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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the spatial distribution of
cultural infrastructure in Seoul Special City. During this process, emphasis was
placed on population and density of use,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Cultural infrastructure is defined as facilities created to guarantee a minimum
amount of leisure for local residents that provide fair access among users at the
local level. Recently, cultural infrastructure is being increasingly used as places for
watching and participating in arts and cultural activities. This study conducted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analysis such as cluster analysis and standard
deviational ellipse analysis of leisure facilities including libraries, museums, art
galleries, cultural halls, regional cultural halls, and cultural centers. The results
found that cluster characteristics appeared in all facilities.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were drawn by comparing demand and usage density distribution.
Differences betwee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all cultural infrastructure in Seoul
and the population distribution and density of use distribution suggest that the
supply of cultural infrastructure should be prioritized in the city’s northeastern,
northwestern, and southwestern areas. For museums, facility density appeared
high in Seoul’s northeastern, northwestern, and southwestern areas when
compared to density of use distribution, underlining the need to suppor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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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facility operation for more active utilization. Art galleries are
clustered in the northeastern and southeastern areas around the city center when
compared to population distribution, but spatial distribution appears in balance, as
facility density and density of use are relatively similar overall. Based on this
analysis, this research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supply
and promotion of utilization where facilities are clustered.
Keywords : Leisure facilities, Cultural infrastructure,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Population distribution, Density of use, Seoul
국문요지 : 본 연구는 여가시설 관점에서 서울시 문화기반시설의 공간분포를 인구와 이용
밀도 분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연구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문화기반시설은 지역민의 최소한의 여가문화선용을 보장하기 위해 조성되는 문
화시설로, 지역단위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이용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시설로 정
의되며, 최근 문화예술 관람 및 활동을 통해 여가활동의 장소로서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여가시설 관점에서 문화기반시설 중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
의 집을 대상으로 군집성 분석, 표준편차타원체 분석 등 공간분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시설, 도서관, 박물관에 군집성이 나타나, 수요와 이용밀도 분포와 비교하여 공
간분포 특성을 도출하였다. 전체시설의 공간분포는 인구분포 및 이용밀도 분포와 상이하
여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 여가시설로서 문화기반시설의 공급이 우선적으로 집행되어
야 함을 시사하였고, 박물관은 이용밀도 분포와 비교해서 동북권, 서북권, 남서권 시설밀
도가 이용밀도보다 높게 나타나 이용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정책이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미술관은 인구분포와 비교하여 도심권을
중심으로 동북권 및 동남권 방향으로 군집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시설밀도와 이용밀도
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 공간분포가 균형을 이룬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여가시설
관점에서 서울시 문화기반시설의 공간분포를 거주인구 및 이용밀도 분포 중심으로 분석
하여, 군집성이 나타난 시설에 대해 공급 및 이용 활성화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열쇠말 : 여가시설, 문화기반시설, 공간분포특성, 인구분포, 이용밀도분포,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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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여가시간의 증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류성옥·안영주, 2015)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김재현, 2007;
정창무·권오현, 2010; 백선혜·라도삼, 2015). 2016년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휴식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 중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비율이 9%로 가장
높게 나났다. 이 중 5%가 전시회 관람, 전통예술공연 관람, 미술활동 등 문화시설과 유관
한 활동으로 확인되어 문화시설이 여가시설로 이용되고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민들
의 여가행태에 거주지역의 물리적 여가환경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Kaczynski &
Henderson, 2007; 김진원·윤병국·윤성식, 2014), 일 중심에서 여가 중심으로의 사회적
변화에 맞춰(최승묵·박정숙, 2013; 송영민·강준수, 2017) 여가시설로서 문화기반시설이
어떻게 공급되고 분포하고 있는지가 도시민의 여가문화 향유기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
준이 된다(김재현, 2007).
서울시도 1자치구 1문화시설 공급정책을 기조로 기초적인 여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하였다(나도삼, 2007). 그 결과 문화시설과 자원의
공급 총량은 증가하였다(백선혜･라도삼, 2015). 그러나 동시에 문화기반시설 공급 및 서
비스 이용에 지역적 불균형 및 공간적 격차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양혜원,
2015),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요소이자 기반시설로서 문화시설의 공급과
이용 관점에서의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서울시 문화기반시설 공급 관련 연구는 시설의 수와 규모에 따른 행정구
역별 공급차이를 확인하거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행정구역별 거주인구수 중심의 수요
분포와 비교하여 공급 부족지역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공간분포의 특징적인 현상인 군
집성을 대부분 지역적 공급불균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시설에 대한 공급과 이용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군집성에 대한 해석이 미흡하다. 시설의 조성과 공급이 인구와 시
설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관계가 있으며(Oh & Jeong, 2007), 수요와 시설의 공간 분포 일
치 여부가 시설의 접근성과 공급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경주·임은선, 2009),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키기 위한 여가시설로서 문화기반시설의
공간분포와 인구 분포, 그리고 시설별 이용자수 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의 공간분포특성 도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시설 관점에서 서울시 문화기반시설의 공간분포를 인구와 이용
밀도 분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연구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는데 있다.
연구를 위해서 문화기반시설, 공간분포특성, 관련 선행연구 등을 고찰하고 군집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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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표준편차타원체 분석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문화기반시설의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문화기반시설 개념
문화기반시설은 학문적, 정책적으로 명확한 개념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한상우,
2009), 사회적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는 문화시설로 이해되고
있다(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김용민·백상욱(2015)은 문화기반시설을 개인의 문화적
기회 불평등 및 중앙과 지방사이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시설이며, 지방정
부의 문화예술전달체계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시설이라 하였다. 박정은(2007)은 문화기반
시설을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시설이라 정의하면서,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정체성을 살리고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화활동의 거점
이 되는 공공시설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문화기반시설은 지역민의 최소한의 여
가문화선용을 보장하기 위해 조성되는 문화시설로서, 지역단위에서 누구에게 공정한 이
용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시설로 이해된다.
문화기반시설 종류도 연구목적과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정창무･권오
현(2010)은 문화기반시설 공급기준 수립을 위하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
화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김용민･백상욱(2015)은 지역문화기반시설의 효율성
증진 방안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재단, 문화
의집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양혜원(2015)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방안
연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할 하에 있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제
시된 문화시설을 문화기반시설로 설정하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
원, 문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기존 연구된 시설 중 서울시에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제외한 문화기
반시설의 설립 근거 및 정의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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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화기반시설 설립근거 및 정의
시설

설립근거

정의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
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
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문예회관

종전 ｢문화예술
진흥법｣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지방
문화원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2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으로, 강당, 전시실, 도서실 등을 갖추고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
한 사업,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을 전달하는 역할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
진흥법｣

지역주민이 생활권역 안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
공하는 지역문화 복합문화공간

자료 : 양혜원(2015)의 <표 1-2> 재구성

문화기반시설은 이용행태와 조성목적에 따라서 선호하는 입지와 분포에 차이가 있다.
도서관은 도서이용을 통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기회를 균등하게 누리기 위해 누구나 제
약없이 이용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보편적 시설로(김영엽·여관현, 2014), 공간적 형평
성이 중요한 공급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구 분포를 중심으로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최
근 방문 목적이 도서이용을 통한 전통적인 학습 목적에서 문화콘텐츠 이용으로 변화하
면서(원종준·안건혁, 2010),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복합여가문화공간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양혜원, 2015).
박물관은 문화유물의 보존과 유지, 연구와 전시, 교육 기능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시
설로(양혜원, 2015), 최근 문화관광의 주요 매력요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창조소비
의 공간, 여가관광의 공간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Aalst & Boogaarts, 2002; 김천권·
나혜영, 2011 재인용). 특히 여가문화시설로서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가 요구되어 다
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에서 참여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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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2017). 그리고 레스토랑, 공연장, 쇼핑, 공원, 광장 등 다른 문화시설과 함께 이
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합 활동이 가능한 곳에 집적하여 입지하는 특성을 갖는다
(Mommaas, 2004; 김천권·나혜영, 2011 재인용).
미술관은 박물관 중에서 미술에 관한 자료를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공간으로, 전시물
의 전문성과 생소함으로 인한 거부감을 줄이고 시설 유인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술관 내
에 각종 편의와 체험의 기능을 추가하면서 복합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하
고 있다(강한이･권경민･신형덕, 2005). 이처럼 미술관은 전시물의 보존·연구·전시·교육
등의 전통적인 영역을 벗어나 대중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체험 공간으
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김민정·김우리·고정민, 2017), 다양한 분야의 문화적 이
용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가문화시설이 밀집한 도심에 입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건학·신정엽·신성희, 2010).
한편 박물관과 미술관은 1998년에 정부정책으로 1도 1미술관 정책, 1도 1개 국립지방
박물관 건립 사업 등 공공시설로서 확충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다른 문화기반시설과
비교하여 민간시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시작되었고, 정책적 차원에서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로 인식되면서(양지연, 2016) 전시 및 관람에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사
회적 기능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예회관은 문화예술 작품의 공연 및 전시, 문화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다목적 종합문
화공간으로(박범준·박형준, 2015), 지역주민을 위한 전시, 공연, 교육 등의 기능을 제공한
다(장주신·신형덕, 2017). 문예회관은 1개 당 평균 1.52개의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는(한국
문화관광연구원, 2010) 지역의 대표 공연시설이자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점 역할을 하는
종합문화회관이다(김규원, 2007). 문예회관은 광역 및 지자체가 건립 운영하는 시설로 기
초 지자체 단위로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여가문화서비스 제공을 목적으
로 하며(양혜원, 2015), 이용 형평성이 입지선정의 중요한 조건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분
산 공급되는 특성이 있다.
지방문화원은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시설로,
1960년대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와 함께 확산되었다. 지방
문화원은 주로 전통문화·문화예술·생활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나 최근 지역에
다양한 문화단체와 기관이 설립되면서 정체성과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송낙길, 2014). 지
방조례에 의해 시군구 단위로 조성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단위의 공간적 형평성이 중요
한 입지요건이 된다.
문화의 집은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안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하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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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과 지식·정보가 제공하는 시설로(문화관광부, 2006), 1996년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조성되었다(양혜원, 2015). 2005년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
에 포함되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윤소영, 2010), 인터넷 부스, 영상·음반감상, 개인
취미활동이 가능한 문화창작실 등 일상생활에서 쉽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
접근성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주인구에 밀접하게 위치하여 인구분포
에 맞게 공급되는 특성을 지닌다.

2. 공간분포특성
공간분포특성은 시설의 분포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빈도와 밀도, 군집성을 중심
으로 도출된다(이희연·심재헌, 2011; 성병준·유환희, 2014). 시설의 공간분포는 개별시설
들이 입지하여 공간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양이나 상태를 통해 파악되기 때문에(이희연·
심재헌, 2011), 시설의 입지원리나 공급기준에 따라 다른 분포특성을 나타낸다.
공공부문 서비스 시설은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기회’가 입지 및 공급원리로 적
용되며(김재현, 2007), 수요적 관점에서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이 공간분포특성을 도출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Bash, 1980; 김영엽·여관현, 2014 재인용). 즉 모두가 동등하
게 이용기회를 가져야 하는 공간적 형평성의 관점에서 시설의 분포는 거주인구 분포와
비슷하고, 가능한 많은 이용객수를 확보해야 하는 공간적 효율성 관점에서는 유동인구수
와 이용객수가 많은 지역에 집중하게 된다.
시설의 공간분포 특성은 시설의 이용 분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수요 중심의
서비스 시설의 공급은 시설의 활발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설의 공
간분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아도 최적입지 선정, 입지요인분석, 공급기준 수립,
공급적정성 분석과 같이 연구 외에 이용 관점의 효율성 증진방안(김용민·백상욱, 2015),
입지 및 시설특성이 이용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원종준·안건혁, 2010) 등 이용관점의 연
구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시설의 이용자수가 시설의 연면적과 시설의 서비스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정창무·권오현, 2010), 시설의 이용분포 관점에서 시
설의 입지와 공간분포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공간분석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리관광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공간통계기법
이 대표적이다. 여가관광 분야에서는 점자료와 면자료를 위한 기법들이 사용되는데(김진
원 등, 2014), 일반적으로 개별시설들의 공간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양이나 상태를 파악하
기 위해 군집성을 도출하고, 시설의 공간분포도 확인을 통해 시설서비스가 공간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확인하는 형태의 분석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 인구 등 수요분포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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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시설의 공간분포 특성을 도출한다.
공간분포 분석 방법으로는 최근린지수 분석(nearest neighbor analysis), 표준편차타
원체(standard deviational ellipse analysis), 커널밀도분석(kernel density analysis)
가 있다. 최근린지수 분석은 시설간 위치와 거리를 기준으로 시설 간 평균거리를 기대되
는 평균거리로 나누어 통계적인 방법으로 군집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표준편차타원
체 분석은 타원체로 표현되는 시설의 분포형태를 타원체 모양, 크기, 위치를 통해 개체의
분포 위치와 방향성, 그리고 공간적 집중 정도를 알 수 있다. 커널밀도분석은 개체로부터
설정된 범위까지 거리에 따라 도출된 밀도값을 격자에 집계하여 지도에 색으로 표현하
여 개체 밀도의 공간적 분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진창종·박현신·강준모, 2012). 표
준편차타원체와 커널밀도분석은 시설의 위치와 거리, 시설의 규모와 이용자수 등 속성정
보를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여 결과물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과 쉬운 이해가 가
능하다(박경렬, 2016)

3. 도시 내 문화기반시설 공간분포특성 관련 선행연구
서울시와 같이 도시를 공간적 대상으로 한 문화기반시설 공간분포특성 연구를 살펴보
면 공급적정성의 관점에서 시설의 공간분포현황을 파악하거나 수요 관점에서 입지요인
도출 및 최적입지 선정 연구가 주로 이룬다.
김재현(2007)은 서울시 문화시설의 공간적 형평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설의 규모와
인구기준점과의 거리를 활용하여 동별 문화시설 공급량 측정을 통해 공간적 편차를 확
인하였다. 김영엽·여관현(2014)은 서울시 도서관의 최적입지 선정을 위해 공간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도서관의 서비스권역을 시각화하고 인구밀도 분포와 비교하여 추출된
서비스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최적입지를 도출하였다.
박재홍·김철홍(2009)은 도심지와 도농복합도시에서 문화기반시설의 입지요인의 우선
순위 차이를 규명하였는데, 접근성과 연계성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을 확인
하여 공간 환경 차이도 불구하고 수요적 관점의 입지요인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원종준·안건혁(2010)은 도서관의 입지환경에 대한 요인과 이용자수와 영향관
계를 분석하여 건물면적, 일회성 문화행사 수, 봉사대상 행정동 인구밀도, 지하철 접근성,
대형점포시설과의 연계성, 지역중심 입지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고, 도서관 이용자의 이
행행동 변화에 따라 도서관 입지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을 시사했다.
Dongdi, Jianxun, Neng, Yinghong, & Bin(2011)은 상하이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패
턴분석 연구에서 공간통계기법을 활용하여 공공 문화시설의 권역별 군집 및 분산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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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서관, 박물관, 문화센터, 영화관, 공원 등을 대상으로 상하이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적 불균형 현상을 확인하고 공간통계기법에 대한 유용성을 언급하였다.
국내 연구 대부분이 연구가 전문가 설문조사(박재홍·김철홍, 2009), 입지요인 추출(박
재홍·김철홍, 2009)을 통한 선형통계분석 기법 적용, 국지적인 차원에서 공간자료를 활용
(김영엽·여관현, 2014) 등 전역적인 차원의 시설의 위치정보와 공간속성에 따른 공간 자
료 특성을 분석결과로 도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 2> 문화기반시설 분포 및 입지요인 관련 선행연구
구분
김재현
(2007)

박재홍·김철홍
(2009)

주제

입지(기준)요인

서울시 문화시설 ㆍ접근성(시설의 수용능력, 시설과
분포의 공간적
수요와의 거리를 활용한 중력모
형평성 연구
델로 접근성 측정)
복합공공
문화시설
입지요인 분석

ㆍ접근성
ㆍ타시설과의
연계성

ㆍ역사성
ㆍ쾌적성

연구대상 분석방법
서울시
문화시설

동별
접근성
지수

화성시,
용인시
복합공공
문화시설

상관
분석

김영엽·여관현
(2014)

서울시 공공도서관
ㆍ도서관 위치와 면적
입지평가 및
ㆍ인구
최적입지 선정

서울시
도서관

GIS 활용
맵핑 기법

원종준·안건혁
(2010)

공공도서관 입지
ㆍ도서관면적
및 시설특성이
ㆍ문화행사
이용활성화에
ㆍ인구밀도
미치는 영향

서울시
도서관

회귀
분석

Dongdi, Jianxun,
Neng, Yinghong,
& Bin(2011)

상하이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패턴분석

ㆍ지하철접근성
ㆍ대형점포연계성
ㆍ지역중심입지

ㆍ위치
ㆍ거리

상하이 SQL3 활용
공공
버퍼분석
문화시설
기법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서울시 문화기반시설 공간분포 특성 분석을 위하여 서울시 소재 도서관, 박물
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등 6개 종류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2017년 문화기반시설총람을 통해 시설의 위치와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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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속성정보를 확보하였고, 문화기반시설 분포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지표가 되
는 서울시 인구는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수를 활용하였다(<표 3> 참조).
<표 3> 분석자료
구분

내용

기준년도

출처

서울시
문화기반시설

시설명, 연면적, 이용객수, 주소

2017. 1.

20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서울시
구별 인구수

자치구, 주민등록인구수

2017.1분기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

서울시
행정구역 경계

면(polygon) 형태의 서울시
행정구역도(동별) 경계

-

-

그 결과 도서관 148개소, 박물관 126개소, 미술관 41개소, 문예회관 20개소, 지방문화
원 25개소, 문화의집 5개소 등 총 365개소에 대한 시설속성 자료가 수집되었다(<표4>
1)

참조) . 공간통계분석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비즈GIS(biz-gis.com)에서 무료로 제공
하는 X-Ray Map 사이트에서 시설의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총 365개의 X, Y 위치 좌표
를 추출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측지계(Korean 1985 데이텀)와 TM(Transverse Mercator)
도법으로 변환하였다.
<표 4> 분석대상
(단위: 개소)

구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시설수

148

126

41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20

25

5

계
365

주1)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과 숙명여자대학교 정양자수박물관를 통합하여 1개소로 적용
2) 성신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과 성신여자대학교 정원박광훈 복식박물관을 통합하여 1개소로 적용
3) 호림박물관 본관과 분관은 2개소로 적용

3.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수요 관점에서 공간분포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간통계분석기법을 사용
하였다. 최근린분석(nearest neighbor analysis)을 통해 서울시 문화기반시설 전체 및
1) 시설의 위치를 기반으로 시설과 시설 사이의 거리에 따른 공간통계기법을 적용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영자와 시설 위치가 동일하고 시설 연면적 등 시설속성이 같은 시설은 통합하여 1개 시설로 간
주하고, 본관과 분관으로 나뉘어 다른 위치에서 개별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2개소로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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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군집성을 확인하였고, 군집성이 나타난 시설 대상으로 표준편차타원체 분석
(standard deviational ellipse analysis)과 커널밀도분석(kernel density analysis)을
시행하였다. 표준편차타원체 분석을 통해 시설분포와 인구분포와 비교하여 전역적인 차
원에서 시설의 분포 방향성과 형태를 파악하였고, 커널밀도분석을 통해 시설밀도 분포와
이용밀도 분포를 비교하여 국지적인 차원에서 시설의 공간분포특성을 도출하였다.
이 때 시설분포 및 시설밀도 분포는 시설의 규모가 공급량과 수용규모를 적절하게 설
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연면적을 가중치로 설정하였고, 공간분포특성 분석의 비교 기
준이 되는 인구분포는 서울시 행정구역도를 자치구별 인구수에 따라 25개 구간으로 명
암을 주어 표현하였다. 또한 결과 해석 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간을 다음과 같이
5개 권역으로 나누었다. 서울시 전역을 4사분면으로 나누어 중앙 직교 부분은 도심권(용
산구, 중구, 종로구 일부), 1사분면은 동북권(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2사분면은 서북권(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일부), 3사분면은
서남권(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4사분면은 동남권(강동구, 강
남구,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으로 명명하였다.

IV. 분석결과
1. 서울시 문화기반시설 공간분포특성 분석
서울시 문화기반시설의 공간분포특성 분석을 위해서 전체시설과 시설별 최근린지수
분석을 실시하여 군집성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문화기반시설 전체를 대상으
로 했을 경우와 박물관, 미술관이 최근린지수(R)가 모두 1보다 작고, Z-score가 –1.96
보다 작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군집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 참조).
그 외 도서관, 문화의 집,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최근린지수(R)가 1보다 크게 나
타나 군집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문화의집은 최근린 지수(R)가 1보다 작게 나
타났으나 표준정규분포(z) 검정에서 기준값이–1.96보다 낮은 값이 도출되어 군집성
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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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설별 최근린지수 분석 결과
구분

최근린지수(R)

z-score

p-value

분포패턴

전체시설

0.823715

-6.443080

0.000000

군집

도서관

1.013470

1.013470

0.753910

-

박물관

0.708229

-6.265538

0.000000

군집

미술관

0.688692

-3.813405

0.000137

군집

문예회관

1.098557

0.843206

0.399113

-

지방문화원

1.049330

0.471862

0.637026

-

문화의 집

0.868592

-0.562131

0.574027

-

주1) 최근린지수: 각 점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점까지의 평균거리를 산출하여, 이를 무작위 패턴에서
예상되는 평균거리와 비교(R > 1 규칙적, R < 1 군집적, R = 1 임의적)
2) z-score: ±1.96보다 크거나 작게 산출되면 군집된 패턴

공공성 기반의 서울시 문화기반시설이 군집되어 있는 것은 접근성의 불균형, 여가문
화서비스 이용기회의 공간적 편차를 의미한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민간시설 비율이 약
80%이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공공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에,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
화원, 문화의 집과 같이 최근린지수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시설, 박물관, 미술
관에서 군집성이 확인되었다.

2. 인구분포와 이용밀도분포 관점에서의 공간분포특성
1) 인구분포 관점에서의 시설별 공간분포특성
군집성이 도출된 서울시 문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인구분포와 비교한 공간분포특성
을 살펴보기 위해 표준편차타원체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시설의 표준편차타원체를 인구의 표준편차타원체와 비교한 결과, 전체시설은 인
구보다 표준편차타원체보다 크기가 작고, 방향과 위치가 인구의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어
인구분포와 시설분포가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그림 1] 참조).
박물관 역시 표준편차타원체의 크기가 인구보다 작고, 동남쪽 방향으로 편재되어 있
어 인구분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이는 박물관이 동남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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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군집되어 있고, 서울의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서의 박물관 접근성이 동남권보다
취약하여,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보았을 때 박물관의 도시민 접근성에 공간적 불균형
이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1] 인구-전체시설 분포
표준편차타원체 비교

[그림 2] 인구-박물관 분포
표준편차타원체 비교

미술관은 표준편차타원체가 인구보다
작고, 동북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인구분
포와 차이가 있었다([그림 3] 참조). 그
러나 미술관은 다른 시설에 비해 이용빈
도가 높지 않고, 다른 여가문화시설과
연계되어 이용되는 행태를 고려했을 때
다른 문화시설과의 복합경험이 가능하
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권에 위치하여
군집하는 것은 미술관 이용특성에 부합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3] 인구-미술관 분포
표준편차타원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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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밀도 분포와 비교한 군집특성 분석
서울시 문화기반시설의 군집성을 시설이용 관점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커널밀도 분석
을 실시하고, 시설밀도 분포와 이용밀도 분포를 비교하였다. 시설밀도는 시설의 수용력
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설 면적을 가중치로 반영하였다.
서울시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전체시설이 도심권과 동남권 일부에 고
밀도로 분포하고 있고, 시설별 이용규모를 의미하는 이용밀도는 서울 전역에 중밀도로
분포되어 있어, 시설밀도 분포와 이용밀도 분포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4] 참조). 이는 인구분포 비교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심권과 동남권을 제외한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이 시설밀도보다 이용밀도가 더 높아서 도시민들의 문화기반시설의 공급
과 이용에 공간적 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설밀도

이용밀도

[그림 4] 전체시설의 시설밀도와 이용밀도 비교

박물관은 시설밀도가 도심권과 동남권에 고밀도, 그 외 지역은 중밀도로 분포하고 있
었다. 이용밀도는 도심권과 동남권 일부만 고밀도로 분포하고 그 외 지역은 저밀도로 나
타나 시설밀도 분포와 이용밀도 분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이
는 도심권과 동남권에 국립중앙박물관(용산구)과 전쟁기념관(용산구), 롯데월드 민속박
물관(송파구) 등 대규모 시설에 이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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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밀도

이용밀도

[그림 5] 박물관의 시설밀도와 이용밀도 비교

미술관은 시설밀도가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일부가 고밀도로 나타났다. 이용밀도
도 시설분포와 유사한 분포형태를 보여 시설밀도 분포와 이용밀도 분포가 비교적 일
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6] 참조). 동북권에서 시설밀도(고밀도)와 이용밀도
(저밀도) 차이가 나타난 것은 해당 시설이 대학교의 부속 미술관으로 규모는 크지만
대학 내에 위치하여 이용객이 도심의 미술관보다 적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용밀도 분포와 이용밀도 분포가 유사하여, 이용관점에서 미술관은 시설의
공급과 이용의 공간분포가 균형을 이룬다고 판단되었다.

시설밀도

이용밀도

[그림 6] 미술관의 시설밀도와 이용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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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수요 관점에서 서울시 문화기반시설 공간분포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서울
시 소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을 대상으로 공간분포
특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군집성이 도출된 전체시설, 박물관, 미술관의 공간분포를 인
구와 인구밀도 분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서울시 문화기반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간분포는 인구보다 동남권에 치우
쳐져 군집하여 인구분포와 다르게 나타났다. 시설밀도는 도심권과 동남권에 고밀도로,
이용밀도는 서울 전역이 고밀도와 중밀도 나타나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에서 공급밀도
가 이용밀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설의 공급은 도심권과 동남권 일부에
만 집중되어 있으나, 이용은 서울 전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도
심권과 동남권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요 관점에서 서울시 문화기반시설 전
체를 대상으로 한 공간분포는 인구 및 이용밀도 분포와 상이하여 동북권, 서북권, 서남
권에 여가시설의 관점에서 문화기반시설의 공급이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
고 있다.
둘째, 박물관의 공간분포도 인구보다 동남권에 치우쳐져 군집하여 인구분포와 다르게
나타났다. 시설밀도는 서울 전역이 고밀도와 중밀도, 이용밀도는 도심권과 동남권이 고
밀도로 확인되었다. 즉 동북권, 서북권, 남서권에서 시설밀도가 이용밀도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이용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정책이 검토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미술관의 공간분포는 인구분포와 비교하여 도심권을 중심으로 동북권과 동남권
방향으로 군집되어 있으나, 시설밀도와 이용밀도 분포가 비교적 일치하여 나타났다. 미
술관이 다른 여가문화시설들과 복합활동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이건학 등,
2010), 다양한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권에 군집 분포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실제로
시설밀도와 이용밀도가 유사하게 나타나 이용 관점에서 공간분포의 적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서울시 박물관과 미술관은 공간분포에서 군집성을 보이고 있는
데, 군집성의 주된 이유는 운영주체가 타 문화기반시설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
다. 타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운영주체는 대부분 공공이나,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는 총
168개 시설 중 135개가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민간시설의 경우 경영의 효율성과
특정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 시설의 군집성은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군집성은 이용객의 접근성이 저하되어 여가시설로서의 기능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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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2004년부터 시행된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지원 등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지원제도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여가시설 관점에서 서울시 문화기반시설의 공간분포를 거주인구 및 인구밀
도 분포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문화기반시설의 유인력을 시설의 면적으로 단순화하여
각각의 문화기반시설이 갖는 유인력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한편, 향후 문
화기반시설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타 사회경제적 변수로서 개별 문화기반시설의 특성과
이용객의 나이, 소득, 학력과 문화적 수준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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