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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explores characteristic differences of pedestrian environments in six urban residential neighborhoods, Seoul, Korea. 

The cases range from the residential neighborhood of single detached old houses to that of recently redeveloped high-rise 

apartments, which represent different types of residential neighborhood forms in Seoul. The selected cases are Gahoe-dong, 

Sanggye7-dong, Shiheung3-dong, Hangdang2-dong, Gaepo3-dong, and Sungsan1-dong.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test whether 

the walkability indicators, proposed in the previous paper, operate well in demonstrating the differences of each neighborhood's 

walking conditions. The research methods include literature reviews of existing studies, GIS analyses, and site observations on 

walking and neighborhood forms. The research findings point that the proposed walkability indicators positively work in revealing 

each case's different walking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findings, among the six case neighborhoods, Sanggye7-dong 

provides most walkable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while Hangdang2-dong does least. The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it tested the walkbility indicators representing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physical walking conditions in residential 

neighborhoods of Korea for the first time. Modified by further studies, those indicators would be useful in evaluating and then 

designing more walkable residential neighborhood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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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1)

본 연구는 주거지 근린생활권의 보행환경특성을 계량

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평가모델의 개발이라는 

장기  목표를 향한 기  작업이라 볼 수 있다.1) 첫 단계

에 해당하는 선행연구(박소  외, 2008)에서는 도시주거

지의 물리  보행환경요소 측정지표안(표1)을 제안하 으

  * 서울 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 서울 학교 학원 동과정 도시설계학 공 박사과정

˚ 본 연구의 일부는 2007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음 (건강증진연구사업 일반 07-65).

1) 선행논문과 이번 논문은 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 인 연구의 일

차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최종 목표인 주거지 보행환경 특성

에 한 한국형 평가모델은 여러 단계의 분석과 실험을 통해 지속

으로 보완되어 갈 정이다. 곧 뒤이을 후속 연구의 지표안 실화 

단계에서는 계량  가 치 부여작업 등을 통한 평가지표의 항목 간 

연동 수치화, 표 화 작업이 될 것이다.

며, 본 연구는 이를 실제사례지에 용하여 지표의 실

화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두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첫째, 서로 다른 물리  특성

을 지닌 6개의 상지에 용된 지표안의 측정결과분석

을 통해 지표안에서 제시되었던 항목들이 과연 각 상

지의 차별성을 제 로 드러내주고 있는지 그 변별력을 

검증하고, 둘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상주거지

들의 보행환경특성차이를 해석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박소  외, 2008)에서 제안한 보행환경요소 

측정지표안의 용결과가 각 상지에서 히 차별

인 수치로 나타난다면, 이는 해당 측정항목이 우리나라 

주거지의 보행환경특성에 한 설명력을 지닌다는 의미

로 해석할 수 있으며, 상지별 결과수치의 편차비교를 

통해 해당항목이 지니는 의미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도시주거지에서 나타나는 물리  보행환경특성

에 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주거지형

태에 한 보다 심화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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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측정방법

가

로

환

경

S1

유효폭 1.5m이상 인도가 

있는 보차병행가로의 비

율

(유효폭 1.5m 이상 인도길이/2)/ 

체 상지의 총 네트워크 도로

길이

S2

유효폭 1.5m미만 인도가 

있는 보차병행가로의 비

율

(유효폭 1.5m 미만 인도길이/2)/ 

체 상지의 총 네트워크 도로

길이

S3 보차혼용 가로의 비율
보차혼용 가로의 길이/ 체 상

지의 총 네트워크 도로길이

S4 보행 용 가로의 비율
보행 용 가로의 길이/ 체 상

지의 총 네트워크 도로길이

S5 도로의 경사도
상지 내 도로의 종단 경사도 

평균

네

트

워

크

환

경

N1 교차로 도 교차로 개수/ 상지 면  

N2
학교까지의 경로의 직

성
학교까지의 직선거리/실거리

N3 식료품 까지의 거리
가장 가까운 식료품 까지 거리

측정

N4 생활가로까지의 거리
가장 가까운 생활가로까지 거리

측정

N5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가장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측정

N6 철역까지의 거리
가장 가까운 철역까지 거리측

정

지

역

환

경 

A1 개발면 당 세 수 도
2005년 통계청 자료 이용

A2 개발면 당 인구 도

A3 필지크기 단 면 당 필지크기의 평균

A4
블록 크기/ 소가구  단

지크기
블록 크기 평균

A5
보행권 내 큰 하천  근

린공원의 유무
반경 800m내 근린공원 유무

A6
개발면  내 어린이공원

의 면 비율
총 어린이공원 면 /총 개발면

A7 보행권 내 학교의 개수 반경 800m내 학교 개수

A8 보행권 내 식료품  개수 반경 800m내 식료품  개수

A9
보행권 내 심상업공간 

인  여부

반경 800m내 지역 심지 입지 여

부

표 1. 보행환경요소의 최종 지표화 항목과 측정방법

선행논문 “도시 주거지의 물리  보행환경 요소 지표화에 한 

연구” (박소  외, 2008) 에서 인용

1.2 연구의 방법  차

본 연구는 세 가지 내용에 을 두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되었다. 먼  서로 차별화된 도시형태  특

성으로 지표안의 타당성을 검증해  수 있는 6개 상지

의 구체 인 선별기 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상지를 

선정하여 특성을 분석하 다. 선별기 을 결정하기 해 

주거지 도시형태, 단지계획  보행환경과 련된 문헌고

찰이 이루어졌다.2)  두 번째로 선행논문에서 제안된 최종

2) 국내, 국외 련 선행연구에 한 문헌고찰은 내용이 본 논문과 

긴 히 연결되어 있는 선행논문 “도시 주거지의 물리  보행환경 지

표화에 한 연구”에서 상세히 고찰, 정리하 기에 여기서는 복설

명을 피하 고, 추가로 참고한 사항들, 특히 6개 사례 상지에 련

한 주거환경 특성 련연구들만 본 논문에서 다시 정리하 다.

지표안(표1)을 사례 상지에 용한 결과를 분석하여 지

표안의 작동여부를 검토하 다. 분석을 한 데이터베이

스는 상지별 장조사  측정을 통해 구축되었으며, 

2007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두 달에 걸쳐 8명의 조

사원에 의해 집 으로 이루어졌다.3) 측정된 지표안의 

20개 항목들에 한 데이터는 GIS와 연동시켜 분석, 표

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결과로부터 보행환경 요소 

지표안에 있는 항목별 의미를 재 검하고 서로 다른 주

거지역에서 나타나는 물리  보행환경 특성차이를 설명

하 다. 연구의 구체 인 흐름은 아래와 같다(표 2).

I

단

계

사례지

선정

장조사

▸6개의 사례 상지 선정

▸ 상지별 주거환경 설명
장

측정 
▸보행환경 지표항목 장측정

▸측정결과 데이터 구축

2 

단

계

결과분석

▸측정결과 분석

   상지별 지표 항목의 반응도 

   비교분석 의미 

고찰▸측정결과 의미고찰

   항목별 의미 재 검   

  주거지역 보행환경 특성차이 설명

표 2. 연구흐름도

 

2. 사례 상지 선정 

2.1 상지 선정기  

사례 상지의 선별 조건은 우리나라 주거지로서의 

표성보다는 주거지 보행환경의 다양함을 나타내  수 

있는 차별성에 을 두었다.4) 선정의 목 도 궁극 으

로는 최종지표안의 측정 항목들이 각 주거지역의 다양한 

보행환경의 특성을 제 로 나타내는 상지를 고르려는 

데 있었다. 결과 으로 주거지 보행환경의 근간을 결정하

는 가로체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주거지 유형의 차

이를 첫째의 선별  분류 기 으로 삼게 된다. 즉, 주거

유형별로 단독․다세 주택지역과 아 트단지 지역으로 

일차 분류를 하고, 아래와 같이 정리한 몇 가지 선별 기

을 고려하여 행정동 단 의 각 주거유형별로 3곳씩을 

찾아 총 6개의 상지 사례를 선정하 다(그림1~그림6).

사례 상지의 단 는 기 통계자료에서 근할 수 있

는 최소단 인 행정동으로 하 고, 6개의 상지 간에 행

정동의 면 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범  내에서 고려

3) 장조사 작업은 조사원 교육 후 6월 29일, 7월 5일, 9일, 12일, 

13일, 16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조사원은 강 미 외 7인으로 작업일

지  조사데이터 본노트는 자의 연구실에 보 되어 있다. 

4) 즉, 선정된 6개 상지는 서울 주거유형의 표  사례로서 해석

되기보다는 주거지의 보행환경 특성이 각기 다른 6개의 특징  사례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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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회동 그림 4. 개포3동 

그림 2. 성산1동 그림 5. 상계7동 

그림 3. 시흥3동 그림 6. 행당2동 

하 다.5) 

한편, 국외의 선행연구에서 소득의 차이가 비만과 건

강, 보행량과 보행행태와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밝히

고 있은 을 고려하여, 소득수 이 비교  유사한 지역

으로 범 를 택하 다.6)

주거지의 도시형태  특성에 한 고려는 략 10개 

5) 우리나라 근린주거환경의 범 가 항상 행정동 단 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  통계자료의 최소단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행

정동을 사례의 단 로 하 다. 아울러, 본 연구의 지표안 측정 방식

도 근본 으로 단 면  자체에 의해 향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동 단 로 평가를 진행한 이유는 각각의 상지에서 면 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인 변수들을 미리 제어하고자 함이었다. 

결과 으로 주거지 개발면 이 비교  0.5km2 에 근 하며, 같은 행

정동 내에서는 일 된 주거유형(단독/다세 주택 는 아 트)이 분

포하는 지역을 상지로 선정하 다. 

6) Frank et al (2003, 2006), Craig et al, (2002), Leslie et al,(2007), 

Giles-Corti et al. (2002) 동별 소득통계에 해서는 서울 학교 정

창무교수의 자문을 받았고, 소득 데이터의 참고자료로는 동별 록

시로서 세가 비교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 양조사 제3기의 2005

년 통계자료를 참조하 다.

분류의 조건을 용하 다. 그 내용은 표 으로 행정동 

내 주거유형의 동질성 정도(단독/다세 지역, 아 트), 경

사도를 포함한 지형 특성, 재의 가로유형, 주거지 형성

시기와 개발당시 용된 계획개념, 주거지 형태에 변형을 

가져와 보행환경에 향을 미치게 된 외부요인들(주거  

가로 환경개선사업 등의 여부), 동 면 의 유사성 등이다. 

이에 한 설명은 표 3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7)

결과 으로 단독․다세 주택 집주거지역 3곳으로는 

1920년 부터 자연발생  형성과 진  변화가 되

어 온 역사주거지(가회동), 1960~1970년  이루어진 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단독주택을 한 필지와 가로구획이 

이루어졌으나 다세 주택화된 형 인 다가구․다세

주택 집지역(성산 1동), 그리고 최근 가로환경개선사업

이 실행되면서 일반 인 기성시가지 다세 지역과 비교

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세 주거지역(시흥 3동)을 선

별하 다. 세 지역의 가로는 조 씩 다른 모습을 보이는

데, 가회동의 경우 성산동과 시흥동에 없는 보행 용 골

목길이 많은 반면, 성산동지역은 보행 용가로가  없

고 내부가로의 부분이 혼잡한 보차혼용가로이다. 시흥

동지역은 2004년 이루어진 가로환경개선사업의 결과로 

보차혼용가로의 부분이 인도가 설치된 보차병행가로로 

변화되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공동주택․아 트지역 3곳은 형 인 가구단  계획

방식으로 내부지향  성격을 갖는 우리나라 기 아 트

단지(개포 3동), 보행친화  생활공간화 계획개념으로 설

계된 신시가지 아 트단지(상계 7동), 기존 단독다세  

지역의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아 트단지(행당 2동)로 선

별하 다. 각각 1983년 입주(개포3동), 1988년 입주(상계7

동), 1999년 입주(행당2동)의 순서로 그 형성시기별 특징

을 엿볼 수 있다. 

로, 개포동지역의 경우 보행 용가로 일부가 존재하

지만 동선의 연결성이 우수하지는 않다. 반면, 상계동지

역은 체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자동선계획이 기단계부

터 고려된 만큼 아 트 단지의 골목길 격인 보행 용가

로가 많고 연계성도 좋다. 한편, 기성시가지 재개발아

트의 형 인 사례인 행당동지역은 경사도로 인한 옹벽

으로 단지 밖 주변과의 심한 단 을 이루고 있다.8)   

 

7)북미의 선행연구 경우, 사례 상지의 선정 기 은 오래된 근린 

(traditional neighborhood) 인가 후 개발업자 조성한 평범한 교외

근린 (conventional suburban neighborhood) 인가, 혹은 최근의 신도

시주의 이론으로 지어진 근린 (Neo-traditional neighborhood) 인가

로 구분되고, 이 구분의 근간은 가로패턴 (격자형인가, cul-de-sac 

형인가), 주거 도(housing density), 혼합용도 도 (mixed use rate) 

등등으로 보행환경의 차별  특성이 반 된 유형의 상이 된다. 

(Handy 1996; Hess et al 1999; Weston, 2004 등)     

8) 6개 상지의 특성 서술에 참고한 표 문헌으로는 강부성외 

(1999), 오수호 외(1998, 1999), 민병호 외(2002), 이규인 (1995), 제해

성 (1990) 등이다. 이들에 한 문헌고찰은 선행논문 (박소  외, 

2008) 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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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세 집 공동주택(아 트)

가회동 성산 1동 시흥3동 개포 3동 상계 7동 행당 2동

행정동 면 (주거지면 ) 0.54(0.45) km2 0.79(0.67) km 2 1.03(0.52) km2 0.76(0.72) km2 0.46(0.46) km2 0.46(0.46) km2

형성  개발시기 1920년  진변화 1964년~1973년 1968년~1980년 1983 입주 1985계획, 1988입주 1999입주

개발방식 자연발생 토지구획정리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 택지개발 주택재개발

지형(평균경사도) 4~6도 2~4도 4~6도 2~4도 0~2도 8도이상

주요 주택유형
도시형 한옥,

단독다세

단독 다가구

다세

다세

연립주택

/고층 혼합

아 트
고층아 트 고층아 트

기타 특성 역사주거지 다세  형 보행환경개선 가구단 계획 가구단 해체 철거재개발

계획개념(형성배경)

-물길과 산세를 따

른 자연발생 후 도

시형한옥 공 , 가

로의 확장, 한옥철

거와 보 갈등을 겪

으며 재 모습이 

됨

-차량보유가 많지 

않았던 시기의 단독

주택지를 한 필지

와 가로구획. 오늘

날 차량증가로 인한 

문제심각

-토지구획정리사업

으로 형성되었으나,  

2004년 가로환경 개

선사업으로 보행공

간 확보와 주차문제 

해결 시도

-단계구성론 용 

-단계별 심시설 

지정, 규모증가에 

따라 단계  구성

-폐쇄 가구단 생

활권 형성에 한 

비

- 체 지구를 연결

하는 보행자동선 

심

-노선상업지역 계

획, 가로의 생활공

간화, 도시성과 개

방성 획득

- 구역 하나당 한 

개의 단지로 개발

-옹벽으로 주변지역

과 단

-내부도로는 쿨데삭

형

가로

유형

도로

형태

체개념

수목형

보차병행+보차혼용+

보행 용

혼합형

보차혼용

격자형

보차병행

혼합형

보차병행

혼합형

(격자+막힌도로)

보차병행+보행 용

루 형

보차병행

차량동선 수목형 격자형 격자형
혼합형( 통+순환)

+ 쿨데삭

통형

+ 쿨데삭

루 (순환)형

+ 쿨데삭

보행동선 수목형 격자+막힌도로 격자형
혼합

( 통+격자+순환)
격자+막힌도로

루 (순환)형

+쿨데삭

보차도

분리

보차병행

보차혼용

보행 용 보행 용가로 없음 보행 용가로 없음 보행 용가로 없음

상지 차별  특성종합

-보행 용가로가 다

른 단독다세 보다 

많다. 

-필지크기가 작다.

-주택유형이 특수

-가로패턴 체 으

로 수목형, 보행

용가로에서 특히 막

힌도로가 많다. 

-보차혼용가로가 

부분이다. 

-필지크기 작다

-가로패턴 차량과 

보행 모두 거의 격

자형(경사지 일부만 

막힌 도로 존재)

- 형 인 다세 주

택지의 문제를 안고 

있음

-보차혼용에서 보차

병행으로 변화한 가

로가 많다.

-차량, 보행자 동선 

모두 격자형, 동선 

일치

-보행 용가로 일부 

존재

-차량동선은 통과+

루 형, 보행 용동

선을 결합하면 보다 

격자형에 근 한다. 

-보행동선의 연결성

이 우수하지는 않음

-상가는 블록 한쪽

에 치

-보행 용가로가 매

우 많고 연계성 좋

음

-상가가 가로변에 

치

-차량동선만 보면 

통형 + 쿨데삭, 

보행동선이 결합되

면서 격자형에 가까

워지고 외부 근성

도 높아짐

-보행 용가로는 거

의 없음

-차량동선과 보행동

선이 거의 일치하며 

루 형과 쿨데삭으

로 이루어져 있음

표 3. 사례 상 주거지역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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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50mX150m 그리드로 상지 평가방법 시 

3. 상지별 지표안의 항목측정  데이터 구축

3. 1 데이터구축의 제조건

지표안의 각 항목을 측정하기 한 기본 데이터 구축

에 있어 보편 으로 용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구축에서 사용되는 거리개념은 특별한 언

이 없는 한 최단직선거리가 아니라 가로를 따라 이루

어지는 실제 보행경로이며, 이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측정된다. 보행권역은 상지를 그림7과 같이 

150m×150m 그리드로 나 고 을 어 각각의 들로

부터 800m의 보행거리를 측정한 값이다.9)

둘째, 도로망 데이터의 구축은 법  도시계획도로정보

가 있는 기존의 GIS데이터 가로망에 추가로 아 트 단지 

내 도로와 보행자 용으로 조성된 샛길 등과 같이 빠진 

가로망 정보들을 구축한다. 이와 같은 추가데이터는 아

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일

일이 장에서 검토하여 구축했으며, 이 게 구축된 정보

들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보행환경 분석을 시행하 다.10) 

셋째, 행정동 내에서 도산정 등과 련된 항목에 있

어 기 이 되는 면 은 주거지역으로 개발된 면 만 포

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체 행정동 면 에서 지

목이 “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 형유통단지 등으로 거

주민들의 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등을 제외

하 다.11)

넷째, 사람들의 목 동선을 고려한다면 목 시설에 

한 자료구축은 상지 내에 존재하는 시설뿐 아니라 

상지 외부의 보행권 내에 있는 목 보행시설들이 포함되

어야 하므로, 하천  근린공원, 학교, 식료품 , 심상업

공간에 한 자료는 상지 외부 800m 보행권역까지 조

사하 다.12)

9) 보행권역의 범 설정 방법은 Krizek,(2003), Hess et al (1999), 

National Centers for Bicycling & Walking(2002)을 참조하 다.

10) 이 원칙을 통해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지 가로패턴이 반 되고, 

근린단 의 가로망 GIS 데이터 구축을 이루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한편, 이러한 데이터 구축과 측정을 통해 아 트 지역의 보행네트워

크가 단독․다세  집지역보다 부분 좋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에

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한편, 네트워크의 조

성은 단지내부가 외부 슈퍼블럭을 구성하는 도로와 연계되는 지 의 

계획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알아낸 것은 의미 있는 수확이다. 

11)  Lee et al. (2006), Song et al. (2004), Cervero et al. (1997) 

12) Song,  et al. (2004),  Lee et al. (2006)

설명  시

실제거리로 반경 800m의 

상지 보행권역 설정 

실제 보행경로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도로망 구축

도시

계획

도로

실제

보행

경로

행정동 내의 실제 주거지역만을 

분석 상지로 삼음

시설의 종류에 따라 조사범  

보행권역에까지 확

그림 8. 데이터구축의 제조건  

3. 2 평가지표 항목의 측정방법

표 1에 정리되어 있는 최종 평가지표안의 20개 항목은 

표 4와 같은 각각의 측정방법, 조사범 , 그리고 GIS 분

석내용으로 측정하 다.13) 

먼 , 가로환경 항목(S1~S5)을 측정하기 해서 인도가 

있는 보차병행가로를 수 조사하 다. 이로부터 유효폭 

1.5m 이상인 곳(S1)과 1.5m 미만인 곳(S2)으로 구분하고, 

조사된 길이를 각각 이분하여 상지의 총 도로길이에 

한 비율을 산출하 다.14) 별도의 인도가 없이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보차혼용가로의 비율(S3)은 지도

분석과 장조사를 통해 산출하 다. 역사주거지의 골목

길, 아 트 단지 내 보행자 용 샛길 등과 같이 자동차 

근이 불가능한 보행 용도로(S4)는 오차를 이기 해 

지도와 배치도 분석  반복 인 장조사를 통해 산출

하 다. 도로의 경사도(S5)는 기존지형도의 정보를 GIS데

이터로 변환시켜 지역 내 경사도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앞서 구축한 도로데이터에 반 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네트워크 환경 항목(N1~N6)과 지역 환경의 항목  A5, 

A7, A8, A9는 장조사를 통해 각 해당사항을 조사  

검증조사하고, 통계  면 련 항목(A1~A4)은 련자

료 분석을 통해 산출하 다.  

13) 측정방법을 설정함에 있어서 표 으로 참고한 선행연구는 : 

Moudon et al(2003); C. Lee et al(2006); Leslie et al(2007) 이고, 우

리나라 주거지 유형별 측정데이터 구축에 있어서는 임창복(2000), 손

세 외1 (2003), 이규인외1(1993), 민병호외1(2003), 최윤경외1 (1998), 

송 호외1(2006) 등을 참고하 다. 한편, 측정항목의 지표화 부분은 

양병이 외(2002), 이규인(2002) 등을 참고하 다.

14) 도로 양측으로 난 인도의 길이를 보정하기 하여 이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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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측정방법 조사범 GIS 

가

로

환

경

S1

유효폭1.5m이

상 인도가 있

는 보 차 병 행 

가로의 비율

(유효폭1.5m 이상 

인도길이/2)/ 체 

상지의 총 네트

워크 도로길이

상지 내
distance 

measurement

S2

유효폭1.5m미

만 인도가 있

는 보차병행

가로의 비율

(유효폭1.5m 미만 

인도길이/2)/ 체 

상지의 총 네트

워크 도로길이

상지 내
distance 

measurement

S3
보차혼용

가로의 비율

보차혼용 가로의 

길이/ 체 상

지의 총 네트워크 

도로길이

상지 내
distance 

measurement

S4
보행 용

가로의 비율

보행 용 가로의 

길이/ 체 상

지의 총 네트워크 

도로길이

상지 내
distance 

measurement

S5 도로 경사도
상지 내 도로의 

종단 경사도평균
상지 내

Tin모델 

생성, slope 

분석

네

트

워

크

환

경

N1 교차로 도 교차로 개수/ 면 상지 내 -

N2
학교까지의 경

로의 직 성

학교까지의 직선거

리/ 실거리
상지 내

distance 

measurement

N3
식료품 까지

의 거리

가장 가까운 식료

품 까지의 거리

800m 

보행거리 

내

Network 

Anaysis/

distance 

measurement

N4
생활가로까지

의 거리

가장 가까운 생활

가로까지의 거리

N5
버스정류장까

지의 거리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

N6
철역까지의 

거리

가장 가까운 철

역까지의 거리

지

역

환

경

A1
개발면 당

세 수 도 2005년 통계청자료

이용
상지 내

map 

calculator

A2
개발면 당

인구 도

map 

calculator

A3 필지크기
단 면 당 필지

크기의 평균15)
상지 내

Tin모델생성,

zonal 

statistics

A4 블록크기 블록크기 평균 상지 내
map 

calculator

A5

보행권내 큰 

하천  근린

공원 유무

반경 800m내 근린

공원 유무

800m보행

거리내

network-bas

ed distance 

measurement

A6

상지내

어린이공원의 

면 비율

총 어린이공원면

/ 총 개발면
상지 내

map 

calculator

A7
보행권내

학교 개수
800m내 학교 개수

800m보행

거리내

network-bas

ed distance 

measurement

A8
보행권내

식료품  개수

800m내 식료품  

개수

800m보행

거리내 network-bas

ed distance 

measurementA9

보행권내

심상업공간 

인 여부

반경 800m내 지역

심상업 입지여부

800m보행

거리내

표 4. 보행환경 최종평가항목의 측정방법  

 

15) 각 필지의 평균크기는 필지별 크기의 편차에 따른 도시형태의 

차이를 반 하지 못한다. 를 들어, 3000m2의 필지 한개와 1m2필

지 100개의 평균필지크기는 30m2이며, 30m2의 필지100개의 평균 필

지크기도 30m2이다. 두 가지의 도시형태는 매우 상이할 것이나, 각 
필지의 평균크기로는 형태  차이를 반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3m단 의 그리드 셀로 상지를 나  후, 각 셀마다의 필지 크기 평

4. 결과의 상지별 비교  종합분석

표4의 평가항목 측정방법으로 6개 상지의 보행환경 

조건과 특성을 2007년 6월과 7월 두 달에 걸쳐 측정하

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결과분석과 

항목별 유의미한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평가 항목
가회

동

상계 

7동

시흥 

3동

행당 

2동

개포 

3동

성산 

1동
단

가

로

환

경 

S1

유효폭 1.5m이상 인도

가 있는 보차병행가로

의 비율

0.07 0.40 0.19 0.41 0.32 0.11 %

S2

유효폭 1.5m미만 인도

가 있는 보차병행가로

의 비율

0.09 0.02 0.02 0.05 0.10 0.002 %

S3 보차혼용 가로의 비율 0.42 0.13 0.56 0.50 0.09 0.86 %

S4 보행 용 가로의 비율 0.36 0.37 0.00 0.03 0.11 0.00 %

S5 도로 경사도 5.90 0.57 4.26 9.52 2.34 2.03 degree

네

트

워

크  

환

경

N1 교차로 도 176.00 367.00 186.50 167.00 293.06 277.61 
개

/㎢

N2
학교까지의 경로의 직

성
0.74 0.79 0.83 0.60 0.69 0.88 -

N3 식료품 까지의 거리 243.00 210.00 222.11 283.00 291.80 214.77 m

N4 생활가로까지의 거리 242.00 263.00 196.12 297.00 178.67 394.15 m

N5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110.20 198.00 245.04 252.00 157.00 174.34 m

N6 철역까지 거리 622.00 428.00 677.75 398.00 502.00 779.56 m

지

역

환

경

A1
개발면 당

세 수 도
4,344 13,254 8,296 18,572 7,461 9,852 

세

/㎢

A2 개발면 당 인구 도 12,382 36,265 26,373 58,693 23,474 28,867 
명

/㎢

A3 필지크기 3802.4 47635.2 2435.3 54550.8 48810.6 655.8

A4 블록크기 6,323.0 3,316.5 5,104.0 9,703.0 4,894.4 4,982.0 ㎡

A5
보행권내 하천 

근린공원 유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A6 어린이공원 면 비율 1.20 2.10 0.60 1.82 2.78 0.22 %

A7 보행권내 학교 개수 4.60 6.00 2.00 3.00 5.44 2.60 개

A8
보행권내 

식료품  개수
11.40 14.00 5.00 13.00 5.82 11.90 개

A9
보행권내 

심상업공간 인
유 유 무 무 무 유 유무

표 5. 상지별 평가항목 측정결과 

4. 1 측정결과의 수치분석 기 과 해석

최종평가지표의 궁극 인 목 은 6개 상지의 상이한 

보행환경을 차별 으로 반 하는 정량  결과를 제시하

는 것인 만큼, 측정결과의 수치분석 기 은 6개 상지에

서 측정한 20개 평가항목의 각 결과가 얼마나 차이를 보

이는 가에 있다. 이를 나타내주는 방법으로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각 항목간의 차이를 분석하 다. 그 결과는 그

림 9의 보행환경 측정항목별 변동계수 비교표에 나타나 

있다.16)    

균을 구하 다. GIS의 Zonal Statistics 기능을 사용하 다.  

16) 변동계수 산출법은 표 편차를 평균으로 나  값으로, 측정단

가 서로 다른 집단의 산포정도, 즉 표본 집단 간의 상 인 산포를 

비교하기 하여 사용하 다. 이는 집단간의 단 가 다르거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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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보행 용가로 비율 A9 심상업공간 인 여부

A3 평균필지크기 S2 1.5m미만인도 보차병행 

S5 경사도 S3 보차혼용 가로비율

A6 어린이공원의 비율 S1 1.5m이상인도 보차병행

그림 10. 변동계수가 큰 상  8개 평가항목의 상지별 특성

그림 9. 보행환경 측정항목별 변동계수

 이런 기 으로 볼 때 즉, 각 항목에서 조사된 수치 결

과가 유사한 범주로 나타난 항목은 보행환경특성에 차이

를 주는 요소라 보기 어렵고, 반면 조사된 수치결과가 유

사한 범 를 넘어 편차를 많이 보이는 항목은 보행환경

특성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로 볼 수 있다.17)   

그림 9의 변동계수 표를 해석해 보면, 6개 상지에서 

보행환경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항목으로는 S1(유효폭

1.5m이상의 인도가 있는 보차병행가로의 비율), S2(유효

폭1.5m 미만의 인도가 있는 보차병행가로의 비율), S3(보

차혼용가로의 비율), S4(보행 용가로의 비율), S5(경사

도), A3(평균필지 크기), A6(어린이공원면 비율), A9(보

행권 내 심상업공간 인 여부) 등이 된다.18) 

한편, 6개 상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범

의 수치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항목으로는 N2(학교까지 

경로의 직 성), N3(식료품 까지의 거리), N4(생활가로

까지의 거리), N5(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A5(보행권 내

하천․공원유무) 등이다. 이들은 6개 상지의 상이한 보

행환경 특성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치범 의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는 에서 사례 상지 주거지 보행환경의 차

별성을 나타내는 요소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주거지 특성

상 이미 일반 인 공통성을 보여주고 있는 요소라 분류

할 수 있다.19)  

4. 2 평가항목별 측정 결과의 의미고찰

1) 보행가로의 특성 (S1, S2, S3, S4)

우리나라 주거지의 가로환경 특성을 포 으로 나타 

는 같지만 평균차이가 클 때 각 그룹의 산포를 비교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어 채택하 다. 박성  외, 한  SPSS, 2004.

17) 측정결과의 수치는 정량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를 설명하

는 것은 정성  해석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었다. 추후 실제 주민 보 

행량의 조사 결과와 연동하여 통계 으로 상지별 평가항목의 향

정도를 계량화 할 계획이다. 

18) 측정결과의 수치분석은 6개 상지 간의 비교라기보다 차이

를 보여주는 상  비교라 볼 수 있다. 한, 각 수치가 의미 하는  

바 역시  향 계라기 보다 계량 인 표상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19) 이 부분은 북미 주거지 보행환경 연구와 흥미롭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로, 식료품가게의 보행권내 개수가 보편 으로 유

사하게 정 포화상태로 있는 서울의 경우, 이 항목은 주거지 보행

환경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내는 4개의 항목 S1~S4의 분류는 선행연구에 기반을두어 

인도가 있는 보차병행(S1, S2), 인도가 따로 없는 보차혼

용(S3), 그리고 자동차의 근이 배제된 보행 용 (S4)의 

세 유형으로 나 었고, 이 가운데 인도가 있는 보차병행

의 경우 인도의 유효 폭 1.5m 이상인 것이 S1, 유효 폭 

1.5m 미만인 것이 S2 로 측정되었다.20) 

20) 유효폭 1.5m 이상의 인도에서 1.5m 로의 설정 근거는 도로의 구

조  시설기 에 한 법  규정을 참고하 다. 정석 (2006)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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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를 분석해 보면, S1 항목의 경우 고층아 트

지역은 비교  유사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상계 0.4, 행당 0.41, 개포 0.32), 층주거지역의 경우에

는 일반다세 주택지인 성산1동(0.1)  시흥3동(0.19)과 

역사주거지인 가회동(0.09)에서 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고층아 트 지역에서는 단지내외 가로의 부분에 

폭 1.5m 이상의 인도가 계획되어 설치된 반면, 단독 다세

 주거지에는 블록 외부의 간선도로를 제외하면 부분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실이 반 된 것이다. 반면, 

인도가 따로 계획되지 못한 보차혼용 가로의 경우 가회

동(0.42), 시흥동(0.56), 성산동(0.86)이 높았고, 단독 다세

 지역에 재개발되어 들어선 행당동(0.50)도 비교  높

은 수치를 보 다. 이러한 보차혼용도로의 폭은 부분 

6~8m로, 우리나라 단독, 다세  지역의 표 인 가로패

턴이다.21) 

한, 좁은 골목길이 포함되는 보행 용도로의 비율 

(S4)은 차가 진입할 수 없는 보행자 용가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의 측정 결과는 가회동(0.36)와 상계동

(0.37)에서 높게 나타났다. S4 항목은 유기 으로 조성된 

골목길과 같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도시형태 특성이 반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역사주거지인 가회동에서 S4 항목

의 측정결과가 높게 나온 것은 측이 가능한 사안으로, 

역사주거지의 좁은 골목길이 실제로 보행환경에 정

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선행연구도 있었

다.22) 이와 더불어, 상계동에서도 S4 항목이 높게 나온 

것은 보행자를 배려하는 단지계획 디자인 개념아래 블록

내 기성시가지의 골목길과 유사한 성격의 보행자 용가

로를 단지 가로망에 조성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S1~S4 항목의 측정결과는 해당 평가지표가 보행에 

련된 가로환경의 특성을 사례 상지에 따라 차별 으로 

반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23)   

2) 가로경사도, 교차로 도와 블록크기의 상호 계 (S5,  

N1  A4 와의 연동 계)

가로경사도(S5)항목은 우리나라와 같이 경사지주거가 

많은 지역에서 보행환경의 가장 기본 인 조건 의 하

나에 해당한다. 경사도가 높아질수록 보행친화 인 환경

이 되기 어려우며 6개 상지 에서는 상계동이 0.57˚로 

거의 평지에 가까운 보행환경으로 걷기에 용이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가회동(5.90˚)과 행당동(9.52˚)의 경우 

인용. 박소  외 (2006 b) 국토연구원 보고서에서 재인용. 

21) 최이명 (2006)에 의하면 단독 다세  주거지역의 가로패턴은 5개 

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이  가로폭은 6~8m 의 경우가 많다.

22) 서한림 (2006)에 의하면 북 주민들은 북 의 친숙한 환경이 보

행에 즐거움을 주는 환경요소라 설문응답하고 있다

23) 본 논문 단계에서는 S1, S3, S4 항목이 우리나라 주거지 유형별 

가로환경의 특성을 계량 으로 설명할 수 있는 토 를 제시하는 것

까지가 가능하고, 후속논문에서 각각의 특성을 갖는 항목이 실제 보

행 행 에 어떻게 연 이 되는지를 규명하게 된다. 후속 연구단계를 

거친 후에야 각 항목이 향후 보행친화 인 단지설계에 있어 어떤 유

의미한 참고사항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알수 있다고 본다.  

걷기가 어려운 지역 황을 보인다. 특히, 행당동의 경사

도는 보행약자들에 한 특별배려가 없는 한 이 주거단

지 내 보행약자들의 이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

될 수 있다.24) 행당2동은 원래 체 으로 지형의 경사가 

심한 구역인데, 재개발계획 수립시 무리한 도로설계로 인

하여 도로의 간이 계단으로 형성되거나 인공지반 구축

을 한 콘크리트 옹벽이 높이 솟아 주변과 단 된 형상

을 하고 있다. 

한편, 의 측정결과 종합분석을 통해  하나의 특이 

사항이 발견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6개의 사례

상지에서 지형을 반 하고 있는 S5(가로의 경사도) 항

목이 N1(교차로 도), A4(블럭 크기) 항목과 유사한 패

턴의 측정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이다. 를 들어, 가

로의 경사도 수치가 가장 높은 행당동의 경우, 교차로 

도가 가장 떨어졌으며(167), 블록의 크기 역시 6개 상

지  가장 큰 것(9,703)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사가 거의 

없는 상계동이나 개포동의 경우, 아 트 단지임에도 불구

하고 보행로 차원에서 교차로 도는 매우 조 하고(상계 

367, 개포 293), 따라서 블록의 크기도 비교  작다는 것

이 찰되었다(상계 3,316, 개포 4,894). 

이는 경사가 심한 지역에 아 트와 같이 형 인공지반

을 구축하여 주택을 건설할 경우, 격한 경사를 극복하

기 해서는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입구를 많은 장소

에 설치하기 힘들고, 이로 인해 외부와는 폐쇄 인 환경

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주거지 보행환경의 도시형태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혹은 향후 보행친화  단지계획

에 있어 가로경사도(S5), 교차로 도(N1) 그리고 블록크

기(A4)가 상호 연동되어 있는 요소로 통합 인 근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25) 

3) 보행목 시설까지 거리(N3~N6): 식료품 , 생활가로, 

버스정류장, 철역

우리나라와 주거지역의 형태  특성이 다른 구미 주거

지의 보행환경 선행연구에서는 보행목 시설까지의 거리

가 가까울수록 보행친화도가 높은 지역이라 설명하고 있

다.26) 본 조사에서는 보행목 시설로서 식료품 , 생활가

로, 버스정류장, 철역 등까지의 거리를 측정하 는데 

측정결과 수치의 의미를 고찰해 보면, 이와 비되는 몇 

가지 특이한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N3(식료품

24) 강 미(2008). 도로의 구조, 시설기 에 한 규칙 등을 참고해 

보면, 행당2동의 가로경사도는 보행환경으로서는 우려되는 측정결과

를 보이고 있다. 9.52˚의 경사는 건물지하주차장 진입로 경사의 최

허용치와 맞먹는 엄청난 수치이다. 재 행당2동과 같은 구릉지 재

개발 아 트 단지의 조성 사례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경사가 심한 단

지 내의 보행에 한 배려가 미흡한 상황이다.   

25) 향후 이러한 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기 해서는, 유사한 경

사도를 갖고 있는 지역끼리의 다양한 주거유형과 가로패턴을 비교하

는 심화된 주거지 도시형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6) Handy (1996), Hess et al (1999), Frank et al (2005), C. Lee et 

al. (2006), Leslie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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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거리)항목의 경우, 6개 상지 모두에서 200m

의 비교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이 항목은 오히

려 6개 상지의 보행환경에 차이를 주는 항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의 변동계수 역시 0.14로 매우 낮았다.  

버스정류장이나 철역과는 달리 상권을 기반으로 자생

하는 식료품 까지의 거리가 6개 상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 도시에서 최소의 보행생활권 단

가 식료품 까지의 거리와 연 되어 형성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짐작  한다. 한, 우리나라 주거지내에는 이

미 보행거리 내에 소규모 동네수퍼와 같은 식료품 이 

정 포화상태로 분포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27) 

한편, N4(생활가로까지의 거리 항목) 측정의 경우, 아

트 단지의 경우 근린상업시설들이 가로를 따라 선형으

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을 고려하

여, 아 트 단지의 생활가로에는 건물 지하에 마트 는 

재래시장의 형식을 띤 시설들이 치해 있는 경우를 단

독 다세 주택지에서의 근린 심가로와 유사한 경우로 

인정하여 포함시켰다. 결과는 200m미만에서 400m에 이

르는 수 까지 차이를 나타냈으나 이는 모두 400m, 500m 

보행거리 내의 수치로서, 주거유형별로도 특이한 이 발

견되지 않을 만큼 공통  분포상황이 되고 있다.28) 

N5, N6의 버스정류장과 철역까지의 거리는 자생  

상권이 아닌 정책에 의해서 그 거리가 결정되는 요소들

이다.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는 가회동이, 철역까지의 

거리는 행당 2동이 가장 가깝게 나타났으며, 주거유형이

나 기타 다른 요소들과 연동되는 이 발견되지는 않았

다. 버스의 경우 생활권 내로 깊숙이 서비스가 들어온 마

을버스의 경우가 우리나라 주거지내 다양한 교통수단의 

일부로 이미 자리 잡고 있고, 마을버스를 이용해 철역

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29) 한 우리나라 철역 보

행권을 500m 내외로 간주하는 국내의 선행연구도 있고30) 

N6 항목의 경우, 행당동(398m)과 성산동(779m)에서 차이

를 보이고 있지만, 체 변동계수는 N4, N5와 유사하게 

모두 낮아 상지 간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으로 보기에

는 역시 어렵다고 해석한다.

결과 으로 N3~N6 항목의 측정결과에 한 해석은 구

미의 선행연구에서 규명하고 있는 주거지 내의 보행 련 

27) 박소  외 (2006) 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규모 생활권 단

는 략 으로 반경 100m의 인보구 정도의 크기로 볼 수 있고, 그 

심에는 동네수퍼와 같은 식료품 이 공통 인 핵심시설로 존재하

고 있다.  

28) 이 지표가 좀더 변별력 있는 항목으로 실화되기 해서는 생

활가로에 한 정의와 사람들의 구매패턴에 한 연구가 심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박소  외 (2006) 소규모 생활권 단  추정 연구에서 마을버스 항

목 참조하 고, 향후 버스정류장이나 철역까지의 거리 항목이 보

다 정확한 측정도구가 되기 해서는 버스의 성격(마을버스, 지선버

스, 간선버스 등) 는 철역의 유동인구, 목 지 등이 고려된 보다 

세분화된 측정방법을 지닌 항목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 본다.  

30) 임희지 (2002)

특정 보행목 시설의 분포나 거리의 향이 우리나라 도

시 주거지의 경우에는 특유의 도시형태  특성상 이미 그 

향의 임계 (threshold) 을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31)  

4) 도: (A1, A2 개발면 당 세 수 도  인구 도)

앞서 언 했듯이, 우리나라의 주거지 개발 도는 해외, 

특히 북미지역의 주거지 도와는 근본 으로 다르다. 이

번 측정결과로 재 아 트지역과 단독․다세 주택지의 

주거와 인구 도 수치의 높고 낮음을 보행환경에 직

인 차이를 주는 요소로 해석하기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서울과 같은 과 이 문제가 되는 도시에서는 인구과다로 

인한 주차와 차량통행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오히려 어

느 정도 정 인구 도가 넘는 시 에서는 보행환경에 

부정 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

거지 유형별 정 인구 도에 해서는 다각도의 통계  

검증을 통해서 기 이 되는 수치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

음을 지 할 수 있다. 도가 가장 높은 곳은 재개발아

트 지역인 행당 2동으로 586인/ha 으며, 가장 낮은 지

역은 역사주거지인 가회동으로 123인/ha이지만, A1, A2 

의 변동계수는 각각 0.48과 0.50으로 다른 항목에 비한다

면 상지간의 편차가 도드라지는 항목에 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2) 

5) 보행권 내 규모 보행목 시설의 인 유무: 하천/근

린공원(A5), 심상업시설(A9)

A5(하천, 근린공원의 유무) 항목은 여가를 목 으로 하

는 보행목 시설이 인 해 있는가에 따라 주민들의 보행

량이 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에 의해 채택된 것이

다.33) GIS 분석의 결과는, 6개 상지 모두에서 근린공원 

 하천이 주변 보행권 800m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항목은 재 보행권 내의 유무 만으로 측정되어 

큰 변별력을 갖지 못하지만, 추후 해당 근린공원 는 하

천이 주민들의 이용정도 는 유지 리 정도에 따라 등

의 분류가 이루어진다면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A9(인 심상업시설)항목이 보행권 내

에 인 해 있는 지역은 가회동(종로), 성산1동(홍 앞), 

상계7동(노원역 부근)이었으며, 시흥3동, 행당2동, 개포동

은 규모 상업시설이 보행권 안에 들어오지는 않는 것

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A9의 변동계수 1.09 에서도 나타

나듯이 상지별 보행환경 특성을 차별 으로 보여주는 

항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34) 

31) 그 임계 이 어디인지는 별도의 연구로 밝 질 수 있으며, 각 항

목에 한 유사한 비교연구는 구미 주거지역과 서울을 포함하는 동

아시아 지역의 고 도, 고 혼합용도 주거지역의 특성 비교연구에 

요한 토 가 되리라 본다.    

32) 이것의 의미는 후속 통계분석에서 좀 더 면 히 검이 되어야 

한다.   

33) Owen (2004), Handy (2006), Giles-Corti (2002)

34) 보행권 800m 내 상업시설이 보행량에 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재 수치결과로 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A9항목 역시 보다 세부

인 정황을 반 하기 해서는 추후에 해당 상업지역의 종류와 기

능이 보완되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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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이공원의 면 비율(A6)

주거지내 가장 작은 단 의 open space로서 유아 는 

노약자들을 한 휴식공간의 역할을 하는 어린이 공원은 

아 트의 경우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하여 산정

하 으며, 조사한 6개의 상지에서는 아 트 단지의 어

린이 공원 비율이 단독 다세 주택지보다 평균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 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

터 설치기 이 단독․다세  주택지의 어린이공원 설치

규정보다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아 트 단지의 

건폐율이 단독․다세 주택지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에, 

체감하는 open space와 휴식공간의 비율은 사실상 더 클 

것으로 상된다. A6 항목은 변동계수 0.66에서 볼 수 있

듯이 6개 상지에서 보행환경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소

로 볼 수 있다.35) 

7) 학교 련 항목: N2(학교까지 경로의 직 성) 과 A7

(보행권 내 학교의 개수)

학교는 보행목 지가 될 수도 있으나 A7항목에서는 그

규모로 인해 오히려 보행경로를 우회시키는 요소로서 평

가되었다. N2(학교까지 경로의 직 성)의 경우는 변동계

수 0.13으로 상지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A7(보행권내 학교의 개수)의 경우는 상계동에 6개, 시흥

동에 2개로 측정되었는데 변동계수 0.41로 N2 항목보다

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른 항목과 비교해볼 때 상지

의 차별성을 하게 나타내는 요소라 보기 어렵다.36)

앞서의 논의를 통해, 상지별 특성을 비교  잘 나타

내는 항목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 항목은 아래의 표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항목

상지간 차이를 

보이는 요소

(변동계수 0.6이

상)

S1 유효폭 인도 보차병행가로 비율 

S2 유효폭 미만인도 보차병행가로 비율 

S3 보차혼용가로 비율

S4 보행 용가로 비율

S5 가로의 경사도

A3 필지크기

A6 어린이공원면  비율

A9 보행권내 심 상업공간 인 여부

상지간 차이를 

덜 보이는 요소

(변동계수 0.6 미

만)

N1 교차로 도

N2 학교까지 경로의 직 성

N3 식료품 까지의 거리

N4 생활가로까지의 거리

N5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N6 철역까지의 거리

A1 개별면 당세 수 도

A2 개발면 당인구 도

A4 블록크기

A5 보행권내하천/공원유무

A7 보행권내학교개수

A8 보행권내식료품 개수

표 6. 보행환경 평가결과의 특성에 의한 평가항목 분류

35) A6항목 역시 보다 정 한 황의 측정도구가 되기 해서는 어

린이공원의 치와 유지 리상태 등을 고려한 등 을 부여하는 방안

이 검토되어야 한다. 

36) 학교운동장으로의 출입이 제한되고, 이를 통과하여 보행하는 것

이 지되는 상태에서는 A7항목에 보행경로를 우회시키는 형시설

들 역시 고려 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선행연구(박소  외, 2008)에서 

제안된 평가지표를 형태특성이 서로 다른 6개의 사례

상지(상계7동, 개포3동, 성산1동, 시흥3동, 가회동, 행당2

동)에 용하고 항목별 측정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지표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었다. 분

석결과, 평가지표의 항목들은 해당 상지의 보행환경에 

차별 으로 반응함으로써 보행환경의 특성을 나타내었고, 

이를 통해 평가지표안이 추후 통합  보행환경 측정지표

로 발 될 수 있는 실화가능성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각 상지 보행환경의 차별  특성을 비교  명확하게 

반 하는 항목으로는 특히 S1(유효폭 1.5m 이상의 인도

가 있는 보차병행가로의 비율), S2(유효폭 1.5m 미만의 

인도가 있는 보차병행가로의 비율), S3(보차혼용가로의 

비율), S4(보행 용가로의 비율), S5(경사도), A3(평균필

지크기), A6(어린이공원면 비율), A9(보행권 내 심상

업공간 인 여부) 등을 추출할 수 있었다.  

한, 보행환경 평가지표안의 항목별 측정결과를 토

로 해석한 우리나라 주거지의 형태  특성으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이 발견되었다. i)주거지내 도로의 특성을 

반 하는 가로체계, 즉 S1~S4 항목이 보행환경의 성격을 

결정한다. 특히 S1(유효폭 1.5m 인도의 보차병행 비율)의 

경우는 계획된 아 트 단지에서 월등히 높고, S3(보차혼

용 비율)의 경우 단독․다세  지역이 높았다. 하지만 

통 인 골목길을 포함하는 S4(보행 용 비율)는 유기 인 

진화를 해온 역사주거지뿐 아니라 보행자를 배려하는 단

지계획개념이 실 된 아 트 단지에서도 유사하게 높았

다. ii)우리나라의 주거단지에서는 S5(가로경사도), N1(교

차로 도), 그리고 A4(블록크기)가 서로 연동되어 있었다. 

특히, 행당동과 같은 구릉지의 재개발 아 트 단지는 이 

세 가지 항목이 보행을 해하는 환경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iii)구미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도 련 항목 (A1, 

A2, N1)과 혼합용도 련 항목(N3~N6, A5, A7 등)은 우

리나라 주거지 보행환경의 차별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

가 되지 못함을 알아낼 수 있었다. 즉, 이들 항목은 서울

과 같은 고 도, 고혼합용도 도시에서는 이미 모든 지역

에서 유사하게 포화상태로 분포해 있어 특징 인 차이를 

보이는 항목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

다. iv) 한편, 주거지내 A6(어린이 공원면 비율)나 A9

(인  심상업시설의 유무)등은 보행환경의 차별성을 가

져오는 항목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A6(어린이공원면  

비율)은 계획된 주거단지에서는 크게 배려되는 항목이지

만 기성시가지에서는 상 으로 부족하여 추후 보행환

경 개선에 이 맞추어지는 후속 연구에서 일차 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된다.

본 논문의 의의는 비교  정 하게 구나 쉽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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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우리나라 주거지의 보행환경 평가지표를 완

성하고자 하는 장기 인 연구의 기단계 작업을 완수하

다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미비 들은 향후 

상지의 확  용  요소별 측정방법의 개선, 통계  검

증 등의 병행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해나감으로써 보완 

 정비될 수 있으리라 본다. 지속 인 검증작업을 거쳐 

우리나라의 지형, 주거유형, 가로특성  사회 인구학  

특성을 고루 반 할 수 있는 보행친화도 측정지표의 정

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후속 연구에서 단계

으로 이루어 가야할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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