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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도시공원은 도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재이다. 공원계획 수립시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공정하게 도시공원 이용이 이루

어지 공정하게 분포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형평성과 다양성 원칙에 따라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기법 또한 정교해지고 있다. 하지

만 공원을 이용하는 주체인 거주민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필지에 대한 인

구 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도시공원 이용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 수를 실제 거주하는

인구수가 아닌 동일한 규모(같은 크기의 격자), 우편번호, 행정구역 등으로 일정하게 분류하고

인구수를 분석함으로써 실 거주민 수를 적용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거주민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를 법정 유치거리와 주소별 주민등록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

평가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났던 거주민 분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

을 두어, 각 주소별로 등록된 거주민 주민등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수를 적

용하고 근린공원 분포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도시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곳의 객관적 기준 마련

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근린공원의 유치거리 내 면적, 일인당 근린공원 면적, 유치거리

내·외 거주민 수 분석을 위하여 GIS ArcMap 9.3(ESRI) 분석기법 중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

으며 주소별 주민등록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근린공원 이용권)을 분

석한 뒤 주거지역 중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을 도출하였다. 그 후 일인당 근린공원 면적, 유

치거리 내 거주민 수와 유치거리 외 거주민 수는 주소별 주민등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이와 같은 분석 기법을 이용해 도보로 근린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와 도보권 범위 밖에

거주하여 공원 이용이 비교적 어려운 인구 등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도출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역 면적 중 31.23%의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이 도출되었다. 달서구의 이용

권 비율(46.71%)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북구(43.74%), 수성구(40.62%), 중구(35.11%), 서

구(34.86%), 동구(22.34%), 남구(9.30%), 달성군(9.14%) 순으로 나타났다. 달성군에서 제일 작

은 유치거리 내 면적이 도출되었다.

둘째, 각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밀집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실시한 일인당 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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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조성된 근린공원(81개소) 각각 도출되었다. 81개소의 근린공원 중 일인당 근린공원 면

적이 1㎡에도 못 미치는 공원은 21개소, 1∼2㎡는 15개소 2∼3㎡는 4개소, 3∼4㎡는 7개소, 4

∼5㎡는 4개소, 5∼6㎡는 2개소, 6㎡ 이상은 28개소로 대부분의 공원에서 높은 인구 수용력이

나타났다.

셋째, 대구광역시 인구 개개인의 주민등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에 거주

하는 인구, 외에 거주하는 인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구광역시 인구의 43.03%만이 근린공

원 유치거리 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자치구·군 중 유치거리 내 면적 안에 거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달서구(52.91%)로 가장 높았으며 북구(52.68%), 수성구(50.93%), 달성군(37.25%),

서구(31.86%), 중구(30.85%), 동구(28.93%), 남구(13.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근린공원 분포의 문제점 및 도보로 이용이 어려운 인구 등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주거지역 중 유치거리 내 면적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약 30%의 비율을 보였

다. 대부분의 근린공원에서 높은 인구밀도를 보였는데, 공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시설물 파괴, 자연자원 훼손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공원 유지·관리

에 어려움이 생긴다.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거주하는 인구는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반 이상의 인구가 도보로 근린공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다. 자치구·군별로 비교하였을 시 유치거리 내 면적 및 인구 분석에서 달서구, 북구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공원 분포, 이용 인구 등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조차 절반 내지 그 이하

의 면적과 인구만이 공원 이용에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계획 시 예산부족, 이해관계 부족, 타 정책 우선순위 등의 이유로 도시계획에서 공

원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미조성 공원 또한 장기간 방치되어 ‘공원일몰제’에 의해 용도가 해제

되기도 한다. 이처럼 도시공간에서의 공원부족은 심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곳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공원조성계획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

구는 주거지역 중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이 미흡한 곳, 근린공원 유치거리 외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곳을 도출하여 공원 조성 정책과정에서 공간의사결정에 객관적 근거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주요어: 도시공원, 근린공원 유치거리, 접근성, 형평성, 주민등록 데이터, 네트워크 분석

■ 학  번: 2011-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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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대 도시에서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는 도시 내에서 자연과 오락의 장을 공급하고 인공

및 자연재해에 대한피난처를 제공하며 도시미화, 생태계 기능, 도시건강성 유지의 역할을담당한

다(안동만 등, 1991). 오픈스페이스는 공공에게 개방된 개발되지 않은 땅, 수공간, 숲, 공원, 습지

등으로 구분(Neelam et al., 2009) 할 수 있는데, 도시 안에서 자연환경을 접할 기회가 줄어든 만

큼 오픈스페이스를 이용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회복의 좋은 기회이다(Thwaiter et al., 2005;

Van den Berg et al., 2007; Nordh et al., 2011). 이중 도시공원은 대표적 도시오픈스페이스로써

누구에게나 접근이 용이한 공간이고, 도시민에게 다양하고 긍정적 기능을 제공하는 도시계획시설

(신지영, 2010) 이며 도시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재(公共財)이다(Walker, 2004; Chiesura, 2004; 신지영,

2010).

공원계획 수립시 법정계획인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공

정하게 도시공원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형평성(衡平性)과 다양성(多樣性) 원칙에 맞게 계획해야

한다(국토해양부, 2010).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들이 인구 대비 공원면적의 양적인 측면에서 기

준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명목적으로 공원의 합을 충족하기보다, 일상에서 거주민이 쉽게 이

용할 수 있는 도보권 내 공원이 충족되어야 하고 일상에서의 공원이용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형평성과 다양성 원칙에 따라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기법 또한 정교해지고 있다. 하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주체인 거주민

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필지에 대한 인구 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

지 않아 도시공원 이용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 수를 실제 거주하는 인구수가 아닌 동일한 규모

(같은 크기의 격자), 우편번호, 행정구역 등으로 일정하게 분류하고 인구수를 분석함으로써 실

거주민 수를 적용하지 못했다. 즉, 일정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수를 연구자가 임의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도시공원의 접근성, 서비스, 이용 만족도, 형평성 등을 키워드로 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연구가 이용자 입장에서 도시공원의 편리하고 공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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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거주민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를 법정 유치거

리와 주소별 주민등록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평가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났던 거주민 분

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어, 각 주소별로 등록된 거주민 주민등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수를 적용한다.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일인당 근

린공원 면적,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외 인구 등을 분석하여 근린공원 분포의 문제점 도출하고

도시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곳의 객관적 기준 마련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흐름

전반적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진행한다. 도시공원 입지, 도보권 이용 가능 인구 등을 문

제 삼아 도시공원의 배치, 확보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본 연구

와의 차이점, 중요성 등을 도출한다. 분석 방법은 크게 1)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2) 일인

당 근린공원 면적, 3)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외 인구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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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분류 내 용

생활권

공원

․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공원

․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주제

공원

․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

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

치하는 공원

․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

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를 필자가 표로 재구성

표 1. 도시공원 구분

II. 이론적 고찰

1. 도시공원의 이론적 고찰

1.1. 도시공원 정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는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공원은 도시민에게 자연환경, 교류의 장, 여가 및 휴식

공간 등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제공하며 도시민에게 필수조건으로 변화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기능과 주제에 따라 생활권 공원, 주제공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

례로 정하는 공원으로 구성된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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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공원 가치 및 기능

Walker(2004)는 과거 도시공원은 주로 물리적, 미적 가치로 인식되어 왔지만 현대는 레크

레이션 장소, 시민의 시각적 자산의 가치로도 인식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도시공원에 대한 인식

은 나날이 변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이 주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법

정 정의와 같이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 보호와 같은 환경적 가치와 시민에게 건강, 휴양, 정

서생활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환경적 가치측면에서 볼 때, 도시공원 내 수목은 미기후 조절, 포장면의 열 흡수, 탄소 흡수

등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환경조절 역할을 하고 있다(Millward and Sabir, 2011). 이처럼

도시공원은 열섬현상을 완화시켜주는 냉섬 역할을 하는데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에 냉각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를 저감시켜준다. 도시공원 냉섬 효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시공원의 형태,

크기, 수종, 포장 등에 따라 얼마나 큰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Chang et al., 2007; Cao et al., 2010). 또한 도시열섬현상의 가장 큰 요인인 탄소 저감의 중요

성을 인식하여 안광호 등(2011)은 도시공원 내 수목의 탄소저감량과 시설에 의한 탄소배출량

의 차이를 구하여 탄소 순흡수량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도시공원은 대기환경, 도시경

관 개선, 미적가치 향상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림 2. 도시공원 가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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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측면에서 도시공원은 치밀한 도시공간 안에 도시민에게 녹지환경, 레크레이션 장, 만남

의 장, 교육의 장, 안전·보호의 장, 경관미, 운동 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 인구가 도시 내에 거주하면서 도시공원은 가장 보편적이

고 편리한 레크레이션 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도시공원 부족과 불균등한 입지로 인해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누릴 레크레이션 기능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Oguz, 2000). 이용자 입장에서 도

시공원의 매력 및 만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주로 편리한 접근, 산책 및

운동 장소, 휴식, 자연경관 감상, 활동적 행동장소, 만남의 장소, 스트레스 해소 등의 만족을 보

였다(하영철 등, 1999; 문창현, 2001; 주신하, 2008; 김우혁 등, 2010).

이처럼, 도시공원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으며 도시환경개선과 도

시민의 이용 측면에서, 도시 내 공정하고 적절한 분포는 도시 및 도시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1.3. 도시공원 배치 및 확보기준

주변 이용권, 이용형태, 인구규모 및 인구 배분계획, 공원 수요분석에 따라 공원의 위치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도시의 공간적 다양성과 계층간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불특정 다수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 기준을 적용하여 공원이 입지해야 한다(국토해양부, 2010). 형평

성 기준은 모든 사람이 도시공원을 도시기반시설로써 평등하게 사용함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공

공시설의 평등한 사용이 요구되고 있고 입지 최적화를 위한 의사결정 모형(Decision Model) 또

한 필요시 되고 있다(Mumphreys et al., 1971; McAllister, 1976; Savas, 1978). 이에 우리나라

도시공원 배치는 성격에 따라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를 정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표 2).

이처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유형구분에 따른 도시공원 배치는 C.A. Perry의 ‘근린

주구이론’의 체계적 배치구조와 법정 기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

조 별표 3)에 근거하고 있다(경기개발연구원, 2009). C.A. Perry의 ‘근린주구이론’ 이후에

Farr(2008)는 지속가능한 근린주구 단위를 소개하였는데 이는,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 안에

서의 공공시설 배치를 보여준다(그림 3). 도시의 중요 공공시설인 도시공원 또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유치거리 안에 공정하게 분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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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생활권

공원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250m이하 1,500㎡이상

근

린

공

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제한 없음 500m이하 10,000㎡이상

도보권

근린공원
제한 없음

1,000m

이하
30,000㎡이상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000㎡이상

광역권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0,000㎡

이상

주제

공원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접하고 있어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제한 없음 100,000㎡이상

체육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00㎡이상

특별시·광역시또는도의

조례가정하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을 필자가 표로 재구성

표 2. 도시공원 설치 및 규모기준

또한, 도시공원 확보기준은 일인당 6㎡ 이상(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서는 3㎡ 이상) 외에 개발계획 시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이 다르다(표 3).

그림 3. 지속가능한 근린주구 단위
자료: Farr(2008) p.126. Figure 7-3.을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



- 7 -

기준

개발계획
개발 규모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1만㎡∼

30만㎡
상주인구 일인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30만㎡∼

100만㎡
상주인구 일인당 6㎡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100만㎡ 이상 상주인구 일인당 9㎡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10만㎡ 이상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5만㎡ 이상 1세대당 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전체계획구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10만㎡ ∼

30만㎡
상주인구 일인당 6㎡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30만㎡ ∼

100만㎡
상주인구 일인당 7㎡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 이상 중 큰 면적

100만㎡ ∼

330만㎡
상주인구 일인당 9㎡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 이상 중 큰 면적

330만㎡ 이상 상주인구 일인당 1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 이상 중 큰 면적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사업계획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상주인구 일인당 3㎡ 이상

전체계획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상주인구 일인당 3㎡ 이상

전체계획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

법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개발계획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상주인구 1명당 3㎡ 이상

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를 필자가 재정리

표 3.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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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공원 입지에 대한 고찰 및 연구 동향

2.1. 도시공원 입지

도시 삶에서 방범, 소방, 물 공급, 위생, 폐기물처리, 대중교통시설 등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공서비스이다. 또 다른 공공서비스로써 포장도로, 조명, 공원, 레크레이션시설, 도서관 등은 인

간의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풍요로운지를 나타내주는 척도로 평가되고 있다(Lineberry and

Welch, 1974; Beler, 1997). 대규모 도시일수록 공공시설의 공평한 서비스 제공은 매우 중요한

데, 특히 도시공원은 확고하고 중요한 도시 서비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Beler, 1997). 하지

만 도시공원 부족 및 불균형 분포로 비교적 쉽게 이용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다. 도시공원의

법정 유치거리 안에 일인당 공원면적이 법정기준(일인당 6㎡ 이상(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는 3㎡ 이상)) 이상이면 각 도시공원 서비스 이용권은 이용자에게 충족함

을 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충족함을 의미한다.

도시공원으로의 접근성, 형평성 등을 키워드로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시공

원의 분포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도시공원으로의 접근성 분석을 통해, 특정 공간에서

도시공원이 공간적으로 형평성 있게 분포하는 가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2.2. 도시공원 접근성

접근성은 인문지리학에서 공간적 현상 다양성 표현에 자주 사용되는 어휘이며 도시지리학

에서는 도시 성장을 설명할 때 편익시설의 위치 및 기능성 문제와 토지이용배치에 관한 문제에

자주 사용되는 의미로서, 두 지점간의 근접 측정을 포함하여 도달되는 정도를 나타낸다(안동만

등, 1991). 이 외에도 이용자의 입장과 서비스 시설의 입장에서 접근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용

자 입장에서 서비스 시설 위치가 적절한지에 따라 접근성 개념을, 서비스 시설 위치를 기준으

로 이용자의 이용 용이성에 따라 접근기회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Bach, 1981).

일반적으로 접근성은 물리적 접근성, 사회적 접근성, 시각적 접근성의 세 가지 유형

(Franics, 1989; 임승빈과 허윤정, 1995)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물리적 접근성이 가장

많이 연구, 이용되고 있다. 어느 시설 입지와 토지이용 등의 공간분포 현상과, 그러한 공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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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측정지표 내 용

수요에 대한

공급지점 특징

중심점
(central point)

모든 거리의 합을 최소화 하는 지점

중앙점
(median point)

직선거리의 합을 최소화 하는 지점

산술평균 중심점
(arithmetic mean point)

모든 거리 제곱의 합을 최소화 하는 지점

시설 중심의 잠재적 지점
(facility-oriented point of)

potential)
시설 이용이 최대화 되는 지점

제약된 방사상 지점
(constrained radial point)

최대 허용가능 거리 내 서비스 이용자수가 최대가 되는 지점

공급에 대한

수요지점 특징

이용자 중심의 잠재적 지점
(user-oriented point of

potential)
수요지점 합에 대해 접근기회가 최대가 되는 지점

이용자 중심의 동등한잠재 지점
(user-oriented point of
equalized potential)

이용자의 수요지점에 대한 접근기회가 동일하게 되는 지점

중앙점
(center point)

공급지점과 수요지점사이의 최대거리를 최소화 하는 지점

방사상 지점
(radial point)

이용자가 최대 허용거리 내 도달할 수 있는 지점

자료: Bach(1981), 김정규(2011)를 토대로 필자가 재작성

표 4. Bach가 제시한 접근성 측정 지표

연결시키는 교통체계를 설명하는데 쓰이며 이들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수행의 기회성이나 잠

재성 또는 편리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개념으로도 사용된다(임승빈과 허윤정, 1995). 이처럼 학

자와 학문분야에 따라 접근성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접근성을 측정하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Talen and Anselin(1998)은 4가지 접근성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컨테이너

(container) 모형은 인구조사 표준지역, 선거구, 행정구역 등의 특정 범위 안에 포함되는 시설

수로 접근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컨테이너 모형 = ∀j ∈ I 단,

I = 특정 범위

Σ Sj j = 시설
j

Sj = 시설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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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정 의

컨테이너 모형
(Container)

특정한 단위 안에 포함되는 시설 개소(예: 인구조사 표준지역)

커버리지 모형
(Coverage)

특정한 곳에서부터 주어진 거리 안에 포함되는 시설 개소

최소 거리 모형
(Minimum distance)

특정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 사이의 거리

이동비용 모형
(Travel cost)

특정한 곳과 모든 시설들 사이의 평균 거리

중력 모형
(Gravity)

모든 시설의 합(면적 가중치부여)에서 저항값을 고려한 거리로 나눈 값

자료: Talen(2003) p. 183. Table 1을 필자가 재작성

표 5. Talen이 제시한 접근성 측정 방법

두 번째 최소 거리(minimum distance) 모형은 특정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 사이의 거

리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최소거리 모형 =

i = 주거지역

min dij 단, d = 거리

j = 시설

세 번째 이동비용(travel cost) 모형은 특정한 곳과 모든 시설들 사이의 평균 거리를 나타내

는 방법이다.

이동비용 모형 = dij 단,

i = 주거지역
j = 시설Σ N d = 거리

j
N = 모든 시설의 합

네 번째 중력(gravity) 모형은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점수로 나타나는데, 시설의 크

기나 거리에 적용되는 마찰에 의해 저항값을 고려한다.

중력 모형 Zi =
Sj

단,

Sj = 시설의 크기 또는 개수
d = 거리

Σ i = 특정 지역
dα

ijj j = 시설
α = 저항값

후에 Talen(2003)은 보행자(자전거 이용 포함) 입장과 수요 인구에 따른 시설로의 접근성을

강조하며 접근성 평가방법에 커버리지(coverage) 모형을 추가하여 총 5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한

다(표 5). 커버리지 모형은 특정한 곳에서 주어진 거리 안에 포함되는 시설의 합으로 나타낸다.

이처럼 다양한 접근성 측정 방법을 도시공원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공원의 공정한

분포 및 입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도 위 5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도시공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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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측정 지표 내 용

안동만 등
(1991)

최소거리

서울 및 수도권 5개 도시를 선정하고 주거지에서 오픈스페이스까지 직

선거리를 이용한 접근성 분석. 서울은 직선거리 700m 이내에 오픈스페

이스가 위치하는 지역이 전체면적의 9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승빈과 허윤정
(1995)

가시거리

시각적 접근성 측정 모델 제시. 10개의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관찰,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비교분석. 시각적으로 녹지의 양이 많으면 만족도 또한

높아지며 도시녹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시각의 질도 중요함을 시사함

허미선과 진양교
(1996)

이동비용,

소요시간, 저항력

설문조사 및 GIS 네트워크 모듈을 이용하여 가상이용접근권 도출. 공원

으로 가는 시간, 접근거리 외에도 방향 바꾸기 지표의 가능성을 확인하

였고 법정 유치거리보다 700m 또는 800m의 접근거리를 제시

Talen and
Anselin
(1998)

컨테이너,

최소거리,

이동비용, 중력모형

오클라마호마주 털사를 대상으로 컨테이너, 최소거리, 이동비용, 중력모

형을 적용해 어린이 놀이터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위치와 접근성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성이 다르게 나타남

Pasaogullari
and Doratli

(2004)
설문조사

키프로스 공화국 파마구스타를 대상으로 공공공간으로의 접근성,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접근성을 평가함. 설문대상자의 50%이상이 접근

하는데 15분 이상 걸리며 공간분포의 부적절함 도출

성현찬과 신지영
(2005)

유치권,

설문조사

철도, 6차선 이상의 도로, 하천을 접근제한요소로 설정하고 거주민을 대

상으로 공원의 접근이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접근 제

약을 받는 곳에 사는 사람이 공원을 이용할 확률이 3.8%라는 결과 도출

Pearce et al.
(2006)

이동비용
GIS를 이용해 이동비용 모형을 적용한 접근성을 분석. 각 매시블럭 중앙 인구에

서 시설 유형별로의 거리 계산. 접근이 용이한 지역, 용이하지 않은 지역 도출

Comber et al.
(2008)

이동비용

영국 레스터를 대상으로 인종·종교별 도시녹지로의 접근성 분석. 우편

번호를 적용하여 인구 중심점을 설정한 뒤 녹지공간 접근지점과의 거

리를 계산함. 인도인, 힌두교, 시크교 사람들의 접근 제한 도출

임유라 등
(2009)

반경접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녹지와 도시공원 접근성을 분석함. GIS 버

퍼분석을 활용하여 공원 서비스권 설정. 서비스권 안에 포함되는 주거

지역 면적을 구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공원 접근성 차이 도출

Lotfi and
Koohsari
(2009)

최소거리

이란 테헤란을 대상으로 공공공간으로의 접근성 측정. 퍼지이론을 적용

한 GIS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 거주인구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공

공공간이 적을수록 높은 접근성, 많을수록 낮은 접근성 도출

김정규(2011) 공간구문론

공간구문론을 이용하여 접근성의 객관적, 주관적 지표설정 및 상관관계분석

실시. 설문조사,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 그 결과, 안전성, 보행장애,

공간인식의 접근환경을 매개로 하여 접근성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도출

서현진과 전병운
(2011)

커버리지,

최소거리

커버리지 분석을 통해 공원수를 파악하고 최소거리비용을 이용하여 도시

공원 접근성 분석. 환경정의 관점에서 접근성과 환경적 공평성 등의 관계

를 분석하여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공원이용의 불공정성 시사

표 6. 도시공원·녹지 등 접근성 선행연구

근을 측정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공원 배치에 있어 접근에 방해되는 요인,

이용권내 인구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원을 입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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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공원 형평성

도시공원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공공재는 공간적 분포 특성을 가지며, 일정 서

비스 반경으로 위치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공재의 형평성을 지도화 과정을 통해 분석·연구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Talen(1998)은 형평성의 지도화 과정을 제안하였다(그림 4).

그림 4. 형평성의 지도화 과정

자료: Talen(1998) p.26. Figure 1.을 필자가 재구성

도시공원 이용권 안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하고

성별, 연령, 경제소득, 학력 등에 상관없이 쉽게 공원이용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형평성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척도를 사용하여 특정 서비스의 현재 공급 수준과 형평성 기준에 의해

필요한 수요 수준을 측정하고 그 차이를 적절한 형태의 값으로 요약함으로써 그 결과를 형평성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조대헌, 2004).

McAllister(1976)와 Bach(1980)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적용한 공공시설 입지의 중요성을 강

조하며 입지를 분석하였고 국내에서도 도시공원 입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도시공원 분포

적정성, 불균형, 형평성 등의 키워드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오규식과 정승현, 2005;

정성관과 이우성, 2008; 신지영, 2009; 이동현과 이경주, 2010; 김형준 등, 2011; 성현찬과 이

양주, 2012; 이우성과 정성관, 2012). 이러한 연구는 이용자 입장에서의 형평성 있는 공원이용

이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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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홍성언과 박수홍
(2003)

공원입지에 있어 형평성, 분포특성, 입지평가기준 등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GIS

와 AHP기법을 이용하여 공원입지 분석을 함. 그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한 후

보지와 전문가 설문결과 도출한 후보지와의 높은 유사성 도출

Smoyer-Tomic et al.
(2004)

캐나다 에드먼턴을 대상으로 최소비용 모형과 커버리지 모형을 적용하고 GIS

ArcView 3.2를 사용하여 공원 접근성과 어린이 수의 관계분석. 그 결과, 어린

이비율이 높은 곳 접근성이 높음을 도출

오규식과 정승현
(2005)

GIS Network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이동시간을 고려(육교, 횡단보도, 지하도

등)한 공원이용권역 면적, 공원이용권 인구비 등을 도출하여 공원입지 적정성

평가지표를 마련함. 지표를 토대로 취약지역, 토지이용에 따른 도시공원 분포

등으로 응용

Wolch J et al.
(2005)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대상으로 인종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픈스페이스와 공

원 접근성 측정. 그 결과, 소득이 낮은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의 낮은 접근성 도출

정성관과 이우성
(2008)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도시녹지의 불균형 분석. 이를 공간이 아

닌 수치로 기재하고 GIS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여 보행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및 영향권역 및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권역 설정

Sister C et al.
(2008)

미국 로스엔젤레스 공원, 오픈스페이스를 대상으로 버퍼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접근성 분석. 공원은 시설, 식생, 거리 등의 상태에 따라 구분, 거주민은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공원 접근의 형평성 연구

신지영
(2009)

도시공원 유치권 면적에 따른 일인당 도시공원 면적 산출. 소득을 기준으로 사

회경제적 특징에 따라 인구분포를 확인하고 일인당 도시공원 면적과 비교하여

도시공원 분포의 형평성 연구

이동현과 이경주
(2010)

도시공원의 계획공급량, 실제공급량, 실제서비스효용을 이용하여 공급적정성

평가지수 도출. 평가지수를 통해 부산시에서 도시공원 공급이 잘 되어 있는 곳

과 그렇지 못한 곳을 도출함

김형준 등
(2011)

확률적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공원 서비스 제공량을 구하고 법적 공원요구량을

구한 후 공급 적정성을 평가하고 문제점 도출

성현찬과 이양주
(2012)

경기도 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혼재된 도시를 대상으로 법제 분석,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공원 분포현황, 배분 정도를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

이우성과 정성관
(2012)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로렌츠 곡선 및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녹지의 불균형을

분석하고 달서구를 대상으로 GIS를 활용하여 녹지 서비스 공급량 산정. 결과

에 따른 공간별 관리방안, 권역 설정

Ahn T, M et al.
(2013)

도시공원 분포의 공간적 형평성을 분석함. 안양시, 성남시, 수원시에 있는 도시

공원을 대상으로, GIS를 활용하여 공원 서비스 이용권 안에 포함되는 주거지

역을 분석하여 문제점 도출

표 7. 도시공원·녹지 등 형평성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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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도시공원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특히, 이용자

입장에서의 접근 용이성,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의 형평성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도

시공원은 법정계획으로 수립될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공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역 내에 도시공원의 공정한 분포는 이제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 사

항이라 할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도시공원과 거주민이 거주하는 곳을 각각 기준

점으로 설정하고 그 사이 거리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 물리적 접근성을 분석 하였다. 대부분

Talen(2003)이 제시한 접근성 측정방법(표 5. 참고)에 준하여 각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

을 적용한 분석 방법이다. 또한 인종별,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분포는 형평성 원칙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국, 거주민이 공원으로의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지, 공원 이용권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는지 등의 유사

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는 지역, 세대, 계층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형평

성 있도록 도시공원 이용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유치거리 내 면적, 일인당 근린공원 면적, 유치거리 내·외 인

구 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수행되었던 커버리지 모형을 적용한 유치거리 내 거주민 수 분석과

유사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큰 차이는 공원이용 인구수 분석에 있다. 기존 연구는

도시공원 이용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 수를 실제 거주하는 인구수가 아닌 동일한 규모(같은 크

기의 격자), 우편번호, 행정구역 등으로 일정하게 분류하고 인구수를 분석함으로써 실 거주민

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과 다른 주거유형이 존재하는 지역, 특히 단독주

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는 동일 면적이라 할지라도 인구수 차이가 클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구가 58.4%(국토해양부, 2011)로, 전국의 두 가구 중 한 가

구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규모로 공원 이용권 내 인구수를 분석한다면 큰 오

차가 생길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축한 주소별 거주민 주민등록 데이터

를 이용하여 공원 유치거리 내 일인당 공원 면적, 유치 거리 내 거주하는 실제 주민 수를 분석

하는 연구로써 선행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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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구분 연구포함여부

도시공원

생활권 공원

소공원 X

어린이공원 X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

도보권 근린공원 ◯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

광역권 근린공원 ◯

주제공원

역사공원 X

문화공원 X

수변공원 X

묘지공원 X

체육공원 X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X

표 8. 연구 대상(도시공원)의 내용적 범위

III.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1.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도시공원에서 법정 유치거리를 적용하여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일인당 근

린공원 면적,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외 인구 등을 파악하여 근린공원 분포의 문제점 도출을 목

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우선, 도시공원 분포에 대한 개념, 원칙 등과 관련된 문헌분석을 통해 그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도시공원 분포에 대한 접근성, 형평성 등의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선행연

구를 통해 시사점, 한계점 등을 도출하고 본 연구에 반영 및 적용한다.

연구의 분석 대상인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거주

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설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한다(표 8).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1) 유치거리 내 면적, 2) 일인당 근린공원 면적, 3) 유치거리 내·외 인

구 분석을 통해 근린공원 분포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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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공간적 범위

연구 분석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인 주소별 주민등록 데이터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

지역에만 구축되어 있어, 그 중 대규모 인구가 거주하고 과거부터 지속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한다. 총 면적은 883.68㎢이고 인구 2,527,566명(대구광역시,

2012)이 거주하고 있다. 경상북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달서구, 북

구, 수성구, 달성군 7구 1군으로 조성되어 있다(그림 5).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크게 대구광역시 근린공원 자료, 유치거리 내 면적 분석을 위한 보행

로, 도로 등의 네트워크 자료, 주소별 주민등록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근린공원 자료는 대구광

역시에서 2012년 3월 기준으로 구축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데이터 자료(근

린공원 149개소)로써 미조성 공원을 제외한 조성된 공원(근린공원 81개소)(표 9)을 대상으로

하고 디지털화한 자료는 <그림 6, 7>과 같다. 유치거리 내 면적 분석을 위한 자료는 보행로,

그림 5. 연구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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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2.28기념중앙공원 13,792.75 상호림공원 19,039.24

감삼공원 11,017.33 샛터공원 14,997.56

강림공원 22,373.60 서변공원 10,841.85

강창공원 16,237.35 서재공원 63,215.42

경상감영공원 14,792.93 선원공원 121,871.83

과학단지공원 11,494.36 수성공원 4,895.39

관음공원 68,946.01 시민공원 188,453.93

구수산공원 154,802.24 신기공원 13,554.26

구암공원 25,638.32 신매공원 9,857.19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56,109.35 신서공원 9,994.17

노변공원 10,405.79 신암공원 85,822.84

다사공원 130,528.46 안심공원 11,189.02

달성공단내공원 229,108.85 연암공원 371,084.69

달성공원 122,278.54 와룡(아래)공원 19,475.50

대곡공원 10,295.93 와룡(위)공원 18,780.04

대구선2공원 33,280.97 용산공원 17,231.09

대명제2공원 19,595.83 월곡공원 9,710.57

대불공원 119,459.40 월명공원 9,791.96

동변공원 12,507.43 월배공원 9,826.59

동천공원 12,126.54 월성공원 12,032.87

동호공원 10,917.42 월천공원 13,022.26

두류공원 1,639,143.74 월촌공원 9,582.46

만촌공원 296,044.33 율하공원 16,384.59

망우당공원 74,988.51 이곡분수공원 15,004.59

매곡공원 10,984.81 이곡생수공원 14,130.44

매천공원 11,342.23 이곡정자공원 17,159.25

매호공원 9,958.01 이현공원 120,177.84

무지개공원 11,183.20 죽곡2-2공원 10,047.03

반계공원 16,164.87 지산공원 11,637.02

배실공원 41,572.95 천내공원 155,150.89

범물공원 10,282.54 침산공원 296,301.38

범어공원 1,127,505.61 태전공원 55,079.17

불로고분공원 14,911.16 평리공원 14,834.86

불미골공원 72,118.34 학산공원 649,289.07

산업단지제1호공원 34,252.04 함지공원 46,920.55

산업단지제2호공원 10,310.79 호림강나루공원 30,430.56

산업단지제3호공원 10,335.28 호림강변공원 11,059.24

산업단지제4호공원 10,305.06 호림공원 12,110.98

상록공원 10,388.00 호산공원 23,976.23

상리공원 249,539.85 화랑공원 46,551.96

상리공원 40,713.85 - -
자료: 대구광역시, 국토연구원 제공

1:1000, 5000, 새주소 길의 수치지도상 도로망을 위성영상과 비교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주소별 주민등록 자료 또한 2012년 3월 기준으로 구축(2,333,345명)된 GIS 데이터를 사

용하였다. 주민등록 자료는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았다.

표 9. 대구광역시 근린공원(조성공원) 현황표(2012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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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구광역시 근린공원(조성공원) 현황도(2012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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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수성구

서구 북구

동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그림 7. 자치구·군별 근린공원(조성공원) 현황도(2012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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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근린공원의 유치거리 내 면적, 일인당 근린공원 면적, 유치거리

내·외 거주민 수 분석을 위하여 GIS ArcMap 9.3(ESRI)을 활용하였다. GIS 분석기법 중 네트워

크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주소별 주민등록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근

린공원 이용권)을 분석한 후 주거지역 중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을 도출하였다. 그 후 일인

당 근린공원 면적, 유치거리 내에 거주하는 거주민 수와 유치거리 외에 거주하는 거주민 수는

주소별 주민등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기법을 이용해 도보로 근린공

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와 도보권 범위 밖에 거주하여 공원 이용이 비교적 어려운 인구 등을

도출하였다.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국내 대부분 도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많지만, 예산부족, 정책의사결정에서 사업결정 후순위로 밀려 수많은 공원이 장기간 미조성 공

원으로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 조성의 필요성은 거주민이 크게 절감하고 있고 거주민

이 직접 투표하여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구·군별 장들이 공원조성 결정과정에서 주요 의

사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유치거리 내 면적 및 유치거리 내·외 인구분석은 대구광역시 8개

자치구·군별로 비교하였다.

2.1.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분석

유치거리 내 면적 분석을 위해 GIS ArcMap 9.3의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네트워

크 분석은 크게 다섯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최단 경로나 최소 비용경로를 찾는 경로

탐색(path finding) 기능, 둘째, 시설물을 적정한 위치에 할당하는 배분(allocation) 기능, 네트

워크상에서 연결성을 추적하는 추적(tracing) 기능, 지역 간의 공간적 상호작용(spatial

interaction), 그리고 수요에 맞추어 가장 효율적으로 재화나 서비스 시설을 입지시키는 입지-

배분(location-allocation)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 기능들은 주로 벡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 기법이다(이희연과 심재헌, 2011).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 배분 기

능을 사용하였다. 자원배분은 공급하는 곳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서비스 받는 곳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하는 분석방법이다. 자원 배분은 다양한 연구와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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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네트워크분석(배분 기능)을 이용한 유치거리 내 면적 분석 예시

어 소방서나 경찰서 등의 기관은 지역 내 골고루 분포하여 모든 지역 내 빠른 시간에 도달해야

하는데, 배분 기능을 통해 이러한 기관의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여기서 배분 기능은, 기관을

중심으로 하고 기관에서 소방차나 경찰차가 출발하여 특정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설

정하여 관할구역을 정한다. 물론 분석 시 이동 간에 나올 수 있는 장애요인 또한 고려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근린공원으로부터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곳까지 이용권을 할당하여 유치거리

내 면적을 설정하였다. 앞서 예로 들었던 소방서나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배분 기능은 관할구

역을 설정할 때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시간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근린공

원을 대상으로 이용권을 시간이 아닌 거리로 설정하여 <그림 8>과 같이 분석하였다. <그림 8>

은 분석방법의 예시로서 어느 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유치거리 내 면적을 구한 다이어그램이

다. 공원 외곽선에서 유치거리를 설정하면 주변의 도로망에 따라 유치거리가 조성되고 연결되

어 폴리곤 형태의 일정 면적이 조성된다. 조성된 일정 면적 안에 거주하는 인구를 분석하여 유

치거리 내 거주하는 인구로 산정하지만 위에서처럼 아파트 단지 일부는 유치거리 안에 조성되

었어도 입구는 유치거리 밖에 위치하여 실제 아파트 거주민은 유치거리 외에 거주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한계점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자원에서 직선거리를 적용한 버퍼(buffer)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유

치거리 내 면적을 설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에서 제공받은 보행로,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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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새주소 길의 수치지도상 도로망도를 위성영상과 비교하여 수정·보완하여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버퍼분석 기법에 비해 네트워크 분석기법이 실제이용환경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 일부 근린공원을 통해 분석한 유치거리 내 면적에서도 큰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그림 9).

근린공원 유치거리는 법정 기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별표 3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을 적용하여 1만㎡ 이상은 500m, 3만㎡ 이상은 1,000m를 적용하였다(표

2. 참고).

버퍼(buffer)분석 네트워크(network) 분석

유치거리 내 면적 : 1,069,168.63㎡ 유치거리 내 면적 : 456,955.81㎡

그림 9. 버퍼 분석기법과 네트워크 분석기법의 유치거리 내 면적 차이

자치구·군별로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지역 면적, 인구수 차이, 지역의 개발 정도, 공원 유사

공간 존재 등에 따라 달리 조성될 수 있으므로 각 구·군별 단순 면적비교는 의미 없다고 판단

하여 주거지역 안에 있는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을 도출하였다. 주거지역은 환경부(2007)

에서 구축한 토지피복도 중분류(코드번호 110) 자료를 사용하여 도출하였으며 총 면적은

84,406,007.59㎡다. 토지피복도에 나타나는 대구광역시 주거지역은 <그림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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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대구광역시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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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수성구

서구 북구

동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그림 11. 자치구·군별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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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인당 근린공원 면적 분석

일인당 근린공원 면적은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안의 거주민 수를 산정하여, 각 공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밀집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분석하였다. 법정 기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도시공원 확보기준은 일인당 6㎡ 이상(개발제한구역 및 녹지

지역을 제외하면 3㎡ 이상)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원(소공원, 어린

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중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정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입지의

충족과 불충족을 논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타 도시공원과 달리 근린공원은 일상 생활권에서 보

건·휴양·정서생활 등을 위해 조성된 공원이므로 각 근린공원 이용인구의 밀집 정도를 분석하여

공원 수요량 도출에 의의가 있다. 각 공원에서 일인당 면적이 크다는 것은 그 공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비교적 적다는 것이고 일인당 면적이 작다는 것은 그 공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비교적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2. 근린공원 유치거리 면적 내 거주민 수 추출

참고: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건물은 데이터 분석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분석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가시용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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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당 근린공원 면적은 Talen(2003)의 커버리지(coverage)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커버

리지 모형은 일정 거리 안에 포함되는 시설의 합으로 나타낸다. 커버리지 분석은 많은 연구에

서 사용되고 있으며 보통, 특정 범위 안에 존재하는 학교, 병원,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의 공공

시설 개소를 분석하여 공공시설 배치의 형평성을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린공원을 기준으로 유치거리 내에 거주하는 주민 수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정하

였다.

커버리지 모형 = 단,
Sp = 유치거리 내 면적

Σ Sp
p = 인구p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유치거리 내 면적 안에 등록된 주소별 주민등록 데이터를 사용

하여 일인당 근린공원 면적을 산정하였다. 총 2,333,345명의 주민등록 데이터(2012년 3월 기

준)를 사용하였으며 <그림 12>와 같이 GIS를 통해 유치거리 내 면적 안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포인트를 추출하였다. 주민등록 포인트는 GIS 데이터로 구축되어 있으며 모든 건물의 중앙에

하나의 포인트로 위치하여 거주민의 주민등록 번호가 저장되어 있다. 조성된 근린공원(81개소)

각각의 일인당 공원면적을 분석하였다.

2.3.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외 인구 분석

일인당 근린공원 면적은 공원을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파생되어 나온 유치거리 내에 거주하

는 주민 수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공원 기준이 아닌 거주민을 기준으로,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에서 도보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 유치거리 외에 거주하여 도보로 공원을 이용하기 어

려운 인구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

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여타 주거유형이 밀집한 곳과 인구수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유치거리

내·외 인구를 실 거주민 수로 적용한 세밀하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소별 주민등

록 데이터를 활용한 유치거리 내·외 인구분석 결과와 실제 거주하는 인구수가 아닌 제일 작은

단위인 ‘동’ 단위로 분류한 인구 수 분석 결과를 일부 공원을 대상으로 분석·비교하였다.

앞서 분석한 일인당 근린공원 면적 분석에서 일인당 면적이 작다는 것은 그 공원을 이용하

는 인구가 비교적 많아 공원의 인구수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지만 공원을 중복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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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까지 고려하지는 못한다. 비록 일인당 근린공원 면적이 작은 지역에 거주해도 동시에 또

다른 공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분석 시 면적이 중

복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 또한 분석하였다.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외 인구 분석은 앞서 행한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주소별 주민

등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그림 13>과 같다. 공원에서 유치거리를 적

용하여 구한 면적 내부에 있는 주소별 주민등록 포인트는 도보로 공원을 이용하기 용이한 인구

이고 면적 외부에 있는 주민등록 포인트는 도보로 공원을 이용하기 다소 어려운 인구라 할 수

있다. 유치거리 내 면적 중에서도 중복된 지역은 하나의 근린공원 외에 다른 근린공원 또한 도

보로 이용하기 용이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3.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외 인구 분석방법(공원 중복이용가능 지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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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분석 결과 총 면적은 82,279,152.35㎡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복

되는 곳을 제외하면 대구광역시 전체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총 69,909,030.16㎡로 나타

났다(그림 14, 15). 대구광역시 각각의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은 <표 10>과 같다.

그림 14.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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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자치구·군별 유치거리 내 면적



- 30 -

명 칭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명 칭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2.28기념중앙공원* 648,460.16 상호림공원* 126,710.07

감삼공원
*

603,721.14 샛터공원
*

288,384.79

강림공원
*

758,712.16 서변공원
*

428,315.63

강창공원
*

549,127.65 서재공원
†

1,304,150.80

경상감영공원
*

647,689.99 선원공원
†

1,098,027.90

과학단지공원* 561,458.77 수성공원* 637,357.41

관음공원† 1,948,593.16 시민공원† 1,996,191.58

구수산공원
†

1,903,832.78 신기공원
*

622,669.00

구암공원
*

537,146.07 신매공원
*

572,387.19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

2,140,463.18 신서공원
*

460,167.25

노변공원
*

541,442.24 신암공원
†

2,156,883.12

다사공원† 1,056,131.48 안심공원* 657,402.58

달성공단내공원† 1,636,761.08 연암공원† 1,740,804.88

달성공원
†

1,652,140.77 와룡(아래)공원
*

656,358.58

대곡공원
*

395,860.76 와룡(위)공원
*

629,878.64

대구선2공원
†

850,560.90 용산공원
*

267,934.64

대명제2공원
*

433,013.94 월곡공원
*

552,586.14

대불공원† 1,954,416.60 월명공원* 503,628.21

동변공원* 424,246.43 월배공원* 567,241.99

동천공원
*

583,423.98 월성공원
*

602,871.30

동호공원
*

427,016.26 월천공원
*

276,164.76

두류공원
†

5,126,332.26 월촌공원
*

515,105.27

만촌공원
†

2,934,198.56 율하공원
*

331,122.81

망우당공원† 1,575,834.22 이곡분수공원* 631,905.65

매곡공원* 406,572.00 이곡생수공원* 639,889.83

매천공원
*

524,602.19 이곡정자공원
*

657,658.61

매호공원
*

494,593.25 이현공원
†

1,966,145.17

무지개공원
*

227,877.58 죽곡2-2공원
*

320,189.59

반계공원
*

181,377.58 지산공원
*

616,830.34

배실공원† 1,284,666.19 천내공원† 1,866,514.96

범물공원* 622,280.94 침산공원† 1,500,633.36

범어공원
†

4,531,827.71 태전공원
†

1,835,244.36

불로고분공원
*

512,009.15 평리공원
*

598,400.84

불미골공원
†

1,281,285.42 학산공원
†

3,067,160.57

산업단지제1호공원
†

198,762.87 함지공원
†

1,541,901.64

산업단지제2호공원* 686,285.55 호림강나루공원† 860,055.23

산업단지제3호공원* 675,921.58 호림강변공원* 222,933.44

산업단지제4호공원
*

694,859.36 호림공원
*

542,006.96

상록공원
*

620,521.64 호산공원
*

611,448.69

상리공원
†

1,413,603.48 화랑공원
†

1,939,990.06

상리공원
†

1,620,267.47 - -

* : 규모 10,000㎡이상 공원은 유치거리 500m 적용(근린생활권 근린공원)
†: 규모 30,000㎡이상 공원은 유치거리 1,000m 적용(도보권 근린공원)

표 10.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표 2>의 기준에 따라 공원면적 30,000㎡ 이상으로 유치거리 1,000m를 적용한 근린공원

(이하 도보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 내 면적은 대부분 1,000,000㎡ 이상이고, 공원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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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이하로 유치거리 500m를 적용한 근린공원(이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

내 면적은 100,000㎡∼800,000㎡로 도출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치거리 내 면적은 <그림

9. 오른쪽>와 같이 근린공원 주변의 도로망에 따라 조성된다. 버퍼 분석이라면 근린공원 면적

과 유치거리 내 면적이 비례하겠지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치거리 내 면적은 공원

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상이한 결과값이 도출되었다. 일부 결과를 보면 구암공원의 경우, 생활권

근린공원에서 가장 큰 면적을 보였지만 유치거리 내 면적은 30번째로 나타났다. <그림 16>에

서와 같이 근린공원에 인접한 부분 중 유치거리 내 면적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산지나

하천이 공원에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위성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일부 근린공원이 금호강, 잠용

산, 함지산, 와룡산, 논·밭 등에 인접하여 유치거리 내 면적이 조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6.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일례

자치구·군별 중복된 곳을 제외한 유치거리 면적은 <표 11>과 같다. 대구광역시 전체 면적

중 7.99%만이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으로 도출되었다. 달서구에 가장 많은 근린공원이 조

성되어 있으며 유치거리 내 면적 또한 17,388,921.30㎡로 가장 큰 면적을 보였지만 중구가 지

역 면적에 비해 가장 큰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을 보였다. 자치구·군 내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비율은 중구(43.30%), 서구(29.44%), 달서구(27.93%), 수성구(16.87%), 북구(14.32%),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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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군
자치구·군

면적(㎡)
주거지역 면적(㎡)

주거지역 중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주거지역 중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비율(%)

중구 7,024,629.54 3,177,257.01 1,115,443.99 35.11

수성구 76,685,868.47 15,050,119.48 6,113,232.49 40.62

서구 17,369,976.70 6,853,890.61 2,389,527.22 34.86

북구 93,682,873.82 11,939,923.17 5,222,437.74 43.74

동구 181,747,775.59 13,757,496.51 3,072,781.65 22.34

달서구 62,250,115.13 14,294,741.83 6,676,967.08 46.71

남구 17,742,442.63 7,790,036.07 724,315.03 9.30

달성군 418,221,789.88 11,519,474.32 1,055,796.63 9.17

대구광역시 880,800,218.04 84,406,007.59 26,362,654.87 31.23

표 12. 자치구·군별 주거지역 중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자치구·군
자치구·군

면적(㎡)

근린공원

개소

근린공원

면적(㎡)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자치구·군 내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비율(%)

중구 7,024,629.54 4 206,973.57 3,041,645.60 43.30

수성구 76,685,868.47 10 1,715,591.77 12,937,576.40 16.87

서구 17,369,976.70 4 395,569.88 5,114,037.83 29.44

북구 93,682,873.82 13 1198604 13,411,577.97 14.32

동구 181,747,775.59 10 288,651.09 6,146,544.87 3.38

달서구 62,250,115.13 27 2,845,958.65 17,388,921.30 27.93

남구 17,742,442.63 1 19,595.83 1,420,169.14 8.00

달성군 418,221,789.88 12 727,326.07 10,448,557.05 2.50

대구광역시 874,725,471.76 81 7,398,270.86 69,909,030.16 7.99

표 11. 자치구·군별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8.00%), 동구(3.38%), 달성군(2.50%)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 개소와 상관없이 지역면적 대비

유치거리 내 면적의 비율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자치구·군별 공원 개소와

유치거리 내 면적 비교는 지역 면적, 인구수 차이, 지역의 개발 정도, 공원 유사 공간 존재 등에

따라 달리 조성될 수 있으므로 주거지역 중 유치거리 내 면적을 도출하였다. 주거지역 안에 있

는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은 <표 12>와 같다.

대구광역시 전체 주거지역 면적 중 31.23%의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이 도출되었다(그

림 17, 18). 지역 면적대비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은 중구(43.30%)가 가장 높게 나왔지만

주거지역을 고려하면 달서구의 이용권 비율(46.71%)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북구(43.74%),

수성구(40.62%), 중구(35.11%), 서구(34.86%), 동구(22.34%), 남구(9.30%), 달성군(9.14%) 순으

로 나타났다. 달성군은 지역면적 대비, 주거지역 대비 모두 가장 낮은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

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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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주거지역 중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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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35.11% 수성구. 40.62%

서구. 34.86% 북구. 43.74%

동구. 22.34% 달서구. 46.71%

남구. 9.30% 달성군. 9.17%

그림 18. 자치구·군별 주거지역 중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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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인당 근린공원 면적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안에 거주하는 거주민 수 분석을 통해 일인당 근린공원 면적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밀도를 알 수 있다. 일인당 근린공원 면적

은 커버리지 모형을 적용하고 주소별 주민등록번호 포인트를 사용하여 근린공원을 기준으로,

81개소 각각 도출되었다(표 14).

일인당 도시공원면적의 법정기준을 일인당 6㎡이상(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면

적 3㎡ 이상) 으로 정하여 그 지역의 공원면적이 충족한지 불충족한지를 평가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충족·불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근린공원은 일상생활권 내에서 여타 공원과 달리 보건, 휴양, 정서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인당 도시공원 면적 분석에 의의를 두었다.

일인당 근린공원면적이 매우 크게 나오거나 0인 공원(과학단지공원, 달성공단내공원, 산업

단지 제1·2·3·4호공원, 상호림공원, 월천공원, 호림강나루공원, 호림강변공원, 호림공원)은 산업

단지 내에 위치하여 실제 공원을 이용할지 모르나 등록된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 매우 크거나

0으로 도출되었다.

산업단지 내 위치한 근린공원을 제외하고 70개의 근린공원 중 일인당 근린공원 면적이 1㎡

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원(감삼공원, 노변공원, 동천공원, 매호공원, 범물공원, 수성공원, 신매공

원, 신서공원, 안심공원, 와룡(아래)공원, 와룡(위)공원, 월곡공원, 월명공원, 월배공원. 월촌공원.

이곡분수공원, 이곡생수공원, 이곡정자공원, 지산공원)은 19개소로 도출되었다. 이 외에도 일인

당 공원면적 별 분류는 <표 13>, <그림 19>와 같다.

0-1㎡ 1-2㎡ 2-3㎡ 3-4㎡ 4-5㎡ 5-6㎡ 6㎡ 이상

공원 명칭

및

개소

감삼공원 등 강창공원 등 동호공원 등 구수산공원 등 대불공원 등
경상감영

공원 등

2.28기념중

앙공원 등

합 계 21개소 15개소 4개소 7개소 4개소 2개소 28개소

비 고

일인당 근린공원 면적이 0㎡ 또는 매우 큰 공원(과학단지공원, 달성공단내공원, 산업단지 제

1·2·3·4호공원, 상호림공원, 월천공원, 호림강나루공원, 호림강변공원, 호림공원)은 산업 단지

내에 위치하여 주변에 등록된 주소별 주민등록 번호가 대부분 없음

표 13. 근린공원 81개소 일인당 근린공원 면적 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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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인구(명)

일인당 근린

공원면적(㎡)
명 칭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인구(명)

일인당 근린

공원면적(㎡)

2.28기념중앙공원
*

1,284 10.74 상호림공원
*

64 297.49

감삼공원
*

14,817 0.74 샛터공원
*

5,069 2.96

강림공원
*

730 30.65 서변공원
*

9,773 1.11

강창공원* 13,365 1.21 서재공원† 9,091 6.95

경상감영공원
*

2,605 5.68 선원공원
†

24,191 5.04

과학단지공원
*

115 99.95 수성공원
*

16,623 0.29

관음공원† 36,937 1.87 시민공원† 27,220 6.92

구수산공원
†

43,329 3.57 신기공원
*

1,245 10.89

구암공원
*

17,869 1.43 신매공원
*

15,173 0.65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17,389 3.23 신서공원* 12,193 0.82

노변공원
*

13,904 0.75 신암공원
†

38,178 2.25

다사공원
†

12,576 10.38 안심공원
*

13,004 0.86

달성공단내공원† 202 1134.20 연암공원† 22,771 16.3

달성공원
†

33,665 3.63 와룡(아래)공원
*

20,607 0.95

대곡공원
*

9,422 1.09 와룡(위)공원
*

19,876 0.94

대구선2공원† 17,643 1.89 용산공원* 4,235 4.07

대명제2공원
*

5,765 3.4 월곡공원
*

15,912 0.61

대불공원
†

25,428 4.7 월명공원
*

15,172 0.65

동변공원* 8,774 1.43 월배공원* 14,180 0.69

동천공원
*

23,466 0.52 월성공원
*

17,521 0.69

동호공원
*

3,927 2.78 월천공원
*

10 1302.23

두류공원
†

55,367 29.61 월촌공원
*

12,812 0.75

만촌공원† 31,310 9.46 율하공원* 1,629 10.06

망우당공원
†

4,391 17.08 이곡분수공원
*

30,192 0.50

매곡공원
*

6,607 1.66 이곡생수공원
*

28,647 0.49

매천공원* 6,256 1.81 이곡정자공원* 30,559 0.56

매호공원
*

17,614 0.57 이현공원
†

14,067 8.54

무지개공원* 1,857 6.02 죽곡2-2공원* 2,707 3.71

반계공원
*

3,410 4.74 지산공원
*

21,398 0.54

배실공원
†

29,815 1.39 천내공원
†

32,289 4.81

범물공원
*

21,155 0.49 침산공원
†

9,466 31.3

범어공원
†

62,713 17.98 태전공원
†

35,149 1.57

불로고분공원
*

4,942 3.02 평리공원
*

9,123 1.63

불미골공원† 35,665 2.02 학산공원† 60,145 10.8

산업단지제1호공원
†

0 0 함지공원
†

36,540 1.28

산업단지제2호공원* 24 429.62 호림강나루공원† 109 279.18

산업단지제3호공원
*

14 738.23 호림강변공원
*

31 356.75

산업단지제4호공원
*

94 109.63 호림공원
*

96 126.16

상록공원
*

8,736 1.19 호산공원
*

6,568 3.65

상리공원
†

25,526 9.78 화랑공원
†

36,081 1.29

상리공원
†

4,562 8.92 - - -

* : 규모 10,000㎡이상 공원은 유치거리 500m 적용(근린생활권 근린공원)
†: 규모 30,000㎡이상 공원은 유치거리 1,000m 적용(도보권 근린공원)

표 14. 근린공원 일인당 근린공원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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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인구 일인당 근린공원 면적 별 분류(근린공원 8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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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외 인구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외 인구에 분석된 주민등록 데이터 수는 총 2,333,345명이며 근린공

원 유치거리 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 1,003,991명, 유치거리 외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

1,329,354명으로 도출되었다. 대구광역시 인구의 43.03%만이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에 거주하

고 있었다. 다시 말해 대구광역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보로 근린공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다(표 15).

자치구·군
자치구·군

거주 인구(명)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인구(명)

근린공원 유치거리

외 인구(명)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인구 비율(%)

근린공원 유치거리

외 인구 비율(%)

중구 69,714 21,505 48,209 30.85 69.15

수성구 440,464 224,324 216,140 50.93 49.07

서구 206,319 65,734 140,585 31.86 68.14

북구 418,993 220,731 198,262 52.68 47.32

동구 316,115 91,444 224,671 28.93 71.07

달서구 564,096 298,490 265,606 52.91 47.09

남구 151,260 19,788 131,472 13.08 86.92

달성군 166,384 61,975 104,409 37.25 62.75

대구광역시 2,333,345 1,003,991 1,329,354 43.03 56.97

표 15. 자치구·군별 유치거리 내·외 인구

대구광역시 자치구·군 중 유치거리 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달서구(52.91%)

로 가장 높았으며 북구(52.68%), 수성구(50.93%), 달성군(37.25%), 서구(31.86%), 중구

(30.85%), 동구(28.93%), 남구(13.08%) 순으로 나타났다.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거주하는 인구

가 가장 많은 달서구조차 달서구 전체 인구 중 반 정도만 도보로 근린공원을 이용하기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의 경우 전체 인구의 86.92%가 근린공원 유치거리 외에 거주하고 있어

대부분의 거주민이 도보로 근린공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다수의 근린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 중복이용 가능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그림 20, 21). 근린공원 중복이용 가능지역은 각 근린공원에서 파생되어 나온 유치거리

내 면적이 중복되는 지역이다. 최소 2개소의 근린공원 이용 중복지역 부터 5개소의 근린공원

이용 중복지역까지 도출되었다. <표 16>을 보면 대구광역시 인구 중 총 204,785명(8.78%)이

근린공원 중복이용 유치거리 내에 거주하고 있어 대부분의 인구가 도보로 근린공원을 2개소

이상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군별로 보면 달서구(19.34%)가 가장 높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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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고 북구(13.80%), 수성구(5.81%), 동구(3.40%), 중구(1.95%), 서구(0.08%), 달성군

(0.01%), 남구(0.00%) 순으로 나타났다. 근린공원 중복이용 가능지역이 가장 많은 달서구조차

인구의 약 20%만이 2개소 이상의 근린공원을 도보로 이용하기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구

는 단 한명도 근린공원 중복이용 가능지역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군
자치구·군

거주 인구(명)

근린공원 중복이용

가능 인구(명)

근린공원 중복이용

가능 인구 비율(%)

중구 69,714 1,359 1.95

수성구 440,464 25,610 5.81

서구 206,319 170 0.08

북구 418,993 57,813 13.80

동구 316,115 10,745 3.40

달서구 564,096 109,075 19.34

남구 151,260 0 0.00

달성군 166,384 13 0.01

대구광역시 2,333,345 204,785 8.78

표 16. 자치구·군별 근린공원 중복이용 가능 인구

가장 많은 근린공원 중복이용 유치거리 내 면적을 가진 공원은 불미골공원, 선원공원, 이곡

분수공원, 이곡생수공원, 이곡정자공원으로써 5개의 중복 면적에 3,312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4개의 중복 면적에는 16,750명(배실·불미골·와룡위·와룡아래공원, 불미골·선원·이곡

분수이곡정자공원, 불미골·이곡분수·이곡생수·이곡정자공원, 선원·이곡분수·이곡생수·이곡정자

공원), 3개의 중복 면적에는 40,626명(구수산·관음·태전공원 외 10곳), 2개의 중복 면적에는

144,097명(구암·동천공원 외 43곳)이 거주하고 있었다. 즉, 어느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5개의 공원까지 도보로 접근하기 용이하나 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1개의 공원도 도

보로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외 인구, 근린공원 중복

이용 가능 인구를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시 중 공통적으로 달서구, 북구, 수성구 순으로 높은 비

율을 보였다. 하지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도 도보로 공원을 이용하기 용이한 인구는 전체

인구의 반 내지 그 이하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남구는 공통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대명제2공원 한 곳을 대상으로 하여 ‘동’ 단위 인구로 유

치거리 내 인구를 분석한 결과, 대명제2공원 유치거리 내에는 3,924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하

지만 주민등록 데이터를 활용한 유치거리 내 인구는 5,765명으로, 과거 이용되던 분석 방법과

는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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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근린공원 중복이용 가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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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수성구

서구 북구

동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그림 21. 자치구·군별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중복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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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근린공원 중복이용 지역의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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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도시공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시계획시설로써 지역, 세대, 계층 등에 관계없이 공

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포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 도시들이 인구 대비 공원면적의 양

적인 측면에서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명목적 충족보다는 일상생활권에서 거주민이 쉽게 이

용할 수 있는 도보권 내 공원이 충족되어야 한다. 불공정한 도시공원 분포를 문제 삼아 과거부

터 현재까지 도시공원 분포의 형평성, 접근성 등의 키워드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도시공원과 거주민이 거주하는 곳을 각각 기준점으로 설정하고 그 사이 거리

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 물리적 접근성을 분석 하였다. 거주민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 공

원으로의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지, 공원 이용권 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원 서비스를

받는지 등의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도시공원 이용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 수를 실제 거주하는 인구수가 아닌 동일한 규모(같은 크기의 격자), 우편번

호, 행정구역 등으로 일정하게 분류하고 인구수를 분석함으로써 실 거주민 수를 적용하지는 못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거주민 수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구

광역시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일인당 근린공원 면적, 근린공원 유

치거리 내·외 거주민 수를 분석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보로 근린공원을 이용하기 용이한

지,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도출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역 면적 중 31.23%의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이 도출되었다. 달서구의 이용

권 비율(46.71%)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북구(43.74%), 수성구(40.62%), 중구(35.11%), 서

구(34.86%), 동구(22.34%), 남구(9.30%), 달성군(9.14%) 순으로 나타났다. 달성군에서 제일 작

은 유치거리 내 면적이 도출되었다.

둘째, 각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인구의 밀집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실시한 일인당 근린공원

면적은 조성된 근린공원(81개소) 각각 도출되었다. 81개소의 근린공원 중 일인당 근린공원 면

적이 1㎡에도 못 미치는 공원은 21개소, 1∼2㎡는 15개소 2∼3㎡는 4개소, 3∼4㎡는 7개소, 4

∼5㎡는 4개소, 5∼6㎡는 2개소, 6㎡ 이상은 28개소로 대부분의 공원에서 높은 인구 수용력이

나타났다.

셋째, 대구광역시 인구 개개인의 주민등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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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구, 외에 거주하는 인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구광역시 인구의 43.03%만이 근린공

원 유치거리 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자치구·군 중 유치거리 내 면적 안에 거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달서구(52.91%)로 가장 높았으며 북구(52.68%), 수성구(50.93%), 달성군(37.25%),

서구(31.86%), 중구(30.85%), 동구(28.93%), 남구(13.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근린공원 분포의 문제점 및 도보로 근린공원 이용이 어려운 인구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거지역 중 유치거리 내 면적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약 30%의 비율

을 보였다. 자치구·군 중 달성군이 제일 낮았지만 가장 높은 달서구조차 절반도 되지 않는 비율

을 보였다. 대부분의 근린공원에서 높은 인구밀도를 보였는데, 공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 이

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시설물 파괴, 자연자원 훼손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공원 유

지·관리에 어려움이 생긴다. 특히 기온이 높은 하절기의 경우 도시공원 내에서 캠핑, 놀이 등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며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으므로 인구가 밀집한 공원 주

변을 우선순위로 하여 공원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거주하는

인구는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반 이상의 인구가

도보로 근린공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군별로 비교하였을 시 유치거리

내 면적 및 인구 분석에서 달서구, 북구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공원 분포, 이용 인구 등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조차 절반 내지 그 이하의 면적과 인구만이 공원 이용에 용이한 것으로 나타

났다.

대구광역시에서 제공한 2012년 3월 기준으로 구축한 근린공원 데이터 중 도시공원으로 지

정 되었지만 미조성 되어 이용하지 못하는 공원 68개소를 찾을 수 있었다. 자치구·군별로 확인

한 결과, 남구 1개소, 달서구 12개소, 달성군 25개소, 동구 20개소, 북구 5개소, 서구 0개소, 수

성구 2개소, 중구 3개소로 나타났다. 달성군과 동구는 무려 20개소 이상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앞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개의 자치구·군 중 주거지역 중 유치거리 내 면적

은 동구 6번째, 달성군이 8번째로 낮았으며 유치거리 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동구 7번째, 달성

군 4번째로 나타났다. 여타 자치구·군도 마찬가지지만 동구와 달성군은 정책의사결정에서 도시

공원 조성을 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만을 고려했다는 점이

다. 물론 도시 생활권 내에서 휴식·운동·산책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했

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근린공원과 같은 성격을 가진 여타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하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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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을 고려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원 이용을 이용자 입장에서 연구하고자 주소

에 등록되어진 주민등록 데이터를 활용하였지만 이는 거주하는 주거지에서의 기준으로, 주거지

외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공원 인구는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산업단지에 위치한 근린공원

은 인근 주민등록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분석에 적용하지 못했다.

급격히 진행되는 도시화, 회색 인프라 증가로 인해 수많은 도시민들이 주거지에서 멀리 떨

어진 자연지역으로 시간을 따로 내어 찾아가고 있다. 이는 일상 생활권에서 이용할만한 자연환

경을 가진 공원, 녹지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공원계획 시 예산부족, 이해관계 부족,

타 정책 우선순위 등의 이유로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미조성 공원 또한 장

기간 방치되어 ‘공원일몰제’에 의해 용도가 해제되기도 한다. 이처럼 도시공간에서의 공원부족

은 심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조성되어야 할 곳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공원조성계획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지역 중 근린공원 유치거리 내 면적

이 미흡한 곳, 근린공원 유치거리 외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곳을 도출하여 공원 조성 정책과정

에서 공간의사결정에 객관적 근거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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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Urban Park Service Areas & Population

- Focused on Daegu Metropolitan City Neighborhood Parks and Residents

Registration Number Data -

Advised by Prof. Ahn, Tong-Mah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on, Seung-Woo

Urban parks are the public goods that any urban residents can use and enjoy the

benefits of and provides various services. Parks should be planned to be fairly

distributed so that urban parks can be fairly used among regions, generations and

classes. Researches on spatial distribution of urban parks on the basis of principles of

fairness and variety have been continuously conducted from the past and their

techniques have become more elaborate and sophisticated. Yet, there have been

limitations in the analysis of residents who are the main users of urban parks.

Researches so far could not have applied the real number of residents by only

classifying and analyzing population by same scale (grid in the same sizes), postal (zip)

code and administrative district, not the actual population who reside within the usable

range of urban parks, because of lack of population information systems for the plots of

lands. This study analyzes and evaluates the spatial distribution that the residents can

use on foot, by utilizing legal attracting distance and resident registration data by

addr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out the problems of neighborhood parks

and to establish objective standards on where parks should be developed, in distinction

from previous researches, by applying the number of residents actually living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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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resident registration data registered in each addres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limitations of previous researches.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square measure within attracting distance of

neighborhood parks in Daegu Metropolitan City, square measure of neighborhood park

per person and the number of residents in and out of attracting distance, network

analysis out of GIS ArcMap 9.3 (ESRI) analysis techniques were employed and resident

registration data were utilized as well. Square measure within attracting distance of

neighborhood parks in residential areas were calculated after analyzing Square measure

within attracting distance of neighborhood parks in residential areas was worked out

after the analysis of Square measure within attracting distance of neighborhood parks

(usable range of neighborhood parks). And square measure of neighborhood parks per

capita, number of residents within attracting distance and number of residents outside

of attracting distance were analyzed using resident registration data by address. With

these analytical techniques, population who can use neighborhood parks on foot and

tha who live outside of walking distance and, naturally for that reason, have difficulty

using the parks.

The results drawn out from these processes are as follows;

First, (on average in overall city of Daegu) square measure within attracting distance

of neighborhood parks turned out to be 31.23% of square measure of residential areas.

The usable range rate proves to be the highest in Dalseo-gu with 46.71%, followed by

Buk-gu (43.74%), Suseong-gu (40.62%), Jung-gu (35.11%), Seo-Gu (34.86%), Dong-gu

(22.34%), Nam-gu (9.30%)and Dalsung-gun (9.14%). As seen, Dalsung-gun has the

lowest usable range rate.

Second, square measures of neighborhood parks per capita , calculated to manifest

population density that use each neighborhood park, were drawn out for each

neighborhood park (81parks). Out of 81 neighborhood parks, number of parks with less

than 1㎡ of square measure of park per capita was 21, followed by 15 with 1∼2㎡ ,

4 with 2∼3㎡, 7 with 3∼4㎡, 4 with 4∼5㎡, 2 with 5∼6㎡ and finally 28 ov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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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high population accommodations of parks.

Third, populations living within and out of attracting distance of neighborhood parks

were analyzed respectively by utilizing resident registration data for each individual

living in Daegu Metropolitan Area. The result of the analysis disclosed only 43.03% of

population of Daegu Metropolitan area lives within attracting distance of neighborhood

parks. Out of all autonomous districts and counties, the one with highest rate of

population living within attracting distance of neighborhood parks is Dalseo-gu with

52.91%, followed by Buk-gu with 52.68%, Suseong-gu with 50.93%, Dalseong-gun with

37.25%, Seo-gu with 31.86%, Jung-gu with 30.85%, Dong-gu with 28.93% and Nam-gu

with 13.08%.

Through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e distribution problems of neighborhood parks

and population with problems using the parks were exposed. Square measure within

attracting distance of neighborhood parks (in residential areas) turned out to be less

than 30% against overall square measure of residential areas on average, far below half.

Most neighborhood parks showed high population density using the parks and when

parks accommodate more users well over their capacities, such phenomena as

destruction of facilities and damage to natural resources and accordingly, difficulty i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s of parks might naturally follow as a result.

Population of Daegu Metropolitan area living within attracting distance of neighborhood

parks recorded less than half the whole population, demonstrating that more than half

of population have difficulty using the neighborhood park on foot. When compared

among autonomous districts and counties, while Dalseo-gu and Buk-gu has relatively

healthy distribution of parks and park-using population in the analysis of square

measures and population, even those areas only have half or less than half of the

square measure and population using the parks.

There are some instances where parks are not designated for reasons of lack of

budget, lack of interests and low priority in planning of the parks and other instances

where the usage of parks are cancelled on the basis of so-called 'sunset law'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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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ed land left undeveloped for 10 years. As such, lack of parks is a serious issue

and to ameliorate this problem, it is vital to establish objective standards for the

selection of the prospective locations of city parks and use them as foundation for park

development plan. Therefore, this study, by finding out the areas with lack of square

measure within attracting distance of neighborhood parks among residential areas and

areas with big population outside of attracting distance of neighborhood parks, is

expected to render help to spatial decision-making processes during the execution of

park development policy with a provision of objective data and ground.

■ Keywords: Urban Park, Attracting Distance of Neighborhood Park, Accessibility, 

Fairness, Resident Registration Data, Network Analysis

■ Student Number: 2011-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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