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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여가시간의 증가, 소득수 의 향상, 가치 과 삶에 한 태도 변화로 시민들의 건강, 웰

빙, 삶의 질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체육에 한 심과 참여율의 지속 인 상승에 따라 

체육시설에 한 요구도 증가

－서울시민의 운동 참여율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민의 약 32%가 운동참

여를 한 공간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식

－체육활동 참여자 가운데 민간체육시설 이용자는 51.6%인 반면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는 

20.9% 정도로 큰 차이

◦서울시 체육환경에 한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되나 정책의 실증  자료가 부족

－체육 련 환경과 가치체계의 변화 속에서 생활체육의 요성이 부각되면서 체육시설 공

이 비계획 이고 비체계 으로 이루어졌음.

－체육시설 공 정책 수립을 해 체육시설 분표 황과 공간  불균등성, 지역수요와 지역공

 황의 차이를 제시하는 자료가 필요

◦이 연구의 목 은 변화된 체육환경에 응하고, 체육서비스의 질 ㆍ양  제고를 한 체육정

책의 기 단계로서 체육시설 공 황을 악하고 수요자 행태  요구를 기반으로 체육시설

의 효율  공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내용

－체육시설 공  측면에서 공 정책, 체육시설 설치기 을 검토하고 서울시 체육시설 공

황을 분석하며 수요 측면에서 서울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실태를 분석함. 

－체육시설의 공 와 수요를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체육시설의 효율

 공 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특정사례를 분석하여 지역특성별 체육시설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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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을 제안함.

◦연구범 와 방법

－서울시 체육시설 공 황은 실내ㆍ외 문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과 

생활체육 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체육시설로 제한함.

－체육시설 공 황을 악하기 해 서울시와 문화체육 부의 자료 조와 인터넷조

사  장조사를 실시함.

－서울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황을 악하기 해 2008년 문화체육 부가 실시한 국

민체육실태조사자료의 서울시민 2,093명의 표본을 분석함.

－체육시설 공 황 조사와 이용 황 분석을 통해 문제가 되는 자치구를 선정하여 문제

을 도출하고 공 방향을 제시함.

◦연구 구성체계

서울시 체육시설 

공급 현황

￭ 서울시 체육시설 공급정책

￭ 서울시 체육시설 공급 및 설치기준

￭ 서울시 체육시설 공급현황

서울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실태 

￭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현황 분석

￭ 체육활동 장애요인과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우선해결과제

해외도시의 체육시설 

공급정책 사례

￭ 캐나다 컬럼비아주 밴쿠버시

￭ 미국 뉴욕주 뉴욕시

서울시 체육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 체육시설 공급모형

￭ 체육시설 공급방안

서울시 체육시설 공급사례 ￭ 공급사례 선정 및 주요 자치구별 분석

<그림 1> 연구 구성쳬계

Ⅱ. 연구결과

1. 서울시 체육시설 공급정책 및 공급체계

◦서울시 체육시설 공 정책

－서울시 체육시설 공 정책은 문화체육 부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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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시작으로 1993년부터 1,2,3차 국민체육진흥 5개

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2006년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장기 계획수립으로 지역 간, 

계층 간 근기회의 균등과 지역별 확충 략의 차별화, 공간단 별 기본체육시설의 설

치, 신규조성사업과 기존시설의 공간효율성 확보 략 등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는 1997년 시민복지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체육공간의 폭 확충, 시립체육

시설 이용개방  건립확 , 시민생활체육활성화를 정책 으로 추진하기 시작하 고, 

2004년 학교시설복합화5개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환경 개선  지역주민 생활체

육 공간 제공을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 체육시설 공 체계

－체육시설은 크게 문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 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로 분류

되며, 체육시설의 공 은 다양한 기 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체육 부가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체육시설, 마을단  체육

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 문화국 체육진흥과에서 구민ㆍ다목 체육센터와 학교시설복합화시설 설치를 

담당하며,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공원  녹지의 체육시설과 인조잔디구장 설치를 맡

고 있음.

<그림 2> 서울시 체육시설 공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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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서울시 복지국에서 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정책 에서 여성발

센터와 청소년 련시설, 행정국에서 주민자치센터와 구청, 문화국에서 구민회   

문화회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 내 체육시설, 물 리국에서 유수지 내 체육시설,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에서 자원회수시설 내 체육시설,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고수부지 

내 체육시설 설치  리를 하고 있음. 

－민간체육시설로는 체육시설 용으로 사용되는 종합스포츠센터, 수 장, 골 장 등과 

민간이 운 하는 복지시설 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내 체육시설 등이 있음.

2. 서울시 체육시설 공급현황

◦서울시 체육시설의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한 볍률과 련기   련보고서들을 참조하여 황에 

맞게 체육시설 분류체계를 재조정함.

－체육시설은 크게 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로 분류하고, 공공체육시설

은 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로 구성되며, 생활체육시설에는 생활체육 , 종목별 체

육시설, 동네간이체육시설이 포함됨.

<그림 3> 체육시설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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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은 아니지만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시

설, 지역사회문화시설, 행정기  등이 있으며 학교복합화시설도 여기에 포함됨.

－민간체육시설은 등록체육시설 가운데 종합스포츠센터, 수 장, 골 장, 헬스장, 태권도

장 등으로 분류함.

◦서울시 체육시설 공 황

－서울시 체육시설은 총 14,731개이며 이 에 문체육시설 34개, 공공체육시설 3,984

개, 체육시설 255개, 민간체육시설 10.492개임.

－체육시설이 집된 지역은 강남구(1,067개), 송 구(919개), 동 문구(834개)이며, 최

집지역은 천구(342개)임.

－ 문체육시설은 종합경기장 4개(잠실종합운동장, 잠실보조운동장, 목동운동장, 월드컵

경기장)와 구기체육  14개, 투기체육  4개, 종목별 체육시설 13개가 있으며 태릉, 잠

실, 목동, 장충동 일 에 주로 집 되어 있음.

 

구분 시설세부내용 합계

공공

체육

시설

전문

체육시설
종합경기장 4, 구기체육관 14, 투기체육관 4, 종목별체육시설 13 34

생활

체육시설

생활체육관

구민체육센터 23

66

3,984

다목적체육센터 14

국민체육센터 3

장애인체육관 8

체육센터 17

자원회수시설 내 체육시설 2

종목별체육시설
단일종목별 체육시설 169

175
장애인 체육시설 6

동네간이체육시설

공원 3316

3709

수변공원 164

마을단위 체육시설 52

운동장체육시설 100

인조잔디구장 1

약수터 68

기타 8

공공

준체육

시설

생활

체육시설

학교복합화시설 60

255

여성발전센터 3

지역사회문화시설 6

지역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88

청소년수련관 44

노인복지관 26

장애인복지관 20

행정기관 8

민간체육

시설

등록체육시설
10,492

신고체육시설

<표 1> 서울시 체육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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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간이체육시설을 제외한 생활체육시설은 총 241개소가 있으며 1자치구 평균 9.64

개소임. 생활체육시설이 가장 많은 구는 강동구로 21개소이며 가장 은 구는  천구

로 1개소가 있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동네간이체육시설은 공원, 한강시민공원, 마을단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시설, 인조잔

디구장, 약수터, 기타 등이며 총 3,709개소로 구별 평균  148.4개이며 최고로 많은 구는  

402개인 동 문구임.

－공공 체육시설은 총 255개로 학교복합화시설(60개), 지역사회복지시설(178개)이 부

분을 차지하며 자치구당 평균 10개소 정도씩 설치되어 있음.

－민간체육시설은 총 10,492개소로 이 에 당구장이 4,632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태권도장 1,928개소, 체력단련실 1,480개소, 실내골 장 1,475개소 순으로 나타남.  종

합체육시설업은 총 71개소로 구별 평균 2.84개소임. 인구 만명당 시설수로 보면 구

(25.70개소), 종로구(18.04개소), 강남구(15.11개소) 순으로 많으며 도 구, 노원구, 성

북구, 서 문구 등이 8개소 미만임.

3. 서울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실태

◦설문개요  설문문항

－국민의 체육활동 요구와 실태를 분석하여 체육정책에 반 하기 해 2년 주기로 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2008년도 데이터 

가운데 서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울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실태를 분석함.

－10 부터 70  이상의 서울시민을 상으로 260개 지 에서 설문하 고  총  2,083명

이 참여함.

－이 연구에서는 체 문항 가운데 체육시설 이용여부, 만족도, 근성, 집주변 체육시설

황, 체육활동경비, 체육활동이 불가한 이유, 향후 참여하고 싶은 운동종목, 공서의 

행사정보 취득여부, 공서 행사 참여여부, 체육활동 참여를 해 필요한 것, 재원조달 

방법,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 등의 문항을 채택하여 분석함.

◦체육시설 이용실태 분석 결과

－집주변에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있다는 응답률은 부분 낮았지만, 용산구, 마포

구, 랑구, 강서구, 구로구, 강남구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 한,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주로 공원, 한강고수부지, 학교운동장, 등산로 등 야외 시설로 근성은 부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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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설 

여부
자주 이용하는 시설 만족도 접근성 필요시설

경비

(원)

하고 싶은

운동 종목

종로구 아니요
학교운동장, 수영장, 

사설스포츠시설, 골프장
만족 7 수영장, 사설헬스클럽 36,875 골프, 수영, 요가

중구 아니요 하천(60%), 등산로 만족 3
종합스포츠센터(공공), 

간이운동시설
44,833

배구, 테니스, 

골프/검도/댄스스포츠/

수영/요가/등산

용산구 예 공원, 고수부지 만족 3
종합스포츠센터(공공), 

52.9%
55,077 게이트볼, 골프, 수영

성동구 아니요 공원, 학교운동장 만족 10
실내체육관(공공), 

간이운동시설
25,658 수영, 등산, 요가

광진구 아니요 학교운동장, 공원 만족 9
공원, 공설운동장, 

간이운동시설
29,556

보디빌딩(헬스), 수영, 

요가/등산/골프/.축구 

동대문구 아니요 공원, 학교운동장 만족 7

공설운동장(32.9%), 

실내체육관(공공), 

종합스포츠센터(공공)

17,500 수영, 요가, 등산

중랑구 예 학교운동장, 수영장 만족 6 종합스포츠센터(공공), 공원 30,724 골프, 등산, 수영/요가

성북구 아니요
학교운동장, 헬스클럽, 

청소년수련관
만족 11 종합스포츠센터(공공), 공원 23,857

수영, 

보디빌딩(헬스)/등산, 

배드민턴

강북구 아니요 하천변, 공원 만족 5
종합스포츠센터(공공), 

공설운동장
15,000 수영, 요가, 에어로빅

도봉구 아니요
사설헬스클럽, 

학교운동장, 하천변
만족 4

실내체육관(공공), 

종합스포츠센터(공공)
32,353

수영, 요가, 

보디빌딩(헬스)

노원구 아니요
학교운동장, 

종합스포츠센터(공공)
만족 4

공설운동장, 

종합스포츠센터(공공), 공원
25,897

수영, 골프, 

등산/에어로빅

은평구 아니요
공원, 등산로, 

사설스포츠시설
만족 12 체육공원, 등산로 49,146 수영, 에어로빅, 축구

<표 2> 설문분석 종합

이내로 좋은 편으로 나타남.

－체육시설 이용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향후 참여하고 싶은 운동은 수 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로는 바빠서, 게을러서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

나 체육활동 비참여의 주요 이유는 장소나 시설부족보다는 참여자의 의지 때문으로 

악됨. 그러나 체육활동 참여를 해 필요한 것으로는 시설확충  개방이 가장 높은 응

답률을 보여 체육활동 참여의지가 있는 시민들의 극 참여를 해 체육시설의 확충과 

개방이 요함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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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설 

여부
자주 이용하는 시설 만족도 접근성 필요시설

경비

(원)

하고 싶은

운동 종목

서대문구 아니요
청소년수련관

(시설29.4%)
만족 13

수영장(학교시설), 

배드민턴장
55,105

수영, 요가, 

스키/보디빌딩(헬스)

마포구 예 공원, 학교운동장 만족 4 공설운동장, 공원 66,279
골프, 요가, 

수영/보디빌딩(헬스)

양천구 아니요 학교운동장(63.6%) 만족 8 공원, YMCA 41,154
수영, 골프, 

등산/에어로빅/요가

강서구 예 학교운동장, 등산로 만족 5
공원, 수영장(학교), 

종합스포츠센터(공공)
44,789

요가, 수영, 

보디빌딩(헬스)

구로구 예 공원, 학교운동장 만족 11
수영장(학교), 

실내체육관(공공)
32,340 수영, 요가, 스쿼시

금천구 아니요
사설헬스클럽, 

사설스포츠시설, 동사무소
만족 15 수영장(학교), 등산로 44,079 수영, 등산, 골프

영등포구 아니요 학교운동장, 공원 만족 3
종합스포츠센터(공공), 

공설운동장
70,000 수영, 등산/골프, 스키

동작구 아니요 학교운동장, 공원
만족 

/보통
5 종합스포츠센터(공공), 공원 61,000 골프, 걷기, 수영/스키

관악구 아니요
학교운동장, 

사설헬스클럽
만족 4

간이운동시설, 

실내체육관(공공), 공원
37,742 수영, 테니스, 골프

서초구 아니요
사설스포츠시설, 

사설헬스클럽, 골목
만족 5

YMCA, 

종합스포츠센터(공공)
39,130 골프, 요가, 테니스

강남구 예
학교운동장, 

종합스포츠센터(공공)
만족 2

공설운동장, 

종합스포츠센터(공공), 

실내체육관(공공)

52,407 요가, 골프, 수영

송파구 아니요 공원, 사설헬스클럽 만족 13
종합스포츠센터(공공),실내

체육관(공공), 공설운동장 
28,000 골프, 수영, 라켓볼/등산

강동구 아니요 공원, 사설헬스클럽 만족 7
종합스포츠센터(공공), 

간이운동시설
24,667 골프, 등산, 수영

<표 계속> 설문분석 종합

Ⅲ. 정책건의

1. 서울시 체육시설 공급모형 제안

◦체육시설 입지 고려를 한 체육활동 유형 분류

－체육활동은 체육활동 유형에 따라 운동에 념하여 참여하는 극  체육활동, 가벼운 

운동 심의 소극  체육활동, 운동과 더불어 추가 인 다른 활동에도 참여하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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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활동으로 분류함. 

◦근린주구 이론에 근거한 생활권 내 체육시설 배치 모형

－근린주구 이론에 맞추어 구민ㆍ다목  체육센터는 극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시

설로 분류하고 버스 3정거장 거리의 반경 2.4km를 향권으로 설정함.

－도보 10분 거리의 반경 800m 향권에는 학교복합화시설과 지역사회복지시설, 지역사

회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시설규모를 가진 수 장, 테니스장 등 종목별 체육시설을 

포함함.

－도보 5분 이내의 체육시설들에서는 소극  체육활동과 극  체육활동의 간수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배드민턴장, 농구장, 운동장 등 간이종목별 체육시설과 한

강  하천 등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을 배치함. 

 

<그림 4> 체육활동의 유형

－도보 2~3분 이내의 체육시설들은 소극  체육활동을 한 시설로서 산책, 조깅, 가벼

운 등산 등이 가능한 공원, 약수터 등을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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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체육시설 공급모형 설정

<그림 6> 체육시설 공급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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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체육시설 공급계획 수립

◦서울시 지역별 체육시설 공 조정

－기 별로 이루어지는 공 에 한 제어 방안으로 체육시설 유형별 로그램  면 , 

개소수 총량 설정이 필요하며, 일정한 차를 거쳐 지역별 총량을 설정하도록 함.

<그림 7> 서울시 체육시설 공급조정 방안

－지역별 총량 설정을 해 지역 내 체육시설 공 황 악, 지역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행태 분석, 지역자원  인구구성 등을 검토하여 체육시설 수량을  결정하고 산, 하천, 

공원, 기타부지 등 산부지 황을 악하여 히 배치함.

－서울은 지역특성상 체육시설 설치를 한 부지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시설  공

간과 공원부지를 체육공간으로 극 활용, 미개발 부지의 공원화 사업을 통한 체육 공

간 확보, 실내외 기존시설의 극 활용, 학교복합화시설의 효율  이용방안 모색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체육시설을 공 하여 효율 으로 이용하도록 함.

◦서울시 체육시설 설치, 건립, 운   리기  마련

－지역사회 내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지역 주민의 참여를 최 한 이끌어낼 수 있는 범

 내에서 체육시설 설치 기  마련이 필요함.

－이와 함께 체육시설 설치 시 지역별 우선순   시설건립 치의 합성, 시설 내 공

간배치  활용 기 을 포함하는 체육시설 건립기 의 마련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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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설치 후 시민의 효율 인 이용을 해 시설별 운   리기  마련도 필요함.

<그림 8> 체육시설 설치기준 

◦지역 내 거 체육시설 지정

－거 체육시설의 지정은 체육시설  로그램의 복 인 제공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에게 효율 인 체육 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내 체육시설의 효과 인 운  

 리를 해 필요함.

－지역별 1,2단계로 나 어 1단계는 구민ㆍ다목  체육센터를 거 체육시설로 지정하여 

5km 내외에 치한 체육시설을 총 하도록 하며, 2단계는 학교복합화시설  일정 규

모 이상의 체육  형태의 공공 체육시설을 거 체육시설로 지정하여 반경 1.5km 이

내의 체육시설들을 리하도록 함. 

－거 체육시설을 심으로 정보망을 구축하여 리함으로써 체육시설과 로그램에 

한 정확한 황 악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 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 지역내 시설, 

로그램, 서비스에 한 안내정보를 제공하며 지역 내 시설 이용정보 안내를 한 가이

드 책자를 발행하여 지역 주민에게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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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거점체육시설 지정과 역할

◦민간체육시설과의 트 십 구축

－서울시는 새로운 체육시설 설립을 한 부지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의 상호보완 인 계를 형성하여 지역의 체육시설 공  부족을 보완하

는 것이 바람직함. 

－민간체육시설과의 트 십을 구축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요 으로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액에 해서는 시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업

체 선정기 과 제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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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여가시간의 증가, 소득수 의 향상, 가치 의 변화로 시민들의 건강, 웰빙, 삶의 질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체육에 한 심과 참여율도 지속 으로 상승시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민의 약 32%는 운동 참여를 한 공간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1). 특히, 체육시설 이용률을 보면 체육활동 참여자 가운데 민간체육시설 이용자가 

51.6%인 반면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는 20.9%로 민간체육시설 이용률이 공공체육시설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1997년 서울시 ｢시민복지5개년 계획｣에 

의한 체육시설 확충과 2004년 ｢학교시설 복합화 5개년 종합계획｣수립으로 서울시 곳곳에 공

공체육시설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체육시설에의 근성은 좋지 않다. 시설의 부족

도 문제이지만 체육시설의 조성이 계획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의 조성

은 다양한 이용자들의 수요와 요구에 한 정확한 이해와 생활방식  행태에 한 검토, 지

역특성에 한 분석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체육시설 조성은 체육

련 환경과 가치체계의 변화 속에서 생활체육의 요성이 부각되면서 체육시설 공 이 비계획

이고 비체계 으로 이루어졌다. 

체육시설의 공 과 활용은 이용자의 체육서비스 근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지역 특성에 근

거한  체육시설 공   활용 략의 차별화로 개념지어질 수 있다. 체육시설 공 정책 수립

을 해서는 재 체육시설의 분포 황과 공간  불균등성, 지역수요와 지역공 황을 제시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한 생활체육정책연구｣, p.100



4  서울시 체육시설의 효율적 공급 및 활용방안

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사회에서 체육활동이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

므로 체육시설 조성은 이용자들의 요구에 한 정확한 이해와 생활방식  행태에 한 검토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서울시민의 체육참여 행태  욕구와 재 체육시설 공 황의 

차이에 한 분석을 통해 체육시설의 황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토 로 서울시 체육시설의 

효율  공   활용방안 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변화된 체육환경에 부응하고, 

체육서비스의 질 ㆍ양  제고를 한 체육정책의 기 단계로서 체육시설 공 황을 악

하고 수요자 행태  요구를 기반으로 체육시설의 효율  공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변화된 체육환경에 합한 체육서비스 제공을 한 서울시 체육공  정책 수립

의 기 단계로서 체육시설의 효율  공 기 과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 이 있다. 서

울시 체육시설의 효율  공 기 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해 크게 4가지 에 을 둔

다. 첫째, 서울시 체육시설의 황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체육시설 공 황을 분석하고, 

둘째,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시설이용 실태 분석을 통해 체육시설 수요를 측하며, 셋째, 

황조사와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서울시 체육시설의 균형 인 공 방안과 효율  활용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공 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 , 넷째, 서울시 체육시설 

공 과 지역주민 이용실태가 우수한 지역과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고 각 지역의 유형  이용

자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별 장단 과 취약지역의 문제 을 악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및 구성체계

이 연구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 을 제시하고 체 연구내용  방법에 해 서술하 다. 

제2장은 체육시설의 공 의 측면에서 공 정책, 체육시설 설치기 을 검토하고 서울시 체

육시설 공 황을 분석하 다. 서울시 체육시설 정책  황분석은 서울시 련 부서의 행



제1장 연구개요  5

정자료 조, 인터넷조사와 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제3장은 서울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실태를 분석하 다. 실태분석은 체육시설 이용 황  

만족도, 참여하고 싶은 종목, 체육시설 욕구에 을 두었으며 문화체육 부에서 실시한 

2008년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의 서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제4장은 해외도시 체육시설 정책사례를 검토하 다. 해외도시 사례검토는 캐나다 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시와 미국 뉴욕주 뉴욕시를 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5장은 2장, 3장, 4장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체육시설의 효율  공 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 다. 

제6장은 체육시설 공 과 이용실태에서 문제가 되는 5개 지역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특성별 

체육시설의 공   활용방안을 제안하 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기초자료 분석

앙정부와 서울시의 체육시설 공 정책과 사업을 검토하기 해 문화체육 부, 서울시 

해당부서 등 정부기 의 정책자료  황에 한 기 자료와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등 연구기 의 연구자료  련학계의 연구논문을 활용하 다. 

2) 서울시 체육시설 현황조사

서울시 체육시설의 공 황 악을 해 실태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상은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체육시설 용으로 운 되는 시설), 공공 체육시설(다른 시설과 혼용되는 시설, : 

사회복지 , 구민회 , 청소년수련  등), 민간체육시설(민간이 운 하는 체육시설)이다. 조사

는 서울시와 문화체육 부의 자료 조와 인터넷  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3) 기존 데이터 분석

서울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황은 2008년 문화체육 부가 실시한 ｢국민생활체육참여실

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의 국표본 10,000명 가운

데 서울시 2,093명의 표본을 분석하여 서울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실태  욕구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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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선정

체육시설 공 황 조사와 서울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실태 설문자료 분석을 통해 서울시 체

육시설공 의 표 인 5개 자치구를 선정하 다. 선정된 자치구에 한 GIS 향권분석으로 

체육시설 공 에서 소외된 사각지 를 선별해내고 공  방향  수량을 제시하 다.

5) 자문회의

연구기획에서부터 종료단계에 이르기까지 체육시설 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 다. 자문회

의에서는 연구내용의 구성과 방향설정 등을 논의하 으며, 주요 내용이 진행되는 과정에 도

출된 연구결과물에 한 자문을 수행하 다.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은 연구진의 검토를 

통해 최종보고서에 반 되었다.



제1   공 정책

제2   공   설치기

제3   공 황

제4   체육시설 공 황 분석과 문제  도출

제2장  체육시설의 공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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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체육시설의 공급

제1절 공급정책

1. 체육시설 공급관련 정책

1) 문화체육관광부

(1)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1990년)

정부는 88서울 올림픽의 성공  개최로 체육에 한 국민  심이 고조되자 1990년 생활

체육 진흥을 목 으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일명 ‘호돌이 계획’을 수립하 다. 체육

시설 부분 계획으로는 신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생활체

육 참여여건을 조성하고자 하 다. 우선 으로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

설을 연차 으로 확충하기 해 운동장, 체육  등 기본체육시설, 올림픽기념 국민생활 , 마

을단  동네체육시설, 동계체육시설, 체육인 올림픽동산, 직장인체육시설 등을 신규 확충 

상으로 하여, 민간투자 진, 체육시설 설치지역의 확  등을 략  실천방향으로 제시하

다. 한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해 공공체육시설의 생활체육장화, 올림픽시설 활용, 직

장체육시설 개방, 학교체육시설의 주민생활 체육장화 등의 실천방안을 수립하 다.

 

(2) 1,2,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1993년 이후)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1993년~1997년)에서는 부족한 체육시설을 다양하고 균등하

게 배치하고자 지방 체육시설 확충에 주력하 다. 먼  지역의 기본체육시설로서 운동장, 체

육 , 수 장을 설치하고, 생활권체육시설인 동네체육시설, 종합체육회 , 국민문화체육회 ,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자연 속의 체육시설인 체육공원 등의 집 인 건립을 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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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1998년~2002년)에서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체육활동 

참여 수요에 응하기 해 체육시설을 확보하려는 목 으로 시‧군‧구별로 부족한 기본체육

시설과 근린체육공간 조성에 역 을 두고, 운동장, 체육 , 실내빙상장, 지방스포츠센터(국민

체육센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 등을 확충하 다. 

제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2003년~2007년)에서는 구체  체육시설 공 지표가 제시되

었으며, 생활권 내의 체육시설 확충과 지역특성에 맞는 체육활동 공간 조성이 추진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제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이 끝난 2008년 이후 정부의 체육정책 기조는  ‘신나는 한국

인 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라는 주제로 15분 로젝트 즉, 문을 열면 15분 거리에서 원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슬로건으로 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을 해서 지역스포츠클럽 정착  활성화, 체육인력 활용 제고  국민체력 향상, 맞춤

형 체육복지 구 , 생활체육시설 확충  활용 제고, 스포츠시설 공간 확충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계획 정책과제 추진내용

1차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 ∙ 체육활동공간 확충 및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2차
생활체육 참여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공동체 중심

의 체육활동여건 조성

∙ 지역공동체 주민활동의 장으로써 체육시설 확충

∙ 민간 주도적 생활체육 확산

참여정부

(3차)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 확충

∙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

현재

체육활동 참여 여건 개선
∙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활용 제고

∙ 레저 스포츠 시설ㆍ공간 확충

함께 누리는 체육활동
∙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

∙ 소수자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활동 전개

스포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 ∙ 민간체육시설의 이용환경 개선

<표 2-1> 체육시설 확충 관련 국민체육진흥계획의 내용

(3)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 계획(2006년)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장기 계획은 2005년도 생활체육시설의 보 률이 시설수요 비 

33.7% (1.92㎡/인)에 불과하여 2025년까지 생활체육시설 보 률 100%  1인당 체육시설 면

 5.7㎡를 확보하고자 수립한 계획이다. 이 지표를 달성하기 해서 지역 간ㆍ계층 간 근

기회의 균등과 지역별 확충 략의 차별화, 공간단 별 기본체육시설의 설치,  신규조성사업과 

기존시설의 공간효율성 확보 략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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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광역, 전국 시‧군‧구 읍‧동 면 마을

사업

내역

실외
전국체전시설

종합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소형체육공원

(향후 추진)

미니운동장

(잔디, 우레탄)
동네체육시설

실내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읍)

소규모 체육관

(신규추진)
농어민건강 관리실

기능
전문체육

국제, 전국대회

전문 생활체육

광역, 기초대회

전문 생활체육

기초읍대회

생활체육

커뮤니티 중심

생활체육

커뮤니티 중심

조성목표 시‧도별 적정개소 시‧군‧구별 1개소
읍‧동 3~4개 면단위별 

1개소
면별 1개소 리별 1개소

추진방향 지역별 적정 수준 유지

시설고급화 

자연친화형

리모델링

다목적 복합 다목적 복합 다목적 복합

재원 국고 기금/국고 마사회 기금
기금 

농림부예산

<표 2-2> 공공체육시설 균등배치기준

2) 서울시 체육시설 확충정책

(1) 1997년 시민복지5개년 기본계획

서울시는 1997년 ｢시민복지5개년기본계획｣을 수립하 으며, 여기에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시민생활체육 활성화방안으로 생활체육공간의 폭 확충, 시립체육시설 

이용개방  건립확 , 시민생활체육 활성화가 거론되었으며, 그 세부 략은 <표 2-3>과 같

다.

생활체육공간의 폭 확충 세부 략은 생활주변의 유휴공간을 최 한 활용하여 지역, 마을

단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안양, 랑, 우이, 불 , 홍제, 청계, 정릉, 양재, 탄천, 성내, 개화천 

등 11개의 하천둔치를 활용하여 시민체육공간을 조성하며, 유수지  한강변 공간을 활용하

여 생활체육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립체육시설 이용개방  건립확 의 세부 략은 1997년 9개소에 불과했던 구민체육센터

를 자치구마다 1개소씩 건립하고 창동종합운동장과 한강 롤러 스 이트장을 건설하며, 2개소

뿐인 학교복합화시설을 자치구별로 1개소씩 증설하는 것이다. 1997년 ｢시민복지5개년 기본계

획｣ 결과 마포구를 제외하고는 1자치구 1구민체육센터는 실 되었으며, 재는 1자치구 2구

민체육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한 학교복합화시설도 1자치구 1개소를 넘어 2009년 3월 기  

53개소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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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안

생활체육공간의 대폭 확충

ㆍ동네체육시설 지속 확충

ㆍ하천둔치 체육공원화

ㆍ유수지활용 체육시설 확충

ㆍ한강변 일주 자전거길 개발

시립체육시설 이용개방 및 건립확대

ㆍ공공체육시설 개방 확대

ㆍ1구 1구민체육센터 건립

ㆍ창동 종합운동장 신설

ㆍ롤러 스케이트장 건립

ㆍ학교․주민 공동이용 건립지원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ㆍ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리에이션교실 확대 운영

ㆍ부문별 생활체육대회 활성화 지원

ㆍ생활체육 관련단체 적극지원

<표 2-3> 1997년 시민복지5개년기본계획 중 체육시설 분야

(2) 학교시설복합화사업 5개년 종합계획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교육환경 개선  지역주민생활체육 장소를 제

공하고자 설치되는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은 2004년 ｢학교시설복합화사업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 116개소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사업비는 자치구와 교육청이 5:5로 분담하는데 자치구 재

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자치구 분담분  30~70%를 차등 으로 지원한다.

재 자치구별 3~7개소를 목표로 하고 인구 10만명당 1개소 혹은 학교 15개교당 1개소를 

비교하여 큰 값을 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3월 기  53개교에서 학교시설복합화가 이

루어졌다. 

2. 체육시설 공급체계

1) 설치기관에 따른 세부 공급체계

체육시설은 크게 문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 공공 체육시설2), 민간체육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 체육시설은 다양한 기 을 통한 산발  공 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앙정부 차

원에서 문화체육 부가 국민체육센터, 운동장체육시설, 마을단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지

원하고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체육진흥과에서 구민ㆍ다목  체육센터  교육청과 공동으

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학교복합화시설 설치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는 공원 

2) 공공 체육시설은 이 연구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공공시설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체육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 문화, 행정시설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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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의 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의 설치를 맡고 있다.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서울시 복지국에서 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정책 에서 여성발 센

터와 청소년 련시설, 행정국에서 주민자치센터와 구청, 문화국에서 구민회   문화회 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 내 체육시설, 물 리국에서 유수지 

내 체육시설,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에서 자원회수시설 내 체육시설, 한강사업본부에서 한강고

수부지 내 체육시설을 설치  리하고 있다. 민간체육시설로는 체육시설 용으로 사용되

는 종합스포츠센터, 수 장, 골 장 등과 민간이 운 하는 복지시설 내 체육시설과 민간 문화

시설 내 체육시설 등이 있다.

 

<그림 2-1> 서울시 체육시설 공급체계

2) 기관별 체육시설 공급기준 및 설치시설 현황

(1)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지원

문화체육 부는 국민체육센터, 운동장생활체육센터, 농어 복합체육시설, 길거리농구 , 

동네운동장, 게이트볼 용경기장, 족구장, 인조잔디구장, 마을단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에서 서울시는 국민체육센터, 마을단 생활체육시설, 운동장생활체육시

설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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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목표 지원금액 지원기준 주요시설 비고

국민체육센터
전국 232개 시‧군‧구별 

1개소 건립
‧개소당 30억원 내외

다목적체육관,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민간스포츠센터 수준의 종합 체육시

설

체육기금

운동장생활

체육시설

초‧중‧고‧대학교 및 공설운동장

(토사) 중심 지속 추진

‧개소당 3.5억원

‧기금 3.5억원, 지방비 1.5억원
운동장,트랙,야간조명시설 등 체육기금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읍‧면지역 대상

‧개소당 7.55억원

‧기금 26.6~80%

지방비 20%~73.4%

다목적 구장, 실내형 복합시설(커뮤니

티센터, 운동센터)
체육기금

길거리농구대

(농구장)
2000년 종료

‧개소당 20백만원

‧기금,지방비 각 50%
농구장 등 체육기금

동네운동장 2001년 종료
‧개소당 10~20백만원

‧기금,지방비 50%
잔디운동장,우레탄시설 체육기금

게이트볼

전용경기장

16개 시‧도별 1개소

(2006년 종료)

‧개소당 5억원

‧기금,지방비 각50%
게이트볼전용구장,1개소10면 체육기금

족구장
16개 시‧도별 1개소

(2007년 종료)

‧개소당 1억원 또는 5억원

‧기금,지방비 각 50%
족구전용경기장 체육기금

인조잔디구장 초‧중‧고(2008년 종료)

‧개소당 2.8억원

‧기금,교육부 교부세 70%

지방비 30%

인조잔디,트랙 등 체육기금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전국 3,512개 읍‧면‧동 단위에 

2개소(2008년 종료)

‧개소당 10~20백만원

‧기금,지방비 각 50%

농구장,게이트볼장,배드민턴장 등 간

이운동시설,체육단련기구,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산책로 등

체육기금

<표 2-4>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지원기준

① 국민체육센터 확충

다목  복합체육 으로서 1989년 종로구의 올림픽기념국민생활 , 1997년 강서구의 강서

구민올림픽체육센터, 2002년 성동구 마장국민체육센터를 지원하 다. 이 에서 종로구 올림

픽기념국민생활 과 강서구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는 구민체육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구분 1989 1997 2002

서울(3개소) 종로구(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강서구(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성동구(마장국민체육센터)

<표 2-5> 국민체육센터 지원현황

②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마을단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1990년부터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국 읍‧면‧동 

단 에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 다. 2002년부터는 마을단  생활체육시설 설치사

업으로 변경하여  읍‧면‧동 단 에 2~3개소 설치를 목표로 등산로, 약수터, 마을공터 등에 국

민체육기 으로 지원되었다. 서울시는 2008년까지 872개소의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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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계 ’96년까지 ’97년 ’98년 ’99년 ’00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서울 872 576 12 34 64 64 5 18 16 13 39 14 17

<표 2-6>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설치현황

③ 운동장생활체육시설(구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은 ｢축구발 종합 책｣(’97.9)과 ｢제2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

(1998~2002)에 의거하여 1998년부터 공설운동장과 학교 운동장을 상으로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하기 시작하 다. 2000년부터는 천연잔디구장과 잔디‧우 탄 설치 지원사업으로 이원화

되었으며, 2003년에는 종합운동장 조성지원사업, 2004년부터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지원사업이 

추가되었다. 2005년에는 사업명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로 개칭, 국의 ‧ ‧고‧ 학교와 

공설운동장의 잔디‧우 탄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합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56 1 4 2 1 10 12 16 10

<표 2-7> 천연잔디구장, 잔디ㆍ우레탄 서울시 지원 현황

④ 간이체육시설(농구장,족구장)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해 간이체육시설로서 농구장, 족구장 설치사업이 

이루어졌다.

구분 합계 ’05 ’06 ’07 ’08

농구장 67 34 13 20 20

족구장 5 5

<표 2-8> 농구장, 족구장 서울시 지원 현황

(2) 서울시 체육진흥과

서울시 체육진흥과는 구민ㆍ다목 체육센터와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까지 구민ㆍ다목 체육센터 39개소와 학교복합화시설 53개소가 건립되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구민ㆍ다목 체육시설의 경우 자치구별 2개소씩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포구는 

부지확보가 곤란하여 이들 시설의 건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용산구는 구민체육센터가 없고, 

구, 도 , 노원, 은평, 서 문, 마포, 강서, 천, 등포, 서 , 송 , 강동구는 다목 체육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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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명칭

시설규모

위탁관리기관
부지(㎡) 연면적(㎡)

층수

(지상/지하)

종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6,351 6,756 3/2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체육센터(다목적) 3,069 6,756 3/2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 충무아트홀 9,172 36,246 6/4 중구시설관리공단

용산 용산문화체육센터(다목적) 1,273 5,919 5/2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성동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6,281 5,982 3/2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광진
광진구민체육센터 6,955 7,914 4/2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중곡문화체육센터(다목적) 3,690 7,305 4/1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
동대문구민체육센터 3,429 5,158 3/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체육관(다목적) 5,746 5,742 2/1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중랑

중랑구민체육센터 3,248 5,988 3/2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체육관(다목적) 6,998 5,075 2/2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면목2동체육관(다목적) 2,179 1,731 4/1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성북
성북구민체육센터 3,985 2,100 2/1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종합레포츠타운(다목적) 2,983 8,479 6/1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강북
강북웰빙스포츠센터 4,540 6,848 3/0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삼각산문화예술회관 13,478 12,022 3/2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도봉 도봉문화체육센터 10,836 3,290 4/2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노원 노원구민체육센터 4,777 5,857 3/1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은평 은평구민체육센터 9,988 8,847 3/2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서대문 서대문체육회관 12,700 8,432 3/1 서울YMCA

양천

양천구민체육센터 6,877 7,982 3/2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신월문화체육센터(다목적) 1,500 3,144 2/2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계남다목적체육관(다목적) 6,400 2,939 2/1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강서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3,011 11,357 3/3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구로 구로구민체육센터 4,174 5,147 3/2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금천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5,088 7,737 3/2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 영등포구민체육센터 5,380 9,131 3/2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동작

동작

동작구민체육센터 4,754 9,600 4/2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흑석체육센터(다목적) 2,719 2,895 3/1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관악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10,357 6,985 3/2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신림체육센터(다목적) 1,791 2,194 2/2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초 서초구민체육센터 26,092 7,315 3/2 서울YMCA

강남

강남구민체육관 50,362 2,494 3/1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대진체육관(다목적) 12,578 796 1/0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남스포츠문화센터(다목적) 3,304 9,914 4/2 강남구도시관리공단

<표 2-9> 서울시 자치구별 구민ㆍ다목적체육센터 현황

터가 없으며, 구로구와 성동구는 다목 체육센터를 건립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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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서울시 자치구별 구민ㆍ다목적체육센터 현황

자치구 명칭

시설규모

위탁관리기관
부지(㎡) 연면적(㎡)

층수

(지상/지하)

송파 송파체육문화회관 4,426 8,690 3/2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강동 온조대왕문화체육관 6,490 7,954 3/2 강동구도시관리공단

3) 서울시 푸른도시국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공원  녹지 내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인조잔디축구장 설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인조잔디축구장은 녹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 

1월 기 으로 19개소가 있다. 공원 내의 체육시설 설치는 ｢공원조성  공원조성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주로 간이체육시설, 농구장, 축구장, 야구장 등이 설치된다.

운동장 테니스장 수영장(실내,㎡) 수영장(실외)
궁도장 야구장 축구장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건축면적 개소 면적

111 332,345㎡ 50 250㎡ 3 28,745 17 155,248㎡ 9 6 59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
체력단련시설 기   타

개소 면적 개소 타석 개소 기 종 기

242 61 448 1,384㎡ 11 545 108 2,872 13,066 874 1,277 

<표 2-10> 공원시설물 운동시설 현황(푸른도시국 공원시설물 현황, 2009)

3)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는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 내에 지역주민을 한 주민

편익시설3)을 설치하고 있다. 재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은 강남, 노원, 마포, 양천구의 4개소

가 있으며 최근 마포가 건축되어 모두 운  이다.

주민편익시설은 자원회수시설의 주변 향권 300m 내의 있는 주민을 상으로 한 시설로 

이들 주민들을 상으로 주민지원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설치되었다. 시설

비용은 액 시 산으로 충당되며 민간 탁으로 운 하고 있다.

3)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진  주변지역 지원 등에 한 법률(약칭 “폐 법”) 제20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폐

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하여 주민지원 의체와 의하여 설치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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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립

연도
면적 시설 관리기관

강남(일원동) 2002 연면적 9,716㎡ 수영장, 보육실, 헬스, 에어로빅실, 탁구장, 강당, 도서실 등 흥사단

노원(상계동) 1998 연면적 7,143㎡ 수영장, 강당, 에어로빅실, 헬스장, 유아교육실, 문화의 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마포(상암동) 2009 연면적 4,958㎡ 건립 중(2009년 9월 현재)

양천 1999 연면적 3,921㎡ 수영장, 체력단련실, 강당, 독서실 서울 YMCA

<표 2-11>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현황

4) 서울시 물관리국

서울시 물 리국은 유수지의 활용을 높이기 해 유수지 상부 공간에 문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1997년 시장방침 이후 지속 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재 운동장이 설치된 곳

은 용답, 잠실, 탄천, 반포 유수지이며, 체육시설이 설치된 곳은 망원1, 오 , 가양, 마곡, 가산

2, 도림2, 신길, 치, 독산, 림3동 유수지이다.

<그림 2-2> 반포유수지

 

<그림 2-3> 대치유수지

5)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배수지의 활용을 해서 운동장, 배드민턴장, 농구, 테니스장 등

의 체육시설을 설치하 다. 배수지는 기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에 공원으로 복지정되어 

있으며, 자치구별로 체육시설설치 신청을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산으로 설치비용을 지원

받는다. 지원 후에는 각 자치구 공원 련 부서에서 리하게 된다. 재는 32개 배수지에 94

개의 체육시설이 설치·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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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배드민턴장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풋살구장
다목적

운동장
조깅트랙 지압보도

94 18 18 15 10 6 6 4 2 3 7 5

<표 2-12> 배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현황

6) 준체육시설의 공급

서울시 체육시설은 크게 지역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문화시설, 행정기 으로 분류된다. 

지역사회복지시설은 서울시 복지국과 여성가족정책 에서 담당하며 주요 시설은 사회복지 , 

노인종합복지 , 장애인복지 , 여성발 센터, 청소년수련  등이 있다. 지역사회문화시설은 

자치구 문화국에서 담당하며 구민회 , 문화회  등이 있고 체육시설이 설치된 행정기 으로

는 주민자치센터, 구청이 있다.

구분 관련부서 시설

지역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복지국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여성가족정책관
여성발전센터, 여성능력개발원, 여성플라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사회문화시설 문화국 구민회관, 문화회관 등

행정기관 행정국 주민자치센터, 구청 등

<표 2-13> 공공준체육시설 설치기관 및 시설

3. 체육시설 공급예산

서울시 체육시설의 설치 산을 살펴보면, 문화체육 부가 지원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국

민체육진흥공단의 기 과 구비로 사업이 이루어지며, 구민·다목 체육센터의 경우는 자치구

의 자립도에 따라 30~70%의 차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학교복합화시설의 경우에는 시비, 구

비, 교육청 산이 활용되며 시비와 구비 50%, 교육청 비용 50%로 구성되고, 시는 구의 총 

산의 30~70%를 지원한다. 

공원체육시설은 시공원, 구공원에 따라 시 산, 구 산이 활용되고, 구공원의 경우 자치구 

자립도에 따라 30~70%의 산이 지원된다. 유수지, 배수지, 자원회수시설 내 체육시설의 경

우는 100% 시 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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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체육시설 설치예산

4. 체육시설 공급절차

체육시설의 공 차를 살펴보면, 문화체육 부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문

화체육 부가 사 의를 통하여 해당연도의 지원계획을 결정한 후 공고하고 이를 서울시

에 달하며, 서울시는 자치구별(운동장체육시설의 경우는 자치구 교육청)로 지원수량에 맞게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 에서 선별하여 국민체육공단에 달하고 선정 원회에서 심의

를 거쳐 최종 지원 상자를 결정한다.

구민ㆍ다목 체육센터와 학교복합화시설의 경우에도 서울시 산담당 과 서울시 체육진

흥과의 의를 거쳐 해당연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자치구  자치구 교육청에 공고

하여 신청을 받고 투융자사업심사를 통해 최종 상자를 결정한다. 

그 외 자원회수시설 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업 이 에 주민지원체를 구성하여 자원회수

시설의 향권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설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결정한다. 유수지, 배수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체육시설 설치에 

한 요청을 하고 이를  수렴하여 타당성분석을 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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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체육시설 공급절차

제2절 공급 및 설치기준

1. 공급기준

1) 공공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의 공 기 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한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시·군·구와 읍·면·동에 설치할 체육시설이 명시되어 있다. 시·군·구에는 체육 , 수 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등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실내외 체육시설을, 읍·면·동에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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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내외 체육

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읍ㆍ면ㆍ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2.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호, 2009.2.19, 일부개정] 별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조 관련)  

<표 2-14> 공공체육시설의 공급기준

2009년 서울시 체육진흥과 업무계획에서는 구민ㆍ다목 체육센터를 자치구당 2개소를 설

치하도록 되어 있다. 

구분 공급기준

구민ㆍ다목적 체육센터 자치구당 2개소 (2009년 업무계획)

<표 2-15> 구민ㆍ다목적체육센터, 학교복합화시설 공급기준

공원은 공원의 유형  규모에 따라 공 기 이 구별되며, 체육시설은 ‘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  등에 한 지침’ 에 따라 설치 가능한 공원과 시설이 정해져 있다. 그 외 자

원회수시설의 체육시설은 주  자원회수시설의 향권 300m 이내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

한 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공원구분 공급기준

어린이공원 유치거리는 250m 이하, 규모는 1,500㎡ 이상

근린

공원

근린생활권 반경 500m 이내 설치 규모는 1만㎡ 이상

도보권 반경 1,000m 이내 설치 규모는 3만㎡ 이상

도시지역권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주민  10만㎡ 이상

광역권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 100만㎡ 이상

체육공원 유치거리에 제한없음   1만㎡ 이상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은 기준없음

법령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2007. 1)

<표 2-16> 공원의 공급기준 및 규모

2) 공공준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층 집단거주지역, 공단주변, 역주변 등 특수문제 발생지역  취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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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의 성격에 따

라 실제로 권역별, 구별로 사회복지 이 설치되고 있다.

시설설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요보호 

대상자 및 인구수,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거 사회복지관이 설치 및 운영

입지

 1.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

 2. 공단주변지역

 3. 역 주변 등 특수문제 발생지역 및 취약지역

 4. 그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우선

설치지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설치코자 하는 때에는 구단위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되, 

사회복지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법령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1998. 7. 27 훈령 제68호)

제 3 장 시설의 설치

<표 2-17> 사회복지관 설치기준

2)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 시·도에 국립청소년수련시설과 구단 에 청소년수련과 1개소, 동단

에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입지

시ㆍ도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구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

동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

시군구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 2009.8.7] [법률 제9432호, 2009.2.6, 타법개정] 

<표 2-18> 청소년수련관 설치기준

3) 학교복합화시설

학교복합화시설의 경우는 자치구당 3~7개소로 인구 10만명당 1개소 혹은 15개교당 1개소 

 큰 값을 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격거리는 1km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학교복합화시설
자치구당 3~7개소

인구 10만명/1개소, 학교 15개교/1개소를 비교, 큰 값을 적용

<표 2-19> 학교복합화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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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체육시설공급기준

체육시설 공   설치기 을 바탕으로 서울시 시·구·동단  공공체육시설과 공공 체육시

설의 공 기 을 정리하면 <표 2-20>과 같다. 

시

전문체육 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 개최종목시설

공공체육 *

준체육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구

전문체육 *

공공체육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

설

구민체육센터 2개소

준체육
청소년수련관 1개소 이상

구민회관 1개소

동

공공체육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준체육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

학교복합화시설 주변체육시설과 1km 이상 이격

주민자치센터 1개소

기타
준체육 사회복지관 저소득층 밀집지역, 요보호 대상자 및 인구수,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

준체육 여성발전센터 권역별

<표 2-20> 시ㆍ구ㆍ동별 공급기준

2. 설치기준

1) 전문체육시설

문체육시설의 설치기 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표 2-21>과 같다. 

1. 특별시ㆍ도

시설 종류 설치기준

종합운동장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따른 1종 공인경기장

체육관
바닥면적이 1,056제곱미터(길이 44미터, 폭 24미터) 이상이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2.5미터 

이상인 관람석을 갖춘 체육관

수영장 대한수영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따른 1급 공인수영장

그 밖에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

대회 개최종목시설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

<표 2-21> 전문체육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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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항목 시   설     분   류   기     준

육상경기장 일주거리 400m 또는 300m, 200m의 육상트랙과 필드(축구경기장)를 갖춘  경기시설로서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공설운동장, 시민운동장, ㅇㅇ경기장 등으로 명명

축구장 길이 100~110m, 폭 64~75m(국제경기규격)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육상경기장 내의 축구장은 이에 불포함)

하키장 길이 91.4m, 폭 55m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하키전용구장에 한함)

야구장 본루로부터 1,3루측 야외거리가 98m 이상, 백스크린까지 110m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사이클경기장 일주거리 실내 250~333.33m, 실외 250~500m , 주로 폭 7m 이상, 경사도 최소 25° 최대 45°

테니스장 가로 10.97m, 세로 23.77m(동네체육시설 수준의 테니스장은 간이운동장으로 분류)

씨름장 직경 8m 이상인 원형의 모래시설과 주위로 1.5m 이상의 보조경기장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

간이운동장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기구 등 간이운동시설이 설치된 동네체육시설

<표 2-22> 공공체육시설 설치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의 분류기준, 2009)

<표 계속> 전문체육시설 설치기준

2. 시ㆍ군

시설

종류

설치기준

구분 ① 혼합형 ② 소도시형 ③ 중도시형

적용기준 군지역 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인 시 인구 10~15만 명인 시 인구 15만 명 이상인 시

운

동

장

경기장 규격 공인 제2종 공인 제2종 공인 제2종

관람석 수 5,000석 10,000석 15,000석

경기장 면적 20,640㎡ 20,640㎡ 20,640㎡

스탠드면적

계 1,822㎡ 3,526㎡ 6,178㎡

일반 273㎡ 455㎡ 455㎡

본부석 4개소 8개소 14개소

체

육

관

경기장 규격
폭×길이×높이

24m×46m×12.4m

폭×길이×높이

24m×46m×12.8m

폭×길이×높이

24m×46m×13.5m

부지 면적 6,109㎡ 7,124㎡ 8,236㎡

건축 면적 1,864㎡ 2,196㎡ 2,472㎡

연면적

계 2,541㎡ 3,011㎡ 3,743㎡

지하층 367㎡ 393㎡ 467㎡

1층 1,811㎡ 1,926㎡ 2,213㎡

2층 363㎡ 692㎡ 1,063㎡

관람석 수 500석 1,000석 1,420석

수

영

장

경기장 규격 3급 공인 3급 공인 2급 공인

수영조

규격

길이 50m 또는 25m 50m 또는 25m 50m

폭 21~25m 21~25m 21~25m

레인 8~10레인 8~10레인 8~10레인

관중석 수 - - 300석

기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

 ※ 비고 : 위 설치기준은 해당 시ㆍ군의 인구ㆍ지형ㆍ교통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2) 공공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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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공공체육시설 설치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의 분류기준, 2009)

시설항목 시   설     분   류   기     준

체육관 　

-구기체육관 핸드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구기종목의 경기개최가 가능한 체육관

-투기체육관 유도, 레슬링, 복싱, 태권도, 펜싱, 검도, 씨름, 체조, 역도 등 투기종목의 실내전용경기장

-생활체육관
구기종목과 수영, 보올링, 에어로빅, 헬스 등 생활체육종목의 체육시설이 복합 설치된 체육관(올림픽 기념국민생활

관, 국민체육센터, 시민생활체육관, 구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ㆍ체육센터 등)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식규격의 게이트볼장으로 지붕, 기둥 또는 벽면으로 구성된 경기장

수 영 장 　

- 경영풀 폭 25m, 길이 50m 8레인으로 레인폭은 2.5m이어야하고 1레인과 8레인 밖에 각각 폭 2.5m 이상

- 다이빙풀 폭과 길이가 25m×33m, 수심 5m

- 비정규 경기장 규격이 정규수준에 미달되는 시설

롤러스케이트장 　

- 정규 일주거리 125m, 200m의 트랙, 주폭 6~8m

- 간이 경기장 규격이 정규수준에 미달되는 시설

사격장
공기총사격(10m), 화약총사격(10m,25m,50m,300m), 클레이사격(트랩,스키트)시설, 러닝타깃 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격장

국궁장 사정거리는 관저중심에서 사대중심까지 145m 또는 유사한 규격

양궁장 30m, 50m, 60m, 70m, 90m 거리의 경기 가능

승마장
마장마술(길이 60m, 폭 20m), 장애물 비월(폭의 길이 최소한 60m 총넓이 4800㎡ 이상)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승마장

골프연습장 골프연습타석을 갖춘 시설

조정카누장 　

-조정 조정경기 가능 시설

-카 누 카누경기 가능 시설

빙상장 　

- 쇼트트랙 길이 60m, 폭 30m(일주거리 111.12m의 트랙) 또는 이와 유사한 규격(아이스하키경기 가능)

- 400M트랙 일주거리 400m 이상 333.3m 미만의 길이의 두 개의 주로

공공체육시설의 분류기   설치기 은 문화체육 부 분류기 에 의하여 정해지며, 

문체육시설의 기 과 공공체육시설의 분류기 에 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네간이체육시설로 

분류한다.

구민ㆍ다목 체육시설의 경우 부지는 자치구에서 확보하고 표 건립기 이 부지면  

5,940㎡, 연면  3,960㎡이며, 주요시설은 수 장, 종합체육 , 소체육  등이다. 학교복합화

시설의 경우 부지는 교육청이 확보하고 연면 이 3,960㎡이며 주요시설은 종합체육 , 수

장, 헬스장 등이다. 

구      분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주  요  시  설

구민ㆍ다목적체육센터 자치구 확보(5,940㎡) 3,960㎡ 수영장, 종합체육관, 소체육관, 부대시설 등 

학교복합화시설 교육청 확보 1,650㎡ 종합체육관(강당), 수영장, 헬스장 등

<표 2-23> 구민ㆍ다목적체육시설 및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기준(서울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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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급현황

1. 체육시설 조사

(1) 조사방법

서울시 체육시설을 조사하기 해서 우선 으로 문화체육 부의 공공체육시설 황자료

와 서울시 체육진흥과의 공공  민간체육시설 자료,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체육시설을 공

하는 기 들의 자료 조를 받아 서울시 체육시설 황을 악하 다.

1. 전문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서울시 부분 참조

- 구기체육관과 투기체육관의 시설이 자료마다 상이해 조사 후 조정

2. 공공체육시설(동네간이체육시설 포함)

①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2009) 및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자료 1차 확보

② 구별 도시관리공단 운영 체육 및 문화시설 인터넷 조사

③ 한강시민공원 체육시설 - 한강관리사업소-한강공원안내지도 활용

④ 공원시설물현황2009(푸른도시국), 약수터, 인조잔디구장 현황 참조(등산로 제외, 약수터 중 체육시설 제외)

  * 약수터 내 체육관련 시설은 개소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다른 시설과의 구분이 어려움

⑤ 국민체육진흥공단 우리동네 체육시설 참조

⑥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상수도사업본부의 배수지 내 체육시설, 물관리국의 유수지 내 체육시설 

자료요청 

3, 준체육시설

① 복지관, 여성발전센터, 장애인, 노인대상 체육시설조사 - 서울시 복지국 인터넷 조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② 문화시설 인터넷 조사

4, 민간체육시설

① 민간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자료 참조

*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등산로 제외

* 구기체육관 : 동대문구체육관, 대진체육관,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일자산1,2체육관,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창동배드민턴장은 구기

체육관이면서 일반인대상 프로그램도 원활히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복하여 생활체육관, 종목별체육시설로 분류함

* 국민체육센터 중 구민체육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2개소(종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강서올림픽체육센터)는 중복

2. 체육시설의 분류

악된 체육시설은 유형에 따라 구분이 필요하나 각 기   연구별로 체육시설 유형에 

한 명확한 구분이 없었다. 따라서 기존 법률  연구, 기 별 분류체계를 비교하여 체육시설 

유형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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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분류체계

(1) 체육시설관련법에 의한 구분

① 운동종목에 의한 구분

체육의 이용  설치에 한 법에서는 체육시설을 ‘골 장, 골 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

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 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

링장, 슬 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 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 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

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

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 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기타 국내 는 국제 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

로서 문화 부장 이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 체육시설의 등록  신고 여부에 

따라 체육시설을 분류하고 있다.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표 2-24>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업 분류

② 체육시설 유형에 따른 구분

체육시설의 유형에 따라 문, 생활, 직장체육시설로도 구분한다. 문체육시설은 국내외 

경기 회 개최  선수훈련에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생활체육시설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지칭하며 직장체육시설은 직장에서 설치되는 체육시설을 의미한다.

전문체육시설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국민이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구분은 그 체육시설이 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른 분류로서, 이용자나 

이용 목적 및 행태 등에 따라 전문체육시설이 생활체육시설로도 사용 가능함

직장체육시설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직장인이 500인 이상인 직장을 대상으로 함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함)

<표 2-25> 전문/생활/직장 체육시설의 분류

③ 시설형태에 따른 구분

시설형태에 따라 운동장, 체육 , 종합체육시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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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설치 및 운영주체에 따른 구분

설치  운 주체에 따라서도 공공, 학교, 민간체육시설로 구분한다.

공공체육시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국ㆍ공ㆍ각급학교에서 학교교육 및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민간체육시설

 체육단체ㆍ사회복지단체ㆍ종교단체ㆍ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체육활동 또는 그 기관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비영리 체육시설과 개인ㆍ영리 단체 또는 기업에서 영리 목적으로 설치ㆍ운영 

 하는 상업용 체육시설

<표 2-26> 설치 및 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2) 관련기관 및 관련연구에서의 분류 

2007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한 생활체육정책 연구’ 

에서는 체육시설로 용되는 공공체육시설과 체육시설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공공체육시설

(사회복지 , 청소년수련  등), 민간체육시설로 분류하 다.

공공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 실내체육관, 구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센터, 학교복합화시설, 간이운동장, 기타 종목별 체육시설

준공공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체육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여성발전센터/플라자, 주민자치센터

민간체육시설  등록시설, 신고시설

<표 2-27> 체육시설의 분류

문화체육 부의 분류는 크게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구분되며, 간이운동장에 공

원, 약수터의 체육시설  농구장, 배드민턴장과 같은 동네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에서 지칭한 공공체육시설은 상당수 락되어 있으며, 일부 규

모가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생활체육 으로 포함되어 있다.

공공

체육시설

육상경기장, 축구장, 하키장, 야구장, 사이클경기장, 테니스장, 씨름장, 간이운동장(동네체육시설), 체육관(구기체육관, 투기

체육관, 생활체육관), 전천후게이트볼장,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사격장, 국궁장, 양궁장, 승마장, 골프연습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빙상장

간이운동장

(동네체육시설)

시설 체육공원, 고수부지, 마을공터, 아파트단지, 약수터, 등산로, 도시공원, 기타

간이시설
축구장, 배구장, 씨름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운동광장, 배드민턴장, 체조장, 롤러장, 수영장, 

기타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익시설

민간

체육시설

등록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신고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실내, 실외), 체육도장(권투, 우슈, 태권도, 

유도, 검도, 레슬링), 골프연습장(실내, 실외),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장, 무도학원

<표 2-28> 문화체육관광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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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시설 분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한 법률과 련기   련보고서들을 참조하여 황에 맞

는 체육시설 분류체계를 재조정하 다. 즉 체육시설을 크게 공공에서 운 하는 공공체육시설

과 민간법인이 운 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 민간이 운 하는 민간체육시설로 분

류하 다. 공공체육시설에는 문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동네간이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6> 체육시설의 분류

문체육시설은 잠실, 목동 등의 종합경기장과 구기  투기 체육 , 경기개최가 가능한 종

목별 체육시설로 분류하 다. 생활체육시설은 생활체육 , 종목별 체육시설, 동네간이체육시

설로 분류하 으며, 생활체육 은 구민ㆍ다목 체육센터와 같은 종합체육 을 의미하고, 종

목별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의 설치기 에 부합하는 규모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그 외 공

공체육시설의 설치기 에 부합하지 않는 공원, 수변공원, 약수터 등의 실외체육시설은 동네간

이체육시설로 분류하 다.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은 아니지만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문화시설, 행정기  등이 있으며, 학교복합화시설도 여기에 포함

시켰다. 민간체육시설은 서울시에 신고체육시설이 없으므로, 등록체육시설 에서 종합스포

츠센터, 수 장, 골 장, 헬스장, 태권도장 등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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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세부내용 합계

공공체육시설

전문체육시설 종합경기장 4, 구기체육관 14, 투기체육관 4, 종목별체육시설 13 34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관

구민체육센터 23

66

3984

다목적체육센터 14

국민체육센터 3

장애인체육관 8

체육센터 17

자원회수시설 내 체육시설 2

종목별체육시설
단일종목별 체육시설 169

175
장애인 체육시설 6

동네간이체육시설

공원 3316

3709

수변공원 164

마을단위 체육시설 52

운동장체육시설 100

인조잔디구장 1

약수터 68

기타 8

<표 2-29> 서울시 체육시설 현황

3. 체육시설 현황

1) 전체

서울시 체육시설은 총 14,745개이며 이 에서 문체육시설은 37개, 공공체육시설은 3,960

개(동네간이체육시설 3,719개), 체육시설은 255개, 민간체육시설은 10,492개이다.

<그림 2-7> 서울시 체육시설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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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공공

준체육 합계 민간 전체전문

체육시설

생활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동네간이

체육시설
소계

종로구 0 2 4 83 87 6 93 308 401

중구 2 4 10 45 57 8 67 335 400

용산구 0 1 16 103 119 15 134 212 346

성동구 0 3 12 98 110 6 116 315 431

광진구 0 3 13 91 104 8 112 509 621

동대문구 1 4 5 396 402 6 409 426 834

중랑구 0 3 5 101 106 8 114 358 472

성북구 0 3 7 153 160 13 173 358 531

강북구 0 3 5 62 67 9 76 294 370

도봉구 1 1 8 155 164 16 181 239 419

노원구 12 3 12 290 314 20 346 387 721

은평구 0 1 4 236 240 7 247 404 651

서대문구 0 1 5 152 157 10 167 254 421

마포구 1 0 13 73 87 8 96 406 501

양천구 3 5 12 173 188 11 202 486 685

강서구 1 4 12 231 244 18 263 556 819

구로구 0 2 6 101 107 10 117 428 545

금천구 0 1 1 69 70 5 75 267 342

영등포구 0 1 10 109 119 8 127 558 685

동작구 0 2 8 125 133 14 147 428 574

관악구 0 2 8 120 128 6 134 443 577

서초구 0 2 15 206 221 10 231 500 731

강남구 1 4 10 199 210 14 225 843 1067

송파구 10 4 19 221 250 12 272 657 919

강동구 2 7 21 117 140 7 149 521 668

합계 34 66 241 3709 3984 255 4273 10492 14731

<표 2-30> 서울시 구별 체육시설 현황

<표 계속> 서울시 체육시설 현황

구분 시설세부내용 합계

공공

준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학교복합화시설 60

255

여성발전센터 3

지역사회문화시설 6

지역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88

청소년수련관 44

노인복지관 26

장애인복지관 20

행정기관 8

민간체육시설
등록체육시설

10492
신고체육시설



제2장 체육시설의 공급  33

체육시설이 집된 지역은 강남구(1,067개), 송 구(919개), 동 문구(834개)이며, 최 집

지역은 천구(341개)이다.

1) 공공체육시설

(1) 전문체육시설

문체육시설은 잠실종합운동장, 잠실보조운동장, 목동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등 4개의 종합

경기장과 구기체육  14개, 투기체육  4개, 종목별 체육시설 13개가 있으며, 태릉, 잠실, 목

동, 장충동 일 에 집 되어 있다. 

<그림 2-8> 서울시 전문체육시설 분포

중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종합경기장 1 1 2

체육관
구기 1 1 1 4 1 1 3 2

투기 2 1

종목별 체육시설 1 6 2 4

소계 2 1 1 12 1 3 1 1 10 2

<표 2-31> 구별 전문체육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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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관 종목별체육시설

소계

인구

만명당

체육시설수
구민

다목적

국민

체육센터

다목적

체육센터

장애인

체육관

체육

센터

자원회수

시설 내 체육관
소계

종목별체

육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종로구 1 1 0 0 0 2 2 0 4 0.23 

중구 0 0 1 0 3 0 4 6 0 10 0.77 

용산구 1 0 0 0 0 0 1 15 0 16 0.67 

성동구 1 1 1 0 0 0 3 9 0 12 0.38 

광진구 1 0 1 1 0 0 3 8 2 13 0.37 

동대문구 1 0 1 0 2 0 4 1 0 5 0.14 

중랑구 2 0 1 0 0 0 3 2 0 5 0.12 

성북구 1 0 1 0 1 0 3 4 0 7 0.15 

강북구 1 0 1 1 0 0 3 2 0 5 0.15 

도봉구 0 0 1 0 0 0 1 7 0 8 0.21 

노원구 0 0 1 1 0 1 3 9 0 12 0.16 

은평구 0 0 1 0 0 0 1 3 0 4 0.09 

서대문구 0 0 1 0 0 0 1 4 0 5 0.15 

마포구 0 0 0 0 0 0 1 12 1 14 0.39 

양천구 2 0 1 0 1 1 5 7 0 12 0.24 

강서구 0 1 1 2 0 4 8 0 12 0.19 

구로구 0 0 1 0 1 0 2 4 0 6 0.14 

금천구 0 0 1 0 0 0 1 0 0 1 0.04 

영등포구 0 0 1 0 0 0 1 9 0 10 0.25 

동작구 1 0 1 0 0 0 2 6 0 8 0.20 

관악구 1 0 1 0 0 0 2 6 0 8 0.15 

서초구 0 0 1 0 1 0 2 13 0 15 0.37 

강남구 1 0 1 0 1 1 4 5 1 10 0.20 

송파구 0 0 1 1 2 0 4 13 2 19 0.31 

강동구 0 0 1 3 3 0 7 14 0 21 0.41 

합계 14 3 23 8 17 2 66 169 6 241

평균 0.56 0.12 0.92 0.32 0.68 0.08 2.64 6.76 0.24 9.64 0.24 

<표 2-32> 구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2) 생활체육시설(동네간이체육시설 제외)

생활체육시설(동네간이체육시설 제외)은 총 241개가 있으며 1자치구 평균 9.64개가 있다. 

가장 많은 구는 강동구로 21개가 있으며, 가장 은 구는 천구로 단 1개가 있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활체육 의 경우는 총 66개가 있으며, 구별 평균 2.6개이고 가장 많

은 구는 강동구로 7개이다. 마포구가 최근까지 1개도 없다가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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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용산구, 도 구, 노원구, 은평구, 서 문구, 천구, 등포구도 종목별 체육시설을 제

외한 생활체육 을 1개소씩 운 하고 있다. 종로구와 강서구의 경우는 문화체육 부의 지

원을 받아 건립된 국민체육센터가 구민체육센터로 활용되고 있어, 양쪽 모두 분류에 넣었으

며, 장애인체육  8개소, 장애인 종목별 체육시설 6개소가 운 되고 있다. 

<그림 2-9>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분포(공원표시 안함)

<그림 2-10> 서울시 생활체육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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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간이체육시설 인구

만명당

시설 수
공원

수변

공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시설

인조

잔디구장
약수터 기타 소계

종로구 75 0 0 5 0 3 0 83 4.86 

중구 39 0 0 3 0 1 2 45 3.45 

용산구 74 21 4 2 0 2 0 103 4.28 

성동구 94 0 1 3 0 0 0 98 3.12 

광진구 72 14 0 4 0 1 0 91 2.42 

동대문구 391 0 1 4 0 0 0 396 10.70 

중랑구 93 0 4 4 0 0 0 101 2.36 

성북구 148 0 1 3 0 1 0 153 3.25 

강북구 51 0 5 6 0 0 0 62 1.81 

도봉구 145 0 4 4 0 1 1 155 4.15 

노원구 273 0 1 7 0 9 0 290 4.71 

은평구 226 0 1 7 0 2 0 236 5.15 

서대문구 130 0 3 2 0 17 0 152 4.61 

마포구 41 27 2 3 0 0 0 73 1.90 

양천구 156 2 4 5 0 6 0 173 3.44 

강서구 217 7 4 2 0 1 0 231 4.00 

구로구 89 2 2 5 0 2 1 101 2.40 

금천구 67 0 0 0 1 1 0 69 2.75 

영등포구 59 42 4 3 0 0 1 109 2.67 

동작구 114 0 0 4 0 5 2 125 3.07 

관악구 110 0 4 5 0 1 0 120 2.24 

서초구 179 20 2 2 0 2 1 206 5.12 

강남구 184 0 0 4 0 11 0 199 3.57 

송파구 199 9 4 9 0 0 0 221 3.32 

강동구 90 20 1 4 0 2 0 117 2.49 

합계 3,316 164 52 100 1 68 8 3,709

평균 132.64 6.6 2.08 4.00 0 2.7 0.32 148.4 3.54 

<표 2-33> 구별 동네간이체육시설 현황

(3) 생활체육시설-동네간이체육시설

동네간이체육시설은 총 3,709개로 공원, 한강시민공원, 마을단 체육시설(공원시설과 복

되는 것은 제외), 운동장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약수터, 기타 등이 있다. 구별 평균 148.4개

로, 가장 많은 구는 동 문구로 396개이며, 가장 은 구는 구로 45개이다.

2) 공공준체육시설

공공 체육시설은 총 255개로 학교복합화시설(60개)이며, 지역사회복지시설(178개)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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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복합화

시설

여성

발전

센터

지역사회

문화시설

지역사회복지시설
행정

기관
소계

인구 만명당

시설 수(종합)

사회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노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종로구 1 0 1 1 1 2 0 0 6 0.35 

중구 3 0 0 2 2 1 0 0 8 0.61 

용산구 4 0 0 2 1 1 0 7 15 0.63 

성동구 2 0 0 0 2 1 1 0 6 0.19 

광진구 2 1 1 3 0 1 0 0 8 0.21 

동대문구 2 0 0 2 1 1 0 0 6 0.16 

중랑구 1 0 0 4 2 1 0 0 8 0.19 

성북구 4 0 0 5 1 1 2 0 13 0.27 

강북구 2 0 0 1 4 1 1 0 9 0.26 

도봉구 4 0 1 4 5 1 0 1 16 0.43 

노원구 7 0 0 7 1 1 4 0 20 0.32 

은평구 1 0 0 3 1 1 1 0 7 0.15 

서대문구 5 0 0 2 1 1 1 0 10 0.30 

마포구 2 0 1 2 2 1 0 0 8 0.21 

양천구 2 1 0 4 2 1 1 0 11 0.22 

강서구 3 0 0 10 2 1 2 0 18 0.31 

구로구 4 0 0 4 1 1 0 0 10 0.24 

금천구 0 0 0 2 1 1 1 0 5 0.20 

영등포구 2 0 0 2 2 1 1 0 8 0.20 

동작구 0 1 1 6 3 1 2 0 14 0.35 

관악구 0 0 0 4 1 1 0 0 6 0.11 

서초구 3 0 0 4 2 1 0 0 10 0.25 

강남구 4 0 0 6 3 1 0 0 14 0.25 

송파구 0 0 0 6 2 1 3 0 12 0.18 

강동구 2 0 1 2 1 1 0 0 7 0.15 

합계 60 3 6 88 44 26 20 8 255  

평균 2.40 0.12 0.24 3.52 1.76 1.04 0.80 0.32 10.20 0.25 

<표 2-34> 자치구별 공공준체육시설 현황

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별로 평균 10개 정도씩 설치되어 있으며, 노원구가 20개로 가장 많고, 

천구가 5개, 종로구와 성동구, 악구와 동 문구가 6개로 꼴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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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

장업

종합

체육

시설업

수영장 골프장
권

투

유

도

검

토

태

권

도

우

슈

체력

단련

장업

당

구

장

썰매

장업

무

도

장

무도

장학

원업

소계

인구 

만명당

시설 수
실

내

실

외

실

내

실

외

종로구 5 3 24 2 2 1 3 17 41 189 2 20 308 18.04

중구 1 6 3 3 46 3 2 1 4 20 60 168 1 21 335 25.70

용산구 6 1 1 21 5 3 1 2 32 2 29 105 4 212 8.90 

성동구 1 47 1 1 4 5 61 38 152 5 315 10.03

<표 2-35> 구별 민간체육시설 현황

<그림 2-11> 서울시 공공준체육시설 분포

3) 민간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은 총 10,492개소로 이 에 당구장이 4,632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태권

도장 1,928개소, 체력단련시설 1,480개소, 실내골 장 1,47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체육시

설업은 서울시내 총 71개소로 구별 평균 2.84개소 정도이다. 민간체육시설은 자치구별 평균 

420개소 정도씩 설치되어 있으며, 강남구가 843개소로 가장 많고, 용산구가 212개소로 가장 

다. 인구 만명당 시설수로 보면 구(25.70개소), 종로구(18.04개소), 강남구(15.11개소) 순

으로 많으며, 도 구, 노원구, 성북구, 서 문구 등이 8개소 미만으로 하 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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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별 민간체육시설 현황

　
빙상

장업

종합

체육

시설업

수영장 골프장
권

투

유

도

검

토

태

권

도

우

슈

체력

단련

장업

당

구

장

썰매

장업

무

도

장

무도

장학

원업

소계

인구 

만명당

시설 수
실

내

실

외

실

내

실

외

광진구 1 2 5 2 66 3 4 4 10 79 1 72 260 2 509 13.56

동대문구 1 31 6 4 5 5 87 2 71 202 4 8 426 11.51

중랑구 1 1 25 2 4 4 3 97 49 161 4 358 8.37 

성북구 1 46 1 3 1 7 86 51 168 2 358 7.56 

강북구 15 5 3 1 4 82 40 133 2 9 294 8.59 

도봉구 3 27 2 5 5 74 42 97 2 7 239 6.39 

노원구 2 1 4 1 69 5 5 2 11 113 2 49 129 2 387 6.28 

은평구 2 4 53 2 4 9 6 90 1 69 152 4 404 8.81 

서대문구 2 3 22 3 3 2 7 56 1 36 118 1 254 7.66 

마포구 1 4 73 7 3 2 10 48 62 192 1 4 406 10.54 

양천구 1 2 3 92 2 4 2 7 136 1 64 172 486 9.67 

강서구 2 4 41 10 6 4 11 120 1 64 219 13 556 9.64 

구로구 1 63 9 2 1 5 90 52 201 1 3 428 10.17

금천구 1 1 23 4 1 4 5 55 1 34 136 2 267 10.80

영등포구 4 5 64 5 3 5 9 90 3 75 278 20 558 13.67

동작구 1 2 38 1 2 3 9 62 1 45 160 3 428 10.68

관악구 3 1 31 2 10 2 16 92 2 57 212 1 14 443 8.29 

서초구 12 3 1 138 10 6 2 7 47 2 67 202 3 500 12.31

강남구 12 2 166 15 4 7 18 77 2 134 389 2 7 843 15.11

송파구 1 7 2 175 11 5 5 12 120 101 214 4 657 9.82 

강동구 1 3 79 4 5 7 12 97 1 78 223 2 10 521 11.11

합계 8 71 58 9 1,475 120 94 79 193 1,928 23 1,480 4,632 5 17 168 10492 10.5

평균 0.32 2.84 2.32 0.36 59.00 4.8 3.76 3.16 7.72 77.12 0.92 59.2 185.28 0.20 0.68 6.72 419.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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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서울시 민간체육시설 분포

제4절 체육시설 공급현황 분석과 문제점 도출

1. 체육시설 공급현황 분석

서울시 체육시설 공 황은 <표 2-36>과 같다. 체육시설 공 황을 구별로 비교하기 

해서 구별 평균값에서 20% 이상을  과하는 것은 '+', 20% 이상 부족한 것은 '-', 그 사이 값

은 '0'으로 표시하 다. 한 구별로 공공체육시설(동네간이체육시설 제외), 동네간이체육시설, 

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었다. 

서울시 체육시설 분포를 기 으로 분석한 결과 표 인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2-37>과 같다. 강서구, 서 구, 송 구는 모든 시설이 고르게 분포된 지역이며 

진구와 마포구는 공공시설과 수변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민간체육시설이 많으나 

동네간이체육시설과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구, 강북구는 공공체육시설

과 동네간이체육시설이 부족하고 활용가능한 수변공간도 없는 반면에 민간 체육시설이 많은 

지역이다. 동 문구와 은평구는 동네간이체육시설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종로구, 천

구는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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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서울시 체육시설 공급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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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7> 서울시 체육시설 공급의 5개 대표유형

2. 문제점 도출

1) 포괄적인 체육시설 공급계획의 부재

(1) 산발적인 체육시설의 공급 및 관리

서울시 공공체육시설은 문화체육 부, 서울시 체육진흥과,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설치

와 리를 담당하며 공공 체육시설은 서울시 복지국, 여성가족정책 , 행정국, 문화국 등 여

러 조직에 분산되어 설치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마다 소 업무  산지원 형태가  

다르고 리기  한 달라서 체계 인 공   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체육시설의 공 과 리를 여러 조직에서 담당하다 보니 체육시설의 황 악 한 쉽지 

않다. 거 체육시설 지정을 통해 지역 내 체육시설을 악하여 효율 인 시설이용이 가능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 시민들의 효율 인 시설 이용을 해 로그램뱅크, 강사뱅크 등

을 활용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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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

여러 조직에서 산발 인 공 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체

육시설의 공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치구의 재정력에 따라 체육시설 공 에 큰 격차

가 나타나 체육시설 공 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강이나 수변, 산이나 공원과 같은 

자연자원 특성,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과 같은 주거환경특성, 인구수 등과 같은 지역의 

특성, 지역형평성을 고려한 체육시설 공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 인 시설

공 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체육시설 공급 기준 미비

서울시 체육시설의 설치는 지역기 , 종목별이나 시설별 설치기 요건, 시설 간 이격거리 

기 이 없어 유사시설이 겹쳐서 분포하거나 인 지역에 여러 시설이 집 으로 분포되어 있

다. 체육시설이 복 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체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설치 필요성은 있으나 체육시설을 한 공간확보가 어려운 지역도 있다. 효율

인 체육시설의 공   활용을 해서는 체육시설 설치 시 시설별 규격이나 이격거리, 이용

객 추정 등의 기 요건 정립이 시 하다. 아울러 체육시설 설치를 해서 부지확보  체육활

동을 한 공간마련 책도 필요하다. 

3) 민간체육시설과의 네트워크 부재

동네간이체육시설을 모두 포함한 서울시공공체육시설과 공공 체육시설이 4,273개소인데 

비해 민간체육시설은 이보다 2배 많은 10,492개소이다. 그러나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

은 상호보완 인 계이기보다는 상충 인 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특성을 

감안하면 새로운 부지의 확보를 통한 체육시설의 확충은 한계가 있다. 체육시설의 부족을 공

공측면에서 모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기존의 민간체육시설과 력을 통해 시민들의 체육시

설 근성을 높여 체육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 인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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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실태

제1절 설문개요

1. 개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는 국민의 체육활동 요구

와 실태를 분석하여 체육정책에 반 하기 해 2년을 주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가장 최근

인 2008년에 실시된 실태조사에는 서울시민 2,083명이 참여하 으며, 10 부터 70  이상의 

서울시민을 상으로 260개 지 에서 설문하 고, 2008년 7월 1, 2차 비조사를 거쳐 8~9월

에 본조사가 실시되었다.

주요 설문내용은 건강과 체력  체육활동에 한 인식, 여가  체육활동 여건, 체육활동

참여형태, 체육활동 효과, 체육정책에 한 인식, 체육 련 정보, 과학  체력 리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가  체육활동 여건  체육시설 련 문항, 체육활동 참여행태  체육활동참

여 황 련 문항, 체육정책에 한 인식  정부  공서의 체육정책 련 문항, 체육 련

정보 문항이 활용되었다.

2. 설문문항

설문문항은 체육시설 이용여부, 만족도, 근성, 집주변 체육시설 황, 체육활동경비, 체육

활동이 불가한 이유, 향후 참여하고 싶은 운동종목, 공서의 행사정보 취득여부, 공서행사 

참여여부, 체육활동 참여를 한 필요한 것, 재원조달 방법,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 등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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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귀하의 체육활동 여건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9. 귀하의 집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9-1. 귀하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체육 시설은 있습니까?

9-2. 귀하께서 자주이용하시는 체육시설, 시설별 이용정도와 이용만족도,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10. 귀하께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운동 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Ⅶ. 귀하의 체육활동 참여형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16. 귀하께서 주로 하는 체육활동은 무엇입니까?

17. 귀하께서 주로 참가하는 체육활동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운동종목 보기 제시)

22. 귀하께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드는 경비는 한달 평균 어느 정도 입니까?

25. 귀하께서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Ⅶ. 귀하의 체육정책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36. 귀하께서는 정부나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의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를 들어 본 적 있습니까?

37-1. 귀하께서 참여해 본 관공서의 체육활동 프로그램 중 어느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까?

37-2.불만족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38. 귀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9. 귀하께서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한 재원(돈)을 주로 어떻게 조달해야(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Ⅷ.귀하의 체육 관련 정보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44.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체육관련 정보를 수집하십니까?

44-1.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로 검색하는 체육관련 정보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44-2. 귀하께서는 체육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까?

44-3. 귀하께서는 체육 관련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계십니까?

44-4.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하신 체육관련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44-5. 불만족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45.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통해 습득된 정보가 체육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6. 귀하께서는 인터넷상에 있는 체육관련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표 3-1> 설문문항

제2절 설문분석

(1) 주변 체육시설 이용여부

“집주변에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부분의 시민들은 ‘아니오’ 

라고 응답하 으나, 용산구(71.4%), 강남구(53.9%), 랑구(53.3%), 구로구(57.5%), 강서구

(54.5%), 마포구(65%)에 거주하는 시민은 50%가 넘게 ‘ ’라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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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집주변 체육시설의 이용여부

(2) 주변에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종류

집주변에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는 부분 ‘공원’, ‘학교운동장’이라고 

응답하 으나, 구는 60%가 ‘하천’이라고 답하 고 동 문구는 29.4%가 ‘청소년수련 ’이라

고 응답하 다.  한 양천구는 ‘학교운동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3.6%에 달했다.

<그림 3-2> 집주변 체육시설의 종류

(3) 주변에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만족도

집주변에서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만족도는 상당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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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한다’고 답변하 으나, 상 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 곳은 동작구로 ‘보통’이라고 응

답한 비율이 25%에 달했으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곳은 구로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

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 집주변 체육시설의 만족도

(4) 주변에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접근성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근성은 도보 기 으로 평균 8분이 소요되며 체 으로 양호

한 근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강남구 2분, 구, 용산구, 등포구는 3분으로 매우 양호하며, 

성북구 11분, 동 문구 13분, 구로구 11분, 천구 15분, 송 구 13분으로 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집주변 체육시설의 접근성

(5)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운동시설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운동시설은 ‘종합스포츠센터’ 13.5%, ‘공원’ 11.6%로 체 으로 

봤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공설운동장’ 8.6%, ‘수 장’ 6.6%, ‘간이야외운동시설’ 

6.6%, ‘사설스포츠센터’ 5.4%의 순이었다. 동 문구는 32.9%가 가장 필요한 시설을 ‘공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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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이라고 응답하 고, 용산구는 52.9%가 ‘종합스포츠센터’라고 응답하 으며, 서 구는 

외 으로 ‘YMCA’라고 응답하 다.

<그림 3-5>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운동시설(중요도 7순위)

(6) 한 달 체육활동에 드는 경비

한 달 체육활동에 드는 경비는 평균 4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등포구가 7만원으로 가장 많

고, 강북구가 1만5천원으로 가장 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한달 체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7)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는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체의 50%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게을러서’, ‘몸이 약해서’,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주 에 운

동할 장소  도구가 없어서’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이  ‘주 에 운동할 장소  도구

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만 살펴보면, 종로구, 용산구, 랑구, 구로구, 서 구에

서 상 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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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주위에 운동공간 및 도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8) 장래에 참여하고 싶은 운동종목

장래에 참여하고 싶은 운동종목을 선택하는 문항에서는 부분이 ‘수 ’을 선호하고 있었

으며, 다음으로 ‘테니스’, ‘걷기’, ‘헬스’, ‘등산’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성북구와 

악구에서 ‘수 ’에 한 심이 높았으며, 종로구, 강서구, 서 구에서는 ‘요가’, 랑구, 마포

구에서는 ‘골 ’에 한 심이 높았다.

<그림 3-8>장래에 참여하고 싶은 운동종목

(9)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체육활동 정보 습득 여부 및 참여여부

공서에서 주 하는 체육활동 정보의 습득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0.5% 

가 ‘아니오’라고 응답하 으며, 송 구, 동작구, 서 문구에서만 ‘들어본  있다’라는 비율이 

높았다. 공서에서 주 하는 체육활동 참여여부는 불참률이 86.4%로 상당히 높으며, 천구

(57.1%)와 용산구(55%)의 참여율만 상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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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체육활동정보 

습득 여부

<그림 3-10>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체육활동 

참여 여부

(10) 모든 사람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해 우선되어야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응답자의 35.5%가 ‘다양한 

체육시설의 확충  개방’을 꼽았다. 그 외에도 ‘체육시설 사용료의 인하’가 20%, ‘운동기구

의 품질개선’이 12.3%, ‘체육활동 로그램의 개발’이 15.5%를 차치했다.

<그림 3-11> 모든 사람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 이용실태 종합

집주변에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있다는 응답률은 용산구(71.4%), 마포구(65.0%)가 가

장 높았으며, 랑구(53.3%), 강서구(54.5%), 구로구(57.5%), 강남구(53.9%)도 높은 편으로 나

타났다.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은 공원, 고수부지, 학교운동장, 등산로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구로구를 제외하면 모두 10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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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로 근성이 좋은 편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응답자가 체육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향후 참여하고 싶은 운동은 ‘수 ’

이라는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로는 ‘바빠서’, ‘게을러서’

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장소나 시설부족 때문에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응

답률은 0%에서 13.3%로 나타나 체육활동 비참여의 주요한 이유는 장소나 시설보다는 참여자

의 의지 때문인 것으로 악되었다. 그러나 체육활동 참여를 해 필요한 것으로는 ‘시설확충 

 개방’이라는 응답률이 낮게는 14.3%에서 높게는 6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체육활

동 참여 의지가 있는 시민들의 극 인 체육활동을 유도하기 해서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개방이 요함을 알 수 있다. 

이용

시설 여부
자주 이용하는 시설 만족도 접근성 필요시설

경비

(원)

하고 싶은

운동 종목

종로구 아니요

학교운동장, 수영장, 

사설스포츠시설, 

골프장

만족 7 수영장, 사설헬스클럽 36,875 골프, 수영, 요가

중구 아니요 하천(60%), 등산로 만족 3
종합스포츠센터(공공), 

간이운동시설
44,833

배구, 테니스, 

골프/검도/댄스스포츠/수

영/요가/등산

용산구 예(71.4%) 공원, 고수부지 만족 3 종합스포츠센터(공공), 52.9% 55,077 게이트볼, 골프, 수영

성동구 아니요 공원, 학교운동장 만족 10
실내체육관(공공), 

간이운동시설
25,658 수영, 등산, 요가

광진구 아니요 학교운동장, 공원 만족 9
공원, 공설운동장, 

간이운동시설
29,556

보디빌딩(헬스), 수영, 

요가/등산/골프/.축구 

동대문구 아니요 공원, 학교운동장 만족 7

공설운동장(32.9%), 

실내체육관(공공), 

종합스포츠센터(공공)

17,500 수영, 요가, 등산

중랑구 예(53.3%) 학교운동장, 수영장 만족 6 종합스포츠센터(공공), 공원 30,724 골프, 등산, 수영/요가

성북구 아니요

학교운동장, 

헬스클럽, 

청소년수련관

만족 11 종합스포츠센터(공공), 공원 23,857

수영, 

보디빌딩(헬스)/등산, 

배드민턴

강북구 아니요 하천변, 공원 만족 5
종합스포츠센터(공공), 

공설운동장
15,000 수영, 요가, 에어로빅

도봉구 아니요
사설헬스클럽, 

학교운동장, 하천변
만족 4

실내체육관(공공), 

종합스포츠센터(공공)
32,353

수영, 요가, 

보디빌딩(헬스)

노원구 아니요

학교운동장, 

종합스포츠센터(공

공)

만족 4
공설운동장, 

종합스포츠센터(공공), 공원
25,897 수영, 골프, 등산/에어로빅

은평구 아니요
공원, 등산로, 

사설스포츠시설
만족 12 체육공원, 등산로 49,146 수영, 에어로빅, 축구

서대문구 아니요
청소년수련관(29.4

%)
만족 13 수영장(학교시설), 배드민턴장 55,105

수영, 요가, 

스키/보디빌딩(헬스)

<표 3-2> 설문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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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설문분석 종합

이용

시설 여부
자주 이용하는 시설 만족도 접근성 필요시설

경비

(원)

하고 싶은

운동 종목

마포구 예(65.0%) 공원, 학교운동장 만족 4 공설운동장, 공원 66,279
골프, 요가, 

수영/보디빌딩(헬스)

양천구 아니요 학교운동장(63.6%) 만족 8 공원, YMCA 41,154
수영, 골프, 

등산/에어로빅/요가

강서구 예(54.5%) 학교운동장, 등산로 만족 5
공원, 수영장(학교), 

종합스포츠센터(공공)
44,789

요가, 수영, 

보디빌딩(헬스)

구로구 예(57.5%) 공원, 학교운동장 만족 11 수영장(학교), 실내체육관(공공) 32,340 수영, 요가, 스쿼시

금천구 아니요

사설헬스클럽, 

사설스포츠시설, 

동사무소

만족 15 수영장(학교), 등산로 44,079 수영, 등산, 골프

영등포구 아니요 학교운동장, 공원 만족 3
종합스포츠센터(공공), 

공설운동장
70,000 수영, 등산/골프, 스키

동작구 아니요 학교운동장, 공원
만족 

/보통(25%)
5 종합스포츠센터(공공), 공원 61,000 골프, 걷기, 수영/스키

관악구 아니요
학교운동장, 

사설헬스클럽
만족 4

간이운동시설, 

실내체육관(공공), 공원
37,742 수영, 테니스, 골프

서초구 아니요
사설스포츠시설, 

사설헬스클럽, 골목
만족 5 YMCA, 종합스포츠센터(공공) 39,130 골프, 요가, 테니스

강남구 예(53.9%)

학교운동장, 

종합스포츠센터(공

공)

만족 2

공설운동장, 

종합스포츠센터(공공), 

실내체육관(공공)

52,407 요가, 골프, 수영

송파구 아니요 공원, 사설헬스클럽 만족 13
종합스포츠센터(공공),실내체육

관(공공), 공설운동장 
28,000 골프, 수영, 라켓볼/등산

강동구 아니요 공원, 사설헬스클럽 만족 7
종합스포츠센터(공공), 

간이운동시설
24,667 골프, 등산,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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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외도시의 체육시설 공급정책 사례

제1절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시

1. 공원여가위원회 (Board of Parks and Recreation)

캐나다에서 8번째로 큰 도시인 밴쿠버의 인구수는 578,000명(2006 Census)이며 도시의 면

은 944.735km2에 달한다. 해안 산맥과 태평양으로 경계 지어진 밴쿠버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하나로 알려져 있다. 밴쿠버는 휘슬러와 함께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이기도 하다. 

캐나다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과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다. 

캐나다 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시의 공원여가 원회(Board of Parks and Recreation)는 

밴쿠버의 자연  미와 쾌 성을 유지하는 핵심 인 역할을 한다. 밴쿠버시 공원여가 원회는 

200개 이상의 공원, 커뮤니티센터, 수 장, 스 이트 링크, 피트니스센터, 라켓 코트, 골 장, 

매 , 해안, 가로수, VanDusen 식물원, Bloedel 온실 등과 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더불어 여

가 시설과 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연경 을 향상하고 개인과 지역사회의 웰빙, 이웃 간의 

교류, 균형 잡힌 삶의 유지를 해 힘쓴다. 한 새롭고 향상된 공원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

고 노력하며 이러한 여가 로그램은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과 시의 환경  경제발 에 기여

한다.

밴쿠버시 내의 모든 지역에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을 한 로그램

을 제공하는 여가 시설이 있다. 시설의 사용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시설별, 나이 별, 기간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다. 20개 이상의 커뮤니티 센터는 온라인으로 

로그램과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공원들은 커뮤니티센터와 도서 을 통해 여가 가이드책자

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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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여가 원회는 모든 밴쿠버 시민들이 크리에이션과 서비스에 근할 수 있도록 높은 

수 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시민은 지역사회의  활동과 크리에이

션에 근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잠재성을 

개발하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에서 공원여가 원회는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표 인 것이 특수체육 로그램과 이용 카드이다. 특수체육 로그램(Adapted 

Program)은 다양한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여러 시설에서 수 , 피트니스, 사회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 카드(Leisure Access Card(LAC))는 수

입이 한정된 밴쿠버 시민에게 공원여가 원회의 로그램과 서비스의 사용 요 을 여 다. 

이 서비스는 모든 커뮤니티센터에서 온라인이나 오 라인으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2. 밴쿠버시의 체육시설 정책 및 전략

1) 밴쿠버의 전략적 계획 2005 ~ 2010

2000년 공원여가 원회는 밴쿠버 시민에게 더 나은 공원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조

직의 가치와 우선순 를 정하는 계획을 세우고 범 한 문가 회의를 통해 2005~2010년을 

한 략  계획을 수립하 다. 략  계획은 공원여가 원회의 미션, 우선순 , 가치와 방

향을 제시하며 정책 수립의 기 가 된다. 2004년 에 재검토된 새로운 계획은 공원여가 원

회 트 , 책임자와 일반 시민의 의견을 포함하여 원회와 직원의 통합 인 아이디어와 비

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미션(Mission Statement)은 ‘사람, 커뮤니티, 환경에 이익이 되는 공원과 크리에이

션 서비스를 지지ㆍ보존ㆍ제공한다’이며, 새로운 표어는 ‘활기차고 다양하게’이다. 밴쿠버시

는 이 계획으로 5년간의 지속 인 서비스 확장, 공원과 시설의 지속가능한 확충을 기 하고 

있다. 이 략의 내용은 폭넓은 크리에이션과  활동을 제공하기 해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반 인 업무를 지속 으로 수행하면서, 자원의 효율  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 세부 인 내용은 <표 4-1>과 같다. 



제4장 해외도시의 체육시설 공급정책 사례  61

공원여가 위원회를 

활기차게 하기

⦁공원의 디자인, 건축, 유지에 지속가능한 개념과 통합

⦁녹색 빌딩과 기술 시설의 사용 향상

⦁건강한 도시 환경의 지지

사람들과의 

관계 진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 개발

⦁접근성이 용이한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제공

⦁건강관리 지원

⦁적극적인 활동 지원

⦁일상생활에 예술을 가미

공동작업

⦁공공 참여 시스템을 개발ㆍ수행

⦁파트너십의 발전

⦁지역사회 파트너십 확장

⦁전략적 제휴

자원관리

⦁재정적 의무 유지

⦁공원여가위원회 펀드의 자원, 할당, 사용의 투명성 증가

⦁지역사회 파트너, 모든 수준의 정부, 공기업과 사기업과 함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자금 모금 프로그램을 

개발ㆍ수행

⦁위험 감수, 창조성, 지속적인 학습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할 조직 구축

미래의 도전 수립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장기적 부흥 계획

⦁레크리에이션 요구 평가

⦁인구 증가에 맞게 서비스 확장

⦁2010년 동계올림픽 적극 지지

<표 4-1> 벤쿠버시 공원여가위원회의 전략적 계획 2005~2010

2) 밴쿠버 Active Communities

밴쿠버시는 시민들이 신체 으로 활동 일 수 있도록 정책 으로 지원하고, 장려한다. 밴쿠

버 Active Communities 계획은 리티시컬럼비아주의 건강한 라이 스타일과 환경을 장려하

려는 ActNow BC의 핵심 요소  하나이다. 2010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밴쿠버시의 Active 

Communities는 밴쿠버 시민의 건강과 피트니스 증진을 도울 것이다. 이 계획의 목 은 밴쿠

버를 올림픽을 개최하는 가장 건강한 시로 만드는 것이다.

밴쿠버 Active Communities 계획은 2006년 10월 수립되었으며 2010년까지 신체 으로 활

동 인 여가를 보내는 밴쿠버 시민의 비율을 20% 정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밴쿠버 시민의 활동 수 을 결정하기 해 매년 실시되는 Ipsos-Reid 설문조사의 2006년 결

과, 밴쿠버 시민 70%가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신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밴쿠버시 공원여가 원회는 다양한 로그램과 사회  마  활동을 통해 시민들

이 더 활동 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지속 인 지원을 하고 있다. 

밴쿠버 Active Communities는 시민의 체육 활동을 증가시킬 세분화된 략을 개발하고, 홍

보활동을 펼치며, 참여에 한 장벽을 이기 한 우선순 를 선정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있

다. 그 우선순 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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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밴쿠버 Active Communities의 우선순위

① Active Communities 브랜드 

만들기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인한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 체육 활동 사회적 마케팅 전략을 개발

‣광고와 마케팅 이벤트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브랜드와 로고 선정

‣Active Communities 계획, 이벤트를 홍보하고, 규칙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광고 캠페인 개발

‣밴쿠버 시민의 다양한 욕구 파악

‣Active Communities 웹사이트 개발

② 새로운 Active Communities 

프로그램 개발하기

특정 대상을 위한 Fitness & Adventure 패스포트 프로그램

‣초등학생 노인 걷기와 피트니스 그룹

‣밴쿠버 걷기 프로그램 개발과 광고

‣‘Step Out' 걷기

‣인기 있는 걷기 코스와 연결

‣커뮤니티센터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다양한 지역 자연, 예술, 문화유산, 건축물을 보며 걷기 프로그

램 개발

‣계절에 맞춘 ‘Step Out' 걷기 이벤트 계획

Active Communities가 공표된 10월에 특별 행사 개발 

③ 현재 Active Communities 

프로그램 향상시키기

밴쿠버 공원여가위원회의 목표와 목적에 맞는 2006 -2010년 Active Communities 액션플랜 수행

Active Communities 프레임에서 현재와 계획된 시설 프로젝트 파악하고 홍보

④ Active Communities 파트너와 

협력하고 네트워크 하기

밴쿠버학교위원회, Coastal Health, 지역 커뮤니티 연합, More Sport, 지역 사업과의 전략적 파트너

십 개발

-자금 제공과 현물 지급의 형태로 지원하는 자원 이용

-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포괄적인 전략을 조화롭게 실행할 Active Communities 

위원회 설치

- 명확한 정책을 이끌 도덕적인 위원장 선택

- Active Communities 계획의 방향으로 조종

⑤ 성공 측정하기

밴쿠버 시민의 체육 활동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매해 설문 실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건강 정책 우선순위를 보완하는 공공 정보를 Active Communities 웹사이트에

서 이용 가능

3. 밴쿠버시 공공체육시설

밴쿠버는 활동 인 라이 스타일을 지원하는 규모의 여가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재의 도시 시설은 공원, 크리에이션 시설, 자 거도로, 산책로를 포함한다. 밴쿠버시의 여가 

체육시설은 여러 련 기 에 의해 유지ㆍ개발되며 주요 담당기 은 도시공학국과 공원여가

원회이다. 도시공학국은 도시의 체 인 시설 리 략을 집행한다. 도시공화국에서 제공

하는 기본 인 도시 교통시스템, 산책로와 자 거도로는 높은 수 의 피트니스 활동과 건강

한 라이 스타일에 기여하며 포 인 로그램은 시민의 활동 수 에 직 인 향을 미친

다. 

밴쿠버시 공원여가 원회는 200여개 공원 내에 치한 200개 구장과 스포츠 코트, 150개 

놀이터 시설, 200개 테니스코트, 가로수, 산책로, 조깅 코스 등을 리한다. 체 면 이 약 



제4장 해외도시의 체육시설 공급정책 사례  63

1,295헥타르에 달하는 200여개 공원은 도시 체 면 의 11%에 해당한다. 공원여가 원회의 

토지 획득 략은 시민 1,000명당 1.1헥타르씩의 공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원여가 원회는 공원 이외에 23개의 커뮤니티센터, 9개의 실내수 장, 6개의 야외수 장, 

8개의 스 이트장, 3개의 18홀 골 장, 3개의 pitch-and-putt 골 장을 리하며 시설 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들의 개발과 유지를 하고 있다. 밴쿠버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은 <표 

4-3>에서 나타난 것 같이 시설마다 이용자수의 증감이 다르게 나타나며 공원여가 원회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리한다. 공원여가 원회는 23개의 커뮤니티 센터를 한 장기 인 재개발 

계획을 세워 추진 이며 지역 커뮤니티 연합 트 와 함께 력하여 시민들에게 크리에

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해변 3,563,660 3,181,470 3,323,368 2,879,215 3,471,501

수영장 357,314 321,714 323,956 99,830 258,718

커뮤니티 센터 5,404,020 6,139,194 6,534,992 4,873,740 5,410,477

골프장 319,500 302,362 299,767 168,541 273,248

실내수영장 1,610,849 1,577,635 1,730,538 1,297,904 1,690,157

라켓코트 24,124 23,555 29,272 21,954 -

스케이트장 911,332 770,889 793,507 595,130 761,035

<표 4-3> 밴쿠버 체육시설 이용자 추이

* 출처: 밴쿠버시 공원여가위원회의 홈페이지

* 라켓코트는 2008년부터 피트니스 센터로 통합 계산

* 2007년 12주 동안 파업으로 시설 개방 안함

밴쿠버시 공원여가 원회에서 리하는 표 인 공공체육시설은 매우 다양하며 표 인 

시설 황과 제공하는 서비스는 <표 4-2>와 같다. 밴쿠버시 공원여가 원회는 표에서 제시한 

시설 이외에도 풋볼, 승마, 라크로스, 잔디 볼링, 다양한 야외 로그램과 럭비구장, 축구장, 

수 장, 야외 배구장 등 다양한 시설을 제공한다. 다양한 시설과 로그램을 제공, 리하는 

공원여가 원회의 2008년 운 산은 9,700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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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밴쿠버 시 공원여가위원회의 2008년 연차보고서

<그림 4-1> 밴쿠버 공원여가위원회의 2008년 운영 예산(단위: 백만 달러)

시설 시설 수 제공 서비스

아이스링크 8개

- 스케이트 레슨

- 자유 이용

- 스케이트 대여

실내수영장 9개

- 수영 레슨

- 수중 에어로빅 프로그램

- 자유 이용

- 다이빙 보드와 슬라이드(일부 수영장)

- 월풀, 사우나 시설

피트니스 센터
13개

(공원여가위원회) + 11개(지역파트너십)

- 근력운동실

- 월풀, 사우나 시설

- 심근 강화 운동 장비

테니스 코트 180개 이상
- 테니스 레슨

- 선착순 사용 (대기자 있을 시 최대 30분 사용)

잔디 볼링 7개

공원 내 구장
150개 + 

135개 작은 구장

- 허가 받은 후 사용

- 어린이 리그

- 잔디 사용은 잔디의 보호를 위해 일주일에 다섯 번으로 제한

라켓 코트 라켓볼 6개, 스쿼시 2개
- 라켓볼과 스쿼시

- 일부 코트에서 레슨

스케이트보드 공원 7개 - 스케이트보드 시설

실외 스포츠코트 다수 - 농구 코트

<표 4-4> 밴쿠버 체육시설

* 출처: 밴쿠버 2009년 가을 레크리에이션 가이드

밴쿠버 공원여가 원회에서 제공, 리하는 표 인 시설들의 특성과 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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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

밴쿠버는 해변, 산과 바다, 깨끗한 공기와 물 등 자연 인 환경과 더불어, 작은 동네 공원, 

삼림지와 계곡, 방 제와 해변, 시 유원지, 식물원, 골 장, 130,000 그루의 가로수를 포함하

여 200개 이상의 다양한 공원을 가지고 있다. 공원은 폭넓은 다양한 활동과 스포츠, 가족과 

친구와 모일 수 있는 장소, 자연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표 4-5> 밴쿠버 대표적 공원

스탠리 공원 150년 된 숲, 8.85km의 방파제 등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큰 도시 공원 중 하나

퀸 엘리자베스 공원 삼림공원, 정원, 밴쿠버를 360도로 볼 수 있는 경치 제공

반두산 식물원 수천가지의 희귀하고 흥미로운 식물 보유

해스팅 공원 습지 보호 지역, 이태리식 정원, 스케이트보드 공원 등 다용도 공원으로 재개발

Bloedel 자연보호 지역 돔 내에서는 열대 식물, 꽃, 이국적인 새 보유

(2) 농구

밴쿠버의 공공 농구 코트는 선착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분의 학교에 농구 가 설치

되어 있다.  

(3) 해변

밴쿠버는 해안지역으로 근성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10개의 범 한 해변과 하나

의 강을 포함하여, 약 18km의 해안이 밴쿠버를 둘러싸고 있다. 사이클링을 하면서 아름다운 

풍경 감상, 해안 산책이나 드라이빙, 모래  스포츠, 수 , 드서핑, 요트타기 등 해안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과 로그램을 제공한다. 밴쿠버의 해변은 ‘조용한 해변’(Locarno, Spanish 

Bank West and Sunset Beach) ‘결혼식을 할 수 있는 해변’ 등 해변마다 테마있는 해변으로 만

들어가고 있다. 

공원 /시설 코트 수 비고

Andy Livingstone Park 1 하프 코트

Brewers Park 1

Cedar Cottage Park 2 1개는 주니어 농구대

Clark Park 1 하프 코트

Collingwood Park 1

Coopers' Park 1 하프 코트, 

David Lam Park 2

<표 4-6> 공원과 시설의 농구 코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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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공원과 시설의 농구 코트 현황

공원 /시설 코트 수 비고

Douglas Park 1 1 하프 코트, 1 주니어 농구대

Garden Park 1

Gaston Park 1

Glen Park 1

Grays Park 1

Hastings Community Park 1

Hastings Park 1

Humm Park 1 하프 코트

John Hendry (Trout Lake) Park 1 1 주니어 코트

Kingcrest Park 1

Kitsilano Beach Park 2 빅토리아데이부터 노동절까지

Melbourne Park 1

Memorial West Park 1 하프 코트

Oak Park 1

Oppenheimer Park 1 하프 코트

Pandora Park 2 1 하프 코트, 1 주니어 농구대

Queen Elizabeth Park 4 3개의 풀 코트, 1 주니어 코트

Riley Park 1 주니어 농구대

Riverfront Park 1 하프 코트

Robson Park 2 2 하프 코트

Strathcona Park 1

Sutcliffe Park 1

West Point Grey Park 2 1 하프 코트

William Mackie Park 1 하프 코트

* 출처: 밴쿠버시 공원여가위원회 웹사이트

 * 출처: 밴쿠버시 공원여가위원회 웹사이트

<그림 4-2> 밴쿠버 해변시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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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이름 조용한 해변 비치 발리볼

English Bay(First Beach) 2

Jericho 2

Kitsilano 7

Clark Park 6

Locarno O

Second Beach(Stanley Park) 8

Spanish Bank East

Spanish Bank Extension 8

Spanish Bank West O 1

Sunset O

Third Beach(Stanley Park)

Trout Lake

<표 4-7> 해안 현황

* 출처: 밴쿠버시 공원여가위원회 웹사이트

(4) 피트니스 센터

밴쿠버 커뮤니티 센터 내의 피트니스 센터는 시민들에게 인기있는 시설로서 근력 운동 시

설, 매트, 자 거, 스텝 기구와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개별 으로 참여하는 

로그램과 개인 트 이 와 하는 정규 로그램 등 본인이 원하는 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한 렴한 비용으로 문 스태 들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공원여가 원회는 13개의 피

트니스 센터를 운 하며, 시민들은 지역사회 연합과의 트 십으로 11개의 추가 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연합에 의해 운 되는 피트니스 센터에 한 정보는 각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한다. 

(5) 골프장

 * 출처: 밴쿠버시 공원여가위원회 웹사이트

<그림 4-3> 밴쿠버시 골프시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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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시 공원여가 원회는 당한 가격 와 거리에 골 를 칠 수 있는 골 장을 제공하며 

3개의 챔피온십 골 장과 3개의 pitch & putt 코스에서 일 년 내내 화나 온라인으로 쉽게 

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스케이트장

밴쿠버에는 일 년 내내 스 이트를 탈 수 있는 8개의 아이스링크가 있다. 아이스링크에서

는 다양한 수 의 스 이트 로그램, 계  이벤트, 스 이트 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7) 놀이터

밴쿠버의 첫 번째 공식 인 놀이터가 1920년  Grace Ceperley에 의해 기부된 이후에, 공원

원회에 의해 150개 이상의 야외 시설이 개발되었다. 놀이터는 사이즈, 형태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어린이의 운동 능력을 강화시킬 다양한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커뮤니티 센터는 

몇몇 공원에서 여름 놀이터 지도 로그램을 제공한다. 

(8) 구기장 (playing field)

밴쿠버는 137개의 구기장과 자갈 구장, 인조 잔디 구장 등 143개의 다이아몬드 구장을 가

지고 있다. 공원여가 원회는 도시에서 커지고 있는 스포츠 요구에 맞추기 해 높은 수 의 

구기장을 공 하고 있다. 

(9) 라켓 코트

스쿼시나 라켓볼은 강렬한 운동으로  한 시간에 600~850 칼로리를 소비시켜 몸의 피트니스 

수 을 유지하도록 도와 다. 라켓 스포츠의 장 은 손과 의 공동 작용의 향상, 팔과 다리

의 조율과 더불어 심폐기능 향상을 들 수 있다. 공원여가 원회는 8개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라켓 코트를 제공하고 있다. 

(10) 스케이트보드 공원

스 이트보드 시설은 보자부터 상 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로 제공된다. 

2004년 가을, 퀘벡과 유니온 거리에 다운타운 스 이트보드 라자를 오 하 고, 사이즈는 

26,000sqft로 도시의 스 이트보더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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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테니스장

밴쿠버 시민은 180여개 이상의 테니스장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보자는 커

뮤니티 센터에서 슨 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제2절 미국 뉴욕주 뉴욕시

1. 뉴욕시 공원여가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park and recreation)

세계 인 도시인 뉴욕시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2008년 7월 기 으로 인

구수가 836만 명에 달한다. 공원  크리에이션 련 면 은 뉴욕시 총면 의 14% 정도인 

29,000에이커로 코니아일랜드 해변과 센트럴 크에서부터 커뮤니티 정원과 Greenstreets에 

이르는 5,000개 이상의 개인 부동산을 포함한다. 

뉴욕시 총면 의 14%를 리하는 공원여가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park and 

recreation)은 깨끗하고, 안 하며 근이 용이하도록 공원을 짓고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뉴욕

시의 800개 이상의 운동 구장, 약 1,000개의 운동장, 550개의 테니스 코트, 66개의 공공 수

장, 48개의 크리에이션 시설, 17개의 자연센터, 13개의 골  코스, 14마일의 해변 등 많은 

체육시설을 리ㆍ운 한다. 한 1,200여개의 기념물과 22개의 역사박물 , 약 600,000그루

의 가로수와 공원 내 2백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리한다. 

공원여가국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가, 문화, 교육 활동 로그램 이외

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뉴요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노력한다. 우선 피트니스, 평

화로운 휴식, 새 친구 사귈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육체 ㆍ정신  웰빙을 추구하며, 비만, 당뇨

병, 고 압 인구의 증가를 고려하여 크리에이션 시설과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꾀한다. 여가ㆍ체육시설과 로그램 제공뿐만 아니라 무료 콘서트, 세계  수 의 

스포츠 행사, 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의 문화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공원여가국 

리 하에 있는 가로수를 포함한 나무들은 공기 오염을 이는 역할을 하며, 공원은 자산 가

치와 객 증가, 수익 생산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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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욕시의 체육시설 정책 및 전략

(1) PlaNYC 2030

2006년 겨울,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뉴욕 시민들에게 뉴욕시의 지속 인 미래를 해 달

성할 10개의 핵심 목표에 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제안하 고 2030년을 한 10개의 핵심 

목표를 만들었다. 

<2030년을 위한 10개의 핵심 목표>

① 저렴한 비용으로 오래 살 수 있는 백만 이상의 주택 짓기

② 거주자, 방문자, 노동자를 위한 통행 역량을 늘려 여행시간 향상하기

③ 모든 뉴욕 시민들이 10분 정도의 걷기로 공원에 갈 수 있도록 하기

④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오래된 수도 네트워크의 백업 시스템 개발하기

⑤ 뉴욕시의 도로, 지하철, 선로 보수하기

⑥ 에너지 시설 업그레이드로 뉴욕 시민들에게 더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 제공하기

⑦ 지구 온난화 배출물의 30% 이상 줄이기

⑧ 미국 내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 만들기

⑨ 뉴욕 시내의 오염된 토지 정화하기

⑩ 수질 오염을 줄이고 자연 지역을 보존하며,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수로의 90%를 공개하기

토의를 거쳐, 뉴욕시의 5개 독립구(Manhattan, the Bronx, Brooklyn, Queens, Staten Island)

는 도시 환경을 향상시킬 가장 포 인 계획을 수립하 다. 이 계획은 토지, 공기, 물, 에

지, 교통의 다섯 가지 도시 환경의 핵심 측면을 심으로 뉴욕시를 21세기 모델 도시로 만들

려고 하는 것이다. 이 계획의 기 효과는 높은 수 의 삶의 질 보장과 지구 온난화 유발 배출

물의 30% 감소이다. 다섯 가지 핵심 축면  토지측면의 계획은 체육시설 련 정책과 

한 련이 있어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2) PlaNYC 2030의 토지 계획

PlaNYC 2030의 토지 계획은 주택, 도시 내 열린 공간, 상공업 지역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주택은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수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도시 내 열린 공간은 

환경, 건강, 삶의 질을 해 필요한 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한 것이며, 상공업 지역은 기존

의 오염되었거나 버려진 상공업 지역을 재개발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최 화시키자는 것이다. 

이 세 부분  체육시설과 련 있는 도시 내 열린 공간에 해 살펴보겠다. 

뉴욕시는 최근 몇 년 동안 300에이커의 공원을 추가로 지었지만, 2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공원으로부터 10분 내에 살고 있으므로, 이것은 열린 공간의 부족을 야기하고 환경, 건강,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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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을 한다. 이런 이유로 모든 독립구에 새로운 크리에이션 시설설치를 해 투자하

려고 한다. 시설 투자는 지역사회 운동공간으로서 수많은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고, 공원으로 

설계되었으나 완성되지 못한 미개발 용지를 재개발한 후, 조명과 잔디를 설치하여 기존 구장

의 이용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한 모든 지역사회에 가로수와 공공 장을 조성하여 도로와 

보도를 새롭게 하고 있다. 

<열린 공간 계획>

   ① 공공 운동장으로 시에 있는 학교 운동장 개방

   ② 경쟁적인 운동선수에게 선택 기회 추가

   ③ 미개발된 공원 완성

   ④ 더 많은 다목적 구장 제공

   ⑤ 새로운 조명 설치

   ⑥ 모든 지역사회에 공공 광장 설치

   ⑦ 충분히 이용되지 않은 거리와 보도 공간의 녹화

카테고리 개선 계획 운동장 수 어린이수

카테고리 I

(즉시 개방 가능)
개선 필요 없음 69 86,250

카테고리 II

(새 장비 필요)

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운동장 개선

- 페인트와 천장 공사

- 스포츠 장비의 업그레이드나 추가 설치

- 피트니스와 운동장 장비 설치

- 조경 공사

150 187,500

카테고리 III

(자본 투자 필요)

이 카테고리의 운동장은 카테고리 II의 개선 계획과 더불어 개선

- 아스팔트 공사

- 새 담장과 안전 장치 개선

71 88,750

계 290 362,500

<표 4-8> 학교 운동장에서 지역 운동장으로 개방된 곳 조사

* 출처: 뉴욕시 공원여가국

3. 뉴욕시 공공체육시설

뉴욕시의 표 인 공공체육시설 황에 해 살펴보겠다. 아래에 제시한 시설 이외에도 

뉴욕시는 풋볼구장, 해안스포츠, 축구장, 테니스코트 등의 체육시설을 리하고 있다. 

(1) 공원

뉴욕시는 1930년 부터 지속 으로 공원을 확장하고 있다. 시 체에 걸쳐 기존의 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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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건물, 버려진 공간을 생기있고 활동 인 크리에이션 공간으로 변신시키기 해 큰 규모

의 공원을 짓고 있다. 한 기존의 공원에는 산악자 거 도로, 카약과 카  코스 등을 설치하

여 신 이며 새로운 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뉴욕시는 2030년 기존의 자원에 

부담을 주는 백만 명의 거주자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공원과 녹색 공간 확

장을 매우 요하게 여기고 있다.

 * 출처: 뉴욕시 공원여가국의 2006 - 2007 연차보고서

<그림 4-4> 공원에 투자하는 총 자본금(단위: 달러)

(2) 실내 레크리에이션 시설

1910년부터 뉴욕시 공원여가국은 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 한 크리에이션 

서비스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크리에이션 시설로는 크리에이션 센터, 커뮤니티 센

터, 실내 경기장, 자연보존센터 등 총 22개가 있으며, 실내 수 장, 근력단련실, 농구장, 스 

스튜디오, 복싱장, 술 스튜디오, 게임방과 도서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모든 크리에이션 시설은 에어로빅, 스, 컴퓨터, 술 등 각각의 연령 에 맞는 다양한 

로그램을 제공한다. 한 안 하고, 재미있고, 교육 으로 잘 구성된 자유 놀이 활동을 제공

하는 문 인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제공하는 부분의 로그램을 무료이거나 렴한 비용

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3) 컴퓨터 자원 센터(Computer Resource Center)

컴퓨터 자원 센터는 1997년 설립되어 총 27개가 있으며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인터넷,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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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로세서, 웹 디자인, 탁상출  등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정보 격차를 이는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는 웹 서핑 이상의 컴퓨터와 기술 자원을 사용하는 생산 인 방법을 소개하거나, 노

인들이 기술과 친해지고, 도우와 다른 로그램의 사용법을 배우도록 돕는다. 컴퓨터 자원 

센터는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무료로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친다. 한 뉴욕시의 모든 커뮤니

티에 기술, 취업 서비스, 학문 이며 술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이고 있다.

공원여가국의 컴퓨터 자원 센터는 뉴욕시의 공원 여가 센터에 치하고 있으며,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많은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서비스>

         

         ⦁수업과 세분화된 워크숍

         ⦁고속 인터넷 서비스

         ⦁산업 표준의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소프트웨어

         ⦁편한 시간 방문하여 독립적인 학습할 수 있는 공간 제공

         ⦁프린트 시설

         ⦁모든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4) 자연보존 센터

뉴욕시 공원은 15개의 공원 리 자연보존 센터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자연보존 센터는 공

원 내 커뮤니티 센터로 공공 교육, 크리에이션 활동, 환경 교육, 가족을 한 워킹 투어와 

교육 로그램을 한 워크  장소를 제공한다. 

(5) 놀이터

폭넓은 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려는 공원여가국의 노력은 19세기 반부터 시작되었

지만, 1903년 Seward 공원에 놀이터 장비를 배치하여 재개장하면서 놀이터 시 에 들어섰다. 

이때부터 공원여가국은 뉴욕시의 거주자와 방문자의 개발 인 요구와 재미있는 요구에 부합

하는 놀이 공간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6) 농구 코트

뉴욕시에는 많은 실외 코트가 있다. 특히 농구코트는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5개의 독립구에 있는 크리에이션 센터에는 실내 코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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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골프장

뉴욕시 주민들은 유효한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주민에게 용되는 비용으로 골 를 칠 

수 있다. 증명서가 없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 액은 상과 시간 에 따라 차이

가 나며 지역주민이 평균 8달러 정도 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이나 특정 상을 

한 시간에는 지역주민이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주민 증명서는 뉴욕시에 있는 공립 골

 코스에서 살 수 있다. 증명서를 살 때, 사진이 있는 ID와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되

며, 가격은 성인 6달러, 어린이와 노인 2달러이다. 

(8) 수영장

54개의 모든 공원에 실외 수 장이 있는데, 겨울에는 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내 수 장

은 일 년 내내 운 하며 일 년 사용료는 성인 75달러, 노인 10달러,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

년 무료이다. 

(9) 스케이트 공원

5개의 독립구에 있는 모든 스 이트 공원은 인라인 스 이트, 스 이트보드, 자 거를 탈 

기회를 제공한다. 운  시간은 날씨의 상황에 따라 조정되기도 하지만, 공원여가국은 공식 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제3절 시사점

1. 공급정책에 따른 체계적 시설 설치와  조직적 관리

해외도시 사례로 살펴본 밴쿠버, 뉴욕과 서울시의 가장 큰 차이 은 서울시는 공원과 체육

시설이 별개의 부서에서 리되고 있는 반면 해외도시의 경우에는 여가공원국과 같은 조직에

서 공원과 체육시설을 함께 리함으로써 보다 체계 으로 시설 설치와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해외도시들은 체육시설의 공 부터 로그램의 보 과 문인력 배치, 

정보망 구축까지 포 인 근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효율 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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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와 자연자원 활용

해외도시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공원의 근성을 요시하여 토지계획 단계에서부터 배

려를 하고 있다. 한 자연자원을 체육공간으로 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유휴지

와 미개발부지의 활용에 극 이다. 



제1   공 모형

제2   서울시 체육시설 공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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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서울시 체육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

제1절 공급모형

1. 체육활동 분류

체육활동은 운동 참여 유형에 따라 운동에 념하여 참여하는 극  체육활동, 가벼운 운

동 심의 소극  체육활동, 운동과 더불어 추가 인 다른 활동에도 참여하는 복합  체육활

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극  체육활동은 어느 정도의 이동거리까지 감수하면서 참여하는 

체육활동인 헬스, 수 , 골  등이며 체육활동 후에는 이동하여 쇼핑, 식사 등 후속행 로 이

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련한 시설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근이 용이한 장소가 설치 치

로 합하다. 소극  체육활동은 특별한 장비 없이 가능한 체육활동, 를 들어 산책, 조깅, 가

벼운 등산 등이며 부분 집주변 공원이나 산책로를 활용한다. 한 체육활동 이후 다른 행

들을 이어서 하기보다는 집으로 바로 귀가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림 5-1> 체육활동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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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체육활동은 문화  복지와 연 된 체육활동인 스포츠 스, 무용, 단 호흡 등이며 

부분 문화시설  복지시설에서 주로 행해지는 로그램들이다. 이런 활동은 기타 여가활

동이 추가 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체육활동의 유형에 맞는 체육시설 입지가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2. 모형제안

생활권 내의 체육시설 배치를 해서는 근성과 시설의 유형, 체육활동 유형 등을 고려하

여 한 입지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들이 험한 도로를 건 지 않고 학교를 통학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주거단지 개념인 근린주구이론을 활용하여 공 모형을 제안하 다. 

근린주구 이론에서는 학교의 통학권거리를 도보 10분 이내인 800m로 잡고 있으며, 그 아래 

공원, 우체통, 신문가  등 생활편의시설이 도보권 5분 이내에 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5-2> 체육시설 공급모형 설정

근린주구이론에 맞추어 구민ㆍ다목  체육센터는 극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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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고 버스 3정거장 거리의 반경 2.4km를(버스 1정거장 800m) 향권으로 설정하 다. 학

교복합화시설은 규모나 로그램 차원에서 구민ㆍ다목 체육센터보다는 덜 극 인 체육활

동이 일어나는 시설로 도보 10분 거리의 반경 800m를 향권으로 설정하 다. 체육시설인 

지역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문화시설들은 복합  체육활동이 일어나는 시설로 문화와 복지를 

한 체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로그램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에서 도

보 10분 거리를 향권으로 악하 다. 그 외 공공체육시설의 시설규모를 갖춘 수 장, 테니

스장 등 종목별 체육시설은 구민ㆍ다목  체육센터 이용자 범 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도보 

10분 이내에 설치하도록 설정하 다.

도보 5분 이내의 체육시설들에서는 소극  체육활동과 극  체육활동의 간수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에서 배드민턴장, 농구장, 운동장 등 간이종목별 체육시설과 한강과 하천 등 

수변공원 내 체육시설을 배치하도록 설정하 다. 도보 2~3분 이내의 체육시설들은 소극  체

육활동을 한 시설로서 산책, 조깅, 가벼운 등산 등이 가능한 공원, 약수터 등으로 설정하

다.

<그림 5-3> 체육시설 공급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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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울시 체육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

재 서울시 체육시설의 공 은 여러 기 에서 산발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육시설의 체

계 이고 안정 인 공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역에 맞는 한 체육

시설 공   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서울시가 체육시설 

공 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시설의 효율  공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 내용으로 첫 번째, 지역별로 한 체육시설의 총량을 설정하여 그 총량의 범  내에서 

체육시설을 공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에 맞는 체육시설 공 과 체육시설의 편   

부족 상을 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두 번째, 기 별 체육시설 공 에 한 조정  리를 해 기 별로 이루어지는 체육시설 

공 을 공 모형에 따라 치를 조정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체육시설과의 이격

거리, 주변시설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 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을 공 하는 기 과의 

조정을 통하여 한 공 이 되도록 한다.

세 번째, 서울시 체육시설 공 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는 체육시설 건립을 한 부

지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안정 인 부지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체육시설 공 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 으로 가능한 방안으로 부지확보보다는 학교운동장, 공원부지, 미

개발부지 등을 극 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서울시 역에 걸쳐 유사하고 천편일률 인 체육시설의 공 이 아닌 지역의 특성

과 주민의 수요  욕구를 수렴한 체육시설의 공 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지역특성 악과 지역주민을 상으로 한 설문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이 공  기 별로 리되고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시설별로 

정보를 찾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한 지역사회 내에서 각기 운 되고 있는 체육시설

은 주변 유사시설에서 제공하는 로그램과 복으로 활용도도 떨어지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해서는 지역별로 통합 인 거 체육시설을 지정하여 리 역 안에 

있는 체육시설과 로그램을 리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공공체육시설의 공 만으로는 주민들의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민간체육시설과의 연계를 통해서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공체육시설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민간체육시설을 서울시 체육시설 공 과 활용의 공식 트 로 

인정하고 합한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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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공급계획의 내용>

① 지역별 체육시설 총량 설정

② 기관별 체육시설 공급에 대한 조정 및 관리

   - 적합한 장소에 적합한 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③ 안정적인 체육시설 및 부지 확보방안

   - 공원부지를 체육공간으로 적극 활용

   - 학교운동장 개방 및 조명설치사업 확대

   - 실내ㆍ외 기존시설의 적극적 활용 

   - 미개발 부지의 공원화 사업

④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입각한 체육시설 공급

   - 지역특성 고려

   - 주민의 설문 및 수요조사

   

⑤ 거점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지역사회 내 시설과 프로그램 연계

   - 거점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정보망을 구축하여 관리

   - 거점시설에서 온라인으로 지역내 시설과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안내 제공

   - 시설의 이용정보가 인쇄된 가이드 책자 발행

⑥ 민간체육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 민간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공급부족을 보완

1. 방안1- 서울시 체육시설 공급조정

기 별로 이루어지는 공 에 한 제어 방안으로 체육시설 유형별 로그램  면 , 개소

수 총량 설정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차를 통해 지역별 총량을 설정하도록 한다. 우선 지

역 내 체육시설의 공  황을 악하여 시설 유형별 과잉, 부족 등의 문제 을 분석한다. 다

음으로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여부, 이용 황, 경비, 요구시설  참여희망 종목 등을 조사하여 

지역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실태  황을 악한다. 체육시설 공 황 분석과 지역 주민 이

용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 인구규모, 인구구성, 소득수  등을 

검토하여 체육시설 수량을 결정한다. 1차 으로 검토된 수량을 기존의 시설의 역량강화와 산, 

하천, 공원, 기타 부지 등 산부지 황을 악하여 히 배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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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체육시설 공급결정 과정

서울시는 지역특성상 체육시설 설치를 한 부지확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설

건립을 한 부지확보보다는 기존 시설  공간을 활용하도록 한다. 공원 부지를 체육공간으

로 극 활용하고 미개발 부지의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체육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실내외 

기존시설의 극  활용, 학교운동장 개방과 학교복합화시설의 효율 인 이용방안 모색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체육자원을 발굴하여 지역특성

에 맞는 체육시설을 공 하여야 효율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2. 방안2- 서울시 체육시설 관련 기준 마련

체육시설 설치  리와 련한 기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설이 인 하여 설치되

거나 시설의 사후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동네간이체육시설이나 공공 체

육시설의 경우 유사시설이 인 한 경우가 빈번하다. 지역사회 내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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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최 한의 체육참여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범  내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기  마련

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 설치 시 지역별 우선순   시설건립 치의 합성, 시설 

내 공간배치  활용기  등 체육시설 건립기  마련도 필요하다. 한 체육시설 설치 후 시

민의 효율 인 이용을 해 시민 수요  욕구와 체육시설별 특성에 합한 운   리기  

마련도 필요하다. 

<그림 5-5> 체육시설 설치기준 

3. 방안3- 거점 체육시설 지정

거 체육시설의 지정은 체육시설  로그램의 복제공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에게 효율

인 체육 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내 체육시설의 효과  운   리를 해 필

요하다. 이를 해 먼  서울시에 3개소가 있는 국민체육센터(문화체육 부 지원사업의 일

환, 재 종로와 강서는 구민체육센터로 활용)를 권역별 체육센터로 지정하여 총  리체계

로 시범 운 한 뒤 차츰 서울시 역의 구민ㆍ다목 체육센터를 거 체육세설로 지정하여 운

하도록 한다.

거 체육시설 지정은 총 2단계로 나 어 근할 수 있다. 1단계는 구민ㆍ다목  체육센터

를 거 체육시설로 지정하여, 5km 내외의 있는 체육시설을 총 하도록 하는 것이다. 2단계는 

학교복합화시설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  형태의 체육시설을 거 체육시설로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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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1.5km 이내의 체육시설들을 리하도록 한다. 이들 거 체육시설들은 하  체육시설들

을 통합ㆍ 리하여, 시민의 수요에 맞는 체육시설과 로그램을 제공하고 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를 들어 시민의 배드민턴 교육 로그램의 수요가 높아질 경우, 이를 반 하여 

한 시설에 로그램을 확충하여 공 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한 거 체육시설이 기 별로 제공하는 체육 로그램을 통합하여 일 으로 시민이 한 

곳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체육시설의 효율

인 공 과 활용을 해 꼭 갖추어야 할 요소가 체육시설 정보망 구축이므로 체육시설의 정확

한 황 악이 무엇보다도 요하다, 이를 정보망으로 구축하여 지속 인 업데이트가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 거 체육시설이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로그램을 악하여 지역 주민들에

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안내책자를 만들어 배포하여 지역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배려해야 할 것이다. 즉, 거 체육시설을 통해 지역 내 체육시설을 악하여 효율 인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로그램 뱅크, 강사뱅크 등을 활용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합

한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6> 거점체육시설 지정 및 역할

<그림 5-7> 체육시설 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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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안4- 민간체육시설과의 파트너십 구축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서울시는 새로운 체육시설 설립을 한 부지확보에 한계가 있으므

로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의 상호보완 인 계를 형성해야 한다. 즉 서울시민이 필요

로 하는 체육시설을 공공에서 모두 소화해 내기는 실 으로 불가능하므로 민간체육시설과

의 트 십을 통해 시민들의 체육시설 근성을 높여 체육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특히 시

민들의 참여욕구가 높은 수 종목의 경우 민간수 장과의 트 십 구축을 통해 어느 정도 

시민욕구 해소가 가능하므로 우선 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체육시설과의 트 십 구축의 목 은 서울시가 체육시설 공식 트  업체를 선정하

는 기 을 만들어 업체를 선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요 으로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추가로 발생하는 액에 해서는 시가 부담하도록 하며 이 방안을 도입하

기 해서는 업체 선정 기 과 제도  검토가 면 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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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체육시설의 공급사례

제1절 공급사례 선정

1. 선정기준

서울시 체육시설 공 을 분석하기 해서 자치구별로 공 량, 근성, 효율성, 이용도, 지역

황 등을 악하여 공 사례를 선정하 다. 공 량은 평균 개소수로 산출하 는데, 평균보다 

20% 미만은 ‘평균 미만’, 20% 이상은 ‘평균 이상’, 그 사이는 ‘평균’으로 구분하 다. 체육시

설 분포의 불균형도는 공공체육시설, 공공 체육시설, 동네간이체육시설의 비율로 악하

다. 근성은 도보시간이 10분 이내이면 ‘양호’, 10분 이상이면 ‘불량’으로 구분하 다.

<표 6-1> 체육시설 공급량, 설치현황, 이용도, 지역현황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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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은 체육시설의 분포도, 체육시설이 부재한 동 개수가 체의 30% 이하 혹은 몇 개의 

동에 체육시설이 30% 이상 몰려 있는 경우는 ‘편 ’, 그 외는 ‘분산’으로 구분하 다. 체육시

설 이용도는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 2008년 서울시 자료를 활용하여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와 ‘ ’라고 응답한 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2. 사례구 선정

분석결과 표 인 문제 을 포함하고 있는 강남구, 마포구, 동 문구, 천구, 구의 5개 

자치구가 사례구로 선정되었다. 강남구는 공 이 매우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나, 한 분산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체육시설이 특정지역에 편 되어 있는 자치구이다. 마포구는 부지확보

의 어려움으로 구민ㆍ다목 체육시설이 없는 유일한 자치구이며, 동 문구는 공원체육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한 자치구이다. 천구는 모든 체육시설의 공  부족 상이 가장 심각하며, 

구는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  유동인구를 한 체육시설 마련이 시 한 자치구

이다.

<그림 6-1> 사례선정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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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강남구

1. 현황

1) 지역현황

강남구는 재정자립도4) 79.4%, 재정수요충족도5) 224로 서울시 자치구 에서 가장 높다. 

인구는 557,832명이고 면 은 39.54㎢이다. 공원면 은 약 5.6㎢로 양호한 수 이고, 1인당 

공원면 도 9.97㎡로 높은 편이다. 강남구 심으로 양재천이 흐르고, 송 구와 탄천을 공유

하며, 모산, 구룡산 등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주거지 부분이 공동주택과 아 트이

고, 소득수 이 높은 편이다.

2) 체육시설현황

체육시설은 총 1,067개로 체 자치구 에서 최고이며, 공공ㆍ 체육ㆍ민간체육시설 모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민ㆍ다목 체육센터가 1개소씩 있으며 그 외에도 체육센터가 

2개소 더 있고, 동네간이체육시설도 199개로 많은 편이다.

<표 6-2> 강남구 체육시설 현황

공공체육시설 준체육시설

소계 민간 총계

전문체육

시설
생활체육시설

소계

생활체육시설

체육

관

소계

생활체육관
종목별체육

시설

소계

동네간이체육시설

학교

복합

화시

설

지역사회복지시설

소계

구기

구민

다목

적

체육

시설

구민

체육

센터

체육

센터

자원

회수

시설

내체

육관

소계
종목

별

장애

인
공원

운동

장체

육시

설

약수

터
소계

종합사

회복지

관/사

회복지

관

청소

년

수련

관

노인

복지

관

강남구 1 1 1 1 1 1 4 5 1 10 184 4 11 199 210 4 6 3 1 14 225 843 1067

2008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실태조사 서울시 자료에 따르

면 강남구 구민이 가장 원하는 체육시설은 1순  공설운동장, 2순  실내체육 (학교시설), 3

순  종합스포츠센터이며, 하고 싶은 운동종목은 요가, 골 , 수  순으로 나타났다.  

4) 체 재원에 한 자주재원의 비율

5) 자체 세입으로 수요 산을 충당할 수 있는 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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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및 제안

1) 체육시설 위치현황

강남구의 체육시설은 부분 양재천과 구룡산 사이 개포동, 일원동, 수서 지역에 집해 있

으며, 심부인 역삼동, 논 동 일 는 부족하다. 구민ㆍ다목 체육센터도 양재천 이남 구룡

산과 모산 아랫자락에 치하고 있어 개포동, 일원동 일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며, 이 

지역에는 양재천과 주변공원, 산주변의 약수터 체육시설 등 여러 유형의 체육시설을 활용하

기 좋다.

<그림 6-2> 강남구의 체육시설 위치현황

2) 교통시설과의 관계

강남구의 구민체육센터와 다목 체육센터의 치를 보면 강남스포츠문화센터는 수서역과 

연계되어 있어 다른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기 편리하나, 강남구민체육 은 지하철역과 연계되

어 있지 않아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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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강남구의 교통과 체육시설 위치현황

3) 체육시설의 영향권

각 체육시설의 향권을 살펴보면, 양재천 이남지역은 2개의 구민ㆍ다목 체육센터만으로

도 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반면, 양재천 이북지역은 구민ㆍ다목 체육센터가 없어 

이를 체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공 이 필요하다. 양재천 이북 지역은 학교복합화시설이 2개

소가 있으나 이들 시설의 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들이 상당수 있으며, 동네간이체육시설의 

향권에 속하지 못하는 지역도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4> 강남구의 체육시설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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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육시설의 추가 공급 및 방안

양재천 이남지역의 경우 구민ㆍ다목 체육센터와 동네간이체육시설의 공 은 한 편이

나 학교복합화시설은 2개소 간의 거리가 있어 개포2동 지역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양재천 

이북지역의 치동, 논 2동, 삼성2동 일 의 주거지역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사각지

이다. 체 체육공간으로서 이 지역 내에 치한 학교 4개소와 공원 2개소를 극 으로 활

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 학교시설 4개소의 치  규모를 악하여 1개소는 학교복합

화시설 추진이 필요하며, 지역 내의 민간시설과의 연계하여 원활한 이용과 공 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역 방안

개포2동 일대 학교복합화시설 1개소

대치동, 논현2동, 삼성2동 일대

학교복합화시설 1개소 

공원 내 체육시설 확보

학교운동장시설 이용도 제고

민간체육시설과의 연계

<표 6-3> 강남구의 필요한 체육시설

<그림 6-5> 강남구의 체육시설 분석 - 양재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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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강남구의 체육시설이 부재한 지역

제3절 마포구

1. 현황

1) 지역현황

마포구는 재정자립도 50.3% 재정수요충족도 64.7%로 서울시 자치구 에서 평균정도이다. 

인구는 385,119명, 면 은 23.87㎢, 공원면 은 4.9㎢, 1인당 공원면 은 12.32㎡이다. 한강과 

맞닿아 있고, 홍재천 하부와도 연결되며 서쪽으로 월드컵경기장과 하늘공원이 입지해 있다. 

마포구에 치한 서교동, 아 동, 공덕동 일 는 표 인 고 주거지이기도 하다.

2) 체육시설현황

마포구의 체육시설은 총 501개소로 이 에 민간체육시설이 406개소로 그 비율이 매우 높

다. 마포구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구민ㆍ다목 체육시설이 없으며, 유사한 체육센터도 없었

다가 최근 마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이 건축 이다. 문체육시설로 월드컵경기장

이 있지만, 동네간이체육시설과 학교복합화시설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마포 구민들은 필요한 

종목시설로 공설운동장, 공원, 실내체육 (학교시설과 연계)을, 하고 싶은 운동종목으로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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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수  순으로 꼽았다.

공공체육시설 준체육시설

소계

민간

체육

시설

총계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소계

생활체육시설

종합

경기

장

소계

종목별체

육시설

소계

동네간이체육시설
학교

복합

화시

설

지역

사회

문화

시설

지역사회복지시설

소계
종목

별

장애

인
공원

수변

공원

마을

단위

체육

시설

운동

장

체육

시설

소계

종합사

회복지

관/사회

복지관

청소

년수

련관

노인

복지

관

마포구 1 1 12 1 13 41 27 2 3 73 87 2 1 2 2 1 8 96 406 501

<표 6-4> 마포구 체육시설 현황

2. 분석 및 제안

1) 체육시설 위치현황

마포구 체육시설은 서쪽으로 월드컵경기장을 심으로 문체육시설, 동쪽으로 학교복합화

시설  공공 체육시설, 그리고 앙부로 일부 한강고수부지 체육시설과 공원 내 동네간이

체육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구민ㆍ다목 체육센터는 없고, 최근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

설이 공사 이며, 체 으로 봤을 때 치  시설유형에 따른 배치가 편 되어 있다. 

동쪽에는 월드컵경기장, 월드컵보조경기장, 인조잔디구장, 난지야구장 등이 있으며, 서쪽에

는 창천 등학교, 숭인 학교, 아 학교 학교복합화시설들이 서로 붙어서 치해 있다.

<그림 6-7> 마포구의 체육시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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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시설과의 관계

문체육시설은 지하철역과 연계되어 있으나 다른 종목별 체육시설  학교복합화시설 등

의 체육시설은 지하철과 멀리 떨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그림 6-8> 마포구의 교통과 체육시설 배치

3) 체육시설의 영향권

마포구의 서쪽과 동쪽, 앙부에 한가지 유형의 체육시설들이 편 되어 있어 한 지역에서 

다양한 시설의 이용이 어렵다. 동쪽의 학교복합화시설도 3개가 서로 붙어 있어 도화동 일 의 

사람들은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도보이외의 교통수단으로 가야 하므로 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앙부의 서교동 일 에는 동네간이체육시설에의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체육시설 

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공 모형에서 제시한 체육활동에 따른 단계별 근이 거의 차단

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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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마포구 체육시설의 영향권

<그림 6-10> 마포구의 체육시설 부재지역

3) 체육시설의 추가공급 및 배치

마포구의 가장 큰 문제 은 구민ㆍ다목 체육센터가 없다는 이다, 재 공사 인 자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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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도 상수동에 치하고 있어, 고 주거지인 아 동, 서교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근성이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구민ㆍ다목  체육시설의 공 이 가장 우선되

어야 하며 이를 한 부지확보가 시 히 이루어져야 한다. 구민ㆍ다목 체육센터의 한 

치는 고 주거지인 서교동의 망원역 부근이며, 가능하다면 공덕역 일 에도 추가 인 공

이 필요하다, 서교동 일 는 주거지라는 을 고려하여 학교복합화시설도 추가로 필요하다.

숭인 학교 부근에도 학교복합화시설이 없어 동네간이체육시설 공 이 필요하며, 재 10

개 정도 있는 공원은 체육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공원을 극 활용하면 동네간이체육시

설의 공 도 원활해질 것으로 상된다. 한 월드컵경기장 북쪽의 수색동 일 의 주거지(아

트 제외, 아 트는 단지 내 시설 활용) 주변에 월드컵경기장  종목별 체육시설밖에 없으

므로 집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동네간이체육시설의 추가 공 이 필요하다.

지역 방안

서교동 일대 

학교복합화시설 1개소

구민/다목적체육센터 1개소

민간체육시설 활용

아현동 일대
공원 내 체육시설 확보

민간체육시설과의 연계

공덕역 일대 구민/ 다목적체육센터 혹은 학교복합화시설 추진 필요

<표 6-5> 마포구의 필요한 체육시설

제4절 동대문구

1. 현황

1) 지역현황

동 문구는 재정자립도가 38.3%이며, 재정수요충족도는 59%로 서울시 자치구 에서 낮은 

편이다. 인구는 370,250명, 면 은 14.20㎢, 공원면 은 1.2㎢, 1인당 공원면 은 3.14㎡이다. 

랑천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소규모의 공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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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시설현황

체육시설은 총 834개로 많은 편에 속하고 생활체육 도 4개소로 많다. 한 공원 내 체육시

설이 많아 동네간이체육시설의 공 이 매우 원활한 상황이다. 구민이 필요한 체육시설은 공

설운동장, 실내체육 , 종합스포츠센터 순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하고 싶은 운동종목은 수 이 

22.9%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요가, 등산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6-6> 동대문구 체육시설 현황
공공체육시설 준체육시설

소계

민간

체육

시설

총계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소계

생활체육시설

체육

관

소

계

생활체육관

종목별

체육시

설

소계

동네간이체육시설

학교

복합

화시

설

지역사회복지시설

소계

구기

구민

다목

적

체육

시설

구민체

육센터

체육

센터
소계

수영장 

등
공원

마을

단위

체육

시설

운동

장체

육시

설

소계

종합사

회복지

관/사회

복지관

청소

년수

련관

노인

복지

관

동대

문구
1 1 1 1 2 4 1 5 391 1 4 396 402 2 2 1 1 6 409 426 834

2. 분석 및 제안

1) 체육시설 배치현황

동 문구의 체육시설 배치를 살펴보면 서쪽으로 동 문체육 과 구민체육센터가 가깝게 

붙어 있고, 시립 학교 근처와 고려  근처에 학교복합화시설 2개소가 있다. 공원이 지역 내

에 잘 분산되어 있어 동네간이체육시설의 이용이 편리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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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동대문구의 체육시설 배치

2) 체육시설의 영향권

구민ㆍ다목 체육센터가 동쪽에 집 되어 있지만 이들 시설의 향권인 반경 2.5km 이내

에 동 문구가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다만 학교복합화시설 

2개소가 동 문구 체를 커버하기에는 부족하며, 청량리역과 신설동역 일 에는 구민ㆍ다목

체육센터와 동네간이체육시설 모두 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 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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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동대문구 체육시설의 영향권

<그림 6-13> 동대문구 체육시설 부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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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육시설의 추가공급 및 배치

동 문구의 체육시설은 생활체육시설과 동네간이체육시설이 매우 양호하나 간단계의 학

교복합화시설과 공공 체육시설, 종목별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해결하

기 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학교복합화시설이 2~3개소 더 필요하며, 체육시설 향권에 

미치지 못하는 청량리역과 신설동역 일  지역에 가능한 학교 4개소를 선정하여 체육공간으

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수 장에 한 수요가 많은 만큼 한 치에 수 장 추

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4>동대문구 체육시설 부재지역의 대체가능한 시설

지역 방안

청량리역 및 신설동역 일대
학교복합화시설 2개소

공원 내 체육시설 확보

위치 추가 검토 수영장 시설

<표 6-7> 동대문구의 필요한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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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금천구

1. 현황

1) 지역현황

천구는 재정자립도 31.8%, 재정수요충족도, 62.6%로. 서울시 자치구 에서 재정상태가 

가장 열악하다. 인구는 247,320명, 면 은 13.01㎢, 공원면 은 2.1㎢이며, 1인당 공원면 은 

8.27㎡로 높다. 안양천과 시흥 로, 경부선이 통하는 지역으로 서울의 표 인 공업도시이

며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의 배후주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2) 체육시설현황

천구의 체육시설은 총 342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에서 가장 으며, 이 가운데 민간체

육시설이 267개소를 차지한다. 구민체육센터가 1개소이며, 학교복합화시설이 없다. 동네간이

체육시설도 69개로 자치구 에서 가장 으며, 모든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천구민

이 원하는 체육시설은 수 장, 등산로, 공원 순이며, 하고 싶은 운동종목은 수 , 등산, 골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체육시설 준체육시설

소계

민간

체육

시설

총계

생활체육시설

소계

생활체육시설

생활체

육관

소계

동네간이체육시설 지역사회복지시설

소계
구민체

육센터
공원 약수터

인조잔

디구장
소계

종합사회복지

관

/사회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노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금천구 1 1 67 1 1 69 70 2 1 1 1 5 75 267 342

<표 6-8> 금천구의 체육시설 수

2. 분석 및 제안

1) 체육시설 위치현황 및 영향권

천구의 체육시설은 악산 아래 천구민문화체육센터가 있고, 그 외 복지시설 5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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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과 북쪽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동네간이체육시설이 서쪽 악산 자락 아래에 집 되어 

있다. 구민체육센터의 향권 안에 천구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복합화시설

이 없어 복지시설이 2단계 거 체육시설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6-15> 금천구 체육시설 배치             <그림 6-16> 금천구 체육시설 영향권

2) 체육시설 추가공급 및 위치

천구 앙부에 치한 주거지역 내 체육시설은 공원 내 체육시설에 불과하며, 학교복합

화시설이 무하므로 이 시설 공 이 필요하다. 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서쪽 사각지 에는 

동네간이체육시설과 학교복합화시설  구민의 요구사항인 수 장 시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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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 금천구 체육시설 부재지역

지역 방안

소하동, 하안동 일대
학교복합화시설 1개소

공원 내 체육시설 확보

시흥동 일대
학교복합화시설 1개소

수영장

<표 6-9> 금천구의 필요한 체육시설

제6절 중구

1. 현황

1) 지역현황

구는 서울의 심부에 있는 자치구로서 재정자립도가 85.7%로 높은 편이며, 재정수요충

족도도 101%로 높다. 면 은 9.96㎢, 공원면 은 1.8㎢이며, 인구는 58,174명으로 은 반면 

1인당 공원면 은 13.49㎡로 높다. 서울의 심부에 치해 있어 주거지 기능보다는 업무  

상업 기능을 수행하고 상주인구보다는 유동인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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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시설현황

체육시설은 총 400개소이며 이  민간체육시설이 335개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네

간이체육시설도 45개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매우 으나 생활체육 은 4개소로 많은 편이다. 

구 구민은 가장 필요한 체육시설로 수 장, 등산로, 공원 순이라고 응답하 으며, 앞으로 참

여하고 싶은 운동종목으로 수 , 등산, 골  순이라고 답하 다. 

공공체육시설 준체육시설

소계

민간

체육

시설

총계

전문 생활체육시설

소계

생활체육시설

체육

관
종목

별체

육시

설

소계

생활체육관
종목별체

육시설

소계

동네간이체육시설
학교

복합

화

시설

지역사회복지시설

소계

구기

구민

체육

센터

체육

센터
소계 공원

운동장

체육시

설

약수

터
기타 소계

종합사

회복지

관/사회

복지관

청소

년수

련관

노인

복지

관

중구 1 1 2 1 3 4 6 10 39 3 1 2 45 57 3 2 2 1 8 57 335 400

<표 6-10> 중구의 체육시설 수

2. 분석 및 제안

1) 체육시설 위치현황

구민체육센터는 신당1동에 치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이 매우 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부분의 체육시설이 퇴계로 이남 지역에 몰려 있으며, 특히 장충동과 신당동에 집 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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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 중구 체육시설 배치

2) 체육시설의 영향권

생활체육 의 향권은 매우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나, 그 외 공공 체육시설, 학교복합화시

설, 종목별 체육시설, 동네간이체육시설의 향권은 편 이 심한 편이다. 특히 소공동, 명동, 

회 동 일 와 을지로, 희동, 신당동 일 의 체육시설이 부재하고, 체육센터의 향권 안에

는 들어가 있으나, 동네간이체육시설, 종목별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이 없다. 더구나 체육시

설을 체할 학교부지, 공원 등도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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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중구 체육시설 영향권

<그림 6-20> 중구 체육시설 부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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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육시설의 추가공급 및 배치

구의 체육시설 추가공 은 3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소공로 주변과 을지로 주변, 필동 

일 이다. 소공동 주변은 표 인 업무 심 지역이므로 직장인들을 한 민간체육시설과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을지로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이 부

분으로 주거민 외에 직장인  상업종사자들을 한 휴식공간  간이체육시설 확충이 필요

한 지역이다. 필동 일 는 고 도의 주거지로서 주거민을 한 동네간이체육시설 확충  주

민의 요구사항인 수 장 설치  등산로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6-21> 중구 체육시설 공급계획

지역 방안

소공동 일대 직장인들을 위한 민간체육시설과 연계 및 지원

을지로 4~5가 일대 동네간이체육시설 확충

필동 일대 동네간이체육시설 확충/ 수영장/ 등산로 확충

<표 6-11> 중구의 필요한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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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문항부록

8. 귀하께서는 여가 시간을 주로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 면접원이 제시하는 <여가활동 보기>를 보시고 한 가지만 표기하세요.

                      번 

9. 귀하의 집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두 기록하세요.

①공공 체육시설(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종합스포츠센터, 간이 야외 운동시설 등)

②학교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③민간/상업 스포츠시설(헬스클럽, 사설 체육관, 사설 스포츠센터, 골프장, 테니스장, 태권도장)

④민간 비영리시설(YMCA, YWCA 교회 등)

⑤집주변(공원, 공터, 약수터, 등산로, 골목 등)

⑥집안

⑦각종 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⑧기타(직접 기입하시오.                       )

9-1. 귀하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체육 시설은 있습니까?

①예 (☞9-2로 가시오)          ②아니오 (☞10으로 가시오)

9-2. 귀하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체육시설, 시설별 이용정도와 이용만족도,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순위 시설이름

이용정도 이용만족도 접근성

(주/월/년)
매우불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도보/분

도보이외

수단/분

1
_____회

(주/월/년)
① ② ③ ④ ⑤

2
_____회

(주/월/년)
① ② ③ ④ ⑤

3
_____회

(주/월/년)
① ② ③ ④ ⑤

10. 귀하께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운동 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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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귀하께서 주로 하는 체육활동은 무엇입니까?

(운동종목 보기 제시)

                            종목(모두 기입)

17.귀하께서 주로 참가하는 체육활동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운동종목 보기 제시)

구분 참여종목 참여장소 참여횟수(주/월/년)

1순위               회(주/월/년)

2순위               회(주/월/년)

3순위               회(주/월/년)

구분 1회평균 참여시간 참가해온 기간 체육활동 강도(16-3의 보기)

1순위    시간   분    년   개월

2순위    시간   분    년   개월

3순위    시간   분    년   개월

22. 귀하께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드는 경비는 한달 평균 어느 정도 입니까?

개인(월평균)                   원

25. 귀하께서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일(가서,직장,공부)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②게을러서

③몸이 약해서, 나이가 들어서

④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⑤주위에 운동할 장소,도구,시설이 없어서

⑥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⑦지도자가 없어서

⑧관심이 없어서

⑨정보(방법,장소,효과등)가 부족해서

Ⅶ. 귀하의 체육정책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36. 귀하께서는 정부나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의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를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부 록  121

①있다                   ②없다(☞38로 가시오)

 

37-1. 귀하께서 참여해 본 관공서의 체육활동 프로그램 중 어느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

까?

①생활체육교실

②생활체육광장

③장수체육대회

④생활체육관관련대회

⑤생활체육강좌(건강강좌 등)(☞①~⑤는 38로 가시오)

⑥만족할 만한 것이 없었다.(☞37-2로 가시오)

37-2.불만족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①내용이 형식적이어서

②지도자의 성의가 부족해서

③장소와 시설이 부적절해서

④프로그램이 지속성이 없어서

⑤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해서

⑥기타(직접 기입하시오                                )

38. 귀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다양한 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방

②체육시설의 사용료 인하

③운동기구의 품질개선 및 보급

④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⑤지도자의 질적 향상 및 양적 증가

⑥체육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강화

⑦기타(직접 기입하시오                                )

39. 귀하께서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한 재원(돈)을 주로 어떻게 조달해야(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국고(중앙정부 예산)

②지방비(지방정부의 예산)

③별도의 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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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민간재원(기업의 후원금 등)

Ⅷ.귀하의 체육 관련 정보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44.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체육관련 정보를 수집하십니까?

①예(☞44-1로 가시오)   ②아니오(☞47로 가시오)

44-1.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로 검색하는 체육관련 정보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①체육관련학습정보

②스포츠경기 및 선수 정보

③운동기술 관련 정보

④스포츠 관련 동호회 정보

⑤운동과 건강 관련정보(다이어트,운동효과 등)

⑥체육관련쇼핑정보(제품구입관련)

⑦여가활동 및 레저정보(체육시설 및 이용방법 포함)

⑧기타(직접 기입하시오                                )

44-2. 귀하께서는 체육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까?

①매우 어려웠다.

②어려웠다

③보통이다

④쉬웠다

⑤매우 쉬웠다

44-3. 귀하께서는 체육 관련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계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44-4.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하신 체육관련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불만족한다

②불만족한다

③보통이다

④만족한다

⑤매우 만족한다

(☞①~②는 44-5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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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불만족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①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②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어서

③내용이 어려워서

④내용에 그림이나 사진이 없어서

⑤기타(직접 기입하시오                                )

45. 귀하께서는 인터넷을 통해 습득된 정보가 체육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전혀 도움이 안된다

②도움이 안된다

③그저 그렇다

④도움이 된다

⑤매우 도움이 된다

46. 귀하께서는 인터넷상에 있는 체육관련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①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②신뢰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신뢰한다

⑤매우 신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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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t Supply System and Action Plan for the Sport 

Facilities in Seoul

Eunyee Noh ․ Dosam La ․ Suin Jung

As the needs for health, wellbeing, quality of life increase due to the increase of spare 

time, the improvement in income level, the change of value, the concern and participation rate 

for the physical activities of the citizens in Seoul constantly have increased.  The increasing 

demand for physical activities requires the expansion of space of facilities for participation.  

The supply and use of sport facilities depends on consideration of fairness for accessibility to 

sport services and differentiation in strategy for physical facilit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In order to establish supply policies of sport facilities, research on distribution 

conditions of the current sport facilities and spatial inequality and supply and demand of 

community is need.  Through analyzing the behavior of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ies and 

the needs of the citizens of Seoul and differences in the current supply situations of the sport 

facilities, the present condition of physical facilities can be found, and based on this, efficient 

supply system and action plan for the sport facilities in Seoul can be suggested.  Therefore, 

in this study, as a response to changed sport environments and a preliminary step of sport 

policies fo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onsideration on sport services, the current conditions 

for the supply of sport facilities are analyzed and efficient supply system and action plan for 

the sport facilitie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the sport facilities are categorized into public sport facilities, quasi sport 

facilities such as community centers or youth centers, and private sport facilities.  Public sport 

facilities of Seoul are placed and managed by Sport Promotion Divis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Green Seoul Bureau.  Quasi sport facilities are placed and managed 

by several divisions such as Health & Welfare Bureau of Seoul, Woman & Family Policy 

Affairs, Administration Bureau, and Cultural Affair Bureau.  However, each organization has 

different tasks and budget support and is managed by differ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o it is difficult to supply and manage sport facilities.  In addition, because sport facilities are 

supplied by several organizations, sport facilities are not provided to regions in need and are 

unequally supplied according to the financial condition of regions, which shows a large gap.  

To examine the sport facilities closely, compared with 4,214 of public sport facilities, qu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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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 facilities in Seoul including local sport facilities, private sport facilities are 10,492 which 

are more than two times. Yet, public sport facilities and private sport facilities show 

competitive relations rather than complementary.

The results of research on sport facility usage of the citizens of Seoul in 2008 show that 

the response rate for sport facility in use located near their homes is low,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facilities are mainly outdoor facilities such as parks, the riverside of Han 

River, school grounds, and hiking trails, which their accessibility is within 10 minutes.  As 

the reasons for not participating in sport activities are busy and lazy which are the most 

frequently responded answers, the main reason of non participation in sport activities is the 

will of participants rather than the lack of space or facilities.  However, the response about 

needs to participate in sport activities is space expansion and openness which show the 

highest response rate, so it is important to expand and open sport facilities for the citizens 

with the will to participate in sport activiti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upply and demand for sport facilities in Seoul, Seoul 

needs to establish supply policies of sport facilities to provide it efficiently.  First, as control 

policies for supply which is made by each organization, the classification of program, space 

size, and the number of facilities need to be found, and sport facilities should be provided 

appropriately by strengthening competence for existing facilities and considering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Secon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acility in the community, 

installation criteria, building criteria, and efficient management criteria need to be prepared 

within the range to lead the maximum participation in sports for local residents.  Third, a key 

sport facility needs to be appointed in order to prevent from repetitive supply of programs and 

facilities and to provide effective sports related services for efficient management in the 

community.  Fourth, due to the site limitation for the sport facilities, Seoul needs to improve 

accessibility of sport facilities to promote participation in sports by making alliances with 

private sport facilities.  To introduce the plan, the selection criteria for private enterprises and 

the institutional reviews need to be made thorou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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