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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주요 보행사업의 추진 연혁

1

1

김승남, 손동필,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연구, 2015,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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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1-1> 보행관련 사업 현황
소관기관

근거법

사업명

시행현황

안전처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속

국토부

교통약자법

보행우선구역사업

-

안전처

보행안전법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지구 사업

지속

국토부

-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

교육부

-

서울시
서울시

‘04~

사업량

예산

(개소)

(억원)

482

369.6

26

387.6

‘09~’12
‘13~

191
72

4,565.0
807.0

-

’09, ’14, ‘15

3

237.0

학생안전지역 시범사업

-

‘14~’15

6

12.0

-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지속

‘13~

30

19.0

-

아마존사업

지속

‘13~

10

34.4

‘07~’11(시범)
‘12~’13(일반)

<그림 1-2> ‘걷는 도시, 서울’ 예산 관련 기사

3

김승남, 손동필,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연구』, 2015, p.53
김경환, “내년 사람 중심 보행환경 '걷는 도시 서울'에 1731억 투입”, 『머니투데이 』,
2016.11.10. 일자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1010555280741&outlink=1) 2016년
12월 06일 접근.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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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보행관련 일회성이벤트배너

4

<그림 1-4> 서울의 보행환경 현황
(왼쪽 위 : 서울 성동구 행당로 6길 보행로5,
오른쪽 위 :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보행로6,
아래 : 서울 마포구 성산동 보행로7)

4

서울특별시청 공식홈페이지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2016년 9월 19일자 메인
페이지에서 발췌.
5
다음지도 로드 맵, map.daum.net.
6
다음지도 로드 맵, map.daum.net.
7
2016.06.05.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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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홍빈, 『서울 도심공간의 변화와 정책의 역사,2 :계획적 파라다임의 모색』, 서울시정연구, 1999,
p. 24.
9
LANG, J., 『Implementing Urban Design in America: Project Types and Methodological
Implications’,Journal of Urban Design,1(1) 』, 1996, pp. 7–22.의 내용 “The quality of any
urban design depends on the quality of the design objectives set and on the quality of the
design principles and design guidelines used to achieve them.”를 의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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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역할

10

10

양재섭,. 『도시기본계획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국토(구 국토정보),(구 국토정보다이제스트 ):
p.21-29,. 2012
11
강홍빈, 『서울 도심공간의 변화와 정책의 역사,2 :계획적 파라다임의 모색』, 서울시정연구,
1999, p.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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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개념 및 사업계획 분석의 틀

12

김승남 and 손동필,『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한국, 건축도시공간연구
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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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남궁지희, 『가로환경개선사업의 평가 구조에 관한 연구 :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을 중심으로』 =
Evaluting street improvement projects : on design Seoul street pilot cases,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0.
14 박소현 and 남궁지희,『가로환경 평가체계에 관한 기초 연구: 기존 평가사례의 내용, 형식, 과
정 분석을 중심으로. 』, 2009.
15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설계의 이해』, 보성각, 2014, p.144.에서 사람들이 보행활동과 깊은
관계를 갖는 보행환경의 인지요인 6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각각 편리성, 안전성, 연결성, 가독성 쾌
적성, 매력성에 따라 다양한 문제인식과 정의가 도출된다.
16
이윤성,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보행자 연령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5.
17
양윤정, 『보행만족도에 따른 가로환경요소 비교분석 : 서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가로를 중
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5.
18
박소현, et al., 『주거지 보행환경 인지가 생활권 보행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5(8), 2009, p.253-261.
19
박소현, et al. 『도시주거지의 물리적 보행환경 요소 지표화에 관한 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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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선행연구
구분

참고 문헌

비고

강홍빈, 『서울 도심공간의 변화와 정책의 역사,1 :관리주의적 접근』.
서울시정연구, 1999.
강홍빈, 『서울 도심공간의 변화와 정책의 역사,2 :계획적 파라다임의
모색』. 서울시정연구, 1999.
김승남, 오성훈, 박예솔, 『보행자 우선도로 현황과 평가, 연구보고서』,

공식문서에서
의미를
도출한 연구

2014.

(정부문서,

김재돌, 『성남시 도시정책 변화 연구』,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정책,

2011.

에서

민현석, 여혜진, 『차 없는 거리 사업의 평가 및 개선 방안, 서울연구

의미를

원 정책리포트』, 2012.

도출하는

서여림, & 김기호. 『1960년대 이후 도시기본계획이 서울 도시공간구

연구방법을

조 변화에 미친 영향』.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6.

참고

법)

양은정, 『군산시 원도심 보존계획의 변천에 관한 연구 : 1960~2010
년 대의 도심 부 계획안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이지영, 『도시가로에 대한 가치인식의 변인과 도시·공공디자인 정책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강희용,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참여그룹의 역할 및 평가지
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5.
기본계획
분석 연구

김승남, 손동필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연구
보고서』. 2015.
하남수,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탄소저감 전략에 관한 연구』. 성균
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도시계획안
내용 분석
에 그침.
보행기본계
획 및 사업
평가에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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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 10 -

<그림 1-6> 연구의 흐름
- 11 -

20

이지영, 『도시가로에 대한 가치인식의 변인과 도시·공공디자인 정책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2012, p.148.
2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1998, p.206.의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추진 경위’를 참고.
22
위와 같다.
23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2016.12.06 접근. http://www.dosi.or.kr/active/movementfor-walking-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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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녹색교통운동, 2016.12.06 접근. http://www.greentransport.org/785
하승창, 『나의 시민운동이야기 : 조직하기에서 연결하기로, 변화하는 시민운동을 읽다』, 휴머니
스트, 201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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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보행 관련 주요 사건들
1990년대초

통학로, 주택가 골목길의 안전문제에 대한 보행권 운동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률 제정

1996년

보행환경 관련 업무 담당할 주무부서로 교통관리실 교통 운영과에 ‘녹색교
통계’신설
서울시 보행조례 제정

1997년

서울 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차 없는 거리 사업 등장 (인사동, 명동길, 관철동길)

1998년

1999년
2000년
2004년
2007년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 시행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종합계획)
세종로 사거리 남북방향 횡단보도 설치
그린웨이 사업 시행
예술의 전당 앞 횡단보도 설치
서울광장 조성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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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추진
2008년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 시행
보행환경 정비방안 연구

2009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10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신설

2012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보행법 / 행정안전부)

2013년
2014년
2016년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 발표
서울 교통 비전 발표 (서울특별시 도로 교통 정비 기본계획)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법령에 근거한 최초의 보행계획)
보행교통 개선 계획 수립 중
‘걷는 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 중



<그림 2-1> 서울시 보행 주무부서

26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2016.11.05 접근.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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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표 2-2> 현행 법제에서 보행관련 의무규정
법명

도로법

27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교통약자법

-

-

이용권

지속가능교
통법

보행안전법

교통물류체계
권리보장

-

혜택을 누릴

보행권

권리

의무규정

-

보행자 통행

보행자

도로의 횡단

차량운전자

차마의 통행

교통시설

보행자 보호

설치관리자

-

-

보행자통행

비동력 무탄

보행자 길

소 교통수단

보행환경

보도
길가장자리구
개념정의

도로(보도)

역
횡단보도

-

보행자전용도
로

27

“김승남, 손동필,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연구, 2015”를 참고하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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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보행 관련 법제 및 조문현황28



28

김승남, 보행친화도시 조성 정책 현황,
건축과 도시공간 Vol.18-Summer 2015 “보행친화도시 조성 정책 현황과 과제”를 참고하여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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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보행관련 법정 계획들의 위상과 역할
29
30

김승남, 손동필,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연구, 201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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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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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2

“김승남, & 손동필.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한국: 건축도시공간연구
소: 2015, p.38-39.”를 참고하여 재정리.
3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1998,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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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보행안전법 제 7조 전문

34

34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12.06 접근.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281&efYd=201601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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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조례 제정 이후 수립된 서울시 보행기본계획
계획명

년도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1998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2004

보행환경 정비방안 연구

2008

비고
지침적 성격과 사업계획적 성격을 아우르는 ‘전략적 사업계획’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된 사업들을 평가하
고 향후 5년간 서울시 보행환경을 위한 계획
보행조례에 따라 수립된 보행환경 기본계획과 보행환경 개선 사
업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한 새로운 보행환경 기본방향 정립
필요성에 의한 연구

법령에 근거한 최초의 보행계획으로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보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2014

행환경개선지구의 시범대상지를 선정하고 보행환경 개선 사업시 시행
해야 하는 평가방법을 제시해 전략계획적 성격을 보완

35

김승남, & 손동필.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한국: 건축도시공간연구
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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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그림 3-1> 서울시 보행 조례
- 24 -

<그림 3-2> 서울시 보행 기본계획 제도 발전사

36
3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2004, P.9.
서울연구원,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201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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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디자인 정책의 주요 구성들

38

38

PUNTER, J. V. and CARMONA, M., 『The Design Dimension of Local Plans: theory,content
and best practice』, London, Chapman & Hall, 1997.의 표 Key components of design policy.

- 26 -

<표 3-1> 내용 검토의 틀
가치
(Goals)

목표
(Objectives)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

가치 구현을 위해 달

적 목표

성해야 할 목표

다차원적 추론 필요

원칙
(Principles)

지침
(Guidelines)

목표 달성을 위해 충

원칙에 부합하는 구체

족해야

적인 실천 수단과 기

하는

조건과

원칙
일차원적 검토 가능

- 27 -

준 및 지침



<그림 3-4>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기본계획의 구성



3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 1998, P.5-12.

- 28 -

<그림 3-5> 서울의 보행환경 문제
40

4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1998, 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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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과 경위 내용41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1998)
배
경

[ 보행의 중요성 ]

과

1. 시민개개인의 건강을 위함
2. 도시 교통문제와 환경문제의 완화와 해결

경

3. 도시경제와 활력을 되살리고 도시 삶의 매력을 증진.

위
[ 보행환경의 중요성 ]
1. 보행환경이란 단순히 물리적 환경만을 뜻하지 않고 감각적이고 정신적인 환경까지
를 포함한 총체적 환경.
2. 자동차 위주의 도시계획, 교통계획 및 도로설계로 인해 보행자에게 적대적인 보행
환경.
[ 보행환경의 문제점 ]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과 보행을 택하도록 유도 해야 함.
1. 보행자 교통사고
2. 위험하고 불편한 길 건너기
3. 걷기 힘든 보도
4. 보도 위 차량통행 및 주정차
5. 자동차에 빼앗긴 생활도로
6. 힘겨운 지하철 타기
7. 답답한 버스 타기
[보행여건의 변화 전망]
1. 자동차 통행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하도록 유도.
2. 인구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인의 증가로 인한 보
행약자 배려 필요.

4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1998, P.5-12.의 제1장 ‘보행환경 기
본계획의 수립 배경’을 요약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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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내 사업의 시책 목표
제1차 보행환경 기본계획
(1998)
성
격
/

[보행환경 개선의 목표]

목

2 보행자공간의 확대

적

3 장애인, 노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1 안전 및 편의 증진

4 주민이 참여하는 보행환경 개선 프로그램 마련



4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1998,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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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내 사업의 시책 원칙
제1차 보행환경 기본계획
(1998)
원
칙

[추진 원칙]
1. 기초 보행환경부터 우선적으로 개선
-횡단보도 확충, 보도 되찾기
-주택가 생활도로 보행환경을 주민과 함께 개선
2. 대중교통 이용과 직결된 보행환경 개선에 주력
-지하철 접근 및 환승 편의시설 확충
-지하철과 버스 환승편의 개선
3. 시행이 용이하고 효과가 큰 곳부터 쾌적한 보행공간을 늘려감
-차 없는 거리의 지속적 확대
-도로, 교차로, 광장의 보행자 위주 구조개선 및 녹화 추진
4.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시범구역 점진적 확대
-무장애 시범역, 건물, 가로, 공원의 지정 및 정비



4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1998, P.11.의 ‘보행 기본게획의 성격’
에서 언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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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사업 및 세부 시행 제안
계획명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사업 및 세부 시행 제안

① 교차로 횡단보도의 복원 및 확충사업
② 보도상 주차금지 및 보도시설물 정비사업
③ 우리동네 보행환경 개선사업
④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확충사업
⑤ 역과 정류소간 환승편의시설 확충사업
⑥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⑦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 조성사업
⑧ 교차로와 교통광장 기하구조 개선사업
⑨ 무장애 시범역/건물의 지정 및 정비 사업
⑩ 무장애 시범가로/공원의 지정 및 정비 사업

<표 3-6> 제1차 보행환경 기본계획 내 추진 전략 내용

44

제1차 보행환경 기본계획
(1998)
- 보행환경의 중요성 강조
- 열악한 서울의 보행환경실태 개괄
- 자동차와 보행자를 동등한 교통 주체로 인식.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들이 포함.



4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1998, 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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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기본계획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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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제2차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과 경위 내용

45

제2차 보행환경 기본계획
(2005)
배

[보행의 기능, 역할]

경

1. 대중교통 이용 촉진

과

2. 더 나은 환경 조성 (쾌적한 환경 조성)
3.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향상

경
위

[ 서울시의 새로운 교통 정책 방향]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 향 후 추진 방향 제시]
- 단순한 보행의 기능만이 아닌 교통차원의 접근 강화.
- 구체적인 사업 제시
- 통행 속성 및 네트워크 속성 분석하여 효율성 증대(양적 측면이 아닌 효율성 증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결과 ]
- 보행로의 연결성 및 연속성 강화
- “보행” 수단으로써의 위상 강화
- 보행자 위주의 쾌적한 보행로 조성
- 지하철 이용편의시설 및 환승 시설 확충
-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제고 및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공간 조성
- 문화, 관광, 휴식을 위한 보행공간 조성



<표 3-8> 제2차 보행환경 기본계획 내 목표

46

제2차 보행환경 기본계획
(2005)
성

1. 보행 Network 구축

격
/

- 단거리 통행 보행 활성화

목

- 대중교통 + 보행 활성화

적

3. 보행활성화

2. 대중교통의 지선수단으로의 보행위상 강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선결사업

45
4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2004, P.3-9.를 참고하여 정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2004,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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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제2차 보행환경 기본계획 내 원칙47
제2차 보행환경 기본계획
(2005)
원
칙

1. 1차 보행환경 계획과의 연속성 지속
2.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 강화
3. 보행환경 평가지표, 목적, 목표, 실행계획의 유기적 연계
4.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5.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 수립



<표 3-10> 제2차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사업 및 세부 시행 제안
계획명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47

사업 및 세부 시행 제안

① 지역별 보행로 연결사업
② 도심 관광 문화 특화지역 보행로 가꾸기 사업
③ Walking to Station 사업
④ 편리한 대중교통시설 만들기 사업
⑤ 지속적인 모니터링체계 구축사업
⑥ 효율적인 홍보 교육체계 구축사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2004,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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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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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과 경위 내용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2014)
배
경
과
경
위

보행은 교통수단임과 동시에 도시결제활동 기본요소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체제 구축
[서울보행환경의 문제점]
1. 보차 구분이 없는 소로가 70%이상
2. 이면도로 사고비율이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이상
3. 절반에 가까운 3m미만의 좁은 보도폭
4. 여전히 어려운 도로횡단
5. 타 교통수단에 비해 떨어지는 보행 만족도
6. 힘든 대중교통 환승
[교통정책 패러다임 변화]
1. 차량보다는 사람이 우선
2. 이동성보다는 접근성 강조
3. 제한적 이동권보다 보편적 이동권 지향
4. 개인소유교통 보다는 공유교통 지향
5. 개별수단보다는 연계통합 수단 지향
6. 탑다운 중심에서 바틈업 중시
7.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지향
8.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 지속가능성 경제성 조화

48

서울연구원,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2014, 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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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표 3-1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내 목표49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2014)
성
격
/

1 생활공간 보행친화

목

3 문화의 보행친화

2 이동공간 보행친화

적



50

<표 3-13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내 원칙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2014)
원

1. 서울 교통 비전 2030과 부합

칙

2.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과 연계
3. 제2차 보행환경 기본계획과의 연속성 확보

49
50

서울연구원,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2014, P.114-12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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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사업 및 세부 시행제안
52

계획명

사업 및 세부 시행 제안

① 지구 특성별 보행환경개선사업 확대
② 통학로 보행안전 확보
③ 보행시설 개선을 통한 연결성 강화
④ 대중교통시설 주변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⑤ 대중교통 이용자의 보행동선 다양화
⑥ 이용자 참여 형 대중교통 관련 보행정보제공시스템 구축
⑦ 대중교통 이동의 Barrier-Free
⑧ 보행 대표거리 조성
⑨ 서울이 하나되는 걷기 프로젝트 추진
⑩ 보행길 관련 연계 보행사업 실시

51

서울연구원,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2014, P.215.의 시범대상지
선정기준은 1.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4가지 이다.
52
서울연구원,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2014, P.1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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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가치
목표
원칙
현황조사
지침

<그림 3-8> 각 보행 기본계획에서 가치, 목표, 원칙, 지침, 현황조사의 비중
5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 1998,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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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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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보행 기본계획의 개념과 사업 분석의 틀 1

<그림 4-2> 보행 기본계획의 개념과 사업 분석의 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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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개념 도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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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개념에서 보행의 의미

<그림 4-5> 개념에서 보행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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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개념에서 보행환경의 의미

<그림 4-7> 개념에서 보행환경 개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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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서울시 보행 기본계획 내 개념의 변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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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사업계획 도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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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보행기본계획에서 명시하는 사업 및 세부 시행 제안
계획명

사업 및 세부 시행 제안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① 교차로 횡단보도의 복원 및 확충사업
② 보도상 주차금지 및 보도시설물 정비사업
③ 우리동네 보행환경 개선사업
④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확충사업
⑤ 역과 정류소간 환승편의시설 확충사업
⑥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⑦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 조성사업
⑧ 교차로와 교통광장 기하구조 개선사업
⑨ 무장애 시범역/건물의 지정 및 정비 사업
⑩ 무장애 시범가로/공원의 지정 및 정비 사업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① 지역별 보행로 연결사업
② 도심 관광 문화 특화지역 보행로 가꾸기 사업
③ Walking to Station 사업
④ 편리한 대중교통시설 만들기 사업
⑤ 지속적인 모니터링체계 구축사업
⑥ 효율적인 홍보 교육체계 구축사업
(사업 대신 실행 세부계획 제시)

보행환경 정비방안 연구

① 도심부 보행환경 개선
② 간선도로 보행환경개선
③ 주거지 생활도로 보행환경 개선
④ 관련제도 정비 및 DataBase 구축
① 지구 특성별 보행환경개선사업 확대
② 통학로 보행안전 확보
③ 보행시설 개선을 통한 연결성 강화
④ 대중교통시설 주변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⑤ 대중교통 이용자의 보행동선 다양화
⑥ 이용자 참여 형 대중교통 관련 보행정보제공시스템 구축
⑦ 대중교통 이동의 Barrier-Free
⑧ 보행 대표거리 조성
⑨ 서울이 하나되는 걷기 프로젝트 추진
⑩ 보행길 관련 연계 보행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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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추신사업의 성격 및 목표 1

<그림 4-10> 추신사업의 성격 및 목표 2
- 51 -

<그림 4-11> 사업에서 보행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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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사업에서 보행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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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사업에서 보행환경 개선의 의미

54

도심관광문화 특화지역 보행로 가꾸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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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서울시 보행 기본계획 내 사업계획의 변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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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1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1998, P.111-112에 언급되는 제1차
보행 기본계획의 평가에서 ‘우리동네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성과는 미비하고 ‘장애인 보행여건 개선
사업’은 진행된 성가가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5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2004, p.111-115.의 내용을 보면 제
1차 보행기본계획에서 제안 된 사업 계획 중 성과가 없었지만 연속적으로 제2차 보행기본계획에서
제안되어 제2차 보행기본계획에서는 성과를 낸 “동네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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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보행 기본계획과 사후평가의 관계

5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2차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2004, p.114.에서 ‘장애인 보행여건
개선사업’이 제1차 보행기본계획에서 진행되지 못한 것을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제2차
보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장래계획으로 설정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58
김승남 and 손동필,『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한국, 건축도시공간연구
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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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보행관련 의무 규정 및 개념정의의 범위는 아직 개념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60 박일우 and 박영기(2002)는 건축을 통해 추구되는 다양한 가치들을 파악하기 위한 틀로, 강현
구, et al. (2009)는 계획 차원에서 상 하위 계획 사이의 가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틀로 가치체
계 구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61 강현구, 유정호, 김창덕, & 손보식, 『도시재생사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가치체계 관리 방
안 』. [The Method of Value System Management to support decision-making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Korea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0(4),
139-150. . 2009.

- 58 -

62

Ibid.,
도시기본계획에서 포함해야 할 내용 규정은 국토계획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64
박소현 and 남궁지희,『가로환경 개선사업의 평가구조에 대한 연구: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을 중심
으로. 』, 200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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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홍상희 and 한정완, 『현행 법제도에서의 가로공공물 디자인의 과제. 』,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
표대회 논문집 -(-): 102-103, 2006.
66
홍상희,『한,일 가로경관관련 현행법제도 비교에 의한 한국 가로공공물디자인과 가로경관디자인
의 과제 도출. 』,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5(4): 590-599. 2009.
67
김현주 and 홍상희, 『가로경관형성 구성요소로서의 가로공공물의 디자인 특성 추출과 그에 따
른 디자인유형 분류. 』,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4): 23-32. 2015.
68
“민경우, 1997: 김현석 외 3인, 2012:”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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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보행환경 기본계획 사업 분석
추진사업

목적

대상

기

① 교차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도

횡단보도를 없앴거나 횡

보행 :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도 횡단하기.

초

횡단보도

를 횡단.

단보도에서 먼 교차로

보행자 : 장애인,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

보

의 복원

행

및 확충사

환

업

경

② 보도상

보도상 주차

부

주차금지

각종시설물 정비.

비고

보행환경 :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 : 횡단보도 복원 및 확충.
및 보도상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보행 : 언급 없음.

도심 부 및 자치구 주요

보행자 : 언급 없음.

터

및 보도시

가로 우선정비. 점차 일

보행환경 : 통행이 많은 도심 부, 보도

우

설물 정비

반가로로 확대.

보행환경 개선 : 보도상 각종 시설물 정비

선

사업

적
으

③ 우리동

동네의 보행환경 개선을

자동차 과속이 빈발하는

보행 : 언급 없음.

로

네 보행환

추진

생활도로. 중 주민의 참

보행자 : 언급 없음.

개

경 개선사

여의지가 있는 곳.

보행환경 : 생활도로

선

업

대

④ 지하철

지하철 서비스 개선을 통

보행약자를 포함한 이용

보행 : 언급 없음.

중

역 에스컬

한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객의 수가 많은데도 보

보행자 : 장애인, 노약자, 일반인

교

레이터 확

행편의

보행환경 : 지하철역의 보행편의시설

통

충사업

보행환경 개선 : 언급 없음.

시설이

부족한

곳.

보행환경 개선 : 언급 없음.

이
용

⑤ 역과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탈

지하철과 버스간 환승이

보행 : 대중교통 환승하기.

과

정류소간

때의 불편함을 줄여 대중

빈번히 이루어지는 도심

보행자 : 언급 없음.

직

환승편의

교통의 이용 촉진.

부 및 자치구 주요 버스

보행환경 : 대중교통 주변의 환승이 빈번한 도심

결

시설 확충

정류소 주변을 대상

부.

된

사업

보행환경 개선: 언급 없음.

보
행
환
경
개
선
에
주
력
쾌

차 없는

자동차로부터 방해 받지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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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 자동차로 부터 방해 받지 않고 걷기.

적

거리 조성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

심 가로부( 특히, 역사

보행자 : 언급 없음.

한

사업

자 전용도로 및 보행화

문화거리) 및 자치구 주

보행환경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심가로부(특히,

구역 확대.

요가로.

역사문화거리) 및 자치구 주요가로.

보
행

보행환경 개선 : 보행자 전용도로 및 보행화 구

공

역 확대.

간

⑦ 보행자

보행자 위주의 쾌적한 도

보행자 위주인 도로 가

보행 : 보행자가 우선으로 걷기

의

중심의 녹

로구조를 갖고, 가로변에

운데 보행자 통행이 많

보행자 : 언급없음.

확

화거리 조

풍부한 녹지대가 조성된

고, 상징성이 크며, 차

보행환경 : 쾌적한 도로, 녹지대가 풍부한 도로.

대

성사업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도용량이 과대하게 설정

보행환경 개선 :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되거나
많아

도로

유휴공간

도로구조

개선이

용이한

도로를

비교적

대상으로 한다.
⑧ 교차로

자동차 위주의 교차로 및

시청앞, 서울역, 남대문

보행 : 차도 횡단하기

와 교통광

교통광장의 기하구조 개

처럼 자동차 위주로 조

보행자 : 언급없음.

장 기하구

션을 통한 보행편의 증진

성되어 보행자의 접근을

보행환경 : 횡단보도, 녹지 및 휴식공간.

조 개선사

및 가로 녹화.

막고

보행환경 개선 : 보행편의 증진 및 가로 녹화.

업

차도횡단이

매우

불편한 교통광장과 과도
하게 가각 전제된 간선
교차로를

대상으로

한

다.
장

⑨ 무장애

장애인과 노약자들도 아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

보행 : 불편 없이 접근, 이동, 활동하기.

애

시범역/건

무런 불편없이 접근, 이

과 활동이 많고, 장애인

보행자 : 장애인과 노약자

인

물의 지정

동, 활동이 가능하도록 편

편의시설이

보행환경 : 지하철역 근처.

보

및 정비

의시설이 완비된 지하철

갖춰진 곳.

행

사업

역과 건물을 ‘ 무장애 시

여

범역/건물’로 지정, 정비

건

하고 확대.

비교적

잘

보행환경 개선 : ‘무장애 시범역/건물’로 지정,
정비하고 확대.

의

⑩ 무장애

장애인과 노약자들도 아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

보행 : 불편없이 접근, 이동, 활동하기

개

시범가로/

무런 불편 없이 접근, 이

과 활동이 많고, 장애인

보행자 : 장애인과 노약자.

선

공원의 지

동, 활동이 가능하도록 편

편의 시설이 비교적 잘

보행환경 : 가로와 공원.

정 및 정

의시설이 완비된 가로와

갖추어져 있어 일부 시

보행환경 개선 : “ 무장애 시범가로/ 공원으로’

비 사업

공원 등을 “ 무장애 시범

설보완으로 장애인 편의

지정 정비하고 이를 점차 확대

가로/ 공원으로’ 지정 정

시설의

비하고 이를 점차 확대.

가로와 공원 대상.

완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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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제2차 보행환경 기본계획 사업 분석
보행
Network

추진사업

목적

비고

① 지역별 보

관광, 쇼핑, 여가 목적이 아닌 일상생

보행 :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출근, 등교, 업무

행로 연결사업

활에서 발생되는 출근, 등교, 업무 통

통행 등

행 등에서 보행을 보다 활성화 시키기

보행자 : 언급 없음.

위해서 지역생활권을 중심으로 하여 보

보행환경 : 지역 생활권

행의 연결성 및 연속성을 강화시키고자

보행환경 개선 : 보행의 연결성 및 연속성 강화

구축

하는 것.
② 도심 관광

기존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구

보행 : 여가 휴식 기능의 통행

문화 특화지역

간, 청계문화벨트, 시민광장, 4대문안

보행자 : 언급 없음

보행로 가꾸기

문화벨트 등 관광문화를 목적으로 특화

보행환경 : 관광문화 목적으로 특화된 지역

사업

된 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행환경 개선 : 다양한 체험의 기회와 재미를

대상지간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보

부여하기 위해 특화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

행 Network를 구축한다.
이는 여가 휴식 기능의 통행을 활성화
시키고, 보행자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와 재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도심지
의 관광 문화 특화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
대중교

③ Walking to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의 전환

보행 : 언급 없음.

통의 지

Station 사업

과 맞물려 버스 및 지하철을 비롯한 대

보행자 : 언급 없음.

선 수단

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접근성을

보행환경 : 대중교통시설 주변의 간선도로의 보

으로 보

향상시키기 위해 대중교통시설 주변 간

도

행위상

선도로의 보도상의 보행 장애물을 제거

보행환경 개선 : 보행 장애물 제거. 보행자의 안

강화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

전 위한 대책 마련.

련하고자 한다.
④ 편리한 대

일반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 : 대중교통 이용

중교통시설 만

의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보행자 : 일반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 등

들기 사업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 지하철 등

의 교통약자들

대중교통 관련 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보행환경 : 대중교통 대기공간 및 이동로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보행환경개선 :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

한다. 즉, 대중교통 대기공간 및 이동

함이 없도록.

로 등 대중교통관련 보행시설을 개선하
고 공급하고자 함.
보행 활

⑤ 지속적인

바람직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보행 : 언급없음.

성화

모니터링체계

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행자 : 언급없음.

구축사업

모니터링하는 것 또한 보행환경의 개선

보행환경 : 언급없음.

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관리의 측

보행환경 개선 :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면에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하는 것

를 마련하고자 함
⑥ 효율적인

보행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보행 : 언급없음.

홍보 교육체계

홍보수단을 마련하고, 보행 관련 당사

보행자 : 언급없음.

구축사업

자들간 책임과 의무 정립 및 교육을 실

보행환경 : 언급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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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이는 구체적인 홍보, 교육 방

보행환경 개선 : 보행에 대한 인식을 전환.

침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보행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사업 분석
목적

비고

추진사업

생활공

① 지구 특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간 보행

별 보행환경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그 동안 선적인

친화

선사업 확대

개념에서 추진되던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행자 : 언급없음.

을 면적인 개념으로 확대하여 보행환경

보행환경 : 언급없음.

을 개선한다. 주요 적용방안으로는 자

보행환경개선 : 자동차 통행 및

보행환경개

동차 통행 및 속도 억제, 교통약자 배

속도 억제, 교통약자 배려시설 설

선지구 관련

치, 보행장애물 및 위협요소 제거

제도 정비

어린이 보행

려시설 설치, 보행 장애물 및 위협요소

보행환경개
보행 : 언급없음.

선지구 지정
및 개선

제거 등이 있다.
-또한 그 동안 지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지만,
본 기본계획에서는 상업지구, 주거지
구, 위락지구 등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
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통학로 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를

보행 : 통학

행안전 확보

중심으로 300m 이내 지역을 어린이 보

보행자 : 어린이

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하는 차량의

보행환경

속도를 제한하였다. 하지만 어린이보호

300m 이내지역, 어린이 보호구

구역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어린이

역.

보행환경개선지구를

교통안전이 크게 향상되고 있지 못하고

보행환경 개선 : 통행하는 차량의

활용한 어린이 보호

있는 실정이다.

속도를 제한.

구역의 맞춤형개선 :

:

학교를

전용거리 지
중심으로

정, 추진

아마존 사업의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어린
이들의 교통사고 감소에 큰 영향을 주
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린이
들의 보행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
운 사업이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차분
리를 위하여 인도와 차도 경계에 펜스
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설치
된 펜스는 오히려 보행로를 좁게 만들
며, 이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보행권이
확보되지 못한다.
③ 보행시설

교차로 등 차도 횡단 시 보행자의 보행

보행 : 차도 횡단

도로 횡단시

개선을 통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목적으

보행자 : 교통약자

설의

연결성 강화

로 횡단 보도를 설치하고, 교통약자들

보행환경 : 횡단 보도

연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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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보행섬 및 교차

보행환경 개선 : 횡단보도 설치,

보도 및 보

로 내 교통섬 보도턱 낮추기 사업을 제

교통섬 보도턱 낮추기

행관련 도로

안한다.

시설의 개선

이동공

④ 대중교통시

-대중교통 이용자는 원하는 목적지까지

보행 : 도보 통행

대중교통시

간 보행

설 주변 보행

이동하기 위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

보행자 : 대중교통 이용자

설 주변 이

친화

환경 개선

는 것 이외에 보조수단으로 도보 통행

보행환경 : 대중교통 시설(정류

동상인 정비

을 하게 된다. 대중교통 수단과 보행은

장, 지하철역) 주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보행환경 개선 : 보행 장애물에

대중교통시

대중교통시설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을

대한 정비.

설 주변 보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도상 불법주

없도록 해야 한다.

차 근절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은
대부분 걸어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으로 보행을 통하여 버스 정류장으로
접근하게 된다. 하지만 보도 상의 장애
물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대기하는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보행공간은 좁아
진다. 따라서 대중교통 시설(정류장, 지
하철 역) 주변의 보행 장애물에 대한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⑤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보행동선을 다양

보행 : 언급 없음.

민간건물 내

이용자의 보행

화 하는 사업을 통하여 대중교통을 이

보행자 : 대중교통 이용자, 일반

지하철 출입

동선 다양화

용하려는 사람들의 보행환경 뿐 만 아

보행자

구 설치 확

니라 일반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

보행환경 : 언급 없음.

대

한다.

보행환경 개선 : 보행동선을 다양
중앙버스 정

화

류장-지하철
출입구 연결
사업
이용자 참여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공하는 보

보행 : 언급없음.

이용자 참여

형 대중교통

행정보는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노하우

보행자 : 언급없음.

형 대중교통

관련

가 포함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보행환경 : 언급없음.

보행정보제
공

보행정보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보행환경 개선 : 보행정보제공 시

제공시스템 구

공공기관에서 정보제공 시스템이 구축

스템 구축

축

되고 있으나 보행정보의 최신화 및 유

대중교통 보

지는 시설 이용자가 하는 것이 더욱 효

행정보제공

과적이므로 저비용으로 고효율 보행정

이용자 참여

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꾀한다.

방법 개발

대중교통 이

교통약자 통행이 많은 지역의 보도, 횡

보행 : 대중교통 접근

장애물 없는

동의 BarrierFree

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등

보행자 : 교통약자

교통환경 개

의 개선을 통해 보행 근성 및 이동편의

보행환경 : 보도, 횡단보도, 버스

선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교통

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가로변 버스

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보

보행환경 개선 : 보행 장애물을

정류장 개선

행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행 장애물을

제거하고

지하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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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제거하고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정비를

정비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다.

편의시설 확
대

문화적

보행 대표거

-서울 대표거리 조성을 통하여, 시민

보행 : 언급 없음

보행 대표거

보행친

리 조성

및 관광객들이 도시의 대표적인 랜드마

보행자 : 시민 및 관광객

리 조성

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대

보행환경 : 서울 및 지역의 보행

표거리 조성 이외에도 각 지역(자치구)

대표거리

보행 대표거

도 보행대표거리를 조성한다.

보행환경 개선 :

리 활용계획

-이는 향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1층부에 상업시설이 많아 유동인

수립

것으로 예측되는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구가 자연스레 많고, 보도가 차도

관광명소로 인식되어, 서울의 관광수요

보다 넓어 보행자들의 보행권이

창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되고 있으며, 다양한 보행자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거리, 스페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

화

바르셀로나의 람블라스 거리는 도시 이
름만 들어도 일반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대표거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서
울시도 이와 같이 인식되어질 수 있는
대표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거리들의 특징은 1층부에 상
업시설이 많아 유동인구가 자연스레 많
고, 보도가 차도보다 넓어 보행자들의
보행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다양한 보
행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다.
서울이 하나

서울시 및 개별 자치구는 보행에 대한

보행 : 언급 없음

자치구별 걷

되는 걷기 프

관심이 증가하면서 매년 다양한 걷기대

보행자 : 언급 없음

기대회간 연

로젝트 추진

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걷기대회는

보행환경 : 언급 없음

계방안 마련

각각의 자치구에서 주최하여 개별 형식

보행환경 개선 : 걷기대회 개최

으로 열리고 있지만, 자치구에서 개최

걷기대회 관

하는 것보다 이웃한 지역에서 공동으로

련 통합정보

개최한다면 보다 다양한 산책로나 행사

제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

수단

서울시 주관 하에 개별 자치구 걷기 프
로젝트를 연계하여 통합한다면 내실 있
는 걷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
다.
⑨ 보행길 관

서울시는 도심보행길, 도심순환길 등

보행 : 언급 없음.

보행길 보행

련 연계 보행

많은 도보관광코스를 개발하였는데, 이

보행자 : 언급 없음.

친화도 제고

사업 실시

러한 루트의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할

보행환경 : 도심보행길, 도심순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보행 길에

길 등 많은 도보관광코스

보행

대한 정보 취득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보행환경 개선 : 다양한 보행안내

등 정보제공

보행안내표지판 설치를 하여 보행 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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