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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가로설계·관리 매뉴얼>의 기준에 맞춰 새롭게 시
도하는 사업인 퇴계로 도로공간재편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보행 친
화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퇴계로의 기존
가로공간의 구조 및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서울시 가로설
계·관리 매뉴얼> 상 기재되어 있는 퇴계로의 가로설계 방향 및 가이드라
인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실시설계안을 분석하여 가이드라
인 상에서 추가되거나 삭제된 요소들을 도로공간재편의 관점과 보행환경
개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퇴계로 내 실제로 적용된 설계요소가 실제로
보행친화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보행 친화적 가로공간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보행 친화적 가로공
간에 대한 명확한 상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설계안이 적용되는 구간
이 있었다. 초기의 사업 목표에 있어서 보행과 활동을 촉진을 위하여 보행
공간을 확충하고 인근 지역 용도에 맞는 가로공간을 구성하여 지역 활성
화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 계획과 설계안을 살펴보면 특수 활동이
이뤄지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 간의 설계의 구체적인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본현황분석에 의존하여 설계안이 제
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구하고자 하는 가로환경에 대한 이미지상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행 인프라뿐만 아니라 보행 편의시
설을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가로공간의 상을 계획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 있어서 보행환경 개선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 기존 보도 내에서 보행과 시설물의 간섭현상은 고질적
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이었으나, 사업 진행 및 설계안 작성에 있어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단순히
보도 확폭으로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실제 적용
이후에 발견하게 되었으며, 다음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보행환경을 저해하
는 특수 시설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필수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 구간 내에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휴식공간 및 시
설물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없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휴식공간
은 설계단계에서 계획되지 않는다면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계안에서 구체적으로 해결해 줘야 하는 요소로 꼽힌다.
셋째, 가로환경은 단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가로공간 내에 배치된 시설물과 건축물 등은
단기간 내에 변경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보행환경개선사
업을 통해 단기적으로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지
속해서 가로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퇴
계로 내에서 발견된 통합적인 매뉴얼 적용을 통한 가로공간 개선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가로공간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
가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으로 논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퇴계로의 도로공간재편을 통하
여 가로환경개선을 시도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사업의 과정이 보행
친화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보행 친화적 관점에서
각 단계 내에서 필요한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퇴계로의 보행
환경개선사업의 기반이 되는 도로공간재편사업이 차량의 관점에 집중되어
진행되었음을 해석하였으며, 보행중심의 가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
차 중심의 관점을 해소하고 보행과 대중교통 등 녹색 교통의 관점으로 가
로공간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도로공간재편, 가로환경개선, 퇴계로, 가로설계매뉴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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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세기 초반까지 주요 산업의 도시 밀집으로 인한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뛰어난 이동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제공에 도시 개발의 가장 큰
가치를 두었다. 자동차의 이동권이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상위의 가치로
매겨졌기 때문에 자동차 중심의 도시는 도시구조뿐만 아니라 가로 공간,
그리고 가로와 연계된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오랜
시간에 걸쳐 경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차적 피해인 교통사고나 공해와
같은 문제로 시민들의 안전 및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많은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와 가로공간을 제안하기 위해 지속 가능
한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하고 있다. 미국 역시 자동차 중심
의 가로 공간을 보행 친화적 가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통합 가로
(Complete Streets)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책화시키고 가로공간을 개편하
고 있다. 미국의 통합 가로 정책은 도시 내의 이동성을 유지하면서, 자동
차에 치중되어있던 가로 공간을 자동차 외의 이동 수단과 보행자에게 분
배하여 보행 환경은 물론 도시의 공공공간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보행과 행태를 촉진해 도시 내의 활력과 편의를 증진해 사람 중
심의 도시 공간을 구현하고자 한다.

서울은 85% 이상의 도시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반적 매뉴얼이 아닌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을 담은 가로 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요구가 있
음을 파악하였다. 미국의 통합 가로의 개념을 토대로 서울시의 특성이 담
긴 보행 친화적 가로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2017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이 발간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이나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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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이드라인의 시사점을 제안하는 연구가 많았지만, 아직 매뉴얼의 가이
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의 평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
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수립된 <서울시 가로설계 및 관리 매뉴얼>을
기반으로 통합적인 가로공간을 설계를 시도한 퇴계로의 사례를 분석하고
자 한다. 퇴계로는 전반적인 도로공간재편을 통해 보행환경개선을 하고자
하였다. 계획 단계의 설계 요소 적용 이후 재구성된 가로공간의 분석을 통
해 보행환경개선이 초기의 목적이었던 보행 친화적 가로공간을 달성하였
는지를 파악하여 퇴계로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사업의 한계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양도성 내의 간선도로인 퇴계로의 사례를 통해 도로공
간재편을 통해 보행환경개선이 실제로 보행 친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퇴계로의 기본 현황에서부터 <서울시
가로·설계 매뉴얼>에서 작성된 설계 가이드라인과 이를 토대로 작성된 가
로 설계안, 그리고 실제 적용 이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서울시의 기존 기
성 시가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행 친화적 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실현
방향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둘째, 퇴계로의 기본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이후 보행 친화적 가로공간을 위해 개선해야 할 가이드라인에 대한 분석
을 진행한다. 셋째, 퇴계로에서 진행 중인 도로공간재편을 기반으로 한 보
행환경개선사업의 설계안과 실제 적용된 설계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사업
진행의 한계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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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의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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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연구 고찰
1.3.1.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되어 총 3가지 방향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는
가로 공간 및 경관을 계획하고 구성하는 관리 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주장
하는 연구이다. 국토교통부(2014)는 가로경관 구성요소 및 시설물들의 통
합적 디자인 및 유지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행 중심의 통합
적 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는 공공에서 수립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업 적용 시 발생하는
공간적 부조화와 규정상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한 연구이
다. 이주영(2017)은 서울시 내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표준화된 공
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도입으로 획일화된 가로경관이 조성되며 단기성
사업으로 집행되어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또한, 서울시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주민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파트너십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고재웅(2010)은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규정의 단기적이고 일반적인 도입으로 실제 도시 공간 내 특성이 고려되
지 않은 공간이 조성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가이드라인 적용 시의 공공성
과 지속성의 측면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세 번째는 가로 공간 개선을 위한 해외의 통합 가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과 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서민호·이윤석(2012)는 미국 내의 통합 가로 정
책과 추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뉴욕시의 추진 사례의 분석을 통해
통합 가로의 효과와 통합적 정책 시행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경옥-설
재훈-박병정(2011)은 해외 통합 가로 설계 기법과 지침의 분석을 통해 국
내의 설계 및 정책적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지수(2014)는 보행자의
관점으로 미국 통합 가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국내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시 적용될 수 있는 계획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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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 외 3인(2014)은 <2017 서울시 가로설계 관리 매뉴얼>의 사전연구로
진행되었으며, 해외 가로설계매뉴얼을 검토한 후 서울시 가로설계 매뉴얼
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적용 방안과 운영 방안에 대해 제안하
였다.

1.3.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선행되었던 연구들에서 해외 사례의 통합 가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2017 서
울시 가로설계·관리 매뉴얼>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다수의 연
구에서 지적한 사항인 디자인 지침과 현실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합 가로 구현을 위해 수립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추진된 도로공간재편사업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 가로의 도입을 위한 적용사례 연구로 도로공
간 재편을 통한 가로 공간 설계를 위한 매뉴얼의 구성 요소와 이를 적용
한 실제 사례의 설계 및 집행 과정의 분석을 통해 추후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표 1> 가로 공간 가이드라인 관련 선행연구 고찰

연구 방향

연구자
(연구년도)

제목

세부 내용

현행
가이드라인
- 개별적 디자인 적용 및
국토교통부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의
유지관리 개선을 위한
(2014)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개선방안
통합적 관리방향 제시
모색
가이드라인
적용 시

이주영(201
7)

디자인서울거리를 통해
바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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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의 획일적
도입으로 인한 가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고재용(201
연구
0)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고찰 -강남대로, 이태원
디자인 서울거리를
중심으로-

경관의 문제점과 참여
주체의 중요성 언급

디자인서울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가이드라인의 규정과
현실 공간 간의 미흡한
연계성 방지를 위한
개선안 제안

사람 중심의, 모두의 삶이
- 미국 통합가로 정책과
서민호,이윤 있는 가로 만들기 : 미국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석 (2012)
통합가로 (Complete
정책적 시사점 도출
Streets) 구축사례
보행자 중심의 가로공간
조성을 위한 통합 가이드
- 보행자의 관점에서 해외
라인 적용에 관한 기초연
통합가로 김지수(201
통합가로 디자인
구 -미국 통합가로
디자인
4)
가이드라인 분석 및
(Complete Streets) 디자
가이드라인
시사점 도출
인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및 정책 분석
- 통합가로 설계기법과
정경옥 외
완전가로(Complete
지침의 분석을 통한 국내
2명(2011) Streets) 구현 방안 연구
적용방안 모색
‘보행친화도시 만들기’ 가 - 해외 통합가로 디자인
이창 외
로설계·관리 매뉴얼의 기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한
3인(2014)
본방향
가로설계매뉴얼 제시

1.4. 연구의 의의 및 예상 시사점
본 연구는 자동차 중심의 가로공간이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면서 적
용된 설계 요소들이 실제 가로공간에서 보행 친화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추후 관련 사업 진행 시 보완할 수 있는 한계 및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 작성-설계안
작성-사업 집행]의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실제 설계안 적용 이후 보행 친
화적 설계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 단계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
록 제안하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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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시사점 첫 번째로는 서울시 가로공간을 통합적으로 설계 및 관
리하기 위해 수립된 <2017 서울시 가로설계 관리 매뉴얼>이 적용되어 사
업 집행될 시 성공적으로 보행 친화적인 가로공간이 구성하기 위해 보완
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지역별 기성 시가지의 개별적 특성을 지원할 수 있는 가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복합적인 용도로 쓰인 퇴계로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보행 및 활동의 요구를 설계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용도의 경우의 수에 맞는 다양한 타입의 시범 가로
사례를 계획단계부터 적용단계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사업
진행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시범사업에서의 한계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추후
보행 친화적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진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만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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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의 예비 고찰
2.1. 서울시 주도심 가로환경개선사업의 흐름
2.1.1. 기성 시가지의 보행환경 문제 인식
늘어나는 보행에 대한 요구에 따라 부분적으로 보행전용 거리, 보행 우
선 친화 구역 등이 설치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로공간 내에서 차도의 규
모를 존치하며 보도를 개선하거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등의 개선 방향
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행 인프라의 개선에 한계가 있다. 또한, 가
로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관리하는 각 부처는 개별적인 매뉴얼을 수립
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환경 혹은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이후에는 설치된 가로 시설물 간의 충돌
로 인한 보행 및 활동 저하를 일으키는 경우를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
다.1) 물리적인 보행로의 규모를 고려하지 못한 가로수 및 가로시설물, 그
리고 버스정류장 설치가 대표적인 예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인근 지역의 용도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한 활동들이 고려되지
않아 보행공간과 차량 공간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상업
용도를 지원하는 보행영역 내의 상업 활동 및 차도 영역 내의 조업 활동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특히 조업 활동은 차도 영역 내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간섭 외에도 보행영역 내의 보행로 및 녹지의 활용을 저하하는 요인
으로 작용한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한정된 영역인 보도영역 내, 그리고
보도와 차도 사이의 연석 영역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물리적인
확장 없이 수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그런데도 차도 영
역을 활용한 개선방안이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로는 서울시 내 개인 자동
차의 높은 분담률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여론의 의견에서도 비판적인 시

1) 서울특별시, 2017 서울시 가로설계·관리 매뉴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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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볼 수 있다. 시민뿐만 아니라 교통전문가들도 차도공간의 축소로 인
한 교통 혼잡이 기존보다 악화될 것을 예측하며 가로공간 재편에 대한 부
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점
에서 보행환경개선 혹은 가로환경개선사업은 보도영역과 연석 영역에 머
무는 것이 아닌 차도 영역까지 모두 포괄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
사한다.
결론적으로 기성 시가지 내 보행환경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파편적인 행정처리 및 사업집행으로 인하여 가
로공간 구성요소에 대한 통합적인 설계 및 관리가 미비하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가로공간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고려되지 않아 기존 시설
물들의 활용은 물론 보행 및 활동에 제약을 주는 상황을 꼽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전면적인 차도 영역의 공간재편이 배제된 채 기존 보도영역 내에
서 보행환경 및 가로환경 개선을 해결하고자 하는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는 전면적인 가로공간의 재편뿐만 아니라 통합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매뉴얼의 분석과 적용사례의 과정을 통해 차후 기성 시가지 내 보행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1.2. 서울시 보행 친화 도시구현을 위한 실현 방향
서울시는 2013년 ‘보행 친화 도시 서울 비전’ 발표를 기점으로 보행이
이동수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행 인프라를 제공하고, 보행 분담률
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2) 이와 더불어 서울시
는 자동차 중심적인 도시구조를 보행 친화적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차도 및 연석 영역을 모두 포괄한 가로 공간의 근본적인 구조 재편을 실
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서울시정책아카이브, 자동차도시에서 보행친화도시로의 전환, 2015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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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친환경적 도로공간 활용방안 수립용역’이 진행되었다. 보고서 내
부에는 친환경적 도로 공간을 실행하기 위한 연구 범위로 한양도성 내의
간선도로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더 나아가 우
정국로-남대문로가 시범 가로로 선정되어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까지 진행
되었으나, 시행 직전 조계사 주변 지구 단위구역 재정비 사업 시행예정으
로 인해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17년도 이후로 사업이 연기되었
다.
이후 ‘친환경적 도로공간 활용방안’에서 설정한 친환경적 도로공간 조성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간선도로를 포함한 다양한 규모의 도로들을 포함할
수 있는 매뉴얼로 발전시키기는 것을 목표로 ‘’보행 친화 도시 만들기‘ 가
로설계·관리 매뉴얼의 기본방향’의 용역이 발주되었다. 관련 연구에서는
해외도시의 가로설계 매뉴얼을 분석하여 서울시의 가로특성에 맞는 계층
분류체계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이후 ‘걷는 도시 서울’의 종합 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이 발표되었으며,
통합가로에 대한 인식 확신 및 구현을 위한 설계 기준이 필요3)하다는 진
단 아래 ‘2017 서울시 가로설계·관리 매뉴얼‘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걷는 도시, 서울‘에 의하면 ’2017 서울시 가로설계·관리 매뉴얼‘을 통합
가로 관점으로 수립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퇴계로 도로공간재편에 매뉴얼
로 활용할 것을 지정하였다.
이후 한양도성 지역을 녹색 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교통 수요관리,
도로다이어트, 대중교통 육성 등 종합 교통 체계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4) 이는 ‘친환경적 도로공간 활용방안 수립용역’에서 수립한 한양도
성 안 주요 도로 정비 기본구상이 기반이 되었으며, 이후 ‘2017 서울시
가로설계·관리 매뉴얼’에서 선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
정이다.

3) 서울시, ‘걷는 도시, 서울‘ 세부 실행계획 p.21 발췌, 2016
4) 서울시, 함께서울 서울시정 4개년계획[2017] p.7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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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7 서울시 가로설계·관리 매뉴얼>
2.2.1. <서울시 가로설계·관리 매뉴얼> 도입 배경
서울 내 가로공간에서는 각 구성요소를 담당하는 관계 부처에서 제작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기준 삼아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로공간
구성요소의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각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구성요
소들의 연계된 설계안이 제시되기보다는 개별적인 적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황이다. 한정된 가로공간 속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개별적 사업
집행으로 인해 초기 목적인 보행 및 활동 촉진이 방해되는 방향으로 가로
공간이 변화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보행을 촉진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되었으나, 사업 집행 시 지역적 특
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인 사업 집행으로 기존 가로의 특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서울시 차도의 대다수는 차량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레벨의 이동수단이 수용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다. 그러므로 지속
가능한 가로공간의 구성을 위해서 기존 자동차가 차지하던 차도의 비율과
기능을 축소해 여러 이동수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가로공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과거 사업집행의 방
향을 살펴보았을 때 가로공간개선의 초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로
공간 설계 및 관리에서 통합적 관점을 가진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
악할 수 있다.

2.2.2. 서울시 보행 친화적 가로공간을 위한 실천 방향
기성 시가지 내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는 가로 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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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공간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을 통한 가로공간 구성요소의 통합적 설계
및 관리이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보행 및 자전거와 같은
이동수단의 권리를 확대하여 서울시 내 불균형적인 이동수단 인프라 구조
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2017 서울시 가로설계·관리 매뉴얼>에서는 서울
시 내의 가로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적용 가능한 설계방법 및 요소를 제
안하고 있다.
1) 가로 유형 분류
<그림 2> 서울시 가로 유형 분류체계 및 가로 유형5)

기존엔 가로의 분류를 차량의 통행 기능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서울시
의 가로설계 매뉴얼 상에서는 가로의 공간적인 기능을 중시한 분류기준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의 물리적인 규모6)와 보도폭7) 그리고 인

5) <서울시 가로설계·관리 매뉴얼>가로유형분류체계 재구성

6)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광로, 대로, 중
로, 소로로 분류
7)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최소 유효보도폭 너비인 2m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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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토지이용8)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가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가로 유형 분류체계에 의하면 총 48가지의 가로 유형이 분류되지만,
서울시의 특성에 맞춰 23가지 유형으로 축소해 가로 유형에 맞는 특징 및
기본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2) 적용 가능한 설계방법 및 지침 검토
<2017 서울시 가로설계·관리 매뉴얼>에서는 기존 서울 내 다양한 부처들
의 설계 요소들을 하나의 통합된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가로 공간을 구
성하는 설계 요소 간의 우선순위와 위계를 설정하여 실제 공간에서의 물
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가로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뉴얼 상에서 가로 설계의 방법으로는 보도, 차도, 교차로의 세 가
지 분류로 나누어 구성요소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서울시내에서 거의 사용
되지 않았던 설계요소들에 대해서는 챕터마다의 부록을 통해 설계요소를
인지할 수 있게끔 유도하였다.
3) 설계기법 조합 검토
가로유형이 분류된 후, 가로유형에 맞는 모든 설계요소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 매뉴얼 상에
서는 각 가로의 유형별로 설계 요소의 적절성을 따져 강하게 권장, 권장,
검토필요, 권장하지 않음의 순서로 설계요소를 분류해놓았으며 이를 표로
작성한 결과를 첨부하여 사업 진행시 용이하도록 작성하였다. 위의 설계
요소들은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유동적으로 적용 여부
가 결정될 수 있다.

준으로 설정
8) 서울시의 토지이용 분류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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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가로유형별 적용 가능한 설계 방법9)

4) 가로 구성요소별 상세 설계 지침 적용
가로 설계의 구성요소에는 해당 요소를 적용하는 기본 배경과 방향 그리
고 특성이 기술되어 있어 적용 시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설계 방법
및 지침에서는 구체적인 수치 기재를 통해 설계 및 시공 시의 주안점에
관해 기술해 놓았으며 고려사항을 추가하여 설계기법 적용 시 각 부처 간
의 논의를 해보면 좋을 사항들에 관해 기술해 놓았다. 기존 매뉴얼과 위계
가 다른 적용이 필요한 설계 요소에 대해서는 꼭 매뉴얼 상 명시를 통해
실제 적용 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종합
상위의 단계를 거쳐 시범사업에 매뉴얼 적용을 하게 된다. 내용을 도식화
시킨 내용이 아래의 그림과 같다.

9) <2017 서울시 가로설계·관리 매뉴얼> p.4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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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서울시 가로설계·관리 매뉴얼> 적용 과정10)

10) <서울시 가로설계·관리 매뉴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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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보행 친화적 가로공간 구현의 목적과 기대효과
자동차에 집중된 가로 공간의 위계 속에서 각 이동수단의 권리를 동등하
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가 추구하는 보행 친화적 가로공간의 목
표이며, 이를 위해 각 이동수단의 통행권(Righ-of-way)의 확보와 다양한
이동수단을 공존(coexistence)시키는 것을 실현하고자 한다.11) 보행 친화
적 가로공간을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근본적으로 차도의 공간적 축소 및
가로공간의 재편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보행자와 자동차 외 이동수단의 흐
름을 원활하게 하여 도시 공간 내의 안전한 이동 및 활동을 기대할 수 있
다. 차도의 규모뿐만 아니라 차량의 활동을 통제하는 방향으로의 traffic
calming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통과량 및 속도 감소를 통해 가로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하고자 한다.
보행뿐만 아니라 가로공간 내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로공
간과 연계된 건물 및 지역 용도를 고려한 가로공간 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적 맥락을 고려한 적용으로 도시 공간 내의 활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도시 재생 및 재개발 촉진을 일으킬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3. 분석의 틀
2.3.1. 분석의 대상
가로는 분석의 대상은 <2017년 서울시 가로설계·관리 매뉴얼>의 매뉴얼
지침을 따르며, 도로공간재편을 기반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특성상 연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11) 서민호-이윤석, 사람 중심의, 모두의 삶이 있는 가로 만들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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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 시범사업 구간의 집행 의의가 미미해진다는 점에서, 추후 인근
지역에 사업 진행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하고자 하였
다.
<2017 서울시 가로설계·관리 매뉴얼>이 출판되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퇴계로와 만리재로이다. 두 가로는 매뉴얼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며 도로공간재편 및 보행개선사업의 진행에 있어 보행을 최우
선으로 하는 가로공간을 만들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 퇴계로의 경우는 한
양도성 내부에 있어 남대문시장-명동을 이어주며 상업지역, 문화 관광시
설, 복합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복합적으로 이뤄
져 있는 가로공간이다. 만리재로는 한양도성 외부에 위치하여 서울역-공덕
을 이어주며 주거시설과 근린생활 중심의 가로공간이다. 시범사업 내 가로
공간 설계분석을 통해 발견되는 장점 및 한계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용도가 복합되어있는 퇴계로가 적절한 대상지로 판
단된다.
대상지 선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는 다음 사업 대상지와의 연관성에 대
한 것이다. 퇴계로와 만리재로의 사업이 추진되기 전 도로공간재편 논의가
나왔던 대상지로 우정국로-남대문로와 삼일대로 그리고 세종대로가 있었
으며, 우정국로와 세종대로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추후 사업과의 관계성의 측면에서 퇴계
로가 만리재로보다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2017년에 서울시에서는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양도성 내부에 보행, 대중교통을 포함한
녹색 교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퇴계로가 더 적합한 사례 대상지
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도로공간재편을 기반으로 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이자 다양한 용
도의 결합으로 가로공간의 타입을 세분화할 수 있으며, 추후 대상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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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높은 퇴계로가 이번 연구의 대상지로 적합하다.

2.3.2. 분석의 틀
가로는 다양한 공공공간과 사적 공간을 연계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도심
내의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공간이다.12) 최근 서울시는 ‘보행 친
화 도시’, ‘걷는 도시, 서울’ 등을 통해 보행,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가로공간의 구조를 새롭게 재조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가로공간 내에서의 필수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이동
및 활동을 고려하기 위해 차도, 보도, 시설물, 연석 영역 내의 기본적인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로 공간 구
조의 관점과 이용 행태적 관점을 바탕으로 가로공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1) 가로 공간 구조의 관점
가로공간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크게 공공 소유인 보도와 차도
가 있고, 민간 소유인 개인 필지로 이뤄져 있다. 개인 필지 내에서는 건물
이 들어서 있는 공간과 전면공간으로 이뤄져 있는데 전면공간의 경우는
인근 지역 및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형태 및 구성이 달라지지만, 공공공간
과 접하고 건물로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건축물 전면 공간은 외부에 노출
되어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가로공간
내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13) 그러나 전면공간의 확장으로 인한
보행 공간의 침해가 지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1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2014
1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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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유의 가로공간 중 보도는 보행공간, 시설물 공간으로 구분될 수 있
으며 차도와 연결된 있는 연석 공간까지 보도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 보
도 내에 시설물 공간을 따로 지정해 놓음으로써 보도 내의 이동 동선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배치하고 동시에 시설물과 연관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연석의 경우 차도와 보도 사이에 위치하
여 두 영역을 분리 또는 연결해주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차량의 주정
차 및 조업 활동과 같은 부수적 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공간이다.
2) 가로 공간 내 이용 행태의 관점
보행자의 이동은 보도 내의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분되
지만, 그 외 상업 활동, 커뮤니티 활동과 같은 부차적 활동들은 지역적 특
성과 결부되어 선택적으로 이뤄진다. 보도 내에서 이동과 활동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각 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간이 계획되어야 한다
는 점에서 이동영역과 활동영역이 심리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고 인
지될 수 있도록 가로 시설물들의 효과적인 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반
면, 이동 및 활동 영역 간의 분리가 물리적으로 인지될 만큼 간극이 넓어
지게 된다면 가로 활성화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공간으로 변질될 가능
성이 높다. 보도 내의 이동과 활동은 언제든지 선택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
록 긴밀하게 한 공간 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각 행위가 최대
한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두 가지의 관점을 종합해보았을 때 가로공간 구조상 활동의 영역이라고
구분될 수 있는 곳으로 개인 필지 내 전면공간과 보도영역 내 시설물 공
간, 그리고 차도와 보도 사이의 연석 공간을 꼽을 수 있다. 활동의 영역과
보행의 영역이 지나치게 간섭되게 된다면 각 행위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로공간 내의 활동을 유발하는 요인의 구성 및 배치가 지
역의 특성과 결부되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는 구성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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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로공간구조 및 활동발생영역

<표 2> 분석의 틀
민

물리적 요소
건물전면공

설명
건물과 보행자가 만나는 공

행위요소
전면공간용도와

간

간

간

활동

보 보행공간
도
시설물공간
공

보행자의 이동을 보장하는
공간

도

통과/목적/여가 보행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

시설물의 구성용도와 결

물 설치 및 차도와 보도 공

합된 활동

간의 완충지대 역할

인근시설물 연계 및 차량

공
차

결합된

연석공간

차도와 보도의 연결 공간

차도공간

차량 통행이 이뤄지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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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등 보도와 차도의
연계 활동
통과/목적

통행과

인근

용도에 따른 임시 주정차

제 3 장 퇴계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3.1. 퇴계로 내 기본현황
3.1.1. 퇴계로 개요
퇴계로는 한양도성 지역으로 진출입하는 주간선도로이자 도심순환도로이
다. 퇴계로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는 내·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남대문
시장과 명동 관광특구가 있고, 퇴계로를 통하여 동대문, 남산 등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동성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요구되는 가로공간이다.
특히 업무, 상업, 문화 및 관광과 연계되어있는 복합적인 용도를 고려하였
을 때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생업 및 여가활동을 하는
내국인까지 같은 영역 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진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다
양한 이동수단을 통한 접근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건축물
은 2층 높이의 저층건축물에서부터 17층 높이의 고층건축물까지 다양한
추세를 보인다. 1층부 용도는 상당수 상업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전반적
인 상업 가로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다.

3.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퇴계로의 사업 범위를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예
정이다. A 구간은 서울로의 진입부와 연결되어있고 남대문시장과 연계되
어있는 가판대 영역이 활성화되어있는 구간이며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있
는 구간이다. B 구간은 회현역의 지하철 출입구가 밀집하여있고 상대적으
로 남대문시장 상권이 감소하며 신세계백화점 및 대형 업무시설과 연계되
는 구간이다. C 구간은 동서 방향으로는 남대문시장과 명동을 이어주며
남북으로는 남산과 시청 및 을지로 상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차량통
행량이 높은 구간으로 사거리에 위치한 건물들의 공개공지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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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뤄져 있는 구간이다. D 구간은 호텔 및 근린생활상권 그리고 업무공
간이 혼재되어있는 구간이며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활발한 구간이다. E 구간은 퇴계로 2가 사거리 인근 자동차 중심의 도로
구조로 인해 보행의 연결성이 떨어지는 구간으로, 업무 및 호텔시설들이
집중된 구간이다.
<그림 6> 연구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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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들을 표로 요약한 결과이다.
<표 3> 퇴계로 사업구간의 기본현황 요약
A구간

B구간

C구간

D구간

E구간

도로규모

23m

23 - 40m

40 - 27m

27 - 22m

22 - 28m

보행로
규모

4.0 - 6.9m

4.6 7.0m

-

2.3 6.3m

5.0 5.5m

상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복합지역

복합지역

상업지역

복합지역

복합지역

복합지역

복합지역

지역용도

3.1.3. 퇴계로 가로 현황의 문제점
기본적으로 퇴계로는 평균 보행량이 다른 지역에 비교해 높게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보행로의 설치로 인해 보도 내의 이동은 물
론 횡단보도 이용 시 혹은 대중교통 탑승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행위마저
침해받고 있는 현황이다. 퇴계로 가로 현황의 문제점을 4가지의 요소로
분리하였다. 첫 번째는 부적절한 시설물의 형태 및 배치로 인한 보도 유효
폭 협소이고, 두 번째는 가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및 보행 이
동의 침해, 세 번째는 대중교통과 가로공간의 연계 부족, 그리고 네 번째
는 이동 수단 간 간섭의 가능성이다.
1) 부적절한 시설물 형태 및 배치로 인한 보도 유효 폭 협소
협소한 보행로의 물리적 규모를 고려하지 못하고 관행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보도 유효 폭이 감소하여 보행 동선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는 유니버셜디자인의 관점에서 교통
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연석의 높이나 횡단보도의 대기 공간 부족 등을 유
발하여 보행 친화적이지 않은 요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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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하철 시설물로 인한 유효보도폭 축소 사례

지하철환풍구의 부적절한 위치

지하철출입구 입지로 보행로 축소

<표 5> 퇴계로 내 상업 가판대 및 전면공간 활용 타입 규격
가판대 타입 1

가판대 타입 2

전면공간 활용 타입

2650*1500

1600*1000

최대 1m 확장

가판대
규격

확장영역

한양 도성 내 중심상업지로써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되는 가판대 설치 및
전면공간의 활용으로 보도 내의 활성화를 유발하지만, 동시에 보행에 방해
가 되는 요소로 지적된다. 가판대의 경우는 서울시의 규격이 미리 정해져
있으며, 불규칙적으로 가로공간 내에 배치되어 있어 보행의 연속성을 저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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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및 보행의 침해
<표 6> 노변 불법 주정차 사례

노변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

노변 불법 주정차

남대문 시장과 같은 도매 및 소매업종이 밀집한 구간의 경우 조업 차량
의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명동 인근 지역의 경우 외국인 관광
객 밀집 지역으로 관광 차량의 진입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 및
보행자의 안전이 침해받고 있다. 남대문시장의 경우는 이륜차의 보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공간까지 침범하고 있는 현황을 볼 수 있다.
3) 대중교통 지원시설과 가로공간의 공간적 연계 부족
가로 공간 내에 필수적으로 위치하는 대중교통 지원시설물 및 차도 내의
대중교통의 진입 및 이동에 대한 연계성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첫 번째
로 보행자도로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진출입구간의 물리적인
충돌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자의 대기 공간 부족으로 인해 보행로 내 공
간적 상충이 발생시키는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 지하철 출입구의 경우 물
리적인 규모로 인해 보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퇴계로 인근의 버스정
류장의 경우 대기 장소와 비교하면 이용객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안전
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버스정류장의 경우는 몇몇 구간에서 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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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및 다른 가로 시설물로 인해 대기할 수 있는 영역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표 7> 대중교통 지원시설 인근 여유 공간 부족

지하철역 인근 여유 공간 부족

버스정류장 인근 대기 공간 부족

두 번째로는 퇴계로의 자동차도로 내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이동수단으로
인해 많은 간섭이 일어난다. 특히 대중교통의 정류장 접근 시 주변 운행
및 정차 차량과의 간섭으로 인해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대중교통은 보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중
요한 이동수단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접근성을 더 편리하게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퇴계로의 특성상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가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진입 방해 및 높은 통행
량 등과 같은 방해 요인으로 인해 대중교통이 오차 시간 내에 대중교통
시설물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4) 이동수단 간 간섭 가능성
도로 교차로 혹은 이면 가로 접속 부로의 차량 진입 및 회전 시, 회전반
경으로 인해 보행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가능성이 커져 보행자 안전에 위협요인이 된다. 특히 퇴계로 인근에는 높
은 보행량으로 인해 차도와 보도의 연결부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간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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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이다. 특히 보행섬과 보도 간의 간격이 넓어 차량
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표 8> 차량 회전 시 차도 횡단 중인 보행자 간의 간섭 가능성 사례

보행섬 접근 시 차량과의 간섭

이면도로 출입 시 차량과의 간섭

3.1.4. 사업선정의 배경
퇴계로와 만리재로, 청파로를 연결하던 서울고가도로의 폐쇄로 인해 퇴계
로 내 기존 교통운영체제의 존립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교통
의 흐름을 재조정할 수 있는 도로공간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서울고가도로를 서울로7017 고가공원으로 재생시키려는 계획에 따라 인근
서울로7017과 연계되어있는 가로공간에 대해서 보행 친화 도시에 걸맞은
연계사업이 계획되며 퇴계로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제안되었다. 이는 도심
내 간선도로를 보행·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하여 녹색 교통 공간을 2배로
확충하고자 하는 녹색교통진흥지역14)의 목표와도 연계되어 도시 가로공간
이 보행자·대중교통의 관점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17년 4월 서울고가도로를 ‘서울로 7017’로 재생하여 보행자전용길로

14) 서울특별시 교통, 서울 한양도성, 전국 최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2017

- 27 -

지정하였으며, 만리동, 회현동을 포함한 ‘서울로 7017’ 인근 1.7㎢ 공간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서 지정하여 ‘서울로 7017 보행 특구’를 운영하고자
하였다.15) 그중 퇴계로는 서울고가도로의 폐쇄 및 서울로 7017 개장과 가
장 밀접하게 연관된 가로공간이었고, ‘서울로 7017 보행 특구’사업과 연계
한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심 내 도로공간재편 사업으
로는 처음으로 착수하게 되었다.16)
퇴계로의 도로공간 재편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사대문 안에 위치한 주
요 간선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퇴계
로를 중심으로 가로공간과 연계된 토지이용 상 업무, 상업 및 주거근린 생
활의 용도들이 혼재되어 있어 인근 용도와 결부된 특정 영역에 맞는 공간
재편의 필요성이 관측되었다. 특히 사업 구간 내에서 명동과 남대문시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블록마다 상업의 특수성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
진다는 점에서 각 구간마다 특수성이 고려된 가로공간 설계가 필요하다.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과의 연계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파악할 수 있다. 기준 통행량을 살펴보았을 때 자동차
의 이동성을 유지한 채 보행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일
부 특정 영역에 한해서는 조업공간 및 관광버스의 승하차를 유도할 수 있
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5) 서울특별시 교통, 서울시, 랜드마크적 보행특구 2곳 지정·운영한다, 2017
16) 서울특별시 교통, ‘퇴계로(서울로~회현역7번 출입구) 보행환경개선 공사 첫
삽 뜬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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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퇴계로 현황 분석과 설계 매뉴얼 분석
퇴계로의 도로공간재편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지는 사업 구간을 총
5개의 구간으로 분류하여 A, B, C, D, E구간으로 나누었으며 차도의 중앙
선을 기준으로 상부를 구간-1, 하부를 구간-2로 명기하도록 한다. 즉 A구
간의

차도 중앙선 상부의 보도구간은 A-1구간이며 하부 보도구간은 A-2

구간으로 지정한다.

3.2.1. A구간 (회현역 5번 출구 ~ 7번 출구 직전)
1) 기본 현황
퇴계로 A구간의 경우 남대문 시장뿐만 아니라 서울로 7017의 시작 부
분과 연계되어 있어 평일과 주말 보행이 하루평균 14,000명이 넘는 가로
공간이다. 서울시 가로 유형 분류에 따라 도로의 형태는 대로이며, 인근
용도는 상업지구로 보도 폭은 2m 이상인 가로공간으로 분류된다. 보도의
경우는 남대문시장과 연결된 A-1구간,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과 연결된
A-2구간으로 구분된다.
Ÿ 가로공간구조 이용 현황
A-1구간은 남대문시장과 연계되어있는 평균 5m 폭의 보도이며 상업 가
판대가 보도 시설물영역 내에 설치되어 있고, 건물의 전면공간이 상업 용
도로 활용되고 있다. 버스정류장이 1개소 설치되어 있어 보도 내에 다양
한 용도의 시설물들이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2구간은 평균 4.4m 폭의 보도로 구성되었고 근린생활상권을 기반으로
특수하게 관광호텔이 자리잡았다. 건물 전면공간을 활용하는 상업영역과

- 29 -

보도 내 시설물 영역 내 상업 가판대의 규모는 1~2개소로 현저히 적은 편
이다. 호텔 앞 쪽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1개소 설치되어있으며, 지하철 출
입구 1개소가 설치되어 대중교통과 관련된 시설물들이 주로 보도 내에 배
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퇴계로 A구간 도로재편 및 보행개선 사업 전 현황17)

Ÿ이용 행태의 관점
A-1구간 내에 활동을 유발하는 요소는 건물의 전면공간과 보도 내 가판
대, 그리고 버스정류장, 골목의 진출입구간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건
물의 전면공간과 보도 내 가판대는 보도의 일정 영역을 차지하는 요소이
지만, 특히 판매 가판대의 경우는 시설물의 규격이 정해져 있고 시설물로
인한 확장된 상업영역으로 인해 보도 내 보행공간을 축소하고 있다. 특히
상업 용도로 활용되는 가판대나 전면공간의 경우 시설물의 규모를 포함하

17)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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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동반경까지 고려한다면 보도의 규모에
비교해 과도한 활동량이 요구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9> 보도 내 시설물의 확장으로 보행공간을 축소하는 사례

상업공간 확장으로 유효보도 폭 축소

대중교통 대기공간으로 보행공간
축소18)

두 번째는 버스정류장의 규모이다. 버스정류장의 경우 약 12개의 버스가
정차하지만 대기 공간은 부족한 현황이다. 특히 버스가 정차하는 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정차구역에 정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으며, 판매
가판대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버스 대기 혹은 정차 시 무리하게
차도 영역 내로 이동해야 하는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남대문 시장은 지역 용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로변 조업 활동이 빈번하
게 이뤄지는데, 남대문 시장 내부 진출입 구간에 불법 주정차 및 이륜차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보행의
연속성과 안전성의 측면에서 방해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조업 차량
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출입구간이 활동영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8) 다음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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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퇴계로 A-1구간 노변 내 임시 주정차 사례

조업공간을 위한 임시 주정차19)

불법 주정차 및 휴식공간 활용20)

<표 11> 퇴계로 A-2구간 공간 활용 사례

전면공간을 휴식공간으로 활용21)

택시 상습 주정차구역

A-2구간은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적은 편으로, 이는 구간 내의 용도가 근
린생활시설이 대부분으로 상권의 성격이 음식점과 같은 시설들이 배치되
어 있다. 인근 지역 특성상 전면공간을 활용한 상업시설들이 거의 없으며,
버스정류장 인근에 임시 판매시설이 1개소 정기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한 시설로는 호텔이 있으며 이로 인해 관광버스들이 호텔 앞 버

19) 다음 로드뷰
20) 다음 로드뷰
21) 다음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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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정류장 인근에서 임시 주정차를 하게 된다. 호텔 전면공간에 화단이 배
치되어 있는데 시민들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볼 수 있었다.
2) 매뉴얼 적용의 기본방향
서울시의 가로 유형 분류방식에 따라 퇴계로 A구간은 [대로-상업-보도폭
2m 이상]의 유형에 해당한다. 매뉴얼 상 제공하고 있는 기본 방향에서는
조업공간과 노변 주차 및 이륜차주차를 제공하여 산업특화기능을 지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도심 중심부에 상당한 교통량을 담당하고 있는 퇴
계로의 현황과 더불어 상업공간 및 교통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륜차의 노상 주차를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게 조업공간을 조성
하도록 수정되었고, 자전거 전용차로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매뉴
얼에서 지정한 [대로-상업-보도폭 2m 이상]의 가로공간에 대한 설계기법
중 퇴계로 A구간에 적용된 설계 기법으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2> 퇴계로 A구간의 매뉴얼 상 권장 설계 기법

대로-상업-보도폭 2m 이상
보도
차로
교차로
식재를 이용한 우수관리
체계
강하게 가로수 및 조경시설
버스곶
권장 시설물 통합 및 지중화
버스정류장 대기공간 및
쉼터
가로변 버스전용차
교차로 입구설계
권장
선
자전거 전용차로 횡단보도 설계기준
도로 / 차선다이어
검토필요
트
조업공간 조성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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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퇴계로 A구간 도로재편 및 보행개선 가이드 작성사항22)

설계기법 적용을 통해 ①버스 곶, 버스정류장 대기 공간 및 쉼터를 제공
하는 것, ②횡단보도 설계기준, ③조업공간 및 보도 확장, ④지하철 출입
구 기준 시설물 통합 및 지중화를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2)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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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B구간 (회현역 7번 출구 ~ 신세계백화점)
1) 기본 현황
퇴계로 B구간의 경우 남대문시장과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과
주상복합 시설이 복합되어있는 영역이다. 도로의 형태는 광로로 6차선에서
12차선 확장되어가는 도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 용도는 상업 및
업무, 그리고 주거근린생활의 용도가 혼재되어있으나, 기본적으로 상권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기에 상업지구로 구분 짓도록 한다. 보도폭은 2m 이상
으로 종합하면 [광로-상업지구-보도폭 2m 이상]의 가로 유형을 가지고 있
다. 보도의 경우 남대문시장, 신세계백화점으로 대표되는 상업영역과 연계
되어있는 B-1구간,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과 주상복합빌딩 등 상업을 기반
으로 한 복합지구와 연결된 B-2구간으로 이뤄져있다.
Ÿ 가로공간구조 이용 현황
B-1구간은 기본 5m 이상의 보도를 가지고 있으며, 남대문시장에서 신세
계백화점으로 연결되는 상업지역을 연결하는 가로공간이다. 상업 가판대가
부분적으로 시설물 영역 내에 배치되어 있다. 지하철 출입구가 2개소 설
치되어 있고, 지하철 출입구 인근에 건물공사로 인해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신세계백화점으로 진입 직전에 보행섬이 있다. 신세계백화점 측면
보도에는 백화점 지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는 화단 및 식재가
설치되어 있어 자투리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B-2구간은 4.7m에서 8.3m 사이의 보도 폭을 가진 구간으로, 근린생활시
설에서 대형 복합시설로 연결되는 가로공간이다. 역시 지하철 출입구가 2
개소가 있으며 B-2구간 내 근린생활시설 영역에서는 한전 지상시설과 지
하철환풍구가 돌출형태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반대로 주상복합영역 내에서
는 시설물 영역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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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퇴계로 B구간 도로재편 및 보행개선 사업 전 현황23)

Ÿ이용 행태의 관점
B-1구간 내 활동이 주로 관측되는 장소는 지하철 출입구, 골목 진출입
구간,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측면의 휴식 공간을 꼽을 수 있다. A-1구간
보다 남대문 시장으로 인한 활성화가 떨어지는 구간으로 상업 가판대가
부분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보행 이동량이 많은 지하철 출입구의 인근을
중심으로 임시 가판대들이 설치된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지하철 출입
구 인근에 공사 가림막으로 생긴 사이 공간이 상인들의 적재물을 쌓아두
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23)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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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퇴계로 B-1구간의 공공영역의 사유화 사례

지하철 인근 공간을 사유화

차도의 사유화로 인한 보행단절24)

두 번째로는 신세계 백화점과 남대문 시장 사이 골목의 진출입 구간인데
이는 교통의 흐름을 토대로 살펴볼 수 있다. 이 구간은 보행섬을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진입 도로에 있어서 보행섬과 보도의 간격이 넓어 보행
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으며, 횡단보도의 위
치가 회전 굴곡 구간에 있어 차량이 회전 진입 시 보행자의 위치를 확인
하기 어려워 보행자의 안전 위협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말에는
주차장 진입을 위해 차도를 따라 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방
문으로 관광버스의 임시 주정차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신세계
백화점 측면의 휴식공간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곳은 식재와 사람들이 앉
을 수 있는 화단 형식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이 공간은 주로 흡연공
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24) 다음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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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퇴계로 B-2구간의 가로공간 유형 사례

전면공간이 사유화된 가로공간

보행공간 확보된 가로공간

B-2구간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과 주상복합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
린생활시설 영역에서는 전면공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지하철을
지원하는 시설물 간의 사이 공간에 적재물 및 이륜차가 주차된 현황을 살
펴볼 수 있다. 주상복합시설 내에서도 1층 상업공간에 전면공간을 활용하
여 용도를 확장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나, 건축물한계선 외부에는 보행공간
이 4.5m 정도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각 블록의 보도 외곽선이 연결이 자
연스럽지 않게 배치되어 있어 블록 간을 이동할 시 보행의 연결이 매끄럽
지 못하다.
<표 15> 퇴계로 B-2구간의 가로공간 유형 사례

보행연결구간과 시설물 간의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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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상습 주정차구역25)

B-2구간에서 블록 간 횡단보도로 연결된 보도에 시설물이 바로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
출입구로 진입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보행의 연결성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황을 볼 수 있다. 주상복합시설 인근 차도 내에서는 택시 및 개인
차량의 임시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구간이다.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서울시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해당 버스가 접근해
야 하나 나 회전차선 인근에서 차량이 주정차한다는 점과 인근 식재로 인
해 교통약자 당사자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 관측되었다.
2) 매뉴얼 상 기본사항
서울시의 가로 유형 분류방식에 따르면 퇴계로 B구간은 [광로-상업-보도
폭 2m 이상]의 유형에 해당한다. 기본 방향에서는 적정 유효보도폭 확보
를 위한 차로 수 축소 및 도로 다이어트를 검토하고, 보행과 주변 상가의
상업 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지중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민 연석을 통해 버스 곶 설치와 주정차공간을 조성을 부분적
으로 허용하여 상업공간을 지원한다. 일부 보행섬의 구간에 있어서는 교차
로 정비의 기본사항으로는 인근 교통섬 및 교차로의 형태변경 또는 보행
공간확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매뉴얼에서 지정한 [광로-상업-보도폭 2m 이상]의 가로공간에 대한 설계
기법 중 퇴계로 B구간에 적용된 설계 기법으로는 아래의 표와 같다.

25) 다음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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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퇴계로 B구간의 매뉴얼 상 권장 설계 기법

권장사항

광로-상업-보도폭2m이상
보도
차로

공개공지
강하게권 지하철 출입구
가로수 및 조경시설
장
띠 녹지 설치
시설물 통합 및 지중화
권장

-

검토필요

-

-

교차로
-

가로변버스전용차선 교통섬 제거
내민 연석
자전거 전용차로
횡단보도설계기준
도로/차선다이어트
조업공간 조성
중앙 버스 전용차선
자전거 전용도로

<그림 10> 퇴계로 B구간 도로재편 및 보행개선 가이드 작성사항26)

26)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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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법 적용을 통해 ①보도확장 및 연석 설치 ②교통섬 확장과 ③지하
철 출입구 기준 및 ④시설물 통합 및 지중화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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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퇴계로 C구간 (회현사거리 인근)
1) 기본 현황
퇴계로 C구간은 광로인 소공로와 퇴계로가 만나고, 중심상업지, 업무 용
도와 문화 용도가 복합적으로 배치된 사거리이다. 신세계 백화점과 명동
시작부를 C-1, 업무지역과 문화관광으로 연계된 C-2구간으로 구분한다.
사거리 내 배치된 건물들은 C-1구간의 명동 영역을 제외한 3면이 대형
필지로 이뤄져 있어 상대적으로 보도의 폭과 전면공개공지가 잘 이뤄진
현황을 볼 수 있다.
Ÿ 가로공간구조 이용 현황
보도의 경우 C-1의 신세계백화점 영역에서 냉각기 및 환기구가 시설물 영
역 내에 배치되어 있다. C-1구간 내에서 회현동-명동 차도 내에는 3개의
보행섬이 있는데 그중 2개는 신세계백화점 인근의 차량흐름 통제를 위해
설치되어 있다. 명동 영역 보도 폭이 6.4 ~ 7.7m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현
지하도 출입구가 시설물 영역 내에 1개소 설치되어 있다.
C-2 업무지역 내 공공공지와 시설물 영역 내에 화단 및 식재가 설치되어
있으며 회현지하도 출입구가 2개소 설치되어 있다. 문화관광 및 업무지역
내에도 회현 지하도 출입구가 2개소 설치되어 있고, 시설물 영역과 공공
공지에 조경시설 및 화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2의 블록
간의 횡단보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보행섬이 1개소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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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퇴계로 C구간 도로재편 및 보행개선 사업 전 현황27)

Ÿ 이용 행태의 관점
C-1의 신세계 백화점 측면 부분의 보도 폭이 9m로 구성되어 있으나 돌
출형 냉각기의 배치로 인해 4.3m로 급격히 폭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냉각기가 신세계백화점 정문과 회현동을 연결하는 구간에 배치되어
있어 신세계백화점 측면에 위치한 휴식공간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이용자
들의 의견이 있었다. 명동 영역에서는 평균 7m의 보도폭을 가지지만 지하
철 출입구가 1개소 배치되어 있어 유효보도폭이 약 2m 내외로 사용되고
있어 이동 시에 안전의 위험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좁은 공간으로 인해 전

27)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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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공간의 활용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았다.
<표 17> 퇴계로 C-1구간의 시설물로 인한 유효보도폭 축소 사례

보행연결구간과 시설물 간의 간섭

지하철 출입구로 인한 보행간섭

<표 18> 유동인구에 비해 협소한 보행 공간 사례

보행연결구간과 시설물 간의 간섭

보행섬 규모가 유동인구에 비해 작음

C-2의 업무지역의 경우 다양한 식재와 화단을 통해 전면공간을 구성하였
으나 실제로 보행의 연결성의 측면에서 활용되는 보도영역이 시설물 영역
의 가로 식재와 회현 지하도 출입구 측면에 설치된 식재 시설물로 인해
유효 보도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2 영역 간의 이
동이 지상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현 지하도 출입구를 통해 유동인구가
이동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C-2의 문화관광 및 업무지역의 경우
도 식재를 활용한 전면공간을 구성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적어
보도가 이중으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보행쾌적성의 측면에서는 높은 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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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였다.
C구간은 광로가 만나는 사거리이므로 넓은 도로의 폭으로 인하여 보행섬
이 3면에 배치되어 있으나, 명동과 남대문시장의 유동인구가 각각 24,119
명/일, 14,085명/일을 수용하는 만큼 보행섬의 규모가 유동인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행섬-보도 간의 간격이 넓고 사거리를 건너
기 위해 보행섬과 보도 간 이동의 빈도수가 잦다는 점에서 빈번하게 차량
과 보행의 간섭이 이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보행섬-보도로 이
동하는 보행자로 인해 사거리를 회전하는 차량의 멈춤이 지속되며 이후
차량 통행의 병목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어 이후 차량 흐름에 문제를 일으
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 매뉴얼 상 기본 방향
매뉴얼 상 교차로 정비의 기본사항으로는 인근 교통섬 및 교차로의 형태
변경 또는 보도 확폭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적용된 설계 기법은
아래와 같다.
<표 19> 퇴계로 C구간의 매뉴얼 상 권장 설계 기법

광로-복합-보도 2m 이상 교차로
권장사항
보도
차로
교차로
공개공지 활용
강하게 가로수 및 조경시설
띠녹지 설치
권장
시설물 통합 및 지중화
교통섬 제거
권장
내민 연석
도로 / 차선다이어트
검토필요
중앙 버스 전용차선
자전거 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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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퇴계로 C구간 도로재편 및 보행개선 가이드 작성사항28)

설계기법 적용을 통해 ①교통섬 확장과 시설물 통합 및 지중화, ②공개공
지 활용, ③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28)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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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퇴계로 D구간 (회현사거리 초입 ~ 명동역 3,7번 출구)
1) 기본현황
퇴계로 D구간은 업무지구 및 명동관광특구와 연계되어 있으며, 퇴계로와
인접한 명동의 유동인구는 평균 24,119명/일을 기록하며 보행에 대한 요
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 유형 분류에 따르면 도로의 형태는 대로
이며, 인근 용도는 업무지구를 기반으로 한 복합지역으로 매뉴얼 상 업무
지구로 분류하였다. 보도 폭은 2m 이상인 가로공간으로 분류된다. 보도의
경우 명동관광특구와 연결된 D-1구간, 업무지구와 연결되어 있는 D-2구
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
Ÿ 가로공간구조 이용 현황
D-1구간의 경우 보도 폭이 3.7m-6.5m 사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물
영역 내에 버스정류장 1개소와 지하철 출입구가 3개소 설치되어 있다. 안
전을 위한 보호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가로등 및 표지판이 보호 펜스와
같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동 상권 지역 중 호텔 전면공간
에는 가로수 식재가 보도 보행공간 내에 일렬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물 영
역 내에 버스정류장 1개소가 위치하여 있다.
D-2구간의 보도 폭은 3.3m-11.8m 사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버스정류장
인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도에 보호 펜스가 배치되어 있다. 지역의 용도
는 1층 상업 용도로 구성된 업무공간이 대다수이고, 상업의 용도도 전면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용도들이 들어가 있어, 보도 내 보행공간이 보장되
어 있다. 시설물 영역 내에 화단 및 식재, 지하철 출입구와 버스정류장 그
리고 상업 가판대 등이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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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퇴계로 D구간 도로재편 및 보행개선 사업 전 현황29)

Ÿ이용 행태의 관점
<표 20> 퇴계로 D-1구간 가로공간 사례

보행량에 비해 협소한 보행공간

대중교통 진입이 어려운 차도공간

29)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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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구간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보도 폭으로 유동
인구를 수용할 수 없어 유동인구대비 가로 활성화가 떨어지는 가로공간이
다. 명동 상권 지역 내 호텔 인근에는 버스를 대기하는 행태가 각각 시설
물 영역과 건물 전면공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행 공간이 확보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명동 입구 지점에 택시 상습 주정차가 이뤄지는
데, 이는 버스전용차선을 방해하여 대중교통이 버스정류장의 진입 시 어려
움이 있어 2차선에 버스가 정차하여 승하차 활동이 차도 내에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D-1구간에서 D-2구간 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이동을 위해서는 지하도 및 사거리 내 횡단보도를 이
용해야 한다는 점을 관측하였다.
<표 21> 퇴계로 D-2구간 가로공간 사례

보행 공간과 시설물 간의 간섭

협소한 대중교통 승하차 지점

D-2구간 초입 부분에는 공개공지를 활용한 11.8m의 보행로가 이뤄져 있
으나, 이후 3.3m 폭의 보도공간 내에 2.1m 폭의 지하철환기구가 시설물
영역에 배치되어있어 보행자가 건물의 전면공간으로 보행을 시도하는 행
태를 발견하였다. 버스정류장 인근 보행 펜스 및 시설물 영역 내 배치된
가판대와 지하철 출입구 등의 배치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일
정 영역 내에서만 버스 승하차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로
인해 무리하게 차도 영역에서 버스에 타고자 하는 모습들이 관측되었다.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대기 공간과 남산으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 동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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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리는 지점에서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2) 매뉴얼 상 기본 방향
서울시의 가로 유형 분류방식에 따르면 퇴계로 D구간은 [대로-업무-보도
폭 2m 이상]의 유형에 해당한다. 해당 가로 유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전
면공지를 보행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넓은 보행공간을 활용
하여 띠 녹지 및 친환경 배수시설 설치를 검토하는 것을 방향으로 한다.
하지만 보도확장이 되더라도 명동 내의 높은 유동인구로 인해 해당 사항
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중심상업 및 관광지구가
인접하여있어 대중교통과 보행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 접근
시설 주변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대로-업무-보도폭 2m 이상]의 가로공간에 대한 설계기법 중 퇴계로 C구
간에 적용된 설계 기법으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2> 퇴계로 D구간의 매뉴얼 상 권장 설계 기법

대로-업무-보도폭2m이상
보도
차로
식재를 이용한 우수
관리체계
및 조경시설
강하게권 가로수
시설물 통합 및 지
장
중화
버스정류장 대기공
간 및 쉼터
가로변 버스전용차선
권장
띠 녹지 설치
자전거 전용차로
도로 / 차선다이어트
검토필요
중앙 회전 차선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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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버스곶

내민 연석
교차로 입구설계
횡단보도 설계기준
-

<그림 14> 퇴계로 D구간 도로재편 및 보행개선 가이드 작성사항30)

설계 기법 적용을 통해 ①보도확장과 ②가로수 조경시설 및 ③띠 녹지
설치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④지하철 출입구 기준과 ⑤버스정류장 대기
공간 및 쉼터를 형성하고 ⑥시설물 통합 및 지중화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
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30)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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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구간 (명동역 2,8번 출구 ~ 회현역 1,9번 출구)
1) 기본현황
퇴계로 E구간의 경우 명동 상권 영향권의 끝자락에 있어 상업영역과 업
무영역 그리고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 사
업 범위와 연결된 명동관광특구 영역 내에서 퇴계로를 지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에 공항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많은 편이다. 서울시 가로 유형
분류에 따라 도로의 형태는 대로이며, 인근 용도는 상업·업무 혼재 영역으
로 분류되며 보도 폭은 2m 이상인 가로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E-1구
간은 명동 상권 지역 및 복합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E-2구간은
복합지역과 업무지구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Ÿ 가로공간구조 이용 현황
보도 E-1구간은 상업지역 및 복합지역을 기반으로 보도가 4.5 - 6.5m
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물 영역 내에 지하철 출입구 2개소 인천공
항 버스정류장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버스정류장 양옆으로는 띠 녹지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도 E-2구간은 광장을 시작으로 복합지역과 업무지역으로 구성된 가로공
간으로, 3.7 - 7.4m 폭의 보도를 가지고 있다. 시설물 영역 내에 지하철
출입구 2개소, 택시 승강장 1개소, 그리고 지하철 지원시설인 엘리베이터
와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다. 업무지구 전면공간에 식재가 배치되어 있어
휴식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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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퇴계로 E구간 도로재편 및 보행개선 사업 전 현황31)

Ÿ이용 행태의 관점
<표 23> 퇴계로 E-1구간 보도 내의 휴식공간 및 대기공간 부족 사례

휴식공간에 대한 요구

버스정류장 대기공간의 부족

31)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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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구간 내 명동 상권 지역 인근은 지하철 출입구의 규모로 인해 보행공
간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필지 내의 전면공간도 활성화되어있어
보행과 활동이 동시에 이뤄지기 힘든 현황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상점의
전면공간에서 휴식하는 행태를 보았을 때 지역 내의 휴식공간이 필요하다
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복합지역으로 이동할수록 상대적으로 숙박 용
도가 자리 잡혀있어 짐을 가진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이다. E-1구간에는
인천공항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관광객이 몰리는 지점이지만 대기 공간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행공간까지 침범하여 보행과 대기 활동이 간섭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바로 옆 보도 내 베이에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하는 택시의 임시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관찰하
였다.
<표 24> 이동수단의 불법 주정차 및 이동으로 인한 안전 위협 사례

택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시설물 이동으로 인한 안전 위협

보도 E-2 구간은 보행을 통해 남산으로 진출입 할 수 있는 구간과 연결
되어 호텔이 밀집하여있으나 횡단보도 이후에는 상업 및 호텔 시설보다는
업무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보행의 활성화도가 떨어진다. 택시 승강장이 설
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 출입구에 택시
상습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시설물의 배치가 부적합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명동 내부의 상업가판대 보관시설이 E-2구역에
있어 가판대 이동 시 발생하는 보행의 안전에 위협이 간다는 것을 관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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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2) 매뉴얼 상 기본 방향
서울시의 가로 유형 분류방식에 따르면 퇴계로 E구간은 [대로-상업·업무
혼재-보도폭 2m 이상]의 유형에 해당한다. 매뉴얼 상 제공하고 있는 기본
방향에서는 차선, 도로 다이어트 및 시설물 최소화를 통해 적정 유효보도
폭을 확보하고 내민 연석을 이용하여 버스 곶 설치 및 주정차 공간 조성
을 검토하여 대중교통 접근시설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매뉴얼에서 지정한 [대로-상업-보도폭 2m 이상]의 가로공간에 대한 설
계기법 중 퇴계로 A구간에 적용된 설계 기법으로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5> 퇴계로 E구간의 매뉴얼 상 권장 설계 기법

대로-상업·업무 혼재-보도폭 2m 이상
권장사항
보도
차로
교차로
지하철출입구
버스정류장 대기공간
강하게
버스곶
및 쉼터
권장
시설물 통합 및
지중화
권장
띠녹지 설치
자전거 전용차로
횡단보도 설계기준
도로 / 차선다이어트
검토필요
조업공간 조성
중앙 버스 전용 차선
설계기법 적용을 통해 ①보도 확장 및 시설물 통합과 지중화 사업을 동
시에 진행하며, ②횡단보도 설계기준과 ③지하철 출입구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가이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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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퇴계로 E구간 도로재편 및 보행개선 가이드 작성사항32)

32)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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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퇴계로 가로공간 설계분석과 평가
4.1. 가로공간재편을 기반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설계안 분석
4.1.1. A구간 (회현역 5번 출구 ~ 7번출구 직전)
퇴계로 A구간에서 기존 6~7차선의 차도를 5~6차선으로 축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도영역과 차도 영역의 공간재편을 실행하기 위한 설계안을 제
시했다. 사전 사업인 서울로 7017영역이 A구간 직전까지 확장되기 위하여
중앙차선을 2차선 축소하여 서울로7017 보행연결구간을 신설하였고, 횡단
보도를 통해 기존 보도와 연결되며 보행축을 잇고자 하였다. 서울로7017
의 보행 동선을 이어주는 A구간에서는 기존의 열악한 보행 인프라를 확장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남대문 시장의 이동 및 활동 특성에
따라 보도 활용의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축소된 차도 영역으로 인해 발생
할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료한 교통 운영체계를 만들어 내는 것
을 목표로 하였다.
1) 차도 영역
서울 고가도로의 통제 이후 퇴계로의 남대문시장 영역 내의 통행량이 전
체적으로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33)하였으며, 서울역→회현사거리 방향보
다 회현사거리→서울역의 방향이 차량통행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34)되었
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3차선이었던 A-1구간을 3~4차선으로
유지 및 확장하였으며, 3~4차선이었던 A-2구간을 2차선으로 축소하였다.
기존 횡단보도 인근에 있었던 U턴 차선을 서울로7017의 종료구간 인근으
로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차도 영역 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설계하였다.

33) 내 손안에 서울, 서울역 고가에 대해 가장 궁금한 10가지, 2015
34) 서울특별시 교통, 회현역~퇴계로2가 ‘보행거리’조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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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퇴계로 A구간 도로재편 및 보행개선 설계안35)

가로변의 버스전용차선을 A-1 영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A-2에
서는 전체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전체 2차선인 A-2 영역에서 가로변의 버
스전용차선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 병목으로 인하여 버스베이 인근 차선을
약 6m로 설치하여 버스정차와 흐름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하였
다. 연석 확장을 통한 부수적인 효과를 연속적으로 얻기 위해 버스 정차의
위치가 수정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멀티모달(multi-modal)의 개념에서 퇴계로 내에 자전거 차선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차도 영역 내에 조업 차량과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
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기존 계획되었던 자전
거 전용차로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
용하기에 이를 삭제하고 조업공간 및 이륜차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
는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35)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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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 영역
전체적으로 연석확장을 이용하여 상기 매뉴얼에 부합하는 방식의 영역
개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보도가 서비스 도로로 인해 분리되는
지점에서는 보도 선의 외곽 끝 선을 맞춤으로써 보행자의 이동 동선이 급
작스럽게 변경되지 않도록 유도하였다. A구역 현황분석을 통해 보도 A-1
구간이 A-2구간에 비해 보행 및 활동량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축소된 차도
공간에 대한 여유 공간을 A-1구간에 집중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
으며, A-2구간에서는 최소한의 연석확장을 통해 대중교통 접근이 쉽도록
보도 영역을 개선하였다. A-1과 A-2 사이를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 이
용에서 보도 A-1 영역 5.7m 확장과 A-2영역 1.3m 확장을 통해 기존 횡
단보도의 길이 25m에서 18m로 축소하여 보행 약자의 횡단보도 이용이
쉬울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A-1의 영역에서는 버스정류장을 기점으로 연석 설치를 통한 전반적인 보
도 확장을 계획하였으며, 버스정류장 영역에서는 보도 확장을 통해 대중교
통 대기 공간과 보행공간이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다음 블록에서의 보도
에서는 확장된 보도 영역에 2.5m 폭의 조업공간과 이륜차 주차시설을 구
성하여 지역 특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넓어진 보행공간에는 가로수 설치
를 추가 계획하여 보행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A-2 영역에서는 회현역 3번 출입구의 물리적인 규모로 인해 보도 영역
내에서 진출입 동선이 확보되지 않다는 점이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으
로 지적되었으나, 이미 서울로 7017의 입지로 인하여 축소된 차도로 인하
여 보도를 확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연석 확장과 보도선 맞춤을
통하여 지하철역 출입 동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A-2 구간에서는
버스의 주정차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구간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이와 연관
되어 연석 확장을 통한 버스베이를 설치하였으며, 버스정류장의 양편에 연
석을 확장하는 동시에 보도의 보행연결 구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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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B구간 (회현역 7번 출구 ~ 회현사거리)
<그림 18> 퇴계로 B구간 도로재편 및 보행개선 설계안36)

1) 차도 영역
B구간은 A구간과 연결된 차로이므로, A구간의 차로계획과 연계되어 나
타나게 된다. 퇴계로 B구간의 6~11차선의 기존 차도를 5~8차선으로 축소
하였으며, 기존 3~6차선이었던 B-1구간을 3~5차선으로 축소하였으며,
4~5차선이었던 B-2구간 2~3차선으로 변경하였다.
이 구간의 경우는 직선 차로가 주를 이루지만 남대문시장 및 신세계백화

36)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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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그리고 남산 방향 블록 내부로 진입하는 통행량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현황을 고려하고자 하여 최대한 진입 차선을 유지하되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었다. B-1구간의 블록 내부에서 보행
섬을 끼고 간선도로로 연결되는 서비스도로의 경우 서울역 방향으로 회전
할 수 있었으나, 축소된 차도의 규모에서 한꺼번에 통행이 집중되어 통행
의 병목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양방향으로 수정
하였다.
A구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간적으로 연결된 B구간의 경우도 자전거 전
용도로 적용을 연기하였으며, 차도 내의 많은 통행량으로 인해 차도공간
가로변 버스 전용차선에서 중앙전용차선으로 이동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
하여 중앙 버스 전용차선 보다 기존의 가로변 버스 전용차선을 유지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2) 보도 영역
B-1 영역은 남대문 시장과 신세계 백화점을 연결하며, B-2은 근린생활시
설과 업무시설을 이어주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이라면 외부의 활동이 이
뤄지기보다는 특정 건물 내부에서의 활동을 일으키는 프로그램이 배치되
어 있다는 점이다. A구간에 비해서 B구간에 연계된 용도의 특성상 이동이
주로 이뤄지고, 특정 건물로 진입함으로써 외부공간에 대한 혼잡도가 상대
적으로 적은 공간이지만, 전반적으로 보도확장 및 연석설치를 통해 지하철
출입구 및 시설물로 인한 축소된 보도공간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기존 ㄷ
형 횡단보도 교차로로 B-1과 B-2간의 이동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보행섬
을 통하여 차로를 횡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받았으므로, 어느 영역에서든
이동이 용이하도록 ㅁ자형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보도 및 보행섬 확장을
통해 30m와 38m 너비의 도로를 각각 20m와 24m로 단축하여 횡단할 수
있도록 재설계 하였다.

- 61 -

B-1 일부분이 남대문시장의 영역에 포함되므로 A-1구간에서 구성되었었
던 이륜차 및 조업공간에 대한 구성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지하철 출입구
의 규모로 인해 기존 보도 내의 유효보도폭이 확보되지 않은 점과 기존
보행 규모를 수용할 수 없는 크기의 보행섬을 해결하기 위해 A-1구간에서
확장된 보도의 선에 맞춰 보도와 보행섬의 확장될 공간을 확보하였고, 보
도와 보행섬 간의 간격을 좁혀 B-1 간의 이동을 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도와 보행섬 간의 횡단보도 역시 원활한 이동
동선을 위해 위치를 수정하여 재설계되었다.
B-2의 경우 기존 보도 선이 맞지 않는 현황을 수정하여 보도를 확장하였
고 이 확장된 보행을 남산 방향의 보도까지 연결하여 설치하였다. 이는 새
로 설치한 횡단보도와 연계하여 남대문시장 영역에서 남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대로에서 광로로 넘어가는 영역에서
보도 선이 맞지 않은 것은 기존 교통량에 의해 보도를 더 확장할 수 없는
위치이므로, 연석확장을 통해 현황 보도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보도를 확
장하였고, 이에 맞게 횡단보도를 수정하여 보행자가 편리하게 보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추가적으로 연결된 곳을 통해 임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버스베이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노약자 서울시 무료셔틀버
스의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확장된 연석의 보도 선과 맞도록 보행
섬을 확장하여 보행연결을 가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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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C구간 (회현사거리 인근)
<그림 19> 퇴계로 C구간 도로재편 및 보행개선 설계안37)

1) 교차로 영역
사거리에 설치된 보행섬을 제거 혹은 통합하여 사거리를 회전하는 차량
의 통행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거리 간선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보행섬과 보도 사이를 회전하는 우회전 차량을 통제하여 보행자
이동의 연속성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 우회전 차량의 회전 반경이 줄어
들게 되어 평소보다 감속되는 효과를 있으나,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임을

37)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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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회전반경을 크게 설계하여 우회전에 편의를 주도록 하였다. 또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이용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위치를 쉽게 파
악할 수 있도록 완곡한 곡선 돌출형 연석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도로 횡단을 하기 위한 거리를 C-1구간을 건너가는 교차로의 횡단보도가
27m에서 36m로 증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C-1과 C-2를 건너는 남
대문시장 영역의 횡단보도가 전후 모두 32m로 같고, 명동 영역의 횡단보
도가 32m에서 25m로 축소되어 길이가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보도 영역
C-1의 신세계백화점 영역에서는 기존 보행로에 환풍구와 시설물로 인해
유효보도폭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를 보도확장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
으며, 추가로 가로수를 설치하여 넓은 보행로에 안정감을 주고자 하였다.
같은 영역의 C-2구간에서는 B-2에서 확장되어 있던 보행섬의 외곽선에
맞춘 보도를 계획하였으며, 이 역시 시설물로 인해 좁은 보도 폭을 가지고
있던 부분에 보도확장을 통한 유효보도폭 확보를 하고자 하였다.
명동 영역의 C-1에서는 지하철의 규모로 인해 보행량 대비 보도가 좁았으
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석설치와 연계한 보도확장을 계획하였다.
C-2에서는 연석을 추가 설치하여 횡단보도의 길이를 단축하고, 우회전 연
석의 회전반경을 다른 작게 설정하여 우회전시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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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D구간 (회현사거리 초입 ~ 명동역 3,7번 출구)
<그림 20> 퇴계로 D구간 도로재편 및 보행개선 설계안38)

1) 차도 영역
D구간 내에서 전체 7~9차선의 차도공간을 6~7차선으로 축소되었으며,
D-1 구간은 3~4차선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D-2은 3~4차선에서 3차
선으로 개선되었다. D-2 내 이면 가로로 진입하는 베이 구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차량통행에 대한 수정사항은 없다.
2) 보도 영역
D-1구간은 현황상 2.3~6.8m의 보행 폭을 가지고 있으며 회현사거리 인
근의 보도가 약 2.5m로 구성되어있어 보행량을 수용하지 못한 현황을 파
악하였으므로, 축소된 차도공간을 통해 평균 6.4m 이상의 보도 폭을 가질

38)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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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는 버스베이의 각도를 완만
하게 설계하여 가로변 버스전용차선에서 운행하던 버스의 진입이 손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인근 지하철 출입구의 방향 및 규모로 인해
유효보도폭이 축소되어 사용하기 어려웠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도
확폭을 진행하였다.
D-2구간에서는 3.5~5.2m 폭의 보행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로 지하철
환풍구나 식재배치 등으로 인한 시설물 배치가 유효보도폭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위치에 추가적인
보도 확폭을 계획하였다. 기존 퇴계로의 명동 구간 내에 지상으로 가로를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가 1개소 배치되어 있었으나, D구간에 횡단보도
를 배치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횡단보도의 양편에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
어있어,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접근으로
교통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구간에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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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구간 (명동역 2,8번 출구 ~ 회현역 1,9번 출구)
<그림 21> 퇴계로 E구간 도로재편 및 보행개선 설계안39)

1) 차도 영역
E구간의 7~8차선의 현황을 6~7차선으로 축소했으며, E-1구간은 기존 4
차선에서 3~4차선으로 축소되었고, E-2 역시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축소
되었다.
E-1구간에 정식으로 인천공항 버스정류장을 위한 버스베이가 만들어져
가로변 버스전용차선이 1차선 이동하였다. 기존 지하도 측면 지상 차도가
차량의 이동 및 임시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7m 폭의 차도가 있었으
나, 이를 축소하여 보도 영역으로 개선하였다.

39)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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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구간의 지하도 측면 지상 차도의 경우 2차선으로 구성된 도로가 남산
방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현황을 보였으나, 상행 차선을 제거 및 1차선으
로 축소하고 퇴계로 2가 사거리를 통해 우회하도록 개선하였다.
2) 보도 영역
E-1 구간은 현황분석에 따라 구간 내 설치된 시설물과 지하철 출입구로
인한 이동 간섭을 해소하기 위하여 E=1구간의 전반적인 보도를 확폭하였
다. 추가로 설치된 것은 버스베이인데, 현황 분석상 인천공항 버스정류장
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설물 배치 및 대기 공간 부
족으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으므로, 버스 임시 주정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베이 공간을 만들어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행자의 이동 동선을 확보하도록 계획되었다. 원래 구성되어 있던 베이
공간은 상습적으로 택시의 주정차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베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E-2의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 베이가 설치되어 있어 상습적인 택시의 주
정차가 이뤄졌다는 현황에 맞춰 베이를 제거하고 보도 선을 맞추는 계획
을 제안하였다. 또한, 퇴계로 2가 사거리 방향의 보도도 기존 보도 선에
맞춰 보도를 확폭하였다. 지하차도 측면 2차선 차도로 인해 퇴계로 2가
사거리에서 E-2구간으로 진입하기 위해 언덕으로 우회하던 보도를 지상으
로 연결시켜 보행자에게 우선이 되는 가로공간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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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설계 적용 이후 보행환경개선 상황
4.2.1 상업 활동지원과 이동편리성 고려의 조정
시설물의 통합 및 지중화 작업을 통해 보도 위의 무분별한 시설물이 효
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도로다이어트를 통해 보도공간을 확
장하면서 가판대 등으로 인한 보행공간 침범의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하였
다. 추가로 차도공간에 조업공간 및 이륜차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차도공간
과 분리된 공간에서 상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1) 이동 편리성에 초점을 맞춘 보도영역의 확장
<표 26> 도로공간 재편을 통한 보도 확폭 사례 - 남대문시장

사업 시행 전40)

사업 시행 후

보도 폭 3700

보도 폭 7200

남대문 시장의 경우에는 기본현황에서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상업가판대와 건물 전면공간의 상업영역이 일정 규모 이상 보도를 차지하
기 때문에 쾌적함보다는 혼잡함이 더 많은 가로공간이었다. 그러나 보도를
3.5m 확폭을 통해서 보도 내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전면공간과 상업가
판대에서 이뤄지는 활동공간도 지원할 수 있는 보도영역을 가지게 되었다.

40) youtube, [tbsTV]퇴계로, '걷기

좋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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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장, 2017

새

<표 27> 도로공간 재편을 통한 보도 확폭 사례 - 명동상권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보도 폭 2700

보도 폭 7200

명동 인근 보도의 경우 보행량 대비 2.7m라는 지나치게 좁은 폭을 가진
보도를 확장함으로써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활동과 이동 편리성을 고려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확장된 보도에 대한 설계가 시설물 이동 및 지중화만
이 계획되어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동 외에 활동을 촉진 시킬 수 있는 휴
식공간 및 식재 설치 등에 대한 고려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보도와 관련된
사업계획 추진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명동 인근의 보도는 거리의 활성화
촉진보다는 이동 편리성의 측면에만 초점을 잡고 계획을 진행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보행의 이동이 편리해졌다는 점 외에 특별한 점이
없다는 점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 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 공간 설치
남대문 시장의 경우에는 도소매업의 상업 활동이 같이 일어나므로 조업
공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기본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연석 공간을 활용하여 조업공간을 구성하였으며, 일정 시간 이상이 걸리는
조업 차량의 경우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인근 상인의 인터뷰를 통해 조업공간의 규모가 2개소로 남대문시장의 규
모에 비해 적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존 퇴계로 노변가에 상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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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뤄지던 조업공간이 특정 공간으로 유도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공간이다.
<표 28> 차량활동 지원공간 설치 - 조업공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
<표 29> 차량활동 지원공간 설치 - 이륜차주차장 설치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그 외에도 남대문 시장은 이륜차의 사용이 잦아 남대문시장 진입로 인근
에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이륜차의 주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남대문시장 인근의 가로공간에 이륜차 주차장을 설치하여 점차적
인 유도를 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대문시장 진입로 인근의
불법 주정차의 행태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데, 실제 이용자들로부터 이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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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차장이 실제로 활동 구간에서 벗어난 곳에 있다는 점을 지적사항을
받았다.
한 대형 상업공간인 신세계 백화점과 관광객이 주로 하차하는 대형 호텔
의 경우 대형관광버스 등의 진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로 인한 교통체
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베이를 형성하여 대형관
광버스가 임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위의 사례들은 상업공간의 일시적인 주정차행태를 관찰하여 보도확장이
여유롭게 이뤄진 공간에 적용됨으로써 보도의 이동 및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활동 영역을 벗
어난 곳에 지원시설이 설치되어 기존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2.2. 대중교통 지원시설 인근의 활동을 고려한 공간 확보
빈번한 버스 주정차와 지하철역으로 진출입하는 동선의 확보를 위해 버
스베이 및 연석확장을 통해 대중교통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
다. 퇴계로 사업 구간에서는 버스의 가로변 버스전용차선을 중심으로 정류
장마다 버스베이를 통한 정류장이 설치되었고, 지하철역의 경우는 연석 및
보도 확장을 통해 보행자의 이동 동선과 지하철역 진출입 동선을 확보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지원시설 인근의 차량행태로 인
해 연쇄적으로 보행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 버스베이 인근의 차량 행태로 인한 대중교통 접근의 어려움
퇴계로의 경우 버스정류장의 입지가 관광지와 연계되어 있어, 대중교통뿐

- 72 -

만 아니라 택시, 대형관광버스, 그리고 개인 차량과 보행자와의 연결이 잦
은 편이다. 이를 인지하여 대중교통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버스베이와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하였으나, 택시 정차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동
및 남대문 시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택시로 인해 버스의 가로변
버스전용차선의 이용이 어려워진 현상을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일반
차선을 통해 버스정류장에 도달하게 되며, 심지어는 버스베이로 진입하지
못하고 버스가 주정차하는 상황이 관측되었다. 택시 이용 빈도가 높은 특
정 구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택시의 주정차로 인해 다른 대중교통
및 차량의 통행에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량 공간을 조정해야 할 것이
다.
<표 30> 버스베이 인근 가로변버스전용차선 점유 사례

가로변 버스전용차선을 점유한 택시

버스 베이 주정차 구역 내 행태

2) 존치 시설물의 유무에 따른 대중교통 연결 구간 활용의 차이
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현황의 식재들을 대부분 활용하는 것으로 제안되
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구간들은 띠 녹지로 인해 확장된 보도와 존치
보도가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례 역시 띠 녹지를 중심으로
존치보도와 확장 보도가 분리된 현황이다. 확장된 보도의 경우 인천공항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대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
며, 뒤편의 베이에서는 택시 승하차 지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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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버스베이 인근 시설물의 유무에 따른 버스베이 활용 예시

보도와 통합된 버스베이

띠녹지로 보도와 분리된 버스베이

<표 31>의 왼쪽 사례에서는 보도와 통합된 베이 구간으로 어느 지점에서
든지 보행과 활동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지만, 사례 2에서는 기존 띠
녹지로 인해 보행공간과 활동공간이 분리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31>의 오른쪽 사례에서는 대중교통 대기 공간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기
존 퇴계로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관찰 결과 인천공항
행 버스정류장의 이용이 일반 대중교통만큼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장된 보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베이 구간 인근에 공항버스 승하차의 활동 외에는 다른 활동이
이뤄지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결국, 시설물의 유무에 따라 각 영역 내의
이동과 활동이 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으며, 기존 식자재를
존치하는 것이 오히려 공간 활용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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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철 출입구의 배치 방향에 따른 보도 활용
<표 32> 지하철 출입구 존치에 따른 보도 분리 사례 1

존치 보도

확장 보도

지하철 출입구의 규모로 인해 유효보도폭이 확보되지 않았던 분석에 따
라, 해당 영역에 대해 보도를 확장하였으나 기존 시설물의 위치로 인해 보
도가 분리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보도 분리 사례 1의
가로공간에서 필지 내부는 상업시설이 자리 잡고 있고 명동 내부로 진입
하는 서비스 가로가 있어 상업시설 이용 및 명동 진입 동선을 확보하는
등 활동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보행이 유도되는 반면, 가로변
에 확장된 보도영역에서는 택시 및 개인차량 승하차 행위 외에 가능한 활
동이 없다는 점에서 보행이 유도되고 있지 않았다. 실제로 보행을 유발할
만한 흥미 요소가 기존 보도에 비교해 적다는 점에서 이용이 원활하지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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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지하철 출입구 존치에 따른 보도 분리 사례 2

존치 보도

확장 보도

하지만 사례2와 같은 존치 보도 내에 커뮤니티 및 공간 활성화되어있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확장 보도에 대한 이용률이 활발한 편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하철 출입구와 같은 영구적인 시설물의 배치로 인해 보행가로
의 분리가 이뤄진 경우 상황에 맞게 이동과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계획
을 추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결국에는 확장된 보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일으킬 수 있는 파클렛이나 휴식공간 등 추가적인 프
로그램 및 대안을 계획하여 확장된 보도 혹은 기존 보도가 효과적으로 사
용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퇴계로의 기본현황분석을 통해 지하철 출입구는 보도 내 큰 규모를 차지
하는 시설물 중 하나로 분석되었었다. 그러므로 인근 지역 필지가 개발될
시에 필지 내부에 지하철 출입구를 설치하여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
록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보도 내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크게 기여를
한다. 회현역 7번 출구의 경우는 사업시행 전에는 6m의 폭원에 유효보도
폭이 2m로 구성되어 있던 보도 영역이었고, 실시설계 안에서는 기존 지하
철 출입구를 존치한 채 보도 확폭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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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지하철 출입구 이동에 따른 보도 통합 사례

사업 집행 전/후 : 보도 통합 사례 1
퇴계로 기본 현황41)
사업 설계안42)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그러나 실제 사업 시행 이후 개인 필지 내부에 지하철 출입구가 설치되
면서 기존 시설물로 인한 보도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불필요한 잉여공
간을 생성하지 않은 채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발되고 있
는 개인 필지와의 가로공간설계 간의 긴밀한 설계안 검토가 이뤄졌기 때
문에 가능했던 사례이다. 하지만 확폭된 보도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안과 활용 목표가 부재하여 단순히 보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목표했던 바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41)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재구성
42) 퇴계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재구성

- 77 -

4.2.3. 보행과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설물의 구성
<표 35> 사업 시행 전 퇴계로 띠녹지 현황

적용 전 띠녹지 현황

퇴계로 내 조성된 식재 및 띠 녹지들은 휴식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기보
다 보도의 영역을 규정짓기 위한 요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유일하
게 조성되어 있던 공공 휴식공간은 D-2와 E-2구간 사이의 상상공원이며,
사업조성 이후에는 추가로 설치된 포켓파크나 공개공지는 따로 없는 상황
이다. 그 이외에도 편안하고 흥미로운 보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활
동이 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설물 영역과 전면공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데 가로수와 식재를 제외하고는 부가적인 활동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에 활동이 많은 것에 비교해 협소한 보도폭을 가지고 있었던
가로공간의 경우 확폭 이후 가로공간의 구조가 활동과 보행을 모두 장려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사례도 있다.
기존의 가로공간에서는 개인 필지인 전면공간과 공공영역인 상업 가판대
공간이 구분할 수 없었으나, 보도가 확폭되면서 기존 가로수가 있었던 가
로공간의 경우는 확폭된 보도영역에 가로수라인을 시설물 영역에 설치함
으로써 보행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좋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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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될 수 있으나 관련된 가로공간 내에 휴식과 관련된 시설이 설치되
지 않았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표 36> 보도 확폭 이후 가로공간 구조의 변화

사업 시행 전43)

사업 시행 후

퇴계로의 사업 구간인 1.1km가 대형 상업시설을 제외한 영역이 거리형
상업지역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에 대한 요구가
큰 지역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보행환경개선사업 이후 가로수 외에는 보행
친화적 시설물 설치가 추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존의 식재를 바탕으로
보행환경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보도의 확폭으로 인해
생긴 잉여공간을 포켓파크로 활용하거나, 가로공간 내 벤치 등 street
furniture가 설계안에서도 사업 진행 시에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기존 목표였던 휴식 및 녹색 공간을 창출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벗어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다음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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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종합 평가
4.3.1. 퇴계로 종합 평가
퇴계로 도로공간재편을 기반으로 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적용된 주요
설계 요소로는 ①도로다이어트를 기본으로 ②연석 확장, ③보도 확장의 조
합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④보도선을 맞추고, ⑤대중교통과 연계된
공간 및 ⑥지역 특성을 지원하는 공간을 확보하였고, ⑦횡단보도를 재설계
하는 등의 효과를 얻었다. 설계 요소만을 살펴봐도 물리적인 가로공간의
구조를 바꾸는 것에 목표로 삼았고, 보행의 연결 편리성의 측면에 집중되
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요 설계 요소의 적용을 통해 퇴계로 내 5구간 모두 기본적으로 시설물
의 통합설치 및 지중화를 통해 보도 내의 방해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으
며, 기존 지하철 출입구나 시설물, 가로 식재로 인해 감소한 유효보도폭을
확보함으로써 높은 통행량을 수용할 수 있는 보도 공간을 확보하였다. 그
러나 각 구간별 지역 특성 및 용도, 그리고 차량과 보행자의 행태 특성 등
이 각기 달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요소들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
에 따라 설계 방향이 맞춰졌다.
각 분석을 종합하였을 때 차도 영역 내에서는 차량의 주정차를 효과적으
로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업공간 및 버스베이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도 영역 내에서는 보도 확장을 통해 보행의 연
속성과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보행 외적인 사회적 활동들이 일어
날 수 있는 설계안을 제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도로공간
재편을 통해 차도의 규모를 축소하여 보도의 물리적인 인프라를 증가시켰
으나 그에 늘어난 보행 인프라에 대응할 수 있는 보도 내의 프로그램 및
시설물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는 설계안에서 보아도 조업공
간 형성,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등 가로공간 내 자체적인 목적을 가지지

- 80 -

않은 이상 특정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적인 제안방식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특징적으로 보행공간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현상으로 기존
시설물이 배치된 보도를 확장함으로써 보도 영역이 이분화된 현상을 쉽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퇴계로에 빈번하게 설치된 가판대, 지하철 출입
구, 그리고 환풍기와 같은 시설물들은 일정 규모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시설물의 배치 역시 기존 가로공간 내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사
업 진행 이후 시설물들의 기존 입지로 인하여 보도를 확장하는 것이 오히
려 가로공간 내의 맹지를 만들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렇
기 때문에 보도 영역 내의 세부적인 요소를 매뉴얼 및 설계 단계에서 계
획 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시설물을 이동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매뉴얼 상에서 현실 공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요소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추후 설계안 제작에 있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의 과정
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매뉴얼 상에 한국 가로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가로설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매뉴얼이 정식 법체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선택적인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이 적용
된 시범사업이 중요한 이유이다. 시범사업은 다음에 이뤄질 도로공간재편
사업에 실질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퇴계로의 도로공간재편사
업에 대한 정확한 현상 파악과 추후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인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 영역 내에 확장된 공간을 시민들이 어떻
게 활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여유 공간
내에 사회적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휴식공간 혹은 커뮤니티 공간 등을
일시적으로 배치하여 이에 대한 행태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추후 사업과
의 연계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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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후속 사업을 위한 개선 방향
1) 공간적 개선 방안

도로공간재편을 통한 보행환경개선은 친환경적 보행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비전에 적합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
적인 가로공간의 상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설계안이 나오게 될 가능
성이 높다는 점도 한계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그러므로 보행 친화
적 가로의 구현을 위한 서울시만의 가로의 이미지 및 비전을 명확하게 매
뉴얼 상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보행 친화적 가로공간의 개념은
결국 가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동 및 활동을 조절하여 지역의 활
성화를 돕고 가로공간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공
간적 설계안을 제안할 경우, 가로 공간 내에 보행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활동 촉진 외에도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특수성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설물로 인한 유효보도폭이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도로공간재편을 통해서도 이는 해소되지 않는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보도의 2배 이상
을 공급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존 시설물과 보도영역 간의
간섭 현상은 지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의 가로공간에 대한 특
징적인 문제이므로 시설물과 확장된 보도 영역 간의 설계 지침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혹은 실시 설계 시 위와 같은 문제가 발
생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가로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기본현황 분석에서 설계안 제시 그리고 실제 도입까지 적용된 설계적 요
소를 본다면 가로공간 내 보행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안이 부족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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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차도를 축소하기 위하여 차도 내 차량행태를
분석하여 조업공간, 이륜차주차장, 버스베이 개선, 보행섬 제거 등 다양하
게 교통을 통제하고자 하는 목표가 보이지만 보행자를 위해서는 보도 확
폭 외에는 다른 설계요소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보행
자의 행태 분석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려가 없이 설계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1.1km의 가로변 상업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실제 사업 집행 후의 퇴계로는 잘 걸을 수 있도
록 보도만 넓혀져 있다. 사람들이 특정 공간으로 유도되어 활동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인지하고 앞으로 도로공간
재편을 기반으로 한 보행환경개선사업 진행 시 보행에 집중하여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활동 촉진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퇴계로의 사업의 의도가 보행을 최우선으로 가치를 두어 가로공간의 구
조를 바꾸었다는 것은 의의가 있으나, 적용 과정에서 초기의 의도가 상실
된 부분이 존재한다. 보행이 최우선이라 하지만 보도 내의 다양한 활동들
에 대한 고려는 상당히 없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다양한 활동을 촉
진할 수 있는 장소적 공간으로서의 가로공간에 대한 서울시만의 방식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퇴계로의 넓어진 보도 영역을 십분
활용하여 다양한 보도 시설물 혹은 공간을 창출하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보도 영역 전체를 보행자의
이동공간으로 사용하기보다, 적절한 활동과 이동이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
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행량 대비 이동공간의 적정 폭은 물론 보도 영역
내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개발하는 것
이 프로그램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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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5.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가로설계·관리 매뉴얼>의 기준에 맞춰 새롭게 시
도하는 사업인 퇴계로 도로공간재편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보행 친화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퇴계로의 기존 가로공간의 구조 및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
하였고, <서울시 가로설계·관리 매뉴얼> 상 기재되어 있는 퇴계로의 가로
설계 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실시설계안
을 분석하여 가이드라인 상에서 추가되거나 삭제된 요소들을 도로공간재
편의 관점과 보행환경개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퇴계로 내 실제로 적용
된 설계요소가 실제로 보행 친화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이 진행되는 가로공간에 대한 명확한 상이 없어 일반적인 설계
안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었다. 퇴계로 도로공간재편을 기반을 둔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적용단계까지를 분석하였을 때 각 구간의
가로공간의 특수성이 차량의 행태에 초점이 맞춰서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수하게 차량의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남대문시장의 조업 활
동 및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 등을 해소하고 상업공간의 쾌적한 보도공간
을 제공하기 위한 가로공간의 상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보도공간의 활동이
발달하지 않은 구간의 경우에는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가 확폭을 된 후에
추가적인 시설물 및 공간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사
업 진행이 이뤄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가로환경개선 사업 이후 가로
공간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특정한 상이 없이 보행 인프라만을
확충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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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부족
하다. 도로공간재편을 통해 확폭된 보도와 기존 시설물 간의 간섭현상을
계획안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해 실제로 사업 집행 이후 기존 보도 내에서
경험하던 보행 간섭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이는 기존 계획단계에서 실제 도시 공간에서 보행을 방해하는 특정 시
설물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업이 집행되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실제 보행 시 보행자가 필요로 여기는 휴식
공간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요구가 계획 당시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휴식공간의 경우는 공간계획 당시 계획되지 않는다
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에서 계획단계 내에서
해결해 줘야 하는 공공공간으로 꼽힌다. 결국에는 초기의 목표였던 보행자
중심의 가로공간 개선의 목적이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이후의 사업추진에서는 퇴계로 시범사업에서 발생하였던 도로공간
재편을 기반을 둔 가로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적용해야 할 것
이다.
셋째, 장기적인 가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가로공간
내의 요소를 통합적인 계획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퇴계로 B-1구간
의 경우 신축건물의 개발에 지하철시설물의 적용기준을 도입하여 지하철
출입구를 건축물 영역 내에 설치되도록 권장되었다. 퇴계로 A-1구간에서
는 기존의 시설물인 가로수를 존치하고 새로운 가로수를 심어 가로변 활
동이 이뤄지는 시설물영역과 전면공간의 활동 범위에서 보행공간의 영역
을 확실히 확보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듯이 보도 내의 전체적인 요소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도 영역 내의 보행환경을 개선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가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후 사업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결합하여 설계안을 구
상하는 것도 가로공간 내 활동유발에 필요한 요소임을 밝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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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 번째, 한양 도성 내 간선도로 중 도로공간재편을
통한 보행환경개선을 시도한 첫 번째 시범사업에 대해 계획단계부터 실제
설계적용과정까지 서술함으로써 각 단계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제
안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사업 진행에 있어서 모든 과정이 보행
친화적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기존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 따르던 사업추진
의 편리성에 치중되어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보행 친화적인 설계요
소를 도출하기 위해서 각 단계 내의 맹점을 파악하여 이를 지속해서 업데
이트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가로설계 매뉴얼의 초기 적용 사례인 퇴계로를 분석함으로
써 도로공간재편사업이 차량의 관점에서 진행되었음을 해석하였으며, 보행
중심의 가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의 관점을 해소하고 보행
과 대중교통 등 녹색 교통의 관점으로 가로공간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시
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차도의 규모 축소를 진행할 때에
는 차량통행량 및 미래 통행량 예측을 통해 분석적인 작업을 진행하였으
나, 이후 보도의 규모를 분배할 때에는 이러한 정확한 통행량 분석이나 지
역발전 가능성에 대한 분석적인 작업이 없이 현재의 통행량과 활성화 정
도에 따라 한쪽 영역에 규모를 몰아주는 등 아쉬움이 남는 보도 규모분배
를 진행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로공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통합적인 가로공간의
관리에 있어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도로공간재편 이후 확충된 보도
공간과 축소된 차도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못했다.
비록 기획 단계부터 적용단계까지 보행 친화적 가로공간을 위한 설계안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의의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공
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으며 기존에 목표했던 보행 친화적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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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었는지에 대해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시기의 한계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확충된 보도공간에 대한 이용현황과 추후 인근 지역에서 진행될
도로공간재편을 기반으로 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사
업의 실질적인 의의와 평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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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Pedestrian Environment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Urban Road
Space Redesign in Toegyero, Seoul
Jusun Lee
Graduated Program of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 tried to find out whether the pedestri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ccording to Urban Road Redesign of Toegyero,
Seoul , which is a new project to meet the <Seoul Urban Road
Design and Management Manual>, To do this, I analyzed the
structure and usage of existing space in Toegyero and examined the
design direction and guidelines of Toegyero which is described in the
<Seoul Urban Road Design and Management Manual>. Based on this
analysis, we analyzed the implementation plan and analyzed the added
and deleted elements from the viewpoint of urban road redesign and
improvement of the walking environment, and confirmed that the
actually applied design elements in Toegyero, Seoul .
In

st, we tried to construct a pedestrian-friendly urban road, but
there was a section where a general design was applied because the
clear image of the pedestrian-friendly urban road was not clear. In
F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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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rly stage of the project, the goal was to expand the walking
space to facilitate walking and activities and to activate the area by
constructing a horizontal space suitable for the surrounding area.
However, if you look at the actual plans and designs, you can see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pecific degree of design between the
sections where special activities occur and those that do not. This
means that the design is proposed based on the basic situation
analysis, which means that there is not enough imagery for the
landscape environment to pursu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from the planning stage the image of the clear space that can provide
the walking amenity as well as the walking infrastructure.
e o , there is a lack of concrete solutions to improve the walking
environment in the overall business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concrete solution to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the
project and the drafting of the design, although the phenomenon of
interference between the walking and the facilities in the existing
news coverage pointed out to be a chronic problem. It has been
found out that it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solved only by the
widening of the report, and it is considered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special facilities which hind the
walking environment in the future in the course of the project. In
addition,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re is no further discussion on
rest space and facilities that users need within the business sect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resting space, it is considered to be a
specific element to be solved in design in that it is difficult to occur
naturally in the future unless it is planned in the design stage.
S c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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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the street environment is difficult to improve in the short
term, so a long-term management system is needed. Facilities and
buildings placed in the street area have a special characteristic that it
is difficult to change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system that can continuously manage the
space in connection with the district unit plan, rather than solve it in
the short term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walking environment.
In particular, when we look at examples of improvement of the space
through the application of integrated manuals found in Toegyero, it
can be understood that it is necessary to link the district unit plan to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space.
s discussed above, in this study, we tried to understand whether
the process of the actual business progressed in a walk-friendly
manner by analyzing the case of urban road environment
improvement through the redesign of urban road structure in
Toegyero, Seoul. In addition, we interpreted that the urban road
redesign project, which is the basis of the pedestri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of Toegyero, was concentrated on the viewpoint
of the vehicle. In order to create the horizontal space of the walking
center, It is meaningful that the implications of reconstructing the
horizontal space are derived.
A

e estrian Environment Improvement, The
Space Redesign, Toegyero, Street Design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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