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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개념을 ‘각종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하고, 크게 ‘(1) 도시기반시설’과 ‘(2) 생활편익시설’로 구분
-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급·관리하거나 설치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정의
 성숙·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목표도 도시의 기능 및 활력을 유지
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방식도
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 ②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③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 설정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 필요
 기존의 총량적 원단위 방식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공급의 적정성 진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에 기반한 이용자 중심의 평가지표 도입이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 도시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입체도시계획시설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미·저이용 생활편익시설의 용도전환 및 기능복합화,
기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임의
시설의 유형 및 부대·편익시설의 허용범위 확대, 민간의 시설 관리·운영 권한 확대, 기부
채납 대상 시설의 종류 확대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 설정) 총량적 지표에서 이용권(利用圈) 및 접근성을
고려한 지표로 전환, 인구·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공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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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UMMARY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고도성장기에서 성숙·안정기로 접어든 상황임에서도 과거의 도시계획시설 공급·
관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시설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경직된 시설의
관리·운영, 장기미집행시설의 양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
∙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어정의 없이 단순히
시설의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어 시설체계 개편 및 공급·관리 기준설정이 어려움
∙ 또한, 다른 법령에서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 개념을 준용·차용하거나 유사한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시설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공급·관리기준 설정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을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로 구분하여 정의
∙ 성숙·안정기에 도시의 기능·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및 관리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 및 유형구분을
시도하고, 성숙·안정기에 대응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및 관리방안을 제시
∙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시공원’과 특정
연령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대표 시설로 선정하여 시설의 공급적정성을 평가
∙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도시계획기술사회·연구기관·대학과 협동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업무협의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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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재정립
□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 (법률적 의미) ｢국토계획법｣(제2조제6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46종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도시계획적 의미)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공간(토지이용, 교통체계,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이들 시설의 입지·규모·형태 등을 도시계획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도시계획시설의 분류기준
∙ (무상귀속 대상=공공시설) 기반시설 중 공공시설(｢국토계획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시설결정 불필요=임의시설) 일부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며, 동일 기반시설 중에서도 규모와 세부 종류 등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의무 여부가 달라짐
□ 도시계획시설 관련 여건변화 분석
∙ (시설의 이용 측면)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시설의 이용수요 또한 변화
하고 있으며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생활SOC와
같은 지역밀착형 시설의 수요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시설의 공급·관리 측면) 경제성숙도에 따라 공급위주에서 관리위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공공주도의 공급·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짐. 또한 여건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및 관리방식에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
∙ (제도적 측면) 현행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 개념 정의가 부재하고, 다른
법령에서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 개념을 준용·차용하거나 유사한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시설간 체계가 복잡하고 일관된 기준에 의해 설치·관리되지 못함.
또한 2020년부터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체계에
대해 도시계획측면에서의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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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정의(定義) 규정
∙ (기반시설) 각종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하고, 크게 (1) 도시기반시설과 (2) 생활편익시설로 구분
∙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급·관리하거나 설치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시설
□ 기반시설의 유형구분
∙ (도시기반시설) ❶공공만 설치가능한 시설(공공설치+민간운영 가능시설 포함)로
한정하되 민간이 설치가능한 ❷Lifeline 시설과 ❸NIMBY 시설도 포함. 단, 건물
단위 시설은 제외
∙ (생활편익시설) 도시기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기반시설로, 주로 건물단위 시설
및 생활SOC에 해당하는 시설
그림 1 |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정의 및 시설유형 구분(예시)
기반시설

(각종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급·관리하거나 설치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시설)

도시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기반시설 중 국민의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도시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

기반시설 중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주차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유원지
시장

(공공문화체육
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사시설, 도축장
하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처리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자료 : 저자작성

(방재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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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및 관리 방식 개선방안
□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목표) 고도성장기와는 달리 성숙·안정기에는 도시의 기능 및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목표도 변화
∙ (기본방향)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목표가 변화함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방식도 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 ②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③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 설정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 필요
그림 2 |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방식 개선의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
구분
목표

고도성장기

성숙·안정기

실행방안

경제성장 견인 및
도시의 기능·활력 유지
▶
도시기반 구축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신규시설 공급
우선

기본
방향

▶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
및 고도이용

공공 주도의
공급·관리

▶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양적 공급을
우선한 획일적
지표 설정

▶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 설정

∙
∙
∙
∙

도시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입체도시계획시설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미·저이용 생활편익시설의 용도전환 및 기능복합화
기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임의시설 유형 및 부대·편익시설 허용범위 확대
∙ 민간의 관리·운영 권한 확대
∙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종류 확대
∙ 총량적 지표에서 이용권(利用圈) 및 접근성을 고려한
지표로 전환
∙ 인구·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공급기준 마련

자료 : 저자작성

□ 기본방향1 :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
∙ (도시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기존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여 시설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향
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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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체도시계획시설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시설의 부지확보가 곤란하거나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도심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중복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방재시설 또는 혐오시설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상의 ‘입체도시계획시설 제도’를 활용
∙ (미·저이용 생활편익시설의 용도전환 및 기능복합화) 토지이용계획에 비해 저
밀도로 개발되었거나 인구구조변화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사라진 생활편익
시설은 수요에 맞는 용도로 전환하거나 기능을 복합화하여 사용
∙ (기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시설의
제원·노후도·보수이력 등을, 생활편익시설의 경우 건축물 및 부지의 이용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설의 체계적 관리에 활용
□ 기본방향2 :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 (임의시설 유형 및 부대·편익시설 허용범위 확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도시계획결정 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임의시설화하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대·편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의 시설공급을 유도
∙ (민간의 관리·운영 권한 확대) 공공시설 내에 민간의 수익시설 설치·운영을 적극
허용하여 과거 공공이 전액 부담하던 시설의 관리·운영비 일부를 민간자금으로 충당
∙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종류 확대) 지자체 조례개정 등을 통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공공시설들을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받는 방안을 강구
□ 기본방향3 :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 설정
∙ (총량적 지표에서 이용권 및 접근성을 고려한 지표로 전환) 단순히 인구를 모수로
하는 양적 공급 지표에서 이용자 입장에서의 시설별 편익(접근성 등)을 고려한
공급기준으로 전환하고 시설의 이용권을 고려한 공간계획(광역도시계획, 도시
기본계획 등)을 수립
∙ (인구·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공급기준 마련) 학교·어린이집·노인복지
시설 등과 같이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이용수요가 달라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용도전환 및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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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근성 기반의 도시계획시설 공급적정성 평가방안
□ 접근성 기반의 도시계획시설 공급적정성 평가지표 정의
∙ (서비스 효용 :  ) 도시계획시설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효용은 수요자와
시설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시설의 규모에 비례하는 접근성 지표로 정의

   식 
 :

이용자 거주지



에

: 이용자 거주지

시설

와

가

시설

제공하는 서비스 효용,

 까지

거리,





: 시설

의

규모,

: 거리조락효과 매개변수

∙ (계획공급량 : ) 대상지를 구성하는 공간단위(예: 행정동, 집계구 등) 내 수요
지점 내 이용자 수에 원단위 규모(예: 1인당 공원면적 6㎡)를 곱한 값으로 정의

   × 
(  :공급원단위,

:

해당 수요지점 격자 내 거주하는 수요 인구수)

∙ (실제공급량 : ) 대상지 내 모든 시설의 면적을 식 1을 적용하여 배분한 뒤
집계구 단위로 누적한 값으로 정의


공원 :  









어린이집 :  













× 
 

 

   
 




: 어린이집

의

정원규모,



: 어린이집

와

∙ (공급적정성 평가지표) = (실제공급량 : ) - (계획공급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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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인구



간 거리

□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적정성 평가 실증분석
∙ (현재 공급적정성 평가)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의 도시공원과 어린이집을 대상
으로 현재 상태에서의 접근성에 기반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적정성을 평가
∙ (신규시설입지에 따른 공급적정성 개선효과 시뮬레이션) 대상지 내 신규 시설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신규 시설입지에 따른 실제공급량 증가폭을 추정한
뒤 증가 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시설 입지 우선순위를 부여
그림 3 | 접근성 기반의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평가결과 : 750m & 0.01

<현재 상태의 공급적정성 평가결과>

<공급적정성 개선효과 시뮬레이션>

주 : 파란색은 실제공급량이 계획공급량 보다 많은 지역, 주 : 빨간색은 신규입지 시 공급적성성 개선효가가 큰 상위
빨간색은 실제공급량이 계획공급량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20% 지점, 초록색 별(*)은 상위5% 지점.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4 |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어린이집 공급적정성 평가결과 : β =-0.5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전역>
<중심부 일부지역 확대>
주 : 파란색은 실제공급량이 계획공급량 보다 많은 지역, 빨간색은 실제공급량이 계획공급량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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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연구의 개요

이 장에서는 저성장 시대를 맞아 이용자 중심으로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을 언급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방법 및 틀을 제시한다. 후반부에서는
그간의 관련 연구와 비교하여 이 연구가 갖는 차별성과 학술적·정책적 기대효과를 설명한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가 기반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이라는 절차를 통
해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로 결정하는 이유는 해당 시설이 설
치될 경우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시 차원에서 해당
시설을 공급·관리하거나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도성장기에는 이러한 도시계획
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각종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
고 도시로 집중되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편익을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하지만
인구 및 경제가 저성장 추세로 접어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기에 도시 내 기반
시설의 양적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시설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 여건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경직된 시설의
관리·운영, 장기미집행시설의 양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반시설 중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 체감도가 높은 생활편익시
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인프라’,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SOC’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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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이름으로 국가차원의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들 시설을 확대·공급하는 데 정책역
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SOC의 경우 대상 시설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이들 생활SOC의 근간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상의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또한 부재
한 상황이다. 또한 ｢국토계획법｣ 상의 ‘기반시설’ 개념을 여러 제도(사업)에서 준용
또는 차용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기반시설’과 유사한 개념의 법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
다. 한편으로 2018년 말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상·하수도 등 국토의 기간을 형성하
는 SOC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속가
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20년부
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도 유형별 특성에 따
라 국가차원의 맞춤형 정책방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도시계획시설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결정 및 설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을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
설’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도시의 기능·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및 관리방식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이 연구에서는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유형을 크게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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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공급방안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공간분석의 경우 분석 대상지역
을 도시계획시설 관련 공간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설정하였
다. 46종의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중에서는 불특정다수를 이용대상으로 하는 ‘도시
공원’과 특정연령계층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의 한 종류)을 대
표 시설로 선정하여 접근성에 기반하여 공급의 적적성을 평가하고 최적의 공급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2) 연구 방법
(1) 국내·외 문헌 및 정책변화 과정 조사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을 비롯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범위·체계 등을 정리하기 위
해 국내·외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행 도시계획시설 체계 및 공급·관리상의 문제
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계획 등의 제도분석을 병행하였다.

(2) 통계자료 및 공간자료 분석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및 관리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도시
계획시설의 공간적인 설치 현황 파악 및 개선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공간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3) 협동연구(위탁계약 및 원고의뢰)
기술사회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도시계획시설 관리제도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 학교시설 공급기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대학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적정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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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문회의 및 실무협의회
도시계획시설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교수, 기술사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
하여 연구방향 및 제도개선방안 논의하였으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과 개선방안의 제도화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3. 연구 틀 및 주요 개념
1) 연구 틀
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2장의 전반부에서는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및 분류 체계를 고찰하고 도시계획시
설과 관련한 여건변화를 시설의 이용 및 공급·관리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다.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
해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정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시설의 분류
기준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고도성장기에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
던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목표가 성숙·안정기에는 도시의 기능 및 활력을 유지하
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① 기존시설의 유지
관리 및 고도·이용, ②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③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 설정이라는 세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실행방안
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이용자의 이동거리(비용)와 시설의 규모(편익)에 따라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용이 결정된다는 가정하에서 대구광역시의 도시공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
로 접근성 지표에 기반하여 이들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적정성을 평가하고 신규 공급
시 최적의 입지대안을 시뮬레이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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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연구의 틀
제1장

연구의 개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연구의 범위 및 방법/연구의 틀/선행연구와의 차별성/기대효과
▼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재정립
제2장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및 분류기준
도시계획시설의
개념/변천과정/분류 기준

도시계획시설 관련 여건변화
분석
시설의 이용 및 공급 ·운영
측면/제도적 측면
▼

도시계획시설 개념 재정립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정의(定義) 규정/분류 기준

문헌고찰
·
전문가
자문회의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및 관리 방식 개선방안

제3장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
∙ 도시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입체도시계획시설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 미·저이용 생활편익시설의
용도전환 및 기능복합화
∙ 기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 임의시설 유형 및 부대·편익
시설 허용범위 확대
∙ 민간의 관리·운영 권한
확대
∙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종류
확대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 설정
∙ 총량적 지표에서 이용권
및 접근성을 고려한 지표로
전환
∙ 인구·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공급기준 마련

사례분석
(협동연구)
·
전문가
자문회의

▼

접근성 기반의 도시계획시설 공급적정성 평가방안

제4장

접근성 기반의 공급기준
도입 필요성
현행 총량적 원단위
공급방식의 한계/접근성
개념의 공급기준 도입
필요성

접근성 기반의 도시계획시설
공급적정성 평가지표 정의
서비스 효용과
거리조락효과의 정의/
공급적적성 평가지표 설정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적정성
평가 실증분석
도시공원 및 어린이집
공급적정성 평가/공급적정성
극대화를 위한 추가공급방안
시뮬레이션

공간분석
(협동연구)

▼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연구의 결론/향후 과제

2) 주요 개념
(1)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이 연구에서 ‘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로 구분한다. 이 중 ‘도

제1장 연구의 개요 ･ 7

시기반시설’은 기반시설 중 각종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도시의 기능유지를 위
해 필요한 시설을 말하며, ‘생활편익시설’은 기반시설 중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
는데 필요한 각종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급·관리하거나 설치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정의한다.

(2) 이용자 중심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용자 중심’의 개념은 고도성장기에 시설의 공급이 우선시
되었던 것과는 달리 인구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신규개발의 감소, 공공의 재정
부족, 도시재생 및 공유경제 활성화 등 도시계획시설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신규 공급보다는 기존 시설의 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
지·관리 방안을 우선시하고, 불가피하게 신규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니즈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사용하였다.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조판기 외(2013)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중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
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생활인프
라’로 별로 정의하고, 생활인프라의 종류를 문화시설, 공원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보육시설, 체육시설,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재시설, 상·하수도시설, 소비편익
시설, 행정시설 등 12개 시설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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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2013년도 연구의 도시계획시설 유형구분(안)
시설유형

주요 시설

문화시설

·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등

공원시설

·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생활권 공원

복지시설

·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시설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

보육시설

· 유치원, 어린이집 등

체육시설

· 생활체육시설, 전문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

교통시설

· 가로(보도 및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

유통·공급시설

· 도시가스 등

상·하수도시설

· 저류시설 등

소비편익시설

· 쇼핑센터,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행정시설

· 주민지원센터, 우체국, 경찰서 등

자료 : 조판기 외. 2013. p.22.

윤중경 외(2014)는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제안하지 않고
기반시설의 관리주체, 사용유형, 사회적 기능 등에 따라 현재의 7개 유형을 4개 유형
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그 당시 53개 시설 종류를 통합
(22개 시설 → 8개 시설), 명칭변경(8개 시설), 폐지(4개 시설) 및 신설(3개 시설)하
여 38개 시설 종류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 1-2 | 2014년도 연구의 도시계획시설 유형구분(안)
구분

정의

종류

필수기반시설
(22)

· 도시기능 및 활동과 안전을 위해 기본
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시설

·
·
·
·

생활지원시설
(7)

· 도시민의 공동생활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 시설

· 교육시설,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여가문화지원시설
(3)

· 도시민의 여가활동의 증진을 위해 필요
한 시설

· 문화·체육시설
· 관광휴양시설(유원지)

경제활동지원시설
(6)

· 도시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한 서비스 시설

· 물류·유통시설(유통업무설비)
· 연구시설, 전시시설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하천, 저수지 등 방재시설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물·에너지공급 등 생활기반시설

자료 : 윤중경 외. 2014.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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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용 외(2015)의 연구에서는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을 도시 기능유지를 위해 필
요한 ‘필요기반시설’과 도시생활을 지원하는 ‘지원시설’로 구분하고, 필요기반시설의
경우 공공의 설치 필요성이 높아 도시구조 및 토지이용의 틀에서 시설의 입지 및 공급
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고, 지원시설의 경우 적절한 공급 및 운영을 위해 민간참여 필요
함을 주장하고 있다.

표 1-3 | 2015년도 연구의 도시계획시설 체계 개편방안
유형

유형구분

개수

A-1 : 공공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존치

A.
필요
기반
시설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운하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공동구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방조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21

A-2 : 공공에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시설 ⇨기준정비
(교통시설)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유통공급시설)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시설, 유류저장및송유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11

B-1 : 공공의 계획적 공급·관리가 필요한 시설 ⇨존치·통합
(공공문화체육시설) 운동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10

B-2 : 개별법에 의한 공급·대체가 가능한 시설 ⇨ 도시계획시설폐지
B.
지원
시설

(공간시설) 유원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시장
(공공문화체육시설) 연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보건위생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도축장

8

B-3 : 계획적 공급·관리 필요성이 상실된 시설 ⇨ 기반시설 폐지
(교통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환경기초시설) 폐차장

B-4 : 새로이 공공의 계획적 공급·운영이 필요한 시설 ⇨ 신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전시·컨벤션시설
자료 : 박환용 외. 2015.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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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맹다미 외(2018)는 기반시설을 ①도시의 기능을 유지·보호하고 장래 성장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설인 ‘도시인프라’와 ②도시민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인 ‘생활인프라’로 구분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공급·
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을 ① 효율적 이용, ② 체계적 관리, ③ 공급·운영방식의 다각화,
④ 지역 균형 공급으로 설정하고 결정·설치기준, 공급방식, 관리체계로 나누어 대응과
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1-2 | 여건변화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정책방향

자료 : 맹다미 외. 2018. p.65. 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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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그 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및 분류 체계 재정립, 시
설의 공급기준 개선 등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법적 정의(定意) 부재, 분류
기준의 모호함 등의 문제로 인해 제도화까지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인프라(생활SOC 등)의 범위나 최소공급기준 등에 관한 여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현행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도시계
획시설)과는 관계는 정립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측면 및 공급·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사 도시계획시설 개념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성
장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을 재정
립하고자 한다. 여러 법령 및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개념을
‘도시기반시설’ 개념과 ‘생활편익시설’ 개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법적 정의를 통해 공
급 및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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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
설의 주요 쟁점 및 대응과제
∙ 연구자(년도): 맹다미 외(2018)
∙ 연구목적: 여건변화에 따른 서울시 도
1
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측면의 이
슈를 분석하고 향후 합리적인 도시계
획시설의 공급·관리를 위한 정책방
안 제시

∙ 문헌고찰
∙ 도시계획시설의 관련 제도 검토
∙ 법제도분석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변
∙ 실태조사(GIS분석, 공부 화 특성 및 이슈 도출
조사)
∙ 해외 동향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정책방향 및
향후 대응과제

∙ 과제명: 도시계획시설 입지·구조기준
정비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박환용 외(2015)
∙ 연구목적: 도시계획시설의 명확한 기
2
준과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관
련 제도의 정비방안 마련

∙
∙
∙
∙
∙

문헌고찰
법제도분석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

∙ 도시계획시설 유형 구분 및 정비방
안 마련
∙ 유형별 정비방안에 따른 입지 및 구
조기준 재검토
∙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서 조정되는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신설 검토 중인 기반시설 입지·구조
기준 마련

∙ 과제명: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제도개선 연구
∙ 연구자(년도): 윤중경 외(2014)
3 ∙ 연구목적: 사회·경제적 환경변화가
기반시설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여 도
시계획시설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

∙
∙
∙
∙
∙

문헌고찰
법제도분석
사례조사 및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

∙
∙
∙
∙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통폐합)
도시거점시설의 도입
부대·편익시설의 범위와 설치기준
민간설치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
리방안 마련

∙ 과제명: 생활인프라 실태의 도시간 비
교분석 및 정비방안
∙ 연구자(년도): 조판기 외(2013)
4
∙ 연구목적: 복지사회에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의 개념을 정립하
고 필요한 종류를 도출

∙
∙
∙
∙

문헌고찰
자문회의
AHP분석
통계조사

∙
∙
∙
∙

생활인프라의 필요성
생활인프라 관련 이론 및 개념 정의
생활인프라 정책 및 실태분석
생활인프라의 정책 방향

∙ 과제명: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계
획시설 공급 및 관리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김중은 외(2019)
∙ 연구목적: 도시계획시설의 유형별 특
성에 따라 결정 및 설치 기준을 별도
로 정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기반시설’
본 연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을 ‘도시기
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로 구분하
여 정의하고, 도시의 기능·활력을 유
지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및
관리방식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
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
∙
∙
∙

문헌고찰
법제도분석
공간데이터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

∙ 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재정립
∙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 방식 개
선방안
∙ 접근성 기반의 도시계획시설 공급적
정성 평가방안

주
요
선
행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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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정책·학술적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립하고 그 체계를
재구성할 경우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준용하고 있는 다
른 법령 및 제도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2) 경제·사회적 기대효과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을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로 구분할 경우 각각의
특성에 맞는 공급·관리정책 수립이 가능해짐으로서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인 유지·관리와 체감도 높은 ‘생활편익시설’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3) 학술적 기대효과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마련된 기반시설(도시
계획시설) 관련 개념 및 공급·설치기준을 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재
정립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해 공론화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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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시설 개념의 재정립

이 장의 전반부에서는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및 분류 체계를 고찰하고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여건변화를 시설의 이용 및 공급·관리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정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시설의 분류 기준을 제시한다.

1.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및 분류기준
1)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도시계획시설’이란 법률적으로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반
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뜻하며,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
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구조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서울특별시 도시
계획국, 2013 : 101; 윤중경 외, 2014 : 15; 김중은 외, 2016b : 7).
특정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이유는 해당 기반시설을
도시 내 설치할 경우 도시공간(토지이용, 교통체계,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 시설의 입지, 규모, 형태 등을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김중은
외, 2016b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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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시설 종류의 변화과정
｢조선시가지계획령｣(1934)에서 정한 23개 시설이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시설이
라 할 수 있으며 이 체계가 해방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왔다. 이후 ｢도시계획법｣제정
(1962)을 통해 주차장, 녹지, 유원지, 학교, 도서관 등 5개 시설이 추가되었다. 1971
년 ｢도시계획법｣전부개정을 통해 유통업무설비 등 주요 공급시설을 비롯한 16개 시설
이 추가되어 총 44개로 늘어났으며, 이 당시 최초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였다(박환용 외, 2015 : 22).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도시화로 인
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도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들이 계속해서 추가되어 53개까
지 늘어났다가 2018년 말 일부 시설을 통폐합 또는 폐지하여 현재는 7개 시설군 46개
시설에 이르고 있다.
표 2-1 | 도시계획시설의 변천과정
구분

계 교통운수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조선시가지
도로,철도,궤도,
계획령
23
운하,항만,
(1934.6.20)
비행장

광장,공원

시장, 수도

도시계획법 28 주차장(신설),
(1962.1.20) (+5) 비행장➞공항

녹지(신설)
유원지(신설)

―

공공문화
복지시설

도시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하천,방화시설,
하수도,도장,
저수지,방사시설,
묘지,화장장,
방풍시설,방수시설,
진개및오물처리장
방조시설
학교(신설),
방사시설➞
도장➞도살장
도서관(신설)
사방시설
운동장

유통업무설비(신설)
공동구(신설)
묘지➞공동묘지
자동차정류장(신설)
방풍시설➞방풍설비
관망탑(신설) 전기공급설비(신설)
진개및오물처리장
도시계획법 39
삭도(신설)
공용의청사(신설) 방수시설➞방수설비
공공공지(신설) 가스공급설비(신설)
➞쓰레기및오물
(1971.1.19) (+11)
고속철도(신설)
사방시설➞사방설비
유류저장및송유
처리장
설비(신설)
도시계획법
44
통신시설(신설)
시행령
―
―
연구시설(신설) 유휴지시설(신설) 종합의료시설(신설)
(+5)
변전시설(신설)
(1971.7.22)
도시계획법
43
―
―
변전시설(삭제)
―
―
―
시행령
(-1)
(1973.3.21)
도시계획법
45 자동차검사시설
시행령
―
―
문화시설(신설)
―
―
(+2)
(신설)
(1981.9.23)
도시계획법
46
시행령
―
―
―
사회복지시설(신설)
―
―
(+1)
(198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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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교통운수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
복지시설

도시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도시계획법
47
시행령
(+1)
(1988.2.16)

―

―

―

공공직업훈련시설
(신설)

―

―

도시계획법
48
시행령
(+1)
(1992.7.1)

고속철도(삭제)

―

열공급설비(신설)

―

―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자동차및중기운전
도시계획법
학원(신설)
52
폐차장(신설)
청소년수련시설(신
통신시설
시행령
―
방조시설➞방조설비
자동차검사시설➞
(+4)
➞방송통신시설
장례식장(신설)
설)
(1992.12.31)
자동차및중기검사
시설
공공의청사➞
도시계획법
―
―
―
―
―
52
공공청사
(2000.1.28)
자동차및중기검사
시설➞자동차 및
청소년수련시설
도시계획법
청소년수련시설
건설기계검사시설
(도시공간시설
시행령
52
―
(도시공간시설 유수지시설➞유수지 도살장➞도축장
자동차및중기운전
(2000.7.1)
➞공공문화시설)
➞공공문화시설)
학원➞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보건위생시설]
[방재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시설]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유통업무설비,수도, 학교,운동장,공공 하천,유수지,저수지 하수도,화장장,
도로,철도,
공동묘지,폐기물
청사,문화시설,
,
유원지,관망탑,
전기공급설비,
항만,공항,
공공공지
가스공급설비, 도서관,연구시설, 방화설비,방풍설비, 처리시설,도축장,
주차장,자동차정류
도시계획법
장례식장,
사회복지시설, 방수설비,사방설비,
방송통신시설,
52 장,궤도,삭도,운하,
(2000.7.1.)
수질오염방지시설,
방조설비
공동구,시장, 공공직업훈련시설,
자동차및건설기계
종합의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유류저장 및
검사시설,자동차 및
폐차장
송유설비,
건설기계운전학원
열공급설비
[보건위생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사업] [방재시설]
도로,철도,
광장,공원,녹지, 유통업무설비,수도, 학교,운동장(삭제, 하천,유수지,저수지 화장장,공동묘지,
,
항만,공항,주차장, 유원지,관망탑
봉안시설(←납골시
전기공급설비, 2018.12.27.),
자동차정류장,궤도, (삭제,2003.1.1.) 가스공급설비, 공공청사,문화시설, 방화설비,방풍설비, 설(신설2003.1.1.)),
삭도(삭제,
체육시설(신설, 방수설비,사방설비, 자연장지(신설,200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조설비
2010.3.16.),
2003.1.1.)
8.9.5.),
방송통신시설,
운하(삭제,
도서관 삭제,
공동구,시장,
장례식장➞장사시
유류저장 및
2018.12.27.),
2016.2.11.),
설(통합신설,2018.
송유설비
자동차및건설기계
연구시설,
12.27.), 도축장,
국토계획법
검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2003.1.1
자동차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
52
청소년수련시설
[환경기초시설]
건설기계운전학원
2019.3.20.
하수도,폐기물처리
(삭제,2018.12.27.)
현재)
시설➞폐기물처리
시설 및
재활용시설(명칭변
경,2018.12.27.),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신설,201
8.12.27.),
수질오염
방지시설,폐차장
자료 : 안호경. 2019. p.7.의 내용을 일부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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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국토계획법｣(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2조)에서는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에 대
한 별도의 정의 없이 46종의 시설을 그 기능에 따라 7개 유형으로 구분하여1)열거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 외에도 기반시설을 시설의 물리적 형태(점형시설·선형
시설·면형시설), 경합성의 유무와 배제가능성(공공재·요금재·민간재), 설치 및 운영
주체(공공·민간·공공설치/민간운영) 등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이주일외, 2010; 윤
중경 외, 2014; 김중은 외 2016b).
한편, ｢국토계획법｣(제2조제7호)에서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
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법 제43조제1항,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
규칙 제6조)(표 2-2 참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시설(법 제52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 및 지자체 도시계획조
례)과 그 결정과정에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시설(법 제28조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도 법률을 통해 별도로 정하고 있다(표 2-3 참조).
이 밖에도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시설과, 행청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관리
청에 무상귀속해야하는(법 제65조 및 법 제99조) 시설을 각각 ‘광역시설’(법 제2조제8
호 및 시행령 제3조)과 ‘공공시설’(법 제2조제13호 및 시행령 제4조)로 규정하고 있다
(표 2-4 참조).

1)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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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 도시관리계획 결정여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구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교통시설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광장
공원
공간시설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유통·공급
가스공급설비
시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재시설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사시설
보건위생
도축장
시설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환경기초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도시계획결정 불필요(임의시설)
일부 규모·종류에 따라 불필요

도시계획결정
필요(필수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심공항터미널]
■
□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
■
□ ▣ [건축물부설광장]
■ [점용허가대상 공원내 기반시설]
■
[발전소·변전소·지상 송전선로 外의 시설, 신·재
□ ▣ 생에너지설비(태양에너지설비 및 연료전지설비外는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내 200kW이하만 가능)]
■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가스공급시설]
■
■
■
□ ▣ [유류저장시설]
■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 원격대학]
■
■
■
■
■
■
■
■
■
■
■
■
■
■
■
■
■

■ [대지면적 500m²미만 or 산업단지 내]
■ [재활용시설]
■ [폐광의 폐수처리시설]

■모든 지역에 적용/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만 적용/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 지역에만 적용
자료 : 윤중경 외. 2014. p.18 표 2-3; 김중은 외. 2016b. p.11 표Ⅰ-3의 내용을 일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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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구분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가능
■

■
■
■
■
■
■

묘지공원 제외

■
■
■
■
■
■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
■
■

주간선도로
도시철도

■

여객자동차터미널

■

소공원,어린이공원 제외

■

■
■
■
■
■
■
■
■
■
■
■
■

대학 제외

■
■

대학
지자체 청사

■
■

하수종말처리장

■
■
■
■
■
■
■
■
■
■
■
■

■

자료 : 윤중경 외. 2014. p.19 표 2-4; 김중은 외. 2016b. p.12 표Ⅰ-4의 내용을 일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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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 기반시설, 광역시설 및 공공시설의 종류 비교
구분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
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기반시설

광역시설

공공시설

(법 제2조제6호)

(법 제2조제8호)

(법제2조제1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필요인정시)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
○
○
○
○
○
○
○
○
○
○

장사시설

○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환경기초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구거
해당없음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청)
×
×
×
○
○
○
×
○
×
○
×
×
×
×
○
×
×
×
×
×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공필요인정시)
운동장)
×
×
○
×
○
×
○
×
○
○
○
○
×
△(행정청)
×
○
×
○
×
○
×
○
×
○
△(행정청이 설치하는
○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
×
×
×
○
○
○
×
×
×
○
×
○
×
×
○
○*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자료 : 윤중경 외. 2014. p.17 표 2-2; 김중은 외. 2016b. p.12 표Ⅰ-2의 내용을 일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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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시설을 둘러싼 여건변화 분석
1) 시설의 이용 측면
첫째,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시설의 이용수요가 변화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도성장기와는 다른 유형의 새로운
시설 수요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령대별 맞춤형 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표 2-5 | 총인구수 및 인구구조 추이 및 전망

연도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65

인구
25,012 32,241 38,124 42,869 47,008 49,554 51,781 51,927 50,855 47,745 42,838 40,293
(천 인)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http://kosis.kr. 2019년 6월 1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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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 1인 가구 비율 추이 및 전망

연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총 가구수
(천 가구) 14,507 16,039 17,495 19,013 20,174 21,014 21,641 22,067 22,306 22,318
[A]
1인 가구
(천 가구)
[B]
1인 가구
비율
[B/A]

2,255

3,186

4,174

5,180

6,068

6,701

7,196

7,635

7,953

8,098

16%

20%

24%

27%

30%

32%

33%

35%

36%

36%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http://kosis.kr. 2019년 6월 18일 검색)

둘째, 삶의 질 중시에 따른 지역밀착형 시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도성장기
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과 같은 도시의 기능유지를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 성숙·안정기에 접어든 최근에는 시설의 종류·기능·이용편리성 등
이 중시되어 주로 일상생활에서 체감도가 높은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
는 추세이다.
셋째, 공유서비스 확산으로 인한 시설이용 방식 또한 변화하고 있다. 모바일 기술
발달로 인한 정보의 접근성 향상으로 도시공간이 시·공간적으로 세분화되어가면서 사
적인 거주·업무·여가 공간 이외의 공공공간(시설)에도 공유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어 시
설의 공급방식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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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공유공간 활용 사례
협업공간

라운지 카페테리아

자료 : 광파리의 IT 이야기 블로그; 김은란 외. 2015. p.99.에서 재인용.

2) 시설의 공급·관리 측면
첫째, 경제성숙도에 따라 공급위주에서 관리위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에는 국가발전 지원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도시),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이 중요하였으나, 지금과 같이 도시기
능 유지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하게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공급보다는 기존 시
설들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가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민간 자본 및 전문성의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에는 공공부
문 주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대량으로 공급해왔으나 성숙·안정기에는 정부재정의 효율
적 집행 및 시설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간의 자본과 노하우를 활용한
공급·관리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건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 방식의 유연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미·저이용 학교시설의 활용방안,
노령인구 증가에 대응한 노인복지시설의 부지확보 문제 등이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고도성장기에 대도시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주도로 건설된 신도시의 경우 토지이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도시건설 이후에 발
생하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전환·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김중은 외,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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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양적 공급보다 질적 공급 방식으로 공급지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
도성장기에 공급자 위주의 양적 공급방식으로 인해 동일 지역 내에서도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 이용자 분포를 고려한 체감형 지표로
시설의 공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제도적 측면
(1)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개념 정의 부재 및 유사 규정 상존
｢국토계획법｣이 시행(2003.1.1.)되기 이전에는 ｢도시계획법｣(도시지역에 적용)에
서는 ‘도시기반시설’2), ｢국토이용관리법｣(비도시지역에 적용)에서는 ‘공공시설’3)이
라는 명칭을 각각 사용하였으나, 이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을 새로이 제정한 이후부터는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을 통합하여 ‘기반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안호경, 2019).
그러나 ｢국토계획법｣ 상에서는 ‘기반시설’이라는 용어의 개념 정의 없이 7개 시설유
형과 46개 시설로만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인 유형별 시설의 명칭은 ｢국토계획법 시행
령｣(제2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하고
있는 유형별 시설 명칭을 시행령에서도 일부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법에서
25개 시행령에서 21개로 구분하여 총 46개 시설로 구분).
한편, 개별사업법에서 별도의 시설을 사업법 목적에 맞도록 ｢국토계획법｣상 기반시
설을 준용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시설을 규정하고 있어 시설간 체계가 복잡하고 일관된
기준에 의해 시설이 설치·관리되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크게는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 ｢도시재정비법｣ 상의 기반시설,
2)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구 ｢도시계획법｣ 제2조제6호) :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시설, 방재시설, 보건
위생시설 등 6개군에 52개시설 - 행위 : 도시계획결정
3)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7개군에 61개 시설로 규정
(교통운수시설, 방재시설, 교육 및 문화시설, 보건･환경시설, 기타의 시설, 기타 타 법령에 의한 공공시설로 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 - 행위 : 공공시설입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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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법｣상의 도시재생기반시설 등과 같이 ｢국토계획법｣ 상의 기반시설을 준
용하고 있는 경우와 ｢도시정비법｣ 상의 정비기반시설, ｢주택법｣ 상의 간선시설, ｢민간
투자법｣ 상의 사회기반시설,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공공시설, ｢산업입지법｣ 상의 공
공시설 등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과 유사하게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구분
할 수 있다(부록 2 참조).
또한,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는 도시계획적인 관
리차원에서 개별법에 의한 시설 중 일부시설만을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
별법에서 오히려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계획시설규칙｣과 개별법간에 모순이 발
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6조제9호에서는 도서관을 공
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의한 문화시설 전체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 ｢국토계획법｣ 상에서 이들 유사개념을 아우를 수 있는 범용적인 개념
으로 기반시설을 정의하고 다른 개발사업법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2-7 | 「도시계획시설규칙」 내 문화시설 범위의 오류
｢국토계획법｣ 상의 “문화시설”의 범위(｢도시계획시설규칙｣ 제96조)
1.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6.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이하 "전시시설"이라 한다)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이하 "국제회의시설"이라 한다)
9.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전문도서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의 범위(｢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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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인프라 대상 시설의 모호
생활인프라(｢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국토교통부), 기초생활
인프라(｢도시재생특별법｣, 국토교통부), 농어촌서비스기준(｢농어촌서비스기준｣, 농
림축산식품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실) 등 여러 생활인프라와 관련된 유사
규정이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개념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대부분 근거법이 명확하지 않다. 심지어 ｢국
토계획법｣(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인프라도 정의가 모호하여 같은 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요 기능이 동
일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도입 배경 및 전담 부서가 상이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현행 기반시설 중 기부채납 대상인 공공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 생활인
프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반시설 중 이에 해당하는 시설을 별도로 구분하여
생활인프라와 동일하게 공급 및 설치 기준 등을 운영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표 2-8 | 생활인프라 관련 유사 시설의 정의 및 기능
시설명

정의

주요 기능

관련 규정 및 소관부처

생활인프라

거주민이 주거, 근로, 교육, 휴식,
육아,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

방재·안전, 사회복지, 문화,
경제, 정주, 환경, 교통,
교육, 체육, 휴식, 육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국토교통부)

기초생활인프라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도시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

교육, 학습, 돌봄, 의료,
문화, 체육, 휴식, 생활편의,
교통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ㆍ운용

보건·복지, 교육, 정주(定住)
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농어촌서비스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생활SOC)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
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보육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교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조정실)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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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 기반시설, 생활인프라 및 공공시설 종류 비교
기반시설

생활인프라

공공시설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국토계획법」 제3조의2)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

×

○

△(일부)

○

×
×
×
○
×
×
×
×
○
○
△(일부)
×
×
○
○
○
○
○
○
×
×
△(일부)
△(일부)
△(일부)
△(일부)
×
○
×
×
×
×
×
×
×
×
×
×

○
○
○
△(행정청)
×
×
×
○
○
○
×
○
×
○
×
×
×
×
○
×
×
×
×
×
△(행정청이 설치하는 운동장)
×
×
×
×
○
○
△(행정청)
○
○
○
○
○
△(행정청이 설치하는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
×
○
×
×
×
×

도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ㆍ
공급시설

공공ㆍ
문화체육
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
시설

환경기초
시설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사시설

×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
○
×
×
×
×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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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3) ｢기반시설관리법｣시행에 따른 노후 기반시설 관리 체계 마련 필요
국토교통부는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 공공기반시설에 대해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
을 도입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존시설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작년 말 ｢기반시설관리법｣을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기반시설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국가‧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공공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에서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시
설에 대해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계획(관계장관/시도지사)
을 수립하고 기반시설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이를 심의하게 된다. 해당 시설
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유지관리의 하한선인 최소유지관리기준, 유지관리에서 성능개
선으로 전환하는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 및 공공기관은 물론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부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비·성능개선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건설 당시 재정지
원이 없었던 지방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지관리비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유
지관리비용 증액분의 50%한도로 국비를 지원하고, 성능개선비도 지자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액을 한도로 하여 지원하되 관리계획 수립 및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 후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관리계획에 시설 노후화에 대비 성능개선 시점에 필요한 재원확
보를 위해 관리주체가 미리 적립하는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반영하도록 하
되, 유지관리 노력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20%p 범위 내에서 지원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10%의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하여 유지관리 및 성
능개선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부담금 부과율은 시설 노후화 정도, 공공요금
의 수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개별법에서 구체화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이 법의 시행에 맞추어 도시계획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기반시설 관리
4) 국토교통부. 2019. 정부-지자체, 도로·철도·하천 등 노후시설 안정강화 ‘맞손’, 3월 15일. 보도자료.의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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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대상시설을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중 일부로 한정(시
행령 제정 예정)할 예정이나, 근본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 개념을 시설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기반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
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마련 시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
요도 있다.

3.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규정 및 분류기준 재정립
1) 기본 방향
이와 같은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이들 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한 후, 이 개념에 따라 시설
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고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정의(定義) 규정
(1) 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국무총리 훈령인 ｢생
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는 ‘생활
SOC’를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과 ‘생활SOC’ 개념
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개념을 앞으로는 ‘각종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하고,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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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기반시설’과 ‘(2) 생활편익시설’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1) 도시기반시
설’은 ‘기반시설 중 국민의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도시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
한 시설’로, ‘(2) 생활편익시설’은 ‘기반시설 중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
한 각종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 각각 정의하고자 한다.

(2) 도시계획시설
한편, 현재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되어 있는 ‘도시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
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급·관리하거나 설치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그 의
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3) 기반시설의 유형구분
물론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46종의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기반시
설’과 ‘생활편익시설’로 대별(大別)하다 보면 동일 종류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세부시
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도로’는 ‘도시기반시설’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도시계획시설규칙」(제9조)상의 세부시설(일반도로·자동차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자전거전용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 중에는 그 기능에 따라 ‘생활편
익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공원’의 경우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 도시공원의 성격과 기능을 살펴보면
‘도시기반시설’보다는 ‘생활편익시설’에 가까운 공원의 종류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토계획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46종의 기반시설을 위에서 규정한 정
의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추가하여 ‘(1) 도시기반시설’과 ‘(2) 생활편익시설’로
구분하여 법률상 모호함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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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기반시설
46종의 기반시설 중 공공만 설치가 가능한 시설(공공이 설치하고 민간이 운영 가능
시설도 포함한다)5)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간활동에 가장 근간이 되는 전
력, 통신, 에너지, 상하수도, 운송 및 교통망 등 선(line)형태의 구성을 갖는 Lifeline
시설6)과 외부불경제 발생으로 부지확보가 곤란한 NIMBY 시설7)의 경우에는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하나의 필지에
건물단위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제외한다.

(2) 생활편익시설
도시기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기반시설로, 주로 하나의 필지에 건물단위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생활편익시설로 구분한다.
46종의 기반시설 중 주차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유원지, 시장, 학
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
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이 생활편익시설로 구분될 수 있다.

4) 기대효과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정의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 종류의 신설
또는 폐지 시 해당 시설이 기반시설에 포함 또는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특정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목적을 규정하여 필수시설과 임의시설 구분을 용
이하게 할 수 있다.

5)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수도공급설비, 공동구,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6) 도로, 철도,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 하수도,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7) 자동차정류장, 장사시설, 도축장, 폐기물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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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정의 및 시설유형 구분(예시)
기반시설
(각종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급·관리하거나 설치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시설)

도시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기반시설 중 국민의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도시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

기반시설 중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주차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유원지
시장

(공공문화체육
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사시설, 도축장

(방재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하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처리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보건위생시설)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폐차장

자료 : 저자작성

한편, 기반시설을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로 구분할 경우 유형별 특성에 맞게
별도의 공급기준(입지 및 구조·설치기준)이나 운영·관리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시기반시설은 ｢기반시설관리법｣의 시행(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중점을 두고, 생활편익시설은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생활
SOC 정책(‘생활SOC 3개년 계획(안)’ 등)에 부합하도록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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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및 관리 방식 개선방안

이 장에서는 고도성장기에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도시계획
시설의 공급·관리 목표가 성숙·안정기에는 도시의 기능 및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 ② 민간의 자본
과 경험을 활용한 공급·관리, ③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 설정이라는 세 가지 기본방
향을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1. 기본방향
고도성장기에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유입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
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 주도하에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
충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였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인구 규모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기
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장래인구 추계값을 시설 수요의 모수로 하는 총량적인 방식의
공급지표를 설정하고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부지확
보를 용이하게 하였다. 고도성장기에는 각종 개발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어 이들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도시 내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숙·안정기에 진입하면서 인구·경제·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도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이를 이용하는 방식 등도 변화하고 있
다. 따라서 성숙·안정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방식도 시설의 공급자
나 관리자 측면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실제로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구도 함
께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3장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및 관리 방식 개선방안 ․ 39

새로이 시설을 공급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오랜 기간 동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공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면 공공이 도시계획시설을 새로이 공급하거나 기존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
이 도시계획시설을 공급·관리·운영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건변화로 이용되지 않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시설의 공급 기준도 성장을 전제로 한 양적 지표에서 시설의 이용권(利用圈) 및 이
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지표로 전환하는 동시에 시설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모
니터링 지표도 새로이 설정한다. 또한 학교·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과 같이 특정
연령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구·가구구조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 |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방식 개선의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
구분

목표

고도성장기

경제성장 견인 및
▶
도시기반 구축

신규시설 공급
우선

기본
방향

성숙·안정기

실행방안

도시의 기능·활력 유지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
및 고도이용

공공 주도의
공급·관리

▶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양적 공급을
우선한 획일적
지표 설정

▶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 설정

자료 :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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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도시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입체도시계획시설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미·저이용 생활편익시설의 용도전환 및 기능복합화
기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임의시설 유형 및 부대·편익시설 허용범위 확대
∙ 민간의 관리·운영 권한 확대
∙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종류 확대
∙ 총량적 지표에서 이용권(利用圈) 및 접근성을 고려한
지표로 전환
∙ 인구·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공급기준 마련

2.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
1) 도시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성숙·안정기에는 기반시설을 새로이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
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성능
개선) 방향으로 운영해야한다.

그림 3-2 | 기반시설의 생애주기
계획

→

설계

→

건설

→

운영

→ 유지관리

→

성능개선

→

해체

→

처분

자료 : 저자 작성.

2020년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관리법」(제13조)에서도 국토교통부가 각각의 기반
시설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만으로는 기반시설의 성능발휘가 어려우므로 성능개선을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설정·고시하고,
각각의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부합하는 시설별 성능개선기준
을 작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노후 도시기반시설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이들 시설의 유지보
수 비용이 2033년에는 4.6~5.5조 엔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문제는 국가보
다는 기초지자체인 시·정·촌 소관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더 크다는 점에
있다(江夏あかね, 2013). 이에 일본정부는 제한적인 재정범위 내에서 이들 기반시설
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법제도를 정비해 나아가고 있다. ‘국토
형성계획’과 ‘그랜드 디자인 2050’에서 ‘콤팩트시티+네트워크’와 함께 기반시설의 효
과적인 활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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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에 해당하는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시 ‘입지적정화계획’과 ‘인프라 장수명
화계획’ 수립을 병행하고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 참조).

2) 입체도시계획시설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시설의 이용자가 집중되어 있는 기존시가지 내에서 인구·가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국토계획법｣(｢도시계획시설
규칙｣) 상의 ‘입체도시계획시설 제도’를 활용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입체도시계획시설의 형태는 크게 ① 2개 이상
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부지에 설치하는 중복결정(｢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 ②
비(非)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입체적 결정(｢도시계획시설규칙｣
제4조), ③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비(非)도시계획시설인 일반건축물 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 결정(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제64조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2)로 구분할 수 있다(김중은 외, 2016a : 31).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도시계획시설에 적용이 가능한
데, 특히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과 같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설치 시에는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위해 중복결정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 현재 이들 시설과 종
류가 유사한 생활SOC에 대해 사업기간 단축, 예산절감 및 이용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시설복합화가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생활SOC_3개년계획(안)’)
이를 활용한 도시계획시설(특히 기반시설 중 ‘생활편익시설’) 간 중복결정 사례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차원에서도 ‘생활편익시설’간 중복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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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 입체도시계획시설의 유형 구분
구분

내용

비고
<평면적>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
- 도시계획시설간의 복합화

중복
결정

※ 평면적 중복결정 :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이 같은 토지
에 평면적으로 복합
예) 면형시설(공원 등)에 건축물 형태의 시설이 지상에
동시에 입지하는 경우

<수직적>

※ 수직적 중복결정 :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이 같은 토지
에 상·하의 형태로 복합
예) 동일한 건축물에서 하부는 청사가 입지하고 상부는
문화시설 등이 입지하는 경우

입체적
결정

∘ 일반토지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이 비도시계획시설의 일부공간에 설치되
어 복합되는 형태
예1) 비도시계획시설인 일반건축물의 일부 공간에 문화
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
예2) 지하철이나 지하도로 등이 민간부지의 지하를 통과
하는 경우

공간적
범위
결정

∘ 도시계획시설부지 + 일반건축물
-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일반건축물 설치
-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는 일반건축물 원칙상 불가
(개발행위허가상)
예) 철도차량기지의 상부에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임대아
파트 등을 건축하는 경우

자료 : 서울특별시. 2011. pp.1-6; 김중은 외 2016a. p.3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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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건축물의 개발행위는 금지되어 있
으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64조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2).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상부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이나 공원, 쉼터 등으로 조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그림 3-3 참조). 유수시설의 경우에도 유수지의 재해방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유수지 상부를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
장 및 녹지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부에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된 공공청사·대학생용
공공기숙사·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체육시설·평생학습관·공공임대주택의 건축을 허
용하고 있다(｢도시계획시설규칙｣ 제119조). 향후 기술발전이나 혐오시설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이 변화한다면 해당시설의 기능 발휘나 이용자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활용사례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3 |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공간적 범위 설정(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비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례

<시흥 방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자료 : 김성수 외. 2018.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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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봉담 공공하수처리시설>

3) 미·저이용 생활편익시설의 용도전환 및 기능복합화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건설된 신도시(대규모 주거단지)의 경우 주택을
비롯한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들이 일시에 공급되어 도시건설 이후 발생하는 인구구
조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맞게 기반시설의 배치나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1990년대에 계획된 1기 신도시의 경우 우체분국, 파출소 등의 도시계획시설(공
공청사 등) 부지들이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밀도에 비해 낮게
이용되거나 평면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김중은 외, 2016a).

그림 3-4 | 평촌신도시 내 미·저이용 공공청사 부지

<우체분국2호(부림동 우체국)>

<동안양세무서>*사진 내 죄측 건물

자료 : 김중은 외. 2016a. p.25. 그림 2-8.

따라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통해 밀도를 상승
시켜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는 시설의 수요를 해결하거나 기존 기능에 다양한

제3장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및 관리 방식 개선방안 ․ 45

기능을 복합시켜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입체도시계획시설 제도를 활용하여 상호 복합화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간에도 시설의
근거법 및 소관부처가 상이할 경우 복합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등을 이유로
복합화보다는 단독 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서로 다른 시
설간의 복합화가 용이하도록 관련제도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김중은 외,
2016a).

그림 3-5 | 도시계획시설 내 복합시설 도입을 통한 수익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 사례(도서관)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 김중은 외. 2016a. p.112. 그림 4-27.에서 재인용.

신도시와 같이 일시에 조성되지 않은 일반적인 시가지의 경우에도 부지가 협소하거
나 접도조건 등이 양호하지 않아 용도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밀도에 비해 저이용되고
있거나 인구구조 등의 변화로 미이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존재한다.
특히, 학교시설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어 미·저이용 시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수요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미·저이용 학교시설(여유교실)을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공공
어린이집이나 노인주간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등)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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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지방의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전체 공공시설 중 약
40%를 차지(건물 동수 기준)하는 학교시설의 미·저이용(학급축소, 폐교 등)으로 인
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나 지역방재 정책과 연
계한 학교시설의 복합화나 유휴교실 활용촉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4년 5월 현재 전체 공립 초·중학교의 약 35%(10,568개교)에서 복합화를 추진하
고 있으며, 시설을 정비하여 방과 후 아동클럽이나 지역 방재용 비품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복합화나 용도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
자체-학교-주민간의 합의형성 문제, 학생 이외의 불특정 다수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저해 등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다(文部科学省, 2015).

4) 기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체계적인 공급 및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 필요하다.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중점관리 기반시설의 제원,
노후도, 점검‧보수보강 이력 등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한다. 특히, 지하시설물(공동
구, 송유관 등)의 경우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국단위 지하지도를 구축하여 각종 시설물
공사 및 도로점용 허가 등에 활용한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이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운
영 및 통합하기 위해 ‘사회자본정보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
다.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인프라의 설계·시공·유지관리·모니터링 등 각각의 분야
및 단계에서 정비·수집된 인프라 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기준도 마
련하였다.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존데이터와 융합하여 인프라의 유
지관리 효율화 및 고도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인프라의 시설 상
황을 ‘시각화’ 하기 위한 포털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国土交通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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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 일본 국토교통성의 사회자본정보플랫폼 구성도

자료 : 国土交通省, 2014. p.18.

한편, 생활편익시설의 경우 건축물 및 부지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한다. 건축물의 노후상태는 물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자, 용적율 및 건폐율, 층별 용
도,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부지의 용도지역지구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유지보수 및 성능관리 나아가 미·저이용 시설부지의
고도이용 검토에 활용한다.

3.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1) 임의시설 유형 및 부대·편익시설 허용범위 확대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해 도시 내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의 측면에서 외부불경제
가 발생하지 않고 여건변화로 인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으로써 얻는 이득(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높이규제 미적용, 토지수용권 부여)이 없어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과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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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소위 임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제도 상 원칙적으로는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을 지
원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해당 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국토계획법｣
제64조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조2, 표 3-2 참조), 시설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설치가능한 부대·편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성
과 편리성을 극대화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

2) 민간의 시설 관리·운영 권한 확대
앞에서 언급한 임의시설의 유형이나 부대·편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만으로
는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
에게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공공시설의 운영권을 부여하여 민간이 창의적인 방식을 통
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은 유지한 상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의 운영권을 부여하여 시설의 운영 등
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운영권을 가진 민간사업자는 시설의 이용요
금 등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운영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양도를 가능
하게하고 금융기관이 운영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
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수
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자의 니즈를 충분하게 반영해야 하기때문에 시설의 이용자
측면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内閣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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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도시계획시설 내 편익시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

건축물 구분

가. 소매점(1,000㎡미만)
나.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300㎡미만)
다. 이용원, 미용원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 하는 시설
3.
제1종 라. 의원, 치과의원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근 린
의류 등을 세탁수선 하는 시설
생 활 마. 탁구장, 체육도장(500㎡미만)
시 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 공공업무시설
(1,000㎡미만)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이 공동
으로 이용하는 시설
가. 극장, 영화관, 음악당(500㎡미만)
다. 자동차영업소(1,000㎡미만)
라.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500㎡미만)
4.
제2종 아.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300㎡이상)
근 린 자. 일반음식점
생 활 카. 직업훈련소(500㎡미만)
시 설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500㎡미만)
하. 금융업소 등 일반업무시설(500㎡미만)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
수리를 위한 시설(500㎡미만)
5.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음악당)
문화 및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집 회
시 설 라. 전시장
10. 다. 직업훈련소
교 육
연 구
시 설 바. 도서관
11. 가. 아동 관련 시설
노약자 나. 노인복지시설
시 설 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3. 가. 탁구장, 체육도장 등(골프연습장, 낚시터 제외)
운 동 나. 체육관(관람석 없거나 1,000㎡미만)
시 설 다. 운동장(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제외)
27. 가. 야외 음악당
관 광 나. 야외 극장
휴 게
시 설 다. 어린이 회관

교통 공간 유통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시설 시설 공급시설
자동
공공 청소
유통
사회
차 유원
직업 년
공공 문화 체육 연구
업무 시장 학교
복지
정류 지
훈련 수련
청사 시설 시설 시설
설비
시설
장
시설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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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편익시설로 설치 허용되는 시설
△ 대학교(규칙 제88조 제3호, 제4호 시설)에 한하여 설치 허용되는 시설
◉ 기반시설의 용도와 동일한 시설
자료 : 안호경. 2019. p.168.의 내용을 일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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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 일본의 공공시설 민간운영권 제도의 개념

자료 : 内閣府. 2018. p.5.

이와 함께 공공시설 내에 민간의 수익시설 설치·운영을 적극 허용하여 과거 공공의
비용으로 전액 부담하던 시설의 관리·운영비 일부를 민간자금을 통해 충당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Park-PFI제도가 있는데 이 제
도는 도시공원에 민간의 우량한 투자를 유도하고 공원 관리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도시공원의 질적 향상, 공원이용자의 편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
운 정비·관리수법이다.

그림 3-8 | 일본 Park-PFI의 개념

자료 : 国土交通省. 2017.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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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PFI제도 개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공원관리자(공공)가 사전에 공표한
공모 설치 등의 지침에 근거하여 공모를 실시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을 포함한 사업전
체에 관한 조건 등을 규정한 협정을 체결한다. 민간 사업자는 공모 설치 등 계획 및
기본협정 등에 근거하여 카페·레스토랑·매점·실내놀이터 등 수익시설(‘공모 대상 공원
시설’이라 함)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공공이 설치·관리하던 공원 내 도로·광장 등(‘특정 공원
시설’이라 함)의 정비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이다.
그림 3-9 | 일본 Park-PFI의 주체간 관계도

자료 : 国土交通省. 2017. p.4.

3)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종류 확대
아직까지도 많은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들이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寄
附採納)’(「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3호)을 통해
설치되고 있다. 공공(국가 또는 지자체)이 민간 등(국가 또는 지자체 이외의 자)로부
터 설치한 시설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기부채납’ 대상이 ｢국토계획
법｣상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기반시설 중 일부+구거+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
로 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상황이나 여건변화에 맞는 시설들을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
는 한계가 있었다.

5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기반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기부채납 대상 유
형을 확대할 수도 있지만,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없이 시설
만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지역이 요구하는 특정 시설을 ‘기반시설’의 종류에
추가하는 방안은 ‘기반시설’의 종류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그 대
신 자치조례를 통해 기부채납 대상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졌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도
시계획조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제2항)로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시설
외에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추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민간 등으로부터 이들 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있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자치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의 기반시설 이외에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시설들을 민
간사업자 등을 통해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3-3 |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기부채납
가능 시설의 범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하고,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가. 공공시설
나. 기반시설
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
3. 공공임대산업시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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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기준 설정
1) 총량적 지표에서 이용권·접근성을 고려한 지표로 전환
단순히 인구를 모수로 하는 양적 공급 지표에서 이용자 입장에서의 시설별 편익(접
근성 등)을 고려한 공급기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총량적 공급
지표는 시설의 서비스 효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여 실제 이용수요와 공급 간 입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이용자가 시설까지 직접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용자의 공간적 분포와 이용자가
시설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시설의 이용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비용
요인 중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총인구수나 행정구역 단위의 총량적인 공급
지표가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 이동거리(비용)와 시설 규모(편익)를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표(공급기준)을 통해 이용자(수요 인
구)의 수요에 대응하여 적시적소에 필요한 시설을 입지시켜 많은 이용자가 시설에 쉽
게 접근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공급계획을 수립
할 수 있을 것이다8).
실제로 시설의 공급과 관련된 법제도도 과거의 총인구 또는 행정구역 면적을 원단위
로 하는 시설 공급지표에서 탈피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사용하는 추
세이다.
2018년 12월 28일 개정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이 추가되었는데, 기초생활인프라를 마을단위시설과 지역거점시설로 구분하
고 마을단위시설의 경우 도보 기준, 지역거점시설의 경우 차량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
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접근 소요시간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표 3-4 참조).

8) 이러한 방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적정성을 평가하고 최적안을 도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4장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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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단위

분류
교육
학습
돌봄

마을
(도보)

의료

세부시설

최저기준(거리*)

유치원

국공립․민간

5∼10분(500m)

초등학교

-

10∼15분(500m)

도서관

공공․사립․작은도서관

10∼15분(750m)

어린이집

국공립․민간, 놀이터

5분(250m)

경로당

5∼10분(250m)

마을노인복지

기초의료시설

노인교실

5∼10분(500m)

의원

지역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전달추진(1,250m)

약국

지역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전달추진(1,000m)

건강생활지원센터

10분

체육

생활체육시설

수영장, 간이운동장, 체육도장 등

10분(750m)

휴식

근린공원

도시공원

10∼15분(750m)

주거편의시설

무인택배함, 폐기물수거시설 등

5분

소매점

-

10분(500m)

교통

마을주차장

시군구 운영
노상․노외․사설 주차장

주거지역 내
주차장확보율 70%이상(500m)

학습

공공도서관

국공립도서관
(국립,도립,시립,교육청 설립)

10분

돌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20∼30분

보건소

-

20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

30분

문화

공공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20분

체육

공공체육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15∼30분

휴식

지역거점공원
(10만㎡이상)

-

10분

생활편의

지역
거점
(차량)

시설

의료

자료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별표2.
* 마을단위시설의 최저기준 시간을 보행속도 3km/h로 환산한 거리임. 단, 최저기준이 범위로 주어진 경우에는
높은 값을 기준으로 산출

또한, 광역도시계획에서도 시설의 이용권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지침
을 개정한 바 있다(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2018).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목적에 도시서
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지역들을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묶어 기초적인 도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단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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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침을 개정하였다(｢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1-2-1.(3)). 또한, 광역도시계획에서
생활권 및 생활권 내 중심지역 설정 시 인구적 요인 외에 도시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시설의 배치 및 이용범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성장시대에 효율적인 광역
시설의 이용을 도모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3-5).

표 3-5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내 광역시설의 이용권 관련 규정
제1장 총 칙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1-2-1.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행정구
역(이하 “광역계획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군간 기능을 상호 연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1) 인접한 시·군간에 정주공간 및 통근권 등의 외연적 확산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토지이용, 환경보전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지정하여 광역계획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한다.
(2)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설정된 광역계획권의 경우 도시간 기능분담, 광역토지이용, 광역시설 배치 등을
통해 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3) 인구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거나 지역경제의 쇠퇴 등으로 인해 행정구역 단위로는 최소한의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지역들을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묶어 기초적인 도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단위를
설정한다.
제3장 계획수립기준
제3절 공간구조구상
3-3-5. 생활권은 광역계획권의 발전방향, 공간구조, 통근권, 광역시설의 배치 등과 함께 시가지의 조성시기·밀도
등 인구이동 추이 및 거주인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설정한다.
(1) 생활권 단위는 통근시간 또는 인구, 광역시설의 배치를 감안한 대생활권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발축과 교통축, 광역시설의 이용권을 고려하여 생활권 중심지역을 설정한다.
(3)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연계하여 생활권별 중점기능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2) 인구·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공급기준 마련 : 학교시설을 사례로
일반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일시에 사회적 인구이동이 발생
하고 학생 수가 증가하다가 중장기적으로 지역적이고 자연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
의 영향을 받아 학생 수가 서서히 감소하는 학령인구 변화 패턴이 나타난다(김은란 외,
2010; 이화룡 외, 2018; 임주호 외, 2019). 이는 입주 초기에 발생하는 초등학교 과
밀학급 문제나 유아교육시설 부족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입주 후 10년 정도 경과
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능하며, 개발계획에서 적정 학교규모를 예측하여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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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게 설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추세의 영향을 받아 저이용 상태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파주운정1·2지구 사례와 같이 학교부지 주변의 토
지이용계획과 학구·학군 설정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신설학교와 장기미매각 학교용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표 3-4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제89조)에서는 기초적인 학교의 배치
기준을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대한 비율로 제시하고 있고, 실제 개발사업의 실무에서는
관할 교육청에서 산정한 학생유발률을 주택건설계획에 적용하여 학생 수를 추정하고
사업시행자와 교육청이 통학구역 단위로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부지 계획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서 학교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
구 2~3만인 규모의 생활권 단위로 학교시설 배치계획을 수립·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 중심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각각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인접배치하거나 ‘통합운영학교’9)로 계획하여 개발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과밀학
급 문제 대응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한다. 초기 입주단계에 예상치 못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밀학급 현상이 발생할 경우 고등학교를 조기에 개교하여 일반교실을 임시
로 활용한 뒤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고등학교 학생 수가 증가할 때 다시 교실로
전환한다. 과밀학급 현상이 심화될 경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일부 시설을 교육시설
(도서관, 교과교실, 특별교실)로 공동이용하고, 개발사업 준공 후 10년 내지 20년이
경과하여 도시가 성숙되고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수요가 증가
하는 주민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여 활용한다. 또한, 생활권 토지이용계
획 수립시 초등학교의 배치와 통학구 설정을 고려하여 학생유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중소형 분양주택)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국민/영구임대주택, 단독주택)의
주택단지가 근린주거구역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배치한다(임주호 외, 2019).

9)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하여 인적･물적 자원(교원, 시설·설
비 등)을 공유·통합하는 학교로 정의(초·중등교육법 제30조)되며, 도시지역 내에서 최초로 지정된 사례로는 2019
년 3월에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구역(헬리오시티) 내에 개교한 해누리초·중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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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 파주운정1·2지구 장기미사용 학교용지 및 과밀학급 운영 학교 발생 사례
∙ (지구 북측) 초등학교 용지 주변 지역에 학생유발률이 낮은 단독주택용지와 국민임대주택단지가 계획되어 학교설
립의 타당성이 낮아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다가 해제됨
∙ (지구 남측) 학교의 통학권에 학생유발률이 높은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로만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으며, 관할 교육청은 개교시기 조정, 학급증설, 학구조정 등으로 과밀현상에 대응 중

자료 : 임주호 외. 2019.

한편, 정비사업에 따른 학교신설 및 이전재배치 계획이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기성시가지와 인접하여 조성되는 중·소규모 개발사업지구 학교계획 수립 시에도 생활
권 단위의 배치계획 개념 적용하여 신규개발사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개발사업지구 또
는 정비사업구역과 주변지역 사이에 연계성을 제고한다. 사업대상지 주변 기존 학교의
학생수 변화 추이를 조사하여 사업 준공 후 장래 여유교실 발생가능성을 파악하고, 필
요시 동일한 생활권 내에 포함될 수 있는 기존 학교와 신설 수요가 있는 학교용지를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통합적으로 배치한다(이화룡 외, 2018; 임주호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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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 생활권 단위 학교설립 배치개념 예시

자료 : 이화룡 외. 2018.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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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접근성 기반의 도시계획시설 공급적정성 평가방안

이 장에서는 이용자의 이동거리(비용)와 시설의 규모(편익)에 따라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효용이
결정된다는 가정하에서 대구광역시의 도시공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접근성 지표에 기반하여 이들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적정성을 평가하고 신규 공급 시 최적의 입지대안을 시뮬레이션한다.

1. 접근성 기반의 공급기준 도입의 필요성
1) 총량적 원단위 공급방식의 한계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공급의 적정성 진단은 일반적으로 원단위를 적용하여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총량적 원단위 방식은 그림 4-1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가상의 행정구역 A동과 B동 내 격자에 각각 1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B동 내에 면
적 800㎡인 공원이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총량적 원단위 방식에서는 A동에는 행
정구역 내에 공원이 없어 공원 공급수준이 ‘0’이지만 인접한 B동은 면적 800㎡ 규모의
공원을 거주자 100명이 이용하는 것(1인당 8㎡의 공원이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그러나 A동에 거주하는 100명이 공원까지 이동하기 위한 거리가 B동의 주민 100명
보다 훨씬 가까우므로 실제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공원 서비스 수준은 B동 주민보다 A
동 주민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수준을 진단하는 과정
에서 총량적 원단위 공급방식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측면에서 시설의 접근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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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수준 진단을 위한 총량적 원단위 방식의 한계

자료 : 저자 작성.

2) 서비스 효용 측면에서 접근성 기반의 공급기준 도입의 필요성
그림 4-1의 예시와 같이 이용자 관점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는 공원별 이용자 수 혹은
이용자의 연간 이용횟수와 함께 공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효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비용 변수이다.10) 또한 아울러 공원의 규모(면적)는 서비스 효용을 높이는데 기여
하는 편익 변수로 공원의 규모가 클수록 공원이 제공하는 잠재적 편익이 크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효용은 중력모형(gravity model)의 관점에서
볼 때 시설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원의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2는 서비스 효용을 시설의 규모(공원면적)와 이용자와 공원 간 거리 즉, 편
익과 비용에 대한 함수로 정의하는 방식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2 상단의 그림과
같이 편익 변수의 경우 동일한 거리 조건일 때 면적이 큰 공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비

10) 물론 공원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단순한 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설입지 관련
연구들에서 실증데이터 구득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거리를 대표적인 비용 변수로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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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효용(굵은 파란색 점선)을 제공한다. 그림에서 정사각형 격자는 100명의 이용자가
거주하는 지역적 범위를 나타내는데 초록색이 진할수록 동일한 거리 조건에서 더 큰
공원이 입지해 있음을 의미한다. 진한 초록색 격자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옅은 초록
색 격자 내 이용자들보다 누릴 수 있는 공원 서비스 효용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따라서
규모가 큰 공원일수록 이용자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편익을 누릴 여
지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이용자가 더 빈번하게 이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2 하단의 그림은 공원의 규모 이외에 이용자가 공원까지 이동하는 거리도
공급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나타낸 것이다(이경주·임은선, 2009; Lee, G.
& Hong, I., 2013). 두 공원이 동일한 면적일 때 거리가 먼 공원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빨간색 굵은 실선)이 소요되어 서비스 효용은 감소한다(진한 초록색 정사각
형 격자에서는 서비스 효용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소한 서비스 효용
에 비례하여 이용자수 또는 이용 빈도는 감소하는데, 동일한 시설 규모에서는 이동거
리가 이용자수 또는 이용 빈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가까
이 위치한 큰 규모의 공원은 많은 사람이 빈번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정한 서비스 효용이 높은 것이다. 서비스 효용이 클수록 이
용자 관점에서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더 빈번히 이용할
여지가 증가하여 시설의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이 연구에서의 접근성이란 공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효용의 수준을 나타내
는 것으로 비용(거리)과 편익(시설규모)에 대한 함수로 정의한다. 이를 통해 접근성을
거리와 시설 규모에 대한 함수로 정량화함으로써 총량적 원단위 방식의 한계를 일정
수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도시 내에서 접근성이 좋은 공원이 수요자에게
많이 제공될수록 해당 도시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이 적정 수준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증
가할 것은 자명하므로 도시계획시설 입지계획 수립 시 이러한 서비스 효용을 의미하는
접근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입하여 활용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공급의 잠재적
수혜자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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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 서비스 효용 구성 변수 : 편익(시설규모) + 비용(이동거리) ≃ 접근성

자료 : 저자 작성.

2. 접근성 기반의 시설 공급적정성 평가지표 정의
1) 서비스 효용과 거리조락효과의 정의
(1) 서비스 효용
이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효용은 수요자와 시설까
지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시설의 규모(예: 공원 면적, 도서관 좌석 수 등)에 비례하는
접근성 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식 4-1과 같이 정의한다.

   식   
식 4-1에서  는 이용자 거주지  에 시설  가 제공하는 서비스 효용(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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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ty)을 나타내는데, 이는 시설  의 규모를 나타내는  와 이용자 거주지  와 시설

 까지 거리  를 곱하는 형식으로 정량화한 지표이다11). 한편 는 거리조락효과를
나타내는 매개변수(parameter)를 의미한다.

(2) 거리조락효과(distance-decay effect)
식 4-1에서 는 거리조락계수(distance-decay parameter)를 의미하는데, 이는 시
설까지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지점에서의 이용자가 받는 서비스 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음수로 설정하였다. 가령 수요지점으로부터 각각 100m와 200m 떨어진 공원의


경우 값을 -1로 설정한다면  는 각각 0.01(=  )과 0.005(=  )의 값을

갖게 되어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효용이 감소하는 조락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동일 거리인 경우라도 서비스 효용이 감소하는 폭이 달라질 수
있는데 는 이를 정량화하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요지점과 공원시설
간 거리가 2㎞인 경우  가 -1이면 거리에 따른 효용은 공원 규모( : 공원면적)의


50% 수준(


수준(

=0.5)으로 감소하지만, 가 -2인 경우 효용은 동일 공원 규모의 25%

=0.25)으로 감소한다. 이는  가 -1인 경우는 동일 거리를 이동하는데 필요

한 비용(체력, 시간 등)이 -2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음을 의미한다. 2㎞를 도보보
다는 차로 이동하는 것이 시간 등의 측면에서 비용이 덜 든다고 가정하면 차로 이동하는
경우는  가 -1,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도보는 가 -2인 것이다. 또 다른
경우로 젊은 이용자는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고령자보다 체력 등의 측면에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젊은 이용자는 를 -1, 고령 이용자는 는 –2로 설정할 수 있다.

는 동일 거리 이동에도 이용자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적 제약조건을 나타내는 변수로 그 값이 클수록 동일 거리 이동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폭이 커진다는 점에서 거리마찰계수(distance-frictional parameter)

11) 이용자 거주지는 격자 중심점으로 대표되는 수요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후 수요지점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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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도 부른다.  가 클수록 동일 거리에 대한 이동 의지(willingness-to-travel)가 큰
폭으로 감소하므로 이용자 측면에서 서비스 효용 역시 크게 줄어드는 근본 요인에 해당
한다. 여기서 가 크다는 것은 음의 방향으로 값, 즉 절대값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 -1인 경우보다 –2인 경우가  값이 큼을 의미한다.
거리마찰 정도에 따라 이동 의지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거리마찰계수를 앞서 정의
한 거리조락계수로 지칭하는데 이는 이동 의지에 있어서 조락(decay)이 반영된 것이다.
거리조락계수는 보통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동행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회귀모형으로부터 매개변수 정산(parameter calibration)의
방식을 통하여 값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동행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이
용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분석대상지마다 이러한 정산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총량적 방안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반영하지 못했던 거리 증가에 따른 조락효과 반영에만 초점
을 두고 상황에 따라 조락계수가 얼마가 적절한 지는 다루지 않는다.

(3) 거리조락효과에 따른 서비스 효용 정량화
식 4-1과 같이 거리 증가에 다른 조락 효과를 시설의 규모에 곱하여 시설까지의 거
리가 멀어질수록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서비스 효용(혹은 접근성)이 감소하는 방식을
정량화하였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규모를 거리에 반비례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요
지점에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면적이 10,000㎡인 도시공원으로부터 1㎞
떨어진 수요지점에서의 서비스 효용을 100㎡로 설정하는 방식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도시공원의 서비스 권역이 1㎞인 경우 해당 거리에서의 서비스 효용은 시설
매력도의 1%(=0.01)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전제로부터 도출된 예시적 결과이다. 식
4-1의 정의에 따라 수요지점과 공원까지의 거리가 0인 경우는 식 4-1에서  는  에
상관없이 해당 수요지점에 공원의 총면적 10,000㎡가 고스란히 서비스 효용으로 제공
된다. 이는 수요지점에서 이용자가 공원의 대표 위치(중심점)에 있는 극단적인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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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한 것이지만, 거리 증가에 따른 거리조락효과를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모
든 수요지점마다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효용을 시설의 규모 단위(면적, 좌석 수, 병
상 수 등)로 환산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적정성 평가지표 설정
이 연구에서는 앞의 식 4-1로 정의한 서비스 효용지표 기반의 실제공급량 지표와
계획공급량 지표 간 편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공급적정성 평가지표를 정의한다.

(1) 계획공급량
계획공급량 지표는 아래 식 4-2와 같이 대상지를 구성하는 공간단위(예: 행정동,
집계구 등) 내 수요지점 내 이용자 수에 원단위 규모(예: 1인당 공원면적 6㎡)를 곱한
값으로 정의한다.

   ×  식   
식 4-2에서 는 수요지점  에서의 계획공급량을 의미하는데 이는 원단위( : per
capita)에 해당 수요지점 격자 내 거주하는 수요 인구수(: Demand Population in

 )를 곱한 값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의 조례에서 1인당 공원면적이 6㎡로 규정
하고 있는 경우 인구 100명이 거주하는 격자 내 계획공급량은 600㎡으로 추정한다.
다시 말해, 계획공급량은 조례를 기준으로 수요지점 격자 내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 공급 규모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수요지점 격자 대신 집계구를 이용자가 거주하는
공간적 범위(분석 공간단위)로 놓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에 활용할 공원과 집
계구 간 거리는 구체적으로 공원의 중심점과 집계구 중심점 간 도로 네트워크 거리를
의미하며 이 거리를 식 4-1의  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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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공급량
① 공원
서비스 효용 기반의 실제공급량은 대상지 내 모든 공원의 면적을 식 4-1을 적용하여
배분한 뒤 집계구 단위로 누적한 값을 의미한다(식 4-3).


 

 








식  

위 식에서 실제공급량 는 식 4-1에 따라 공원  의 면적을 집계구  에 배분하는
과정을 대상지 내 총 개의 공원에 반복·적용하여 대상지 내 모든 공원의 서비스 효용
을 집계구  에 누적한 값을 의미하며 추정 결과의 단위는 계획공급량과 마찬가지로 면
적(㎡)이다.

② 어린이집
공원의 경우 서비스 효용 기반의 실제공급량 추정치를 위의 식 4-3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공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제공급량을 추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원의 경우 공원의 면적을 거리조락을 기준으로 배분·누적하는 방식으
로 실제공급량을 추정하였는데 이는 근거리에 큰 공원이 많을수록 수요인구가 누리는
편익이 그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대상지 내 수요인구인 어린이의 수가 정해진 상태이기 때
문에 이를 총 정원으로 본다면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 인근에 많이 분포한다고 해서 공원
과 같은 맥락에서의 편익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어린이 1인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공간은 1명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근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에 등록
한 경우 비슷한 인근에 어린이집이 한 군데 더 신설되더라도 편익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가까운 어린이집을 선호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놓고 수요인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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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발생하여 수요와 공급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대상지 전체의 총량만 놓고 보면 모든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린이집
정원을 반영한 규모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가까운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인구의 선호
도를 고려할 경우 가령 대상지 내 어린이 인구가 밀집한 특정 지역 내에서는 근거리에
있는 어린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어린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닐 수밖에 없겠지만 거리 증가에 비례하
여 어린이집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거리 증가로 인한 편익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수요와 공급 간 괴리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총량을 거리에 반비례하여 수요인구가 거주하
는 지점(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실제공급량을 추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더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공원의 경우에 적용한 식 4-3을 아래 식 4-4
와 같이 수정하여 어린이집의 실제공급량을 추정하고자 한다.


 














 
× 




   
 

식   



위 식 4-4에서  는 어린이집  의 정원규모를 의미하고 는 어린이집  와 수요인
구  간 거리를 나타낸다(엄밀히는 어린이집 중심점과 수요인구를 집계한 집계구 중심
점 간 네트워크 거리를 의미한다). 는 거리조락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는 어린
이집  로부터 수요인구  가 얻게 되는 편익의 정도를 정량화한 것이다. 즉, 거리조락
계수 는 음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두 지점 간 거리가 증가할수록  는 감소하게 되
고 따라서 편익 역시 감소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 식에서 중괄호({ }) 내에 있는 식은 어린이집  로부터 개의 모든 수요지점까지
의 거리조락효과를 반영한 편익을 합산한 값(분모) 대비 수요지점  까지 거리조락효과
효과가 반영된 편익(분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괄호([ ]) 내의 식이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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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는 정원규모  를 가지는 어린이집  가 수요인구  에 배분하는 정원규모  의
일부를 의미한다. 물론 배분되는 정원규모는 어린이집  로부터 수요인구  에 이르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거리조락효과  를 매개로 하는 편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린이
집  의 더 많은 정원이 해당 수요인구에 배분될 것이다.
그림 4-3은 거리조락효과 편익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의 정원규모(명)를 수
요인구 위치에 배분하는 방식을 예시로 보여준다. 어린이집  가 세 개의 집계구를 대
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거리조락효과 편익에 비례하여 각
집계구(수요인구 위치)로 정원을 배분하게 된다. 그림 4-3에서 집계구2는 어린이집과
가장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정원이 배분되고, 집계구1은 이보다 더 멀기 때
문에 거리에 반비례하여 편익이 차감되고 결과적으로 집계구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
은 정원이 배분된다. 집계구3의 경우는 가장 멀리 있어서 어린이집  의 가장 적은 규
모의 정원이 배정된다. 그림 4-3에서 집계구2로 배분되는 정원은 가장 크고 진한 파란
색 즉, 어린이집  전체 정원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총 정원의 절반이
집계구2가 가져가는 실제공급량이 된다. 마찬가지로 집계구1에 배분되는 정원은 중간
크기의 다소 덜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전체 정원 중 50%의 반 이상을 가져
가는 것으로 예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옅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집계구3의 경우 그
나머지 정원이 배분된다.

그림 4-3 | 거리조락효과 편익에 따른 어린이집 실제공급량(명) 배분 과정 예시

자료 : 저자 작성.

72

식 4-4의 대괄호 내에 있는 식은 바로 그림 4-3이 나타내는 어린이집의 정원 배분
과정을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식 4-4 또는 그림 4-3과 같은 방식으로 각 어린이
집 정원을 집계구별로 배분하면 모든 집계구에 대한 실제공급량 가 산출된다. 이러
한 방식으로 어린이집 정원을 집계구 단위로 배분하여 실제공급량을 산출한 뒤 이를


모두 합산하면 대상지 내 실제공급량 총합(=

 )은 대상지 내 어린이집의 총 정원

 



수와 일치하게 된다. 즉, 배분한 정원을 모두 합산하면 전체 어린이집의 총 정원수로
환원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대괄호 내의 식을 대상지 내에 있는 개의 모든 어린이
집에 적용하여 합산하면 수요인구  에서의 어린이집 정원 규모를 누적·합산된 값을 도
출할 수 있으며, 이 값이 수요인구  에 대하여 추정한 어린이집 시설의 실제공급량(명)
을 의미한다.

(3) 시설 특성을 반영한 거리조락효과 정량화 방안
앞서 거리조락효과를 식3의  를 통하여 정량화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원
과 어린이집의 이용행태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다른 방식으로 거리조락효과를 정량
화하였다.

①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경우 지금까지 거리조락효과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여
실증분석과정에 적용하였다. 식 4-4로 추정한 실제공급량은 거리조락계수의 크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거리조락효과를 규정하는 
가 증가할 경우 동일 거리를 이동함에도 비용의 증가폭이 커진다는 점에서 거리마찰계
수로 지칭한다고 설명하였다. 물론  가 증가한다는 것은 음의 방향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예:   →  ). 가 증가할수록 동일한 거리에 대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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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ngness-to-travel)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즉, 수요자 측면에서 서비스 효용 역
시 크게 감소하는 방식으로 거리 증가에 따른 조락 효과(decay effect)를 반영한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값이 큰 경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거리마찰계수가 증가하게 되
고 결과적으로 이동 의지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어 식 4-4 및 그림 4-3과 같은 방식
으로 어린이집 정원수를 배분할 경우 어린이집과 가까운 일부 수요인구 위치에 해당 어
린이집 정원의 대부분이 배분된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가까운 지역은 많은 정원이, 먼
지역에서는 적은 정원이 배분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값이 작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부터 먼 수요인구 위치에도 배분되는 정원이 증가하게 된다.

 값이 크다는 것은 거리 이동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거리 이동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이동수단이 ‘도보’인 경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반대로  값이 작으면 거리 이동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먼 거리까지 기꺼이 이동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동수단이 ‘도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먼 지역까지
어린이집 정원을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어린이집에서 등·하원을 위한 차량운행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
부분 걸어서 가까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다소 떨어진 지점까지 차량을 통
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값도 비교적 작을 확률이 높다.

② 공원
공원의 경우 어린이집과는 다소 다른 방식의 거리조락효과를 적용하여 실제공급량을
산정하였다(식 4-5).

   

 

log
 × 


식  

식 4-5는 식 4-3에서  의 역할을 하는데 거리조락효과를 산출하는 방식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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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의 경우와는 다르다. 식 4-5에서  는 공원( )과 수요인구( ) 간 거리를 의미하
며, 이를 매개로 공원으로부터 수요인구에 부여되는 공간가중치를   로 나타낸 것
이다. 또한 와 는 각각 임계가중치(threshold weight)와 임계거리(threshold
distance)를 의미한다. 가령, 와 를 각각 0.01과 500m로 놓고 식 4-5에 적용할
경우 이는 500m 거리에서 공간가중치를 0.01로 설정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원
( )으로부터 1000m 떨어진 수요인구 위치( )에서의 공간가중치   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log
 × 


→ log  log




log
× 






log
→ log   × 


→       



결과적으로 500m 거리의 두 배에 해당하는 위치에는 해당 공원으로부터의 공간가중
치가 100배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공원( )과 수요인구( ) 간 거리 즉,  가 0인
경우   은 1로 수렴하는데 이는 공원까지의 이동에 따른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
음을 의미한다.
식 4-3의  를 식 4-5의   로 대체하면 아래 식 4-6과 같다.


 



       ×











 

log
 × 


식  

식 4-6에서   는 최댓값이 1(공원과 수요인구 위치가 일치)이고 최솟값이 0(공
원과 수요인구 위치 간 거리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공원  의 면적인  를 공간가중치
에 곱한 값인   는 결국 공원 면적의 일부를 공간가중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수요인구 위치에 배분하는 변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식 4-6은 대상지 내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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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원으로부터 공간가중치에 따라 배분받는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수요인구 위치

 에 누적된 실제공급량을 정량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식 4-6에 따르면 수요인구가 공
원이 제공하여 누릴 수 있는 편익은 결국 공원의 위치(공원으로부터 거리), 공원의 규
모(면적), 공원의 개수()를 조합한 함수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수요인구 가
까이 큰 공원이 많이 있을수록 해당 위치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은
증가한다는 직관적 이해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4) 공급적정성 평가지표( : Suitability Index of Service Provision)
식 4-2로 정의한 계획공급량은 어린이집의 경우 식 4-4(단위: 명)와 그리고 공원의
경우 식 4-6(단위: ㎡)과 산출 결과의 단위가 같으므로 정량적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공급적정성 평가지표를 아래 식 4-7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식   
식 4-7은 실제공급량(식 4-4 혹은 식 4-6)과 계획공급량(식 4-1) 간의 산술적 차
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계획공급량 대비 실제공급량이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는 식 4-6을 적용하여 집계구  로 배분·누적한 실제 공
원 면적 즉, 실제공급량이 가령 600㎡이고, 앞서 식 4-2로 정의한 계획공급량 역시
600㎡라면, 이는 지자체 조례를 기준으로 도시공원 시설의 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이루
어진 것으로 진단한다.
만일 배분된 공원면적 즉 실제공급량이 300㎡라면 이는 조례를 기준으로 적정 공급
량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여 공급 적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진단할 수 있
다. 이 경우 식 4-7의 실증 추정치는 음수(-300)로 산출된다. 즉, 식 4-7을 적용하여
실증 추정한 공급적정성 평가결과가 음수(negative number)면 해당 집계구는 공원 서
비스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상지 내 모든 집계구를 대
상으로 실제공급량과 계획공급량 간 차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대상지 내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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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관점에서의 도시공원의 공급이 미흡한지를 진단할 수 있다.
어린이집 시설의 공급적정성 평가지수 역시 식 4-7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결과를 도
출할 수 있는데 이때 실제공급량 는 식 4-4를 적용하고, 계획공급량 는 집계구

 에 거주하는 어린이집 취학연령 인구수를 적용하여 두 공급량 간 차이를 산출한다.
식 4-4를 통하여 모든 어린이집의 정원수가 거리에 반비례하여 모든 집계구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공급량의 단위는 ‘명’이 된다. 따라서 계획공급량은 역시 명 단위로
모든 집계구 내 어린이 인구수를 적용함으로써 실제공급량과의 산술적 차이를 도출할
수 있다.

3.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적정성 평가 실증분석
이 절에서는 대구광역시의 도시공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접근성에 기반하여 도시
계획시설의 공급적정성을 평가하고 최적의 입지대안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뮬레이션
은 기본적으로 대상지 내 신규 시설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신규 시설입지에
따른 실제공급량 증가 폭을 추정한 뒤 증가 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시설 입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1) 도시공원
(1) 총인구 및 도시공원 분포 현황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2015년 기준)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도시지역(달성군 제외)
은 4,607개의 집계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총인구수는 2,220,861명이다. 그림 4-5
에서 빨간색 톤이 진할수록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도시공원의 경
우 시설을 이용하는 연령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 연령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수요인구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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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도시공원 공간적 분포 현황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내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5 |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총인구수 분포 현황(집계구 단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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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공원의 공급적적성 평가
그림 4-6은 대구광역시 집계구마다 식 4-7을 통해 계산한 도시공원의 공급적정성
평가지표를 5개의 단계구분도로 시각화한 것이다. 파란색 지역은 해당 집계구에서 실
제공급량이 계획공급량보다 많아(공급적정성 평가지표 > 0) 도시공원 서비스 공급이
적정 수준 이상인 지역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은 앞 절에서 정의한 서비스 효용의
관점에서 보면 수요보다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원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적은 곳이다. 이와는 반대로 빨간색 지역은 실제공급량이 계획공급량보
다 적어(공급적정성 평가지표 < 0) 이용자 관점에서 도시공원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임을 의미하며, 톤이 진한 지역일수록 공급부족이 더욱 심각한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빨간색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공원 서비스를 확충하여 한정된 공
공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4-6 |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평가결과 : 750m & 0.01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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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그림 4-6의 지도는 앞서 개념을 설명한 임계가중치()와 임계거리()를
각각 0.01과 750m로 설정하고 식 4-5에 적용하여 공간가중치를 추정하여 도출한 결
과이다. 다시 말해, 이용자가 750m 정도 이동할 경우 해당 거리에서의 공간가중치가
0.01이 되도록 설정한 것이다. 거리가 0인 경우 공간가중치는 1이 되어 이동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공간가중치가 0.01로 감소하면 해당 지역에서의 이동 비용은 거리가
0인 지점에서의 공간가중치보다 100배(1÷0.01)로 늘어난다. 물론 거리가 0인 경우는
이용자가 공원 중심점에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는 750m 거리를 도보 10분으로 환
산할 경우 10분 이내 도보권역을 벗어나는 경우 서비스 효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 4-7 |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평가결과 : 750m & 0.1

자료 : 저자 작성.

한편, 그림 4-7은 임계가중치()와 임계거리()를 각각 0.1과 750m로 설정하
여 집계구 단위로 공급적정성을 평가한 결과이다. 그림 4-6에서 설정한 임계가중치
0.01을 0.1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임계가중치를 상향조정하였다는 의미는 동일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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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750m)에서 공간가중치가 10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으로(1÷0.1=(1÷0.01)×10)
이는 동일한 거리에서 이용자가 느끼는 이동비용이 그만큼 감소하여 서비스 효용이 증
가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그림 4-6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집계
구라 하더라도 실제공급량이 증가한 것으로 산출된다.
그림 4-8의 왼쪽 그림(그림 4-6)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공급 부족에 해당하는
상당수 집계구가 오른쪽 그림(그림 4-7)에서는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동일한 거리에 대한 이동 비용의 감소폭이 완화되어 전반적인 서비스 효용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4-8 | 임계가중치 상향조정에 따른 공급적정성 공간분포 변화: 임계가중치 0.01 → 0.1

자료 : 저자 작성.

(3) 공급적정성 극대화를 위한 추가공급방안 시뮬레이션
앞에서 도출한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시공원 추가입지에
따른 서비스 효용 개선 효과를 살펴보고자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신
규 도시공원 입지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제공급량의 증가 폭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림 4-9는 도시공원의 추가입지를 통하여 공급적정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입지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림에
서 파란색 테두리의 파란색 지역은 식 4-7에서 실제공급량이 계획공급량보다 많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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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적정성 평가지표 > 0)이다. 반면에 빨간색 테두리의 빨간색 지역은 반대로 실제
공급량이 계획공급량보다 적은 지역(공급적정성 평가지표 < 0)이다. 즉, 빨간색 테두
리 지역은 공급적정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공급을 통하여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입지후보지1]보다는 [입지후보지2]에 신규 도시공원이
들어서는 것이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9 | 도시공원 신규 입지에 따른 공급적정성 개선 효과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4-10은 대상지 내 도시공원 신규조성이 가능한 후보입지의 분포와 해당 입지
에서의 필지 면적의 크기를 나타낸 단계구분도이다. 그림을 보면 진한 빨간색 사각형
은 도시공원 입지가 가능한 508개소의 후보지 위치 중에서 면적 기준 상위 20%의 분
포를 나타내고 진한 파란색 사각형은 면적 기준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점들이다.12)
검은색 점은 집계구 중심점을 나타내는데 점들이 밀집한 지역이 대상지 인구밀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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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원 서비스 수요 역시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 주변의 경우
입지후보지의 면적이 전반적으로 작은 반면, 도심 외곽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큰 부지가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0 |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도시공원 신규조성 가능 입지후보지점의 공간분포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4-11은 그림 4-9에서 제시한 개념을 적용하여 전체 508개 입지들을 대상으로
공급적정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이다. 거리조락효과 임계가중치()와 임계거리
()는 각각 0.01과 750m로 설정하였다(이는 그림 4-6의 공급적정성 평가결과를 산
출하기 위한 조건이다). 그림 4-11에서 빨간색 진한 원은 전체 508개 중 상위 신규입
지를 통한 개선 효과가 큰 상위 20% 지점들을 나타내고 초록색 별(*)로 표시된 지점

12) 입지 후보지는 국공유지들 중 지목이 도시용지에 해당하는 필지들을 의미한다.. 본 분석을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판단한 지목은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창고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잡종지 등이다. 입지 후보지
점은 엄밀히 말하면 앞의 지목에 해당하는 필지들을 포함하는 500m 크기의 정방형 격자로 취합(aggregate)하
여 각 격자 내 면적을 합산한 격자 중심점을 의미한다. 불규칙한 크기와 모양의 필지들을 정방형 격자로 취합하기
위하여 ArcGIS의 Union 기능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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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위 약 5%에 해당하는 25개소 입지 후보지들을 나타낸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
면 중구를 중심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에서의 도시공원 신규입지를 통한 공급
적정성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북구 및 수성구, 동구 등 도심 외곽지
역을 중심으로 신규입지를 통한 공급적정성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5
개 지점 중 북구에 있는 하늘색 원으로 표시된 지점의 경우 부지 전체 면적은 480,926
㎡인데, 해당 면적 전체를 조성할 경우 예상되는 실제공급량은 117,291명으로 추정되
어 신규입지 시 공급적정성 개선 효과가 가장 큰 지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개선효과 시뮬레이션 결과 : 750m & 0.01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4-12는 그림 4-11에 기존 도시공원의 분포를 중첩한 지도이다. 위 그림을 보
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점 즉, 공급적정성 개선 효과가 큰 입지들은 기존 도시공원과
대체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정 수준 기존 도시공
원 서비스 효용을 공급받는 지역 이외의 지역 즉, 서비스 사각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공
원 신규입지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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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 시뮬레이션 결과 + 기존 도시공원 분포

자료 : 저자 작성.

2) 어린이집
(1) 어린이 인구 및 어린이집 분포 현황
대구광역시 내 어린이(0~4세) 인구수는 2015년 통계청 집계구 단위 센서스 자료
기준으로 총 89,455명이다. 어린이집은 총 1,173개소이고 각 어린이집의 정원을 합산
하여 집계한 총 정원은 61,376명으로 조사되었다(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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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집계구 단위 어린이 인구수 및 어린이집 분포현황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및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어린이집의 공급적정성 평가
그림 4-14는 대구광역시 어린이집 공급적정성 평가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4에서 진한 빨간색 지역은 식 4-4를 적용하여 추정한 어린이집 정원의 실제공급량
(명)이 해당 지역 내 어린이 인구수보다 적은 지역이다. 반면, 파란색 지역은 어린이
인구수보다 실제공급량(명)이 더 크기 때문에 현 어린이집 분포만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공급적정성 평가결과 도출을 위하여 식 4-4의 거리조락효과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인

 값을 -0.5로 설정하여 실제공급량을 계산하였다. 음수인  값의 절대값이 증가할수
록 어린이집 정원 배분이 국지적으로 이루어질 여지가 크기 때문에 어린이집 단위로
정원을 배분한 뒤 집계구별로 누적한 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반대로  값의
절대값이 감소할수록 먼 지역까지 어린이집 정원 배분의 폭이 크기 때문에 실제공급량
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값이 –0.5인 조건에서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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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따른 공간가중치가 감소되는 폭이 다소 완만하여 지역까지 어린이집의 서비스
영향권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고,  =-0.5를 이에 해당되는 거리조락계수로 적용하
여 실제공급량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중구를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 외곽의 경우 일부 집계구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정원 측면에서의 공급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구를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의 경우 빨간색 톤의 집계구가 상당수 분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림 4-14만으로는 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중구를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 일부
를 확대하여 제시하였다(그림 4-15).
그림 4-15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집계구들이 대구시 중구 경계와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군집·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란색부터 빨간색 톤 지역은 현 어린이집
공급체계에서 어린이 인구 대비 어린이집 정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공급
부족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어린이집 신설/증설 과정에서
이들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입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의 경우와 유사하게 어린이집 증설 혹은 신규입지가 가능한 지점들에 대하
여 식 4-7의 공급적정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증설 및 신규입지를 통하여 부족분의 상쇄
효과가 큰 입지를 중심으로 신설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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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어린이집 공급적정성 평가결과 : β =-0.5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4-15 |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어린이집 공급적정성 평가결과 : β =-0.5(일부지역 확대)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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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결론 및 향후과제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관리 방안 관련 이슈들을 제안하여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연구의 결론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시설의 이용 및 공급·관리,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설의 이용측면에서는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시설의 이용수요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됨
에 따라 생활SOC와 같은 지역밀착형 시설의 수요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설의
공급 및 관리 측면에서는 경제성숙도에 따라 공급위주에서 관리위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공공주도의 공급·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본
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대
응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및 관리방식에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현행 「국토계획법」 상의 기반시설 개념 정의가 부재하고, 개별사
업법에서 별도의 시설을 사업법 목적에 맞도록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을 준용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시설을 규정하고 있어 시설간 체계가 복잡하고 일관된 기준에 의해 시설
이 설치·관리되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생활인프라와
관련하여 여러 유사 규정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들 개념에 속하는 시설들이 대부분 근거
법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시설의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2020
년부터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체계에 대해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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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의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이들 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한 후, 이 개념에 따라 시설
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고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개념을 앞으로는 ‘각종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하고, 크게 ‘(1) 도시기반시설’과 ‘(2) 생활편익시설’로 구분한다.
나아가 ‘(1) 도시기반시설’은 ‘기반시설 중 국민의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도시
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2) 생활편익시설’은 ‘기반시설 중 국민들이 일
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로 각각 정의한다. 또한, 현재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시관리계획으
로 결정하여 공급·관리하거나 설치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그 의미를 보다 명확
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종류의 신설 또는 폐지 시 해당 시설이 기반시
설에 포함 또는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특정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
는 목적을 규정하여 필수시설과 임의시설 구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유형별 특성에
맞는 공급·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목표가 고도성장기에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면 성숙·안정기에는 도시의 기능 및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편
익을 증진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목표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방식도 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
용, ②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③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
지표 설정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을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입체도시
계획시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미·저이용되고 있는 생활편익시설의 용도전환
및 기능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야 한다. 둘째,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공급·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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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의 유형과 이용자의 편
익 향상을 위한 부대·편익시설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보
장할 필요가 있으며 기부채납 대상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민간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지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구 등을 모수로 하는 총량적 원단위 지표에서 시설의 이용권 및 접근성을
고려한 지표로 전환이 필요하며 인구·가구구조 변화에도 유연한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야 한다.

2. 향후과제
이 연구에서는 현재 부재(不在)한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였으나, 법적 정의에 부합하도록 현행 46종 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추가
하거나 특정 시설을 기반시설에서 제외하는 시설체계 개편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기반시설’을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의 2개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
도 함께 제시하였으나, 이들 유형별로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
설별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전면개정이 반드
시 수반되어야 한다. 나아가 ‘도시기반시설’은 「기반시설관리법」과, ‘생활편익시설’은
생활SOC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4장에서 도시공원과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이동거리(비용)와 시설
의 규모(편익)에 따라 공급적정성을 평가하고 신규 공급 시 최적의 입지대안을 시뮬레
이션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모든 종류의 ‘생활편익시설’로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이용자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설별
로 적정 ‘거리조락계수’를 추출한다면 이 값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공급적정성 평가
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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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rategy for User-Oriented Management and Supply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KIM Joong-Eun, YOON Jeongjae, KIM Eunnan, KIM Dongkun, LEE Gyongju, LIM Joo-Ho,
CHO Don-Cherl, CHO Mihyang

Key words: Urban Planning Facility, User-Oriented, Infrastructure, Low Economic Grow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concept of “infrastructure” and
“urban planning facilities”, which are currently used so that the determination
and establishment criteria can be separately determined according to its
characteristic of each type of urban planning facility. It also aims to suggest
strategies for the supply and management corresponding to the characteristic in
terms of users.
The first half of Chapter 2 identifies the current concept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examines changes in conditions related
to urban planning facilities regarding the use, supply, and management and
institutional aspects. In order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response to changes in conditions, the latter part defines the
infrastructure and urban planning facilities as “urban infrastructure” and
“community service facilities” and proposes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thos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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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includes a promise that the goal of supplying and managing urban
planning facilities, which has focused on driving economic growth and building
an urban foundation during a low growth period, should be focused on
maintaining an urban function and promoting the convenience of people’s lives.
Under the premise, three basic directions are established: (a) the maintenance
and intensive use of existing facilities, (b) supply and management utilizing
private capital and experience, and (c)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useroriented and flexible supply and management.
Chapter 4 evaluates supply adequacy and simulates optimal location
alternatives spatially analyzing neighborhood parks and daycare services, based
on an assumption from a user-perspective where the utility of services is
determined by user’s travel distance (cost) and facility siz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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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1. 일본의 노후 기반시설 대책 관련 법제도 및 정책
1)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2003.3.31. 제정) 제정 이전에는 사업분야별 긴급조치
법에 의거하여 인프라를 정비해왔으나 시대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양
질의 인프라를 유지관리가 해 나갈 필요가 있어 그동안 개별법에서 추진해 온 ‘사회자
본정비사업’을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에 따라 통합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재편하였다.
이 법은 목적, 정의,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의 기본이념, 중점계획, 사회경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변경, 중점계획과 국가계획과의 관계, ‘사회자본정비사업’에 관한 정책
평가, 중점계획의 실시, 주무대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사회자본정비사업’을 중점적·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교통의 안전 확보와 원
활화, 경제기반 강화, 생활환경 보전, 도시환경 개선 및 국토의 보전과 개발을 도모하
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 다루는 주요사업은 「도로법」, 「교통안전시설 등 정비사업에 관한 법률」,
「공항법」, 「항만법」, 「도로표식법」, 「하수도법」, 「하천법」, 「사방법」, 「급경사지 붕괴
에 의한 재해방지공사에 관한 법」과 같은 개별법에서 규정한 인프라 관련 사업을 일체
화하여 통합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이다. 또한
‘국토형성계획’과 ‘환경기본계획’을 조화시키고 나아가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획을 재검토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계획의 대상사업을 일원화 시킨 9개의 사업분야 외에 철도와 항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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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업을 추가하였으며, 나아가 관련 사업의 비물리적 시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횡단적·효율적으로 실시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PLAN·DO·SEE 주기를 철저히 하기 위해 매년 중점목표에 따른 정책평가를 실시하기
로 하였다.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노력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를 한정적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않다.
그동안 해안은 농림수산성과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청과 각각 공동으로 관리해왔으므
로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도 세 개의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2)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이하 ‘중점계획’)본 계획은 2003년 「사회자본정비중점계
획법」을 근거로 하여 ‘사회자본정비사업’을 중점적·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중점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시책 및 대표적인 정량적 지표’를 책
정하는 계획이다(부도 1 참조).
계획 대상은 도로, 교통안전시설, 철도, 공항, 항만, 항로표식, 공원 및 녹지, 하수
도, 하천, 사방, 토사이동, 급경사지, 해안 그리고 이러한 대상 사업과 일체되어 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무 또는 사업이 해당된다.
중점계획에서는 지방 단독사업이나 민간주체의 노력을 포함한 성과를 발휘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 분권의 철저’, ‘지역 특성·민간 활력 활용 등에 배려’와
계획 수립의 기본이념을 정하고 있다. 계획 내용은 사업의 양이 아닌 중점 목표(성과목
표)와 달성을 위해 실시해야 할 사업 내용을 정하는 것, 사업 평가의 엄격한 이행 비용
감축 등 사업 분야에 공통된 과제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회자본 정비의 개혁 정
책을 명시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개방된 계획 수립 프로세스 실현을 위해
계획 수립 과정에 국민과 도·도·부·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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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의 개요

자료 : 白石 秀俊. 2003. p.13.

중점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자본정비를 해결하기 위한 이정표로서 꼭 필요
한 사회자본의 모습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자본에 대해 ‘계획 기간에
사회자본정비사업 실시에 관한 중점 목표’, ‘중점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기간에 효과
적·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회자본정비사업의 개요’, ‘사회자본정비사업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제4차 중점계획의 기본방향은 사회자본 스톡 효과의 최대화, 스
톡 효과를 활용한 안전·안심 확보와 삶의 질 향상, 경제와 재정 쌍방의 일체적인 재생에
필요한 사화자본정비의 중점화, 전략적 Maintenance와 현명한 추진이다(부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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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 | 제4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의 주요내용

자료 : 国土交通省. 2015. p.1.

3) 일본재흥전략 -JAPAN is BACK2013년 6월14일 내각에서 결정된 ‘일본재흥전략-JAPAN is BACK―’에서 제시하
고 있는 세 개의 액션플랜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전략시장창조플랜’의 ‘전략테마 3.
안전·편리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① 안전하고 강인한 인프라가
저비용으로 실현되는 사회’에서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의 책정’이 거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프라 장수명화계획의 책정과 IT를 활용한 점검·진단시스템의 구
축, 신소재의 개발, 우주 인프라 정비 및 활용, IT를 활용한 안전·편리한 생활환경 실
현을 주요시책으로 다루고 있다(부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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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 일본재흥전략 중 ‘① 안전하고 강인한 인프라가 저비용으로 실현되어 있는 사회’의 전문
Ⅰ) 사회상과 현상의 문제점
센서나 로봇, 비파괴검사 기술 등의 활용으로 생활 인프라, 공공 인프라 산업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프라의
손상도 등을 데이터로 파악·축적·활용하므로, 조기에 이상을 검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막아 최적의 시기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수하여 total life cycle 비용이 최소화되는 사회를 실현한다.
그러나 현실에는,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한 센서 도입이 시험적으로 시작되었을 뿐 데이터의 축적이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신기술의 안전성·신뢰성·경제성도 확립되고 있지 않고, 점검·보수의 대부분은 사람에 의해 행하여
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또한 교통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오픈화나 빅 데이터화, 위성개발·정비에 의한 지리공간
정보(G 공간정보… 소위 GPS 등의 일)의 충실도 과제이다.
Ⅱ) 해결의 방향성과 전략분야(시장·산업) 및 당면 주요시책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인프라 데이터를 파악 · 축적 · 활용할 수 및 신뢰성 · 경제적인 점검 ·
보수 기술의 채용을 인프라 관리의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하면서 지자체와 민간을 끌어드려
인프라 관리 본연의 자세 방향성과 미래를 향한 로드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한 후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시설 관리자간 공사 조정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인프라에 관한 데이터베이
스 구축 및 데이터의 횡단적인 공유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 계획의 착실한 추진을 도모한다.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의 수립
− 금년 가을까지 국가로서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기본 방침)을 정리한다. 수치목표 및 로드맵을 명확히
하고 신기술 활용 등 인프라의 안전성 향상 및 라이프Cycle 비용 감소를 목표로 한다.
−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전 분야에 걸친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개별 시설마다의 장수명화계획 책정을 착실히 추진하고, 전국의 모든 인프라 안전성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실현한다.
− 이때 연구개발, 실증, 도입 등 개발단계에 대응한 신기술 도입 등 계획을 명기하고, 국가의 체제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
또한 새로운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고 향상시키는 새로운 기술 및 데이터 관리 기법의 개발, 그 사회 구현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 조달시스템 등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IT 등을 활용한 인프라 점검·진단 시스템 구축
− 금년도 중으로 우선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인프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여 내년도
부터 인프라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 정보 플랫폼의 일부 운용 개시와 2015년도 이후 기능 강화를 도모하면
서 본격 운용한다.
− 샌서나 로봇, 비파괴검사기술 등으로 점검·보수의 신뢰성·경제성이 실증 가능하므로 순차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도입한다.(점검 등의 기준을 재검토하고, 정부조달 등)
− 정비를 추진하므로 인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인프라 정보나 교통데이터 등의 정보를 모니터링기술 고도화,
로봇에 의한 점검 및 보수기술 개발 등 효율적 및 효과적인 인프라 유지관리·갱신을 실현한다.
− 민간의 기술 및 노하우 도입을 위해 PPP / PFI를 활용한다.
※ 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약자. 공공 서비스 제공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법을 폭넓
게 파악한 개념으로 민간자본과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해 효율성과 공공 서비스 향상을 목적
으로 하는 수법. PPP에는 PFI, 지정관리자제도, 시장화 테스트 공설민영(DBO)방식보다
포괄적 민간 위탁 자치 단체 업무의 아웃소싱 등도 포함됨
※ 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약자. 공공시설 등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 민간의 자금,
경영 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성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공공사업의
수법
− 해외 실증사업, 해외 인프라에 기술 적용 확대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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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소재 개발
− 내년부터 관계성청이 연계하고 자기수복소재 등 인프라 장수명화에 공헌하는 신소재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현장에서 시도를 통해 신뢰성 경제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신소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인프라에 도입
촉진을 도모한다.
 우주 인프라 정비 및 활용
− 민간자금도 활용(PPP / PFI) 2010년대 후반을 목표로 준천정위성시스템 4기 체제를 구축하고, 지리정보
(G 공간정보)의 이용을 추진한다.
− 아시아 제국 등과 연계하여 방재 등에 원격탐사 위성 여러 기계를 일체적으로 정비·운용할 필요가 있어,
그 때, 현재 개발중인 위성의 활용을 포함하여 실제 사용자 요구와 비용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
− 또한 ASEAN 각국에 제공 및 지역내 통합 운용을 추진하여 측위정보 및 위성영상 데이터의 국내 표준을
획득, 우리나라의 IT를 활용한 인프라 시스템의 국제 전개에 연결한다.
 IT를 활용한 안전·편리한 생활환경 실현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지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각 부처가
연계하여 중점과제에 IT를 활용한 분야 복합적인 해결에 임한다.
(IT 활용에 의한 분야 복합적인 과제해결)
- IT 종합전략본부에서 올해 8월말까지 지역의 활성화, 행정의 효율화, 지리공간정보(G 공간정보), 농업,
의료·건강, 자원·에너지, 방재·감재 도로 교통, 교육 등 중 해결에 임해야 할 과제나 지역을 파악하고
규제 개혁이나 정책 자원의 투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다. 또한 그 성공
모델을 패키지로 하여 해외에 전개함으로써 국제 공헌과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자료 : 内閣官房. 2013. 6. 14. 日本再興戦略-JAPAN is BACK

4)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국가계획)
‘일본 재흥 전략 -JAPAN is BACK-’(2013.6.14.)에 근거하여 같은 해 11월 ‘인
프라 노후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관계부처 연락회의’에서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
이 결정되었다(부도 3 참조).
주요내용으로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유지관리 및 갱신 등에 관
한 총비용의 감축과 예산의 평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에 관한
산업(유지보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을 바탕
으로 국가는 행동계획을, 지자체는 행동계획 및 개별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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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3 | 인프라 장수명화를 위한 계획 체계

자료 : 国土交通省. 2017. 3. p.15.

5) 국토교통성의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
국토교통성의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은 국가의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
획’에 따라 국토교통성이 관리하는 인프라의 유지관리 및 갱신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
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의 목표를 인프라의 신설에
서 철거까지 생애주기 연장을 위한 대책이라는 협의의 장수명화 개념에 한정하지 않
고, 인프라의 갱신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인프라 기능을 발휘시키기는 것
으로 정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유지보수 생애주기 구축 및 계속적인 발전과 연결시
키고자 하였다.
국토교통성의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따라 국토교통성이 소관·관리하는
인프라는 총 14개 종류로, 관리주체는 지자체(도·도·부·현, 정령시, 시·구·정·촌), 공
사, 민간기업 등으로 다양하다(부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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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 국토교통성 소관·관리 인프라
분야

관리주체

대상시설

도로

국가, 고속도로회사, 도도부현, 도로시설 [교량, 터널, 대형구조물(횡단보도교, 문형 표식,
정령시, 시구정촌
Shed 등) 등]

하천댐

국가※1, 도도부현, 정령시

하천관리시설 (댐, 소형 댐 구조물, 하상구조물, 제방수로 문,
제방수로 관로, 제방 수위조절장치, 제방통로, 양배수기장,
정화시설, 관리교, 제방, 호간, 수림대 등)

사방

도도부현※2,

사방설비
토사이동 방지시설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해안

도도부현, 시정촌

해안보전시설 (제방, 호간, 흉벽, 수문 및 통문, 배수기장,
제방통로, 제방형구조물(jetty), 침식방지 제방구조물
(detached breakwater), 모래해변 등)

하수도

도도부현, 정령시, 시정촌

하수도 (관로시설, 처리시설, 펌프시설 등)

항만

도도부현, 정령시, 시정촌 등

항만시설 (수역시설, 외곽시설, 저류시설, 임항교통시설, 물
건적제장, 여객승강용고정시설, 보관시설, 선박역무용시설,
폐기물매립호간, 해변, 녹지, 광장, 이동식여객승강용시설)

공항

공항토목시설 (활주로, 착륙대, 유도로, 항공기 대지장, 배수
시설, 공동구, 지하도, 교량, 활주로주변 및 보안도로, 법면,
국가, 지방공공단체, 민간기업 옹벽, 호간, 도로 및 주차장 등)
공항보안시설
공항기능시설 (항공여객 취급시설)

철도

철도사업자

철도(노선, 정차장, 전기설비, 운전보안설비)
궤도(궤도, 노선건조물, 전력설비, 보안설비, 통신설비 등)
책도(책도노선 등, 정류장, 원동설비, 삭도장치 등, 보안설비)

자동차도※3

민간기업, 지방도로공사

다리, 터널, 대형구조물(문형표식 등) 등

항로표식

국가

항로표식(등대, 등표, 입표, 부표, 무선방위신호소 등)

공원

국가, 도도부현, 정령시, 시구
도시공원 등[도시공원, 특정지구공원(컨트리 파크)]
정촌

주택

공영주택
도도부현, 정령시, 시구정촌,
공사임대주택
주택공급공사, 독립행정법인
UR임대주택

관청시설

국가

관청시설(청사, 숙사 등)

관측시설

국가

측량표(전자기준점, 검조장), 기상레이더시설

※ 1 ‘국가’에는 ‘독립행정법인수자원기구법에 규정하는 특정시설’을 포함
※ 2 국가가 시공관리자로서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
※ 3 도로운송법에 근거한 자동차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설치한 도로
(고속자동차국도 등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 이외의 것)
주) 국토교통성의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에서 정한 국토교통성의 관리 인프라(2017.3월 기준)
자료 : 国土交通省. 2017. 3.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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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도시
정책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정책과

기반시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정

의

근거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계획법 2조13호]
[국토계획법 65조]
13.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국토계획법 시행령 4조]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
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국토계획법 2조7호]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국토계획법 2조6호]
[국토계획법 2조4호다목]
가.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나.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개량에 관한 계획 포함
다.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마. 방재시설: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바.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등
사.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민간투자법 2조2호]
[민간투자법 2조1호]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
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기반시설
가)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철도, 다)도시철도, 라)항만시설, 마)공항시
설, 바)다목적댐, 사)수도 및 중수도, 아)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
리시설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자)하천시설, 차)어항시설, 카)폐기
물처리시설, 타)전기통신설비, 파)전원설비, 하)가스공급시설, 거)집단에너

시설명

담당부서

2. 유사 도시계획시설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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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담당부서

의

간선시설

[주택법 28조]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
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우체통

[주택법 2조17호]
17.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
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
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
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
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근거법령

[도시정비법 5조5호]
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시 토지이용계획ㆍ정
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
획 포함
[도시정비법 시행령 8조③항5호]
6. 정비계획수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정비기반시
설의 설치계획 포함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지시설, 너)정보통신망, 더)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러)여객자동차터미널,
머)관광지 및 관광단지, 버)노외주차장, 서)도시공원, 어)공공폐수처리시
설, 저)공공처리시설, 처)재활용시설, 커)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터)청소년수련시설, 퍼)도서관, 허)박물관 및 미술관, 고)국제회의시설, 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도)공간정보체계, 로)초고속정보통신망,
모)과학관, 보)철도시설, 소)유치원 및 학교, 오)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
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조)공공임대주택, 초)어린이집, 코)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토)공공보건의료
기관, 포)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호)문화시설, 구)자연휴양
림, 누)수목원, 두)스마트도시기반시설13), 루)장애인복지시설, 무)신·재생
에너지 설비, 부)자전거이용시설, 수)산업집적기반시설, 우)중앙행정기관
의 소속기관 청사, 주)화장시설, 추)아동복지시설, 쿠)택시공영차고지

정

[도시정비법 2조4호]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계획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비기반시설 [도시정비법 시행령 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
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등

시설명

111

공공시설

생활인프라

생활밀착형 [생활SOC 협의회 규정 2조]
사회기반시설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
(생활SOC) 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국무조정실
농림국토
해양정책관

근거법령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기초생활
인프라

[도시재생법 30조의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
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
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도시재생법 4조6호]
[도시재생법 2조11호]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도시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6.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시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포함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공공·문화체육시설,
주민 복지증진시설, 공동작업장, 화장실·수도, 아이돌봄시설14) 등

[도시재생법 시행령 3조]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국토교통부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공동이용시설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도시재생정책과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도시재생법 2조10호]
[도시재생법 19조3호]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기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포함
도시재생정책과
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3-1-3]
① 생활인프라란 거주민이 주거, 근로, 교육, 휴식, 육아, 이동 등의 일상생활
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3조의2]
[국토계획법 4조의4]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1.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ㆍ쾌적성ㆍ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
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2. 생활인프라 평가기준: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ㆍ접근성ㆍ편리성
있다.
등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법 시행령 24조의4]
[산업입지법 제13조의4]
산업단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도로, 공원, 광장, 하천,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
녹지, 수도, 하수도, 유수지시설, 방조설비
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시
행자로 하여금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정

시설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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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34조]
34조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
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
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농교류법 시행령 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
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2조5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①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농교류법 2조4호의4]
4의4. “마을공동시설”이란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
농림축산식품부
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농촌산업과/
마을공동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어촌
나. 마을 또는 어촌계
어항과
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
여 설립한 법인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부

[사회복지사업법 2조4호]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2조1호]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사회복지시설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
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
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의

[근로복지기본법 28조①항]
[근로복지기본법 28조2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시설
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시설명

[도시정비법 2조5호]
[도시정비법 5조5호]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 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시 토지이용계획ㆍ정
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
공동이용시설
[도시정비법 시행령 4조]
획 포함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도시정비법 9조4호]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4. 정비계획수립 시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포함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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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정

의
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농어업인삶의질법 3조5호]
[농어업인삶의질법 44조]
5. “공공서비스”란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문화ㆍ정보통신 서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
정ㆍ운용할 수 있다.

14)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3호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12세이하)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시설기준: 강의실, 사무실, 그
밖의 시설, 지원시설 포함

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3호

시설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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