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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도시 특성변수와 도시계획시설 공급패턴의 상관성을 업무 담당자의 직무에 대한 견해와 다변량분석 

을 시행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 

여 제도적으로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공급특성에 따른 관리방안으로서 중요 

도와 효용성이 높은 시설인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설 동은 선계획 및 후개발 정책을 강화하고 효율과 형평의 요소를 조화 

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서비스 공급을 축소하고 민간서비스가 가능한 행정에 대해서는 민간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관리방안 

이 필요하고 향후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공급 수행을 정부가 공급하는 확대지향적인 성향 

을 억제하고， 민간참여를 위축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영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방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액심용어 도시계획시설， 다변량분석， 도시관리계획， 중요도와 효용성 

ABSTRACT Studying the operation of urban control plan and control program of urban plan facilities to present develop

ment direction of urban plan in the futu re by performing multi-variate analysis, the research acquired the fo llowing con

c1 usion. lt is required to institutionally activate the inhabitants’ participation by reflecting spontaneous participation and 

opinion of inhabitants to adm instration so that the effect of business can be maximized in the stage of establishing urban 

contro l plan. Furthermore, the participation of role dividing type is necessary to a이ust and connect the interest of expeπ 

that has experience in practical business of overall urban plan, inhabitant and self-governing body. It is required to reduce 

the service supplied by government so as to enhance policy of plan-first and development last for faci lities with high 

importance and utility such as road, park and water supply/sewage, etc as well as to seek control program that expands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for adm inistration for which private service is possible. 

KEYWORDS Urban Plan Faci li ties, Multi-Yariate Analysis, Urban Control Plan, Importance and Utili ty 

1. 서 토: 
L-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실태 및 수준평가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이 도시생활의 질에 대한 평가와 도시가 수행하고 

있는 중추기능 등의 측정을 통하여 도시별 위상을 부각하 

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입지와 관련한 일련의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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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입지분석 및 펑가를 통하여 최적입지를 선정하는 계량 

적 분석 및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도시계획시설은 단위시설별로 고유한 기능과 성격 그 

리고 입지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차이가 존재하 

는데， 특히 시설입지로 인하여 도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시설의 입지가 해당지역의 장래 도시발전 축을 

결정해 버리는 상황도 발생시키므로 세심한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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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의 구조적 특성과 도시계획시설 

사이에 존재하는 다변량분석을 이용하여 요인들간에는 

존재하는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담당자의 업 

무인식을 조사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 운영과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84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국토 및 도시계획 

관련 법령이었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전면 통폐합되어 재정된 

2003년을 시점으로 하고 2007년을 비교 시점으로 설정하 

여 건교부의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원자료를 활용하여 다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2. 기반시설 현황 및 변수설정 

2.1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실태 

2007년 말 기준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4,496.2 때12 

로 이중 집행면적이 3,050.41an2, 미집행시설면적은 1,445.8 1an2 

표 1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및 미집행면적 

시설명 결정면적 

계 4,496.20 

도로 1,083.62 

철도 70.55 

항만 170.99 

공항 74.75 

교통 주차장 14.28 

시설 자동차정류장 9.44 

궤도 0.13 

삭도 0.1 1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0 ‘ 15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0.61 

광장 9 1.77 

fτr1T 。내크 1,189 .62 

공간시설 녹지 125.81 

유원지 163.81 

그。l그 。l그 。Zι깃 ~I 7.97 

유통업무설비 14.16 

수도공급설비 49 .4 1 

전기공급설비 25.86 

유통 가스공급설비 2.85 

및 열공급설비 2.52 
고그닙시 1 서 E 방송통신시설 2.39 

공동구 0.54 

시장 8.99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9.01 

자료· 국토해양부， 한국토지공사(도시계획현황，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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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67.8%의 집행률을 보였다. 

시설별로는 교통시설이 도로 집행률을 제외하고 상대적 

으로 높은 집행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교통시설의 상대 

적 집행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대상 시설이 주로 공항， 

항만，절도등대형 국책사업 시행에 기인한것으로보인다 

공간시설은 86.5%의 시설집행률을 보이는 공공공지를 

제외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 

으로 나타났는데， 넓은 면적을 지정하게 되는 도시자연공원 

등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재시설은 재난관리 및 안전과 관련되어 있어 매우 높 

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 식재된 식물인 사방시설이 상대적으로 낮 

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위생시설은 혐오시설과 관련된 납골시설， 도축장 

등의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는데，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 

발하는 시설이 포함되는 보건위생시설은 님비증후군의 

급증과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집행률의 개선 

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km 2,%, 백만원) 

집행면적 집행비율 미집행면적 

3,050 .4 1 67.84 1,445 .79 

757.31 69.89 326.31 

68 .24 96.73 2.31 

168.52 98 .55 2.48 

74.75 100.00 0.00 

11.28 78.98 3.00 

8.37 88.73 1.06 

0.07 54.56 0.06 

0.01 1.35 0.1 1 

0.15 100.00 0.00 

0 ‘ 58 95.99 0.02 

70 .93 77.29 20.84 

328.58 27.62 86 1.36 

67.37 53.55 58 .44 

72.48 44.24 9 1.33 

6.45 80.94 1.52 

11 .8 1 83 .4 1 2.35 

47.79 96.71 1.63 

22 .87 88 .43 2.99 

2.85 100.00 0.01 

2.52 100.00 0.00 

2.36 98.72 0.03 

0.54 100.00 0.00 

8.52 94.85 0.46 

8.83 98.02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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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계속)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및 미집행면적 

시설명 결정면적 

학교 286.22 

운동장 30.59 

공공청사 26.84 

{「。}「。 문화시설 6.93 

체육시설 227.6 1 
문화 

도서관 0.55 
체육 
시설 연구시설 6.69 

사회복지시설 5.10 

공공직업훈련시설 0.93 

청소년수련시설 4.39 

하천 565 .42 

유수지 12.95 

저수지 104.2 1 
방재 

방풍설비 0.02 
시설 

방수설비 1.64 

사방설비 0.06 

방조설비 0. 14 

화장장 1.06 

공동묘지 18.30 
보건 납골시설 0.20 
위생 

장례식장 0.08 
시설 

도τ~.ÃJ- 0.92 

종합의료시설 4.68 

하수도 29 .40 
환경 폐기물처리시설 39. 19 
기초 

수질오염방지시설 2.70 
시설 

폐차장 0.03 

자료 ‘ 국토해양부， 한국토지공사(도시계획현황， 2008) 

2.2 투입변수 선정 

본 연구에서 분석에 투입될 주요 변수들의 성향을 파악 

하여 주요 특성을 정리하면， 첫째， 도시계획시설로서 기 

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자료의 집계가 행정구역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별 도시별로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계획구역내 인구차원에 

서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져 있는가를 분석하기가 매우 곤 

란하다 따라서 면적이나 인구와 같이 도시적 특성으로 

투입된 변수들에 있어서는 행정구역의 면적과 행정구역 

내 인구를 기초로 산정하였다. 

둘째， 도시적 특성으로 분류된 도시의 역사성， 인구수， 

면적규모， 재정자립도들이 이들 변인간의 상관계수에 의 

하면 어느 정도 정적 상관관계는 존재하지만 완전한 관계 

가 아니어서 모수통계분석의 투입변수로 적정하다 또한 

시설의 개별특성이 상이하고 규모에 따라 영향권역이 다 

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상의 기능을 갖춘 시설만을 대상 

집행면적 집행비율 미집행면적 

270 .3 1 94 .44 15.92 

24.35 79.62 6.24 

25 .43 94.74 1.4 1 

5.55 82 .94 1.1 8 

200.33 88 .0 1 27.28 

0.53 96.70 0.02 

6.51 97 .42 0. 17 

4.26 83 .49 0.84 

0.93 100.00 0.00 

3.44 78.38 0.95 

555 .66 98 .1 7 10.36 

12.74 98 .36 0.21 

104 .1 7 99.96 0.04 

0.02 100.00 0.00 

1.64 99 .70 0.01 

0.04 73.00 0.02 

0. 14 100.00 0.00 

0.86 8 1.22 0.20 

17.18 93.91 1. 11 

0.20 94.38 0.0 1 

0.08 100.00 0.00 

0.80 87.03 0. 12 

4.46 95.29 0.22 

28.13 95.67 1.27 

37 .4 1 95 .45 1.78 

2.42 89.75 0.28 

0.03 100.00 0.00 

으로 하되， 도시에 따라 다른 구조적 특성을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조정작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도 

시적 특성가운데 여타의 도시적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으로 판단된 인구수를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셋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급수준을 산정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예로써 도시의 연륜이 

나 인구수에 의한 도시규모 그리고 역사성과 별다른 관계 

를 보이지 않는데， 해당도시의 재정적 여건을 중심으로 

보조금과같은국가의 재정적 여건이 시기별로 변화의 폭 

이 커서 수년간의 평균치를사용하였다. 

선정된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에 투입되는 과정은 변수 

의 성격이 매트릭스자료이면서 정교한 분석방법을 적용 

할 수 있는 정량적 변수인 비율척도를 근간으로 작성되어 

져 있기 때문에 변수간의 비교와 개별 도시간의 비교가 

용이하다. 따라서 도시간의 정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정된 변수자료에 유용한 다변량분석 방 

Jouma/ of The Korean Society of Societa/ Secunty, Vo/. 4, No. 1 



60 최 웅· 박정용· 김영균 

표 2 독립변수와 t탤근거 

독립변수 

| 시역사 

많 亡닫현 
펴ζ | 시 인구 
\:!T • 

! H정자립도 

산출근거 및점검항목 

승격경과년수(시승격시기) 

행정구역과도시계획구역 면적차 

행정구역인구 

재정자립도 

도시계획시설 

시설면적 

시설면적증감율 

도로，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광장， 공원， 녹지， 수도전기가스공급시설， 시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하천，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중의 하나인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도시 집단간의 

정도 차이와 체계를 점검한다. 

3. 업무담당자 직무파악 특성 

본 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절차가 집행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적정성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를 

일선 도시계획 관련 업무담당자의 견해를통해 파악하였다 

설문조사의 5점 척도로 투입된 설문 항목과 조사 결과는 

SPSSIPC 10.0을 이용해 다변량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3.1 업무의 전문성 의견 

도시 관련 업무수행 기간은 평균 3.2년으로 나타나 비 

교적 전문성을 갖추는데 요구되는 기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전문성을 갖추는데 다소 미흡한 담당기 

간으로 인식되는 3년 미만의 공무원이 57.5%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소수의 3년 이상 업무 담당 

자의 역할비중에 따라 전체적으로 낮은 담당기간이 산출 

되었다. 

표 3. 설문 문항과 조사결과 

구분 매우효용 효용 

접근편리성 15 35 
시설입지 

입지타당성 55 34 

이용편리성 21 29 
시설편익 

시설효율성 33 43 

주변쾌적성 10 21 
시설환경 

시설연계성 11 16 

시설공급성 41 26 
시설관리 

시설관리성 36 24 

현재경제성 21 28 
시설경제 

공간효용성 20 27 

방범유지성 35 26 
시설안전 

재해안전성 2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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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보직제도 전반에 걸친 의견으로 실제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게 된 계기도 역시 과반수가 넘는 56 .7%의 

응답자가 행정상 순환 보직변경에 의해서이며， 도시계획 

전공자와 비전공자이지만 지원에 의해서 업무를 담당하 

고 있는 계층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순환 보직변경에 의해서나 업무분야와 무관한 

비전공자로서 애로사항이 구조하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 

이가능하다 

도시계획업무 대한 담당자의 적응기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2~3년이 3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으나 현재 담당자의 업무수행기간이 2~3년이 가 

장많은 것으로봤을 때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해 적응을하 

게 되면 행정상 순환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있어 양질의 

행정능력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계획부서로 보직변동 후 업무파악에 상당 

한 숙지기간이 필요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이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또한 도시계획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차원의 업 

무교육 필요성에 대해 매우필요와 펼요하다는 의견 41.7% 

의 점유율을보였다. 

(단위 : 명) 

보통 비효용 매우비효용 합계 

58 11 120 

20 9 2 120 

57 10 3 120 

29 13 2 120 

65 19 5 120 

59 32 2 120 

35 16 2 120 

41 15 4 120 

45 20 6 120 

59 13 120 

45 9 5 120 

51 11 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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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선택적으로 펼요하다는 의견을 포함하면 업무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가 전체의 

83.3%로 도시계획업무처리에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도시계획 수행능력 배 

양 특성화와 장기적인 교육기간 이수를 통한 전문교육의 

기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3.2 도시관리계획의 적정성 의견 

도시계획은 당해 지역의 장래발전을 전망하여 도시 시 

설의 수와 규모 및 입지 등을 적절히 결정하여야 한다. 이 

와 같은 당위성을 확보키 위한 제도적 장치인 도시관리계 

획이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 자체가 미래를 대 

비하기에 부적절하고， 장기간 소요시간의 펼요와 비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부정 

적의견도간과할수없는형면이다. 

따라서 도시 인구와 지역여건을 감안한 지침의 제시가 

요구되는데， 1 98 1 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주민이 도시계 

획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처음으로 마련되었 

으며， 이후 도시계획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양상이 변화하 

여 관주도의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오류와 저항을 예방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 

가정착되었다. 

다음으로 향후 도시계획 업무수행자에 대한 지정을 어 

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행정절차에 따른 전공 

자를 순환보직하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기에 

도시계획 전공자 배치와 특수성을 고려한 경험자까지 포 

함하면 78.4%로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전공에 의해 업무 

를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주민의 참여 범 

위를 명문화하여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법률상의 방법을 

고수해야한다는 의견과 부분적으로 필요한 과정에만 해 

당 주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 참여 방식， 그리 

고 한정된 전문가가 참여하여 주도하고 주민참여는 필요 

가 없다는 폐쇄된 사고도 미세하게 나타났다.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의 관심부족으 

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민참여제도가 한계가 있다는 반응도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 도시계 

획결정시 폭넓은 주민의 의사반영이 회의적인 상태에 머 

물러 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 명문화되어 있는 주민참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홍보강화와 함께 

지자체가 추구하는 열린 행정의 일환에 따라 가능한 폭 

넓은 참여기회를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민원 저감 및 해소 

방안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해당사자인 주민역시도 도시계획은 광역적 차 

원의 도시발전을 꾀하는 계획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만 관심을 갖는 국소적 사고나 근시안적 사 

고를 지양하여야 주민참여의 법적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 

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제도의 효 

율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계획 수립단계에서 전문가 집단 자문 실효성에 대해 업 

무 담당자의 의견은 다소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이는 전문가집단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의견보다 

낮아 전문가 자문이 업무 담당자에게는 다소 도움이 되고 

있음을의미한다. 

3.3 시설별 중요도 인지 의견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자체가 지니는 고유기능과 세력권 

에 따라 도시의 균형발전과 성장 축에 크고 작은 영향력 

을 발휘하고 있는 바， 통상의 대안 비교시 사용되는 가중 

치 부여방식을 원용한 것이나 항목별(시설별) 중요도에 

대한 객관적인 가중치를 설정하기 곤란하여 시설별 중요 

도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도시계획 업무 수 

행자가 느끼는 중요 도시계획시설의 우선순위를 점검하 

였다 

시설별 종합부문의 가중치환산점수가 중요도를 달리 

하는데， 도로는 조사대상자의 55.8%, 그 다음으로는 주차 

장， 상하수도， 공원 등으로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설은 

도로시설로나타났다. 

주차장과 공원은 l순위가 도로인 관계로 2순위에서 가 

장 높게 선택되었으나 다른 시설과 큰 차이가 없는 점수 

를갖는다. 

가중치에 의한 환산을 통해 얻어진 종합점수는 도로가 

월등하며， 그 다음으로는 공원-상하수도-주차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는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은 정성적 관계보다 

는 정량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인 

식하여 낮은 중요도를， 운동장시설은 선택이 전무한 시설 

인 바 이는 그간 문화체육부에 의해 추진되어옹 국민체육 

진흥 5개년계획에 의거 체육진흥을 위한 기본체육시설의 

확보와 지역적 균형유지를 위해 시단위별 l운동장 확보 

계획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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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도시계획시설의 중요 우선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종합 

중요도 비율 환산점수 중요도 비율 환산점수 중요도 비율 환산점수 

계 120 100.0 360.0 120 100.。 240.0 120 100.0 600.0 

도로 67 55 .8 201 10 8.3 20 39 32.1 221 

광장 0 0.0 0 4 3.3 8 2 1.7 8 

공공청사 2 1.7 6 11 9.2 22 7 5.4 28 

주차장 18 15.0 54 19 15.8 38 19 15 .4 92 

자동차정류장 0 0 ‘0 0 6 5.0 12 3 2.5 12 

철도 5 4.2 15 7 5.8 14 6 5.0 29 

시장 3 2.5 9 15 12.5 30 9 7.5 39 

운동장 0 0.0 0 2 1.7 4 0.8 4 

상하수도 15 12.5 45 18 15.0 36 17 13.8 81 

공원 7 5.8 21 20 16.7 40 14 11.3 61 

유원지 0 0.0 0 2 1.7 4 0.8 4 

기타시설 3 2.5 9 6 5 .。 12 5 3.8 2 1 

주) 1순위 중요도는 5점 ， 2순위 중요도는 3점 ， 시설별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았음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담당자가 사고하는 중 

요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발전과 직결되는 시설의 중요도 

를 가름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주민생활이 도시생활 속에 

서 상시 이용하고 체감하는 시설을 척도로 삼고 있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요구되는 유원지와 광장에 

대한 중요도 인지가 낮은 것은 다소 회의적인 결과라 할 

수있다. 

3.4 민원발생에 대한 의견 

도시계획시설은 민원을 발생시킴으로써 자동차의 축과 

두 개의 바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최근 지방 

자치제에 따라 강도 높게 요구되는 주민민원은 간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며， 일부 주민의 경우는 지방자치제도 

가 도시계획시설을 위시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소 

를 일시에 해소해 주어야 하며，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만능 

의 제도로 치부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주민요구에 따른 빈도와 강도， 요구 대상시설，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의 민원의 성격과 객관성을 점검 

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결과， 예상되 

었던 바와 같이 실시 이후에 민원사례 빈도수와 요구 정 

도가 82.3%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정반대의 현상인 실시 이후 민원사례 

빈도수도 줄고 요구정도도 약해졌다는 경우가 미세하여 

대단히 상반적이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은 상당수가 매우 객관적인 요구로 

한국재난관i!(표준학희 논문잡 제4권 제1호 

나타났으며 ， 대부분은 지자체에게 매우 무리한 요구로 인 

식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를 위한 객 

관적인 요구라기보다는 매우 이기적이며 타당하지 못한 

요구라는 의견도 32 .9%에 이르러 도시전체보다는 본인 

소유의 토지만을 위한 편협적인 이기주의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시설결정 이전 

과 결정 이후 민원 비중이 높아진 시설， 지자제 실시이후 

민원요구를 도시계획시설의 중요도 및 조성 우선순위와 

연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같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과 이후의 빈도가 높은 민원대상 

도시계획시설은 주로 도로와 공원으로 이들 두 시설은 l 

순위로서는 절대적이며，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여 점수 

화한 결과를 보더라도 실시 이전에 도로가 43 .3%, 공원이 

24.6%의 비중을 차지하며， 실시 이후에 도로가 38 .3%, 공 

원이 23 .3%로 약간의 감소한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 민원 

의 실질적인 주 대상이어서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할 당위 

성이 있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향은 지자제 실시 이전이나 이후에 동일한 

패턴을 지니고 있는 바， 지자제실시 이전보다도 그 이후 

에 민원의 요구강도와 빈도가 높아졌었던 점을 감안한다 

면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서 결국， 지방자치제 실시는 민 

원의 빈도와 요구정도를 강하게 하는 전환점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민원 대상시설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자치단체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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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주요 민원대상 도시계획시설 

구분 
I순위응답자 

실시전 실시후 

계 120 120 

도로 80 72 

ττr7 건 。 l 22 15 

광장 

자통차정류장 

주차장 2 

철도 

운동장 3 

학교 

시장 2 

수도공급설비 2 

하수도 

공공청사 

하천 2 

녹지 3 

유원지 

기타 5 

-口「7。r仁'ft 23 19 

조성상의 구조적 개선이나 재정분야의 개선은 짧은 지방 

자치제 기간 중에 향상된 바가 약하며， 누적된 미집행 시 

설은 뚜렷한 개선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도로와 공원은 

장기미집행의 주된 대상시설로 민원발생도 높게 발생시 

킨다는 연관성이 존재한다. 

특이한 점은 도로 공원을 위시하여 광장·철도주차장 등 

은 도시계획시설의 조성에 있어 높은 우선 순위와 도시발 

전에 대한 조사된 영향 정도로 볼 때 민원발생도 높은 비 

중을 점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들 시설은 소규모의 점 

적 시설이면서 일부 공공성이 매우 강한 시설인 관계로 

표 6 도시계획시설결정 타당성의 신뢰도 

구분 요인 l 요인2 

접근 0.912 0.245 
시설입지 

입지 0.857 0.325 

편리 0 .355 0.826 
시설편익 

효율 0.206 0.791 

쾌적 0.324 0.157 
시설환경 

연계 0.215 0.126 

관리 0.401 0 ‘ 215 
시설관리 

공급 0.325 0.198 

효용 0.2 17 0.152 
시설경제 

유지 0.193 0.2 16 

안전 0.332 0.1 95 
시설안전 

재해 0.341 0.237 

(단위 명) 

2순위응답자 τ ~~ 
실시전 실시후 실시전 실시후 

120 120 

24 20 \7 56 \7 52 

37 4 1 6. 15 6. 26 

3 4 6. 3 6. 4 

2 6. 2 

3 3 6. 3 6. 1 

3 \7 3 6. 3 

2 3 6. 2 6. 3 

3 6. 1 

9 5 6. 9 6. 3 

3 3 6. 3 6. 3 

4 6. 4 

\7 2 

3 3 6. 3 0 

7 5 6. 7 6. 5 

2 6 6. 2 6. 1 

22 20 \7 1 6. 1 

요구정도는 낮은 비중을 갖는다. 

4.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분석 

4.1 타당성 및 신뢰도 운석 

본 절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 및 효용성에 

대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시를 실시 

하였다. 타당성 검사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탐색적인 요 

인분석을 이용하여 주성분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은 시설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0.125 0.092 0.082 0.0 15 

0.277 0 ‘ 106 0.098 0.369 

0 .344 0.200 0.124 0.075 

0.1 67 0.132 0.098 0.033 

0.815 0.118 0.100 0.213 

0.764 0.103 0.028 0.006 

0.177 0.842 0 ‘ 198 0.132 

0.129 0.802 0.092 0.014 

0.171 0.106 0.872 0.083 

0.203 0.098 0.786 0.076 

0.1 27 0.025 0.019 0.782 

0.194 0.32 0.261 0.796 

Joαna/of η7e1<lα'ean Society of Societa/ Secuity, VoI. 꺼 /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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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도시계획시설결정 효용성의 신뢰도 

구분 
요인 l 요인2 

시설입지 시설편익 

고유치 2.711 2.0 16 

분산의값(%) 19.366 16.124 

누적분산의값(%) 2 1.2 15 36.64 1 

Cronbach’s A1pha 0.805 0.793 

주) 전체 Cronbach’s A1pha=0.785 

입지， 시설편익， 시설환경， 시설관리， 시설경제， 시설안전 

등 6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는데 이상의 6개요인 누적 분 

산의 값은 78.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결정의 타당성과 효용성에 대한 검사 결과의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여 Cron뼈ch ’s 

A lpha 신뢰도계수를 도출하였다. 

전체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 ’s a=0 .785이며 ， 하위 

요인별로는 최소 0.701 에서 최대 0.895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요인분석의 여섯 개 요인인 시설입지， 편익， 

환경， 관리， 경제， 안전 요인을 이용하여 도시계획시설 결 

정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타당성 분석을 위한 구성 

표 8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효용성 

구분 Mean 

요인 l 시설입지 
접근 3.4 

입지 4.1 
3.8 

요인 2 시설편익 
면리 3.5 

효율 3.8 
3.6 

요인 3 시설환경 
쾌적 3.1 

연계 3.0 
3.1 

요인 4 시설관리 
관리 3.7 

공급 3.6 
3.7 

요인 5 시설경제 
효용 3.3 

유지 3.4 
3.4 

요인 6 시설안전 
안전 3.6 

재해 3.5 
3.6 

평균 3.5 

표 9. 구성요소와 효용성간의 상관관계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시설환경 시설관리 시설경제 시설안전 

1.878 1.567 1.599 1.632 

14.1 02 13.796 13.01 2 16.425 

49.518 62 .426 76.398 51.285 

0.827 0.895 0.701 0.784 

요소를 5점 척도로 변환한 평균 점수는 3.15이며 그 하위 

요인 중 접근입지성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의 이용편익과 시설환경에 비하여 공공재 

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가치는 매우 낮으나 그 외 변인 

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타당성을 지니며 효용성도 확보 

한것으로보인다. 

4 .2 가설검증 및 회귀분석 

본 연구의 가설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 구성요 

소들은 효용성에 영향이 있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 

해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설결정 타당성 구성요소 변인과 효용성 간의 상관관 

계는 99.9% 이상의 높은 유의수준을 보이는데， 시설결정 

의 타당성이 높을수록 효용성도 향상됨을 알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효용성과 타당성 요인 중 시설환경성이 가 

장 상관성이 강하며 다음으로 이용펀익성， 경제가치성의 

순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설검증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타당성 

구성요소의 효용성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높은 유의도를 나타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5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Tolerance 값을 확인한 결과 높게 나 

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결정 타당성 구성요소 중 시설관리가 효용성에 가 

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며 다음으로 시설환경， 시설경제의 

순이었으며 유의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계획시설 결정의 효용성은 시설결정의 타당성 구성요소 

구분 시설입지 시설편익 시설환경 시설관리 시설경제 시설안전 

시설입지 

시설편익 0.436*** 

시설환경 0.36 1 *** 0.4 17*** 

시설관리 0.283*** 0.454*** 0.492*** 

시설경제 0.349*** 0.4 13*** 0.482*** 0.447** 

시설안전 0.646*** 0.735*** 0.694*** 0.749*** 0.77 1 *** 

효}국재난관2/표준학희 논운짙 제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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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시설결정 효용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구분 B S.E Beta 

(상수) 0.981 0.147 

시설입지 0.11 5 0.024 0.131 

시설편익 0. 164 0.031 0. 125 

시설환경 0.1 98 0.0 16 0.175 

시설관리 0.201 0.018 0.113 

시설경제 0.1 67 0.021 0.117 

시설안전 0.145 0.024 0.029 

주) **p<O.O 1, ***p<O.OO 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르르 
‘-

본 연구에서는 도시 특성변수와 도시계획시설 공급패 

턴의 상관성을 업무 담당자의 직무에 대한 견해와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여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 업무담당은 순환보직제에서 직무의 전 

담이 가능한 전문직으로 전환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 

업무 수행을 보장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민 참여 

와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여 제도적으로 주민참여를 적극 

적으로유도해야한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수립과 개발사업 추진과정 

에서 분야별 전문가 참여와 도시계획 전반에 실무를 겸비 

한 전문가， 주민， 그리고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 

고 연결하는 역할 분담형 참여가 필요하며， 민간기술의 

유치 및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야한다. 

셋째， 도시계획시설의 공급특성에 따른 관리방안으로 

는 시설의 중요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데， 중요도와 

효용성이 높은 시설인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은 선 

계획 및 후개발 정책을 강화하고 효율과 형평의 요소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서비스 공급을 축소하고 민간 

서비스가 가능한 행정에 대해서는 민간참여를 확대해 나 

가는 관리방안이 펼요하다. 

넷째，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 

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법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향후 효율적 

인 도시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공급 수 

t(p) R R2 F(p) 

14.356*** 

4.298** 

5.457** 

5. 198*** 0.702 0.542 
39.749 
(0.000) 

5.978** 

2.7 12 

0.646 

행을 정부가 공급하는 확대지향적인 성향을 억제하고， 민 

간참여를 위축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영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도시계획시설 

의 관리방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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