 보육시설, GX룸, 북카페, 독서실, 

컴퓨터실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보면 웰빙(well-being)

시  건강 리, 자녀교육, 자기계발에 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8-1. 교육문화시설의 연령별 이용도

모의 주상복합 단지는 입주 세 수가 어 교육문화시설

의 이용률이 낮은 상태라서 본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비조사를 토 로 분양(소․ ․ 형) 3단지, 

임 (소형 평형) 2단지의 다음과 같은 상단지가 결정되

었다. 시설 황은 선정된 10가지  7가지 유형만이 활용

되는 것으로 비조사에서 나타났다.

2) 조사방법  조사항목

조사 상 단지 내 거주자  리자들을 상으로 장

조사, 설문지, 면 과 사진촬 을 병행하 으며, 설문지 조

사항목의 내용은 크게 교육문화시설에 한 이용도  선

호도 조사로 다음의 표6과 같다.

3.2 조사 결과 및 분석 종합

1) 거주자  주택의 일반사항

설문 상자는 여성(60.4%) 비율이 크고, 연령은 39세 이

하(57.8%)와 40∼49세(33.5%)가 부분이고, 주택유형은 

분양(67.7%) 비율이 주거평형은 30∼34평형(57.1%)의 비

율이 크다.

빈도 % 빈도 %

체 161 100.0 체 161 100.0

남성 63 39.6 임 52 32.3

여성 96 60.4 분양 109 67.7

39세 이하 93 57.8 29평이하 12 7.5

40～49세 54 33.5 30～34평 92 57.1

50세 이상 14 8.7
35～39평 34 21.1

40평이상 23 14.3

표 7. 성별/ 연령/ 주거평형

( )는 조사 상 세 수       ●*는 휘트니스센타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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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주택

규모별

주1회이내

(%)

주1～2회

(%)

주3～4회

(%)

거의매일

(%)

체

(%)

보육

시설

30～34평 18(36.0) 1(2.0) 7(14.0) 24(48.0) 50(100.0)

35～39평 2(33.3) 2(33.3) 0(0) 2(33.3) 6(100.0)

북카페

29평이하 1(100.0) 0(0) 0(0) 0(0) 1(100.0)

30～34평 13(86.7) 1(6.7) 1(6.7) 0(0) 15(100.0)

35～39평 9(64.3) 1(7.1) 3(21.4) 1(7.1) 14(100.0)

40평이상 8(66.7) 1(8.3) 2(16.7) 1(8.3) (100.0)

독서실

29평이하 1(100.0) 0(0) 0(0) 0(0) 1(100.0)

30～34평 35(81.4) 5(11.6) 2(4.7) 1(2.3) 43(100.0)

35～39평 4(44.4) 0(0) 2(22.2) 3(33.3) 9(100.0)

컴퓨터실

29평이하 1(100.0) 0(0) 0(0) 0(0) 1(100.0)

30～34평 21(84.0) 1(4.0) 2(8.0) 1(4.0) 25(100.0)

35～39평 4(44.4) 0(0) 2(22.2) 3(33.3) 9(100.0)

40평이상 5(100.0) 0(0) 0(0) 0(0) 5(100.0)

회의실

29평이하 2(100.0) 0(0) 0(0) 0(0) 2(100.0)

30～34평 10(90.9) 0(0) 1(9.1) 0(0) 11(100.0)

35～39평 2(66.7) 1(33.3) 0(0) 0(0) 3(100.0)

40평이상 4(100.0) 0(0) 0(0) 0(0) 4(100.0)

시청각실

29평이하 1(100.0) 0(0) 0(0) 0(0) 1(100.0)

30～34평 9(90.0) 1(10.0) 0(0) 0(0) 10(100.0)

35～39평 6(60.0) 0(0) 4(40.0) 0(0) 10(100.0)

40평이상 5(83.3) 0(0) 0(0) 1(16.7) 6(100.0)

GX룸

29평이하 2(25.0) 3(37.5) 2(25.0) 1(12.5) 8(100.0)

30～34평 24(58.5) 4(9.8) 7(17.1) 6(14.6) 41(100.0)

35～39평 11(39.3) 5(17.9) 6(21.4) 6(21.4) 28(100.0)

40평이상 5(27.8) 2(11.1) 7(38.9) 4(22.2) 18(100.0)

표 8-2. 교육문화시설의 주거평형별 이용도 

시설

명
연령별

매우

필요

(%)

필요

(%)

보통

(%)

별로필

요없다

(%)

필

요없다

(%)

체(%)

보육

시설

39세이하 39(62.9) 13(21.0) 6(9.7) 3(4.8) 1(1.6) 62(100.0)

40～49세 17(53.1) 11(34.4) 3(9.4) 1(3.1) 0(0) 32(100.0)

50세이상 4(57.4) 0(0) 1(14.3) 2(28.6) 0(0) 7(100.0)

체 60(59.4) 24(23.8) 10(9.9) 6(5.9) 1(1.0) 101(100.0)

문

고

39세이하 17(25.0) 34(50.0) 8(11.8) 5(7.4) 4(5.9) 68(100.0)

40～49세 10(33.3) 13(43.3) 3(10.0) 3(10.0) 1(3.3) 30(100.0)

50세이상 2(28.6) 2(28.6) 2(28.6) 0(0) 1(14.3) 7(100.0)

체 29(27.6) 49(46.7) 13(12.4) 8(7.6) 6(5.7) 105(100.0)

북

카

페

39세이하 18(27.3) 21(31.8) 13(19.7) 9(13.6) 5(7.6) 66(100.0)

40～49세 12(41.1) 6(20.7) 8(27.6) 3(10.3) 0(0) 29(100.0)

50세이상 2(33.3) 2(33.3) 1(16.7) 0(0) 1(16.7) 6(100.0)

체 32(31.7) 29(28.7) 22(21.8) 12(11.9) 6(5.9) 101(100.0)

독

서

실

39세이하 15(23.4) 26(40.6) 17(26.6) 4(6.3) 2(3.1) 64(100.0)

40～49세 16(48.5) 10(30.3) 2(28.6) 1(14.3) 0(0) 33(100.0)

50세이상 3(42.9) 1(14.3) 2(28.6) 1(14.3) 0(0) 7(100.0)

체 34(32.7) 37(35.6) 24(23.1) 7(6.7) 2(1.9) 104(100.0)

컴퓨

터실

39세이하 10(14.7) 15(22.1) 24(35.3) 16(23.5) 3(4.4) 68(100.0)

40～49세 7(25.9) 9(33.3) 4(14.8) 7(25.9) 0(0) 27(100.0)

50세이상 1(14.3) 4(57.1) 0(0) 1(14.3) 1(14.3) 7(100.0)

체 18(17.6) 28(27.5) 28(27.5) 24(23.5) 4(3.9) 102(100.0)

비즈

니스

센터

39세이하 4(6.3) 4(6.3) 21(33.3) 22(34.9) 12(19.0) 63(100.0)

40～49세 6(22.2) 4(14.8) 4(14.8) 10(37.0) 3(11.1) 27(100.0)

50세이상 1(16.7) 2(33.3) 1(16.7) 1(16.7) 1(16.7) 6(100.0)

체 11(11.5) 10(10.4) 26(27.1) 33(34.4) 16(16.7) 96(100.0)

회

의

실

39세이하 6(9.7) 12(19.4) 27(43.5) 10(16.1) 7(11.3) 62(100.0)

40～49세 5(18.5) 5(18.5) 9(33.3) 7(25.9) 1(3.7) 27(100.0)

50세이상 2(40.0) 0(0) 2(40.0) 0(0) 1(20.0) 5(100.0)

체 13(13.8) 17(18.1) 38(40.4) 17(18.1) 9(9.6) 94(100.0)

카페

테리

아

39세이하 12(17.4) 11(15.9) 25(36.2) 8(11.6) 13(18.8) 69(100.0)

40～49세 7(22.6) 11(35.5) 4(12.9) 7(22.6) 2(6.5) 31(100.0)

50세이상 5(62.5) 1(12.5) 2(25.0) 0(0) 0(0) 8(100.0)

체 24(22.2) 23(21.3) 31(28.7) 15(13.9) 15(13.9) 108(100.0)

시청

각실

39세이하 4(6.6) 14(23.0) 22(36.1) 16(26.2) 5(8.2) 61(100.0)

40～49세 6(22.2) 6(22.2) 10(37.0) 5(18.5) 0(0) 27(100.0)

50세이상 3(42.9) 2(28.6) 0(0) 1(14.3) 1(14.3) 7(100.0)

체 13(13.7) 22(23.2) 32(33.7) 22(23.2) 6(6.3) 95(100.0)

G

X

룸

39세이하 33(49.3) 14(20.9) 13(19.4) 5(7.5) 2(3.0) 67(100.0)

40～49세 24(66.7) 8(22.2) 3(8.3) 1(2.8) 0(0) 36(100.0)

50세이상 5(71.4) 1(14.3) 1(14.3) 0(0) 0(0) 7(100.0)

체 62(56.4) 23(20.9) 17(15.5) 6(5.5) 2(1.8) 110(100.0)

표 9-1. 교육문화시설의 연령별 선호도

연령별로 보면(표8-1), 보육시설은 역시 39세 이하에서 

‘거의 매일’ 51.4%의 높은 이용도를 보이는 반면, GX룸은 

50세 이상(62.5%), 나머지 시설은 40세 이상에서 ‘주3∼4

회’ 이상의 높은 이용도를 보이는데 이는 생활의 안정을 

갖게 되는 연령 라는 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주거평형별로 보면(표8-2), 보육시설은 소형인 30∼34

평에서 이용도가 높고(‘주3∼4회’ 이상이 63%), GX룸(특히 

형에서 61.1%)과 북카페는 형과 형에서 이용도가 

높으며, 독서실과 컴퓨터실은 형 35∼39평에서 이용도가 

높다.

이상에서 볼 때, 주민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GX룸은 

보다 안정 인 50세 이상, 북카페는 40세∼49세 이상의 

형과 형 거주자에서 이용이 활발하고, 자기계발  정보

검색의 장소인 독서실과 컴퓨터실은 40∼49세 이상의 

형 거주자에서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이용도가 분석된다.

3) 교육문화시설의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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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주택

규모별

매우필요

(%)

필요

(%)

보통

(%)

별로필요

없다

(%)

필요

없다

(%)

체

(%)

보육

시설

29평이하 4(66.7) 1(16.7) 0(0) 1(16.7) 0(0) 6(100.0)

30～34평 39(63.9) 13(21.3) 5(8.2) 4(6.6) 0(0) 61(100.0)

35～39평 12(60.0) 6(30.0) 1(5.0) 1(5.0) 0(0) 20(100.0)

40평이상 5(35.7) 4(28.6) 4(28.6) 0(0) 1(7.1) 14(100.0)

문

고

29평이하 6(85.7) 1(14.3) 0(0) 0(0) 0(0) 7(100.0)

30～34평 9(13.4) 41(61.2) 6(9.0) 7(10.4) 4(6.0) 67(100.0)

35～39평 9(52.9) 4(23.5) 3(17.6) 1(5.9) 0(0) 17(100.0)

40평이상 5(35.7) 3(21.4) 4(28.6) 0(0) 2(14.3) 14(100.0)

북

카

페

29평이하 4(66.7) 2(33.3) 0(0) 0(0) 0(0) 6(100.0)

30～34평 7(10.9) 23(35.9) 18(28.1) 11(17.2) 5(7.8) 64(100.0)

35～39평 15(78.9) 2(10.5) 1(5.3) 1(5.3) 0(0) 19(100.0)

40평이상 6(50.0) 2(16.7) 3(25.0) 0(0) 1(8.3) 12(100.0)

독

서

실

29평이하 2(33.3) 3(50.0) 1(16.7) 0(0) 0(0) 6(100.0)

30～34평 14(22.2) 25(39.7) 18(28.6) 5(7.9) 1(1.6) 63(100.0)

35～39평 13(61.9) 5(23.8) 1(4.8) 2(9.5) 0(0) 21(100.0)

40평이상 5(35.7) 4(28.6) 4(28.6) 0(0) 1(7.1) 14(100.0)

컴퓨

터실

29평이하 1(16.7) 2(33.3) 2(33.3) 1(16.7) 0(0) 6(100.0)

30～34평 12(17.6) 16(23.5) 20(29.4) 17(25.0) 3(4.4) 68(100.0)

35～39평 2(12.5) 8(50.0) 1(6.3) 5(31.3) 0(0) 16(100.0)

40평이상 3(25.0) 2(16.7) 5(41.7) 1(8.3) 1(8.3) 12(100.0)

비즈

니스

센터

29평이하 1(20.0) 0(0) 1(20.0) 3(60.0) 0(0) 5(100.0)

30～34평 6(9.7) 5(8.1) 14(22.6) 22(35.5) 15(24.2) 62(100.0)

35～39평 4(23.5) 4(23.5) 4(23.5) 5(29.4) 0(0) 17(100.0)

40평이상 0(0) 1(8.3) 7(58.3) 3(25.0) 1(8.3) 12(100.0)

회

의

실

29평이하 2(40.0) 1(20.0) 1(20.0) 1(20.0) 0(0) 5(100.0)

30～34평 5(8.2) 11(18.0) 24(39.3) 14(23.0) 7(11.5) 61(100.0)

35～39평 5(31.3) 3(18.8) 6(37.5) 2(12.5) 0(0) 16(100.0)

40평이상 1(8.3) 2(16.7) 7(58.3) 0(0) 2(16.7) 12(100.0)

카페

테리

아

29평이하 2(40.0) 2(40.0) 1(20.0) 0(0) 0(0) 5(100.0)

30～34평 12(17.4) 13(18.8) 20(29.0) 10(14.5) 14(20.3) 69(100.0)

35～39평 6(31.6) 7(36.8) 3(15.8) 3(15.8) 0(0) 19(100.0)

40평이상 4(26.7) 1(6.7) 7(46.7) 2(13.3) 1(6.7) 15(100.0)

시청

각실

29평이하 1(20.0) 2(40.0) 0(0) 2(40.0) 0(0) 5(100.0)

30～34평 4(6.7) 13(21.7) 21(35.0) 17(28.3) 5(8.3) 60(100.0)

35～39평 8(44.4) 4(22.2) 4(22.2) 2(11.1) 0(0) 18(100.0)

40평이상 0(0) 3(25.0) 7(58.3) 1(8.3) 1(8.3) 12(100.0)

G

X

룸

29평이하 4(80.0) 0(0) 0(0) 1(20.0) 0(0) 5(100.0)

30～34평 30(43.5) 17(24.6) 15(21.7) 5(7.2) 2(2.9) 69(100.0)

35～39평 19(86.4) 3(13.6) 0(0) 0(0) 0(0) 22(100.0)

40평이상 9(64.3) 3(21.4) 2(14.3) 0(0) 0(0) 14(100.0)

 표 9-2. 교육문화시설의 주거평형별 선호도

시설명
주택

유형

주1회 

이내(%)

주1～2회

(%)

주3～4회

(%)

거의매일

(%)

체

(%)

보육

시설

임 7(26.9) 0(0) 2(7.7) 17(65.4) 26(100.0)

분양 14(45.2) 3(9.7) 5(16.1) 9(29.0) 31(100.0)

북카페 분양 32(74.4) 3(7.0) 6(14.0) 2(4.7) 43(100.0)

독서실
임 16(88.9) 2(11.1) 0(0) 0(0) 18(100.0)

분양 25(69.4) 3(8.3) 4(11.1) 4(11.1) 36(100.0)

컴퓨터

실

임 11(91.7) 0(0) 1(8.3) 0(0) 12(100.0)

분양 20(71.4) 1(3.6) 3(10.7) 4(14.3) 28(100.0)

회의실
임 11(91.7) 0(0) 1(8.3) 0(0) 12(100.0)

분양 7(87.5) 1(12.5) 0(0) 0(0) 8(100.0)

시청

각실
분양 21(77.8) 1(3.7) 4(14.8) 1(3.7) 27(100.0)

GX룸
임 6(60.0) 2(20.0) 2(20.0) 0(0) 10(100.0)

분양 37(43.0) 12(14.0) 20(23.3) 17(19.8) 86(100.0)

표 10-1. 교육문화시설의 주택유형별 이용도

시

설

명

주택\

규모별

매우

필요

(%)

필요

(%)

보통

(%)

별로필

요없다

(%)

필

요없다

(%)

체

(%)

보육

시설

임 22(61.1) 8(22.2) 3(8.3) 3(8.3) 0(0) 36(100.0)

분양 39(58.2) 16(23.9) 7(10.4) 3(4.5) 2(3.0) 67(100.0)

문

고

임 9(20.9) 24(55.8) 3(7.0) 5(11.6) 2(4.7) 43(100.0)

분양 21(32.8) 25(39.1) 10(15.6) 3(4.7) 5(7.8) 64(100.0)

북카

페

임 5(11.9) 15(35.7) 12(28.6) 6(14.3) 4(9.5) 42(100.0)

분양 28(45.9) 14(23.0) 10(16.4) 6(9.8) 4(9.5) 61(100.0)

독서

실

임 6(14.6) 17(41.5) 15(36.6) 2(4.9) 1(2.4) 41(100.0)

분양 29(44.6) 20(30.8) 9(13.8) 5(7.7) 2(3.1) 65(100.0)

컴퓨

터실

임 4(10.0) 9(22.5) 14(35.0) 11(27.5) 2(5.0) 40(100.0)

분양 15(23.4) 19(29.7) 14(21.9) 13(20.3) 3(4.7) 64(100.0)

비즈

니스

센터

임 3(7.5) 3(7.5) 8(20.0) 13(32.5) 13(32.5) 40(100.0)

분양 9(15.5) 7(12.1) 18(31.0) 20(34.5) 4(6.9) 58(100.0)

회의

실

임 4(10.0) 6(15.0) 18(45.0) 7(17.5) 5(12.5) 40(100.0)

분양 10(17.9) 11(19.6) 20(35.7) 10(17.9) 5(8.9) 56(100.0)

카페

테리

아

임 4(10.0) 7(17.5) 10(25.0) 6(15.0) 13(32.5) 40(100.0)

분양 21(30.0) 16(22.9) 21(30.0) 9(12.9) 3(4.3) 70(100.0)

시청

각실

임 2(5.0) 8(20.0) 14(35.0) 12(30.0) 4(10.0) 40(100.0)

분양 12(21.1) 14(24.6) 18(31.6) 10(17.5) 3(5.3) 57(100.0)

GX

룸

임 15(35.7) 9(21.4) 11(26.2) 5(11.9) 2(4.8) 42(100.0)

분양 48(68.6) 14(20.0) 6(8.6) 1(1.4) 1(1.4) 70(100.0)

표 10-2. 교육문화시설의 주택유형별 선호도

필요로 하는 시설별 체 선호도는 ‘필요’ 이상이 보육

시설 83.2%, GX룸 77.3%, 문고 74.3%, 독서실 73.5%, 북

카페 60.4%로 높고, 나머지는 컴퓨터실, 카페테리아, 시청

각실, 회의실, 비즈니스센터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표9-1), 보육시설, 문고, 독서실은 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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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계획

각 시설 간의 

면  배분

북카페: 아이들 놀이, 시청각교육도 가능한   

       공간 / DVD룸보다 공부방 필요

보육시설: 규모 작음/ 구립․시립 시설 희망

공간

크기

보육시설: 소하여 원아들 입학욕구 불충족

GX룸: 공간 확 / 로그램 다양화

시설 치 교육시설: 반지하 문제

시설의 다양화
보육시설: 유치원 수 / 모든 편의시설    

희망시설: 토론방/ 실내놀이터/ 유아 시설

환경
채   환기

교육시설: 반지하여서 습하고 채 이 안 됨

환기나 채 이 좋지 않음

냉난방 냉난방이 제 로 되지 않음

시공
벽, 바닥 

수결로

배수로를 넓히거나 깊게 해야 함 

폭우 오면 배수로 넘쳐 물이 새어 들어옴

유지

리

유지 리 상태

독서실: 리가 철 히 될 수 있는 운  

GX룸/ 휘트니스센터: 설치기구 리 부족

BTL 시설 다양화에 따른 교육 환경 개선 

하자보수 휘트니스센터: 고장/작동불능 신속한 수리 

표 11. 교육문화시설 개선 요구사항

세 이하에서 ‘필요’ 이상의 선호도가 높고, 나머지 GX룸, 

북카페, 컴퓨터실, 카페테리아, 시청각실, 비즈니스센터, 회

의실은 50세 이상에서 ‘필요’ 이상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40∼49세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거평형별로 보면(표9-2), 보육시설과 문고는 형(35

∼39평) 이하에서 ‘필요’ 이상의 선호도가 높고, GX룸과 

북카페는 형과 형(40평 이상)에서 ‘필요’ 이상의 선호

도가 높고, 나머지 독서실, 컴퓨터실, 카페테리아, 시청각

실, 회의실, 비즈니스센터는 형에서 ‘필요’ 이상의 선호

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선호도 결과를 앞에서의 이용도 분석 결과와 비

교해 분석해 보면, 보육시설은 39세 이하와 30∼34평 이하

에서 이용도가 높은 가운데 40∼49세 이하와 35∼39평 이

하에서 선호도도 높으므로, 39세 이하 거주자와 30∼34평 

이하 주거평형의 공동주택 계획 시 보육시설은 주민교육

문화시설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되겠다. 한, GX룸

(50세 이상)과 북카페는 40∼49세 이상과 형과 형에서 

이용도가 높은 가운데 40∼49세 이상과 역시 형과 형

에서 선호도가 높으므로, 40∼49세 이상 거주자와 35평 이

상의 형과 형 주거평형의 공동주택 계획 시 필요시설

이고, 독서실과 컴퓨터실은 40∼49세 이상과 형에서 이

용도가 높은 가운데 역시 40∼49세 이상(독서실은 40∼49

세 이하)과 형에서 선호도가 높으므로, 40∼49세 이상 

거주자(독서실은 40∼49세 거주자)와 형 35∼39평 주거

평형의 공동주택 계획 시 필요시설이 되겠다. 나머지 이용

도가 미미하거나 추가설치를 희망하는 시설로서, 문고는 

40∼49세 이하와 형 이하에서, 카페테리아, 시청각실, 비

즈니스센터, 회의실은 40∼49세 이상과 형 35∼39평에서 

‘필요’ 이상의 선호도가 높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거주자와 

주거평형의 공동주택 계획 시 고려시설이 되겠다.

4) 주택유형별 분석

주택유형별 이용도는 보육시설의 경우 임 주택이 ‘거의 

매일’ 65.4%로서 분양(29.0%)보다 높고, 나머지 시설은 분

양이 더 높은데, GX룸은 임 형에서도 이용이 활발한 것

을 알 수 있다.

주택유형별 선호도는 보육시설과 문고의 경우 임 형이 

분양형보다 ‘필요’ 이상의 선호도가 높고 독서실, GX룸, 북

카페도 임 형에서 ‘필요’ 이상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주택유형별 이용․선호도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용․선호도가 모두 높은 보육시설과 GX룸은 임 형 공

동주택 계획 시 주민교육문화시설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

설이고, 문고, 독서실, 북카페는 주민교육문화시설 계획 시 

우선 순 를 두어야 하겠다. 

5) 개선 요구사항

본 조사의 거주자와 리자를 상으로 설문지조사의 

주 식 서술문항과 직  면 (interview)을 통하여 나타난 

교육문화시설에 한 주요 개선  요구사항을 건축계획, 

환경, 시공, 유지 리의 4가지 인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

소별로 분석하면 다음(표11)과 같다.

계획인자에서 보면, 공간의 크기와 시설 간 면 배분, 

시설의 다양화, 시설의 치 요소에서 개선 요구사항이 많

았는데 보육시설과 GX룸에서 요구되는 공간의 크기와 시

설 간 면 배분은 구성원 필요에 따른 공간, 시설의 확충 

 축소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시설의 치는 단지 앙

장과 연결되는 용공간 성격에서 차 주거동 지하나 

지하주차장과 연계된 부속공간 성격으로 변해 가는 과정

에서 요구되는 결과로 볼 수 있고, 시설의 다양화는 북카

페 경우와 같이 다양한 기능과 그에 따른 시설을 요구하

는 다목 실화(multi-purpose room) 경향에서 요구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환경인자에서 보면, 채   환기와 냉난방 상태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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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선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특히 교육시설 경우와 같

이 지하나 반지하에 설치되는 추세에서 요구되는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4. 결론

지 까지 공동주택 주민교육문화시설 이용행태에 하여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민교육문화시설의 연령  주거평형별 분석에서 

보면, 보육시설은 39세 이하 거주자와 30∼34평 이하 주거

평형의 공동주택 계획 시 주민교육문화시설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되고, GX룸과 북카페는 40∼49세 이상 거

주자와 35평 이상의 형과 형 주거평형의 공동주택 계

획 시 필요시설이 되며, 독서실과 컴퓨터실은 40∼49세 이

상 거주자(독서실은 40∼49세 거주자)와 형 35∼39평 주

거평형의 공동주택 계획 시 필요시설이 되겠다.

2) 주택유형별 분석에서 보면, 이용․선호도가 모두 높

은 보육시설과 GX룸은 임 형 공동주택 계획 시 주민교

육문화시설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문고, 독서실, 북

카페도 주민교육문화시설 계획 시 우선 순 를 두어야 하

겠다.

앞으로 주민교육문화시설 평가시 필요한 다양한 환경인

자와 요소를 개발하여 그에 한 만족도와 요도 분석을 

토 로 시설의 계획시 필요한 지침 제시가 이루어지는 연

구가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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