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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 governments should try to resolve the inequality of living SOC (Social Overhead Capital) and construct 

spatial information on the location of living SOCs and optimal loca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accessibility, 
equity, and optimal location of the living SOC, considering the research needs related to the living SOC. The target 
facility is core living facilities(a public library, a park, a culture center, and a public daycare center). The analysis 
area is Suwon city in Gyeonggi province, and the base year of the analysis is 2020. The study calculated accessibility 
per population in a microscopic neighborhood living area(200m×200m). The Gini coefficient was used to identify 
the regional disparity in accessibility among Dong regions. The optimal location was explored with the Maximal 
Covering Location Problem theory. As a result, spatial accessibility of facilities except for public daycare centers 
revealed a large gap between regions. Areas with excellent accessibility also showed significant variations in the 
facilities. The regional disparity in living SOC was the largest in culture centers, followed by parks, public daycare 
centers, and public libraries. The optimal locations for public libraries, parks, and culture centers are concentrated in 
the old downtown, while those of public daycare centers are found throughout Suwon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crucial contents of spatial planning for SOC supply in local governments. Therefore, follow-up studies will be 
able to refer to the analysis structure and result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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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지방자치단체는 생활SOC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추진되어야 하며, 생활SOC의 입지 현황, 최적입지 등에 
관한 공간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활SOC 관련 연구수요를 고려하여, 생활SOC의 접근성, 형평성, 그리고 
최적입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시설은 생활거점시설로서,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지역은 경기도 수원시이며, 분석의 기준연도는 2020년이다. 접근성은 세생활권(200m×200m)에서 
인구 1인당 접근성을 산출하였다. 형평성은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동 간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하였다. 최적입
지는 최대 커버링 입지문제를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의 공간적 접근성은 지
역 간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도 시설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였다. 생활SOC의 지역 간 격
차는 생활문화센터가 가장 컸으며, 뒤를 이어, 근린공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의 최적입지는 원도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적입지는 수원시 전
역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추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SOC 공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핵심적인 계획내용
이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이 연구의 분석구조와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 생활SOC, 접근성, 지역 간 격차, 지니계수, 최대 커버링 입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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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생활SOC (Social Overhead Capital)는 ‘보육시설ㆍ의료시
설ㆍ복지시설ㆍ교통시설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공원 등 일상생
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로서, 넓게는 상·
하수도, 가스, 전기 등 기초인프라와 교통안전, 지하매설물안
전, 화재 및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의 기본전제인 안전시설까
지 포함하는 개념이다(Collabor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2019). 정부는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3년간(2020~2022년) 30조 원 이상의 국비를 투자
하여 생활SOC를 집중적으로 공급하였다. 단기간의 생활SOC 
공급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켰지만, 공급 측면에
서 아직 갈 길이 멀다. 공공도서관,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주
요 생활인프라의 공급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상
당히 부족한 실정이다(Collabor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2019). 생활SOC 시설의 지역 간 격차 즉, 서울 및 수도권, 지방 
대도시와 그 외 지역 간 격차가 크며, 동일 지역 내에서도 공간
적 불평등이 존재한다(Seong et al., 2018). 인구수가 적을수록, 
농촌 지역일수록 생활SOC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는 현상도 
목격되고 있다(Kim et al., 2015). 생활SOC 공급의 다양한 문
제를 고려하면, 생활SOC 공급정책은 앞으로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여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활SOC의 공급은 제한된 자원의 배분 문제를 다루므로, 
시설의 이용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세심
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한 양적 공급을 지양하고 예산집행
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생활SOC 공급 및 관리 원칙을 수립해
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주도로 생활SOC의 공급이 이
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지역이 생활SOC 공급의 주체가 되어
야 한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지역밀착형 공급을 
통해 주민편의를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생활SOC의 현황 파악부터 최적입지 탐색 등의 공간입지 문
제를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과 관련된 연구 수요는 높은 편이다.
생활SOC 분석에는 접근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접근성은 출발지점과 종착지점까지의 거리가 고려된 잠
재적 상호작용으로 정의된다(Hansen, 1959).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2006)은 접근성을 ‘이용자
들이 도시시설을 이용하는데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얼
마나 많은 이용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으로 정의한 바 있다. 즉, 접근성이란 시설 접근의 용이성과 이
용기회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척도이므로, 
공간의 형평성 문제를 포괄하는 주제로 인식된다. 이러한 연

유로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공급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접
근성은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추진계획을 수립함에 있
어 필요한 공간의 배분문제를 다룬다. 생활SOC 접근성 현황
을 미시적으로 탐색하고 공급 수준의 형평성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생활SOC의 최적입지를 탐색한다. 세 가지 결과는 지
역밀착형 생활SOC의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수불가결
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단위에서의 
생활SOC 공급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다. 특히, 미시적인 공간분석기법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생활SOC 공급전략을 마련함에 있어 참고가 가능하
다.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이다. 분석대상 생활SOC 
시설은 시설의 중요성과 자료구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
집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의 기준연도는 2020년이다. 
생활SOC에 관한 연구는 2018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
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표를 기점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초반에는 주로 생활SOC 개념 정의와 범위, 정책의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공공서비스
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제고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지역 특성
을 고려한 지역별 생활SOC 공급방안에 관한 연구로 확장되
는 추세이다. 
생활SOC의 개념과 추진 방향 등을 제언한 연구가 한 축을 
담당한다. Jo and Nam(2019)은 생활SOC의 정의와 범위에 따
른 생활SOC 시설 및 유형을 분석하여 생활SOC의 구체적 범
주를 확립하였다. 또한 경기도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통계
분석을 통해 유형을 구분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생활SOC 
공급계획을 제시하였다. Cho(2020)는 생활SOC 정책 실행에
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분석한 후, 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방안 제언하였다. Cho(2020)는 생활SOC 기본법 제정을 
주장하였는데, 기존의 부분화된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종합적
인 생활SOC 공급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생활SOC 정책의 
취지가 지역주민의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Kim(2020)은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생활SOC 정책의 주
요 내용 및 특성을 분석한 뒤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연구들은 생활SOC 개념 정의부터 세
부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생활SOC 공급 및 접근성 특성을 분석한 연구도 꾸준히 수
행되고 있다. Lee et al.(2020)은 경기도 5개 도시를 대상으로 
생활SOC 공간적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유아인구 비율과 고
령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평균지가는 높을수록 생활SOC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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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거리가 가까워 사회·경제적 계층 간 공간적 형평성에 차이
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Jung et al.(2020)은 세 가지 자료(현재
와 미래의 서비스 수요도, 생활SOC 서비스 제공도, 민간 서비
스 활력도)를 수집해 표준화한 후 서울시를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적합한 생활SOC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활SOC의 범주에 속하는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및 공간
적 형평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오래전부터 주목받던 연구 주
제였으며, 그간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발달
과 함께 접근성을 측정하는 수단이 발전해왔고, 다양한 접근
성 측정 방법이 제시되었다. 개별 공공시설을 선정한 뒤 공간
적 형평성을 측정·평가하는 연구가 주를 차지하였으며, 계층
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노인 및 아동 복지 인프라에 
관련된 연구가 눈에 띈다. Son and Oh(2007)는 서울시를 대
상으로 GIS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동별 노인주간보호시
설의 접근성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공간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입지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주간보호소 공급이 열악하며, 특히 서울시
의 외곽경계에 해당하는 강서구와 송파구 등의 지역의 접근
성이 낮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Ma and Kim(2011)은 GIS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이용권역을 파
악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입지우위지역을 지역을 선별하였다. 
Kim(2016)은 접근성 측정 방법 중 하나인 잠재적(potential) 
접근성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기회의 지역 간 형평
성 문제를 드러냈으며, 소득수준과 보육기회 간의 연관성도 
밝혀냈다. Lim et al.(2020)은 도시계획사업 전후의 소득계
층 간 접근성의 변화를 탐색하였는데, 고소득자 거주지역이 
저소득자 거주지역보다 접근성 개선 효과를 크게 누린 것을 
드러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발전된 형태의 공
간분석기법을 통해 생활SOC 공급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울러, 공간적 접근성
(spatial accessibility)이 생활SOC 공급 수준을 분석하는 데
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의 차별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공간적으로 가장 미시적인 수준에서 생활SOC 접
근성 및 최적입지를 탐색한다. 집계자료가 갖는 구조적인 문
제인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와 공간단위 수정 가
능성의 문제(MAUP: Modifiable Areal Unit Problem)를 개
선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공간자료가 선호된다. 생활SOC의 
공간P분석도 집계자료의 오류를 줄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Hewko et al., 2002). 이에 이 연구에서는 100m×100m의 
격자인구를 활용하여 보다 미시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둘째, 접근성 및 최적입지 분석에 가장 정확한 가로망(road 
network) 자료를 활용한다. 2020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세
부 가로망이 모두 포함된 정확한 도로망을 구축하였다. 이 자
료는 국내에서 최초로 농로 등의 미시적인 가로망을 모두 포
함한 자료로서, 국가교통 DB 등의 가로망과 비교했을 때, 그 
정확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국토지리정보원의 정확한 가로
망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공간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에 필요한 핵심적인 세 
가지 계획내용을 포함한다. 생활SOC 접근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 간 공급 수준의 형평성을 분석하고, 최적입지를 탐색한
다. 세 가지 분석내용은 추후 지방정부에서 생활SOC 공급계
획을 수립함에 있어 핵심적인 계획내용이다. 따라서 이 연구
의 분석절차 및 결과는 후속 연구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다. 

2. 연구대상지 및 분석방법

2.1 사례지역 및 분석 시설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수원시이다. 수원시는 경
기도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청 소재지로 경기도
의 행정·경제·문화 중심지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
법에 따라 수원특례시가 출범하여, 행정·복지서비스 등 향상
된 기초생활인프라 지원과 강화된 지방행정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의 총인구(2020년 기준)는 120만여 명
(Statistics Korea, 2020)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수원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수원시의 생활SOC 공급 수준은 낮은 편이다. 수원시의 인구 
만 명당 공공도서관 공급은 경기도 평균 0.311개에 미치지 못
하는 0.227개 수준이며, 전국 평균(0.458개)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원시의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민체육센
터,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SOC 시설의 공급량도 경기도 내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는 생활SOC의 공급 필
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전략적 공급방안을 시급히 추진할 필
요가 있는 지역이다. 둘째, 수원시는 개발 불균형에 따른 생활
SOC 공급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수원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즉 서수원과 동
수원 간 사회경제적 불균형이다. 지역의 거주환경에 대한 불
만족 비율은 권선구가 19.2%인 것에 반해 영통구는 6.2%에 
그치고 있다(Suwon City, 2018). 이는 지역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질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임을 의미한다. 동수
원 지역은 일찍이 영통과 광교 등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되
어 도시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하고, 도시공간의 편의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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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서수원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분포와 군 공항에 의
한 고도 제한 등으로 도시의 낙후성이 두드러진다. 이는 생활
SOC의 이용기회의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전략을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분석 시설은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 네 가지 시설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
접한 거점시설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공공도서관은 주
민의 교육 및 지식 전달의 핵심 기반시설이며, 지역 간 정보 불
균형을 해소하고 정보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 시설이다. 근
린공원은 쾌적한 도시 생활의 근간이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생활문화센터 역시 지역주민이 문
화예술 생활을 영위하고 언제든 생활문화 주체가 되는 자율
적 문화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저출산 시대에 공적 돌봄서
비스의 기본적 시설이다. 

2.2 접근성 및 형평성 분석

이 연구에서는 생활SOC의 세 가지 분석 즉, 접근성, 형평
성, 최적입지를 분석한다. 각각의 분석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이 연구는 생활SOC 시설의 접근 용이성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공간적 접근성 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생활SOC 시
설의 공간적 접근성은 접근 용이성과 이용기회의 수준을 드
러내는 지표로 인식되어, 시설의 접근 용이성과 최적입지의 토
대로 사용된다. GIS의 발달과 함께 공간적 접근성을 측정하
는 수단이 발전해오고 있으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기회 기
반 방법, 중력모형(gravity) 방법, 효용 기반 방법, 시공간 분석 
방법 등이 있다. 본 분석에는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
기준 마련에 적용되었던 인구 1인당 접근성 수식을 적용한다. 
이 접근성 수식은 Kim et al.(2015)의 연구에서 참고한 것으
로서, 2019년부터 최근까지도 국무조정실의 생활SOC 추진단
에서 공식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식이다. 이 방법은 상주인
구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활인프라를 이용한다고 전제
하며, 구체적인 모형은 Eq. (1)과 같다. 

 

∑  × min

     Eq. (1)


:  spatial accessibility of three living areas (200m×200m 

grid)
 : number of resident population of location 
 :  grid (100m×100m) belonging to   number of residents 

in 

min :  it is the minimum distance from the center point of  
 to the living SOC facility

공간적 접근성은 세생활권(200m×200m) 단위에서 산
출한다. 세생활권은 도보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의 최소 단
위로서, 1인당 접근성을 산출하는 기본 단위를 의미한다
(Architectural Urban Space Research Institute, 2019). 인구
자료인 100m×100m 격자 단위에서 시설까지의 최단 거리(도
로 네트워크 기준)를 측정한 후, 세생활권(200m×200m)에서 
1인당 접근성 평균을 산출한다. 세생활권에서 측정한 공공도
서관의 접근성 결과 예시는 Fig. 1과 같다. 세생활권에서 도출
한 결과는 동 단위에서 평균을 산출한 후, 지역 간 접근성 현
황 및 격차를 확인한다. 

Fig 1. Results of accessibility analysis by unit of three 
living areas: a case of public libraries

생활SOC 시설 공급의 형평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지니계
수(Gini coefficient)를 활용한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탈리아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
(Corrado Gini)가 1912년 처음 소개한 이래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지니계수 값이 ‘0’이면 완전평등한 상태
를, 값이 ‘1’이면 완전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동 지
역 간 생활SOC 접근성의 격차가 클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
진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이용하여 계
산할 수 있다. 이 분석에서 로렌츠 곡선은 지역의 접근성 수준
에 따라 순서를 매긴 뒤 수평축에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배열하고, 수직축에서는 전체 접근성
을 더한 값 중에서 해당 지역까지에 접근성을 누적합산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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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로렌츠 곡 분포를 도출할 수 있다. 로렌츠 곡선이 우상
향하는 대각선과 일치한다면, 지역 간 접근성이 완전 평등한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지역 간 접근성의 격차가 클수록 로렌
츠 곡선은 완전평등선(45°)으로부터 멀어진다.

    
 

  




  



         Eq. (2)

  :  ,   th variable
  : number of variables
 : average

2.3 최적입지 분석

생활SOC 시설을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
한 공간계획적 해답은 최적입지를 탐색, 입지우선순위를 기
초로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다. 다양한 최적입지 탐색기법이 
최근까지 개발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수요자
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적입지를 찾는 것이 목적인 최대 커버
링 입지문제(Maximal Covering Location Problem)를 활용
한다(Church & Revelle, 1974). 최대 커버링 입지문제는 공급
의 제약을 고려하여 시설의 최적입지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이론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수요
를 커버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강조한 접근방법이다(Lee, 
2015). 최대 커버링 입지문제를 활용한 효율성 기반의 생활
SOC 최적입지는 Eq. (3)으로 분석할 수 있다.

   


     Eq. (3)

 :  the size of the utility that can be created in the new 
locationable area  (the number of resident populations 
available for service)

  : resident population location
 : new location candidates
 : number of resident population of location 
 :  1 if it covers the resident population of location , 0 

otherwise

공간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신규 입지가능지
역 가 창출할 수 있는 효용의 크기(서비스 가능 상주인구
수)를 산출한 후,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
한다. 한편, 최적입지 분석에서는 기존 서비스 지역 내의 인구
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시설의 정확한 공급량 정보가 
없는 한계로 인해 기존 시설의 접근반경 내의 인구수를 유연

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분석에서는 생활SOC 추진
단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기존 시설의 서비스 반경 내의 인구 
중 50%는 잠재적 수요로 고려하였다. 분석의 공간적 해상도
는 입지우위지역을 파악하는 데에 적합한 500m×500m를 적
용하였다. 최적입지는 5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1등급일수록 
입지가 우수하다.

2.4 분석자료

생활SOC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고, 최적입지를 탐색하
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자료가 필요하다. 먼저 시설의 위치자
료가 필요한데, 이는 각 중앙정부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
석 시설별 주소를 지오코딩(Geo-coding) 방법을 활용하여 포
인트(point)의 공간자료로 구축하였다. 가로망 기반의 접근성 
분석을 위해서는 가로망 자료가 필요하다. 국토지리정보원에
서 구축·제공하는 국가기본도 DB 자료를 이용하였다. 마지막
으로 인구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00m×100m 
인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생활SOC 시설별로 수요는 상이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은 7세 이하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
며, 기타 시설은 전체 인구를 적용하였다. 세 가지 자료는 매년 
갱신되며, 이 분석에서는 동일하게 2020년의 자료를 활용하였
다. Fig. 2.는 이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행정구역과 가로네트워크는 두 개의 그림이 동일하다. 
Fig. 2.에서 (a)는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의 위치
와 이들 시설의 수요인 전체 인구를 표현한 것이다. 이에 반해 
(b)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분포와 7세 이하의 영유아 분포를 도
식화한 결과이다. 
생활SOC의 접근성과 최적입지 분석에는 2021년 국무조정
실 생활SOC 추진단의 의뢰를 받아 ㈜세아(개발자: 김현중)에

(a) Public 
Library·Neighborhood 

Park·Living Culture Center

(b) National and Public 
Daycare 

Fig. 2. Distribution of Suwon city population and living 
SOC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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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발한 생활SOC 공간분석 툴킷을 이용하였다. 이 툴킷은 
100여 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여 툴킷의 신뢰성
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3. 분석 결과

3.1 접근성 결과

수원시 생활SOC 접근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Fig 
3, Table 1과 같다.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네 가지 시
설의 접근성은 지역 간에 적지 않은 격차를 드러냈다. 동 단
위에서 분석한 접근성 분석 결과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의 동별 접근성 평균은 1,937m이며, 행궁동

(1,032m), 영화동(1,071m), 매탄4동(1,305m)의 순서로 접근
성이 양호했다. 구시가지에 해당하는 팔달구와 장안구 일
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원시 외곽지역보다는 교육·생활의 중심지
인 원도심에 공공도서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었기 때
문이다.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지역은 입북동
(3,642m), 금곡동(2,852m), 호매실동(2,837m) 등의 순이었
다.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동은 2019년 사업이 완료된 수원
호매실지구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신규 개발로 인구
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공공도서관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근린공원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은 금곡동(486m)이
었으며, 망포2동(507m), 영통1동(508m) 등의 순으로 뒤를 잇
는다. 반면 연무동(2,202m), 매산동(1,692m), 매교동(1,686m) 
등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인구 1인당 
근린공원의 평균 접근성이 926m임을 고려할 때, 이들 지역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이다. 근린공원 접근
성이 우수한 지역에는 권선구의 금곡동과 호매실동, 권선2동
과 곡선동이며, 그 외 영통구의 영통동과 망포동, 광교1동 등
이 눈에 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시
가지라는 점이다. 도시계획 단위에서부터 근린공원의 공급계
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매산동과 매교동은 구시가지인 팔달구에 위치하여 
근린공원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다. 근린공원의 접근성 결
과를 통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간 생활환경의 쾌적성의 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생활문화센터의 평균 접근성은 2,676m이며, 분석 시설 중 
지역 간 격차가 가장 컸다. 행궁동(622m), 매교동(710m), 지
동(778m)의 순서로 접근성이 우수한 반면, 입북동(6,229m), 
금곡동(6,011m), 영통3동(5,279m)의 순으로 접근성이 떨어졌

다. 생활문화센터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은 주로 팔달구를 
비롯한 원도심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팔
달구는 수원시청과 경기도청 등 주요 공공기관이 위치하고 경
기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등 많은 문화시설이 자리하고 있
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문화센터의 이용기회가 높
다. 차제에는 팔달구에 생활문화센터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입지패턴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입지 효율성이 높
은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센터를 공급하는 것이 상대적으
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a) Public Library (b) Neighborhood Park

(c) Living Culture Center (d) National and Public Daycare 
Fig. 3. Living SOC accessibility analysis results

전국 영유아 1인당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균 접근성이 658m 
(Architectural Urban Space Research Institute, 2019)임을 고
려할 때, 수원시의 243m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대부
분 동 지역의 접근성이 500m 이하로 나타나 국공립어린이집
의 지리적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지역은 우만2동(133m)이며, 망포1
동(156m), 권선2동(158m)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상
대적으로 많이 분포한 지역이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행궁동(633m)이며, 매교동(621m)도 비슷한 수준을 보
였다. 행궁동과 매교동은 수원의 구도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이 부족하여 접근성이 낮게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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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형평성 및 최적입지 결과

분석대상 시설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를 지니계수로 분석
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 생활문화센터의 
지니계수는 0.296으로 지역 간 형평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린공원의 지니계수는 0.215로 두 번째로 높았
다. 공공도서관(0.144)과 국공립어린이집(0.180) 접근성의 지
역 간 격차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지만,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니계수 결과는 향후 수원시가 생
활SOC의 지역 균형 발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시설을 선정하고, 적절
한 수의 공급량을 산정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대상 시설의 최적입지 분석 결과는 다음의 Fig 4와 같
다. 입지가 우수한 1등급을 중심으로 최적입지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
의 입지우수 지역의 분포패턴은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장안
구 서남측지역, 팔달구 우측지역, 그리고 영동구, 중앙과 남측
지역에 입지우수 지역이 중점적으로 분포하였다. 주요 생활거
점시설의 적정입지가 원도심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수원시 원도심은 인구밀도가 높지만, 거
점시설의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정입지가 많
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수원시 원도심에서
는 가용토지의 확보가 어려워, 생활거점시설의 추가적인 공
급이 쉽지 않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 공공시설용지를 
활용한 복합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적입지는 수원시 전역에 산재하여 분
포하였다. 이는 영유아 인구와 국공립어린이집의 분포가 넓은 
지역에 잔재해서 입지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분석 결

Table 1. Suwon city living SOC accessibility in the upper and lower 5 dong areas
 (Unit: m)

Ranking
Public Library Neighborhood Park Living Culture Center National and Public 

Daycare 
Division Accessibility Division Accessibility Division Accessibility Division Accessibility

1 Haenggung-
dong 1,032 Geumgok 

dong 486 Haenggung 
dong 622 Uman 

2-dong 133

2 Yeonghwa-
dong 1,071 Mangpo 

2-dong 507 Maegyo 
dong 710 Mangpo 

1-dong 156

3 Maetan 
4-dong 1,305 Yeong

tong 1-dong 508 Ji dong 778 Gwonseon 
2-dong 158

4 Jowon 
1-dong 1,337 Yeong

tong 2-dong 521 Uman 
1-dong 1,185 Jeongja 

3-dong 159

5 Uman 
1-dong 1,343 Maetan 

4-dong 532 Godeung 
dong 1,213 Jeongja 

3-dong 161

⋯

40 pajang
-dong 2,579 Jowon 1-dong 1,505 Homaesil-

dong 4,951 Jeongja 
1-dong 325

41 Gwanggyo 
2-dong 2,720 Yeonghwa-

dong 1,573 Mangpo 
1-dong 5,265 Wonwon-

dong 364

42 Homaesil-
dong 2,837 Maegyo dong 1,686 Yeongtong 

3-dong 5,279 Gwanggyo 
1-dong 398

43 Geumgok-
dong 2,852 Maesan-dong 1,692 Geumgok-

dong 6,011 Maegyo
-dong 621

44 Ibbuk-dong 3,642 Yeonmu-dong 2,202 Ibbuk-dong 6,229 Haenggung-
dong 633

Average 1,937 926 2,676 243
S.D 518 379 1,451 243

Table 2. Regional disparities in accessibility to living SOCs analyzed by the Gini coefficient

Division Public Library Neighborhood Park Living Culture Center National and Public 
Daycare 

Gini Coefficient 0.144 0.215 0.296 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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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기초해 볼 때,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입지 선정은 수원
시 전체보다는 세부 근린단위에서 세심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
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리적 서비스 반경이 좁고, 대표적인 
도보권 시설인 만큼, 영유아 인구의 분포를 고려하여 근린단
위에서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적정입지 결과에서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접
근성이 우수한 지역에도 최적입지가 다수 분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생활문화센터의 접근성이 우수한 팔달구 등
지가 최적입지 결과에서 입지우수지역으로 나타난 것이 대표
적이다(Figs 3 and 4 참조). 생활SOC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접근성만을 시설 공급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목격되
는데, 이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 생활SOC 접근
성이 우수하더라도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추가적인 공급 여
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근성 분석 결
과를 기초로 공급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적정입지 분석 결과
를 기초로 신규시설의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 Public Library (b) Neighborhood Park

(c) Living Culture Center (d) National and Public Daycare 
Fig. 4. Living SOC optimal location analysis result

4. 결 론

생활SOC는 보육, 의료, 문화,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편
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로서, 생활SOC로의 균등한 접근
성은 지역 간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SOC의 접근성 및 지
역 간 격차 현황을 분석하고, 최적입지를 탐색하여 공급전략
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생활거점시
설의 입지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밀착형 생활SOC 계획에 필
요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거점시설의 접근성은 지역 간 많은 차이를 드러냈다.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팔달구와 장안구 일대를 
포함한 수원시의 원도심 지역 등지에서 접근성이 우수했다. 
반대로 신규 택지에 속하는 권선구의 금곡동, 호매실동, 영통
구의 광교동 등은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의 접근성이 상
대적으로 떨어졌다. 근린공원은 도시개발단계에서부터 공원 
입지 논의가 이루어진 신시가지의 접근성이 우수한 반면, 구
시가지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수원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접근
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행궁동과 매교동은 상대적
으로 열악한 접근성을 보였다. 이는 원도심에 해당하는 지역 
특성상 인구 분포에 비해 시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
은 결과로 풀이된다.
지니계수를 통해 시설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를 측정한 결
과, 생활문화센터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
어, 근린공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SOC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정
확한 진단을 토대로 시설별 세부 공급전략이 필요한데, 이 연
구의 결과는 향후 공급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접근방
법을 소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생활거점시설의 최적입지 분석을 수행
하였다. 공공도서관, 근린공원, 생활문화센터의 최적입지는 
유사한 지역 즉,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출되었다. 생활SOC 시
설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신규시설의 
공급이 요구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적입지는 수원시 전역
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근린단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
을 위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편, 접근
성이 우수한 지역에서도 최적입지가 집적하여 나타나는 현상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접근성을 기준으로 생활SOC 공급방
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최적입지의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연구는 미시적인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생활SOC 계획에 필요한 주요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자료의 
확보 문제로 인해 제한적인 수준의 결과를 제공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
다. 첫째, 생활SOC 접근성은 잠재적 기준이 아니라, 실현된
(realized)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 구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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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으로 인해 잠재적 접근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일상활동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생활SOC 이용행태자료를 기반으로 생활SOC의 접근성
을 분석하고 형평성 수준을 진단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생활거점시설을 보다 폭 넓게 다루어야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인 네 가지 시설 외에 보다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보다 
일반적인 특성을 도출하는 노력이 추가되어야 한다. 셋째, 생
활SOC 최적입지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적입지와 공
급량을 체계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simulation) 
모형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간계획과의 정합
성을 유지하면서 최적의 입지에 신규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실천적 계획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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