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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도시공원은 시민의 여가 공간으로 시민들이 공원을 방문하는 정도는 공원이 제공하는 사회적 효용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입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도시공원을 방문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방문

잠재력 지수를 제안한다. 방문 잠재력 지수는 도시공원 입지의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간 접근성과 기회

대체성을 결합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공간 접근성은 공원의 서비스 권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 분포로 측정했으며, 도시공원의

기회 대체성은 인접 공원의 이용 가능성으로 측정하였다. 도시공원의 공간 접근성과 기회 대체성은 각각 수요와 공급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를 결합한 방문 잠재력 지수는 공원의 공급 필요성이 큰 입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사례 분석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방문 잠재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도시공원 방문 잠재력 지수는 도시공원의 입지적 가치를 다각도에서 포착하고 유연한 평가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입지와 신규 후보 입지 모두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도시공원 입지, 공간 접근성, 기회 대체성, 방문 잠재력 지수,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

Abstract : An urban park is a leisure space for citizens and the extent to which the park is visited can thus
be a useful index for measuring the degree of social utility provided by the park. This study proposes the Visit 
Potential Index (VPI) which evaluates the extent to which an urban park is visited based on its locational 
properties. The VPI combines the concepts of spatial accessibility and opportunity fungibility by considering 
spatial efficiency as well as equity. The spatial accessibility of an urban park is calculated by the number of
residents within the service area of the park, while the opportunity fungibility of an urban park is defined in
terms of the availability of neighboring parks. Since spatial accessibility and opportunity fungibility are demand-
and supply-side concepts respectively, the VPI can effectively reveal the locations that should be provided with
more park service. As a case study, we evaluate the visit potential of urban natural park districts in Seoul, which
are of increasing social interest, in regard to the Sunset law. The VPI is expected to be utilized for evaluating
new and existing locations of urban parks by providing a more flexible way of assessing their locational values 
from multiple angles.
Key Words : Urban park location, Spatial accessibility, Opportunity fungibility, Visit Potential Index (VPI), Spatial

efficiency and equity

- 75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eyhoney@snu.ac.kr)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gunhlee@snu.ac.kr)



박혜현⋅이건학

- 76 -

I. 서론

도시공원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속하는 기반시설의 

일종으로, 공원의 지정·구조·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바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공원

으로 개발할 지역을 지정할 때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에 명

시된 유치 거리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여러 개의 후보 입지

들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신규 지정 외에도 기존에 입지해 있는 공원들을 비

교하고 그 중 일부를 선정하여 보수하거나 공원 용지를 타 

용도로 재개발하기 위해 지정 취소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

기도 한다. 위 의사결정 문제들의 공통점은 공원의 현재 혹

은 후보 입지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필요

로 한다는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

해서는 공원의 실제적 가치를 포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

가 기준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이경주 등, 2015).

최근 공원 입지의 평가와 관련해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받

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에 따른 장

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의 우선 순위 평가 문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정부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고시한 후에 2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2020년 7월 1일까지 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시 효

력을 상실하고 토지 소유주의 의지에 따라 타 용도로의 개

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일몰제의 적용 대상

이 된 공원 토지의 전체 크기는 118.5km
2
에 달한다. 시 정

부의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여 기한 내에 해당 토지를 모두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서울시는 일종의 미봉책으로

써 실효 예정 면적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69.2km
2
를 최초

로 ‘도시자연공원구역(urban natural park district)’으로 지

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이 아

닌 용도구역상 공원이므로 해당 토지는 더이상 일몰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일몰제로 인해 최초로, 그리고 다

소 급하게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

하여 체계적인 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추후에 결정 내용의 

조정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은 엄밀히 말해 도시공원은 아니지만 기존 도시공원의 부

지의 상당 부분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편입되었고 시 

행정부의 지정 및 관리의 대상으로서 그 공급 여부나 정도

가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원과의 유

사한 성격의 공원 서비스로 취급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일몰제 시행의 근본

적 배경인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 소송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

면(조선비즈, 2020),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시 정부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다. 서울시도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

고 추후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에 대해 보상할 것이라 

밝혔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단시일 내에 전체 부지를 매

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서울시 도

시자연공원구역 중 어느 곳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 혹은 매입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일부를 지정 취소해야 

한다면 어느 곳을 먼저 반납해야 하는지 등의 사항을 결정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가치

를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공원 입지의 가치를 평가할 필요성은 도시 계획을 통해 

공원의 공급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보

편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원에 

관한 철학, 여가에 대한 인식, 토지 개발의 역사, 그리고 계

급이나 인종 등으로 인한 불평등 현황에 따라 공원 공급 양

상이 다른 모습을 띠기도 한다(Wolch et al., 2014). 예컨대 

미국의 경우 인종과 소득에 따라서 거주지가 분리되는 경

향이 강한데 도시공원의 공급 및 관리가 유색 인종이나 저

소득층 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지리적 불평등을 답습하고 강화하는 현상이 문제

로 지적되어왔다(Heynen et al., 2006). 따라서, 미국의 도

시 계획가들은 공원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공

원을 공급하여 환경적 불평등(environmental injustice)을 

해소하는 것을 우선 의제로 하며 동시에 공원 공급이 젠트

리피케이션을 야기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

고 있다(Wolch et al., 2014).

공원 입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도출하기 위

해서는 먼저 공원이 수행하는 기능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

고 공원의 여러 기능 가운데 고유하고 핵심적인 항목이 무

엇인지 밝히고, 해당 기능과 관련된 입지적 요소를 중심으

로 입지 요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해야 한다. 공원

을 다른 공간과 차별화하는 공원의 핵심적 기능은 무엇일

까? 공원은 여러 사회·환경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특히 

시민들을 위한 여가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환경적 

기능이 보다 강조되는 여타 녹지 공간과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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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공원을 방문해 자연을 향유하며 휴식을 취하거

나 산책과 운동을 하는 등의 여가 활동을 즐기며 이는 삶의 

질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Razak et al., 2016). 실제로 시

민들의 여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원 내에 산책로, 벤

치, 운동기구 등의 시설물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원 내의 녹지는 환경적 기능 자체보다도 시민들의 시각

적 감상의 대상으로서 미관적 기능이 강조된다. 즉, 공원

은 일차적으로 시민들이 여가 활동을 목적으로 방문할 것

을 전제로 하여 조성되는 공간이며, 시민들이 실제로 공원

을 방문할 수 있고, 또 공원을 방문할 의사가 있을 때 비로

소 여가 공간으로서 공원의 사회적 편익이 실현된다. 그러

므로 시민들이 공원을 얼마나 방문하는지를 측정하는 것

은 공원의 사회적 편익을 측정하는 유용한 기준이 되며, 

특히 입지적 요소가 방문 가능 여부 및 의사를 크게 좌우한

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시민들이 공원을 방문하는 정도는 

곧 공원 입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아직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후보 입지나 실제 방

문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람들이 

공원을 얼마나 방문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 즉 방문 잠재

력(visit potential)이 그와 같은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현 입지와 후보 입지에 대해 사람

들이 공원을 얼마나 방문할 것인지 예측하는 지표로서 공

간 접근성(spatial accessibility)과 기회 대체성(opportunity 

fungibility)을 정의하고, 그 두 가지를 결합한 방문 잠재력 

지수(visit potential index; VPI)를 제안한다. 또한 방문 잠

재력 지수를 이용해 앞서 언급한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

역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도시자연공원구

역의 보존과 개발에 쓰일 중요하고 실증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전통적으로 시설의 입지 분석은 기술적, 환경적, 사회

적, 경제적 측면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이뤄져 왔다(김영 

등, 2001). 특히 공공 시설의 경우 사회적 편익을 보다 강조

하는 경향이 있어 그 입지 기준으로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

성이 공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다(문소현·이건학, 2020; 

McAllister, 1976). 이 때, 공간적 효율성(spatial efficiency)

은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비용 대비 편익을 최대화하는 입

지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공간적 형평성(spatial equity)

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

설을 입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은 입지 시설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개념과 

변수로 정의될 수 있다. 예컨대 이건학 등(2010)은 시립 미

술관 입지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공간 효율성을 교통 접근

성, 문화 집적성, 인구 잠재성으로, 그리고 환경적 쾌적성, 

지역 균형개발, 경제적 형평성을 공간적 형평성으로 정의

하고 있다.

도시공원 역시 공공 시설의 일종이므로 공원 입지 선정 

시에도 일반적인 공공 시설의 입지 기준에 관한 규범적인 

틀을 따를 필요가 있다. 김영 등(2001)은 공원 입지 선정에 

있어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며 연구의 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공간적 

효율성은 적정 도달거리 내에 공원을 입지하는 것, 또는 

비용 대비 많은 사람이 도시공원의 효용성을 누리거나 비

용이 낮은 곳에 공원을 입지하는 것 등으로 정의되었고, 

공간적 형평성은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갖고 있는 개인이

나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공원을 입지하

는 것 등으로 정의되었다.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공원

을 평가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예컨대 Oh and 

Jeong(2007)은 효율성 측면의 지표로서 전체 대상 영역에 

대하여 공원의 서비스가 미치는 권역의 면적, 권역 내 인

구, 그리고 건물 바닥 면적 비율을 계산하고 있다. 특히 다

수의 최근 연구가 형평성 측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Xiao et al.(2017)은 서로 다른 사회적 집단, 특

히 사회적 약자 집단이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을 갖는지를 

기준으로 도시공원의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했으며, 

Yu et al.(2020)은 도보로 10분 거리에 공원 서비스가 존재

하는 정도로 지표를 정의하고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

표를 적용해 측정하고 지역 간 비교를 수행하여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Park et al.(2021)은 대중교통으로 공원

에 접근 가능한 정도로 지표를 정의하고 거주민의 소득, 

인종, 연령 등이 상이한 근린 간의 형평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대량 실효가 예고됨에 따라, 도시공원 

입지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지표를 이용해 도시공원들

의 실효 우선 순위를 도출하려는 시도가 다수 있었다. 이

경주 등(2015)은 도시공원의 중심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의 서비스 권역을 정의하고,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 각

각을 서비스 권역 내의 총 인구수와 교통 약자수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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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시공원 입지 평가를 위한 개념적 지표

개념 주요 연구 개념적 정의 지표 정의

공간적 

효율성

Oh and Jeong(2007) 최대 포괄 서비스 권역의 면적·인구·바닥면적의 비율 최대화

이경주 등(2015) 최대 포괄 서비스 권역 내 거주인구 최대화

조준형·손소영(2017) 최대 포괄 서비스 권역 내 거주인구 및 유동인구 최대화

이진우·윤갑식(2018) 접근 거리 최소화 공원 이용자의 총 접근 거리 최소화

공간적 

형평성

이경주 등 (2015) 교통 약자 최대 포괄 서비스 권역 내 교통 약자 거주인구 최대화

김원주·진정규(2015)

대체재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유해

시설의 피해를 더 많이 받는 집단의 

불이익 해소

- 방음벽 까지의 거리가 먼 지역의 불이익 해소

- 인접철도, 전용도로 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의 불

이익 해소 

Xiao et al.(2017) 사회적 약자의 동등한 포괄
공원에 접근 가능한 정도에 대한 저소득층이나 이주민 

등의 사회적 약자 집단과 여타 집단 간의 차이를 최소화

이진우·윤갑식(2018) 접근 거리 최소화 공원 이용자의 최대 접근 거리 최소화

Yu et al.(2020) 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균형
공원에 접근 가능한 정도에 대한 지역 간의 차이를 

최소화

Park et al.(2021) 사회적 약자의 동등한 포괄

대중교통으로 공원에 접근 가능한 정도에 대한 소득, 

인종, 연령 측면의 사회적 약자 집단과 여타 집단 간의 

차이를 최소화

였다. 그러나 서비스 권역을 한 점으로부터의 원형 반경으

로 설정하는 것은 실제 공원의 모양과 크기를 반영하지 못

해 도시공원의 공간적 범위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이진우·윤갑식(2018)은 최근접 시설 

탐색법을 이용해 실제 도로망을 이용한 공원까지의 접근 

거리를 구하고,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각각 공원 이용

자의 총 접근거리를 최소화하는 것과 최대 접근거리를 최

소화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접근 거리를 구하는 과정에

서 도시공원을 점으로 재현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면

적을 가진 면형 객체로 정의하여 연속적 그리드 면 위에 분

포시킴으로써 공간적 왜곡을 막고 있지만, 접근 권역을 따

로 설정하지 않아서 실제로 공원을 방문할 가능성이 적은 

인구까지 분석에 포함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김원주·진

정규(2015)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15개의 공

원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해당 지표를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10개 미집행 녹지에 적용하였다. 이 때 도시공원의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로 녹지 공급 필요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대체 기능 동작, 유해시설 위치를 고려했는데, 이 

지표들 모두 사회적 불이익을 겪는 지역에 공원을 할당하

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공간적 형평성 개념을 잘 반영한

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대체 기능 동작과 유해시설 위치는 

도시공원의 입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도시공원의 공급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경주·임은선(2009)은 기

존에 입지한 공원들의 서비스 공급량 분포를 구하고 이를 

인구 분포와 비교하여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준형·손소영(2017)은 공급 적

정성 개념을 사용하여 입지 후보지를 산출하고, 거주 인구

수 및 유동 인구수를 활용하여 입지 후보지의 효용을 평가

하는 방식으로 최적 입지를 도출했다. 그러나, 이 연구들

은 도시공원의 서비스 공급량을 적정한 입지 후보지를 도

출하기 위한 지표로만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 및 신규 입지

의 우선 순위를 평가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입지와 관련한 

여러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 개

념을 이용하여 도시공원의 입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공

간적 효율성은 공간 접근성으로, 공간적 형평성은 기회 대

체성으로 각각 개념화하였다. 공간 접근성 개념은 여러 연

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

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공원의 모양과 크기를 반영

하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성 권역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특정 공원 입지에 대하여 대체재 존재 정도를 정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회 대체성 개념을 새롭게 제안한다. 기

회 대체성을 통해 대상 입지 대신에 이용 가능한 인근 공원

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파악하고 우

선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나아가 공간 접근성과 대체성

을 결합한 방문 잠재력 지수를 제시하는데, 방문 잠재력 

지수를 이용할 경우 조준형·손소영(2017)의 경우처럼 서

비스 공급량과 접근성을 별도의 단계에서 계산할 필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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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시공원 방문 영향 요인

요인 유입 요인 배출 요인

공원까지의 거리 공원까지의 거리가 (도보 이용 시) 충분히 가깝다. 공원까지의 거리가 (도보 이용 시) 멀다.

주변 대체재 존재 주변에 이용 가능한 다른 공원이 (많이) 없다. 주변에 이용 가능한 다른 공원이 (많이) 있다.

표 3. 공간 효율성 및 형평성 정의

개념 개념적 정의 지표 정의

효율성(공간 접근성) 최대 포괄 도시공원 접근 권역 내 추정 인구 최대화

형평성(기회 대체성) 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균형
인근에 위치한 다른 공원들(대체재)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장 적은 지역을 우선시

이 비교 대상 입지 후보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한번에 

우선 순위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요 측면의 

공간 접근성과 공급 측면의 기회 대체성을 결합함으로써 

방문 잠재력 지수는 공급 필요성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III. 도시공원 입지 평가 모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문 잠재력은 공원의 가치를 평

가하고 나아가 공원들 간의 보존 및 개발의 우선 순위를 결

정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공원의 방문 잠

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공원을 방문할 가능

성 혹은 방문할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방문 영향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방문 영향 

요인으로 도시공원까지의 거리와 주변 대체재 존재 유무

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거리와 대체재의 존재는 그 정도에 

따라 유입 요인(pull factor)이 되거나 배출 요인(push 

factor)이 된다(표 2). 물론 개인적 특성이나 공원의 환경적 

특성 측면의 수많은 변수들이 공원 방문 의사 및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거리와 대체재의 존재는 개인이나 

개별 공원의 특성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심

리·행동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의 방문 잠재력은 공원까지의 물리적 거리와 주변 대체재

의 존재 요인을 결합하고 있으며, 이들 요인은 각각 공간적 

접근성에 기반한 공간적 효율성 개념과 기회의 대체성에 

기반한 공간적 형평성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표 2의 방문 영향 요인 가운데 거리 요인을 이용하여, 도

시공원의 공간적 효율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 접근성

을 정의하였다. 이 때 효율성은 최대 포괄로 정의될 수 있

으며, 실제 지표는 도시공원 접근 권역 내 추정 인구를 활

용하였다(표 3). 도시공원 접근 권역의 크기는 공원의 서

비스 도달 거리를 의미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의 면적에 따라 유치 거리가 달라지며
1)
 

이를 참고해 도시공원 접근 권역의 버퍼 존을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공원 크기가 1500m
2
 이상 1만m

2
미

만일 때 250m, 1만m
2
 이상 3만m

2
 미만일 때 500m, 3만m

2
 

이상일 때 1km로 정의하였다.

이경주 등(2015)도 최대 포괄 논리에 의거해 수혜 인구

수를 계산했으나 연구자마다 접근 권역을 설정하는 방식

이나 사용한 인구 자료는 조금씩 다르다. 대다수의 연구에

서 공원 중심점을 기준으로 버퍼링한 원형의 접근 권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 권역은 공원의 모

양이나 크기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의 왜곡을 낳을 

수 있다. 실제로 다른 연구에서도 도시공원 접근 권역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이경주 등, 

2015)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원의 

전체 영역을 포함하는 면형 공간의 버퍼 존을 접근 권역으

로 도출하였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공원의 모양과 면적을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도시공원 접근 권역을 도출할 수 있

다. 도시공원의 공간 접근성 점수는 접근 권역의 일부 혹

은 전체를 포함하는 모든 행정동에 대하여 각 행정동이 포

함하는 접근 권역의 면적을 구하고 그것을 해당 행정동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행정동별 접근 권역 면적 비율을 구

한 후, 각 행정동의 접근 권역 면적 비율에 해당 행정동의 

총 인구수를 곱해서 행정동별 접근 권역 내 추정 인구를 구

하고 최종적으로 그 모두를 합하여 전체 접근 권역 내 추정 

인구를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요약하자면, 면적의 

비율을 이용해 접근 권역이 포함하는 인구수의 추정치를 

구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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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to:

′

 

 (2)

: 대상 공원 의 공간 접근성 점수

: 대상 공원

′: 대상 공원의 접근 권역(공원 크기에 따른 버퍼존)

 : 접근 권역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는 행정

동(총 개)

 : 행정동 가 포함하는 접근 권역의 면적

 : 행정동 의 전체 면적

: 행정동 의 총 인구수

한편, 공간적 형평성은 도시공원의 기회 대체성을 통하

여 정의하였는데 식 (3)과 같다. 공간적 형평성은 개념적

으로 서비스 공급량이 적은 지역에 자원을 할당하여 서비

스 공급의 지역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며, 해당 공원의 

1km 반경 내에 위치한 다른 모든 공원들의 면적의 총합으

로 정의하였다(표 3). 기존에 입지한 공원의 서비스 중첩

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이경주·임은선(2009)이 제안한 

서비스 공급량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논리와 계

산 방법은 상이하다. 특정 지역 내에 입지한 공원들의 서

비스 권역을 모두 산출한 후에 서비스 중첩을 계산하는 서

비스 공급량 개념과 달리, 기회 대체성 개념은 특정 공원 

입지를 기준으로 인근 공원들의 서비스 현황을 파악한다. 

기회 대체성 개념의 기본 가정은 특정 입지의 인근에 입지

한 다른 공원들이 해당 입지에 대하여 대체재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재 공원이 많으면, 근처 거주자

들의 공원 방문 의사가 대체재 공원으로 분산되어 해당 입

지에 방문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대체재 공원이 적으면, 공원 방문 의사가 해

당 입지로 집중되어 방문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

다. 한편, 김원주·진정규(2015)도 유사하게 대체재 요소

를 공원 입지 평가 지표에 포함하였다. 공원의 방음 기능

에 초점을 맞추어 방음벽을 공원의 대체재로 간주하고 공

원에서 방음벽이 가까울수록 공원의 공급 필요성이 낮다

고 보았다.

 

 

 (3)

: 대상 공원 의 기회 대체성 점수

: 대상 공원

 : 대상 공원의 인근(1km 반경 내) 공원들

(총 개)

: 공원 의 전체 면적

최종적으로, 위에서 정의된 공간 접근성(식 1)과 기회 

대체성(식 3)을 정규화하고 가중 합계하여 방문 잠재력 지

수를 식 (5)와 같이 정의하였다. 과 는 각각 공간 접근

성 항과 기회 대체성 항의 가중치이며 공간 접근성과 기회 

대체성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 값을 조절할 

수 있다. 가중합계법은 공공 시설 입지에 있어 상충되는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며 각 가치의 중요성에 따라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다각도에서 입지 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입지 모델링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이건학, 2010; 이건학 등, 2010; 진찬우·이건학, 2015; 

문소현·이건학, 2020; Halpern, 1976). 먼저, 공간 접근성 

항과 기회 대체성 항의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 최소-최대 

정규화를 사용해 공간 접근성과 기회 대체성의 값을 0이

상 1이하의 범위로 조정하면서 최소값은 0이 되고 최대값

은 1이 되게 하였다. 다음으로, 기회 대체성 값이 낮을수록 

방문 잠재력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1에서 대체성 정규

값을 빼 방향을 역전시킴으로써 기회 대체성의 값이 작을

수록 기회 대체성 항의 값은 커지도록 하였다. 마지막으

로, 공간 접근성과 기회 대체성을 선형 결합함으로써 공간 

접근성 값이 일정하면 기회 대체성 값이 낮을수록 값이 커

지고, 기회 대체성 값이 일정하면 공간 접근성 값이 높을수

록 값이 커지게 하였다.

  ×

                  × (4)

Subject to: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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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정규화된 공간 접근성 점수

: 정규화된 기회 대체성 점수

공간 접근성과 기회 대체성은 각각 수요 측면의 인구 규

모와 공급 측면의 서비스 중첩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둘

을 결합한 방문 잠재력 지수는 공급 필요성을 반영하게 된

다. 수요와 공급이 서로를 충족하며 함께 변동하는 이상적

인 시나리오에 한하여, 공간 접근성 항과 기회 대체성 항

은 대체로 상쇄(trade-off) 관계를 갖는다. 즉, 인구수가 적

고 서비스 중첩 정도도 작거나, 인구수가 많고 서비스 중첩 

정도도 높은, 수요와 공급이 상응하는 상황에서 공간 접근

성 항과 기회 대체성 항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방

문 잠재력 지수를 비교적 일정한 값으로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방문 잠재력 지수는 수요와 공급의 

절대적 수준에 관계없이 둘 간의 격차를 반영하게 된다. 

인구수가 많고 서비스 중첩 정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공

급이 필요할 때, 공간 접근성 항의 값과 기회 대체성 항의 

값이 함께 커지면서 방문 잠재력 지수가 큰 값을 갖게 된

다. 반면, 인구수가 적고 서비스 중첩 정도가 높아서 상대

적으로 공급이 충분할 때, 공간 접근성 항의 값과 기회 대

체성 항의 값이 모두 작아지면서 방문 잠재력 지수가 작은 

값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결합은 결국 공급 필요성이 큰 지

역이 자연스럽게 많이 방문될 것이라는 논리를 함축하게 

된다.

IV. 서울시 도시자연공원 구역 평가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일몰제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과 

갈등으로 인해서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평가하고 

우선 순위를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도시공원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써 앞서 제안한 방문 잠

재력 지수를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사례에 적용하여 

우선 순위를 산정하는 실증적인 분석 과정과 결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총 

68개소가 있으며, ‘서울의 산과 공원’ 웹사이트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에 68개소 시설의 명칭과 주소, 지정 면적에 관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이 자료에 기반하여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Geocode by Awesome Table’ 기능을 이용해 주소 정보를 

GPS 좌표 값으로 변환하였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공간 접근성 분석에 있어 전체 영

역의 면적이 중요한데 현재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영역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재하다. 도시자연공

원구역의 주소 자료에는 대표 필지의 지번만이 나와 있으

며 구역에 포함된 다른 필지의 지번을 알 수 없다. 또한, ‘국

가공간정보포털’에 게시된 용도구역도의 경우, 일부 항목

이 누락되어 있고 각 항목의 이름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자료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대안적으로 연속지적

도상의 대표 필지를 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전체 영역으

로 가정하였다(그림 1(a)). 이 영역을 토대로 면형 버퍼링

을 수행하였고, 해당 서비스 권역의 크기를 실제 공원구역

의 면적 정보를 통해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공간 접근성 분석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주소와 면적, ‘국가공간정보포털’의 서울시 연속지적도, 

서울시 행정구역 경계도, 그리고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의 서울시 행정동별 주민등록인구수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주소를 PNU 코드(토지코드)

로 변환했다. 이는 연속지적도 상의 주소가 PNU 코드로 

일괄 표시되어 있어 연속지적도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에 해당하는 영역을 찾아 추출하기 위함이다. 이후 연속지

적도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영역을 버퍼링하여 접근 권역

을 추출하였다(그림 1(b)). 이 때 접근 권역의 크기는 앞에

서 설명했듯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면적에 따라 산출하

였다. 다음으로 접근 권역을 행정구역 경계도와 중첩하여 

교집합을 추출했다. 다시 이 교집합을 이용해 각 법정동이 

포함하는 접근 권역의 면적을 구하고, 같은 행정동에 속하

는 법정동의 접근 권역 면적을 합해 행정동별 접근 권역 면

적을 구했다. 이후 행정구역 경계도와 행정동-법정동 매

핑을 이용해 행정동별 전체 면적을 구하고 각 행정동의 접

근 권역 면적을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행정동별 접근 권역 

면적의 비율을 구했다. 마지막으로 각 행정동의 접근 권역 

면적의 비율에 해당 행정동 내 주민등록 인구수를 곱하고 

그 값을 모두 더해 접근권역 내 인구 추정치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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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대표 필지도(a) 및 접근 권역도(b)

한편, 기회 대체성 분석을 위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GPS 좌표와 ‘공공데이터포털’의 전국 도시공원정보 표준 

데이터에 나온 공원들 중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공원

들의 GPS 좌표와 면적을 활용하였다. 각 도시자연공원구

역에서 1km 내에 위치한 서울 및 경기 지역 공원 면적의 총

합을 구하였다. 대체성 점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공원 입지 

필요성이 커지므로 우선 순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다. 표 4는 공간 접근성과 대체성 점수에 기반하여 우선 순

위가 가장 높은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우선 순위가 가

장 낮은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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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도시자연공원구역 우선 순위 분석 결과(최상위 10개, 최하위 10개)

순위
공간 접근성 기회 대체성

시설 명칭 점수 시설 명칭 점수

1 개운산 도시자연공원구역 78073.86 신림 도시자연공원구역 649543.2

2 봉산 도시자연공원구역 66591.14 와우 도시자연공원구역 665059.2

3 인왕산 도시자연공원구역 65575.94 낙산 도시자연공원구역 689829.7

4 궁동 도시자연공원구역 62281.27 성북 도시자연공원구역 693296.2

5 응봉 도시자연공원구역 60666.22 장군봉 도시자연공원구역 710509.2

6 청량 도시자연공원구역 59069.39 거북골 도시자연공원구역 755505.8

7 안산 도시자연공원구역 55445.93 성산 도시자연공원구역 776474.2

8 노고산 도시자연공원구역 54029.69 등마루 도시자연공원구역 787076.7

9 배봉산 도시자연공원구역 49955.98 염창 도시자연공원구역 797106.5

10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44197.54 불광 도시자연공원구역 804689.9

59 와우 도시자연공원구역 9354.317 봉산 도시자연공원구역 3582484

60 망우 도시자연공원구역 9195.888 온수 도시자연공원구역 3752087

61 수락산 도시자연공원구역 7979.521 청계산 도시자연공원구역 4251174

62 청계산 도시자연공원구역 7539.877 우면산 도시자연공원구역 4593991

63 개봉 도시자연공원구역 7433.383 북한산 도시자연공원구역 4936611

64 장군봉 도시자연공원구역 7091.982 불암산 도시자연공원구역 5567296

65 불광 도시자연공원구역 5949.942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5778260

66 계남 도시자연공원구역 2918.135 용마산 도시자연공원구역 6348820

67 양화폭포 도시자연공원구역 2105.239 수락산 도시자연공원구역 7718995

68 신림 도시자연공원구역 806.9012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13158797

그림 2. 공간 접근성과 기회 대체성의 산포도(a) 및 박스 플롯(b)

공간 접근성과 기회 대체성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매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수락산, 청계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공간 

접근성 기준 순위와 기회 대체성 기준 순위에서 모두 하위 

10위 내에 위치한 것 외에는 상위 10위 공원 간, 그리고 하

위 10위 공원 간 겹치는 항목이 없었다. 공간 접근성과 기

회 대체성 모두 의미 있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둘을 사용

한 결과 간에 확연히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두 개

의 요건을 결합하여 분석할 당위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

다. 흥미로운 현상은 상위 10위와 하위 10위 간의 교차 현

상이다. 공간 접근성 기준 상위 10위에 위치한 봉산(2위)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기회 대체성 기준 하위 10위에 위치

했고(59위), 반대로 공간 접근성 기준 하위 10위에 위치한 

와우(59위), 장군봉(64위), 불광(65위), 신림(68위) 도시자

연공원구역은 기회 대체성 기준 상위 10위에 위치했다(각

각 2, 5, 10, 1위). 이는 공간 접근성이 큰 지역의 경우 이러

한 수요를 반영해 실제로 더 많은 수의 공원이 입지하게 되

면 기회 대체성 점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다만, 공간 접근성에 대한 기회 대체성의 산포도를 바탕으

로 둘 간의 선형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는 비례 관계를 보이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a)). 공간 접근성이 대략 

800에서 80,000까지 넓게 분포하는데 기회 대체성이 공간 

접근성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공급이 수요 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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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방문 잠재력 지수에 기반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우선 순위 분석 결과(최상위 10개, 최하위 10개)

순위
w1 = 0.9

w2 = 0.1

w1 = 0.7

w2 = 0.3

w1 = 0.5

w2 = 0.5

w1 = 0.3

w2 = 0.7

w1 = 0.1

w2 = 0.9

1 개운산 개운산 개운산 개운산 궁동 

2 봉산 궁동 궁동 궁동 성북 

3 인왕산 인왕산 응봉 응봉 개운산 

4 궁동 응봉 인왕산 배봉산 신사 

5 응봉 봉산 청량 노고산 배봉산 

6 청량 청량 노고산 성북 등마루 

7 안산 노고산 봉산 청량 개웅산 

8 노고산 안산 배봉산 신사 항동 

9 배봉산 배봉산 안산 인왕산 응봉 

10 천왕 성북 성북 개웅산 노고산 

59 인능산 개봉 용마산 진관 인능산 

60 관악산 불광 신림 우면산 온수 

61 장군봉 인능산 양화폭포 인능산 우면산 

62 개봉 양화폭포 계남 북한산 청계산 

63 불광 계남 불암산 용마산 북한산 

64 청계산 신림 인능산 청계산 불암산 

65 수락산 대모산 청계산 불암산 대모산 

66 계남 청계산 대모산 대모산 용마산 

67 양화폭포 수락산 수락산 수락산 수락산 

68 신림 관악산 관악산 관악산 관악산 

시한다. 방문 잠재력을 계산하기 위해 공간 접근성 값과 

기회 대체성 값 각각에 대해 최소-최대 정규화를 적용한 

결과는 그림 2(b)에 나타나 있다. 공간 접근성 값은 정규분

포에 가까운 반면, 기회 대체성은 0.4 이하에 대부분의 값

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공간 접근성과 기회 대체성을 결합한 방문 

잠재력 지수를 이용해 도출한 우선 순위는 표 5에 제시되

어 있다. 방문 잠재력 기준 순위를 공간 접근성 기준 순위 

및 기회 대체성 기준 순위와 비교하여 해석하기 위해 그림 3

의 그래프를 통해 최상위 10개와 최하위 10개의 순위를 공

간 접근성 기준 순위, 그리고 기회 대체성 기준 순위와 함

께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상위 항목 (빨간색 삼각형)의 경

우, 기회 대체성 항의 가중치가 클수록(a＜b＜c＜d＜e) 

평균적으로 기회 대체성 순위가 높다(42.9위＜38.9위= 

38.9위＜32.3위＜27.7위). 즉, 기회 대체성 항의 가중치가 

클수록 기회 대체성이 낮은 입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반면, 하위 항목의 경우(파란색 역삼각형), 기회 대체성 항

의 가중치가 클수록 평균적으로 기회 대체성 순위가 낮은 

편이다 (33.8위＞40.8위＞50위＞69.1위＜63.4위). 즉, 기

회 대체성 항의 가중치가 클수록 대체성이 높은 입지의 중

요성이 더욱 작아진다. 공간 접근성 항을 기준으로도 비슷

한 해석이 가능하다. 상위 항목의 경우 공간 접근성 항의 

가중치가 클수록(e＜d＜c＜b＜a) 평균적으로 공간 접근

성 순위가 높으며(10.5위＜7.6위＜5.7위=5.7위＜5.6위), 

하위 항목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공간 접근성 순위가 낮

다 (41위＞43.4위＞54.4위＞61.8위＞62.6위). 이는 공간 

접근성 항의 가중치가 크면 공간 접근성이 높은 입지의 중

요성이 더욱 커지고, 공간 접근성이 낮은 입지의 중요성은 

더욱 작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간 접근성 항과 기회 대체성 항의 가중치가 같은 경우

를 살펴보면(그림 3(c)), 먼저 상위권 순위는 주로 공간 접

근성 순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기회 대체

성 기준으로 최하위에 속하는 봉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상위권 (7위)에 포함된 반면, 기회 대체성 기준으로 최상

위에 속하는 신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하위권 (60위)에 

포함되었다. 이는 기회 대체성 값이 비슷한 구간에 몰려 

있어 기회 대체성 값을 이용한 변별력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공간 접근성 항의 

가중치가 큰 경우 상위권 순위가 거의 공간 접근성 순위대

로 정렬되는 반면(그림 3(a)), 기회 대체성 항의 가중치가 

큰 경우 그러한 경향이 훨씬 덜하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3(e)). 그러나, 하위권 순위의 경우 공간 접근성과 기

회 대체성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간 접근성 순위와 기회 대체성 순위가 모두 낮은 경우,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도시공원 입지의 방문 잠재력 평가: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사례로

- 85 -

(a) w1=0.9, w2=0.1 (b) w1=0.7, w2=0.3

(c) w1=0.5, w2=0.5

(d) w1=0.3, w2=0.7 (e) w1=0.1, w2=0.9

그림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공간 접근성, 기회 대체성, 방문 잠재력 지수에 따른 우선 순위

그리고 두 개의 순위 중 하나가 극단적으로 낮은 경우를 모

두 볼 수 있다. 이는 아마도 기회 대체성 값이 큰 경우, 즉, 

기회 대체성 순위가 낮은 경우 값이 비슷한 곳에 몰려 있지 

않고 흩어져 있어(그림 2(b)), 순위의 차이가 더 큰 값의 차

이를 곧바로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공간 접근성 항과 기회 대체성 항의 가중치가 같을 경우, 

개운산, 궁동, 응봉, 인왕산, 청량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이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관악산, 수락산, 대모산, 청계산, 인

능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이 최하위권에 위치한다. 특히 

상위권을 기준으로 볼 때 공간 접근성이 강조되면 천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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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연공원구역도 10위권에 진입하고, 기회 대체성이 강

조되면 신사, 개웅산, 등마루, 항동 도시공원 등이 10위권

에 진입한다. 개운산과 궁동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가중치 

값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최상위권에 위치한다. 개운산

과 궁동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공통점은, 공간 접근성 순위

가 최상위에 속하며, 기회 대체성 순위도 절반 이상으로 

양호한 편이라는 것이다. 또 최하위권에서는 수락산과 관

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안정적인 순위를 보였다. 수락

산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둘 다 대체성 순위가 최하

위에 속하며, 접근성 순위도 25% 이하로 매우 낮은 편

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입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공간 

접근성과 기회 대체성,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결합한 방문 

잠재력 지수를 제안하였다. 공간 접근성과 기회 대체성은 

공원 방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심리 및 행동 원

리에 기초한 개념으로, 두 개념을 활용하여 방문 잠재력으

로 표상된 도시공원의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공간 접근성과 기회 대체성을 이용하면 입지 내

부의 세부 요소 혹은 인구나 공원 등의 개별적 특성을 일일

이 파악하지 않고도 대상 입지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기 때

문에 아직 공원이 입지하지 않은 신규 후보 입지를 평가하

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방문 잠재

력 지수는 공간 접근성과 기회 대체성을 결합함으로써 공

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며, 두 지표의 

상대적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유연한 입지 평

가를 가능하게 한다. 한편, 공간 접근성과 기회 대체성이 

각각 수요와 공급의 양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서 방문 잠재력 지수의 값이 곧 공급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

으로 직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여러 입지적 특성 지표를 토대로 서

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례의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

다. 공간 접근성과 기회 대체성 점수 자체는 뚜렷한 비례 

관계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과 최하위

권 우선 순위로 도출된 도시자연공원들을 살펴보면 공간 

접근성과 기회 대체성 각각을 기준으로, 그리고 방문 잠재

력을 기준으로 공간 접근성과 기회 대체성의 가중치를 다

양하게 조합했을 때의 순위가 매우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공간 접근성과 대체성이 서로 다른 도시공원의 

가치를 포착할 수 있으며, 방문 잠재력 지수가 다각적인 평

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입지적 평가 지표는 향후 다양한 방면으로 응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간 접근성과 기회 

대체성에 대한 지표 정의를 확장할 수 있으며, 방문 잠재력 

지수에 새로운 항을 결합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간 접근성은 공원 선호도나 방문객 수 

등을 이용해 보강할 수 있으며, 방문 잠재력 파악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여타 방문 영향 요인, 혹은 지가와 같은 방문 

잠재력 이외의 공원 평가 요인을 방문 잠재력 지수와 결합

하여 도시공원 입지의 가치를 포괄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모형을 한 차례 적용하여 우선 순

위를 도출했지만 우선 순위를 이용해 일정 수의 공원을 선

별해야 하는 경우에는 순차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도 있다. 단, 이 때는 앞선 시행에서 선택된 공원을 기존 공

원에 포함시켜 대체성 항의 값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실증 

분석에 사용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영역 자료가 완전하

지 못하여 공간 접근성에 대한 평가가 일정 부분 추정에 의

존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개 

자료만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

히려 이점으로 볼 수도 있다. 추후에 서울시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전체 영역에 관한 자료가 이용 가능하다면 보다 정

확한 결과를 손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

간 접근성 계산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하였으나 도보용 도로망 상의 거리, 집계구 단위로 세

분된 인구 자료, 토지이용이나 건물에 관한 보조자료 등을 

통해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다만 적

은 양의 입력 값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

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인구 추정치 측면에서 행정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비율을 구했으므로 오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기회 대체성 산출에서 

인접 공원의 거리 기준을 다소 임의적으로 정하였는데 추

가 논의를 통해 관련 근거를 보강한다면 보다 엄밀한 지표

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註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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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유치거리가 명시되어 

있다.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1500m
2
 이상 1만m

2 

미만인 어린이공원은 250m 이하, 1만m
2
 이상 3만m

2 

미만인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500m 이하, 3만m
2
 

이상 10만m
2
 미만의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1km

이하로 유치거리가 제한되어 있으며, 그보다 면적

이 큰 도시공원의 경우 유치거리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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