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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보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과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가 

증대하여 보육시설의 확충이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되었다. 국공립어린이

집이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고 일정 부분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서 형평한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서비스 배분 상

태에 대한 고찰 없이 입지적정성이나 서비스 권역 설정과 같은 문제에 치

중하였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는 분석 틀의 제시

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보육서비스가 

공간적으로 형평한지 평가하고 향후 보다 형평한 공공보육서비스의 배분

을 위한 우선 설치지역을 탐색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2009년과 2014년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격자에 기반을 둔 공간 단위에서 

포텐셜 모형으로 측정한 보육 기회의 분포는 불균등하였다. 집중 곡선을 

이용해 이러한 불균등이 형평한지 비형평한지 평가하였고, 대시메트릭 매

핑을 이용하여 추정한 영유아 인구의 분포와 비교했을 때, 보육 기회의 분

포가 형평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소득을 의미하는 주택실거래가의 분

포와 비교했을 때 보육 기회의 분포는 비형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준을 바탕으로 보육 기회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모두 2009년보다 

2014년에 좀 더 형평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서울시의 국공립어

린이집 설치가 적절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2009년과 2014년 사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설이 형평성을 달성하

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었는지 분석하였다. 이변량 국지모란지수(BiLISA)

를 이용하여 2009년을 기준으로 보육 기회가 적고 영유아 인구가 많은 격

자와 보육 기회가 적고 주택실거래가가 낮은 격자를 탐색하였다. 이들을 



보육 필요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들 격자들이 해당 시기에 평균적으로 얼마

나 많은 보육 기회를 획득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각 기준의 보육 필요 

지역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보육 기회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보육 기회가 효과적으로 배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주택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 보육 기회

의 배분은 비형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형평을 극복함과 동시에 보육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우선 설치지역을 탐색하여 제안하였

다. 담당 공무원 인터뷰와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본 연구가 제안

한 우선 설치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확보 문제와 민간부문 어린이집

과의 관계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투자 유치, 

부지 무상 확보, 민간 전환, 민간 매입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

야 하며, 적극적인 민간 전환 방식과 보육수급률의 계산 방식의 수정이 필

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공보육서비스의 분포를 확인하고, 확인된 분포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법을 토대로 설정한 두 가지 평가 기준과

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여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

다는 점과 단순히 우선 설치지역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설치와 관

련된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형평한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국공립어린이집, 공간적 형평성, 우선 설치지역, 대시메트릭 매핑,  
       집중 곡선

학  번: 2013-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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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보육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의미한다. 보육서비스가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기혼 여성근로자의 경제적·사회

적 활동을 지원하여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복지서비스로 대두

되고 있다(김교성·김경희, 2003).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

운데 2004년에 이뤄진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 이후 공보육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빈민 구제 차원의 보육에서 국가 책임의 보육

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무상 

보육의 대상이 2012년 0~2세에서 2013년 이후 전 계층으로 확대된 것을 

들 수 있다. 무상 보육의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 및 가

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도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의 국공립어린이집 대기 인원은 10만여 명에 달하며(1개월 이내 입소 가

능자는 3만 8천여 명), 입소신청 후 평균 1년에서 3년 정도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서울특별시, 2012). 

이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기 때문에 

동별로 2개소 이상 설치(서울특별시, 2012)와 4년 간 1,000개소 확충과 

같은 목표(중앙일보, 2014.05.30.)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또

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

되기 때문에(백선희, 2011) 서울시의 매우 중요한 정책 사항이라 할 수 있

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수년 간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차

지하는 비중은 5.3%로 스웨덴(80.6%), 덴마크(70.0%), 일본(49.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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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서울특별시, 2013). 그나

마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4

년 기준 11.8%로 전국 단위에 비교하면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짐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보육을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맞벌이 가정과 같은 집단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성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장경은, 20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근거가 된다. 

이처럼 공공보육서비스를 대표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 요구

와 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증가를 이끄는데, 이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그리고 합당하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

린이집은 도시공공서비스 중 보육 부분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도시공공서

비스 배분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도시공공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은 주로 시각적인 측면에서 평가되거나(Talen and Anselin, 1998), 

합역된 행정구역 단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료 구득의 한계로 행정동 

혹은 집계구 단위 기반의 분석(임유라 외, 2009; 서현진·전병운, 2011; 김

대은 외, 2010; 이상미, 2012 등)이 이뤄져왔다. 그러나 행정경계를 무시

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의 특성상 행정구역 단위의 분석이 적절

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사례로 공간과 관련시켜 분

석한 연구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배분 상태에 대한 고찰 없이 주로 입지

적정성(김진영, 2014; 배숙희, 1996; 서석원 외, 2009; 윤하수 외, 2007)

이나 서비스 권역 설정(노수래, 2004; 이재길, 1999; 임현정, 2010)에 치

중하여 보육서비스를 형평하게 배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배분 상태에 

대한 평가가 부재해 정책적 계획 및 수립에 도움을 주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공공

보육서비스의 이용 기회가 공간적으로 형평한지를 평가하고, 보다 형평한 

공공보육서비스의 배분을 위해 우선 설치지역을 탐색하여 제안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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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적을 갖는다. 

첫째, 행정구역에서 벗어나 공간 단위를 재구성함으로써 공공보육서비

스의 이용 기회가 공간상에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둘째,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들을 선정하고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기회의 배분이 공간적으로 형평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며,

셋째,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기회의 보다 형평한 배분을 위한 우선 설치

지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

지서비스이다(「영유아보육법」, 2014.8.7.).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를 제

공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 법인·단체 등,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직장, 사회복지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의 안정성과 보육환경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

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서울특별

시, 2012), 공보육 요구의 증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가 점점 많아

지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복지 정책이 구빈 차원의 선별적 복지에서 

모든 아동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 이행하는 현 시점에서 공공보육서비스

를 형평성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기회가 공간적으로 형평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평

가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로 선정하였다. 서울시의 국공립어

린이집은 2013년 기준 755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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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어린이집의 증가량 또한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기회의 형평 수준이 시기별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해 

두 시기를 설정하였다. 변화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의 간격을 크

게 할수록 좋지만, 연구 자료 획득의 한계로 2009년과 2014년으로 한정

하였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 2004년 545개소에서 2014년 796개소로 

10년 간 251개소가 증가한 반면 2009년에서 2014년까지 170개소가 증가

하여 지난 10년 간 증가한 251개소의 약 67.7%를 차지하기 때문에 형평 

수준의 변화를 확인하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3. 연구 방법 및 자료

1) 연구 방법

2009년과 2014년의 서울시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기회의 형평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우선 설치지역을 제안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 연

구 및 문헌 연구와 현황 분석, 공간 자료를 활용한 공간 분석 기법 등을 

연구방법으로 이용한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공간적 형평성을 정의하고 이를 도시공공서비스 

배분 측면에서 적용한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기회

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들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도시공

공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접근성 개념을 정리하

고, 측정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집중 곡선 및 지수

를 살펴본다.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통계자료를 이용한 표와 지도로 확인

한다. 이를 바탕으로 탐색적인 수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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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법적 기준과 제도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떤 기준에 의해 설치되는지 확

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의 분포가 형평한지 비형평한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측면에서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기회의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

도로 활용하는 접근성 개념을 이용할 때, 행정동 기반의 분석은 어린이집 

이용이 행정동 혹은 자치구 경계를 가로질러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

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공간 분석 및 인구 분포를 재현하기 위해 행정

동을 격자 단위로 전환하여 추정된 인구를 할당하는 대시메트릭 기반의 

에어리얼 인터폴레이션(Areal Interpolation based on Dasymetric map-

ping)을 이용한다. 이렇게 구성된 격자를 기반으로 접근성을 측정하며, 측

정 방법으로는 임계거리를 가진 포텐셜(potential) 모형을 이용한다. 이 모

형으로 측정된 접근성은 잠재적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측정한 접근성을 

해당 격자가 가진 보육 기회로 정의하고, 이들의 분포가 균등한지 불균등

한지를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로 확인한다. 

그러나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기회의 공간적 형평성은 보육 기회의 분포

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 곡선과 집중 지수를 이용해 각 

격자가 가지는 보육 기회를 앞서 선정한 평가 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이때 2009년과 2014년을 비교하여 해당 시기에 이뤄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효과를 함께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이변량 국지모란지수(Bivariate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를 이용해 보육 기회와 평가 기

준들 간의 공간적 군집을 이용해 보육 필요 지역을 탐색하고 형평한 배분

을 위한 우선 설치지역을 제안한다. 이때 국공립어린이집 담당공무원들과

의 인터뷰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겪는 문제점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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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에 이용한 자료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기회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자료

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공간적 형평성의 평가 기준

을 설정하기 위한 문헌 자료와 둘째, 채택한 평가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해 

이용하는 공간 자료이다. 

먼저 평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보육사업의 변천 과정과 국공립어린이

집의 입지 기준 및 설치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해 보육 사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지 기준과 설치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공개하는 2011년부터 2013년

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관련된 정책 자료집과 2013년 1차부터 

2014년 1차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결과1)를 이용한다. 이러한 자

료들은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들을 상세히 살

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판단된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

탕으로 공공보육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먼저 공공보육서비스의 이용 기회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위치에 기초하

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위치 정보를 이용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09년 621개소, 2014년 796개소(2014년 5월 기준)로 아이사랑보육포털

의 어린이집 알림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한다. 여기에는 어

린이집명, 유형, 행정동, 정원, 설립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

를 이용해 공간 자료로 변환하는 과정(geocoding)을 거친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법과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공공보육서비스가 

형평하게 배분되었는지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육 수요와 소득을 선정하였

다. 이때 보육 수요는 0세에서 5세의 영유아로 2009년의 영유아 인구는 

1) 2009년의 심의 의결서를 검토한다면 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으나, 확충 
심의 의결이 2012년부터 이뤄졌다는 점과 2012년의 경우 공개되지 않는 다는 점
에서 2013년 1차부터 2014년 1차까지의 자료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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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46명이고 2014년의 영유아 인구는 485,218명이다.2) 소득을 의미하

는 직접적인 자료를 실질적으로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의 대리 지표

로 주택실거래가(만 원/㎡)를 채택하였다. 격자 단위의 공간 단위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소득 자료를 현실적으로 구득하기 어렵다는 점과 주거 가격

이 해당 지역의 소득 수준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실거래가를 소

득의 대리 변수로 선택하였다. 이와 함께, Lucy(1981)는 형평성을 평가하

는 필요(need)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변수로 평균 주택 가치를 제안했

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고려할 수 없기 때

문에 주거 유형 혹은 주택 상태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주택실거래가가 적

절한 대리 변수로 활용되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택실거

래가 자료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2009년과 2014년의 아파트와 다세

대/연립 주택의 실거래가(만 원/㎡)를 지번별로 평균한 값을 이용하였다.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우선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공간적 형평성을 정의하

고 도시공공서비스 배분의 공간적 형평성을 다룬 연구들을 정리한다. 공

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보여줄 수 있는 척도로 접근성을 측정하는 방법과 측정한 접근성을 이용

해 형평성을 평가하는 방법들을 정리하고 이를 공공보육서비스 배분의 공

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토대로 삼았다.

3장에서는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고, 서울시 보육 현

황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법이 제시하는 법적인 설치 기준 및 

2) 영유아 인구의 경우 통계청은 2014년의 영유아 인구를 제공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통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내국인 각 세별 주민등록인구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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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기준을 살펴보고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

한다. 

4장에서는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분석적 측면에서 공간 단위

를 재구성하고 보육 기회를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보육 기회의 분포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와 관련된 기준들의 분포를 비교하여 보육 기회가 

공간적으로 형평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장에서는 4장의 평가를 바탕으로 각 기준별 보육 필요 지역을 선정하

고 분석 시기 동안 이뤄진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설 효과를 평가한 후 보다 

형평한 배분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탐색하여 제안한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한계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한계

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지역들을 살펴본다. 

마지막 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리하며, 본 연구의 한계와 함

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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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 연구

1. 도시공공서비스 배분의 공간적 형평성

1) 공간적 형평성의 의미

무엇을 공간적 형평성으로 정의하는가? 형평성의 공간적 의미를 알기 

위해 형평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행정학사전(이종수, 

2009)에서 정의하는 형평성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

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평성은 다양한 상황

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처럼 단순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듯 형평성은 평등, 균등, 정의, 공정, 공평 등 많

은 유사개념들과 혼용되어 사용된다(조대헌, 2004). 일반적으로 형평

(equity)과 평등(equality)의 개념이 혼동되어 사용되지만 간단히 말해 형

평은 정의(justice)와 관련된다. 즉, ‘공정한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우리가 자주 혼동하며 사용하는 평등이란 자원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

게 배분된 상태를 의미하고, 불평등(inequality)이란 자원이 고르게 배분

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Litchfield, 1999). 이와 마찬가지로 불평등은 

개인 혹은 집단 간 어떤 종류의 차이(difference)로 간주된다(Smith, 1994, 

p.49). 따라서 이 자체로 규범성을 띠지 않으며, 이들이 규범성 혹은 윤리

성을 띠는 상황은 ‘분배적 정의(distributional justice)’라는 철학적 영역과 

결합될 때이다(여유진 외, 2005). 즉, 분배된 자원의 상대적 차이는 사회

적 정의 측면에서 공정한가 아닌가에 기초해 형평과 비형평을 판단하는 

것이다.

즉, 형평성은 단순히 동일한 분배가 아니라 분배적 정의라는 가치 판단

이 개입하는 문제이며, 분배 상태가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Lu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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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77). 즉, 자원의 분배 상태가 불평등 혹은 불균등할지라도 공정한 

기준에 기초한 불평등이라면 형평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형평성

은 “같은 것의 동등한 대우를,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Lucy, 

1981)”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평성의 기본 개념은 다양한 상황에 있

는 각자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임의영, 2011). 그러나 다양한 상황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위한 기계

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을 평가하는 문제에는 정의

와 관련된 문제가 항상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한 형평성 문제는 개인 간, 인구 집단 간, 지역 간에 나타날 

수 있다. 지리학에서 형평성을 평가하는 접근법으로, 시간지리학에서 ‘개

인’ 차원의 형평성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종래 전통적인 접근법은 ‘장소’ 

중심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것이다(허우긍, 2004). 여러 연구자들(예를 들

면, Smith, 1994; Tsou et al., 2005 등)은 공간적으로 형평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형평성의 의미를 공간적으로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공간적 형평성(spatial equity)은 단순히 어디에 사는지에 관계없

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자원이 개별 ‘장소’들에 

공정하게 배분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어디에 사는지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공간적으로 평등하다고(spatial equality) 정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를 

공간적으로 형평하다고(spatial equity) 정의하기 어렵다. 예컨대, 서비스

의 배분이 공간적으로 불균등한 패턴을 보일 때, 이러한 패턴이 사회적으

로 공평 혹은 공정하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공간적으로 불평등(혹은 불균

등)할지라도 형평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공간적으로 균등한 

패턴일 때, 이 패턴이 사회적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는 공간적으로 

비형평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상에서 불균등 혹은 불평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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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이는 배분 상태가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와 결합되어 설명될 때 

불균등한 서비스 배분 상태도 공간적으로 형평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

2) 도시공공서비스 배분의 공간적 형평성

공간적 형평성은 공공서비스의 배분과 결합될 때 그 의미가 확장된다. 

공공서비스는 국가 또는 도시 정부와 같은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되기 때

문에 서비스의 배분이 사회적으로 공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에 의해 이뤄

져야 하며, 이에 따라 형평한 배분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특히 공

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특정 지점에 입지하기 때문에, 시설의 위치

가 매우 중요하다(Pinch, 1994, p.24, 엄운섭 역). 이러한 맥락에서 Talen 

and Anselin(1998)은 공공서비스들의 분포가 관측된 사회·경제적 패턴들

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혹은 평등한지 확인하는 것이 공간적 형평성 연구

의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Lucy는 1981년 그의 논문에서 공공서비스시설의 형평한 배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했다. 그는 형평성을 평등(equality), 필요(need), 

수요(demand), 선호(preference),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의 다섯 가

지 기준으로 범주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기 기준들이 상호 결합될 

수도 충돌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며, 공공서비스의 배분이 형평한지 아닌지

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Crompton and 

Wicks(1988), Truelove(1993), Marsh and Schilling(1994), Talen(2011) 

등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이들이 제시한 형평성의 범주들을 종합하면, 평등, 필요, 수요, 지불용의

로 정리할 수 있으며(<표Ⅱ-1>),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Crompton 

and Wicks, 1988; Marsh and Schilling, 1994; Talen, 2011; True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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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첫 번째 형평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평등(equality)이다. 이는 사회·경

제적 지위, 지불용의나 능력, 혹은 다른 기준들과 관계없이 이용자 모두가 

동등한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함을 의미한다. 즉, 이 범주에 의하면 서비스

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서비스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혜택을 받아

야 한다. 두 번째 기준은 ‘보상적 형평(compensatory equity; Crompton 

and Wicks, 1988)’으로 일컬어지는 필요(need)이다. 이는 형평한 배분의 

보편적 기준이 될 수 있다. Lucy(1981)는 이를 ‘불평등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unequal treatment of unequals)’로 언급하며, 신행정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으로 개념화한다(임의영, 1994). 필요는 빈곤

이나 인종, 소득과 같은 지표에 기초해 서비스를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공공서비스 공급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간의 공간적 불일치

(spatial mismatch)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라 보

는 것이다. 세 번째 범주는 수요에 기반을 둔 배분이다. 수요에 기초한 배분

의 결과는 필요에 기초한 배분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의 입지 패턴을 분석한 Mladenka and Hill(1977)은 도서관의 입지

가 수요 기준을 따르면, 부유한 근린에서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부유한 근린에 위치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은 수요 

기준에 의거하여 도서관 입지가 형평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필요 기준을 고려

할 때는 비형평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필요(빈곤) 기준의 입지 패턴과 

수요 기준의 입지 패턴이 상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네 번째 범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용으로, 이는 지불용의를 의미한다. 이 기준은 서비스 

이용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비이용자는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불할 필

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비스의 배분이 서비스 이용비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기준에 의한 배분은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에게만 이뤄지므로 효율성에 가까운 개념으로 정의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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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지표
평등(Equality) 이용자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
필요(Need) 인종 혹은 빈곤과 같은 지표
수요(Demand) 서비스 이용자 수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 서비스 이용비의 지불 가능 여부

<표 Ⅱ-1> 형평성 평가 기준

이상의 범주들(평등, 필요, 수요, 지불용의)은 형평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서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의 범주들을 혼합하여 적용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범주 기준의 배분 결과는 다른 범주

를 이용한 배분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모든 범주를 포괄하

는 형평한 배분은 달성되기 매우 어렵다(Lucy, 1981). 게다가 공공서비스

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들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공원의 경우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

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시설이라면(Crompton and Lue, 1992; 

Nicholls, 2001; Sister et al., 2010),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빈곤

한 집단이 부유한 집단에 비해 보다 더 많이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의료서

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공간적 분포에 따라 공간적 배분이 

불균등 할 수도 있다(Guagliardo, 2004; Kawachi and Kennedy, 1999; 

Luo, 2002; O’Donnell and Wagstaff, 2008; 전영숙·김창엽, 2012; 조대

헌 외, 2010). 따라서 각각의 형평 기준들은 특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가지는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도시공공서비스시설의 배분이 형평한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 분석

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서비스 공급과 소비의 

이동 방향의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 즉,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하는 방식과 소비자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공급자

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경찰서, 소방서 등의 서비스를, 후자는 

공원, 병원 등의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

하기 위해 공급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해당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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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일지라도,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시설로 이동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Pinch, 1994, p.24, 엄운섭 역). 결국 소비지에서 공

급지로의 이동은 어떤 종류로든지 비용(교통비, 시간 등)을 지불해야 하고 

이는 개인 혹은 집단의 능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공급지로 이동하는 방식의 서비스 이용은 영역적 정의

(territorial justice)의 맥락에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얻는가?”(Smith, 

1994)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때 특정 위치가 가지는 서비스 획득량을 무엇

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Smith(1994)는 국지적인 스케일에서 존재하는 불

평등한 배분에서 공간의 역할은 사회적 정의와 관련된 지리학적 작업이며, 

거리 조락(distance-decay)이 이 프로세스의 중심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서비스 획득량은 서비스 소비지와 공급지 간의 거리를 이용해 측정할 수 

있고 이는 접근성(accessibility)으로 개념화된다. 접근성은 지역 간의 공간

적 격리감을 의미하고 어떤 장소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를 의미하기

도 하는데(Lau and Chiu, 2003; 이건영, 1992; 이춘희·이주형, 2006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해 Hansen(1959)은 접근성을 어떤 지점 주위에 있는 

활동들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측정치로 보았다(Kawabata and Shen, 2007

에서 재인용). 그는 접근성을 어떤 지점에서 특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opportunity)의 잠재력(potential)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포

텐셜 모형을 소개하였다(이금숙, 1995). 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수정 및 

변형되어 중력 모형, Lowry 모형, Wilson의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 등과 

같이 발전하였고, 각종 도시모형에 적용되어 왔다(허우긍, 2004).

이처럼 어떤 장소가 가지는 접근성은 특정 위치의 서비스를 이용할 기

회 또는 용이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서비스가 형평하게 배분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접근성 척도를 이용해 이용 기회 혹은 이용량을 측정하고, 

그 패턴을 앞서 언급한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는 기준들—평등, 필요, 수

요, 지불용의—의 패턴과 비교함으로써 서비스 배분이 형평한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다(Kapla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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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공서비스의 배분이 공간적으로 형평한지에 대한 의문을 다룬 연

구들이 고려한 평가 대상 서비스는 크게 도시 어메니티(예를 들면, 공원), 

복지서비스(예를 들면, 노인, 보육), 의료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도시 공원이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는 사례로 많이 이용되었다. 

먼저 도시 공원을 사례로 한 연구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연구는 단연 

Talen and Anselin(1998)의 연구일 것이다. 이 연구는 도시 공원을 사례

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배분이 형평한지 아닌지를 평

가하기 위해 공간 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접근성을 측정하는 방

법을 단순 거리, 중력 포텐셜, 통행 비용, 최단거리로 분류하였고, 연구 목

적에 따라 적절한 접근성 측정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Talen(1997)은 Georgia의 Macon과 Colorado의 Pueblo의 공원 접근성

을 분석하여 도시공공서비스 분포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LISA(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를 이용해 공원에 대한 접

근성 점수의 공간적 군집과 인구 집단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공간적 군

집을 비교하여 공원 분포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접근성 측정법으로 

covering 접근법을 이용하고, 높은 접근성을 가진 블록들과 낮은 접근성을 

가진 블록들 간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정형화되지 않

은 불평등(unpatterned inequality)3)을 발견하지 못했고, 지역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음을 보고했다. 

Truelove(1993)는 Toronto의 보육시설 분포의 공간적 형평성을 분석하

였고, 혜택 측면에서 형평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보육 시설의 설립에 포

함되는 의사결정과정을 분석 과정에 포함시킨다면 향후 연구에서 가치 있

을 것으로 제안했다. 

Nicholls(2001)는 도시 공원의 접근성을 측정하고 배분적 형평을 평가

3) unpatterned inequality는 하위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을 증명할 수 있는 경험적 
증거가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배분 규칙이 있을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Lerner, 1874). 
서비스 배분과 관련되었을 때, 서비스와 시설로 사람들의 접근성에 불평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차별적 패턴이 있다는 증거가 없음을 의미한다(Tale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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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공원에 대한 접근 수준이 공급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정의하

였다. 이 연구는 Bryan의 공원들을 사례로 radius 접근법을 이용해 접근성

을 가진 주민과 가지지 못한 주민 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여 형평

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공원의 절대적인 수는 부족하지만 필요에 기반을 

둔 형평성을 달성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Chang and Liao(2011)는 공공시설 분포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중력 모형에 기반을 둔 접근성과 이동성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모형

을 제안했다. 대만의 Tainan시의 도시 공원을 사례로 공간적 형평성을 분

석했고 불평등한 지역 개발이 도시 공원 서비스 공급의 불일치를 야기한

다고 결론지었다. 

이상미(2012)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

구는 수요를 기준으로 한 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Coulter의 비형평계수와 Nagel의 비형평

계수를 이용했고, 그 결과 노인복지서비스의 형평성은 투입과 산출 모두

에서 수요 인구 대비 형평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와 마찬가지

로 이윤경(2009)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별 공급의 형평성을 시계

열 변화를 통해 분석했다. 여기에서 집중 곡선과 집중 지수를 이용했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제도 도입을 위해 실시한 인프라 확충 계획이 지역 

간 형평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형평

성의 변화 수준이 차이를 보이며, 방문요양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도시지

역의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며 지역 간 공급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즉, 서비스 공급의 절대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지역별 공급의 

균형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지리적 접근성의 중요성을 

고려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Guagliardo(2004)는 보건서비스를 사례로 접근성 측정 방법을 거리 기반 

접근성, 상호작용 기반 접근성, 누적 기회 기반 접근성, 커널 밀도 기반 접근

성으로 구분하여 접근성의 기초 개념과 측정법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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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중력 포텐셜 모형을 제시하였고, 2SFCA(Two-Step Floating 

Catchment Area) 등을 소개하였다.

이처럼 도시공공서비스 배분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틀과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특히 형평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서비스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설 공급과 이용 

행태에 적합한 접근성 측정법의 선택이 공간적 형평성을 분석하는 데 중

요한 기초가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접근성을 측정하고 형평성을 평가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찰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시작일 것이다. 

2. 공공보육서비스로서 국공립어린이집

1) 보육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미

보육은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의 역할을 보완하는 서비스로, ‘아동

을 위탁한다’는 의미의 ‘탁아’ 개념에서 출발하여 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

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이 타인이나 기관에서 보호와 양육서비

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이순형, 2013a, p.191). 법적 정의로서 「영

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

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1003호 제2조)”로 명

시하고 있다.

보육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아동복지 틀 안에서 의미를 지니며 아동복

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아동복지는 잔여적 의미를 가지는 사회

적 서비스의 한 형태로 정의되거나(Kadushin, 1974), 모든 아동이 신체

적·지적·정서적 발달 과정에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에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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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경제적·보건적인 제반

활동으로 정의되거나(Friedlander and Apte, 1968), 아동의 복지를 증진

시키기 위한 사회제도이자 사회사업의 한 분야로 정의(Meyer, 1985)되기

도 한다(이순형, 2013a, p.16). 종합하면, 보육은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로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한 사회제도이자 

사회사업으로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시설 중 국가가 설치 및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까? 형평성 문제는 

일반적으로 민간부문보다는 공공 부문에서 논란이 되는 것으로, 국공립어

린이집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어야만 형평성 평가가 더욱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여기서 공공서비스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지칭한다(안병철 외, 2009).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공공재, 즉 공공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인가와 관련된 문제는 

경제학적 측면과 비경제학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경제학적 의미에

서 공공재는 민간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

ness)과 배제불가능성(non-exclusiveness)의 성격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

를 일컫는다(안현미·김송이, 2011). 이러한 측면에서, 보육의 경우 아동이 

많아질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경합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선별적인 보육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배제불가능성의 성

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재라 할 수 없다는 주장(김현

숙, 2005; 현진권, 2005)이 있는 반면, 순수한 공공재의 특성과 달리 보육

의 태생이 민간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경합이나 배제가 

가능한 불완전한 배제 가능성을 갖는 공공재로 정의(김종해, 2004; 김태

성, 2006)하기도 한다(안현미·김송이, 2011). 

비경제학적 측면에서는 보육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민간부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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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 자선행위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므

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며(김태성, 2006), 보육서비스의 공적 제공이 사

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되고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공공 

영역이라고 주장한다(이미정, 2009). 또한 현대 한국사회는 빠른 핵가족

화와 함께 여성 취업률의 빠른 증가를 경험했다. 이에 따라 가정 내 자녀 

양육 기능이 약화됨과 동시에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

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

라서 자녀의 양육을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증가하

였고 이는 공보육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임현정, 2010; 장경은, 2012).

이러한 측면 외에도 한국의 보육 사업 변천 과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

집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보육 사업의 변천 

과정을 구분하는 방식은 연구자마다 상이하지만 큰 흐름은 유사하다. 유

희정(1997)은 다섯 단계로 시기를 구분하였으며4), 여기에 2004년 「영유

아보육법」의 전면 개정 이후까지를 고려하여 여섯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탁아소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보육은 직장을 가진 부모

들의 자녀를 일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탁아는 구호적인 복지 정책으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구호활동의 일부로 

이뤄졌다. 그러나 취업모의 증가와 탁아 요구의 증대로 탁아 문제가 사회

적으로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에 대

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영유아보육

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보육이 100대 국정과제로 설정되고, 2013년에

는 무상보육시대가 시작되었다. 즉,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보육에서 점차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육으로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에서 제

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다. 

4) ①해방 이전 시기(1921–1945), ②해방 이후–전후 시기(1945–1960), ③어린이집 시기
(1961–1981), ④새마을유아원 시기(1982– 990), ⑤영유아보육법 제정 시기(1991–
2004)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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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보육은 영유아의 바람직한 양육을 위해 국

가와 사회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

공립어린이집이 경제학적으로 순수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지 못할지라

도, 일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영유아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포함한 다수의 이해와 공정한 출발을 위한 보편적 권리로서 적극적인 국

가 개입이 필요한 서비스이다(안현미·김송이, 2011). 또한,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과 동시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공재적 성

격을 가진 공공서비스로 판단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연구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시설의 입지와 같은 지리적인 

문제보다는 서비스 질, 서비스 효과와 같은 비공간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권경미, 2012; 김영태·심익섭, 2014; 유재언, 2013; 

유희정, 1998; 이정혜, 1999; 임은주, 2013 외 다수). 지리학 관련 분야에

서 어린이집에 대한 연구는 형평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김이수·김찬

기, 2012)도 있지만, 최적입지를 선정하거나(김진영, 2014; 배숙희, 1996; 

서석원 외, 2009; 윤하수 외, 2007) 보육서비스의 도달 범위 설정과 관련된 

연구들(노수래, 2004; 이재길, 1999; 임현정, 2010)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보육시설의 형평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로는 김이수·김찬기

(201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별 보육시

설의 차이를 Coulter 모형을 이용해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및 광역

자치단체 수준에서 ‘거의 형평’하였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완전 형평’에서 ‘극도의 불형평’까지 다양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국가 

전체 또는 시·도 등의 수준에서 총량적으로만 접근한 결과로서, 지역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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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배숙희(1996)는 대구의 보육시설 현황을 탐색하고 보육시설의 추가 입

지 선정을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방법으로 ArcGIS를 이용해 동별 

요보육아동수, 요보육아동비율을 시설 수와 대비해 보육시설이 우선 필요

한 지역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 요보육아동의 비율과 가임여성인구 비율

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보육시설이 가장 적은 9개 동을 선정하였다. 이

러한 분석을 통해, 대구시의 보육시설은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고, 저소

득가구가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이나 공단지역에 보육시설이 필요함을 

결론 내렸다. 

노수래(2004)는 GIS 기법을 활용하여 서울시 강서구를 사례지로 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고려한 입지가능지역을 고려

하고, 입지-배분 모델을 적용하여 최적 입지를 분석하였고 보육서비스 이

용권을 500~700m로 설정하였다.  

윤하수 외(2007)는 서울시 성동구를 사례지로 하여 Block 단위에서 수

요와 공급의 밀도차를 이용하여 분석함과 동시에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국

공립보육시설의 부족시설을 탐색했으며, 그 결과 마장동 아파트 지역에 

우선 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분석에서는 저소득을 대

신할 수 있는 변수로 임대아파트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통계자료를 이용

하였다. 물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빈곤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보육시설의 이용집단이 영유아라는 점을 볼 때 기초생활보호대상

자를 소득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서석원 외(2009)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입지기준과 선행

연구를 통해 선정한 보육시설 입지 평가기준 중 시설의 지역적 특성을 설

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추출하여 GIS를 활용해 서울시 보육시설의 입지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입지적정성을 살펴보았을 때 노원구와 도봉

구를 비롯한 7개 지역의 시설 50% 이상이 입지적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하였고, 강서구, 서초구, 용산구는 입지적정성이 미흡한 시설이 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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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도 없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보육서비스 및 보육환경은 주변 환경에 의

해 결정되고, 신규 시설의 입지가능지역을 판단하여 체계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김진영(2014)은 GIS 공간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천안시의 국공립어린이

집의 입지적정성을 집계구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집계구 단위에서 대부분

의 지역의 어린이집 공급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하고, 어린이집 필요 

지역을 분석하였다. GIS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해 천안시를 대상으로 국공

립 어린이집의 입지 적정성 여부와 신설 여부에 따른 입지 최적지의 탐색

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밀도분석과 모란지수를 이용한 영유아 수와 이

용정원의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어린이집의 공급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

을 보였다. 또한, 접근성 분석을 이용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입지 최적지를 탐색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소외

지역 관련 변수를 집계구 자료에서 추출하여 5분위 지역화한 후 접근성 

지표와 중첩하여 수요는 많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가 부족한 지역을 

향후 최적 입지로 선정하였다.

보육서비스의 공급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들로 이재길(1999)은 서울시 

보육시설의 서비스 이용권을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이용특성을 분

석하여 시설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비율과 이용만족도가 정규

분포형태로 감소한다고 보고하며, 임계거리가설에 의한 보육시설의 이용

권을 250m로 설정하고 최대 이용권을 500~700m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최대 이용권을 500~700m로 설정한 결과는 노수래(2004)의 연구가 제시

한 이용권인 500~700m와 일치한다. 

임현정(2010)은 GIS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성남시의 국공립 보육시

설의 접근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소외지역 및 수요지역을 

탐색하여 보육서비스 공급을 위한 최적 범위 설정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

과, 성남시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입지는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향

후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한 추가 설치가 필요함을 밝혔다. 집계구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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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함으로써 미시적인 공간 단위에서 분석하였지만, 보육시설의 서비스 

최적 범위 설정에 있어서 집계구별 자료의 기술통계량으로만 분류하였다

는 점에서 접근성과 형평성에 기반을 둔 서비스 공급을 적절히 평가하였

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앞서 보육시설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최적입지 선정이나 서비스 

이용권 설정과 같은 문제를 다뤘으며, 일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킨 연구가 매우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GIS 공간 분석 기법을 이용한 

연구들의 경우 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해 집계구나 행정동 단위를 사용함

으로써 미시적인 수준에서 경계를 넘나드는 시설 이용을 고려하지 못했다

는 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제공하는 공공

보육서비스가 형평하게 배분되는지 확인하고, 공간 분석의 측면에서 적절

한 공간 단위의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공간 분석을 수행하

고자 한다. 

3. 분석 방법론

공간적 형평성 평가는 어떤 지점에서 특정한 서비스로의 접근 가능 여

부와 공간 내에 다양한 접근 수준이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지의 문제이다

(Talen, 2011). 즉, 서비스 이용 기회가 공간적으로 형평한지 평가하기 위

해 다양한 개인 혹은 집단들이 가지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접근 수준의 공간적 분포를 다른 평가 기준들의 공간적 분포와 비교해야 

한다. 공간적으로 정의된 접근성 분포와 사회·경제적 속성들의 분포를 비

교하는 방법으로 시각화가 논의되었고, 이 부분에서 Talen은 지리적 시각

화(Geovisualization)를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강조하였다

(Talen and Anselin, 1998; Talen, 1997, 1998, 2010, 2011). 특히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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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각화를 이용한 공간적 형평성 평가는 장소 중심의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장소가 가진 서비스 또는 시설 

이용량 또는 기회를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를 접근성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측정된 접근성을 바탕으로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

한 방법들을 확인한다. 

1) 서비스 공급량으로서의 접근성 측정

접근성(accessibility)은 Smith(1994)가 언급한 것처럼, 누가 어디서 무엇

을 얻는가? 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며, 접근성은 어떤 지점에서 서비스 혹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 기회 또는 이용량을 의미한다. 고용 기회, 

자원, 복지, 서비스 등으로의 접근성은 어떤 대가로 이뤄지며, 이 대가는 

일반적으로 거리나 시간과 같은 비용에 해당된다(Harvey, 1983; 최병두 

역, p.35). 

접근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누적 기회 모

형(cumulative opportunity), 포텐셜(및 중력) 모형, 효용 기반 모형

(utility-based), 네트워크 위상 모형(network topological), 시공간 제약 

모형(time-space constrained)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건학, 2008). 먼저 

누적 기회 모형은 한 지역 내 혹은 임계거리 내에 있는 기회(예를 들면, 

시설 수, 의사 수, 공원 면적 등)들을 합산하여 접근성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 예를 들면, 행정 구역 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같은 비율 계산법이

나 행정 구역 내 공원 총 면적 등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중력 모형이 상호

작용 그 자체로의 개념을 가진다면, 포텐셜 모형은 상호작용 기회와 관련

되는 개념으로(허우긍, 2004), 특정 장소와 기회 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호작용 기회를 합산하여 계산된다. 효용 기반 모형은 소비자가 그들의 

순이익이나 효용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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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이건학, 2008), 소비자행동 이론에 의해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계산

된 접근성이 화폐 단위로 표시되어 비교가 편리하다(허우긍, 2004). 네트

워크 위상 모형은 그래프(graph) 이론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시공간 제약 

모형의 경우 시간지리학을 바탕으로 개인의 시공간적 이동가능성을 접근

성으로 이용한다(허우긍, 2004). 

각각의 모형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와 시설, 그리고 공간 단위에 

따라 다르게 이용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경우 장소 기반의 접근성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누적 기회 모형이나 포텐셜 모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때 중력 모형에 기반을 둔 포텐셜 모형은 연

구 지역 내에 있는 공급량(공원 면적, 의사 수, 정원 수 등)만을 이용한 모

형과 수요량을 함께 고려한 모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식 (1) 

식 (1)은 가장 기본적인 포텐셜 모형으로 Hansen 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모형은 기회의 크기를 수요 지점과 공급자 간의 거리로 나누어 

상호작용 기회를 측정한다. 여기서 는 지점의 포텐셜, 는 공급자 가 

제공하는 기회의 크기, 는 수요 지점과 공급자 간의 거리, 는 거리조락 

계수를 의미한다. 위 식의 경우 수요 지점이 갖는 포텐셜은 연구지역 전체 

혹은 관할 구역 내의 모든 공급자가 제공하는 기회의 크기(예를 들면, 정

원, 연면적 등)를 수요 지점과의 거리로 나눈 후 모두 더한 값으로 계산된

다. 

이 측정법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하나의 공급 시설이 여러 

공간 단위의 수요자를 수용해야 한다면, 특정한 공간 단위에 제공하는 공

급 수준이 감소하는 문제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조대헌, 

2004). 이를 고려하기 위해 수요를 고려한 지수들이 개발되었고,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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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Guagliardo(2004)에 의해 수정된 중력 모형 기반의 접근성 모형과, 

Luo에 의해 확장된 FCA 기법인 2SFCA(Two-Step Floating Catchment 

Area)가 있다. 

 




 

여기서 



 

  식 (2)

식 (2)는 Weibull(1976)이 수요자들 사이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쟁

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되었으며, Guagliardo(2004)가 Joseph 

and Bantock(1982)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공급 감소 효과를 고려한 대

안으로 제시했다(조대헌, 2004). 이러한 접근성 모형들은 시설 이용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시설과의 근접성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용

자들의 근접성도 함께 고려한다. 즉, 시설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이용된다(손정렬·오수경, 

2007). 특히 공급과 수요 간의 형평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이용하

는 접근성 지수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Joseph and Bantock, 1982; 

Luo and Wang, 2003; Song and Sohn, 2007; Wang and Minor, 2002; 

Weibull, 1976; 손정렬·오수경, 2007).

중력 모형의 특수한 형태로 공공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2SFCA 기법의 식은 다음과 같다(Luo and Wang, 

2003). 

   
∈ ≤ 




           식 (3)

여기서 는 공급지 의 수요와 공급의 비율, 는 시설의 의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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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는 임계거리 반경 내의 총 인구, 는 와 간의 통행 시간이다.

 
  

∈ ≤ 
  

∈ ≤  
∈ ≤ 




           식 (4)


는 2SFCA 기법으로 도출된 거주 지역 의 접근성이다.

2SFCA는 두 단계에 거쳐 접근성을 계산한다. 첫 번째 단계는 공급시설

을 중심으로 임계거리 내의 공급과 수요의 비율을 계산하고, 두 번째 단계

는 각 수요지를 중심으로 임계거리 내에 포함되는 모든 공급량을 합산한

다(Luo and Wang, 2003). 이 기법은 값이 공급과 수요의 비율로 계산

되고 이것이 수요지를 기준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한 지점이 

가지는 수요 대비 공급량을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공급

시설마다 공급량과 수요량이 산정되기 때문에 하나의 공급지가 둘 이상의 

수요지를 관할하더라도 총 공급량이 보존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2SFCA를 이용한 연구는 조대헌 외(2010)의 연구

로 거리조락효과를 고려한 2SFCA를 이용하여 경기도 여주군을 사례로 

버스 통행에 초점을 둔 공공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분석했다. 김하

나(2014) 또한 2SFCA를 이용하여 공공보건의료 시설과 수도권의 각 동

별 접근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의 공급과 접근성 편차를 분석하

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Schuurman 외(2010)도 보건시설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2SFCA가 기본적으로 환자 당 의료진의 비율을 이용한 접근

성 측정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

는 연구에 다수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중력 모형에 기반을 둔 포텐셜 모형류는 수요 부분의 포함 

여부로 구분할 수 있고, 분석 대상과 방법에 따라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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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평성 평가 방법

서비스 이용 기회를 의미하는 접근성을 측정했다면, 서비스 배분의 형평

성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 방법으로 Talen and Anselin(1998)은 공간적 

분포 패턴을 시각적으로 파악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계산한 척도들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탐색적 공간 데이

터 분석(ESDA: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였고, 다

양한 연구에 이용되어 왔다(Hewko et al., 2002; Smoyer‐Tomic et al., 

2004; Talen and Anselin, 1998; Talen, 1997, 1998). 특히 Talen(2011)

은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컨테이너 접근법과 중력 모형에 기반을 

둔 모형 등으로 도출된 공간 패턴과 인구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의 공

간 패턴을 비교하는 지리적 시각화(Geovisualization)를 강조했다. 

시각적 평가 외에 특정 지수를 이용한 평가 방법으로, 지역 간 차이를 

하나의 수치로 요약하거나, 특정 지수를 사용하여 연구 지역 전체의 형평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즉, 연구 지역 전체의 형평 수준의 증감을 

계산하거나 지역 간 가진 이용 기회의 차이를 계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방법 공간 단위 결과물
지도화 시설들의 위치 지도: 접근성 등치선도 등
서비스 대 필요 비율 집계 구역 코로플레스 맵 또는 표
상관 분석 집계 구역 단일 지수
지수 집계 구역 단일 지수
출처: Truelove, 1993

<표 Ⅱ-2> 공간적 형평성의 평가 방법

Truelove(1993)는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가지 

범주를 제시했다: 지도화, 서비스 대 필요 비율, 상관 분석, 지수(<표Ⅱ

-2>). 먼저 지도화는 간단하고 명료하며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시설로부터 정의된 임계거리를 넘는다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

는 것으로 정의하여 시설들이 평등하게 위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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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서비스 대 필요 비율의 경우 각 구역에 대해 

계산되며, 형평성을 측정하는 단순한 척도로 이용된다. 상관 분석의 경우 

서비스 배분이 필요와 관련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상관관계가 높다면 

형평한 배분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 구역 당 보육시설 정원

이 해당 구역의 가구 소득과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면, 보육시설들

은 저소득에 좀 더 많은 시설을 공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수

를 이용한 평가 방법으로 Moran’s I와 같은 공간적 통계치와 표준편차나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와 같은 비공간적 통계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조대헌, 2004), 로렌츠 곡선(Lorenz curve)과 지니 계수(Gini co-

efficient)와 같은 전통적인 불평등 지수들을 이용해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

할 수 있다. 

물론 형평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Kaplan(2014)이 분석한 바와 같이 시

각적 평가와 함께 수치적 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지니계수와 Coulter 

모형과 같은 불평등 지수를 이용해 평가할 수 있다. 먼저 Coulter 모형은 

공공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Coulter의 비형평성 계수는 식 (5)와 같다(Coulter, 1980).

 


 




min


 









  식 (5)

여기서, 는 비형평성 계수, 는 관할구역 내 특정 지역 혹은 하위 단위

로 서울시가 전체 연구지역이라면, 는 각 자치구 혹은 행정동으로 예를 

들 수 있다. 는 선정된 분석 지역의 총 수, 는 전체 지역에 제공된 서비

스 총량, 는 지역에 제공된 특정 서비스의 양, 는 지역의 형평성 기

댓값을 의미한다. 만약 지역 간 완전한 평등이 달성되면 비형평성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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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은 0이 된다. 비형평성의 평가는 1~10은 거의 형평, 11~20은 약간 

비형평, 21~30은 상당한 비형평, 31~50은 극심한 비형평, 50 이상은 극

도의 비형평으로 평가한다. 

Coulter의 비형평성 계수를 이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보육서비스시설

의 공급 형평성을 측정한 연구(김이수·김찬기, 2012), 노인요양서비스시설 

공급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한 형평성 측정 방법으로(문상호·

김윤수, 2006), 노인복지시설의 지역 간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

로(민연경·이명석, 2012; 이상미, 2012) 이용되었다. 

[그림 Ⅱ-1] 로렌츠 곡선(출처: Drezner et al., 2009)

Coulter의 비형평계수 외에 대표적인 불평등 지수는 지니 계수가 있다. 

지니 계수는 누적 빈도 그래프인 로렌츠 곡선([그림 Ⅱ-1])과 관련해 정의

되며(Marsh and Schilling, 1994), 식 (6)과 같이 주어진다. 



- 31 -

 







   식 (6) 

만약 지니 계수가 1이라면, 모든 자원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등한 배분은 지니 계수가 0에 가까워지거나 최소화될 

때이다(Drezner et al., 2009). 여기서는 이 불평등 지수를 확장한 집중 곡

선(concentration curve)과 집중 지수(concentration index)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Ⅱ-2] 집중곡선의 개념(출처: O’Donnell and Wagstaff, 2008)

집중 곡선과 집중 지수는 확장된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Ⅱ-2]의 가로축은 생활수준(예를 들면, 소득)으로 

순위화한 인구 집단의 누적 비율이고, 세로축은 관심 변수(예를 들면, 의

료서비스의 양)의 누적 비율을 의미할 때, 그림과 같이 집중 곡선이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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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아래에 위치한다면, 의료서비스의 이용에서 고소득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해석한다. 이와 반대로 45도 선 위에 위치하다면, 저소득에 유

리한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해석한다(O’Donnell and Wagstaff, 2008).






      식 (7) 

일반적으로 집중 지수는 식 (7)로 정의되고, [그림 Ⅱ-2]의 선 B와 45도

선인 A 사이의 면적을 두 배한 값으로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만약 

양()의 값을 갖게 되면 고소득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함을 의미하고, 

음(-)의 값을 갖게 되면 저소득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0

일 경우는 불평등이 없는 동등한 상태임을 의미하며, 0에 근접할수록 평등

에 가깝고 ±1에 가까워지면서 불평등도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한다

(O’Donnell and Wagstaff, 2008). 

지역 간 형평성 분석을 위해 사용된 집중 곡선은 특히 의료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이용재, 2005, 2010). 이처럼 지역 간 형

평성의 분석은 특정 공간 단위 당 인구 10만 명 당 의사 수 혹은 의료이용

량과 같은 관심 변수들 간의 비교를 통해 가능하다. 

3) 공간 단위의 재구성과 인구 분포의 재현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기반이 되는 공간 단위의 선택

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즉 분석의 대상에 따라 적절한 공간 단위를 

선택해야 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의 관할 구역을 행정동

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행정동 기반의 공간 단위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은 해당 행정동 

내의 영유아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행정동 간, 자치구 간 경계를 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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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동 기반의 분석은 실제 이용을 반영하지 못 할 

수 있다. 또한, 보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변이를 포착할 수 없는 

문제로 공간 단위의 임의성 문제(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MAUP)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공간 단위

를 보다 작은 단위로 분할하여 경감시킬 수 있다(이희연·심재헌, 2011, 

p.368). 따라서 행정동보다 작은 공간 단위인 집계구 단위 혹은 임의적인 

격자 단위를 이용해 연구 지역을 분할하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을 

보여주는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기존의 공간 단위보다 작은 공간 단위로 분할하고 자료를 할당하기 위해 

에어리얼 인터폴레이션(Areal Interpolation)을 이용한다. 에어리얼 인터폴

레이션은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크게 분류하면 ‘면적 가중(areal weight-

ing) 방법’, ‘Pycnophylactic smoothing 방법’, ‘센트로이드(centroid)를 이

용한 밀도면 생성(density surface creation) 방법’ 등이 있으며, 이들 중 

가장 단순하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면적 가중 방법이다(이상일·김감영, 

2007). 하지만 면적 가중 방법은 소스 구역 내에 공간적 변동(spatial var-

iation)이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Mennis and Hultgren, 2006), 단순히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두 구역을 결합하는 방법에 불과하다(이상일·김감

영, 2007).

대시메트릭 매핑(Dasymetric mapping)은 면적 가중 방법의 에어리얼 인

터폴레이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보조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분포를 재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시메트릭 매핑 기법의 대표적인 

기법들은 바이너리 기법(Binary Method), 다중-클래스 기법(Multi-Class 

Method), 제한변수 기법(Limiting Variable Method) 등이 있다(이상일·김

감영, 2007). 간략히 설명하면, 바이너리 기법은 보조 자료를 이용해 불필

요한 영역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거지와 비주거지를 구분하여 각

각 1과 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중-클래스 기법은 바이너리 

기법의 연장으로, 속성을 세분하여 적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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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농경지(0.2), 산림지(0)와 같이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다. 제한변

수 기법은 경험적으로 얻은 자료를 반영하여 개별 속성별 한계를 미리 설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례에 대해 속성을 바꿔 적용하는 방법이다(이석

준 외, 2014).

특히 다중-클래스 기법을 이용한 대시메트릭 매핑의 정확도는 토지 용

도에 따라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는가에 달려있다. 토지 용도별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인구 비중법(Population proportion method), 표준 밀

도법(Standard density method), 회귀분석법(Regression method) 등이 있

으며(이석준 외, 2014), 회귀분석법이 다른 기법에 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가중치를 얻을 수 있기에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Wu et al., 2005; 

조대헌, 2014에서 재인용).

물론 회귀분석법이 널리 사용되지만, 공간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에

서 제기되는 이슈 중 하나인 OLS로 도출된 회귀계수의 전역적 평균과 관

련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조 자료와 인구 간의 관계를 국지적인 맥락에

서 이해하고자 국지적 변이를 고려할 수 있는 지리적 가중회귀모형(GWR: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을 사용하거나 각 지역별로 나누어 

OLS를 이용하기도 한다.

4. 연구 분석 틀

이론적 배경 및 문헌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 틀을 설

정하였다([그림 Ⅱ-3]). 본 연구는 서울시의 공공보육서비스 배분이 공간

적으로 형평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공간 단위를 재구성한다. 앞서 언

급한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이 행정구역 경계를 무시한다는 점에

서 기존의 행정동 경계는 부적합하며, 이용자의 특성상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집계구 경계보다 더 작은 공간 단위가 필요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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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격자를 공간단위로 설정하고 서울시를 격자로 분할하여 분석의 

기초 공간 단위로 이용한다. 이러한 격자형의 공간 단위를 이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장소’ 중심의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장소 중심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공보육서비스 공급량의 

분포와 평가 기준들의 분포를 지도화한다. 우선 공공보육서비스의 공급량

은 각 격자가 가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기회로 포텐셜 모형을 이용해 측

정한다. 공원과 달리 국공립어린이집은 수요 지점 근처에 시설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처에 시설이 적은 곳보다 잠

재적 입소 기회가 많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포텐셜 모형으로 측정한 공공

보육서비스의 공급량을 ‘보육 기회’로 정의한다. 

이렇게 측정한 보육 기회의 분포를 지도화하고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

수를 이용해 보육 기회의 분포가 균등한지 불균등한지를 파악한다. 이렇

게 파악한 보육 기회의 분포가 형평한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계획을 함께 살펴본다. Truelove(1993)

가 제안한 것처럼 이러한 방식은 형평성 평가를 위한 다양한 기준들을 설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배분 결과를 해석하는 데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

된다. 

이렇게 평가한 보육 기회의 형평성을 바탕으로 2009년에서 2014년 사

이 이뤄진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설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다 형평한 배

분을 위해 2014년 기준의 우선 설치지역을 제안한다. 여기서 탐색적 공간 

자료 분석 기법(ESDA)을 이용해 2009년을 기준으로 보육 기회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정의하고 이들의 보육 기회의 증감량을 바탕으로 신설 효과

를 평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2014년의 필요 지역을 파악하고 보다 형평

한 배분을 위한 우선 설치지역을 제안한다. 

이러한 분석 틀을 통해 본 연구는 네 가지 측면에서 기여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공공보육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틀을 제시하는 것이

다. 두 번째는 공간 분석적 측면에서 행정동이나 집계구 단위가 아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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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어린이집 이용 특성을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는 격자형의 공간 단위

를 이용함으로써 미시적인 수준에서 ‘장소’ 기반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간 분석과 더불어 불평등 지수를 이용하여 형평 

수준을 수치로 평가하고 이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비교하여 국공립어린이

집 설치로 인한 형평 수준의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다. 네 번째, 이러한 평

가를 바탕으로 우선 설치지역을 탐색하여 향후 형평한 배분을 위한 정책

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Ⅱ-3] 연구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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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울시의 보육시설 분포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1. 보육시설 현황

1) 보육시설의 분포

한국의 어린이집 종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명시하듯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

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구

분된다. 

연도 합계 국공립
사회
복지
법인

민간
법인·
단체
등

부모
협동 직장 가정

2000 4041 528
(13.1)

152
(3.8)

1873
(46.3)

132
(3.3) 0 69

(1.7)
1287
(31.8)

2003 4572 548
(12)

80
(1.7)

2199
(48.1)

100
(2.2) 0 62

(1.4)
1583
(34.6)

2006 5508 632
(11.5)

28
(0.5)

2315
(42)

297
(5.4)

16
(0.3)

78
(1.4)

2142
(38.9)

2009 5684 626
(11)

44
(0.8)

2278
(40.1)

219
(3.9)

17
(0.3)

96
(1.7)

2404
(42.3)

2012 6538 690
(10.6)

42
(0.6)

2341
(35.8)

173
(2.6)

24
(0.4)

149
(2.3)

3119
(47.7)

2014.5 6758 796
(11.8)

38
(0.6)

2290
(33.9)

158
(2.3)

26
(0.4)

177
(2.6)

3273
(48.4)

출처: 아이사랑 보육포털

<표 Ⅲ-1> 서울시의 연도별 어린이집 현황 (개소, %)

서울시의 어린이집 수는 2000년에 전체 4,041개소에서 2006년 5,508

개소, 2012년 6,538개소, 2014년 5월 6,758개소로 증가하였다. 2000년에

서 2014년 5월에 이르기까지 1.5배 이상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표 Ⅲ

-1>). 주요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2000년 

528개소에서 2014년 5월 796개소로 1.5배의 증가를 보이고, 그 수는 

2003년과 2006년 사이, 2012년과 2014년 5월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 이

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11.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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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데, 이는 가정어린이집의 꾸준한 증가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2000년 1,287개소에서 2014년 5월 3,273개소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 그 증가세는 줄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을 보였다. 민간어린이집은 2006년까지 증가세를 보이지만, 전체 어린이

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

인다. 이러한 양상은 장경은(2012)이 지적하듯, 무상보육으로 인한 영유

아 수의 급증으로 자본이 많이 드는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소규모의 가정어

린이집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성연 외(2013)는 전국의 어린이집에 대해 1991년부터 2013년까지 현

황을 분석한 결과 1991년 「영유아보육법」제정 이후 모든 유형의 어린

이집이 꾸준한 증가를 보이지만,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보다는 민간주

도의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크다고 지적하였다. 서울시도 

이와 마찬가지로 민간, 법인·단체, 가정어린이집과 같은 민간주도의 어린

이집 비중이 여전히 높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수에서 민간어린

이집이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서울시의 민간어린이집의 

절대적인 수는 줄어드는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수의 증가량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볼 때,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의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월 기

준 약 5.3%이다(통계청, 2013). 물론 이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지

만, 여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다.5) 그나마 2014년 5월 기준, 

서울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전

국 평균보다는 좋은 편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2009년과 2014년 사이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 분포를 구별

로 지도화하였다. [그림 Ⅲ-1]은 구별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소를 지도화한 

5) 주요 선진국 공보육 비율: 스웨덴 80.6%, 덴마크 70.0%, 일본 49.4%(서울특별
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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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2009년의 국공립어린이집 개소를 4분위수(25%, 50%, 75%, 

100%)로 급간을 구분하여 표현하였고 2014년은 그 증감량을 확인하고자 

2009년의 급간구분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그림 Ⅲ-1] 2009년(좌)과 2014년(우)의 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수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도심부의 용산구, 중구와 서초구, 금천구의 국공

립어린이집 수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적은 자치구로 확인되었고, 이중 금

천구가 14개소로 가장 적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포구, 강서구, 광진구, 강

남구, 송파구, 관악구 등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은 자치구로 확인된다. 

2014년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증가로 인해 밝은 부분의 자치구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었던 서초구와 서대문구 등이 어두운 색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이들 자

치구에 이 기간에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구, 용산구, 금천구는 여전히 밝은 색을 띠고 있어 이 시기에 이들 지역

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설치가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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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2009년(좌)과 2014년(우)의 구별 민간부문 어린이집 수   

[그림 Ⅲ-2]는 민간부문 어린이집(민간+가정)의 2009년과 2014년 분

포이며, 색이 짙을수록 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의 경

우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송파구, 강서구 등이 많은 수를 차지하

고 있다. [그림 Ⅲ-1]과 비교해보면, 은평구, 도봉구, 강동구 등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적으나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이 많은 지역으로 확인되고, 마포

구, 강남구, 성동구 등의 지역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많고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의 수가 적은 지역으로 확인된다. 이를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민

간부문 어린이집 수로 확인하면 [그림 Ⅲ-3]과 같다. 

[그림 Ⅲ-3] 2009년(좌)과 2014년(우)의 국공립 대비 민간부문 어린이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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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간 구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2009년은 4분위수로 구분하고 2014년

은 민간부문의 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은 종로구를 제외하고 

2009년의 급간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색이 짙을수록 국공립어린이집 

수에 비해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이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2009년의 경우 

서울 외곽으로 갈수록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이 많

은 지역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모습은 2014년도 마찬가지로, 은평구, 도봉

구, 노원구, 강동구는 두 시기 모두 상위 25%에 해당하는 자치구로 파악

되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종로구가 유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

부문의 어린이집보다 적은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종로구의 국공립어

린이집이 2009년 24개소에서 2014년 27개소로 증가하고 민간부문의 어

린이집이 36개소에서 26개소로 감소한 결과이다. 

[그림 Ⅲ-4] 국공립 대비 민간부문 어린이집 비율의 증감 양상(201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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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패턴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

문의 어린이집도 함께 증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민간부문 어린이집 

수가 많아진 사례이다. [그림 Ⅲ-4]는 2014년의 국공립 대비 민간부문에

서 2009년의 국공립 대비 민간부문 비율을 뺀 것으로 민간부문의 비율의 

증감을 표현한 지도이다. 해당 지역은 송파구, 영등포구, 동작구, 용산구, 

광진구로 특히 송파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31개소 38개소로 증가한 반

면, 민간부문은 289개소에서 414개소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시 전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가 증가하였을지라도 민간부문 

증감량의 지역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 보육시설과 영유아 인구 간의 관계

[그림 Ⅲ-5] 2009년(좌)과 2014년(우)의 영유아 인구

[그림 Ⅲ-5]는 각 연도별 영유아 인구의 분포를 보여준다. 2009년의 영

유아 인구를 4분위수로 구분하였고 가장 짙은 색의 지역이 상위 25%, 가

장 옅은 색의 지역이 하위 25%를 의미한다. 2014년은 2009년의 급간 구

분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분포를 살펴보면, 두 시기 모두 영유아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은평, 노원, 강서, 송파, 구로구와 같은 서울 외곽지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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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에 해당하는 용산, 종로, 중구와 같은 지역들의 영유아 인구가 비교

적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증감을 자세히 살펴보면, 2009년 0~5세 영유아는 511,907명에서 

2014년 1/4분기 485,204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출산율 감소 현상의 결

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역별로 영유아 수의 증감이 다르게 나타난다. 먼

저 강남구, 구로구, 서초구, 은평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해당 시기 동안 

영유아 수가 증가한 지역이다. 서초구가 3,351명이 증가하여 제일 많이 

증가했고, 그 뒤를 이어 은평구는 1,719명, 강남구 1,301명, 구로구 149명

이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한 네 지역을 확인하

면,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영등포구이다. 이 기간에 노원구는 4,052명이 

감소했고, 관악구 3,683명, 영등포구 3,489명, 강서구 2,620명이 감소했

다. 이러한 변화로 은평구와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영유아 수가 많은 지역

(짙은 색)으로 변화한 모습과 영등포구, 관악구, 성북구 등이 영유아 수의 

감소(짙은 색에서 옅은 색으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6] 2014년 기준 국공립 대비 민간부문의 비율(좌)과 영유아 인구(우) 

[그림 Ⅲ-6]은 2014년의 국공립 대비 민간부문 어린이집의 수를 표현

한 지도(좌)와 2014년의 영유아 인구의 분포 지도(우)이다. 직관적인 해석

을 위해 국공립 대비 민간부문 어린이집 비율 지도에서 색이 짙을수록 국

공립어린이집이 적은 지역으로 판단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으면서(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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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색) 영유아 인구가 많은(짙은 색) 지역은 은평구, 노원구, 송파구, 강서

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영유아 인구가 많은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민

간부문어린이집이 많은 지역으로 많은 보육 수요를 민간부문에서 주로 담

당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 비교적 많으면서(밝은 색) 영유아 인구가 적은(밝은 색) 지역은 종로

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등으로 물론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많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으로(종로구 제외) 보육 수요가 적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영유아 인구가 많은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영유

아 인구가 적은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민간부문의 어린이집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을 미뤄 짐작하건대, 영유아 인

구의 분포와 국공립 및 민간부문의 보육시설 간 상호 관계가 존재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준으

로 이용하는 시설 수급률을 활용할 수 있다. 2013년 서울특별시 국공립어

린이집 확충사업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수, 시설 수급률, 보육수요 대

비 국공립 정원비율을 바탕으로 확충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때, 시설 수

급률을 ((영아수요+유아수요)/정원)으로 계산하는데, 모든 영유아를 포함

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 수요율을 60.5%로, 유아 수요율을 42.1%로 계산

하고 있다. 

[그림 Ⅲ-7]은 2014년 기준의 서울시 구별 시설 수급률(좌)과 동별 시

설 수급률(우)을 표현한 지도이다. 먼저 구별 시설 수급률을 살펴보면, 짙

은 색이 보육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지역으로 6개 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보육시설이 충분한 지역으로 해당된다. 대부분의 구들이 보육수급이 충분

한 지역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대부분의 구에서 어린이집 부족현상을 호

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림 Ⅲ-6]을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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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시설 수급률에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이 포함되기 때문에 영유아 인구가 

많은 구의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이 많다면, 

시설 수급이 충분한 지역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

은 국공립어린이집 부족현상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공

립어린이집 보육 수요에 대한 시설 수급률 계산을 다시 고려해야 할 필요

가 있다.

[그림 Ⅲ-7] 2014년 기준 구별 시설 수급률(좌)과 동별 시설 수급률(우)

물론 이러한 문제는 공간 단위의 스케일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 그 사례로 자치구 스케일에서 시설 수급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었을 지라도, 행정동 스케일에서는 시설 수급률이 불충분하다고 평

가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동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요구와 함께 

문제로 제기되었고(머니투데이, 2012.01.09.),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 최근에는 [그림Ⅲ-7]의 오른쪽 지도처럼 동별로 수급률을 계산하고 있

다. 

살펴보면, 구별로 수급률을 계산했을 때 공급이 충분한 지역으로 평가

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의 지역들에서도 공급이 부족한 동들이 발견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패턴은 구별 수급률과 유사하다. 수

급률 지도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보육시설과 영유아 인구의 분포를 살펴

보면, 은평구, 도봉구, 광진구와 같은 지역들은 영유아가 많고 국공립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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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이 적으며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림 Ⅲ-6] 참고). 이러한 사실은 시설 수급률 계산에 모든 보육시설의 

정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이 많아 충분한 시설 공급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확충 계획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법

<표 Ⅲ－2>는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공립어

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정리한 표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은 공

통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고, 저소득밀집지역과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시설의 설치)는 저소득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한다고 명시한다. 2004년에 전면 개

정된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는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2008년 

「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2(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확보)는 자치단

체장이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 또는 용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2013년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

치 등)는 기존의 법령에 덧붙여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지역에 우선 설

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수요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증대된 보

육 요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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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용

영유아보육법

1991.1.16.

제정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

영유아보육법

2004.1.29.

전부 개정

제12조

(국공립보육시
설의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
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
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2008.2.29.

타법개정

 

제11조의2

(보육시설 또
는 보육시설용
지확보)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정비·조성사업에 보육시설 또는 보
육시설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2013.8.13.

일부개정 

제12조

(국공립어린이
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
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 2

(국공립어린이
집 우선 설치)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란 500세대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2012.12.31. 

제정

제10조

(국공립어린이
집의 설치)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국공
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영유아 보호
자를 위하여 역세권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역세권"이란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
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시장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영유아보육법 및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표 Ⅲ-2> 영유아보육법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법률

좀 더 구체적으로 입지 기준들은 <표 Ⅲ-3>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법적인 입지 조건은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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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2 제1항 각 호의 시설, 즉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소음배

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6), 그 밖에 사업

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들을 말한다. 

가 호에 보면,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보육수요와 함께 영유아들의 

건강 및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순번 입지 조건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
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나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제40조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한다)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4.7.7.]

<표 Ⅲ-3>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 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또한 서울시는 어린이집 설치 기본조건으로 어린이집은 건축물 1층에 

설치하고, 어린이집 부지의 건축물 용도는 “노유자 시설”이어야 함을 명시

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명

시하는데, 이 때 주유소는 25m, 천연가스충전소는 30m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설치 기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같이 제

시된 기준들을 실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단순히 위험시설로부터의 이격 거리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

라서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법적 기준이 있음에도 소득과 같은 추상적인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
장소,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
설,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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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만족시키는 체계적인 설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과 과정

앞서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법들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한다는 조항과 함께 수요 측면

을 고려하는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자원을 어떤 기

준에 입각해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살펴봄

으로써 어떤 기준을 고려하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표 Ⅲ－4>는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절차를 보여준다. 먼저, 

자치구와 해당부서는 공공건축물의 신·증축 계획을 준비하고,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의견 조회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출

산육아담당관이 자치구의 의견조회를 통해 검토한다. 그 다음, 해당부서

와 자치구는 어린이집 설치 의견을 제공하고 서울시는 어린이집 설치 의

견을 반영하여 확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설치비 지원을 결정한다. 

이 과정이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결정의 과정이며, 

이후 개원 및 운영은 해당 자치구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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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절차 담당

① 공공건축물 신·증축 계획준비 실무부서 검토 해당부서, 자치구


② 어린이집 설치 의견 조회의뢰 출산육아담당관 검토 
(자치구 의견조회) 증개축부서 의뢰


③ 공공건축물 신·증축 방침 어린이집 설치 의견 반영 해당부서, 자치구


④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 

결정 출산육아담당관


⑤ 어린이집 운영 공공건축물 완공 후 

개원 및 운영 자치구

출처: 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서울특별시)

<표 Ⅲ-4>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절차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언제나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서울시의 

「201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르면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육시설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종로, 중구 

등 상가 및 업무시설 밀집지역이나 노원, 강서, 양천, 서초, 강남, 송파구 

등 아파트 밀집지역은 적정 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2013년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동별 현황 및 검토의견」을 보

면 알 수 있는데, 이촌1동, 신정6동, 잠실6동, 문정2동, 방배본동 등이 대

단위 아파트 지역이거나 비용이 과다하여 신축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두 번째, 신축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와 구의 재정에 부

담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보육시설 신축 시 재정분담 비율이 국비(50):시

비(25):구비(25)이나 국비는 2억3천8백만 원, 시비는 1억1천9백만 원 범

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양천구에 정원 84명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부지매입비 15억 원, 건축

비 및 기자재구입비 13억 원, 총 28억 원에 달하므로 신축에 어려움이 있

다. 세 번째, 국공립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경우 2011년 기준 보육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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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126%의 공급과잉으로 영세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영난이 우려된

다는 점이다. 네 번째, 자치구 간 국공립보육시설 아동 수용인원이 불균등

하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아동 100명당 시 평균 9.9명인데 반해, 중구는 

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은평구는 5.2명으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두 가지 방

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

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

을 유·무상으로 임대하여 국공립화하는 방식이다. 둘째, 공급과잉으로 인

한 민간보육시설의 경영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시설 밀집지역의 민간

보육시설을 우선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운영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없거

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만 신규 설치하는 방안이다. 

구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대상 자치구 지원율 비고

1군 40%~70% 
미만

노원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
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
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
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90% 18개구

2군 70%~100% 
미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80% 4개구

3군 100% 이상 강남구 70% 3개구
출처: 2014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서울특별시)

<표 Ⅲ-5> 사업비 지원 비율

서울시는 자치구가 어린이집 확충을 계획하고 사업비 지원을 신청한 시

설을 대상으로 신축, 매입, 리모델링, 기자재비 등을 지원한다. 국공립어린

이집 확충을 위한 시비를 자치구의 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표 Ⅲ－5>).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신청한 자치구의 확충의

지, 지역특성, 보육환경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서울시 국공립 확충 심의

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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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신축비가 예를 들어 20억이 

든다고 치면, 2억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억이

라는 금액도 자치구 예산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 ○○구 국공립어린이집 담당자

관계자의 언급처럼,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할지라도, 자치구의 복지

예산 부족으로 신축에 차질이 생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규모에 제한 

없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설치하고, 신축보다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

법으로 공공기관 내 설치나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설치 방법을 주요 

확충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다.

구분 계 민관
연대

공공
기관

공동
주택

건물매입
리모델링

매입
신축 신축 민간

매입

개소 수 209 71 29 51 15 26 8 9

비율(%) 100 33.9 13.9 24.4 7.2 12.4 3.8 4.3

지원 금액(억) 1,583 325 177 81 257 491 134 118

개소 당 
지원 금액(억) 7.6 4.6 6.1 1.6 17.1 18.9 16.8 13.1

출처: 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계획(서울특별시)

<표 Ⅲ-6> 2012~2013년도 추진실적 

<표 Ⅲ-6>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민간부문에서 토지나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민관연대 방식이 33.9%로 다수를 차지

했다. 그 다음으로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전환하거나 설치하는 방법이 

24.4%로 그 다음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공동주택에 확충하는 방식이 개

소 당 평균 소비되는 예산이 신축이나 민간시설을 매입하는 경우보다 매

우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 시기에 유휴공간 활용 

및 민관연대 등 비용절감형 방법(72.2%)으로 확충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

성했다고 평가하면서 12,619명의 정원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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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시설부족 추계(출처: 서울특별시, 2012)

그러나 [그림 Ⅲ－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시는 0~5세 무상보육과 

함께 2014년 이후 어린이집 부족으로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아동 수가 시

설정원을 초과하여 12,188명의 아동들의 시설 이용이 곤란할 것이라 예상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확충 방식이 시급히 요구

된다. 

본 절에서는 공공보육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

정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법과 설치 계획 및 과정들을 살펴보

았다. 법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주

택단지 지역에 우선 설치라는 조항을 통해 보육 수요를 고려한 설치 기준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0세에서 5세 사이의 영유아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자이기 때문에 보육 수요가 큰 지역에 많은 보육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분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영유

아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민간부문의 어린이

집이 많아 영유아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적절한 공공 보육 기회가 제공되었

을지 의문이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으로 명시된 조항을 통해 소득을 고

려한 설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선별적 복지와도 관련이 있

으며,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도 자치구 재정력과 관

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 기회의 배분은 소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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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득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과 무관한 설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가 마주

하고 있는 문제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체계적인 입

지가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공립어린이집

이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각 기준에 따라 공간적으로 형평하게 배

분되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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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간적 형평성 평가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공공보육서비스의 이용 기회가 형평하게 배분

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단순히 서비스의 배분 상태만을 이용해 형평

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분 상태가 평가 기준들의 공간적 분포

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이 서비스 배분의 공간

적 형평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Talen and Anselin, 1998). 따라서 본 장

은 (1)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기회의 공간적 분포 (2) 평가 기준들의 공간

적 분포 (3) 각 분포들 간의 비교를 통해 공공보육서비스의 이용 기회가 

형평하게 배분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분석의 대상

이 되는 시설에 따라 분석의 기반이 되는 공간 단위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의 관할 구역을 행정동으로 설정한

다는 점에서 행정동을 기반으로 서비스의 공급을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은 해당 행정동 내

의 영유아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행정동 간, 자치구 간 경계를 넘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동 기반의 분석은 실제 이용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공간 단위의 임의성 문제(MAUP)의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행정동보다 작은 공간 단위를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서울

시를 200m × 200m 크기의 격자로 분할한다.

1. 보육 기회의 측정

1) 접근성을 이용한 보육 기회의 측정

국공립어린이집의 서비스 공급과 평가 기준의 분포 간 비교를 통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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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형평성을 평가한다. 분석에 이용하는 공간 단위는 서울시 전역을 근

린생활권의 최소 단위인 200m × 200m의 크기를 가지는 인보구 단위(양

동양, 2006, p.105)의 격자로 분할하여 이용한다. 이는 보육시설을 대상으

로 한 기존의 연구들이 공간 단위를 행정동 단위 혹은 집계구 단위로 이용

하였으나, 실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이 행정동 간, 자치구 간 경계를 넘어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동 기반의 분석이 실제 이용 행태를 반영한다고 보

기 힘들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동을 공간 단위로 이용한 보

육 기회의 측정은 소규모 지역에서 나타나는 보육 기회가 합역되어 계산

되기 때문에 행정동 내에서 나타나는 보육 기회의 변이를 포착할 수 없다

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 단위의 임의성 문제(MAUP)로 

알려져 있으며, 이때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공간 단위를 보다 작은 단위로 

분할함으로써 이 문제를 다소 경감시킬 수 있다. 물론 격자 단위로 분할하

는 것 또한 임의적이지만, 행정동이나 집계구 단위의 공간 단위보다 작은 

공간 단위를 이용하는 것이 MAUP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법

으로 판단되어 격자로 분할하여 이용한다. 

분할한 격자를 바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서비스 공급량을 측정한다. 

평가 기준으로 영유아 인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요 부분을 포함한 접근

성 모형들(2SFCA 또는 수요 부분을 추가한 모형들)보다는 공급 부분만을 

고려한 접근성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구역 내 수요와 공급 간 비율 또는 컨

테이너 접근법 등이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인 영유아의 

특성 상 이용 거리에 따라 그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점에서(이재길, 1999) 

수요 지점과 공급 지점 간의 거리를 고려하는 측정법이 적절하다. 또한 국

공립어린이집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공급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의 시설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료일지라도 소비

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시설로 이동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

는 시설이다. 따라서 공급량과 거리를 고려해 수요 지점에서 서비스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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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기회를 측정하는 포텐셜(potential) 모형을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포텐셜 모형은 특정수요 지점에서 도달 가능한 모든 공급 

지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폐쇄된 연구 지

역 내에서 모든 공급 지점을 대상으로 포텐셜 모형을 적용할 경우 연구 

지역의 중앙부의 측정값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

요 지점에서 도달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포텐셜을 계산하

기 위해 임계거리를 설정한다. 임계거리는 어린이집의 서비스 최대 도달

범위가 약 500~700m임을 밝힌 연구들(이재길, 1999; 노수래, 2004)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 자체가 행정동을 관할 권역으로 설정하

고 있다는 점과 40여 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전화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정원의 

85~98%가 어린이집이 위치한 행정동 내에서 혹은 근방에서 통원한다는 

점에서 700m로 설정한다. 또한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

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대부분의 국공립어린이

집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다.7) 따라서 임계거리를 700m로 설정하는 것

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요 지점에서 도달 가능한 국공립어린이

집에 대해 거리조락을 반영한 포텐셜 모형을 적용한다. 

  
∈ ≤ 


            식 (8) 

700m로 설정한 내에 도달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을 로 설

정하여 격자 와 국공립어린이집 간의 직선거리를 바탕으로 포텐셜 를 

계산한다. [그림 Ⅳ-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포텐셜 모형의 개념도로, 각 

지점 에서 700m 이내에 도달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를 수요 

지점 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치  사이의 거리 로 나누어 합산하는 방

7) ○○구 인터뷰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최대한 관할 구역 내의 영유아에게 입
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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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다. 따라서 임계거리 700m 내에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가까이 있을

수록 높은 점수를 얻게 된다.

[그림 Ⅳ-1] 700m 임계거리 설정 포텐셜 모형의 개념도

포텐셜 모형을 이용할 때 모형 설정과 관련된 두 가지 쟁점이 있다. 먼

저 수요 지점과 시설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로, 직선거리

와 도로망에 의한 거리의 이용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도로망을 이용한다

면 보다 현실적인 계산을 할 수 있겠으나, 서울시와 같이 도로망이 고밀도

로 잘 정비되어 있는 대도시의 경우(손정렬·오수경, 2007), 700m 임계거

리 내에서 직선거리를 모형에 적용해도 큰 왜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거리조락(distance-decay) 계수인  값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

가에 대한 문제이다.  값은 통행 패턴 자료를 기반으로 얻거나, 값을 조

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통해 설정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2로 설정하기도 

하지만, 1과 2와 같은 거리조락 계수의 설정은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

(Bigman and Deichmann, 2000). 특히 임계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포텐셜 

모형을 이용해  값을 1과 2로 각각 설정하여 계산하면 [그림 Ⅳ-2]와 같

이 상이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거리조락의 효과를 무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임계거리를 700m로 설정하여 영유아의 도



- 59 -

달 가능 거리를 제한하였고,  값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기 보다는 각 수요 

지점과 국공립어린이집 간의 거리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값을 1로 설정한다. 

[그림 Ⅳ-2] 거리조락 계수 1(좌), 2(우)를 설정한 결과

본 연구가 설정한 공간 단위를 바탕으로 계산된 포텐셜 점수는 수요 지

점에서 도달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잠재적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각 격자가 갖는 포텐셜 모형의 계산 결과를 ‘보육 

기회’로 정의한다. 

2) 보육 기회의 분포

[그림 Ⅳ-3]은 2009년과 2014년의 보육 기회 지도이다. 2009년을 기준

으로 전체 보육 기회의 4분위수로 급간을 구분하고, 2014년의 지도는 

2009년의 급간과 같은 구분을 하여 시각적으로 증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지도화하였다. 포텐셜 모형으로 측정된 점수는 격자 간의 비교에 이

용되는 부분으로 점수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지도에서 색이 짙을

수록 많은 보육 기회를 가진 격자를 의미하며, 2009년 기준으로 보육 기

회가 많은 지역은 성동구,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경계 지역(숭인



- 60 -

동, 왕십리동, 신당동, 금호동, 삼선동, 보문동 등)과 마포구 일대(아현동, 

공덕동, 효창동, 도화동, 신수동, 대흥동, 염리동 등), 구로구(구로1동, 구

로3동), 관악구, 동작구(사당동, 상도동 등), 영등포구 일대(신길동), 양천

구 일대(신월동, 신정동 등)이다. 이와 반대로 보육 기회가 적은 지역은 은

평구 일대, 종로구 일대(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등), 송파구 일대(잠실동, 

가락동 등), 서초구 일대(방배동, 서초동 등) 등으로 확인된다. 

2014년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으로 2009년에 비해 몇몇 지역들

이 보육 기회의 증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북가좌1동, 남가

좌1동 일대, 성북구의 정릉2동, 정릉3동, 돈암2동 일대, 강동구의 성내동 

일대, 서초구의 반포동 일대이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보육 기회의 증감량을 지도화하였다

([그림 Ⅳ-4]).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육 기회는 증가하였으나 국공립어린

이집이 확충되었다고 해서 모든 지역의 보육 기회가 증가한 것은 아니었

다. 마포구 성산1동, 연남동 일대, 종로구 일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 일

대, 구로구 수궁동, 고척1동 일대, 송파구 석촌동, 송파구 일대, 강북구 삼

각산동, 송천동, 삼양동 일대, 중랑구 일대 지역에서 보육 기회가 감소했

다. 해당 지역들에서 보육 기회가 감소하는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폐

쇄되거나 정원이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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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2009년(상)과 2014년(하)의 보육 기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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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기회가 크게 증가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은평구 역촌동 일대, 서

대문구 홍제동 일대, 종로구 평창동 일대, 성북구 일대, 동대문구 답십리2

동 일대, 성동구 일대, 도봉구 쌍문2동 일대, 노원구 상계5동 일대, 강동구 

강일동, 길동 일대, 송파구 가락동 일대, 강남구 일대, 서초구 일대, 금천구 

일대, 구로구 오류2동 일대, 양천구 신월7동, 신정3동 일대, 강서구 화곡

동 일대이다. 보육 기회가 크게 증가한 지역들은 기존에 보육 기회가 적었

던 지역이거나(예를 들면, 은평구 역촌동 일대, 송파구 가락동 일대), 대규

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역(예를 들면, 서초구 양재1동, 강남구 세곡동 

등) 등이다. 

[그림 Ⅳ-4] 2009년과 2014년의 보육 기회 격차

이처럼 각 지역들의 보육 기회는 2009년과 2014년 사이 증가하거나 감

소하였고, 지도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된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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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 판단하기에 보육 기

회는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8)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5] 보육 기회의 집중 곡선 

[그림 Ⅳ-5]는 2009년과 2014년 각 격자가 가진 보육 기회의 로렌츠 

곡선이다. 로렌츠 곡선이 45도 선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두 시기 모

두 보육 기회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프가 

2014년에 45도 선 방향으로 이동한 것을 볼 때 보육 기회가 보다 균등하

게 배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니 계수 또한 2009년 약 0.501에서 2014

년 약 0.467로 0.034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2009년보다 2014년 사이에 

이뤄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불균등한 보육 기회의 분포를 좀 더 균등

한 방향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보통 지니 계수를 불평등지수라고 표현하지만, 앳킨슨 지수 등 몇몇 규범적인 불평등지
수를 제외한 불평등지수들은 배분의 상태만 보여줄 뿐 그 자체로 공평한지 부당한지를 
의미하지 않는다(여유진 외,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격자가 가진 보육 기회의 차이를 
불평등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불균등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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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2009년(상)과 2014년(하)의 행정동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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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행정동을 기반으로 서비스 공급량의 분포를 분석한다면 어떤 결과

를 얻을 수 있을까?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 내 공급량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행정동별 국공립어린이집 개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개소 당 정원이 국공립어린이집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소

보다는 영유아 정원이 공급량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원으로 설정하여 확인한다. 

[그림 Ⅳ-6]은 2009년과 2014년의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을 4분위수로 

급간을 구분한 지도이다. 이들의 분포가 균등하지 확인하기 위해 격자를 

이용한 보육 기회의 분포를 확인한 것과 같은 방식을 이용하였다. 

[그림 Ⅳ-7] 행정동 기반의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로렌츠 곡선

[그림 Ⅳ-7]은 행정동을 기반으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의 로렌츠 

곡선이다. 행정동 기반의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은 로렌츠 곡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불균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니 계수로 확인하면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약 0.446에서 0.354으로 

감소하여 불균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격자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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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둔 분포 결과와 일치하며 이에 따라 어느 정도 배분 상태에 대한 일관

적인 평가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림 Ⅳ-8]에서처럼, 행정동과 격자를 비교하면 행정동의 미설

치 동에서도 비교적 높은 보육 기회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행

정동 기반의 분석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기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돈암1동과 휘경1동은 분명 보육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격자형 공간 단위로 보육 기회의 

분포를 파악하는 방법이 연속적인 공간을 고려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방

법이라 판단된다. 

[그림 Ⅳ-8] 행정동과 격자형 자료의 비교

요약하면, 포텐셜 모형을 이용해 산출한 보육 기회를 지도화한 결과, 보

육 기회가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불평등을 평가하는 로렌츠 곡

선과 지니 계수로 분석한 결과, 2009년과 2014년 사이 이뤄진 국공립어

린이집 설치가 보육 기회의 공간적 불균등을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기 모두 보육 기회의 불균등한 분포를 보였다. 그렇다면 보육 기회의 불

균등한 분포를 공간적으로 비형평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공간 상에서 서비스 배분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것은 시설이 동일한 간

격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는 이상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므로 보육 기

회의 불균등한 분포가 공간적으로 형평한지 비형평한지 평가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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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정한 평가 기준의 분포와 보육 기회의 분포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보육 기회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평가

1) 보육 수요의 분포와 소득의 분포

앞서 보육 기회의 분포가 공간적으로 불균등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등성 자체로 보육 기회가 비형평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보육 기회의 분포가 형평한지 평가하기 위해서 이들의 불균등한 

분포가 어떤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평가 기준으로는 

3장에서 확인하였듯이 법적 설치 기준으로 이용하는 보육 수요와 소득을 

선정한다. 보육 수요는 국공립어린이집이 0~5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영유아 인구로 설정한다. 소득의 경우 공간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동산이 빈부격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손낙구, 2010)과 평균 주택 가격을 제안한 Lucy(1981)의 연구,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주택이나 주거 형태로 필요 지역을 판단한다는 

담당자 인터뷰를 토대로 평균 주택실거래가(만 원/㎡)9)를 선택하는 데 무

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각 기준의 변수인 영유아 인구와 주택실거래가를 본 연구가 이용하는 

공간 단위인 격자에 할당하기 위해 각각 다른 방식을 이용한다. 먼저 영유

아 인구는 보조 정보를 활용해 보다 현실적인 인구 분포를 재현할 수 있는 

대시메트릭 기반의 에어리얼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한다. 주택실거래가는 

지번별로 평균한 값을 주소 변환(geocoding)하여 점 자료로 변환하고, 변

9) 이후 주택실거래가의 단위는 편의상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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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된 점 자료를 보간법 중 하나인 크리깅(kriging)을 이용해 추정하여 각 

격자에 할당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보육 기회의 분포와 보육 수

요 및 소득의 분포를 비교함으로써 보유 기회의 불균등한 분포가 선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즉 법적 기준에 의해 형평하게 배

분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가) 보육 수요의 추정과 분포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으로 수요는 어느 도시공공시설에나 기본

적이고 중요하다. 영유아보육법에서 명시하듯 국공립어린이집은 주택단지

에 우선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육 수요로 총 인구를 이용하기 보다는 

0~5세의 영유아를 평가 기준으로 선정한다. 각 격자에 인구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면적 가중법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방법이 있지만, 보조 정보를 

이용하여 좀 더 현실적인 인구 분포 재현이 가능한 대시메트릭 매핑

(Dasymetric mapping) 기반의 에어리얼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해 보다 현

실적인 영유아 인구 분포를 재현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대시메트릭 매핑은 이석준 외(2014)와 조대헌

(2014)의 연구를 참고한다. 먼저 조대헌(2014)의 연구는 하위인구집단으

로 일인 가구와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두 가지 보조 정보와 다섯 종의 방

법론, 두 종의 추정 방식을 이용해 좋은 추정 결과를 보이는 모형을 선택

하였다. 이석준 외(2014)의 연구는 보조 정보로 연면적(면적+층수)을 고

려한 건물 용도를 이용해 보다 정확한 인구 추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인구 하위 집단으로 영유아를 추정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토지 용도

보다 건축물 자료가 좀 더 세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석준 외(2014)와 조대헌(2014)의 연구를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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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는 2011년과 2014년 자

료를 이용한다. 본 연구 대상 시기인 2009년은 2011년 자료에서 2009년 

이후에 만들어진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을 삭제하는 작업을 거쳐 이용한

다. 보조 정보를 가공한 후 보다 정확한 인구 추정을 위해서 보조 정보를 

바탕으로 인구 가중치를 설정하는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

다. 따라서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가중치를 얻을 수 있고 

널리 사용되는 회귀분석법을 이용한다(Wu et al., 2005; 조대헌, 2014에

서 재인용). 추정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으로 비교할 수 있

는 자료가 필요하지만, 2009년과 2014년의 추정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2010년의 행정동 인구를 2010년 집계구 

단위로 전환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인구를 집계구 인구와 비교하여 검

증하는 방법을 수행한다. 도출한 결과로부터 추정 결과가 좋은 모형을 

2009년과 2014년에 적용한다. 

인구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이너리 기법, 연면적 적용기

법, 회귀분석 기법을 차례로 적용하였고, 다음의 세 가지 가정으로부터 출

발한다(이석준 외, 2014에서 수정하여 인용). 

<가정 1> 모든 인구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다

         (바이너리 기법)

<가정 2> 건축물에서의 인구수는 주택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연면적 적용 기법)

<가정 3> 지역별 주택유형에 따른 인구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회귀분석 기법)

<가정 1>을 충족하기 위해 바이너리 기법을 적용하여 인구분포 재현 대

상지를 주거가능 건축물로 제한한다. 즉, 단독주택(01000), 단독주택

(01001), 다가구주택(01003), 아파트(02001), 연립주택(02002), 다세대주

택(02003)에 1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0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거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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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만 인구를 할당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선택된 주거용 건축물의 바닥 면적만으로 가중치를 결정하게 되

면, 건물 층수가 고려되지 않아 실제 거주점유면적 규모에 따른 인구 할당

이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이라도 

층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밀한 추정을 위해 바닥면적과 층수를 고려해야

만 한다. 따라서 건물의 층수를 반영한 건물 연면적을 모형에 이용하여 

<가정 2>를 충족시킨다. 

<가정 3>은 각 주택유형의 주거특성에 따라 거주점유면적이 다르게 나

타난다는 점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유형별 인구밀도 가중치를 서로 다르

게 부여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다. 또한 이러한 인구밀도패턴은 

각 지역 특성으로 인해 지역적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공간적 자

기상관을 고려한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GWR: Geographical Weighted 

Regression)을 이용하여 인구분포 예측 모형의 결과를 비교한다.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한 회귀분석 모형은 두 가지를 이용한다. OLS 회

귀분석과 GWR을 가중치 도출 방법론으로 이용하는데, 먼저 OLS 회귀분

석은 최소자승법을 이용해 회귀계수를 산출한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회귀계수 간에는 식 (9)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   식 (9) 

여기서 는 행정동 코드, 는 건물 유형(01000, 01001, 02000, 02001, 

02002, 02003), 는 행정동 의 총 인구, 는 행정동 내의 

건물 유형의 연면적 합, 는 건물 유형에 대한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이

때 보조정보의 값이 모두 0일 때(예를 들면, 주거용 건물이 소스구역 내에 

없을 때), 소스구역에 대한 추정인구 수도 0이 되는 것이 논리적이라면, 

절편의 값은 0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조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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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절편이 0인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이 회귀모형에 의해 도출한 회귀계수는 건물 유형이 가지는 연면적 당 

인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절댓값과 해당 건물의 연면적을 곱하면 해당 

건물의 인구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스구역 수준에서 발생한 잔차

만큼 하위 구역들의 추정치에 오차가 포함되므로, 추정된 인구 총합이 원

래 소스구역의 인구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pycnophylatic property)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조대헌, 2014).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

인 비율 기반의 방법을 이용한다.








 식 (10) 

비율 기반 방법은 소스구역의 실제 인구()를 추정 인구()로 

나눈 값(
)을 각 하위구역의 추정 인구에 곱한다(식 (10)). 이

를 통해 오차를 보정하여 타깃구역의 인구를 추정할 수 있다.

OLS 추정법과 함께 국지적 관계를 고려한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GWR

을 이용한다. GWR은 위치에 따라 다른 회귀계수를 도출하도록 하는 기

법으로, 다음의 식과 같다. 

  
 



∙  식 (11)

다른 것은 동일하고 회귀계수  값이 각 지점마다 다르게 산출된다는 

점에서 지역에 따라 다른 회귀계수를 얻을 수 있다. GWR의 경우 추정 

위치 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한계인 밴드(bandwidth) 크기를 가변 거

리(CV, AIC)와 고정 거리(3000m, 5000m)를 사용한다. 추정 방식으로는 

하위 집단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경우 소스구역 내부에서의 이질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조대헌, 2014), 총 인구를 먼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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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0~5세의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해 추정하는 방식과 영유아를 

직접 추정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따라서 방법론 5종과 추정 방식 2종으로 

총 10개의 결과를 비교하고 2010년의 집계구별 인구 자료를 이용해 추정 

오류를 평가하여 선택한 모델을 2009년과 2014년에 적용한다. 대시메트

릭 매핑은 ArcGIS 10.1의 Model Builder를 이용하고, 인구 가중치는 

OLS와 GWR의 회귀계수로 R 3.0.1의 stats와 spgwr 패키지를 이용하여 

얻는다. 

10종의 방식으로 도출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사용한다. 식 (12)는 RMSE 계산식으로 이는 널리 

사용되는 정확도 평가 척도로서 실제 집계구 영유아 인구 값과 추정 인구 

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정밀도를 표현할 수 있다. 

 
 



 식 (12) 

<표 Ⅳ－1>은 RMSE 결과이다. RMSE를 가장 작게 만드는 모형은 가

변거리 AIC를 bandwidth로 이용한 GWR으로 총 인구에 대한 비율로 영

유아 인구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조대헌(2014)의 연구 결과처럼, 하위인

구집단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총 인구에 대한 비율로 추정하는 방식이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고, OLS보다는 GWR이 좀 더 나은 추정을 보여주

었다. 이에 따라 2009년과 2014년의 대시메트릭 매핑을 위한 인구가중치

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GWR(AIC)을 이용한 총 인구 비율 추정을 선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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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구에 대한 
영유아 인구 비율 추정

영유아 인구 직접 
추정

차이
(비율추정 – 직접추정)

OLS 18.96100 18.98667 -0.02567 
GWR(CV) 18.63811 18.66042 -0.02232 
GWR(AIC) 18.41258 18.66011 -0.17424 
GWR(3000m) 18.47631 18.59253 -0.11622 
GWR(5000m) 18.64804 18.82229 -0.17424 

<표 Ⅳ-1> 각 분석 방법 별 RMSE 결과

[그림 Ⅳ-9]는 GWR(AIC) 방식을 이용하여 2009년과 2014년의 영유

아 인구를 추정하여 격자에 할당한 지도이다. 각 년도는 4분위수로 급간

을 구분하여 표현하였고, 색이 짙을수록 영유아 인구가 많은 격자를 의미

한다. 분포를 살펴보면, 주로 대규모 주거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 북

부의 노원구와 도봉구, 서울 동부의 강동구와 송파구, 서울 서남부권의 지

역들에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중구와 종로구는 영유아 인구

가 적은 지역으로 옅은 색의 격자들이 밀집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만약 

보육 기회가 영유아 인구가 많은 격자에 더 많이 배분되어 있다면, 형평하

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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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2009년(상)과 2014년(하)의 인구 할당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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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득의 추정과 분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법적 기준으로 보육 수요 외에 ‘저소득층’을 고

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을 고려한 배분이 이뤄지고 있는

지를 평가해야 한다. 법적 기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 기회는 

소득이 적을수록 많아야 형평한 배분이라 할 수 있다. 영유아 수와 마찬가

지로 설정된 공간 단위에 소득을 할당해야 하는데, 공간자료로 이용 가능

한 소득 자료가 우리나라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득 자료를 의미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선정해야 하는데, 부동산이 빈부격차에 큰 영

향을 미친다는 점(손낙구, 2010)에서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고려하고, 소

득으로 자주 이용되는 공시지가의 경우 실거래가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한다는 점(연합뉴스, 2013; 이건학·김감영, 2013에서 재인용)에서 

공시지가보다 주택실거래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구: “설치 계획할 때 소득을 고려하고 싶어도 평가할 수 있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나 주거 형태를 보고 판단해요”

○○구: “소득을 계량화해서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 수준을 

통해 판단하는 것 외에 수치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어요”

또한 자치구의 실제 확충 과정에서도 소득을 고려할 때 주택 유형이나 

주거 수준을 통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실거래가가 소득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실거래가 자료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2009년과 2014년 각각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의 실거래가(만 원/㎡)를 지번별로 평균한 값을 

이용했다. 이를 지오코딩하여 지도화한 결과, 두 시기 모두 서초, 강남, 송

파구와 용산구, 마포구 일대의 주택실거래가가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Ⅳ-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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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지오코딩한 주택실거래가(만 원/㎡) 

그러나 모든 지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격

자에 할당하기 위해서 정보가 없는 위치의 거래가를 추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간법 중 하나인 크리깅(Kriging)을 이용하여 추정한 후 각 격자에 

내삽 한다. 각 격자에 내삽한 결과는 [그림 Ⅳ-11]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09년(상)과 2014년(하)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실거래

가가 높은 지역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와 광진구, 성동구, 용산

구, 마포구, 동작구, 영등포구의 한강변 일대이고 낮은 지역은 서울 외곽

의 지역으로 확인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보육 기회가 공간적으로 형평한지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기준인 인구와 소득을 선정하였고 각각의 대리변수로 영유아 인

구와 주택실거래가의 공간적 분포를 산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육 기

회와 영유아 인구, 보육 기회와 주택실거래가를 각각 비교함으로써 보육 

기회의 분포가 형평한지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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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개별 격자에 내삽한 주택실거래가(만 원/㎡)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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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육 기회의 공간적 형평성 평가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입지 기준이 빈민 구

제의 목적이 강한 선별적 복지 기준에서 모든 영유아들에게 보육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하는 보편적 복지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

적 기준으로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한다’는 공공서비스로서 

보육 시설의 배분이 영유아 인구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육서비스 공급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 

이용 기회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평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육 수요로 영유아 인구를 선정하고 소득 기준으로 주택실거

래가를 선정하였다. 

보육 기회의 분포가 어떤 기준에 의해 형평성이 달성되는지 확인하고 

지난 5년 간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는 형평성을 이뤘는지 분석하기 위해 

2009년과 2014년의 변화 방향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의료 이용과 관련

된 분야와 관련이 깊은(김영선, 2012; 이용재, 2005, 2010) 집중 곡선과 

집중 지수를 이용한다. 집중 곡선의 가로축에 각 격자별로 순위화된 영유

아 인구와 주택실거래가(만 원/㎡)를 설정하고, 세로축에 각 격자별 보육 

기회를 누적한다. 도출된 집중 곡선이 45도 선에 놓인다면, 각 격자별로 

기준에 상관없이 동등한 보육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 집중 

곡선이 45도 선 아래에 놓인다면, 영유아 수가 많을수록, 주택실거래가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보육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집중 곡선이 

45도 선 위에 놓인다면 이와 반대로 해석한다. 즉,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보육 수요 기준(영유아 수)의 집중 곡선이 45도 선 위에 놓인 상황과 소득 

기준(주택실거래가)의 집중 곡선이 45도 선 아래에 놓인 상황이다. 집중 

곡선과 집중 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불평등 지수를 계산하는 데 특화된 

DAD(Distributive Analysis/Analyse Distributive) 4.6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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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영유아 인구 기준의 보육 기회 집중 곡선

[그림 Ⅳ-12]는 영유아 인구를 기준으로 한 2009년과 2014년의 집중 

곡선이다. 모두 45도선의 아래에 놓여 있어, 영유아 인구가 많은 격자에 

보육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육 기회는 불균등하게 분

포하지만 영유아 인구 기준에 따르면 공간적으로 형평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극히 미미한 차이지만 2009년의 집중 지수 값인 0.1319에서 

2014년의 집중 지수 값 0.1340으로 증가한 사실로 미뤄볼 때 이 시기 확

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이 영유아 인구 기준에 의해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실거래가를 대리 변수로 하는 소득 기준의 집중 곡선은 [그림 Ⅳ

-13]으로, 2009년의 집중 지수의 값이 –0.0175에서 2014년 –0.0471로 

변화하였고, 이는 45도 선에서 더 멀어지는 방향, 즉 –1의 방향으로 변화

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의 형평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의 집중 곡선은 주택실거래가의 하위 약 

40%에서 역전되고 2014년의 집중 곡선은 하위 약 30%에서 역전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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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보인다.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분리해서 해석해야 하는데, 2009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주택실거래가(만 원/㎡)가 낮은 지역에 좀 더 보육 기

회가 증가하여 40%에서 30%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하위 30% 구간 

내에서 주택실거래가(만 원/㎡)가 낮을수록 적은 보육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보육 기회의 불균등이 소득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고, 이는 공간적으로 비형평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Ⅳ-13] 주택실거래가(만 원/㎡) 기준의 보육 기회 집중 곡선 

두 가지 기준 각각에서 보육 기회의 공간적 형평성을 살펴보았으나, 보

육 기회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복합적인 평가 기준을 이

용해야 한다. 평가를 위해 각 기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합을 위한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대일 결합 방식보다는 

각 기준에 가중치를 다르게 설정하여 결합하고 적절한 가중치를 선정하는 

절차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0.1:0.9, 0.3:0.7, 0.5:0.5, 0.7:0.3, 

0.9:0.1로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비교한 후 선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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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 다른 영유아 인구와 주택실거래가를 결합하기 위해서 동일한 척

도로 변환하는 점수 표준화 방법이 필요하다. 점수 표준화 방법은 다양하

지만, 유럽연합(EU)이 지역혁신평가에서 이용한 바 있는 스케일 조정을 

거친(re-scaled) 표준화 값으로 환산하는 방법(장재홍, 2006)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z-score의 경우 이상점의 영향을 크게 받

을 수 있고, 음(-)의 값이 나오는 것을 보정할 수 있다(김준용·박병호, 

2009).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인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택실거래

가는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얻어야하기 때문에 김준용·박병호(2009)가 사

용한 식을 참고하여 영유아 인구의 표준화는 식 (13)을, 주택실거래가의 

표준화는 식 (14)를 이용한다.

  

 
 식 (13) 

  


 식 (14) 

식 (13)과 식 (14)에서 하첨자 와 는 각 격자와 변수(영유아 인구, 주

택실거래가)를 의미하고, 는 각 변수의 값, 는 표준화된 값을 의미한다. 

이 식으로 계산된 표준화 점수는 격자별로 영유아 인구와 주택실거래가를 

각각 0.1:0.9, 0.3:0.7, 0.5:0.5, 0.7:0.3, 0.9:0.1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

하고 이 값을 결합지수로 정의한다.

[그림 Ⅳ-14]는 2009년과 2014년의 결합지수를 지도화한 것으로 색이 

짙을수록 보육 기회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영유아 인구에 가중치를 더 

부여할수록(0.9:0.1) 서울 동남부 지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나 전

반적인 패턴을 보았을 때, 서울 서북부(은평구 일대), 동북부(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 일대), 서부 및 남부(강서, 양천구 일대와 구로, 관악구 일대)

의 지역들이 보다 짙은 색을 띠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많은 보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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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4] 가중치 부여 방식별 결합지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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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5] 각 가중치 결합기준의 보육 기회 집중 곡선

[그림 Ⅳ-15]는 각 가중치 부여 방식별 집중 곡선이다. 결합지수의 값

이 높을수록 많은 보육 기회를 가지는 것이 형평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가중치 부여 방식에서 집중 곡선이 45도 선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결합



- 84 -

지수 기준의 보육 기회가 형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영유아 인구에 0.1, 

주택실거래가에 0.9를 부여한 결합지수에서 영유아 인구에 0.9, 주택실거

래가에 0.1을 부여한 결합지수로 변화할수록 45도 선에서 멀어지기 때문

에 보육 기회가 더욱 형평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가중치
영유아 인구 0.1 0.3 0.5 0.7 0.9
주택실거래가 0.9 0.7 0.5 0.3 0.1

집중
지수

2009년 0.03211549 0.06725542 0.09970336 0.124086 0.13446098
2014년 0.05504221 0.07708239 0.10589106 0.13069922 0.14001672

차이 (2014 – 2009) 0.022927 0.009827 0.006188 0.006613 0.005556

<표 Ⅳ-2> 각 가중치 부여 방식별 집중 지수 차이

이를 집중 지수로 살펴보면 <표 Ⅳ-2>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영유아 인

구에 0.1, 주택실거래가에 0.9의 가중치를 부여한 결합지수의 집중 지수부

터 영유아 인구에 0.9, 주택실거래가에 0.1의 가중치를 부여한 결합지수의 

집중 지수까지 살펴볼 수 있다. 2009년의 경우 약 0.032에서 약 0.134까

지 증가하였고, 2014년의 경우 약 0.055에서 약 0.140으로 증가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중 지수 값의 증감 방향이 일관적이기 때문에 

영유아 인구와 주택실거래가를 모두 고려한 결합지수를 계산하고자 할 경

우 일대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양 극단의 중심으로서 보육 기회의 

형평성을 평가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두 기준을 모두 

고려했을 때 보육 기회가 형평하게 배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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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본 장에서는 포텐셜 모형으로 측정된 공공보육서비스의 잠재적 이용 기

회를 보육 기회로 정의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과의 공간적 관계

를 파악하여 보육 기회가 공간적으로 형평하게 배분되었는지 평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보육서비스의 보육 기회를 포텐셜 모형으로 측정하였고, 이들

의 분포가 불균등한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로 

분석한 결과, 2009년과 2014년의 분포 모두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균등의 정도는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개선된 모습을 보여 보

육 기회가 좀 더 균등한 방향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보육 기회가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비형평한 배

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보육 기회의 분포가 정당한 불

균등인지 아닌지, 즉 형평한지 비형평한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 파

악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으로 이용되는 보육 수요와 소득으로 영유

아 인구와 주택실거래가(만 원/㎡)를 이용해 공간자료로 구축하였고,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보육 기회의 분포를 집중 곡선과 집중 지수로 분석한 

결과, 보육 기회의 분포는 영유아 인구를 기준을 했을 때 형평하였고, 미

미한 차이지만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형평성이 보다 증대된 것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주택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보육 기회의 분포는 형평하

지 않았고,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비형평성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보

이나 소득 하위 30% 지역에서 여전히 보육 기회가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을 경험하는 지역들을 탐색하여 

향후 공공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에 반영해

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책 평가의 측면에서 보육 기회를 이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영유아 인구와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 인구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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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리하는 주택실거래가를 결합하여 평가하였다. 두 기준을 결합하는 

기존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 기준에 부여할 가중치 비중을 조절하여 평

가하였다. 그 결과, 모든 경우에서 형평성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고 

2009년보다 2014년에 각 결합지수가 가지는 집중 곡선의 격차가 줄어드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0.5 : 0.5 가중치 할당 방식을 기준으로 비중이 

변화함에 따라 집중 지수 증감의 방향성이 일관적이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에 있어서 영유아 인구와 소득에 일대일 가중치(0.5 : 0.5)를 부여하

는 방식을 이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5장에서는 본 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해 

2009년 당시 각 기준별 보육 필요 지역을 탐색하고, 해당 지역들에 보육 

기회가 적절히 배분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이뤄진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2014년을 기준으로 보육 기회를 보

다 형평하게 배분하기 위해 우선 설치지역을 탐색하여 제안한다. 이때 제

안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인터

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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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적절성과 우선 설치지역

의 탐색

본 장은 4장과 관련지어 보육 기회의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보육 기회를 필요로 하는 지역들에 보

육 기회가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확인하고 2014년을 기준으로 국공립어

린이집의 우선 설치지역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2009년의 각 기준들(영유아 인구, 주택실거래가, 결합지수)과 보

육 기회 간의 관계를 통해 보육 필요 격자들을 정의하고, 2009년과 2014

년 사이 해당 유형의 격자들에 보육 기회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증가했는

지 파악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해당 시기에 이뤄진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설이 어떤 기준의 형평성을 충족하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할 수 있

다. 

다음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지역을 제안

한다. 우선 설치지역은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된다. 첫 번째는 소

득 기준의 비형평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 지역을 선정하고, 두 번째는 효율

적인 공공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유아 인구 기준의 필요 지역을 탐색

한다. 제한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두 기준을 모두 고려한다면 

소득 기준의 비형평을 극복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보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우선 설치지역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가 파

악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확인하여 우선 설치

지역이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을 관련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우선 설치지역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이 가지

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설치 계

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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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립어린이집 신설로 인한 보육 기회 배분의 적절

성 평가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 기회는 영유아 인구와 결합지수에 의해 

형평했고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보다 형평하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주택실거래가로 평가했을 때 보육 기회의 분포는 비형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육 기회의 분포 또한 좀 더 형

평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 보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2009년을 기준으

로 보육 기회를 필요로 하는 지역들을 각 기준에 따라 탐색하고 해당 격자

들이 보육 기회를 얼마나 획득하였는지 살펴보아 보육 기회가 적절히 배

분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기준(영유아 인구, 주택실거래가, 결합

지수)을 바탕으로 보육 기회가 적고 영유아 인구가 많은 지역, 보육 기회

가 적고 주택실거래가가 낮은 지역, 보육 기회가 적고 결합지수가 높은 지

역에 2009년 기준으로 보육 기회를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해당 

격자들이 약 5년 동안 경험한 보육 기회의 평균 증감량을 분석한다. 

보육 기회를 필요로 하는 격자를 탐색하기 위해서 보육 기회와 영유아 

수, 주택실거래가, 결합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탐색하고

자 하는 두 변수의 공간적 군집을 탐색할 수 있는 이변량 국지모란지수

(BiLISA: Bivariate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10)를 이용하

여 보육 기회를 우선 필요로 하는 지역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지도화된 결

과는 각 격자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간의 유형별 군집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수들 간 공간적 관계를 개별 격자로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변량 국지모란지수에 

대한 통계적인 특성에 대한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해석

10) 특히 LISA의 경우 격자 데이터에 적합하기 때문에(Anselin et al., 2002) 본 연구가 
이용하는 공간 단위에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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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추론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손정렬, 2013).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변수의 공간적 군집을 유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할 것

으로 판단하였다. 이변량 국지모란지수는 GeoDA를 이용해 계산하며 다

음의 식 (15)로 나타낼 수 있다(Anselin et al., 2002).


 







 식 (15) 


은 격자 의 이변량 국지모란 값을 의미하고, 각 변수들(

, 
 )은 평

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표준화된 값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공간가중

치 는 각 면이 인접한 격자만 가중치를 부여하는 Rook 방식과 인접한 

모든 격자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Queen 방식으로 계산하기도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해당 격자의 보육 기회와 임계거리 내의 영유아 수, 주택실거

래가 간의 공간적 관계를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범위인 700m 이

내의 격자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 통계치의 결과는 양

(음)의 값은 양(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하거나 값이 유사한 관측치

의 집중(분산)이 있음을 의미한다(손정렬, 2013). 예를 들면, High-High

는 해당 격자의 값이 높고 주변에 이와 비슷한 값들이 집중해있음을 의미

한다. 반면에 High-Low는 해당 격자의 값이 낮고 주변에 이와 다른 값들

이 집중해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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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이변량 국지모란지수를 이용한 보육 기회와 영유아 인구의 공간적 관계

[그림 Ⅴ-1]은 이변량 국지모란지수를 이용하여 보육 기회와 영유아 인

구 간의 공간적 관계를 지도화한 것이다. 짙은 보라색은 Low-High를 나

타내며, 이 유형은 보육 기회가 적고 주변에 영유아 인구가 많은 격자를 

의미한다. 즉,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 기회가 우선 배분되어야 할 격자들

을 의미한다. 물론 보육 기회가 적은 Low-Low 유형도 있지만, 이들은 

영유아 인구가 적어 우선 순위가 Low-High 유형보다 낮다. Low-High 

유형을 살펴보면, 은평구 일대, 북부의 도봉·노원구와 성북구 일대, 동남부

의 강동구와 송파구 일대, 서남부 일부 지역들이 포함된다. 즉 영유아 인

구를 기준으로 보육 기회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격자들이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다른 유형의 격자보다 더 많은 보육 기회를 획

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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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High Low-Low High-High High-Low Not Sig.

격자 수 1,314 1,600 1,322 384 4,479

합계 175.855 115.4959 132.3526 12.1417 384.5971

평균 0.13383 0.072185 0.100115 0.031619 0.085867

최솟값 -0.2749 -0.54282 -1.00667 -1.42911 -4.16126

최댓값 3.29434 4.262067 4.045016 1.877212 51.66027

표준편차 0.22989 0.196258 0.277786 0.225432 0.815035

<표 Ⅴ-1> 보육 기회와 영유아 인구 간 공간적 관계의 유형

<표 Ⅴ-1>은 해당 유형의 격자들이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보육 기

회를 얼마나 획득했는지 요약한 표이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Low-High의 평균값으로 해당 시기에 0.13383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다른 유형과 비교하면 High-High 유형이 평균 약 0.1이 증가하였다. 이

는 보육 기회가 많더라도 영유아 수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와 비슷한 방식으로 High-Low 유형은 이미 보육 기회가 많으며 영유아 

수가 적기 때문에 가장 적은 평균 약 0.03의 증가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파악한 영유아 인구 기준의 보육 필요 지역들에 보육 기회가 

좀 더 많이 배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4장의 집중 곡선과 집중 지수가 보여주는 결과처럼 

2009년과 2014년 사이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가 영유아 인구를 

기준으로 한 보육 기회의 형평성을 충족하고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졌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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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이변량 국지모란지수를 이용한 보육 기회와 주택실거래가의 공간적 관계

[그림 Ⅴ-2]는 보육 기회와 주택실거래가의 이변량 국지모란지수 결과

이다. 짙은 보라색인 Low-Low(보육 기회가 적고 주택실거래가가 낮은) 

유형을 보육 기회를 우선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해당 유형은 은

평구 일대, 구로구 일대, 금천구 일대, 노원, 도봉구 일대로 확인된다. 특히 

서울시 동북부의 Low-Low 유형의 격자는 High-Low 유형(보육 기회가 

많고 주택실거래가가 낮은)의 주변부에서 나타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서비스 도달 범위 밖의 격자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Ⅴ-2>는 해당 

유형의 격자들이 2009년과 2014년 사이 얼마나 많은 보육 기회를 획득하

였는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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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Low Low-High High-High High-Low Not Sig.

격자 수 2,835 1,475 677 1,859 2,253

합계 313.871 119.8267 23.76793 167.8861 195.0905

평균 0.11071 0.081238 0.035108 0.09031 0.086591

최솟값 -0.5428 -0.41563 -4.16126 -1.00639 -2.55505

최댓값 3.861 4.470756 4.89626 51.66027 4.262067

표준편차 0.22516 0.199754 0.368166 1.213351 0.296349

<표 Ⅴ-2> 보육 기회와 주택실거래가 간 공간적 관계의 유형

보육 기회를 필요로 하는 Low-Low 유형은 평균 증가량이 0.11071로 

다른 유형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과 비교하면, High-Low

(보육 기회가 많고 주택실거래가가 낮은) 유형이 두 번째로 높은(약 0.09) 

증가를 보였고, High-High(보육 기회가 많고 주택실거래가가 높은) 유형

이 약 0.035로 가장 적은 증가를 보였다. 이를 통해 주택실거래가가 낮은 

지역에 좀 더 많은 보육 기회가 배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영유아 수와 

비교했을 때 다소 적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 인구와 주택실거래가를 비교해 보면, 영유아 인구 기준의 

Low-High 유형은 보육 기회가 평균 약 0.134이 증가했고, 주택실거래가 

기준의 Low-Low 유형은 평균 약 0.110이 증가했다. 즉, 주택실거래가 

기준의 필요 격자보다 영유아 인구 기준의 필요 격자에 보육 기회의 배분 

효과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13년 1차부터 2014년 1차까지 이뤄

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의결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확충 심의에 따르면, 

“수급률 낮고 정원충족률 높으므로 신규 타당”, “아파트 100% 지역

으로 민원이 많음”

과 같이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승인 요청이 대다수였고, 소득을 고려한 

승인은 

“사근동은 저소득 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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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설치한다는 한 건만 찾아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승인 요청이 

수요를 고려하였고 보육 기회의 증가 또한 Low-High(보육 기회가 적고 

영유아 인구가 많은) 유형에서 많았기 때문에 이 시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는 소득보다는 수요를 좀 더 고려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Ⅴ-3] 이변량 국지모란지수를 이용한 보육 기회와 결합지수의 공간적 관계

[그림 Ⅴ-3]은 보육 기회와 영유아(0.5)와 주택실거래가(0.5)의 결합지

수 간 이변량 국지모란지수의 결과이다. 짙은 보라색인 Low-High(보육 

기회가 적고 결합지수 값이 큰) 유형을 보육이 우선 필요한 유형으로 정의

하고 해당 유형의 격자들이 해당 시기에 얼마나 많은 보육 기회를 획득했

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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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High Low-Low High-High High-Low Not Sig.

격자 수 2,405 1,577 1,898 604 2,615

합계 293.5814 118.2212 202.8964 17.5254 188.2182

평균 0.122071 0.074966 0.1069 0.029016 0.071976

최솟값 -0.52817 -0.49264 -0.83839 -4.16126 -2.55505

최댓값 3.860998 1.678424 51.66027 4.89626 4.470756

표준편차 0.228371 0.161227 1.204012 0.388472 0.288068

<표 Ⅴ-3> 보육 기회와 결합지수 간 공간적 관계의 유형

<표 Ⅴ-3>은 각 유형별 격자들의 기술통계치로 Low-High 유형은 이 

시기에 평균 0.122071이 증가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High-High 유형도 

0.1069가 증가하였으나, High-High 유형의 최댓값이 51.66027로 이를 

이상치(outlier)로 판단하여 제외하고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약 0.080이 증

가했다. 따라서 Low-High 유형이 큰 증가를 보인 것으로 미뤄봤을 때 보

육 기회가 적고 결합지수 값이 큰 격자에 보육 기회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결합지수의 값이 작은 유형인 Low-Low 유

형과 High-Low 유형은 각각 약 0.075, 0.029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동안 보육 기회가 적고 결합지수의 값이 큰 격자에 집중적으로 보육 

기회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에 의

한 공공보육서비스 공급이 보육 기회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 효과는 영유아 인구와 결합지수 기준의 필

요 지역에 보다 더 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서울시는 법적 기준에 따

라 설치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가 보육 기회를 필

요로 하는 지역에 적절히 배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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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의 제안 및 설치와 관

련된 문제점의 탐색

1)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의 선정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육 기회는 영유아 인구 기준의 형평과 영유아 인

구와 주택실거래가를 함께 고려한 결합지수 기준의 형평을 이뤘으나, 주

택실거래가 기준의 형평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변량 

국지모란지수로 파악한 2009년의 보육 기회를 필요로 하는 지역들은 다

른 유형에 비해 많은 보육 기회를 획득하여, 2014년에 보다 형평한 방향

으로 보육 기회의 배분이 이뤄졌다. 

본 절은 보다 형평한 배분을 위해 필요 지역을 두 가지 기준으로 정의하

고 우선 설치지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선별주의적 

보육 기회 제공과 효율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보육 필요 지역

을 탐색한다. 또한, 제안된 지역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소득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이다. 

특히 선별주의적 아동 복지의 틀에서 필수적인데, 이는 법적 기준에서 잘 

드러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한다’(「영유

아보육법」 제11조)는 법적 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저소득층에게 우선 

필요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별주의(selectivism)는 사회

복지의 대상을 제한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만 급여

를 제공하는 것으로(권기창, 2014, p.63), 절대빈곤과 같은 기준을 취약계

층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순형(2013b, p.23)은 선별주의에

서 보편주의로 전환된 이유로 최근 일반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절

대빈곤에 속한 사람의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하는데, 이를 고려

했을 때 선별주의를 단순히 절대빈곤의 기준에서 벗어나 상대빈곤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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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해석이 현 상황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집중 곡선의 분석 

결과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육 기회의 배분이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비형평하였기 때문에 보육 기회가 적고 소득이 낮은 지역에 보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적절하다.  

보육 기회가 영유아 인구를 기준으로 형평하게 배분된 지금, 보편적 보

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장경은, 

2012)를 고려하여 소득을 고려한 확충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 뿐만 아니

라, 공공보육서비스의 제공은 빈곤층의 보육 지출 감소(Joshi, 1988)와 구

조적인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이순형, 

2013a, p.18) 소득을 고려한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변량 국지모란지수(BiLISA)를 활용하여 보육 기회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탐색한다. 이때 보육을 필요로 하면서 주택실거래가가 낮은 

군집을 찾기 위해 모든 종류의 군집을 찾은 뒤 보육 기회가 적고(Low) 주

택실거래가가 낮은(Low) 지역들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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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주택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 보육 필요 지역

[그림 Ⅴ-4]는 보육 기회가 적고(Low) 주택실거래가가 낮은(Low) 격

자들을 지도화한 것이다. 서울 서북부의 은평구 일대, 북부의 성북·강북·도

봉구 일대, 서남부의 강서·양천·구로구 일대가 확인된다. 즉 이들 지역에 

보육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에 따른 보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을 기준으로 한 형평성만을 고려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자

원 이용이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 이용을 위한 영유아 인

구 기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함께 고려한다면, 영유아 인구를 기준

으로 하는 보육 기회의 형평성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 인구 기준의 보육 필요 지역들을 탐색한다. 소득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변량 국지모란지수를 이용해 보육 기회가 적고(Low) 영유아 

인구가 많은(High) 격자들을 탐색하여 지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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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영유아 인구를 바탕으로 한 보육 필요 지역 

[그림 Ⅴ-5]는 보육 기회가 적고(Low) 영유아 인구가 많은(High) 격자

들을 탐색한 지도로 은평구 일대, 서울 동북부 일대, 송파·강동구 일대, 서

울 서남부 일대가 보육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확인된다. 즉 이들 지역에 

보육 기회를 제공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급

하고 영유아 인구 기준의 형평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득과 영유아 인구를 바탕으로 한 

필요 지역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기준의 비형평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공급을 위한 우선 설치지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두 기준

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앞서 영유아 인구와 주택

실거래가 기준의 필요 지역을 각각 탐색하여 중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

째로 0.5:0.5 가중치를 부여한 결합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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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합지수를 이용하여 우선 설치지역을 탐색할 경우 영유아 인구와 주

택실거래가 각각의 최댓값 혹은 최솟값이 다른 기준과의 결합을 통해 그 

영향이 상쇄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여, 직접적인 탐색을 위해 각각의 필

요 지역을 탐색한 후 중첩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그림 Ⅴ-6] 우선 설치지역

[그림 Ⅴ-6]은 앞서 설정한 기준들을 토대로 산출한 필요 지역들을 중

첩하여 우선 설치지역을 탐색한 지도이다. 보라색 격자가 소득 기준의 필

요 지역과 영유아 인구 기준의 필요 지역을 중첩한 우선 설치지역으로 은

평구 일대, 도봉구 일대, 강서구 일대이다. 이들 지역에 보육 기회를 제공

하는 설치 전략은 소득 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영유아 인구 기

준의 형평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즉 선별주의적 복지서비스 공급과 효율

적인 서비스 공급을 모두 고려한 우선 설치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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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우선적인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문제와 우선 설치지역 사례: 부지 확보의 

어려움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 몇 가지 문제

가 있다. 먼저 보육시설 신축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으로 상

가 및 업무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나 아파트 밀집지역은 적정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두 번째, 신축비용 과다로 인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으로 84명 정원의 어린이집 신축비가 약 28억 원에 달한다. 세 번째, 

보육시설의 과잉공급으로 민간보육시설의 경영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서울특별시, 2011). 

이러한 문제들은 본 연구가 제안하는 우선 설치지역에도 해당된다. 먼

저 신축 부지 확보 문제로, [그림 Ⅴ-7]에 해당하는 지역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치가 행정동 내에서 한 쪽에 치우

쳐 위치해 다른 위치에서의 보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이다. 

사례 지역인 상계동 일대와 중계동 일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거나 있

다하더라도 행정동 내에서 치우쳐 위치해 있어 보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

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방학1동과 상계8동, 중계4동의 경우 행정동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설치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

는 주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을 뿐더러 편향되어 위치해 있어 보

육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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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7] 국공립어린이집이 행정동 내에서 치우쳐 위치한 지역들

“한 동에 세 개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인근동의 수요도 흡수할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가 있는지 감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기 힘들어요. 상계9동은 미설

치동이라서 예산 확보가 가능한 상태지만, 장소를 아직 못 구하고 

있어요. 또 계획된 도시에는 부지 자체가 부족해서 원하는 위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힘들어요.”

         -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담당자

담당자 인터뷰와 같이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설치 주체가 원하

는 위치에 설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적정 부지가 있더라도 실제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매도자의 변심과 같은 이유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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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부지 매입비용이 과다한 경우 자치구가 원하는 위

치에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필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육 기회

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구: 해당 위치는 인근동의 보육 수요를 일부 분담할 수 있을 것

○○구: ○○동은 길쭉한 모양으로, 위치상 기존과 반대 한쪽 끝에서 

수요가 많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의결

노원구 담당자와의 인터뷰와 다른 지역의 확충 심의 의결 내용과 같이 

서울시는 소외 지역에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치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된 주거 단지에서 신축 부지를 확보하

는 데 있는 어려움 때문에 위치 문제와 관련되어 적절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 주체

가 원하는 위치 근방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

만, 해당 관할 자치구들의 재정 문제로 인해 신축이나 민간 매입과 같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확충 방법은 부적합하다. 물론 이러한 재정적 문제

를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비용절감형 확충 방법인 민간 전환이나 민관 연대 

방식이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민간부문의 전환이나 연대 신청에 의해 이

뤄지기 때문에 자치구가 원하는 위치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된다. 

요컨대,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지 확보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행정동 내에서도 보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이 생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

음이 확인된다. 특히 보육서비스 공급자가 원하는 위치에 국공립어린이집

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육 기회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시기적절한 

공급을 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신축보다는 민간 전환 

혹은 리모델링과 같은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민간 전환과 같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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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전환 의사를 가진 민간만이 전환할 수 있어 보육 필요 지역의 민

간어린이집이 아니라면 위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문제와 우선 설치지역 사례: 민간부문과

의 관계

앞서 확인한 사례가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국공립어린이집

의 위치 문제라면, 신설하고자 하는 지역에 민간부문의 보육시설이 많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 문제를 경험하는 지역들이 있다. 이 문제

는 공공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국공립과 민간보육

시설, 영유아 인구 사이의 관계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보육시설 정원 대비 영유아 수요를 의미하는 보육수급률이다. 보

육수급률에는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정원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

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보육시설이 많을 경

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준으로 보육수급률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합할 

수도 있다. 

○○위원: 수급률이 100% 넘는데?

○○구: 민간 9개, 가정 5개, 국공립 1개로 민간부문이 많은 편임

○○위원: 수급률이 높다.

○○구: 민간어린이집이 6개 있고, 국공립 1개 설치동이며, 기존 

국공립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의결

확충 심의 의결의 일부에서 발췌한 내용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

는 데 있어서 수급률은 중요한 문제이다. 심의 의결에서 대상이 되는 사례

지역은 해당 행정동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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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수가 14개소로 수급률이 높아 확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

처럼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하더라도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이 많으면 보

육수급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육수급률 문제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

이 큰 지역들을 탐색하였다. 먼저 은평구 일대로, 거의 모든 지역들이 필

요 지역으로 탐색되었다. 

[그림 Ⅴ-8] 민간부문과의 관계와 우선 설치지역 간의 관계(은평구)

[그림 Ⅴ-8]은 사례 지역의 설치 우선 격자와 보육수급률을 중첩한 지

도이다. 수급이 충분한 지역은 짙은 색으로 보육수요 대비 보육정원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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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지역을 의미한다. 은평구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수가 적은 상황에서 

수급이 충분하다고 계산되는 것은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이 다수를 차지하

고 있기 때문이다(<표Ⅴ-4>).

행정동
영유아(명)
(평균 영유아 
인구)

평균주택실거래가
(만 원/㎡) 평균 보육 기회 국공립 민간 가정

갈현1
1218

285.639 0.024249 미설치 11 4
(64)

갈현2
1357

298.020 0.106522 미설치 9 5
(65)

구산
1560

295.710 0.231811 1 13 7
(60)

불광1
1792

328.917 0.310107 1 14 14
(51)

불광2
1488

289.687 0.523098 2 11 4
(57)

대조
1718

328.508 0.175721 미설치 15 4
(75)

녹번
1522

310.547 0.458679 3 10 4
(49)

역촌
2547

301.806 0.694769 4 26 11
(88)

응암1
1470

307.502 0.620987 2 17 2
(61)

응암2
1208

272.361 0.50553 2 8 11
(64)

응암3
1081

299.835 0.396021 1 14 0
(60)

신사1
1466

300.908 0.532355 1 14 5
(73)

신사2
919

287.094 0.262671 1 9 5
(42)

<표 Ⅴ-4> 은평구 일대의 지역 속성

행정동별 서울시 전체 평균 국공립어린이집은 약 1.8개소, 민간어린이

집은 약 5.5개소, 가정어린이집은 약 7.8개소인 것에 반해 해당 지역들은 

민간어린이집이 평균 약 12개소, 가정어린이집이 평균 약 6개소로 민간부

문이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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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국공립을 대신해서 민간이 있다 

보니 국공립 확충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민간과 

가정은 국공립이 새로 생기는 걸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공립에 

많이 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도 민간부문

의 상황을 고려해야만 해요.” 

         - 은평구 국공립어린이집 담당자

국공립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민원이 있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은평구 담당자와의 인터뷰

와 같이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이 많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문제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서울시의 사례는 아니지만, 경기도의 

일부 지역들의 경우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해당 구청에서 국공립어린

이집 설치 반대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경기신문,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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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9] 민간부문과의 관계와 우선 설치지역 간의 관계(북부지역)

[그림 Ⅴ-9]는 서울 북부지역으로 해당 지역들도 충분한 수급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주로 강

북·도봉·노원구 경계가 우선 설치지역으로 확인된다. <표 Ⅴ-5>를 통해 

좀 더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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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영유아(명)
(평균영유아수)

평균주택실거래가
(만 원/㎡) 평균 보육 기회 국공립 민간 가정

상계1
2256

343.745 0.578708 3 9 25
(61)

상계3·4
1773

298.425 0.508004 3 11 9
(39)

상계5
1108

300.130 0.801756 1 7 6
(85)

쌍문3
879

305.612 0.745086 2 5 4
(73)

수유2
1198

282.852 0.403776 1 11 7
(80)

수유3
1152

305.898 0.42227 1 7 1
(61)

창1
1311

317.201 0.582415 2 4 20
(50)

창2
1401

289.367 0.599198 1 13 16
(82)

<표 Ⅴ-5> 서울시 북부 일대의 지역 속성

이 지역들도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이 평균 약 17 개소로 다수를 차지하

고 있다. 특히 주거 밀집 지역으로 영유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국공립어린

이집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원구의 경우 국공립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수요를 넘어섰어요. 국공립이 부족한 것을 민간이 많이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저희 자치구의 

정책 목표는 보육 수요가 넘치는데 아이들은 없는 상황이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무조건 확충하는 것 보다는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어요.” 

         -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담당자

“국공립을 무조건 늘린다고 좋을 것이 없는 게, 도봉구는 정원 대 

현원 비율이 80%예요. 그래서 민간부문에서 신규허가가 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게 국공립인데, 파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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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쌍문4동 같이 미설치동인 경우에는 신설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 도봉구 국공립어린이집 담당자

그러나 앞서 확인한 것처럼 이 지역도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이 많아 국

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제한사항으로 확인된다. 도봉구의 경우 보육 현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신규허가를 허가하지 않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한다면 민간부문의 반대를 쉽

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신축보다는 민관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나 사찰과 같은 

민간에서 토지를 무상 임대 받아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식

이거든요. 민간어린이집 매입은 신축과 맞먹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성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담당자

“민간을 매입하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 매입할 돈이 없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신축과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은 

고려하지 않고, 10년 이상 무상임대의 방법을 민간에서 저희에게 

제시하는 경우에 전환을 하는 방식을 이용하죠.”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담당자

신축의 경우 약 25~3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수요충족도가 낮은 해

당 구들은 90%의 보조금을 받아도 신축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성북구와 노원구 담당자와의 인터뷰처럼 해당 자치구들은 신축보다

는 민간 전환 혹은 민관연대 방식의 국공립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의 경우 민간에서 전환 의사를 밝혀야 진행할 수 있어 어려움

이 있다. 

요약하면, 민간부문과의 관계로 인한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 필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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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이 많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충분한 보육 

기회를 가진 지역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또한 영세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반기지 않기 때문에 설치

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전환이나 민관연대의 방

식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희망하는 민간부문이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

에 설치에 제약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우선 설치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재정수요충족도가 낮은 자치구로 서울시에서 90%의 지원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매입과 같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방식은 적절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

로운 방식의 확충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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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본 장은 먼저 영유아 인구, 주택실거래가, 결합지수를 바탕으로 2009년

의 보육 필요 지역들에 보육 기회가 적절히 공급되었는지 분석하여 효과

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하였다. 두 번째는 수요와 

소득을 동시에 고려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 설치지역을 탐색하

여 제안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사례 지역과 함

께 살펴보았다.

먼저 영유아 인구, 주택실거래가, 결합지수를 바탕으로 탐색한 2009년

의 보육 필요 지역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설로 다른 유형의 지역들에 비

해 평균적으로 보육 기회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택실거래가를 바

탕으로 한 필요 지역은 영유아 인구를 바탕으로 한 필요 지역에 비해 증가

량이 적었고, 이는 이 시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이 소득보다는 수

요를 좀 더 고려했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결합지수를 바탕으로 한 필요 

지역은 다른 유형에 비해 보육 기회가 매우 크게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이 

시기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설이 각 기준의 보육 필요 지역에 효과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4장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보육 기회는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형평하였다. 따라서 소득 기준의 비형평을 개선하기 위한 보육 필요 

지역들을 파악하였다. 파악된 필요 지역들은 주로 서울시 외곽에 위치한 

지역들이며 모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소득

만을 고려한 입지 전략은 한정된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비효율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유아 인구를 고려한 필요 

지역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소득 기준의 비형평

을 극복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을 할 수 있는 우선 설

치지역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데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존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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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을 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된 문제이고, 

두 번째는 국공립과 민간부문의 어린이집 간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이다. 

먼저 부지 매입의 어려움에서 오는 한계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절차와 

신설 비용, 그리고 신축 부지 자체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행

정동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편중된 위치 때문에 소외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민간어린이집의 매입 또는 국공립으로

의 전환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매입의 경우 신축과 

비슷한 규모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력이 부족한 자치구에서 쉽지

만은 않은 방법이며, 전환의 경우 설치 주체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하기 힘

들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두 번째는 민간부문과

의 관계로 인한 문제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내에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이 많아 보육수급이 충분한 지역으로 평가

받는 지역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들은 민간 매입 혹은 민간 전환, 민관 연대 같은 방식을 통해 일

정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반대

와 함께 민간부문에서 전환 혹은 매입 의사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점에

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첫 번째 문제처럼 자치구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

치를 결정할 수 없어 첫 번째의 문제처럼 소외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

상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다. 어떤 지역은 한 가지 문제만 있을 수 있고, 

어떤 지역은 두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공립도 민간부문도 부족하여 보육수급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

구하고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만약 

민간부문의 전환이나 매입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

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확충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권창석(2014)은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부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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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확보를 통한 설치 방안과 부지와 건물 무상확보를 통한 설치 방안 등을 

제안했고, 구체적으로 근린공원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며 이러

한 방법들을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한 확충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방안 모색에도 불구하고 설치와 관련된 문제들은 지역마다 상

이하기 때문에 보다 지역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확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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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약 및 결론

공보육에 대한 증대된 관심과 함께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최근 폭발

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입지 적정성이나 서비

스 권역 설정과 같은 문제에 치중해 있어 본 연구는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기회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고 공공보육서비스가 

어떤 기준에 의해 배분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공보육서비스의 이용 기회

가 형평하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

시를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기준과 관련 법을 바탕으로 배분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공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보육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법에서 제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토대로 보육 수요와 소득 두 가지의 평

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보육 수요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인

구를 이용하였고, 소득의 경우 실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이용되는 수치

화된 소득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 가치가 소득을 반영한다는 점에

서 주택실거래가(만 원/㎡)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평가 기준들을 임계거리

가 있는 포텐셜 모형으로 도출된 보육 기회의 공간적 분포와 비교하여 공

공보육서비스 이용 기회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집중 곡선

과 집중 지수를 이용해 평가한 결과,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보육 기회는 

영유아 인구 기준으로 형평했지만, 주택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일부 구간에

서 비형평성을 보였다.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고려한 결합지수의 경우 영

유아 인구 기준과 마찬가지로 형평함을 보였다. 따라서 영유아 인구와 결합

지수 기준의 배분은 형평하였으나 주택실거래가 기준의 배분은 형평하지 

않았기에 소득을 고려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형평성 평가 결과 2009년에서 2014년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

평 수준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의 보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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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들이 지난 5년 간 보육 기회를 효과적으로 공급받았는지를 파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가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하였다. 이때 이변량 국지

모란지수(BiLISA)를 이용해 보육 기회가 적고(Low) 영유아 인구가 많은

(High), 주택실거래가가 낮은(Low), 결합지수 값이 높은(High) 격자들을 

보육 필요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각 기준에 의해 필요 지역으

로 선정된 격자들이 가진 보육 기회의 평균 증감량은 다른 유형의 격자들

에 비해 컸고, 특히 영유아 인구와 결합지수를 기준으로 한 필요 지역들의 

증가량이 컸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형평성 평가 결과 형평 수준이 증대되

는 양상을 뒷받침해 주었고, 보육 필요 지역에 효과적으로 보육 기회가 제

공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소득에 따른 보육 기회의 비형평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보육 기회

의 공급을 위해, 2014년을 기준으로 주택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 보육 필

요 지역과 영유아 인구를 바탕으로 한 보육 필요 지역을 탐색하고 이들의 

중첩지역을 우선 설치지역으로 정의하여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은평구 

일대, 도봉구·노원구 일대, 강서구 일대 등이 우선 설치지역으로 선정되었

고, 이들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는 것이 소득 기준의 비형

평을 극복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을 달성하는 것이라 제안하였

다. 그러나 부지 확보 문제와 민간부문과의 관계 등의 국공립어린이집 설

치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 지역 환경에 적합한 확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먼저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함으로써 자치구 내에서 존재하는 변이를 반영하지 못

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즉,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육 기회의 비

교는 자치구 내에서의 비교와는 다른 결과를 의미할 것이며, 따라서 자치

구 내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형평성은 서울시 전역에서 나타나는 형평성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자치구 스케일에서의 우선 설치지역을 

제안했다기보다는 서울시 스케일에서 형평성을 평가하고 우선 설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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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한 연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소득

의 대리 변수로 주택실거래가를 이용하였는데, 주택실거래가가 지역의 소

득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지역의 소득 수

준은 주택실거래가 단독으로 대표한다고 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물

론 공간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소득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지만, 

지역 소득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자료의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보육 기회를 측정하기 위한 포텐셜 모형에서 사용된 

 값 설정에 있어서, 임의적인 설정은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값을 

추정할 자료의 부재는 언제나 임의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결과 값을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분석의 공간 단위로 격자를 이용

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 행태에는 적절

한 공간 단위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격자를 200m × 200m의 크기로 이

용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간 단위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격자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격자는 연구 대상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공

간 단위의 유형이며, MAUP의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선 설치지역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수치를 이용한 분석이 아니라 시각적 분석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보다 정

확한 위치를 제시하지 못 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두 기준을 이용한 

우선 설치지역을 탐색하는 시각적인 방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보다 직

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기

회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측면과 형평성을 평가하고 향

후 우선 설치지역을 제안하는 정책 측면에서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먼

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시설의 특성을 파악하여 시설 이용 행태를 고려

한 공간 단위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서비스 공급 패턴을 파

악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불평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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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이용은 수치화된 형평 수준과 변화 방향을 시간·공간적으로 비교·평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이 되는 시설의 설치 기준을 형평

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설정하여 단순히 시설 이용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육 수요와 소득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이용해 우선 설치지역을 제안하

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분석 틀을 이용한 본 연구

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입지 적정성 혹은 서비스권역 설정 외

에 서비스 배분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형평한 배분을 위

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정책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

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보육 기회는 영유아 인구에 의해 형평하였고 주택실거래

가에 의한 보육 기회는 비형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국공립어린

이집 설치 계획에 있어서 지역의 소득을 수치화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이

러한 결과를 낳은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으로 소득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소득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지역들은 공공보육서비스를 필요

로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이 많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러한 지역들이 보육 수요가 높거나 소득

이 낮을 경우 공공보육서비스를 보다 더욱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민간 부

문을 포함하지 않는 보육수급률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기존의 방식은 민간어린이집의 자발적

인 전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적절한 입지를 위해

서 기존의 수동적인 전환 방식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전환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즉,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는 민간어린이집을 파악하는 것 보다는 

해당 자치구가 필요로 하는 위치와 유사한 위치에 입지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요컨대, 본 연구는 공공보육서비스 이용 기회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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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 관점과 설치 관련 법을 함께 고려하여, 공간적 형

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다 형평한 배분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지역을 제안하였다. 물론 분석적 측면에

서 몇 가지 한계가 있지만, 공공보육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틀의 제시와 함께 연구 결과가 형평한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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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 Assessment of Spatial Equity about 

Opportunities to use Public Childcare Services

: Focused on National/Public Childcare Facilities in Seoul

Kim Kyusik

Department of Geograph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public interest in childcare and demand for childcare centers have 

been increased, expanding national/public childcare centers is the utmost 

goal of urban government. The urb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equi-

table distribution of national/public childcare centers. However, in a 

spatial perspective, earlier studies have focused on issues such as conditions 

of its location and service boundary delineation. Because of this reason,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evaluates spatial equity of public childcare 

services is need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spatial 

equity of public childcare services and further to suggest priority regions 

for equitable distribution of public childcare services. The study is based 

on national/public childcare centers in Seoul in 2009 and 2014.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spatial 

units based on grid, distribution of childcare opportunities measured 

by a potential model is uneven. Such uneven distribution is evaluated 



by using concentration curve and index. The distribution of childcare 

opportunities is equal compared to distribution of infants estimated by 

dasymetric mapping while it is unequal compared to distribution of hous-

ing market price, which means income. Nevertheless, from the concen-

tration curves and index of 2009 and 2014, it can be said that distribution 

of childcare opportunities has been directed to be more equal. Thus, 

national/public childcare centers were effectively established between 

2009 and 2014. 

Second, the study analyzes whether additional establishment of na-

tional/public childcare centers between 2009 and 2014 is effective enough 

to achieve the equal distribution of childcare opportunities. Two types 

of grids in 2009 are explored by using Bivariate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one that has many infants and less childcare opportunities 

and the other one that has lower housing market price and less childcare 

opportunities. In other words, these can be defined as areas in need 

of childcare services and further verify how many childcare opportunities 

gain. As a result, the study shows childcare opportunities were well dis-

tributed between 2009 and 2014 as areas in need of childcare services 

obtained more opportunities than other types of grids. 

Third, the study suggests priority regions to establish national/public 

childcare centers. As distribution of childcare opportunities based on 

housing market price is unequal, the suggestion will help to overcome 

such unequal distribution and to satisfy demand for childcare services 

effectively. According to the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and literature 

materials, issues such as securing land for national/public childcare centers 

and relationship with private childcare centers are found in the priority 

regions this study suggested. To resolve the issues, the city government 



should seek many ways such as detaining private investment, securing 

land for free, converting private centers to national/public centers, and 

purchasing private centers. Therefore, the study recommends converting 

privates to national/public actively and revising calculation method of 

supply and demand rates of childcare services.

As discussed above, the results of the study have significance because 

of two reasons. One is that the study proposes analytic framework for 

spatial equity of national/public childcare centers by assessing two ap-

praisal standards which are based on law related to establishment of 

national/public childcare centers. The other one is that the study provides 

main reasons for equitable distribution of national/public centers by ex-

amining issues related to establishment of the centers.

Keywords: national/public childcare centers, spatial equity, priority  

          regions to establish childcare centers, dasymetric map-  

          ping, concentration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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