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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왜 어떤 지역은 공원이 많고 어떤 지역은 도시공원이 적은 편중 현

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지속

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미시적인 공간 단위에서는 지역별로 공원 분

포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로 한정하고 세부 지역별 도시공

원의 공간적 분포 차이에 기여하는 요인에 주목하여 다음 두 가지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주거지 유형에 따라 아파트 밀집 지역과 다가

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도시공원 분포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둘째,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시가지개발사업이 도시공원의 조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즉, 서울시를 대상으로

주거지 유형별 도시공원의 분포 특성을 살펴본 후 이에 기여한 시가지개

발사업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공원 형평성의 측면에서

지역의 인구·가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도시공원이 편중되지 않고

조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결과 2015년을 기준으로 행정동 내 아파트 수가 증가

할수록 도시공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증가할수록 도시공원의 비율과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이 모두 감

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주거지 유형에 따라 도시공원의 분포가 상

반된 경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파트의 경우 단지의 규모

에 따라 단지 내 공원 및 녹지가 클럽재(club goods)로 조성되므로 도시

공원의 공적(public)공급뿐만 아니라 사적(private)공급에 의한 공원이 가

중되어 주거지 유형에 따른 공원 분포의 불균형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을 공급 및 정비하는 시가지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라 도시공원의 분포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현재 다가구·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도시공원 비율 및 가구당 도시공원 면

적이 작고,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은 그렇

지 않은 지역에 비해 도시공원 비율 및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이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형평적 배분을 고려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및

가구의 측면에서는 공원의 수요층에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사회경

제적 지위에 따른 공원의 불균등 분포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 공간적 불균형의 요인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실

증하여 주거지 유형에 따라 도시공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

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주거지를 매개로 하여 공원의 편중 현상

이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며 공공재의 합리적 배분에 관해 심층적인 고

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주요어: 도시공원,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시가지개발사업, GIS, 다중회귀분석, 위계선형분석, 서울.

◆ 학 번 : 2016-2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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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공원은 휴식, 여가 및 신체 활동 장소와 커뮤니티 유대감 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거주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도시기반시설로서의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재인 도시공원의 공급

시 입지의 효율성만 강조되어서는 안 되며 형평성의 측면에서 이용자의

성별, 연령, 교육 및 소득 수준 등의 인구 사회 경제적 차원을 고려하여

조성되어야한다. 여기에서 도시공원의 형평성이란 공공재인 도시공원을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공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공원 서비스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신지영, 2009). 노인과 어린이

및 저소득 계층의 경우 여타 여가 및 소비 활동에 참여할 기회와 범위가

한정적이므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원 및 녹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

로 높다. 즉,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 이러한 생애주기, 사회 경제

적 지위에 따른 상대적인 공원 필요도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도시공원의 분포 및 접근성의

불균형한 경향이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김미현 외

2인, 2015; 김용국, 2014, 2015; Dai, D, 2011; Li, H and Liu, Y, 2016;

Tan and Samsudin, 2017; Wei, F, 2017). 하지만 앞선 연구와 달리,

Xiao et al. (2017)는 중국 상하이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도시공원의 공간

적 불균등 현상이 나타나지만, 사회계층별로 접근성에 차이가 없음을 밝

히며, 이를 공공녹지의 균형적인 분포를 강조한 중국 사회주의 시대의

도시계획 영향으로 보았다. 따라서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 및 도

시에 따라 도시공원 분포의 형평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연구 대상 지

역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정책 및 제도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공원의 분포 특성에 대한 분석 시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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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에 걸친 도시공원의 면적과 개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세부적인 공간 단위에서 도시공원 분포의 지역별 불균형이

나타난다. 도시공원의 이용을 위한 물리적 접근에 있어 생활반경 내 도

시공원의 존재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도시공원의 이용 가능성은 공

원의 위치와 이용자의 거주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 및 주거지와의 관계가 공원의 이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므

로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공원의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

다.

실질적인 도시공원의 공급은 신시가지개발 및 재개발 사업 등 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과거 1960~80년대 서울의 도시화

에 대응하여 주택 대량 공급을 목적으로 한 토지구획사업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도시 조직이 유지되고 있는 대부분의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아진 것에 비례하여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근린환경이 상대적

으로 열악하다. 반면 신시가지개발 및 재개발사업을 통해 일정 규모 이

상으로 공급된 아파트단지의 경우「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등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의해 단지 내 일정 규모 이

상의 공원 및 녹지가 조성되어 거주민의 생활반경 범위 내에 일정량 이

상 확보되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해 실제 거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여가 및 휴식의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도시공원이 주거지 유형에 지역별

로 편중하여 분포하는지 살펴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즉, 공적 공급에 의한 도시공원의 조성이 주거지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정량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특히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과 아파트 밀집 지역을 비교하여

도시공원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서울시 전역의 주거지 유형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급 현황을

파악한 후 공원 공급이 열악한 지역을 파악하여 추후 형평성을 고려한

도시공원을 계획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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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 시내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서울시 424개 행

정동을 분석단위로 하여 주거지 유형에 따른 도시공원의 분포 특성을 밝

힌다. 둘째,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과 아파트 밀집 지역의 도시공

원 분포의 양적 차이를 살펴본 후 이에 도시계획 및 개발정책이 도시공

원의 공급 차이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과 도시공원 분포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의 사회적

의미를 고찰한다.

하지만 도시공원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선행되었음에도 분석 대상을

도시공원의 일부 유형에 한정하여 일상생활 내 이용 가능한 도시공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우는 드물다. 또한, 도시공원의 공간적 패턴 및 접

근성의 불균형을 분석한 연구는 많았지만, 실제적인 분포 차이에 기여하

는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서울 시내 주거지 유형을 중심으로 도시공원 분포의 지역별 불균등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본 후, 아파트 중심의 신시가지개발 및 재개발

등의 도시개발 사업이 도시공원의 분포 차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서울 시내 도시공원이 부족한 지역과 이러한 현상을 유발하

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공원 계획 및 정책 설계에서 세심하게 고려해

야 할 대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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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유형 분석 대상

도시 

공원

도시자연공원 X

생활권 

공원

근린공원 O

어린이공원 O

소공원 O

주제 

공원

역사공원 O

문화공원 O

수변공원 O

묘지공원 X

도시농업공원 O

체육공원 O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형태 

(서울시: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

O

<표 1> 도시공원의 내용적 범위

제 2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내용적 범위를 도시계획사업으로 인위적으

로 조성된 도시공원으로 한정한다. 즉, 서울 시내 자연적인 지형특성으로

지정된 북악산, 남산, 관악산, 북한산 등의 도시자연공원과 공원 이용목

적이 다른 묘지공원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시가화 지역(시가지) 내

주택 및 토지와 함께 인공적으로 공급되어 도시민들이 여가 및 휴식의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광의적 개념의 도시공원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표

11) 참고).

시가지는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포괄하며, 도

시 전체 면적에서 임야와 하천을 제외한 면적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시

가지내 위치한 공원은 공원이용자들이 근린생활권에서 실제로 접근하기

용이하고 일상생활에서 이용가능한 공원이다 (그림 12) 참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를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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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서울시 시가화 지역내 도시공원 (2016년 기준)

서울시 도시지역 내 1인당 공원면적이 16.37m2인 반면, 시가지 내 1

인당 공원면적은 6.31m2인으로서 그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3).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실제 주거지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시가지

내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주거지 유형에 따라 공원의 공간적 분포가 어떻

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2)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그림2-75] 서울시 시가화 지역 공원 현황’을 참고하

여 재구성함.

3) 1인당 시가화 지역 공원면적 계산식: {(근린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체육공원+문화공원+역

사공원+수변공원+생태공원+가로공원)+(도시자연공원X8%)} / 인구수. 위의 식에서는 시가화 

지역과 연접한 도시자연공원 일부를 고려하여 8%로 산정함.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

획 (2015), 126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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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석에 이용되는 지리적 자료는 공간 단위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Wei, 2017), 도시공원 분포의 측정 척

도로 설정하는 공간단위가 작아질수록 공원 분포의 불균등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Tan and Samsudin, 2017). 따라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로 한정하되 지역내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생활권 단위의 개념을

내포할 수 있는 행정동을 공간단위로 설정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424개 행정동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일반

적으로 행정동 단위는 생활권의 개념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 자료

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지역 간 공원 분포의 차이와 지역 특성과의 관계

를 분석하기 위한 공간 단위로써 적절한 규모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적용된 시간적 범위는 서울 시내 도시공원의 분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중 가장 최근인 2016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따

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 자료가 사용

되었다. 형평성 측면에서 도시공원 공급의 적정성 분석을 위해 행정동

단위의 인구, 가구, 교육 수준 등의 지역 특성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 3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도시공원 비율과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의 2개의 척도를

기준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 현황 살펴본 후, 주거지 유형

을 중심으로 공간적 불균형에 기여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론 및 선행연구 부분에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도시공원의 분포

특성에 관해 고찰하며 실증분석을 위한 변수 및 모형 설정의 토대를 찾

는다. 다음으로 실증분석 부분에서는 분석을 위한 자료와 대상을 선정하

고 분석모형을 설정한다.

둘째, 선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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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분석 및 위계선형분석을 실행하여 도시공원의 조성에 영향을 미

친 주요 변수를 실증적으로 밝힌다.

셋째, 앞서 언급한 지표를 기준으로 형평성의 관점에서 거주민의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과 도시공원 분포의 관계를 상관분석하여 이에 대

한 사회적 의미를 고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부지역별로 주거지 유형에 따라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의 정량적인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공원의 공급 측면

에서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된 시가지개발사업

이 도시공원의 조성 및 정비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후 각 행정동의 지역 특성과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실

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시공원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도시공원의 조성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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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고찰

제 1절 이론적 배경

1. 환경정의 관점에서의 공원 형평성

공원 및 녹지는 도시 거주민들의 공공 보건 및 육체적 활동,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며 건강과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개인의 신체적 활동 및

정신적 웰빙뿐만 아니라 대기 질 개선, 도시 내 미기후 조절, 도시의 심

미적 가치 및 경제적 가치를 향상하는데 기여한다 (Li and Liu, 2016;

Tan and Samsuin, 2017; Xiao et al, 2016;).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도시공원이

불균형하게 분포하는 사실을 밝히며, 환경정의4) (environmental justice)

의 관점에서 공원 및 녹지 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 사회는 급속한 압축성장과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를 겪으면

서 산업, 소득, 고용 등 여러 부문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러

한 문제는 환경 부문에서도 발생하였는데 저소득계층의 경우는 쾌적한

환경의 이용과 접근이 양호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시장에서 배제되

어 사회경제적 계층 간 환경 혜택의 불평등이 심화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김미현, 2015; 김성근, 2015; 정수열, 2015).

지방 정부의 관할구역마다 재정적 능력이 다르며, 이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질은 생활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

역의 경우 이는 세수 기반의 축소로 이어져 공공재의 공급이 어렵게 된

다. 즉, 주거지의 분화(residential segregation)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

4)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계층의 분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궈리를 

가지며 (환경 편익), 환경오염 등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부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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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한 것으로 이어진다 (Li et al.,

2015)

이러한 주거지와 관련된 공공서비스의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녹

색 복지5)나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논의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형평성을

고려한 환경 정책 및 계획은 지역과 계층에 따른 차별 없이 환경 편익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공공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며 (김미현 외, 20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6)해야 한다. 공공재로서의 공

원 및 녹지 자원이 사회경제적 지위 (socio-economic status)에 따른 계

층 간에 균등하게 분포해 있는가는 사회적 형평성 및 환경 정의의 관점

에서 주요한 문제이다 (Y. Xiao et al., 2017).

제 2절 도시공원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도시공원의 분포 및 접근성과 사회경제적 계층의 지역 간 차이를 분

석하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김미현 외 2인, 2015; 김용국, 2014,

2015; 신지영, 2009; Dai, D, 2011; LI et al., 2015; Li and Liu, 2016;

Tan and Samsudin, 2017; Wei, F, 2017; Xiao, et al., 2017). 서구에서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공공시설의 입지 기준을 측정·평가할 시 인종, 민족,

소득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아시아 및 한국 사회에서는 인종에 대한

기준 보다는 주로 인구, 소득, 연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도시공원의 분포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사용한 지표는

크게 양(abundance)과 서비스권역을 고려한 접근성(accessibility)으로 나

5)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생애주기별 시민 모두가 건강 증진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험으

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공원 서비스의 전달 과정에 참여하고 공정한 혜택을 누리는 것 (김용

국, 2014)

6)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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뉜다. 도시공원의 양(abundance)은 공간적 분포 면적(area) 혹은 비율7)

로 측정되며, 접근성(accessibility)은 도보 접근 거리를 고려하여 공원의

이용 가능성(availability)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1.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Dai (2011)는 미국의 아틀랜타 지역을 대상으로 인종에 따른 공원

접근성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역이 열악한 공

공녹지 접근성을 가지는 것을 밝힘으로써 공공의 개입 지점을 찾는데 기

여하였다.

Li and Liu (2016)는 세부적인 지역 단위로 도시공원의 양, 질, 접근

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취약지수와의 관계를 밝혔다. 사

회경제적 취약지수가 높은 도시 중심 지역의 공원의 질이 떨어짐을 확인

하며, 도심부는 공원의 질이 향상되어야 하고 외곽지역은 양 및 접근성

이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즉, 세부적인 지역별로 도시공원의 양 및

질을 전략적으로 개선하려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연구들로부터 사회·경제적 지표를 나타내는 변수로 소득, 직

업, 교육수준, 주택, 인구 특성 등을 선정하여 도시공원의 분포와 불일치

현상을 분석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김용국(2015)은 상대적인 공원 필요도를 고려한 형평성의 관점에서

서울 시내 근린공원이 사회경제적 지위(SES)에 따른 불균형적 분포가

나타나지 않음을 밝히고 있지만, 분석대상을 근린공원에 한정하여 소공

원, 어린이공원, 주제공원 등 다른 유형의 도시공원들을 종합하여 고려하

지 못한데 한계가 있다.

7) Tan and Samsudin (2017)의 연구에서와 같이 공원의 물리적 분포를 정의하는 지표로서 계획 

단위 면적에 대한 공원 면적 (PAR; Park Area Ratio)과 1인당 공원 면적 (PCPA: Park area 

per person within planning unit)등 토지 및 인구에 비례한 공원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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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시공원의 공간적 불균형을 확인하는 다수의 연구에서 일

부 유형의 공원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김형준 외 2인, 2011; 박소

현 외 2인, 2014; 성현찬 외 1인, 2005; 최성웅 외 1인, 2016), 실제 거주

민이 이용가능한 도시공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다.

김미현 외 2인(2015)은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범위를 고

려하여 생활권공원 및 주제공원을 모두 포괄하여 분석함으로써 이전 연

구보다 현실적 의의를 더하였으나, 행정동 단위에서 나타나는 공원불균

등 현상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공원의 분포를 분석함에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도시공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에 있어 세부적인 공간단

위로 공원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주택 및 토지이용과 도시공원에 관한 연구

신지영 (2010)은 사회경제적 지위(SES) 지표를 적용하여 공원 확보

우선 지역을 도출하며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도시공원 불균형 분포를 확

인하였다.

오규식 외 1인(2005)은 서울시를 5개의 권역별(북서, 북동, 중심, 남

서, 남동)로 나누어 토지이용에 따른 공원면적(km2), 공원면적 비율(%),

1인당 공원면적(m2), 공원서비스 면적비율(%), 공원서비스 인구 비율(%)

을 계산하여 도시공원의 권역별 불균등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의 도시공원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

서는 토지이용과 도시공원의 분포의 관계 분석에 초점을 두었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드러난 지역별 격차는 1970-80년대 서울의 도시개발정책의

결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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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의 타 대도시의 도시공원 분포에 관한 선행 연구도 다수 있

었으며 (김승환 외2인, 2010;, 김형준 외2인, 2011), 그중 김형준 외 2인

(2011)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의 2개 동을 선정하여, 해당 동의 주거지

역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만 고려)의 공급 적정성을

평가하여 도시공원이 부족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도시공원의 확충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포화상태의 밀집 주거지역에서 새로운 공원 부

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신규택지개발과 대규모 정비

사업 시행 시 추가적인 공원 확보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서술하였다.

Xiao. et al.,(2016)는 1990년대 이후 중국 도시에서의 주택의 상당

수가 주거 단지(residential club)로 공급되어 근린환경 및 서비스가 민간

개발자에 의해 조달되는 맥락에 주목하며 도시 녹지의 유형을 누구나 접

근가능한 공공 공원과 개인 정원, 그리고 주거단지 거주민에게만 제공되

는 클럽녹지(club green space)로 분류하여 단지 내 클럽녹지

(privately-supplied)가 특정 유형의 공공녹지를 대체함을 밝히고, 주택

유형에 따라 공공녹지의 과잉공급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음을 실증적으

로 뒷받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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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울시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 (2016년 기준) 

제 3장 분석자료 및 기술통계

제 1절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도시계획포털(urban.seoul.go.kr)에서 제공하는 2016년 기준 서울시

UPIS 자료를 활용하였다. 위의 자료를 활용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유형별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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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유형 면적 (m2)

생활

권공

원

근린공원 42,567,647

어린이공원 2,167,258 

소공원 657,323 

주제

공원

체육공원 213,437 

문화공원 704,751 

역사공원 527,912 

수변공원 354,532 

기타공원 2,941,984 

합계 50,134,844

<표 2> 도시공원 유형별 면적 현황 
<도표 1> 도시공원 유형별 비율

연구의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의 내용적 범위는 앞서 첨부한 <표 1>

과 같으나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의 유형으로 분류

되어 있지만, 서울시 UPIS 자료 (shape file)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농업

공원, 생태공원, 놀이공원, 가로공원 등을 추가로 연구 범위에서 제외한

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공원은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중 전체의 약

1% 미만의 적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향후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ArcGIS 10.3을 통해 위의 자료를 가공하여 서울시 (605.2km2) 내 도

시공원 (약 50.1km2)의 공간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 2016년 기준 서울

시내 도시공원의 유형별 면적은 <표 2>와 같으며, 근린공원이 본 연구

의 내용적 범위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의 중 8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한다 (도표 1 참고).

또한, 도시공원 분포와 관련한 분석 자료들은 공원의 조성 배경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서울 시내 도시공원의 조성은 표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관악산, 북한산, 남산 등 표고가 높은 산지의 경우 도시자연공원

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근린공원 역시 구릉지에 조성된 경향이

있다. 즉, 고도의 고저 차가 큰 서울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을 분석할 경우

표고값을 통제하고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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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울시 유형별 시가지개발사업 지역  

구에서는 분석의 단위가 되는 행정동별 평균 표고값(m)을 GIS를 통해

산출하여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유형을 기준으로 주거지 유형을 분류하고자 통

계청에서 제공하는 2015년 기준 ‘주택의 종류별주택-읍면동‘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제 주택 및 택지와 도시기반시설은 신시가지개발 및 도시재개발사

업 등에 의해 계획적으로 공급된다. 이러한 주거지의 조성과 도시공원의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시가지개발사업8)의 유형에 따른 도시공원

의 분포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UPIS 자료를 사용한다 (그림3참고).

8) 시가지개발사업은 도시민을 위한 주택 및 택지, 상업·업무공간의 공급과 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가지개발사업은 개발 부지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신시가지개발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서울의 도

시형태 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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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로 인구 사회 경제적 특성과 도시공원의 관계를 분석하여

도시공원의 분포가 사회적 관점에서 적절한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적

에 따라 통계청에서 2015년 인구총조사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읍면동 단

위의 ‘가구원 수별 가구수’, ‘연령 및 교육 정도별 인구수’ 자료를 활용하

였다.

제 2절 변수 및 분석대상 선정

1. 변수 선정

(1) 종속변수 선정

도시공원의 분포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크게 양(abundance)을 나타내

는 공간적 분포 면적(area)과 서비스권역을 고려한 접근성(accessibility)

으로 나뉜다. Tan et al.(2017)에 따르면, 이러한 분포에 관한 공간적 연

구는 여러 측정단위 및 척도를 고려해야 평가해야 하며, Li and Liu

(2016)는 도시 공공녹지의 양(abundance), 질(quality), 접근성

(accessibility)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측정 지표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세부적인 공간단위별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행정동내 도시공원 비율 (도시공원 면적/

행정동 면적, sqm of city park/planning unit)과 가구당 도시공원면적

(도시공원 면적/세대수, sqm of city park/number of households)을 종

속변수로 선정하였다.

도시공원 비율은 행정구역 내 이용 가능한 도시공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상대적인 양을 나타내지만,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은 인구 대비

공원의 면적을 나타낸다. 위의 두 변수는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를 행

정구역 면적과 가구 수로 정규화한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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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예상부호 연도 출처

(1) 도시공원 

비율 

(2)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

주택 

특성

아파트 수 + 2015 통계청

단독주택 수 + 2015 통계청

다가구다세대주택 수 ㅡ 2015 통계청

지형 

특성

평균 표고값 + 2016 서울도시계획포털

평균 표고값2 ㅡ 2016 서울도시계획포털

<표 3> 다중회귀모형 변수선정①

(2) 독립변수 선정

독립변수로는 도시공원의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선정하며

특히 자연적 여건인 지형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행정동별 평균 표고값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주거지 유형과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의 관계

를 설명하기 위해 주거지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주택 유형을 선정하

였다. 주택 유형별 수(unit)를 주요 변수로 선정하여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간의 도시공원 분포차이를 살펴보고자한다.

도시공원의 분석의 내용적 범위에서 서울 시내 도시자연공원은 제외

하였지만, 실제 근린공원 또한 공원의 지정에 있어 지형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서울의 지형적 특성상 구릉지가 많고 이러한 지형에 조성된 다

수의 근린공원이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서리풀공원, 까치산근린공원

등이 있다. 이러한 종속변수의 내용적 범위를 고려하면 표고값이 높아질

수록 도시공원의 면적이 증가하다가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감소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표고가 높은 지역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은 분

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선정한

변수는 <표 3>과 같다.

서울 시내 도시공원의 경우 10여 개의 공원만이 타기관 소유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시 혹은 구 소유의 공유지이다. 도시공원의

소유 주체를 고려하여 자치구의 재정적 여건을 반영하고자 구별 재정자

립도를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자치구별 재정자립도9)는 자주 재원으로

9)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써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

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 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출

처: 서울통계 용어셜명).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세입과목 개편 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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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예상부호 연도 출처

(1)도시공

원 비율 

(2)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

1수준

(행정동)

주택 

특성

아파트 수 + 2015 통계청

단독주택 수 + 2015 통계청

다가구다세대주택 수 ㅡ 2015 통계청

지형 

특성

평균 표고값 + 2016 서울도시계획포털

평균 표a고값2 ㅡ 2016 서울도시계획포털

2수준

(자치구)
재정자립도 + 2015 서울통계

<표 4> 위계선형모형 변수선정

종속변수 독립변수 자료의 형태 연도 출처

(1)도시공

원 비율 

(2)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

시가지 

개발사업

(Y=1, 

N=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SHP 2016 서울도시계획포털

택지개발사업지구 SHP 2016 서울도시계획포털

도시개발사업 SHP 2016 서울도시계획포털

재개발사업구역 SHP 2016 서울도시계획포털

지형 특성
평균 표고값 SHP 2016 서울도시계획포털

평균 표고값2 SHP 2016 서울도시계획포털

<표 5> 다중회귀모형 변수선정②

써 생활권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 등의 재정적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

다. 앞선 행정동 단위의 분석에 자치구 수준이 더해져 공간 분석의 단위

가 2수준으로 나누어지므로 이러한 지역 효과를 반영하고자 위계선형분

석을 실시하였다. 즉, 도시공원의 조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자립도 변수를 추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위계선형모형의 변수를 정하였다. 

주택 및 택지와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된 시가지개발

사업이 지역별 도시공원의 분포 차이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토지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의 진행 여부를

더미 변수로 투입하였다 (표 5 참고).

행정동별로 아래의 시가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지역이 30% 이

상일 경우(=Y, 1), 해당 사항이 없거나 사업 시행 지역이 30% 미만일 경

우(=N, 0)는 이하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10).

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재정자립도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10) 서울 시내 행정동(unit)과 시가지개발사업 지역(zone)의 관계는 ArcGIS 10.3에서 Intersect과 

Spatial Join 기능을 이용하여 사업시행 면적 및 비율을 추출한 후, 이를 더미변수화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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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제도목적
토지 효용의 증진, 

공공시설의 정비
시급한 주택난 해소 복합기능 도시개발

사업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사업방식 환지방식 전면매수방식 전면/환지 혼용

개발형태 저밀저층 위주 고밀고층 위주 고밀고층 위주

개발특징

- 단독주택지구, 

공동주택지구의 분리

- 아파트지구 제도의 

도입(1976년)

공공주택용지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아파트 위주의 개발

-

사업 

시기별 

특징

1960년대 이전: 주택지구 

마련을 위해 지속된 

조선시가지계획령

1960~70년대: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활성화

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축소

1980~1990년대:

개포, 고덕, 목동, 

상계, 중계, 수서 등 

대규모 주거지 조성

-

비고

사업시행 당시의 저밀, 

저층의 토지이용상태를 

유지하는 사업지구가 

20년 이상 경과됨

-

문정, 장지, 마곡 등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개발지 

개발

<표 6> 신시가지개발방식의 비교분석

(서울아카이브, 토지구획정리사업, <표 12>의 재구성)

시가지개발사업은 개발 부지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크게 신시가지

개발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 분류는 다음과

같다(표 6). 신시가지개발사업에는 도시개발법으로 통합되기 전의 토지

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가

지조성사업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도시재

개발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주택재개발·공장재개발사

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있다11).

이 중 서울 시내 주거지의 조성 및 정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토지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을 도

시공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 선정하였다.

11) 서울의 도시형태 연구 (2009), 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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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연도 출처

(1) 

도시공원 

비율

(2)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

인구 

특성

인구 밀도 
행정동내 인구(주민등록인구) / 

행정동 면적 (㎢)
2015 통계청

65세 이상 

노인 비율

행정동 전체 인구수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015 통계청

7세 이하 

어린이 비율

행정동내 전체 인구수에서 7세 이하 

어린이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015 통계청

가구 

특성

3인 이상 

다인가구 

비율

행정동내 전체 가구수에서 3인 

이상의 다(多)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2015 서울통계

사회 

경제적 

특성

4년제 대학 

졸업자 비율

행정동내 전체 인구수에서 4년제 

이상의 대학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2015 서울통계

기초수급자 

비율

행정동내 전체 인구수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
2015 통계청

<표 7> 행정동별 인구·가구·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앞서 공급의 측면에서 도시공원의 조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

한 후, 다음으로 공원 이용의 측면에서 지역별 인구·가구·사회경제적 특

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도시공원 공급의 형평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발밀도가 높은 대도시 내 인구 규모 및 인구밀도에 비례하여 도

시공원이 조성되었는지, 생애주기별 연령 중 상대적으로 공원이용률이

높은 노인 및 어린이와 저소득계층을 고려하여 도시공원의 공급이 이루

어졌는지 분석하기 위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표 7 참고).

행정동 단위에서 이용 가능한 소득 자료가 없으므로 사회경제적 특

성을 대표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써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4년제 대학 졸

업자 비율(%)을 선정하였으며, 저소득 계층의 비율을 반영하기 위해 기

초수급자12)비율(%)을 투입하였다.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시ㆍ자치구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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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울시 용도지역 지정 현황 (2016년 기준) 

2. 분석대상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이 되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공원의 분포를 분석

하기 위하여 서울 시내 용도지역 지정현황 (2016년 기준)을 참고로 하여

분석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서울 시내 용도지역13)과 행정동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참고).

13) 서울 시내 공업지역은 세분류 중 준공업지역만이 지정되어 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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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가화 지역 대비 주거지역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연구의 목적에 따라 행정동 내 시가화 지역14) 대비 주거지역의 비율

이 50% 이상인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행정동 내 용도지역이

주로 공업 및 상업,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지역으로 보기 어려운

지역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결과 행정동 내 상업지역 또는 공업

지역의 비중이 큰 31개 동을 제외한 393개 동이 추출되었다 (그림 5 참

고).

14)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써 녹지지역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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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자치구 행정동

주거지역/

시가화 

지역

행정동 

면적(m2)

시가화 

면적(m2)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m2) 비율(%) 면적(m2) 비율(%) 면적(m2) 비율(%) 면적(m2) 비율(%)

1 중구 을지로동 0.0% 618,454 615,497 0 0.0% 615,497 99.5% 0 0.0% 0 0.0%

2 중구 황학동 0.0% 330,044 329,904 0 0.0% 329,904 100.0% 0 0.0% 0 0.0%

3 영등포구 양평1동 0.0% 869,752 713,804 0 0.0% 0 0.0% 713,804 82.1% 169,786 19.5%

4 구로구 구로1동 0.4% 1,036,385 898,716 3,725 0.4% 0 0.0% 894,991 86.4% 128,527 12.4%

5 영등포구 문래동 1.7% 1,733,599 1,518,694 25,987 1.5% 79,588 4.6% 1,413,119 81.5% 203,424 11.7%

6 성동구 성수2가3동 3.2% 1,050,264 1,050,269 33,806 3.2% 0 0.0% 1,016,463 96.8% 0 0.0%

7 영등포구 당산1동 5.4% 746,081 746,081 40,220 5.4% 0 0.0% 705,861 94.6% 0 0.0%

8 도봉구 창2동 6.2% 651,726 622,327 38,645 5.9% 991 0.2% 582,690 89.4% 29,399 4.5%

9 중구 광희동 8.3% 728,177 727,916 60,644 8.3% 667,272 91.6% 0 0.0% 0 0.0%

10 금천구 가산동 8.4% 2,266,450 2,257,515 188,857 8.3% 22,353 1.0% 2,046,305 90.3% 20,047 0.9%

11 종로구 종로1·2·3·4가동 12.7% 2,417,328 1,804,596 228,354 9.4% 1,576,242 65.2% 0 0.0% 612,294 25.3%

12 종로구 종로5·6가동 16.8% 605,885 604,568 101,841 16.8% 502,727 83.0% 0 0.0% 0 0.0%

13 영등포구 양평2동 20.7% 1,884,487 889,318 184,512 9.8% 4,590 0.2% 700,216 37.2% 1,005,366 53.3%

14 강서구 가양1동 21.0% 5,659,192 2,225,621 466,395 8.2% 372,563 6.6% 1,386,663 24.5% 3,267,392 57.7%

15 구로구 구로3동 21.2% 1,035,422 1,033,887 219,148 21.2% 20,127 1.9% 794,613 76.7% 0 0.0%

16 중구 명동 22.8% 1,025,853 1,025,785 234,109 22.8% 791,676 77.2% 0 0.0% 0 0.0%

17 영등포구 여의동 25.2% 6,666,054 2,590,780 653,435 9.8% 1,937,345 29.1% 0 0.0% 4,062,390 60.9%

18 금천구 독산1동 26.6% 1,945,782 1,871,935 497,433 25.6% 34,106 1.8% 1,340,396 68.9% 190,819 9.8%

19 구로구 고척1동 27.1% 1,114,225 1,001,086 271,116 24.3% 0 0.0% 729,970 65.5% 112,486 10.1%

20 영등포구 당산2동 33.3% 1,557,320 973,769 323,805 20.8% 84,624 5.4% 565,340 36.3% 583,540 37.5%

21 강서구 등촌1동 33.9% 651,262 650,585 220,264 33.8% 23,242 3.6% 407,079 62.5% 708 0.1%

22 성동구 성수1가2동 34.6% 1,001,684 564,919 195,548 19.5% 38 0.0% 369,333 36.9% 436,747 43.6%

23 종로구 창신1동 36.0% 295,408 296,926 107,022 36.2% 189,904 64.3% 0 0.0% 0 0.0%

24 중구 신당동 36.4% 548,336 547,577 199,308 36.3% 348,269 63.5% 0 0.0% 0 0.0%

25 종로구 숭인2동 38.9% 357,213 357,360 139,043 38.9% 218,317 61.1% 0 0.0% 0 0.0%

26 강서구 염창동 39.8% 2,389,535 1,209,991 481,391 20.1% 0 0.0% 728,600 30.5% 1,184,376 49.6%

27 중구 소공동 46.1% 908,639 908,661 419,207 46.1% 489,454 53.9% 0 0.0% 0 0.0%

28 송파구 문정2동 46.7% 2,381,849 1,554,163 726,031 30.5% 828,132 34.8% 0 0.0% 824,652 34.6%

29 송파구 가락1동 47.6% 1,345,905 1,023,328 487,431 36.2% 535,897 39.8% 0 0.0% 322,641 24.0%

30 중구 회현동 48.9% 884,614 884,510 432,381 48.9% 452,129 51.1% 0 0.0% 0 0.0%

31 구로구 신도림동 49.1% 1,368,914 967,162 475,202 34.7% 42,908 3.1% 449,052 32.8% 401,582 29.3%

<표 8> 시가화 지역 대비 주거지역 비율이 50% 미만인 지역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행정동 내 시가화면적 대비 주거지역의 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다음과 같다(표 8 참고). 아래의 표를 통해 중구 및

영등포구 등지의 대표적인 업무지역 혹은 준공업지역이 분석대상에서 제

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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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울시 424개 행정동별 도시공원 면적 (2016년 기준) 

제 3절 도시공원 분포현황 및 기술통계

1.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

ArcGIS 10.3에서 424개 행정동의 도시공원 면적을 기준으로

Geometrical Interval15) 분류방법으로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포 현황

을 살펴보았다. 앞서 정의한 도시공원의 내용적 범위에 따른 서울시 행

정동별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는 <그림 6>과 같이 나타난다. 아래의

그림을 통해 동일한 자치구 내에서도 행정동 별로 도시공원 분포에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5) The geometrical interval 분류 방식은 연속형 데이터의 분류에 적합하며, equal interval, 

natural breaks (Jenks), Quantile 분류방식의 절충안이다.
http://pro.arcgis.com/en/pro-app/help/mapping/symbols-and-styles/data-classification-method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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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서울시 424개 행정동별 도시공원 비율 (2016년 기준)

은평구 진관동, 송파구 장지동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이 개발된

도시 외곽지역과 월드컵공원, 북서울꿈의 숲, 올림픽공원 등 대규모의 공

원이 조성된 지역의 도시공원 면적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6 참고).

도시공원 비율(행정구역 면적 대비 도시공원 면적)을 살펴보면, 도

시공원 비율이 높은 지역이 군집하여 나타난다 (그림 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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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서울시 424개 행정동별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 (2016년 기준)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m2)의 경우 행정동별 가구수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동내 가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로구

일대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서울시 남동권역의 외곽지역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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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중앙값 표준편차

도시공원 면적 

(m2)
393 0 2,618,093 120,029.9 31,923.7 244,291.9

<표 9> 도시공원 면적의 기초통계량

obs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중앙값 표준편차

도시공원 비율 

(%)
393 0 58.1 9.0 3.2 12.07

<표 10> 도시공원 비율의 기초통계량

2. 변수의 기술통계

2.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393개 행정동에 대한 2016년 도시공원 분포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았다(표10 참고). 먼저 최소값과 최대값을 살펴보면

행정동내 도시공원의 면적이 0m2인 지역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원구의 상계2동, 상계5동이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평구 진관동의 행정동내 도시공원 면적이 약

261.8만m2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면적의 평균값(mean)과 중앙값(median)을 살펴보

면 각각 약 120,030m2, 31,924m2로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

해 행정동내 도시공원의 면적 변량이 작은 값에 편중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작구 사당3동의 시가화 지역내 도시공원 비율이 53.1%로 가장 높

고, 이어서 북서울꿈의숲이 위치한 강북구 번동과 서울어린이대공원이

위치한 광진구 능동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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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중앙값 표준편차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 

(m2/세대)
393 0 408.8 14.2 4.0 32.3

<표 11>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의 기초통계량 

<그림 10> 도시공원 비율의 변량 분포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수요측면을 고려한 행정동별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도시공원 면적/세대수16))의 기초통계량은 아래 <표11>과 같다. 행

정동내 세대수가 적은 종로구 삼청동의 가구당 공원 면적이 408.8m2로

가장 크며, 오륜동(242.1m2) ― 상암동(187.6m2) ― 고덕2동(155.9m2) ―

진관동(145.7m2)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먼저 도시공원 비율의 변량 분포를 보면 <그림 9>에서 보듯이 오른쪽

으로 긴 꼬리 분포를 가지고 있다. 변수가 이러한 비대칭적 분포를 보이

고 있을 경우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데 준수해야할 기본가정, 즉 정

규성에 위배되므로 표본으로부터 산출된 통계량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는

것은 문제시된다.

16) 도시공원 자료와 시점을 통일하기 위하여 2016년 3/4분기의 행정동별 세대수를 자료로 이용

하였다. (출처: 서울통계>통계DB>인구>주민등록인구(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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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로그 변환 후 도시공원 비율의 변량 분포 

<그림 12>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의 변량 분포 <그림 13> 로그 변환 후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의 변량 분포 

자료의 분포가 불안정하면 모형의 계수 추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며 추정된 계수값 역시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다. 이

에 자료가 비정규성을 나타낼 경우 정규분포를 이루게 하도록 변수를 변

환하여 모형에 적합한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모형의 데이터를 보정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비율에 자연로그를 취한

후 로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값은 원자료에 비해 안정되게 나타났으며,

변량의 분포는 아래의 <그림 10>과 같다.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 변수 또한 비대칭적 분포를 나타내어 (그림

11 참고) 위와 같이 로그화를 통해 자료를 보정하였으며, 그 결과 변량

의 분포는 <그림 12>와 같이 대칭적으로 수정되었다.



- 30 -

총 주택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기타

2,793,244
1,636,896

(59 %)

88,163

(3 %)

871,988

(31 %)

196,197

(7 %)

<표 12> 서울시 주택유형별 주택현황 

주택유형 obs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중앙값 표준편차

아파트 424 0 15276 3861 3070 3173.6 

단독주택 424 0 1850 208 115 264.5 

다가구·다세대주택 424 0 10328 2057 1765 1760.7 

<표 13> 행정동별 주택유형의 기초통계량 (424개동)

2.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① 주택 특성

주거지 유형에 따른 도시공원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행정동 내 주택

유형별 주택 수(호)를 주요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본 연구

의 목적에 따라 원자료17)에서 분류된 전체 주택 유형을 단독주택, 아파

트, 다가구다세대주택, 그리고 기타 (그 외 모든 주택 유형)의 4가지 유

형으로 재분류하였다 (표 12 참고). 그 결과 아파트가 전체 주택 유형 중

약 5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이 31%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단위인 행정동별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행정동 내의 전체 주택 유형이 아파트인 경우가 전체 424개 동 중 23개

동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주택수가 5호 미만인 경우 0호로 처리) (부록

3 참고).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잠실일대의 행정동과 1980년

대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대량 공급된 노원구 상계동 일대가 행정

17) 서울통계에서 제공되는 ‘서울시 주택종류별 주택(동별)통계’에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영

업겸용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거주용건물내주택으로 분류한다.



- 31 -

주택유형 obs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중앙값 표준편차

아파트 393 0 15,276 3,853.2 3078 3169.6

단독주택 393 0 1,850 213.6 116 271.6

다가구·다세대주택 393 0 10,328 2168.6 1944 1768.2

<표 14> 행정동별 주택 유형별 기초통계량 (393개동; 분석대상)

<그림 14> 행정동 내 유형별 주택수 변량 분포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순)

동내 전체 주택이 아파트로 구성된 대표적 사례이다. 토지구획사업을 통

해 개발된 잠실 일대의 경우 공동주택지구로 공급된 한강변의 잠실2, 3

동 등과 함께 삼전동, 석촌동 일대는 단독주택지구로 조성되었다. 1970년

대에 택지가 조성된 이후 도시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도시조직이 변하

지 않고 유지된 송파구 삼전동의 경우 행정동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91.2%(9,405호)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부록 3, 4참고).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367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한 유형

별 주택의 기초통계량은 <표 14>와 같다.

종로구의 삼청동과 가회동에서의 아파트 수가 ‘0’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송파구, 서초구, 양천구, 노원구 등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 수 혹은 단독주택 수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주택수의 변량이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으며 낮은 값에 치중

되어 양의 왜도를 갖는다. 따라서 변량의 분산을 대칭적이고 등분산적으

로 보정하기 위해 ‘유형별 주택수’에 로그변환을 한 값18)을 변수로 사용

한다.

18) (유형별 주택 수)‘=log(유형별 주택 수 + 1) [예시: 아파트 수 → log(아파트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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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도시공원 비율과 평균 표고값의 관계

obs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중앙값 표준편차

평균 표고값 (m) 393 8.3 229.4 37.8 29.8 29.9 

<표 15> 행정동별 평균 표고값의 기초통계량 

② 지형 특성

본 연구의 분석범위인 도시공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근린공원 중

상당수가 실제 표고가 높은 구릉지에 지정되어 있다. 이는 근린공원의

조성에 있어 인위적인 계획 외에 자연적인 지형 특성의 영향이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형 특성을 통제하고 도시공원의 분포와 주거

지 유형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동별 평균 표고값(m)을 통제 변수로

선정하였다.

도시공원 비율과 표고값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6>에서 보듯이

두 변수의 관계가 역 2차 함수관계로 나타나며, 전체 서울 시내 평균 표

고값의 분포는 <부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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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obs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중앙값 표준편차

재정자립도 25 17.5 66.2 35.9 30.4 14.7

<표 16>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의 기초통계량 

③ 재정자립도

2015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다음과 같다. 25개 자

치구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은 30.4이며, 강남구(66.2) 중구(65.7), 서초구

(64.0), 종로구(56.2) 순으로 높으며. 역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은

노원구(17.5), 강북구(21.8), 은평구(22.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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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lnlnln


<수식 1> 다중회귀모형 (1)

제 4장 도시공원의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

제 1절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 설정

다중회귀분석은 회귀모형(regression model)에 여러 설명변수를 동시

에 투입함으로써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고 주요 설명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주거지 유형이 도시공원의 분

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도시계획시

설로 지정된 유형별 도시공원 데이터를 분석에 필요한 공간단위인 행정

동별로 구축하였다. 또한, 주거지유형, 용도지역, 시가지개발사업 여부,

인구·가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측정 가능한 변수로 변환하고 자료의

공간분석 단위를 통일하여 다중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에

활용하였다.

주거지 유형에 따른 도시공원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주거지 유형

을 측정할 수 있는 주택 유형별 주택 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선정하였다.

지형적 특성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평균 표고값과 평균 표고값의 이차

항 변수를 추가하여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ln    log행정동내 도시공원 면적행정동면적 

ln    log행정동내 도시공원 면적세대수

ln    log행정동내 아파트수

ln    log행정동내단독주택수

ln    log행정동내다가구다세대주택수

 행정동별평균고도값


 행정동별평균고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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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모형은 표본들이 한 수준에서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 분석

이 이루어지는 반면, 위계선형모형은 표본들이 각 다른 특성을 지닌 상

위 수준에 속하는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서울시 도시공원의 경우 극소수의 일부 공원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공원은 시 혹은 구소유의 도시계획시설이다. 따라서 이는 자치구의 재정

능력이 도시공원의 조성 및 정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앞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도시공원의 조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주거지 유형 및 지형 특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확장

하여 각 행정동이 속하는 상위 지역인 25개 자치구의 재정적 여건에 의

한 영향을 위계선형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독립변수가 행정동 단위 지역특성(1수준), 자치구 단위 지역특성(2수

준)의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분석자료는 하위수준의 관측치가 각

각 상위 수준의 자치구 집단에 포섭되는 위계 구조의 성격을 갖는다. 이

러한 경우 다수준모형인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하면 상위 수준인 자치구

특성을 하위 수준의 행정동 효과와 분리하여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393개 행정동이 25개 자치구

에 포섭되는 크기가 평균적으로 8~25개에 불과하여 자치구별로 할당된

행정동의 관측치가 너무 적다. 따라서 위계선형모형으로 추정계수의 신

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기본으

로 분석하되 위계선형모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위계선형모형

으로는 임의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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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및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구역    
 행정동별평균고도값


 행정동별평균고도값




<수식 2> 다중회귀모형 (2)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시공원의 공급 배경이 되는 시가지개발사업

의 유형에 따라 도시공원의 지역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주거지 및 도시공원 공급의 실제

배경이 되는 시가지개발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앞선 분석을 통해 주택 및 지형특성과 관할 지역별 재정적

차이가 도시공원의 분포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 후, 신시가지 및 재개발

사업의 시행 여부가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더미변수화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공급 형평성의 관점에서 현재 서울 시내 도시

공원의 분포가 필요 대상에 적합하게 분포해 있는가를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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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도시공원 공급 측면의 실증분석

1. 주거지 유형에 따른 실증분석

1.1. 상관관계 분석결과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기 전에 선정한 변수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파

악하고자 상관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수인 도시공원 비율과 각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상관성이 크지 않다 (표 17 참고).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평균 표고값과 표고값 이차항(0.782***), 단독

주택수와 다가구·다세대주택수(0.621***) 순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도시공원의 비율은 아파 트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행정동의 도시공원 비율이 높은 곳이 아파트 비율

이 높은 것을 의미하지만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0.129로 (0.3 미만) 그

상관성이 크지 않다. 반면 다가구·다세대주택수와는 부(-)의 관계에 있으

며(-0.167***), 이는 행정동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수가 증가할수록 도

시공원의 비율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주택유형간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 중 단독주택 수와 다가구·다세대 주택수의 상관관계가 다

소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단독주택지구로 조

성된 지역에서 해당 지역내 필지는 유지된 채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으로

개량되면서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아파트 수는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수와 부(-)의 관

계에 있다. 이는 행정동 내 아파트가 집합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지역

에서 다가구·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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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6***

(0.000)

-0.359***

(0.000)

0.621***

(0.000)
1.000 

평균 표고값
-0.024

(0.637)

0.118**

(0.019)

-0.114*

(0.024)

0.324***

(0.000)

0.118**

(0.020)
1.000 

표고값 

이차항

-0.190***

(0.000)

-0.040

(0.432)

-0.050

(0.322)

0.134***

(0.008)

0.032

(0.528)

0.782***

(0.000)
1.000 

*p<0.1, ** p<0.05, *** p<0.01

<표 17>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은 주택 유형 중 다가구·다세대 주택수와 유의

한 부(-)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행정동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수가 증

가할수록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이 작아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관계수

가 –0.196으로 상관성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관계수가 0.782로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평균 표고값의 일차

항과 이차항 변수는 공선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후 다중회귀분석을 실

행하기 전에 표고값 변수를 centering  하여 이를 보정하였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이차항 변수를 추가한 목적이 데이터의 적합도를 향상

에 있으므로 이 경우 다중공선성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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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93)

Coef. Beta Std.Err t P>t VIF

  종속변수

ln(도시공원 비율)

  독립변수

ln(아파트수) 0.130* 0.099 0.068 1.90 0.058 1.19

ln(단독주택수) 0.060 0.070 0.057 1.06 0.289 1.94

ln(다가구다세대주택수) -0.161*** -0.202 0.050 -3.24 0.001 1.71

평균 표고값 0.019*** 0.347 0.004 4.23 0.000 2.97

평균 표고값2 -0.000*** -0.459 0.000 -5.89 0.000 2.68

상수 1.171*** . 0.698 1.68 0.094 .

R2=0.122

Adj. R2=0.111

p<0.1, ** p<0.05, *** p<0.01

<표 18> 다중회귀모형 추정결과① (종속변수:도시공원비율)

 

<수식 3> 다중회귀 추정식 (1)

  ln 도시공원비율 행정동내도시공원면적행정동면적 

  ln 행정동내 아파트수 

  ln 행정동내단독주택수 

  ln 행정동내다가구다세대주택수 

 평균표고값 

  평균표고값 

1.2. 다중회귀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STATA 14를 사용하

였다. 주거지 유형에 따른 도시공원 비율의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표

18>과 같으며, 추정된 다중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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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정계수(R2) 값이 0.122로 종속변수(도시공원 비율)의 총 분산

(행정동 간 차이) 가운데 위 모형에서 선정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된

비율이 약 12.2%임을 알 수 있다. 즉, 행정동내 유형별 주택수와 평균

표고값이 행정동별 도시공원 비율 총분산의 1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의 결과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Prob>F =

0.0000). 앞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상관계수가 높게 산출되었던 표고값의

일차항과 이차항은 센터링을 통해 보정하여 회귀분석에 투입한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인자) 값이 각 2.97, 2.68으로 다소 높

게 나타났지만,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19).

본 모형에서 주요변수인 주택유형별 추정계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동별 평균 고도의 영향을 통제할 때 행정동 내 아파트 수가 많을수록

도시공원의 비율이 크게(+) 나타나지만,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많을수록

도시공원의 비율은 작게(-) 나타났다. 위 두 변수는 각 유의수준 0.1,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다가구·다세대주택 변수의 경우

p-value가 0.001로 회귀계수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단독주택

은 추정된 회귀계수가 (+)값을 갖지만 유의하지 않음을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동 내 아파트 수가 많을수록 도시공원의 비율이 커지

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많을수록 도시공원의 비율이 낮아지는 매우 상

반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서울 시내

주거지 유형에 따라 도시공원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주택 유형을

매개로 하여 도시공원의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동 내 아파트 수가 1% 증가할 때 도시공원의 비율이 약 0.13%

만큼 증가(+)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이 1% 증가할 때 도시공원의 비율

19) 다중 회귀분석의 가정에 의해 설명변수들 간 상관성이 없어야 한다.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

계가 높게 나타날 경우 다중 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참고: 고급통계분석론-제2판-(2015), 

이희연·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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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4> 다중회귀 추정식 (2)

  ln 가구당도시공원면적 행정동내도시공원면적세대수

  ln 행정동내 아파트수   ln 행정동내단독주택수 

  ln 행정동내다가구다세대주택수 

 평균표고값  평균표고값 

이 약 0.16%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공원 비율이 아닌 도시공원 면적20)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회귀

분석을 실행할 경우도 동일한 경향의 결과가 산출되었다. 행정동내 아파

트 수가 많을수록 도시공원의 면적이 증가(+)하는 반면, 다가구·다세대주

택이 많을수록 도시공원의 면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7

참조).

한편 지형 특성을 나타내는 동별 평균 표고의 영향은 예상과 같이

일차항은 도시공원 면적과 양(+)의 관계로 나타나지만, 이차항은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내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도시공원의

85%를 차지하는 근린공원의 상당수가 표고가 높은 구릉지나 산지의 아

랫자락에 조성되어 있고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북악산, 북한산(일부),

남산, 관악산 등의 표고값이 매우 높은 산지가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고값이 증가할수록 도시공원이 증가하다가 일정값

을 넘어서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중회귀모형에서 중심이 되는 아파트, 다가구주택, 평균표고, 평균

표고이차항 변수의 표준화계수 베타(beta)21)의 크기를 비교하면 평균표

고이차항(|-0.459|) > 평균표고 (|0.347|) > 다가구·다세대주택 (|-0.202|)

> 아파트(|0.099|)의 순이다.

다음으로 주거지 유형에 따른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의 행정동별 차

이를 살펴보기 위한 다중회귀모형은 아래의 <수식 4>와 같다.

20) 행정동내 유형별 도시공원 면적의 총합으로서 도시공원의 절대적 양(면적)을 의미한다. 

21) 모든 설명변수와 종속변수를 표준화점수로 변환한 후에 회귀계수를 추정하여 산출된 값으로

서 각 변수의 측정척도에 따른 차이를 보정해줌으로써 설명변수(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

을 비교하는데 이용됨 (고급통계분석론, 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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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93)

Coef. Beta Std.Err t P>t VIF

  종속변수

ln(가구당 도시공원 면적)

  독립변수

ln(아파트수) 0.093 0.065 0.074 1.25 0.211 1.19

ln(단독주택수) 0.085 0.091 0.062 1.38 0.169 1.94

ln(다가구다세대주택수) -0.254*** -0.293 0.054 -4.72 0.000 1.71

평균 표고값 0.023*** 0.396 0.004 4.84 0.000 2.97

평균 표고값2 -0.000*** -0.350 0.000 -4.51 0.000 2.68

상수 2.097*** . 0.698 2.78 0.006 .

R2=0.128

Adj. R2=0.116

p<0.1, ** p<0.05, *** p<0.01

<표 19> 다중회귀모형 추정결과② (종속변수: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

먼저 결정계수(R2) 값이 0.128로 종속변수의 총 분산 가운데 위 모형

에서 선정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된 비율이 약 13%(0.128)임을 알 수

있다. 즉, 행정동내 유형별 주택수와 평균 표고값이 행정동별 가구당 도

시공원 면적 차이의 약 13%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9 참고). 주택 유형 중 아파트와 단독주택 변수는 유의하지 않지만,

다가구·다세대 주택수는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과 음(-)의 관계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 행정동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수가 많을수록 도시공원

비율(행정동 면적 대비 도시공원 면적) 및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이 작아

지는 것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하였다.

위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서울시 주거지유형에 따른 도시공원의 분

포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분석에서 주택 유

형과 평균 표고값 만이 설명변수로 선정되어 누락된 변수들의 영향

(omitted variable biased)으로 회귀계수의 정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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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무제약모형
임의절편모형

2수준 변수 미포함 2수준 변수 포함

1수준 분산 2.24521*** 1.96722*** 1.96618***

2수준 분산 0.42232*** 0.44263*** 0.42609***

총분산 2.66753 2.40985 2.39227

ICC 0.15831 0.17716 0.17811

Deviance 1468.02 1452.73 1459.96

1수준 사례수 393

2수준 사례수 25

<표 20> 위계선형모형의 수준별 분산량①

1.3. 위계선형분석결과

앞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주택 및 지형 특성 변수에 따른 도시공원

분포의 정량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확장하여 자치구의 재정

능력이 각 관할 지역 내 도시공원의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행정동의 상위 수준인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를 추가로 고려하

여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도시공원 비율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위계선형모델을 단계적

으로 추정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무제약모형에서 산출된 수준 간

분산 비율(ICC)을 통해 단일수준의 모형으로 분석하는 회귀모형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를 판정하였다.

그 결과 1단계 무제약모형에서 1수준 분산은 약 2.245, 2수준 분산은

0.422로 측정되었다. 자치구 수준의 재정자립도 차이(2수준 분산)가 행정

동별 도시공원 비율의 차이(총분산)에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

여주는 집단 내 상관(ICC: Intraclass correlation)22) 값이 약 15.83%

(0.42232/2.66753*100)이다. 즉, 행정동 별 도시공원 비율의 차이의 약

15.83%가 자치구간 재정 자립도의 차이(2수준 분산)에 의해 나타나는 것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2) 1수준, 2수준 분산을 합한 총 분산에서 2수준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 이를 통해 위계선형모델 

설정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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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무제약모형 제약모형 (임의절편모형)

추정계수
추정계수

2수준변수 미포함 2수준 변수 포함

intercpt. 0.1483*** -3.4241*** -3.4225***

1수준

(행정동)

ln(아파트 수) - 0.1608** 0.1608**

ln(단독주택 수) - 0.0195 0.1119**

ln(다가구다세대 수) - -0.0940** -0.0940**

평균표고값(m) - 0.0227*** 0.0227***

평균표고값2 - -0.0002*** -0.0002***

2수준 

(자치구)
재정자립도 - - 0.0144*

Deviance 1468.02 1452.73 1459.96

<표 21> 위계선형모형의 추정결과① (종속변수: 도시공원 비율)

위계선형모델에서는 분산 감소 비율을 통해 수준별 설명변수의 투입

에 따른 모델의 설명력 증가를 판단할 수 있다. 1수준 설명변수 투입에

의한 분산은 약 1.967으로 나타났으며, 무제약모형의 1수준 분산 2.2452

에서 약 12.38%[(2.24521-1.96722)/2.24521*100]가 줄어든 것이다 (표 20

참고). 즉, 1수준 모델에 투입한 5개의 주택 및 지형 특성 변수가 도시공

원 비율(행정동 면적 대비 도시공원 면적) 차이(분산)의 약 12.4% 정도

를 설명하고 있다(표 20 참고).

<표 21>은 주택 및 지형 특성 외에 자치구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투

입하여 분석한 위계선형모형의 추정결과이다. 최종적으로 설정된 위계선

형모형(임의절편모형)을 토대로 추정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동 수준에서 보면 지역 내 주택 유형 중 아파트 수가 많

을수록 도시공원의 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다가구·다세대 주택수가 많

을수록 도시공원의 비율이 작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단독주택 수

는 도시공원의 비율과 양(+)의 관계에 있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단일 수준의 행정동별 주택 및 지형 특성을 중심

으로 살펴본 다중회귀모형의 추정결과①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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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무제약모형
임의절편모형

2수준 변수 미포함 2수준 변수 포함

1수준 분산 2.68283*** 2.30230*** 2.30165***

2수준 분산 0.52716*** 0.55471*** 0.41504***

총분산 3.20999 2.85701 2.71669

ICC 0.16422 0.2168 0.1528

Deviance 1538.60 1514.87 1517.61

1수준 사례수 393

2수준 사례수 25

<표 22> 위계선형모형의 수준별 분산량②

위계선형모형에서 추가로 투입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변수의 추정

계수는 0.014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치구별 재정능력이 지역별

도시공원의 비율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1 참고). 자치구의 자주 재원이 풍부할수록 관할 지역 내 도시공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을 종속변수로 하여 수준별 설명변수

에 따른 분산량을 살펴본 결과 1단계 무제약모형에서 1수준(행정동)의

분산은 약 2.683, 2수준(자치구)의 분산은 0.527으로 측정되었다. 자치구

수준의 재정자립도(2수준 분산)가 행정동별 도시공원 비율의 차이(총분

산)에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ICC값이 약 16.42%

(0.52716/ 3.20999*100)이다 (표 22 참고).

즉, 행정동 별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의 차이에서 약 16.42%가 자치

구별 차이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머지 약 83.58%는

1수준의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22 참고).

1수준 설명변수 투입에 의한 1수준 분산은 2.3023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제약모형의 1수준 분산 (2.68283)에서 약 14.18%

[(2.68283-2.30230)/2.68283*100]가 줄어든 것이다. 즉 1수준 모델에 투입

한 5개의 주택 및 지형 특성 변수가 도시공원 분포의 차이(분산)의 14%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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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무제약모형 제약모형 (임의절편모형)

추정계수
추정계수

2수준변수 미포함 2수준 변수 포함

intercpt. 1.286*** 1.2855*** 1.2893***

1수준

(행정동)

ln(아파트 수) - 0.1119 0.1119

ln(단독주택 수) - 0.1119** 0.1119**

ln(다가구다세대 수) - -0.2475*** -0.2475***

평균표고값(m) - 0.0312*** 0.0312***

평균표고값2 - -0.0002*** -0.0002***

2수준 

(자치구)
재정자립도 - - 0.0278***

Deviance 1538.60 1514.87 1517.61

<표 23> 위계선형모형의 추정결과② (종속변수: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

2수준의 설명변수인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모델에 포함시켰을 때

분산감소 비율을 보면 1수준 분산은 거의 변함이 없으나 (2.30230→

2.30165로 약 0.0007 감소) 2수준 분산은 0.55471에서 0.41504로 낮아졌으

며, 약 25.2% 줄어들었다. 이는 자치구별 재정자립도가 도시공원의 분포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표 23>은 2수준의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를 투입하여 위계선형모형

의 추정결과이다. 앞선 ‘다중회귀 분석결과②’에서와 같이 아파트 변수가

양(+)의 관계에 있지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단일 수준에서 실행

된 회귀분석과 달리 단독주택 변수가 양(+)의 관계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종합하자면, 행정동내 단독주택수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내 가구

당 도시공원 면적이 커지며(+) 다가구·다세대주택수가 많아질수록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이 작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형 특성인 평균 표고값의 일차항과 이차항의 추정계수는 다중회귀

분석결과(2)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역 이차함수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지역의 평균 표고가 어느 정도 높아질수록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 역시 증가하다가 어느 기점을 넘어서면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서울 시내 고도가 높은 녹지지역은 대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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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릉지는 일상적으로 이용가능한

주거지역 내 도시공원이 아니기에 본 분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2수준 변수를 포함한 임의절편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위계선형모형

에서 추가로 투입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변수의 추정계수는 0.028로 매

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자치구별 재정능력이 도시공원의 조

성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치구의 세

수 기반이 양호할수록 도시공원의 조성 및 정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원과 같은 기

반시설에 대한 재정능력이 열악한 자치구일수록 도시공원의 비율이 낮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구의 자주재원으로 도시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광역적인 시 차원에

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다중회귀분석 및 위계선형분석을 통해 행정동별 지형특성을 통

제한 후 주거지 유형에 따른 도시공원의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행정동 내 (1) 도시공원의 비율(%)과 (2)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m2) 2개의 척도를 대상으로 실증하였다.

그 결과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경우 유의도의 변동이 크지만 도시공

원의 공간적 분포와 양(+)의 관계에 있으며,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

매우 유의하게 도시공원의 분포와 음(-)의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여타 주택 유형

보다 도시공원의 공급이 매우 부족한 현황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

다. 정리하자면 서울 시내 행정동 내 주택 유형에 따라 도시공원의 분포

가 상반된 경향으로 나타나며, 특히 다가구다세대 밀집지 역의 경우 도

시공원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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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5> 다중회귀 추정식 (3)

  ln 도시공원면적행정동면적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및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구역    
 평균표고값

  평균표고값 

(n=393)

Coef. Beta Std. Err. t P>t VIF

  종속변수

ln(도시공원 비율)

  독립변수

신시가지 

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0.416** -0.125 0.176 -2.37 0.019 1.24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0.903*** 0.157 0.285 3.17 0.002 1.09

재개발

사업
주택재개발구역 0.543* 0.094 0.279 1.95 0.052 1.05

평균 표고값 0.015*** 0.280 0.004 3.40 0.001 3.03

평균 표고값2 -0.000*** -0.415 0.000 -5.34 0.000 2.70

상수 0.331 . 0.578 0.57 0.567

R2=0.132

Adj. R2=0.120
*p<0.1, ** p<0.05, *** p<0.01

<표 24> 다중회귀모형 추정결과③ (종속변수:도시공원비율)

2. 시가지개발사업에 따른 실증분석

시가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공원 비율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25>와 같으며, 추정된 다중회귀 추정식은 아래의 <수식 5>와 같다.

주택 및 택지의 공급과 함께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시가지개발사업이 도시공원의 지역별 차이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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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정계수(R2) 값이 0.132로 종속변수(도시공원 비율)의 총 분산

가운데 위 모형에서 선정된 독립변수(시가지개발사업 유형)에 의해 설명

된 비율이 약 13.2%임을 알 수 있다. 즉, 행정동내 주택 및 도시기반시

설을 조성한 시가지개발사업의 유형별 시행여부가 도시공원 비율의 행정

동 간 차이(총분산)의 13.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로 1960~1980년대 서울 시내 토지 효용을 증진하고 공공기반시설

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23)의 경우, 단독주

택 중심의 저밀저층 위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행정동의 경우 도시공원의 비율과 음(-)의 관계로 나타난다. 회

귀 추정계수는 –0.416, p-value는 0.019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의해 조성된 단독주택지가 다가구 및 다세

대 주택으로 개량되면서 현재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은 토지구획

정리사업구역과 대체로 일치한다24). 1976년 아파트지구 제도의 도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일부지역은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이루어

졌으나 그 외의 대부분 지역은 단독주택지구로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서술한 주택 유형에 따른 회귀분석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과 도시공원의 비율은 음(-)

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당시 늘어나는 서울시 인구에 대응하여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므로 공원과 같이 주거 쾌적성과 질(quality)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의 조성은 후순위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지구획정리사

업이 시행된 지역의 도시공원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작은 일제강점기인 1934년 6월의「조선시가지계획령」으로 1960년대 

이전에도 시행되었다. 출처: 토지구획정리사업, 서울정책아카이브

24) 우현혜 (2009).「다세대·다가구주택의 지역적 특성 비교연구 – 은평과 강남의 다세대·다가구

밀집주거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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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6> 다중회귀 추정식 (4)

  ln 도시공원면적세대수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및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구역    
 평균표고값

  평균표고값 

반면 1980~2000년대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밀·고층

위주의 택지개발사업과 2000년대 이후 시행된 마곡, 문정 등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행정동(아파트 밀집 지

역)의 경우, 추정회귀계수가 0.903으로 도시공원 비율과 양(+)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99%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된 행정동일 경우 도시공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한 주거지를 대상으로 건축

물 및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대개 단독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개발하며 해당 부지를 정비한다. 행정동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여부 또한 앞선 아파트중심의 신시가지개발사업

과 같이 행정동내 도시공원의 비율과 양(+)의 관계에 있다. 재개발사업

이 시행된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도시공원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가지개발사업에 따른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의 다중회귀

추정결과는 <표 26>과 같으며, 추정된 다중회귀 추정식은 아래 <수식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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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93)

Coef. Beta
Std. 

Err.
t P>t VIF

  종속변수

ln(가구당 도시공원 면적)

  독립변수

신시가지 

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0.739*** -0.205 0.191 -3.87 0.000 1.24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0.994*** 0.159 0.309 3.21 0.001 1.09

재개발

사업
주택재개발구역 0.151 0.024 0.303 0.50 0.620 1.05

평균 표고값 0.017*** 0.296 0.005 3.59 0.000 3.03

평균 표고값2 -0.000*** -0.295 0.000 -3.79 0.000 2.70

상수 1.212* . 0.628 1.93 0.055 .

R2=0.129

Adj. R2=0.118
*p<0.1, ** p<0.05, *** p<0.01

<표 25> 다중회귀모형 추정결과④ (종속변수:가구당도시공원면적)

<표 25>를 통해 회귀분석의 결정계수(R2) 값이 0.129로 가구당 도시

공원 면적의 지역별 차이(총분산)가 독립변수(시가지개발사업 시행여부)

에 의해 설명된 비율이 약 12.9%임을 알 수 있다. 즉, 주택 및 도시기반

시설의 공급을 위해 시행된 시가지개발사업의 시행여부가 종속변수 총분

산의 약 12.9%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 시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지역(Y=1)은 그렇지 않은 지

역(N=0)에 비해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이 작고(-), 고밀고층 아파트 위주

의 주택이 공급된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Y=1)은

그렇지 않은 지역(N=0)에 비해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이 크게(+) 나타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도시공원 비율을 종속변수로 한 앞의 분석과 달리 주택재개

발 시행여부가 행정동별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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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두 회귀분석을 통해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현재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도시공원 비율 및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이 적고(-),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아

파트 밀집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도시공원 비율 및 가구당 도

시공원 면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동 내 재개발 사업

이 일부 진행되어 주택 유형이 혼재하는 지역은 도시공원과 양(+)의 관

계에 있지만, 도시공원 측정 지표에 따라 유의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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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형평성 측면의 도시공원 분포 특성

사회적 관점에서 도시공원의 분포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행

정동별 인구·가구·사회경제적 특성과 도시공원 분포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별 주민 특성과 도시공원의 분포의 연관성

을 보고자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선정한 주민 특성 변수는 인구(인구밀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 7세 이하 어린이인구 비율), 가구(3인 이상의

다인가구), 사회경제적특성(기초생활수급자 비율, 4년제 이상 대졸자 비

율) 총 여섯 개의 변수이다. 행정동 단위에서 가용한 소득자료가 부재하

므로 동별 사회경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교육 수준과 기초생활수급

자 비율을 사용하였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행정동의 사회경제적 수준

이 높은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4년제 이상의 대학졸업자 비율

을 대리변수로 선정하였다.

서울시 행정동별 도시공원 비율25) 및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26)과 형

평성 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먼저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에서 도시공원 비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는 7세 이하 인구비율, 다인가구 비율, 4년제 대학 졸업자 비율이다.

상관계수는 7세 이하 비율(|0.179|), 다인가구 비율(0.168|), 대졸자 비율

(|0.101|)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즉, 행정동내 7세 이하 어린이와 3인 이

상의 다인가구, 4년제 대졸자 비율이 클수록 도시공원의 비율도 크게 나

타난다. 하지만 모두 |r|값이 0.2 미만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다.

25) 도시공원 비율(%)= 도시공원 면적 / 행정동 면적

26)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m2)= 도시공원 면적 /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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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과 상관관계가 큰 변수는 4년제 대학 졸업자 ,

7세 이하 어린이, 다인가구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위 세 변수는 상관관

계는 약하지만 도시공원 비율 및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 변수와 모두 유

의한 정적(+)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공원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수요자

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관분석 결과 인구 밀도가 증가할수록 도

시공원의 비율과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상관계

수가 추정되었지만 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원이용률이 높은 7세 이하의

어린이 인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도시공원 비율 및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이 크며(+) 이는 99% 신뢰수준에서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정(+)의 관계에 있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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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내 공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연령층에 다

소 적합하게 도시공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동내 대졸자 비율이 높으면 도시공원의 비율 및 가구당 도시공

원 면적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상관관계 분석에서 나타

난 대졸자 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의 강한 부(-)의 상관관계

(-0.507***)를 고려하면, 행정동내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도시공원

의 형평적 배분의 대상이 되는 사회경제적 취약층(기초생활수급자)이 적

으며, 이들은 도시공원의 환경적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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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소결

본 장에서는 공공재인 도시공원의 공급 측면에서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 현재 도시공원의 분포 현황을 형

평성의 관점에서 지역의 인구·가구·사회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앞선 실증분석을 통해 주거지 유형에 따라 도

시공원의 비율 및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동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수가 증가할수록 도시공원의 비율 및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이 모두 감소하는 현상을 실증하였다. 이는 분석대

상에 포함되지 않은 클럽재(club goods)로서의 아파트단지내 공원 및 녹

지를 고려하면, 실제 주거지 유형에 따른 도시공원의 분포 차이는 더 가

중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거지와 도시기반시설로서의 도시공원은 사실상 도시개발 방

식에 따른 사업의 결과이므로 이를 시가지개발방식의 유형별로 더미변수

를 투입하여 실증분석할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은 도시

공원의 비율 및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과 음(-)의 관계에 있고, 아파트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진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공원의 분포와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및 가구 구성의 측면에서는 도시공원의 형평적 분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

시공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

른 도시공원의 불균등 분포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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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지 유형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를 실

증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특히, 그동안 도시공원 분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은 주거지 유형과 도시개발방식(시

가지개발사업)에 주목하여 도시공원의 조달 측면에서 공간적 분포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였다.

도시공원은 도시기반시설이자 도시계획시설로서 시가지개발사업을

통해 주거지의 공급 및 정비와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의 유형과 이들이 조성된 배경에 따라 도시공원의 양적 분포가 다

르게 나타나는 것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

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시 전체 424개 행정동 중 시가화 지역 대비

주거지역의 비율이 50% 이상인 393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

졌으며, 도시공원의 정량적 분포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1) 도시공원

비율(행정동 면적 대비 도시공원 면적)과 (2)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가구

수 대비 도시공원 면적)의 2가지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세

부적인 공간 단위에서 주거지 유형에 따라 도시공원의 편중 현상이 나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도시공원의 공간적 분포에 주거지 유형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주택 유형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동 내 다가구·

다세대 주택 수가 증가할수록 도시공원의 비율 및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

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파트 및 단독주택 변수는 도시공

원 비율 및 가구당 면적과 양(+)의 관계에 있지만, 도시공원의 측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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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따라 유의도의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모든 실증분석 결과에서 도시공원 변수(비율 및 가구당 면

적)와 매우 유의한 음(-)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도시공원의 소유 주체가 시 또는 자치구인 점을 고려하여

서울 시내 자치구별 자주 재원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변수를 2수준 변수로 추가하여

위계선형분석을 추가로 하였다. 그 결과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도시공

원의 비율 및 가구당 도시공원 면적과 유의한 정적(+)관계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탄탄한 세입 기반을 갖춘 지역일수록 도시공원이 풍

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지 유형에 따른 도시공원 분포의 상반된 경향은 1960년

대 이후 시행된 시가지개발사업과 연관이 있다. 아파트 위주로 개발한

일부 아파트지구 지역과 그 외의 대부분 지역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을 중심으로 공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공원의 비율 및 가구당 공

원 면적과 음(-)의 관계에 있으며, 고층 고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시가

지를 개발한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은 양(+)의 관계에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재개발사업구역 또한 도시공원 비율과 양(+)의 관계에

있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는 도시개발방식의 시기 및 특징에

따라 도시공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형평적 배분을 고려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 및

가구의 측면에서는 공원의 수요층에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사회경제

적 지위에 따른 공원이 불균등 분포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적인 소득자료 대신 지역의 교육수준을 대리 변수로 투입한 결과 주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시공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고 관할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우수할수록

도시공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교육수준과 사회·경

제적 수준이 비교적 열악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도시공원이 상

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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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행정동 내 아파트 수가 많을수록 도시공

원의 비율이 높고, 다가구·다세대주택 수가 많을수록 도시공원의 비율이

낮은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주거지 유형에 따라 도시공원의 비율 및

가구당 공원 면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주택 유형의 특성상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공공 측면

에서 조달된 도시공원이 대부분이지만 아파트의 경우 지역 내 풍부한 도

시공원뿐만 아니라 단지 내 어메니티로 조성되는 클럽재로서의 공원 및

녹지까지 고려한다면 주거지 유형에 따른 공원의 편중현상은 더 가중되

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공원 이용의 측면에

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거지와 도시공원의 관계를 공간분석을 통해 실

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도시공원의 분포 특성에 대해 제시하

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택 유형인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주택은 주택 특성과 함께 제반의 주거지 환경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주거지 유형이 매개가 되어 도시공원 분포의 불균형이 발생하

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향후 도시공원의 분포

특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생활권의 개념을 내

포하는 보다 세부적인 공간 단위로 분석하여 지역의 인구·가구·사회·경

제적 특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거주민의 인구·가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후, 오로지 주택 유형에 따른 도시공원의 분포 차이가 존재하는지 보고

자 하였으나 이는 연구의 한계로 남겨졌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서 심층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주거지 유형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도시공원의 분포 특성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파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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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에서 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이 진행되어 다가구·다세대주

택을 아파트 중심으로 재건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 전후로 도시공원의

양적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즉, 재개발사업이 도시공원의 정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엄연히 말하자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도 개발형태에 따라 단독주택지구와 아파트지구로 나뉘지만 분

석과정에서 이를 분별하여 더미변수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여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모두 동일하게 변수를 처리하여 상반된

경향을 가진 지역이 동일한 값으로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추후 수정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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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서울시 행정동별 평균 표고값 (Natural Break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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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서울시 행정동별 도시공원 비율 (Natural Break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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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행정동 내 아파트 비율 상위 30개동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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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행정동 내 다가구·다세대주택 비율 상위 30개동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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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서울시 행정동내 아파트 비율 (Natural Break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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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서울시 행정동내 다가구·다세대주택 비율 (Natural Break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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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93)

Coef. Beta Std. Err. t P>t VIF

  종속변수

ln(도시공원 면적)

  독립변수

ln(아파트수) 0.265*** 0.18 0.08 3.40 0.001 1.19

ln(단독주택수) 0.079 0.08 0.06 1.22 0.225 1.94

ln(다가구다세대 

주택수)
-0.163*** -0.18 0.06 -2.87 0.004 1.71

평균 표고값 0.021*** 0.35 0.01 4.20 0.000 2.97

평균 표고값2 -0.000*** -0.31 000 -3.93 0.000 2.68

상수 9.248*** 1 0.79 11.64 0.000 .

R2=0.106

Adj. R2=0.094

*p<0.1, ** p<0.05, *** p<0.01

<부록 7> 다중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ln(도시공원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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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ity Parks

depending on the Residential Type in Seoul

BAEK, JI HYU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Why some areas have more green spaces than others? and what

makes disparities in spatial distribution of city parks? Despite the

steady increase of city parks areas per capita in Seoul, actually the

green spaces represent considerable gap in specific areas.

This study limits the spatial extent to Seoul for analysis and

focuses on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uneven spatial

distribution of city parks. The research purpose is to examine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ity parks by residential type and the effect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directly related to the supply of public

parks.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reveal the main variables

influencing local disparity of city parks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linear analysis. Also, in terms of social

equity, this study examine whether city park is equitably distrib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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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ss socio-economic statu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uggests that as the number

of apartments increases in dong, the proportion of city parks also

increases. On the other hand, the proportion of city parks and the

sqm of city parks per household decrease when the number of

multi-family housing increases in the area. In other words, the result

shows that city parks have uneven distribution by the type of

housing.

In the case of apartment complexes, parks and green spaces are

provided as club goods in their gated communities. So, unlike

multi-family housings, apartment type has abundant amenities not

only public city parks but also privately supplied parks. Given that

both city parks as public goods nearby apartment complex and

privately-provided parks as club goods in the complex, it is estimated

that the spatial distribution of parks would be quite disproportionate

depending on the housing type.

In addition, inequality of city park distribution appears by the

type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at have directly affected

provision of land for housings and urban infrastructures in the past.

The local difference in the housing type and city parks derives from

urban development projects implemented in the past.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 shows that the proportion of city parks and the city

park area per household in the multi-family housings concentrated

area, which had developed in the 1960s~80s, are smaller than other

areas. While, the result presents that the apartment-dense areas,

which had developed in 1980s and 2000s, have higher both city park

ratio and city park area per household than othe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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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the correlation analysis, taking into account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city park, reveals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park is

appropriate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ut suggests

concern about the distribution of inequality in the park depending on

its social economic status.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ed in spatial imbalance of city

parks are identified and the relation between housing types and city

park is proved. The results demonstrate significant disparities in city

park distribution depending on the residential type in Seoul. The

biased supply of city parks by housing type suggests that more

careful consideration is required for the suitable allocation of city park

as public goods.

◆ Keywords : City Park, Multi-family housing, Apartment

complex, G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ierarchical Linear Model, Seoul.

◆ Student Number : 2016-2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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