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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의 계획 특성과 이용성 연구

–1990년대 조성된 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박훈1)

A Study on Planning Characteristics and Usability of Community
Space of Rented Apartment

–Focusing on the rental apartment complex constructed in the 1990’sHoon Park1)

요 약
임대주택단지는 저소득 계층에게 주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조성되는 단지로서 주거복지측면에서
우리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크며, 지속적인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저소득계층의 거주환
경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이슈가 되어 왔다. 또한 임대주택단지는 주거사와 궤를 같이하며 발전해 왔으
나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일반 공급 주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득
계층에 따른 누려야 하는 삶의 질에 대한 권리문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총 6곳
의 임대주택단지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설이용성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설의
이용은 단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치계획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단지의 주진입과 주변 단지와의
관계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의 디자인과 시설계획의 정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
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커뮤니티 시설의 복합적 기능 확보를 통해 이용자 요구
를 수용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임대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이용성, 물리적 환경, 배치계획

Abstract
Rental housing complex is the complex built up for stable supply of residence for low income class and
it offers significant implication to the Korean society in the residential welfare aspect, and as it has been
the continuous subject of dispute and interest, such an issue has stirred significant interest on residential
environment of low income class. It has made along with the residence history of Korea, but in the aspect
of quality of life for low income clas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generally supplied residence,
and it ultimately continues with the disputes with the rights on quality of life for low income class. For
this study, a total of six rental housing complexes were implemented with the field survey and it also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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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rvey on facility utility and physical environment. Use of facilities is influenced by the arrangement
plan on physical environment of the complex, and in particular, it is influenced by the relationship of the
main entry to the complex and surrounding complexes. In addition, following the level of design and
facility plan of community space and it has confirmed the need to accommodate the request of users
through securing the integrated function of community facilities.
Keywords : Rented Apartment, Community Facilities, Usability, Physical Environment, Site pla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은 주거 문화의 변화, 주거환경 수준의 향상, 주택 건설상
황 등 현 시대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발전하고
있다. 최근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브랜드에 따른 차별화 전략으로 적극적인 계획이 반
영되고 있으며, 이는 분양가 자율화 조치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옥외 환경의 질을 높이고, 분양촉진
및 업체 이미지 개선을 위한 차별화 방안으로 조경시설 및 나아가 감성디자인을 가미한 실외커뮤
니티시설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경쟁시장에서 벗어난 곳으로서 커뮤니티시설의 계획규정이 획일화되고 법규상의 최
소한의 면적기준만을 확보한 채 분양되고 있어 지역별, 단지별 거주자의 특성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1) 이와 같은 연유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거주만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양
상이 나타나고,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절하하는 결과로 연결되게 된다. 생활수준에 따라 영위하
는 물리적 환경과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
는 궁극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의 계획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를 통해 서울지역에 90년대 조성된 임대주택단지의 물리적 특성과
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임대주택단지내 커뮤니티 시설과 프로그램의 한계와 시사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거주자가 누려야 하는 거주환경의 차별적 한계를 확인하고, 향후 계획
에 반영되어 환경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조성된 임대주택단지의 발전사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대상을
선별하였으며, 1차 현장 조사하여 연구 대상 단지를 구체화 하였다. 이후 각각의 단지를 재 답사하
여 실내·외 커뮤니티 시설을 조사하였고, 이용자의 시설 이용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분석
1)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임대아파트는 정부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아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
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10-20평형대 아파트로 공급
되는 아파트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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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이론고찰
2.1 임대아파트의 조성양상과 유형별 특성
우리사회가 도시화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거의 공급이 일부계층에 편중되는 양상이 나타
나게 되며, 저소득 계층은 내집마련이 점차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속적
으로 주거의 균형적인 보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정권이 변화
하면서 정책 또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태우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변화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국내 임대아파트 정책의 변화
[Tab. 1] Changes in policy for rental apartments in Korea

노태우정권
김영삼정권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
(1988-1992)
(1993-1997)
(1998-2002)
(2003-2007)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대상: 10년-소득 1~2분위 무주택세대주, 20년·대상: 생활보호 대상
·대상: 청약 저축 가
제도적
요인
소득 1~4분위 청약저축 가입자
자 등 극빈층
입자
·기간: 영구
·기간: 5년, 50년
·기간: 2002년 30년
농촌에서
도시로의
수도권지역 인구 억 수도권인구 집중 및 인구유입과 주택공급
인구요인 이동으로 인한 지역
제정책
주택보급 불균형
의 균형적 발전
분균형 초래
지하, 셋방, 달동네,
저소득층에 대한 임 소득격차 심화로 저 젊은 층의 주택 마련
소득요인 도시외곽의
빈민촌
대주택 공급확대
소득층 증가
증가
형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임대주택에 대한 지
지역적
신도시 정책으로 지
임대주택의
지역적
통한 지역적으로 산
역적 배제 및 분리
요인
역적 분산유도
편중
재한 불량촌 정비
심화
자료: 1. 미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공임대주택, 박상우, 국토 제422호, 2016.12, 2. 공공임대주택 공급현
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현일, 집합건물법학 제15집, 2015.6 외
구분

※

[표 2]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성
[Tab. 2] Characteristics for each type of public rental apartments

구분

관련법률
시행령」제2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주
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
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
공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영구(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
택

ⓒ

시행령」 제2조제1
항 제2호에 따라 30년 이상 장기간 임
「공공주택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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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1989년부터 1993년까지
공급되었다가 중단된 영
구임대주택과 재개발 세
입자 입주에서 시작된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가능
60㎡이하 도시근로자가
월평균소득
70%이하

임대료 수준
보증금 190만
원, 월세 5만원
·재개발임대
보증금
1,400~3,300만원, 월세
15~23만원
·영구임대

평균 4,370만원, 월세 2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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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0%이하 우선순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
·감정가 50%(영구임대수
기존주택
항 제6호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 임차기간 20년
준 추구)
매입임대주 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순위: 생계 및 의료수
·매입임대는 평균보증금
택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
급가구
1,500만원, 월세 10만원
택
·2순위: 도시근로자 가구
·전세 추가부담 가능하
기존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
소득 50%이하 가구
나, 최대 8,500만원의
전세임대주 제7호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수 *신혼부부 별도 기준
5% 자기부담
택
급자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 임차기간 20년
장기전세주
항 제4호에 따라 전세계약의 방식으 국민임대와 동일하나 소
시세의 80%
택
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득 50% 상향조정 가능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
해당지역 거주자
항 제3호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젼생,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공급도 가
시세의 60~80%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능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5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
년, 10년)
항 제5호에 따라 일정 기간 임대 후
청약저축 가입자
시세의 90%
공공임대주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택
임대주택
자료: 1. 국토교통부, 2017, 2016년 주택업무편람 2. 박신영,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방안, 2017

※

2.2 공동체와 생활공간
1961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마포 아파트가 조성된 이후 공동주택은 우리사회의 주된 주거유형

으로 자리하게 되었으며, 생활공간으로서 공동주거단지의 의의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
다.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커뮤니티는 주요 내부 시설과 함께 외부 시설까지 시설 면적과 프로그램
등에 관해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공동주택단지는 거주민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서 전통적 주거유형인 단독주택과 차별성을 가지며, 삶의 환경과 이웃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커뮤니티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져 왔다. 거주공간에서 커뮤니티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용어로서 지역공동체 또는 지역사회공동체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체, 공동소유, 공동운명체
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공동체는 첨차 사회적불신속에서 이웃간의 갈등이 증대되는 현
실에서 주거환경에서의 공동체의 중요성이 증대되며, 특히나 저소득계층 중심의 임대주택단지에서
의 공동체 시설의 조성과 이용성은 중요성을 더하게 된다. 특히 커뮤니티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시설은 주민들의 생활복지에서 문화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자체적으로 충족시
킬 수 있는 주민 공동의 공간으로 현대의 근린생활시설들과 비교할 때 주민복지를 위한 복리차원
의 공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용도를 포함하는 건축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보다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커뮤니티 생활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하
고 생활전반에 걸쳐 일정의 서비스를 하는 일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밀집하게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공동생활공간인 커뮤니티시설은 거주자들의 다양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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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이웃주민과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접촉을 통해 공동생활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Hwang, 2008)

2.3 법·제도 기준에 따른 공동생활공간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실내·외 커뮤니티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각 시설의 설치기준은
생략하였으며,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3] 커뮤니티 시설의 법적 설치 기준
[Tab 3] Legal installation standard of community facilities

구분

실외
시설

설치의무
어린이놀
이터
주민운동
시설
조경시설
유치원

실내
시설

설치기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3/10이상 녹지확보
단지안의 녹지에는 휴게시설을 설치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
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단지면적의

·300세대이상

유형
놀이시설
운동시설
녹지시설

보육시설

보육시설
문고
복지시설
경로당
경로시설
주민공동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복지시설
시설
참조: 1. 세부 면적 기준 생략
인용: 1. 공동주택 단지 내 실내 커뮤니티시설의 인테리어 특징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
권 5호, 최혜진 2. 임대아파트 실외커뮤니티시설의 디자인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4권 3호, 황연숙 3. 커뮤니티공간 활성화를 위한 임대아파트의 외부 커뮤니티시설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제9권 5호, 황연숙 외

※
※

2.4 공동체 공간의 유형과 배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실내·외 공동체 공간의 유형과 배치 특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특
정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특성상 커뮤니티 공간은 일반 주거단
지와 차별적 의의를 가지며, 역할이 증대될 수 있다. 공동주거의 단지사적 측면에서 주민 공동체 공
간의 단지내 위치가 단지내 입구, 그리고 내부 공간 등으로 변화하였으며, 생활가로를 통한 공동체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단지내 생활가로변에 또한 커뮤니티 시설이 입지하는 경향 등을 보여왔으며,
이는 단지내 공동체성 회복의 다양한 역항을 해왔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대상
으로 하는 임대주택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유형과 배치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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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지 분석
3.1 대상지 개요 및 특징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등촌 4단지 외 5개 단지의 입
지는 그림 1과 같으며, 각각의 특징은 표 4와 같다. 등
번동 3단지

촌 4단지 주공영구임대아파트는 1995년에 조성되었으며,
세대수가 1,575에 이르며, 단지의 규모는 37,275 에 이

등촌 1단지
등촌 4단지
등촌 9단지

른다. 단지내 주요 시설로는 도서관, 놀이터, 등촌 4종합

가양 7단지

사회복지관, 등명초·중교, 근린공원이 위치한다. 등촌 9
수서 1단지

단지는 1994년 조성되었으며, 세대수가 1,446세대, 단지
규모는 34,682 에 이른다. 전체 7동으로 조성되었으며,

그림 1. 연구대상단지 위치도

어린이 놀이터, 등원중, 어린이공원, 사회복지관 등의 커

Fig 1. Location map of research complex

뮤니티 시설이 위치한다. 가양 7단지는 세대수가 1996세

대, 단지의 면적은 48,384 , 동수는 10동에 이른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진달래 공원, 어린이 놀이터,
종합상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구성되며, 번동 3단지는 세대수가 1,292세대에 이르며, 단지의 면적은
38,282 에 이른다. 9동으로 조성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관리사무소, 놀이터, 종합 상가, 어린이 놀이

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등촌 1단지는 1994년에 10동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단지내 주요시설은
도서관, 놀이터, 사회복지관, 근린공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단지의 규모는 43,391 에 이른다. 마지막
으로 수서 1단지는 1992년에 조성되었으며, 단지규모가 55,145 에 14개 동으로 구성된다. 단지내 주
요 시설로는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공원, 사회복지관 등으로 구성된다.
[표 4] 영구임대주택단지 개요 및 배치 특징
[Table 4] The outline and characteristics of the permanent rental apartments complex

등촌 4단지

구분

이
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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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 9단지

가양 7단지

배
치
도

Copyright

ⓒ 2018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5 (2018)

조
감
도
·조성:

·조성:

1994.09
34,682㎡, 7동
·주요 커뮤니티 시설: 어린이놀
이터, 등원중, 어린이공원, 사
회복지관
등촌 1단지

·조성:

·단지규모:

1995.05
372,750㎡, 9동
·주요 커뮤니티 시설: 도서관,
놀이터, 사회복지관, 등명초·
중, 근린공원
번동 3단지

·단지규모:

·단지규모:

·조성:

1990.10
·조성: 1994.10
69,908㎡, 12동
·단지규모: 43,391㎡, 10동
특징
·주요 커뮤니티 시설: 마을 회
·주요 커뮤니티 시설: 도서관,
관, 놀이터, 종합상가, 어린이
놀이터, 사회복지관, 근린공원
집, 사회복지관 등
2018년 1월 24일 - 2월 18일 기간 현장조사 실시

·조성:

·단지규모:

·단지규모:

특징

구분

1992.07
48,384㎡, 10동
·주요 커뮤니티 시설: 진달래
공원, 어린이 놀이터, 종합상
가, 사회복지관 등
수서 1단지

배
치
도
이
미
지
조
감
도

1992.10
55,145㎡, 14동
·주요 커뮤니티 시설: 어린이놀
이터, 어린이공원, 사회복지관

※

3.2 물리적 환경 및 프로그램 이용 분석
등촌 4단지 및 등촌 9단지는 주요 간선도로로 둘러쌓여 있으며, 약 700m×500m 규모의 슈퍼블
록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동서 방향의 긴축의 블록으로 북동부, 서남부에 각각 가양역과 발산역
이 위치하여 역세권을 형성하며 단지는 판상형의 주동계획으로 단지내 가로는 루프유형으로 조성
되어 주동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양 7단지는 한강변에 위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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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블록과 연속되어 800m×200m 규모로 조성되었다.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은 우측에 위치하여
단지 중앙으로 놀이터 시설 4개가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이 반영되었다. 번동 3단지는 놀
이터 시설이 주동 외곽에 위치하며, 복지관이 단지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등촌 1단지는 등촌 2
[표 5] 대상지 특성 분석(1)
[Table 5]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n subject site(1)

등촌 4단지

구분

물
리
적
환
경
분
석

등촌 9단지

가양 7단지

내·외
부
커뮤
니티
시설
배치
분석

실내
시설

실외
시설

프
로
그
램
분
석

커뮤
니티
시설
프로
그램

관련
이미
지

특징

900

·3단지,

·8단지,

·6단지와

·남측에

5단지와 연접
초등학교, 중학교 및
원당 공원이 위치
·실내시설로 사회복지관은 3층
으로 25시설외 31개의 프로그
램 운영
·북측에 등촌근린공원, 남측에
원당근린공원 위치
·주동 중앙과 외곽으로 놀이터
위치

·남측에

10단지와 연접
등원초등학교, 등현 초
등학교 위치
·실내시설로 사회복지관은 3층
으로 17시설외 49개의 프로그
램 운영
·남측에 서낭당근린공원 위치
·주동 외곽으로 놀이터 위치

·북측에

연접
황금내 근린공원, 남동
쪽에 초등학교 위치
·실내시설로 사회복지관은 층
으로 19시설외 36개의 프로그
램 운영
·주동 중앙에 놀이터가 위치하
고, 놀이터 주변으로 주차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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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와 연접하여 위치하며, 남북방향으로 축을 이루고 있다. 단지의 입구는 북측으로 접근하며, 남측
에는 등촌 근린공원이 위치한다. 블록의 규모는 약 90m×260m 규모로 조성되었다. 주요커뮤니티 시
[표 6] 대상지 특성 분석(2)
[Table 6]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n subject site(2)

번동 3단지

구분

물
리
적
환
경
분
석

등촌 1단지

수서 1단지

내·외
부
커뮤
니티
시설
배치
분석

실내
시설

실외
시설

프
로
그
램
분
석

커뮤
니티
시설
프로
그램

관련
이미
지

특징

ⓒ

·2단지,

·2단지와

·수서삼익

·서측에

4단지와 연접
초등학교, 강북구민
운동장 위치
·주동 외곽에 놀이터가 위치
하고, 주동 사이는 주차장
계획
·단지 입구 복지관이 위치

·남측에

·동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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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등촌근린공원, 동측
에 등양초등학교 위치
·실내시설로 사회복지관은 3
층으로 15시설외 34개의 프
로그램 운영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놀이

아파트와 연접
수서초등학교, 수서
중학교 위치
·실내시설로 사회복지관은 3
층으로 25시설외 40개의 프
로그램 운영
·주동 외곽으로 산책로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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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에 놀이터 위치
중앙에 수서은행나무
어린이 공원 위치

·주동

설은 단지의 남측에 복지시설이 위치한다. 마지막으로 수서 1단지는 180m×280m의 규모로 조성되었
으며, 주변으로 서울수서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한다. 단지내 커뮤니티시설로는 단지 중앙에 사회복
지관과 놀이터, 수서은행나무 공원 등이 위치하여 거주민의 접근성이 양호한 입지특징을 보인다.

3.3 소결
현장의 답사를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며 함께 조성되는 내·외부 커뮤
니티 시설은 위치와 형태 및 디자인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조성
당시의 단지계획 차원의 접근개념과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각적 차이에 연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전체적인 단지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단지의 형태와 주
변 도로현황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실내 커뮤니티 시설로서 대표성을 갖는 사회복지관은
어린이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
고 있으며, 실제 대상지에서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단지, 단지내 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설배치에 있어서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외부
공간의 공원 및 광장 등의 계획과 연계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임대아파트 실내·외 커뮤니티시설의 계획적 특성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하여 조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지내 배치와 관련하여 거주민의 용이한 접근을 위하여 배치를 고려하는 계획이 필요하
며, 이는 거주민의 고른 시설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단조로운 커뮤니티 시설계획과 디자인
은 이용자의 접근과 함께 이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외부커뮤니티 시설은 디자인과 시
설의 노후화가 이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커뮤니티 시설은 복합적 기능을 고려하는 계획
이 필요하며, 특히 놀이, 운동, 휴게, 산책 등 다양한 기능이 연계되는 시설은 이용성을 높일 수 있
으며, 이용자의 이용 빈도 또한 높일 수 있다. 시설이용에 있어 다양한 사회적 교류를 확보하기 위
한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임대주택단지는 이와 같은 특징의 한계를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필수적 시설로 조성되고 있는 복지관
또한 반복되는 시설 및 공간계획으로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변화하는 사회의 프로그램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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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임대아파트의 실내·외 커뮤니티 공간의 계획적 특징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시설계획과 함께 프로그램의 운영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내용을 바탕
으로 이용자의 시설이용의 이용성을 파악하여 임대주택 거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
는 추가적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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