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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미시적 수준에서의 공급 및 수요 수준 분석을 통해 정교화된 수급적
정성 지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서울시 전체 스케일에서 거시 지표를 이용해 연구 대상
지로서 중랑구를 선정하였다. 해당 지역에 대한 수정된 Huff 모형을 이용해 공급지수를, 지역 내의 사
회․경제적 변수들을 고려한 수요지수를 도출하였다. 두 지수를 바탕으로 수급적정성 지표를 정의하였으
며, 지도화를 통해 수급적정성의 공간적인 분포와 변이를 분석 및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어린이공원의
수요에 대해 단순 인구수보다 어린이 및 노인과 같은 실제 수요층의 행태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수급적정성 지표의 시각화를 통해
사례지 내 수급이 가장 불량한 지역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어린이공원 및 생활권공원에 대한 공
급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도시서비스시설, 도시공원, 공급지수, 수요지수, 실제 수요
요약：

ABSTRACT：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supply-demand propriety for the Children’s Park
through the micro-scale analysis. Jungnang-Gu as a case study object was selected on the basis of
the macro indices for total population and urban park areas. The supply index for the case study
area was developed by modified Huff-model and the demand index was made by a multiple regression
model using socio-economic variables. The supply-demand propriety was defined, and its spatial
distributions and local varieties were measured using cartography. This study found that the demand
for the Children’s Park was highly affected by the actual behavior of users including children and
the aged. Also, the Children’s Park was functionally separated from neighborhood parks. Through
the visualization of the propriety index, poor areas related to the supply of Children’s Park were
selected. This study contributes to making policies and guidelines of future directions for the
Children’s Park.
Key Words：urban service facilities, urban park, supply index, demand index, actual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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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어린이공원은 1935년 중구 인현동에 요정아동
공원이 일제에 의해 최초로 설치된 이후(서울특
별시, 1978), 어린이의 치안 및 건강, 훈육 쟁점이
사회문제로서 대두됨에 따라 70년대부터 본격적
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다.1) 서울시 내 어린이공
원은 2010년 기준 총 1,062개소로 전체 공원수의
55%에 달하고 있다.
어린이공원의 단위면적은 작지만 도시공원 중
가장 많은 개소를 갖고 있고 대부분 생활권 내 어
린이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도시 서비스 시설이다. 생활권 공원은 근
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어린이공원은 녹지를 포함하는 공간 및 시설을
제공하며 생활권과 가장 밀접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박천보, 2000; 김원주, 2007). 특히 90년대
이후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노인의 어린이공원 이
용이 늘어나고, 커뮤니티의 구심점으로서 어린이
공원이 부각되고 있다(홍인옥, 2001)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 상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으로 정의되어 있다.2)
그러나 도시지역 내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으로 1
인당 6㎡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각 공원별 기준은
부재해 그 수급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 도시공원 공급은 2010년 기준 10.68㎡/인
으로 1인당 공원면적의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
다. 그러나 이는 다수의 도시자연공원에 의한 것
으로, 생활권 내 공원서비스에 대한 불균형 및 지
역 간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오규
1) 동아일보, 1967. 4. 21일자 기사 참조
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식, 1999; 홍인옥, 2001; 송인주,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공원의 수급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개 자치구 내부의 어린
이공원 수급 상태를 사례로 어린이공원이 수요에
맞게 적절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한
‘수급 적정성 지표’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3장에서는 2010
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공급 현황을 분석하여 공급이 미비한
대상 자치구를 선정한다. 4장에서는 해당 자치구
내 어린이공원 실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회귀모형
을 이용하여 수요지수를, 그리고 중력모형을 확장
하여 공급지수를 구축한다. 이어 5장에서는 수요
지수와 공급지수의 차이 값을 바탕으로 수급적정
성 지표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해당 자치
구 내 수급 수준을 평가한다.
<표 1> 연구흐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공급 현황 분석
대상 자치구 선정
수요함수 변수 구축

공급지수 구축

수요지수 도출 및
대상지 전체 적용

수급적정성 지표 구축 및 평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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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선행연구

도시 서비스 배치 문제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에서활발하게이루어졌다(Chang and Liao, 2011).
특히 도시 공원의 배치에 대해 공간적 불균등, 접
근성, 입지적정성 등의 개념에 기반을 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Talen, 1997, 1998; Lindsey
et al., 2001; Chiesura, 2003; Kaczynski et al.,
2009; Zhang et al., 2011; 조규현․이인성, 2001;
홍성언․박수홍, 2003; 최희윤, 2004; 오규식․정
승현, 2005; 오충현, 2005; 이경주․임은선, 2009;
김형준 외, 2011; 이동현․이경주, 2010; 류남훈
외, 2013; 이경주․홍일영, 2013).
도시 공원 배치에 관한 선행연구는 공원 서비
스의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우선 공급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개념
과 모델들이 도입되었다. Talen(1998)은 시설의
공간적 배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접근성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 방법으로 네 가
지 - 중력모델, 최소통행비용, 최소통행거리, 임계
거리 - 를 제시한 바 있다. 실증연구들은 이 네 가
지 범주로 구분된다. 중력모델 혹은 이를 확장한
Huff 모형(이경주․임은선, 2009; 김형준외, 2011;
이동현․이경주, 2010; Zhang et al., 2011; 류남
훈 외, 2013; 이경주․홍일영, 2013), GIS 기반의
최소통행비용, 최소통행거리 개념을 도입한 네트
워크 분석(오규식․정승현, 2005), 임계거리 내
거시 지표 비교(이창현, 1994; 김형준 외, 2011)를
통한 공원 공급 수준 평가가 수행되었다.
한편 수요 측면에 대해서는 시설 수요에 대해
사회경제적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하는 문헌들이 다수 존재한다(Talen and Anselin,
1998; Talen, 1998; Zhang et al., 2011). 성별 및

나이에 따른 공원 시설 이용 패턴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특성을 변수로 선정한 연구
들이 수행되었다(Chiesura, 2003; Kaczynski et
al., 2009). Zhang et al.(2011)은 공원 자체 매력도
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Lindsey et al.
(2001)은 Talen and Anselin(1998)이 제시한 컨
테이너 접근법을 도입하여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부에 대한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변수를 구축
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 대상의 특성을 규명함
으로서 향후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국내 문헌에서는 이용자 수요에 대한 고려가 제한
적으로 이루어졌다. 오충현(2005)은 공원 수요 산
출 방법으로서 기능배분방식, 생태학적 방식, 인
구기준 원단위 적용방식, 이용율에 의한 방식, 생
활권 배분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부
분의 실증연구들은 인구기준 원단위 적용방식을
채택하여, 1인당 법정 기준 면적을 해당 지역 내
인구수에 곱하여 총 수요 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이경주․임은선, 2009; 류남훈 외,
2013; 이경주․홍일영, 2013).
국내 문헌들이 공급 측면에서 공원 서비스의
배치에 초점을 맞추어 모델을 고안하는 경향을 보
이는 한편, 최근에는 공급과 수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연구들이 진
행되었다(이경주․임은선, 2009; 류남훈 외, 2013;
이경주․홍일영, 2013). 이들은 대부분 수요 면적
과 공급 면적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서 적정성을 판
단하였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 공원의 실제 이
용 패턴을 고려한다기보다는, 국가가 지정한 1인
당 공원면적의 법정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일괄적 분석은 도시공원의 종류 및 질적 특성에
관계없이 거시 지표 충족만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고질적인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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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수
요 함수 부문을 정교화하여 공급과 수요의 적정
성, 즉 수급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
공원의 하위분류인 어린이공원에 초점을 맞춤으
로서 신규 시설 배치를 통한 지역 불균등 문제 해
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Ⅲ

. 대상 자치구 선정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거시 지표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입지 불균형
을 평가했다. 입지계수를 응용하여 조작적 기준을
정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미시 분석을 수행할
대상 자치구를 선정하였다.

1. 자치구별 어린이공원 면적 현황
법률 체계 내에서 명시된 어린이공원 확보 기
준의 경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개
정 2012.12.11.)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의 1인당 필
요 면적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유치거리 250m와 규모 1,500㎡만을 규정하고 있
다. 2010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1인당 공원 면적
현황은 <표 2>와 같다. 총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
적은 법정기준(6㎡/인)을 상회하는 반면, 어린이
공원 면적은 모두 0.5㎡/인 이하의 값을 가진다.
어린이 인구 대비 어린이공원 면적의 경우, 평균
1.56㎡/인이며 구별 편차가 존재한다.

<표 2> 서울시 자치구 별 1인당 어린이공원 면적(2010)
단위: ㎡/인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평균

총인구
1인당
도시공원

45.37
20.37
3.38
3.45
8.01
2.98
12.47
9.66
4.85
3.03
23.59
13.73
15.57
5.95
5.20
5.95
6.72
8.37
1.83
9.87
21.02
38.20
8.81
3.21
4.83
10.68

총인구
1인당
어린이공원

0.42
0.32
0.24
0.20
0.10
0.28
0.12
0.20
0.18
0.14
0.29
0.20
0.29
0.20
0.26
0.35
0.13
0.17
0.25
0.11
0.15
0.34
0.18
0.20
0.23
0.21

어린이
1인당
어린이공원

3.57
2.80
1.94
1.47
0.81
2.21
0.87
1.41
1.34
1.00
1.81
1.34
2.30
1.46
1.61
2.36
0.90
1.34
1.93
0.87
1.26
2.37
1.39
1.33
1.60
1.56

2. 기준 설정 및 대상 자치구 선정
1) 어린이공원 면적 대비 연간이용자수

기존 연구에서 공원 수요로서 배후 인구수를
고려한 것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시설 별 연간이
용자수 데이터가 각 어린이공원에 대한 실수요를
반영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원현황 2010 (서울특
별시, 2010)에서 집계한 어린이공원별 연간이용자
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면적과의 상관관계를 도표
화하고, 두 변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도표를 사
등분했다. 이를토대로자치구를분류하면<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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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면적 대비 연간이용자수의 자치구 분류

<표 4> 면적 대비 연간이용자수의 자치구 분류

면적
이용자수

공원LQ
어린이공원LQ

(+)
(-)

(-)

(+)

양천구, 강서구,
강동구, 강남구,
영등포구, 서초구
금천구, 도봉구, 구로구, 노원구, 송파구,
강북구, 동작구, 용산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관악구 성북구, 은평구
광진구, 중구, 중랑구

이 중 면적이 넓으면서 이용자수가 적은 경우
과다공급, 면적이 좁으면서 이용자수가 많은 경우
수급상태가 불량함을 의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공원 입지계수 대비 어린이공원 입지계수

일반적으로 도시서비스시설은 인구와의 상호관
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성현찬․신지영, 2005; 김
형준 외, 2011). 따라서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는 전체에 대한 지역 인구 비율 대비 공
원의 비율을 평가하는 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5개 자치구의 어린이공
원 특화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
을 이용하였다.
 
  
 
  자치구의공원면적
  서울시전체공원면적
  자치구의인구
  서울시전체인구

각 자치구의 공원 입지계수 대비 어린이공원
입지계수 현황을 도표화하였다. LQ=1 값을 기준
으로 도표를 4등분하여 각 자치구들을 4개의 그룹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치구를 4개
의 유형으로 분류하면 <표 4>와 같다. 이 중 도시
공원 LQ값이 크면서 어린이공원 LQ값이 작은 경

>1
<1

<1

>1

강서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용산구, 양천구, 서초구, 서대문구,
강동구
노원구
성동구, 마포구, 성북구,
송파구, 강북구, 금천구, 은평구, 관악구,
강남구, 도봉구, 구로구,
중랑구
광진구, 동작구

우, 상대적으로 전체 도시공원에 비해 어린이공원
공급이 불량함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 법정 기준
에 의거한 거시지표 상에서는 공급이 양호한 것으
로 판단되지만 실제 어린이공원 공급이 미비할 가
능성이 큰 자치구라고 볼 수 있다.
3) 대상 자치구 선정

어린이공원 면적 대비 이용자수 및 공원 입지
계수 대비 어린이공원 입지계수 평가, 두 가지 기
준에서 모두 어린이공원 공급이 불량한 상태의 자
치구로 평가된 중랑구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중랑구는 선행연구에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이 높은 자치구로 분석된 바 있어(송인
주, 2013) 미시적 연구 대상지로서 적당하다고 판
단된다.

Ⅳ

. 어린이공원 공급지수 및 수요지수 구축

대상 자치구인 중랑구에 대한 어린이공원 공급
및 수요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지역인 중랑구를 25㎡ 크기의 정방형 격자로
분할했으며, 각 격자에 대한 공급지수와 수요지수
값을 구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지수 구축 이
후 분포를 지도화하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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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지수

2. 수요지수

중력모형은 Stewart and Warntz(1958)에 의해
최초로 접근성 연구에서 사용된 이후, 도시계획
및 교통공학 분야에서 거리를 고려한 지역 간 연
계의 정도를 분석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적용되어 왔다. 공원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GIS
분석과 결합하거나(엄상근 외, 2008), Huff 모형
으로 확장하여 이를 적용한 입지 평가 연구가 다
수 이루어졌다(이경주․임은선, 2009; 김형준 외,
2011; 이경주․홍일영, 2013).
본 연구에서는 이경주․임은선(2009)이 제시
했던 수정된 Huff 모형을 이용한 그리드별 공급점
수 부여 방법을 사용하였다. 적용한 모형의 수식
은 다음과 같다.






  
× 



 


 




  공원가지역에공급하는공원면적
  공원와지역사이 
  공원의면적

어린이 공원이 포함된 격자  와 모든 그리드 
의 중심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값을 계산하
고, 해당 어린이 공원의 면적을 곱하여 공급 지수
를 계산했다. 공급 범위가 겹치는 격자는 공급 면
적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각 격자에 대한 공급지수는 다음과 같다.


 





  공급지수
   공원가지역에공급하는공원면적

본 절에서는 중랑구 내 총 42개의 어린이공원
에 대한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했다. 이는 컨테이너
방법론을도입한것으로(Talen and Anselin, 1998;
Lindsey et al., 2001) 각 어린이공원 배후지를 잠
정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전제한 모
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공원의 배후지를
300m로 상정했다. 이는 근린생활권 반경 400m 기
준(권혁삼 외, 2008)에 어린이의 보행 속도, 즉 성
인의 0.8배를 적용함으로써(경찰청, 2004) 실제적
인 어린이의 근린생활권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모
형을 기반으로 각 격자에 대한 수요지수 값을 산
출했다.
1) 변수 구축

본 연구에서는 2010년 <공원현황>에서 집계한
연간이용자수 데이터가 각 어린이공원에 대한 실
수요를 반영한다고 판단했으며, 42개 어린이공원
의 연간이용자수를 종속변수로 상정하였다.
각 어린이공원의 수요를 설명하는 변수들은 크
게 4가지 - 자체 변수, 경제 변수, 인구 변수, 연관
재 변수 - 의 범주로 구분하여 변수군으로 설정하
고 변수를 구축하였다. 자체변수는 어린이공원들
간의 질적인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Talen,
1997), 시설이 좋을수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어린이공원 면적, 화장실 유무, 노인정
면적 및 놀이기구나 운동기구, 장의자 등의 각종
시설 변수와 공원 노후화 정도를 대변하는 설립년
도 변수를 포함했다. 경제 변수는 배후 지역의 경
제 상황에 대한 대리 변수로서(Lindsey et al.,
2001) 해당 어린이공원 배후 지역 내의 아파트 수,
주택실거래가 및 공시지가의 평균값을 산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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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구 변수는 유동인구, 전체 인구, 어린이 인구
(15세 미만), 노인 인구(65세 이상)를 선정했다.
기존 공원 연구에서 전체 인구를 고려한 것과는
달리, 어린이공원은 그 특성상 특정 연령대를 대
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인구와 노인 인
구 변수를 별도로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관재
변수에서는 각 어린이공원과 가장 인접한 곳에 입
지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정과의 거리를 통해 여타 시설과의
보완재․대체재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다. 이상 종
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데이터 형태, 출처, 기준년
도는 <표 5>와 같다.
각 자료들의 스케일 및 자료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용이한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재가공
과정을 거쳤다. 집계구 스케일로 구축된 아파트수,

전체인구, 어린이인구, 노인인구의 table 형태 변
수들은 ArcGIS 10.1의 Spatial Join을 이용하여 각
격자에 값을 부여했다. 주택실거래가, 공시지가,
유동 인구의 point 형태 자료는 연구 지역 전체에
대한 가격 추정을 위해 보간법을 이용하여 각 격
자에 대한 값을 산출하였다. 이후 각 어린이공원
point에 대한 반경 300m의 buffer를 생성하여 그
내부에 속하는 격자에 대한 평균 혹은 전체 합계
수치를 각 어린이공원에 대한 변수로 상정했다.
자체 변수는 각 어린이공원에 할당된 값으로 재가
공 없이 투입하였으며, 연관재 변수는 ArcGIS
10.1를 이용해 해당 어린이공원과 가장 가까이에
입지한 시설과의 euclidean distance를 변수화하
였다.
2) 회귀모형 결과

<표 5> 다중선형회귀모형 변수 구축
구분

자료명

종속 연간이용자수
변수
어린이공원
면적
자체 화장실유무
변수 노인정면적
시설
설립년도
아파트 수
경제 주택실거래가
변수 공시지가
유동인구
인구 전체인구
변수 어린이인구
노인인구
어린이공원거리
근린공원거리
연관재 초등학교거리
변수 어린이집거리
유치원거리
노인정거리

자료
형태

자료 출처

기준
년도

point
point
point
point
point
point
point
table
point
point
point
table
table
table
point
point
point
point
point
point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연구원 2010년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시
서울시
biz-gis.com
biz-gis.com 2011년
biz-gis.com
중랑구청 2013년

앞서 구축한 변수를 바탕으로 중랑구 내 입지
한 42개의 어린이공원의 연간이용자수를 종속변
수로 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은 통
계패키지 R 3.0.2를 사용하였다. 구축된 회귀모형
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회귀모형의 Adjusted-R2는 0.610로 총 7개의
변수가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어린이공원 내 입지한 화장실이 없을수록,
노인정 면적이 넓을수록, 인접 지역 내 공시지가
가 높고, 아파트 수가 적을수록, 인접한 어린이공
원이나 근린공원과의 거리가 멀수록, 인접한 초등
학교와 가까울수록 연간이용자수가 많은 것으로,
즉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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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회귀모형 결과
Estimate Std.Error

t-value

(Intercept) -9,753 19,58 -.498
화장실유무 -12,400 6,001 -2.066
노인정면적 245.2 76.1 3.222
공시지가 0.027 .010 2.693
아파트 수 -17.16 3.66 -4.690
어린이공원거리 57.75 15.64 3.693
초등학교거리 -43.2 12.55 -3.443
근린공원거리 40.36 13.21 3.055
Residual Std. error: 13220 on 34 df
Multiple R2: .680
Adjusted R2: .610
F-statistic : 9.719 on 7 and 32 DF
p-value : .000

p-value

.622
.047
.003
.011
.000
.001
.002
.005

회귀모형 결과를 각 변수군 별로 자세하게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체 변수 중 화장실유무와
노인정면적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화장실이 없
을수록 이용자수가 많다는 것은 어린이공원 내 화
장실이 일종의 혐오시설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어린이 관련 범죄나, 노후한 어린
이공원에 대한 관리 미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
고 있다는 점(보건사회연구원, 2006; 환경부,
2013)을 미루어볼 때 이러한 사회적 선호가 실제
수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어린
이공원 시설 계획 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
단된다. 한편 노인정 면적에 대한 정적 회귀계수
를 통해 어린이 공원의 주요 이용자가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변수 중에서는 공시지가와 아파트 수가 유
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우선 공시지가는 토지이
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
으로, 해당 어린이공원의 접근성 및 주변 환경의

양호성의 지표이다. 어린이공원은 일반적으로 도
시 어메니티 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되는 바(라
상기, 1973), 그러한 상호작용을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수요와 인근 아파트 수와의
부(-)적 관계는 거주자들이 주택지 내 입지한 어
린이공원을 이용하기보다는 주로 아파트 내에 조
성된 놀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아파
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주택건설촉진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관리하
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
는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 의 적용을 받고 각 행정단위에서 관리하고 있
다. 이는 이러한 주택형태별 어린이공원 수요 특
성을 반영한 결과이며, 따라서 아파트보다 주택가
의 수요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관재 변수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린
이공원 이용객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
등학교가 어린이공원의 보완재 역할을 한다고 판
단할 수 있으며, 이는 초등학생들의 생활 및 행동
패턴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어린
이공원 및 근린공원은 서로에게 대체재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어린이공원 57.75, 근린공원 40.36으로 어린이공원
의 서로에 대한 대체재 성질이 근린공원에 비해
1.43배 정도 크다. 이를 볼 때 두 공원이 완전히 동
일한 시설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4개의 변수군 중 인구 변수가 전혀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
다. 기존 연구에서 공원 수요의 근거로서 이용되
었던 배후 인구 변수가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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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노인정이나 초등학교 거리와 같은 특정 세대
가 이용하는 시설이 보완재로서 유의미한 변수로
판정된 것을 고려해볼 때, 어린이공원의 이용이
단순 배후 인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여타 시설의 보완재로서 작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어린이공원 설치 시 여타 시설
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복합적 계획이 이루어져
야 함을 시사한다.
구축된 회귀모형을 바탕으로 각 격자별 연간이
용객수 예측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신규 공원
조성 시 계획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되는 화장실
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노인정 면적 변수의 경우
중랑구 내 경로당 및 노인정 면적에 대한 point 변
수를 포함하였다. 각 격자에 대한 연간이용자 수
요지수 함수는 다음과 같다.
     노인정면적  아파트수
 공시지가  어린이공원거리
 초등학교거리  근린공원거리

  연간이용자수

3) 단위 변환

회귀식을 통해 도출된 수요지수와 앞서 구축된
공급지수를 이용해 입지적정성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수요지수에 대해 단위 변환 함수를 적
용하여 공급지수와 동일한 단위인 면적(㎡)에 대
한 함수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위 변환 함수를 적용한다. 연간이용자수
(n)에 이용 빈도(w)를 곱하여 실이용객수를 도출
하고, 그들의 활용면적(a) 및 활용시간(t)을 곱하
여 전체 수요 면적․시간을 구한다. 이를 공원 이
용 가능 시간으로 나누어, 수요 면적을 도출한다.
면적 기준으로 변환하여 수요지수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한다.

 × ××
  
 ×
  수요지수 면적
  연간이용자수
  이용빈도
  인당활용면적
  인활용시간
  연간이용일수일
  하루이용시간 시간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공원과(서울특별시,
1991)의 추정 계수에 의거하여 각 계수값을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평균 이용 빈도(w) 1/30, 1
인당 활용면적(a)은 13.3㎡, 1인 활용시간(t)은 2
시간, 하루이용시간(h)을 12시간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각 격자 당 수요 면적은 평균 8.84㎡, 최대
23.73㎡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3. 공급/수요지수의 공간적 분포
공급지수와 수요지수에 대한 격자들의 공간적
분포를 지도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본 연
구에서는 Natural Break 분류 방식을 이용하여,
지수를 전체 변량들의 분포에서 변곡점을 탐색하
여 4개의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각 지수는
z-score값으로 변환하였다. 자치구 내의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생활권으로 분류할 수 있
는 1, 2, 3종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추출하여
평가에 반영하였다.
어린이공원 공급지수의 공간적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Huff 모형에 의해 어린이공원으로부터
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수가 현저하게 떨어지
며, 중앙 좌우방향으로 뻗어있는 망우로를 중심으
로 남쪽 부분에 어린이공원이 집중되어 있다.
<그림 2>는 어린이공원 수요지수의 공간적 분
포를 보여준다. 색이 진할수록 수요가 많은 지역

88 서울도시연구 제15권 제3호 2014. 9

임을 의미한다. 이를 대다수의 기존 연구에서 수
요 기준으로 제시했던 인구에 대한 수요 분포(<그
림 3>)와 함께 살펴보면, 중랑구의 인구는 망우로
주변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수요지
수 추정에서 인구가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
난 것과 논리적 유사성을 보인다. 반면 본 연구에
서 구축한 함수에 의거한 어린이공원에 대한 수요
는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어린이공원 계획 시 인구수를 기준
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주변 경제적 특성과 연관재
분포 등을 고려한 미시적 분석을 통한 계획이 필
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다.

Ⅴ

. 수급적정성 지표 구축 및 평가

<그림 1> 어린이공원 공급지수의 공간적 분포

1. 수급적정성 지표 구축
1) 수급적정성 지표

<그림 2> 어린이공원 수요지수의 공간적 분포

대상지 내 수급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앞서
구축한 공급/수요 지수를 결합했다. 즉 공급과 수
요 간 차이를 통해 어린이공원 수급상태를 ‘불량’,
‘미흡’, ‘적정’ 등의 범주로 구분했다. 이를 위해서
는 범주 구분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
계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본 연
구의범위를넘는문제이며(이경주․임은선, 2009),
따라서 결과 해석을 위한 대안으로서 상대적 평가
지수를 고안하고자 했다.
이러한 평가지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경주․임은선(2009)는 계획공급
량으로부터 서비스공급량이 초과되는 산술적 차
이 정도를 ‘공급적정성 평가지수’로 정의하고, 이
를 계획공급량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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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값이 0으로 산정되면서 분석에서 완전히 제외
되기 때문에, 소외 지역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
다는 한계가 있다.
2) 수급적정성 지표 구축

본 연구에서는 이경주․임은선(2009)이 제시
한 ‘공급적정성 평가지수’를 수정하여 적용했다.
공급과 수요 간의 스케일 차이로 인해 지표가 편
향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z-score를 이용한
표준화 과정을 거쳐 두 값 간의 산술적 차이를 계
산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급적정성 지표라고
정의하며, 각 격자에 대한 수급적정성 지표의 수
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어린이공원 인구기준 수요의 공간적 분포

가에 적용한 바 있다. 류남훈 외(2013)는 이를 수
정하여 양적 수요량에 대한 공급의 적정성을 ‘입
지적정성 지표’로 정의하고, 동일한 식을 통해 분
석하였다. 이 방법론은 수요자 입장에서 공원 입
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기 다른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공급/수요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와 각 값 간의 스케일 차이로
인해 지표가 편향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한
편 이경주․홍일영(2013)은 인구규모를 반영한
공원수요량과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한 공원공급
량을 추정하고, 두 값 간의 전체 지역 비율과 로컬
지역 간 비율을 비교하여 ‘공간불일치 관점의 접
근성(ASD)’ 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일종의 입지
계수(LQ)로서 앞선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공급량
/수요량에 대한 스케일 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그러나 입지계수 수식의 한계 상, 분석에서 공
원 공급이 되지 않은 지역은 수요에 관계없이 지

  
  
수급적정성지표        


  평균
  표준편차

2. 수급적정성 지표의 공간적 분포 및 평가
수급적정성 지표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Natural Break 방식을 이용하여
조작적인 방식으로 4개의 등급 - 수급 불량, 미흡,
양호, 우수 - 으로 분류하였다. 색이 진할수록 사
례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수급적정성이 우수함
을 의미한다.
중랑구 내 상대적인 어린이공원 수급 수준과
특성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평가 및 정책
도입의 용이함을 위해 행정동을 기준으로 평가하
면 <표 7>과 같이 요약된다. 평균값이 높은/낮은
경우 수급상태가 양호/불량한 행정동인 것으로
단순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최소값이 매우 낮
은 경우 행정동 내부의 불균등이 존재할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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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어린이공원 수급적정성 지표의 공간적 분포

<표 7> 행정동 별 수급적정성 지표
행정동

묵1동
묵2동
중화1동
중화2동
신내1동
신내2동
상봉1동
상봉2동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3․8동
면목4동
면목5동
면목7동
망우본동
망우3동

어린이공원
수

3
1
2
4
2
2
1
3
5
4
4
1
3
0
3
4

평균

최대

최소

0.60
-0.42
-0.29
0.62
0.14
-0.51
0.20
-0.53
0.40
0.02
-0.16
-0.08
1.44
-1.92
-0.34
0.29

17.27
15.63
6.49
29.20
10.03
22.37
14.04
7.96
29.45
15.86
39.47
18.09
7.15
0.69
7.67
14.45

-2.76
-3.30
-2.19
-3.75
-3.33
-2.84
-3.27
-5.93
-4.71
-2.85
-3.08
-3.06
-1.05
-3.76
-3.34
-1.87

시사한다. 예컨대, 평균값 기준으로 면목5동은 낮
은 수요지수를 갖고, 총 3개소의 어린이공원이 공
급되어 양호한 수급 상태를 보인다. 반면 면목7동
은 수급적정성 지표가 가장 불량하게 나타난 행정
동으로, 본 연구에서 구축한 수요지수와 인구 수
모두 높은 값을 보임에도 어린이공원이 전혀 공급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망우본동과
망우3․8동, 상봉2동, 신내2동 등은 행정동 내부
및 인근에 3개 이상의 어린이공원이 공급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미흡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 지역 대부분이 주택지로 조성되어 있고 초등학
교와 노인정이 입지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요량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신내1동, 묵
1동, 중화2동은 양호한 평균값을 갖지만, 최소값
이 -3.3, -2.8, -3.8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
므로 동 내부의 불균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지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동 경계 부근에 수급
불량이 존재함을 인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행정동 간 상대적 불균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도를 통해 행정
동 내부에서의 불균등과 동과 동 사이의 사각지대
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향후 중랑
구 내 어린이공원 공급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Ⅵ

. 결론

그 동안 어린이공원은 그 기능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 서비스 시설 연구에서 제외되거나,
도시공원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다. 서울의 1
인당 공원면적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만, 생활권
내 공원서비스 불균형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잔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급적정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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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함으로서, 어린이공원의 공급 정책 및 가
이드라인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선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원 면적 및 인구와
같은 거시 지표를 통해 상대적으로 수급상태가 불
량한 자치구를 선별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중랑구
가 선택되었다. 해당 지역을 격자로 분할하고, 각
격자에 대해 공급지수와 수요지수를 구축하였다.
공급지수는 수정된 Huff 모형을 이용했으며, 수요
지수는 컨테이너 방법론을 도입하여 각 어린이공
원에 대한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했다. 분석 결과,
기존 연구에서 인구 변수만을 고려한 것과는 달
리, 인구 외에 사회․경제․지리적 특성이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노인
정 면적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점을 미루어보아 고
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라
는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노인의 휴식 공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린이
공원의 보완재로서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대체재
로서 인근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이 도출되었다.
인구 분포 그 자체보다 이용자 개별 행태와 관련
시설의 입지를 고려한 도시서비스 공급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함의를 이끌어내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공급지수와 수요지수를 기반으로 수급적
정성 지표를 구축하였다. 해당 지표를 격자 단위
로 지도화함으로써 행정동 간 불균등뿐만 아니라
국지적으로 상대적 수급이 불량한 지역을 선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었던 인구 변수 외에 사회․
경제․지리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어린이공원 수
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이용자행태를 미시
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간이용자수 데이터를 통
해 실제 수요와 최대한 유사한 수요 모형을 구축

하였다. 둘째, 공급지수 혹은 수요지수 단일의 분
석이 아닌 표준화된 공급지수와 수요지수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수급적정성 지표를 구축하였다. 셋
째, 수요지수와 수급적정성의 지도화를 통해 국지
적으로 나타나는 불균형을 파악하여 향후 어린이
공원 입지 계획 시 정책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
다. 이는 향후 어린이공원 및 생활권공원 수요에
대한 연구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정책 및 가이드
라인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분석의 단순화와 질적
연구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격자 및 배후지 범
위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
에, 향후 범위 조절을 통한 민감도 분석이 수반된
다면 좀 더 정교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으로는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어린이공원 사용자 개인 행태에 대한 질적 연구가
병행되어 현실상황과 유사한 모델 구축에 기여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요지수 구축에 있어서 패널
모형을 도입하여 시계열에 따른 수요 특성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인구 변수의 중
요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랑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스케일을 확대
하여 좀 더 일반화된 모형이 구축된다면, 도시서
비스 시설 입지 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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