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생활 인프라는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시설물로 교육·학습, 의료·복지, 문화·체육, 생활편의시설 등을 지칭한다

(MOLIT, 2018). 정부는 시민의 삶의 질을 고루 향상시키기 위하여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형성된 신도시들은 대체로 생활 인프라가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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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생활 인프라 공급현황 분석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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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ology for Analysis of Community Infrastructure Supply 

Status

ABSTRACT

Community infrastructure contains national facilities that direct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They need to be evenly supplied 

to every one of citizens. However, the services provided by infrastructure differ by reg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supply of community infrastructure consisting of accessibility and capacity. Accessibility can be evaluated by 

the time between residence blocks and facilities, which is an indicator of the convenience of citizens. Capacity is assessed by the area 

supplied for the local population, to assess whether facilities are being sufficiently supplied to the region. The method presented in this 

paper was applied on a case region to test the applicability. The analysis method of the supply status of community infrastructure in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used as a basic framework for regional supply plan of community infrastructure and urban planning.

Key words : Community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service, Supply status, Capacity, Accessibility

초 록

생활 인프라는 시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반 시설로 누구에게나 균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생활 인프라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역마다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 인프라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접

근성’과 ‘용량’의 평가요소로 구성된 생활 인프라 공급현황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접근성은 거주지로부터 생활 인프라 시설까지의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시설 사용에 있어 시민의 편리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용량은 지역의 인구 대비 공급된 면적으로 평가된다. 그 지역에 시설

이 충분히 제공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연수구 행정동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된 방법을 적용하고, 방법의 적용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

에서 제시하는 생활 인프라 공급현황 분석방법은 각 지역의 생활 인프라 공급계획 및 도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검색어 : 생활 인프라, 인프라 서비스, 공급현황, 충족도, 접근성

시공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지역사회의 생활 인프라 공급현황 분석 방법론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268

오래전에 형성된 도시의 생활 인프라 공급상황은 상대적으로 열악

한 수준이다. 이에 노후화된 구도심을 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 인프라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그와 함께 재정 투자도 점점 

늘리고 있다.

정부가 제시했던 생활 인프라 공급의 최저기준은 생활권의 인구, 

혹은 세대수이다. 생활 인프라 공급에 있어 이런 일률적인 방식이 

적용된 탓에 사용자의 편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Yhee et al., 2020). 일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노후저층주택에서 생활 인프라까지의 평균 거리가 약 2.7 

km로 나타났다(Seong et al., 2013). 공급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공급된 생활 인프라는 수요자의 편의나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활 인프라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8년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접근성 기반의 수요자 중심형, 주민 체감형 지침을 

제시하였다(MOLIT, 2018). 정부가 제시한 지침은 도보 또는 차량

으로 해당 시설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시민 편의성 만족의 판단근거

로 삼는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꼭 필요한 생활 인프라 시설이라 

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지 않아 시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생활 인프라의 공급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생활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만족을 제공하

는지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 인프라가 한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공급되어 있는가를 서비스 성능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분석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입한 평가요소는 충족도와 

편의성이다. 우리는 생활 인프라의 서비스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규모와 용량만을 고려한 기준은 생활권 관점에서의 충족수준을 

보장할 수 있으나 편의성이 결여될 수 있다. 여기서 편의성이란 

접근성을 의미한다. 시설 이용의 편의성에 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반면에 접근성이 만족하더라고 

규모와 용량이 부족하면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생활 인프라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성능을 

두 가지 요소(1. 충족도, 2. 접근성)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생활 

인프라 평가요소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방법을 고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실증하기 위하여 경로안내 API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실사례에 적용하였다. GIS는 본 연구에서 공간 데이터 

생성, 공간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의 연결(조인), 공간 버퍼링 분석, 

시각화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우선 집계구 형상 데이터를 가공하

여 거주지역 형상 데이터(Resident Block, RB)를 생성해야 한다. 

둘째, 생성된 RB에 인구 데이터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인구 정보가 

포함된 집계구 코드를 활용하여 인구정보 데이터를 RB에 조인시킨

다. 셋째, 생활 인프라 시설의 좌표, 주소 등이 포함된 공간 데이터를 

생성한다. 넷째, RB와 최근접 생활 인프라 시설을 연결할 때 GIS가 

필요하며 경로안내 API에 전송되는 데이터 또한 이 작업을 통하여 

생성된다. 마지막으로 측정된 생활 인프라 공급현황에 대하여 시각

화 및 분석 단계에서 GIS가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 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을 활용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대상으로 데이

터를 구축하고 분석하였다.

충족도는 시민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충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것은 2018년 이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지침

(MOLIT, 2013)을 우선 적용하여 평가한다. 예를 들어 지침에서는 

인구 1인당 9 의 공원을 공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의 경우 3만 명당 1개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생활 인프라 시설의 충족도를 산정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였다. 

접근성은 거주지역에서 생활 인프라 시설까지의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접근성은 서비스나 시설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충분한 용량의 시설이 제공되었다 하더라

도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이용 시간과 횟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요소인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

다. 기존에 제시된 방법들은 거주지와 목표지역의 직선거리(유클리

드 거리)를 산출하여 접근성을 평가하거나 GIS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동시간과 거리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직선거리를 활용하거

나 GIS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접근성을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 즉 수요자가 

체감하는 접근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

보도, 언덕, 육교 등 여러 현실적인 요소들이 반영된 접근성을 

측정하기 위해 경로안내 API (T-map API)를 활용하여 이동시간을 

산출하였다. 접근성과 충족도의 평가 모델은 Fig. 1과 같다.

Fig. 1. Evaluation Mode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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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고려한 생활 인프라는 초등학교, 공원(근린공원, 

거점공원), 보육시설, 유치원,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이다. 위와 

같이 연구 대상시설을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의 

것들은 다양한 생활 인프라 시설 중 공공성이 강한 것들이다. 공공성

이 강한 생활 인프라 시설은 보통 국가의 재정으로 건설되고 운영되

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시설물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리는 시설물의 위치 및 기본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를 통하여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지역적으

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문헌고찰

2.1 생활인프라의 정의 및 범위

생활 인프라(생활 인프라는 생활 SOC, 기초생활인프라 등 다양

하게 명명된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로 정의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초생활인프

라의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생활 인프라라는 명칭에 

범위가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용어 혼동의 방지를 

위해 ‘생활 인프라’라는 명칭을 사용한다.)에 대한 범위와 정의는 

국가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호주 멜버른에서는 수영장, 

레크리에이션 센터, 주민 회의 공간, 보육시설, 도서관, 노인복지시

설, 장애인복지시설, 공원, 병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을 지역사회 

인프라(Community Infrastructure)로 정의하고, 그것의 공급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City of 

Melbourne, 2014). 우리나라의 생활 인프라는 생활권 규모에 맞는 

규모와 용량을 고려하여 구분되었으며 생활 인프라 범위는 시민 

다수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지, 공공 공급 및 공공의 민간시설 

공급 지원이 필요한지, 생활밀착형의 시설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과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6개 부문 11개 시설로 정의되어 있다(MOLIT, 2013).

2018년 정의된 생활 인프라는 마을 단위 11개 시설, 지역거점 

단위 7개 시설로 구분된다. 마을 단위 시설은 시민이 도보로 접근하

여 이용하는 시설로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복지

시설, 기초의료시설, 생활체육시설, 근린공원, 주거편의시설, 소매

점, 마을주차장 등이 있다. 지역거점 시설은 문화·학습·의료·휴식 

등을 위하여 교통시설을 활용해 접근하여 이용하는 시설로 공공도

서관,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응급실,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거점공원 등이 있다(MOLIT, 2018).

2.2 충족도

생활 인프라가 적정하게 공급되었는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

은 충족도, 즉 용량(capacity)이다. 충족도는 부족함이 없이 서비스

가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로 양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국토교

통부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또한 

인구와 세대수에 비례한 시설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시설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기초생활인

프라의 범위에 속한 시설 중 기본적인 수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Table 1. National Standards for Community Infrastructure (MOLIT, 2013; MOLIT, 2018; MOHW, 2019)

Area
Community

Infrastructure

Minimum Standard

(MOLIT, 2013)

Minimum Standard

(MOLIT, 2018) 

Scale

L M S

Town

(Walk)

Daycare Center
Daycare Center per more than 

500 Households (MOHW, 2019)
5

Kindergarten
Kindergarten per 

2,000 to 3,000 Households
5~10 ○

Elementary

School

Elementary School per 

4,000 to 6,000 Households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21.5

10~15 ○

Small Library

Small Library: 1 place with 

more than 500 households

(Building area over 33 )

10~15 ○

Neighborhood

Park
Park area per person 9  10~15 ○

City

(Vehicle)

Public Library
Local hub Library:

1 place per 30,000 people
10 ○

Base Park Park area per person 9  10 ○

Source: MOLIT(2013), MOLIT(2018). National City Regeneration Basic Policy 

MOHW(2019). Enforcement Rules of Infant and Childca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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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설의 충족도와 

접근성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차용하였으며, 그 기준

은 Table 1과 같다(MOLIT, 2013; MOLIT, 2018; MOHW, 2019).

Hong et al.(2017)은 대구광역시를 기준으로 용량과 규모에 

대한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기준 충족수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특정 연령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세대수 기반의 기준을 

사용인구로 변환하여 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의 충족도를 

측정하였고, 그것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Islam and Aktar(2011)

은 이란의 쿨나 지역에 대한 보건 서비스의 접근성 측정 기준의 

하나로 병원의 환자에 대한 수용용량(전체인구/병원 침대 개수)을 

제시하였다. 수용용량에 따라 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크기

와 그 수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Dadashpoor and Rostami 

(2017)는 공간 형평성 측정에 관한 요소로 Service Capacity Index

를 활용하였다. 그는 시설의 수, 규모(이용요구인구/시설 수) 등의 

조건에 따라 시설에 대한 계수를 정의하였다. 용량과 규모를 고려하

여 지표를 생성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충족도 지표로 해당 시설의 

공급 정도가 정부의 기준에 만족하는가를 평가하였다.

2.3 접근성

용량만을 기준으로 생활 인프라 시설을 공급하면 시설의 활용성

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생활 인프라 시설 계획 시 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침과 함께 시설별로 시민이 도보로 

또는 차량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적정 소요시간을 제시하였다(MOLIT, 

2018). 접근성 측정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버퍼분석

은 시설물을 기준으로 특정 거리를 갖는 점들의 집합으로 생성된 

경계를 기준으로 그 내부에 포함되는 지역은 접근이 양호한 지역으

로 평가하는 방법이며 커버리지 방법과 같은 개념이다(Kim and 

Jun, 2012; Lim et al., 2015; Nam, 2019; Seo and Jun, 2011). 

이러한 방식은 측정이 간편하지만 이동 경로, 장애물과 같은 이동 

제약요소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GIS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 GIS 

네트워크 분석은 도로망을 통해 이동하는 이동 거리를 산출하여 

제공한다(Lotfi and Koohsari, 2009; Lee and Yun, 2018a; Lee 

and Yun, 2018b; Talen, 2001). 버퍼분석이나 직선거리 분석보다 

현실적인 접근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수요집단이 고려된 평가를 위해 거리 기반의 중력모형을 활용한 

연구들도 있다(Lee and Im, 2009; Yoo et al., 2013). 해당 연구들은 

거리를 산출할 때 직선거리와 GIS 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하였다. 

직선거리와 도로망을 모두 활용하여 접근성을 측정한 연구도 존재

한다. Guo et al.(2017)은 홍콩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접근성

에 대한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직선거리 측정, GIS 네트워크 측정 

2가지 방법으로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불평등이 남아있는 것을 입증하였다. Witten et 

al.(2011)은 인구가 가중된 중심지를 생성하여 도로망을 따라 800 

m의 버퍼를 생성하여 범위 내 시설 수 등을 고려하여 목적지 

점수를 제안하여 접근성을 평가하였다. 경로안내 API를 활용한 

현실성 있는 연구 결과를 제공한 사례(Wang and Xu, 2011)도 

보고되었다. Ha and Lee(2017)은 경로안내 API를 활용하여 대중

교통 접근성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시설기준으로 접근성을 산출하

였기 때문에 거주지 고려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Haitao et al.(2019)

는 경로안내 API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접근성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설문조사, 이용빈도, 교통수단, 접근시간 등을 고려하

여 접근성 패턴을 산정하여 접근성을 분석한 연구(Park and Kim, 

2016)와 UNA (Urban Network Analysis)를 활용하여 매개중심

성, 연결정도, 근접중심성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평한 연구(Park 

and Lee, 2015)도 있다.

2.4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생활 인프라의 공급현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두 가지 요소(충

족도와 접근성)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접근성과 같이 단편적인 평가요소에 초점을 맞추

고 있어 종합적인 공급현황을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 시설을 1:1로 매칭하여 

도보 시간 및 차량 이동시간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접근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규모와 용량이 생활권 기준을 만족하더

라고 생활권 내에 생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낙후된 소외지

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생활 인프라 사용에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접근성을 측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

는 접근시간을 기준으로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하였다. 

셋째, 접근성 기준에 모두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의 규모와 

용량이 생활권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면 생활 인프라 시설 활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접근성 분석과 함께 기준에 맞는 

충족수준과 현황을 파악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생활 인프라 평가방법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대상

은 공공성이 높은 다수의 시설로 최종 분석 결과를 GIS 환경에서 

시각화하였다. 

3. 데이터

생활 인프라 공급현황 분석을 위하여 연구의 대상 지역인 인천광

역시 연수구의 공간데이터와 인구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인천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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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수구에 속해있는 14개의 행정동(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선학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옥련1동, 옥련2동, 청학동)의 생활 인프라 시설과 주거지

역(Residence Block, RB)을 GIS 환경의 공간데이터로 생성하였

다. 행정동 데이터와 거주지역 공간데이터는 인구조사 데이터인 

집계구 데이터를 가공하여 생성하였다.

데이터 생성 결과 연수구의 주거지역은 616개로 집계되었다. 

공간데이터인 RB와 블록별 인구 데이터를 연결하여 각 RB가 

인구 정보를 갖도록 하였다. RB는 접근성 표현과 거리 산출을 

위하여 두 가지 데이터 형식(포인트(Point), 폴리곤(Polygon))으로 

생성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생활 인프라 시설은 도보로 접근하여 

활용하는 시설인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작은도서관, 근린공

원, 그리고 차량으로 접근하여 활용하는 시설인 거점공원(10 

이상), 거점도서관이다. 생활 인프라의 공간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연수구의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획득하여 데이터

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유치원은 유치원 알리미(Child School 

Information, 2020)를 통해 현재 연수구에서 운영 중인 유치원의 

공간정보를 획득하였다. 초등학교는 네이버 지도(Naver Map, 

2020)를 통해 공간정보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활용된 데이터의 

출처와 형태는 Table 2와 같으며 GIS에 생성된 공간데이터는 

Fig. 2와 같다.

4. 충족도 평가

충족도 평가를 위하여 생활권 규모를 행정동 기준으로 분류하였

다. 생활권 규모는 인구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대형 생활권은 인구 

5만 명 이상, 중형 생활권은 2~3만 명, 소형 생활권은 1만 명 

기준이다. 연수구의 행정동을 생활권 규모로 구분한 결과 대형 

생활권은 송도3동, 소형 생활권은 동춘2동, 동춘3동, 송도4동, 연수

3동, 선학동이며 이외의 행정동은 모두 중형 생활권으로 분류되었

다.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생활 인프라 시설 중 국토교통부의 

이전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시설은 근린공원, 거점공원, 

유치원, 초등학교, 공공체육시설, 작은도서관, 도서관이다. 보육시

설은 보건복지부(MOHW, 2019)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하였

다. 행정동의 생활권 규모별로 제시된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행정동

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작은도서관, 근린공원, 거점공원, 

공공도서관의 필요 공급량과 실제 각 행정동에 공급된 시설의 

수를 비교하여 공급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작은도서관에 적용된 국가적 최저기준은 500가구 당 1개소이다. 

분석 결과 작은도서관은 정부의 기준보다 생활권 범위와 구 단위 

모두 매우 큰 격차로 덜 공급된 상태이며 지역 간 격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의 경우 제시된 기준은 1인당 공원면적 9 이다. 기준에 

만족하는 행정동은 송도1동, 송도2동이 있다.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거점공원인 달빛축제공원, 해돋이공원, 미추홀공원은 송도1동에 

위치하여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1인당 공원면적이 매우 높게 

산출되었다. 송도2동에는 센트럴파크가 있다. 거점공원의 경우 

차량 이동시간의 접근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면적이 매우 큰 

범위형 시설이기 때문에 충족도 평가만으로 시설의 공급 부적절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인구 3만 명당 1개소 즉, 중형 생활권 이상부

터 공급된다. 그러나 인천 연수구의 경우 대부분이 중형 생활권이지

만 공공도서관은 기준에 맞게 공급되어 있지 않다. 소형 생활권인 

동춘3동, 연수3동, 선학동에는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송도 2동에는 

공공도서관이 2개소 공급되어 있다. 공공도서관의 규모가 타 시설

보다 크기 때문에 인구 밀집 지역에 공급 및 증설하기가 어려우며 

Table 2. Data Sources and Type  

Class Sources Data Type (GIS)

Daycare Center Pre-publication information Point

Kindergarten Child School Info Point

Elementary School Naver Map Point

Library Pre-publication information Point

Park Pre-publication information Polygon

Base Park Pre-publication information Polygon

Public Library Pre-publication information Point

Administration Census of Population Data Polygon

Resident Block, RB Census of Population Data Point, Polygon

(a) Daycare Center - point (b) Park - polygon

(c) RB - Polygon (d) Administration Border-polygon

Fig. 2. Shape Data on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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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용과 같은 여러 공급 방해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아울러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는 세대수 기반으로 공급이 되지만 

특정 연령대만이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생활권 규모에 맞는 공급과 

동시에 접근성이 고려된 기준을 적용하여 공급현황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접근성 평가

경로안내 API를 활용하여 모든 RB에서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

학교, 작은도서관, 근린공원, 거점공원, 공공도서관까지의 접근시

간을 각각 산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RB는 7개의 시설에 

대한 각각의 이동거리와 이동시간 데이터를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

는 Yhee et al.(2020)의 방법을 차용하여 인프라 시설 접근성 

지수(Accessibility Index, AI)를 지정된 구역(본 연구에서는 행정

동 기준)의 인구가 반영된 접근시간 가중평균값으로 정의하였다

(Eq. (1)). 

 


×min
 (1)

여기서 는 동의 인구가 가중된 접근시간 평균, 는 동의 

상주인구, 는 동에 속한 RB 의 상주인구, min은 RB 에서 

인프라 시설까지의 이동시간(단위: 분)이다. 의 단위는 시간(분)

으로 어느 한 동의 특정 생활인프라시설(예: 공원)에 대한 소요시간 

기댓값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O동의 공원에 대한 가 

10분으로 산출되었다면 OO동에 거주하는 시민은 평균적으로 10

분을 걸어가야 근접한 공원에 다다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산출된 

행정동별 접근성 지수는 Table 4와 같다.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작은도서관은 보행 접근시간을 

사용하였고, 거점공원과 공공도서관은 차량으로 접근하는 시간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수구의 동춘1동은 보육시설과 작은도서관의 

접근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춘2동의 작은도서관의 접근

성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도3동은 공공도서관의 접근성

이 미흡하며 다른 지역의 접근시간과 그 차이가 크다. 옥련1동, 

옥련2동의 거점공원 접근성 또한 다른 행정동에 비해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근린공원의 경우 연수구의 모든 행정동과 거주지에서 

접근시간이 국토교통부 지침인 기준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종합 평가

충족도와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생활권 규모별, 즉 

행정동별 생활 인프라 공급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GIS의 

공간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지도를 생성하였다. 충족도와 

접근성 기준에 적합한가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 행정동의 충족도와 

접근성 기준을 만족하면 A, 그렇지 못하면 B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Table 3. Data Sources and Type

Community Scale
Daycare Center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Library

Neighbor

hood Park

(per person)

Park

(per person)
Public Library

Status Standard Status Standard Status Standard Status Standard Status Standard Status Standard Status Standard

Dongchun1 M 8 17.6 3 2.9 2 1.5 - 18 2 9 0 9 0 1

Dongchun2 S 20 13.2 2 2.2 2 1.1 - 13 1 9 0 9 0 -

Dongchun3 S 16 12.6 4 2.1 2 1.0 2 13 1 9 0 9 1 -

Songdo1 M 37 21.7 3 3.6 3 1.8 5 22 103 9 101 9 2 1

Songdo2 M 27 23.4 3 3.9 3 1.9 9 23 10 9 10 9 1 1

Songdo3 L 24 33.5 4 5.6 3 2.8 5 34 7 9 0 9 0 1

Songdo4 S 15 10.5 5 1.7 3 0.9 2 10 7 9 4 9 0 -

Yeonsu1 M 19 15.5 3 2.6 2 1.3 2 16 2 9 0 9 0 1

Yeonsu2 M 17 14.9 3 2.5 1 1.2 3 15 3 9 0 9 0 1

Yeonsu3 S 18 12.4 4 2.1 2 1.0 4 12 8 9 6 9 1 -

Ongnyeon1 M 18 13.9 4 2.3 3 1.2 1 14 1 9 0 9 0 1

Ongnyeon2 M 20 15.2 2 2.5 1 1.3 2 15 0 9 0 9 0 1

Seonhak S 10 12.3 2 2 1 1.0 1 12 2 9 0 9 1 -

Cheonghak M 12 18.4 3 3.1 1 1.5 3 18 3 9 0 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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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였다. 생성된 데이터 테이블을 GIS 환경에서 만들어진 인천

광역시 연수구의 폴리곤 데이터에 입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AA, 

AB, BA, BB의 네 가지 범례로 구분하여 각 행정동의 생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충족도와 접근성 기준의 부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도를 생성하였다(Figs. 3 and 4).

근린공원의 경우 거점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송도1동, 송도2동, 

논현1동, 논현2동을 제외한 모든 행정동에서 공급 상태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린공원에 대한 접근성은 

모두 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근린공원에 대한 

접근성은 모든 생활권 지역에서 보장되나 그 용량이 부족하여 

활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정된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생활권 규모의 양적인 공급기준을 가지고 

Table 4. Community Infrastructure Facilities Accessibility Index

Region Daycare Center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Library Neighbor hood Park base Park Public Library

Dongchun1 11.0 8.2 12.6 15.3 9.8 8.4 5.4

Dongchun2 2.9 5.5 5.3 17.4 3.0 7.2 5.7

Dongchun3 1.9 3.6 5.5 11.1 3.3 3.6 4.3

Songdo1 2.7 7.0 7.0 7.6 3.8 3.6 4.4

Songdo2 2.7 6.6 6.1 4.1 4.4 4.8 5.7

Songdo3 2.5 7.0 7.6 6.1 4.8 6.2 12.1

Songdo4 1.8 5.5 5.7 7.1 5.2 5.2 6.1

Yeonsu1 4.1 4.8 7.0 5.6 3.3 4.4 5.1

Yeonsu2 3.4 4.0 6.2 5.4 3.3 5.2 4.3

Yeonsu3 3.4 5.2 6.0 5.1 4.7 2.3 3.1

Ongnyeon1 2.9 5.9 5.8 6.8 4.2 15.9 5.5

Ongnyeon2 2.9 7.8 7.7 5.9 6.3 16.9 7.2

Seonhak 4.5 9.4 9.0 10.4 4.3 6.5 2.4

Cheonghak 3.2 6.9 8.8 6.3 3.1 9.0 3.5

※ Unit : minute

(a) Daycare Center (b) Kindergarten (c) Elementary School

(d) Library (e) Neighborhood Park (f) Legend

Fig. 3. Capacity and Accessibility Evaluation Map – Walk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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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에 대한 공급 및 증설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보행 이동시간이 접근성 기준인 시설을 살펴보면 작은도서관과 

근린공원의 공급 부족 상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작은도서

관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동춘1동, 동춘2동은 접근성 기준에 만족하지 못했다. 근린공원의 

경우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경우, 광역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족기준을 

전 지역에서 만족하지 못했다. 최저기준과 공급현황의 격차도 매우 

크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공급계획 시, 먼저 작은도서관에 대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대부분이 

충족수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행정동 중 대부분이 접근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치원, 보육시설, 초등

학교는 특정한 연령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충족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행정동 거주 시민의 연령층을 확인하여 

공급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량 이동시간이 접근성 기준인 시설을 살펴보면 거점공원의 

공급 부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거점공원의 경우 충족수준 기준

에 만족하지 못하는 행정동이 근린공원의 경우보다 증가하였다. 

이는 거점공원 외의 다른 근린공원이 제외된 분석 결과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거점공원의 경우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차량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생활권 범위 내에 존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접근시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옥련1동, 옥련2동에 근접한 지역에 대한 

거점공원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접근성

은 송도3동을 제외한 모든 행정동에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송도3동의 경우 접근성과 충족수준 기준을 둘 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증설 계획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지역이다. 공공도서관은 중형 생활권에서 인구 3만 명당 1개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생활 인프라 공급현황 분석방법은 접근성과 

충족도를 활용하여 공급현황을 ‘양과 질’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접근성은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이 생활 인프라 시설을 활용할 때 해당 시설까지 접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경로안내 API를 활용하여 

현실성 있는 이동시간을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접근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모두가 접근성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생활 인프라 시설의 용량이 부족하면 시설 

활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생활권 규모와 시민의 수를 

기준으로 한 충족도를 활용하여 접근성만으로 측정한 분석방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맹점을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를 대상으로 생활 인프라 공급현황을 평가하였다. 행정동을 단위로 

충족도와 접근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GIS 환경에서 지도로 

표현하였다. GIS 지도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권과 그 생활권

이 어떤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생성되었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첫째, 접근성 

지수를 활용하여 생활 인프라 공급현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접근성 지수는 인구 가중평균값이며 최소단위인 RB부

터 동, 구, 넓게는 시 단위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생활 

인프라 소외지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접근성에 대한 소외지

역은 각 RB에는 최단 거리의 생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최소단위인 RB를 통하여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외지역이 명확하게 도출된다. 충족도 기준은 지정된 범위

(본 연구에서는 행정동)에 적정 서비스와 시설 공급 여부가 인구수, 

세대수 기준으로 파악 가능하여 접근성뿐만 아니라 충족도 기준의 

생활 인프라 소외지역도 규모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연구의 결과와 방법론을 활용한다면 향후 지역사회의 

생활 인프라 계획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a) Park (b) Public Library (c) Legend

Fig. 4. Capacity and Accessibility Evaluation Map – Vehicl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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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충족도와 

접근성에 대한 기준을 활용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하였

다. 그러나 충족도에 대한 기준과 접근성에 대한 기준이 명시된 

생활 인프라 시설물의 종류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활용한 보육시설의 경우와 같이 

생활 인프라 시설물에 적용되는 용량에 대한 기준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접근성 산출 시 연구의 범위 내에 있는 

생활 인프라 시설물만 고려되어 지역 경계를 벗어난 지역에 존재하

는 최근접 시설물이 고려되지 않았다. 향후 인천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이런 맹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공급현황 분석 결과를 행정동 단위로 제시하였다. 

행정적으로 나눈 구역을 단위로 했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 있어 

간과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경우 공공시설의 투자 

주체(시, 구, 동)에 따라 결과 해석 단위를 구분한다면 좀 더 현실적

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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