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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residents' community center is trying to combine with various program and facilities as the residents self-government program’s 
development. This is due to the reduction of administrative tasks, the computerization of programs, the importance of community participation 
activities, the activation of community, and the increase of welfare projects. Therefore, previous studies on program complexity have been 
actively carried out. Nevertheless, spaces and programs studies of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lacking. Therefore, the community 
centers’ program and spaces need to chang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 an improvement direction through analyzing the situation of the 
residents' community center. For this study, the precedent research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are examined. In addition, this study selected 
and analyzed the 15 local community center. Thirdly,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users and officials of the 5 residents' community 
centers on major chang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direction of program improvement and architectural design direc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integrated management measures with overlapping agencies should be sought. Surplus space will have to be rearranged into a new 
program through prior examination. Above all, the proposed remodeling guidelines require user requirements to be reflected and designed with 
the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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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존 동사무소가 지역주민센터로 바뀐지 약 15년이 흘

렀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동사무소는 민원업무의 전산

화, 주민참여 활성화, 복지사업의 확대, 문화·여가공간에 

대한 요구 등을 충족하고자 2007년 동 주민센터로, 이후 

동행정복지센터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시도

로, 서울시는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찾동)’

사업을 통해 업무공간 중심으로 인지되었던 동주민센터

가 보다 실질적이고 확대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됨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동 주민센터 내부에 빈 공간이 생겨났고, 새

로운 프로그램, 용도와의 결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문화 프로그램 외에도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보육

 *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공학박사

**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학부생 

(Corresponding author : School of Architecture, Soongsil 
University, zenism@ssu.ac.kr)
이 연구는 2018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번호: NRF-2018R1D1A1B07050494

시설, 공공도서관 및 파출소 등 하나의 구체적 용도로 인

식되었던 시설까지도 동주민센터와 결합되는 사례도 생

겨나고 있다. 주민센터의 이러한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

나, 동주민센터가 관할하는 해당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을 때 더 유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동 주민센터의 공간 및 프로그램의 변화에 앞서 관

계자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최근 동 주민센터의 주 이용 계층은 단독주택 또는 다

세대·다가구, 연립주택 등 저층주거지의 거주자인 경우

가 많다. 이는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다양한 행정 및 문화·여가 활동

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주민센터가 행정업무보

다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커뮤니티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주거형태와 무

관하게 다양한 거주자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

(지역구)의 동 주민센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 저층주거지와 공동주택단지가 공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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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 동작구를 선정하였다. 이 지역

에는 현재 동작구에는 15개의 동 주민센터가 있는데, 주

민활용이 줄어든 후 동 주민센터를 공공도서관(국주도서

관)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주민의 요구에 따른 변화가 시

도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동작구 내 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는 제 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제 3조 5와 

관련)로, 평균 건축년도가 1994년(상도 2동 제외)이다. 따

라서 향후 사회적 요구변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인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구성이 필요하며,  

더불어 이를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위해 첫째, 선행연구와 관련 지침, 제도를 

분석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둘째, 15개 동 주

민센터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셋째, 동주민센터

의 관계자 및 사용자 요구를 분석하였으며, 동센터주변 

기존복지건축물을 조사하여 동센터 기능과의 상관성을 

이해하였다. 끝으로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선행연구

2.1 국내 주민센터의 등장배경 및 현황

1999년에 시행된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

을 기반으로 200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사업으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업무를 보다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읍면동에서 수행하기에 전문적

이고 광역적인 업무 혹은 규제, 단속과 같은 업무들은 보

다 높은 관할인 시,군,구청으로 이관했다. 이에 주민생활과 

관련 깊은 업무들을 중심으로 주민센터라는 이름으로 변경

되어왔다. 또한 업무 분할을 통한 동 주민센터 내 여유 공

간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여가, 

교육, 복지, 문화, 건강생활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주민 공동체 형성, 주

민 자치 현안논의 등 주민참여 공간으로의 계획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Jeon, B. W. & Park, H. S. (2015)).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다양화 되고, 재구

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리모델링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2016년까지 프로그램의 현황을 

백분율을 통해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주민자치 진흥을 

목표로 했던 일부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문화와 여가프로그램은 여전히 증

가하는 추세이다. 

2.2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만 60세 이상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자 현

황 역시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60세 이상의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의 통계 또한 만 

20~65세, 65세 이상으로 2013년도까지 구분하여 계산하였

다. 하지만 최근 2014년부터 만 20~39세, 만 40~59세, 만 

60세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통계를 

위함이지만, 과거와 달리 20~65세의 비중에서 많은 부분

이 만 40~60세에 걸쳐있어 이를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Figure 1. 2008-2016 Percentage of Programs (Note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Figure 2. Population statistics (Note : `Demographic Statistics` 

in Seoul and `Prospective Population Estimates'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igure 3. 2009 ~ 2015 Percentage of daily users at the 

Community Center (Note : Ministry of Justice)

더불어 위 그림에서와 같이 동주민센터의 60~65세 이

용자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의 이

용자는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

자치센터에서 제공하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성인을 기

준으로 프로그램이 대부분 진행되고 있다. 성인을 기준으

로 하는 프로그램에 고령자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이용

자 비율로 따졌을 때 노인만을 기준으로 하는 프로그램

은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용자 현황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의 제안 및 용도의 결합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건축물의 시설기준 역시 과거의 

법규에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용자의 비중이 달라짐

에 따라 그에 맞게 시설기준 또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함께 엘리베이터 등 무장애 

공간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적합한 공

간의 개선방향 및 가이던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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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연구

본 연구를 위하여, 기존에 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연도별 선행연구의 방향을 분석해 보

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주민자치센

터의 초기, 발단, 최근 연구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Period Keyword Diagram

2001
-
2005

Operation
Program
Problems
Improvement direction
Activation

2006
-
2010

Characteristics(interiors)
Characteristics(Facilities)
Barrier-Free Design
Public spaces
Space Programing
Classification 
Activation

2011
-
2016

New Spaces for users
Characteristics(interiors)
Proposal(Policies)
Implementation plan of 
residents participation
Regional Activation Plan
Activation Plan for future

Table 1. Previous research trends

연구 내용별로 분석해보면, 첫째, 운영방식에 따른 정

책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로는 주민자치센터 등장 시점

과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정일섭;이영균;김

찬동;홍성규)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연구로는 주민자치센터가 발전되면서 공간에 대한 유형

과 계획방향, 사용자편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었

다.(이미숙,서귀숙;정지원,김현정;전무연,박재승;조윤형,공

순구;전병욱,박향섭) 셋째, 프로그램에 관련된 연구가 있

었다. 복합화된 프로그램으로 인한 공간구성, 그에 따른 

문제점과 특성 분석이 중심이었다.(채석중,홍영균;채석중,

유응교;김우람 ,김문덕) 넷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지역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민자치센터의 

새로운 활성화 제시, 지역활성화의 가능성 제시 등이 연

구되었다.(박세정;김종수,김태영;오길수;송지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동 주민센터의 변화과정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다양한 프로그램과의 결합의 시도, 계획상

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의 요구에 따른 변화과정, 절차

마련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

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주민센터의 공간변화특성에 따

른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3. 동작구 내 주민센터의 현황 및 특성

3.1 주민센터 개요

2018년 현재 서울시 동작구의 동주민센터는 총 15개로 

노량진1,2동, 상도1,2,3,4동, 흑석동, 사당1,2,3,4,5동, 대방

동, 신대방동1, 2동에서 운영된다. 

1979년에 노량진 1동과 신대방 2동, 1980년에 상도 4동

과 신대방 1동에 지어진 동주민센터는 36~37년이 지난 

건축물로 프로그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는 등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Figure 4. Community Center in Dongjak, Seoul, South Korea 

(Note : Naver Map, Dec.2017)

3.2 시기별 계획 특징

건축년도 별로 각 동사무소의 외관상의 특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1979~1980년도에 지어진 신대방 2

동,노량진 1동, 신대방 1동, 상도 4동 주민센터의 경우에

는 형태적으로 박스 형태를 띠며, 외부 마감으로는 콘크

리트에 스타코 마감을 하였다. 이러한 외관의 형태는 내

부공간과도 연계성의 갖아 규격화된 공간구조를 보여주

고 있다. 또한 신대방 2동 주민센터를 제외하고, 모두 2

층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Year No F Material Finish Shape

1979
15 3F Conc �

1 2F Conc �

1980
14 2F Conc �

6 2F Conc �

1993 2 2F Curtain wall + AL. 
panel Curved surface

1994

9 3F Curtain wall + AL. 
panel Curved surface(Core)

10 2F Tile(White) �

11 2F Tile
(Sky blue)

� + Curved 
surface(Core)

1997 13 2F Tile+Al.Panel � 중첩
1998 12 3F Brick + stone Curved surface

2002 5 4F Curtain wall + 
stone � (Edge curve)

2005 3 4F Brick �

2009 8 4F Curtain wall + 
stone �

2012 7 4F Curtain wall + 
Cement panel �

Table 2.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center 

according to completion year

1993년에는 노량진 2동, 1994년에 사당 2,3,4동, 1998년

에는 사당5동, 1997년에 대방동에 동 주민센터가 신축되

었는데, 1990년대의 건축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부분

적 리모델링을 통해 외관 및 공간구성이 변화하고 있으

며, 2000년대에 지어진 상도1,3동과 사당 1동의 동 주민

센터와 가장 최근인 2012년에 지어진 흑석동의 동 주민

센터는 기존 동주민센터와는 다소 다른 공간 구성을 보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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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Location Constr
uction

Building Number

Floor
Buildin
gArea
(m2)

Total 
Floor 
Area
(m2)

Number 
of 

Parking
Elevator Officer Residets

(million)

1 Noryangjin 1 Dong Jangseungbaegiro 28gil 30 1979 B1~2F 199.0 547.9 0 - 27 3.3

2 Noryangjin 2 Dong Jangseungbaegiro 19gil 48 1993 B1~2F 340.9 943.4 5 - 20 1.4

3 Sangdo 1 Dong Sangdoro 53 gil 9 2005 B1~4F 348.6 1,303.2 13 1 24 4.7

4 Sangdo 2 Dong Sangdoro 211 unidentified - 24 2.7

5 Sangdo 3 Dong Seongdaero 2gil 11 2002 B2~4F 408.6 2,649.9 16 1 25 2.6

6 Sangdo 4 Dong Seongdaero 29gil 53 1980 B1~3F 189.1 628.0 0 - 23 3

7 Heukseokdong Heugseoghangangro 11 2012 B1~4F 375.8 1,866.5 10 1 25 3.3

8 Sadang 1 dong Dongjagdaero 17 gil 28 2009 B1~4F 478.8 2215 11 - 22 2.3

9 Sadang 2 dong Dongjagdaero 29 gil 52 1994 B1~3F 264.6 866.9 5 - 23 3.0

10 Sadang 3 dong Sadangro 17 gil 86 1994 B1~2F 293.1 859.3 0 - 22 2.4

11 Sadang 4 dong Sadangro 16 A gil 6 1994 B1~2F 271.5 797.3 5 - 21 1.5

12 Sadang 5 dong Sadangro 2 GA gil 219 1998 B1~3F 319.1 1,269.5 7 1 18 1.3

13 daebangdong Yeouidaebangro 44 gil 20 1997 B1~2F 444.8 993.4 7 - 24 4.0

14 Shindaebang 
1 Dong Sindaebang-gil 72 1980 B1~2F 225.2 749.5 0 - 21 2.5

15 Shindaebang 
2 Dong Yeouidaebangro 24 gil1 06 1979 B1~3F 357.7 934.9 0 - 19 2.1

1 2 3 4 5 6 7 8

Daum Map 

9 10 11 12 13 14 15 Image Source

Note. http://www.dongjak.go.kr/dong/main/

Table 3.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center

1990년대 시공된 노량진 2동, 사당 2동, 사당 3동, 사당 

4동, 대방동, 사당 5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2~3층 규모

이다. 이 시기에 지어진 주민센터에 곡면의 형태를 일부 

사용하였으며, 외부 마감의 경우 커튼월과 석재보드, 타

일, 벽돌, 알루미늄 패널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그러

나 외관의 변화와 달리 내부공간은 정형화된 구성이 기

존 동주민센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사당 5

동을 제외한 주민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

아서 고령자나 유아들의 2,3층 활용에 다소 어려움이 예

상되었다.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사당 5동 주민

센터는 2017년에 신축되었다.

끝으로 2000년대 초 이후 지어진 상도 3동, 상도 1동, 

사당 1동, 흑석동은 형태적으로는 박스형태의 정형화되고 

기능 중심의 계획이 돋보이나, 마감재는 다양하게 사용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층 규모로 건축되어 

다른 시기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당 1동을 제외한 

모든 동 주민센터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다. 

현재 신대방 2동 주민센터의 경우 신축될 동주민센터

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노량진 1동, 상도 4동 센터

는 2019년 전에 이전될 예정이다. 1980년대에 건축된 동

주민센터가 없는 것은 흑석동, 사당 1동 주민센터가 최근 

신축된 동주민센터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건

축된 동주민센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규모변화, 즉 

4층으로의 신축은 2000년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축소와 

더불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을 위하여 공간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3 시설프로그램

각각의 동주민센터의 시설별 프로그램에 따른 사용면

적을 정리하면 다음의 [Table.4]와 같다. 대부분의 동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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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프로그램의 용도를 정리해보면, 다목적 회의실과 도

서대여실과 관련된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5개 동주민센터의 각 프로그램은 크게 교

육, 강좌 프로그램과 활동, 여가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해

당 프로그램은 흔히, 문화의 방이라 불리는 교육장에서 

실시된다. 활동, 여가 프로그램은 다목적회의실이라 불리

는 실내 강당에서 실시되고 있다. 

Division
Total 
Floor

Area(㎡)
Purpose(Floor) Area

(㎡)

1 102
Multipurpose room(2F) 60

Book Cafe(3F) 43

2 225
Meeting room(B1F) 28

Multipurpose room((B1F) 112
Multipurpose room(2F) 85

3 445

Cultural Lecture Room(2F) 65
Village library(2F) 46

Community room(2F) 30
Cultural Lecture room(3F) 162

Multipurpose room(4F) 144
4 52 Multipurpose room(2F) 52

5 383

Multipurpose room(B1F) 135
Village library(3F) 33

Multipurpose room(3F) 158
Culture room (3F) 57

6 65 Multipurpose conference room(2F) 65

7 517

Book Cafe(2F) 100
Mom’s Heart Cafe(2F) 39

Cultural Lecture Room(3F) 100
Culture room (3F) 89

Multipurpose room(4F) 189

8 447

Public Service Center (2F) 97
Culture room (3F) 97

Cultural Lecture Room(3F) 59
Lecture Hall(4F) 194

9 289
Meeting room(2F) 59

Computer room(2F) 65
Multipurpose conference room(3F) 165

10 192
Multipurpose conference room(2F) 125

Culture room (2F) 67
11 105 Multipurpose conference room(2F) 105

12 344

Multipurpose conference room(3F) 156
Culture room (3F) 36
Internet Room(3F) 47

training room (B1F) 105

13 235
Multipurpose conference room(2F) 167

Culture room (2F) 46
Meeting Room(2F) 22

14 310

Shared kitchen(B1F) 61
Culture room (2F) 53

Kids & Mom Cafe(2F) 30
Village library, Internet Room(2F) 43
Multipurpose conference room(3F) 123

15 202
Cultural Room(2F) 59

Village library 40
Multipurpose conference room 103

Note. http://www.dongjak.go.kr/

Table 4. Purpose and area of community centers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목적회의실과 

같은 공간이 요구되며, 15곳의 주민센터 모두 다목적실의 

면적 비율이 32%이상으로, 평균 58.5%였다. 이는 [Table 

5]와 같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함으로 이

해할 수 있다. 

Division Programs

1
Silver Dance Sports, Children Zusan Mental Health, 
Art, Music, Coffee Barista, Calligraphy Calligraphy, 
Life Yoga, Songs, Guitar

2
Classroom for older children, jumping music for 
children, children's art, adult life English, samulnori, 
life yoga, aerobics

3
Taekwondo for the disabled, history essay writing, 
children art, children's books, Chinese calligraphy, 
songs, drum sounds, English conversation, Chinese 
texts, Guitar

4 Art, scenery, song, yoga, pilates, song classroom

5
Harmonica, Literature, Korean Traditional Music, 
Reading, Art, Clay Art, Calligraphy, Chinese 
Calligraphy, Life English, Fragrance, Folk Song

6
Traditional Chinese character, Hansa certificate, Zhou 
San acid, Harmonica, Song for handicapped class, 
Classical dance, Yoga for body type, Making, 
Literature classroom

7
Yoga, Art, History, Clay Art, Ballet, Fragrance, 
Computer, Japanese, Yoga, Dance, Wellbeing Dance, 
Song

8 Handicapped Reading, Kanji, Scene, Japanese, 
English, Kanji, Drum, Dance Sports, Life Dance

9

Music, singing, English conversation, watercolor, 
windsurfing, folk song, Japanese, calligraphy, 
computer, Hangul NEO, guitar, yoga, Taijiquan, 
Zhuzan Ming, inkling, Charming Dance, Sports 
Dance, Charming Dance, Chinese

10
Clay, Disability Song Classroom, Calligraphy, 
Chinese, Dance Sports, Broadcasting Dance, Art, 
Guitar, Yoga, Pansori, Folk Song, Pilates, Song

11 Clay art, harmonica, yoga

12 Song, clay art, English conversation, table tennis, 
happy coaching, brain exercises, yoga, calligraphy

13
Laughter Classroom, Nanta, Band Gymnastics, 
Samulnori, English, Yoga, Computer Certification, 
Clay, Song, Traditional Music

14 Social dance, Chinese painting, table tennis, singing, 
line dance, life English, child art, yoga, Japanese 

15 Origami, Speech, Traditional play, Art, Zhoushan, 
Hanja, Japanese, English, Harmonica, Song, Yoga

Note. Ministry of Justice

Table 5. Programs for community centers

Figure 5. Multi Purpose room in Communit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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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 / H.J. Seo No.6 / Y.W. Yang No.10 / S.T. Kim

No.11 / G.M. Kim No.12 / H.K. Kim
Ÿ Period : 1st~17th   

        Nov. 2017
Ÿ Interviewee : 

Officer of 
Community Center

Table 6. Interview of officer at community centers

4. 동작구 내 주민센터 사용 현황 특징

4.1 관계자 설문을 통한 현황 분석

5개의 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 관련 담당자(주무관)과의 

사전 약속을 통해 1:1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또한 일부 

사용자들의 설문조사도 이루어졌다.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동일한 질문지를 활용하여,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선정된 5개의 동주민센터는 첫째, 가장 많은 주민이 이

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도 1동과 가장 적은 주민이 이

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당 5동을 선정하였고, 두 번째로 

1994년에 지어진 2층 규모의 사당 3동, 4동 그리고 1980

년도에 지어진 상도 4동을 선정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주민의 이용빈도에 따른 프로그램과 운영을 알아볼 수 

있었으며, 노후화된 주민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

고 이를 통하여 이후 리모델링 시 고려해야할 점을 찾을 

수 있었다.

Figure 6. Questions for Interviewee

인터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환경 측면

과 운영적인 측면에 관한 주관적인 불편사항이다. 이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업무를 진행하고 관리를 하는 관계자

의 입장에서 각각의 동사무소마다 객관화 할 수 없는 의

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주관식으로 작성하였다. 둘째, 시

설, 프로그램, 업무환경과 관련된 데이터를 객관화하기 

위한 질문이다. 시설 문항에는 휴게공간의 개선, 엘리베

이터 필요성, 주민자치센터 내 공간 등의 질문이 있었고, 

프로그램 문항에는 프로그램의 선호도에 대한 질문 등이 

있다. 환경 문항에는 소음, 환기, 채광, 기타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다. 셋째로는, 주관식 문항 5가지의 질문이 있

다. 이는 주민들의 불만사항, 프로그램 운영시 불편사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 심층적으로 관계자의 의

견을 듣기 위함이다. 

4.2 이용자 설문을 통한 현황 분석

각각의 동사무소 이용자 25명, 총 125명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유효표본수 100개를 선정하였다. 

2018년 0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동일

한 질문지를 활용, 비교·분석하였다.  

No.3 No.6 No.10

No.11 No.12
Ÿ Period : 20st~31th  

        Mar. 2018
Ÿ Interviewee : User 

of Community 
Center (total : 125 
person)

Table 7. Interview of user at community centers

인터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주민센터를 이

용하는 이용자의 빈도, 프로그램 참여횟수 등을 조사하였

다. 이는 설문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며 경험했던 전제로 

하기 때문이며, 이용이 많은 피설문자의 의견이 중요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인

하기 위해 수강 목적을 조사하였다. 셋째, 시설 및 공간

이용 측면에 대한 설문을 하였다. 향후 공간개선을 위해 

관계자(공공)와 이용자(거주자) 측면을 비교하기 위함이었

다. 넷째,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는 5개의 동사무소 전체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새로운 

프로그램 요구를 알아 볼 수 있다.

Figure 7. Questions for Interviewee(User)

 

4.3 사용실태 분석 결과

물리적 환경측면에서는 휴게공간, 엘리베이터, 주민자

치센터 공간, 주차문제, 소음, 환경, 채광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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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Community Center(User Point)

No.3 No.6 No.10 No.11 No.12
Suitable facilities 2.53 2.72 3.15 2.89 2.86

personnel attending a 
programs 2.57 3.00 3.00 3.00 3.23

Age-specific programs 3.00 2.79 2.84 2.80 3.00

Need for a weekend 
program 2.5 2.95 1.80 3.17 3.00

Note. 1~5 point :  The higher the score, the better
The average of each score was calculated.

Table 11. Opinions on programs for community center[user]

Division
Community Center(User Point)

No.3 No.6 No.10 No.11 No.12
Program Space 3.39 2.6 2.67 3 2.94

Barrier free 3.5 2.95 1.67 3.05 3
Rest Space 3.75 2.8 1.95 2.95 3.35

Noise 3.55 3.28 3.35 3.1 3.06
Need for an 

Elevator - 3.84 4.19 2.77 -

Note. 1~5 point :  The higher the score, the better
The average of each score was calculated.

Table 8. Environment and building conditions - User

Divi
sion
(No)

Environment and Building

Rest 
space Elev. Main

Center
Parki

ng Noise Ventil
-ation

Light
ing

3 Lack ◎ ◎ Lack bad ◎ ◎

6 Lack Need
Lack

(seriou
sness)

Lack
(seri
ousn
ess)

seriou
sness ◎ ◎

10 Need Need ◎ Lack ○ ◎ ◎

11 ◎ Need ◎ Lack seriou
sness ◎ ◎

12 ◎ ◎ ◎ Lack bad ◎ ◎

Table 9. Environment and building conditions - Officers

각 설문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먼저 휴게

공간에 대해서는, 관계자 설문을 통해서 현재 업무공간과 

주민자치센터 공간 등 많은 공간들이 우선적으로 개선되

어야하며, 직원휴게공간은 그 이후에 개선되어야할 문제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용자 설문을 통하여 

휴게공간에 대한 점수를 표기하게 했을 때, 사당 3동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상도 1동은 

다른 4개의 동사무소에 비해 휴게공간이 비교적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관계자 설문을 통해서는 환기와 채광의 경우 전반

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식당이 존재하는 상도 

1동과 사당 4동의 경우에도 큰 불편함이 없다는 의견이

었다. 소음은 주민 자치프로그램 중 댄스, 음악교실 등 

소음을 많이 유발하는 활동이 많음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는 소음이 발생하였다. 특히 노후화

된 상도 4동(1994년도), 사당 3동(1994년도), 사당 4동

(1994년도)의 경우 소음문제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반면 이용자 설문에서는 소음문제에서는 전반적

으로 보통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자치프로그램에서 

이용자로 인하여 소음이 주로 발생되기 때문이라 사료된

다. 주차문제는 5개 동 평균 직원 수의 21.5명에 비하여 

주차대수는 5개 동 평균 4.5대(상도 4동, 사당 3동은 0대)

로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관계자 설문을 통해서는 상도 4동, 사당3동, 사당 4동

은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 예산 문제, 2층 규모로 인한 인식불감증으로 인하

여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3층 규모의 사당 5동의 경우 인

터뷰 당시에는 엘리베이터 증설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증설되어 이용되고 있다. 이용자 설문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엘리베이터의 필요성이 상도 4동과 사당 3동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주민자치센터 내 공간

의 경우, 상도 4동과 사당 3동은 주민자치센터 내의 공간

이(상도 4동 65㎡, 사당 3동 192㎡) 상당히 협소하지만, 

많은 주민이 거주(상도 4동 약 3만명, 사당 3동 약 2.4만

명)하고 있어 그에 따라 많은 프로그램(상도 4동 13개, 사

당 3동 21개)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사당 4동 역시 

주민자치센터 내의 공간(사당 4동 105㎡)은 협소하지만 

주민 수(사당 4동 약1.3만명)가 적어 9개의 프로그램만 진

행하고 있었다. 이 또한 이용자 설문을 통하여 상도 4동

과 사당 3동의 공간이 부족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Divisi
on

(No)

Program Operation

Popular Non-
popular

Night
Rental

Weekends
Rental

3 Language, Ballet, 
Broadcast Dance - 2 X

6 Yoga
(active program) Literary Class X X

10 Yoga
Broadcast Dance, 
Chinese, Bell and 

Clay
4 ◎

11 Yoga, Clay Art harmonica X X

12
Table tennis 

classroom, native 
speaker course

- 2 ◎

Table 10. Programs and operation

  

  관계자 설문을 통해 5개 동 모두 활동적 프로그램과 

영어와 관련 된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으며, 공간의 주

말 대여 및 야간에 활용 여부는 각 동의 상황에 따라 다

소 차이를 보였다. 

Figure 8. New Program Facility Proposal [User]  

이용자 설문에서는 연령별 프로그램 구성이 다소 부족

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주말프로그램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예상 외로 많았다. 

더불어 이용자 설문을 통해 새로운 주민자치프로그램

을 제안했을 때 가장 많이 제안된 프로그램은 영화시설

과 요양시설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

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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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o)

Basement 
1st Floor plan 1st Floor plan 2st Floor plan 3st Floor plan 4st Floor plan Image of Hall

3

6 - -

10 No accessible -

11 -

12 -

Index Community centre Exterior Space Stair
※ The third floor of the resident 
centers are the roof except case no.3 & 
no.12. (Photo by Authors)

Residents' Self-Community
Centre Storage Elevator

Headquarters Extra Spaces Toilet

Table 14. Diagrams of space programs 

Division
(No) Spaces Facilities

3 -
6 Multipurpose conference room is only 1.

(Lack of Meeting room)

10
Lack of space for Internal events, inability to operate 
additional programs, exit of residents 'self-governing 
center and residents' center are not separate, 
Lack of Lecture spaces

11 Monitoring of ‘the Resident autonomy center’ and ‘the 
Resident center’ will be needed.

12
Exits of ‘the Resident autonomy center’ and ‘the Resident 
center’ will be separated.
Lack of Lecture spaces

Table 12. Major suggestions of officers

관계자의 인터뷰 결과 공간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은 

층별로 남녀 화장실이 구분된 경우 리모델링의 필요성, 

공간의 모니터링강화, 부족한 다목적실과 회의실 등에 대

한 의견이 있었다. 

Division
(No)

Users
management space

3 Request for improvement of 
old equipment -

6 New user participation is low. 
(As continuously participating)

Male and female toilet’s 
floor is separating. It is 
uncomfortable.

10
Request to change the 
program for the club 
Request improvement of old 
equipment

Needs fo Barrier-free
Design for eldely people

11

Active Program and New 
Program Operating Needs 
(Caregraphy, English 
Conversation, Auction, 
Economic Lecture etc.)

Inconvenience as layout of 
service facilities
Inconvenient as stairs’ 
height

12 Enabling idle space through 
security problems -

Table 13. Suggestions of users

또한 고령화에 따른 계단높이의 변화와 엘리베이터 설

치 등 무장애(Barrier free)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이용자 설문을 통해 사당 3동

에서 무장애 디자인의 필요성이 대두대고 있었다.

4.4 공간의 특징

현장조사를 통한 공간적 특징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먼저, 관계자와 이용자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Table.10] 먼저 [Fig.9]을 통해서 상도 4

동과 사당 4동에서 제기된 공간부족 문제로 인하여 계단

참에 휴게의자를 배치하며, 계단참에 분리 수거통을 배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상도 3동에서도 나타났다. 또한, 휴게공

간에 대해 ‘여유’로 답한 사당 4동과 사당 5동에서는 

도서관을 2층 홀에 개방하여 도서관과 휴게공간의 기능

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Fig.10] 끝으로, 엘리베이터의 필

요성을 제기한 상도 4동, 사당 3동, 사당 4동 중 사당 4

동의 경우에는 원형계단으로 설계되어있어 엘리베이터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었다.

Figure 9. Remodeling for remaining space (No.6 & No.11 

cases, photo by authors, 26th De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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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Libray at Hall(No.11 & No.12 cases, photo by 

authors, 26th Dec. 2017)

공간활용 및 실배치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동주

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1층에 계획되어 

있었다.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위한 일부 공간과 

동장실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는 노약자, 장애인의 이용

의 편이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최근 2층의 동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토론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상도 4

동과 사당 3동은 옥상부분은 증축을 통하여, 다른 용도의 

기능을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상

도 4동 주민센터의 경우, 동대본부와 도시재생센터가 계

획되어 있으며, 사당 3동 주민센터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상도 1동의 경우에는 옥상을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었

다. 최근 많은 동주민센터의 옥상을 정원을 적용한 휴게

공간이나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향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Figure 11. Roof garden remodleling (No.6 & No.3 cases, 

photo by authors, 26th Dec. 2017)

리모델링을 통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동주민센

터의 구성이 지하(주차장), 지상1층(행정업무처리공간), 지

상2층(도서관 및 세미나룸, 동장실), 지상3층(커뮤니티공

간, 미팅룸)등으로 유사항 형태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용성을 고려하여 규격화된 박스 형태

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동 주민센터 별로 지

역적 특성과, 이용자와 관리자의 요구사항이 다르기 때문

에, 요구사항이 반영된 리모델링 가이던스와 계획방향이 

요구된다.

4.5 주변 커뮤니티시설의 중복프로그램 고려

앞선 조사를 통하여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리자의 불편사항과 동 주민센터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

간과 규모를 가져야하기 때문에 여러 동 주민센터가 신

축을 위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과 

한정된 대지를 고려할 때에 리모델링에만 그치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다수의 동 주민센터에서는 현재의 동 

주민센터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변의 타

기관의 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및 교육을 하는 경우

가 있다. 이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타 기관의 공간을 제공하

여 동 주민센터가 지역 내 타 기관과 연결시켜주는 중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동 주민센터의 역할은 유지한 채 공간적인 축

소를 가져올 수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가

능성을 열어주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성

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된다.

Division 
(No) Program Location

1

Music Dongjak Community Service Center

Volleyball Youngbon Elementary School

Aerobic Songhak Grand Park

Guitar Dongjak Community Service Center
2 - -
3 Volleyball Youngbon Elementary School

4~6 Volleyball Jangseung Junior High School

7
Pungmul nori

Heukseokdong Welfare Center
Nanta

8~9 Volleyball Sadang Junior Hugh School

10

Song Class 
for The 
Disabled

Southern Disabled Welfare Center

Volleyball Sadang Junior Hugh School
11 - -

12

Song Class 
for The 
Disabled

Love Hand Weekly Protection Center

Volleyball Sadang Junior Hugh School
13~15 - -

Table 15. Programs for community centers [Rental spaces]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대상인 5개의 동 주민

센터사례와 인접해있는 커뮤니티시설을 추가 조사하였으

며, 동주민센터와의 이격거리와 주요 운영되고 있는 프로

그램, 규모 등을 분석하였다. 어린이집을 제외한 노인복

지시설, 사회(문화)복지시설, 도서관 등이 주로 살펴본 대

상이었으며, 방과 후 교실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등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주민센터 간의 이격거리도 매우 짧은 경우

도 있었으며, 대부분 동 주민센터와 100~300m 거리 내에 

관련 커뮤니티시설이 인접해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동주

민센터보다 넓은 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결국 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과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개선, 주민들의 의견수렴, 관계자와 운영자의 

의견수렴 외에도 인접지역의 유사프로그램 운영 커뮤니

시설을 미리 분석하고, 이와 중복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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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o) Program Distance Location
Building

Area
(m2)

Total 
Floor 
Area
(m2)

Floor
(F)

3. Sangdo 1 Dong

Social Welfare Center 600m Sangdoro 39 gagil 7 403.6 1,779.7 B1~F5

Senior Citizens' Center 500m Sangdoro 38 gil 86 92.3 155.2 F2

Daycare Center 150m Sangdoro 62 gil 87 179.9 723.0 B1~F4

6. Sangdo 4 Dong Elementary School(1) 100m Seongdaero 21 gil 62 4,379.7 13,923.1 B1~F5

Weekly Protection Center 100m Seongdaero 37 gil 46 110.7 166.3 F2

Senior Citizens' Center, 
Daycare Center 400m YangYeongro 27 gil 41 128.2 496.2 F5

Senior Citizens' Center (2) 500m Seongdaero 10 nagil 1-4 84.9 180.2 B1~F2

Elementary School(2) 600m Jangseungbaegi-ro 14 3320.4 10898.1 B1~F4

Social Welfare Center 700m Guksabong 1-gil 145 1355.3 7524.6 B1~F6

10. Sadang 3 dong Senior Citizens' Center 100m Sadangro 13 gil 42 170.4 479.8 F4

Youth Reading Room 100m Sadangro 13 gil 50 126.55 308.7 B1~F2

Daycare Center 150m Sadangro 13 gil 24 156.7 364.0 B1~F2

Junior High School 300m Sadangro 9 gagil 58 2028.7 8084.9 B1~F5

Elementary School(1) 400m Sadangro 23 nagil 27 2,396.6 11667.1 F7

Elementary School(2) 400m Sadangro 23 gil 57-14 3285.3 9928.9 B1~F3

Youth Culture House 400m Sadangro 23 gil 57-7 231.5 918.3 B1~F3

Library 500m Dongjakdaero 29 gil 63-26 241.3 999.3 B1~F3

11. Sadang 4 dong
Senior Citizens' Center (1) 100m Sadangro 16 gil 56 109.9 259.0 F3

Junior High School 300m Nambusunhwanro 269 
gil 166 2514.3 8280.0 B1~F4

Senior Citizens' Center (2) 300m Sadangro 16 ragil 9 167.1 599.8 B1~F3

Social Welfare Center 300m Sadangro 14 gil 20 258 1,257.6 B1~F4

12. Sadang 5 dong

Senior Citizens' Center (1) 100m Sadangro 6 gil 3-8 100.6 299.5 B1~F2

Library 200m Solbatro 86 483.0 3,293.0 B3~F5

Culture Center 300m Sadangro 8 gil 9 566.8 2,989.7 B2~F4

● Community Center
● Social Welfare Center
● Weekly Protection Center, Daycare Center

●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 Library, Youth Culture House, Culture Center, Youth Reading Room
● Senior Citizens' Center

Table 16. Analysis of programs of community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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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동 주민센터의 기능과 프

로그램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작구의 15개 

동 주민센터의 공간적 변화, 이용현황 및 프로그램의 특

징을 분석하여 향후 공간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

이 있었다.

먼저, 15개 사례를 대상으로 시기별 프로그램 특성 변

화 및 공간의 특성변화를 살펴보았다. 이후 대표적인 사

례 5군데를 선정하여, 관계자 인터뷰(5동의 주무관 5인), 

이용자 설문조사(각 동별 25명, 총 125명 중 100명의 유

효표본 추출)를 통해 사용자와 관리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공간 및 프로그램변화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1970-1980년대의 건축물은 이미 2000 -2010

년대에 신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1990년대 

건축물 역시  사용자 요구, 프로그램의 변화에 따라 리모

델링이나 실내공간 구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

되었다. 특히 건축년도 별 건축물의 층수 변화(증축)와 엘

리베이터 등의 무장애 계획(Barrier-free)의 필요성을 인

지할 수 있었다. 

재건축 및 리모델링의 여부는 공간 활용자의 특성과 

수의 영향을 받으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변화에 따라 

공간 활용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었다. 더불어, 대지의 형태, 기존 건축물의 규모 등

에 따라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불가능할 경우 타 대지를 

확보하여 신축이 된 사례도 있었다. 

동 주민센터 이외의 공공장소에서의 서비스 확대와 

인터넷 서류 발급 등을 통해 민원처리가 비교적 쉬워지

고 있다. 이는 동주민센터의 공간 축소로 이어질 수 있

는데, 2001년과 읍동면사무소의 기능 축소와 유사한 현

상으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는 물론, 가까

운 동 주민센터를 통합관리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이다. 

Figure 12. Community Center and Programs of Sandang 3 

Dong & Sandang 5 Dong

Sangdo1-Dong Sangdo4-Dong Sadang4-Dong 

Daycare Center
Social Welfare Center
Senior Citizens' Center

Daycare Center
Social Welfare Center
Senior Citizens' Center (2)

Daycare Center(3)
Social Welfare Center
Senior Citizens' Center (2)
Weekly Protection Center

Table 17. Community facilities near the community center

주요 대상지였던 5개동 주민센터를 살펴보면, 동 주민

센터 인근에 중복되는 프로그램(노인복지, 유아 돌봄, 도

서관, 문화센터 등)을 포함하거나, 주로 운영하고 있는 문

화복지시설들이 함께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복되는 타 기관과의 통합 관리방안을 모색해

야 하며, 이로 인해 생겨날 잉여 공간은 새로운 프로그램

으로 재계획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새로운 공간은 사회

적 기업이나 자치교육프로그램, 민간요양시설 등 공공의 

지원 없이,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독립적인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물리적 공간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가

이드라인이 제시될 경우에는 무엇보다 지역의 거주자 

및 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자 즉,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공간의 계획 및 개선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

이 공공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규모가 

적정한지, 활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설문조사와 인

터뷰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한 후 개선책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Figure 13. Research Results

지역과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 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과 공간구성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

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거나, 공

공기관간 통합이 시도되고 있는 동 주민센터가 확대되

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한 기초연구로

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향후 테스트베드를 통

해 구체적인 가이던스 수립연구에 초석이 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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