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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세종시 개방·공유 관련 도시설계지침이 어떤 의도로 만
들어졌는지, 현실에서는 잘 구현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현
대 신도시에서 개방·공유 가치는 점차 강조되고 있다. 공공은 사유 공
간을 개방시킴으로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관리주체가 서로 다른 공
간을 공유하게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계획가들은 공공
영역을 확장하면 시민들의 선한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기대하기
도 하며, 정부는 개방·공유를 통해 부족한 공공공간을 경제적으로 확
보하고자 한다.
그런데 세종시내 일부 공간에서 개방·공유를 계획했지만 의도대로
실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세종시는 타 신도시에 비해 개방·
공유 관련 도시설계지침을 활발히 수립했다. 전체 신도시 계획개념에
서부터 생활권설계, 용도 및 필지단위지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
에 개방·공유 개념이 들어갔다. 지침에 따라 물리적인 공간까지는 완
성하였지만 관리·운영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사유 공간에 공공성 개
념을 넣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공간의 소유와 관리 주체가 시민이기
때문이다. 사유 공간을 개방하고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들 간 공간을
공유하는 정책을 실현시키려면 해당 공간의 관리자인 일반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움직여야 가능하다. 시민들이 공적인 책
임과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현실에서는 이상을 받
아들이지 못하고 각 공간의 이익 주체 들 간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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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가의 이상과 이용자의 현실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특히 신도
시에서는 기성시가지에 비해 실험적인 도시설계개념들이 도입되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대게 원론적인 것들로 본래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하
는지는 개발 이후에나 알 수 있다. 실제 현장을 가보아도 설계 의도대
로 잘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도시설계에 의해 규율되는 도
시환경의 모습은 많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과 편익을 발생시킨다. 때문에 모든 도시설계적인 처치에 대해서
꾸준한 연구와 검증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본
도시설계 개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시민들의 지지나 호응이
적은 부분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민원 게시물을 분석하여 세종시민들이 불만
을 갖는 개방·공유 사례가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보
행통로, 통합커뮤니티시설, 복합커뮤니티 사례를 선정하여 다음 분석틀
을 이용하여 조사·분석하였다. 1) 각 설계지침의 개념과 목표를 통해
계획의도를 파악하였다. 2) 각 사례별 목표(토지의 집약적 이용, 시설
효율성 향상, 보행연결성 강화)가 달성되었는지 조사한다. 3) 시설의
개방, 공유를 통해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하고, 4) 각
이해 관계자들이 계획을 얼마나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하는지 탐색하
였다. 5) 계획과정이 공정한지, 절차는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6) 환경
에 잘 적응해서 설치되었는지, 개방·공유하는데 적합한 계획이었는지
실태를 조사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세종시 전체 생활권 중심에 공원, 교육, 청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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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상업 등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목표중 하나
인 토지의 집약적 이용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높게 분포했으며,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
램이 제공되어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학교도 실
내체육관을 중심으로 개방이 잘 되고 있는 편이다. 다만 복합커뮤니티
센터의 개념이 초기보다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 한솔동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시설을 개방·공유하도록 계획하였다. 그
런데 한솔중학교 수영장 개장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출입과 관련해 갈
등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생김에 따라 점차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교
육시설은 제외되고 결국 계획개념은 축소되었다. 시민들은 복합커뮤니
티센터를 동사무소 내지 복지관 등이 혼합된 건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시설의 개방시간이나 대관절차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시설을 보다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을 원하는 민원이 있었지만 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잘 이루이지지 않는 실정이다. 학교시설의 경우에도
보안, 안전, 관리 등 문제로 개방을 꺼리는 사례도 있었다. 복합커뮤니
티센터 내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자원봉사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나 사회적약자인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문제였다.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
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지만, 일부에게는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방·공유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설계도 발견되었
다. 학교 체육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도서관시설이 타
시설과 인접해 있어 소음이 발생한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솔
동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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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운영한 것과 6-4생활권 근린공원 내에 운동장을 설치하여 세
종시청의 운영·관리 하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도록 한 것들은
계획 개념에 타당한 시도로써 지켜볼 만하다.
둘째, 통합커뮤니티시설은 이웃 단지 주민들끼리 서로 다른 커뮤
니티시설을 개방·공유하여 효용성을 높이고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도시 전체적으로는 12개 구역이 공동으로 분양되었는데 이중
7구역이 공동관리 또는 시설을 개방·공유하고 있었다. 7구역 중 3구역
은 임대주택이었으며, 3구역은 개발 단지의 세대수가 144세대에서
472세대 정도의 소규모단지로서 경제적인 이유로 주민들이 적극적으
로 공동관리 또는 시설 개방·공유를 하는 경우다. 나머지 1구역인
2-2생활권 새뜸마을 10,11,14단지에서만 계획 의도대로 각 단지의 다
양한 시설을 서로 개방·공유하고 있었으나 주민 간 합의에 이르는 과
정에서 세대수 및 각 커뮤니티시설의 관리비용 차이로 인해 의견 대
립과정을 겪었다. 단지별로 서로 다른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
효율성은 확보되었지만, 같은 이유로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이
달라지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갈등이 일어난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계획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아파트 입주 초기 일부 주민들
은 공동관리와 통합커뮤니티시설의 개념을 혼동하였다. 법적으로도 이
두 가지 모두 주민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
에 이를 동시에 진행하려하였다. 그런데 새뜸마을 10,11,14단지는 세
단지 세대수의 합이 1,500세대가 넘어 공동관리가 불가능하였다. 관
리·운영 면에서 미흡한 점도 있었다. 일단 관리사무소나 입주민협의회
가 개별 단지에 들어서게 되면 이들을 합치거나 시설을 공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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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쉽지 않았다. 개인이나 단체는 서로의 상황을 비교하며 본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만 공동관리 및 시설의 개방·공유를
결정할 수 있었다. 또한 커뮤니티시설을 대부분 가로변에 설치하였고
자연감시 및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외벽을 투명한 재질로 하라고 규
정하였으나, 현실에서는 대다수 시설 창문에 불투명한 필름을 붙이고
있었다. 개방·공유라는 것이 위치나 재료 등 물리적인 요소에 대한 지
침만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공공보행통로는 사람들의 보행 연결성을 강화하고 이웃 주
민에게 단지를 개방하여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세종시
에는 약 68개의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통로가 지정된 공동주
택 필지는 모두 43곳으로 타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많아 도시 전체적
으로 보행자유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 수변공원, 근린공
원, 학교나 청사, 상업시설 등 주요한 목적지와 주거지를 연결하고 있
었다. 목적지나 사용자가 불분명해 보이는 필지에 통로를 설치한 경우
는 필지 규모가 크고 인접 대지 공공보행통로 계획 선형을 연결하기
위한 경우였다. 그런데 일부 계획을 보면 통로 설치 기준이 불분명하
며 생활권별로도 다르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새뜸마을3단지
내 보행도로는 인접단지 초등학생의 통학로로 빈번히 사용되는데 공공
보행통로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공공보행통로가 전혀 설치
되지 않은 2-2생활권이라도 물리적인 보행연결성이 떨어지지는 않았
다. 담장 설치를 금지하고 마스터플랜을 통해 보행자동선을 세심하게
계획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보행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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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은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유용하며, 통로 방해를
막을 근거 및 미래 개발시에도 통로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에서는 의미가 있다. 한편 대다수 공공보행통로에서는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가재마을3단지에서는 문제가 일어났다. 여러 복합
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정보부족, 불편한 보행환경, 이익의 분할 및 비
용갈등 등이다. 가재마을3단지 주민들 중에는 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
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통로가 경사지에 위치하며
중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했다. 학생들은 차량이 지나
다니는 다른 통행로를 자주 이용하여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
한 사생활보호, 안전, 관리비용증가 등을 우려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
기하고 계단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막는 행위도 일어났다. 이와 반대
로 꼭 필요한 곳에서 갈등 없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재마을2단
지의

경우인데,

필지

경계부에

설치되었고

인접한

초등학교에서

CCTV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관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
재마을3단지의 경우에도 최근에 갈등이 줄어든 데에는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공공보행통로 청소봉사를 실시하는 등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이 관리·운영의 책임을 일부 나누어 가진 것이 도움이 되
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세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각 계획의
물리적인 목표(토지의 집약적 이용, 시설효용성 증대, 보행연결성 강화)
는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리·운영단계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인해 계획의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경우는 있었다. 어떤
곳에서 실현이 잘되고 어떤 곳이 안 되는지 비교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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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간의 개방과 공유를 위해 관리주체는 눈에 보이는 비용
뿐 아니라 숨겨진 거래비용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방·
공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생활침해, 보안, 안전, 관리비 증대 등 잠
재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위험은 과거에 경험했던 문제들과 연
관도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현재 도시
설계지침에서는 개방·공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가치, 위험요인과 대
처방안, 관리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편이다.
셋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는 불공평하다고 느끼거나, 사회적
약자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기도 하였다.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소수의
희생이 정당한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개방·공유를 실현시키려면
관리주체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공의 개입을 강화하고 비용이나 인력
지원 등 경제적 유인책을 보완해야 한다. 개방·공유를 통해 얻는 이익
및 편익 주체는 외부인이 되며 소유자 및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 하게
된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하는 사람과 편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일치해야 한다. 비용을 부담하는 측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 따라서 개방·공유 정책을 꼭 실현해야 하는 곳이라면 이익
주체에 대한 보상과 규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침을 공간에 적용시키고 난 후 현장을 살펴보니 계획 당
시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생기기도 하였다. 공간계획 자체가 개방·공
유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는 도시설계지침의 어쩔 수 없는 한
계이기도 하다. 몇 년에 앞서 시민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지침을 수립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적용해봐야 문제를 알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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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있다. 이러한 설계오류문제는 잘 정리하여 후속 신도시설계에서
좀 더 개선된 지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신도시설계의 어쩔 수 없는
정보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신도시 문제를 잘 정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의 민원을 공유하고 공통
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겠다. 결과적으로 향후 도시설계
는 계획가가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닌 사용 후 평가를 통해 좀
더 이용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세종시, 신도시, 도시설계, 개방, 공유, 복합커뮤니티센터, 통합커뮤
니티시설, 공공보행통로
학 번 : 2013-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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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현대 신도시에서 개방·공유 가치는 점차 강조되고 있다. 민간 개발행위를 조
정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도시설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역사적으
로 이러한 형태의 개방·공유 도시설계지침은 공개공지 관련 내용을 시작으로 확
장되어가고 있다. 공공은 사유공간의 개방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른 공간을 공유함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도시설
계가는 공공을 위해 좋은 도시공간을 만들고자 하며, 바람직한 변화로 인해 다
양한 구성원이 가치를 공유하기를 원한다(김세훈, 2017). 점차 ‘모두, 함께, 열
린’ 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이에 근거하여 공적-사적 영역의 경계는 모호해지
고 있다(염철호, 심경미, & 조준배, 2009).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 민간 자원을
이용해 공공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재원이 들
어가는데 정부는 이를 줄이려 민간인에게까지 공공영역 개발을 유도한다.
세종시의 개방·공유 개념도 점차 발전해 과거 신도시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해 다양한 공간에 적용되었다. 전체 신도시 계획개념에서부터 생활권설계,
용도 및 필지단위지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에 개방·공유 개념이 들어갔다.
도시건설 이념은 더불어 잘사는 공생(共生)의 도시이다. 상생과 소통 실천을 위
한 여러 실험적 계획 중 하나가 공간을 개방, 공유하여 공공영역을 확장하는 것
이다. 계획 전반에 걸쳐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동체 형성을 이끌어내려 하였다.
한편 공적 영역은 확대되고 경계는 모호해지는 한편 일반 시민의 의식은 그
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계획 의도대로 잘 작동되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침에 따라 물리적인 공간까지는 완성하였지만 관
리·운영단계에서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계획가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자
연스럽게 시민들의 행태가 뒤따를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유 공간에 공공성 개념
을 주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공간의 소유와 관리 주체가 시민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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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민들이 공적인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현실에서
는 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참고할만한 사용설명서도 없다. 공공에서 계획한
개방·공유 정책이지만 실제로 행위가 일어나려면 소유자 및 관리자가 실행에 옮
겨야 한다.
신도시에는 기성시가지에 비해 실험적인 도시설계 대안이 적용되기도 한다.
개방·공유를 비롯해 이러한 개념들은 대게 원론적인 것들로, 본래 의도했던 효
과를 달성하는지는 개발 이후에나 알 수 있다. 도시설계에 의해 규율되는 도시
환경의 모습은 많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과 편익
을 발생시킨다. 때문에 모든 도시설계적인 처치에 대해서 꾸준한 연구와 검증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본 도시설계 개념에 대한 논의는 부족
한 편이다. 박찬무(1989)는 신도시계획이 객관적인 실 이용자인 주민입장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도년(1994)은 전문가에 의해 계획된 신도
시에서도 기존 도시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계획 목적
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신도시에서 시민들
의 지지나 호응이 적은 부분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
요하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획가는 지침구현과정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
가 필요하며, 시민 측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능력을 함양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세종시의 개방·공유 관련 도시설계지침 구현과정을 살
펴보고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분석하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고 구현하는 도시라
는 목표 하에 계획가들이 가지고 있던 도시이상을 집약하여 설계한 곳으로 지금
까지의 성과를 평가해볼 가치가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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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내용과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세종시내 건설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이다. 건설지역에
는 계획인구(50만 명)의 반 정도인 약 24만 명(2019년 6월말 기준 237,338명)
이 거주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 통계정보, 2019). 행정구역인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면적은 464.84㎢이고 개발구역인 행정중심복합도시 면적은 72.91㎢이다.
이 연구에서는 건설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이하 세종시) 중 개발이 완료된
1,2,3생활권과 4-1생활권, 6-4생활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그림1, 표1). 2019년
12월 현재 4생활권 일부는 입주를 하였고 6생활권 일부는 공사 중이며, 5생활
권은 계획을 수립중이다.
시간적 범위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다. 2007년 건설을 시작하여 2019년
기준으로 약 50%이상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최종 건설목표 년도는 2030년이다.
지구단위계획지침은 2019년 4월 기준 자료를 검토한다.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신도시 도시설계지침
의 개방·공유 개념과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와 달성하고자하는 목표가 무
엇인지 살펴보겠다. 개방·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지침)가 무엇이며 어떤 내
용인지 검토해보고, 국내 신도시 및 세종시의 개방·공유 공간의 성공과 실패를
알아본다. 둘째, 세종시 온라인 민원게시물을 분석하여 세종시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 반응을 탐색한다. 일반적 민원 내용이나 생활권별로 특별한 도시환경 문제
는 무엇이며, 개방·공유와 관련된 민원은 어느 공간에서 어떤 내용으로 제기되
었는지 분석한다. 셋째, 온라인게시물에 나타난 시민반응을 토대로 통합커뮤니티
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보행통로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한다. 각각의 목표
(토지의 집약적이용, 시설효용성 향상, 보행연결성 강화)를 이루었는지, 공동체를
강화하였는지, 시민들은 계획을 잘 이해하는지, 공정하고 절차가 타당한지, 관
리·운영이 잘되고 개방·공유에 적합한 환경인지 조사한다. 연구 흐름도는 그림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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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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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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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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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3
3-2

2-3

3-1

그림 1. 세종시(건설지역) 생활권(지도출처: 행복도시디자인 웹페이지 도시디자인맵, 2019)

표 1. 연구의 공간적 범위
생활권

동명

마을명(아파트명)

생활권

동명

마을명(아파트명)

1-1

고운동

가락마을

2-3

한솔동

첫마을

1-2

아름동

범지기마을

2-4

나성동

나릿재마을

1-3

종촌동

가재마을

3-1

대평동

해들마을

1-4

도담동

도램마을

3-2

보람동

호려울마을

1-5

어진동

한뜰마을

3-3

소담동

새샘마을

2-1

다정동

가온마을

4-1

반곡동

수루배마을

2-2

새롬동

새뜸마을

6-4

해밀리

해밀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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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질문

공간을 개방, 공유 관련 지침이 의도대로 구현되었는지 검토
시민들의 불만은 없는가? 불만이 있다면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

이론적 고찰

현대 신도시의 개방·공유 개념과 목적
도시설계지침을 통한 공간의 개방·공유 내용과 방법
국내 신도시(세종시)에서 개방·공유 지침 적용의 성공과 실패
분석틀

목표달성여부: 공동체성, 공간집약, 시설보완, 보행연결성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 이해도, 공정성, 절차적 타당성
환경 적응성: 관리·운영, 개방·공유에 적합한 시설

민원 분석

사례 분석

세종시 민원분석을 통해 개방·공유관련 문제를 찾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지적되는가?
양적분석

전체 민원 자료 키워드분석, 토픽모델링분석, 주제어 지도 분석

질적분석

생활권별 개방·공유 관련 민원 내용 분석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을 집약적으로 잘 활용했는가?

통합커뮤니티시설

부족한 시설을 보완했는가?

공공보행통로

보행연결성을 강화했는가?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가?
절차가 타당한가? 모두에게 공정한가?
관리·운영이 잘 이루어졌는가?
개방·공유에 적합한 시설인가?

결론

요약 및 결론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그림 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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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현대 신도시의 개방·공유 개념과 목적
1. 개방·공유의 개념
개방과 공유란 특정 공간을 소유하거나 관리·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공간의 경우 공공이 소
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개방·공유를 하더라도 문제가 크게 부
각되지 않았다. 대게 과거에는 폐쇄적으로 관리 운영하다가 현대에 와서 개방,
공유하는 사적공간과 관련해 논의가 활발하다. 한 공간을 서로 다른 성격의 이
용자가 다른 시간대에 이용하는 것도 개방·공유의 한 가지 형태이다. 이를 위해
공간을 가변적으로 설계하기도 하며 사람들의 다양한 행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
길 기대하며 도시 내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 간 경계를 허물기도 한다.
공간의 개방·공유를 유도하는 것은 도시설계의 본연적 기능 중 하나다. 도시
설계지침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능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거나, 심미적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간을 만드는 기능도 있다. 합리적인
차량동선, 필요한 장소에 충분한 주차공간의 확보, 안전한 보행 공간 조성, 경관
설계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지침들이 만들어졌다. 이에 더해 공
동주택용지나 상업시설용지 안에 공공공간을 조성하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인
센티브를 활용하여 민간의 공공기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으로 강조되고
있다(김기호, 2002).
이 연구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고 도시설계지침의 요체가 된다고 보는 것
이 사익과 공익을 조절하고 공적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현대 도시설계에서는
장기적이고 사회적 측면의 가치를 강조한다. 사익과 공익이 만나는 부분을 개방
공유하거나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복합화 하는 방
법을 이용해 도시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지역의 공공공간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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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동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사람들의 커뮤니티활동도 활성화하고자 한
다. 지자체에서는 공유도시를 표방하기도 한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경제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김은란, 차미숙, 김상조, & 박미선,
2018). 도시공간의 개방·공유를 통해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개방·공유하거나 개인 소유 자동차를 공유함으로서 새로
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나가는 것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기존에는 없던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고 평가 받는다. 사회적으로 개방과
공유의 개념과 가치는 커져나가고 있다. 그 가치는 Benkler(2015)가 주장하는
것처럼 금전적 이익이 아닌 참여자 자신과 사회 전체의 이익일수도 있다.
Heimans와 Timms는 이를 참여프리미엄이라고 하였다(Heimans, & Timms,
2019). Benkler(2015)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공유 경제에서 지향
하고자 하는 바는 경제적 이득이라고 본다. 양쪽 다 참여자 또는 사회전체에 가
치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도시설계에서도 공익을 위해 사익
을 제한하여 더 큰 가치가 참여자를 비롯해 지역주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 사람들이 각자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며 공공에서 하향식으로 자원을 분
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향식 자원 분배 시스템은 상황을 잘 파악하고 능동적
으로 대처가 가능하며 변화가 급속한 시대에 적합한 전략이다.

2. 개방·공유의 목적
공간의 개방, 공유는 신도시 주민들 간 연대감을 강화시킬 방안 중 하나이기
도 하다. 신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호소하기도 한
다(Sainsbury & Collins, 1966). 기성시가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유대
감을 초기 신도시에서 짧은 시간 안에 만들기는 힘들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
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시 계획가들은 과거의 폐쇄적인 시
설이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고 보았다. 이에 공간을 개방과 공유함으로
서 이웃과 결속력을 기대하고자 하였다. 예로 들어 커뮤니티시설을 이웃과 공유
하고, 아파트 단지 내 통로를 개방하여 서로 마주치는 횟수를 늘릴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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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 신도시 공동주택에서는 담장을 없애고 단지를 개방하며, 같은 공간을
여러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다. 강연주·박종완·임승빈(2009)의 연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앙광장이 열린 구조로 설치되어 있을 때 공동체의식과
심리적 개방성, 접근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신미정(2014)의 연구에서도
격리된 구조의 아파트단지 거주민들이 저층 단독 다세대 주택지 주민에 비해 단
순화되고 한정된 범위로 동네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교류활동이 낮게 체
험되거나 활기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대 주장으로 폐쇄적인 공동체에
서 결속력이 더 강화된다는 연구도 있었다(김지은, 2012).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결속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이 기대하
는 지역 공동체성과는 다르다.
정부가 개방·공유를 통해 기반시설 및 공공공간을 경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의
도도 갖고 있다. 도시설계분야에서 개방·공유는 공개공지에서부터 시작되어 여러
공간으로 적용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공공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도로, 보도, 공원 이외에 사람들이 도시에서 자유롭게 출입하며 쉴 수 있는 공간
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토지가 민간 소유이고 도심지의 높은 토
지 가격으로 인해 공공에서 직접 개발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상당수 지자체가
예산 문제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공원 및 도로 미집
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e-나라지표, 2019). 신도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지자체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부담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공공은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개발자에게 공간을 개방
공유하도록 권장 또는 강제한다. 비용이 들이지 않으면서 개발자를 움직이게 한
것이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토지나 시설 등 공간,
시간이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 공동주택단지에
통로를 설치하면 시민들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개발사업자는 큰 규모로 주거단지를 개발하여 토지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외부 주민들은 보행연결성이 강화되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단지가 대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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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커뮤니티시설도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며, 커뮤니티시설을 통합적으로 설치
하면 중복되는 시설이나 유휴시설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학교나 공공청사를 생
활권 중앙에 집중 배치하면 사람들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할 수도 있
다. 시설을 서로 다른 시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공공청사도 처음
에는 폐쇄적인 시설이었으나 주민들에게 남는 공간을 개방함으로서 시설 효율성
을 높인 것이다.
공간의 개방을 통해 자연적 감시 효과를 높인다는 의견도 있다. 주민들 간 서
로 감시가 이루어져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변 저층부에 커뮤
니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벽면을 투시형으로 설치하거나, 경계부에 생울타리
를 설치하여 바깥에서 보이게 계획하기도 한다. 공동체가 활성화 되면 동네에서
도 서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규칙을 만들고 외부인에 대해 민감
하게 반응하면서 범죄가 줄 것이라는 비공식적 사회통제(Informal Social
Control) 개념에 근거한다(민휘경, 2013).
공간을 개방·공유함으로써 시간이 지나 결국 시민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도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건축 및 도시설계가 개인과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고 생각한다(표2, 그림3). 공동주택, 단독주택, 커뮤니티시설, 학교, 청사 등 상당
수 공간들을 폐쇄적이라고 비판하였고, 담장을 허물고 주변지역에 열려야 한다
고 주장한다. 시간부족과 소속감 부족, 단절과 격차를 비판하며 서로 다른 사람들
이 같은 공간에서 자주 마주치며 교류를 활발히 하길 원한다. 또한 앞으로의 도시
는 보다 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변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융합적인 환
경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 커뮤니티가 확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인해 세대 간 소통 및 계층 간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교
육시설이 지역의 중심이 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계획한 대로 사람들이 행동할 것이라 기대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계획가들의 생각은 이상주의, 환경가능론 및 환경개연론을 전제로 한다. 이상
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며 이러한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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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환경가능론
은 환경을 통해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이론이다.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
과 사람들의 행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나간다. 공간과 사회는 연
관되어 있다. 계획가들은 공간을 제어함으로써 사람의 행태를 조정하고자 한다.
공간계획에 공동선을 추구 하는 이유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다. 신도시 설계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기

위해

적절한

공간을

구축하려

한다.

Lang(1987)은 디자이너들은 종종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못 판
단할 때가 있다고 보았으며, 건축 환경과 인간 행동간 관계를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한편에서 Levy(2004)는 물리적인 설계가 사람들의 행태에 영
향을 주기는 하나 완전히 결정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표 2. 신도시 개방·공유에 대한 전문가들의 담론 요약
구분

내용

송두범(2008)

도시에서 공동체성 상실의 대표적 상징으로 열린 공간으로 건설할 필요. 담장으로
구획된 아파트단지는 물리적 차원 뿐 아니라 거주민의 사회적 관계형성에도 영향
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도시공동체 약화로 연결될 수 있음. 도시내 주민들간의 효
율적서비스 이용과 다차원적 교류가 가능토록 커뮤니티 시설의 복합화를 유도하는
것도 공동체를 복원하는 하나의 방법. 신도시의 많은 커뮤니티 시설들이 점적으로
분산해 존재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도시민들의 불편을 초래. 주민중심의 커뮤니티
시설들이 통합 건설됨으로써 공동체 복원에 기여할 필요

이선영(2010)

거대한 시설들로 단순화되기 보다는 여러 엑티비티가 섞여있을 때에 여성의 일상
생활은 시간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고립에서 탈피되고 공유되어 커뮤
니티의 소속감 고양. 공공의 눈이 많은 공간이 안전, 다양한 나이 대와 활동시간
이 혼합된 가로는 어떠한 시간대에 어떠한 행동도 안전이 보장. 상업시설, 교통의
접점, 24시간시설의 병치는 커뮤니티 활성화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 다양한 시설
이 비어있는 시간대를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수용할 때에 이는 자원의 효
율적 사용 뿐 아니라 유휴인력의 적절한 활용, 에너지 절약 가능

유현준(2018)

되도록 낮은 건물을 짓고 담장을 허물어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함

황희연(2010)

컨버전스 도시를 만들어야함. 주거·상업·업무 및 여가공간이 동일건물이나 도보권
내에 함께 있어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복합개발이 그중 하나

권상대(2019)

기존 대도시, 신도시 등에 나타난 주민 간 단절, 시설 간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 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커뮤니티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를
계획. 한 공간에 어린이집, 노인여가시설 등 다양한 세대별 이용시설이 모여 있어
세대 간 소통은 물론 계층 간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서 공동체 의식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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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원에도 도움. 세대와 계층을 넘어 주민을 융합하고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
는 구심점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

최형욱(2016)

입주민 간의 공동체(커뮤니티)가 마을 공동체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 통합공동체
개념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마을 개념의 획기적 도시 문화 형성 사례

박무익(2019)

정부세종청사는 수평으로 넓게 펼쳐지는 캔버스형 청사로서 평평함의 도시를 지
향. 옥상공원을 조성하여 일반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탈권위‧탈중심적이라는 행정
도시가 추구하는 도시건설이념을 잘 반영

이충재(2016)

통합커뮤니티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세종신도시 처음으로 시작되는 소통과 공유
의 주거공동체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돼 우리나라 주택문화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
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

주. 행복도시디자인 릴레이인터뷰, 언론기사, 공공 간행물 등에 수록된 신도시 계획 참여자 및 행정가 등 전문
가 인터뷰 내용 정리

인간중심

융합

건축, 도시설계
여성, 주민

시간 부족

소속감 부족

비효율

단절, 격차

학교, 청사
커뮤니티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통, 교류

공유, 포용

자유, 열린 공간

공동체 복원

참여, 시민자치

효율, 에너지절약

개인, 사회

그림 3. 신도시 공간의 개방·공유에 대한 전문가들의 담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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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도시설계지침을 통한 공간의 개방·공유 내용과 방법
1. 개방·공유 공간의 종류
우리나라에서도 공개공지를 시작으로 여러 다양한 공간들의 개방·공유를 추진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신도시 도시설계지침 중 개방·공유와 관련된 내용은
점차 다양해지고 규제 내용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초기에는 공개공지를 주로
다루었지만 근래에는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공공보행통로, 주차장, 학교시설, 공
공청사, 상업시설 내외부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개방·공유 지침을 수립하고 있
다. 이를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4).
① 도시설계지침에서 다룬 개방·공유공간은 처음에는 주로 공개공지와 같은
오픈스페이스였다. 큰 상업시설이나 주요한 결절부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생각되는 곳에 공지를 설치하였다. 상업시설 공개공지는 주로 도시 내
도로변에 작은 광장이나 보행자 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공개공지를 통해
개방되는 공간은 비교적 한정적이었다. 대지 중앙을 관통하기보다는 도로 결절
부에 주로 설치되었다.
② 공공보행통로도 초기에는 상업지역에 주로 설치하였다. 공개공지와 비슷하게
경계 또는 한정된 공간에 주로 지정되었다.
③ 이후 공동주택단지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지정이
활발해졌다. 동시에 단지 경계부에는 담장을 없앤다. 이는 공개공지처럼 경계가
명확한 공간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단지 전체를 개방적으로 만드
는 것이다. 폐쇄적인 주거지를 개방하고 도시 속에 섬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
다. 이때부터 사적 공간의 경계가 상당히 흐려지고 있다고 본다.
④ 최근 들어 외부에 개방되는 공간이 내부의 보다 사적인 시설로까지 확장
되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이나 청사 옥상정원, 대형쇼핑몰의 내부 공간, 학
교 체육관 등을 개방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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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업지역
결절부 공지

②

상업지역
경계부 통로

③

주거지역
중심부 통로
담장 미설치

④

주거지역
중심부 통로
담장 미설치
내부시설 개방·공유

그림 4. 도시설계지침에서 다루는 개방·공유 공간 다이어그램

공간을 개방·공유하기 위한 도시설계지침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공적 공간의 양 자체를 확보하는 것이다. 사유지 중 어떤 곳을 공
적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제공받고 토지소유주에
게는 얼마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개방·공유를 원활히 할 것인지가 지침의 첫
번째 내용이다.
둘째, 공간 내 시설 확보 등 공공공간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외부에서 접근하기 좋은 곳에 배치하도록 하며 그늘을 만들
나무를 심는다. 뉴욕 용도지역제에서는 안내판, 안내문구, 도로 진입부의 너비,
벤치 숫자까지 정량화하여 규제한다(NYC Department of City Planning,
2019).
세 번째, 계획 의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하는 내용이다. 계획했던
행태가 잘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운영관리에 대한 지침 내용은 강화되는 추
세다. 초기 도시설계 분야에서는 물적 계획이 중요하였다. 도시설계는 물적(物的)
도시계획이라고 보았다(안건혁, 1994).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설계가 물적 계획
뿐 아니라 비물적 계획의 영향을 받으며, 다수의 도시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
정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보았다(강병기, 1980; 양윤재, 2002).

서울시 지구

단위계획에서도 관리운영 지침 내용이 중요해졌다. 2019년에는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관리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였다. 도시설계의 역할이 관리운영단계에까지 확
장되거나, 적어도 초기에 세워둔 원칙에 따른 공공공간이 잘 운영되는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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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1960년대 뉴욕에서 용도 지역제를 도입한 이후 공개공지 관련 지침을 수정
해 나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보아도 세 단계로 발전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1년 뉴욕에서 용도지역제를 시작한 초기에는 공공공간의 양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가 1975년과 1977년에는 공공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1982년에는 언제나 공공의 접근이 가능하고 시설
물이 유지 보수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Lassar, 1989).

2. 도시설계지침의 범위
현대 신도시의 개방·공유 개념을 공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구 즉, 도시설
계지침 역할은 훨씬 다양한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뿐만 아니라 공간의 개방 공유를 위해 실행되는 법, 공모전 지침, 계획 수립지침
등까지 넓은 범위에서 살펴보겠다. 과거에는 다루는 대상과 도구(지침)가 한정적
이었다. 도시설계지침이라고 함은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말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개방·공유 가치를 모두 표현해서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지구단
위계획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의 합리화, 기
능의 증진, 미관의 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신도시 개방과 공유와
같은 개념적이고 정치적인 구호를 구체적인 공간으로 실현하고 개방·공유라는
사람들의 행태까지 조정하려면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법, 조례, 지침
등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야한다. 건축허가 및 설계공모를 하는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기도 한다.
한편 도시계획에서 도시디자인요소를 다루는 경향도 나타난다. 도시설계요소
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간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도시설계제어요소, 도시디자인
적 요소라고도 볼 수 있다. 주로 지구단위계획, 디자인가이드라인 등 도시설계
관련 규제나 연구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이라고 보아왔다. 과거에는 도시
계획에서 토지용도, 밀도 등을 정하는 것이 주 역할이었으나, 최근에는 기본계획
에서부터 세부적인 도시 디자인적 방향까지 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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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모순적인 내용이 발견되기도 한다(강식, 2009). 세종시를 비롯한 신도시계
획을 살펴보아도 상위계획에서 구체적인 공간 디자인적 내용을 다루기도 하며,
도시설계지침의 목표도 언급된다.
신도시 개발과정을 살펴보아도 새로운 도시설계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몇 가
지 도구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총괄기획가, MP(Master
Planner), MA(Master Architect)가 전체 사업이나 일부 과정을 통합적으로 조
정하기도 하며 개념공모나 설계공모 등 여러 공모전을 이용하여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설계 결과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시키기도 하며, 총괄기
획가, MP, MA 등이 계획방향을 정해 공모지침을 수립하기도 한다. 세종시의 경
우에도 법적인 계획 과정 중에 여러 차례 공모전과 연구용역이 실시되어 상위계
획의 내용을 수렴하고 하위계획을 조정하는 등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도시설
계지침을 완성해 나간다. 큰 틀로서는 기본계획, 개발계획, 영향평가, 순환대중
교통축, 지구단위계획순으로 수립되며 총괄기획가는 계획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문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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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개방·공유 지침의 적용 및 실패 분석틀
1. 신도시 개방·공유 지침의 적용과 갈등
이미 도시가 개발된 구시가지에서 인도나 쌈지공원 등 보행자를 위한 공공공
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도시설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
는 등 여러 시도 끝에 1991년 건축법으로 공개공지를 제도화 하였다. 부족했던
보행자공간을 확보했다는 것만으로 성과가 있었다. 1기신도시에서도 본격적으로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담장미설치 등의 규정을 도입하였다. 공개공지나 공공
보행통로는 상업시설이나 주상복합시설에 주로 설치되었다. 아케이드형태로 된
공공보행통로가 횡단보도나 공개공지와 연결되면서 보행자 동선이 원활히 연결
되었다는 평가도 받았다(이유경, & 김기호, 2016). 공개공지의 비율이나 보행가
로와 접면비, 설치규모 등 기준이 이용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김주
석, 최장순, & 최찬환, 2002). 울타리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거나 공지
앞에 가판대 등 영업용 시설물이나 장애물을 쌓아놓는 등 관리운영상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전국적으로 공개공지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신문고 등
민원현황 조사 결과 14년 46건, 15년 66건, 16년 118건으로 늘어나고 있다(국
민권익위원회, 2017). 국민권익위원회(2017)의 분석결과 무단영업이 33.5%로
가장 많았고, 관리소홀(18.3%), 불법노점/광고(17.4%), 불법주차(16.1%) 순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다.
공공보행통로나 담장설치 금지와 관련한 문제도 있었다. 2기 신도시 중 하나
인 광교신도시에는 주거지내 공공보행통로가 10여 개소 계획되었다. 그런데 한
공동주택에서 공공보행통로 입구에 보안문을 설치했다가 이웃 임대주택주민들과
갈등이 깊어지기도 하였다(유길용, 2012). 판교신도시에서는 개방적인 단독주택
지를 만들고자 담장 설치를 금지하였지만, 주민들은 규제를 지키면서 사생활보
호를 위해 중정형 집을 짓고 외부는 창을 적게 낸 벽으로 둘러싸버렸다(한은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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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커뮤니티시설은 내포신도시, 남양주 다산신도시, 교하신도시, 동탄신도시
등 신도시에 적극적으로 건립되는 추세다. 동탄2신도시에는 시설복합화학교도
계획되었다. 학교시설을 개방하라는 압력도 커지고 있지만 학교 측에서는 여전
히 개방을 꺼려한다. 서울시에서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의무 개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법제부와 행정자치부에서는 상위법을 어겼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박형수, 2017).
세종시 도시설계지침의 개방·공유 계획 수준은 타 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
며 그 가치도 도시 개발 이념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한다. 행복청에서는 기존
신도시 건설과정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새로운 가치를 시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도시계획을 통한 공동체 조성과 공유가치 실현을 시도하고 있다(김진숙,
2019). 이를 위해 담장 없는 도시, 자유로운 이동과 소통으로 하나의 마을로 계
획,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센터 가로변에 배치해 시설을 공유하며
소통,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어린이집, 우체국 등을 한 건물에 배치하는 복합
커뮤니티센터 개념을 새로 도입하였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양질의 주택과 주거
환경(교육, 문화, 편익시설과 현대적 도시환경) 조성이 주요한 목표였다(한국토지
개발공사, 1990). 세종시의 개발계획목표를 보면 과거에 비해 개방·공유 가치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 국가에서 세종시 건설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첫째, 국토
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가는 것, 둘째, 기술적, 문화적으로 앞선 도시를 선보이는
것이다(건설교통부, 2006). 이러한 정책 목표 하에 물리적인 도시건설 뿐만 아니
라 상생이나 조화, 융합, 소통, 교류, 참여, 공동체, 개방 등 비 물리적이고 사회
적인 측면에서도 한발 더 나아간 신도시를 표방하였다. 건설이념 중 개방‧공유와
관련 있는 내용은 소통, 열린 도시이다. 시민들의 참여와 교류로 개방적이고 민
주적인 도시 문화를 추구한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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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이념
도시건설의 이념
국가균형발전

내용
상생

‘조화로운 도시’

경쟁력 강화의 선도

지역·세대·계층간 갈등의 극복과 화합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선도

도약

‘역동하는 도시’

행정·환경·문화·기술 등 각 분야의 혁신
도시의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의 국가적 계기

세계적인

순환

‘지속가능한 도시’

모범도시 추구

자연과 인간, 보전과 개발의 조화
모든 세대를 위한 자원의 순환과 재생산

소통

‘열린 도시’

첨단 정보·교통 네트워크로 시공간의 확대
참여와 교류로 개방적 민주적 도시문화

주.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

개방·공유 관련 지침의 종류는 기존 신도시에 비해 다양해졌고 지정되는 공
간이나 용도도 늘어났다(표4). 1기신도시 중 분당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
된 개방·공유 관련 도시설계요소는 공개공지, 공개공간, 침상형공지, 공공보행통
로, 공동주차통로, 담장설치불허구간1)이다. 2기신도시인 판교의 경우에도 공개공
지, 수직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아케이드, 1층 부 개방 공간, 공동출입통로 등
이다. 이밖에 주상복합이나 상업업무용지는 담장설치를 불허하고 있으며, 단독주
택 담장 및 대문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하여 개방감을 주도록 하였다. 세종시는
분당과 판교에서 다루던 도시설계요소를 비롯해 복합커뮤니티, 통합커뮤니티시설
을 추가적으로 다룬다.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판교 신도시 이후부터 활발히 설치
된 것으로 보인다. 분당에서는 통로가 필요한 경우 보행자통행로를 주로 지정하
였고, 필지를 나누어 보행자전용도로를 계획하였다. 공동주택 내부에 공공보행통
로를 설치한 경우는 없다. 공공보행통로는 상업지역내 일부 필지에 설치되어 있
다.

1) 담정설치구간이란 도시미관 및 커뮤니티의 동질성을 높이고자 담장 설치를 불허하는 구간
을 말함(출처: 성남판교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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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도시 개방·공유 관련 도시설계요소
구분

개방·공유 관련 도시설계요소

사업기간

분당

공개공지, 공개공간, 침상형공지, 공공보행통로, 공동주차통로, 담장설치불허구간

'89.08-'96.12

판교

공개공지, 수직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지하공공보행통로, 공중공공보행통로)
아케이드, 1층부 개방공간, 공동출입통로, 주상복합단지·상업업무용지 담장
설치 불허 , 단독주택 담장 및 대문높이 1.2미터 이하

'03.12-'11.12

세종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아케이드, 공동주택 담장 설치 금지, 단독주택 담
장과 대문 높이 0.8미터 이하, 공동건축, 통합커뮤니티시설, 복합커뮤니티센
터, 정부청사 옥상공원, 상업시설 옥상

'07.07-진행중

주. 출처: 분당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009.08.),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019.01.28.)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019.04.)

공공보행통로 지침 내용을 비교해 보아도 분당, 판교와 세종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 정의나 세부지침을 보면 개방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
다(표5). 분당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공공보행통로란 보행자전용도로 상호간 또
는 공공성이 높은 부분들을 서로 연결하는 위치에 일반대중의 통행, 쇼핑, 휴식
등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되는 형태로 인접부지와 연
결성 있게 조성한 통로라고 하였으며, 판교와 세종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라고 정
의한다. 분당에서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목적을 중요하게 강조했지만 판교와 세
종시의 경우 설치 목적은 불분명한 반면 개방성을 강조한다.

표 5.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공공보행통로 정의 비교
구분

공공보행통로 정의

분당

보행자전용도로 상호간 또는 공공성이 높은 부분들을 서로 연결하는 위치에 일반대중의 통
행, 쇼핑, 휴식 등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되는 형태로 인접부지
와 연결성 있게 조성한 통로

판교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

세종시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

주. 출처: 분당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009.08.),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019.01.28.),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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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종시 개방·공유 도시설계지침의 내용과 위상
세종시 도시설계지침 중 개방·공유 관련 내용은 전체 도시 개념부터 생활권
계획 및 시설물 설계에까지 전반적으로 언급된다. 도시개념 국제공모 당선작에
서도 개방·공유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공모 당시 논의된 주요 논점 중에도 다
른 기능과 다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개방적이
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김안제 외, 2016). 심사위원장인 David Harvey의 심
사평 중에서도 개방성, 시민의식 등이 포함된다(건설교통부, 2006). 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기본계획은 도시개념 국제공모 당선작 내용을 반영한다. 기본계획과
공모전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능적으로는 친환경과 첨단 교통을 강조하였고, 사
회적인 측면으로는 소통과 개방성을 강조하였다. 개방·공유와 관련된 이념을 정
리하면 다함께 어울려 사는 인본주의, 공동체, 개방 가치 추구이다(표6). 도시건
설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생활하기 편한 도시 구현’이라는 내용이 있다.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 내용을 보면 공공에서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복합주민공동시설단지, 통합커뮤니티시설 같은 경우는 생
활권 마스터플랜 단위에서 큰 개념을 가지고 지침을 수립하였다. 생활권 규모에
서 언급되는 바는 두 가지다. 그 중 한 가지로 주민 생활편의 도모 및 지역공동
체형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편익시설을 복합화한 것이다(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7).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생활공동체 공간이다. 즉, 동사
무소, 학교,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주민 체육시설, 병․의원, 금융기관 등 문화․편
익시설을 효율적으로 복합화 하여 이웃공동체가 살아있는 활기찬 주거지로 조성
하고,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복합주민공동시설단지도 6생활권
계획에서 중요한 마스터플랜 목표 중 하나다. 통합커뮤니티시설은 2생활권 계획
내용 중 하나이다. 통합커뮤니티시설은 통합공동체라는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을 이웃과 마주보는 가로변에 배치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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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과 같이 사용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복청에서도 이 세 가지
개념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김진숙, 2019).
“국가 주도로 건설중인 행복도시는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도시
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도시계획을 통한 공
동체 조성과 공유가치 실현이다. 첫째, 행복도시는 ‘담장이 없는 도시’를 목표로 지역 공동체 형
성을 촉진하고 있다. 아파트 울타리를 없애고 큰 단위 생활권을 연결하는 녹지때를 만들어 주
민들이 단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고 소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나의 마을로 느껴지도록 계획
했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과 커뮤니티센터 등을 이웃단지와 마주 보는 가로변에
배치해 인근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게 했다.…셋째, 주민자치센터와 도서
관·어린이집·우체국 등을 한 건물에 집중 배치하는 복합 커뮤니티센터 개념을 새로 도입해 인구
2만~3만명 단위의 소생활권마다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인근의 공원이나
놀이터·학교 등과 연계해 사람들이 생활권의 중심부에서 자연스럽게 모이고 어울리는 교류의 장
이 되도록 했다.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보다 혁신적인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행복도시 중앙
에 자리 잡은 원수산 북측에 있는 해밀리 조성사업이 그것이다. 해밀리는 중심부에 학교와 공
원 등을 집중 배치하고 그동안 따로 설계·건립되던 초중고교까지 하나의 마스터플랜 아래 동시
에 계획함으로써 각 시설이 조화를 이루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내부의 차량 통
행을 억제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민들의 편의성
도 높였다. 유럽 도시들이 광장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한 것처럼 행복도시도 공
동체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를 제시하는 모범도시로서 이웃 간에 서로 어울리며 참여와
공유·포용의 시민 문화를 가꿔가는 살기 좋은 도시로 완성돼가기를 기대한다.” (김진숙, 2019)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는 필지 단위에서 계획된다. 단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에서 전반적인 보행체계를 고려하여 정한다. 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서 통합적인
계획 수립 하에 설정된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용지의 담장설치나 상업업무용지의 공동건축 등 용도
별 건축물 및 부속물에 대한 지침에서도 개방·공유 개념이 들어가 있다. 공동주
택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종시 단독주택의 경우 0.8미터
미만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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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세종시 도시설계지침 중 개방·공유 관련 내용
구분

내용

지침 적용 지역

도시개념

다함께 어울려 사는 인본주의, 공동체, 개방 가치 추구

전지역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학교포함)

전지역

복합주민공동시설단지

6-4생활권

통합커뮤니티시설

2-1, 2-2생활권

공개공지

전지역

공공보행통로

전지역

청사 옥상공원

1-5생활권 세종정부청사

상업시설 옥상정원

2-4생활권

담장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용지

아케이드

BRT주변 상업시설용지

필지

건축물 및 시설물

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중 개방·공유 관련 내용 정리

도시설계지침의 개념과 세부적으로 각 공간에서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는지,
디자인 기준은 무엇이며, 운영관리는 어떤 규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무엇인지 살
펴보겠다. 세부적인 법령 및 지침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1) 복합커뮤니티센터(학교포함) 관련법 및 지침
1-3생활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르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교육시설(초·
중·고), 상업업무시설, 근린운동장, 기초생활권복합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열린
학교 및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한다(1-3생활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5-1-2-2). 구체적인 설계기준은 공모
를 통해 정하도록 하였으며 세부적인 운영기준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다루고 있
지 않다.
여러 다른 시설을 서로 공유하려면 한 건물에 복합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
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를 통해 시설의 중복
결정이 가능하다. 세종시 2-3 지구단위결정조서를 보면 공공청사 중 복합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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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도서관을 중복결정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초등학교와 중복 결정할 때
이 제도에 근거한다. 같은 규칙 제 4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61조는 비시설부지 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부지 내 비시설을 허가하
기 위한 근거다. 세종시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부지에 업무시설을 건립하는 등
주로 기성시가지의 분절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거나 비효율적인 시설부지 활용을
위해 쓰인다.
학교시설관련 규정에 의하면 학교는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
중심시설로 역할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
정, 체육장의 기준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사항에 따르면 학교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고 규정한다.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복합화된 시설을 개방,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
였다. 세종시에서 주민에게 시설물을 개방하는 학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교육청에서는 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시설 개방 예약서비스
를 2016년 11월 구축하여 현재 운용 중 에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에서도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였다. 운영관련 법제도는 초·중등교육
법과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세종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규칙 제184호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찾을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정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수립, 운영하
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184호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시
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운동장,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
한 체육관 포함), 테니스 등을 개방하고 있으며 학교 수영장은 개방목록에서 제
외하였다. 이 규칙은 2012년 7월 2일에 제정되었으며, 2019년 5월 30일에 한
차례 개정되었는데, 학교장 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시설 사용 거부 사유를 구체
화하여 학습권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밖에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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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및 학교안전강화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에서는 무단출입자에 대한 조치를 강
화하여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한다. 관련 법 및 지침을 정리
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법 및 지침 내용
구분

내용

법 및 지침

정의

교육시설(초·중·고), 상업업무시설, 근린운동장, 기초생
활권복합시설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목적

열린 학교 및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복합화 근거

시설의 중복결정이 가능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비시설부지 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부지 내 비시설
을 허가

학교시설
개방근거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 중심시설로
역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사항에 따르면 학교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

관리·운영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정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운동장,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 포
함), 테니스 등을 개방하고 있으며 학교 수영장은 개방
목록에서 제외
무단출입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체육장의
기준면적, 도시·군계획시설
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초·중등교육법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강화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주. 출처: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체육장의 기준면적, 초·중등교육법, 세종특별자치시교
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강화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2) 통합커뮤니티시설 관련 지침
통합커뮤니티시설이라는 용어는 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2-2생활권 공동주택단지 설계공모 지침서에서 처음 등장한다. 공모지침서에 따
르면 통합커뮤니티시설이란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는 부대복리
시설(「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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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로서 단지 간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공간의
효율성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가 설치목적이다. 단지 내부가 아닌 지정된
가로 결절점에 시설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커뮤니티시설은 법적용어로 주민공동시설 또는 복리시설이라 할 수 있다. 주
택법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과 복리시설은 공동주
택 소유자가 공동으로 설치, 소유, 관리 운영하는 사유시설이며 원칙적으로 아파
트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다. 주택법 제2조 제13항과 제14항에서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에서는 주민공동시설을 정
의한다. 이 중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설비, 기타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하므로 이 연구에서
는 커뮤니티시설로 보지 않겠다. 복리시설에는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
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이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는 경로당, 어린이놀이
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
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의 물리적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5장 복리시설에는 어린이놀이터, 의료
시설, 일반목욕장, 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에 관한 면적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었
으나 현재는 삭제되었다.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2013년 주
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설치 운영하
라는 취지로 삭제되었고 근린생활시설과 유치원만 규정되어있다. 근린생활시설의
물리적 기준은 내부 시설에 대한 사항은 아니며, 시설 규모가 큰 경우(1,000㎡
이상) 주차·하역을 위한 외부공간을 마련하고 소음·악취를 차단할 식재가 필요하
다고 규정한다. 유치원의 경우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밖에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주택 단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
며 세부 시설 면적이 아닌 전체 시설의 설치 총량만 규제한다. 커뮤니티시설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설치 규모에 사실상 제약이 없다. 의무 시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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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축소되었으며 각 단지의 조건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계획하도록 유도하고 있
다. 다만 주민공동시설의 규모나 필수설치 시설의 종류가 달라진다. 경로당, 어
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은 시설 세부 기준이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으면 인근단지와 공동으로 관
리가 가능하다.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는 주택단지 사이
에 8미터 도로가 있을 경우 공동관리가 불가능했으나 현재는 횡단보도 등의 설
치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공동 관리를 위해서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커뮤니티시설의 경우 시설변경을 위해서 관리주체의 동
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운영이 가능하지만 영리운영은 불가능하다. 인근 공동주
택단지 입주자의 커뮤니티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커뮤니티시설을 개방하기 위해
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제안이
올라가서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이 동의하
여야 한다. 통합커뮤니티시설 관련 법 및 지침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8. 통합커뮤니티시설 관련 법 및 지침 내용
구분

내용

법 및 지침

정의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
로서 단지 간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으로 설치

2-2생활권 공동주택단지 설
계공모 지침서

목적

공간의 효율성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

관리·운영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으면 인근단지와 공동
으로 관리가 가능(커뮤니티시설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
의 요청으로 제안이 올라가서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
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이 동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설 변경을 위해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위탁운영이 가능하지만 영리운영은 불가능
주. 출처: 2-2생활권 공동주택단지 설계공모 지침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3) 공개공지 및 아케이드
공개공지는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이다. 지구단위계획에
서 위치를 지정하거나 권장한다. 주거용지에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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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퍼센트) 적용이 가능하다. 공개공지의 폭은 5미터이상이어야 하며, 담장
설치는 금지되며 공개공지가 보도와 접하는 경우에는 바닥을 같은 높이로 설치
하며, 높이차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공개공지에는 환풍기,
냉각탑 등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리개로 막
아야 한다. 시설물 설치나 운영관리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지침은 없다. 휴식시설
과 조경시설물, 조명시설 설치는 가능하다. 가구 모퉁이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만나는 경우에는 키오스크, 벤치, 식재 등을 설치한다. 지침은 ‘설치 할 수 있
다.’ 또는 ‘설치한다.’ 정도로 기술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지침에는 운영관리 기준이 없다. 건축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개공
지 또는 공개공간의 경우만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에 따라 관리운영 사항 및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공개공지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차단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하며, 의자 또는 파고라를 설치해야한다.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행령의 관리
운영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건축법에 따라 제제를 받으며 공개 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관련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9. 공개공지 관련 법 및 지침
구분

내용

법 및 지침

정의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의자 또는 파고라 설치, 담장설치 금지

건축법

공개공지가 보도와 접하는 경우에는 바닥을 같은 높이
로 설치, 높이차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설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공개공지에는 환풍기, 냉각탑 등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리개로 차폐
관리·운영

공개공지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쌓아놓거
나 출입차단 시설을 설치금지, 연간 60일 이내 문화행
사 및 판촉활동 가능, 공개 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
는 행위를 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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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구분

내용

법 및 지침

인센티브

주거용지에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 최대 1% 적용가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주. 출처: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세종시 BRT도로변 주상복합용지 및 상업업무용지(가로벽)의 전면공지에는 아
케이드가 설치되도록 하였다. 형태와 운영관리 관련 지침이 수립되어 있다. 보행
지장물의 설치를 불허하며 영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세종시의 경우
아케이드의 형태, 규모, 재료, 색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1-2,1-4생활권 지구
단위계획 시행지침)

4)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와 관련된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법)과 주택법이 있다. 공공보행통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정하며,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
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국토계획법 제54조). 이를 위반하여 지구
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는 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141조). 단 건축물
을 사용하는 소유자 및 관리자의 통행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
다. 보상 및 지원과 관련된 법은 주택법으로서 제43조 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하 국토부 수립지침) 중 공공보행통로와 관
련된 내용은 3-6-10항 보행동선계획 속에 규정되어 있다. 공공보행통로는 보행동선
계획 중 하나로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대지
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하 행복도시 수립지침)에서는 공공보행통로를 어
떤 곳에 설치해야하는지 따로 서술된 바가 없어 국토부 수립지침을 준용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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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으로는 동선계획, 시종점 지정, 상부의 형태,
유효폭, 그레이팅의 간격,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의 위치,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설치 주체 및 방법은 직접 규율하지 않고 추후 계획가가 구체적
으로 명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행복도시 수립지침에서는 제6절 행위제한의 완화에 근거하여 공공보행통로
설치시 건축기준을 완화해준다. 공공보행통로를 기준에 맞추어 설치할 경우 표
22.23에서와 같이 허용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규모의 용
적률을 추가로 제공한다(단, 최대 1퍼센트로, 개방형 구조만 인정). 공공보행통로
관련 법 및 지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0. 공공보행통로 관련 법 및 지침
구분

내용

법 및 지침

정의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
시간 개방된 통로

국토교통부
립지침

목적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통로를 지정

〃

설계

동선계획, 시종점 지정, 상부의 형태, 유효폭, 그레이팅
의 간격, 가로등과 같은 시설물의 위치, 안내판 설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관리·운영

공공보행통로 경계로부터 10미터 이상을 차량출입 불
허구간으로 지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수립지침

인센티브

공공보행통로를 기준에 맞추어 설치할 경우 허용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규모의 용적률을
추가로 제공(단, 최대 1퍼센트로, 개방형 구조만 인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

지구단위

주.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5) 2-4생활권 입체 상업시설 옥상
일부 상업시설의 경우 옥상층을 24시간 상시 개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해
당 특별계획구역 내 보행동선을 입체적으로 연계하고 연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함
이다. 또한 주변 블록과 연결되는 지점은 공공보행통로나 공공공지, 공개공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시 개방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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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담장
세종시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하지 못한다. 지침에서
밝히는 목적은 가로 경관의 커뮤니티활성화 및 개방감 확보이다(표11).
표 11. 공동주택 담장 관련 법 및 지침
구분

지침 내용

목적

가로경관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개방감 확보

설치기준

모든 세종시 공동주택에 원칙적으로 담장 및 울타리를
설치 금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높이차 등 지형상 여건
으로 행복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주. 출처: 1-1,1-3생활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3. 실패 사례 분석틀
개방, 공유공간과 관련해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전문가
들은 신도시 공간이 여전히 폐쇄적이라고 비판한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초기
의도대로 잘 실현되지 못한다고 비판하거나 세종정부청사가 초기 의도대로 시민
들에게 개방적이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성훈·임유경(2011)은 신도시 단독
주택들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 가로의 사회적 기능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초기 개념은 학교가 중심
이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윤형권, 2018). 세종시 계획 의도와는 달리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아파트단지와 공공청사에 대한 비난도 있다(승효상, 2018).
“세종시가 처음에 설계돼서 만들어질 때 학교가 중심이 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계획한 겁니
다. 세종시가 전체적으로 동 지역에 22개 내지 23개의 마을로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생활권
은 6개 생활권인데 그러면 한 생활권에 학교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소방센터
라든지 또는 치안센터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구성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컴입니다. 이게 한솔
동 처음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잘 됐어요. 학교 자체도 복컴으로 보는 겁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로. 근데 이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완전히 그 개념이 무시가 됐어요, 변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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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원
장님이 고민하는 것도 세종시에 애정이 없는 정권들이 들어서서 다 흩트려 놓은 거예요, 이게.
아무튼 그런 복컴 개념으로 봐야 되고, 앞으로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 마찬가지로 다시 원
래대로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학교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안전위원회에서
도 세종시가 앞으로 2030년까지 건설이 되는데 정말로 교육이 중심이 되고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입니다.” (윤형권, 2018)

“그러나 이 도시를 들어서자마자 나는 우울을 감추지 못했다. 15년 전, 도시가 들어설 땅은
마치 비단결처럼 부드러웠고 아름다웠던 것을 기억한다…그러나 부드러운 지형의 선을 죄다 도
려내고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은 어디서나 보던 폐쇄된 공동체이며 여전히 건설자본에 복무한
모습 아닌가. 새로운 공공시설들은 저마다 튀는 모습으로 아우성이고 차량이 우선이 된 도로는
보행체계를 계속 끊고 있었으니, 내가 곧잘 비난하던 신도시의 풍경과 다름없었던 것이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중심행정타운에 있었다. 이 건축이 국제공모에서 당선작으로 결정되었을 때 모
두가 놀랐다. 마치 용이 꿈틀대는 듯한 형태의 당선작은 모든 건물이 단단히 결합된 유기적 건
축이었다. 시민들도 경사진 건물의 옥상으로 자연스레 올라와 환상적인 공중정원을 돌고 나가게
설계되었고 내부도 서로 막힘이 없어, 이 건축이 행정관서로 쓰인다면 행정의 혁신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담벼락 많고 기밀 많은 우리의 행정조직이 그렇게 바뀔까? 의문이
몹시 들었지만 흥미로웠다. 현실은 냉혹했다. 나타난 실체는, 유기적이어야 할 청사를 부처마다
절단하여 쇠 울타리나 바리게이트로 접근을 막아 파편화되었으니 설계의도는 결박되었고 건물
형태는 겉돌았다.” (승효상, 2018)

그렇다면 신도시 개방·공유 도시설계지침이 실패하거나 불만이 나오는 원인은
무엇일까? 어떠한 기준에서 개방·공유 도시설계지침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
는가? 지침이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실패 이론을 참고하여 분석틀을 설정하기로 한다. 도시설
계지침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도 일종의 정책실패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책실패란 정부가 실행한 사업 등이 의도한 바대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바
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실패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 목표대로 실현을 못했을 때, 예산을 초과하
는 등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을 때 실패라고 볼 수도 있다. 또는 정책을 집행
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경우를 실패로 보는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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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책수립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 적용이 잘못된 경우도 있
다. 이렇듯 정책실패의 원인은 주관적이면서 다차원적인 문제이다. 한 가지 측면
에서만 정책이나 지침을 평가하면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상반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패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고길곤·이보라·이주현(2015)는 정책실패 사례분석을 다면
적으로 해석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책실패와 관련된 고전적인 이론은 합리주의적 측면에 입각해 평가하는 것이
다. 계획이 수립되면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계획이 실현되
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방식이며 과학적인 측정기준이
중요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공공디자인에 대해 이러한 시각에 기반을 둔 연구가
다수 있다(신예철, 김영걸, & 구자훈, 2010; 조정연 & 박철수, 2014; 김도경 &
김건영, 2011). 이 연구들은 지침 수립 목표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이를 결과적으
로 잘 달성했는가를 분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이렇게 합리주의적 측면에서만 사례를 분석하면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예상된다.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의 타당성,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등 과
정상 문제는 없는지 살피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개방·공유지침에서 시민들의 이
해도는 더욱 중요하다.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자를 나누기가 불분명하며, 사용행
태 자체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책사례와 다르기 때문이다. 단순히 개
방적인 공간, 오픈스페이스를 많이 만들고자 하는 것과 학교와 아파트, 단독주택
을 좀 더 개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다. 공간을 개방·공유하는 주
체는 결국 시민들이다. 학교의 경우에도 개방·공유라는 정책을 계획한 측과 실행
하는 측이 달라진다.
따라서 정책 실패 이론의 근거 중 하나로 정치적인 측면, 과정중심으로 평가
도 필요하다. 개방·공유는 시민 또는 관리주체의 참여로 정책이 완료되므로 그들
입장에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가 잘 살펴봐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이 없
는지, 각 당사자가 공감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는 해
당 정책을 잘 인식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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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개방·공유 컨셉을 실현하기에 적합한지, 관리운영은 잘되고 있는지도
보아야 한다. 현 시대는 목표한대로 실현되는 것을 정량적으로 대응시키기거나
도시설계지침 자체가 일대일로 대응하여 현장에 구현하기 어렵다. 현대 도시는
과거에 비해 상황이 복잡하다. 도시설계지침은 세부적인 디자인 문제부터 사람
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용하는 지까지 상상하며 수립해야한다. 그런데 2년에서
길게는 5년의 시간이 차이나는 데다 세부적인 설계지침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
는 경우도 있다. 실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 많다. 정책실패 분야에서도
복잡성패러다임이나 환경과 상호작용이 중요해지며 공진화나 불확실성에 대한 연
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책실패 이론에 따른 합리주의적
(목표달성), 정치적(과정적, 인적), 환경복잡성(복잡성패러다임, 불확실성) 이론에
따른 평가틀을 참고로 하여 표12와 같은 분석틀을 도출하겠다.
첫째, 개방·공유 도시설계지침의 목표가 잘 이행되었는지, 계획을 실현시켰
는가를 살펴본다. 처음 의도대로 구현 되는가를 보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잘 완
성되었고 실제로 잘 개방되고 공유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개방·
공유를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표가 잘 실현되었는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도시
설계제도는 기존 용도지역제와 달리 적극적으로 도시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개방·공유 도시설계지침을 통해 얻고자하
는 바람직한 도시환경은 공공선 및 공동체성 강화이다.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미쳤는가는 정치적인 측면에 속할 수도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둘째, 정책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민들은 지침을 어떻게 이해하
고 만족해하는지를 알아본다. 계획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타당한지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공리주의에 따라 일부
불이익을 받는 집단은 없는지 알아본다. 또한 행동경제학이론을 참고하여 시민
들이 개방·공유에 반대하는 이유를 탐색해본다.
셋째, 공간이 개방, 공유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는지 분석한다. 개발과정에서 환
경에 잘 적응하였는지 검토한다. 예상했던 환경과 달라서 결과적으로 잘못 사용되
는 것은 없는지를 살펴본다. 관리·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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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개방·공유 도시설계지침 분석틀
정책실패이론

분석틀

내용

합리주의적,

지침의 목표 달성

각 시설의 개방·공유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잘 달성
하였는가? (합리적 토지이용, 도심지의 집약적 활용, 시설
효율화, 대형블록의 폐쇄성 저감 및 보행연결성 강화 등)

환원주의,
결정주의

거주민 교류, 소속감(커뮤니티) 증진시켰는가?
정치적, 과정적,

사회적 가치 실현

절차적, 인적
환경복잡성, 공진화
복잡성 패러다임

개방·공유 계획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
절차적으로 타당한가?, 공정한가?

환경 변화에 대응

관리·운영이 잘 되었는가?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했는가?
개방·공유하기에 적합한 시설 설계인가?

주. 사득환(2003), 고길곤·이보라·이주현(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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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세종시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 반응 탐색
제 1 절 분석 개요 및 방법
1. 분석 개요
개방·공유 개념이 지침에 담기고 공간적으로 실현된 결과를 파악하는 방법으
로는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 민원분석 등 시민 반응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 중
에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민원게시물 분석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시민반응을 즉각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 기존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에 비해 시민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되어 다양한 의견을 찾을 수 있기 때문
이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수집된 설계데이터이며, 이와
달리 유기데이터는 자체 생성된 데이터로 발견된 데이터라고도 할 수 있다
(Groves, 2011). 시민들은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를 표
현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세종시 평균 연령은 36.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다. 이들 세대는 일상의 불편한 점을 즉각적으로 표현한다. 공공 민원서비스
플랫폼도 인터넷 공간으로 바뀌는 추세고,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불
만사항을 수시로 올리기도 한다. 공공기관 웹페이지 뿐 아니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또한 여러 상황에 처한 사용자의 다양한 민원 내용을 살필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민원 관련 선행 연구 중 도시설계 조정심의(현 지구단위계획 조정심의)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것이 다수 있었다. 도시설계 조정심의는 규제지침과 건축주의 의
도가 다를 때 이를 검토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구자훈, 1994). 주로 상업지
역이나 단독주택 건축주의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신도시 조정심의 신청 내
용은 용도, 동선/주차장, 건축물 배치/규모/외관 순으로 발생하였다(김형보,
2004). 조정심의의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일정한 양식을 내서 신청을 하는 등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며, 따라서 건축주 등 이해관계가 명확하고 조정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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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단일한 주체의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민원게시물의 내용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도시설계지침의 문제
점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원은 주민 갈등의 표출 방법 중 하나로 관련 내
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주민 요구 및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 규명
까지 가능하다(진미윤, 2004). 도시설계지침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세세히 평가하
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나의 현상 또는 공간에 여러 계획가치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원과 관련된 비정형화된 대화를 분석하여 보다 가치 있는 자
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볼 필요도 있다. 송기성‧변병설(2018)은 서울시
난곡‧난향동의 스마트폰 민원신고 접수내용을 분석하여 도시재생계획 수립 단계
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도구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Andrienko et
al.(2013)은 위치정보가 기록된 트위터 자료를 분석하여 일반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 장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 한다. 첫째 전체
게시물에 대한 전반적인 민원 내용을 분석하여 세종시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들
의 반응을 살펴보겠다. 신도시 민원 중에는 초기 기반시설 부족 문제나 개발과
정에서 각기 다른 이해 주체 간 갈등 문제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추측된다.
두 번째로는 각 생활권별로 전체 민원 키워드 내용을 제외하고 도시환경과
관련한 문제는 무엇인지 정리해본다. 각 생활권 별로 지엽적이고 특정한 시기에
일어났던 문제를 드러낸다. 이것이 개방·공유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민원이라고
추측되며, 이를 통해 사례 대상을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각 생활권에서 개방·공유와 관련된 사례를 재검색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개방, 공유와 관련해 주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구
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불편함과 불만을 느끼고 있는지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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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및 전처리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만든 웹크롤러를 이용하여 웹상에 있는 내용을 자동으
로 수집한다. HTML 페이지에 접근하여 필요한 부분만 추출한다. 저장된 파일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중복된 내용이나 상업적 거래, 신문기사만 링크해 놓은 경우
등 관련 없거나 단순 정보 제공에 해당되는 게시판들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게시
물만 남겨둔다. 자료 수집은 총 3차례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기간은 2019년 5
월 1일~3일, 11월 13일~14일, 12월 17일~19일까지다.
자료를 수집 한 후 전처리 과정을 거친다. 텍스트 전처리는 사람의 언어를 컴
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내용은 제거하고 의미 있는 단어를 추출하는
것이다. 텍스트를 최소 단위인 형태소로 분해하여 문장부호, 특수문자열, 관사,
전치사 등, 내용과 관련 없는 것을 제거한다. 불용어로는 ‘세종’, ‘민원’, ‘답변’,
‘조치’, ‘시정’, ‘개선’과 같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비롯해 내용분석에 불
필요한 것이다. ‘공공보행로’는 ‘공공보행통로’로, ‘주민’과 ‘시민’은 ‘주민’으로,
‘아이’는 ‘아이들’로 유사한 단어들은 하나로 합친다. 유사단어 통합 기준은 세종
시 개발계획보고서, 지구단위계획보고서 등 계획 자료를 참고한다. ‘행복청’, ‘첫
마을’, ‘도램마을’ 등 새로운 어휘 또는 세종시 고유지명은 추가하였다. 여러 차
례 반복적으로 분석을 시행하면서 불용어나 새로운 용어는 추가 해 나갔다. 비
문, 맞춤법 오류, 줄임말, 비속어 등은 삭제한다.

2) 키워드분석(TF-IDF)
빈도분석은 전체 문서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를 찾는 것이다. 전체 게시물에서
사용된 단어 중 자주 언급된 명사 또는 형용사의 빈도수를 센다. 글을 작성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간편히 알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만 세면 여
러 문서 안에서 의미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상위 키워드로 도출될
수 있다.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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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를 보완한 것이다. TF는 문서 안에서 단어의 빈도수며, IDF는 그 단어가
사용된 문서의 수이다. TF-IDF값은 TF를 IDF로 나눈 값으로 문서 안에서 자주
반복될수록, 여러 문서에 관용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가 상위값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TF-IDF방법을 이용해 키워드를 추출한다.

3) 상관계수분석
각 키워드와 상관계수가 높은 단어를 찾아 민원 내용을 파악해본다. TDM 분
석이라고도 한다. 빈도행렬(TDM: Term Document Matrix)은 각기 다른 문서
가 행에 들어가고 같은 문서 안에서 단어의 출현 빈도가 열로 표기된다. 이를
통해 특정 단어와 함께 출현하는 빈도가 높은 단어를 분석한다.

4) 토픽모델링분석
토픽모델링분석은 전체 게시물 중 유사한 내용을 가진 문서들을 모아 키워드
를 도출해 내는 기법이다. 키워드들의 내용을 보고 각각의 주제를 파악하고 전
체 데이터의 내용을 쉽게 요약할 수 있다.

3. 자료 수집
분석 대상은 온라인에 게시된 민원게시물로서 비정형데이터이다. 공공게시판
및 민간게시판에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글에서 도시환경과 관련된 불편한 점과
장소(생활권)를 탐색하고자 한다. 공공데이터는 세종특별자치시청 웹페이지에 올
라온 게시물을, 민간데이터로는 세종시 관련 온라인커뮤니티를 선정하여 민원
게시물을 수집한다. 세종시 민원게시판은 2017년 3월 29일까지만 운영하고 현
재는 폐쇄되었다. 민간게시판은 네이버카페로 개설된 세종시닷컴, 세종맘카페,
주민카페 52개(표14)이다. 네이버카페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인터넷 공간으로서 사진이나 글을 써서 게시판에 올릴 수 있으며 답글
이나 댓글을 통해 다른 회원들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온라
인 커뮤니티 중에서 영향력이나 사용자수가 가장 큰 편이다. 온라인커뮤니티는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신뢰도 높은 소비자 주도 정보원천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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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명 & 나종연, 2012). 세종시닷컴 등 일부 커뮤니티는 집단 활동을 바탕으
로 상당한 힘을 가진 소비자집단으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전체 수집 게시물은 총 6,724건이다(표13). 세종시 민원상담게시판은 1,907건
이다. 민간게시판인 온라인커뮤니티의 경우 검색 키워드를 민원으로 설정하여 수집
하였고, 세종시닷컴은 1,538건, 세종맘카페는 1,376건, 주민카페의 경우 1,903건이
다. 전체 게시물의 작성기간은 2010년 12월 9일부터 2019년 5월 3일까지다.
표 13. 자료 개요
구분

출처

게시물수

공공데이터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상담게시판

1,907

2012.01.03.~2017.03.29.

민간데이터

세종시닷컴

1,538

2011.05.28.~2019.05.03.

세종맘카페

1,376

2012.02.28.~2019.05.03.

주민카페(52개소)

1,903

2010.12.09.~2019.05.03.

6,724

2010.12.09.~2019.05.03.

전체

게시물작성일

주. 민간데이터는 ‘민원’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음

표 14. 주민 카페 목록
카페명

게시물수

지역

1

[공식] 세종파라곤

35

고운동

2

1-4 모아미래도 포레스트

46

도담동

3

2-3 삼성 래미안(7단지)

9

한솔동

4

가락마을10단지 소통의장

93

고운동

5

가락마을10단지 입주자카페

78

고운동

6

가락마을20단지 모임공간

15

고운동

7

가락마을8단지고운뜰모여라!

15

고운동

8

가온마을5단지 센텀시티

3

다정동

9

가재마을 4단지 [세종♡센트레빌] 입주자 모임

165

종촌동

10

가재마을 12단지 입주자카페

72

종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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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명
11

세종 더샵 힐스테이트 입주자 카페

12

게시물수

지역

115

새롬동

세종 더샵예미지 M3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입주예정자 모임카페)

17

반곡동

13

세종 리슈빌수자인 L3 입주민 카페

25

반곡동

14

세종 리슈빌수자인(반곡동 수루배마을 3단지) 입주예정자 카페

12

반곡동

15

세종 새샘마을 6단지 한신 THEHUE PENTAHILLS 입주자 모임

63

소담동

16

세종 우남 퍼스트빌2차

13

고운동

17

세종 중흥S클래스 4차 에듀힐스(가락마을22단지) 즐거운 모임

23

고운동

18

세종 힐데스하임 입주자 카페

38

고운동

19

세종더샵예미지 L4 수루배마을6단지 입주예정자 카페

8

반곡동

20

세종시 2-1 가온마을 더하이스트 입주예정자모임

69

다정동

21

세종시 3-2 호려울마을5단지 제일풍경채 퍼스트&파크 입주민카페

31

보람동

22

세종시 6-4생활권 마스터힐스 입주예정자 모임

38

해밀동

23

세종시 가온마을 3단지(한신더휴제일풍경채) 입주자 커뮤니티

21

다정동

24

세종시 가온마을 중흥센텀시티 입주예정자모임

31

다정동

25

세종시 가재마을 3단지 중흥 S-클래스 에듀타운 입주자모임

26

종촌동

26

세종시 대평동 투머로우시티s 입주자카페

6

대평동

27

세종시 세경아파트 (가재마을 6단지, 8단지) 입주자 카페

1

종촌동

28

세종시 제일풍경채 에듀파크 입주자 카페

33

종촌동

29

세종시 첫마을 3단지 입주자 카페

1

한솔동

30

세종시 포스코 입주자 모임

35

어진동

31

세종시 한신休플러스

20

종촌동

32

세종시 해들마을3단지 입주자 카페

7

대평동

33

세종시 호려울마을 4단지 센트럴파크 입주자 카페

59

보람동

34

세종시 호반 베르디움3차 입주자 까페(가재마을 2단지)

31

고운동

35

세종시 고운동 호반베르디움4차 입주자 카페(가락마을 3단지)

85

고운동

36

세종시 범지기마을 7단지(호반베르디움 에코시티)

26

아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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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명
37

세종시 범지기마을4단지 에듀시티

38

세종시가재마을1단지카페

39

게시물수

지역

4

아름동

17

종촌동

세종시아파트모임 세종블루시티

3

다정동

40

세종시영무예다음 입주자 협의회

47

아름동

41

세종시퍼스트프라임 입주자 모임

10

한솔동

42

세종엘가 도램마을12단지(모아엘가 에듀힐)

5

도담동

43

세종특별시 범지기마을3단지 에듀하이

94

아름동

44

세종한림풀에버입주자카페

4

도담동

45

세종한양수자인입주자회

28

도담동

46

첫마을 6단지 입주민 공식 카페

70

한솔동

47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세종시 4-1생활권) 입주예정자 협의회

43

반곡동

48

투머로우시티 입주자 연합회 (세종시 2-2생활권 M2블록)

123

새롬동

49

투머로우시티s 입주민 모임 (세종시 대평동)

10

대평동

50

해들마을 2단지 세종 베아채

18

대평동

51

행복한 아파트만들기모임(1-1 모아에듀센트럴 입주예정자 모임)

53

고운동

52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입주예정자 카페

9

소담동

자료의 각 출처별 성향은 다르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게시판, 세종시닷컴,
세종맘카페, 주민카페로 나누어 각 출처별 키워드 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15과
같다. 분석 결과 자료의 출처마다 상위에 올라온 키워드가 다르다. 세종시청웹페
이지에는 대중교통관련 내용이, 세종시닷컴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내용, 세종
맘 카페는 교육 관련, 주민카페는 건설사 하자 또는 아파트 생활 민원이나 생활
권 단위의 도시설계문제들이 언급되고 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게시판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으나 민원
작성 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주로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를 차지한
다. 도로, 버스, 차량, 시간, 운행, 출퇴근 등 대중교통 및 도로와 관련된 내용이
상위 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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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닷컴은 부동산정보 및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도시계획
과 관련된 문제제기, 토론, 민원, 집단행동 등 적극적인 의견이 개진 중이기도 하
다. 2011년 5월 18일에 설립되어 19년 5월 15일 기준 총 315,320개 게시물이
작성되었으며, 카페 멤버는 179,819명이다. 아파트, 입주, 생활권 등과 관련한
키워드가 상위에 있다. 세종시닷컴의 성격이 부동산 카페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
주와 관련된 내용 및 생활권이나 도시계획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세종맘카페는 기혼 여성 중심으로 생활정보와 관련된 글이 꾸준히 생성되는
곳으로 세종시의 대표적 지역 온라인커뮤니티 중 하나다. 여성만 가입가능하며,
19년 5월 15일 기준 총 게시물 1,333,806개, 멤버수는 122,442명이다. 세종시
닷컴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큰 곳인 반면 세종맘카페는 여성 사용자들의
생활과 관련된 글이 주를 이루는 곳으로서 상이한 성격을 가진 두 커뮤니티를 같
이 분석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세종맘카페의 게시물을 키워드분석한 결
과, 아이들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상위 키워드로는 아이들, 교육,
아파트, 단지, 시간, 시청, 입주, 유치원, 학교 순이다. 교육시설부족과 관련한 민
원이 많다.
주민카페는 입주예정지나 입주민들이 모여 만든 온라인커뮤니티이다. 세종시
에는 온라인 주민카페가 다수 개설되어 있다. 40차 개발계획에 따르면 세종시
예정지역의 주택용지 중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면적이 약 73%이다.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것이다. 최근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 당첨자 발표
즈음이면 수분양자 몇몇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커뮤니티를 만들게 된다. 여기서
일부 회원들이 위임장을 받아 입주예정자대표단으로 활동하며 건설사와 협상하
거나 공공기관에 민원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등 역할을 하고 있다. 입주민카페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등 가입 절차가 까다롭다. 아파트, 단지, 건설하
자 관련 단어가 빈도수가 높았다. 주민카페의 경우 행복청이 높은 순위에 올라
와 있는데, 이는 카페가 입주예정자 단계에서 만들어져 건설과정과 관련된 민원
을 올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축주의 대지에 관련된 민원이라면 세종시청 게시
판 또는 건설청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올리지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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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 필요한 내용은 주민카페에 게시되는 편이다. 이는 커뮤니티 회원들의 동의
와 지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단지 내‧외부
환경관련 민원을 올렸기 때문에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표 15. 자료출처별 상위 키워드 분석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닷컴

세종맘카페

주민카페

1

도로

아파트

아이들

아파트

2

버스

입주

교육

단지

3

첫마을

운영

아파트

입주민

4

차량

생활권

단지

설치

5

시간

설치

시간

입주

6

아파트

도시

시청

하자

7

단지

행정

입주

행복청

8

입주

시간

유치원

공사

9

행정

계획

학교

현장

10

운행

교육

운영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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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반적 민원 분석 결과
1. 일반적 민원 키워드 분석 및 TDM분석 결과
전체 민원 자료를 결합하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표16). 민원 출처와 상관없
이 많이 언급된 내용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대부분 아파트 단지 및 입주관련,
설치, 필요와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및 서비스시설의 부족 문제가 많이 언급됨
을 알 수 있다. ‘아이’도 순위가 상당히 높다. 아이들과 관련된 학교시설 문제나
통학로 환경문제 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시간’, ‘도로’, ‘차량’, ‘버스’
등 교통문제도 다수 언급되었다. 도시설계지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키워드는
많지 않았다. 도시설계 문제는 비교적 국지적이고 소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16. 전체 민원 키워드 분석 결과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아파트

11

도로

21

계획

31

불법

41

아름동

2

주민(시민)

12

생활권

22

참여

32

환경

42

상가

3

설치

13

입주민

23

학교

33

서울

43

거주

4

시간

14

불편

24

도시

34

소음

44

조성

5

단지

15

차량

25

공무원

35

운동

45

운행

6

입주

16

첫마을

26

하자

36

분양

46

청사

7

필요

17

버스

27

협의

37

정부

47

행복청

8

아이

18

행정

28

건설

38

교통

48

출퇴근

9

운영

19

공사

29

현장

39

주차장

49

냄새

10

관리

20

교육

30

시설

40

주차

50

쓰레기

순위가 높은 키워드의 민원내용을 파악해보기 위해 각 키워드와 상관계수가
높은 단어를 찾아보았다. ‘아파트’와 상관이 높은 단어를 찾아보면 ‘입주’, ‘단지’,
‘분양’, ‘입주민’, ‘하자’, ‘건설사’, ‘조경’, ‘지하주차장’ 순이다. 아파트 분양 시
불편함이나 건축 하자, 지하주차장, 조경 등과 관련한 민원내용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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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또는 ‘시민’과 같이 언급된 단어는 ‘도시’, ‘문제’, ‘운영’, ‘행정’, ‘불
편’, ‘사업’, ‘추진’, ‘환경’, ‘시설’ 순이다. 행정관련 문제로 파악된다.
‘설치’와 상관성이 높은 단어로는 ‘보행’, ‘CCTV’, ‘횡단보도’, ‘과속카메라’,
‘도로’, ‘지하주차장’ 등이다. 보행안전과 교통과 관련한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와 상관계수가 높은 단어로는 ‘학교’, ‘유치원’, ‘교육’, ‘어린이집’, ‘초
등학교’, ‘걱정’, ‘성적’, ‘통학’, ‘다니는’, ‘입학’, ‘환경’, ‘횡단보도’, ‘혼자’, ‘등
교’ 순이다. 주로 교육시설 및 성적 과 같은 교육측면의 민원이 주를 이루며, 이
밖에 ‘통학’, ‘다니는’, ‘환경’, ‘횡단보도’, ‘혼자’, ‘등교’와 같이 통학로 환경과
관련된 민원도 있었다.
지역명 중에는 ‘첫마을’과 ‘아름동’이 빈도수가 높다. ‘첫마을’과 상관이 높은
단어는 ‘열병합발전소’, ‘수질복원센터’, ‘동원유지(첫마을 인근 제조 업체 명)’
순이다. 첫마을에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
름동’은 ‘해피라움’, ‘복합커뮤니티센터’, ‘운동’, ‘주민센터’, ‘스포츠센터’, ‘아름
초등학교’,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순으로 상관계수가 높다. 아름동의 경우 주
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2. 일반적 민원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문서의 주제를 살펴본 결과는 표17과 같다. 8개의
주제별로 각 7개의 단어로 구성되었다. 생활권이나 공원 등 큰 도시구조와 관련
된 주제도 있으며, 소음, 공사장, 하자 등 신도시 건설과정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문제도 있다. 학교시설 자체 또는 통학 환경 관련 주제나 버스나 주차 등 교통
문제도 중요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악취, 쓰레기 등 환경문제 민원도 발생되었
다.

- 45 -

표 17. 민원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구분

도시

소음

공사

건축

교육

대중교통

주차

환경

1

계획

아파트

소음

아파트

학교

버스

차량

냄새

2

생활권

소음

공사

하자

교육

시간

주차

쓰레기

3

입주

아이들

도로

접수

초등학교

운행

단속

악취

4

부지

집

설치

설치

학생

출퇴근

불법

아파트

5

공원

단지

현장

없음

아이들

불편

설치

생활권

6

조성

스트레스

피해

입주

학부모

첫마을

주차장

첫마을

7

예정

층간소음

아파트

해결

통학

노선

불법주차

이동

3. 생활권별 키워드 분석 결과
생활권별로 도시환경과 관련해 특정한 문제가 언급되는지 살펴보겠다. 민원
게시물 중에 생활권명이나 법정동명, 마을이름이 포함된 경우를 추출한다. 주민
카페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생활권으로 표기하였다. 이 둘을 합쳐 생활권별 민
원 자료를 만들었다. 각 생활권이 개발된 시기나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게시
물 수는 차이가 있다.
이 중 도시환경관련 키워드만 추출한 결과는 표18과 같다.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에서 나온 ‘도시(계획, 행정)’, ‘소음(층간소음)’, ‘공사’, ‘건축(하자)’, ‘교육’,
‘대중교통(버스노선, 배차간격)’, ‘주차(불법주차, 주차단속)’, ‘환경(악취, 쓰레기)’
관련 키워드를 제외하였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들은 상위 키워드로서 생
활권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
TDM 분석 결과 ‘운동’은 ‘체육시설’과 관련된 단어로서 시설 요구와 관련된
게시물이라고 판단하여 삭제하지 않았다. ‘정류장’, ‘주차장’도 ‘대중교통’이나 ‘주
차’와 관련된 키워드지만, 시설물 설치 요청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고 그대로
두었다. 이밖에 아파트 이름이나 상가이름, 마을이름은 제외하였다.
분석결과 각 생활권별로 ‘도로’, ‘상가’, ‘도서관’, ‘복합커뮤니티’, ‘공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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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등은 비슷하게 언급되었다. 각 생활권별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로 추측
된다. 그런데 빈도수 하위권으로 살펴보다보면 각 생활권별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종촌동은 ‘공공보행통로’, 한솔동은 ‘수영장’, ‘방음터널’ 등이
다. 이러한 것들이 각 생활권별로 이슈가 된 문제라고 추측할 수 있다. 키워드분
석결과를 지도에 표현한 주제어지도(Issue map)는 그림5과 같다.

표 18. 생활권별 도시환경 키워드분석결과
생활권

동

게시물수

키워드(tf-idf값순으로 나열)

1-1

고운동

797

고운뜰공원, 복합커뮤니티, 도서관, 상가, 중앙공원, 체육시설, 벽천광
장, 시립도서관

1-2

아름동

557

도서관, 복합커뮤니티, 보행, 주차장, 횡단보도, 공원, 수영장, 가로,
CCTV, 정류장, 고운뜰공원, 스포츠센터, 중앙공원

1-3

종촌동

612

도로, 지하주차장, 상가, 도서관, 주차장, 공원, 출입구, 횡단보도,
CCTV, 복합커뮤니티, 부출입구, 밀마루, 1번국도, 제천, 공공보행통로

1-4

도담동

402

도로, 방축동, 원수산, 도서관, 복합커뮤니티, 횡단보도, 중앙공원, 편
의시설

1-5

어진동

155

복합커뮤니티, 상가, 호수공원, 방축, 아트센터, 체육시설, 편의시설,
미관, 보행

2-1

다정동

250

마을이름, 공원, 근린공원, 교차로, 커뮤니티, 출입구

2-2

새롬동

385

지하주차장, 상가, 커뮤니티, 통합, 도서관, 수영장, 복합커뮤니티, 근
린공원

2-3

한솔동

834

도로, 상가, 정류장, 금강, 도서관, 문화, 공원, 지하주차장, 환승시스
템, 인도, 복합커뮤니티, 터미널, 수영장, 방음터널, 편의시설, 중앙공
원, 국도, 크린넷, 횡단보도, 체육시설, 우체국, CCTV, 통합커뮤니티

2-4

나성동

52

도로, 상가, 건물, 문화, 주상복합, 정류장, 중앙공원, 공원, 백화점, 상
업용지

3-1

대평동

116

지하주차장, 도서관, 터미널, 복합커뮤니티, 정류장, 체육시설

3-2

보람동

216

주차장, 도로, 지하주차장, 상가, 복합커뮤니티, 횡단보도, 공원, 도서
관, 보행

3-3

소담동

148

지하주차장, 복합커뮤니티, 출입구, 정문, 주상복합, 노인문화센터, 랜
드마크, 체육시설

- 47 -

그림 5. 생활권별 주제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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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개방·공유 관련 민원 분석 결과
1. 생활권별 개방·공유 관련 키워드 추출
각 생활권의 개방·공유 관련되는 키워드를 뽑아보았다(표19). 개방·공유 관련
키워드는 제 3장에서 정리한 세종시 개방·공유 도시설계지침에 나온 요소와 관
련된 것들이다. 1-1생활권 고운동의 개방·공유 키워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시립도서관’이다. 고운동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두 군데
설치되었으며, 시립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어 관련 민원이 발생되었다. 1-2생활권
아름동의 경우 ‘운동’,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스포츠센터’ 순이
다. 아름동은 수영장이나 스포츠센터 등 지역생활권복합커뮤니티 관련 키워드가
주로 나타났다. 1-3생활권 종촌동은 ‘운동’,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
보행통로’와 관련된 민원 게시물이 있었다. 1-4생활권 도담동의 주요 개방·공유
키워드는 ‘도서관’과 ‘복합커뮤니티센터’다. 1-5생활권 어진동은 ‘복합커뮤니티센
터’와 ‘체육시설’이며, 2-1생활권 다정동의 경우 ‘커뮤니티’ 키워드가 추출되었
다. 2-2생활권 새롬동의 키워드는 ‘커뮤니티’, ‘통합’, ‘도서관’, ‘수영장’, ‘복합
커뮤니티센터’ 순이며, 2-3생활권 한솔동은 ‘운동’, ‘도서관’, ‘문화’, ‘복합커뮤니
티센터’, ‘수영장’, ‘체육시설’, ‘우체국’, ‘통합커뮤니티시설’ 순이다. 한솔동도 아
름동과 마찬가지로 수영장이나 우체국 등 지역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설치
되어있기 때문에 관련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2-4생활권 나성동은 ‘운동’만 나왔
다. 나성동에는 아직 공동주택 입주민이 없는 상황이다. 3-1생활권 대평동은 ‘도
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3-2생활권 보람동
은 ‘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순이며, 3-3생활권 소담동은 ‘복합커뮤
니티센터’, ‘노인문화센터’, ‘체육시설 순으로 관련 키워드가 추출되었다.
각 생활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키워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
관’, ‘체육시설’, ‘스포츠센터’ 등이다. 시설 관리 및 설치 요구와 관련된 민원내
용이다. 한솔동, 아름동, 보람동의 경우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체육시설’
등 지역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다. 타 생활권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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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되는 키워드가 나온 곳은 종촌동과 다정동, 새롬동, 한솔동이다. 종촌동의 경
우 ‘공공보행통로’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정동과 새롬동, 한솔동은
‘커뮤니티’ 또는 ‘통합커뮤니티시설’과 관련한 민원 글이 있었다.
표 19. 개방·공유 키워드
생활권

동

키워드

1-1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시립도서관

1-2

아름동

운동,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스포츠센터

1-3

종촌동

운동,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보행통로

1-4

도담동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1-5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2-1

다정동

커뮤니티

2-2

새롬동

커뮤니티, 통합, 도서관, 수영장, 복합커뮤니티센터

2-3

한솔동

운동, 도서관, 문화,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체육시설, 우체국, 통합커뮤니티시설

2-4

나성동

운동

3-1

대평동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3-2

보람동

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3-3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노인문화센터, 체육시설

2. 내용분석
생활권별로 언급된 개방·공유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실제 갈등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 표19의 키워드 및 연관되는 단어를 재검
색하여 자료를 추가 수집하였다. 추가 수집한 자료는 다시 복합커뮤니티센터, 통
합커뮤니티시설, 공공보행통로로 나누어 정리하였다(부록2, 표20,21,22). 자료추
가 수집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웹사이트 중 민원상담게시판, 시민의창 공개민
원, 시문시답, 세종시교육청민원, 세종시닷컴, 세종맘카페, 주민카페를 검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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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온라인 게시물 내용 분석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 수집한 게시물은 총42건이다(표20). 한 게시물에
여러 의견이 들어있는 경우 각기 다른 내용으로 분류하여 정리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은 도서관, 독서실, 음악실, 체육관 등 시설의 개방시간을 확대하거
나 아무 때나 주민들이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해달라는 요청이다
(14건). 두 번째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이 지연되거나 준공되더라도 개장이 지
연되어 불편함을 호소한 게시물이 11건으로 두 번째로 많다. 수영장, 도서관, 체
육관이 부족하여 시설 확충을 요청한 게시물이 8건, 한솔중 수영장 개방을 요청
하는 게시물6건 있었다. 기타 도서관 소음발생 및 실내온도조절미흡 등 운영관리
에 대한 게시물이 각 각 한건 씩 있다.
표 20.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온라인 게시물 내용 분석
게시물 내용

게시물수(건)

도서관, 독서실, 취미음악실, 실내체육관 등 시설 개방시간 확대 및 상시개방 요청

14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기 착공 및 개장 요청

11

수영장, 도서관, 실내체육관 등 시설 추가 설치 요청

8

한솔중 수영장 개방요청

6

학교 시설물 개방요청

5

도서관 소음 불편, 체육관 실내온도조절 등 운영·관리 미흡

2

체육관 별로 시설 특화 제안

1

전체

47

주. 자세한 내용은 부록2에 정리, 한 게시물에 여러 의견이 있는 경우 중복응답 처리

2) 통합커뮤니티시설 관련 온라인 게시물 내용 분석
통합커뮤니티시설 관련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표21과 같다. 수집한 게시물은
총 16건(중복 응답 처리 시 20건)이다. 한 건의 게시물에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경우 중복 응답으로 처리하였다. 통합커뮤니티시설을 운영한다면 관리비 부담이
절감될 것이라 기대하는 의견이 많았다(7건). 공동관리 및 통합커뮤니티시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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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위한 제도가 해당 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관련 제도에 대해 혼
란스러워하는 내용의 게시물도 7건 있었다. 이웃 단지 주민과 갈등이 드러난 게
시물이 3건 있었고, 개방에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다(1건).
표 21. 통합커뮤니티시설 관련 온라인 민원 내용 분석
게시물 내용

게시물수(건)

관리비 부담 절감, 시설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동관리 찬성

7

통합커뮤니티시설을 통해 명품단지 또는 프리미엄을 기대

2

공동관리 및 통합커뮤니티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7

이웃 단지 주민과 갈등

3

개방 반대

1

전체

20

주. 자세한 내용은 부록2에 정리, 한 게시물에 여러 의견이 있는 경우 중복응답 처리

3) 공공보행통로 관련 온라인 게시물 내용 분석
공공보행통로 관련 게시물은 총 20개(중복 응답 처리시 28건)다(표22). 대부
분의 게시물들은 가재3단지 공공보행통로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재3단지에서 학
생들의 단지 내 통과를 막을 거라는 이야기가 돌자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주민들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거나 통행을 방해
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13건). 몇몇 주민들은 공공보행통
로와 단지 내 통로를 구분하지 않고, 학생들이 단지 내 통로를 이용하면 차량진
출입구와 붙어있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5건). 일부는 이러한 갈
등 과정에 공공기관의 중재를 요청하는 글도 있었다(3건).
표 22. 공공보행통로 관련 온라인 민원 내용 분석
게시물 내용

게시물수(건)

통로가 설치된 단지 주민의 이해와 양보 강조, 단지 내 통행방행행위 비판

13

안전 사고 우려

5

공공기관의 중재 또는 인근단지 주민과 협의절차 요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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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게시물수(건)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정보 미흡

2

공공보행통로 설치 요구

1

관리비용 우려

1

주. 자세한 내용은 부록2에 정리, 한 게시물에 여러 의견이 있는 경우 중복응답 처리

4) 개방·공유 관련 민원대상과 위치
생활권별로 개방·공유 관련 민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느 장소에서
일어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민원내용과 장소를 표와 지도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표23, 그림6).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경우 2-3 한솔동 한솔중학교 수영장
과 관련된 갈등내용, 보람동 보람초등학교 및 고운동 두루중학교의 체육시설 개
방 관련한 민원 내용도 있다. 새롬동 새뜸마을10,11,14단지와 3,4단지, 1,2,5,6
단지, 다정동 가온마을8,10,12단지와 한솔동에서는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공
동이용과 관련해 시민 간 갈등이 있었다. 가재마을 3,4단지의 경우 공공보행통
로 통행방해와 관련된 갈등 사례가 발견되었다.
표 23. 개방·공유관련 민원 내용 및 장소
구분

장소

민원내용

복합커뮤니티
센터

2-3 한솔동 한솔중학교 수영장

수영장 개방에 대한 교육청과 시민 간 갈등

3-2 보람동 보람초등학교

실내 체육관 개방 관련 학교장과 시민 간 갈등

1-1 고운동 두루중학교

〃

2-2 새롬동 10,11,14단지

커뮤니티 시설 공동 사용과 관련해 입주민 간 갈등

2-2 새롬동 3,4단지

〃

2-2 새롬동 1,2,5,6단지

〃

2-1 다정동 8,10,12단지

〃

2-3 한솔동

커뮤니티시설 공동 이용

1-4 도담동

커뮤니티시설 공동이용 및 관리를 위해 법개정 추진

1-3 종촌동 3, 4단지

공공보행통로 내 학생 통학 관련 이웃 주민 간 갈등

통합커뮤니티
시설

공공보행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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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동
두루중 시설개방
복합커뮤니티센터

도담동
도램마을 16,17,18,19
통합커뮤니티시설
종촌동
가재마을 3,4
공공보행통로

새롬동
새뜸마을 3,4
통합커뮤니티시설
새롬동
새뜸마을 10,11,14
통합커뮤니티시설

다정동
가온마을 8,10,11
통합커뮤니티시설

새롬동
새뜸마을 1,2,5,6
통합커뮤니티시설

한솔동
한솔중학교 수영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보람동
보람초 시설개방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림 6. 개방·공유 민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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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세종시 개방‧공유 도시설계지침 구현 사례
제 1 절 사례 조사대상 및 분석틀
사례분석 대상은 복합커뮤니티, 통합커뮤니티시설, 공공보행통로이다. ‘제 3
장 세종시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 반응 탐색’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관리 및 소유주체 들 간 시설을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서 이익충돌이 일어난
세 가지 사례를 선정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에서도 여러 개방·공유 관련
공간들 중 세종시 지침에 적극적으로 들어온 것들이다. 공공보행통로와 통합커
뮤니티시설은 사유시설로서 반 사적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공공공간이다. 사례 분석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4. 사례 분석 대상
구분

사례대상

장소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2-3 한솔동 복합커뮤니티(한솔중학교 수영장)
세종시 초, 중, 고등학교

민간

통합커뮤니티시설

2-2 새롬동 새뜸마을 10,11,14단지
2-2 새롬동 새뜸마을 3,4단지
2-2 새롬동 새뜸마을 1,2,5,6단지
2-1 다정동 가온마을 8,10,12단지
1-4 도담동 도램마을 16,17,18,19단지

민간

공공보행통로

1-3 종촌동 가재마을 3,4단지
1,2,3생활권내 설치된 공공보행통로 전체

각 사례별로 계획가들이 바탕에 둔 계획 이론과 목적을 분석하여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보고 결국 계획결정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관찰하고 문제점을 밝힌다. 각각의 효과성과 대안은 설명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서술한다. 설명적 사례연구란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대상으로 어떻게, 왜 발생하였는지 설명하고 복잡한 현상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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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n, 2005). 각 사례별로

대해 도시설계지침의 의도와 실제 구현된 현황을 조

사, 왜 민원이 발생했는지 살펴본다.
사례 분석틀은 ‘제 2 장의 제 3절 개방·공유 지침의 적용 및 실패 분석’에서
도출되었으며 다시 정리해보면 그림7과 같다. ① 계획 의도와 개념을 살펴본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중심으로 정리한다. 원래 이러한 지침이 어떻
게 도입되었는지 원래 의도는 무엇인지 연혁과 현황을 정리하고 현재 법제도로
어디까지 규제가 가능한지 상황을 파악한다. ②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검토한다.
계획의도와 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③ 세종시에서 실현된 결과 및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본다. 개방·공유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절차적으로 타
당한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④ 시설을 개방하거나 공유하기에 적합하게 설계되
었는지 분석한다. ⑤ 잘된 사례는 무엇이며, 지침이 적합하게 적용된 경우는 어
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며 시사점을 도출한다.

지침의
목표달성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 했는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효용성을 높였는가?

통합커뮤니티시설

보행 연결성을 강화했는가?

공동체성,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했는가?
사회적 가치
실현

개방·공유 공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

개방·공유 하는 과정이 공정한가, 절차적으로 타당한가?
환경 변화에
대응

관리·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개방·공유에 적합한 환경인가?
그림 7. 개방·공유를 검증하기 위한 사례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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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행통로

제 2 절 복합커뮤니티센터
1.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념과 목표
복합커뮤니티시설은 학교,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 커뮤니티시설들을 가까운
거리에 모아 놓거나 한 건물에 설치하는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는 서로 다른 주
체가 관리하는 공간을 개방하거나 공유한다. 각 공동체 시설을 평면적 또는 입
체적으로 합치는 물리적인 복합화도 가능하며, 같은 공간을 다른 시간에 다른
기능으로 사용하는 기능적인 복합화도 가능하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물리적
인 복합화 보다는 기능적인 복합화까지 이루어야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강동진 외, 2008).
학교와 상업시설, 청사 등 생활권 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지역 중
심에 모아 배치한다는 개념은 근린주구 조성 원칙과도 유사하다. 페리의 근린주
구 개념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으로 생활권을 수립하고, 중심부에 지역시설을
배치하는 것이다. 근린주구에서는 시설을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정도이다. 복합
화하거나 개방의 문제를 강조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여러 시설을 모아놓는 목적
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는 일이 더 많아지게 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세종시 계획에 따르면 복합커뮤니티를 사랑방, 시냇가, 장터 등 전통적인 생
활공동체

공간의

현대적

개념이라고

보기도

하였다(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7). 복합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민복합
문화시설, 실내생활체육시설, 상업‧업무시설, 노인아동복지시설, 주민생활지원시설,
복합상업시설, 근린공원, 대중교통축으로 구상되었다(그림8). 세종시 계획의 큰 특
징 중 하나가 생활권단위의 시설을 중심부에 인접 배치하고 대중교통을 연계한 모
델을 제시하는 것이다(권영상, 2011). 대중교통 뿐 아니라 공원 녹지와 연계도 중
요한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에 더하여 학교 시설도 지역사회학교나 학교공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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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공원화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이라는 개념으로 복합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도록 설정해나가고 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외, 2018).

그림 8. 커뮤니티공간 구상 예시도(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

교통시설이나 공원‧녹지, 공공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
설)을 복합화 하는 것은 1980년대 제도 마련과 함께 시작되었다. 중복결정 개념
을 도입하고, 부지 내 허용시설 확대, 입체적 결정을 통해 일부 구획 내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점차 복합개발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오고 있
다. 민간의 투자를 받아 공공청사를 복합화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2016년에
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넓혀
민간투자를 통해 복합시설 설립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기반시설의 복합화 중
주민 센터에 다양한 부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
자하는 복합커뮤니티는 소규모의 복합화로 보기도 한다(국토교통부, 2015).
시설의 복합화 및 개방 논의는 교육 시설연구 분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평생교육논의가 시작되면서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사
용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7차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시작으로 관심이 많아졌다
(류효섭, 1999). 초기 사례로는 서울금호초등학교 개축 시 지자체에서 주차장 및
지역사회시설 설립에 투자하여 시설을 복합화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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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1999).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학교시설과 주민센터, 학교, 체육시설 등
지역의 커뮤니티시설을 복합화하는 BTL 사업을 시행 하거나 학교시설 개방화
사업이 적극 추진하였다. 커뮤니티시설 중 특히 학교의 경우 지역별로 고루 분
포되어 있는 위치적 특성과 학교 운영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유휴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건축분야에서도 복합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설계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주로 기능적인 부분에 치우쳤다. 학교는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을 무상이용하고,
학교운동장을 공원화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구
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행정중심복합도시, 2017).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복합
화된 시설을 개방,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세종시에서 주민에게
시설물을 개방하는 학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교육청에서는 시
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시설 개방 예약서비스를 2016년 11월 구축하여
현재 운용 중 에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에서도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서 학교시설을 활용하면 장점이 많다. 학교, 특히 초등학교는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며, 시설 운영 시간이 비교적 고정적
이어서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시설의 복
합화 하는 것은 다른 시설보다 어렵다. 다수 연구에서 교사와 주민들 간 의견
차이, 이해관계가 서로 다름에 따라 충돌이 일어났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학교 개방을 더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와 달리 학생안
전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성급한 개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은 학교가 이미 충분히 개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정소연, 2012). 김숙정(2008)
은 학교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학교의 변화
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개방이 어려운 요인으로 첫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교 시설 개방으로 인한 불분명한 책임 소재를 들고 있다. 특히
학습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특정한 공간을 대여하더라도 그 공간이 학교 중앙에
위치해 있거나 화장실 등의 사용으로 인해 학교 전체가 노출되는 문제를 지적하

- 59 -

고 있다. 한편 학교 개방과 관련된 도시 분야의 연구에서는 학교의 안전보다는
지역주민의 개방 요구 시설과 이용 편의를 중점으로 두고 있었다(이성룡, 이외
희, 이동훈, 2011; 유원창, 온영태, 2007).

2. 지침의 목표 달성
1) 토지의 집약적 이용
세종시 전반적으로 생활권 중심에 공원, 교육, 청사, 교통, 상업 등 다양한 시
설을 배치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목표중 하나인 토지의 집약적 이용은 달성했
다. 실제 유동인구 분포지도에서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사람들의 활동이 집중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9).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
고운동복합커뮤니티센터

도담동복합커뮤니티센터

종촌동복합커뮤니티센터

소담동복합커뮤니티센터

새롬동복합커뮤니티센터

한솔동복합커뮤니티센터

대평동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림 9. 30대 여성의 종일 유동인구 분포 지도에 복합커뮤니티센터 표기(지도출처: 강현미, 이은석, & 지석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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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학교의 역할은 다소 축소되어 학교시설을 포함
한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더 지켜볼 필요가 있
다. 본래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중 교육시설이 핵심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었
다. 타 지역의 복합주민센터와 다른 점이 교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공유하
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시설 중 세종시청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비해
학교시설과 관련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첫마을(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초기 개념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거의 유일하다. 공공청사, 체육시설, 문화시설은 물론이고 학교시설과 종교, 상
업, 교통시설까지 같이 디자인하고 개방·공유 개념을 적극 도입하였다. 2007년
9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 관계기관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였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8). 12개 관계기관이 기본협
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다. 2008년 9월에는 설
계공모를 실시하였다. 건축설계 현상공모 지침서에 나온 설계목표를 살펴보면
교육문화, 생태, 레포츠, 복지, 행정시설이 총체적 생활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
록 유도하고 있다. 여러 다른 시설들을 인접한 용지에 위치시키는 것이 아닌 같은
건물에 넣거나 보행로나 공원 등 외부공간을 적극적으로 연계시켜서 높은 수준의
복합화를 시도하였다. 설계지침에 따르면 공공은 시설을 개방 공유함으로서 내·외
부 주민들 간 교류가 촉진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
교 시설의 경우 학교 외부공간과 공원을 통합 설계하도록 하였다. 관리주체가 동
일한 시설은 복합화하며,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소유, 운영, 관리
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되, 외부공간은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계획방향에 제시하고
있다.
시설별 관리운영주체는 표25와 같다. 세종시청에서 운영하는 주민센터, 도서
관, 보건소 등은 되도록 입체적 복합화를 통해 연관성을 높였다. 교육시설, 커뮤
니티시설, 근린공원 등 외부공간은 개방적이고 연속적으로 설계하도록 하였다(그
림10). 학교시설 운동장은 개방하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일부
도 필요시 일부 공간은 개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근린공원(그림10의 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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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는 다목적 운동장과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초중고 학생들과 주민들이 같
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5.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종류 및 관리주체
구분

시설 종류

관리주체

공공시설

우체국

정보통신부

경찰지구대

경찰청

119안전센터

소방방재청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문화의 집, 보건지소, 주차장, 유
보지, 근린공원(수영장, 실내체육관, 다목적 종합운동장
포함), 어린이공원, 보행녹도, 공공공지, 집산도로

세종시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교육청

종교시설

민간

상업시설

민간

민간시설

주. 출처: 복합커뮤니티 공모지침서 대지별 시설개요 및 설계 가능범위 표 내용 재구성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범위

그림 10. 복합커뮤니티시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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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러 시설 중 한솔중학교 강당 지하에 설치된 수영장 개방이 순조롭
게 이행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공공시설 건립비용 절감 목표도 완전히 이루
지 못했다(표26). 2012년 한솔중학교 개교 직후 여과기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
였고 교육청과 행복청, 시공사 간 갈등이 생겼다. 결국 2012년 6월 완공 이후
임시개장일인 2014년 5월까지 수영장을 사용하기까지 2년이 걸렸다. 개방 후에
는 오전시간과 저녁시간에만 신청을 받고 성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은 세종교육청 소속 세종시평생교육연구원에서 맡았다. 행복청에서는 학교시
설내부에 체육시설을 건립함으로서 비용을 절감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
운영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며 이 시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육
용전기로 할인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2016년에는 비용절감을 위해 한전에 교
육용전기로 전환 요청하였지만, 한전은 학생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용도에 맞는
요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 이었다2). 결국 교육청과 시민 양측 민원 발생으로
인해 2019년 수영장을 포함한 제2복합커뮤니티센터를 247억 원 예산을 투입하
여 신설하였다. 현재 한솔중학교 수영장은 학생 전용 수영장으로 변경중이다.
표 26. 한솔수영장 개방 과정
구분

내용

2012.03.

한솔중학교 개교

2012.05.

시험가동, 여과기 파손, 누수 발생

2012.06.

한솔중학교 수영장 완공

2013.06

수영장 보수문제 대책회의(행복청, LH, 시공사, 시교육청, 학교관계자)

2013.11.

여과기 기기교체 및 통로확장공사

2014.05

전담인력 배치

2014.09.

임시개장, 이용자 설문조사

2015.01.

일반회원 모집, 평생교육연구원(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운영

2019.09.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정음관 개관

주. 출처: 교육청자료, 언론자료, 시의회회의록 참고하여 정리

2) 제52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18.10.18.) 회의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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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중학교 수영장을 제외하고 세종시 전체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은 활발한
편이다(표27). 세종시와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 교육청은 2016년 12월부터 온라인으로 학교시설예약서비스를 운
영하고 있다. 2016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10월 17일(신청일자기준)까지 59
개 초중고, 1246건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승인 처리 비율은
약 84%로 높은 편이다3).
신청 비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학교
신청건수가 약간 더 높다. 초등학교가 주로 생활권 중심에 위치하였으며, 학교
수업 시간이 짧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청건수 대비 승인건수를 비교해보면
초등학교는 전체 신청 745건 중 542건을 승인하였다. 승인비율은 약 73%이다.
중학교 227건 신청이 들어왔으며 그 중 110건, 48%를 승인하였다. 고등학교는
282건 신청 중 193건, 약 43% 승인을 하였다.
표 27. 세종시 내 학교 시설 예약 서비스 현황
학교

초,중,고

수(개소)

비율(%)

초등학교

28

47

743

중학교

17

29

고등학교

15

계

60

구분

초,중,고

승인건수(건)

신청건수대비
승인비율(%)

60

542

73

226

18

110

48

22

277

22

193

68

100

1,246

100

1,051

84

신청건수(건)

신청비율(%)

주. 출처: 학교시설예약서비스현황 정리

시민들은 주로 체육시설 개방을 원하고 있었다. 세종시 초, 중, 고 90개 학교
(기성시가지 포함) 전체 신청 1,246건 중 1,026건(82%)이 실내 체육관 대여다
(표28). 그다음으로 교실 132건(11%), 실외운동장 72건(6%), 컴퓨터실, 시청각
실 등 기타공간 16건(1%)순이다. 세종시는 실내 체육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3) 해당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건설 구역 내 학교만 추출하였다. 일부학
교는 학교시설예약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방문접수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
모든 시설 대여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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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학교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2019년 2월 기준 세종시 개발구역 내 체육
시설 총 면적은 74,107㎡이다. 이중 실내 체육관은 신도시 인구가 229,521명
(19년 2월 기준)이니 1인당 면적은 0.3㎡미터에 불과하다. 신규 체육시설을 건
립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학교시설 개방으로 행복청
이나 세종시의 입장에서는 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현저히 줄
여준 상황이며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표 28. 시민들이 개방을 원하는 학교시설 종류
구분

시설 종류

체육시설

체육관(실내, 강당 겸)

교실 등

신청횟수(건)

비율(%)

1,026

82

운동장(실외)

72

6

교실

132

11

시청각실, 회의실, 컴퓨터실, 기타

16

1

1,246

100

계
주. 출처: 학교시설예약서비스현황 정리

6-4생활권 해밀리 마을 및 그 이후 계획될 생활권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유사한 개념인 복합주민공동시설단지가 들어갈 예정이다. 6-4생활권 지구단위계
획수립지침에 의해 특별계획구역 40번(면적: 110,755㎡)으로 지정되어 있다(그
림11,12). 마스터플랜 및 공모지침을 살펴보면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복합커뮤니
티센터, 교육시설 등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설계하도록 유도하였다. 공모지침 중
특화계획은 평가점수 100점 중 30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 그 내용
이 시설복합화 부분의 개방성과 공유를 위한 단지 또는 시설 배치에 관한 것이
다. 교사는 학생전용공간과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활용되는 개방공간으로 계획하
도록 하였고, 학교와 지역주민의 공유공간으로는 도서관, 다목적 강당, 시청각
실, 체육시설, 주차장을 예로 들었다.
가장 큰 특징은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근린공원에 설치한 점이다. 초등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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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운동장을 사용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통합학교로서 체육시설을 공유한
다. 공간적으로 보다 집약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운동장을 세종시가 관
리 운영함으로서 기존의 학교시설 개방운영 방법과 다른 시도를 하고 있어 기대
해볼만 하다.

그림 11. 6-4생활권 특별계획구역 40

그림 12. 6-4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단지 조감도(출처: 세종시교육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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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성 강화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일어났다. 따라서 생활권 공
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는
2019년 하반기에 여자배구, 한식디저트, 반찬만들기, 서예교실, 우쿨렐레 등 40
개 강좌(모집인원 1077명)를 개설하였으며, 1,313명인 신청하였다. 세종시 전체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402개 프로그램을 개설(모집인원 9,809명)되었다(표29).
표 29. 행정동별 인구와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제공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모집인원
구분(행정구역)

인구수(19년 11월말)

프로그램개수(개)

프로그램모집인원(명)

고운동

33,356

48

1,225

아름동

23,702

44

1,210

종촌동

29,794

55

1,389

도담동/어진동

32,107

44

1,202

새롬동(다정동,나성동 일부)

53,211

45

1,183

한솔동(나성동 일부)

19,371

47

1,049

대평동

10,526

28

600

보람동

18,692

52

1,060

소담동

29,029

39

890

합계

249,788

402

9,808

주.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통계, 세종특별자치시 2019년 하반기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안내

시민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긍정적 사례도 있다. 한솔동
지역 초등학생이 파출소, 119안전센터, 우체국, 주민센터, 시의회, 세종시청 등
을 견학하는 바람개비학교다. 첫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이
용해 자발적으로 기획한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렇듯 복합커뮤니티계획에
서 의도한 공동체 활성화는 물리적 공간으로만 완성될 수 없으며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김우주(2019)도 시민적 공공성에 기반을 둔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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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 갈등도 있었다. 한솔중학교 수영장 개방이
늦어지는 과정 중 시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였고, 집행과정에서 공공에 대한 불신
도 우려되었다. 행복청 및 LH는 첫마을 2단계 공동주택 분양 시 수영장을 주민
들에게 개방할 것으로 약속하였다. 첫마을 2단계 디지털 분양관 내용 중에는 유
비퀴터스 기반의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된다는 내용과 수영장 및 복
합커뮤니티를 소개하고 있다(그림14). 일부 시민들은 분양가에 시설건설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 개방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2단계 디지털 분양관 LIFE STYLE 에소개된 내용입니다(유비퀴터스 기반의 학교를 중심으
로 지역사회와 연계되고........)지역사회와 연계되고를 지역민도 이용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
해봅니다…”(계룡산(705동), 2012.03.26. 게시물번호1018. 세종시 첫마을 연합카페)

“한솔중학교 내에 수영장은 지역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나요? 학생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지어
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옹달샘(712동), 2012.03.26. 게시물번호1018. 세종시 첫마을 연합카페)

“학교수영장은 아이들에게 양보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조만간 수영장 있는 시립스포츠센터
도 생기길 기대해봐야죠.” (금홍이(704동) 2012.03.27. 게시물번호1018. 세종시 첫마을 연합카페)

“새벽에는 지역민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이(710). 2012.03.27. 게시
물번호1018. 세종시 첫마을 연합카페)

“제가 오늘 방금 한솔중 수영장 운영에 대해 교육청담당장학사님과 통화했는데요 많은 주민
들의 요청으로 인해 나름 애쓰신 결과 예산도 끌어왔고 시설운영자 발령도 냈대요 그런데 시범
가동을 해보니 고장이라네요!! 문제는 수리가 간단치않다는거!! 글고 일반인한테 개방은 전혀
고려하고있지않고 한솔중학교학생들 먼저 운영해보고 주변 다른 학교학생들한테도 개방한다고합
니다. 아이들만이라도좋으니 가까운곳에서 얼른 수영할수있는 기회가 왔음 좋겠어요”

(지니2,

2013.06.26. 게시물번호48516, 세종맘카페)

“학교 건물내에 있어서 외부인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첨지을때 왜 학교안에 지었을까 의문입니다. 아쉽지만 학생들이라도 얼른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니2, 2013.06.26. 게시물번호48516, 세종맘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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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했었어요... 저도 학교에 전화해보고 했었답니다. 초등학생 엄마인데, 오기전에 수
영을 배운 아이가...운동을 계속 못하고 있네요.. 학생이라도 할 수 있음 좋겠고...저녁시간에라
도 일반인 개장하면 좋겠네요.. 여름방학에 대전수영장에 여름방학 특강을 보낼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중이었는데...거의 초급반이라 할 수도 없고...암튼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청아한
파랑새, 2013.06.28. 게시물번호48516, 세종맘카페)

“그래요

일반인들에게도

있는것도 아니고 일반인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생각이네요 가까운 곳에

수영장이

대전까지 나가야되는데 세종시내에 수영장을 두고....참안타깝네요
운영시스템으로

빨리

운영되도록

바랍니다”

(산소같은여자,

2013.06.30. 게시물번호48516. 세종맘카페)

“한솔, 참샘, 미르초 아이들 대상으로 학교에서 안내문이 옵니다. 추첨해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두 아이 두 번 다 떨어졌네요. 아쉽습니다.” (밤하늘, 2015.03.03. 게시물번호239754.
세종맘카페)

그림 13. 첫마을 2단계 디지털 분양관 소개 내용

3. 사회적 가치 실현
1) 계획 이해도
계획 이해도 면에서는 부족한 점도 발견되었다. 시민들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
한 개념을 초기에 의도한 바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최근 행복청에서 복합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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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중 교육시설은 언급하지 않고 복합화된 주민 센터 건물을 중점적으로 홍보하
고 있다. 온라인 민원 게시물 중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상관성(TDM)이 높은 단어를
찾아본 결과, 주민들은 대게 복합커뮤니티를 단일한 건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복합
커뮤니티센터의 개념이 퇴보한 것이다. 상관성(TDM)분석 결과는 노인문화센터
(0.28), 수영장(0.25), 도서관(0.21), 주민자치프로그램(0.21), 지역아동센터(0.20),
노인복지시설(0.20),

경찰지구대(0.18),

광역복지지원센터(0.18),

다목적체육관

(0.18), 다목적강당(0.17), 문화(0.16), 복지서비스(0.16), 소방서청사(0.16)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문화센터, 도서관,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다목적체육관 등은 한 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내용상 복합커뮤니티를 종합복지센터
로 보는 경향이 크다. 새로 건립될 예정인 6-4생활권의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존
시설 개념은 유사하나 복합주민공동시설단지로 이름을 달리 해 계획 중에 있다.
학교장의 계획에 대한 이해가 학교시설 개방·공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학교시
설예약서비스에서 개방가능한 시설과 2019년 개방일수를 정리한 결과는 표30과 같
다. 승인건수는 학교시설예약서비스 자료 중 승인완료와 접수완료, 입금대기까지 포
함하여 계산하였다. 학교마다 개교일이 다르기 때문에 2019년 현황만 추출하였다.
학교시설예약서비스 자료와 시설담당자와 인터뷰를 종합한 결과 학교입장은 대략 개
방적, 반(半)개방적, 폐쇄적으로 나누어졌다. 대여 가능한 시설 종류도 각기 달랐다.
개방적인 학교는 교실, 기타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 여러 시설을 대여하였다.
예를 들어 늘봄초와 가득초의 경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었다. 늘
봄초는 학교일정과 겹치지 않으면 조건 없이 개방하고 있다. 현재는 배드민턴,
축구 동호회가 장기로 대여를 하고 있다. 외부인이 들어오는 경우 덧신을 준비
해달라고 요청하며 이용 안내문을 나누어준다. 다만 교실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실 외 공간을 폐쇄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가득초의 경우
에도 세종시 실내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인지하고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
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주중 월, 수, 금요일에만 대여하
고 있다. 다빛초, 새움초, 으뜸초, 한결초, 다정중, 반곡중, 새롬중, 종촌고 등 도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었다. 반(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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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인 학교도 있었다. 여울초, 두루초, 솔빛초, 새뜸초 등 일부 학교는 한정
된 시설을 개방하거나 평일, 토, 일요일 중 일부 시간에만 개방하는 경우, 사용
목적에 한정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비교적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가락초, 보람초, 연양초, 온빛초, 도담고,
보람고, 한솔고 등이다. 연양초, 가락초의 경우 외부인으로 인한 보안 사고를 겪
은 이 후 개방이 어려워진 상태다. 보람고의 경우 학생들의 공동교육 및 스포츠
클럽 등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학생 우선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한솔고도
마찬가지로 방과후 학교, 토요 스포츠데이, 체육대학 전공실기 수업 등 학생 이
용으로 인해 개방을 하지 않고 있었다.
표 30. 세종시 내 학교 시설 예약 서비스 현황

초

교명

개방가능시설

19년 개방일수

가득초

교실, 운동장, 체육관

가락초

운동장, 체육관

고운초

교실, 운동장

0

글벗초

운동장, 체육관

1

나래초

교실, 운동장, 체육관

2

늘봄초

교실, 운동장, 체육관

0

다빛초

운동장, 체육관

다정초

체육관

대평초

교실, 체육관

30

도담초

교실, 체육관

0

두루초

운동장, 체육관

0

미르초

교실, 운동장, 체육관

1

반곡초

-

5

보람초

교실, 운동장, 체육관

0

새뜸초

교실, 운동장, 체육관

0

새롬초

교실, 운동장, 체육관

0

1
210

23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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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교명

개방가능시설

19년 개방일수

새움초

체육관

소담초

교실, 운동장, 체육관

0

솔빛초

미 개방

0

아름초

교실, 운동장, 체육관

0

양지초

운동장, 체육관

1

여울초

교실, 운동장

0

연세초

교실, 운동장, 체육관

1

연양초

교실, 운동장, 체육관

2

온빛초

교실, 운동장, 체육관

1

으뜸초

운동장, 체육관

종촌초

교실, 운동장, 체육관

0

참샘초

교실, 운동장

5

한결초

교실, 운동장, 체육관

한솔초

운동장

0

고운중

운동장, 체육관

1

글벗중

운동장, 체육관

9

금호중

교실, 운동장, 체육관

0

다정중

운동장, 체육관

도담중

체육관

0

두루중

교실, 운동장

1

반곡중

운동장, 체육관

보람중

체육관

3

새뜸중

-

0

새롬중

운동장, 체육관

새움중

체육관

3

소담중

교실, 운동장, 체육관

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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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943

726

255

359

고

교명

개방가능시설

19년 개방일수

아름중

교실, 운동장, 체육관

5

양지중

교실, 운동장

1

어진중

운동장, 체육관

4

종촌중

운동장

0

한솔중

교실, 체육관

0

고운고

교실, 운동장, 체육관

4

다정고

운동장, 체육관

1

도담고

미 개방

0

두루고

시청각실, 운동장, 체육관

1

보람고

교실, 운동장, 체육관

0

새롬고

교실, 운동장, 체육관

0

성남고

-

0

세종과학예술영재교

시청각실

0

세종국제고

실외다목적구장

0

세종예술고

-

0

소담고

-

0

아름고

운동장

0

양지고

교실, 운동장, 체육관

9

종촌고

운동장, 체육관

한솔고

미 개방

1441
716

주. 19년 개방일수는 학교 개교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각기 다른 신청자가 다른 시간과, 다른 시설 빌린
경우 2일로 계산

교육청 민원을 살펴보아도 학교 개방 여부에 있어 각 학교별 시설 개방 정책
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두루중 운동장 대관을 신청하였는데, 매번 불허
통보를 받았다는 민원이 있었으며, 보람동 한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내 체육관을 대여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시민 민원이 게시되었다. 학교장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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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라 개방 여부나 시설의 종류, 시간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청
이나 행복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홍보함으로서 시
민들과 학교 관계자 간 계획 이해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두루중학교 운동장 대관 관련하여 너무 이해할 수 없는 학교에 행태…저희 학부모들과 지
역 주민들은 건강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나 피해가 가지 않는 사
간대를 골라 일요일 오전 8시에 두루중학교에 축구나 배드민턴을 하기위하여 대관신청을 하였
으나 매번 불허통보를 받았습니다. 운동장 파손이 되면 돈을 들여 보수를 해야한다는 어이없는
답변이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파손이 되면 변상하겠다하여도 묵묵부답입니다.” (고운동학부
형. 2017.02.2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열린교육감실 소통과 참여)

“학교시설 개방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
이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학교에 관한 법
적 행정적 책임을 모두 지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은 학교와 지역공동체가 서로 화합하여 마을
교육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생활체육 공간이 부족한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회의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기회가 날 때마다 교장선생님과 담당공무원
들에게 학교 시설 개방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시가 아닌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감
님이 이러한 사안에 관해서 강제하는 것이 학교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실. 2017.02.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열린교육감실 소통과 참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184호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자치법규로 재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휴시간대에 학교시설물 개방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보람동내 XX초등학교
에 대한 학교 시설물 개방을 요청 하였으나, 개방 요청한 학교체육관이 본관 건물과 연결되어
개방이 불가능하다고 학교측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행정지
원과와 해당학교를 1차 방문하여 확인해본 결과 본관과 연결되는 문제는 기설치되어 있는 통로
의 차단문에 화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동개폐장치를 추가하면 유휴시간대에 지역주민이 사용함
에 있어서 보안상의 문제가 해결이되는 것으로 교육청 담당자와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도 학교장님이 개방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 않아 교육청 행정지원과 사무관님과 담당 선생님이
2차 방문하여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학교장님이 학교시설물을
개방 꺼려하고 계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돌발행동을 할
지 모른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개방요청한 시간은 19시 이후 입니다. …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시설 지역주민이 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등이 오짝 하셨다고..." 지역주민을 치한에 불한당 정도로 생각하시는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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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말에 불쾌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람동 지역주민. 2019/05.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열린교육감실 소통과 참여)

2) 공정성 및 절차적 타당성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을 자원봉사자에게 상당수 의존한다는 점에서 공정
성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다. 현재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중 체육시설과 주
민자치프로그램은 상당부분 주민들의 봉사로 운영 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시
설 개방시간 확대를 요청하자, 평일 야간과 휴일에 봉사자들이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자치활동과 자율적 운영을 바탕으로 운영됨을 밝히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업무
량은 공무원이 처리하기에는 많은 양이라 주민들이 봉사료를 받고 상당시간을
일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비판의 기사도 있다(성영
숙, 2017). 박해육·안영훈(2017)은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해 전담부서 부재,
운영인력 부족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시설개방을 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
우며 복합커뮤니티 시설 사용 기준이나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부재하여
혼란이 가중된다고 지적하였다. 2019년 대법원 판례(2017두62235 판결)에서도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 자원봉사자를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선고하고 있다. 실제 자원봉사자의 일이 고정적인 시간동
안 장소와 업무를 지정하여 수행하였기 때문에 근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
이다. 김종성‧신원득(2004)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한은 부족하고 전담직원이 부
재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체제모형 중 하나로 주민자치센터를 재
단 법인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박해육·안영훈(2017)의 연구에서는
사용료 설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취지를 살릴 수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학생의 안전문제와 시민들의 시설 이용에 따른 편의가 공정하
게 교환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
지 초, 중, 고 외부인 침입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도시 내에서만 총 5건이
었다(표31). 외부인이 침입하여 도난과 시설물을 파괴, 행패를 부리는 등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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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면 학생 및 교사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예방이 가능한 수준인지 논
의가 필요하다. 연양초, 가락초 등 몇몇 학교는 학생 안전, 보안 문제로 시설 개
방을 부정적으로 보는 곳도 있었다. 연양초의 경우 외부인이 교실에서 술과 담
배를 하는 등 보안 사고가 일어난 이후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 가락초의 경우
에도 외부인이 교실에 들어가는 보안사고 이후 개방이 불가한 상황이다.
표 31. 세종시 초, 중, 고 외부인 침입사고 현황
년도
2015

건수
1

학교명

사건 유형

사건 내용

후속 조치 및 결과

00초

도난

외부인이 학교 진입 후 교
사의 지갑을 훔쳐 달아남

경찰 신고하여 수사 진행하
였으나 범인은 잡지 못함

물품파괴 및
물품절도

학생들이 침입하여 시설물
을 파괴

경찰 신고 후 처벌을 원치
않아 합의(모두 피의자가
변상)

폭력다툼

졸업생이 동생을 보러왔다
며 동생이 있는 교실에 들
어와 행패를 부림

교사가 학교 밖으로 내보냄

(고운동)
3

00초
(종촌동)

2016

0

해당 없음

2017

0

해당 없음

2018

1

00고
(아름동)

2019

0

해당 없음

주. 출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내부자료(2015년 조치원읍 00초 도난 사건(2건)은 연구 대상지가 아니라 제외)

4. 환경 변화에 대응
1) 관리·운영
몇몇 학교에서 학교시설예약서비스 시스템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다. 학교에
서는 년 초에 각종 시험일정을 잡지만 시스템 상에 상세한 일정을 기입할 수가
없어 운영상 불편함이 발생하였다. 단체가 시설 대관을 요청한 경우 안전문제로
증빙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해서 대관을 불허한 적도 있었다. 시스템에 이용
자에 대한 신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외부인 출입관리 시스템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흡하다.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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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하교 시간에는 교문 및 건물 출입문이 대부분 개방되어 있으며, 출입관리를
배움터지킴이 한명에게 상당부분 의존하여 통제가 어렵다. 세종시 대부분 학교에
서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는 자원봉사자(배움터지킴이)가 맡고 있다(그림14).
자원봉사자는 2명이 번갈아가며 1인당 주 30시간 이내에서 활동한다, 활동기간
(위촉기간)은 1년 정도이며 활동비는 1일 45,600원으로, 자원봉사자에게 폭력예
방 및 안전을 위한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처우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림 14. 새뜸초등학교 2019년 10월 16일자 학교출입안내문

외부 공공기관이 관리·운영을 대신 하는 사례도 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체육
회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며, 학교 측에는 연 300만원이
지원되며 학교체육시설에 관리매니저를 배치한다. 주중 6시부터 10시까지, 토요
일 오전, 오후 시간에 개방한다. 2019년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아
름중학교, 부강중학교, 소정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이 중 2곳은 건설지역 외
학교이다. 세종시 체육회에서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 개방을 원하는 학교를 모
집하였으나 사업 초기에는 신청학교가 없었다. 체육회에서 동호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개방 요구가 많은 학교에 직접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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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공유 용이성
학교 시설 중 시민들이 대부분 개방을 요청하는 것은 실내 체육관이다. 그런
데 세종시 건설 초기에 지어진 학교 내 실내 체육관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계획하지 못하였다.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는 외부인이 화장실을 사용하려
면 학생들의 동선과 겹치게 된다. 때문에 초기에 지어졌던 학교 체육관강당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가 다수 일어났다(표32).
표 32. 실내체육관 내 화장실 설치 내용
구분(공고게시일)

학교명

공사내용

2012.11.30.

참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샤워실 내부에 화장실 설치

2012.12.18.

한솔중학교

다목적강당 샤워실 내부에 화장실 설치

2012.12.28.

한솔고등학교

강당 사워실 변기 설치

주. 출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찰공고 정리

외부인에게 개방·공유할 경우 학생들의 동선과 분리가 안 되는 등 물리적인 환
경이 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한솔초의 경우 강당이 3층에 위
치한다. 때문에 학생 안전 및 보안문제로 강당은 대여하지 못하고 있다. 가락초의
경우에도 강당이 학교 내부와 연결되어 있어 과거 한 사용자가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보안사고 발생하였고 그 이후부터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 추가로 차폐
벽을 계획 중이다. 참샘초, 여울초도 실내체육관이 교사 및 교실에 연결되어 있
어 시설 대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동장에 외부 화장실이 없어 개방이 어
려우며,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가 출근해야하기 때문에 주
말에는 개방하지 못한다는 학교도 있었다.
시설 공유 및 복합화에 따라 상충되는 문제도 있었다. 도서관 소음 문제 같은
경우다. 기초생활권 및 지역생활권의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도서관이 설치되는
데, 문화교실이나 노인교실, 동호회, 실내체육관 등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과 함께 설치되고 있어 소음이 발생하였다.
“한솔동 도서관 왜이렇게 시끄럽나요 바로 밑에 도서관인데 바로윗층에서 꾕가리소리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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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등

트로트

음악소리

진동이

느껴질정도로

엄청

크게

틀어놔서

짜증나네요”(김하진.

2018.03.02. 세종특별자치시청 이용자마당 도서관에 바란다)

“건물의 구조상 위층의 일부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업의 소리가 전달되어 불편을 느끼셨으리
라 생각됩니다.…복컴도서관은 건물 전체가 다양한 이용자가 소통하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에 위
치하고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도서관 담당자들이 수시로 점검하여 지나친 소음으로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솔동도서관. 2018.03.02. 세종특별자치시청
이용자마당 도서관에 바란다)

시설 간 개방시간이 서로 상이하여 불편함을 주기도 하였다. 도담동 복합커뮤
니티센터 안에 있는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등·하원 시간에 주차장 내 출입구가
막혀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출입구 개방은 어린이집 소관이 아니라 주민센터
에서 통제하여 불가능한 것이다.
개방·공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시설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과연 해결책인가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6-4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단지 계획
에서 가장 큰 논쟁이 되는 것은 학교 담장이다. 초기 계획에 따르면 담장을 설
치하지 않는다. 2019년 8월부터 LH, 행복청, 세종시, 교육청 4개 기관이 모여
건설공공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 중인데, 각 시설의 설계자가 다르기 때문에 주
로 보행로와 경계선의 단차 등 세밀한 부분의 조정을 중요한 과업으로 보고 있
었다. 그런데 교육청 담당자는 학생 안전을 이유로 학교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
다고 주장, 현재는 울타리를 낮게 설치하고 관목 안으로 안보이게 처리하자고
협의 중이다4). 표33에서와 같이 기존 학교 시설의 경우에도 담장을 추후 설치
한 사례가 있었다. 담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앞의 사례에서도 보았듯 개방·공유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시설
의 독립적인 계획이 오히려 필요할 수 있다.

4) 교육청에서 6-4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단지의 학교시설 중앙심사를 의뢰하였다. 17년 4
월 8월, 12월 18년 4월까지 총 4회 진행했다. 이 중 17년 2차 심사에서 해밀초 및 중고
등학교 학생안전계획수립을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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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학교 교문 및 담장 설치 공사 내용
구분(공고게시일)

학교명

공사내용

2012.11.30.

참샘초등학교

옥외교문설치, 담장설치

2013.12.13.

연세초등학교

연세초-비구방지망 및 출입문 설치, 가온유-담장설치

2016.08.05.

한솔초등학교

교문 설치공사

주. 출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찰공고

5. 시사점
복합커뮤니티센터 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학교시설개방이었다. 가장 핵심적
인 사항인 학교 시설 개방 및 학교가 지역의 중심이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논
의가 필요하다. 현재 학교 시설의 개방·공유를 지구단위계획지침만으로 제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시설의 경우 개방·공유와 관련한 한계를 인정하고 점진적
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교육행정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교육행정의 분리·독립을
기본요건으로 보아왔으며, 교육행정 전문가들의 설문결과에서도 자주성과 자율성
신장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임연기, 2010). 교육청에서는 2012년 세종특별
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지
만, 19년 개정을 통해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무조건적인 개방은 하지 않는
다. 서울시에서는 학교장의 권한을 줄이고 학교시설 개방을 의무화하도록 조례
를 개정했다가 상위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바 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다. 학교 내에서
문제가 일어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안전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관
리운영시스템의 고도화로도 극복 가능하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방문출입관
리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다. 이 학교 웹페이지나 앱에서 방문을 미리 승인받는
것이다. 물리적으로는 시설의 완전한 분리 및 외부인과 학생의 접촉을 없앨 수
있는 공간 구성이 가능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 시민의 실내체육시설 수요와 지자체의 설치 타당성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학교개방시설은 주로 실내체육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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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실내체육시설 설치를 학교에 전가한 것이다. 세종시에
서는 당분간 시민들이 계속 해서 학교 시설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복합커뮤니
티센터 자체의 경제적 문제도 있다. 현재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주로 자원봉사
로 채워지고 있다. 민간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거나 지역주민자원을 활용해서 공
공청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크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거나, 지역주민자원을 활용
한 경제주체가 주체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첫마을 바람개비학교와 같은 주민의 자발적인 공동체 행사나 6-4생활권
의 근린공원 내 운동장을 주민과 학생이 함께 쓰도록 한 것은 긍정적인 시도다.
다만 6-4생활권에서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학교 담장 미설치 규정을 새로운 학
교에 다시 적용하겠다는 지침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시
설의 개방보다는 실내체육관을 개방하는데 내부에 화장실이 없거나 교사동과 연
결되어 있는 등 설계를 잘못한 경우 등 개방·공유 개념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내
부 설계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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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통합커뮤니티시설
1. 통합커뮤니티시설 개념과 목표
통합커뮤니티시설이란 각기 다른 공동주택단지의 커뮤니티시설을 서로 개방하
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다. 커뮤니티시설은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이다.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소속감을 가진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
이라 할 수 있다.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다(박
영기 1994; 차주영, 임현성, & 심경미, 2009; 최민아, 윤정란, & 김륜희,
2017).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관심은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되던 2000년대 초반부터 두드러졌다. 커뮤니티가 파괴되었던 과거 철거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가 요구
되고 관련 시설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진 것이다(하성규, 2006). 당시 공공은 주
거지사업의 주민참여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과 커뮤니티시설
의 공급을 강조하였다(하성규, 2000; 건설교통부, 2007).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
티시설은 공공에서 재원을 투자하고 직접 개발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공동
주택 내부 커뮤니티시설까지 공공재 일원으로 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기성시
가지의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을 아파트 단지라는 사적 영역의 개발로 충족하려
는 의도도 일부 있다(박인석, 2013). 기성시가지에는 시설 기준이 제정되기 전인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단지나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가 많아 전반적으로 커
뮤니티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으로 인한 지역 내 단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는
커뮤니티 활성화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커뮤니티시설이 중요하며
공동주택 내 아파트 커뮤니티시설도 여기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차성미,
이정형, & 김지엽, 2014). 이에 따라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설치 내용이나 관
리에 대한 제도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199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제정되면서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공공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시설
의 종류와 설치 면적, 위치 등 물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제하였다.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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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규제도 중요해지고 있다. 2010년에는 주택
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공적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때 안전관리,
관리비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에 관한 규제가
신설되었다. 2013년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가 신설되면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25%를 강화하였다.
2000년대부터 서울시는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커뮤니티시설을 충분히 확보하
며 다양화하고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윤혁경 2017). 강남 재건
축 아파트 개발 속도를 조절하여 급격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신규 아
파트 단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심의를 강화하고 사업이행조건을 까다롭게 제
시한 것이다.
한편 민간 시장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은 날로 고급화되고 사유재산이라
는 인식이 강해졌다(조인숙 & 신화경 2010). 1999년대까지는 주택 공급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법제도도 미비하여 커뮤니티시설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
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 래미안 등 대기업의 아파트 브랜드
가 생겨나고 각 건설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경, 주차장 등 아파트 내 각종
부대복리시설들 뿐 아니라 커뮤니티시설이 점차 고급화되고 다양해졌다.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도 커뮤니티시설이
다. 입주민들도 커뮤니티시설의 질이 점차 아파트 명성에 기여한다고 보는 경향
이 커졌으며 이를 사적 재산으로 중요시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위화감을 조성
한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의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이 지역의 공간적, 사회적
단절을 야기한다고 비판하였다(홍선광 & 김영하, 1997; 신중진, 윤인석, & 김
태엽, 2003; 김진욱 & 김혜련 2010; 오주형, 김은희, & 서수정, 2011). 아파트
내 출입통제시설 설치도 늘어나 단지의 물리적 폐쇄도 날로 강화되고 있다(김지
은 & 최막중, 2012). 공실률도 높다. 김진성·성진욱(2017)의 연구에서 2011년
에서 2015년까지 SH공사가 공급한 50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본래 용도로 운영
되는 시설은 24.1%에 불과하며 미 이용 시설은 방치되는 등 활용도가 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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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했다. 시설 활용을 잘 못하는 이유로는 자금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거주
자 특성이 변하고 요구가 달라져도 다른 시설로 변경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
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백혜선, 이영환, & 권혁삼, 2015). 아파트 커뮤니티 시
설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용도변경도 어렵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시설의 공실문제와 폐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시설의 종
류나 위치를 사전에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커졌다. 커뮤니티시설을 외부
에 면하도록 배치하고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남용훈 &
신중진, 2005; 최두호 & 이주형, 2006).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위치나 접근성
등 물리적인 여건이 커뮤니티시설의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다. 김형언·이동훈·손
동욱(2014)의 연구에서 서울시 역삼2동 중심으로 커뮤니티시설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폐쇄적인 단지구성과 접근이 어렵게 설치되어 있고, 배치나 디자인
문제로 인해 지역커뮤니티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보다 더욱 적
극적인 방안으로 여러 단지를 통합하여 설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조성학
(2007)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단지를 계획할 것이 아닌 도시조직의 하나로서
통합적인 시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택공사에서는 2000년 용인신
갈지구에서 처음 MA설계를 도입하였는데, MA설계방식이란 지구전체를 마스터
플랜하는 것이다(김원상, 2008). 세부적으로는 연도형 커뮤니티시설, 주변 블록
과 연계된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커뮤니티형성에
기여하는 계획목표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 각 단지의 시설은 통합하지
않았다.
세종시의 경우 커뮤니티시설까지 공동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등 통합설
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행복청의 2013년 추진업무를 보면 고품격 주
거 공간 마련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여러 필지를 통합 설계하겠다고
되어있다(행복청 2013 주요업무계획). 2015년에도 행복청의 주요 정책 중 하나
로 아파트 단지 개방과 커뮤니티시설 공유를 내세웠다(행복청 2015 주요업무계
획). 신도시 내 공동주택건설용지 중 상당수는 설계공모를 거쳐 공급되기 때문에
설계공모지침서를 통해 이러한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다. 몇 개 단지를 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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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묶어 통합 설계를 유도하는 식이다. 둘 이상의 필지를 공동으로 설계
하고 분양한 단지는 대게 동일한 브랜드명을 쓰기 때문에 건설사입장에서도 대
단지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어 선호하는 편이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단지를 지양하는 도시계획적 목표와 시설의 효율 향상, 통합적 디자인 및 공동
체 활성화 등 도시설계적 목표를 동시에 실현시킬 방안이다. 세종시 도시계획에
서는 뉴어바니즘 개념을 수용,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개발을 지양하며, 가로친화
형 도시를 위해 휴먼스케일의 개발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단지들을 디
자인 또는 커뮤니티시설 관리운영을 통해 통합화하려는 측면도 있다. 2013년
2-2생활권 설계공모의 경우 전체 생활권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마스터플
랜을 세워 2~4개의 단지를 통합하여 개발하였다. 각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종
류와 배치는 공동 사용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공동주택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란 의미지만 사실 담장으로 막혀 있고, 커뮤니티
공간도 해당 단지 주민들만 쓴다. 단지마다의 개별적 공간이지 엄밀히 말해 도시의 주거공간은
아니다. 우리 도시의 차별화된 공동주택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개별필지 추첨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2013년, 2-2생활권 10개 블록을 하나의 단지처럼 순환산책로를 조성했다.
단지별 커뮤니티는 250m, 지름 500m 이내 중앙에 설치해 3~4개 단지가 같이 쓸 수 있게
했다. 상가 배치도 같은 개념 아래 이뤄졌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설계공모를 했다. 집만
지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 수 있는 설계를 해오라고 했다.…새롭게 건
설되는 행복도시에서는 좋은 건축물, 좋은 공원, 좋은 놀이시설을 짓는 것만큼이나 주민들끼리
좋은 이웃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이 행복한 도시가 아니라 내 이웃, 우리 동네, 도
시 전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담장을 없애고, 소통공간을 만들고, 거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가겠다. 갈등과 분열의 도시가 아니라 포용과 화합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테니
시민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이충재, 2016)

그런데 세종시에서 시도한 통합커뮤니티시설 개념은 공동관리 내용과는 구분
될 필요가 있다. 공동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해
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웃에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
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리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2017년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총세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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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세대 이상이거나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단지 사이에 설치되
어 있으면 공동관리가 불가능하였다. 세종시에서는 2-2생활권에서 통합커뮤니티
시설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는데, 2013년 11월 설계공모 당시에는 총 4개 구역
이 3개 구역은 공동관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행복청은 단지의 공
동 관리를 의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은 통합커뮤니티시설만 사용
하기보다는 공동관리를 원했으며, 법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7년 1월에는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이 허용된다는 내용이 먼저 신
설되었다. 17년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하도, 육교, 횡단
보도 등을 설치하여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8
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공동주택 간에도 공동관리가 가능해졌다. 10월
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주민공동시
설 용도변경의 신고 기준 완화함으로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복된 용도를 보다
쉽게 변경 가능해졌다.

2. 지침의 목표 달성
1) 시설효용성
공동 분양된 12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커뮤니티시설 개방·공유되었다. 2018
년 10월 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분양된 공동주택단지는 총 138개소다(도시
형생활주택 제외). 이중 둘 이상 필지를 공동으로 설계하고 동일 브랜드로 분양
한 구역은 12개소(30개단지)다. 조사 결과 12개 구역 중 커뮤니티시설을 이웃단
지와 개방·공유하는 구역은 총 7구역(58%)이다(표34). ①극동스타클래스(도램마
을2,3단지),

②모아미래도(도램마을16,17단지),

2-1 모아미래도(도램마을18,19단
◯

지), ③상록(범지기마을5,6단지), ④중흥S클래스프라디움(가락마을6,7단지), ⑤한
양수자인와이즈시티(호려울9단지,새샘마을2단지),

⑧예미지(새뜸마을9,12단지),

⑨더샵힐스테이트(새뜸마을10,11,14단지)다(표34). 이중 ①극동스타클래스(도램마
을2,3단지),

②모아미래도(도램마을16,17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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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모아미래도(도램마을18,19단
◯

지), ③상록(범지기마을5,6단지), ④중흥S클래스프라디움(가락마을6,7단지), ⑤한
양수자인와이즈시티(호려울9단지,새샘마을2단지)는 관리주체를 하나로 합쳐 공동
관리하고있다. 그런데 ③상록(범지기마을5,6단지), ④중흥S클래스프라디움(가락마
을6,7단지), ⑤한양수자인와이즈시티(호려울9단지,새샘마을2단지)는 임대 형태로
서 관리주체가 처음부터 하나였으며 ①극동스타클래스(도램마을2,3단지)와 ②모
2-1 모아미래도(도램마을18,19단지)는 총 세대수가
아미래도(도램마을16,17단지), ◯

1,500세대를 넘지 않아 주민협의를 통해 공동관리가 원활히 결정된 것으로 추측
된다5).
표 34. 공동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 통합커뮤니티시설 이용여부 조사 결과
생활권
1-4

①

브랜드명

단지명

극동
스타클래스

②

2-1
◯

1-2

1-1

③

④

모아미래도

모아미래도

상록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3-3

⑤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2-2

⑥

메이저시티

세대수

형태

공동관리

시설이용

도램마을2단지

300

분양

공동관리

공동이용

도램마을3단지

310

분양

도램마을16단지

186

분양

16,17단지

도램마을17단지

144

분양

4개단지
개방·공유

도램마을18단지

153

분양

도램마을19단지

240

분양

범지기마을5단지

600

영구임대

범지기마을6단지

429

영구임대

가락마을6단지

887

5년임대

가락마을7단지

572

5년임대

호려울마을9단지

773

10년임대

새샘마을2단지

1,397

임대

새뜸마을1단지

1077

분양

새뜸마을2단지

696

분양

새뜸마을5단지

1,005

분양

공동관리
18,19단지공동
관리
공동관리

개방·공유

공동관리

개방·공유

공동관리

개방·공유

별도관리

별도이용

5) 현재 세종시에는 임대와 분양아파트가 혼합되어 있거나 인접하여 통합 설계한 사례가 없
지만, 서울 등 타 지역의 경우 임대단지와 분양단지 간 갈등으로 인해 아파트 출입을 막
거나 시설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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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브랜드명

⑦

캐슬앤
파밀리에

⑧

⑨

예미지

더샵
힐스테이트

2-1

⑩

한신휴플러스
제일풍경채

⑪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

⑫

-

더하이스트

12개 구역

단지명

세대수

형태

새뜸마을6단지

393

분양

새뜸마을3단지

667

분양

새뜸마을4단지

1,267

분양

새뜸마을9단지

200

분양

새뜸마을12단지

472

분양

새뜸마을10단지

1,027

분양

새뜸마을11단지

445

분양

새뜸마을14단지

222

분양

가온마을2단지

855

분양

가온마을3단지

1,655

분양

가온마을5단지

370

분양

가온마을6단지

1,076

분양

가온마을8단지

319

분양

가온마을10단지

319

분양

가온마을12단지

765

분양

30개 단지

-

-

공동관리

시설이용

별도관리

별도이용

별도관리

개방·공유

별도관리

개방·공유

별도관리

별도이용

별도관리

별도이용

별도관리

별도이용

-

-

참고: 세종시청, 행복청, 현장조사

2-1 모
①극동스타클래스(도램마을2,3단지)와 ②모아미래도(도램마을16,17단지), ◯

아미래도(도램마을18,19단지)는 행복청에서 통합커뮤니티시설 설계를 유도한 곳
이 아니다. 각 단지의 커뮤니티시설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웃단지와 중
복되는 시설이 많다. 다만 세대수가 500세대 이하로 비교적 소규모 단지라 관리
비 절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동 관리를 시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행복청에서 적극적으로 통합커뮤니티시설을 설계하고 개방·공유를 유도한 2-2
생활권 및 2-1생활권 내 공동주택, 7개 구역 중에서 공동관리를 시행하는 곳이 없
으며, 시설 개방·공유만 하는 구역이 ⑧예미지(새뜸마을9,12단지)와 ⑨더샵힐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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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새뜸마을10,11,14단지)이다. 결국 보수적으로 보면 세종시에서 통합커뮤니티
시설의 개념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개방·공유하는 곳은 두 군데라고 할 수 있다.
행복청에서 통합커뮤니티시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시작한 것은 2-2생활권
이다. 설계공모지침서를 살펴보면 각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
하고 이웃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표35,
그림15). 시설프로그램의 종류도 각 권역별 주제에 따라 설계하도록 유도하였다.
주민들이 타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제한 것이다. ⑥메이
저시티(새뜸마을1,2,5,6단지), ⑦캐슬앤파밀리에(새뜸마을3,4단지), ⑧예미지(새뜸
마을9,12단지), ⑨더샵힐스테이트(새뜸마을10,11,14단지)로 총 4개 구역이다.

4단지

7단지

10단지

11단지

14단지

3단지

2단지

6단지
8단지

1단지

9,12단지

5단지

그림 15. 2-2생활권 통합커뮤니티시설 형성계획(출처: 2-2 공동주택 설계공모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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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2-2생활권 설계공모지침서 중 커뮤니티시설 관련 내용
구

분

통합커뮤니티시설
형성계획

내 용
지정된 가로 결절점에 복합커뮤니티센터, 통합커뮤니티시설, 단지커뮤니티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이웃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단지계획 제시
생활권 순환산책로의 연결을 통하여 이웃단지와의 교류 활성화

가로공간
형성계획

단지 내부보다는 가로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활동이 촉진되도록 새로운 개념의 계
획안을 제시
여성과 어린이가 가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부대복리시설 및
편익시설을 가급적 연도형으로 배치하여 활기찬 가로공간이 형성되도록 계획

건축계획

각 블록에 설정된 지정 통합커뮤니티시설 프로그램 적용(권장)

주. 출처: 2-2생활권 설계공모지침서

설계공모지침서에서 통합커뮤니티시설 프로그램 적용은 권장사항이었다. 따라서
통합커뮤니티시설의 개념에 맞게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한 곳은 ⑦,⑧,⑨구역
이다. ⑥메이저시티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는 통합커뮤니티시설을 누린다고 표현
하였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은 각 단지마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
다(표36). 각 단지의 세대수가 크고 도로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그림16).
표 36. 새뜸 1,2,5,6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중 커뮤니티 관련 내용
내

용

- 총 3,171세대의 대단지 프리미엄
- 총 3,171세대 2-2생활권 최대 규모(L2, L3, M6, M7 4개 단지). 전세대 남향/판상형 위주 배치,
선호도 높은 84㎡이하 평면 구성(74%)
- 대단지 아우르는 통합형 조경설계, 힐링포리스트, 로맨스가든, 키즈빌리지 등 조경특화 상품
- 아쿠아 가든, 생태연못 등 다양한 친환경 수경공간
- 주민운동시설, 피트니스센터, 카페, 맘스클럽 등 통합 커뮤니티 시설에서 누리는 원스톱 문화생활
주.출처: 새뜸마을1,2,5,6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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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뜸마을6단지

새뜸마을2단지

새뜸마을5단지

새뜸마을1단지

그림 16. 메이저시티(새뜸마을1,2,5,6단지) 지구

⑨더샵힐스테이트(새뜸마을10,11,14단지)의 경우 각각 다른 종류와 규모의 시
설이 설치되었다(표38). 표37과 같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3개 단지에 다
양하게 설치된 커뮤니티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통합 관리·운영된다고 시하
고 있다. 각 커뮤니티시설은 중복되지 않게 계획되어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하는
헬스장의 경우 10단지에만 설치되어 있다.
표 37. 2-2생활권 커뮤니티시설 프로그램 및 개방·공유 조사 결과

⑥

브랜드명

단지명

프로그램

공동관리

시설이용

메이저시티

새뜸마을1단지

헬스장, 골프장, 독서실, 도서관

별도관리

별도이용

새뜸마을2단지

헬스장, 골프장, 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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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명

⑦

캐슬앤
파밀리에

⑧

⑨

예미지

더샵

단지명

프로그램

새뜸마을5단지

헬스장, 독서실, 골프장

새뜸마을6단지

골프장, 헬스장, 독서실, 도서관,
맘스클럽(맘스라운지)

새뜸마을3단지

독서실, 도서관, 키즈카페

새뜸마을4단지

헬스장, 골프장, 독서실, 스크린골
프,사우나(오픈예정)

새뜸마을9단지

휘트니스센터, 다목적회의실, 소목
적회의실, 탁구장

새뜸마을12단지

독서실

새뜸마을10단지

헬스장, 골프장, 탁구장, 다목적룸
(베드민턴실), 작은도서관, 사우나
(이용불가)

새뜸마을11단지

독서실,
실)

새뜸마을14단지

게스트하우스, 코인세탁실

힐스테이트

도서관,

공동관리

시설이용

별도관리

별도이용

별도관리

개방·공유

별도관리

개방·공유

키즈카페(시청각

주. 출처: 세종시청, 행복청, 현장조사

표 38. 새뜸마을 10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중 통합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사항
내

용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P2권역은 설계 공모 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주택단지 설계지침서에
부합되게 통합커뮤니티시설로 설계됨. 이에 3개 단지에 다양하게 설치된 커뮤니티 시설을 공동으로 이
용하며 통합 관리·운영됨(3단지:SPORTS/4단지:MOM&KIDS, EDUCATION/5단지:CULTURE,
GUEST)
본 아파트(M3블럭)의 주민공동시설은 설계공모지침에 따라 인접한 M4블럭, M5블럭과 통합커뮤니티
로 설계 및 인·허가 되었으며, 남측도로변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사우나, 골프연습장, 탁구
장, 다목적실 등)은 M4블럭, M5블럭 입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통합커뮤니티 사용을 위해 M3블럭, M4블럭, M5블럭 입주민들의 타 단지내 출입(주동출입은 제외) 및 지하
주차장 진입을 허용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통합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 출처: 새뜸마을 10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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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생활권은 3개 아파트 브랜드에서 동시 분양하였으나, 2-2생활권과는 달리
건설사에서 커뮤니티시설을 독립적으로 설치하였다. 시설 효용성도 부족하고 결
과적으로 별도 이용하게 되어 통합커뮤니티시설 개념이 구현되지 못한 지역이다
(표39).
표 39. 2-1생활권 커뮤니티시설 프로그램 및 개방·공유 조사 결과

⑩

브랜드명

단지명

커뮤니티시설

공동관리

시설이용

한신휴플러스

가온마을2단지

헬스장,체육관(탁구대),독서실,도서
관,골프연습장,티카페,사우나,바이크
스테이션

별도관리

별도이용

가온마을3단지

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실내체
육관, 게스트하우스

가온마을5단지

헬스장, 골프연습장

별도관리

별도이용

가온마을6단지

헬스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강당,
다목적실4개, 독서실, 작은도서관,
평생교육원, 공방

가온마을8단지

헬스장

별도관리

별도이용

가온마을10단지

헬스장,
독서실

가온마을12단지

골프장, 독서실, 헬스장

제일풍경채

⑪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

⑫

더하이스트

미니골프장, 작은도서관,

주. 출처: 세종시청, 행복청, 현장조사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의 경우 공동관리 및 시설 개방·공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램마을16,17,18,19단지를 계획할 당시에는 행복청에
서 커뮤니티시설을 통합하라고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았다. 표41에서와 같이
도램2,3단지에는 헬스장도 각기 설치되어 있다. 19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살
펴보아도 커뮤니티시설은 각 블록별로 따로 계획되었다고 밝히고 있다(표40). 그
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종시에서 관리사무소를 하나로 두고 공동 관리를 시행
하는 곳 중 분양단지는 모두 1-4생활권에 있다. 모두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닌 주
민들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다.
1-4생활권의 극동스타클래스(도램 2,3단지)와 모아미래도(도램 16,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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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인데 모두 주민 스스로 공동 관리를 시행한 곳이다. 특히 도램마을
16,17,18,19단지 주민들은 통합추진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하였다. 도램
마을 16단지는 186세대, 17단지는 144세대, 18단지는 153세대, 19단지는 240
세대이며, 16, 17단지가 보행자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으며, 18,19단지가
마찬가지로 보행자도로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다(그림17). 2016년 12월 당시까
지 해당 아파트는 20미터 이상 도로로 분리되어 통합관리가 불가능했다. 주민들
은 관리효율성, 주민통합, 아파트가치 상승 등을 이유로 통합관리 관계법령 개선
을 요구하였다(아파트 내부자료). 결과적으로는 2개 구역(도램 16,17단지, 도램
18,19단지)으로 나누어 공동관리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공동 관리를 결정한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클 것으로 추측된다.
최소 144세대에서 최고 310세대로 비교적 소규모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별
도로 두게 되면 관리비용이 높아질 것을 예상된다. 커뮤니티시설도 공동이용하
고 있다. 이용료도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양희진(2017)의 연구에 따르면 단지 규
모가 증가할수록 커뮤니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규모가 증가하여 집적 편익이
증가하였으며, 같은 규모의 생활편의시설이면서 단지규모가 커지더라도 혼잡비용
은 주거가치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아, 수치적으로 단지규모가 2배 늘어날 경
우 지불하고자 하는 주거가치는 총 4%증가하였다.
두 번째 통합커뮤니티시설이 잘 이행되는 원인으로는 단지가 차도로 모두 분
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4개 단지 중앙으로 보행자전용도로가 설치되
어 있어 16,17단지와 18,19단지는 각각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공동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따로 관리하고 있는 등
완전한 통합을 시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인터뷰 결과 시설이 고장 나거나
노후할 경우 개선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된 단지가 한군
데도 없었다. 모아미래도 관리사무소 인터뷰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을 하나
로 만들어 두었지만 각 단지별로 산정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같이 쓰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되지 않았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사용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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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협회 세종시회에서도 향후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주민들
의 의지가 있더라도 각 단지의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분
까지 고려한 완전한 관리 통합을 시행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수가 300세대가 넘지만 공동관리 한 경우는 영구임대나 5년임대, 10년
임대 등 하나의 주체가 관리운영을 하는 경우이다. 또한 상록아파트(범지기5,6단
지), 한양수자인와이즈시티(호려울9, 새샘2단지)는 차도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도램마을17단지

도램마을19단지

보행자전용도로

도램마을18단지
도램마을16단지

그림 17. 도램마을 16,17,18,19단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표 40. 도램마을 16,17,18,19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중 커뮤니티 관련 내용
내

용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커뮤니티시설은 각 블록별(1-4생활권 L5~8블록)로 설치되어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
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각 블록별로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면적, 실구성이 다르게 계획되어 있고, 특히 L6,L8블록은
보육실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법령(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
었음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에 의거 부분적으로 관리사무소를 공동관리 할 수 있음
주. 출처: 도램마을 16,17,18,19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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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1-4생활권 커뮤니티시설 프로그램 및 개방·공유 조사 결과

①

브랜드명

단지명

극동

도램마을2단지

세대수

커뮤니티시설

공동관리

시설이용

300

헬스장,
독서실,
맘스라운지

공동관리

공동이용

도램마을3단지

310

헬스장,
북카페,
맘스라운지

도램마을16단지

186

독서실,
탁구장

16,17단지

4개 단지

공동관리

개방·공유

도램마을17단지

144

헬스장

도램마을18단지

153

당구장, 골프장

도램마을19단지

240

헬스장

스타클래스

②

2-1
◯

모아미래도

모아미래도

GX룸,

18,19단지공
동관리

참고: 세종시청, 행복청, 현장조사

2) 공동체성 강화
상당수 시민들이 공동 분양된 곳을 동일한 아파트 단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입주예정자모임 활동도 대부분 같이 하였다. 다만 이러한 인식이 아파트 공동분
양에 따른 것인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
기는 어렵다.
이웃단지 주민들과 함께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웃 주민과
커뮤니티시설을 공동으로 이용, 교류 여건은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만 공동체 의식이 하나의 단지로 이루어진 곳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 아파트
온라인커뮤니티를 같이 운영하다가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설되면 독립적으로 운
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한 논의를 공개적
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 동대표가 구성되고 입주민과의 소통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논의하였습니다. 현
카페에서 입주민과 소통할지 별도의 홈페이지를 마련할 지 논의하였으나, 이 공간은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3개단지가 함께 있는 공간이고 수분양자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공식적인 소통
자리로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별도의 웹홈페이지를 만들기로 관리소측과 논의하였습니
다.” (1101동 화이트하임. 2017.09.28. 게시물번호6716. 세종 더샵 힐스테이트 입주자 카페)

통합커뮤니티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새뜸마을10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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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와 세대수가 가장적은 새뜸마을1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도
있었다. 더샵힐스테이트의 경우 세 개 단지의 세대수 규모와 시설 수준이 상이
한데 특히 대단지인 10단지에 고비용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었다(그림
18). 사우나 시설의 경우에도 비용문제로 개장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서로
간 시설을 공유하여 사용하고는 있으나 장기적인 시설관리비용계획은 논의된 바
없다. 시설 이용료는 각 단지 주민들에게 동일하게 받고 있다. 10단지 관리소
인터뷰에서는 시설 노후를 대비한다면 이용료도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타단지와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새뜸마을11단지

새뜸마을14단지

새뜸마을10단지

그림 18. 새뜸마을 10,11,14단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는 인접 단지 입주민들 사이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갈
등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각 단지의 물리적인 조건도 다르고 건설사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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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롯데캐슬앤파밀리에 카페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분들은 4단지
분들이 되고 있는건 기분탓인가요?? 3단지 카페는 왜 따로 있는거죠? 한 아파트 안에서도 차
별을 조장하고 일방적인 정보공유밖에 안되고 있는데? 좋은게 좋은거다 해서 다들 말을 안하고
가만히 있는거지 상당히 이해가 안가네요.. 다른곳도 이런가요???메이저는 카페 4개로 운영하
고 더샵힐스는 2개로 나눠져 있나요??? 같이 쌍방소통하고 노력해도 모자를 판에.. 2-2 통합
커뮤니티로 인해 좋은평가받는 단지와 묶이는건 좋으면서 같은 아파트안에 4단지와 커뮤니케이
션 하는건 꺼려지나요? 논란을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참 지금 상황이 말이 안되네요..” (티쏘.
2016.08.29. 게시물번호3028. 세종시2-2 P1 롯데캐슬&파밀리에 입주예정자 협의회)

“또한 커뮤니티 별도 사용문제 단지 관리 분리 문제로 서로 대립이 있어서도 안되겠습니다.
입주하고 입대위 구성후 결정하면 될것입니다. 입주전까지 갈등과 분열이 없기를 바랍니다.”
(휴. 2016.08.31. 게시물번호3044. 세종시2-2 P1 롯데캐슬&파밀리에 입주예정자 협의회)

“그런데 작년 1기 임원진이 출범하자마자 학구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3단지 4단지가
감정 싸움까지 가는 전투로 이어졌습니다.…작년 학구문제로 3,4단지 갈등을 겪을 때 4단에서
들고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3단은 4단 커뮤니티를 거저 사용하려 한다며 염치없다는 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많음에도 이건 도저히 예의가 아니다 해서 그때부터 나섰던 것
입니다. 이제와서는 4단에서 화합해야한다 하나로 가자등등 이야기 하는데 너무 와버렸다는 느
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4단 어느분이 4단지가 세대도 많고 단지도 크다니 하면서 3
단을 자극하는 댓글이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4단이 뭐가 유리하단 건가요. 이
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 압니다.4단지 여러분~ 이번 모임에서도 4단지에서 그런분이 많이 계
셨지만 작년부터 시끄러울때도 늘 긍적적인 분들이 계셨습니다.…이번 새로 선임된 모임 자리에
서도 향후 개별분리로 가자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전 생각합
니다. 어차피 개별단지입니다.” (여행사랑. 2016.03.17. 게시물번호2209. 세종시2-2 P1 롯데
캐슬&파밀리에 입주예정자 협의회)

3. 사회적 가치 실현
1) 계획 이해도
아파트 분양 당시 일부 주민들은 개별적인 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오해하기도
하였다. 커뮤니티시설을 추가적인 절차 없이 당연히 같이 쓰는 것으로 생각하였
다. 통합커뮤니티시설에 대해 시민들에게 잘 설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
인다. 아파트이름은 같지만 단지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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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온라인게시물 중 더샵힐스테이트,
2-1중흥 5,6단지, 첫마을5,6,7단지 등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단지들 간 커뮤니
티시설을 같이 쓰는지 질문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더 샵 힐스테이트가 세대수도 많아 좋아보이는데 3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있네요~m3
,m4, m5 .. 그래도 아파트명은 동일하니 단지내에 커뮤니티도 같이 사용가능한거 맞나요?”
(리안 사랑. 2019.08.30. 게시물번호725722. 세종시닷컴)

“2-1 중흥 5단지와 6단지 커뮤니티시설은 공동이용 가능한가요? 5단지에서 6단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uddy. 2019.03.31. 게시물번호626741. 세종시닷컴)

“첫마을 567단지 주민 커뮤니티 시설 공동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내에 어떤시
설과

프로그램이

있나요?

어디까지

공동사용

가능한가요?

정보

공유해요.”

(금강조아.

2018.06.05. 게시물번호626741. 세종시닷컴)

“세종시 2-2생활권 P1지역 캐슬앤파밀리에 건으로 민원제기 합니다. 분양할 시에는 M1블
록과 L1블록을 나눠 분양하였는데, 단지내에 필수 문화시설을 M1과 L1을 한 단지로 보고 설
계를 하여 분양하였습니다. M1 입주자는 L1시설을 같이 이용하고 L1 입주자는 M1시설을 같
이 이용하라는 것인데, 이러면 큰도로를 건너 이용하라는 건가요? 뭔가 안맞지 않나요? 위험하
게 신호를 건너며 이용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개별단지로 보는건가요? 그럼 개별단지로 보
고 설계도 그렇게 해야하는게 아닌지요? 최초 설계 취지에 맞게 M1과 L1의 사이에 보행테크
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1생활권 한신공영처럼 두개의 단지를 잇는 보행테크가
설치가 되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설계공모에서 승인을 해준 행복청의 문제인가요? 분양사인
캐슬앤파밀리에의 문제인가요? 당장 보행테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와 결과 부탁드
립니다.” (L1스텝. 2015.05.12. 게시물번호1365. 세종시2-2 P1 롯데캐슬&파밀리에 입주예정
자 협의회)

행복청에서는 법적으로 공동관리가 안 되는 곳에도 통합커뮤니티시설을 설치
하였다. 이웃 아파트와 따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시설
을 같이 쓰라는 의도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하기도 하였다.
“10단지 회장님께서 통합 or 각 단지별 운영에 대해 어제 결론을 내기 원하셨지만 저는 커
뮤니티 운영에 대한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무조건 통합관리(세대 일괄부과)는 동의할 수 없으
며 입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1401동 누뚱이맘. 2017.12.14.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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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물번호7159. 세종 더샵 힐스테이트 입주자 카페)

“단지통합이라는게 커뮤니티에 관련된 부분만 단지 통합이라는건가요?” (1105동 연희사랑.
2017.12.14. 게시물번호7159. 세종 더샵 힐스테이트 입주자 카페)

“네 단지 통합 관리가 되면 자연스레 커뮤니티도 통합 운영될텐데ㅜㅜ 단지 통합 관리는
10,11단지에서 전혀 논의가 안되고 커뮤니티 통합 운영만 논의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1401
동 누뚱이맘. 2017.12.14. 게시물번호7159. 세종 더샵 힐스테이트 입주자 카페)

“단지통합관리가 중요하다 보는데 빨리 좋은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1008동 충남대
박남. 2017.12.14. 게시물번호7159. 세종 더샵 힐스테이트 입주자 카페)

“공동커뮤니티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대 일괄부과하는 방식은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는 세
대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1011동 너구리. 2017.12.15. 게시물번호
7159. 세종 더샵 힐스테이트 입주자 카페)

2) 공정성 및 절차적 타당성
통합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한 단지의 연간 공용관리비(2019년1월~10월)를 비
교해보면 세대수에 따라 입주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차이가 크다. 이웃 단지
주민 간 갈등이 있었던 새뜸마을10,11,14단지의 경우에도 각 단지들간 차이가
크다(표42). 새뜸마을10단지는 시설이 가장 많으나 세대수가 많아 공용관리비는
가장 적다. 10단지 단가는 1,441원이며, 14단지 단가는 1,970원으로, 두 단지
의 공용관리비 차이는 85㎡기준으로 한 달에 44,965원이다.
표 42. 새뜸마을 10,11,14단지 2018년 공용관리비단가 비교(2019년)
세대수(세대)

월평균 공용관리비단가(원/㎡)

85㎡기준 월평균
공용관리비(원)

새뜸마을10

1,027

1,441

122,485

새뜸마을11

445

1,373

116,705

새뜸마을14

222

1,970

167,450

아파트명

단지명

더샵힐스테이트

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비정보 참조 정리, 공용관리비단가는 전체 관리비 중 개별 난방, 급탕, 가스, 전
기, 수도 사용료를 빼고 잡수익을 더함. 가장 최근 자료 중 연간 비용이 모두 계산된 2018년도 자료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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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한양수자인와이즈시티(새샘마을2단지, 호
려울마을9단지)와 중흥S클래스프라디움(가락마을6단지, 가락마을7단지), 백조예
미지(새뜸마을9단지, 새뜸마을12단지)아파트는 85㎡기준 월평균 공용관리비가
각 이웃 단지 간 큰 차이가 없다(표43).
표 43. 커뮤니티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아파트의 공용관리비 비교(2019년)
세대수(세대)

월평균공용관리비
단가(원/㎡)

85㎡기준 월평균
공용관리비(원)

1,397

1,124

95,540

호려울마을 9

773

1,110

94,350

가락마을6

887

1,475

125,375

가락마을7

572

1,336

113,560

새뜸마을9

200

1,472

125,120

새뜸마을12

472

1,397

118,745

아파트명

단지명

한양수자인와이즈시티

새샘마을 2

증흥S클래스프라디움

백조예미지

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비정보 참조 정리

통합커뮤니티시설이 계획된 나머지 단지들의 공용관리비단가시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가가 약 100원 차이나면 84㎡기준으로 약 8400원 차이가
난다. 공동이용하거나 관리통합되지 않는 단지들은 이웃단지와 공용관리비 차이
가 크게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표44).
표 44. 별도 운영하는 아파트의 공용관리비 비교(2019년)
세대수(세대)

월평균 공용관리
비단가(원/㎡)

85㎡기준 월평균
공용관리비(원)

가온마을5

370

1,472

125120

가온마을6

1,076

1,299

110415

가온마을2

855

1,326

112710

가온마을3

1,655

1,167

99195

가온마을8

319

2,233

189805

가온마을10

333

1,489

126565

아파트명

단지명

중흥S클래스

한신제일

더하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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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

롯데캐슬앤파밀리에

메이저시티

세대수(세대)

월평균 공용관리
비단가(원/㎡)

85㎡기준 월평균
공용관리비(원)

가온마을12

765

1,330

113050

새뜸마을3

677

1,970

167450

새뜸마을4

1,267

1,252

106420

새뜸마을1

1,077

1,213

103105

새뜸마을2

696

1,524

129540

새뜸마을5

1,005

1,502

127670

새뜸마을6

393

1,754

149090

단지명

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비정보 참조 정리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은 영리가 불가능한 시설이다. 공동 관리가 되려면 여
러 커뮤니티시설 간 소득보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적 한계로 인해 소득이 발
생한 커뮤니티시설에서 손해가 발생한 커뮤니티시설로 옮기지 못하는 상황 발생
하였다. 새뜸마을10,11,14단지에서 이러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4. 환경 변화에 대응
1) 관리·운영 현황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하면 생활가로변의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건축물의
벽면은 가급적 투명한 재료를 통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업무 이외의 시간에도 자
연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통합커뮤니티시설이 외부
도로에 면하여 위치하며 벽면은 유리로 설치되었지만, 주민들이 입주한 이후 외
부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필름을 붙여놓았다(그림21). 개방형 벽면을 주민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이다. 설계지침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였지만, 시민들의 행태와 맞
지 않아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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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새뜸마을10단지 헬스장 전면 창 필름 시공(저자촬영. 2019.11.01.)

2) 개방·공유 용이성
새뜸마을10,11,14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시점이 달랐다. 각
단지별 커뮤니티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 최초 관리규약에도 그 내용이 포함된다. 커
뮤니티시설을 조기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단지별 대표회의에서 운영방향에 대한 논
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웃 단지의 대표회의가 구성전이라면 불가능하다.
2-1생활권 가온 8,10,12단지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수분
양자들의 과반수가 통합관리를 찬성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되지 못하였
다. 설계공모지침서를 살펴보면 2-2생활권에 비해 커뮤니티 통합설계개념은 크
게 약화되었다. 각 단지별로 들어가는 시설 프로그램을 정해서 권장하지는 않았
으며 시설의 위치만 가로 또는 가각부에 인접하도록 유도하였다(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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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2-1생활권 설계공모지침서 중 커뮤니티시설 관련 내용
구

분

내

용

블록 M2는 단지 매개형 가로상의 상업시설과 인접한 가각부에 각 단지에 필요한 주
제별 커뮤니티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

커뮤니티센터

주제는 문화, 복지, 체육, 교육 등이 있으며 이는 단지구성의 특성과 단지별 계획전략
에 맞는 시설을 커뮤니티센터 지점에 배치(복합기능의 커뮤니티센터도 가능)
커뮤니티센터는 상업필지규모와 유사하게 계획하며, 독립적인 건축물 혹은 상부에 주
동을 함께 계획하는 것도 가능
커뮤니티시설은 단지내부뿐만 아니라 가로에서도 접근이 용이해야하며, 특히 인접 커
뮤니티 시설 간 상호이용이 편리하도록 개구부 및 진출입 계획

주. 출처: 2-1생활권 설계공모지침서

표46에서와 같이 가온 8,10,12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는 3개의 블록이
별개의 단지이기는 하지만 통합 설계하여 부대복리시설은 공동 이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각 단지 입주민들의 동의하에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영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근거로 2017년 당시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동의서를 받았으나
법적 권한이 없어 무산되었다(그림20).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입
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통합 관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보통 아파트 입주 1년 정도 후에 결성되기 때문에 주민
들의 통합의지가 있더라도 제도를 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림 20. 가온8,10,12단지 통합투표현장(출처: 붉은달. 2017.12.17. 세종 2-1 더하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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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가온마을 8,10,12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중 통합커뮤니티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
구

분

내

용

세종특별자치시 2-1생활권 P3구역은 L3블록, L4블록, M7블록으로 각각의 단지임

기타유의사항

2-1생활권 M7블록은 2-1생활권 L3블록 및 2-1생활권 L4블록과 별개의 단지이지
만 설계공모시 2-1생활권 P3구역으로 통합 설계하여 당선된 단지로 부대복리시설은
입주 후 인근 단지와 공동 이용될 수 있으며,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각 단지
입주민들의 동의 하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인근 단지 주민복리시설을 상호
이용하는 등 운영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

단지내부여건

단지내 텃밭, 부대복리시설(게스트하우스, 바이크스테이션 포함)의 사용기준 및 운영관
리 등은 준공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하여 입주자가 관리주체로 운영하여야 함

커뮤니티시설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독서실(남,
여),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3타선 골프연습장, GX룸) 게스트하우스, 스카이카페,
주민휴게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입주 후 인근 단지와 공동 이용될 수 있으며,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각 단지 입주민들의 동의 하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정하
여 인근 단지 주민복리시설을 상호 이용하는 등 운영방법을 결정할 수 있음

주. 가온마을 8,10,12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

가온마을8단지

가온마을12단지

가온마을10단지

그림 21. 가온8,10,12단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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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2-2생활권과 같이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통합커뮤니티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위치나 프로그램 종류를 지정한 경우에도 주민들이 합의하지 않은 경우 공동 관
리나 개방·공유가 잘 이행되지 못하였다. 시설 설계만으로 주민들의 개방·공유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계획단계에서 실현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인근 단지 주민들끼리 서로 다른 커뮤니티시설을
개방·공유하거나 단지를 공동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이익이
있어야 한다. 단지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완전한 통합
은 어려웠다. 커뮤니티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고, 용도변경도
어려워 공동이용 및 개방을 위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 공동관리 또는 커뮤니
티시설 공동 이용과 관련해 경제적인 고려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사례조사결
과 장기적으로 시설이 노후 되면 개선비용은 누가 얼마큼 부담하는지에 대해 논
의한 단지가 없었다. 커뮤니티시설을 인근단지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3개
구역(임대아파트 제외)의 경우에도 인터뷰 결과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로 산정,
관리하고 있었다. 당장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지만 향후
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공공에서 통합커뮤니티시설에 대해 재정이나 인력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이유로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김찬동·박은철(2010)의 연구에서 서울시 내 아파트 거주 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3%가 지방정부의 지원 받는다면 인근 지역 주민
에게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세종시 몇몇 공동주택의 경우
작은도서관을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
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등 일정 기준이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공동주택 내 시설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해당되는데, 시장에
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관하려할 때도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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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
관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도서구입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비, 시설환경개선 및 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 등이다(세종특별자치시 작
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9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 5일, 1일 4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자료의 열람 대여가 가능해야
한다.
간접적인 지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에서 이웃단지 간 갈등관리나 입주자
협의회가 결성되기 전 시설의 시범운영 등 주민들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파악하여 도울 필요가 있다. 이밖에 커뮤니티 공동이용 매뉴얼을 작성하
거나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료 책정 등 관리운영비를 공정
하게 운영할 주체나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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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공공보행통로
1. 공공보행통로 개념과 목표
공공보행통로란 대지 안에 설치된 통로로서 24시간동안 개방하여 외부인을
포함한 공공의 보행통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정되
며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
업 등을 통해 조성되고 있다. 정확한 개념이 법적으로 규율되지는 않았다. 국토
계획법과 건축법, 주택법 등에는 공공보행통로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고 국토
부 수립지침에서도 개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국토부 수립지침 3-1-0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사용하는 용어는 법령, 지침 등에 규정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용함으로서 혼란이
없도록 한다고 명시해 공공보행통로의 정의를 계획 수립자에게 위임하고 때문에
각 계획마다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개념이 상이할 가능성도 보이나 일반적으로는
앞서 설명한 개념을 사용한다.
공공보행통로는 사유지 내에 설치된 반공적공간(공유공간)이라는 개념에서 공
개공지와 유사하다. 이상묵·김도년(2009)는 공공보행통로를 제도적으로 확도된
공개공지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근거하여 공개공지가 설치
될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및 공개공지의 규모도 규정하는 반면 공공보행통로는
설치 기준이나 규모 등을 계획 재량권에 상당부분 의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또한 보행자가 이용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유사한 시설로는 도시계획시설 중
경관녹지를 들 수 있는데, 경관녹지는 대지 외부에 설치되며 공공이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보행통로의 도입취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해준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가 있
으며 따라서 사유지라 할지라도 대지가 큰 경우 이를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도
록 하는 장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지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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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공보행통로의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편인데,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자
의 안전성 확보, 광장,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연결 체계 중 하나이며 그 목적은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홍경구, 2013). 우리나라는 대
규모 개발이 활발해지는 추세로서 큰 규모의 필지가 배타적으로 들어선다면 해
당 토지소유자 이외의 시민들에게 도시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시 관리 방안으로 공공보행통로의 지정은 필요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계획 장치로서 사유지 내 도로, 놀이터, 운동시설,
조경시설 등 외부공간의 시설물을 타인과 공유하게끔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는 여전히 상당수의 기반시설을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기성시가지 내 주
거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공동주택 개발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데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보행로 자체의 확보 및 사유지의 개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 제도는 1980년 건축법을 근거로 하여 도입되었다. 건축법에 도
시설계조항이 신설되고 건설부장관이 도시설계 기준을 정하였는데 이 내용 중에
현재의 공공보행통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보행전용통로에 관한 지침이 있었
다. 명칭은 보행전용통로 또는 공개통로라고도 불렸으며 민간대지에 민간이 조
성하는 공공공간으로서 기존 도시에서 보행접근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해서 양호
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지경계선 사이에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김도년,
1994). 80년대는 국가 정책적으로 주택 200만호 건설을 목표로 하여 수도권 내
5개 신도시가 계획되고 서울시내에 대규모 개발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였다.
따라서 보행전용통로는 기존 도시의 대지 규모보다 큰 규모의 신개발이 일어남
에 따라 과거에 사용하였던 통행로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의 공공보행통로와 상이한 점은 통로의 위치를 지정했
는가 여부이다. 초기에는 공동주택 보다는 상업용지에 주로 도시설계제도가 도
입되었고 필요한 경우 두 대지 사이의 공지를 활용하여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
였다. 초기 개발 사례로 1984년 테헤란로, 신촌, 김포가도, 1985년 고덕지구에
보행전용통로가 계획되었다. 고덕지구의 경우 보행자통로로 제공된 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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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는 조경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 개념도 존재했다(김도
년, 1994).
1992년 서울시에서는 도시설계에 관련된 용어와 기호를 통일시켜 개정 건축
조례에 명시했는데, 공공보행통로는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통로라고 정의하였다. 이때부터 공공보행통로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사용되었고 보행전용통로와는 달리 경계부에 설치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다. 이
후 2002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수립
되었고 공공보행통로 관련 내용은 현재의 수준과 유사하였다. 이 수립지침에서
도 공공보행통로는 보행동선계획 중 하나의 방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대지의 규
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대지 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지
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10년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단지에 대하여 주변 보행가로와 연결되도
록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의무화였다(서울시 주택본부 내부자료, 2010). 초기 도
시설계 제도에서 시행한 보행전용통로제도는 주로 상업용지 경계부에 설치하도
록 규정되었으나 이후 서울시의 행정방침도 강화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
택 경계부 또는 내부에도 통로를 설치하도록 지침을 수정하면서 주민들의 갈등
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2008년 전라남도 광주시, 2010년 광명시 및
파주시, 2012년 수원시에서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사유권을 주장하며 통행을 막
는 사건들이 기사화되기도 하였다(강창구, 2015). 2013년 서울시의 공공보행통
로 현황 조사 결과에서도 12개 대상지 중 5곳에서 외부인 출입통제 및 담장 설
치 등 출입방해 행위가 발견되었다(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과 내부자료, 2013). 이
렇게 통로를 막는 이유로 박은별 외(2015)는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내 통행량
증가로 혼잡, 소음, 사생활노출, 범죄우려, 유지관리비용 추가발생 등을 우려했
기 때문으로 보았다.
2015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안전·관리 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토교통부에는 통행을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제조치를 마련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선을 요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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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군포시, 대구 중구 등 몇몇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내
공공보행통로를 관리지원 및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정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주로 주택법에 근거한 지자체 주택조례를 통해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된 공
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포시 주택 조례 제 8조에서는 보조금의 지
원 대상으로 공공보행통로 유지·관리 및 시설물 설치가 포함되었으며, 대구광역
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
정에 관한 조례에서도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년 4월 국토부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3-6-10에는 공공보행통로 지정 시 소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보행통로 이용자들 간에 갈등발생요인을 계
획수립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규정하도록 수립기준 개선안을 내놓은 상황
이다. 그러나 개선안에서 공공보행통로와 관련하여 추가된 사항은 계획가가 통
로 지정 시 위치 검토를 하고 분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으
로 기속적인 지침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계획가 재량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보인다.

2. 지침의 목표 달성
1) 보행연결성 강화
신도시 전반적으로 폐쇄성 저감 및 보행연결성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세
종시 1,2,3생활권 내에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된 필지는 총 78개소이며 통로개수는
68개이다. 하나의 통로를 2~3개 필지에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공공보행통
로가 설치된 필지 중 공동주택용지가 43개소, 상업업무 12개소, 청사 11개소,
학교 4개소, 주상복합 4개소, 기타(청소년수련, 사회복지, 종합의료, 문화시설)용
지 각 1개소씩 있다(표47). 공동주택용지가 43개소(55%)로 반 이상 차지한다. 분
당 신도시와는 달리 공동주택용지에도 적극적으로 통로를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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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세종시 용도별 공공보행통로 지정현황(단위: 개소)
공동

상업

주택

업무

필지수

43

비율(%)

55

구분

사회

종합

복합

청소년
수련

복지

의료

4

4

1

1

5

5

1

1

청사

학교

12

11

15

14

주상

문화시설

계

1

1

78

1

1

100

주. 출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고하여 정리

전체 공공보행통로 설치 현황을 조사하여 통행로가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었
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공공보행통로가 어떤 설치 조건에 맞추어 결정되었는지
조사한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 이를 위하여 대
지의 용도, 규모, 공공보행통로의 길이, 주요 통행목적지를 살펴본다(표48). 분석
결과 규모가 크거나 통행목적지가 있는 경우에 주로 지정되었다.
대지의 면적이나 통로의 길이 등 규모가 커질수록 지정이 많이 되는 것은 아
니며 규모와 지정 빈도수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가 지
정된 대지의 규모는 10,000~20,000제곱미터 이하가 12개소로 가장 많고
30,000~40,000제곱미터 이하가 9개소다(그림22). 공공보행통로의 길이 또한
150~200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20개소로 가장 많으며 200~250미터 이
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15개소로 두 번째로 많다(그림23). 따라서 그리고 공공보
행통로 지정 이유로 규모 외에 주요통행목적지를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주요
통행목적지란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제3자가 학교, 청사, 공원, 상업시설 등 특정
한 목적지로 갈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정하였다. 따라서 대상지주변에 특정한 목
적지가 있더라도 주변에 타 대지가 없어 제3자가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할 가능성
이 낮을 경우도 주요통행목적지가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71개 통로 중 13개
사례가 주요통행목적지 없이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한 경우였으며 이 경우 모두
대지면적은 40,000제곱미터 이상이며 통로길이는 150미터 이상이었다. 결국 국
토부 수립지침에 따르면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
도록 대지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복도시의 공공보행통
로 계획 현황에 따르면 첫 번째로는 통행목적지 유무, 두 번째로는 대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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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지정되는 경향이 보이므로 이를 수립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통로의 위치를 살펴보면 중심부 42개소, 경계부 27개소이며 경계부에 설치되는 사
례 중 5개소를 제외하고 상당수는 인접한 타 용지와 통로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
러한 경우에 대한 세부 지침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22.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대지 면적 규모별 빈도수

그림 23. 공공보행통로 길이,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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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행복도시 공공보행통로 계획현황
생활권

통로

가구번호

용도

1-1

1

L5

공동주택

72,012.0

2

M11

공동주택

3

M12

4

1-2

주요통행목적지

위치

247

녹지

중심

36,676.0

159

녹지

중심

공동주택

44,444.0

148

녹지

중심

고1-2

고등학교

26,949.0

62

하천

경계

수련1-1

청소년수련

14,513.0

-

하천, 보행자전용도로

경계

5

L4

공동주택

39,980.0

168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중심

6

M5

공동주택

24,325.0

129

학교

경계

초1-7

초등학교

13,811.0

-

-

경계

M5

공동주택

24,325.0

311

학교

경계

M6

공동주택

29,271.0

-

-

경계

M7

공동주택

34,544.0

-

-

경계

초1-7

초등학교

13,811.0

-

-

경계

M6

공동주택

29,271.0

184

학교

경계

M7

공동주택

34,544.0

-

-

경계

9

M1

공동주택

98,236.0

356

-

중심

10

L1

공동주택

50,660.0

158

학교, 공원, 녹지

중심

11

L2

공동주택

33,872.0

157

학교, 공원, 녹지

경계

12

M5

공동주택

59,973.0

210

-

중심

13

중1-4

중학교

15,536.0

140

공원

경계

복1-1

사회복지

10,124.0

-

공원

경계

14

M6

공동주택

98,225.0

253

사회복지시설

중심

15

의1-1

종합의료

35,261.3

131

하천, 녹지

중심

16

M2

공동주택

48,027.0

176

-

중심

17

M3

공동주택

46,540.9

242

보행자전용도로

중심

18

M6

공동주택

43,587.8

223

학교

중심

19

M7

공동주택

59,154.0

219

보행자전용도로

중심

20

M8

공동주택

53,605.6

216

-

중심

21

M9

공동주택

76,278.5

309

-

중심

22

H5

주상복합

23,724.0

84

공원

중심

23

H6

주상복합

17,157.0

92

하천

중심

7

8

1-3

1-4

1-5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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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m)

생활권

통로

가구번호

용도

24

H9

주상복합

25,107.0

25

C12

상업업무

26

C14

2-1

27

2-3

2-4

대지면적(㎡)

주요통행목적지

위치

84

하천

중심

6,714.6

70

공원

중심

상업업무

8,664.9

104

공원

중심

청2-1

공공청사

10,763.0

120

학교, 청사

경계

28

청2-6

청사

16,856.0

51

보행자전용도로

중심

29

B2(1045대)

공동주택

68,913.1

295

*불분명

중심

30

B2(971대)

공동주택

38,484.7

99

학교

중심

31

B3(984대)

공동주택

89,521.5

27

공원

경계

32

B3(984대)

공동주택

89,521.5

292

-

중심

33

B3(974대)

공동주택

35,886.5

246

학교, 공원

경계

34

B3(984대)

공동주택

89,521.5

310

-

중심

35

B3(974대)

공동주택

35,886.5

96

학교

중심

36

B4(978대)

공동주택

82,881.0

308

-

중심

37

B4(976대)

공동주택

7,610.8

157

청사

경계

38

CU-1

상업업무

11,602.0

84

광장

중심

80

광장

107

광장

41

38

광장

42

101

광장

중심

39
40

CU-2

상업업무

18,731.0

길이(m)

중심

43

HC2

주상복합

40,109.0

186

광장, 학교

중심

44

CU-3

상업업무

16,880.0

199

광장

중심

45

CU-4

상업업무

11,990.0

145

광장

중심

46

CU-5

상업업무

13,816.0

85

광장

중심

89

광장

중심

49

41

광장

중심

50

40

광장

중심

47
48

96
CU-6

상업업무

18,833.0

51

문2-1

문화시설

35,780.0

181

광장, 공원

중심

52

CDS-1

상업업무

31,662.0

176

보행자전용도로

중심

53

CDS-2

상업업무

30,715.0

161

보행자전용도로

중심

54

CB-5

상업업무

9,829.1

46

BRT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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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통로

가구번호

용도

3-1

55

C4

상업

56

M4

57

3-2

길이(m)

주요통행목적지

위치

9,763.0

36

공원

중심

공동주택

71,865.0

207

공원

중심

M5

공동주택

76,236.0

235

공원

중심

58

M6

공동주택

79,276.0

239

-

중심

59

청3-2

교육정보원

7,697.0

158

청사, 상업업무, 공원

경계

청3-3

세무서

7,673.0

경계

청3-4

교육청

13,965.0

경계

청3-2

교육정보원

7,697.0

청3-3

세무서

7,673.0

청3-4

교육청

13,965.0

96

청3-3

세무서

7,673.0

-

L1

공동주택

59,743.0

222

L2

공동주택

45,168.0

-

63

M4

공동주택

50,653.0

64

M5

공동주택

65

M6

66

60

61

87

청사, 상업업무, 공원

경계
경계

청사, 상업업무, 공원

경계

-

경계

상업

경계

-

경계

213

상업업무, 공원

중심

46,383.0

173

상업업무, 공원

중심

공동주택

60,733.0

192

없음

중심

청3-7

우체국

14,146.0

159

공원, 학교

경계

청3-8

경찰서

15,388.0

-

-

경계

67

M1

공동주택

65,538.0

224

학교, 공원

중심

68

M2

공동주택

43,161.0

156

학교, 공원

중심

69

M3

공동주택

83,196.0

273

*불분명

중심

70

M6

공동주택

76,992.0

139

학교, 공원

중심

71

L3

공동주택

81,758.0

171

종교

중심

62

3-3

대지면적(㎡)

주.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2019-04) 참고하여 정리

조사 결과 제3자가 대지 내 지정 통로를 이용할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가 총
14개소 대지다. 이 경우는 대부분 대지 면적이 큰 경우이며 인근 대지에 공공보
행통로가 있기 때문에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외부
인들이 목적지로 갈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다.

첫마을 5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그림26)의 경우 남서 측에 터널과 고속도로가 있어 보행자 통행이 적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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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외부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보행자통로만 지정해도 된다. 해들마을 4단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남측으로
지하차도가 있다(그림27).

첫마을5단지

공공보행통로

고속도로
터널

그림 24. 첫마을 5단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해들마을4단지

공공보행통로

지하차도

그림 25. 해들마을4단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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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 통로가 아닌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었다고 보행연결성이 더 좋은가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보행통로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권별 통로 지정
현황도 다소 차이가 있다. 2-3한솔동과 2-4나성동에 각각 10개소, 17개소로 가장 많이
설치되었다. 2-3 한솔동의 경우 가장 처음 만들어진 생활권이며 중심에 복합커뮤니티를
두고 공동주택단지가 에워싸고 있는 형태로서 단지 내부에 공공보행통로를 다수 설치하
였다. 2-4 나성동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상업시설이 다수에 설치되어 있다(표49)
표 49. 세종시 생활권별 공공보행통로 지정현황(단위: 개소)
생활권

1-1

1-2

1-3

1-4

1-5

2-1

2-2

2-3

2-4

3-1

3-2

3-3

동

고운

아름

종촌

도담

어진

다정

새롬

한솔

나성

대평

보람

소담

계

통로수

3

5

6

7

5

1

0

10

17

4

8

5

71

주. 출처: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고하여 정리

중심상업지역인 나성동을 제외하고 공공보행통로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한솔동
과 공공보행통로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새롬동을 비교해보아도 두 생활권
의 보행통행 자유도에 크게 차이는 없다. 새롬동도 내부에 통로가 있으며 담장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단지 내부로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다. 단, 공공보행통로
가 설치된 경우 보다 안전하고 개방이 보장된 환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필요한 경우에 공공보행통로지정이 안된 지역도 있다. 2-2생활권에 위치한
가득초등학교는 새뜸마을3단지와 새뜸마을7단지 학생들이 통학한다(그림28,29)
경우 다른 지역의 통로 설정 기준에 맞추면 새뜸마을3단지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 경우 2-2생활권
마스터플랜을 통해 보행자 동선을 세심하게 계획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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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뜸마을7단지

새뜸마을3단지

가득초등학교

그림 26. 새뜸마을3단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새뜸마을3단지
가득초등학교

그림 27. 새뜸마을3단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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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뜸마을7단지

2) 공동체성 강화
1-3생활권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총 5개 설치되었다. 가재마을 1,2,3,4단지 내
에 남북 방향의 4개 통로는 종촌초등학교 및 보행자도로를 목적지로 설치되었다
(그림28). 5단지에는 북측 복합커뮤니티로 이어지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가재마을 3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일어나고 통행을 방
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 종촌초등학교에서는 3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아닌 도
로변 공공보행로를 이용하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그림29). 가재마을3단지에
서는 공공보행통로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폐쇄한 경우도 있었다(그림30).

가재마을4단지

가재마을6단지

가재마을3단지
공공보행통로

종촌초등학교

가재마을2단지

가재마을1단지

다빛초등학교

그림 28. 1-3생활권 지구단위계획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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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마을5단지

그림 29. 종촌초등학교 통학로 안내문(출처: 종촌초등학교 웹페이지)

그림 30. 가재3단지 공공보행통로 엘리베이터 중단(저자촬영,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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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된 단지와 이웃 단지 간 갈등도 발생하였다. 3단지 주민
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었고, 4단지 주민은 당연한 권리를 누린다고 주장하였
다. 해당 단지 주민이 아닌 사람들은 3단지 주민들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세종 행복도시에서 이웃하며 사셔야 할 두 아파트 입주민들사이에 생각지 못한 문제로 많
은 심적인 아픔이 생기고 그 휴유증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1-3생활
권 가재마을 3단지와 도로 건너 가재마을 4단지사이에, 초등학교..

어린이들 통학이 1-3생활

권 에듀타운 단지를 가로지르는 문제로 인해, 서로간에 오해와 불신, 그리고 배려라는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려 합니다. 각자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여기 행복도시에 오신 우리 시
민들께서 낮설은 타향에 와서 이제 둥지를 틀며 살려는데, 자신의 분신인 어린 자녀들의 학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다룸에, 서로 똑 같은 학부모이기에 조금은 지혜롭고 조금은
아쉬울지라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pride, 2015.08.23. 게시물번호106319, 세종시닷컴)

“이제 그만좀 합시다 3,4단지 좋게 해결되는데 이런 글이 굳이 필요한가요? 오늘 대표들
만난다고 하니 좀 지켜보자구요 솔직히 4단지 아이들 3단지 주민들이 눈치주면 그길 맘편히
다니겠어요? 3단지야 잠시 욕을 먹으면 그만이지만 4단지는 잠시가 아니라는걸 아셔야죠”
(더불어사는사회. 2015.08.20. 게시물번호105510, 세종시닷컴)

“4단지 학생들이 3단지 내로 통학하다가 3단지 안에서 크게 다치면 4단지 학부모들이 3단
지에 책임전가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3단지 안에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시 그 책임소재를
3단지에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단지내에 학생들이 증가하면
자연히 3단지 내로 통행하는 4단지 학부모들도 많아지겠고, 이렇게 되면 다른 외부인과 섞여
4단지 학부모인지 다른 외부에서 온 사람인지 구별할 수도 없으므로 방범의 문제도 생길 수 있
겠네요. 게다가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4단지 학부모들의 심정도 이
해는 가지만, 3단지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강남세종. 2015.08.20. 게시물번호105510, 세종시닷컴)

3. 사회적 가치 실현
1) 계획 이해도
공공보행통로가 외부인에게 개방해야 하는 시설임은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
러나 입주초기 가재마을 3단지 일부 주민들은 공공보행통로의 위치가 어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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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행통로가 단지내에 있다는 정보도 부족하였다. 행복도시 1-3생활권 L1 공
동주택 분양홍보물에는 공공보행통로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며, 입주자 모집공고
문에만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지침에 의거 단지내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될 예정이고, 이를 이용
하는 보행자에 의한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
하신 후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1-3생활권 L1 공동주택 분양홍보물)

2) 공정성 및 절차적 타당성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간 이익갈등이 발생하였다. 세종시는 공동주택 단지에 공
공보행통로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상업용지나 청사용지, 학교에
통로가 설치된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용지는 이와 달리 사
생활보호 문제나 관리비용 부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
하다. 가재마을3단지와 가재마을4단지 주민간 갈등은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간 이
익갈등이 한 요인일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하는 사람, 관리 운영하는 사
람, 인센티브 혜택을 얻은 사람이 보두 분리되는 현상 발생함. 공공보행통로가
잘 활용되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대다수 상업시설이나 공공청사 등
이다.
공공이 사유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24시
간 허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이전의 자유를 가지지만 개인이 타인의 사유지로 출입하여 주거의 자유를 침해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14조, 16조). 또한 공공필요에 의해 토지
에의 출입을 강제하고 통행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사용 또는 제한을 할 경우
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공공보행통로는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 사용 또는 제한을 한
경우로 행복도시 수립지침을 통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해 주
고 있다. 공공에서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분양가격이 낮아져 입주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기대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보상의 과실 중 상당부
분을 사업시행자와 주민이 나누어 가져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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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이익은 주로 공동주택 사업시행 시에 많은 부분 돌아가며 공공보행통로가 설
치된 이후 소음 발생, 사생활 침해 등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대지가 학교나 공원 등 공공
시설과 인접한 경우 토지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 이
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므로 묵시적 보상(implicit compensation)을 받은
것으로 규제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김정호, 2006). 그러나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만일 학교나
공원 등이 인접한 대지의 경우 특히 신도시에서는 이 같은 사항은 사전에 인지
되어 토지가격에 반영된 한편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주민들이 알기 쉽지 않게 표
기되어 있어 묵시적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에 어렵다고 본다.
그런데 가재마을2단지 사례는 주거지역이면서 주민들의 갈등 없이 활발히 작
동되고 있다(그림31,32,33,34). 이 통로는 학교와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어 있다.
가재마을2단지내에 설치되었는데 학교에서 CCTV를 달고 등하교 지도를 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학교다. 통로 이용 수혜자인 학교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어 갈등이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1. 가재마을2단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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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가재마을2단지 배치도

공공보행통로

그림 33. 가재마을2단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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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가재마을2단지와 종촌초등학교 사이 공공보행통로(저자촬영, 2016.05.31.)

4. 환경 변화에 대응
1) 관리·운영 현황
보행통로에 불법주정차를 하거나(그림35), 두 개 이상의 대지에서 공동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 경우 시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도 발견되었다(그
림36). 그림36의 좌측은 사회복지시설이며 우측은 중학교로서 두 시설에서 공동
으로 통로를 설치하였는데 먼저 준공된 사회복지시설에서 벤치, 식재, CCTV 등
을 설치를 하였으며 중학교에서는 담장을 세워 놓은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014년 11월, 중학교의 경우 2015년 2월 준공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주체 간 협약 또는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지침
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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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공공보행통로 내 차량 통행 및 불법주차(저자촬영, 2016.05.31.)

그림 36. 좌측 사회복지시설에서 일방적인 관리(저자촬영,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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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주체가 명확해야하는 이유로는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이 예상되기 때
문이다. 온라인 민원 게시물 중에 보행통로 관리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 공
공보행통로 관리운영에 대한 민원 내용은 아니지만 공공보행통로 관리주체에게
도 비슷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본다(표50).
표 50. 공공보행로 주변 관리 요청 사례
작성일

민원내용

게시물번호

14년08월02일

한솔동 축구장 주변 보도 고장난 가로등 점검 요청

9415

14년06월14일

종촌동 연양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야생 넝쿨 번식으로 소나무 고사

8757

14년04월27일

연세초 등학교학생 안전을 위해 통학로 CCTV 및 육교설치 요청

8223

14년03월28일

미르초 주변 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요청

7936

14년03월11일

아름유치원 주변 주차단속 및 CCTV설치요청

7731

13년03월18일

한솔고등학교 늦은 하교시간 고려하여 고장난 가로등 관리 요청

4775

주. 출처: 세종시 민원상담게시판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공공보행통로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계
획법에 근거하여 징역 또는 벌금 규정이 있지만 설치 이후 토지소유주 또는 관
리자의 통행방해 및 거부에 대한 규제 방안은 미흡하다. 허현(2014)은 공공보행
통로의 규율에 관해 주택법을 개정함으로서 통로 폐쇄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보행통로는 주택법규로 규율할 수 있는 경우 외
에도 지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조
사·측량 또는 시행,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타인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방해하거나 응하지 않을 시 관련 개별법에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만
(김승열 & 권태웅, 1999),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불특정다수가 사유지에 출입하
므로 개별법 보다는 건축법에서 공개공지를 다루는 방법을 참고할 만하겠다. 공
개공지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2 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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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공유 용이성
공공보행통로 설계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물리적
현황으로 인해 이용성이 떨어지는 문제다. 1-3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의 최초 수립
일자는 2008년 9월이다. 이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는 가재마을4
단지와 가재마을3단지는 대상지의 표고가 높아 공공보행통로 입구에 계단이나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그림37,38). 가재3단지의 경우 초등학
교 학생들이 공공보행통로가 아닌 단지 내 일반 보행자 통로로 주로 통행을 하
여 경고문을 부착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38,39,40,41).
가재마을3단지의 경우 관리운영문제가 겹쳐 이용성이 더욱 악화된 측면도 있
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엘리베이터를 폐쇄한 것이다. 분당 지구단위계획지침
(2009년8월)에서는 공공보행통로에 계단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세
종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며 경사로와 함께 일부 구간에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엘리베이
터 설치와 운영에 관련한 규정은 없다.

그림 37. 가재마을4단지 공공보행통로 출입구(저자촬영,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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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가재마을3단지 공공보행통로 출입구(좌측계단)(저자촬영, 2016.05.31.)

그림 39. 가재마을3단지의 통행차단경고문(저자촬영,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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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가재마을3단지 공공보행통로 이용권유 현수막(저자촬영, 2016.07.17.)

그림 41. 가재마을3단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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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램마을9단지와 도램마을14단지의 경우 공공보행통로 남측 입구가 완충녹지
로 막혀있다(그림42,43). 도램마을14단지에만 완충녹지에 좁은 임시 통로를 설
치해 놓았다(그림44,45). 민간에게는 규격에 맞추어 통로 설치를 지시하였지만,
공공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면 단
지 내부의 통로 폭은 6미터 이상이다.

도램마을14단지
도램마을9단지

완충녹지

그림 42. 도램마을9단지, 도램마을14단지 지구단위계획결정도

공공보행통로와
완충녹지가 만나는 공간

그림 43. 도램마을9단지, 도램마을14단지 위성사진(위성사진출처: 네이버지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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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완충녹지로 막혀있는 도램마을9단지 공공보행통로(저자촬영, 2016.07.19.)

그림 45. 도램마을14단지 공공보행통로 앞 완충녹지 내 통로(저자촬영,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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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세종시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담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내부에
단지 내 통로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있어 보행연결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일부는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순히 보행로 선형을 연결하거나 단지
규모가 큰 경우라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갈등이 일어났지만 공공보행통로 지정이 꼭 필요한 경우에 공공의 개입이나 지
원 등 대안을 세우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공공보행통로의 지정 기준을 대상지 주변 통행목적지의 종류와 중요
성, 주변 주민들의 이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지의 표고차이나 학구, 보행동선 등 실제 이용자의 행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도 추가하여 현실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을 사전
에 고려하지 못하여 통로가 불필요하게 지정된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도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해당단지 주민들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웃
주민들은 통로가 있는 단지 주민들에게 이해와 배려만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
한 갈등을 해소시켜줄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보행통로가 꼭 필요하고 잘 이행되
는 곳의 특성을 살펴보면 물리적으로는 단지 내부 공간에 침해가 적고, 관리책
임을 해당 통로를 이용하는 편익주체가 나누어 가진 경우였다. 차량 통행 및 불
법주정차, 통로 내 안전사고나 시설 관리 등 공공보행통로 소유 및 운영주체가
해야 할 일을 세부적으로 지침화하고 이를 보조해줄 방안도 모색 가능하다. 갈
등이 일어난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책임을 공유할 주체를 정하고 일을 나누려면
공공이나 제 3자의 조정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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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도시설계지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인센티브를 이용해 사적 공간을 조정
하여 도시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공간을 개방, 공유하는 것도 그 중 하
나인데 최근 점차 강조되고 있다. 현대 도시에서 도로, 주택, 위생 등 기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계획가들은 이외에 장기적이
고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위해 계획을 세우려 한다. 도시의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나누는 것이 목표다. 공공은 주로 사람들이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공공재에 재원을 투입한다. 공공재원의 부족 때문에 도시 내 공적 영
역을 좀 더 넓히고 심미적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적 공간의 개발자들에게 책
임을 일부 지우게 할 수 밖에 있다. 사적 이익을 조정하여 공적 영역을 확장하
고 일반 시민들에게 공적 책임을 지우게 된 것이다.
세종시에서도 도시설계 지침을 이용해 과거에는 비교적 폐쇄적이었던 외부공
간과 시설내부까지 공유‧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커뮤니티 활성화, 주민들 간 교
류, 공간의 효율화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주거지가 아닌 상업
지역에서 공개공지와 같은 한정된 공간이나 상업시설 사이 경계 공간 또는 공공
이 관리주체로 있는 공간을 개방, 공유했으나 최근 신도시에서는 주거지 및 학
교 내부의 공간과 시설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하려하고 있다. 세종시
에서도 타 신도시보다 공공보행통로가 활발히 지정되었고 통합커뮤니티시설, 복
합커뮤니티 등 실험적인 도시설계가 시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이 실제
로 구현되면서 사람들의 불만이 나오고 계획했던 것처럼 잘 이용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 시설들은 관리 운영단계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서 완
성되는 것인데 민원이 나오고 갈등이 생긴다면 공동체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계획 원칙과는 대척되는 결과다.
세종시 온라인 민원게시물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생활권에서 공통적으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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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는 문제들은 신도시 건설 초반에 일어날 수 있는 기반시설 부족이나 환경문
제 등이었다. 소수 의견이지만 각 생활권별로 특별히 언급되는 것들은 시설의
개방·공유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통합커뮤니티시설, 공공보행
통로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직접 협의하여 실현시켜야 하는 것들로서 계획 지
침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 고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
다. 공공보행통로를 24시간 개방해야 하지만 승강기 이용을 중단시키거나 아이
들의 통학을 막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부족하다. 옆 단지와 서로 다른 커뮤니티
시설을 가로변에 설치하였으나 입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같이 이용할 수 없었다.
학교의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어도 학교장
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통합커뮤니티시설, 공공보행통로를 개방, 공유하는 것은 계
획을 완성시키는 단계다. 사적이익을 조정하여 공공영역을 확장시키는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자로 하여금 공공에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을 내놓도록 하는 것이다. 양적으로 확보하는 단계다. 두 번
째로는 그 공간이 사람들이 편안히 쉴 수 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하거나 식재를 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공간 환경의 질을 높이도록 하
는 것이다. 공간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단계다. 마지막으로 공공공간을 어느 정
도 시간동안 개방하는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시
설물 안전관리의 의무를 지우게 하는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운영 주체 등 운
영과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공간의 양은 지침을 통해 확
보하였다. 질은 공모전이나 심의를 통해 확보한다. 마지막 단계인 관리운영은 주
민 주도로 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하였으나, 강제성이나 인센티브 등 유인책은
미흡한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종시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통합커뮤니티시설, 공공보행통로
를 대상으로 목표달성, 시민(이해관계자)인식, 환경적응성까지 다면적으로 분석하
였다.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했
는가? ② 통합커뮤니티시설은 시설효율성을 향상했는가? ③ 공공보행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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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보행연결성이 강화되었는가? ④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가? ⑤
공정한가, 절차적으로 타당한가? ⑥ 관리,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⑦ 계획이 개
방·공유에 부합하는가? 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청사, 문화시설, 학교 등 공공시설을 생활권중심에 배치
하여 토지를 집약적으로 활용하고 시설의 개방·공유를 통해 주민들의 교류를 활
성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토지를 집약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모든 생활권 중심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계획되어 있다. 공동체 활
성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각 생활권별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단,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학교시설 개방으로 해결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새로 확보할 필요는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실내체육관
이 신도시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인구 대비 시설면적이 타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시민들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중, 학교 실내체육관 개방을 주
로 요청하였다. 학교 측에서는 개방·공유의 의의에 동감하였고 전반적으로 시설
개방을 원활히 하는 편이다.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시설관리나 안전, 보안에 대
한 우려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못하는 것에는
제도적인 측면이나 시설의 문제도 있었지만, 학교 책임자와 지역주민들 간 신뢰
의 문제도 있다. 세종시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외부인 침입으로 인한 사
고가 총 5건 발생하였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한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학생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개방에 반대한다.
학교시설이나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시설이 개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
었다. 실내체육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외부인이 학교 내부로 들어오
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도서관이 타 용도와 같은 건물 내
에 있어 소음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첫마을(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경우 수영장을 한솔중학교 내에 설치하였
는데, 시설관리비 부담 및 안전우려 등을 문제로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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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걸리고 갈등이 있었다. 결국 첫마을(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시민
의 시설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여 제2복합커뮤니티센터를 추가 건립하게 되
었다. 그 이후 개발된 생활권에서는 학교시설을 교육청에서 계획하였고, 복합커
뮤니티센터에서 교육시설의 비중이 작아졌다. 시민들은 복합커뮤니티를 단일 건
물인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해하고 있다. 공정성면에서도 일부 문제가 발견되었
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관리를 주로 자원봉사자에게 맡기고 있는 점이 지
적되었다.
현재 행복청에서는 6-4생활권에 복합주민공동시설단지를 계획 중이다. 세종
시청에서 관리하는 근린공원 내에 대운동장을 건립하여 주민과 학생이 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예정이다. 학교 내 시설 개방과 달리 독립된 공간에 위치하며 관
리·운영 주체도 세종시청이다. 새로운 시도로서 기대해볼만 하다. 복합커뮤니티
센터 사례 분석 요약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1. 복합커뮤니티센터 사례 분석 요약
분석틀

조사결과

개념과 목표

학교, 동사무소,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시설을 집약적으로 설치, 복합
화 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거나 시설을 공유

토지의 집약적 이용

생활권 중심부에 집약적으로 배치

공동체 활성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체 프로그램 활발

계획 이해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단일 건물로 인식

공정성, 절차적 타당성

학생 안전과 주민 편익 간 거래 공정성 미흡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리·운영

외부인 출입시스템 미흡
학교시설예약서비스 및 출입문 통제시스템 미흡

시설의 개방·공유 용이성

외부인에게 독립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시설 미흡
여러 시설이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나타나는 소음, 출입관리 등 문제 발생

통합커뮤니티시설은 둘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커뮤니티시설을 이웃
입주민들 간 서로 개방 공유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에서 통합커뮤니티시설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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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계획한 경우에 오히려 시설 개방·공유가 잘 안되거나 갈등이 일어났
다. 단지 별로 세대수 차이가 크고 관리비용의 차이가 큰 시설물이 각각 설치된
경우 주민들은 공평하다 생각하지 못하였다. 각각의 단지가 충분히 대규모로 계
획되어 시설물을 개별적으로 설치할 여력이 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하지 않았
다. 이와 반대로 통합커뮤니티시설로 계획하지 않았으나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
서 공동 관리를 실행하고 시설을 개방·공유한 경우도 있다. 한 공동주택 입주민
들은 관련 제도 개정에도 참여 하였다. 잘 안된 사례나 잘 된 사례 모두 경제적
인 이유가 가장 크다.
2-2생활권의 더샵힐스테이트에서만 계획 의도대로 각 단지의 다양한 시설을
서로 개방·공유하고 있었으나 주민 간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세대수 및 각 커
뮤니티시설의 관리비용 차이로 인해 의견 대립과정을 겪었다. 각 단지별로 서로
다른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 효율성은 확보되었지만, 같은 이유로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이 달라지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갈등이 일어난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계획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아파트 입주 초기 주민들은
공동관리와 통합커뮤니티시설의 개념을 동일하게 보았다. 법적으로도 이 두 가
지 모두 주민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진행하려하였다. 그런데 더샵힐스테이트는 세 단지 세대수의 합이 1,500세대가
넘어 공동관리가 불가능하였다. 관리·운영 면에서 미흡한 점도 있었다. 일단 관
리사무소나 입주민협의회가 각 단지별로 들어서게 되면 이들을 합치거나 시설을
공유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개인이나 단체는 서로의 상황을 비교하며 본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제도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만 공동관리 및 시설의 개방·공
유를 결정할 수 있어, 시민들이 원하더라도 시설을 개방·공유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커뮤니티시설을 대부분 가로변에 설치하였고 자연감시 및 개방감
을 높이기 위해 외벽을 투명한 재질로 하라고 규정하였으나, 현실에서는 대다수
시설 창문에 불투명한 필름을 붙이고 있었다. 개방·공유라는 것이 위치나 재료
등 물리적인 요소에 대한 지침만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통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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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티시설 사례 분석 요약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2. 통합커뮤니티시설 사례 분석 요약
분석틀

조사결과

개념과 목표

학교, 주민센터, 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등 공공시설을 복합화, 시민들에게
개방, 시설을 공유

시설 효용성

각기 다른 규모와 프로그램의 시설을 계획하여 개방·공유가 이루어진 경
우는 2군데 구역

공동체 활성화

이웃 단지 주민들과 공간 및 프로그램 공유
통합커뮤니티시설 개방·공유 결정 과정에서 주민간 갈등 발생

계획 이해도

공동관리와 통합커뮤니티시설 개방·공유의 개념 이해 미흡

공정성, 절차적 타당성

세대수 및 커뮤니티시설의 종류가 차이가 남에 따라 관리비용이 달라짐

관리·운영

장기수선충당금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장기적인 관리·운영방안 미흡
통합커뮤니티시설 벽면을 투명한 재료로 설치하도록 규제하였으나, 입주
이후 불투명하게 변경

시설의 개방·공유 용이성

입주자대표회의 결성 전에는 제도 미흡으로 개방·공유 불가능

공공보행통로는 대지 내 통로로서, 외부인에게 24시간 개방하도록 하여 해당
대지로 인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세종시 전반적으로 공공보
행통로가 다수 설치되었고, 통로가 설치된 공동주택단지도 43개소에 이른다. 도
시 전체적으로 보행자유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 수변공원, 근린공
원, 학교나 청사, 상업시설 등 주요한 목적지와 주거지를 연결하고 있었다. 그런
데 일부 계획을 보면 통로 설치 기준이 불분명하며 생활권별로도 다르게 적용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새뜸마을3단지 내 보행도로는 인접단지 초등학생의 통학
로로 빈번히 사용되는데 공공보행통로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담장 설치를
금지하고 마스터플랜을 통해 보행자동선을 세심하게 계획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보행연결성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보행통로 지정은 마
스터플랜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유용하며, 통로 방해를 막을 근거 및 미래
개발 시에도 통로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공공보행통로에서 갈등이 일어난 경우는 공동주택 내부를 관통하는 통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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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비용부담주체)와 편익주체가 불일치한 곳이다. 가재마을3단지 공공보행
통로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난 원인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정보
부족, 불편한 보행환경, 이익의 분할 및 비용갈등 등이다. 주민들 중에는 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통로가 경사지에 위
치하며 중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했다. 학생들은 차량이 지나다
니는 다른 통행로를 자주 이용하여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사생활보
호, 안전, 관리비용증가 등을 우려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단에 설치된
승강기를 막는 행위도 일어났다. 반대로 공동주택이면서 문제없이 활발히 사용
되는 통로는 이익을 가져가는 주체(통학로로 이용하는 학교)에서 실질적인 관리
를 하는 곳이었다. 가재마을3단지의 경우에도 초반에는 갈등이 일어났으나 최근
에는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공공보행통로 청소봉사를 실시하는 등 수혜
자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이 관리·운영의 책임을 일부 나누어 가진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표 53. 공공보행통로 사례 분석 요약
분석틀

조사결과

개념과 목표

대지 내 보행자통로로서, 외부인에게 24시간 개방

보행연결성 강화

68개의 공공보행통로(필지수 78개)설치로 보행 연결성 향상

공동체 활성화

일부 단지에서는 공공보행통로를 둘러싸고 이웃 간 갈등 심화

공정성, 절차적 타당성

공공보행통로 설치로 인한 인센티브 이익을 얻는 건설사 및 초기분양자,
관리운영비용을 부담하는 측, 편익이 있는 학교 와 이웃단지 주민들 간
공정성 문제 발생

관리·운영

통로에 설치된 승강기 운영을 정지, 불법 주정차

시설의 개방·공유 용이성

통로 중간에 계단이 설치되거나 통로 입구가 완충녹지로 막혀있는 경우

세 가지 사례를 종합해서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계획의 물리적인 목표(토지의 집약적 이용, 시설효용성 증대, 보행연
결성 강화)는 대다수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리·운영단계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인해 계획의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경우는 있었다. 어떤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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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현이 잘되고 어떤 곳이 안 되는지 비교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세 시설은 모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었다. 다만 대
부분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은 불가피하였다. 의견조율과정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는 불공평하다고 느끼거나, 사회적약자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기도 하였다.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소수의 희생이 정당한가에 대
해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계획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방·공유 개념에 맞지 않는 공간설계가 일
부 있었다. 설치 및 설계 기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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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한계와 의의
연구의 한계로 첫째, 아직 개발이 완성되기 전 상태에서 세종시 도시설계지침
에 대해 평가했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 시민들이 계획 원칙에 대한 이해가 깊
어지고 서로 시설을 개방·공유하는 절차, 시설관리비산정 등 운영방식에 익숙해
진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계획가들은 계획
이 앞서나가면 새로운 공간에서 시민들의 의식이 변할 것이라 기대한다. 현재
세종시 개발은 50%정도 완료된 상태이다. 신도시 주거지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
한지는 약 7년 정도가 지났다. 이 사이에 복합커뮤니티센터나 통합커뮤니티시설
등과 관련된 도시설계지침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였다. 개방과 공유 문제는 초창
기부터 도입되었으나 아직 시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다만 도시
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그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다면
세종시의 남은 개발예정구역이나 향후 개발될 신도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
각한다. 현재 시민들의 이해도가 낮은 부분이 무엇이며, 계획이 현실화 되는 과
정에서 생긴 문제를 개선한다면 계획 의도를 현실성 있고 합리적으로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둘째, 온라인 민원게시물에 올라온 내용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족도라는 것은 개인의 내적, 외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 감정
상태라는 한계가 있다(Locke, 1967). 더구나 이용자가 인식한 도시환경은 일종
의 공공 서비스 분야로서 민간부문과는 달리 만족도에 있어 세금, 범죄, 부동산
가격 등 다양한 외부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Manzi & Saibene,
2018). 참여할 능력이 없는 그룹을 배제할 위험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
도 있다(Shaw & Sui, 2018). 이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의지하
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지는 않았다. 시민들의 의견 중에는 계획 내용을 잘 못
알고 있거나 개방 공유와 관련된 이론 분석을 통해 계획가가 의도하려는 바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아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셋째, 사례분석 시 개방·공유를 하려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했는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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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교류강화나 공동체 활성화 이루었는지는 공
공과 민간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량적인 분석은 미흡하다.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민원게시물과 인터뷰 등으로 해당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
일부를 관찰함으로서 지침의 성과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려 하였다.
넷째, 시사점으로 제시한 내용도 하나의 방법일 뿐 해답은 아니다. 도시설계
지침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 못할 수도 있다. 공유·개방 관련 지구단위계획지침
의 권한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한정되어 있어 그 기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만 한정하지
않고 개방, 공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법 제도를 살펴보려 하였다. 도시설
계에서 의도하는 바를 현실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도시설계분야에서 알고 다루
어야 할 범위가 넓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국가주도의 사업에
대한 일종의 고객의 소리를 알아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데이터는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줄 뿐이다(Simon, 2013). 작은
정보를 이용해 도시설계지침 중 무엇을 고치면 더 나아질지 제시하는 현실 참여
적인 도시설계연구로서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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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세종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계획될 신도시
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생각한다. 따라서 개방·공유 관련 도시설
계지침 중 개선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
고 해보아야한다. 이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사례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1) 개방·공유에 대한 개념과 목표에 대해 논의 필요
각각의 공간에 대한 개방·공유 지침이 의도하는 바를 세밀하게 논의하고 목
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계획가들의 의도는 각 주체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던 배타적인 공간을 개방·공유하고 복합화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게 하려는 것이다. 공간 계획을 통해 공동체 활동력이 얼마나 바뀌는지 모니터
링하고, 사회적인 교류강화,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계획한대로 그 가치가 실현되는지, 계획에서 원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달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위
해 개방·공유나 시설의 복합화를 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서구의 공동체 계
획(community planning)은 주로 인종, 빈곤, 범죄, 교육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었다. 사회적인 측면 계획이 나라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쳤
다. 다양한 인종이나 계층이 어떻게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가, 실질적
으로 소득과 교육수준, 범죄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리 공동
체 문제에는 서구에 비해 인종문제나 범죄 문제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공동체
활동을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평가하지 못하였다. 전문가들은 자본주의 대도시
화에 따라 과거에 비해 공동체가 폐쇄적으로 변하였고 교류가 적어졌다고 주장
하였다. 공동체가 상실되었다는 견해는 초기 사회학에서 많이 지적되어 온 바다.
우리나라에서 공동체 활성화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타인과 소통하고,
지역의 문제를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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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있다(장용일 & 김창성, 2016).
공동체 활동이 물리적 공간에 전적으로 기반을 두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
요가 있다. 막스 베버 등 일부 사회학자는 공동체가 종말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
다. 자본주의와 대도시화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Putnam(2000)도
미국 국민이 과거보다 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최병두(2000)
는 아파트와 같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문화는 심화되는 한편 공동체적 개방
공간은 점차 축소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공
동체 관념이 변하기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발전한다고도 주장하기도 한다.
Tilly(1973)는 현대 도시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공간적으로 흩어져 있는 탈공간적
인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최근 공동체 활동 기반은 온라인
이다. 대면접촉은 줄어드는 시대다. 지역 주민들 모임 보다는 같은 취미나 관심
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활성화되며, 같은 동네 주민들의 모임도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담장을 없애고 우리 집 앞마당을 이웃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공동체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2) 개방·공유를 위한 거래비용 고려
개방·공유에 따른 거래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통합
커뮤니티시설, 공공보행통로 등은 공익을 위해 일부 사인의 이익을 제한해야 한
다. 예를 들어 학교는 시설 개방과 관련해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비용이 필요하
다.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늘어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도 발생한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가, 또 어느 정도까지 교환이 가능한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상가 옥상을 24시간 개방지침의 경우에도 이를
통해 얻을 편익은 얼마큼이고 우려될만한 문제에 따른 비용은 얼마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인센티브의 편익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도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 신도시
의 경우 개발자와 운영관리자가 분리될 수 도 있다. 인센티브가 나누어지는 현
상(split of incentive)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방·공유가 잘 안 되는 원인 중 하
나라고 생각한다.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학 이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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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자유경제체제에서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려면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과 편익
을 받는 사람이 일치해야 한다. 아니면 외부효과가 생기거나 무임승차자가 생긴
다.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개방·공유에 따른 인센티브를 용적률로 받지만, 용적률
상승에 따른 이익을 대부분 건설사 또는 최초 분양자가 가져간다. 이후 관리운
영주체인 주민들은 이 모든 시설을 인수받아 비용을 부담해야하며, 편익은 사실
상 주변 단지로 가게 된다.

3) 공리주의를 전제로 한 결정이 정당한지 검토
공간의 개방과 공유는 공리주의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공공영
역의 책임이 민간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리주의를 전제로
한 결정이 정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에서는 공동선 추구를 위해 사익 제
한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도시계획에서는 공익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시설계보다는 보상이 철저하다. 헌법 제23조 2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행사
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도시계획시설은 높은 공공
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따라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행정주체
가 설치하고 소유·관리한다(김종보, 2011). 그러나 도시설계에서는 다루는 부분
이 사적 공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나, 공공성 추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논의가 덜 되어 있다. 도시계획시설처럼 높은 단계의 공공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강력한 규제나 지원이 뒤따르지도 못한다. 공공이 사익을 제한하려면
관리주체의 입장에서 타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같은 수준의 이익이
있거나 더 좋아져야 한다. 공간은 민간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므로 최소한 공공이
유지관리 부담을 지기를 원한다. 그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현실 가능성이
적어진다. 사권을 제한하는 논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타당한지, 제약하는 만큼 공
익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이용자에게 사용설명서 제공 및 의사소통 절차 모색
조한상(2009)은 시민과 의사소통 절차를 거쳐 공공복리를 추구해야한다고 주
장하였다. 공간의 점유주체와 사용주체가 달라질 경우 점유주체의 양보와 이해
가 요구된다. 이 경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공간을 사용할 경우 그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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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하는 주체로 하여금 공공성 강화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관리운영에 있
어 공공성제고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시민들과 대화를 통한 규정을 수립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실현단계에서도 의사소통절차가 필요하다. 공공정책에서 요구하는 공공
성 확보가 계획단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물리적 형태가 고정된 후, 주민들
이 시행하는 단계에서 알아서 정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통합커뮤니티시설과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해당 단지 주민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의사소통
절차를 거치기 위한 알기 쉽게 쓰인 설명 자료가 부족하다. 분양홍보책자에는
간략한 정보만 작은 글씨로 쓰여 있다.
지침에 대한 불만이 나오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계획 이
상이나 규제지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전문가들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할 줄 알아야 하며 일반 시민들과 소통 방법을 배워야 한다.
시민들은 보다 객관적인 근거에 타당한 합리적인 표현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 이상과 원칙은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전문성과 경
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계획은 수정이 가능하고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대화로
서 가능하다. 도시계획의 성패는 시민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가에 달
려있다(안건혁, 2015).

5) 관리운영 책임소재 세부적으로, 지침 구체화
개방·공유 도시설계지침을 잘 실행되도록 하려면 지침을 정밀하게 수립해야
하며 특히 운영관리방안이 중요하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운영관리방안을
강화하였다. 지금까지는 개방·공유 공간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라고 명확하게 지
시를 내리지 못했다. 운영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각 공간의 주체와 관리자의 역할
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공공
보행통로와 같은 경우에는 지정 근거 및 지정 현황을 통로 출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시민들에게 분명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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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만 표기되어
있으며, 공개공지처럼 표지판을 세우지도 않고 건축물 대장에도 표기되지 않는
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분양 당시 홍보물은 물론 계약서에서도 표현
이 불분명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6) 행정청의 지속적인 관리
지자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공공이 의사소통 과정에 지속적으로 간여
할 필요가 있다. 통합커뮤니티시설과 같은 경우 각 단지의 재산권이 분리된 현
상황에서 강제적인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서울시 서초구 한 아파
트 경우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커뮤니티시설을 외부 주민에게 개방하였
다. 2013년 10월 당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아파트 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으면서 층수 등 일부 건축규제를 적용배제, 완화적용 받는 대신 커뮤니티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2016년 8월 입주를 한
주민들은 과거 조합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없다며 커뮤니티 시설 개방을
반대하였고, 서초구 주거개선과에서 2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내리
고 약 6개월 동안 8차례 공문을 주고받았으며 여러 차례 회의까지 거쳐 2018년
5월 9일 서초구와 입주자대표회의간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방 및 관리운영’에 대
한 협약식을 갖게 되었다. 이렇듯 강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적극적인 개
입이 시설의 개방·공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7) 도시설계지침 실현 결과 모니터링
공공이 관리·운영단계에 참여가 가능하다면 모니터링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설계지침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고 현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청사의 초기 설계 의도는 담장이 없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
되었다는 문제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설계의도와 달리 담장을 세우고 옥상정원을
개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옥상정원 방문 예약을 받고 시
민들에게 일정시간 개방을 하고 있다. 초기 의도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했지만 점차
해결안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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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온라인 민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금까지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의사결정에 개인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
기가 어려웠다. 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보다 직접적인 시민 참여가 가능해졌
으며 포괄적이고 반응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해졌다. 사람들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도 서로 연결되어 커뮤니티도 확장되었다. 다차원적이고 투
명한 도시정책 결정이 가능하며, 도시운영을 효율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경영분야에서 일반인들의 의견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크라우드소싱기법이 새
로운 모델로 도입되듯이 도시설계분야에서도 새로운 방법의 만족도 조사나 여론
조사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8) 지침의 유연성 강화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이를 고칠 수 있어야 하겠다. 지침을
잘 고칠 수 있어야 하며 고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은 장기간에 걸
쳐 일어나며 도시설계는 그에 비하면 짧긴 하지만 실행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한 2~3년은 앞서 구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 시민들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한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획에 오
류가 생기는 것이다. 계획 당시에는 합리적이었으나 그 후에 환경과 조건이 달
라짐에 따라 현실에서 맞지 않게 된다. 미래를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낙관적으로
예상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행태나 물리적 공간 활용방법이 급
속하게 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김기호(2002)도 우리나라 도시설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시간 개념이 없어, 설계의 적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을 하였
다. 1980년대 영국 밀턴케인즈의 경우에도 실험적인 주택형태를 전문가들은 칭
찬하였지만, 당시 주민들에게는 인기가 없었고 새로운 건축환경에 반발이 있었
다고 한다(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9).
사람들이 공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잘못 예측하는 경우도 있다. 서로 다른 목
적을 가진 여러 계획이 같은 공간을 만들어내어 모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신도시 건설과정은 문제가 복잡하고 본 계획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다. 이 과정에서 각 계획은 개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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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합리적 보일지라도 여러 다른 계획이 동시에 작용할 때 모순이 발생하기도
한다. 김영평(2008)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모순적 상황은 불가피하며 모순을 없
애려는 노력보다는 관리하고 일부는 허용함으로서 정책 결정을 보다 진일보시키
자는 주장을 하였다. 다만 조정을 거치게 되더라도 계획 이상과 원칙은 있어야
한다. 개방과 공유는 앞으로도 큰 원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함으로
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개방·공유를 하는 경제적
인 이유와 주민들이 갖는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여야 계획 이상
과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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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개방·공유 공간 관련 규정
구분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규정

출처

정의

1-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어반커뮤니티(Urban-Community) 공
간으로서 1-3생활권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초·중·고),
상업업무시설, 근린운동장, 기초생활권복합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3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설계기준

1-3생활권내 열린학교 및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근린운동장 등 오픈스
페이스와 연계된 복합커뮤니티 센터가 생활권내 중심커뮤니티존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건축설
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1-3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시설복합화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계획
시설의 결정ㆍ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근거기준

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
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
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
시 검토하여야 한다.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①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
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
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
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
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
여 보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61 -

구분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규정

출처

시설복합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
령 제61조

근거기준

1.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
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
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2.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
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
는 대수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
로 변경하는 경우
3.「도로법」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하는 경우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
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학교 복합화
근거

학교시설
개방근거

학교시설
개방근거

학교시설
개방근거

(복합시설)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국ㆍ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
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
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2

(학교의 결정기준) 1.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도시ㆍ군계획
시설의 결정ㆍ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세종특별자치
시교육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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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규정

출처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에 관한 규칙

(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장
2. 학교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제1조, 제3조,
제8조

3. 학교테니스장
4. 그 밖에 학교시설(학교수영장 제외)
(개방원칙) ① 공·사립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이하 "학교
장"이라 한다)은 학교교육활동과 재산관리 및 학생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
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
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
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학교시설
관리운영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
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국가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연수·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
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
여 재산관리관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소속 각급 기관(교
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
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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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
시 교육비특별
회계 소관 공
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구분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규정

출처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기타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
시 사용하는 경우로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6. 4. 20.>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일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
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
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⑧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받
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
에는 허가받은 자가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나 손해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학교시설

(무단출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
로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를 발견 시 즉시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② 학생보호
인력은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 내에 진입한 자에 대
하여는 즉시 출입증 교부 장소로 인계하여 절차에 따라 출입증을 발
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
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 관련 표
준 가이드라
인｣ 제20조

통합커뮤니티시설 관련 규정

출처

정의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주택법」 제2
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제5장)
이며 단지간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으로 설치하여 공간 효율
성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

2-2생활권 공
동주택단지 설
계공모 지침서

복리시설 정
의 및 시설
종류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그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주택법, 주택
건설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주민공동시
설 정의 및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
하는 시설

주택법, 주택
건설기준 등

관리운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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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통합커뮤니티시설 관련 규정

출처

시설종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작은도서관 포
함),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
를 위한 교육장소),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
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
지시설, 그밖에 위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에 관한 규정

설치기준

지정된 가로 결절점에 통합커뮤니티시설시설 및 단지커뮤니티 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인접 단지간 관련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계획

2-2생활권 공
동주택단지 설
계공모 지침서

커뮤니티시설은 위계별 프로그램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생활권 순환산책로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이웃 단지와의 교류 활성화
단지 내부보다는 가로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활동이 촉진되도록 새로운
개념의 가로대응형 구조로 계획
여성과 어린이가 가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부대
복리시설 및 편익시설을 가급적 연도형으로 배치
보행의 안전성과 편의성은 물론 인접단지간 접근성과 연계성의 극대화
설계기준

공동주택용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타 단지와의 교류 및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여 생활가로변에 배치하고 2층 이하의 연도형 상가 형태를 권
장한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가로에 면하여 소규모 상점과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노인복지시설, 유
치원, 어린이집 등)을 결합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한
다.
버스정류장변의 부대복리시설 배치 시 24시간편의점, 자전거거치대
등을 버스정거장과 연계 배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생활가로변의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건축물의 벽면은 가급적 투명
한 재료를 통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업무 이외의 시간에도 자연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시설(보육시설 및 노인정 등)은 단지 진입부에 배치하여 외부와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운동시설은 휴게시설과 연계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소통을 확대하는 교류공간 조성을 위한 알파 스페이스를 각 주거동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알파스페이스 설치 시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제공되
어야 하며 여성과 주부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각 주거동의 저층부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주거동의 특성에 따라
중층 또는 옥상층에 마련할 수 있다.
설계기준

BRT변의 조화롭고 일체감이 있는 경관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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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생활권 공
동주택단지 설
계공모 지침서

구

분

운영기준

통합커뮤니티시설 관련 규정

출처

세종시 2-2생활권 P2권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
어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주택단지 설계 지침서에 따라 통합
커뮤니티로 계획, 시공됨. 이에 따라 당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은
M3, M4, M5블록 3개 블록에 개별 설치되지 않고 단지간 상호 이용
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공동 이용·운영·관
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세종 더샵 힐
스테이트(2-2
생활권 M3블
록)
입주자
모집공고

M3블록, M4블록, M5블록의 커뮤니티시설은 생활권 통합커뮤니티 시
설로서, 블록별 내부구성의 성격이 상이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통합
커뮤니티의 특성상 타 단지의 외부인의 이용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인근단지와
공동관리/
구분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
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가능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다
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
·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
리하는 경우는 제외
·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
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등 시설이 없을
것
· 단,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통
하여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가능 <개정 2017. 10. 18.>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시설 변경

입주자등은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위탁 운영

관리주체는 일정 절차를 거쳐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위탁운영이 가능
· 관리규약 준칙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함. 위탁
여부를 변경시도 동일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
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가능.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불가. 허용 및 변경 시 입주자대표회
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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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

통합커뮤니티시설 관련 규정

출처

·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경우,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이용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
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함. 허용 여부를 변경 시에도 동일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
의 동의를 받을 것

구분

공개공지 관련 규정

출처

정의

공개공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정하거나 건축법 제43조, 동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
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설치기준

공개공지는 교차로, 도로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배치하고 공개공지의 설치기준은「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제30조
제3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주거용지에 공개공지 설치시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1펴센트)

설계기준

공개공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제30조 제3항 기준을 따르
며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
단위계획결정도에서 권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공지를 조
성하도록 권장한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공개공지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공개공지의 최소 폭은
5미터 이상 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공개공지에는 휴
식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공개공지는 집중 배치하고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
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
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
비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구의 모퉁이 혹은 보행자전용도로와 만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서 정한 위치에 공개공지를 설치하고 조성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바
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② 보행편익시설로서 키오
스크, 벤치, 식재 등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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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개공지 관련 규정

출처

운영관리

건축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경우 건축법 시행
령 27조의2에 따라 관리운영 사항 및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 공개공
지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차단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하며, 의자 또는 파고라를 설치해야함. 연간 60일 이
내 기간 동안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이 가능함. 이러한 시행령의 관리
운영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건축법에 따라 제제를 받음. 공개공
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구분

2-4생활권 특별계획구역 입체상업시설 옥상 관련 규정

출처

설치기준

옥상층은 50퍼센트 이상 녹화하며, 24시간 상시 개방되는 구조로 계획
할 것을 권장하며, 특별계획구역 내 보행동선이 입체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지구단위계
획 시행지침

연속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주변블럭과 연결되는 지점은 24시간 상
시개방되는 공공보행통로나 공공공지 또는 공개공지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2조 특별
계획구역 2

구분

공공보행통로 관련 규정

출처

정의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
록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다.

설치기준

공공보행통로 등을 계획하는 경우 관련된 대지에서 동시에 건축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보행통로 등의 설
치주체 및 통로의 설치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명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
획수립지침
( 국토 교통부
훈령 제569
호)

보행동선계획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립한다.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대지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공공보행통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건축물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동선이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

행정중심복
합도시 지구
단위계획수
립 지침( 행정
중심복합도
시건설청훈
령 제196호)

(2) 공공보행통로는 시종점을 지정하거나 시종점 구간을 지정한다.
(3) 공공보행통로는 상부가 오픈되어 있는 형태를 권장하고 건축물의
계획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연결브릿지 또는 필로티형으로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행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연결성, 건축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의 시종점 및 내부 선형 변경이 가능하다.
설계기준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구조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보
행안전을 위한 보도구조는 도로 내 보행로, 보행자전용도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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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공공보행통로 관련 규정

출처

(2) 보행안전존은 유효폭 1.8미터 이상, 유효높이 2.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3)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간격 1센티미터 이하의 그레
이팅을 설치한다.
(4) 가로등, 전주, 간판, 교통안내판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장
애물 존에 설치한다.
(5) 보행우선구역 안에서는 보행자에게 현재의 위치, 주변의 교통수단,
600미터 이내의 주요시설물 등의 정보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한다.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자우선구
조로 조성한다.

〃

· 보행자 우선구조는 인접 보도 및 자전거도로와 동일한 높이로 조성
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② 보행자 우선구조의
포장은 차도의 포장(색채나 질감)과 다르게 한다. 다만, 통행량이 많은
4차선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는 보행자 우선구조의 포장은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도와 동일하게 포장할 수 있다. ③ 보행자를 위한
동선(폭 4.0미터 이상)과 자전거를 위한 동선(폭 2.0미터 이상)을 확보
한다. 다만, 공동주택 진출입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차량출입구간 내 보도와 자전거도로는 평탄하게 연속되도록 조성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하되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른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
치해야한다. 다만, 경사로와 함께 일부 구간에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도로의 시종점 기울기는 최대 1/19로 하며 부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1/12로 완화할 수 있다. ② 보도블록은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며 바닥면을 평평하게 시공한다. ③ 그레이팅은 1센티미
터 이하 간격으로 설치한다.
운영기준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경계로부터 10미터 이상을 차량출입 불허구간으
로 지정한다.

〃

행위제한의 완화는 주거용지 외와 주거용지 중 공동주택용지용지·주상
복합용지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붙임2와 같다.
인센티브

주거용지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만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주거용지 중 공동주택용지·주상복합용지 허용용적률의 완화는 총 5퍼
센트 범위 내에서 대지내공지, 통경축 반영, 테라스 하우스, 우수활용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기준 준수시 허용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단, 최대 1퍼센트
개방형 구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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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개방·공유 관련 온라인 게시물 내용분석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온라인 게시물(작성일순으로 정리)
번호

작성일

내용

세부내용

장소

출처(번호)

1

12.07.31.

도서관
추가건립

도서관 건립요청. 주민센터에 들어오
는 작은 도서관이나 국립세종도서관
중간 크기 도서관 건립 요청

한솔동
도서관

민원상담게시판
(3165)

2

12.08.03.

한솔
수영장
개방

수영장 개방 요청. 한솔중학교 내에
수영장 운영계획 공지가 없음 수영장
이 가까운 곳에 없어 아쉬움

한솔동 복합
커뮤니티센
터 한솔중학
교 수영장

민원상담게시판
(3186)

3

12.11.03.

한솔
수영장
개방

수영장 개방 요청. 한솔중학교 수영장
이 있는데 사용 못하고 있음. 교육청
과 시정이 서로 떠넘김

한솔동 복합
커뮤니티센
터 한솔중학
교 수영장

민원상담게시판
(3813)

4

13.01.15.

한솔
수영장
개방

첫마을 한솔중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 일반 주민들에게 개장
되는 궁금. 개장 안 된다면 별도 수
영장 건립 추진 바람

한솔동 복합
커뮤니티센
터 한솔중학
교 수영장

민원상담게시판
(4287)

5

13.03.19.

도서관
개방시간
확대

도서관 주말 공휴일 개방 요청. 한솔
동 주민센터에 도서관 편의시설 평일
18시까지 운영 있어 직장인 학생 이
용 불편. 이에 직장인 학생 이용 있
도록 평일에는 10 휴일에는 18:00시
까지 운영 요청

한솔동 복합
커뮤니티센
터 도서관

민원상담게시판
(4779)

6

13.03.22.

도서관
개방시간
확대

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 요청. 현재
도서관이 한솔동만 있는데, 주말에 운
영하지 않아 불편함. 평일에도 늦게까
지 운영 요청

한솔동

민원상담게시판
(4806)

도서관
개방시간
확대

도서관 휴일 개방 요청. 주말에 자원
봉사 중심으로 운영 제안

한솔동

7

13.03.26.

도서관

도서관

민원상담게시판
(4828)

8

13.10.30.

한솔
수영장
개방

세종 한솔 수영장 일반인에게 언제
개방하는지 문의. 세종 첫마을 아파트
한솔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걸로 알고 분양받았음

한솔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한솔중수영장

민원상담게시판
(6728)

9

14.03.05.

한솔
수영장
개방

한솔동 한솔중학교에 수영장과 1-2
아름동 수영장 언제 개장하는지 문의
함. 주민 운동시설이 부족함

한솔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한솔중수영장

민원상담게시판
(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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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작성일

내용

세부내용

장소

출처(번호)

10

14.03.07.

시설개장

13년12월1일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영
장 준공, 3개월 지났는데도 운영하지
않음. 지역주민들 위해 빨리 개장 요
청

아름동

민원상담게시판
(7700)

11

14.06.09.

한솔

한솔중학교 수영장 개장 여부 문의.
첫마을 소재 한솔중학교 수영장은 주
민들에게 개방되는 시설로 알고 있음.
14년 6월 현재 운영 않음. 지방선거
한솔동 시의원 당선자가 수영장을 개
장하고 일반 주민에게 개방한다고 공
약하였음

한솔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한솔중

민원상담게시판
(8682)

수영장
개방

12

14.06.14.

시설개장

복합커뮤니티센터개장요청, 실내체육
관부족민원.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스포츠센터가 준공 6개월이 지났는데
개장 운영하지 않음

아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체육관

민원상담게시판
(8756)

13

14.07.21.

수영장
시설추가

세종 실내수영장 추가 건설 요청. 수
영장 대기자가 너무 많아 1년에서
1년 반을 기다려야 함. 세종 실내수
영장 확대 방안을 모색 필요

-

민원상담게시판
(9263)

14

14.08.12.

시설추가

야외에 농구코트가 많이 설치되어 있
으나 날씨 제약도 있고 평일저녁 주
말 등 여가시간에 활용 어려움. 복합
커뮤니티 실내 체육관에 농구 골대
없음

-

민원상담게시판
(9490)

15

14.08.20.

시설추가

도서관 및 수영장 건설 요청

종촌동

민원상담게시판
(9574)

16

14.09.10.

시설개장

세종 1-1생활권 남쪽 복합커뮤니티
조기착공 요청. 고운동 1-1생활권 다
른 구역에 비해 발전이 늦어 생활 불
편함이 많음

고운동 남측
복합커뮤니
티센터

민원상담게시판
(9754)

17

14.11.03.

시설개장

아름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속히 개
장 요청

아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민원상담게시판
(10353)

18

15.01.05.

시설개장

아름동 주민복합센터 정상화 요청. 아
름동 주민복합센터 아직까지 오픈 안
되고 있음. 세종시는 편의시설 많이
부족한 상황임. 체육관 시설이 작년
12월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내부 공사 인해 올해 3월 오픈

아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민원상담게시판
(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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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5.01.19.

시설추가

농구대 시설 설치 요청. 도담동 복합
커뮤니티센터에 베드민턴, 탁구 시설
은 있으나 농구대가 없음

1-4 도담동
복합커뮤니
티센터 실내
체육관

민원상담게시판
(11346)

20

15.01.21.

개방시간

도담동 체육관 이용시간 연장 요청.
실내체육관 이용 시간을 오후 9시에
서 10시30분으로 연장 요청

1-4 도담동
복합커뮤니
티센터 체육
관

민원상담게시판
(11377)

21

15.03.26.

시설추가

도담중학교 도담고등학교 사이에 있
는 농구 시설 그물 설치 요청

도담중,도담
고사이농구
시설

민원상담게시판
(12454)

22

15.03.27.

시설개장

복합커뮤니티센터개방요청, 체육시설
부족민원. 준공 된지 1년 넘게 개방
못하는 상황임

어진동복합커
뮤니티센터

민원상담게시판
(13170)

23

15.04.05.

시설대관

체육관 개인사용 허가 요청. 현재는
단체가 주로 대여함

도담동주민
센터
실내체육관

민원상담게시판
(12700)

24

15.08.04.

개방시간

한솔동 주민센터 도서관 개관 요일
변경 요청. 현재 한솔동주민센터 도서
관 월~토 운영, 일요일에 운영 하지
않음. 일요일 운영 월요일 휴무 건의

한솔동
도서관

민원상담게시판
(15456)

25

15.08.24.

개방시간

도담동 내에 있는 공립어린이집 등하
원 시간이 아침 7시 50분 전후, 저
녁 6시 45 전후임. 등하원 시키는
시간 주차장에 주차하고 어린이집으
로 가려면 간혹 문이 잠겨 있을 때가
있음. 주출입구로 돌아가야 함. 출입
구 개방 요청하였으나 어린이집 소관
이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통제하여 불
가능. 어린이집 개방시간인 아침 7시
30 저녁 7시30분까지 어린이집 출입
구 개방 요청

도담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어린이집

민원상담게시판
(15934)

26

15.11.04.

시설대관

시설규모 및 대관절차 시민입장 배려
하지 않았음. 대관절차 및 시설운영시
간 조정 요청. 매주 금요일에 전화로
시설대관 예약해야함. 시민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생활권
탁구 동호회원 300여명임. 전체 동호
회 2천여명. 수요파악이 필요

아름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시민의창공개
민원(2884)

시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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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5.12.12.

시설개장

1-1 복합커뮤니티 조속한 착공 요구

1-1생활권
남측복합커
뮤니티센터

민원상담게시
판(18714)

28

15.12.23.

시설추가

탁구시설 추가설치 및 상시개방 요청.
1생활권 전반적으로 탁구시설 부족한
실정. 종촌체육관에 최소 20대 탁구
대 비치 건의. 주민들이 원할 때 수
시로 운동할 수 있도록 상시개방 요
청

종촌복합커
뮤니티체육
관

시민의창공개
민원(3536)

개방시간

29

15.12.24.

시설설치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고 제
약이 많음. 신도시 내 체육관이 도담
동, 아름동, 종촌동 3곳임. 각 체육관
별로 특화 제안

-

시민의창공개
민원(3547)

30

15.12.30.

시설대관

아름스포츠센터 10명 이상이 10시
전에 예약해야 사용 가능함. 운동할
곳이 부족. 모든 시민 자유롭게 이용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

아름동 복합
커뮤니티센
터 스포츠센
터

민원상담게시판
(19130)

고운초등학교 옆 주민 센터 착공이
작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지연됨. 아름동 주민센터 이용하
기에도 공공자전거도 없고 차를 가져
가도 주차할 곳이 없어 불편. 고운동
종촌동 아름동에 비해 복지시설 부
족함

고운동 고운
초옆주민센
터

민원상담게시판
(20809)

개방시간

31

16.03.05.

시설개장
주차불편

32

16.04.25.

도서관
방음시설
보완

소음 자제 요망 및 방음시설 보완 요
청. 난타 강좌로 인해 학생들이 공부
하는데 지장 받고 있음. 오후 4시에
서 8~9시까지 연습시간임. 방음시설
보완 또는 학생들 공부시간대를 피해
난타강좌 조정 요청

종촌동 복컴
도서관

시민의창공개
민원(5215)

33

16.08.02.

운영관리

아름스포츠센터 에어컨 가동 요청. 폭
염주의보로 더운데 스포츠센터 에어
컨 가동을 하지 않음. 해질 저녁 무
렵 온도가 34도임. 너무 더워서 시설
을 전혀 이용 할 수 없음

아름동 복합
커뮤니티센
터 스포츠센
터

민원상담게시판
(26375)

34

16.08.31.

시설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장 요청. 세종시
청 공동주택지원센터에서 관리운영
하는 것을 제안

어진동 복합
커뮤니티 센
터
체육관
개방요청 건

시민의창공개
민원(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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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6.09.20.

시설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장 요청

고운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개장

시민의창공개
민원(8033)

36

17.02.07.

학교시설
개방

15년부터 현재까지 종촌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배드민턴 클럽 회원임. 올
3월부터 4일만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음. 교육감 공약
중 "풍요로운 지역사회 프로젝트" 일
환 중 학교시설 개방 복합 커뮤니티
센터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음. 또한
학교 시설 개방 규칙을 보면 학교 교
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
여 한다는 내용이 있음. 기존 운영
중인 클럽을 배제하고 재선정한다는

종촌중학교

교육청 열린
교육감실

것도 불합리
37

17.02.24.

도서관
운영시간

도서관 열람실 주야간 개방 요청. 보
람동 도서관 열람실은 도서관 내부에
위치하지 않아 야간이나 주말에 사용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

보람동복합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이용
관련

시민의창공개
민원(10682)

38

17.02.27.

학교시설
개방

두루중학교 운동장 대관신청하였으나
매번 불허통보 받음. 운동장 파손을
우려하여 대관 불허함. 온빛초는 대관
용이

두루중학교
운동장

교육청열린교
육감실

39

17.03.01.

학교시설

주말 아침에 운동을 하고자 두루중학
교 운동장 대관 신청을 하였으나 불
허. 인근 초등학교는 주말 대관이 가
능한데, 두루중학교만 불허. 학교 운

두루중학교
운동장

교육청열린교
육감실

보람동복합
커뮤니티센터

시민의창공개
민원(14501)

개방

동장이 개인의 사유물이 아님
40

17.08.05.

음악실
상시개방

취미음악실 상시 개방 요청. 취미음악
실 승인 및 등록 절차를 모르겠음. 2
층에 운용중인 어르신 복지시설(탁구
장, 당구장 등)과 같이 일정 요건(보
람동 주민, 개인정보 제공 등)만 갖춘
다면 보람동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취미음악실을 일정 시간 상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 다른 시설에
비해 너무 낮게 활용됨. 보람동 주민
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이고 개방된 검
토로 상시 개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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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8.02.05.

체육관
시설설치

실내체육관 내 농구대설치 요청. 지하
2층 체육관은 현재 배드민턴과 탁구
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구는
할 수가 없음. 실내경기이기도 하고,
겨울에는 밖에서만 운동하기는 힘드
니 체육관 구석에 1/2코트 크기만이
라도 농구대를 설치 요청

도담동복합
커뮤니티센터

시민의창공개
민원(17692)

42

18.06.17.

시설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속 완공 요청. 고
운동복합커뮤니티 남측센터는 완공
된지 몇 달 지났으나 주민센터만 운
영됨.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을 즐기고
싶은데 먼저 생긴 고운동복합커뮤니
티는 너무 멀리 있음

고운동복합
커뮤니티
남측센터

시민의창공개
민원(20481)

43

18.12.20.

독서실
운영시간

최근 공고를 보니 내년부터 복컴 내
독서실도 일요일에 휴관. 독서실은 추
가의 관리요원이 없어도 되고 단지
당직근무자가 아침저녁으로 문만 열
고 닫아주면 되는 등 추가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내년
부터는 휴관하는 것으로 바뀌는지 이
해가 되지 않음. 가능하면 도서관과
독서실도 일요일에 개방 요청

보람동복합
커뮤니티

시민의창공개
민원(25543)

44

19.05.16.

학교시설
개방

유휴시간대에 학교시설물 개방이 이
루어지지 않음. 보람동내 XX초등학교
에 대한 학교 시설물 개방을 요청 하
였으나, 개방 요청한 학교체육관이 본
관 건물과 연결되어 개방이 불가능하
다고 학교 측에서 답변 받았음

보람동
초등학교

교육청 열린
교육감실

-

교육청

교육청 행정지원과와 해당학교를 1차
방문하여 확인해본 결과 본관과 연결
되는 문제는 기설치되어 있는 통로의
차단문에 화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
동개폐장치를 추가하면 유휴시간대에
지역주민이 사용함에 있어서 보안상
의 문제가 해결됨. 교육청 행정지원과
사무관님과 담당 선생님이 2차 방문
하여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학교장님이 학
교시설물을 개방 꺼려하고 계시다는
답변을 들음
45

19.05.31.

학교시설

민원 발생 이유는 학교시설물을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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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번호

작성일

내용

세부내용

장소

개방

개인 혹은 학교만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 모 학교 행정실에 개방 문의를
하니 개방 안한다는 입장만 답변할
뿐,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설명
은 없었음. 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교육청은 세종시의 예산을
지원받음. 세종시의 지원 예산중에는
시설물 관련 예산이 분명히 있으며,
이는 학교 시설물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임. 세종
시의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라면, 학교
시설물 개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함. 학교 교육과정, 프로그램 등 명확
한 증거없는 개방 불허는 안됨. 애초
에 학교시설물을 지역주민과 함께 사
용할 계획이 없는 학교라면, 세종시의
지원 예산을 줄여야 함. 개방율에 따
른 인센티브와 미개방에 따른 불이익

출처(번호)
교육감실

있어야 함
46

19.06.10.

도서관
운영시간

47

19.09.19.

수영장
설치

도서관 평일 저녁 및 주말 운영 건
의. 주말에 아이들과 책을 보러가거나
공부를 하러가려면 북측도서관을 이
용하거나 국립세종도서관을 이용해야
함. 연장 운영요청

고운동남측
복합커뮤니티
센터

시민의창공개
민원(30293)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수영장 설치 요
청. 현재 세종시 각 동별로 수영장이
건립(또는 건립예정)되어 있으며 고운
동, 한솔동, 보람동에는 기존의 수영
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실내 또는 야
외수영장이 예정됨. 2-4생활권(나성
동)에 건설예정인 복합커뮤니티 시설
에는 수영장이 없어 불편 예상. 안전
보장과 형평성 있는 체육시설 배치를
위해 나성동 복합커뮤니티 시설에 수
영장 건립을 요청

나성동

시민의창공개
민원(3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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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커뮤니티시설 관련 민원 게시물(작성일순으로 정리)
번호

작성일

내용

세부내용

장소

출처(번호)

1

14.10.01.

프리미엄
기대

정부세종청사, 학군, 편의시설, BRT,
통합커뮤니티시설 등으로 인해 장기
적으로 거주한다면 상당한 프리미엄
예상됨

2-2생활권

세종시닷컴
(56535)

2

17.02.21.

공동관리
찬성

통합이 되지 않아 일반관리비가 과
부담됨

도램마을
16,17,18,19
단지

1-4 모아미래
도 포레스트

3

17.05.16.

공동관리

L4M7L3 분양시에는 1417세대대단
지라고나왔지만, L4M7L3 세 개블럭
으로나뉘어져 따로관리사무소,입대위
설치해야함. 미니단지가됨. L4L3 현
행법상공동관리(통합관리사무소,통합
입대의)가능. 개정법적용하면M7지구
도육교나지하도설치할경우공동관리가
능하구요.세 블록합쳐도1417세대라
1500세대이하이니공동주택관리법상3
블럭공동관리가능

가온마을
8,10,12
단지

세종시 2-1
가온마을 더
하이스트 입
주예정자모임

찬성
비용절감
기대

관리비절감등관리사무소를따로두고입
주자대표회의를따로두기보다하나로통
합해서대단지로운영하는게효율적
더샵힐스테이트처럼 처음부터 커뮤니
티시설이 통합적으로 설치되면 좋았
을 것. 현재는 블록마다 작은 규모로
시설이 있음
4

17.06.05.

비용절감
기대

세종2-2입주예정자 대표회의 연합회
회의결과, 단지통합 추진중이며, 분
양은 컨소시움으로 진행하고 관리비
는 분리부과하고 있어 2-2생활권 모
든 단지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새뜸마을
10,11,14
단지

세종더샵힐스
테이트입주자
카페(5298)

5

17.06.05.

제도미비

인접단지와 공동관리는 법적으로 불
가능. 더샵힐스테이트는 1500세대
미만에도 저촉되고, 단지사이의 별뜰
공원, 12미터도 넘는 11,14단지 도
로, 공동관리를 위해 넘기 어려운 경
계. 법적인 것 이외에도 단지별로 사
람이 많아지다 보면 상충되는 이해
관계가 우려. 공동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10단지의 스포츠센터도 좀 멀
거나 골프클럽이라도 가져오려면 차
를 가지고 올텐데 1004동과 인접동

새뜸마을
10,11,14
단지

세종더샵힐스
테이트입주자
카페(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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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작성일

내용

세부내용

장소

출처(번호)

주민의 주차문제가 야기될 가능성
있음. 어떻게 운영할 지 입주민 간에
이해, 협조가 담보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임
6

17.07.05.

제도개선

4개단지 통합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부와 총
리실에 규제개선 촉구

도램마을
16,17,18,19
단지

1-4
모아미래도
포레스트

7

17.09.28.

의견차이

커뮤니티시설 이용은 특정 단지의
대표회의에서 사용하도록 임의로 결
정 불가. 최초관리규약에 따라 커뮤
니티시설을 조기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단지별 대표회의에서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10단지
의 대표회의가 구성전이라 불가능.
관리규약 제36조 2(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시설의 이용과 비용부과)에도
커뮤니티시설의 관리비용 등은 10단
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음. 공동관리를 위해서는 대의적으
로 모든 분들이 찬성하지만, 각론에
서 의견차이가 발생가능. 시청에 문
의해서 확인한 결과 11단지와 14단
지 사이의 도로로 인하여 14단지와
의 공동관리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새뜸마을
10,11,14
단지

세종더샵힐스
테이트입주자
카페(6716)

제도미비

8

17.10.18.

제도개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
해 입주민3분의2이상 동의가 구해지
고 횡단보도만 있으면 단지통합관리
가능. 희소식

가온마을
8,10,12
단지

세종시 2-1
가온마을
더하이스트
입주예정자
모임(1108)

9

17.10.19.

제도개선

공동관리에
대한
법률이
개정
(2017.10.19.)되어 11단지와 14단
지 사이 8미터 이상 국지도로에 건
널목이 있어 입주자서면 동의(2/3이
상)시 공동관리 가능. 단, 10,11,14
단지 세 개 단지는 1500세대가 넘
어 공동관리가 불가능함. 10,11단지
또는 11,14단지 공동관리 가능함.
입주자에게 통지가 필요함

새뜸마을
10,11,14
단지

세종더샵힐스
테이트입주자
카페(6809)

10

17.11.06.

통합커뮤

우리 아파트가 명품이 되려면 공동

새뜸마을

세종더샵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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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작성일

내용

세부내용

장소

출처(번호)

니티시설
찬성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여야 된다고
생각

10,11,14
단지

테이트입주자
카페(6923)

11

18.02.25.

갈등

14단지 대표회의가 공동커뮤니티 운
영에 불참하겠다고 의견 냄. 각 커뮤
니티시설에 대한 손실과 소득금액
보전하고 부족한 금액은 일괄부과하
는 것 검토중이었음. 시청 공동주택
담당자가 커뮤니티시설은 이윤 창출
불가능하며 각 커뮤니티시설에서 발
생되는 금액을 타 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 들음. 공동운영을 재
검토하자고 하니 갈등 발생

새뜸마을
10,11,14
단지

세종더샵힐스
테이트입주자
카페(7674)

12

18.02.26.

갈등

11단지 주민커뮤니티시설 운영규정
(안)을 보면 11단지 단독 또는 10단
지와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함. 14단
지 주민은 대상이 이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 불만

새뜸마을
10,11,14
단지

세종더샵힐스
테이트입주자
카페(7682)

13

18.02.26.

비용절감
기대

타아파트에 비해(세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관리비와,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몇 개만 임시운영 불만

새뜸마을
10,11,14
단지

세종더샵힐스
테이트입주자
카페(7689)

14

18.03.06.

비용절감
기대

제 1회 더샵힐스테이트 입주자카페
간담회 내용 중 공동커뮤니티 운영
방법

새뜸마을
10,11,14
단지

세종더샵힐스
테이트입주자
카페(7739)

- 각 항목별로 별도의 통장을 만들
어 수입, 지출 관리를 하고 Zero 운
영을 하는게 가장 합리적임
- 각 항목별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하는게 가장 합리적임
- 수익이 발생되는 항목은 사용료를
내리고, 적자가 발생되는 항목은 사
용료를 올리거나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이용자 증가를 통
한 적자 금액 충당
- 분양 당시 모집공고상에 3개단지
가 공동으로 커뮤니티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입주민 투표 절차 없
이 이를 위반시 14단지 입주자대표
회의는 법적 대응 예정
- 11단지는 작년 10월 커뮤니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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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작성일

내용

세부내용

장소

출처(번호)

각 단지 세대수가 적음. 통합관리 조
속히 진행 요청

가온마을
8,10,12
단지

세종시 2-1
가온마을 더
하이스트 입
주예정자모임
(4398)

영 관련 규약을 변경하고자 입주민
투표를 진행하였으나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규약 변경 못함, 현재
규약 변경을 위한 선관위 검토 중
- 14단지는 작년 11월 커뮤니티 운
영 관련 규약 변경함 (공동커뮤니티
의 운영은 각 단지에서 하고 3개단
지 입주민 공동으로 사용함)
15

18.06.01.

공동관리
찬성
비용감소
기대

16

18.07.24.

개방반대

야외 물놀이장 외부인 출입 제한 요
청

새뜸마을
10,11,14
단지

세종더샵힐스
테이트입주자
카페(8352)

17

18.07.24.

비용감소
기대

통합관리를 통해 일반관리비 정상화
시급

가온마을

세종시 2-1
가온마을 더
하이스트 입
주예정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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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12
단지

공공보행통로 관련 온라인 게시물(작성일순으로 정리)
번호

작성일

내용

세부내용

장소

출처(게시물번호)

1

15.08.19.

안전문제

3단지 주민들이 공공보행로를 왜
막았는지 이해됨. 주민들은 선의
가지고 막았다고 함. 공공보행로가
주차 출입구와 교차 위험, 4단지
에서 오는 아이들 다칠 많은 걱
정. 공공보행로가 중요하지만 아이
들 안전 우선. 아이들 통학 시간
에 관리하면 해결될 것임. 학교에
서 안전관리 및 휴지 버리 것도
없애고 학교 선생님 고학년 아이
들 나와 공공보행로 청소 봉사 약
속함. 4단지에서 3단지 있어 4단
지 아이들 함께 이용하는 공공보
행로 통학 안전 위해 함께 노력해
야 함

가재마을
3단지

세종시닷컴
(105440)

2

15.08.20.

서로 이해
필요

가재마을 3단지 입주 당시 공고문
에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내용 있
음.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길
바람

가재마을
3단지

세종시닷컴
(105510)

3

15.08.21.

공공기관
중재필요

공공보행로 중재 필요. 아파트 단
지 위주로 구성된 세종 앞으로 비
슷한 일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
상. 중재 기관이 필요. 공공 적절
한 개입 통해 각종 부정 비리 사
전에 막고 단지 이해관계 조율 필
요

가재마을
3단지

세종시닷컴
(105937)

4

15.08.22.

서로 이해
필요

자유로운 왕래 및 사람들
소통 되며 서로 인정하고
는 모습필요. 가재3,4단지
간서로 한발 양보하는 모습

원활한
이해하
주민들
필요

가재마을
3단지

세종시닷컴
(105998)

5

15.08.22.

통행차단
비판

공공보행로가 본인 단지 있다 소
유권을 주장하지만 지혜롭게 해결
해야 함.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길 바람

가재마을
3단지

세종시닷컴
(106054)

6

15.08.22.

통행차단
비판

가재3단지 공공보행통로 차단하여
분란일으켰음. 자기 재산 이익 위
해 초등학생 희생을 정당하다고
보는 행위 비판함. 세금으로 통로
유지비 지원하는 것 반대함

가재마을
3단지

세종시닷컴
(10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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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작성일

내용

세부내용

장소

출처(게시물번호)

7

15.08.22.

통행차단
비판

시끄럽고 불편 있을 수 있음. 아
름동 푸르지오8단지에서 10단지
주민들 자전거통행 금지 현수막
걸었던 적 있음. 하루 만에 철회
함. 청소비용도 나갈 수 있으나
배려를 요청함. 이웃주민 입장 이
해해야 함

범지기마을
8단지

세종시닷컴
(106085)

8

15.08.23.

통행차단
비판

3단지 4단지 다툼. 공공보행로 막
는 문제는 이기주의 문제임. 공공
보행로 사고시 당사자가 책임져야
함. 유지보수비 얼마 나오지 않을
것임. 보행 막아 우리 프리미엄
높이 고 싶은 것이라 생각함

가재마을
3단지

세종시닷컴
(106410)

9

15.08.23.

안전문제,

가재마을 3단지 가로지르는 공공
보행통로 관련 오해와 불신, 배려
문제, 갈등 시작.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문제 마무리요청. 3단
지 주출입구로 들어오자마자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수시로 드나듬. 학생들 교
통사고 우려, 입주민 불안감으로
통행 금지한 것임. 공공보행통로
관리보수 비용에 대해 자치단체에
지원 요청한 것임. 단지 외부로
돌아가는 통학로도 교통안전시설
확충 요구함. 주민들간 지혜로운
방법 찾아 서로 웃으며 살아가는
정겨운 이웃되길 바람

가재마을
3단지

세종시닷컴
(106319)

아이들이 공공보행통로로 자유롭
게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

가재마을
3단지

세종시닷컴
(106215)

세종 모든 아이들 공공보행로 통
학 권리 있음. 3단지 공공보행로
를 차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현
재 3,4단지 아이들 3단지와 2단
지 공공보행로 이용중임. 누구나
다닐 있다는 사회적 약속 있음

가재마을
3단지

세종시닷컴
(106457)

서로 이해
필요,
공공기관
중재필요

10

15.08.23.

통행차단
비판

11

15.08.24.

통행차단
비판

12

17.10.14.

통로설치
요청

파라곤과 현대힐스3차에 공공보행
로가 없어 학생 통학로 불만

가락마을
19단지

[공식]세종파라곤

13

16.09.19.

통행차단

가재마을3단지 공공보행통로 문제

가재마을

가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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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지

번호

작성일

내용

세부내용

장소

출처(게시물번호)

비판

해결 요청, 안전한 통학로 요구

3단지

[세종♡센트레빌]
입주자 모임

14

19.05.03.

환경불편

공공보행통로 계단으로 만들어져
불만

가재마을3
단지

가재마을 4단지
[세종♡센트레빌]
입주자 모임

15

15.09.04.

통행차단
비판

공공보행통로 문제 해결 필요

가재마을3
단지

가재마을 4단지
[세종♡센트레빌]
입주자 모임

16

15.06.12.

안전문제

학생들이 공공보행통로가 아닌 주
차출입구앞으로 주로 다녀 안전
문제 우려. 가재3단지 공공보행
통로가 아닌 큰길쪽으로 교문 설
치 요청. 가재3단지 공공보행통로
는 다른 길로 착각하기 쉬우며,
언덕으로 되어 있어 불편함

가재마을3
단지

가재마을 4단지
[세종♡센트레빌]
입주자 모임

학교 학생들의 공공보행통로를 통
한 등학교 막는 것 불만

가재마을3
단지

가재마을 4단지
[세종♡센트레빌]
입주자 모임

정보미흡
환경불편

17

15.08.18.

통행차단
비판

18

15.06.15.

안전문제

아이들을 통학로로 분산시켜야 함.
정문쪽 차량 진출입구는 위험

가재마을3
단지

세종시 가재마을
3단지 중흥 S클래스 에듀타운
입주자모임

19

15.06.15.

정보미흡

우리 집 앞마당이 공공보행통로라
는 사실을 몰랐음. 통행로 이용할
시 출퇴근 차량과 사고문제, 소음,
쓰레기, 아파트 보완, 조경 훼손
등 문제점이 많으며 재정적인 문
제도 발생할 것임. 대응책 마련할
필요. 원천차단보다는 등하교 시간
에 안전요원배치, 그 외에는 문을
설치해 외부출입 막고, CCTV설치
요구, 청소 및 하자보수 요구필요

가재마을3
단지

세종시 가재마을
3단지 중흥 S클래스 에듀타운
입주자모임

가재마을4단지 입주전에 아이들
통학관련 협의 진행 필요. 가재마
을4단지 규모가 2배이상 크고 통
학을 목적으로 가재마을3단지를
지나야하기 때문에 합의필요

가재마을3
단지

세종시 가재마을
3단지 중흥 S클래스 에듀타운
입주자모임

안전문제
비용문제
공공기관
중재필요

20

15.03.24.

협의절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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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rban Design for Shared Spac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n
Sejong-City
Lee Jookyu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tent of the urban design guidelines related
to open and shared spaces in Sejong-City and its implementation. Today, the
value of openness and sharing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
public seeks to revitalize the community by opening up privately-owned
spaces and create new values through encouraging the use of shared spaces
which are managed by different entities. It is also a means to economically
secure the currently insufficient public spaces. Furthermore, planners also
expect that expanding the public realm could bring forth the goodwill of
citizens.
However,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planned open and shared
spaces were not realized. Compared to other newly-built cities, Sejong had
actively established urban design guidelines related to open and shared

- 184 -

spaces. This concept penetrated into a variety of guides, ranging from the
comprehensive urban planning to neighborhood unit, zoning and parcel
guidelines. The built environment was forme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but problems occurred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phase. To impose
public values in private spaces is a difficult matter since ownership and
management belong to the private sector. To implement a policy that asks
to open up private spaces and allow sharing among various stakeholders,
citizens

who

are

managers

of

the

spaces

must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act voluntarily. While citizens face public
responsibilities and roles, in reality, accepting the ideals of opening and
sharing is not easy, and inevitably,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arise.
There is a gap between the ideal of the planner and the reality of the
user. New urban areas become a testing bed for new urban design concepts
which are normative principles that could only be evaluated after an area is
developed as to whether it achieves its original purpose or not. And it
becomes clear that there are cases where the design principles do not seem
to accomplish its intentions. The urban environment governed by urban
design affects the lives of many citizens, generating great social costs and
benefits. Therefore, all urban design measures need to be continuously
studied and verified. However, the discussion of urban design concep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public is still lacking, and henc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which areas are lacking support from the public and
the reasons behind it.
This study analyzes online complaints to understand dissatisfactions
regarding open and shared spaces in Sejong. Based on this, public
pedestrian passage, integrated community facilities, and multi-community
center cas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under the following framework: 1)
identify the planning intention by examining the design guideline concept
and objectives; 2) investigate whether these objectives have been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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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ve land-use, increased efficiency of facility use, reinforced pedestrian
connectivity); 3) investigate if the open and shared spaces have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community; 4) examine how well the stakeholders
understood and perceived the plans; 5) review whether the planning process
was fair and valid; and 6)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design intervention
as to how well it was adapted to its surroundings and examine if the initial
planning was appropriate for open and shared spa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tensive land-use was achieved which
was one of the key objectives of the multi-community center by arranging
various facilities including parks, education facilities, government buildings,
transportation, and commerce in the central areas of the entire neighborhood
units in Sejong. The floating population was highly concentrated around
these centers, and various autonomous residents’ programs were provided to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community. Schools have opened up their
indoor gymnasiums and have become good examples of open and shared
spaces. However, the concept of the multi-community center has become
weaker now than in the early days. The Hansol-dong multi-community
center was designed to open and share various facilities centering around the
school. However, due to the delays in the opening of the swimming pool at
Hansol Middle School and the conflict related to residents accessing the
facility,

educational

facilities

were

gradually

removed

from

the

multi-community center notion, eventually cutting back on the planning
concept. It was also problematic that the general public perceived the
multi-community center to be where local administrative offices and welfare
facilities were situated. There were also complaints about the opening hours
and rental procedures. While some contended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open at all times, this was difficult due to the lack of management
personnel. Some schools were reluctant to participate because of issues of
security, safety, and management. There were also problems with the he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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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ce on volunteers in operating community programs, and the lack of
safety considerations regarding students who are a socially vulnerable group.
Opening up facilities to residents may benefit the majority, but maybe unfair
to some. There were also incidents where building design was not
appropriate for open or shared spaces. This included a school gymnasium
with no toilets and a library with high noise levels being adjacent to
incompatible facilities. Nevertheless, the resident-led experience program that
was run in the multi-community center, and the building of a playground in
the 6-4 neighborhood unit park, which is actively used by residents and
students under the management of Sejong-City, are commendable examples
of the planning concept.
Second, the integrated community facility was built to increase its utility
and strengthen the sense of community by opening up and sharing the
facility among residents of neighboring housing estates. In seven districts,
out of a total of 12 districts that were sold in lots, facilities were
co-managed or open and shared among residents. Three of the seven
districts were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other three were small-scale
estates, ranging from 144 to 472 households, for whom co-managing and
sharing spaces were more economical. The remaining case, The Sharp
Hillstate apartment located in the 2-2 neighborhood unit, opened and shared
various facilities of the estate as planned, however, experienced conflict in
the consensus reaching process among residents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management costs. The use-efficiency of the
facility was warranted by the fact that each estate had a different facility,
but by the same token, problems of fairness emerged since cost and profits
differed. Another cause of the conflict was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plan. The early residents were in knowledge of the original concept of
co-management and integrated community facilities. Legally, the consent of
the majority was required for both endeavors, so residents tr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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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 it at the same time. However, in The Sharp Hillstate where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exceeded 1,500 households, co-managing the
facilities was an impossible task. There were also problems of management
and operation. As the management office and the residents’ council operated
in each of the housing estates, it was not easy to combine them or share
facilities on this basis sinc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nevitably put their
interest first. Also, institutionally, the decision on co-management and
opening facilities could only be made after a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was formed. In addition, while the guidelines mentioned that community
facilities should be established on roadsides and its exterior walls to be of
transparent material so that natural surveillance and openness are ensured, in
reality, the windows of most facilities were covered with translucent film. It
was evident that guidelines which control the physical aspects of location
and material were not sufficient in realizing the concepts of openness and
sharing.
Third, the purpose of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was to strengthen
connectivity and open up housing estates to neighboring residents so that a
sense of community is reinforced. There are 68 public pedestrian passages
in Sejong (78 parcels), and there are 43 multi-family residential parcels
where a public passageway is designated. This is considerably higher than
other New Towns, and in this sense, Sejong is considered to be a
well-connected city for pedestrians. Most passages connected residential areas
with major destinations such as waterfront parks, neighborhood parks,
schools or government buildings, and commercial buildings. The cases where
passages were set up in a parcel where the destination or the user group
was unclear were either when the block was too big or connections were to
be made to public passages in adjacent blocks. However, in some cases, the
criteria

were

unclear

and

were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neighborhood unit area. The pedestrian passage in Sae-ddeum Vill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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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was frequent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neighboring
housing estates but was not designated as a public pedestrian passage.
Nonetheless, even in the 2-2 neighborhood unit where no public pedestrian
passage was established, connectivity didn’t necessarily seem to lack due to
the careful planning of pedestrian routes based on a master plan and
prohibiting the installation of fences. In cases where a master plan cannot
be established, it is useful to designate public pedestrian passages through
the district-unit plan, and this is significant as it provides a basis for
preventing

road

blocking

and

establishing

further

routes

for

future

development. While there were no conflicts in most public pedestrian
passages, there was a problem reported in Gajae Village 3 Complex. There
were a number of factors to the problem, including the lack of information,
inconvenient pedestrian environment, problems of dividing profits and
conflicts arising from costs. Some residents in Gajae Village 3 Complex did
not even know there was a public pedestrian passage in their area.
Furthermore, the passage was located on a slope with stairs installed in the
middle, which made it an inconvenient route. As a result, students used
another passage that had heavy traffic, making them vulnerable to accidents.
Worse still, residents who were concerned about their privacy, safety, and
management costs made an official complaint and blocked the elevators
installed next to the stair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lso a case where
the passage was aptly used without any conflict. In the case of Gajae
Village 2 Complex, the passage was located at the boundary of the parcel
and the adjacent elementary school had installed surveillance cameras to
properly manage the route. The recent amelioration of conflicts in Gajae
Village 3 Complex was attributed to the school, who was considered the
main beneficiary, sharing some of the responsibilities of management and
operation by organizing students to clean up streets as community service.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e three cases are as follow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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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nning objectives regarding the physical aspects (intensive land-use,
increased efficiency of facility use, reinforced pedestrian connectivity) have
been achieved. However, there were cases where the objectives were not
fully realized due to stakeholder conflicts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phase. Places of success and failure should be compared and examined.
Second, the managing entity of open and shared spaces should be aware
of not only the visible costs but also the hidden transaction costs. People in
favor of the concept aimed to achieve its objectives, while people who were
against it tried to avoid potential risks of invasion of privacy, problems of
security, safety, and increased management costs. These concerns were
associated with problems experienced in the past but were also unfounded
anxieties of events that had not happened. As of now,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the value that could be obtained by open and shared spaces,
alongside its risk factors and countermeasures, and management methods.
Third, there were concerns of those who felt their circumstances to be
unfair for the purposes of public benefit and concerns regarding the safety
of a socially vulnerable group. From a utilitarian standpoint, there needs to
be discussion whether the sacrifice of a few could be justified. To
successfully operate open and shared spaces, public intervention must
strengthen so that the public sector becomes more involved as a managing
entity, and economic incentives of cost and personnel support must be
supplemented. The profits and benefits of open and shared spaces are often
reaped by outsiders while the owners and managers bear costs. For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the one who bears costs must also be the beneficiary.
Insofar, there is a lack of compensation for those who are burdened with
the costs, hence, if a clear need is recognized for open and shared spaces,
the compensation and regulation of the beneficiary need to be clarified.
Fourth, unexpected failures did occur after the guidelines wer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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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ites. These were cases where the spatial planning did not accommodate
for openness and sharing, which, in some sense, is an inevitable limitation
of the urban design guideline. Since the planning is based on predictions of
future resident behavior, there are issues that only emerg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These errors should be well documented to
improve guidance in subsequent New Town designs. In order to solve the
inescapable problem of information shortage in New Town design,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record the problems identified in existing New
Towns and investigate the opinions of residents. Complaints from New
Town residents should be shared and responses to common problems should
be drawn. In the future, urban design should move toward a more
user-friendly approach through post-evaluation rather than be considered a
unilateral establishment of the pla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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