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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브라스카주립대학의 하우징 페어와 캠퍼스 주변

학생주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ousing Fair and Student Housing of Off-UNL ca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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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L housing fair started 14 years ago and is hosted by the Daily Nebraskan. An annual event, the housing fair is expected to 
draw anywhere between 500 and 1,000 UNL students according to Daily nebraskan. It's manager coordinates with sponsors to 
determine each company's ad campaign for the every semester. Sponsors generally find the housing fair an effective tool because 
it brings them face-to-face with students especially inclined to seek out new living options.

So this study is to analyse UNL housing fair to provide students potions. Students can learn about places to live off-campus by 
attending UNL housing fair. When housing fair is opened by Daily Nebraskan, the place is abuzz with students investigating 
off-campus living options. In addition, property management companies also are available to inform students of their policies and 
practices. Also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housing life of UNL off-campus students. Therefore this study has been focused on 
the surrounding residential areas, their apartment sites and their apartments for UN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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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미국 네브라스카주 링컨시에 위치하고 있는 UNL1)(Uni

versity of Nebraska-Lincoln, 이하 UNL이라 한다)은 두

개의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시티 캠퍼스(City

Campus)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트 캠퍼스(East Campus)

이다. 시티캠퍼스는 기성시가지 안에 입지하고 있어 가급

적 학교와의 근접거리에 거주하려는 학생들이 많다보니

주거 공급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주거비용도 급증하고 있

으며, 이에 반해 UNL 이스트캠퍼스는 시내중심가로부터

다소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 학생들의 주거비용에

대한 압박감은 시티캠퍼스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는

다소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UNL 측에

서 시티캠퍼스 내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기숙사를 신축

하거나 증축하여 기본적으로 기숙사 입주를 원하는 학생

은 누구나 대학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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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L은 네브라스카의 주도인 링컨시(인구 25만 명 정도)에 위치한 주

립대학으로 1869년에 설립되어 145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시티캠퍼스

(city campus)와 1873년에 설립되어 141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스

트캠퍼스(east campus)로 구성되어 있다. 시티캠퍼스는 링컨 시내중

심가에 위치하고 있고, 이스트캠퍼스는 링컨 외곽에 자리 잡고 있다.

2) UNL의 재학생수는 ‘’13년도 3월 기준으로 18,526명인데 반하여 기숙

사 정원은 15,334명으로 캠퍼스 바깥에서 거주해야 하는 학생 수는

3,192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학생

용 기숙사의 부족율은 17.23%로 나타나지만,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이 비율은 더욱 낮아진다. 숫자상의

이런 상황임에도 학생들이 캠퍼스 내의 기숙사에 입주

하기보다는 캠퍼스 가까운 지역에 적정한 가격대의 주거

를 찾아 입주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기숙사를 대신하는

쾌적하고 적정한 가격대의 캠퍼스 주변 학생주거의 공급

이 출현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3) 즉, 대학당국에서 운영

하는 기숙사 시설도 있어야겠지만, 이들 기숙사보다는 비

용이 저렴한 민간주도의 학생주거가 캠퍼스 주변 지역에

만들어지는 것도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거나 개인적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원하는 학생들은 캠퍼스 내의 기숙사보다 캠

퍼스 바깥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지를 마련하려고 하

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주된 이유에 대해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복지 측면에서 캠퍼

스행사의 일환으로 데일리 네브라스칸(Daily Nebraskan)

에서 주최하고, 매 학기 시티캠퍼스 내 UNL 학생회관(St

udent Union Ballroom)에서 개최되는 UNL의 하우징 페

어 행사와 학생들을 캠퍼스 바깥의 아파트관리회사나 부

동산관리회사 소유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보다 많이 입주

시키기 위하여 이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아파트나 부동산

부족율은 이렇게 나타났지만, 조사 당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기숙사

입주를 원하면 언제든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어떤 의미에선

기숙사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UNL 학생기숙사는 16동의 건물로 되어있고, 이들은 크게 3가

지 형태-전통홀 형식(Traditional Halls)과 슈트 형식(Suite St

yle), 아파트 형식(Apartment Style)-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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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사들에 대해 알아보고, 사용자인 학생들의 관점에

서 이들 주거를 선택한 배경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여

분석 고찰함으로써 UNL 캠퍼스 주변에 산재해 있는 학생

주거의 선택요인을 조사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또

한 이외에도 본 논문은 UNL에 어학연수를 가거나 유학을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한국학생들에게 주거와 관련된 정

보제공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 방법은 하우징 페어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

해 현장조사와 관련자 면담을 병행하였다. 관련 문헌 조사

는 현장조사 이전 아파트관리회사와 부동산관리회사의 홈

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고, 현장조사는 논자가 방문교수

자격으로 일 년간 머무르던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3년

12월 06일가지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2012년 봄학기와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개최된 하우징 페어에 참석

하여 UNL의 데일리 네브라스칸의 매니저와 UNL 하우징

페어에 참가한 아파트관리회사와 부동산회사들의 실무자

를 비롯한 UNL 하우징 페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

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범위는 미국 네브라스카주립대학 주변의 학생주거

사례를 현장 조사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인구밀도가

높은 뉴욕과 같은 고밀 대도시가 아닌 적정의 주거비를

부담하는 저밀 기성시가지라는 점이었고, 둘째는 이와 더

불어 주거가 환경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학

이 있는 도시 인구수의 규모가 한국의 지방 주요도시들과

유사하다는 점이었으며, 셋째는 하우징 페어에 대학의 참

여와 민간기업의 지원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

을 주었기 때문이다.

연구내용은 첫째, 데일리 네브라스칸에서 주최하는 UN

L 하우징페어에 관해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둘째, 이 하우

징페어에 참여하는 아파트관리회사들과 부동산회사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셋째, 학생들이 선호하는 UNL 인접

주거지역에 조사 분석하였으며, 넷째, UNL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캠퍼스 외곽의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캠퍼스와

의 거리와 건물의 규모, 단위 유닛당 침실수, 제공되는 가

구 및 설비시설, 월임대비용, 부대시설, TV 및 인터넷, 각

종 수수료, 애완동물 허용 여부, 셔틀버스 운행여부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2. 하우징 페어

2.1 UNL 하우징 페어

UNL의 하우징 페어는 학교 신문인 데일리 네브라스칸

이 주관하여 1998년 이후부터 개최된, 학생들의 주거문제

를 해결해 주기 위한 이벤트 행사로서 학생주거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행사는 학생들 자신

들로 하여금 다양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데, 각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 초의 하루를 잡아

시티캠퍼스 내 UNL 학생회관(Student Union Ballroom)에

서 개최된다.

이 하우징 페어는 매년 각 학기가 시작될 무렵에 학교

신문인 데일리 네브라스칸에 자세한 일정과 행사장소, 참

여하는 부동산 회사들의 광고와 함께 사전에 게재된다. 행

사 당일에는 학생주거 관련 부동산회사들이 학교에 부스

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각종 주거관련 사진자료와 함께

자기회사의 주거에 대한 특징과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즉, 이 하우징 페어는 각 부동산회사의 직

원들로 하여금 새로 입주할 아파트의 모형이나 주변 환경,

내부 인테리어 사진 등을 전시하고 학생들에게 자기회사

의 주거에 대해 설명을 곁들이는 행사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하우징 페어는 학생주거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

도하는 길잡이로서 매년 다양한 학생주거를 선보이며 새

로운 주거와 부대시설에 대한 경연의 장이 되어 임대가격

과 주거환경,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 등을 서

로 비교할 수 있다. 이 하우징페어는 이름 있는 부동산회

사들의 주거단지를 비롯하여 실내가구, 인테리어제품, 조

명 및 전기설비, 실내외 조경을 비롯하여 에너지비용과 무

료 셔틀버스 유무에 이르기까지 주거관련 사항이 망라되

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학생들에게

는 좋은 주거를 서로 비교하면서 분석하여 입주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한다.

아울러 각 회사에서는 임대 가격을 비롯하여 자세한 사

항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기도 하지만, 직접 학생과

직원이 대면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으므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 행사에 기꺼이

참석하게 만든다. 하우징페어를 개최하는 날에는 방문하여

계약이 성사될 경우 임대비용 일부를 깎아주는 프로그램

을 전년도에 이어 확대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좋은 반

응을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부동산회사들이 이 하우징페

어에 적극 참석하여 설명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보다 많이

자신들 회사 소유의 주택에 입주케 함으로써 시장 개척과

임대 확대를 통해 이익 창출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기 때문이기도 하다.

2.2 UNL 하우징 페어 참여 기업

UNL의 하우징 페어에 참여하는 아파트회사들과 부동산

관리회사들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회사들은 러스킨 플레이스(Ruskin Place)와 클라

레몬트 파크(Claremont Park), 리치데일 그룹(Richdale Gr

oup), 더 뷰(The View) 더 린크스(The Links) 등이고, 부

동산 관리 회사들은 센튜리 세일즈 앤 매니지먼트(Centur

y Sales & Management)와 링컨 하우징 오토리티(Lincoln

Housing Authority), 홀로이드 인베스트먼트 프라퍼티즈

(Holroyd Investment Properties: HIP), 커머셜 인베스트먼

트 프라퍼티즈(Commercial Investment Properties: CIP),

카브레드로스 프라퍼티즈(Kabredlo's Property), 샤토우

디벨로프먼트(Chateau Development) 등이다. 또한 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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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 The housing fair advertisements of Daily Nebraskan

사에는 UNL 연방신용조합과 같은 금융기업들과 부동산

임대 관련 전문 인터넷회사인 렌트핑닷컴(RentPing.com)

도 이 행사에 참가하여 부스를 설치한다.

데일리 네브라스칸의 광고 매니저인 Nick Partsch에 의

하면, 연례행사인 이 박람회는 매년 많은 UNL 학생들의

관심을 끈다고 한다. 그는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각 개별

회사들의 광고 캠페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스폰서들과 상

호 협력한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참가자의 수는 대체적으

로 날씨에 많이 의존하지만, 스폰서들은 이 하우징페어가

새로운 주거를 찾고 있는 학생들의 얼굴을 부스에서 대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한다. 즉, 이 하

우징 페어는 부동산회사나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과 새

로운 주거를 원하는 학생들과의 면담을 성사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들 중의 하나라고 한다.

그는 이 하우징페어가 시작된 이후로 이 행사를 기획하

고 계획해왔으며, 그에 의하면 아파트관리 및 부동산회사

들은 이 하우징페어에 일단 참여하면 대부분 매년 부스를

개설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회사에게는 상당히 매

력 있는 이벤트행사 임에 틀림이 없다고 한다.

또한 그에 의하면, 그가 기억하는 한 클라레몬트 파크

(Claremont Park), 홀로이드 인베스트먼트 프라퍼티즈(Hol

royd Investment Properties: HIP), 커머셜 인베스트먼트

프라퍼티즈(Commercial Investment Properties: CIP), 샤

토우 디벨로프먼트(Chateau Development)와 같은 회사들

은 이 하우징페어에서 계속 후원을 해왔다고 한다.

러스킨 플레이스(Ruskin Place) 아파트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안네 힌쯔(Anne Hintz)에 의하면, 러스킨 플레이스

아파트관리회사는 캠퍼스 레크리에이션(Campus Recreatio

n)이 주최한 UNL 행사의 후원자 역할을 한다고 한다. 또

한 그녀는 하우징 페어 행사 전날 캠퍼스 내에 현수막을

걸고, 당일에는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자기회사의

사진자료와 주거 평면도 등을 보여주며, 학생의 주거선택

권에 관해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 하우징페어를 꾸준히 이

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녀는 하우징 페어 행사가 자

신의 회사를 광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참여한 이후 꾸준히 참여한다고 했다.

이 하우징페어에 참여한 심리학 전공의 대학 2학년 Bri

anne Bader는 그녀가 더 독립적으로 살 수 있고 더 많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이외의 주거를 찾고자 하

우징페어에 관심이 있어 방문한다고 한다. 또한 그녀는 내

년에 그녀의 친구들과 같이 살 주거를 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그녀는 하우징 페어 행사를 알기 전에는

캠퍼스 바깥의 주거지를 찾기 위해 누구랑 논의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해야할지를 몰랐으나 이제는 이 하

우징페어로 인해 쉽게 구할 수 있어 매학기 하우징페어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3. UNL 주변 학생 주거 지역과 주거

3.1 UNL 캠퍼스 인접 주거지역의 특징

캠퍼스 인근 지역의 주택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하고도

합리적인 임대가격으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한다. 어디에서

찾아봐야 하는지 모를 때에는 교내를 벗어난 선택이 때론

벅찰 수 있기에 UNL 하우징페어 행사에서는 시티캠퍼스

와 이스트캠퍼스 주변으로 학생들이 살고 있는 몇몇 인기

Downtown Area

Haymarket Area
UNL East Campus

UNL City Campus

Alphapet City

North Bottoms

East Campus Area

Figure.2 The surrounding residential area of UN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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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역들과 그 지역들의 특징, 그리고 무엇이 학생들로

하여금 되도록 빨리 기숙사를 떠나고 싶게 만드는지에 관

해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1)알파벳시티(Alphabet City) 지역

UNL을 2011년에 졸업한 Melanie Allen은 A 스트리트

와 G스트리트 사이의 10번 도로와 19번 도로 사이에 있는

Alphabet City에서 1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녀에 의하면,

이 지역의 좋은 점은 많은 UNL 학생들이 서로 근접한 거

리에서 살고 있어 이곳 생활이 즐겁고, 가격 또한 괜찮은

주택이 많으며, 링컨시내 중심가로부터 가까우면서 캠퍼스

와도 꽤 가까워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점

이라고 한다.4)

그러나 그녀에 의하면, 이 지역은 주택의 노후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침실당 월 평균 임대비용이

$200~300 정도로 주택과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싼 점은

대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이 점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몇몇 싼 주택은 건물과 시

설들이 낡아서 거주하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또한 주지사

관저 주위와 밤거리가 밝은 지역은 안전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동네를 벗어나 다소 멀리 떨어진 주거

지역은 밤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왜냐하면 밤에 불

빛이 밝은 지역을 벗어나 다소 어두운 지역에는 다소 수

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주택이 낡은 대신 상대적으로 임대가격이 저렴

하여 주거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잘 고르면 살만하다고 했

다. 그러므로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확실하게 장소

와 주택의 내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노스 바텀스(North Bottoms) 지역

학생들이 North Bottoms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적당

한 가격에 주거를 구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지역 주택이

학교에서 얼마나 가까운 가가 주된 매력 요인으로 꼽힌다.

이 지역은 살트 크리크 로드웨이(Salt Creek Roadway)

와 앤틸로프 밸리 파크웨이(Antelope Valley Parkway)에

따라 시티캠퍼스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공업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Jared Miller는 2

008년에서부터 2011년, 즉 4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살았다.

그에 의하면 많은 임대 주택들이 있고 노후도에 다소 차

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침실당 월 평균 임대비용이 $20

0~250 정도로 임대료가 다소 싸고 낡아 으스스하지만, 시

티캠퍼스와 가깝고 UNL 미식축구 메모리얼 스타디움과

가까워 미식축구 경기 시즌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

기찬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거를 선택했다고 한다.

또한 이 지역은 시티캠퍼스와 가까이 있는 반면에, 학생들

이 캠퍼스로 가기 위해서 철로 밑에 있는 도로나 미식축

4) 알파벳시티 근처에는 Cultiva Coffee, El Chaparro Mexican Bar &

Grill 그리고 DaVinci's Pizza를 포한한 다양한 상점들이 밀접해 있기

도 하다.

구장 근처의 다리 위를 지나는 도로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또한 근처에 주요 쇼핑센터가 없어

Figure.3 The surrounding house examples of UNL campus

월마트(Walmart)나 슈퍼 세이버(Super Saver) 같은 쇼핑

센터로 가기 위해서 몇 마일을 운전하고 가야하는 불편이

있다5)고 한다.

3)다운타운(Downtown)과 헤이마켓(Haymarket) 지역

시티캠퍼스 경계로부터 반경 2km 내에 있는 다운타운

과 헤이마트 근처에 있는 주거들의 특징은 저층에는 상가

가 고층에는 주거가 있는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역의 주택은 저층에는 상가가, 그 위층에는 주택

이 있는 타운하우스 개념의 주거가 많이 있다. 도심지에

근접하여 위치해있고, 미식축구가 열리는 메모리얼 스타디

움과도 근접되어 있는 관계로 월 임대비용은 침실당 $300

에서 $350정도이다.

다운타운 지역은 시티캠퍼스 남쪽 지역으로 7번 도로에

서 17번 도로까지 그리고 R스트리트와 의사당 건물 사이

에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오피스와 영화관, 술집들,

식당들, 상점들이 가까이 있다. 헤이마켓 지역은 링컨역

앞에 위치한 지역으로 Q스트리트와 R스트리트 사이와 N9

번 도로와 캐노피(Canopy)도로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많은 상가들이 있다.

이들 두 지역은 링컨시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근처에 식

료품점이나 슈퍼마켓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또한 헤이

마켓지역의 경우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매주 주말 아침

에 장터가 형성됨으로 인해 소음과 차량 주차가 문제점으

로 지적되곤 한다. 그러나 학교와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과

주변에 식당과 상점들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에서 소음

5) Jared Miller에 의하면, 이 지역의 장점은 시티캠퍼스랑 가까워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미식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

는 주차장을 찾을 필요가 없이 걸어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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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주차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이들 지역도 좋

은 선택이라고 학생들은 말한다.

4)이스트 캠퍼스 지역(East Campus area)

이스트 캠퍼스 인근 지역은 홀드리지(Holdrege) 스트리

트와 바인(Vine) 스트리트 그리고 N33번 도로와 N48번

도로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링컨시내로부터 다소 떨어

져있어 가까운 슈퍼마켓들과 식당들이 가까이 있지는 않

지만, 무료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스트캠퍼스에서

수업을 많이 받는 학생들에게 좋은 지역이다.

이스트 캠퍼스 근처에 사는 2012년에 졸업한 Crystal S

tarkel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거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스트캠퍼스 가까이 있는 인근 지역

은 안전하나 이스트캠퍼스에서 남쪽으로 더 멀리 갈수록

더 위험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같은 해에 졸업한 동거남 Blake Severs는 몇몇 긴박한 상

황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와 그의 룸메

이트는 어느 날 밤에 총소리를 들었으며, 이 지역 대부분

건물들은 오래되어 상태가 좋지 않고, 주거내부 시설 또한

최근의 것이 아니어서 다소 불편한 점도 있다고 했다. 주

택의 노후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침실당 월

평균 임대비용이 $200~250 정도이다. 그러나 그는 약간의

육체적 수고를 한다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이스트 캠퍼스에 다니고 있는 축산학 전공인 4

학년 Keshia Lackas는 이스트 캠퍼스 근처의 애쉴리 스

퀘어 가든(Ashley Square Garden)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데, 그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시티캠퍼스와 이스트캠퍼스

Northridge Heights

Meadow Woods

Claremont Park

Fountain Glen

UNL East Campus

Tanglewood

UNL City Campus

W.C.Shinn Lofts

The View

The Links

Grand Manse

Figure.4 The related maps of UNL campus and survey 

apartments

를 오가는 무료 학교버스를 타고 시티캠퍼스에 가서 수업

을 들을 수도 있어 시티캠퍼스 주위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임대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그만큼 경제적이라고 한다. 또

한 그는 이 지역에서 1층 주거보다는 2층이나 3층 주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1층에는 간혹 몰

래 잠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3.2 UNL 캠퍼스 외곽 아파트의 특징

UNL 캠퍼스 외곽의 아파트단지는 캠퍼스 내 기숙사보

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많아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한다.

1)그랜드 만세(Grand Manse) 아파트

링컨 시내 중심부의 Q스트리트와 P스트리트 그리고 N9

번 도로와 N10번 도로 사이에 위치해 있다. 시티캠퍼스

경계로부터 100m 정도 거리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로

4층 1동의 건물이 남쪽으로 터진 ㅁ자형으로 구성되어있

다. 평면은 1개의 침실에서부터 3개의 침실로 구성되어 있

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 월 임대비용은 $850에

서 $1,750정도이고,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비용과 같다. 이

아파트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환경은 다소 나쁨에

도 시티캠퍼스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어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월 임대비용이 다소 비싼 편이다. 단위 유닛 내에

벽장과 소파와 같은 기본적인 가구와 주방기기, 세탁기,

건조기는 제공된다. 이외에도 바닥은 원목 마루로 되어있

고, 창틀은 오크나무로 되어있다. 기본적인 120여개의 채

널을 가진 게이블 TV방송은 제공되나, 인터넷은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세와 상수도세,

하수도세는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2)더블유씨 신 로프츠(W.C. Shinn Lofts) 아파트

링컨시내의 O스트리트와 P스트리트 그리고 N13번 도로

와 N14번 도로 사이에 위치해 있고, 시티캠퍼스로부터 15

0m 정도 거리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로 5~7층 1동의

건물로 구성되어있다. 평면은 1개에서 2개의 침실로 구성

되어있다. 이 아파트 역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

월 임대료는 $695에서 $1,500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

소 비싸고 침실 수에 다른 임대가격의 편차가 크다. 주문

제작한 고급 벽장과 소파, 주방기기, 세탁기, 건조기, 접어

서 넣는 붙박이식 침대, 소파가 제공된다. 아파트 주호 내

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T

V 케이블 방송 시청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비

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세와 상수도세,

하수도세는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3)클라레몬트 파크(Claremont Park)

링컨 외곽을 관통하는 180번 하이웨이(Grand Army of

the Republic Hwy)와 뉴햄프셔 스트리트(New Hampshir

e) 그리고 N9번 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캠퍼스로부

터 4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2층 8개의 동으

로 구성된 아파트단지이다. 각 단위 유닛의 평면은 침실이

1개에서부터 4개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가격은 침실이 1개



14  韓國農村建築學會論文集 제16권 2호 통권53호 2014년 5월

Grand Manse W.C. Shinn Lofts Claremont Park

Fountain Glen

The Links

The View

Northridge Heights
Meadow Wood Tanglewood

Figure.6 The examples of apartment layout

짜리는 $525 정도이고, 침실이 4개짜리는 $1,020 정도이

다. 붙박이장과 주방기기, 세탁기, 건조기는 제공된다. 부

대시설로는 농구장과 헬스장, 세탁시설,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20여개의 기본 채널을 가진 케이블 TV

시청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월 $50 정도의 별도 비용

을 지불해야 하고, 개인 차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 $3

0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세와

상수도세, 하수도세는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지불해야 한

다. 단지와 주거 내에서는 작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허용한다.

4)더 린크스(The Links) 아파트

이 아파트단지는 서쪽으로 34번 하이웨이(Purple Heart

Hwy)에, 남쪽으로는 70번 익스프레스 웨이(Homestead E

xpy)에, 북쪽으로는 플레처 애비뉴에, 동쪽으로는 N7번

도로에 접해있는데 플레처 애비뉴와 N7번 도로를 통해 단

지 내로 진입할 수 있다.

이 아파트단지는 중앙에 관리사무실을 두고, 그 주변에

2층 53동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위 유닛의 평면

이 1개 혹은 2개의 침실로 구성되어 있는 소형 아파트이

다. 월 임대가격은 침실이 1개일 경우 $535이며, 침실이 2

개인 경우 $795 정도이다. 임대보증금은 $250이다. 이 아

파트는 골프장에 위치해 있으며 골프장 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가구는 붙박이장과 주방기기, 세탁기,

건조기는 제공된다. 또한 UNL 캠퍼스까지 무료 셔틀버스

Grand Manse apt
W.C. Shinn Lofts 

apt
Claremont Park 

apts

The Links apts The View apts Fountain Glen apts

Northridge Heights 
apts

Meadow Wood apts Tanglewood apts

Figure.5 The outer photos of apartments

를 운행하고 있고, 기본적인 120여개의 채널을 가진 케이

블 TV 방송은 제공되나,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와 상수도, 하수도는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부대시설로는 골프장, 테니스장, 운동장, 수영장, 테라스

일광욕장, 월풀욕조, 사우나가 포함되어 있으며, 단지 내를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와 호수, 연못도 있다.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들은 허용된다.

5)더 뷰(The View) 아파트

단지 남쪽으로 지나는 6번 하이웨이(Grand Army of R

epublic Hwy)에서 분기한 챨스톤(Charleston) 스트리트에

접한 아파트단지이다. 이 학생주거단지는 살트도그 스타디

움(Saltdog Stadium)과 오크 랙 공원(Oak Lack Park) 근

처에 위치해 있고, UNL 캠퍼스에서 3마일(약 4.8km) 정

도 떨어져 위치해 있다.6)

6) 콜롬비아에서 유학을 와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

원 학생 Rafael Leano에 의하면, 그가 더 뷰 아파트단지를 선

택한 이유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진행하는 점

이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새로 입주

한 학생들과 기존의 학생들을 서로 소개하는 자리로서 과일과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피자파티와 매년 10월 31일에 행해

지는 전통행사인 핼러윈(Halloween)과 같은 이벤트를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주관해 주어서 좋고, 아울러 이런 각종 행사

를 아파트 관리사무실이 있는 클럽하우스에 자리를 마련해줌

으로써 UNL 학생들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그가 입주를 결정했을 때, 아파트 관리인은 그에게 밤늦게 잠

자리에 드는지 혹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지 묻는 질문지에 답을 했

다고 한다. 그 이유는 비슷한 성향을 갖는 학생들과 가급적 같은 아

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다. 또한 그는

아파트단지와 캠퍼스 간을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어 주말에는

아파트단지를 벗어나 가까운 어디론가 가고 싶어질 때 이를 이용할

수 있어 좋다고도 한다. 그에 의하면 때때로 저녁 늦게까지 캠퍼스에

서 공부할 때에는 자가용차를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

우에는 오후 5시까지 캠퍼스와 아파트를 오가는 회사에서 운행하는

무료셔틀버스를 타고 다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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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ed Room+1bath

(720SF≒66.9㎡≒20평)

1Bed Room+1Bath

(738SF≒68.5㎡≒20.7평)

1Bed Room+1Bath

(870SF≒80.8㎡≒24.4평)

2 Bed Room+1Bath

(933SF≒86.7㎡≒26.2평)

2Bed Room+2Bath

(1170SF≒108.6㎡≒32.9평)

3 Bed Room+2Bath+1Hall

(1094SF≒101.6㎡≒30.7평)

3Bed Room+2Bath

(1420SF≒131.9㎡≒39.9평)

Figure.8 The floor plan examples of apartments

이 아파트단지는 진입구에 아파트관리사무실 1동이 있

고 그 주변에 3층 12동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

위 유닛은 3개 혹은 4개의 침실로 구성된 평면이 주류를

이룬다. 월 임대료는 단위 유닛당 침실 수와 욕실 수, 그

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느냐 혹은 단독으로 사용하느냐에

임대비용을 달리 한다. 3개의 침실 및 3개의 목욕실을 갖

춘 단위 유닛은 유닛당 $1,236에서 $1,336(침실당 $409~

$434) 정도의 월 임대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보다 프

라이버시가 다소 나쁜 4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을 갖춘

단위 유닛은 유닛당 $1,227에서 $1,302(침실당 $309~$334)

의 월 임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각 단위 유닛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붙박이장과 주방기기, 세탁기, 건조기를 제공하고, 법적 책

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위해 개인임대차 계약을 하며, 일광

욕을 할 수 있도록 일광욕용 침대도 제공한다. 그리고 전

기와 상수도, 하수도 사용 비용, 쓰레기 수거비용, 120여개

의 케이블 TV 채널 시청, 인터넷 사용료 등은 월임대비

용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거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는 실

내 헬스장과 온수욕조를 갖춘 실외 수영장, 모래 배구장이

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에서뿐만 아니라 단위 주거 내에

서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6)파운틴 글랜(Fountain Glen) 아파트

북동쪽으로 34번 하이웨이(Purple Heart Hwy)에 근접

해있는 단지로 이 하이웨이에서 분기된 웨스트 플레처 애

Club house Club house Club house Business 
center

Fitness center Fitness center Fitness center Billiards game 
room

Tanning bed Sauna Room Locker room Shower room

Pool Pool Pool Basket ball 
court

Tennis court Tennis court Pet park Car wash

Outer post box Inner post box Washing 
machine room Commuter bus

Figure.7 The attached facility examples of apartments

Bed room Bed room Bed room

Living room
Living & dining 

room

Living & dining 

room

Dining & kitchen Dining & kitchen Kitchen

Bath room Bath room Bath room
Figure.9 The interior photo examples of a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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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The essential items related with off-campus student housing

구분 거리 동수 및 층수
유닛당

침실수
가구 및 설비 월임대비용 부대시설

TV &

인터넷

상․하수도

세&전기세

애완

동물

셔틀

버스

그랜드

만세
100m

1동

4층주상복합아파트
1~3 벽장, 소파, 주방기기 $850~1,750 주차장*

TV(무료)

인터넷(유료)
유료

더블유씨

신 로프츠
150m

1동

5~7층 주상복합아

파트

1~2

벽장, 소파, 붙박이침

대, 주방기기, 세탁기,

건조기,

$695~1,500 주차장* 유료 유료 허용

클라레

몬트 파크
4km

8동

2층아파트단지
1~4

붙박이장, 주방기기,

세탁기, 건조기
$525~1,020

농구장, 헬스장, 수영장, 주차

장, 개인차고*,
유료 유료 허용

더 린크스 10km
53동

2층아파트단지
1~2

붙박이장, 주방기기,

세탁기, 건조기
$535~795

주차장, 테니스장, 운동장, 수

영장, 일광욕장, 월풀욕조, 사

우나, 산책로, 호수, 연못, 골

프장*

TV(무료)

인터넷(유료)
유료 허용

무료

운행

더 뷰 4.8km
12동

3층아파트단지
3~4

붙박이장, 주방기기,

일광욕용 침대,

$1227~1302

(개별욕실)

$1236~1336

(공동욕실)

주차장, 헬스장, 수영장(온수

욕조), 모래배구장

TV(무료)

인터넷(유료)
무료 금지

무료

운행

파운틴

글랜
3.5km

18동

2층아파트단지
1~3

붙박이장, 주방기기,

세탁기, 건조기
$480~940

주차장, 헬스장, 야외수영장,

모래배구장, 농구장(2개), 잔

디구장, 소풍장소, 개인차고*

유료 유료

허용

($150/년)

대여

($15/월)

노스리지

하이츠
8km

42동

3층아파트단지
1~3

붙박이장, 주방기기,

벽난로, 아치형 천장

(선택사양), 세탁기,

건조기

$510~930
주차장, 모래배구장, 농구장,

운동장, 야외수영장

TV(무료)

인턴넷(유료)
유료 허용

메도우

우드
6km

9동

3층아파트단지
1~2

붙박이장, 주방기기,

세탁기, 건조기,
$540~665

주차장, 헬스장, 야외수영장,

실내온수욕조, 개인차고*,
유료 유료

고양이

만 허용

탱글우드 6km
17동

3층아파트단지
1~2

붙박이장, 주방기기,

세탁기, 건조기, 벽난

로

$570~835

주차장,헬스장, 야외수영장(2),

사우나실, 탈의실, 샤워실, 테

니스장(2), 라켓볼장, 당구장,

실외온수욕조, 일광욕장, 산책

로, 세차장, 개인차고*

유료 유료 허용

* 부대시설 중 시내중심가에 있는 그랜드 만세 아파트와 더블유씨 신 로프츠 아파트의 주차장과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옥외주차장

이 아닌 개인 차고를 사용할 경우 월 $30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개별 인터넷 설치비용은 월 $35 정도 지불해야 한다.

*** 더 뷰를 제외한 아파트에서는 전기세와 상수도세, 하수도세를 사용량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 임대보증금은 일반적으로 한 달 임대료 정도를 예탁해야 하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되돌려 받는다.

***** UNL 캠퍼스 내 기숙사 입주비용은 각 기숙사별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1실 2인 침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개 1인당 $9,500

에서 $10,000 정도이다. 여기에는 식대 $4,250(월요일에서 금요일은 3식, 토요일과 일요일은 2식)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일반 주거

와 비교하기 위해 식대를 뺀 순수 실 임대비용은 $5,250에서 $5,750정도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1실 2인 임대비용이 월 $437에서

$479이다. 시티캠퍼스에 아주 근접한 주상복합아파트 임대비용을 제외한 캠퍼스 외곽의 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1실 2인이 거주한

다고 보았을 때, 유닛당 침실수가 1개인 경우 월 평균 임대비용은 $307정도이고, 한 유닛당 여러 개의 침실이 있는 경우 월 평균

임대비용은 $223정도로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뉴(W. Flecher Ave)를 통해 단지 내로 진입할 수 있다.

야트막한 언덕위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단지로 2층 18동

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각 아파트 단지 내에서와 단

위 유닛 내에서 고양이나 개와 같은 애완동물을 2마리까

지 키우는 것을 허용하는데, 애완동물을 기르는데 따른 비

용을 년간 $150 내야 한다. 애완동물을 대여도 해 주는데,

애완동물 대여료는 매달 고양이 한 마리당 $15이다.

아파트 각 단위 유닛은 1개의 침실을 가진 평면에서부

터 3개의 침실이 있는 평면에 이르기까지 21개의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 임대료 범위는 1개의 침실을

갖고 있는 유닛은 $480이고, 3개의 침실을 갖고 있는 유

닛은 $940이다. 개인 차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 $25

정도의 별도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오크나무로 된 붙박이

장과 주방기기, 세탁기, 건조기가 제공된다. 또한 120개의

TV 채널을 볼 수 있는 유선방송이 월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지만, 개별 인터넷은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

러나 클럽하우스에는 무료 무선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기세와 상수도세, 하수

도세는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부대시설로

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과 야외수영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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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6에이커(약 105,218㎡)의 단지 내 공원에는 모래

배구장과 2개의 농구장, 잔디운동장, 소풍장소가 있다.

7)노스리지 하이츠(Northridge Heights) 아파트

이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플레처

애비뉴(Fletcher Ave)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아파트가 배

치되어 있다. 아파트관리사무실은 단지 중앙에 있으며, 3

층 42동의 아파트로 구성된 단지이다. 아파트평면은 1개의

침실에서부터 3개의 침실이 있는 단위 유닛까지 총 13개

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 임대가격은 $510에서 $93

0이고, 6개월에서 12개월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가스 벽난로, 아치형 천장 그리고

여분의 물건을 간단하게 보관할 수 있는 붙박이장과 주방

기기, 세탁기, 건조기는 제공된다. 부대시설로는 모래배구

장과 농구장, 운동장, 야외수영장이 마련되어 있다. 월 임

대료에는 120개의 TV 채널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

리고 전기세와 상수도세, 하수도세는 사용량에 따라 별도

로 지불해야 한다. 주거 내에 애완동물은 키워도 된다.

8)메도우 우드(Meadow Wood) 아파트

이 아파트단지는 180번 하이웨이(Grand Army of Repu

blic Hwy)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내 진입은 단지

북쪽에 있는 슈퍼리어(Superior) 스트리트에서 분기된 N7

번 도로를 통해 각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다.

단지구성은 3층 9개의 동으로 되어있으며, 아파트 평면

은 1개 그리고 2개의 침실이 있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

다. 월 임대료는 $540에서부터 $665에 이른다. 개인 차고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 $30 정도의 별도 비용을 납부해

야 한다. 그리고 전기세와 상수도세, 하수도세는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단위 유닛 내에 붙박이장과

주방기기는 제공되며, 모든 층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별

도로 마련되어 있다. 부대시설로는 헬스장, 야외수영장, 실

내 온수 욕조가 있다. 애완동물 중 고양이만 아파트 내에

서 키울 수 있다. 학생들이 3월에 방문하여 1년 임대차 계

약에 서명을 하면, 첫 번째 월세에서 $100을 깎아준다.

9)탱글우드(Tanglewood) 아파트

이 아파트단지는 링컨 시내를 동서로 관통하는 O스트리

트와 바인(Vine)스트리트 그리고 유카(Wyuka) 묘지공원과

N44번 도로 사이에 위치해 있다. 단지 내는 N44번 도로

를 통해 진입을 할 수 있다.7)

7) 대학교 4학년 학생으로 생물학과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Jocelyn

Olney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남자친구와 같이 이 아파트

에 살고 있는데, 그녀가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캠퍼스로부

터 멀지 않아서 좋고, 장작불을 피울 수 있는 벽난로가 거실에 있으

며, 임대기간 중 유지보수공사는 무료이고, 이 아파트단지 옆에는 유

카(Wyuka)장례식장과 이에 딸린 묘지공원이 있어 매우 조용하고 안

전하며, 언제 어느 때고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과 수영

장, 테니스장, 라켓볼장, 조깅을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기 때문이라

단지구성은 단지 진입구에 관리사무실 1동이 있고, 중앙

부에 유지관리사무실이 1동이 있으며, 아파트는 3층 17동

으로 구성되어있다. 아파트 평면은 1개 그리고 2개의 침실

이 있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임대료는 $570에

서 $835이고,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와 같다. 각 단위 주

호 내에는 붙박이장과 주방기기, 세탁기, 건조기, 벽난로가

제공된다. 개인 차고는 선택사양으로 이를 사용하면 월

$25를 지불해야 한다. 단위 유닛 내에 세탁기가 없는 1개

의 침실인 경우 단지 내에 마련된 공동세탁실에 설치된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용하면 된다. 부대시설로는 헬스장,

2개의 야외수영장, 사우나실, 탈의실, 샤워실, 2개의 테니

스장, 2개의 라켓볼장, 당구장, 1개의 실외 온수 욕조, 1마

일 정도 조깅을 할 수 있는 산책로, 세차장이 있다. 클럽

하우스에서 무료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

인 TV 케이블 방송 시청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세와 상수도세, 하

수도세는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임대기간 중 아파트 유지보수는 본인이 잘못하지 않은

한 관리사무실에서 무료로 고쳐준다. 애완동물 중 고양이

와 개는 아파트 내에서 키울 수 있다. 이 아파트 역시 더

뷰 아파트의 경우처럼 아파트관리사무실이 있는 클럽하우

스에서 매월 마지막 주말에 기존의 학생들과 새로 입주한

학생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갖도록 피자파티를 한다.

4. 결론

미국 네브라스카의 주도인 링컨시에 위치해있고, 인구

규모가 25만 정도 되는 도시의 UNL 학생들을 위한 하우

징페어 행사와 UNL 캠퍼스 주변지역의 주거와 외곽에 위

치해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학생주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UNL 캠퍼스의 하우징 페어는 새로운 주거를 원

하는 학생들에게 매 학기마다 캠퍼스 주변의 다양한 학생

주거에 관해 적정한 임대가격과 주거환경,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 등을 서로 비교하여 취사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참여하는 아파트관리회사들

과 부동산회사들은 자신들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장단점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입주케 함으로써 이익 창출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생들에게 최고 관심사인 월 임대비용은 학교 기

숙사와 마찬가지로 1개의 침실당 2인이 거주한다고 가정

하면 식대를 제외한 순수 월 임대비용은 1인당 $244 정도

가 되므로 이는 학교 기숙사 월평균 입주비용보다 상당히

저렴하여 학생들이 캠퍼스 바깥의 주거를 선호하는 요인

이 되기에 UNL 데일리 네브라스칸이 주관하는 하우징 페

어 행사는 새로운 주거를 찾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고 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불편한 점으로는 애완동물 키우는 것이 허

용되기 때문에 단지 내에 강아지 배설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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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주거에 제공되는 부대시설로는 아파트단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차량과 관련된 주차장을 비롯하여 운

동과 관련된 헬스장과 야외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모래

배구장, 온수욕조, 사우나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제공하

고 있고, 주거 내의 가구 및 설비시설들 중 벽장은 기본적

으로 제공되며, 소파는 선택사양인 경우가 많다. 또한 주

방기기는 주거 내에 비치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세

탁기, 건조기 등은 주거 내에 비치되어있기도 하지만, 단

지 내에 별도의 건물에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비치되어 있

는 경우도 있다.

넷째, TV 시청은 120여개의 기본채널을 이용할 수 있

는데, 무료와 유료가 혼재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은 클

럽하우스에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주거 내에서 인

터넷을 하려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하나의 아파

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아파트단지에서는 상․하수도세와

전기세는 사용하는 만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애완

동물을 키우는 것은 단지에 따라 허용되기도 하지만, 금지

하는 경우도 있는 있으며, 어떤 아파트는 애완동물을 키우

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캠퍼스로부터 먼 아파트단지일수록 무료 셔틀버

스를 운행하여 학생들에게 통학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우리나라 학생복지 차원에서 학생주거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초기에는 학교가 캠퍼스 주변의 아파트

관리업체와 부동산 중개인 등과 연계하여 하우징페어 행

사를 주관하여 개최토록 하고,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학

생자치회에 그 순 기능을 이전하여 하우징페어를 주관하

여 개최토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 때 지역신문사나

학교신문사 등을 통해 캠퍼스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

하는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임대가격과 주거환경,

부대시설 등을 서로 비교하여 학생들이 기숙사 외에도 캠

퍼스 주변의 다양한 주거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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