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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실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을 나타내는 존재이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그

러므로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거주하는

환경의 아동친화정도 즉, 아동친화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정량적 자료에 기반

하여 평가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수립한 후, 이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수도권 도시들의 아동친화도를 분석하였다.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수립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보완하여

5개 영역(안전․건강․교육․복지․환경)의 10개 지표(교통안전․

범죄안전․예방접종․아동 대상 의사․교육의 질․유아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문화시설․여가환경․대기환경)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적용하여 이들 5개 영역과

10개 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적용한 수도

권 도시들의 분포 현황과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도

권의 시․군․구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공간 분포 현황 및 그 특성을 검토하고 공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의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분포는 서울의 북부



- ii -

지역과 이 지역에 인접한 경기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서울의 중심부 지역을 중심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도권 도시들의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공간 분석 결과에서도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경기 의정부시, 경기 양주

시의 서울 북부 지역과 이 지역에 인접하여 연속되는 경기 중․북부

지역을 잇는 축을 중심으로 남북 방향의 핫스팟이 형성되어 있고,

서울 중심부의 강남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를 잇는 축을 중심

으로 동서 방향의 콜드스팟이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친화도 분석을 위한 정량적인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수도권 도시들의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공간 분포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 연구

로서,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한 도시지리학 분야의 후속 연구에 대한

기초 연구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 AHP, 공간 분포,

공간 분석, 수도권

학 번 : 2015-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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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최근 들어 아동의 중요성과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듯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 CFC)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이 안전하

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수많은 아동들은 도시에서 생활하며 자라나고 있다. 우리나라

의 도시지역 거주 인구비율은 2005년 이후 90%를 넘어섰는데(국토교통

부․한국토지주택공사, 2018), 이러한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은 주택난,

교통난, 대기 및 수질오염, 범죄율 증가 등 여러 도시환경문제를 초래하

기 때문에(권용우 등, 2014:48), 도시는 아동이 성장하기에 좋지 않은 환

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UNICEF(2018:10)에 따르면, 아동친화도시란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 명시된 아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 마을, 지역 사회 또는 모든 지방 관리 시스템(a city, 

town, community or any system of local governance committed to fulfilling 

child rights as articulat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가리킨다. UNICEF와 UN-Habitat는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Habitat II)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따라 1996년 아동친화도시 사업(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CFCI)에 착수하여(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UNICEF 홈페이지), 

이제는 전 세계 38개국에서 3천만 명에 이르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친화

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UNICEF, 2018:8). 2019년 1월 기준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의 시․군․구 중 31개 지역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35개 지역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유니세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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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친화도시 홈페이지).

이처럼 국제기구 및 정부의 주도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신정엽, 2018), 그간 해외에서의 연구에 비

하여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

만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아동

친화도시의 정책 및 제도(이태수, 2016; 서영미, 2018),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홍승애․이재연, 2011a; 2011b; 2014), 아동친화도시 조성(김웅

수, 2017; 유희정 등, 2017)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는 지리학 분야에서 역시 중요성을 지니는 주제이

지만(신정엽, 2018) 국내 지리학계에서의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으로 최근에서야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하여 아동의 4대

기본 권리 관점에서 초등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조수진 등, 2018)와 

도시지리학 관점에서의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논의들을 고찰한 연구(신정엽, 2018)가 이루어졌다.

아동친화도시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어떠한 도시가 아동친화

도시인지, 그리고 그 도시의 아동친화성 정도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평가지표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예로는 Howard(2006), Gearin(2008), Woolock and Steele

(2008), NIUA(2016) 등이 있다. 그러나 평가지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예: 홍승애, 2013; 홍승애․이재연, 2013;

황옥경 등, 2014). 또한 선행 연구의 경우에도 질적 측정 위주이거나, 객

관성을 보증하는 부분에서 제약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아동

친화도시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아동친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절차를 수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을 사례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종합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 수도권의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분포를

공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측정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5개 영역(안전, 건강, 교육,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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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각 영역에 해당하는 하위 10개 지표(교통안전, 범죄안전, 예방접종,

아동 대상 의사, 교육의 질, 유아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여가

환경, 대기환경)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5개 영역․10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 평가지표를 생성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를 적용하였다. 객관적 절차와 실증적 지표에 기반한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수도권 도시들의 아동친화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아동친화도의 공간 분포와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의 정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니세프(UNICEF)에서는만 18세 미만

인 자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만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 범위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의

25개 구, 인천광역시의 8개 구․2개 군, 경기도의 31개 시․군 지역으로,

총 66개의 시․군․구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역들에 공통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정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공간 분포와 특성을 분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시간

범위는 2017년이다. 수도권의 아동친화도에 대한 최근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준 연도를 2017년으로 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통계

자료를 구하였다. 하지만 2017년의 자료를 구하지 못한 경우는 구득 가

능한 자료 중 2017년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사례

연구는 수도권의 시․군․구 행정구역을 공간 단위로 정하여, 이용 가능한

최신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고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5개 영역(안전, 건강, 교육, 복지, 환경)과 각 영

역별로 2개씩 총 10개의 하위 지표(교통안전, 범죄안전, 예방접종,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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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의사, 교육의 질, 유아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여가환경,

대기환경)를 도출하였다. 그다음 도출한 영역 및 지표에 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한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지원 소프트웨어(Decision Support Software)인

SuperDecision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수립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과 방법을 통해 수립한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수도권 66개 지역의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를 산출하였다. 아

동친화도시 종합지표는 ArcGIS 10.5를 이용하여 지도로 표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공간 분포와 특성을 파악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수도권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공간 분석을 실시

하였다. 공간 분석은 수도권 아동친화도의 전역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Moran’s  를 이용하였고, 국지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Getis-Ord’s 


＊를 이용한 핫스팟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도는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에서 제공하는통계지역경계  센서스용 행정구역경계(2015년, 2016년)
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하였고,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기술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와 Microsoft Excel 2016을 이용하였다.

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지역 개관 및 연구 절차, 아동친화

도시 종합지표의 공간 분포 및 분석, 논의 및 결론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이용한 수도권의 공간 분포

파악 및 공간 분석을 하기 위하여 ①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한 아동친화

도시 평가 관련 지표 및 변수 선정, ② 종합 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③ AHP를 이용한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 수립, ④ 아동친화

도시 종합지표의 공간 분포 및 분석을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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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아동친화도시

1) 아동친화도시의 정의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라는 용어는 UNICEF의 1997년 보고

서인 Children’s Rights and Habitat: Working towards Child-Friendly Cities에 

처음으로 등장한다(Malone, 2006). 1996년 6월 3일～14일까지 터키 이스

탄불에서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Secon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Habitat II])가 개최되었는데(Leaf and Pamuk, 1997; 

UNICEF, 1997; Malone, 2006), 이 보고서는 1996년 2월 뉴욕에서 있었던

전문가 세미나와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이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주거지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러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여성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United Nations, 1996).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를 통해 아동친

화도시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전 세계 38개국 도시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UNICEF, 2018). 우리나

라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 활동이 진행되고 있

으며, 2019년 1월 기준 전국의 시․군․구 중 31개 지역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이외에 35개 지역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NIUA(2016)는 아동친화도시를아동이 성장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아동이 즐거우며 책임감 있고 안전하며 역동적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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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할 수 있는 도시(a city in which children can grow up in a pleasant, 

responsible, safe and dynamic manner via improvements in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in which the children grow up)라고 정의하였다.

황옥경․김영지(2011)는 아동친화도시의 맥락에서 청소년 친화마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이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하는

의의라고 하였다. 

이상의 정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지역 사회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물리적․사회문화적 제반

환경을 갖춘 도시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아동의 기준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니세프에서 제시한만 18세 미만인 자를 따르

고자 한다.

2) 아동친화도시의 특징

아동친화도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아동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뿐만 아니라 아동, 아동의

가족, 그리고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관련 당국, 지역

사회,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2004). 또한 아동친화도시를 형성하는 과정은 곧 아동권리협약을 실행하

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2004:4)가

제시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9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

참여(children’s participation), ② 아동친화적인 법률체계(a child friendly 

legal framework), ③ 도시 차원의 아동 권리 전략(a city-wide children’s 

rights strategy), ④ 아동 권리 단체 또는 조정 기구(a children’s rights unit 

or coordinating mechanism), ⑤ 아동 영향 평가(child impact assessment and 

evaluation), ⑥ 아동 예산(a children’s budget), ⑦ 도시 아동의 정기적인 상태 

보고(a regular state of the city’s children report), ⑧ 아동의 권리 알림

(making children’s rights known), ⑨ 아동을 위한 독립적 옹호(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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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cacy for children).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9가지 요소에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항목을 추가하여 아동친화도시 선정 1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UNICEF(2018:10)

에서 언급하는 아동친화도시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아동친화도시 특징

․ 아동이 안전하고, 착취․폭력․학대로부터 보호받는 도시

․ 아동이 인생에서 좋은 출발을 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보살핌을 받는 도시

․ 아동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

․ 아동이 양질의 포괄적이며 참여적인 교육 및 기능 발달을 경험하는 도시

․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도시

․ 아동이 가족, 문화, 도시/지역 사회,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도시

․ 아동이 녹지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도시

․ 아동이 친구를 만나고 놀며 즐길 수 있는 도시

․ 아동이 인종적 기원, 종교, 소득, 성별 또는 능력에 관계없이 삶에서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도시

출처 : UNICEF, 2018:10.

표 1. UNICEF(2018)의 아동친화도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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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친화도시 현황

(1) 국내 현황

국내의 경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인증 신청, 

자가평가 보고서 제출, 심사,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라는 4단계로 이루

어져 있다(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2019년 1월 기준 전국의 31개 도시가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다(표 2, 그림 1 참조). 이외에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인 도시는 35개(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부천시․시흥시․안산

시․용인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북도 구미시․포항시, 광주광역시의

광주광역시․동구․북구,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서구, 부

산광역시의 부산광역시․사하구,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금천구․

동대문구․서울특별시․양천구․은평구․중구, 울산광역시 북구․인천광

역시의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장흥군․화순군, 전라북도 익산시, 충청남도 

논산시․보령시․부여군, 충청북도 옥천군․제천시․청주시)이며, 서울

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는 구 단위로도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시 자체로도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현재 총 66개 지역(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31개,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지역 35개)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66개 지역을 행정구역별로 구분해보면강원도 1개 지역, 

경기도 8개 지역, 경상남도 1개 지역, 경상북도 3개 지역, 광주광역시 4개 

지역, 대구광역시 1개 지역, 대전광역시 3개 지역, 부산광역시 3개 지역, 

서울특별시 19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1개 지역, 울산광역시 1개, 인천

광역시 3개 지역, 전라남도 4개 지역, 전라북도 4개 지역, 충청남도 5개

지역, 충청북도 5개 지역이다. 

이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는 수도권인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히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총 3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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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중 54%인 17개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 공간 범위를 수도권으로 정하고 수도권의

지역을 시․군․구 행정구역 공간 단위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인증 연도

지역
2013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봉구

송파구

강동구

종로구

강서구

노원구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구

강북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천광역시 서구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오산시

수원시

광명시

화성시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충청남도 아산시 당진시

전라북도
완주군

군산시
전주시

전라남도
광양시

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및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의 내용을 재구성.

표 2. 우리나라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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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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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 현황

UNICEF와 UN-Habitat는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따라 1996년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전 세계 38개국에서 3

천만 명에 이르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UNICEF, 2018:8). 또한 현재 19개 국가, 790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이외 수많은 도시들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신정엽, 2018).

브라질(PCU, 2018)은 2008년부터도시 중심 플랫폼(Platform of Urban 

Centres (Plataforma dos Centros Urbanos: PCU)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친화

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3주기(2017～2020년)에 해당되며

벨렝․포르탈레자․마세이오․마나우스․헤시피․리우데자네이루․
사우바도르․상루이스․상파울루․비토리아의 총 10개 도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 주기(2017～2020년)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① 유아기

발달 촉진, ② 학교 배제 방지, ③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증진,

④ 청소년 살인 감소이다.

프랑스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 중 기원이 

오래되었으며, 여러 영역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사업이다

(UNICEF, 2017). 2002년에 12개의 도시가 처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실시하였고, 2003년에는 32개의 도시로 참여 도시 수가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245개의 도시․16개의 상호 공동체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참여

하고 있다(Ville amie des enfants 홈페이지). 그리고 프랑스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체계(CFCI framework)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하는 10가

지의 주요 주제 영역(① 웰빙과 생활환경, ② 서비스에 대한 차별 없는

평등한 접근, ③ 아동 및 청소년의 시민 참여, ④ 보안 및 보호, ⑤ 육아, 

⑥ 건강․위생․영양, ⑦ 장애, ⑧ 교육, ⑨ 놀이․스포츠․문화․여가에

대한 접근, ⑩ 국제 연대)으로 구성되어 있다(UNICEF, 2017).

인도는 National Institute of Urban Affairs(NIUA)에서 CFSC 사업

(Child-Friendly Smart Cities initiative)을 진행하며부바네스와르를 CF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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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첫 번째 시범 도시로 지정하였다(NIUA, 2016). 부바네스와르는

도시 설계 및 계획의 측면에 중점을 둔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목표

로, 물․위생․주거․공공장소(공원 등)․전기․도로 및 운송서비스 같은

기본 서비스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NIUA, 2016). 또한 어린이를 위

한 안전하고, 시설이 잘 갖추어진 놀이터와 공원 등 아동친화적인 공공

장소 건설을 계획하였다.

4) 아동친화도시 연구 경향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해외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해외

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아

동친화도시 계획, 설계 및 조성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도시의 아동친화적인 환경에 주목한다(McAllister, 2008). 또한 아동친화도시 

계획 및 조성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정부는 아동친화

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Nour, 2013). 두

번째는 아동의 참여 관련 연구이다. 이 주제의 연구들은 아동친화도시에

서는 아동이 중심이 되어 모든 일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Bartlett, 

2002), 특히 아동친화도시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아동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iggio, 2002; McAllister, 2008). 또한 기존의 도시 환경 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아동이 배제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아동의 참여를 향상시

켜야 함을 강조한다(Bridgman, 2004). 세 번째는 아동친화도시 평가지표

관련 연구이다. 이는 어떠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인지를 평가하고 측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에 관한 연구로, 그 예로는 Howard(2006), Gearin(2008), 

Woolock and Steele(2008), NIUA(2016) 등이 있다.

그간 해외에서의 연구에 비하여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

범위는 크게 진전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아동친화도시의 정책 및 제도(이태수, 2016; 서영미, 

2018),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홍승애․이재연, 2011a; 2011b; 2014), 

아동친화도시 조성(김웅수, 2017; 유희정 등, 2017), 아동친화도시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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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홍승애, 2013; 홍승애․이재연, 2013, 황옥경 등, 2014) 등을 주제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지리학 분야에서도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하여 아동의

4대 기본 권리 관점에서 초등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조수진 등, 

2018)와 도시지리학 관점에서의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논의들을 고찰한 연구(신정엽, 2018)가 이루어지면서 지리학계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 아동친화도시 평가지표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친화도시의 평가지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절은 국제기구의 평가지표, 기관 및 연구자의 평가

지표, 그리고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평가지표에 기반한 본 연구의 평가

지표에 대한 소절로 구성된다.

1) 국제기구의 평가지표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아동친화도시 평가지표에는 3가지가 있으며, 각

지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UNICEF에서 개발한 지표(IRC and CERG, 2011)로,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IRC)와 Children’s Environments Research Group 

(CERG)이 개발한 지표이다(표 3). 이 지표는 아동 권리 지표를 기반으로

아동들의 생활 상태를 측정하고 관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표의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다. UNICEF의 지표는Community 

Tool과Governance Tool의 2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지표를 통해 

정량적인 데이터와 정성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Community Tool1)은 아동의 부모․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자․다른 연령

1) Community Tool에 해당하는 지표 내용은 Comprehensive child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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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모든 아동들이 아동친화도시 평가에 관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① 놀이와 여가(play and leisure), ② 참여와 시민권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③ 안전과 보호(safety and protection), 

④ 건강과 사회복지(health and social services), ⑤ 교육자원(educational 

resources), ⑥ 주거(housing/home environment)의 총 6가지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Governance Tool2)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아동친화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계되었으며, 이는 ① 아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약(government-wide commitments to children), ② 특정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 인정(recognizing children’s rights within particular sectors)의

총 2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community assessment reporting tool(The Child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다.
2) Governance Tool에 해당하는 지표 내용은 The child friendly city governance 
checklist(The Childwatch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다.

구분 영역 지표 수

Community Tool

① 놀이와 여가  7개

② 참여와 시민권  6개

③ 안전과 보호 18개

④ 건강과 사회복지 12개

⑤ 교육자원 23개

⑥ 주거  9개

Governance Tool
① 아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약 20개

② 특정 분야에서의 아동의 권리 인정 48개
＊ IRC and CERG(2011)의 내용을 재구성.

표 3. UNICEF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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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UNICEF National Committees(Natcoms, 유니세프 국가 위

원회)에서 개발한 지표이다. Natcoms는 국가 차원의 독립기구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34개국에 설치되어 있다(UNICEF 홈페이지). IRC(2011)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잘 이루어진 사례로

스위스․스페인․프랑스의 아동친화도시 평가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세 국가의 평가지표 및 인증 절차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

으로 하고 있으며, IRC(2011)는 개별 국가의 실정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

및 인증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스위스․스페인․프랑스 3개 국가가 선정한 지표의 영역은 표 4와 같다. 

이들 3개 국가의 아동친화도시 사업에서는 각 국가의 실정에 맞는 아동

친화도시 평가지표의 영역이 제시되어 있으나, 각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

변수의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홍승애, 2013) 본 연구에서 세부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구분 영역

스위스

① 도시의 주요 특징, ② 도시 간 협력, ③ 개발 전략, ④ 아동을

위한 경영과 정책, ⑤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직업교육,

⑥ 보호 시설, ⑦ 아동과 청소년 보호, ⑧ 건강, ⑨ 레저, ⑩ 주거

지역․환경․도로 교통

스페인

① 아동 참여 촉진, ② 아동 건강 활동, ③ 아동 교육 활동,

④ 아동 건강 환경 활동, ⑤ 아동의 여가 및 자유 시간 활동,

⑥ 지역 차원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

프랑스

① 아동 및 청소년 인구에 관한 일반 정보, ② 아동의 일상생활,

③ 아동 참여 프로그램, ④ 국제 연대 증진, 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지식, ⑥ 도시 조직

＊ IRC(2011)의 내용을 재구성.

표 4. UNICEF National Committees(Natcoms)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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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UNESCO에서 개발한 지표이다. 이 지표는Growing Up in 

Cities프로젝트의 결과로 만들어졌으며, 10세～15세 아동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환경 특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는 긍정적인 사회적․

물리적 특성 지표, 부정적인 사회적․물리적 특성 지표의 총 4개로 분류

되어 있다(Chawla, 2002).

  

2) 기관 및 연구자의 평가지표

기관 및 연구자가 개발한 아동친화도시 평가지표에는 8가지가 있으며, 

각 지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Howard(2006)가 개발한 지표이다. Howard(2006)는 ARACY

(Australian Research Alliance for Children and Youth)를 통하여 호주의 아

동친화도시 구축과 관련된 핵심 주제와 요소를 정리하였다. 문헌연구와

호주 전역의 실무자 16명의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8개의 아동친화

긍정적인 지표 부정적인 지표

사회적

특성

․ 사회 통합

․ 사회적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응집력 있는 공동체 정체성

․ 주택 거주권 보장

․ 지역 사회 자조의 전통

․ 정치적 무력감

․ 주택 거주권의 불안정한 보장

․ 인종 차별

․ 괴롭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지루함

․ 사회적 배제와 오명

물리적

특성

․ 녹지

․ 기본 서비스의 제공

․ 활동 환경의 다양성

․ 신체적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이동의 자유

․ 또래와 모일 수 있는 장소

․ 모일 수 있는 장소의 부족

․ 다양한 활동 환경의 부족

․ 기본 서비스의 부족

․ 극심한 교통량

․ 쓰레기

․ 지리적 고립

출처 : Chawla, 2002:228.

표 5. UNESCO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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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표(① 환영과 연결, ② 가치, ③ 안전, ④ 의미 있는 행동과 자기

결정, ⑤ 공간, ⑥ 학습과 발달, ⑦ 지원, ⑧ 시간)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는 Gearin(2008)이 개발한 지표이다. Gearin(2008)은 지금까지

도시 계획에 있어서 아동이 배제되어 왔음을 인식하며, 도시 계획 단계

에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

로 근린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지표를 정리하였다. 

Gearin(2008)의 지표는 총 5개 영역(이동성, 목적지, 소속감, 건강, 안전)

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6 참조).

세 번째는 Woolock and Steele(2008)이 개발한 지표이다. 호주 그리피

스 대학교의 Urban Research Program에 참여한 Woolock and Steele(2008)

은 아동친화도시의 평가지표에 관련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아동과 관

련된 물리적 환경의 본질 및 특징에 중점을 두어 평가지표의 틀을 개발

하였다. Woolock and Steele(2008)은 통합 지표를 제시하였으나, 지표의

유형(지속 가능성, 건강한 도시, 삶의 질)과 주요 특징만을 설명하였을

뿐, 세부적인 지표의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영역 세부 지표

 ① 이동성 보도(인도) 유지관리, 자전거 전용도로의 보급, 대중교통 이용

 ② 목적지

학교․놀이터․공원․쇼핑센터․커피숍․레크리에이션센터․

도서관으로의 지리적 접근성, 전용 녹지 공간과 공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인구 천명 당 공원수, 고급 공원 면적

 ③ 소속감 친근감

 ④ 건강

지역 하천의 박테리아 수 기준 준수, 식수, 빈곤 아동 비율, 

빈곤율, 가계 소득, 의료서비스의 이용, 유아사망률, 십대출산율,

예방접종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의 접근성

 ⑤ 안전
일반범죄율, 청소년범죄율, 아동 학대 비율, 성적 학대 비율, 

마약 및 알코올 범죄로 체포된 청소년 수
＊ Gearin(2008:102)의 내용을 재구성.

표 6. Gearin(2008)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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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황옥경․김영지(2011)가 개발한 지표이다. 황옥경․김영지

(2011)가 제안한 청소년 친화마을의 조성 기준은누구나 건강한 마을, 모

두가 안전한 마을, 배움을 누리는 마을, 더불어 활동하는 마을, 함께 참

여하는 마을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개 영역의 기준 아

래 19개 세부 영역․84개의 평가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황옥경․김영지

(2011)는 이러한 기준 및 지표 모두를 반영하여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

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지역규모 및 특성에 따라 대도시․중소도시․농어

촌을 사례로 각각에 해당하는 지표를 설명하였다(표 7 참조). 하지만,

지역 사회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성장발달 요건에 맞는 지표

의 항목을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청소년 친화마을의 조성

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황옥경 등, 2014).

지역규모

및 특성
지표

대도시

안전먹거리 장소 확대, 건강지원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녹지

공간의 확보, 안전한 이동, 유해업소의 최소화, 청소년 활동 공간,

교통안전 시설, 지역 사회 재능 나눔, 공공건물 유휴 실외 공간

및 공공놀이시설의 청소년 놀이 공간, 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 통로

마련, 인권 옹호 기구

중소도시

공공의료 기관 및 인력 배치, 녹지 공간 확보, 안전한 이동,

청소년 활동 공간의 확보, 마을 주민 안전보호 네트워크, 청소년

여가 및 활동 공간 확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공공건물

유휴 실외 공간 및 공공놀이시설의 청소년 놀이 공간,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 통로 마련, 인권 옹호 기구

농어촌

가로등․보안등 수․밝기 적정성, 공공도서관 확보, 청소년 전용

시설,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 도서관,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다양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통로 마련, 인권 옹호 기구

＊ 황옥경․김영지(2011:113-114)의 내용을 재구성.

표 7. 황옥경․김영지(2011)의 지역규모 및 특성에 따른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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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는 홍승애(2013)가 개발한 지표이다. 홍승애(2013)의 지표는

우리나라 지역 사회의 아동․청소년친화도를 진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객관지표와 주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객관지표는 ① 건강 환경,

② 안전과 보호 환경, ③ 교육 환경, ④ 놀이와 여가 환경, ⑤ 사회 참여,

⑥ 정책기반의 총 6개 영역․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주관지표는 부모용과 아동․청소년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중 부모용은

① 건강 환경, ② 안전과 보호 환경, ③ 교육 환경, ④ 놀이와 여가 환경,

⑤ 사회 참여, ⑥ 정책기반의 총 6개 영역․3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고, 아동․청소년용은 ① 건강 환경, ② 안전과 보호 환경, ③ 교육 환경,

④ 놀이와 여가 환경, ⑤ 사회 환경(사회참여와 정책기반이 합쳐짐)의 총

5개 영역․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승애(2013)의 평가지표는 현

우리나라 아동이 성장하는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또한

아동․청소년친화수준의 변화의 파악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김영한 등(2015)이 개발한 지표이다. 김영한 등(2015)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년)의 정책연구로청소년이 행복

한 지역 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를 시행하였다. 성윤숙(2017)

은 김영한 등(2015)의 연구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OCED 국가들 중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

며, 김영한 등(2015)의 최종 연구 목적이청소년의 행복임을 밝히고

있다. 김영한 등(2015)의 연구에서는청소년이 행복한 지역 사회 지표

(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를 개발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개발한 최종지표는 총 9개 영역(① 관계, ② 주관적 웰빙, ③ 건강, ④

교육, ⑤ 안전, ⑥ 활동, ⑦ 참여, ⑧ 환경, ⑨경제)․68개의 지표(37개의

객관지표, 31개의 주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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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관계

가족 관계만족도, 부모(보호자) 관계만족도, 교우 관계만족도,

교사 관계만족도, 직접적 관계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사람), 가족 간의 대화시간, 담임교사와 면담 횟수, 방과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이웃(지역 사회) 관계만족도, 간접적 관계

일반신뢰도(우리나라전체, 사이버공간, 지역 사회 전문기관,

지방정부․중앙정부)

주관적 웰빙 정서 상태, 삶의 만족도, 유데모니아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신체질량지수(BMI), 질병

유무, 청소년 자살률, 아침식사율, 고카페인 이용량, 평균운동

시간, 평균수면시간,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음주율, 인터넷

중독률

교육
학업중단율,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학업성취도, 사교육비

지출액, 교과과정 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

안전

지역 사회시설 안전도, 학교시설 안전도, 위기상황대처 능력,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률, 청소년 안전사고 사망률, 범죄 안전도,

청소년범죄 피해율,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학교폭력 발생률,

사회안전망 시설(CCTV) 구축 인지정도

활동

문화 예술 활동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비용, 동아리활동 참여율,

문화예술시설 비율, 청소년 활동시설 비율, 청소년 지도사 비율,

놀이친구 접근성, 여가활동 시간만족도, 여가활동 공간만족도,

여가활동 용돈만족도

참여

아동권리 인지, 징계 소명권, 학칙개정권,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존중,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자원봉사

참여율

환경
지역 사회 유해환경 인지도, 주택만족도, 통학소요시간, 녹지

접근성

경제

가정경제만족도, 지역경제수준(1인당 지역내 총생산), 지니계수,

사회복지지출 비율,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경제

활동 참가율, 실업률
＊ 김영한 등(2015:17)의 내용을 재구성.

표 8. 김영한 등(2015)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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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는 NIUA(National Institute of Urban Affairs)에서 개발한 지표

이다. NIUA는 인도에서 아동친화적인 스마트 도시의 계획 및 개발을 추

구하는 CFSC 사업(Child-Friendly Smart Cities initiative)을 진행하고 있다

(NIUA, 2016). NIUA(2016)는 UNICEF의 아동 권리 기반 접근과는 다르

게, 환경 중심 접근을 기반으로 물리적 공간에 중점을 둔 아동친화도시

지표를 유형화하였다. 이 지표의 영역은 총 4개(건축환경, 서비스 및 시

설, 안전 및 이동성, 주변 환경 및 재난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건

축 환경 영역은 도시 계획과 설계와 관계가 있으며, 아동들이 일상생활

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주거․학교․오픈 스페이스를 포함한다.

서비스 및 시설 영역은 물리적 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시설(특수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 및 이동성

영역은 개인안전, 교통안전, 이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 및 재난 관리 영역은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환경

조건의 변화로 인한 위험과 관련이 있다(NIUA, 2016).

영역 세부 영역 세부 지표 개수

건축 환경

① 주거 14개

② 학교 16개

③ 오픈 스페이스  9개

서비스 및 시설

① 물리적 기반시설 13개

② 사회기반시설 29개

③ 특수 시설 11개

안전 및 이동성

① 개인안전  9개

② 교통안전  7개

③ 이동성  6개

주변 환경 및 재난 관리
① 주변 환경 20개

② 재난 관리 15개
＊ NIUA(2016)의 내용을 재구성.

표 9. NIUA(2016)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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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는 브라질 PCU(2018)가 개발한 지표이다. PCU(2018)는 4개

의 기본 지표(신생아 사망률, 학교 중퇴율, 청소년 임신 비율, 청소년 살

인율)를 선정하였다. 브라질의 지표는 총 4개의 기본 지표(중앙 지표)와

8개의 추가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지표(중앙 지표) 추가 변수

신생아 사망률
선천성 매독 비율

5세 미만 과체중 아동의 비율

학교 중퇴율
연령-학령 왜곡율

유아교육 입학률

청소년 임신 비율
10-14세 청소년 임신의 비율

15-19세 청소년 임신의 비율

청소년 살인율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 살인율

남성 청소년 살인율

출처 : PCU, 2018.

표 10. 브라질 PCU(2018)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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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의 평가지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 연구들의 평가지표에 대한 검토․고찰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친화도시의 평가와 관련된 지표들

중 본 연구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면서 데이터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지표들을 선정하여 최종적으로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확정하였다.

선행 연구들의 세부 지표들을 검토한 결과, 정량적인 수치를 얻을 수

있는 지표가 도출된 연구로는 Gearin(2008), 황옥경․김영지(2011), 홍승애

(2013), 김영한 등(2015), NIUA(2016), PCU(2018) 등이 있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이들 연구의 세부 지표를 활용하여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확정지었다. 이중 NIUA(2016)의 지표는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지표 목록 중 첫 부분에 해당 도시의 기본 정보와

특징을 알 수 있는 기본 지표(baseline indicators)가 나열되어 있는데, 기본 

지표 부분은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의 지표들은

질적 및 양적 특징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양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지표만을 선정하였다.

아동친화도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본 연구의 최종 평가지표는안전․건강․
교육․복지․환경의 5개 영역,교통안전․범죄안전․예방접종․아동
대상 의사․교육의 질․유아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문화시설․여가

환경․대기환경의 10개 지표이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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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출처

안전
교통안전 김영한 등(2015), NIUA(2016)

범죄안전 Gearin(2008), 김영한 등(2015)

건강
예방접종 Gearin(2008)

아동 대상 의사 황옥경․김영지(2011), NIUA(2016)

교육
교육의 질 황옥경․김영지(2011), 김영한 등(2015)

유아 보육시설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18)

복지

아동복지시설 이태수(2016)

문화시설
Gearin(2008), 황옥경․김영지(2011),

김영한 등(2015)

환경
여가환경

Gearin(2008), 황옥경․김영지(2011),
김영한 등(2015), NIUA(2016),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18)

대기환경 NIUA(2016)

표 11. 최종 선정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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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Thomas L. Saaty(1980)가 개발한

의사결정방법이다. 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평가기준을 계층적으로 구조화

하여, 동일 계층 내에서 각 요소(항목)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고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다. 

즉, AHP는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기준에 대하여 객관적․체계적인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이승훈․박성빈, 2008).

특히, AHP를 이용하면 현상을 판단하는 여러 평가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추상적인 기준들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어

정량적․계량적인 비교가 가능하여(채희원, 2011), 여러 평가 기준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의사결정자의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여 논리적이고 체

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채희원, 2011; 김동길 등,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량적․구체적 데이터에 기반한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

지표를 수립하기 위하여 AHP를 사용하고자 한다. 

AHP의 분석 방법은 다음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이은주, 2003; 조예신, 

2018). 먼저 의사 결정 문제를 계층적으로 구조화하여 위계를 구성한다. 

그다음, 동일한 계층에 있는 요소(항목)를 비교하기 위한 쌍대비교행렬을

작성하고, 이를 통하여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CR) 검증을 실시하고, 각 대안의 우선순위

를 결정 및 종합한다. 일관성비율 검증은 전문가 집단이 결정한 판단에

대한 논리적 모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이며, 일관성비율의 

값이 0.1보다 크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김동길 등, 2018), 그 설문

조사지는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사용한

AHP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변수를 선별하여

설문지를 개발한 후, 총 24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의

응답률을 100%이었으나, 일관성비율 검증 결과 일관성비율(CR)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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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설문지 2부를 제외하고 총 22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부 설문지의 응답 결과는 의사결정지원 소프트웨어(Decision Support 

Software)인 SuperDecision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영역 및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인 가중치 산출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아동친화

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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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지역 개관 및 연구 절차

1. 연구 지역 개관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우리나라의 수도권이다. 본 연구에서의 수도권

은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지칭한다. 서울특별시

는 25개의 구, 인천광역시는 8개 구․2개 군, 그리고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으로 구성된다. 본 사례 연구는 시․군․구 행정구역을 공간 단위로

하여 수도권의 총 66개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7년 기준 전국의 총인구는 51,422,507명,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9,741,871명,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2,925,967명, 경기도의 인구는

12,851,601명이다(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이에 따르면 수도권의

총인구는 25,519,439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9.6%에 해당

한다. 그리고 2017년 기준 전국의 아동(만 18세 미만인 자) 인구는

8,480,447명이다(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의 아동 인

구는 1,404,967명, 인천광역시의 아동 인구는 490,472명, 경기도의 아동

인구는 2,313,378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체 아동의 인구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은 49.6%이다.

또한, 2017년 기준 서울특별시의 면적은 605㎢, 인천광역시의 면적은

1,063㎢, 경기도의 면적은 10,187㎢로, 수도권의 면적은 11,855㎢이다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수도권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 및 기능 집중으로 인하여

도시화 지역이 확대되며 도시 스프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신정

엽․김진영, 2012). 그리고 국내 도시 연구에 관한 연구는 수도권을 중심

으로 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도시지리학 분야에서

도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최재헌․김숙진,

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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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본 연구에 있어서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절차는

지표 및 변수 선정, 종합 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AHP를

이용한 종합 평가지표 수립의 3단계로 진행된다. 아동친화도를 산출하

는 과정의 각 단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표 및 변수 선정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아동친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지표의 검토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으

면서 정량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지표를 선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표 12와 같은 5개 영역의 10개 지표 및 변수를 확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지표의 값은 각각의 변수의 값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산출된 지표의 값은 변수의 종류와 변수의 척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표 값의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지표의 값을범위 표준화하여, 모든 지표의

수치를 0과 1 사이의 수로 표준화시켰다. 범위 표준화 방법은 식 (1)과

같다. 특정 변수 의 최댓값이 이고 최솟값이 일 때, 를 범위

표준화 값인 로 바꾸는 것이범위 표준화이다. 변환 후 R의 최솟값

은0, 최댓값은1이 된다(수학백과 홈페이지).

                         

                        (1)

최종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아동친화도)는 각 지표별 값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합이 클수록 그 지역의 아동친화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

러나 총 10개의 지표 중교통안전(변수: 지역별 만 18세 미만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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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상자 비율),범죄안전(변수: 인구 천 명당 지역별 5대 범죄

발생률),교육의 질(변수: 초등학교․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대기
환경(변수: 미세먼지 오염도[PM-10])의 지표는 산출된 값이 클수록 아동

친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 지표들의 값은 역코딩3)하였다.

3) 이봉주 등(2013)의 연구에서도 지수를 계산할 때 높은 점수가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역코딩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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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경우는 옹진군(2017)의 2016년 옹진군 공원의 면적 자료를 이용하였다.

영역 지표 변수
데이터

연도
출처

안전

교통안전

지역별 만 18세 미만 아동의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

 = (만 18세 미만 아동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만 18세미만 아동의  
    인구 수)×100

2017

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KOSIS 

국가통계포털

범죄안전
인구 천 명당 지역별 5대 범죄 발생률

 = (지역별 5대 범죄 발생 수/지역별 주민등록인구수)×1,000

서울: 2017
인천: 2017
경기: 2017,
     2016

서울열린

데이터광장,
공공데이터

포털(인천),
옹진군(2017), 
경기데이터

드림(경기),
KOSIS 

국가통계포털

건강

예방접종

생후 36개월 완전접종률

 = (권장되는 백신과 접종 횟수 모두 완료한 아동/예방접종
    대상자)×100

2017

KOSIS 
국가통계포털,
질병관리본부

(2018)
아동 대상

의사

아동 천 명당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

 =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아동의 주민등록인구 수)×1,000
2017

KOSIS 
국가통계포털

교육

교육의 질

초등학교․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 (초등학교 학생 수+중학교 학생 수)/(초등학교 학급 수+중학교
   학급 수)

2017
교육통계

서비스

유아

보육시설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 (총 보육시설 수/유아(0~5세)의 주민등록인구 수)×1,000 
2017

KOSIS 
국가통계포털

복지

아동

복지시설

아동 천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

 = (지역별 지역아동센터 수/아동의 주민등록인구 수)×1,000

서울:2016
인천:2018
경기:2018

서울열린

데이터광장, 
경기데이터

드림, 
인천광역시청

문화시설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 (문화기반시설 수/주민등록인구)×100,000
2016

KOSIS 
국가통계포털

환경

여가환경
1인당 공원 면적

 = 공원 면적/지역별 주민등록인구 수 (단위: ㎡/명)
2017,
20164)

KOSIS 
국가통계포털, 
옹진군(2017),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

공사(2018)

대기환경 미세먼지 오염도(PM-10) 2016

에어코리아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국립환경

과학원(2017)

표 12. 최종 선정 지표 및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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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영역

안전 영역은교통안전과범죄안전의 지표로 구성된다. 

교통안전지표의 변수는지역별 만 18세 미만 아동의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을 사용하였다. 사상자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말하고,사
상자 수는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2017년 기준 교통사고 연

령별(1세 단위) 사상자자료를 이용하였다.만 18세 미만 아동의 인구

수는KOSIS 국가통계포털의2017년 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의 주

민등록인구수(1세별)자료를 이용하였다.

범죄안전에 대한 변수는아동 관련 범죄자료를 이용하려고 하

였으나, 관련 자료 구득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의 변수로 대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범죄안전지표의 변수로인구 천 명당 지역별 5대

범죄 발생률을 사용하였다. 5대 범죄란살인․강도․강간․절도․폭
력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의 5대 범죄 발생률 데이터는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2017년 기준 서울시 5대 범죄 발생현황 통계를 이용하였고, 인천광

역시의 5대 범죄 발생률 데이터는공공데이터포털의2017년 기준

관서별 5대범죄 발생건수자료를 이용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인천지방경찰청 관서별로 데이터를 제공하여, 자료가 행정구역 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할 지구대의 위치 지역에 따른 자료를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남구는 남부서, 연수구는 연수서, 남동구는 남동서와 논현서, 부평구는

부평서와 삼산서, 계양구는 계양서, 서구는 서부서, 강화군은 강화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중부서는 중구․동구․옹진군의 지역이

합쳐져 있고 데이터 역시 3지역의 자료가 합쳐져 있는데, 옹진군의 자료는

옹진군 기본통계(옹진군, 2017) 중 강력범․절도범․지능범을 사용

하였다. 중구․동구는 중부서의 자료 중 옹진군의 자료를 제외한 다음, 

중구․동구 각 지역의 인구수에 대비하여 두 지역의 5대 범죄 발생건수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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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경찰서는 인천미추홀경찰서(2018년 7월 1일 변경)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나, 본 논문의 기준 연도는 명칭이 변경되기 전인 2017년이

므로인천남부경찰서(남부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경기도는KOSIS 국가통계포털의2017년 기준 범죄발생지(지역별)
데이터의강력범죄․절도범죄․상해범죄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연천군․가평군․양평군의 자료는 구할 수 있는

자료 중 최신 자료인경기데이터드림의2016년 기준 범죄발생 및

검거(경찰서별)데이터의강력범죄․절도범죄․상해범죄자료를 이용하

였다.

그리고지역별 총 인구 수는KOSIS 국가통계포털의2017년

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수자료를 이용하였다.

(2) 건강 영역

건강 영역은예방접종과아동 대상 의사의 지표로 구성된다.

예방접종지표의 변수로생후 36개월 완전접종률을 사용하였

다.생후 36개월 완전접종률이란 생후 36개월까지 권장되는 예방접종

을 모두 완료한 아동의 비율을 말하며, 이는 해당 아동이 9가지 백신(결

핵[BCG],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

[IPV],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홍역․유행성이하

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JE])을 백신별로 1～4회, 총

23~24회 접종을 완료한 비율을 의미한다(질병관리본부, 2018:9).

아동 대상 의사지표의 변수는아동 천 명당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를 사용하였다.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는KOSIS 국가통계포털
의건강보험통계: 시군구별 전문과목별 전문의 인원현황자료 중소
아청소년과 전문의 수항목을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시점이 분기별

로 구분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도인 2017년의 마지막 분기

인 4/4분기의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만 18

세 미만 아동의 인구 수는KOSIS 국가통계포털의2017년 만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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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아동의 주민등록인구수(1세별)자료를 이용하였다.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을 연구한 황옥경․김영지(2011)도공공의
료서비스 기관과 의료진 수를 지표로 사용하였는데, 그들은 이 지표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며, 청소년 건강검진의 사후관리에 중요

하기에 지표에 포함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아동친

화도시에서 의료진 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아동과 가장 밀

접한 의료 분야를 소아청소년과로 판단하여 지표로 선정하였다.

(3) 교육 영역

교육 영역은교육의 질과유아 보육시설의 지표로 구성된다.

교육의 질지표의 변수는초등학교․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기간 9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6

년)․중학교(3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교육통계서비스의2017년

시도별 행정구별 설립별 학생수(초등학교․중학교)와 2017년 시도별 행

정구별 설립별 학급수(초등학교․중학교)자료를 이용하였다. 시도별 행

정구별 설립별 학생수(초등학교․중학교)는 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수를 의미하고, 시도별 행정구별 설립별

학급수(초등학교․중학교)는 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

급수의 합을 말한다.

학교는 청소년이 생활하는 장소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중 하나

이며(황옥경․김영지, 2011:105), 아동에게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

이다(이태수, 2016). 본 연구에서도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학교

와 관련된 여러 변수 중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표로 선정하였다.

유아 보육시설지표의 변수로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를 사용
하였다. 유아란만 0~5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육시설은 국립․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을 의미한다(KOSIS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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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 영역

복지 영역은아동복지시설과문화시설의 지표로 구성된다.

아동복지시설지표의 변수로아동 천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를
사용하였다. 서울특별시의 데이터는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서울시 아동

복지시설 (이용) (2006년 이후) 통계를, 인천광역시의 데이터는인천
광역시 홈페이지의인천광역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현황(18. 6월 기준)
자료를, 경기도의 데이터는경기데이터드림의지역 아동센터 현황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역아동센터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사회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이 이

루어진다(보건복지부, 2018). 지역아동센터의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내역은 표 13과 같다.

이태수(2016)는 아동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는 매우 큰 상태로, 

지역 사회의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등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다음의 세 가지(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가구, ③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가족) 중 한 가지를 만족

하는 경우,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족, 맞벌이가정의 초ㆍ중

학생 아동

지원

내역

지역 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제공서비스: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

(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

(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
＊ 보건복지부(2018)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용을 재구성.

표 13.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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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지표의 변수는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를 사

용하였다.

문화기반시설이란「도서관법」(2018. 3. 13.시행, 법률 제15167호,

2017. 12. 12., 일부개정)에서의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약

칭:「박물관미술관법」2018. 11. 17. 시행, 법률 제 15817호, 2018. 10. 16.,

일부개정)에서의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및「지방문화원진흥법」(약

칭:「지방문화원법」2018. 11. 17. 시행, 법률 제 15824호, 2018. 10. 16.,

일부개정)에서의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을 포함한다(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5) 환경 영역

환경 영역은여가환경과대기환경의 지표로 구성된다.

여가환경지표의 변수로1인당 공원 면적(단위: ㎡/명)을 사용

하였다. 이 자료는KOSIS 국가통계포털,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2018)의2017년 공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에서 공원이란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특광역시․도조례지, 

도시농업공원을 포함한다. 지역 사회의 건강수준을 확인․평가하는

K-Health ranking(지역 사회 건강순위) 연구(한림대학교 사회의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물리-환경적 요인의 세부 지표로공원면적이 있

으며, 여기에서의 공원 역시도시자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

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특광역시․도조례

지, 도시농업공원, 조례가 정하는 공원을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도 동

일하게 적용하였다.

KOSIS 국가통계포털의2017년 공원자료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이 부분은 옹진군(2017)에서 확인하여 2016년

옹진군 공원의 면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황옥경․김영지(2011)도 가족 공원과 같은 공공놀이시설에서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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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배치 정도가청소년 활동 및 여가시간․공간
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대기환경지표의 변수는미세먼지 오염도를 사용하였다.미세
먼지 오염도의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2017:180)의2016년 미세먼지

(PM-10)의 측정소별 미세먼지 오염도 변화 추이(도시대기 측정망, 단위: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도시대기 측정

망 자료가 없어, 옹진군의 경우는 옹진군 덕적도 측정소의교외대기농
도 측정망자료를 사용하였다.

미세먼지는 직경을 기준으로 PM-10, PM-2.5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PM-10은 10㎛ 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2.5㎛ 보다 작은 먼지

이다(국립환경과학원, 2017). 미세먼지는 호흡기계 질병(천식 등) 악화․

폐 기능 저하 등의 영향을 초래한다(국립환경과학원, 2017). PM-10보다

직경이 더 작고, 입자가 미세한 PM-2.5가 인체에 더 유해한 영향을 끼치

지만(국립환경과학원, 2017), 본 연구에서는 전국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

황(국립환경과학원, 2017)을 보았을 때, PM-10의 자료(82개 시․군, 측정

망 개소수: 264)가 PM-2.5의 자료(25개 시․군, 측정망 개소수: 35)보다

더 자세하다고 판단하여 PM-10의 자료를 이용하였다(표 14 참조).

  

구분 목적 개소수

도시대기

측정망

도시지역의 평균 대기질 농도를 파악하여 환경 기준

달성 여부 판정

264

(82개

시․군)

PM-2.5
(성분)

측정망

인체위해도가 높은 미세먼지(PM-2.5)의 농도 파악 및

성분파악을 통한 배출원 규명

35

(25개

시․군)

＊ 국립환경과학원(2017:8)의 내용의 재구성.

표 14. 도시대기측정망 및 PM-2.5(성분) 측정망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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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종 선정 변수의 공간 분포

  본 연구에서 사용한 10개의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15와 같다.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교통안전 0.57 6.77 1.66 0.76 30.35 4.72

범죄안전 4.74 33.28 10.49 4.31 13.04 3.00

예방접종 82.10 94.10 90.00 2.40 1.90 -1.40

아동 대상 의사 0.19 3.45 0.69 0.43 24.65 4.17

교육의 질 10.38 28.44 24.04 3.06 5.44 -1.87

유아 보육시설 9.53 26.40 15.96 2.99 1.47 0.67

아동복지시설 0.02 1.47 0.39 0.21 9.17 2.28

문화시설 0.97 41.90 5.24 5.96 21.67 4.15

여가환경 0.37 129.21 10.48 15.95 47.21 6.38

대기환경 39.00 63.00 50.27 4.97 0.15 0.17

표 15. 최종 선정 변수의 기술통계

그림 2는 각 지표를 계산할 때 사용한 변수의 공간 분포를 보여준다. 

각각의 변수에 대한 내용은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표 15의 변수

열의 변수명과 그림 2의 지도의 범례 부분에서는 지면의 부족으로 변수

명 대신 지표명으로 대체하였다.

그림 2는 자연 분류법(natural break)으로 계급 구간(급간)을 나누어

표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아동친화도시 평가 관련 최종 선정

변수별 공간 분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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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 선정 변수의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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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 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본 연구에서는 총 24명의 관련 전문가(지리 전공 교수 13명, 지리 전공 

박사 11명)를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있어 전문가들은 100%의 응답

률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결과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

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검토하였다. 이는 전문가들이 일관성

을 가지고 설문에 응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설문지의 일관성비

율(CR)이 0.1 이상이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설문지는 분석에

서 제외한다(채희원, 2011; 김동길 등, 2018).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비율(CR)이 0.1 이상으로 나온 설문조사지 2부를

제외한 총 22부의 조사지를 분석에 최종적으로 활용하였다.

3) AHP를 이용한 종합 평가지표 수립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SuperDecision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영역 및 지표의 가중치 산출을 실시하였다. 22부의 조사

지의 문항별 평균은기하평균을 사용하여 값을 구하였다. 이는 조사

지의 각 문항이 두 영역 혹은 두 지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어서, 한 영

역 혹은 지표가 짝지어진 다른 영역 혹은 지표보다 몇 배 더 중요한지에

대해 전문가가 비교․판단하여 응답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다. AHP를 통하여 산출된 각 영역 및 지표의 가중치는 표 16, 표 17과

같으며, 이를 통해 최종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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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산출된 각 지표별 가중치를 이전 단계에서 구하였던 각 지표

의 표준화 값에 적용한 후 합산하여 최종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를
산출하였다.

순위 영역 가중치

1 안전 0.3042

2 건강 0.2488

3 환경 0.1659

4 교육 0.1437

5 복지 0.1374

표 16. 영역별 가중치

순위 영역 지표 가중치

1 안전 범죄안전 0.1425

2 안전 교통안전 0.1406

3 건강 아동 대상 의사 0.1275

4 환경 대기환경 0.1019

5 건강 예방접종 0.0965

6 교육 유아 보육시설 0.0820

7 복지 아동복지시설 0.0804

8 교육 교육의 질 0.0526

9 환경 여가환경 0.0523

10 복지 문화시설 0.0442

표 17. 지표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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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공간 분포 및 분석

1. 수도권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공간 분포

그림 3은 수도권의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를 지도화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수도권 아동친화도의 공간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 수도권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공간 분포

위 지도(그림 3)는 계급(급간) 내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계급 간의 편

차를 최대화하는 자연 분류법(natural break)으로 계급 구간(급간)을 나

누었다.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가 높은 지역일수록 아동친화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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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표 19와 표 20은 수도권의 66개 지역 중,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상위 10개 지역과 하위 10개 지역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상위 10개 지역(표 19)은인천 옹진군(1위),
서울 노원구, 서울 도봉구, 경기 연천군, 서울 종로구, 인천 동구, 경기

의왕시, 경기 동두천시, 인천 강화군, 서울 금천구의 순서로, 대체로 서울
북부와 경기 중․북부 지역에서 아동친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하위 10개 지역(표 20)은경기 가평군(66위), 서

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경기 평택시, 서울 중구, 경기 양평군, 서울 용

산구, 인천 남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마포구의 순으로 아동친화도가

낮게 나타난다. 종합해보면, 수도권의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분포는

서울 북부 지역과 이 지역에 인접한 경기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서울 강남구․서초구․중구․용산구․영등포구․

마포구 지역 등 서울의 중심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친화도가 낮게

나타난다.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기술통계(표 18)를 살펴보면,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평균은 0.4400, 표준편차는 0.0456, 최댓값은 0.5558, 최솟값은

0.3123이다.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0.3123 0.5558 0.4400 0.0456 0.7080 -0.4217

표 18.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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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지역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안전

영역

건강

영역

교육

영역

복지

영역

환경

영역

1 인천 옹진군 0.5558 0.2589 0.0826 0.0847 0.0277 0.1019

2 서울 노원구 0.5247 0.2569 0.0916 0.0658 0.0115 0.0988

3 서울 도봉구 0.5132 0.2633 0.0971 0.0598 0.0226 0.0703

4 경기 연천군 0.5109 0.2292 0.1016 0.0678 0.0337 0.0786

5 서울 종로구 0.4986 0.1429 0.1565 0.0455 0.0789 0.0749

6 인천 동구 0.4977 0.2218 0.0967 0.0663 0.0406 0.0724

7 경기 의왕시 0.4914 0.2631 0.0929 0.0472 0.0272 0.0610

8 경기 동두천시 0.4905 0.2301 0.0739 0.0926 0.0531 0.0408

9 인천 강화군 0.4904 0.2209 0.0405 0.0402 0.0953 0.0935

10 서울 금천구 0.4826 0.2070 0.0837 0.0631 0.0524 0.0764

표 19.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상위 10개 지역

순위 지역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안전

영역

건강

영역

교육

영역

복지

영역

환경

영역

66 경기 가평군 0.3123 0.1085 0.0289 0.0613 0.0427 0.0709

65 서울 강남구 0.3233 0.2137 0.0422 0.0098 0.0037 0.0539

64 서울 서초구 0.3451 0.2212 0.0568 0.0046 0.0054 0.0570

63 경기 평택시 0.3538 0.2076 0.0801 0.0364 0.0217 0.0079

62 서울 중구 0.3721 0.1048 0.1138 0.0424 0.0385 0.0727

61 경기 양평군 0.3791 0.2216 0.0080 0.0413 0.0327 0.0755

60 서울 용산구 0.3840 0.1868 0.0512 0.0401 0.0158 0.0901

59 인천 남구 0.3847 0.2167 0.0935 0.0246 0.0155 0.0344

58 서울 영등포구 0.3855 0.1936 0.0904 0.0474 0.0194 0.0347

57 서울 마포구 0.3916 0.2100 0.0666 0.0270 0.0126 0.0753

표 20.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하위 10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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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영역별 공간 분포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5개 영역별(안전․건강․교육․복지․환경) 

공간 분포를 살펴보았다.

1) 안전 영역

안전 영역 지표의 공간 분포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는 자연 분류법

(natural break)으로 계급 구간(급간)을 나누었으며, 지표가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색이 진한 지역일수록 안전 영역 지표가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22와 표 23은 안전 영역 지표에 따른 상위 10개 지역과

하위 10개 지역을 각각 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안전 영역 지표의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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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안전 영역 지표의 기술통계(표 21)를 살펴보면, 안전 영역 지표

의 평균은 0.2296, 표준편차는 0.0298, 최댓값은 0.2633, 최솟값은 0.1048

이다.

그리고 안전 영역 지표가 높은 지역은서울 도봉구, 경기 의왕시,

인천 옹진군, 경기 군포시, 서울 성북구등의 순서를 보이며(표 22), 안전
영역 지표가 낮은 지역은서울 중구, 경기 가평군,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서울 영등포구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23).

순위 지역 안전 영역 지표

1 서울 도봉구 0.2633

2 경기 의왕시 0.2631

3 인천 옹진군 0.2589

4 경기 군포시 0.2571

5 서울 성북구 0.2570

6 서울 노원구 0.2569

7 경기 김포시 0.2569

8 서울 은평구 0.2562

9 경기 파주시 0.2557

10 경기 남양주시 0.2546

표 22. 안전 영역 지표의 상위 10개 지역

표 22에서 서울 노원구(6위)와 경기 김포시(7위)의 안전 영역 지표가

0.2569로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으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노원구는 

0.25692, 경기 김포시는 0.25691의 수치를 보인다. 따라서 서울 노원구가

경기 김포시보다 높은 값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따라 순위를 정하였다.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안전 영역 0.1048 0.2633 0.2296 0.0298 7.7828 -2.4609

표 21. 안전 영역 지표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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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지역 안전 영역 지표

66 서울 중구 0.1048

65 경기 가평군 0.1085

64 서울 종로구 0.1429

63 서울 용산구 0.1868

62 서울 영등포구 0.1936

61 경기 안성시 0.2041

60 서울 금천구 0.2070

59 경기 평택시 0.2076

58 인천 중구 0.2100

57 서울 마포구 0.2100

표 23. 안전 영역 지표의 하위 10개 지역

표 23에서 인천 중구(58위)와 서울 마포구(57위)의 안전 영역 지표가

0.2100으로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으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천 중구는 

0.21002, 서울 마포구는 0.21003의 수치를 보인다. 따라서 인천 중구가

서울 마포구보다 낮은 값을 가지고 있기에, 이에 따라 순위를 정하였다.

2) 건강 영역

건강 영역 지표의 공간 분포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는 자연 분류법

(natural break)으로 계급 구간(급간)을 나누었으며, 지표가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색이 진한 지역일수록 건강 영역 지표가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25와 표 26은 건강 영역 지표에 따른 상위 10개 지역과

하위 10개 지역을 각각 표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 건강 영역 지표의 기술통계(표 24)를 살펴보면, 건강 영역 지표

의 평균은 0.0831, 표준편차는 0.0218, 최댓값은 0.1565, 최솟값은 0.008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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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건강 영역 지표가 높은 지역은서울 종로구, 경기 구리시,

서울 중구, 경기 연천군, 서울 강동구등의 순서를 보이며(표 25), 건강

영역 지표가 낮은 지역은경기 양평군, 경기 과천시, 경기 가평군, 인천

강화군, 서울 강남구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26).

그림 5. 건강 영역 지표의 공간 분포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건강 영역 0.0080 0.1565 0.0831 0.0218 3.8038 -0.7872

표 24. 건강 영역 지표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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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지역 안전 영역 지표

1 서울 종로구 0.1565

2 경기 구리시 0.1187

3 서울 중구 0.1138

4 경기 연천군 0.1016

5 서울 강동구 0.0996

6 서울 동대문구 0.0994

7 서울 광진구 0.0982

8 경기 수원시 0.0975

9 경기 시흥시 0.0974

10 서울 도봉구 0.0971

표 25. 건강 영역 지표의 상위 10개 지역

순위 지역 안전 영역 지표

66 경기 양평군 0.0080

65 경기 과천시 0.0215

64 경기 가평군 0.0289

63 인천 강화군 0.0405

62 서울 강남구 0.0422

61 서울 용산구 0.0512

60 서울 서초구 0.0568

59 경기 여주시 0.0612

58 서울 은평구 0.0634

57 서울 마포구 0.0666

표 26. 건강 영역 지표의 하위 10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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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영역

교육 영역 지표의 공간 분포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은 자연 분류법

(natural break)으로 계급 구간(급간)을 나누었으며, 지표가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색이 진한 지역일수록 교육 영역 지표가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28과 표 29는 교육 영역 지표에 따른 상위 10개 지역과

하위 10개 지역을 각각 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6. 교육 영역 지표의 공간 분포

우선 교육 영역 지표의 기술통계(표 27)를 살펴보면, 교육 영역 지표

의 평균은 0.0441, 표준편차는 0.0162, 최댓값은 0.0926, 최솟값은 0.004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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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교육 영역 지표가 높은 지역은경기 동두천시, 인천 옹진군,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연천군등의 순서를 보이

며(표 28), 교육 영역 지표가 낮은 지역은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경기 하남시,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29).

순위 지역 안전 영역 지표

1 경기 동두천시 0.0926

2 인천 옹진군 0.0847

3 경기 안성시 0.0803

4 경기 포천시 0.0716

5 경기 양주시 0.0709

6 경기 연천군 0.0678

7 인천 동구 0.0663

8 서울 노원구 0.0658

9 경기 의정부시 0.0653

10 서울 금천구 0.0631

표 28. 교육 영역 지표의 상위 10개 지역

교육 영역 지표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

시, 연천군, 의정부시, 가평군등으로, 대체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교육 영역 지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6).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교육 영역 0.0046 0.0926 0.0441 0.0162 0.9920 0.6139

표 27. 교육 영역 지표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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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지역 안전 영역 지표

66 서울 서초구 0.0046

65 서울 강남구 0.0098

64 경기 하남시 0.0242

63 인천 남구 0.0246

62 인천 연수구 0.0256

61 인천 남동구 0.0264

60 서울 동작구 0.0268

59 서울 마포구 0.0270

58 서울 송파구 0.0282

57 경기 김포시 0.0287

표 29. 교육 영역 지표의 하위 10개 지역

4) 복지 영역

복지 영역 지표의 공간 분포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은 자연 분류법

(natural break)으로 계급 구간(급간)을 나누었으며, 지표가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색이 진한 지역일수록 복지 영역 지표가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31과 표 32는 복지 영역 지표에 따른 상위 10개 지역과

하위 10개 지역을 각각 표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 복지 영역 지표의 기술통계(표 30)를 살펴보면, 복지 영역 지표의

평균은 0.0251, 표준편차는 0.0150, 최댓값은 0.0953, 최솟값은 0.0037이다.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복지 영역 0.0037 0.0953 0.0251 0.0150 8.2044 2.3977

표 30. 복지 영역 지표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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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복지 영역 지표의 공간 분포

그리고 복지 영역 지표가 높은 지역은인천 강화군, 서울 종로구,

경기 동두천시, 서울 금천구, 경기 여주시, 경기 가평군등의 순서를

보이며(표 31), 복지 영역 지표가 낮은 지역은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서울 송파구, 경기 용인시, 서울 노원구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32).

복지 영역 지표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경기 동두천시, 여주시, 가평

군, 연천군, 양평군, 양주시, 포천시등으로, 대체적으로 경기 북동부 지

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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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지역 안전 영역 지표

1 인천 강화군 0.0953

2 서울 종로구 0.0789

3 경기 동두천시 0.0531

4 서울 금천구 0.0524

5 경기 여주시 0.0449

6 경기 가평군 0.0427

7 경기 과천시 0.0407

8 인천 동구 0.0406

9 서울 중구 0.0385

10 경기 연천군 0.0337

표 31. 복지 영역 지표의 상위 10개 지역

순위 지역 안전 영역 지표

66 서울 강남구 0.0037

65 서울 서초구 0.0054

64 서울 송파구 0.0092

63 경기 용인시 0.0113

62 서울 노원구 0.0115

61 서울 강서구 0.0121

60 경기 고양시 0.0123

59 서울 마포구 0.0126

58 서울 서대문구 0.0128

57 경기 화성시 0.0132

표 32. 복지 영역 지표의 하위 10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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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 영역

환경 영역 지표의 공간 분포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은 자연 분류법

(natural break)으로 계급 구간(급간)을 나누었으며, 지표가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색이 진한 지역일수록 환경 영역 지표가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34와 표 35는 환경 영역 지표에 따른 상위 10개 지역과

하위 10개 지역을 각각 표로 나타낸 것이다.

우선 환경 영역 지표의 기술통계(표 33)를 살펴보면, 환경 영역 지표

의 평균은 0.0581, 표준편차는 0.0214, 최댓값은 0.1160, 최솟값은 0.0079

이다.

그림 8. 환경 영역 지표의 공간 분포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환경 영역 0.0079 0.1160 0.0581 0.0214 0.2503 0.0941

표 33. 환경 영역 지표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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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환경 영역 지표가 높은 지역은경기 과천시, 인천 옹진군,

서울 노원구, 인천 강화군, 서울 강북구등의 순서를 보이며(표 34),

환경 영역 지표가 낮은 지역은경기 평택시, 경기 김포시, 인천 계양구,

경기 부천시, 경기 구리시등의 순서로 나타났다(표 35).

순위 지역 안전 영역 지표

1 경기 과천시 0.1160

2 인천 옹진군 0.1019

3 서울 노원구 0.0988

4 인천 강화군 0.0935

5 서울 강북구 0.0909

6 서울 용산구 0.0901

7 서울 동작구 0.0882

8 경기 남양주시 0.0804

9 경기 성남시 0.0795

10 인천 서구 0.0792

표 34. 환경 영역 지표의 상위 10개 지역

순위 지역 안전 영역 지표

66 경기 평택시 0.0079

65 경기 김포시 0.0100

64 인천 계양구 0.0222

63 경기 부천시 0.0231

62 경기 구리시 0.0238

61 경기 파주시 0.0246

60 경기 이천시 0.0279

59 인천 남구 0.0344

58 서울 영등포구 0.0347

57 경기 화성시 0.0387

표 35. 환경 영역 지표의 하위 10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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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5개 영역별(안전․건강․교육․복지․환경) 

수도권 상위 5개 지역(표 36)과 하위 5개 지역(표 3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 영역의 상위 5개 지역은서울 도봉구, 경기 의왕시, 인천 옹진군, 

경기 군포시, 서울 성북구순으로, 건강 영역의 상위 5개 지역은서울
종로구, 경기 구리시, 서울 중구, 경기 연천군, 서울 강동구순으로, 교육 

영역의 상위 5개 지역은경기 동두천시, 인천 옹진군,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양주시순으로, 복지 영역의 상위 5개 지역은인천 강화군, 

서울 종로구, 경기 동두천시, 서울 금천구, 경기 여주시순으로, 환경

영역의 상위 5개 지역은경기 과천시, 인천 옹진군, 서울 노원구, 인천

강화군, 서울 강북구순서로 나타났다. 

수도권 66개 지역 중,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인천 옹진군의 경우는 안전 영역에서 3위, 교육 영역에서 2위, 환경

영역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즉인천 옹진군은 총 5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높은 순위를 보이며 종합 순위에서 1위를 하게 된 것이다. 다

순위 종합지표 안전 건강 교육 복지 환경

1
인천

옹진군

서울

도봉구

서울

종로구

경기

동두천시

인천

강화군

경기

과천시

2
서울

노원구

경기

의왕시

경기

구리시

인천

옹진군

서울

종로구

인천

옹진군

3
서울

도봉구

인천

옹진군

서울

중구

경기

안성시

경기

동두천시

서울

노원구

4
경기

연천군

경기

군포시

경기

연천군

경기

포천시

서울

금천구

인천

강화군

5
서울

종로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동구

경기

양주시

경기

여주시

서울

강북구

표 36.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및 영역별 상위 5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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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한서울 종로구의 

경우도 건강 영역에서 1위, 복지 영역에서 2위를 차지하여, 종합 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종합지표 순위에서 2위인서울
노원구는 환경 영역에서 3위를, 종합지표 순위에서 3위인서울 도봉

구는 안전 영역에서 1위를, 종합순위 4위인경기 연천군은 건강

영역에서 4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종합 순위 결과와 영역 결

과가 연계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 전체적으로는

훨씬 다채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안전 영역의 하위 5개 지역은서울 영등포구, 서울 용산구, 서울

종로구, 경기 가평군, 서울 중구순으로, 건강 영역의 하위 5개 지역은

서울 강남구,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경기 과천시, 경기 양평군
순으로, 교육 영역의 하위 5개 지역은인천 연수구, 인천 남구, 경기

하남시,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순으로, 복지 영역의 하위 5개 지역은

서울 노원구, 경기 용인시, 서울 송파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순으로, 환경 영역의 하위 5개 지역은경기 구리시, 경기 부천시, 인천

계양구, 경기 김포시, 경기 평택시순서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순위에서 최하위(66위)를 차지한경기
가평군의 경우는 안전 영역에서 하위 4위, 건강 영역에서 하위 3위를

순위 종합지표 안전 건강 교육 복지 환경

66
서울

가평군

서울

영등포구

서울

강남구

인천

연수구

서울

노원구

경기

구리시

65
서울

강남구

서울

용산구

인천

강화군

인천

남구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64
서울

서초구

서울

종로구

경기

가평군

경기

하남시

서울

송파구

인천

계양구

63
경기

평택시

경기

가평군

경기

과천시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경기

김포시

62
서울

중구

서울

중구

경기

양평군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경기

평택시

표 37.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및 영역별 하위 5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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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였다.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순위에서 65위를 차지한서울 강남

구는 건강 영역에서 하위 1위, 교육 영역에서 하위 4위, 복지 영역에서 

하위 5위를 차지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순위에서 64위를 차지한

서울 서초구의 경우는 교육 영역에서 하위 5위, 복지 영역에서 하위

4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전체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순위에서 하위를

차지한 지역들 역시 일부 영역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전체적인 순위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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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지표별 공간 분포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지표별 기술통계는 표 38과 같다.

지표 및 변수 선정 단계에서 수립한 지표의 값은 변수의 종류와 변수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치로 산출된 지표 값의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지표의 값을 0～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는

범위 표준화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시․군․구별 지표의 변수를 범위 

표준화한 값에 지표별로 산출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표별 최댓값은

지표별 가중치 값과 일치하게 된다. 즉, 0.1425로 가장 높은 가중치가

적용된 범죄안전 지표의 경우 최댓값도 0.1425가 되고, 0.0442로 가장 낮은 

가중치가 적용된 문화시설의 경우 최댓값이 0.0442가 되는 것이다. 전술

한 바와 같이 AHP 분석 방법에 따라 전문가 설문 결과로 가중치가 적

용되었는데, 전문가들은 문화시설과 여가환경 지표에 비해 범죄안전과

교통안전 지표와 같은 안전영역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범위 표준화를 적용하였을 때, 변수의 값이 가장 낮은 지역의 경우 0이

되기 때문에, 10개 지표의 최솟값은 모두 0이 된다.

지표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교통안전 0 0.1406 0.1158 0.0173 30.3457 -4.7206
범죄안전 0 0.1425 0.1138 0.0215 13.0389 -2.9973
예방접종 0 0.0965 0.0635 0.0194 1.9004 -1.3801

아동 대상 의사 0 0.1275 0.0197 0.0169 24.6501 4.1738
교육의 질 0 0.0526 0.0128 0.0089 5.4431 1.8691

유아 보육시설 0 0.0820 0.0313 0.0145 1.4737 0.6707
아동복지시설 0 0.0804 0.0205 0.0119 9.1671 2.2833
문화시설 0 0.0442 0.0046 0.0064 21.6722 4.1540
여가환경 0 0.0523 0.0041 0.0065 47.2060 6.3848
대기환경 0 0.1019 0.0540 0.0211 0.1516 -0.1656

표 38. 지표별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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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18은 각 지표별 공간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9 ～ 18은 자연 

분류법(natural break)으로 계급 구간(급간)을 나누어 지도로 나타내었다.

그림 9. 교통안전 지표의 공간 분포

그림 9는 교통안전 지표의 공간 분포를 나타낸다. 교통안전 지표의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경기 여주시(1위), 서울 동대문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경기 군포시, 서울 노원구, 서울 강북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관

악구, 서울 도봉구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로써 교통안전 지표의 경우, 

상위 지역이 주로 서울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통안전

지표의 하위 지역을 살펴보면경기 가평군(66위), 경기 안성시, 인천

강화군, 경기 양평군, 인천 중구, 경기 광주시, 서울 중구, 경기 평택시, 

경기 연천군, 경기 이천시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교통안전 지표는지
역별 만 18세 미만 아동의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로 계산되었으며, 아

동의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의 값이 클수록 아동친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표를 산정할 때는 역코딩을 하였다. 그러므로 본 지도(그림

9)에서의 상위 지역은 만 18세 미만 아동의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이 낮

은 곳, 하위 지역은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이 높은 곳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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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범죄안전 지표의 공간 분포

그림 10은 범죄안전 지표의 공간 분포를 나타낸다. 범죄안전 지표의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경기 의왕시(1위), 경기 하남시, 인천 옹진군, 서울 

도봉구, 경기 김포시, 경기 용인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파주시, 인천

강화군, 경기 고양시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하위 지역의 경우는서울
중구(66위),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마포구, 서울

금천구, 서울 강남구, 인천 부평구, 서울 광진구, 경기 평택시등의 순

서로 나타난다. 이는 주로 경기 남동부 지역과 경기 북서부 지역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서울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범죄

안전 지표는인구 천 명당 지역별 5대 범죄 발생률로 계산되었으며, 

이 역시 5대 범죄 발생률이 높을수록 아동친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므로 지표를 산정할 때는 역코딩을 하였다. 그러므로 본 지도(그림 10)

에서의 상위 지역은 5대 범죄 발생률이 낮은 곳, 하위 지역은 5대 범죄

발생률이 높은 곳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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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예방접종 지표의 공간 분포

그림 11은 예방접종 지표의 공간 분포를 나타낸다. 예방접종 지표의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경기 연천군(1위), 인천 동구, 경기 구리시, 경기

시흥시, 경기 오산시, 경기 안성시, 경기 하남시, 경기 군포시, 경기 수원

시, 경기 의정부시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하위 지역은서울 강남구

(66위), 경기 양평군, 서울 용산구, 경기 과천시, 서울 서초구, 경기 가평군, 

서울 종로구, 인천 강화군, 서울 서대문구, 서울 은평구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예방접종 지표는생후 36개월 완접접종률로 계산되었으며, 

예방접종 지표가 높을수록 아동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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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아동 대상 의사 지표의 공간 분포

그림 12는 아동 대상 의사 지표의 공간 분포를 나타낸다. 예방접종

지표의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서울 종로구(1위), 서울 서대문구, 서울

중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서초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용산구, 

경기 성남시, 경기 구리시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하위 지역은경기
양평군(66위), 경기 과천시, 경기 가평군, 인천 동구, 경기 포천시, 경기

연천군, 경기 광주시, 경기 여주시, 인천 강화군, 경기 양주시등의 순

서로 나타난다. 이는 주로 서울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대부분의

경기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아동 대상 의사 지표는

아동 천 명당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로 계산되었으며, 아동 대상 의사 

지표가 높을수록 아동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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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교육의 질 지표의 공간 분포

그림 13은 교육의 질 지표의 공간 분포를 나타낸다. 교육의 질 지표의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인천 옹진군(1위),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여주시, 서울 중구, 경기 포천시, 경기 양평군, 서울

종로구, 서울 금천구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하위 지역은경기 광주시

(66위), 경기 오산시, 경기 용인시, 경기 수원시, 경기 과천시, 경기 광명시, 

경기 고양시, 서울 서초구, 경기 구리시, 경기 성남시등의 순서로 나타

난다. 이는 주로 경기 북동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북동부 지역

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 지역에서 낮은 양상을 보인다. 교육의 질 지표

는초등학교․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로 계산되었으며,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아동친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지표를

산정할 때는 역코딩을 하였다. 그러므로 본 지도(그림 13)에서의 상위

지역은 초등학교․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지역, 하위 지역은 초등

학교․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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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유아 보육시설 지표의 공간 분포

그림 14는 유아 보육시설 지표의 공간 분포를 나타낸다. 유아 보육

시설 지표의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경기 동두천시(1위), 경기 안성시, 

경기 양주시, 경기 의정부시, 서울 노원구, 경기 과천시, 경기 포천시, 

인천 동구, 경기 광명시, 서울 도봉구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하위 지역은

서울 서초구(66위), 서울 강남구, 인천 강화군,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 인천 남구, 서울 성동구, 서울 송파구, 서울 동작구, 인천 남동구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는 주로 경기 북부 및 경기 남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대부분의 서울 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유아 보육시설 지표는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로 계산되었으며, 

유아 보육시설 지표가 높을수록 아동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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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아동복지시설 지표의 공간 분포

그림 15는 아동복지시설 지표의 공간 분포를 나타낸다. 아동복지시설

지표의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인천 강화군(1위), 서울 금천구, 경기 동

두천시, 경기 여주시, 인천 동구, 서울 종로구, 경기 안산시, 서울 강북구, 

서울 관악구, 경기 광명시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하위 지역은서울
강남구(66위), 서울 서초구, 인천 중구, 서울 송파구, 경기 용인시, 서울

서대문구, 경기 고양시, 서울 노원구, 서울 마포구, 서울 용산구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는 주로 경기 북동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서울 중심부 지역 및 경기 남부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아동복지시설 지표는아동 천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로 계산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지표가 높을수록 아동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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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문화시설 지표의 공간 분포

그림 16은 문화시설 지표의 공간 분포를 나타낸다. 문화시설 지표의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서울 종로구(1위), 서울 중구, 경기 과천시, 경기

가평군, 인천 강화군, 인천 중구, 경기 양평군, 경기 연천군, 경기 포천시, 

경기 파주시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하위 지역은서울 중랑구(66위), 

경기 의정부시, 서울 양천구, 서울 동작구, 인천 남동구, 서울 관악구, 서울 

강동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인천 부평구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는 서울 종로구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주로 경기 북동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서울․인천 대부분의 지역과 북동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기 지역에서도 낮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문화시설 지표는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로 계산되었으며, 

문화시설 지표가 높을수록 아동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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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여가환경 지표의 공간 분포

  

그림 17은 여가환경 지표의 공간 분포를 나타낸다. 여가환경 지표의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경기 과천시(1위), 경기 연천군,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경기 파주시, 경기 성남시, 경기 가평군, 경기 구리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양주시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하위 지역은서울 금천구
(66위), 인천 옹진군, 인천 강화군, 인천 중구, 인천 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서울 광진구, 서울 관악구등의 순서로 나타

난다. 이는 대부분의 경기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며 이와는 

반대로 대부분의 서울 및 인천 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여가환경 지표는1인당 공원 면적으로 계산되었으며, 여가환경 지표가 

높을수록 아동친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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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대기환경 지표의 공간 분포

그림 18은 대기환경 지표의 공간 분포를 나타낸다. 대기환경 지표의

상위 지역을 살펴보면인천 옹진군(1위), 서울 노원구, 인천 강화군, 서울 

용산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동작구, 서울 금천구, 인천 서구, 경기 남양주시, 

서울 종로구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하위 지역은경기 평택시(66위), 

경기 김포시, 경기 파주시, 경기 구리시, 경기 이천시, 경기 부천시, 인천

계양구, 경기 화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동두천시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대기환경 지표는미세먼지 오염도(PM-10)로 계산되었으며, 미세먼지

오염도(PM-10)가 심할수록 아동친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표를 

산정할 때는 역코딩을 하였다. 그러므로 본 지도(그림 18)에서의 상위

지역은 미세먼지 오염도(PM-10)가 적은 곳, 하위 지역은 미세먼지 오염도

(PM-10)가 높은 곳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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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공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공간 분석을 실시하

였다. 먼저, 수도권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전역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Moran(1950)의  통계량을 이용하였다. Moran’s  의 식은 아래의

식 (2)와 같다. 여기에서 은 공간 단위의 수, 는 구역의 속성, 는 

구역의 속성, 는 평균, 는 공간가중치를 의미한다. 모란의  통계량

은   ∼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의 경우 완전한 양의 공간자기상관, 

 의 경우 완전한 음의 공간자기상관을 의미한다(이희연․노승철, 

2013). 양의 공간자기상관은 한 지역이 이웃하는 지역들과 높은 유사한

속성(값)을 가지고 인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음의 공간자기상관은 한 지

역이 이웃하는 지역과 다른 속성(값)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

의 Moran’s  분석 결과 0.164의 값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서 미약하게 양의 공간자기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39).

               







∙



 








   
             (2)

구분 Moran’s  -value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0.164 0.0199

표 39.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전역적 통계량

다음으로 수도권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국지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Getis-Ord’s 
＊를 이용한 핫스팟(hot Spot) 분석을 실시하였다. 

Getis-Ord’s 
＊의 식은 아래의 식 (3)과 같다(Aldstadt and Getis, 

2006:329). 여기에서 은 공간 단위의 수, 는 의 속성(값),  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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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가중행렬의 요소의 값을 의미한다. 핫스팟이란 높은 속성(값)

들이 유의미하게 모여 있는 공간 클러스터(spatial clusters)를 말하며, 이에 

반해 콜드스팟(cold spot)이란 낮은 속성(값)들이 유의미한 공간 클러스터를 

말한다(Peeters et al.,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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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는 그림 19와 같다. 그림 19에서 핫스팟은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중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가진 지점들에 둘러

싸인 높은 값을 가진 지점이며, 콜드스팟은 이와 반대로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중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를 가진 지점들로 둘러싸인 낮은 값을

가진 지점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경기

의정부시, 경기 양주시의 서울 북부 지역과 이 지역에 인접하여 연속되는 

경기 중․북부 지역을 잇는 축을 중심으로 남북 방향의 핫스팟이 형성되어 

있어, 이 지역에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가 높은 지역들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서울 중심부의 강남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를 잇는 

축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의 콜드스팟이 형성되어 있어, 이 지역에 아동

친화도시 종합지표가 낮은 지역들이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중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가 가장 높은 인천 옹진군에도 핫스팟이 형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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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Getis-Ord’s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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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의 제 4장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공간 분포 및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상위 10개 지역과

하위 10개 지역을 정리하면 표 40, 표 41과 같다.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상위 10개 지역은인천 옹진군․서울 노원구․서울 도봉구․경기 연천

군․서울 종로구․인천 동구․경기 의왕시․경기 동두천시․인천 강화

군․서울 금천구이며(표 40),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하위 10개 지역은

경기 가평군․서울 강남구․서울 서초구․경기 평택시․서울 중구․

경기 양평군․서울 용산구․인천 남구․서울 영등포구․서울 마포구의
순서를 보인다(표 41). 

순위 지역

1 인천 옹진군

2 서울 노원구

3 서울 도봉구

4 경기 연천군

5 서울 종로구

6 인천 동구

7 경기 의왕시

8 경기 동두천시

9 인천 강화군

10 서울 금천구

표 40.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상위 10개 지역

   

순위 지역

66 경기 가평군

65 서울 강남구

64 서울 서초구

63 경기 평택시

62 서울 중구

61 경기 양평군

60 서울 용산구

59 인천 남구

58 서울 영등포구

57 서울 마포구

표 41.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하위 10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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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지역은 총

31개 지역이다(표 2). 이 중 서울은 11개 지역(성북구․도봉구․송파구․

강동구․종로구․강서구․노원구․성동구․광진구․서대문구․강북구), 

인천은 2개 지역(서구․동구), 경기도는 4개 지역(오산시․수원시․광명

시․화성시)으로, 수도권의 총 17개 지역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

다. 즉, 우리나라 전체 아동친화도시 중 5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된 지역별 아동친화도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실제 인증 받은 지역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로

부터 수도권 지역의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상위 10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2019년 1월 기준 현재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지역은 서울

노원구, 서울 도봉구, 서울 종로구, 인천 동구의 총 4지역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 하위 10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실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지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

나라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황(표 2)과 비교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수립한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와 이를 활용한 아동친화도시 종합

지표 분석 결과가 현실과 일정 부분 이상 부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수도권 아동친화도의 국지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Getis-

Ord’s 
＊를 이용한 핫스팟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

구, 서울 노원구, 경기 의정부시, 경기 양주시의 서울 북부 지역과 이 지

역에 인접하여 연속되는 경기 중․북부 지역에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가

높은 수치들이 공간 클러스터를 형성한 핫스팟이 나타나고, 서울 강남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의 서울 중심부 지역에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가

낮은 수치들이 공간 클러스터를 형성한 콜드스팟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도권 지역 중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가 가장 높은 인천

옹진군에도 핫스팟이 나타났다.

핫스팟 지역들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지역

들과의 관계를 비교하여 본 결과, 핫스팟 지역에 속하는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서울 노원구․경기 의정부시․경기 양주시 중 경기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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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경기 양주시를 제외한 서울 강북구․서울 도봉구․서울 노원구 지

역은 실제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상태로, 아동친화도 수치가

높은 시․군․구가 군집을 이루는 핫스팟 지역과 실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지역 사이에 교집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지역의 핫스팟 분포는 한 지역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면, 주변

지역들도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그 결과 공간자기상관 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리학 분야의 기존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정량적인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수립하여 수도권의 아동친화도시 종합

지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수도권의 아동친화도를 정량적으로 고찰하였

으며,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공간 분포를 알아보고 공간 분석까지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하였지만, 추후의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의 범위를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한 전국적 공간

범위에서의 아동친화도에 대한 지리학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의 목적인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

지표 수립과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공간 분포 분석에 있어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한 정량적인 분석에 중점을 두었기에, 정성적인 요소를 고려

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정성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밀도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지리 전공

자로 국한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다양화로 다양한

관점이 반영된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 수립 및 분석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유엔아동권리

협약 및 유니세프의 정의에 따라만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였는데, 

추후의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을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으로 세분화하여 연령별 및 발달 단계별로 아동친화도와 공간

분포를 살펴본다면 더욱 깊은 수준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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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를 의미한다. 아동친화

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거주하는 환경의 아동친화

정도 즉, 아동친화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정량적 자료에 기반하여 평가하기 위한 아동친화

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수립한 후, 이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수도권 도시들의 

아동친화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수립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5개 영역(안전․건강․교육․복지․환경)의 10개 지표(교통안전․범죄

안전․예방접종․아동 대상 의사․교육의 질․유아 보육시설․아동복지

시설․문화시설․여가환경․대기환경)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5개 영역의 10개 지표를 토대로 최종적인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구축하기 위해 AHP를 적용하였다. 5개 영역․10개

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22명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범죄안전(안전

영역), 교통안전(안전 영역), 아동 대상 의사(건강 영역), 대기환경(환경

영역), 예방접종(건강 영역), 유아 보육시설(교육 영역), 아동복지시설

(복지 영역), 교육의 질(교육 영역), 여가환경(환경 영역), 문화시설(복지

영역)의 순서로 지표의 가중치가 높게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립한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수도권의 66개

시․군․구 지역에 적용하여, 수도권 지역의 시․군․구별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공간 분포 특성을 고찰하고 공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의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분포는 서울의 북부지역과 이 지역에

인접한 경기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서울의 중심부

지역을 중심으로 낮게 나타나는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수도권 도시들의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공간 분석 결과에서도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경기 의정부시, 경기 양주시의 서울 북부 지역과 이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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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하여 연속되는 경기 중․북부를 잇는 축을 중심으로 남북 방향의

핫스팟이 형성되어 있고, 서울 중심부의 강남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를 

잇는 축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의 콜드스팟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친화도 분석을 위한 정량적인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

지표를 수립하고, 이들 종합지표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수도권 도시들의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공간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지리학 분야의 아동친화도시 관련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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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전문가 설문지

아동친화도시 종합 평가지표를 이용한 아동친화도 분석

본 설문지는 수도권 도시의 아동친화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실행

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본 설문은 아동친화도시를 평가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우리나라

수도권 도시의 정량적인 아동친화도를 구하여 각 지역의 분포 현황을 알아보고, 지역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 CFC)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 사회로,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합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니세프에서

제시한 기준인 만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아동친화도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영역 및 지표)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

으로 하는 설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기준들 중 중요도를 비교하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쪽의 중요도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학술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각 설문에 대한 보안은 철저

하게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응답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1 -

＊ 본 연구는 총 5개 영역과 1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개 영역은① 안전, ② 건강, ③ 교육, ④ 복지, ⑤ 환경으로 구성됩니다.

영역 지표

안전
교통안전 (아동 교통사고 사상자율)
범죄안전 (5대 범죄 발생률)

건강
예방접종 (생후 36개월 완전접종률)
아동 대상 의사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

교육
교육의 질 (초등학교․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유아 보육시설 (유아 보육시설 수)

복지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수)
문화기반시설 (문화기반시설 수)

환경
여가환경 (공원 면적)
대기환경 (미세먼지 오염도)

최종 선정 영역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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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역 중요도

  1. 다음의 2개씩 짝지어진 영역들 중에서 아동친화도시 평가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의 중요도를 선택하여 1곳에√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중요도 중요 ← 동등 → 중요 중요도

척도 5 4 3 2 1 2 3 4 5 척도

1 안전 건강

2 안전 교육

3 안전 복지

4 안전 환경

5 건강 교육

6 건강 복지

7 건강 환경

8 교육 복지

9 교육 환경

10 복지 환경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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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역 별 지표 중요도

   1. 다음은 안전 영역의 2가지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2개씩 짝지어진 지표 중에서 아동친화도시 평가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의 중요도를 선택하여 1곳에√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중요도

중

요
←

동

등
→

중

요
중요도

척도 5 4 3 2 1 2 3 4 5 척도

안전

교통안전*

(아동 

교통사고 

사상자율)

범죄안전**

(5대 범죄

발생률)

 * 교통안전 지표의 변수: 만 18세 미만 아동의 교통사고 사상자비율

 ** 범죄안전 지표의 변수: 인구 천 명당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률

  2. 다음은 건강 영역의 2가지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2개씩 짝지어진 지표 중에서 아동친화도시 평가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의 중요도를 선택하여 1곳에√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중요도

중

요
←

동

등
→

중

요
중요도

척도 5 4 3 2 1 2 3 4 5 척도

건강

예방

접종*

(생후 36개월 

완전접종률)

아동 대상 

의사**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

 * 예방접종 지표의 변수: 생후 36개월 완전접종률

 ** 아동 대상 의사 지표의 변수: 아동 천 명당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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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은 교육 영역의 2가지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2개씩 짝지어진 지표 중에서 아동친화도시 평가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의 중요도를 선택하여 1곳에√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중요도

중

요
←

동

등
→

중

요
중요도

척도 5 4 3 2 1 2 3 4 5 척도

교육

교육의 질*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유아 

보육시설** 

(유아

보육시설 수)

 * 교육의 질 지표의 변수: 초등학교․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 유아 보육시설 지표의 변수: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4. 다음은 복지 영역의 2가지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2개씩 짝지어진 지표 중에서 아동친화도시 평가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의 중요도를 선택하여 1곳에√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중요도

중

요
←

동

등
→

중

요
중요도

척도 5 4 3 2 1 2 3 4 5 척도

복지

아동

복지시설*

(지역아동

센터 수)

문화

시설**

(문화

기반시설 수)

 * 아동복지시설 지표의 변수: 아동 천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

 ** 문화시설 지표의 변수: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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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음은 환경 영역의 2가지 지표에 대한 중요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2개씩 짝지어진 지표 중에서 아동친화도시 평가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의 중요도를 선택하여 1곳에√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중요도

중

요
←

동

등
→

중

요
중요도

척도 5 4 3 2 1 2 3 4 5 척도

환경

여가환경*

(공원 

면적)

대기환경**

(미세먼지

오염도)

 * 여가환경 지표의 변수: 1인당 공원 면적

 ** 대기환경 지표의 변수: 미세먼지 오염도(PM-10)

- 감사합니다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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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아동친화도시 종합지표의 순위

순위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인천 옹진군
(0.5558) 23 서울 성북구

(0.4576) 45 인천 계양구
(0.4301)

2 서울 노원구
(0.5247) 24 경기 시흥시

(0.4561) 46 경기 구리시
(0.4230)

3 서울 도봉구
(0.5132) 25 경기 안성시

(0.4560) 47 인천 연수구
(0.418025)

4 경기 연천군
(0.5109) 26 서울 중랑구

(0.4547) 48 경기 오산시
(0.418020)

5 서울 종로구
(0.4986) 27 경기 여주시

(0.4546) 49 인천 중구
(0.4166)

6 인천 동구
(0.4977) 28 서울 송파구

(0.4534) 50 경기 화성시
(0.4165)

7 경기 의왕시
(0.4914) 29 서울 관악구

(0.4516) 51 경기 고양시
(0.4161)

8 경기 동두천시
(0.4905) 30 서울 은평구

(0.44768) 52 경기 광주시
(0.4095)

9 인천 강화군
(0.4904) 31 경기 안양시

(0.44767) 53 인천 남동구
(0.4056)

10 서울 금천구
(0.4826) 32 서울 광진구

(0.4463) 54 경기 부천시
(0.3996)

11 경기 남양주시
(0.4819) 33 서울 구로구

(0.4444) 55 경기 김포시
(0.3992)

12 경기 양주시
(0.4782) 34 서울 강동구

(0.4440) 56 경기 이천시
(0.3918)

13 서울 강북구
(0.4781) 35 경기 안산시

(0.4404) 57 서울 마포구
(0.3916)

14 인천 서구
0.4727) 36 경기 포천시

(0.4403) 58 서울 영등포구
(0.3855)

15 경기 의정부시
(0.4707) 37 경기 하남시

(0.4401) 59 인천 남구
(0.3847)

16 경기 군포시
(0.4686) 38 서울 서대문구

(0.4393) 60 서울 용산구
(0.3840)

17 경기 광명시
(0.4674) 39 인천 부평구

(0.4365) 61 경기 양평군
(0.3791)

18 경기 과천시
(0.4657) 40 경기 파주시

(0.4364) 62 서울 중구
(0.3721)

19 서울 양천구
(0.4644) 41 서울 성동구

(0.4358) 63 경기 평택시
(0.3538)

20 서울 동작구
(0.4635) 42 경기 용인시

(0.4340) 64 서울 서초구
(0.3451)

21 서울 동대문구
(0.4600) 43 서울 강서구

(0.4324) 65 서울 강남구
(0.3233)

22 경기 성남시
(0.4595) 44 경기 수원시

(0.4306) 66 경기 가평군
(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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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역별 수도권 시․군․구 순위

  

1) 안전 영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서울 도봉구 23 서울 서대문구 45 서울 광진구

2 경기 의왕시 24 서울 강동구 46 경기 이천시

3 인천 옹진군 25 경기 고양시 47 인천 동구

4 경기 군포시 26 서울 성동구 48 경기 양평군

5 서울 성북구 27 경기 안양시 49 인천 부평구

6 서울 노원구 28 서울 강북구 50 서울 서초구

7 경기 김포시 29 서울 동대문구 51 인천 강화군

8 서울 은평구 30 경기 성남시 52 경기 포천시

9 경기 파주시 31 인천 계양구 53 경기 구리시

10 경기 남양주시 32 서울 관악구 54 인천 남구

11 경기 용인시 33 서울 중랑구 55 경기 안산시

12 경기 여주시 34 경기 과천시 56 서울 강남구

13 인천 연수구 35 경기 부천시 57 서울 마포구

14 경기 하남시 36 경기 시흥시 58 인천 중구

15 서울 동작구 37 인천 남동구 59 경기 평택시

16 인천 서구 38 경기 동두천시 60 서울 금천구

17 서울 송파구 39 서울 구로구 61 경기 안성시

18 서울 양천구 40 경기 광주시 62 서울 영등포구

19 경기 화성시 41 경기 연천군 63 서울 용산구

20 경기 광명시 42 경기 수원시 64 서울 종로구

21 서울 강서구 43 경기 의정부시 65 경기 가평군

22 경기 양주시 44 경기 오산시 66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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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영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서울 종로구 23 경기 군포시 45 인천 남동구

2 경기 구리시 24 서울 노원구 46 경기 고양시

3 서울 중구 25 경기 안양시 47 경기 포천시

4 경기 연천군 26 경기 성남시 48 서울 강북구

5 서울 강동구 27 서울 성동구 49 경기 남양주시

6 서울 동대문구 28 인천 부평구 50 서울 관악구

7 서울 광진구 29 서울 영등포구 51 경기 광주시

8 경기 수원시 30 경기 광명시 52 서울 동작구

9 경기 시흥시 31 경기 김포시 53 서울 성북구

10 서울 도봉구 32 인천 계양구 54 경기 동두천시

11 서울 의정부시 33 경기 안산시 55 인천 연수구

12 서울 서대문구 34 경기 화성시 56 경기 용인시

13 인천 동구 35 서울 양천구 57 서울 마포구

14 서울 송파구 36 경기 파주시 58 서울 은평구

15 경기 하남시 37 경기 부천시 59 경기 여주시

16 경기 오산시 38 서울 금천구 60 서울 서초구

17 서울 중랑구 39 경기 이천시 61 서울 용산구

18 인천 서구 40 인천 옹진군 62 서울 강남구

19 경기 안성시 41 서울 강서구 63 인천 강화군

20 서울 구로구 42 인천 중구 64 경기 가평군

21 인천 남구 43 경기 양주시 65 경기 과천시

22 경기 의왕시 44 경기 평택시 66 경기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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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영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경기 동두천시 23 경기 의왕시 45 경기 오산시

2 인천 옹진군 24 서울 동대문구 46 경기 평택시

3 경기 안성시 25 경기 군포시 47 서울 강북구

4 경기 포천시 26 서울 종로구 48 서울 성동구

5 경기 양주시 27 경기 안양시 49 서울 은평구

6 경기 연천군 28 서울 양천구 50 인천 서구

7 인천 동구 29 서울 관악구 51 경기 이천시

8 서울 노원구 30 경기 남양주시 52 경기 부천시

9 경기 의정부시 31 서울 중구 53 경기 성남시

10 서울 금천구 32 서울 중랑구 54 서울 서대문구

11 경기 가평군 33 경기 양평군 55 경기 화성시

12 서울 도봉구 34 인천 부평구 56 경기 광주시

13 인천 계양구 35 경기고양시 57 경기 김포시

14 경기 과천시 36 서울 성북구 58 서울 송파구

15 경기 여주시 37 인천 강화군 59 서울 마포구

16 인천 중구 38 경기 수원시 60 서울 동작구

17 경기 안산시 39 서울 용산구 61 인천 남동구

18 경기 광명시 40 서울 강동구 62 인천 연수구

19 경기 시흥시 41 서울 강서구 63 인천 남구

20 경기 파주시 42 경기 구리시 64 경기 하남시

21 서울 구로구 43 서울 광진구 65 서울 강남구

22 서울 영등포구 44 경기 용인시 66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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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 영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인천 강화군 23 경기 남양주시 45 서울 동대문구

2 서울 종로구 24 사을 중랑구 46 서울 강동구

3 경기 동두천시 25 경기 이천시 47 인천 서구

4 서울 금천구 26 인천 계양구 48 경기 하남시

5 경기 여주시 27 인천 부평구 49 경기 수원시

6 경기 가평군 28 인천 남동구 50 서울 용산구

7 경기 과천시 29 경기 구리시 51 경기 오산시

8 인천 동구 30 서울 동작구 52 인천 남구

9 서울 중구 31 서울 성북구 53 서울 양천구

10 경기 연천군 32 경기 안성시 54 경기 김포시

11 경기 안산시 33 서울 도봉구 55 경기 안양시

12 경기 양평군 34 서울 은평구 56 인천 연수구

13 경기 양주시 35 경기 평택시 57 경기 화성시

14 경기 포천시 36 인천 중구 58 서울 서대문구

15 서울 강북구 37 경기 파주시 59 서울 마포구

16 경기 시흥시 38 서울 구로구 60 경기 고양시

17 경기 광명시 39 서울 광진구 61 서울 강서구

18 서울 관악구 40 서울 영등포구 62 서울 노원구

19 경기 부천시 41 경기 의정부시 63 경기 용인시

20 인천 옹진군 42 서울 성동구 64 서울 송파구

21 경기 의왕시 43 경기 성남시 65 서울 서초구

22 경기 광주시 44 경기 군포시 66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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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 영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경기 과천시 23 서울 관악구 45 경기 광주시

2 인천 옹진군 24 서울 광진구 46 경기 양주시

3 서울 노원구 25 경기 용인시 47 서울 성동구

4 인천 강화군 26 경기 의정부시 48 경기 시흥시

5 서울 강북구 27 서울 성북구 49 경기 수원시

6 서울 용산구 28 경기 의왕시 50 서울 강동구

7 서울 동작구 29 인천 부평구 51 경기 오산시

8 경기 남양주시 30 서울 중랑구 52 인천 남동구

9 경기 성남시 31 서울 서초구 53 경기 여주시

10 인천 서구 32 서울 서대문구 54 경기 고양시

11 경기 연천군 33 경기 안양시 55 경기 동두천시

12 서울 금천구 34 서울 동대문구 56 경기 포천시

13 경기 양평군 35 인천 연수구 57 경기 화성시

14 서울 마포구 36 경기 군포시 58 서울 영등포구

15 서울 종로구 37 경기 안성시 59 인천 남구

16 서울 송파구 38 서울 강남구 60 경기 이천시

17 서울 중구 39 서울 강서구 61 경기 파주시

18 인천 동구 40 서울 구로구 62 경기 구리시

19 경기 가평군 41 경기 안산시 63 경기 부천시

20 서울 은평구 42 경기 하남시 64 인천 계양구

21 서울 도봉구 43 인천 중구 65 경기 김포시

22 서울 양천구 44 경기 광명시 66 경기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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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표별 수도권 시․군․구 순위

  

1) 교통안전

순위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경기 여주시 23 서울 강서구 45 서울 마포구

2 서울 동대문구 24 경기 양주시 46 인천 남동구

3 서울 은평구 25 서울 양천구 47 경기 고양시

4 서울 성북구 26 경기 부천시 48 경기 안산시

5 경기 군포시 27 인천 옹진군 49 경기 구리시

6 서울 노원구 28 인천 부평구 50 서울 금천구

7 서울 강북구 29 서울 성동구 51 경기 과천시

8 서울 서대문구 30 경기 수원시 52 서울 용산구

9 서울 관악구 31 경기 김포시 53 경기 포천시

10 서울 도봉구 32 경기 의왕시 54 서울 서초구

11 서울 동작구 33 경기 화성시 55 서울 영등포구

12 서울 중랑구 34 경기 동두천시 56 서울 종로구

13 서울 강동구 35 경기 의정부시 57 경기 이천시

14 경기 광명시 36 경기 성남시 58 경기 연천군

15 경기 파주시 37 경기 용인시 59 경기 평택시

16 인천 연수구 38 경기 시흥시 60 서울 중구

17 인천 서구 39 인천 동구 61 경기 광주시

18 경기 안양시 40 경기 오산시 62 인천 중구

19 서울 광진구 41 서울 강남구 63 경기 양평군

20 서울 구로구 42 인천 계양구 64 인천 강화군

21 서울 송파구 43 인천 남구 65 경기 안성시

22 경기 남양주시 44 경기 하남시 66 경기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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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안전

순위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경기 의왕시 23 인천 서구 45 서울 동대문구

2 경기 하남시 24 서울 강서구 46 경기 부천시

3 인천 옹진군 25 경기 양주시 47 경기 오산시

4 서울 도봉구 26 인천 계양구 48 경기 가평군

5 경기 김포시 27 경기 연천군 49 경기 수원시

6 경기 용인시 28 경기 광명시 50 경기 의정부시

7 경기 남양주시 29 경기 성남시 51 인천 중구

8 경기 파주시 30 서울 성동구 52 경기 구리시

9 인천 강화군 31 경기 안양시 53 서울 구로구

10 경기 고양시 32 서울 강동구 54 인천 동구

11 인천 연수구 33 인천 남동구 55 경기 안산시

12 경기 양평군 34 서울 서대문구 56 인천 남구

13 서울 노원구 35 경기 안성시 57 경기 평택시

14 경기 군포시 36 경기 이천시 58 서울 광진구

15 서울 성북구 37 서울 강북구 59 인천 부평구

16 서울 은평구 38 경기 시흥시 60 서울 강남구

17 경기 화성시 39 서울 서초구 61 서울 금천구

18 경기 광주시 40 경기 여주시 62 서울 마포구

19 서울 양천구 41 서울 관악구 63 서울 영등포구

20 경기 과천시 42 서울 중랑구 64 서울 용산구

21 서울 송파구 43 경기 포천시 65 서울 종로구

22 서울 동작구 44 경기 동두천시 66 서울 중구



- 97 -

  

3) 예방접종

순위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경기 연천군 23 인천 옹진군 45 서울 성북구

2 인천 동구 24 경기 양주시 46 서울 강북구

3 경기 구리시 25 인천 남구 47 인천 연수구

4 경기 시흥시 26 경기 안산시 48 경기 고양시

5 경기 오산시 27 경기 김포시 49 경기 동두천시

6 경기 안성시 28 경기 화성시 50 서울 영등포구

7 경기 하남시 29 서울 광진구 51 서울 송파구

8 경기 군포시 30 서울 금천구 52 경기 용인시

9 경기 수원시 31 경기 광명시 53 서울 동작구

10 경기 의정부시 32 경기 평택시 54 서울 관악구

11 서울 도봉구 33 서울 양천구 55 경기 여주시

12 인천 부평구 34 경기 광주시 56 서울 마포구

13 인천 서구 35 서울 중구 57 서울 은평구

14 경기 의왕시 36 서울 노원구 58 서울 서대문구

15 인천 계양구 37 경기 부천시 59 인천 강화군

16 서울 중랑구 38 서울 성동구 60 서울 종로구

17 서울 강동구 39 경기 남양주시 61 경기 가평군

18 경기 파주시 40 서울 구로구 62 서울 서초구

19 경기 이천시 41 서울 강서구 63 서울 과천시

20 경기포천시 42 인천 남동구 64 서울 용산구

21 경기안양시 43 인천 중구 65 경기 양평군

22 서울 동대문구 44 경기 성남시 66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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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 대상 의사

순위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서울 종로구 23 경기 광명시 45 인천 부평구

2 서울 서대문구 24 서울 도봉구 46 경기 파주시

3 서울 중구 25 서울 강북구 47 경기 군포시

4 서울 강남구 26 경기 수원시 48 경기 시흥시

5 서울 송파구 27 경기 부천시 49 경기 오산시

6 서울 서초구 28 서울 양천구 50 경기 용인시

7 서울 영등포구 29 경기 안양시 51 인천 연수구

8 서울 용산구 30 경기 의정부시 52 경기 안성시

9 경기 성남시 31 경기 김포시 53 경기 남양주시

10 경기 구리시 32 서울 강서구 54 인천 옹진군

11 서울 구로구 33 서울 마포구 55 경기 평택시

12 서울 광진구 34 경기 안산시 56 경기 이천시

13 서울 동대문구 35 경기 화성시 57 경기 양주시

14 서울 강동구 36 인천 서구 58 인천 강화군

15 서울 성동구 37 인천 남동구 59 경기 여주시

16 서울 노원구 38 경기 의왕시 60 경기 광주시

17 인천 남구 39 경기 동두천시 61 경기 연천군

18 서울 관악구 40 서울 은평구 62 경기 포천시

19 경기 고양시 41 서울 성북구 63 인천 동구

20 서울 동작구 42 인천 계양구 64 경기 가평군

21 인천 중구 43 서울 금천구 65 경기 과천시

22 서울 중랑구 44 경기 하남시 66 경기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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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의 질

순위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인천 옹진군 23 서울 마포구 45 경기 시흥시

2 인천 강화군 24 서울 구로구 46 경기 안산시

3 경기 연천군 25 인천 계양구 47 서울 강남구

4 경기 가평군 26 인천 중구 48 경기 부천시

5 경기 여주시 27 인천 부평구 49 경기 의정부시

6 서울 중구 28 서울 광진구 50 인천 연수구

7 경기 포천시 29 서울 노원구 51 경기 화성시

8 경기 양평군 30 서울 은평구 52 경기 김포시

9 서울 종로구 31 경기 이천시 53 경기 하남시

10 서울 금천구 32 서울 송파구 54 경기 군포시

11 서울 성동구 33 서울 강북구 55 경기 안양시

12 서울 영등포구 34 서울 성북구 56 경기 남양주시

13 서울 용산구 35 경기 동두천시 57 경기 성남시

14 인천 동구 36 인천 남구 58 경기 구리시

15 경기 안성시 37 인천 서구 59 서울 서초구

16 서울 서대문구 38 사을 동작구 60 경기 고양시

17 서울 중랑구 39 서울 양천구 61 경기 광명시

18 서울 강동구 40 경기 양주시 62 경기 과천시

19 서울 도봉구 41 경기 의왕시 63 경기 수원시

20 서울 관악구 42 인천 남동구 64 경기 용인시

21 서울 강서구 43 경기 평택시 65 경기 오산시

22 사을 동대문구 44 경기 파주시 66 경기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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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아 보육시설

순위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경기 동두천시 23 경기 오산시 45 서울 종로구

2 경기 안성시 24 서울 양천구 46 서울 강서구

3 경기 양주시 25 경기 가평군 47 경기 화성시

4 경기 의정부시 26 서울 구로구 48 서울 강동구

5 서울 노원구 27 경기 용인시 49 서울 은평구

6 경기 과천시 28 경기 구리시 50 경기 김포시

7 경기 포천시 29 경기 연천군 51 경기 이천시

8 인천 동구 30 서울 동대문구 52 서울 용산구

9 경기 광명시 31 인천 옹진군 53 인천 연수구

10 서울 도봉구 32 서울 성북구 54 경기 양평군

11 경기 안산시 33 서울 관악구 55 서울 중구

12 경기 시흥시 34 경기 광주시 56 경기 하남시

13 인천 계양구 35 경기 여주시 57 인천 남동구

14 서울 금천구 36 경기 평택시 58 서울 동작구

15 경기 군포시 37 서울 영등포구 59 서울 송파구

16 경기 파주시 38 인천 부평구 60 서울 성동구

17 경기 안양시 39 경기 성남시 61 인천 남구

18 인천 중구 40 서울 광진구 62 서울 마포구

19 경기 남양주시 41 서울 중랑구 63 서울 서대문구

20 경기 의왕시 42 경기 부천시 64 인천 강화군

21 경기 수원시 43 서울 강북구 65 서울 강남구

22 경기 고양시 44 인천 서구 66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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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동복지시설

순위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인천 강화군 23 인천 부평구 45 서울 성동구

2 서울 금천구 24 서울 동작구 46 서울 양천구

3 경기 동두천시 25 경기 의왕시 47 경기 하남시

4 경기 여주시 26 경기 광주시 48 경기 수원시

5 인천 동구 27 경기 구리시 49 경기 파주시

6 서울 종로구 28 경기 과천시 50 인천 남구

7 경기 안산시 29 서울 성북구 51 경기 오산시

8 서울 강북구 30 서울 은평구 52 경기 김포시

9 서울 관악구 31 경기 평택시 53 경기 안양시

10 경기 광명시 32 서울 도봉구 54 인천 연수구

11 경기 시흥시 33 경기 이천시 55 서울 강서구

12 경기 양주시 34 경기 의정부시 56 경기 화성시

13 경기 가평군 35 서울 중구 57 서울 용산구

14 경기 부천시 36 서울 광진구 58 서울 마포구

15 서울 중랑구 37 서울 구로구 59 서울 노원구

16 경기 연천군 38 경기 안성시 60 경기 고양시

17 경기 포천시 39 서울 영등포구 61 서울 서대문구

18 인천 옹진군 40 경기 성남시 62 경기 용인시

19 인천 남동구 41 서울 강동구 63 서울 송파구

20 인천 계양구 42 경기 군포시 64 인천 중구

21 경기 양평군 43 인천 서구 65 서울 서초구

22 경기 남양주시 44 서울 동대문구 66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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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화시설

순위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서울 종로구 23 인천 동구 45 경기 하남시

2 서울 중구 24 서울 서대문구 46 서울 동대문구

3 경기 과천시 25 경기 용인시 47 경기 군포시

4 경기 가평군 26 경기 남양주시 48 경기 부천시

5 인천 강화군 27 경기 안산시 49 서울 금천구

6 인천 중구 28 인천 남구 50 경기 평택시

7 경기 양평군 29 서울 성북구 51 서울 광진구

8 경기 연천군 30 경기 시흥시 52 경기 안양시

9 경기 포천시 31 서울 도봉구 53 서울 노원구

10 경기 파주시 32 경기 화성시 54 서울 은평구

11 경기 여주시 33 경기 고양시 55 서울 강서구

12 서울 용산구 34 서울 강북구 56 경기 성남시

13 경기 안성시 35 인천 연수구 57 인천 부평구

14 경기 이천시 36 서울 마포구 58 인천 서구

15 경기 양주시 37 서울 서초구 59 인천 계양구

16 경기 의왕시 38 서울 구로구 60 서울 강동구

17 경기 동두천시 39 경기 구리시 61 서울 관악구

18 서울 성동구 40 경기 김포시 62 인천 남동구

19 인천 옹진군 41 서울 영등포구 63 서울 동작구

20 경기 광주시 42 경기 광명시 64 서울 양천구

21 서울 강남구 43 경기 수원시 65 경기 의정부시

22 경기 오산시 44 서울 송파구 66 서울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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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가환경

순위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경기 과천시 23 경기 여주시 45 서울 서대문구

2 경기 연천군 24 경기 광명시 46 서울 성동구

3 경기 화성시 25 경기 남양주시 47 서울 강북구

4 경기 평택시 26 경기 군포시 48 인천 남동구

5 경기 파주시 27 경기 고양시 49 서울 양천구

6 경기 성남시 28 경기 양평군 50 서울 송파구

7 경기 가평군 29 서울 동작구 51 서울 노원구

8 경기 구리시 30 경기 광주시 52 서울 구로구

9 경기 동두천시 31 서울 마포구 53 서울 동대문구

10 경기 양주시 32 경기 의정부시 54 서울 용산구

11 경기 이천시 33 경기 안성시 55 인천 계양구

12 경기 시흥시 34 서울 강동구 56 서울 영등포구

13 경기 김포시 35 서울 강남구 57 서울 관악구

14 경기 의왕시 36 서울 성북구 58 서울 광진구

15 경기 오산시 37 인천 서구 59 인천 연수구

16 경기 수원시 38 서울 종로구 60 인천 남구

17 경기 안양시 39 서울 은평구 61 인천 부평구

18 경기 안산시 40 서울 도봉구 62 인천 동구

19 경기 하남시 41 서울 강서구 63 인천 중구

20 경기 포천시 42 서울 중랑구 64 인천 강화군

21 서울 중구 43 경기 부천시 65 인천 옹진군

22 경기 용인시 44 서울 서초구 66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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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기환경

순위 지역 순위 지역 순위 지역

1 인천 옹진군 23 경기 과천시 45 경기 하남시

2 서울 노원구 24 경기 가평군 46 경기 광주시

3 인천 강화군 25 서울 성북구 47 서울 강동구

4 서울 용산구 26 인천 부평구 48 인천 남동구

5 서울 강북구 27 경기 의정부시 49 경기 수원시

6 서울 동작구 28 경기 용인시 50 경기 시흥시

7 서울 금천구 29 서울 동대문구 51 경기 양주시

8 인천 서구 30 서울 중랑구 52 경기 고양시

9 경기 남양주시 31 서울 서대문구 53 경기 오산시

10 서울 종로구 32 서울 서초구 54 경기 여주시

11 서울 마포구 33 인천 연수구 55 서울 영등포구

12 서울 송파구 34 경기 의왕시 56 인천 남구

13 인천 동구 35 서울 강서구 57 경기 동두천시

14 경기 성남시 36 서울 구로구 58 경기 포천시

15 경기 양평군 37 서울 강남구 59 경기 화성시

16 서울 중구 38 인천 중구 60 인천 계양구

17 서울 도봉구 39 경기 안양시 61 경기 부천시

18 서울 은평구 40 경기 군포시 62 경기 이천시

19 서울 양천구 41 경기 안성시 63 경기 구리시

20 경기 연천군 42 서울 성동구 64 경기 파주시

21 서울 광진구 43 경기 광명시 65 경기 김포시

22 서울 관악구 44 경기 안산시 66 경기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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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Assessment Indicator of 

Child-Friendly City and its Spatial Distribution

Asoo Choi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eography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friendly city is the city devoted to accomplishing child rights as 

enunciat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ccordingly, it is defined as a city in which children can grow up in a 

safe and healthy environment. Children are the future and hope of our 

society, and for this reason creating an safe and healthy environment for 

children ought to be regarded as one of the important responsibilities of our 

society. For creating a child-friendly environment, assessing the child-friendliness 

of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child lives should be prec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ssessment 

indicator of child-friendly city for evaluating child-friendly environment 

based on quantitative data, and then is to apply the resulting assessment 

indicator to explore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hild-friendliness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For this purpose, the indicators used in the previous 

research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and supplemented, thus ten 

indicators (traffic safety, crime safety, vaccination, pediatrician, quality of 

education, day care facility, child welfare institution, cultural facility, leisure 

environment, and atmospheric environment) in five areas (safety,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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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welfare, and environment) were selected. Apply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ology, an expert survey on the importance of 

these five areas and ten indicators was conducted. Through this process,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indicator of child-friendly city has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examine the spatial distribution and the regional differences of 

child-friendliness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indicator of child-friendly city developed in this study was 

employed for the city-county-district (Si-Gun-Gu) units in this area, and 

spatial analysis was also conducted. As a result, the comprehensive indicator 

of child-friendly city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is high in the northern 

part of Seoul, and the central and northern part of Gyeonggi adjacent to 

northern Seoul while it is low in the central part of Seoul. Furthermore, the 

spatial analysis shows that hot spots have been observed in the north-south 

axis comprised of northern Seoul (Gangbuk-gu, Dobong-gu, and Nowon-gu) 

and its adjacent central and northern Gyeonggi (Uijeongbu-si and Yangju-si). 

Meanwhile, cold spots have been identified in the east-west axis consisted of 

Gangnam-gu, Seongdong-gu, Yongsan-gu, and Mapo-gu across central Seoul.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indicator of child-friendly city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quantitative variable, which facilitates the examination 

of the spatial distribution and even enables spatial analysis of the degree of  

child-friendliness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future study of child-friendly city 

in the field of urban geography.

keywords : child-friendly city (CFC), comprehensive assessment indicator of  

          child-friendly city, AHP, spatial distribution, spatial analysis,     

          Seoul Metropolit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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