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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오늘날 서울의 생활도로라는 시공간적 맥락에서 보차공존의 의미와 유효

성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전개되어 온 보차공

존과 생활도로에 관한 규범적, 계획적 논의들을 실제 현장의 작동 양상과 연계하여 통

합적으로 점검하고, 생활도로의 특수성과 다양성, 연속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계획적 

시사점과 보완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인 서울시의 ‘보행자우선도로’ 시

범사업은 보차공존의 일반적인 계획원칙이 국내 생활도로에서 시행착오와 피드백을 거

쳐 현지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시범사업 시행 사례지를 대상으로 1) 시

범사업 모니터링 현장에서 측정된 행태조사 데이터, 2)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데이터, 3) 물리적 환경에 관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결합하여, 

생활도로의 보차행태와 환경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 4가

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개념적 틀 제안

먼저 문헌과 제도 고찰을 통해 보차공존과 생활도로에 관한 기존의 계획적 논의를 

종합하였다. 보차공존은 특정한 가로유형, 설계기법, 계획원칙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

념에서부터 보행자와 자동차의 균형을 위한 대안적 접근을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에 이

르기까지, 맥락에 따라 다층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0여 년간 많

은 성과와 경험이 축적되었으나, 선진 사례의 모방과 수용이라는 구도에서 제도적, 기

술적 보완에 주력하여 보차공존이라는 전제 자체에 대한 통합적, 비판적 고찰은 드물

었다. 현행 제도에서 보차공존은 ‘공간 통합, 시각적 차별화, 속도저감’을 중시하는 ‘협

의의 보차공존’으로 정형화되어 있고, 적용 대상과 내용이 제한적이다. ‘보차분리’ 위

주의 해법들과 현장에서 경합하고 있지만, 사업이나 쟁점별로 파편화된 구도에서 절충

과 조율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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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차공존을 ‘생활도로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보행자와 자동차의 균형을 

지향하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개념’으로 확장하여 정의하고,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개

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 틀은 ‘가치규범, 보차행태, 도시환경’의 세 개의 영역이 상

호작용하는 구도이며, 각 영역에 대하여 기존 논의의 주요 요인과 전제, 쟁점들을 구조

화하였다. ‘안전성, 이동성, 장소성’의 3가지 가치규범, ‘보행량, 교통량, 속도, 사고’

의 4가지 정량적 보차행태 요인, ‘공간형식, 노면과 시설, 필지 및 건축, 보차동선체

계’의 4가지 도시환경 계획요소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분석과 검증을 전개하였다.

2) 생활도로에서 속도와 안전의 관계 고찰

먼저 44개 대상지의 행태조사와 교통사고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보행량, 

교통량, 속도, 사고밀도의 4가지 보차행태 요인의 분포 특성과 요인 간 관계를 검토하

였다. 선행연구와 관련 정책 및 계획에서 속도저감의 중요성은 일관되게 강조되어 왔

지만, 분석 결과 ‘30km/h 이하’라는 속도저감의 일차적 목표는 사업 시행 여부와 무

관하게,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미 달성되어 있었다. 사고밀도는 주로 보행량에 의해 좌

우되었고, 속도와 사고의 관계는 약한 음(-)으로 확인되었다. 요인 간 조합에 대한 퍼

지 군집분석 결과, ‘고밀-저속-위험(A)’, ‘저밀-고속-안전(B)’, ‘저밀-저속-안전(C)’의 

3가지 조합이 확인되었다. 낮은 속도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고, 느린데도 사고가 많

거나, 빠른데도 별로 위험하지 않은, 일반적인 기대를 벗어나는 ‘역전된 조합’이 두드

러졌다. 결론적으로 30km/h 이하의 저속주행이 보편화된 현재 생활도로의 조건에서, 

안전을 좌우하는 대리변수로서 속도의 역할과 효용은 제한적이었다.

군집 간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는 ‘수유동, 고척동, 장안동’의 3개 사례를 대

상으로 심화, 확장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로 및 근린환경의 행태적, 환경적 특

성을 기술하고, 상호 비교와 교차 검증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와 영향요인을 도출하였

다. 수유동 사례에서는 특정 시간대와 특정 구간, 지점에 유독 많은 사고가 집중되었는

데, 그 배경으로 주변 가로와 접속하는 지점의 미시적 요인과, 활성화된 상업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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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 활동이 많은 구간 및 시간대에 특정 방향의 교통흐름이 중첩된다는 구조적 요인

이 함께 작용했다. 고척동 사례에서 대상구간의 교통량과 속도가 높고 교통부하가 집

중되는 배경에는, 근린영역의 단절되고 왜곡된 교통체계와 협소한 주변 가로들 속에

서, 한 면에 접한 ‘맹벽’이 보차간섭과 속도 저항을 줄이고 주행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

다. 장안동 사례에서 혼잡과 위험 수준이 낮은데도 속도가 느린 배경에는, 행태나 공간

적인 제약보다 시각적,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했고, 노면과 시설 외에 가로변 용도와 

경관, 주변 가로들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생활도로에서 작동하는 감속요인은 크게 1) 보행량에 따른 보차간섭과 혼잡, 2) 도

로구조와 시설물의 물리적 제약, 3) 위험에 대한 심리적 방어, 4) 일반도로와의 시각

적 차별화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과 2)는 오히려 위험을 경고하는 부정적 신호

로 볼 수 있고, 3)의 경우 보행자에게도 불안,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4)는 실제 

및 체감하는 위험의 수준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이용자들의 주의와 배려를 유도한

다는 점에서, 보차공존의 기대에 가장 가깝게 작동하는 요인이었다. 

생활도로에서 ‘속도’라는 특성은,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원인

에 뒤따르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며, 속도저감이라는 목표와 수단은 이에 직접 개입

하는 일종의 해열제라고 볼 수 있다. 열이 나지 않으면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고, 당장 

열을 내리는 것보다 열이 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활도로 

개선에서 속도저감이라는 목표와 수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속도와 감속

요인, 실질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 생활도로의 계획적 쟁점별 현황 검토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4가지 계획적 쟁점을 중심으로, 1) 공간형식에서 ‘통합 또는 

분리’, 2) 노면과 시설에서 ‘도로 또는 장소’, 3) 필지 및 건축에서 ‘활력 또는 안정’, 

4) 보차동선체계에서 ‘분화 또는 투과’라는 상충하는 해법들의 실제 적용 현황과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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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1) 도로폭원과 가용공간에 따라 보차분리 또는 통합의 

형식을 결정해왔고, 2) 실제 속도나 실질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고려보다 속도저감이라

는 목표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왔으며, 3) 교통사고나 속도, 교통량, 주차 등 개별 가로

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에 대응해왔다. 이처럼 해법별, 가로별로 파편화된 접근에서 생

활도로의 공간 수요와 현실적 제약, 실질적인 보차행태 특성과 위험요인, 인접 가로 간

의 연계와 상호의존성, 근린영역에서의 입지와 역할 등은 간과되어 왔다. 

4)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계획원칙과 기준 제시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종합하여,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계획원칙을 제시하였다. 

1) 생활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시각적 차별화’ : 외곽도로의 분리형 도로교통체

계와의 생활도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강조하여, 인식과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는 계획, 

2) 생활도로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목표와 수단 세분화’ : 속도저감 위주의 일률적 

접근 대신, 생활도로의 보차행태 및 환경 특성과 실질적인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계획, 

3) 생활도로의 연속성을 반영하는 ‘근린영역의 조직화’ : 파편화된 접근을 넘어, 근

린영역에서의 입지와 역할, 인접 가로와의 관계와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 

해법을 유연하게 검토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계획

3가지 계획원칙을 바탕으로 근린영역 내 입지특성을 A. 활성화구간, B. 우회구간, 

C. 정주구간, D. 진입지점, E. 전환지점의 5가지로 구분하고 관련 계획기준을 구체화

하였다. 

본 연구는 규범, 행태, 환경 차원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기존 논의의 경직

된 구도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외래의 개념과 원형, 일반론적 전

제들에 의존해왔던 부분에 대해, 현장에 축적된 경험과 비판적 성찰을 토대로, 우리나

라 생활도로 고유의 특성에 대한 독자적 이해와 대응을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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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조와 방법은 생활도로-보차공존을 다각도로 고찰하기 위해 문헌과 제

도 고찰,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44개 사례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분석, 3개 사례에 

대한 정성적 해석이라는 상이한 접근들을 병렬적으로 활용하였다. 전체적인 일관성이

나 각 부분의 완결성에서 미흡한 점들이 있고, 연구대상과 데이터가 생활도로 전체를 

균형 있게 대표하지 못하며, 요인과 쟁점, 대안을 폭넓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비

교와 주관적 해석에 의존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여기에서 포착된 경향과 쟁점들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검증과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보차공존, 생활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보차상충, 교통정온화 

학  번 : 2014-31096



- vi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과 내용 ·················································································································5

 1.3. 용어 및 범위 ···························································································································9

제 2 장 이론적 고찰 ···············································································13

 2.1. 보차공존의 이론적, 제도적 배경 ···························································································13

  2.1.1. 보차공존 개념의 확산과 절충 ··························································································13

  2.1.2. 국내 수용과 현지화의 쟁점 ······························································································29

  2.1.3. 보행자우선도로 사례의 특성 ····························································································38

 2.2. 생활도로의 특수성과 보차공존 ······························································································46

  2.2.1. 생활도로의 정의 ···············································································································46

  2.2.2. 생활도로의 현황과 문제점 ·······························································································50

  2.2.3. 생활도로의 개선방향과 계획적 쟁점 ················································································61

 2.3. 보행행태와 도시환경 논의 ·····································································································78

  2.3.1. 보행량과 가로환경의 질 ···································································································78

  2.3.2. 걷기 좋은 근린과 살기 좋은 근린 ···················································································80

 2.4. 소결: 선행연구 한계와 차별성 ······························································································83

제 3 장 연구의 구조와 방법 ···································································87

 3.1. 분석의 구조 ···························································································································87

  3.1.1.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개념적 틀 ·······················································································87

  3.1.2. 영역별 요인과 상호작용의 구조 ·······················································································89

  3.1.3. 각 장의 구성과 역할 ········································································································95

 3.2. 보차행태 분석의 연구설계 ·····································································································96

  3.2.1. 연구가설과 검증의 구도 ···································································································96

  3.2.2. 보차행태 요인의 조작적 정의 ························································································100

 3.3. 사례 분석의 연구설계 ·········································································································104

  3.3.1. 분석의 구조와 항목 ·······································································································104

  3.3.2. 공간적 범위와 단위 설정 ·······························································································108

  3.3.3. 데이터 출처와 집계 기준 ·······························································································110



- vii -

제 4 장 생활도로 보차행태 분석 ························································113

 4.1. 요인별 기술통계 ··················································································································113

 4.2. 요인간 조합 특성 ················································································································115

  4.2.1. 상관분석 ·························································································································115

  4.2.2. 분산분석 ·························································································································117

  4.2.3. 군집분석 ·························································································································120

 4.3. 데이터 구조 검토 ················································································································122

  4.3.1. 행태조사 원 데이터 ·······································································································122

  4.3.2. 교통사고 데이터 검토 ····································································································124

  4.3.3. 전후 데이터 검토 ···········································································································128

 4.4. 소결: 생활도로의 보차행태 특성 ·························································································134

제 5 장 보차행태 유형별 사례분석 ·······················································137

 5.1. 사례별 현황 분석 ················································································································137

  5.1.1. 유형별 특성과 대표사례 ·································································································137

  5.1.2. 수유동(도봉로87길 사례) ·······························································································141

  5.1.3. 고척동(고척로27바길 사례) ····························································································156

  5.1.4. 장안동(한천로40길 사례) ·······························································································174

  5.1.5. 소결: 사례별 특성 종합 ·································································································190

 5.2. 보차행태 영향 요인 검토 ····································································································195

  5.2.1. 수유동 사례 ···················································································································195

  5.2.2. 고척동 사례 ···················································································································199

  5.2.3. 장안동 사례 ···················································································································206

  5.2.4. 소결: 보차행태 영향요인과 시사점 ················································································211

 5.3. 계획요소와 쟁점 검토 ·········································································································216

  5.3.1. 공간형식 ·························································································································216

  5.3.2. 노면과 시설 ···················································································································221

  5.3.3. 필지와 건축 ···················································································································225

  5.3.4. 보차동선체계 ··················································································································228

  5.3.5. 소결: 검토 결과와 계획적 시사점 ·················································································232

 5.4. 계획원칙과 기준 보완방향 ·································································································235

  5.4.1.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계획원칙 ······················································································235

  5.4.2.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계획기준 ······················································································237

제 6 장 결 론 ·····················································································247

참고문헌 ·······································································································································255

Abstract ·····································································································································267



- viii -

<표 차례>

표 1-1. 용어의 조작적 정의 ···········································································································10

표 2-1. 해외 보차공존 사례의 원형 분류 ······················································································17

표 2-2. 선행연구에 제시된 보차공존의 여러 정의 ·········································································18

표 2-3. 보차공존의 목표와 수단 ····································································································21

표 2-4. 분리형과 융합형 보차공존도로 비교 ·················································································26

표 2-5. 국내외 보차공존 논의 비교 ·······························································································33

표 2-6. 보행자우선도로 관련 조항 ·································································································38

표 2-7.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 ··································································39

표 2-8. 보행자우선도로 계획 원칙 ·································································································44

표 2-9. 생활도로의 정의 ················································································································46

표 2-10. 보차상충 지표 관련 선행연구 ·························································································52

표 2-11. 생활도로의 보행자교통사고 위험성 비교 ········································································55

표 2-12. 보행자교통사고 관련 선행연구 ························································································59

표 2-13. 생활도로 유형화 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75

표 3-1.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가치규범 ··························································································89

표 3-2. 가치규범에 따른 보차행태 지표 ························································································90

표 3-3. 계획적 쟁점에 따른 도시환경 요소의 분류 ·······································································92

표 3-4. 보차행태 요인별 선행연구 ·································································································92

표 3-5. 보차행태 요인의 조작적 정의 ·························································································103

표 3-6. 사례분석의 항목 ··············································································································106

표 3-7. 사례분석의 공간적 범위와 단위 설정 ·············································································108

표 3-8. 사례분석 데이터 목록 ·····································································································111

표 4-1. 행태요인 기초통계량 ·······································································································113

표 4-2. 표본값의 분포와 정규화 ··································································································113

표 4-3. 보행량, 교통량, 속도, 사고밀도의 교차 특성 ·································································115

표 4-4. 보행량과 교통량, 속도 구간별 비교 ···············································································117

표 4-5. 고위험 사례 특성 ············································································································119

표 4-6. 퍼지 군집분석 결과(k=3) ·······························································································121

표 4-7. 퍼지 군집분석 결과(k=4) ·······························································································121

표 4-8. 시간대별 편차 검토 ·········································································································122

표 4-9. 표본값과 원 데이터 비교 ································································································123

표 4-10. 교통사고 종속변수 검토 결과 ·······················································································124

표 4-11. 행태요인 전후변화 ········································································································128

표 4-12. 행태요인별 전후변화 ·····································································································128

표 4-13. 속도편차와 사고밀도 ·····································································································131

표 4-14. 사전-사후 군집 비교 ····································································································132



- ix -

표 5-1. 군집별 소속사례 현황 ·····································································································137

표 5-2. 군집별 대표 사례 분포 ···································································································138

표 5-3. 사례분석 대상지 목록 ·····································································································140

표 5-4. 수유동 : 보차행태 상세 ··································································································142

표 5-5. 수유동 - 교통사고 상세 ·································································································144

표 5-6. 수유동 - 교통사고 상세(시간대별) ·················································································146

표 5-7. 수유동 - 보도 설치 현황 (폭원별) ·················································································148

표 5-8. 수유동 - 보도 설치 현황 (구간별) ·················································································149

표 5-9. 수유동 – 노면 정비 현황 (폭원별) ·················································································150

표 5-10. 수유동 – 노면 정비 현황 (구간별) ···············································································151

표 5-11. 고척동 - 보차행태 상세 ·······························································································157

표 5-12. 고척동 - 교통사고 상세 ·······························································································160

표 5-13. 고척동 - 교통사고 상세 (시간대별) ·············································································161

표 5-14. 고척동 - 보도 설치 현황 (폭원별) ···············································································163

표 5-15. 고척동 - 보도 설치 현황 (구간별) ···············································································165

표 5-16. 고척동 – 노면 정비 현황 (폭원별) ···············································································168

표 5-17. 고척동 – 노면 정비 현황 (구간별) ···············································································168

표 5-18. 장안동 - 보차행태 상세 ·······························································································175

표 5-19. 장안동 - 교통사고 상세 ·······························································································178

표 5-20. 장안동 - 교통사고 상세 (시간대별) ·············································································179

표 5-21. 장안동 - 보도 설치 현황 (폭원별) ···············································································180

표 5-22. 장안동 - 보도 설치 현황 (구간별) ···············································································181

표 5-23. 장안동 – 노면 정비 현황 (폭원별) ···············································································184

표 5-24. 장안동 – 노면 정비 현황 (구간별) ···············································································184

표 5-25. 3개 대상지 가로 및 근린환경 비교 ··············································································190

표 5-26. 수유동 – 대상구간과 대조구간 비교 ·············································································197

표 5-27. 고척동 – 대상구간과 대조구간 비교 ·············································································200

표 5-28. 장안동 – 대상구간과 대조구간 비교 ·············································································206

표 5-29. 3개 사례의 행태특성 영향요인 종합 ············································································211

표 5-30. 도로폭원별 보도 설치 현황 ··························································································217

표 5-31. 도로폭원별 노면정비 현황 ····························································································222

표 5-32. 계획적 쟁점 검토 결과 ·································································································232

표 5-33.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계획원칙 ·····················································································235

표 5-34. 활성화구간의 계획기준 ·································································································238

표 5-35. 우회구간의 계획기준 ·····································································································240

표 5-36. 정주구간의 계획기준 ·····································································································242

표 5-37. 진입지점의 계획기준 ·····································································································244

표 5-38. 전환지점의 계획기준 ·····································································································246



- x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주제 ······················································································································5

그림 1-2. 연구의 구조 ······················································································································6

그림 2-1. 보차공존의 작동원리와 적용사례 ···················································································17

그림 2-2. 보차공존에서 공간형식의 절충 ······················································································27

그림 2-3. 충돌속도에 따른 보행자 사망률 변화 (전방충돌 시) ·····················································67

그림 2-4. 보행자와 자동차의 관계를 고려한 생활도로 체계 ·························································75

그림 2-5. 보행우선구역 내 네트워크 개념도 ·················································································76

그림 2-6. 연구의 차별성 ················································································································85

그림 3-1.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개념적 틀 ·····················································································87

그림 3-2. 규범-행태-환경 영역의 구조 ·························································································94

그림 3-3. 속도와 사고의 관계 검증 구조 ····················································································97

그림 3-4. 교통사고 데이터 추출 범위(예시) ················································································101

그림 3-5. 사례 간 비교 연구의 구조 ···························································································104

그림 3-6. 근린영역의 범위 설정 예시(고척동) ·············································································109

그림 4-1. 표준값과 원 데이터 분포 검토 ····················································································122

그림 4-2.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추세 ······················································································127

그림 4-3. 대상지 연도별 사고건수 변화(2011-2019) ······························································127

그림 5-1. 수유동 – 위치와 범위 ··································································································141

그림 5-2. 수유동 - 보행자우선도로 설계안 ···············································································143

그림 5-3. 수유동 - 교통사고 분포 ····························································································145

그림 5-4. 수유동 – 보도 설치 현황 ····························································································148

그림 5-5. 수유동 – 노면 정비 현황 ····························································································150

그림 5-6. 수유동 – 필지와 건축 현황 ·························································································152

그림 5-7. 수유동 – 내부도로망 (폭원별) ·····················································································154

그림 5-8. 수유동 – 주차시설 분포 현황 ······················································································155

그림 5-9. 고척동 - 위치와 범위 ·································································································156

그림 5-10. 고척동 - 보행자우선도로 설계안 ············································································159

그림 5-11. 고척동 - 교통사고 분포 ··························································································161

그림 5-12. 고척동 – 보도 설치 현황 ··························································································162

그림 5-13. 고척동 – 노면 정비 현황 ··························································································167

그림 5-14. 고척동 – 필지와 건축 현황 ·······················································································169

그림 5-15. 고척동 – 내부도로망(폭원별) ·····················································································170

그림 5-16. 고척동 – 주차시설 현황 ····························································································173

그림 5-17. 장안동 – 위치와 범위 ·····························································································174

그림 5-18. 장안동 - 보행자우선도로 설계안 ············································································176

그림 5-19. 장안동 - 교통사고 분포 ··························································································178



- xi -

그림 5-20. 장안동 – 보도 설치 현황 ··························································································180

그림 5-21. 장안동 – 노면 정비 현황 ··························································································183

그림 5-22. 장안동 – 필지와 건축 현황 ·······················································································186

그림 5-23. 장안동 – 내부도로망(폭원별) ·····················································································187

그림 5-24. 장안동 – 주차시설 현황 ····························································································188

그림 5-25. 수유동 – 대상구간과 대조구간 ··················································································195

그림 5-26. 고척동 – 대상구간과 대조구간 ··················································································199

그림 5-27. 고척로25길(c) 마을버스 운행 현황 ···········································································202

그림 5-28. 대상구간과 왜곡된 동선체계 ·····················································································203

그림 5-29. 장안동 – 대상구간과 대조구간 ··················································································206

그림 5-30. 장안동 – 대상구간 진입부 비교 ··············································································208

그림 5-31. 보도 설치 현황과 교통사고 분포 비교 ····································································217

그림 5-32. 보도설치와 노면 정비 현황 비교 ············································································221

그림 5-33. 건축물 용도와 구성비 비교 ·····················································································226

그림 5-34. 가로망과 주차시설 분포 현황 비교 ·········································································229

그림 5-35. 근린영역의 입지특성 ································································································237





- 1 -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오늘날 우리에게 보차공존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보차공존을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해왔는가? 이는 생활도로 문제의 인식과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또한 현재

의 생활도로 개선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위의 질문들에 답을 찾는 과정이다. ‘보차공존(Shared Streets)’은 

1960년대 후반 네덜란드의 본엘프(Woonerf)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보행자와 자동차

의 관계, 공공영역으로서 가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과 대안을 제시

하였고 이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며 다방면으로 진화해왔다(Hamilton-Baillie 

2008a). 세부 명칭이나 구현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차공존 관련 논의의 배경에

는 자동차 교통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한다는 보편적인 문제인식과, 보행자

와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이용주체와 공간, 기능 등을 명시적, 배타적으로 ‘분리

(segregation)’하는 대신 ‘통합(integration)’의 원칙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Ben-Joseph 1995; Karndacharuk et al 2014).

우리나라에서 보차공존의 개념과 원칙, 설계기법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한국토지개발공사 기술연구소 1988). 본엘프와 그 영향을 받은 일련의 사

례들은 국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 정책, 제도에 내용적 기반을 제공하였

고, 최근까지도 꾸준히 인용되고 있다(정석ㆍ유나경 2002; 국토해양부 2008; 국토해

양부 2012; 국민안전처ㆍ경찰청 2015; 행정안전부 2019). 국내 초기 논의들은 보차

공존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지만 이를 도입, 실행할 제도적 근거와 수단이 없

다는 현실적 한계에 직면했고, 우리나라의 도시환경과 제도,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

려할 때 외래의 해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자각하였다(제해성 1990; 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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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임삼진 1996; 김성균 1997). 이러한 초기의 문제인식은 보차공존의 개념과 

근거를 제도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으로 이어졌으며, 실무적 차원에서도 보차공존

의 설계요소와 기법 가운데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것들을 선별하고 그 효과를 검증

하면서 관련 계획과 시설기준을 정교하게 다듬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생적 현지

화의 시도들은, 큰 틀에서 ‘선진 사례의 국내 도입’이라는 수용과 모방의 구도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마저도 여러 주체와 법령, 지침, 사업 단위로 파편화되어, 산재

하는 성과와 경험들을 되돌아보는 통합적, 비판적 성찰은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보차

공존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이고 당위적인 주장에 비해, 그 안에 어떤 가치와 기대들을 

담고 있는지, 그것이 현재 우리 도시의 맥락에서 얼마나 유효한지와 같은, 근본적인 쟁

점들은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았다.

한편 생활도로는 물리적 보행환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

까운 공공영역이다. 생활도로에서 체감하는 보행환경의 질은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보편적인 보행권과 주거복지, 삶의 질 영역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보

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도심과 특화가

로, 대로변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생활도로의 문제는 상

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고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김경석 외 2014; 

이신해ㆍ장지은 2017).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는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 환경 조성’이

라는 기조 아래 정책 의제로서 생활도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정책에

서도 가시적인 변화가 감지된다.1) 

지금까지 생활도로의 개선방안은 보도를 비롯한 보행공간의 연속성 확보와 관리 체

계 강화(이신해ㆍ장지은 2017), 노상주차 문제와 연계한 도로환경의 공공성 회복(이광

1)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을 참조할 
수 있다. 앞선 제7차(2012-2016) 계획안에서 ‘주택가 생활도로 보도 정비’라는 항목이 ‘세부추진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되었던 반면, 제8차 계획안에서 ‘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 조성 및 교통안전성 
강화’항목은 여러 세부추진과제를 아우르는 ‘중점대책과제’의 위계로 격상되었고, 종합적인 목표 설
정과 더불어 관련 정책수단과 범위도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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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홍우식 2013), 보행자 통행권 보장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모창환ㆍ전

은수 2015; 오성훈 외 2016; 성낙문 외 2019) 등 다방면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속도관리의 중요성이 일관되게 강조되어 왔다(심

관보·허낙원 2011). 

그런데 전형적인 생활도로의 특성은 좁은 공간에 보행자와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이

용주체가 혼재하는 ‘공존성’으로 정의된다(박정욱·유정복 2013). 생활도로 대부분은 

보도가 없는 보차혼용도로이고, 보도를 설치한다 해도 충분한 폭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은진ㆍ이동현 2012; 오성훈ㆍ박예솔 2017). 이처럼 협소, 고밀, 혼잡한 

도로 여건은 보차공존이나 교통정온화에서 논의되는 설계기법과 개선수단들을 적용할 

때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며(오성훈 외 2014a; 오성훈 외 2019a), 도로공간이나 

물리적 시설물, 위험 요인에 반응하는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들의 인지와 행태에서도 

일반적인 예상이나 계획 의도에서 벗어난 특성들이 확인된다(송보경 2011; 이소연·김

재철 2014; 이수일 외 2016; 김병재·심한별 2018). 이는 생활도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도로와 차별화되는 생활도로 고유의 작동양상에 대한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나 서울의 도시환경은 압축적인 도시화 과정을 거치며 급변해왔다. 조성 시기나 

지형에 따라 상이한 공간구조 위에, 민간 영역의 자율적, 점진적 변화와 공공의 개입이 

여러 겹 덧씌워졌다. 그 안에서 생활도로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의 수위와 양상은, 그것

을 둘러싼 전반적인 도시형태와 도로교통체계를 비롯하여, 주거환경과 생활양식, 주택

난과 주차난, 고밀화와 상업화,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등, 여러 차원의 문제들과 복

잡하게 얽혀 있다. 도시마다, 동네마다, 가로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므로 대상지 

특성에 따라 목표와 개선수단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실제 생활도로 개선 현장에서는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대응의 한계가 반복 지적되어 왔

다(김경석 외 2014; 이지선·이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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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공존과 생활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 생활과 도로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요구 사

이에서 절충과 조율을 추구한다는 기본적인 구도에서 유사성을 가진다. 또한 자동차 

위주의 도로교통체계에 대한 문제인식, 바람직한 행태와 환경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

며, 내용적으로도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둘의 관계를 거칠게 규정한다면, 생활도

로는 보차공존이 적용되는 물리적 대상의 일부이고, 보차공존은 생활도로 개선을 위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도로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목표와 우선순

위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보차공존의 규범적 전제들이 정립되어야 하고, 보차공존의 계

획원칙과 기준을 세분화,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생활도로에 대한 실증적 이해와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외래의 개념과 기법으로서 보차공존의 수용에 대한 논의와, 생활

도로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각자 다른 관점에서 전개되면서, 여러 대안을 아우르는 통

합과 절충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

보차공존과 생활도로 연구는 큰 틀에서 보차행태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즉, 보행자나 교통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 및 근린환경 요인과 조건들을 실증적으

로 규명하려는 연구들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차행태와 환경에 관한 논의

에서, 생활도로의 특수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생활도로 관련 정의와 집계

기준의 느슨함, 조사연구의 사각지대로 인해, 일반론적인 전제들이 생활도로 조건에서

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즉, 지금까지 보차

공존과 생활도로에 대한 논의는, 실제 생활도로의 조건에서 일어나는 보차행태와 환경

의 상호작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시도보다, 외래의 개념과 원형, 일반론적인 계

획원칙과 전제들에 상당 부분 의존해왔다. 이미 정립된 목표와 해법을 현장에 적용하

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개별 사업이나 시설 위주로 효과를 검증, 보완하는 실무적이

고 기술적인 차원에 많은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과 담론의 한계는, 

생활도로 개선의 현장에서 적지 않은 사각지대와 모순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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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과 내용

본 연구는 보차공존의 의미와 유효성을 오늘날 생활도로라는 맥락에서 새롭게 바라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전개되어 온 보차공존과 

생활도로에 관한 규범적, 계획적 논의들을 실제 현장의 작동 양상과 연계하여 통합적

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활도로의 특수성과 다양성, 연속성

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보차공존의 계획원칙, 기준의 보완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단계별 목표로, 먼저 보차공존의 내용적 실체와 함의, 계획적 전제와 쟁점들을 고

찰하고, 실제 생활도로에서 일어나는 보행자와 자동차, 가로 및 근린환경의 복합적 상

호작용을 기술한 후, 이 두 영역 사이의 접점을 체계적으로 검증, 해석함으로써 계획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주제에 해당하는 주요 개념들 간의 관계는 그림 1-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보차행태와 도시환경의 특성과 상호작용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보차공존과 생활도

로 논의의 교집합에 주목하고, 실제 계획 행위가 일어난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구체적

인 연구대상으로 서울시의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과, 그 시행 사례지를 선정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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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전체적인 구조와 이에 대응하는 각 장별 목차의 구성은 그림 1-2와 같다. 

먼저 2장에서 국내외 문헌과 제도 고찰을 통해 현재 보행자우선도로에 적용되는 보

차공존의 실질적인 내용과, 그 이면의 규범적 전제들을 확인하였다. 국내외 보차공존

의 개념과 유형, 국내 수용과 제도화, 현지화 과정이라는 이론적, 제도적, 역사적 배경

그림 1-2. 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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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보행자우선도로 사례가 가지는 특성과 함의를 진단하였다. 나아가 생활도로

의 현황과 계획적 쟁점에 대한 연구, 보차행태와 환경적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서두에서 제기한  ‘현재의 보차공존 논의가 생활도로의 

특수성, 다양성, 연속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이르게 되는 논증의 근

거와 과정을 서술하는 한편, 기존 논의들 간의 접점과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과 차별성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의 구조와 방법을 기술

하였다. 기존 논의를 통합, 구조화하여 확장된 논의를 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이

를 구성하는 요인과 전제, 쟁점들을 세분화하였다. 이 틀에 따라 4장과 5장을 아우르

는 전체 분석의 구조와 각 장의 구성과 역할을 설정한 후, 각 장별 연구설계에 해당하

는 연구질문과 가설, 데이터와 분석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보행량, 교통량, 속도, 사고’의 4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생활도로 보차행

태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대상은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대상

지 44개소이며,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의 연차보고서에서 추출한 보행량, 교통량, 

속도의 ‘행태조사 데이터’와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추출한 ‘교통사고 데이

터’를 결합하여 활용하였다.2)분석 방법은 요인별 평균과 편차를 확인하는 기술통계, 

요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상관분석, 분산분석, 군집분석을 활용하였고, 이 밖에 데이

터의 구조와 시공간적 맥락에 따른 변동, 영향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를 종합하여 ‘바람직한 행태’에 대한 기존의 규범적 전제들이 유효한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다음 단계의 심화 분석을 위한 쟁점을 구체화하였다. 

2) 4장의 정량적 분석에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의 행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도로에서 
속도요인의 작동현황과 속도저감의 유효성을 실증적,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메타분석의 방식을 채택
하였는데, 이는 본인의 학술지 게재논문(2020b)의 구조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방법
론과 데이터에 대한 설명, 분석내용 및 결과의 일부가 해당 논문의 내용과 중복됨을 밝힌다. 단, 
본 연구에서는 실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교통사고 데이터와 결합하여 분석항목과 
구조를 전면 재구성하였으며, 두 데이터 간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추출과 처리 기준이 달라
졌고, 결과적으로 세부 수치들도 조금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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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에서는 정량적 분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3개 사례를 대상으로 보차행태 특성

과 가로 및 근린환경 특성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정성적인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1) 각 대상가로와 근린의 행태적, 환경적 특성을 상세히 기술한 후, 2) 행태적 특

성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조건과 맥락, 요인들을 검토하고, 3) 기존 논의에서 도출된 

계획요소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현황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인접 가로 간, 근린 간의 다

중 비교를 통해 유효한 차이와 공통의 경향을 도출하고 의미, 영향, 관계 등을 해석하

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종합하여,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계획원칙과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6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학술적, 정책적 함의와 한계를 서술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특정한 사례나 

사업, 정책을 평가하거나, 주어진 개선수단과 평가기준의 틀 안에서 부분적인 보완책

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정형화된 논의 구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서 의의를 가진다. 보차공존과 생활도로라는 의제 하에 바람직하다고 믿고 기대

해왔던 것, 개선을 위해 시도해왔던 것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그 중에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잘 몰랐거나 잘못 알았던 것, 간과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금까지 축적된 자생적 경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연구와 계획,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와 방

향, 참조점들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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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 및 범위

그림 1-1의 연구주제를 비롯하여 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 중 상당

수는 제도적, 학술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정립되지 않았거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

로 해석된다. 각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의 관점과 범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 채택한 주요 용어들의 조작적 정의를 표 1-1과 같이 정리하였다. 각 용어를 

둘러싼 다양한 정의와 용례들, 유사 개념과 차이점 등은 2장과 3장에서 다시 자세히 

기술하고, 여기에서는 본 연구가 채택한 정의와 범위 위주로 간략히 서술하고, 관련 부

분의 목차를 기재하였다. 

먼저 ‘보차공존’의 경우 지역 및 사례마다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계획 

목표와 수단에서 자동차보다 보행자, 분리보다 통합을 우선시한다는 공통점에 주목하

여 보차분리 또는 보차혼용과 구분하였다. 국내 논의에서 보차공존은 다소 모호하거나 

협소한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고, 관련 정책이나 계획의 적용에서도 보차분리나 교통정

온화 계열의 해법에 비해 간접적,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차공존을 

생활도로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보행자와 자동차의 균형을 지향하는 유연하고 포용

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시하

였다(3.1.1. 참조). 이를 보차공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나 원칙, 기존 논의들과 구

분하기 위하여 ‘생활도로-보차공존’이라고 명명하였다. 

‘생활도로’ 또한 공식적인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채 상이한 기준들이 제시되는데, 종

통적으로 공간, 기능, 운영의 차원에서 일반 도로와 차별화되는 도로를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생활도로’의 범위는 1) ‘생활’의 요구가 두드러지는 도시부 주거 및 

상업지역의 도로 중에서, 2) 간선 및 외곽도로를 제외한 지구 내 국지도로, 이면도로, 

골목길을 포함하며, 3) 폭 12m 미만의 ‘소로’ 또는 보도, 횡단보도, 신호등과 같은 분

리형 도로교통체계를 완전히 갖추지 않은 도로를 포함한다. 이와 대비되는 일반도로, 

폭 12m 이상이면서 분리형 체계를 갖춘 도로를 지칭할 때에는 편의상 ‘외곽도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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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사용하였다. 앞서 연구목적에서 언급한 생활도로의 ‘특수성’이란 일반적인 외

곽도로와 차별화되는 생활도로의 고유의 특성을, ‘다양성’은 생활도로 간의 차이를, 

‘연속성’은 생활도로를 둘러싼 가로 및 근린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용어 정의 및 내용 참조

보차공존
1960년대 후반 네덜란드의 본엘프에서 유래하여 여러 갈래로 확장, 파생된 개념. 
정의와 구현양상은 지역이나 사례마다 다양하지만, 자동차보다 보행자를 중시하는 
계획목표와, 개선수단에서 분리보다 통합을 우선시하는 계획원칙과 기준을 공유함

2.1.1.-보차분리

보차공존, 통합의 원칙과 대비되는 상대항으로, 협의의 보차분리는 단일 가로의 
단면을 분할하여 차도와 평행한 보도를 설치하는 것 또는 그러한 도로의 형식을 
지칭함. 광의의 보차분리는 보도 이외에 횡단보도와 신호등, 입체교차시설, 보-차 
전용구역 지정 등 보행자와 자동차의 공간과 통행권을 명시적,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계획원칙과 기법, 나아가 교통기능과 도시기능, 높은 위계와 낮은 위계의 도로처럼 
서로 이질적인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리하는 관습적인 도로교통체계 전반을 포괄함

-보차혼용
보행자와 자동차가 분리되지 않고 혼재된,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과 노면을 함께 
이용하는,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그러한 환경 조건을 통칭.
보차공존에 비해 도로 자체의 공간형식을 지칭하는 가치중립적인 개념

생활도로-
보차공존

생활도로라 맥락에서 보행자와 자동차의 균형을 지향하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개념. 
기존 보차공존 논의와 구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고안한 용어 및 개념적 틀.

3.1.

생활도로

공간, 기능, 운영의 차원에서 일반적인 도로와 차별화되는 도로
‘생활’의 요구가 두드러지는 도시부 주거 및 상업지역의 도로 중에서
간선 및 외곽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 내 국지도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포함,
12m 미만의 소로 또는 분리형 도로교통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도로. 

2.2.1.

-외곽도로
지구 외곽을 구획하는 도로로 12m 이상의 폭, 집산도로 이상의 위계, 보도와 
횡단보도, 신호등 등의 도로교통체계를 갖춘 도로

2.2.1.

보행자 
우선도로

폭 10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2012년 개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일종으로 도입되었으며, 세부사항은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2)과 매뉴얼(행정안전부 2019)에 규정됨
*이 중 서울시 시범사업 44개소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함

2.1.3.

보차행태

생활도로 환경에서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의 이용행태 및 상호작용.
다양한 분석기준과 방법이 있으나, 교통사고 빈도와 위험 수위를 좌우하고 
보차상충의 총량을 대변하는 지표로서 현황조사와 사업평가에 통용되는 
‘보행량, 교통량, 속도’의 3개 요인과 사고밀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함

3.1.

-보차상충
보차혼용 조건에서 보행자와 자동차의 통행량과 가용공간에 따른 밀도와 속도, 
혼잡도, 노출과 마찰 빈도 등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 및 지표

2.3.3.

도시환경
생활도로의 보차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 및 근린환경 특성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계획적 쟁점을 중심으로, 공간형식, 노면과 시설, 필지와 건축, 
보차동선체계라는 4가지 계획요소와 관련된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함

3.1.

-근린영역
대상가로와 동일한 가로망에 속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가로들과 인접필지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외곽도로와 자연녹지, 대형필지 등의 물리적 경계로 구분됨.

3.3.

표 1-1. 용어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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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는 제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일종으로, 가이드라인(국토교

통부 2012)과 매뉴얼(행정안전부 2019)에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서

울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체 82개 사례(표 2-7 참조) 중 일

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4장 보차행태 분석의 대상인 44개 대상지는 

조사 데이터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들을 모두 추출한 것이다.3) 5장의 정성적 사례분

석은 대상가로 뿐 아니라 주변의 근린영역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심층적

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보차행태 특성이 유사한 대상지끼리 묶어주는 군집

분석 결과에서 평균, 중립에 가까운 사례보다 군집 간의 대비가 강하게 드러나는, 수유

동, 고척동, 장안동의 3개소를 사례 분석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보행자우선도로 사례의 선정 이유와 함의(2.1.3.), 데이터의 특성과 한계(3.2.와 

4.3.)는 뒤에 다시 자세히 기술하였다. 사례의 수나 시범사업 선정기준에 내재된 편향

성을 고려할 때, 생활도로 전체를 균형 있게 대표하는 표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단, 44개 사례 간의 편차와 다양성을 확인함으로써 각 사례가 어느 쪽으

로 얼마나 치우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고, 이 점에 유의하여 사례 간 차이와 공통

점, 요인 간 구조와 쟁점, 부분과 전체의 관계 등을 해석하였다. 

‘보차행태’는 관용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생활도로 환경에서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의 행태와 상호작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

다. ‘행태분석’의 범주에서 보행자나 운전자 각각의 행태에 주목한 연구들은 많다. 가

장 기본적인 보행량과 교통량 외에도 통행빈도와 목적, 목적지와 경로 선택, 밀도와 속

도, 점유공간과 궤적, 인지와 소통 행동, 사회적 활동과 경험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항

목과 기법들이 활용된다. 생활도로와 같은 보차혼용의 조건에서 보행자와 자동차의 상

호작용은 주로 보차상충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보차행태는 보차

3) 여기에서 제외된 사례는 전후 행태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2015년도 사례(13개소), 교통사고 정
보의 사후 집계기간이 너무 짧은 2018년도 사례(23개소), 그밖에 사업 중단(2016년 동호로5길 1
건)이나 보행자전용도로로 전환(2016년 아차산로49길 1건)으로 인해 사후 교통량 및 속도 측정이 
누락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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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이나 보차상충이 내포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을 배제한 중립적인 표현이다. 이 용어

를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행태와 보-차 간의 상호작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

였다. 원칙적으로 보차행태 분석에는 복잡하고 미시적, 정성적인 측면까지 포함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으로 측정, 비교할 수 있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일차적인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로 차원에서 작동하는 보차통행의 수위를 

대변해주고, 선행연구와 각종 기초조사, 사업평가에서 널리 논의되는 지표로서 ‘보행

량, 교통량, 속도와 사고밀도’의 4개 요인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시환경’은 생활도로의 보차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 

및 근린 수준의 물리적 환경 특성을 지칭한다. 생활도로의 특성은 단지 개별 도로의 

공간과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가로변 필지와 건축 특성, 인접 가로와의 연결, 근린 네

트워크에서의 입지와 역할 등 다양한 환경적 조건들이 연속적,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고 보았다. 수많은 요인들 가운데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계획적 쟁점들을 중심으

로, ‘공간형식, 노면과 시설, 필지와 건축, 보차동선체계’라는 4가지 계획요소4)와 관련

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근린영역’은 행정적 경계나 직선거리 반경, 네트워

크 거리 등의 추상적 기준보다, 대상가로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동일한 가

로망에 속해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즉, 외곽도로나 자연녹지, 대형필지 등으

로 단절되어 있는 경우 대상가로와의 관련성이 약해진다고 보고, 이들을 물리적 경계

로 삼아 근린영역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4) 본 연구에서 계획요소(planning elements)라는 표현은 생활도로의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고 환
경적 특성을 좌우하는 요소들 중에서, 관련 계획에서 고려 또는 결정해야 할 대상으로 서로 결합,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요소들을 묶어서 지칭한다. 보차행태과 도시환경 사이에서 특정한 상호 관계
나 영향이 있다는 가정이 담겨 있는, 요인(factors)이라는 표현과 의식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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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2.1. 보차공존의 이론적, 제도적 배경

2.1.1. 보차공존 개념의 확산과 절충

보차공존(Shared Streets)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도로형식과 교통체계가 갖추어지기 이전에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같은 공간

을 공유하는 것이 보편적인 도로형식이었다.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공유공간’과 구분

되는 독자적인 의미에서 보차공존의 개념과 계획원칙은, 1960년대 후반 네덜란드에서 

등장한 본엘프(Woonerf) 사례를 계기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Hamilton-Baillie 

2008a). 이후 50여 년간 보차공존에 대한 논의는 도시설계와 계획, 공학, 교통관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으로 확장, 진화해 왔다.

보차공존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사례 및 문헌마다 다르며, 종종 용어 자체가 혼란과 

논쟁을 유발하기도 한다(Moody & Melia 2014; Besley 2010). 국내 보차공존 논

의의 특성과 함의를 고찰하기 위한 배경으로, 국제적 시각에서 보차공존 논의가 전개

되어 온 과정과 쟁점들을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보차공존 관련 해외 

사례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공통의 전제들

을 종합하여 개념적 틀을 구체화하였으며, 원형에서 변형과 절충이 발생하는 양상과 

쟁점을 고찰하였다. 

(1) 보차공존의 원형

본엘프와 보차공존은 지역 및 시기별로 많은 사례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별적인 명칭보다 등장의 배경과 계획의 목표, 설계기준, 적용대상 등 내용적인 차이

를 기준으로 유사 사례를 통합하여, 크게 1) 자연발생형, 2) 본엘프형, 3) 엘프형, 4) 

속도저감형, 5) 몬더만형, 6) 장소만들기형의 6가지 ‘원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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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연발생형 공유공간은 계획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

께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차분리 체계가 적용되지 않은, 교통체계의 최말단에 해당하

는 가로나 도시의 오래된 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직접적인 보차상충으로 인한 문

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협소한 공간, 낮은 우선순위 때문에 적용가능한 개선수단이 

제한적이며,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보행자와 자동차의 상호작

용이 자연스러운 균형에 도달할 경우, 도로로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장

소로서의 특색과 활력을 살릴 수 있다. 일부 바람직한 사례들이 주는 경험과 영감은, 

보차공존의 계획원칙에 적절한 예시와 근거를 제공하였다.

보차공존의 한 원형으로서 본엘프는 주거지역에서 자동차 교통이 초래하는 부정적

인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자생적 시도에서 유래하였다. 본엘프의 특징은, 일반적인 도

로의 구성요소를 벗어나 식재나 벤치 등, 가로경관과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참신한 설

계안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생활의 정원’이라는 용어에 드러나듯이, 보차 구분 없이 

통합된 공간에 마치 ‘정원’과 같은 가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주의와 배려, 

감속 등 행태 변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내외부 교통 수요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통과교

통의 유입은 차단, 억제하고, 거주자와 필수적인 서비스 차량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

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공공영역의 질을 회복하고, 특

히 어린이의 놀이와 같은 사회적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본엘프의 문제인식과 해법은 공공영역으로서 가로의 의미와 역할, 특히 주거지역에

서 보행자와 자동차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976년 네덜

란드 정부는 공식적인 설계지침을 제정하여, 본엘프를 주거지역 가로설계의 새로운 표

준으로 채택하였다(Hamilton-Baillie 2008b). 이후 독일(1976), 스웨덴과 덴마크

(1977), 프랑스와 일본(1979), 이스라엘(1981), 스위스(1982) 등에서도 유사한 지

침이 잇달아 제정되었다(Ben-Joseph 1995).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본슈트라세(Wohnstrasse)’, 일본의 ‘커뮤니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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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Zone)’, 영국의 ‘홈존(Home Zone)’ 등의 사례가 본엘프의 직접적

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엘프(Erf)’라는 용어는 본엘프의 적용대상이 도심부나 상업지역, 역사지구, 통학로 

등으로 확장되면서, ‘생활의’라는 수식어를 제외한 것이다. 본엘프의 확장형으로 볼 수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1988년 개정된 설계지침에서 공식 채택되었고, 다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과 설계기준, 규제사항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스위스, 벨기에, 프랑스 등지에서 2000년대 이후 제도화된 ‘만남의 구역(Encounter 

Zone)’도 엘프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만남의 구역은 '주거 또는 상업지역의 

일부분으로서, 보행자들이 도로 전체를 놀이나 쇼핑, 산책이나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의되며, 적용 대상에 따라 구도심, 역 앞 광장, 업무 

및 상업지구, 통학로, 주거지역의 5개 세부 유형을 포함한다.5)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엘프와 엘프 계열의 사례들이 주춤해진 반면, ‘속도저감

형’의 제도와 해법이 널리 확산되었다(Pharoah & Russell 1991; Kjemtrup & 

Herrstedt 1992). 독일과 네덜란드의 ‘30존(Tempo 30)’, 덴마크의 ‘조용한 가로

(Silent/Quiet Roads)’, 영국의 ‘20존(20mph Zone)’ 등의 사례들이 여기에 속한

다. 이들은 기존 도로 위에 30km/h 또는 20mi/h의 법정 속도규제와, 교통정온화

(Traffic Calming)의 물리적, 시각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감속효과를 유도

한다. 초기 본엘프나 엘프 사례에서 주로 채택했던 ‘노면공유형(shared surface)’의 

설계는, 도로공간과 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만큼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부담이 있다. 반면 ‘속도저감형’은 기존 도로의 구조를 유지한 채 물

리적 변화의 수위와 시설물의 설치 간격 등을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노면공유형에 비해 더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교통량이 많거나 사고 

위험이 큰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었고, 넓은 구역을 일괄 정비하기에도 용이했다.

5) 스위스 '만남의 구역' 공식 홈페이지 [http://www.begegnungszonen.ch/], (2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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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70년대 후반부터 네덜란드 북부의 중소도시들을 중심으로, 교통공학자인 

한스 몬더만(Hans Monderman, 1945-2008)의 실험적 계획안들이 등장한다

(Hamilton-Baillie 2008a).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도로공간의 이용주체와 통행권

(right of way)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설물과 규제를 더할수록, 운전자들에게 마음 놓

고 달려도 된다는 잘못된 확신을 준다. 반면, 불확실성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주변 상황

을 판단하여 더 신중하고 사려 깊게 움직이도록 유도한다. 보도와 횡단보도, 신호등과 

노면표시, 표지판 등 인위적인 개입과 통제의 장치를 최소화할 때, 이용자 개개인의 책

구분 등장 시기 및 배경 계획적 특성 관련 사례

자연
발생형

근대 이전
계획되지 않은 

공유공간

보도설치/도로체계 적용 가능성 제한
협소한 도로구조, 밀접한 연결

방치되거나, 자연적 균형/활성화

구도심, 
기성시가지, 
말단부 가로

본엘프형
1960년대 후반 

네덜란드 델프트의
주거지 가로

자동차 교통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
주거환경 보호, 놀이/사회적활동 장려

내부교통 억제, 외부교통 배제
전체 도로에서 보행자 우선권 보장

‘정원’과 같은 가로경관과 지역성 강조

본엘프(네덜란드)
본슈트라세

(독일, 오스트리아)
커뮤니티 존(일본)

홈존(영국)

엘프형
1988년
본엘프의

적용범위 확대

주거 외 지역 포함
(도심/상업/역사지구,역세권/통학로)
지정요건과 설계기준, 규제 간소화

엘프(네덜란드)
만남의 구역

(스위스, 벨기에, 
프랑스)

속도
저감형

1980년대
광범위한 보급과 

확산 전략

노면공유 대신 속도저감에 주력
법정 제한속도 + 교통정온화 기법

기존 도로에 탄력적 적용
가성비와 유연성, 범용성 향상

30존
(독일, 네덜란드)

조용한 가로(덴마크)
20mph존(영국)

몬더만형
1970년대 후반
네덜란드 북부

중소도시

더하기보다 비우기
공간/시설물/규제를 최소화하고

이용주체의 자율적 상호작용 강조
안전성과 교통 흐름 개선

Oudehaske, 
Makkinga, 

Oosterwolde, 
Haren, 

Drachten 외

장소
만들기형

2000년대 이후
문화/상업적 중심가로

교통공학과 도시설계 분야의 통합
안전, 교통 외 다양한 가치 투영

공공영역 회복, 장소활성화 효과 강조

익지비션로드(영국)
엘리엇스트리트

(뉴질랜드)

출처: Hamilton-Baillie 2008a; Besley 2010; Karndacharuk et al 2014 등
본문에 인용한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재구성

표 2-1. 해외 보차공존 사례의 원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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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자율성이 커지고, 이용자 간 눈맞춤 등 의사소통이 활성화된다. 주변 상황에 적합

한 행동양식에 대한 암묵적 규율이 일종의 사회적 협약(social protocol)으로 작동한

다(Clarke 2006).

이러한 작동 원리를 토대로, 몬더만은 ‘더하기’보다 ‘비우기’의 설계 전략을 강조한

다. 전형적인 계획안은 그림 2-1과 같이, 신호등이 없는 회전형 교차로의 형식으로 구

현된다. 기존 도로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걷어내어 단순하면서도 모호한 공간을 만들

고, 그 안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들의 흐름이 적정 속도와 간격을 유지한 채 부

드럽게 이어지며, 전체적으로 마치 하나의 광장처럼 통합된 느낌을 준다. 초기에는 이

용자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거란 우려가 있었지만, 속도저감과 교통사고 감

소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고, 교통용량과 흐름도 개선되었다. 나아가 도로교

(위) 시설물과 규제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교차로와 보차공존의 개념 
(아래) Laweiplein(Drachten, The Netherlands) 사례의 개선 전후

출처: Hamilton-Baillie(2008b)

그림 2-1. 보차공존의 작동원리와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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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으로 단절되고 가려져 있던 장소적 특성과 활력이 되살아나는 등, 부수적인 효과들

도 거둘 수 있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성이 확인되면서 점차 교통량이 상

당히 많은 지점으로도 확장되었다. 몬더만형의 사례들은 안전을 위해 통제와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통념을 뒤집고, 안전이나 이동성,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양질의 공공영

역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물리적 기법과 시설 중심의 공학적, 기술

적 접근을 벗어나 ‘인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시설계 분야에서도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Clarke 2006; Hamilton-Baillie 2008a; Toth 2009). 

2000년대 이후 앞선 다양한 사례와 원형들을 아우르며 공유공간(Shared Space)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관련 논의와 경험, 근거들을 종합하여 개념과 방향을 정립하

기 위한 시도들이 등장한다(표 2-2).대표적인 사례로 유럽 연합(European Union)

의 공유공간 프로젝트(Shared Space 2005)와 영국 교통부의 보차공존 지침 제정

출처 정의

Shared Space 
(2005)

물리적인 공간 분리나 시설물, 교통규제에 의존하지 않고 
도로를 이용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자율적인 배려와 타협에 의해 
작동하는 가로

Hamilton- 
Baillie

(2008a)

모든 도로 이용자들이 비공식적 규율과 사회적 협약에 의해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가로
교통을 공공영역과 장소의 일부, 도시의 사회적, 문화적 조직의 일부로 
통합하는 것

Besley
(2010)

상이한 이해와 논쟁을 수반하는 용어로서,
도시설계, 공학, 교통관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 
공공영역에 대한 사유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

Department 
for Transport 

(2011)

관습적 설계가 표방하는 명시적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동차의 우위를 줄이고 모든 이용자가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행자의 이동과 편의 증진을 위해 설계된 도로 혹은 장소

Karndacharuk 
et al

(2014)

1) 공간과 이용주체를 통합하는 것 
2) 자동차 교통의 영향을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
3) 도로공간의 다양한 기능을 촉진하고 장소성을 강화하는 것

Moody & 
Melia (2014)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의 경계 구분을 최소화하여 설계된 가로

표 2-2. 선행연구에 제시된 보차공존의 여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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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for Transport 2011)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들 수 있다. 최근의 보

차공존 논의에서는 본엘프의 설계원칙과 몬더만의 행태 이론, 도시설계와 장소만들기 

관점에서의 효용들이 폭넓게 언급된다. 보차공존에 투영되는 기대는 안전과 교통운영

의 효율성, 시설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 등 실용적 차원을 넘어, 공공영역의 질과 

매력 향상, 경제적 활력, 시민성과 사회적 자본, 건강, 교통수단의 전환 등, 자동차로 

인해 잃어버리거나 위축된 다양한 가치들을 복원할 수 있다는 잠재적 차원까지 확장된

다(Moody & Melia 2014). 

통합적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등장한 최근 사례들을 ‘장소만들기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본엘프 등 기존의 원형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는데, 특히 문화적, 상

업적으로 도시 활동의 중심이 되는 특화가로에 보차공존의 계획원리를 적용하며 공공

영역의 가치 회복과 장소 활성화의 효과를 강조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Kaparias et 

al 2010; Karndacharuk et al 2014).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익지비

션 로드(Exhibition Road, London, UK), 뉴 로드(New Road, Brighton, 

UK), 앨리엇 스트리트(Elliott Street, Auckland, New Zealand) 등이 있다.

이상 보차공존의 여러 원형들은 자동차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한다는 보편적 문제의

식을 공유하지만, 구체적인 명칭이나 적용대상, 문제인식과 구현 양상은 지역이나 시

대별로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본엘프형에서 불필요한 통과교통을 구분하고 차단 

또는 억제하는 것과 달리, 속도저감형이나 몬더만형에서는 기존 교통용량과 성능을 저

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또한 본엘프형에서 거주자들의 일상

적인 교류와 공동체 활성화, 어린이의 놀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로경관과 장소

성에 주목하지만, 장소만들기형에서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경험과 다양한 문화적, 

상업적 활동을 중시한다. 

관련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보차공존은 매우 다층적이고 유동적이며, 사회적으로 정

의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특정 사례에서 도출된 정의와 특성, 기준이 보차공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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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통용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보차공존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정의 자체

의 범주와 위상이 좌우되기도 한다. 협의의 보차공존은 보행공간이나 가로의 한 유형, 

특정한 물리적 특성과 설계기법을 지칭하는데, Besley(2010)는 이러한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의가, 지엽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지적한다. 대신 보

차공존을 ‘논쟁적인 용어’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가치와 과정 중심의 논의6)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Hamilton-Baillie(2008a)는 초기 본엘프가 ‘장난스럽고 독창적이

고 대담한’ 시도를 통해 가로설계의 새로운 언어들을 만들어냈음을 높이 평가하며, 공

식 설계지침이 제정되고 제도권의 일부로 편입된 이후로 오히려 관련 논의의 발전과 

확산이 멈추었다고 진단하였다. 이는 계획원칙이나 접근방식에서, 기존 관습을 벗어나

는 대안적 성격 자체가 보차공존의 차별성과 잠재력을 규정한다는 견해를 보여준다.

(2) 보차공존의 목표와 개선수단

보차공존에 대한 상이한 원형과 정의를 아우르는 공통분모는, 이것이 보행자와 자동

차의 균형을 지향하는 계획목표와, 분리보다 통합을 지향하는 개선수단을 아우르는 일

련의 계획원칙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를 토대로 앞서 언급된 다양한 목표와 수단

들을 표 2-3과 같이 종합하였다. 먼저 보차공존의 공통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균형’에는 좁게는 자동차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부터 자동차

가 독점한 우위를 보행자에게 되돌려주는 것, 물리적 단절이나 소음, 매연 등 자동차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과 교통체계에서 자동차 의존을 낮추고 

보행을 장려하는 것까지 다양한 의제들이 포함된다.

보차공존의 개선수단에서 공통으로 강조되는 ‘통합’이란,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단

일 가로의 공간적 형식에서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의 경계 구분을 최소화(Moody & 

Melia 2014)’하는 것이다. 이는 보도가 없는 가로, 분리되지 않은 단일한 공간을 지

칭하며, 단차 없는 노면(level surface), 노면공유(shared surface), 도로 위 각종 

6) ‘이동성과 시민성(mobility and civility)’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고, 지역 공동체의 특성과 요
구를 폭넓게 반영하며, ‘공공영역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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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를 없애는 것(de-cluttering)과 같은, 도로 경계와 시설물의 구체적인 설계

기법과 물리적 특성으로 정의된다. 확장된 의미에서 ‘통합의 원칙(integration 

principle)’은 ‘분리의 원칙(segregation principle)’과 대비되는 접근을 지칭한다

(Ben-Joseph 1995; Hamilton-Baillie 2008b). 분리의 원칙은 보행자와 자동차, 

교통기능과 도시기능, 높은 위계와 낮은 위계의 도로와 같이 서로 이질적인 것들을 체

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합리적 계획으로 간주하며, 보도 설치 뿐 아니라 신호등과 입

체교차시설, 보-차 전용구역 지정 등 도로교통과 도시환경 전반에 걸쳐 관습적인 우위

를 차지하고 있다. 통합의 원칙은 분리 위주의 계획이 가지는 한계에 대응하며, 도로와 

장소 기능의 통합, 물리적 환경과 이용행태의 통합, 교통공학과 도시설계의 통합 등, 

공간계획과 의사결정의 여러 차원에서 대안적 접근을 옹호한다. 

위의 틀에서 상대항에 해당하는 보행자와 자동차, 통합과 분리는 완전한 흑백의 대

립 구도가 아니라 다양한 수위와 양상으로 ‘절충’ 된다. 공간적 형식에서도 경계선 자

구분 내용 상대항

보
차 
균
형
의
 
목
표

안전성
교통사고 감소, 위험/불안 해소,
보행자 보호, 교통약자 보호

↔

자동차 교통 위주의 계획

교통용량, 설계속도, 
원활한 흐름, 접근성, 
주차공간 확보

교통억제
속도저감, 교통량과 주차관리, 
양보와 배려 유도

보행우선 수적 우위, 공간배분, 우선권(행태, 제도)

보행활성화
자유로운 횡단, 선호경로, 보행영역 
확장, 보행통행 장려, 녹색교통 연계

장소활성화
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력, 
쾌적한 환경(소음 등), 장소이미지,

통
합
적

개
선 
수
단

공간형식
노면공유, 단차 없는 노면, 촉각적 경계, 
낮은 보도, 경계와 단절 완화

↔

보도와 단차, 말뚝, 울타리 
등 경직된 보차분리

교통정온화
속도규제, 통행제한(구역/시간/차종별), 
일방통행/차단시설, 폭좁힘, 굴절/굴곡, 
과속방지턱, 시각적 분절

관습적인 도로교통체계
- 도로시설, 규제, 표시,
  횡단시설과 신호체계,
  도로위계와 용도분리가로경관 비우기, 보도재질, 식재, 편의시설

접근방식
이용자, 행태, 장소를 고려한 설계, 
창의적인 유연한 대안, 분야 간 협업

기술적, 공학적 접근,
정형화된 해법

출처: 문헌 고찰 내용을 종합하여 직접 작성

표 2-3. 보차공존의 목표와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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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없는 완전한 통합과, 명시적이고 연속적이며 배타적으로 분리된 보도라는 양 극

단 사이에 다양한 절충안이 존재하며, 보차공존은 그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을 모색한

다. 따라서 상대항과의 관계와 균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절충을 어디까지 포용하는

지가 협의의 보차공존과 광의의 보차공존을 구분하고, 보차공존의 계획기준과 구현양

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속도저감형의 계획안은 보도를 비롯하

여 기존 도로의 구성방식과 체계를 유지하고, 규제와 시설물을 통해 직접 개입한다는 

점(Karndacharuk et al 2014), 가로의 사회적 이용 행태 등에서는 유의미한 변화

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Biddulph 2012)에서 엄밀히 구분하면 통합보다 분리의 계

열에 더 가까운 해법이지만, 자동차 교통의 영향과 우위를 줄인다는 목표를 공유하므

로, 넓은 의미에서 보차공존의 한 갈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공간형식의 절충과 쟁점

공간 통합과 분리의 형식 사이에서 ‘절충’이 일어나는 배경과 양상은 다양하다. 여기

에서는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속도저감형은 완전한 공간통합을 수반하는 보차공존에 비해 가성비가 높은, 일

종의 보급형 전략으로 간주된다. 특히 국가나 지역마다 보차공존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시도가 받아들여지고, 뿌리내릴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속도저감형이 가지는 절충적 이점은 단지 재정적 부담 뿐 아니라 급진적 변화에 수반

되는 심리적, 사회적 저항을 낮춤으로써 적용가능성을 확장하는 효과도 있다. 이에 관

한 논의는 영국의 홈존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영국에서는 ‘보차분리 중심의 도시환경

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선호’가 보차공존의 확산과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

했다(Clayden et al 2006). 이는 홈존의 계획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보행자와 

자동차 영역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는 급진적 설계안들은 지역 사회의 저항에 부딪히

고, 상대적으로 무난한 절충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Biddulph 2010). 기존 

보도를 유지한 채 교통정온화 위주의 기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한 사례(cal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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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s)에서 ‘노면공유형 보차공존(shared streets)’ 사례에 비해 가로의 사회적 이

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Biddulph 2012)이 있었지만, 보차공존의 안

전성에 대한 우려나 불안, 심리적인 장벽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홈존의 후속 사례를 

표방한 DIY 스트리트는 계획기준에서 노면공유에 관한 요구를 배제함으로써, 홈존에 

비해 비용적, 절차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음을 전략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7)

둘째, 보차공존도로 설계에서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분리’를 일부 차용하는 경우

가 있다. 몬더만은 도로환경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경각심이 더 안전한 행태를 유

도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조건에서 교통사고나 속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효과를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Hamilton-Baillie 2008b). 그러나 보행자와 자동차의 동등

한 권리, 수평적인 상호작용이라는 이상적 전제와 달리, 현실에 존재하는 크기와 힘, 

속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주도권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기울어지기 쉽고, 보

행자들이 더 큰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보차공존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를 단지 극복해야 할 관습이나 선입견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특히 시각장애인과 안내견들은 도로 연석과 같은 관습적인 요소에 의지하여 안전한 

통행공간과 경로, 방향을 식별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사라졌을 때 혼란과 불안, 

공포를 느낀다(Holmes 2015; Imrie 2012). 여성과 노인 집단에서 보차공존에 대

한 부정적 인식,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Kaparias et al 2012; Moody & Melia 2014). 즉, 보차공존의 위험성은 인지, 

판단, 소통 능력이나 신체적 특성 차이 등으로 자동차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이용자 집단에 편파적으로 작용한다. 이용자들이 이러한 공간을 방문, 경유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효과가 장기간 누적되면,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Holmes 2015).

7) 오성훈ㆍ남궁지희(2013),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 pp.197-1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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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포용성에 대한 우려는 보차공존도로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갈

등과 저항으로 표출된다. 익지비션 로드(Exhibition Road, London, UK), 앨리엇 

스트리트(Elliott Street, Auckland, New Zealand) 등의 장소만들기형 사례들에

서, 교통약자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는 중요한 계획적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그 대안으

로 도로 일부를 분리하여 보행자를 위한 안전영역(safe zone)을 두고, 시각장애인들

을 위해 촉각적 경계선(tactile delineator)을 설치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8) 단차 

없는 노면을 유지하되 횡단보도와 유사한 ‘횡단유도시설(courtesy crossing)’ 등, 익

숙한 도로교통체계의 구성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제공하도록 권장하기도 한다(Moody 

& Melia 2014; Karndacharuk et al 2014). 이러한 장치들은 통합된 공간에서 

보장되지 않는 보행자의 안전과 심리적, 행태적 우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쟁점은 보차공존형의 공간에서 보행자 우선권의 제도적 보장 여부이다. 본

엘프에서 보행자는 도로 전체를 이용할 수 있고 도로에서 놀 수도 있으며, 운전자는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보행 속도보다 빨리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법적으로 명시

되어 있다. 가로환경의 변화, 물리적 설계기법의 효과에 더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권

리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행태와 책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한다. 네덜란드 외에도 덴마크와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들이, 보차공존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우선권 또는 자동차와 동등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Pharoah & Russell 1991; Kjemtrup & Herrstedt 1992; Karndacharuk 

et al 2014).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조의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초기부터 본엘

프와의 결정적 차이로 지적되었으며, 아직도 현재진행형의 문제로 관련 법, 제도 개정

8) 앞의 책(pp.60-65) 및 Karndacharuk et al(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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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오성훈 외 2014b; 오성훈 외 2016; 모창환ㆍ전은수 

2015). 이로 인해 외형적으로 보차공존의 설계기준을 모방하더라도, 통합된 공간은 

보도가 아닌 이상 차도로 간주되고, 보행자의 통행권은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로 한정

되며, 도로 중앙에서는 언제나 자동차 통행이 우선시된다.

이와 유사한 조항을 가진 일본의 커뮤니티 도로 사례에서는, ‘보차도분리형 보차공

존도로’라는 절충적 형식을 도입하여 보차공존도로를 표 2-4와 같이 두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天野光三 외 1986). ‘보차도분리형’은 보도와 차도 영역을 구분하고, 

경계에는 약한 단차와 물리적 차단시설을 두며, 주행공간에 굴곡(slalom) 또는 굴절

(crank)을 두어 속도를 억제하는 유형이다. ‘노면공유형’은 통행영역 구분 없이 평면

구분 분리형(보차도분리형) 융합형(노면공유형)

예시

a c

b d

정의
보도와 차량통행 공간을 분리하여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보장

도로 전체가 차도보다 보도나 정원으로 
인식되도록 조성

물리적 
형식

낮은 단차와 볼라드에 의한 물리적 분리
차도부를 굴절시켜 속도저감 유도

통행영역의 명확한 구분 없는 평면적 구성

교통 
특성

교통량이 많음(첨두시 50대/시이상)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가로
어느 정도 원활한 소통을 보장

교통량이 비교적 적음
연도 주민 위주로 이용하는 가로
통과차량을 거의 배제

한계
차도에서는 차량 우선이라는 인식
일체적 공간활용이 어려움
좁은 도로에 적용 불가

보행자 안전과 통행권이 보장되지 않음
돌출형 시설물이 금지 원칙
무단주차 억제 효과가 미약함

출처: 한국토지개발공사 기술연구소 1988; 天野光三 외 1986

표 2-4. 분리형과 융합형 보차공존도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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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구성하며 도로 전체가 차도보다 보도나 정원으로 인식되도록 조성하는 유형으

로, 보차공존의 원형에 더 가깝지만 제도적 한계를 고려하여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교통

량이 극히 적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국내 초기 문헌에서도 이를 참조하여 보차공존도로의 유형을 ‘분리형’과 ‘융합형’으

로 정의하였다(한국토지개발공사 기술연구소 1988; 제해성 1990; 정석ㆍ유나경 

2002). 당시 일본 사례를 채택한 이유로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도로교통법 상 도로 

전체에서 보행자의 우선권을 보장할 수 없고, 보도 이외의 영역에는 차량 통행에 지장

을 주는 시설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 제시된다.9)

절충의 네 번째 쟁점은, 보도 설치의 현실적 제약이다. 본엘프가 기원했던 1960년

대 당시 주류 교통계획의 기조는 ‘분리의 원칙’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영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보행자와 자동차의 접근 및 이동 경로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

하는 방식이 보편적 설계기준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보차공존은 이미 갖추어진 도로

체계와 보도 경계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Moody & Melia 

2014).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 오래된 도시나 기존 주거지역의 가로가 대부분 협소하

여 분리된 보도를 조성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합과 공존 위주의 해법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해석이 제시된다(Kjemtrup & Herrstedt 1992). 이때의 보차공

존은 협소 도로와 절대적 공간 부족이라는 물리적 여건에서 보차분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이다. ‘경계를 얼마나 완화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

라, 이미 자동차와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이미 차량 

우위로 기울어진 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9) 당시 일본의 사례와 문헌을 주로 참조한 배경에는 구득 자료의 접근성, 지리적인 인접성, 언어
와 인적 교류의 측면도 유효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본엘프의 초기 사례와 확산은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비영어권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영미권 국가에서 홈존 등 보차공존 
시책은 1990년대 이전에는 본격 도입되지 않았으며, 몬더만형과 장소만들기형은 2000년대 이후의 
문헌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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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로설계와 보도설치에 관한 지침에서는 보차분리가 필요하지만 보도 설치 공

간이 부족한 경우, 또는 도로 구조나 가로변 상권 보호, 민원, 소방 및 긴급차량 통행 

문제로 물리적 단차나 차단시설을 두기 어려운 경우, 경계선과 노면의 색상, 재질의 차

이 등 평면적, 시각적으로만 보차공간을 분리하는 소위 ‘약식 보도’라도 설치하도록 권

장한다.10) 보차분리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공간과 통행권을 명시적, 배타적으로 구분

하는 경직된 보차분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단차 없는 노면’, ‘제한된 공간의 유

연한 활용’이라는 보차공존의 특성을 차용한 것이다. 약식 보도는 유사시 가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도로 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보도 위 주차, 

보행자의 무단횡단처럼 경계선을 침범하는 비공식적인 행태가 비교적 쉽게 용인되기 

때문에, 보행공간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실효성이 다소 떨

어질 수 있다. 

그림 2-2는 완전한 통합과 완전한 분리 사이의 절충을 보여주는 다양한 공간 형식

들을 비교한 것이다. 절충의 배경과 쟁점에 따라, 물리적 경계의 형식과 계획기준, 보

행영역과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 보행안전구역이 보차공존의 틀 위에 보도의 

구성요소와 이점을 차용했다면, 속도저감형은 보차분리의 경계와 형식을 그대로 유지

하면서 그 위에 자동차 교통을 억제하는 요소를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분리형 보

차공존도로와 약식보도는 분리를 하되 경계를 일부 완화하는 물리적 형식은 서로 유사

하지만, 가로환경과 경관에서 어느 쪽을 바람직한 것으로 전제하는지에 따라 근본적인 

지향점의 차이가 있다. 분리형 보차공존도로는 차도부를 포함하는 도로 전체에 일반 

도로와 차별화되는 도로 선형과 가로시설물, 경관계획을 적용하는 반면, 약식보도는 

외형적으로 일반 보도와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계획된다. 차도 영역에 대해서

는 감속 등 특별한 조치를 수반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도로의 시설물과 경관, 운영체계

는 차별화가 아닌 준수 및 모방의 대상이 된다. 

10) 국민안전처ㆍ도로교통공단(2015),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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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보차공존’은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나 원형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나 지역

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구현되어 왔다. 지금까지 고찰한 보차공존의 다양한 원형과 

정의, 공간형식의 절충에 관한 논의로부터, ‘보차공존’을 이해하는 몇 가지 중요한 전

제들을 도출하였다. 즉, 1) 보차공존의 상대항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2) 어떤 계획목표

와 개선수단을 채택하는지, 3) 절충을 어디까지 포용하는지의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

로, 상이한 정의와 사례들 간에 실질적인 내용적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출처: 직접 작성

그림 2-2. 보차공존에서 공간형식의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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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국내 수용과 현지화의 쟁점

우리나라에서 보차공존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고, 지금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

는가? ‘현지화’ 과정의 특성과 주된 쟁점은 무엇이었는가? 

여기에서는 국내에서 본엘프를 비롯한 보차공존 계열의 사례들을 인용 및 참조한 문

헌, 사례 및 제도를 중심으로 보차공존의 국내 수용 및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크게 

‘단지계획’, ‘지구교통’, ‘보호구역’, ‘특화가로’, ‘법정사업’, ‘보행자우선도로’라는 6개

의 주제를 중심으로, 보차공존에 대한 인식과 적용이 주제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를 

비교하였다. 나아가 현행 제도에서 보차공존 관련 규정의 현황을 점검하고, 한계와 쟁

점을 고찰하였다.

(1) 보차공존의 수용 및 전개과정

우리나라에서 본엘프 계열의 사례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다. 

당시 급격한 도시화와 자동차 및 교통수요의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와 불법주정차를 비

롯한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사례나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국내 초창기 연구에 해당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 기

술연구소(1988)는 해외 사례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비슷한 문제를 먼저 경험해 온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보차공존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당시 보차공존은 “자동차 통행의 억제를 촉구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성 향

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차공존도로는 “보행자 위주로 계획된 도

로공간을 차량이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다소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소개되었다. 일련의 선진 사례들은 새로운 계획의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했을 뿐 아니

라 구체적인 설계요소와 기준, 작동원리와 기법 등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후 국내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 정책, 제도의 형성 과정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까지도 꾸준히 인용되고 있다(정석ㆍ유나경 2002; 국토해양부 2008; 국토해양부 

2012; 국민안전처ㆍ경찰청 2015; 행정안전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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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토지개발공사 기술연구소(1988)에서 보차공존 사례들을 참조했던 의도는 

공동주택이나 신도시, 재개발 등 단지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도출하기 위

함이었다. 사례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차공존도로의 정의와 특성, 유형을 제시하

고, 다양한 속도저감 기법과 시설, 단지 내 도로의 분류체계와 계획절차 등을 구체적으

로 규정하였다. 이후 보차공존도로의 개념은 마포삼성아파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여러 단지계획 사례에 적용되었고, 초기에는 보도, 컬데삭, 보행자전용가로 등 보차분

리 기법이 적용된 단지에 비해 가로의 활력 면에서 유리하다고 평가되기도 했다(이규

인ㆍ이재준 1996). 

그런데 단지계획의 경우 기존 도로의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보도 설

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필요시 단지 내 도로 및 보차동선체계까지 전면적으로 재구

성할 수 있는 여건이, 공존보다 분리 위주의 계획에 우위로 작용한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6조 제1항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대하여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2000년대 이후

로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차장의 전면 지하화와 지상부의 공원화를 병행하여 단지 내 

도로에서 자동차와 보행자의 상충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입체적 보차분리방식이 

더욱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단지계획에서 보차공존도로의 유형이나 설계기법을 의도적

으로 채택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보다는 주로 저층주거지나 상업지역의 이면도로 등, 

기존 도로의 개선수단으로 간주된다.

1990년대 초반은 국내 ‘보행권 운동의 태동기’로 기술된다(명묘희 2015; 이광훈 

2017). 이 시기에 자동차 위주의 도시 및 교통정책, 열악한 보행환경에 대한 문제인

식과 보행자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었고, 도시환

경과 관련 제도, 정책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첫 사례로, 서울시

는 1993년 생활권 도로를 관할하는 자치구 단위의 추진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

여 자치구 단위 5개년 계획을 도입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행수단으로 1994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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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이광훈 외(1995)에 따르면 그 당시 서울시의 지

구교통개선사업은, 미국식 추진체계와 유럽식의 종합적 교통관리 수법, 일본식의 도로

분류체계를 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0개 이상의 지구에서 시행되었지만, ‘그

다지 매력적이거나 성공적’으로 인식되지 못했고, 지속 및 확산세가 약했다고 평가된

다(진장원 2007). 지구교통체계와 보행환경을 함께 개선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사

업 내용 대부분이 일방통행 도입, 과속방지턱 설치, 주차구획선 정비 등 단기적 개입이 

용이한 항목에 치중했고, 특히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높았던 주차문제의 심각성, 

복합성에 비해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나 체감 효과가 미약했다(김승준ㆍ임은영 2007). 

이러한 문제인식은 교통안전, 소통개선, 주차, 녹색교통 등 부문별로 특화된 후속사업

으로 이어졌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조항이 신설되며 초등학교 주변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30km/h의 속도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어린이와 

통학로 안전이라는 의제는 초기 보행권 운동의 강력한 구심점이자 우선 과제였고, 관

련 논의가 법 개정까지 이어진 최초의 사안이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현

재 2만 개 이상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지정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지정 대상이 초등학교 이외에 유치원, 학원 등의 시설로 확대되었고, 

신설된 노인과 장애인보호구역을 아우르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

(국민안전처, 경찰청 2015)』이 제정되었다. 이처럼 보호구역 지정과 속도규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를 병행하는 방식은, ‘속도저감형’의 해법에 가깝다. 그 적용 범위를 

교통약자라는 특정 집단의 보호 목적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보행자의 안전을 증진

하는 수단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보행자보호구역(2004), 30생활도

로구역(2008)의 시범사업이 시행되었고,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국민안

전처, 도로교통공단 2015)』,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2019)』 등이 잇달아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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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조성된 덕수궁길 보차공존도로는 기존 도로의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보차공

존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였다(김성균 1997; 배호영 1999; 김인석ㆍ조준한 

2015). 덕수궁길은 단차 없는 노면에 볼라드 등으로 보도와 차도 영역을 구분하고, 

주행공간의 선형을 S자로 왜곡하여 속도저감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분리형 보차공존도

로에 해당한다. 더불어 가로경관과 장소성의 심미적 개선효과가 강조되어, 보행자 중

심 가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명동길, 인사동길 등 대표적인 ‘차 없

는 거리’ 설계안에 보차공존의 개념과 설계요소가 적용되었고, 이와 유사한 설계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각 지역마다 도심부의 중심상업지역이나 역사문화지구, 관

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고 장소적인 활력이 높은 ‘특화가로’를 중심으로 적용되었다. 특

화가로형의 보차공존도로 사례들은 개선범위가 보도에 한정되지 않고 보도 경계와 차

도까지 도로 전체를 포함한다는 점, 그리고 가로경관과 시설물의 외형적, 심미적 변화

에 그치지 않고 일방통행체계, 횡단시설, 속도저감, 주차관리와 단속 등 교통행태에 관

여하는 제도적 조치들을 수반했다는 점에서, 디자인서울거리, 서울거리르네상스 등 

2000년대 후반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법정사업의 제도화, 표준한 이후로는, 유사한 성격의 특화가로 

조성사업이라도 지자체 재량의 일회적 사업보다 유관 사업의 공모 절차를 통해 추진하

는 경우가 많아졌다. 비교적 최근 사례 중에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단차 없

는 노면’ 등의 설계요소가 활용된 바 있다.

덕수궁길을 비롯한 초기 사례들은 제도적 근거나 설계기준, 실무적 경험 없이 지자

체 재량의 일회적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했다(제해성 1990; 

임삼진 1996; 김성균 1997; 배호영 1999). 보차공존의 설계기법에 관한 제도적 근

거가 처음 마련된 것은, 2000년 서울시의 ‘보행우선지구’ 사례였다. 당시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지자체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 신설이 가능해졌는데, 서울시는 이를 이용하여 

도시계획조례 상에 보행우선지구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정

석ㆍ유나경 2002). 그런데 보행우선지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보행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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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나 교통정온화 등 각종 시설물의 계획기준, 지구 지정과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였고, 이는 용도지구라는 제도적 수단을 통해 보장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결과적

으로 조례 제정 이후 실제 보행우선지구로 지정 및 정비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2009년 사문화된 조례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다만 보행우선지구에서 논의된 ‘제도화’의 방향과 내용은, 이후 등장한 다른 법정사

업에 상당 부분 계승 및 반영되었다. 2008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행

우선구역’,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행환경개선지구’라는 

법정 사업이 도입되었다. 이들은 관련 사업 근거와 시설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기능과 목표를 아우르는 종합적 개선, 계획 내용과 절차의 체계화 등을 보장하고 있다. 

지구 내 도로를 면적으로 정비하고, 목표와 세부유형에 따라 보행전용, 보차분리, 보차

공존의 다양한 공간형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각종 규제, 시설, 기법과 가로경관 등 

개선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2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보행자우선도로’가 신설되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폭 10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

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로서, “좁은 도로 폭원으로 인해 유효한 보도설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차혼용 

상황을 유지하면서도, 보행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차량 우위의 도로이용 행태를 개

선하는 것(행정안전부 2019)”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다른 법정사업들과의 차이는 지

구가 아닌 단일 가로를 대상으로, ‘단차 없는 보도 경계’, 공간통합의 형식을 명시적으

로 지지한다는 점이다. 

표 2-5는 국내 보차공존 관련 논의의 주제별로 적용대상과 계획목표, 개선수단의 

차이를 앞서 살펴본 해외 보차공존 논의의 원형들과 비교한 것이다. 단지계획과 법정

사업 계열의 논의는 지구 차원의 종합적 개선 계획으로, 다양한 목표와 개선수단을 아

우른다는 점에서 본엘프형 및 엘프형과 유사하다. 지구교통과 보호구역 계열은 속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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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과 유사한데, 이들은 여러 목표 가운데 교통안전과 교통약자 보호의 관점을 특히 

강조하고, 개선수단에서도 규제와 교통정온화 시설, 기법을 통한 기술적, 공학적인 해

법에 집중한다. 특화가로와 보행자우선도로 계열은 가로 단위의 개선으로 장소만들기

형에 가장 가깝다. 다만 적용되는 가로의 물리적 조건과 이용자 특성에서, 특화가로가 

적용대상과 조건이 한정된 특수해라면 보행자우선도로는 어느 지역이든 보편적으로 적

용할 수 있는 해법을 지향하고, 계획 목표에서도 장소활성화보다 일상적 이용의 측면

이 강조된다는 차이가 있다.

구분

해외 사례의 원형 국내 주제별 논의

자연
발생 

본
엘프 엘프 속도

저감
몬더
만

장소
만들기

단지
계획

지구
교통

보호
구역

특화
가로

법정
사업

보행자
우선
도로

적용 
대상

주거지역 ○ ○ ○ ○ ○

상업지역 ○ ○ ○ ○ ○ ○

도심/역사문화 ○ ○ ○ ○ ○

통학로/
보호구역

○ ○ ○

일반/기타 ○ ○ ○ ○ ○

계획
목표

안전성 ○ ○ ○ ○ ○ ○ ○ ○ ○ ○ ○

교통억제 ○ ○ ○ ○ ○ ○ ○ ○ ○ ○ ○

보행우위 ○ ○ ○ ○ ○ ○ ○

보행활성화 ○ ○ ○ ○ ○ ○ ○

장소활성화 ○ ○ ○ ○ ○ ○ ○

개선
수단

공간형식 ○ ○ ○ ○ ○ ○ ○ ○ ○

교통정온화 ○ ○ ○ ○ ○ ○ ○ ○ ○ ○ ○

가로경관 ○ ○ ○ ○ ○ ○ ○ ○

네트워크 ○ ○ ○ ○ ○ ○ ○

제도적 근거 ○ ○ ○ ○ ○ ○ ○

표 2-5. 국내외 보차공존 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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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차공존 관련 제도의 한계와 쟁점11)

현행 제도에서 보차공존 또는 분리와 관련된 내용은 여러 법령, 지침, 사업에 흩어

져 있고, 보차공존이라는 용어는 명확한 정의나 부연 설명 없이 사용된다. ‘보차공존’

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보차공존의 관습적 

용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주로 부록이나 예시에서 국내 초기 문

헌이나 참고 사례들을 인용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현황이나 계획대상을 지칭하

면서 도로 유형을 보행자와 차량의 점유 방식에 따라 ‘보행전용, 보차분리, 보차공존’

의 세 가지로 구분할 때이다. 후자에서는 종종 ‘보차공존’을 ‘보차공존ㆍ혼용도로’로 

병행 표기하거나 ‘보차혼용’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때의 보차공존은 보행전용과 보

차분리의 여집합에 해당하며, 보차혼용과 동일시된다. 

실제 보차공존도로를 계획, 실행할 때에는 ‘보차공존’ 대신 ‘보행자우선도로’, ‘보행

우선도로’처럼 신설된 용어가 사용된다. ‘보행우선도로’는 법정사업인 ‘보행우선구역’

의 대상지 중에서 “주요 보행 네트워크에서 보행중심성이 높은 도로”, 또는 “차량보다 

보행자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정비한 도

로”로 정의되며, 단차 없는 보차혼용구조,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차도 포장재질 변경, 주행속도를 보행자와 동일한 수준(10km/h 이하)으로 

유도할 수 있는 속도저감시설 설치 등의 설계원칙이 적용된다.12) 이들은 특정 사업의 

형식적, 절차적 요건에 의해 조작적으로 정의되는 용어로서, 해당 사업의 테두리 안에

서만 작동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내용적으로는 보차공존과 관련된 정책의 명맥이 

이어져오고 있지만, 제도적 용어로서 ‘보차공존’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

다. 학술적 연구에서도 2000년대 이후 독자적인 정책 의제나 연구주제로 ‘보차공존’

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다룬 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13) 이는 비슷한 시기 본엘프

11) 보차공존 관련 현행 제도의 현황과 한계에 대한 이하 서술은 본인의 학술지 게재논문(2020a)
을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12) 국토해양부(2008) 보행우선구역 표준설계매뉴얼, 제3권, p.8; 제1권, p.95; 제3권, p.13. 
13) ‘보차공존’을 표제어로 사용한 연구는 학술지 게재 외에 발표논문과 학위논문까지 포함해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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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함께 전래된 ‘교통정온화’라는 용어가 각종 공식적인 설계지침에서 활발히 채택

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같은 온도차는 국내에서 본엘프 계열의 사례들을 

참조, 선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차공존 논의가 온전히 정착, 발전하기에 불리한 구

도가 작동해왔음을 시사한다. 

먼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에 주목함에 따라, 외형적인 설계요소와 명시적 규

제수단 위주로 선별적 차용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 현지화 과

정에서 주된 쟁점은, 이미 만들어진 해법을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 요소별로 적용가

능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것, 시설기준을 보완하고 세부 규격을 표준화하는 것과 같은 

실용적인 논의에 집중되었다(손원표 외 2012). 일종의 ‘도구상자(toolbox)’ 형식으로 

제시되는 설계지침에서, 보차공존 역시 ‘도구’ 중 하나로 교통정온화의 여러 시설, 기

법들과 함께 나열된다. 

둘째, 특정 시점에서 여러 사례를 참조하는 ‘종단 연구’의 특성 상, 각 사례의 전개

과정과 쟁점에 대한 통시적, 입체적 고려가 부족했다. 예를 들어, 초기 본엘프의 대안

적 성격이 제도화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Hamilton-Baillie 2008a), 영국에서 홈

존이 안정적인 확산과 정착에 이르지 못하고 뒤늦게 도입되고 일회적 시범사업에 그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Clayden et al 2006), 일본 커뮤니티 도로에서 초창기 시행착

오를 거치며 설계유형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天野光三 외 1986)와 같은 

비판적이고 논쟁적인 시각은 국내에서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서툴고 투박한 시행착오

의 과정을 직접 거치기보다는 현지에서 이미 비판과 검증, 보완을 거친 우수사례, 세분

화된 유형, 정제된 매뉴얼이 현장에 바로 투입되었다. 

셋째, 해외 사례를 여러 경로를 통해 개별적, 동시다발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국내 

논의 간의 통합성과 연속성은 부족했다. 동일한 원전에서도 각자의 정책적 의도와 관

오진ㆍ최임주(2008), 김신 외(2003), 문상호(2002), 정병두(2000)의 4건에 불과하며, 이밖에 보차
공존과 유사한 의미로 공유공간(이해령 2020; 최성호 2013), 공존성(박정욱ㆍ유정복 2013) 등의 
용어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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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을 채택하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사업 및 지침

에 따라 보차공존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분명한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 특화가로는 명

시적 규정이나 근거는 없었지만 보차공존이라는 용어와 설계특성을 채택해왔다. 속도

저감형의 설계지침에서 보도설치와 시설물 설치가 우선시되고, 장소성, 경관 등에 관

한 사항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구역 단위의 종합적 개선을 지향하는 법정사업에서 

보차공존은 구간별로 선택 가능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되는데, 보행전용이나 보

차분리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은 구간에 적용된다. 다른 지침에 비해 보행자우선도로는 

보차공존을 보차혼용도로의 여건에 적합한 해법으로 간주하고, 관련 설계원칙과 내용

을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상당 기간 동안 자생적 시도와 경험들이 이어져 왔지만 그에 

관련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했다. 보차공존의 개념과 근거들은 여전히 해외 

사례와 문헌에 의존하고 있다. 아직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 안에, 걸러지거나 다듬

어지지 않은 암묵적 기대와 우려들, 엇갈린 해석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차공존의 개념

과 작동원리, 계획원칙, 우선순위, 의미와 유효성 등, 본질적이고 추상적인 쟁점들은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았고, 체계적인 검증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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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보행자우선도로 사례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보행자우선도로는 현행 제도에서 보차공존 개념을 생활도로에 적

용하는 실행수단이자, 현지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보행자우선도로는 2012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이 개정되며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일종으로 도입되었다(표 2-6). 동 규칙 개정과 

더불어 제정된 『보행자우선도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2, 이하 ‘가이드라인’)』은, 

새롭게 도입된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와 방향, 배경과 차별성, 계획기준과 절차 등을 

서술하였다. 이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주도의 자치구 공모형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총 82개소의 대상지가 선정되었고, 이 중 68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5

개년도의 연차보고서로 발간되었다(표 2-7). 

2019년,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시의 연차별 시범사

업이 종료되고 행정안전부 주도의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전국 단위 공모사업으로 확대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기존 연차보고서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는, 심층적인 성과

평가 연구를 실시하였다(오성훈 외 2019b). 또한 그간 시범사업에서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반영하여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매뉴얼(행정안전부 

2019, 이하 ‘매뉴얼’)』을 새롭게 발행하였다. 여기에서 보행자우선도로의 계획원칙과 

목표, 설계특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대상지의 선정기준과 유형을 세분화하였으며, 

유형별 설계안의 예시와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구분 내용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정의

“폭 10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제19조

의 2, 3

결정 및 

설치기준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급경사 제외, 

보행량/교통량/속도 사전검토, 보행네트워크 연계 고려)

30km/h 이하 속도제한, 보행안전시설, 속도저감시설, 노상주차 조건부 

허용, 보행자 우선의 노면과 교차구조, 기타 편의/배수/투수/식재 고려

표 2-6. 보행자우선도로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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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과정은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의 중요한 특

징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실증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왔으며, 연차별 성과평가의 결과를 후속사업에 즉각 반영하면서 보행자우선도로

의 설계원칙과 내용을 점진적으로 검증, 보완해왔다. 특히 2012년 가이드라인과 

2019년 매뉴얼의 내용적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보행자우선도로의 실행 과정에서 드러

난 쟁점들이 어떻게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크게 ‘적용대상과 선정기준’, ‘설계원

칙과 구성요소’, ‘행태적 효과와 평가기준’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도 선정 사례지 목록 모니터링

2013 2개소 개봉로3길 면목로48길 2개소

2014 8개소
북촌로5가길 동호로11길 상계로3·5길 연서로21길 

경인로15길 금하로23길 방배천로2길 고덕로38길
8개소

2015 13개소

우정국로2길 녹사평대로46길 능동로10길 상봉중앙로8나길

인촌로27길 은평로21길 명지대2길 까치산로4길 시흥대로163길

시흥대로122길 노량진로16길 국회단지길 동남로65길 

미시행

2016 20개소

자하문로7길 녹사평대로40길 성수이로12길 아차산로49길(전용)

자양로50길 망우로55길 종암로21길 아리랑로19다길 

동일로218가길 연서로27·29길 연세로9길 와우산로21길 

고척로27바길 시흥대로63길 당산로33길 국사봉2길 

백제고분로7길 양재대로116길

동호로7길(공사중단) 서초대로77길(2017년으로 이월)

18개소

2017 16개소

통일로12길 종로31길 성덕정17길 아차산로51·53·55길 

한천로40길 삼선교로10길 도봉로87길 한글비석로20길 

연서로35길 연세로4길 어울마당로 목동중앙로13길 

디지털로32가길 신풍로8길 관악로14길 봉은사로2길 

서초대로77길(2016년에서 이월)

17개소

2018 23개소

새말로18길 당산로32길 능동로35길 성수일로12길 잔다리로6길

시흥대로52길 관악로16길 테헤란로1길 한강대로87길 

연희로11가길 동소문로24길 망우로21길 도봉로117·113길 

공릉로58길 삼양로79길 사당로4길 갈현로29길 등촌로13길 

천중로12길 마천로61바길 신정로11길 경인로35길 동호로5길

23개소

표 2-7.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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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적용대상과 선정기준의 변화이다. 보행자우선도로는 폭 10m 미만의 보차혼

용도로, 소위 생활도로, 골목길, 이면도로의 개선에 특화된 사업으로 정의되었다. 

2012년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성격을 “특별한 일부 구간을 위한 것이

라기보다는 도시의 전반적인 구역에 걸친 일상적인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규

정하고, 장기적으로 보차혼용도로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과 범용성, 확장성을 

강조하였다. 시범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교통사고 위험, 혼잡도, 불만 등 개선이 시급한 

지역과, 도로 폭원, 보행량, 주변 시설과의 연계 가능성, 기대 및 파급효과가 큰 지역

을 우선 선정하고, 필요시 10m 이상의 도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2019년의 매뉴얼에서는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우수했거나 저조했던 사례들을 고려

하여 대상지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보행량이 충분히 많고, 도로 주변의 토지이용

이 상업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거나 지역 내에서 지명도가 높은 가로, 조경이나 가로수, 

수변공간, 오픈스페이스 등 보행자친화적인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는 가로”를 우선 권

장하며, 특히 보도 설치시 유효폭 기준에 미달하거나 보행량을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

울 경우, 편측 보도 설치로 반대편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은 보도 설치보다 보행

자우선도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한다. 반면 통과교통이 집중되거나 주

변의 토지이용밀도가 너무 높아서 차량통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 보도 설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로, 경사가 심한 도로 등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설계원칙과 요소의 변화이다. 우선 보행자우선도로는 초기부터 ‘보차공존’의 

설계원칙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보행우선구역이나 보행환경

개선지구처럼 면적, 종합적 접근을 강조하는 사업의 경우, 전체 구역에서 특화가로나 

보행 네트워크의 중심가로, 보행자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가로 등에 보행자전용도로나 

보차분리 계열의 개선수단이 우선 검토되고, 보차공존 또는 혼용의 처방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구간에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구역 단위 종합적 

계획에서 소홀하기 쉬운 취약 구간의 개선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차공존의 해법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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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있다. 2012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반 도로처럼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것으

로 인지되면 운전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느낌을 주므로, 보도 경계의 단차를 없애는 것

은 물론 연속적인 구분선, 색상을 이용한 영역 표시까지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명시하였다.

초기 가이드라인은 보행자우선도로의 계획에서 구체적인 시설물이나 설계안보다 이

용방식의 변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용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

록 물리적 시설과 규제, 설득, 협의를 포함하는 다양한 수단들을 검토하도록 권장하였

다. 보행자우선도로에 적용할 수 있는 속도저감, 교통정온화 시설과 보행안전 및 편의

시설들을 제시하고, 주거형, 상업형, 보존형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계획의 목표와 고

려사항을 추가로 기술하였다. 

그런데 다소 일반적인 시설과 기법, 고려사항 위주로 제시되었던 보행자우선도로의 

설계원칙은 연차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대폭 다듬어졌다. 먼저 1차년도 보고서에 수

록된 개봉로3길 사례의 단계별 설계안을 보면, 최초로 제안된 설계안에서 폭 좁힘, 고

원식 교차로, 식재와 휴게시설 등 물리적 시설물과, S자 선형, 조업 주차구획 등 가이

드라인에 제시된 속도저감 기법이 적극 반영되었다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철

회, 무산되고 사업내용이 단순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는 현장 주민들의 민원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결과였는데, 현장의 협소한 공간 여건에서는 도로 공간을 점유하는 

부가적인 시설물이 대체적으로 불편과 위험을 수반하는, 물리적 장애물로 인식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2차년도 이후의 설계안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구현 가능한 설계요소

에 집중하였다. 특히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는 시설물보다, 노면 포장의 재질과 색상, 

패턴을 이용한 시각적 효과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실제 보도블록 포장을 활용한 

사례도 있지만, 기존 아스팔트 노면 위에 저렴하고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고 다양한 

입체적 패턴과 색상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는 스탬핑, 스탠실 기법이 주로 권장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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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기법으로 노면 위에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색과 패턴을 개발하였다. 패턴 

설계의 주안점은 일차적으로 이용자들이 ‘도로’와 차별화된 공간임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다.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직선적, 연속적인 주행공간을 분절하고, 중앙부과 길

가장자리의 영역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도로 폭이 좁아보이게 하는 등의 시각적 효과

를 의도했다. 보행자들에게는 도로와 직교 또는 사선의 방향성을 강조하여, 도로의 전

폭 이용을 장려하고 자유로운 횡단의 기회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패턴 중심의 설계안 중에서도 초기에는 계획원칙 및 의도와 다르게, 자치구나 현장 

주민의 요구에 따라 도로 중앙부와 길가장자리영역을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분리형’ 

패턴이 적용된 사례들이 일부 있었다. 그러나 패턴의 세부 유형별로 효과와 만족도를 

비교한 모니터링 결과, 이러한 ‘분리형’ 사례에서 도로 전체에 패턴을 적용하는 ‘전면

통합형’ 사례에 비해 속도 증가, 만족도 저하, 가로 활력 감소 등의 부정적 효과가 확

인되었다(김승남 외 2015; Lee and Kim 2019). 이러한 결과는 후속 사업에서 ‘분

리형’을 더욱 철저히 배제하고 ‘전면 통합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후기 사업으로 갈수록, 시설물보다 공간통합, 분리형보다 전면통합형 위주

로 설계안이 수렴하였고, 그중에서도 만족도가 높았던 특정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활용

되었다. 

셋째, 행태적 효과와 평가기준의 변화이다. 연차보고서에는 대상지 특성과 사업 내

용, 보행량, 교통량, 속도의 전후 행태변화, 이용자 만족도 설문과 의견 등의 평가결과

를 수록해왔다. 당초 보행량, 교통량, 차량속도는 사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각각 증가, 감소, 감소가 바람직하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

표로서 정량적 행태지표의 변별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애초에 사업으로 인한 물리적 

변화가 행태의 극적인 변화를 유발할 만큼 강하지 않았고, 날씨 등 사업 효과 외 변수

들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오성훈 외 2019a; 행정안전부 2019).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행자의 임의횡단, 보행자 중앙부 이용 비율, 보차 상충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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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양보비율 등의 미시적 행태지표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정량적 행태지표에서는 일관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시적 행태지표에서 보행

영역과 횡단기회 확장 등 질적인 개선효과가 확인되었고, 주관적 만족도 평가도 긍정

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약하고 불완전한 설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인식과 행태

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와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되었고, 향

후 사업에서는 정량적, 객관적인 행태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환경 

변화를 촉구하였다.

이상의 논의 과정을 반영하여, 2019년의 매뉴얼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의 계획원칙

을 표 2-8과 같이 정비하였다. 공간통합과 노면 포장 위주의 설계 원칙을 명시하였고, 

좁은 도로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물 설치 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

도록 규정하였다. 나아가 2012년 가이드라인에서 ‘상업형, 주거형, 보존형’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구분했던 대상지 유형을, 가로의 실질적인 가용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다

구분 내용

보행자를 
우선하는 
가로정비

-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는 기존 도로에서 사용되는 
노면포장, 노면표시의 최소화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가로시설물의 효율적 배치

통합된 
단일공간으
로 인식되는 

가로설계

- 보행자 영역과 차량 영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단차, 울타리 등 최소화

- 보행자 영역과 차량 영역이 분리된 것으로 인지되지 않도록 
통합디자인 적용

- 차량 과속유발요인인 차량주행편의 감소를 위해 
교통정온화/노면디자인기법 도입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는 
가로공간

- 운전자가 보행자를 유의하여 통행할 수 있는 유도방안 및 규제 강화
- 보행자의 휴게시설, 조경, 인접 건축물과의 연계를 고려하면서 

제한적이고 안전한 차량통행을 허용하는 매력적인 가로공간의 구현

출처: 행정안전부(2019)

표 2-8. 보행자우선도로 계획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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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세분화하였다. 도로 폭원을 6m, 8m 10m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여기에 양방통

행 여부와 노상주차 허용 여부를 조합한 12개의 세부유형별로 ‘프로토타입’에 해당하

는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보행자우선도로 사례는 보차공존의 원형에서 파생된 하나의 특수해이다. 특히 보차

행태의 변화와 개선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적용대상과 유형, 설계

원칙과 평가기준을 세분화하는 모니터링-피드백 과정은 우리나라 생활도로 현장의 특

성과 현지화의 쟁점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이 과정은 생활도로의 문제로부

터 적합한 목표와 수단을 모색하기보다는, 정해진 목표와 수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과 조건을 최적화하는 구도로 진행되었다. 이는 단위 사업 차원에서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계획 목표와 수단의 정합성,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자연스

럽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재의 보행자우선도로가 

채택하고 있는 보차공존의 개념은, 보차공존의 다양한 정의(표 2-2)에 비추어 볼 때 

다소 협소하고 경직된 개념에 가깝다. 계획원칙이나 접근방식 차원의 차별성보다 단위 

가로 차원의 물리적 형식과 특징적인 설계요소들에 의해 정의된다는 점, 그리고 공간

형식에서도 절충적 분리를 배제하고 완전한 통합만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협의의 보차공존을 채택한 보행자우선도로와 달리, 다른 생활도로 설계지침이나 법

정사업, 보호구역, 30구역, 보도설치, 녹색주차마을 정비(그린파킹) 등의 개선사업들은 

보차분리와 속도저감 위주의 해법을 우선시한다. 이들 사이에는, 생활도로 문제에 대

한 인식과 해법에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문제는 이들을 서로 연계하고 조율

할 수 있는 공통의 논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령이나 사업별로 서로 단절된 

구조에서 각자의 경험과 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의 생활도로, 

또는 연속적인 근린환경 안에서 만나고 또 부딪히는 양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지금처럼 보차공존 계열의 해법에 대한 실행과 검증이 ‘보행자우선도로’

라는 수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설계기준이 정교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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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적용대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선별할수록, 나머지 생활도로들은 보차공존의 논의 

대상에서 아예 배제된다. 즉, 보행자우선도로의 정형화, 세분화가 곧 보차공존 자체의 

위상과 범주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생활도로 개선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여러 수단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해 단일 사업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기대나 비판

은 정당하지 않다. 다만 개별 사업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놓치기 쉬운 맹점들이 있다는 

점, 사업별 효과-검증과 최적화의 구도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쟁점들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업별로 정형화

된 해법이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찾기보다, 생활도로라는 현실의 

맥락에서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를 질문함으로써, 보차공존의 정의

나 구현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보행자우선도로는 보차공존의 전형적인 기대나 이상에 비추어 그

다지 성공적인 사례는 아니며, 생활도로 전체에 대해 충분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도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행자우선도로 사례에서 경험과 기록에 잠재된 가치에 

주목하였다. 시범사업이라는 사건을 통해 주변과 구분되는 인위적인 범위가 설정되었

고, 계획 내용과 변화 과정이 공식적인 기록과 데이터로 남아있으며, 이는 계획의 의도

와 성과에서 벗어나는 여러 시행착오와 한계, 쟁점까지도 가감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차공존과 생활도로 논의의 접점과 작동양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경험적 근거와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46 -

2.2. 생활도로의 특수성과 보차공존

2.2.1. 생활도로의 정의

국토교통부(2013)의 「도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규칙 해설」에서 생활도로는 “주거

지역이나 상업지구 내 국지도로 중 보행권 확보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한 도로로서 속도 제어를 통해 이동성보다는 공간기능, 접근기능을 제공하는 보행

이 우선되는 도로”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는 기존에 통용되는 용어에 대한 해설일 

뿐 제도적으로 확립된 정의는 아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생활도로의 정의는 표 2-9와 같다. 최정한(1994), 임삼

진(1996), 녹색교통운동(1997) 등의 초기 문헌에서 생활도로는 기존 도로나 주거환

경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관점에서,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논의

되었다. 2000년대 이후의 후속 연구들은 기존 논의를 선별적으로 인용하면서 적용 대

상과 목적에 따라 정의와 분류기준을 세분화해왔다. 문헌에 따라 중복 또는 상충하는 

기준들이 있으나, 종합해보면 생활도로의 특성과 범주는 크게 공간, 기능, 운영의 세 

가지 차원에서 기술되고 있다.

구분 연도 정의

최정한 1994
주택지역 내부에 존재하는 가로의 총칭
불필요한 통과자동차가 없고, 보행자 등 사람에 대해 자동차교통이 침해하지 
않으며, 옥외생활공간으로의 기능도 부과되는 가로

임삼진 1996

도로 기능상 소통(traffic)보다 접근(access)과 산책이나 휴식, 이웃과의 소통, 아이
들의 놀이 등이 가능한 공간(space) 기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도로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도로
광의) 주거지역을 지나는 모든 도로
협의)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보차 구분되지 않은 도로

녹색
교통
운동

1997

김국기
통과교통이 주가 아닌 국지/이면도로, 차선이 많지 않고, 지역 분단이 없
고,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도로이용의 공동체적 일체를 이루는 도로

김대웅
통근, 통합, 쇼핑, 산책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도로이며 
인간이 주체가 되는 도로

금기정
광의) 주간선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를 제외한 도로
협의) 거주지역 등 특정 목적으로 규정 가능한 지역특성과 연관된 도로

표 2-9. 생활도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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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정의

김형철
이재영

2007
통행 및 연결기능과 생활공간 및 장소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도로
지구 내 인접가로로서 도로체계상 집산도로와 국지도로 정도에 대응

서울시 2009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로로서, 보행자가 주체이고 자동차는 부수
적으로 이용하도록 계획된 도로, 보행자의 통행이나 도로 변에 사는 주민의 생활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통행을 인정하는 도로

심관보 
외

2010

도로기능 상 집산도로와 국지도로 중 보행자의 보호가 필요한 도로
(기능)차량의 이동성보다 주택, 상점 등으로의 접근기능이 우선시되는 도로
(운영)비신호도로가 많고 대형차량과 버스 통행이 적은 도로
(공간) 폭 15m 미만 도로, 생활권내 주요 시설물을 연결하거나 지구의 구획 내 위
치한 도로, 대중교통시설(버스정류장, 지하철역)로 도보 접근 가능 도로

김도경 2012
통과교통이 적고, 차량의 주행속도가 낮으며 
보행 및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이 우선시되는 도로로 
이동성보다 접근성이 가장 높은 도로

국토
교통부

2013

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 내 국지도로 중 
보행권 확보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한 도로로서 
속도 제어를 통해 이동성보다는 공간기능, 접근기능을 제공하는 
보행이 우선되는 도로
(기능) 접근성이 가장 높은 도로로서 통학, 통근, 놀이 등 일상생활과 직결
(운영) 비신호도로로서 버스통행이 없는 도로(마을버스 제외)
(규모) 폭 9m 미만 도로로서 지구의 구획 내 위치한 도로, 
대중교통시설(버스정류장, 지하철역)로 도보 접근 가능 도로(반지름 500m)

김경석 
외

2014
교통 소통기능이 아닌 각 생활단위로의 접근기능이 중심이 되고, 보행이 최우선시 
되며, 거주민의 이차적 생활ㆍ놀이ㆍ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되는 도로
설계속도 30km/h 이하, 도로폭 12m 이하인 편도 1차로 이하 도로

이신해 
외

2017
기성시가지 주택밀집지역 내 12m 미만의 소로
거주자의 생활과 밀접하고 보행이 빈번하지만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여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한 도로

조준한  2018

토지이용, 도로기능, 기하구조, 교통운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자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우선하는 집산도로 일부와 국지도로
주거, 상업, 업무 등 지역 내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로
보행자의 통행권이 우선시되는 도로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놀이공간 등 일상생활과 밀착된 도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과 연결된 국지도로
통과교통이 적고 속도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차량속도가 낮은 도로
도로폭 9m 이하, 왕복 2차로 이하인 지구 내 도로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된 차선이 없는 보차혼용도로
교통정온화시설, 노면요철포자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도로
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 등 제한속도 30km/h로 지정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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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간적 차원에서, 생활도로는 도로체계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도로이다. 도로

법상의 도로등급 분류에서는 국도나 광역시도가 아닌 시군구 관할의 도로, 도시계획시

설 도로에서 소로 및 국지도로 이하를 지칭하며, 편도 및 왕복 2차로 이하의 도로, 폭

원별 기준은 9m, 10m, 12m 미만에서 최대 15m 미만까지를 생활도로로 본다. 넓

게는 중로나 집산도로까지 포함하거나, 주거지역 내 도로, 또는 보행권 확보가 필요한 

도로를 총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폭이 좁고 용량이 작고 위계가 낮은 도로

들을 지칭하여, 광역교통체계의 간선 및 집산도로, 지구를 구획하는 외곽도로 등을 제

외하면 나머지 도로 대부분이 생활도로에 포함된다. 비슷한 용어로 국지도로, 지구 내 

도로, 이면도로나 골목길, 근린생활가로 등이 사용된다.

둘째, 생활도로에는 다양한 기능적 요구가 투영된다. 광역 및 장거리 통행 위주의 

도로에서 선적인 흐름이 강조된다면, 말단부 해당하는 생활도로에서는 그보다 지구 내 

단거리 통행과 최종 목적지로의 접근, 조업과 주정차 등 지엽적이고 정적인 수요에 대

응해야 한다. 보행자와 자동차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용주체들을 고려해야 하며, 보행

에서도 이동만을 위한 통과보행 외에, 기다림과 머무름, 가로변 시설 접근과 이용, 놀

이와 인사, 대화 등 정적 활동과 사회적 접촉과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도시

구조와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도, 무엇보다 주민들의 일상에 밀착한 생활공간, 공

공장소로서 골목길의 사회적 기능, 즉, 사회적 교류의 장이자 공동체 유대감을 형성하

는 촉매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며, 이에 대한 논의는 공공성, 사회성, 장소성, 정주성, 

영역성, 가로활력과 같은 관점들과 연계된다(황익주 2005; 이창엽 2018; 이주아 

2015; 윤정우 2015; 서민호 2014). 

셋째, 생활도로의 작동방식과 계획 및 운영의 차원에서 일반적인 도로와 차별화된

다. 생활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자동차 뿐만 아니라, 동적인 흐름과 정적인 활동, 주거와 

상업의 용도, 외부공간과 내부공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서로 명확히 분리되지 않

고 밀접하게 얽혀있다. 박정욱·유정복(2013)은 좁은 공간에 보행자와 자동차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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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러 이용주체가 혼재하는 생활도로의 전형적인 특성을 ‘공존성’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보행자와 자동차, 행태와 환경의 상호작용은, 공간과 기능을 명

시적, 고정적, 배타적으로 분리하는 도로교통체계와 달리 비공식적이고, 가변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인 도로의 구성요소 가운데 보도와 단차 뿐 

아니라 횡단보도와 신호교차로, 중앙선과 노면표시 등도, 생활도로에서는 부분적으로 

생략되거나 축소, 변형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교통 흐름보다 보행, 안전, 생활 등을 

중시하는 계획원칙이 강조되고, 그 수단으로 속도저감, 교통량 억제, 주차관리 등을 위

한 각종 규제와 시설물, 설계요소들이 활용된다는 점도 생활도로의 특징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생활도로는 공간, 기능, 운영의 차원에서 일반적인 도로와 

차별화되는 도로를 지칭한다. 보도와 차도, 횡단보도, 신호등을 모두 갖춘 6차선 간선

도로에서의 무단횡단과 아무런 구분 표시도 없는 6m 생활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을 같

은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생활도로 고유의 환경적, 행태적 특성을 고려한 독

자적 접근과 해법이 요구된다. 생활도로라는 용어 자체에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인식

과 고려, 기존과 다른, 더 나은 도로에 대한 가치판단과 기대가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생활도로’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의 요구가 두드러

지는 도시부 주거 및 상업지역의 도로 중에서, 2) 간선 및 외곽도로를 제외한 지구 내 

국지도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포함하며, 3) 폭 12m 미만의 ‘소로’ 또는 보도, 횡

단보도, 신호등과 같은 분리형 도로교통체계를 완전히 갖추지 않은 도로를 지칭한다. 

이는 ‘소로’의 경우 보도 설치 여부나 물리적 경계, 형식과 무관하게 생활도로로 간주

하고, 폭 12m 이상이라도 도로교통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생활도로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포용적 기준을 통해, 근린여역의 가로망을 구성하

는 다양한 폭원과 형식의 도로들을 아우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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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생활도로의 현황과 문제점

임영길(2000)은 생활도로의 문제점으로 ‘보도공간의 상실, 도로공간의 사유화, 무

질서한 주차, 불합리한 통행 방법, 교통안전시설 부족, 도로체계 간의 연계성 미흡’ 등

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생활도로를 ‘무질서, 불합리, 미흡한 것’으로 규정하는 인식은 

생활도로에 보도를 비롯한 ‘분리형 도로교통체계’의 작동원리와 해법을 이식하려는 태

도와 연결된다. 그러나 관련 통계와 조사연구의 사각지대로 인해, 실제 생활도로가 어

디에서, 얼마나,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여기에서

는 생활도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기존 논의와 한계를 확인하였다. 

(1) 생활도로의 물리적 현황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생활도로의 정의와 분류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

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생활도로의 물리적 

구성비가 매우 높다’는 점은 여러 간접적인 자료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의 도로현황통계14)는 관할 등급과 차로수별로 제공되는데, 서울시 도로 중에서 ‘구도’

이면서 2차로 이하인 도로의 비율은 약 76%이다. 서울시 통계15)는 폭원별로 제공되

는데 전체 도로의 약 77%가 12m 미만의 ‘소로’로 분류된다. 자치구별로 ‘2차로 이하 

구도’ 비율은 53%(도봉구)에서 86%(양천구)까지, ‘소로’의 비율은 60%(중구)에서 

88%(양천구)까지로 지역 간 편차가 크다. 거칠게 보면 생활도로와 비슷한 등급, 폭원, 

용량을 가진 도로가 전체 도로의 약 3/4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도로 중에는 보도가 없는 보차혼용도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공식적인 통

계는 아니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 간접 추정해보면, 우선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서울

시의 보도 총 연장은 전체 도로 연장의 약 20.6%였으며, 자치구별로 가장 높은 중구

14) 국토해양부(2019), 「도로현황조서」. 중에서 “구도-서울특별시 차로별 현황(2018.12.31.기준)”
15) 서울특별시(2019), 「서울특별시기본통계(2016-2018)」. 중에서 “도로현황(폭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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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60.0%, 강남구 26.6%, 노원구 25.8%가 그 뒤를 이었고, 가장 낮은 성북구

에서는 10.8%에 불과했다.16)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위계가 높고 

폭원이 넓은 도로일수록 보도가 우선 설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활도로 중에서 

보도가 설치된 구간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생활도로에는 

정식 보도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보행공간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분류

와 집계기준, 통합적 관리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그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신해ㆍ장지은 2017). 

박소현 외(2008)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동 단위의 도로 네트워크에서 ‘보

차혼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개포3동 9%, 상계7동 13%, 성산1동 86%로 사례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컸다. 이는 입지와 지형, 시가지 개발시기와 및 계획방식 등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구도심이나 구릉지에 형성된 자연발생형 시가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

로 조성된 격자형의 저층주거지에서는 좁은 보차혼용도로의 구성비가 훨씬 더 높은 반

면, 1980년대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단지 위주로 계획 조성된 시가지

나 재개발, 뉴타운 등의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에는 보도를 갖춘 도로의 비율이 높다. 

도시형태의 지역적 차이는 도로 유형과 구성비 뿐 아니라 주거밀도, 토지이용, 주택유

형, 주차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가로 단위에서 감당해야 하는 보차 통

행의 수요나 문제 양상이 달라진다. 

16)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 2021.4.9. 최종확인)”에서 “서울시 보도현
황(특별시도상) 통계(2018)”에서 서울시 전체 보도연장 1,664,267m와, “서울시 도로현황 통계
(2018)”에서 ‘특별시도’의 총 연장 8,076,866m를 비교하였다. 자료의 상세설명에서 자치구 관할 
도로 상의 보도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정황 상 도로 연장과 보도 연장 모두, 
특별시도와 구도를 포함하여 집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① 국토교통부 “도로 및 보수 현황 시스템
(http://www.rsis.kr/, 2021.4.9. 최종확인)”의 ‘행정구역별 현황(2018년 말 기준)’에 게시된 도
로등급별 연장과 대조해보면 서울시 관할의 ‘특별시도’는 1,029,514m에 불과하고, ‘구도
(7,041,672m)’까지 포함해야 총 연장이 비슷해진다. ② 중구의 보도 총 연장이 ‘구도’를 제외한 
도로 연장의 2.5배, 전체 도로 연장의 60%에 해당한다. 산술적으로 ‘구도’를 제외할 경우 나올 수 
없는 수치이며, 양측 보도의 연장은 중복 집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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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차혼용도로에서 보차상충

보차혼용의 도로환경에서 보행자들은 자동차와의 상호작용에 더 가까이, 더 직접적

으로 노출된다(김숙희 외 2006; 김건영 외 2002). 이로 인해 유발되는 잠재적 위험

과 불편, 스트레스는, 물리적 충돌의 결과만을 다루는 교통사고 연구나, 보행자서비스

수준(PLOS, Pedestrian Level of Service) 등 보행공간의 용량과 질에 관한 기존 

지표로는 포착하기 어렵다. 이를 개념화, 계량화하기 위해, 표 2-10과 같이 다양한 지

표들이 제시되어 왔다. 초기 연구들은 보행자들의 움직임을 밀도, 속도, 방향이 균일한 

흐름으로 가정하는 교통류 이론을 바탕으로, 자동차나 주차, 이륜차, 장애물 등 상이한 

지표 정의 특성 출처

보행자
서비스
수준

보행량 대비 보행공간 및 
시설 용량의 적합성 

보행교통류율(PFR, Pedestrian Flow 
Rate)에 따라 변화하는 일인당 점유공간, 
보행밀도, 보행속도를 A~F등급으로 구분

도로용량편람
(2013)

공존성
지수 

동일 도로 공간을 공유하는 
여러 통행수단 간 마찰 정도 

마찰의 유형을 통행수단별, 근접거리별로 
3단계로 구분, 행위자기반 시뮬레이션에서 
유형별 빈도 산출 후 가중치(AHP) 부여

박정욱
유정복
(2013)

굴곡도
직선거리와 최단시간 대비 
거리 증가 또는 지체 정도

주차 및 주행차량에 의해 회피, 우회 등 
보행궤적의 왜곡 발생, 심할수록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을 의미

김건영 외
(2002)

보차
교착도

보행자와 자동차 
통행량의 곱

보행자가 체감하는 혼잡 및 위험도는 
자동차와 만남의 빈도가 높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

진장원
(1999)

시공간
노출량

보행자가 자동차의 영향에 
노출되는 시공간의 총량

자동차의 영향 범위(안전그림자면적)에 
노출되는 시간의 총합으로 보행자가 
체감하는 위험도를 나타냄

진장원
(1999)

시공간
점유량

교통수단별 
점유면적x체류시간의 총합 

물리적 크기와 속도가 다른 여러 
교통주체들이 각각 점유하는 공간과 시간의 
양을 환산하여, 서로 동등한 차원에서 비교

진장원
(1999);

김숙희 외 
(2006)

시공간
점유도

전체 시공간 대비 점유된 
시공간의 비율

절대량인 시공간점유량에서 도로의 폭원과 
연장, 측정기간의 차이를 표준화하여, 호환 
및 비교 가능한 점유율(%)로 표현 

진장원
(1999);

김숙희 외 
(2006)

보행자 
1인당 

점유면적

타 점유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을 보행자 수로 

나눈 값

보차혼용 환경에서 자동차, 노상주차, 장애물 
등의 영향 고려, 실제 보행 가능한 면적만을 
대상으로 보행밀도와 등급 추출

김숙희 외
(2006)

표 2-10. 보차상충 지표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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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들의 영향과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산술적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박정욱·유

정복(2013)에서는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일련의 행동규칙을 설정함으로써, 보

행자 간의 속도 차이나 상호작용을 더 정교하고 역동적으로 재현했다. 

보차상충 지표들은 주로 점유공간과 밀도, 속도와 시간, 상호 근접 거리와 노출빈도, 

보행경로와 회피행동 등 정량적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행태 요소에 주목한다. 여기에

서 보행자와 자동차는 ‘이동’의 주체로서, ‘공간’을 매개로 서로 배타적, 경쟁적으로 상

호작용한다. 각자가 현재 점유하는 공간 외에 이동의 방향과 속도, 안전거리와 개인영

역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적 수요가 있는데,17) 제한된 물리적 공간 안

에서 보행자와 자동차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각자가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상충의 빈도가 늘어나며, 원하는 이동경로나 속도에 제약을 받는다. 반면, 밀도가 낮고 

1인당 점유면적이 넓을수록, 상호 마찰과 그에 따른 경로 왜곡과 지체가 적어 통행의 

흐름이 원활하므로 바람직하다고 간주한다. 

보차상충의 틀에서 보행속도 저하는, 공간 부족과 과밀, 혼잡에 따른 지체의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순 이동 목적 외에 산책, 구경, 휴식, 대화, 머무름 등 여가 및 사

회적 활동과 연계된 보행에서는 자발적인 보행속도 저하가 가로환경의 긍정적 속성으

로 해석될 수도 있다(허진아 외, 2019). 자동차의 속도 역시, 감속을 바람직하다고 보

는 안전 위주의 관점과 다르게 해석된다. 진장원(1999), 김숙희 외(2006)의 시공간 

점유 계열의 지표에서는 자동차 속도가 빠를수록 제동거리에 따른 ‘안전 그림자 면적’

이 커지도록 설정하여 속도 증가의 위험성을 고려하지만, 점유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보차상충의 총량은 줄어든다. 반면 속도 저하로 자동차가 점유하는 시공간의 총량이 

늘어나면, 도로의 전체적인 점유도와 혼잡도 증가, 보행자의 노출과 상충 빈도 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속도 증가는 도로 혼잡을 해소하고 원활한 이동을 보장한다는 기능적 

관점 뿐 아니라 안전의 관점에서도 보차상충 완화라는 바람직한 변화로 간주된다.

17) 보행공간의 수요에 대한 논의는 오성훈 남궁지희(2011), pp.14-29; 한상진 외(2019), 
pp.81-97.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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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도로의 위험성

2000년대 이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 등, 교통안전 부문의 주요 지표들

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18) 그러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

율은 40% 전후로 여전히 매우 높고,19) 그 중 절반 이상이 차도 폭을 기준으로 9m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된다.20)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나라 교통체계에

서 보행 안전의 취약성과, 생활도로 보행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생활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좁은 보차혼용도로는, 보행자의 입장에서 개선

이 필요한, 위험한 환경으로 간주된다(이현희 외 2020).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9)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전체 보행자교통사고 사망자

의 약 75%가 보차혼용도로에서, 54%가 폭 9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하였으며, ‘9m 

미만의 보차혼용도로’가 44.4%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했다(표 2-11). 산술적으

로 보차혼용도로의 사망자 수가 보차분리도로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데 전체 도로에서 좁은 보차혼용도로가 차지하는 물리적 구성비 자체가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사망자 수가 더 많다는 것을 근거로 보차혼용도로가 보차분리

도로보다 더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도로 연장에서의 구성비에 조건부 확률의 개념을 적용하여, 보차분리 여부에 따른 

상대위험도를 비교해보면,21) 보차분리도로에서의 사망자 수가 25.1%를 차지하고 보

18) 경찰청 집계 연간 교통사고 통계(index.go.kr)에서 2001년과 2019년의 수치를 비교하면 교통
사고 발생건수는 260,579건에서 229,600건으로 11.9% 줄었고, 사망자 수는 8,097명에서 
3,349명으로 절반 이상(5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및 인구 증가 요인을 보정하면, 자동
차 1만대 당 교통사고 건수는 4.9건에서 1.2건으로 1/4 이하로 떨어졌고, 인구 10만 명 당 사망
자수는 17.1명에서 6.5명으로 감소하였다.
19) 앞의 자료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는 2001년 이후 36.4-43.0% 범위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평균 3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2019b)의 『OECD 회원국 교
통사고 비교(2017년 통계)』에 따르면 구성비 40%는 OECD 1위에 해당하며, 회원국 평균 18.6%
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보행중사망자수는 3.3명(OECD 평균 1.0명, 2위), 65세 이
상 인구 10만명당 보행중사망자수는 12.8명(OECD 평균 2.8명의 4.6배로 압도적 1위)에 이른다. 
20) 도로교통공단(2016)에 따르면 2013-2015년의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발생건수의 62.2%, 사
망자수의 52.6%가 차도 폭 9m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하였다. 차도 폭을 기준으로 9m 미만은 약 
3개 차로에 해당하며, 보도가 있는 경우 전체 폭원이 12m 이상인 도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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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설치구간의 비율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20%를 넘기 어려우므로, 도로 유형

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은 보차분리도로가 최소 1.33배 이상 더 높다.22) 도로 

폭원의 경우 교통사고와 도로현황의 집계기준이 서로 달라 호환의 어려움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차도 폭 9m 이상 도로는 4차로 이상에, 9m 미만의 도로는 2차로 이하에 

대응한다고 가정할 경우, 도로 연장 대비 사망자 발생 확률은 전자에서 오히려 1.8배 

높다. 관련 통계의 호환성 문제와 근사치에 의한 추정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확

률적으로는, 혼용보다 분리, 좁은 도로보다 넓은 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21) 보차혼용도로를 A, 보차분리보도를 Ac, 보행자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을 B라고 한다
면, 보행자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보차혼용도로의 구성비(표 2-11의 74.9%)는 P(A∣B)의 조건
부 확률, 즉, 사망사고 발생시 해당 도로가 보차혼용도로였을 확률에 해당한다. 보차혼용도로가 더 
위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P(B∣A)와 P (B∣Ac)를 비교해야 한다. 이 때 두 확률의 비를 상
대위험도(RR, Relative Risk)로 정의할 수 있다. 
22) 보도 총 연장에 양측 보도 연장을 중복 합산한 경우, ‘보도설치구간’의 비율은 최대 절반까지 
낮아진다. 보도설치율은 도시화율에 영향을 받으므로, 전국에서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면 서울보다 
보도설치율이 더 높은 지역은 드물기 때문에, 전국 설치율이 서울보다 높을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다.

도로유형별 보행자교통사고 사망자수 a*
도로구성비

사망자구성비
/도로구성비

상대위험도
도로유형 사망자수 비율

전체 
도로

보차분리 1,763 25.1% 보차분리
여부별

b*

분리 최대 20% 1.25
보차분리 
도로에서

1.33배+
보차혼용 5,252 74.9% 혼용 최소 80% 0.94

소계 7,015 100.0%

9m 
이상

보차분리 1,094 15.6%

차로별
c*

4차로 
이상

31.6% 1.5
9m 이상 
도로에서

약 1.8배

보차혼용 2,134 30.4%

소계 3,228 46.0%

9m 
미만

보차분리 669 9.5%
2차로 
이하

68.4% 0.8보차혼용 3,118 44.4%

소계 3,787 54.0%

 자료출처와 산출기준 :

a*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2019),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위험성 및 예방 대책”, 2019.4.6. 보도자료.
b* “서울시 보도현황(특별시도상) 통계”와 “서울시 도로현황 통계”에서 2018년 기준 보도설치율의 최대값.
c* 국토해양부(2019), 「도로현황조서」, “차로별 도로현황”에서 2018년 전국, 포장도로 기준.

표 2-11. 생활도로의 보행자교통사고 위험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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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활도로가 ‘사망자 수’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지적은, 집계대상인 전국의 

‘9m 미만 보차혼용도로’에 2차선 국도나 농로, 산악도로 등, ‘협소, 과밀, 혼용’ 등 생

활도로의 전형적인 특성에서 벗어난 도로들이 포함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18년 

기준 교통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치사율’로 간주하고 광역자치단체(시ㆍ도) 단위 

및 보차분리 여부에 따라 비교해보면 “도-혼용 2.35 > 도-분리 1.7 > 시 분리 1.15 

> 시 혼용 0.98” 순이었고, 전체 사망자의 68.4%가 ‘도-혼용’에 집중되었다.23) 즉, 

위험 수준과 분포 양상의 지역적 편차가 큰 가운데, 보차혼용도로 사망사고의 대부분

을 ‘도’ 지역이 견인하고 있었다. 반면 ‘시’ 지역의 경우 사고 건수 및 인구대비 치사율 

자체가 ‘도’ 지역보다 낮았고, 보차혼용도로의 도로연장이나 사고건수 대비 사망자 수

는 보차분리도로보다 더 적었다.24) 이상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차도 폭 9m 미만 

보차혼용도로’에서의 사망자 수 구성비와 높은 치사율이 ‘생활도로’의 위험성을 대변

한다고 볼 수 없다. 실제보다 부풀려진 사망 위험을 근거로, 도시부 생활도로 개선에서 

‘사망자 줄이기’에 주력하거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목표로 생활도로를 집중 개

선한다면,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크다. 그러나 생활도로의 느슨한 정의, 관

련 집계기준의 불일치, 조사 연구의 사각지대로 인해, 생활도로에 대한 문제인식과 관

련 정책의 방향은 상당 부분 이처럼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통계에 의존하고 있다. 

낮은 치사율은, 분모가 되는 사고건수가 많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생활도로에서 실

제 사망이나 사고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사고에 가까운 상태나 보행자가 일상적으로 체

험하는 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도 계획적 고려가 필요하다(최정한 1994). 

23)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통계분석 – 교통사고상세통계 – 경찰DB – 도로환경 관련”에서 
“보차도 분리시설에 따른 교통사고”를 참조하였다(2021년 5월 24일 최종조회). 원 자료에서 분리 
여부는 ‘분리시설 있음’과 ‘불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치사율’의 전국 평균은 100건당 1.74명이었
고 서울 0.78명(최저)을 비롯하여,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모두 광역시(울산/세종 제외) 또는 수도권
(경기)이었다. 2018년 지자체 인구(e-나라지표 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index.go.kr) 10
만명 당 사망자 수는 시 단위 4.03명, 도 단위 9.91명으로 약 2.5배 차이 났고, 특히 치사율 상
위 5개 지자체(충남 4.02명, 전북 3.55명, 전남 3.37명, 경북 2.93명, 경남 2.90명)에는 전체 인
구의 23%에 불과했으나 전체 사망자의 47%가 집중되었다. 
24) 실제로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서울 등 도시지역 사망사고의 발생지점의 분포를 조회
해보면 주로 위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변에 집중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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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체감 안전에 대해 연구한 이소연·김재철(2014)에 따르면, 노상주차가 많은 

가로에서는 회피공간이 협소하고 자동차와 더 가깝고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절대속도

가 더 낮아도 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필로티형 가로에서는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보다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의 불확실성이 더 큰 두려움을 유발한

다고 하였다. 이수일 외(2016)는 생활도로 환경에서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운전

자의 시선부하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가 유발하는 사각지대 등을 지적하였다.25) 이들

은 생활도로에서 작동하는 위험요인의 실체와, 그것이 미시적 가로환경과 보차행태 특

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생활도로 특성

보행자 교통사고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고 발생건수나 빈도, 심각도 등을 종

속변수로 하는 정량적 통계모형을 이용하여 사고 특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다(표 

2-12). 사고 당사자의 인적 특성과 차종, 시간대, 노면 및 기상 상태, 행위 유형이나 

법규 위반 여부, 사고발생 지점의 도로유형, 교차 및 횡단 특성 등, 교통사고 DB에 포

함된 항목들이 기본적인 독립변수 또는 통제변수로 고려된다. 최근 연구들은 집계구나 

행정동 등 근린 단위의 환경 특성(이세영·이제승 2016; 서지민·이수기 2016; 이호

준·이수기 2017), 또는 사고지점이나 가로, 구역 단위의 미시적 특성(이기훈·이수기 

2016; 박철영·이수기 2016; 박시내 외 2017; 고동원·박승훈 2019; 배민경·박승훈 

2019)을 반영함으로써, 물리적 환경 개선과 시설계획, 교통 운영 측면의 접점을 확장

하고 있다.

25) 이수일 외(2016)에서 조사한 50개 교차로 중 36개소(72%)에서 불법주정차가 나타났고, 무신
호교차로를 감속 없이 통과하는 비율은 74%에 달했다. 또한 운전자의 시선 변화를 추적하는 장비
(eye tracker)를 통해 주시점의 분산 정도와 시각적 부하량을 비교한 결과, 도시고속도로를 1이라 
할 때 도시부도로는 3배, 이면도로는 12배, 무신호교차로는 28배에 달했다. 무신호교차로에 불법주
정차가 있을 때에는 부하량이 1.6배 더 높아졌는데, 이는 주정차 차량으로 시선을 빼앗기는 만큼 
다른 방향이나 요소들을 인지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운전자는 필요한 외부정보의 90% 이상을 시
각에 의존하므로, 시각적 과부하는 대응 및 제어능력 저하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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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제 단위 종속변수 모형 주요 연구결과

이세영 

이제승

2014

어린이와 노인 

보행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요인

행정동

사고밀도

(동 면적당 

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공간회귀

모형

- (어린이)어린이인구밀도, 도로면적비율

- (노인)노인인구밀도, 도로면적비율, 

교차로밀도, 버스정류장/지하철역 밀도

- 차량통행량/보행자밀도/용도혼합/경사도 등은 

유의하지 않음

박철영 

이수기

2016

가로환경 특성이 

보행자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가로 

세그먼트 

버퍼

사고밀도

(버퍼면적당

보행사고

발생건수)

공간회귀

모형

- 노출변수와 공간적 자기상관이 유의함을 확인

- 자동차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대중교통시설, 초등학교 주변, 상업가로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주변, 생활권 3지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증가

서지민 

이수기

2016

물리적 환경 

특성이 서울시 

보행자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집계구

사고밀도

(집계구 

면적당

보행사고 

발생건수)

공간회귀

모형

- 전체, 중상이상, 경상이하로 나누어 모형 구축

- 인구, 가로환경, 가로구조, 용도지역, 토지이용 

등 집계구 단위 근린 환경 요인의 영향 검토 

이기훈 

이수기

2016

보행자교통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 

연령대별 사고요인

사고지점

버퍼
사고심각도

순서형 

로짓모형

- 운전자연령별 모형에서 운전자특성, 시간 및 

기상, 노출변수, 가로환경, 토지이용 영향

- 혼잡도, 속도, 횡단보도/교차로사고, 

버스정류장, 도로폭, 상업/산업시설연면적

박시내 

외

2017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영향요인 

분석

보호구역 

구간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이항로지

스틱 

회귀모형

-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를 블록 내부와 

외곽(12m 이상)으로 나누어 모형 구축

- 사업에서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의 효과 확인

(유효 시설이 서로 다름)

이호준 

이수기

2017

근린의 

도로네트워크 

구조와 보행자 

교통사고 연관성

행정동 사고건수
음이항

회귀모형

- 전체 사고, 생활권 도로(12m 미만), 주요 

도로(12m 이상)로 나누어 모형 구축

- (공통)인구, 유동인구, 혼잡도 등 노출변수

- 네트워크 요인은 모형1,2에서만 유의

대중교통시설은 모형1,3에서만 유의

고동원 

박승훈

2019

근린환경 특성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 

보호구역

과 버퍼

사고건수
공간회귀

모형

- 도로요인, 대중교통 요인, 토지이용요인, 

개발밀도요인(공간적 자기상관성 제어)

배민경 

박승훈

2019

개별 및 근린환경 

특성이 보행자 

교통사고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

사고건별 

+ 행정동 

단위

심각도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 개별 사고 요인과 지역적 수준의 영향을 

계층적으로 분석

- 개별 요인의 영향이 더 크지만, 지역 요인을 

반영한 모형의 설명력이 개선됨

표 2-12. 보행자교통사고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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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구, 행정동 단위의 분석에서는 구역 내 도로의 합산 및 평균값을 활용하기 때문

에, 생활도로의 차이나 특성을 유추하기 어렵다. 생활도로를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들

을 살펴보면, 박시내 외(2017)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구간을 폭 12m 이상의 외

곽도로와 블록 내부 도로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로 첫째, 물리적 시설과 교통

사고의 관련성을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하기에는 도로 폭, 차로수, 보차분리, 신호 운영 

여부 등 도로환경의 차이가 크다는 점, 둘째, 교통량, 보행량, 속도 등의 ‘노출변수’들

은 사고 위험과 빈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미시적이고 유동적인 탓에 측

정과 자료 수집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도로 위계를 구분하여 환경적 차이와 노출변

수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통제한 결과, 실제 각 모형에서 유의한 시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호준·이수기(2017)에서도 12m 미만 생활권 도로 여부에 따라 분석모형

을 나누어 비교한 결과, 거주인구, 유동인구, 혼잡도, 상업시설 등의 요인은 공통으로 

작동했으나 네트워크 요인26)은 생활도로에서만, 대중교통 시설 등 일부 요인은 비생

활권 도로에서만 유의하다는 차이를 확인하였다. 즉, 일반 도로와 생활도로 사이에는 

도로환경과 교통운영체계, 보차통행량과 속도 등 행태적 특성, 네트워크 요인의 영향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빈도, 심각

도, 분포 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교통사고 연구에서 ‘속도’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속도가 높을수록 교통

사고 발생 확률을 높일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의 규모와 심각도를 가중시킨다

고 알려져 있다(박정순 외 2016). 운전자가 위험물을 늦게 발견하거나 판단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과속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 운전자의 사소한 부주의

26) 네트워크 요인으로 최단경로거리(+), 매개중심성(-), 평균군집화계수(-)를 고려하였는데, 세 변
수 모두 생활도로 보행자교통사고 건수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단경로
거리가 클수록 더 많은 교차로를 거쳐야 하므로 사고가 증가하며, 매개중심성이 높을수록 교통량이 
특정 도로에 집중되어 교통안전관리에 용이하고, 평균 군집화계수가 높을수록 하위 네트워크의 분
화가 뚜렷하여 통과교통 유입이 억제되므로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촘촘하고 균질한 격
자형의 가로망보다, 위계적이고 하위 군집이 뚜렷이 분화된, 복잡하고 유기적 구조의 가로망이, 생
활권 도로의 보행 안전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전제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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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착오가 실제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이순철 2000). 그런데 국

내 교통사고 연구에서는 1차 데이터에 해당하는 충돌 직전의 주행속도가 정확히 측정

되지 않기 때문에, 속도 요인이 실제 사고발생확률이나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조사 단계에서 ‘사고 직전 속도’ 항목은 실측 기록이 

아닌 당사자의 사후 진술과 조사자의 현장 판단에 의존하여 기록된다(이지선·설재훈·

정재훈 2012). 사후 속도 추정은 일부 사례에만 적용되며, 추정기법과 정확도에 한계

가 있다.27) 

최근 연구에서는 속도를 비롯한 노출변수의 영향이 조금씩 검증의 영역으로 들어오

고 있다. 교통사고 통계 외에 블랙박스 영상 기록 등의 현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더 미시적으로 고찰하거나(이지선·설재훈·정재훈 2012; 성낙문 외 

2019),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아니지만, 자동차 네비게이션 DB나 통신사

가 제공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지점의 평균속도, 혼잡도, 유동인구 등 정량적

인 행태 특성이 사고 확률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추정하기도 한다(박철영·이수기 

2016; 이기훈·이수기 2016). 이기훈·이수기(2016)에 따르면 보행자교통사고 발생지

점 기준 50m 버퍼 영역의 평균속도가, 40대 이상 연령대에서 사고 심각도 증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박철영·이수기(2016)에 따르면, 가로 단위의 사고밀도에 

대해서는 속도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단, 아직 평균속도나 혼잡도, 유동인구와 같

은 데이터가 주요 도로 위주로 구축되어 도로명 주소체계 기준 ‘-길’ 이하의 도로는 

배제 또는 근사치로 대체되는데, 아쉽게도 생활도로의 대부분이 이 사각지대에 속한

다. 결국 국내 교통사고 연구에서 ‘속도가 빠를수록 위험하다’는 실증적 근거는 제한적

이며, 특히 생활도로라는 조건에서는 검증된 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27) 제한속도 20km/h 이상 초과하는 과속으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의 개별사고 정보(2014-2018) 총 199,916건 중, 가해자 법규 위반 항목이 ‘과속’으
로 명시된 경우는 402건(0.2%)에 불과하다. 사후 추정 시, 사고 현장에 남은 차량과 보행자, 파편 
등의 상대적 위치를 근거로 충돌지점과 전도거리, 충격 당시의 속도를 추정하는데, 영상 등 추가 
증거가 없을 경우 추정의 신뢰도와 오차범위가 법적인 쟁점이 되기도 한다(한인환 2011; 강대민·
안승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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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생활도로의 개선방향과 계획적 쟁점

임삼진(1996)은 생활도로의 자동차화로 인한 교통사고의 인적, 물적 피해, 일상생

활에서의 불안, 불법주차와 갈등, 대기오염과 소음, 주거환경과 삶의 질 저하 등을 지

적하며, ‘사람 중심의 생활도로’를 위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러

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구교통체계 개선, 주차관리, 속도저감,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행공간 확보 등 세부 주제별로 다양한 정책적 진단과 처방이 시행되어 왔다(김승준

ㆍ임은영 2007). 

생활도로의 종합적 개선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중에서, 이광훈ㆍ홍우식(2013)은 생

활도로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로 노상주차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활권 

단위의 주차수요 맞춤형 대책과 연계한 중심가로 정비 전략을 제안했다. 김경석 외

(2014)는 생활도로 개선을 주민들의 삶의 질 중심의 포괄적 재생 논의로 확장하고, 

도로 주변의 토지이용 및 건축적 환경과 연계한 종합적, 융합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이

지선ㆍ이희원(2015)은 안전시설 중심의 천편일률적 계획을 지양하고 토지이용과 도로

의 연계성, 문제유형에 따라 정비방안을 세분화했다. 이신해ㆍ장지은(2017)은 보행공

간의 연속성을 향상하기 위해, 보도 이에도 다양한 보행공간 유형을 아우르는 현황조

사 및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시설 위주의 개선과 일회적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적, 

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행 제도의 보행권 보장

의 근거가 미흡하여 보차공존의 공간과 행태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가 위

한 법제 개선 방안(오성훈 외 2014b; 오성훈 외 2016; 모창환ㆍ전은수 2015; 성낙

문 외 2019), 산재한 개선수단과 기준들 간에 통합적인 조율과 재정비의 필요성(손원

표 외 2012; 명묘희 2015), 다양한 이동주체와 기능의 공존을 고려한 평가기준(박정

욱ㆍ유정복 2013), 도시계획과 단지설계 및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도로설계기준 세

분화 방안(조한선 외 2019)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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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생활도로의 ‘특수성, 다양성, 연속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어

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생활도로 개선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내

용에서는 상반된 견해들이 제시된다. 크게 1) 보차공존과 보차분리의 경합, 2) 속도저

감의 목표와 효과 검증, 3) 생활도로의 유형화 기준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관련 주장과 근거들을 비교하였다. 

(1) 보차공존과 보차분리의 경합

보행공간 확보는 생활도로 개선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보행공간의 형

식에서 보차분리와 보차공존, 즉, 도로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방안과, 통합된 전체 공간을 공유하되 보행 우선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무엇을 어떻게 절충할지에 대한 견해가 서로 엇갈려 대립하고 있다. 

우선 보차분리의 원칙을 가장 강력하게 옹호하는 입장을 ‘원칙론’이라고 부를 수 있

다. ‘보차분리=안전’, ‘보차상충=위험’이라는 전제가 공존보다 분리를 옹호하는 강력한 

명분으로 작용한다. 보차분리는 보차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보차공존은 보도가 없는 보차혼용도로와 크게 다를 바 없

는, 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된다. 원칙론에서는 확실한 분리와 보호 효과를 위해 

연석과 수직적 단차 또는 물리적 차단시설을 완전히 갖춘 경우만을 보도로 인정하며, 

평면적, 시각적으로만 분리된 약식보도는 불완전한 분리에 해당한다.28) 단차가 있는 

경우에도 보도 위 주차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물

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도 한다. 

특히 교통약자 보호와 안전성을 중시하는 계획에서 원칙론이 두드러진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를 요청할 수 

28)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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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조항을 통해 보도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 주체에 강

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29) 도로 공간이 부족할 경우 차도축소, 일방통행 전환 등 

자동차에 할애된 공간을 되찾아오거나, 도로 외의 공간을 연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

로 공간을 확보하도록 권장된다.30) 생활도로의 보행공간 확보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들은 정책적 관점에서 보도 설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에 주목하고, 보

도 설치 기준의 의무화, 자치구 등 설치 주체의 권한과 추진력 확보, 예산과 공간배분

의 우선순위 전환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왔다(김승준ㆍ임은영 

2007; 모창환ㆍ전은수 2015; 이신해ㆍ장지은 2017). 

이에 대한 반론으로 주로 보도설치 조건의 현실적 제약과 설치된 보도의 실효성 문

제가 제기된다. 보도 신설이 어려울 정도로 좁은 도로가 전체 도로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절대적인 공간 부족이 도시구조 형성과정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

는 점(이은진 2015), 보도를 설치하더라도 도로 공간의 제약과 보도 위 무단주차, 적

치물 등으로 최소 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시설 용량에 비해 많은 보행량이 집중

될 경우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이은진ㆍ이동현 2012; 이신해ㆍ장

지은 2017; 오성훈ㆍ박예솔 2017). 송보경(2011)에 따르면 실제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 보행자 수가 절반 이상이었고, 특히 3인 이상 통행할 경우와 보

도 위 주차와 적치물이 있는 경우, 방호울타리로 폐쇄된 경우 차도 통행율이 높아졌다. 

이와 같이 보차분리의 원칙과 기대, 실제 이용 현실 사이에 엄연한 괴리가 존재하지만, 

실제 생활도로에서 보행공간 유형과 분포 양상, 보도의 이용실태와 안전성 등,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번째 ‘절충론’은 원칙적으로 보차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협소한 

생활도로에서 절대적인 공간부족,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소방 및 긴급차량 통행, 상권

과 민원 등으로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도로’가 많다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보차

29)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30) 국민안전처ㆍ경찰청(2015),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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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입장이다. 절충론에서 보차공존은 보도설치의 차선책으로

서, 안전을 위한 별도의 시설과 조치를 전제로 신중하게 허용된다.31) 보차공존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도설치 가능성에 종속되어 있다. 10m 이상의 도로에는 대체로 

보도 설치가 가능하므로, 보차공존의 검토대상에서 배제된다.32) 

보도 설치가 가능한 도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침마다 다르지만, 일부 지침에서는 

최하 6m 도로까지도 보도 설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3). 기존에 보

차혼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협소 도로까지 보도 설치 범위가 확산되는 경향은, 

보도의 물리적 기준 완화와 맞물려 있다. 유효보도폭을 최소 2.0m에서 1.5m까지 줄

이거나, 편측 설치, 단차가 없는 약식보도 등 시설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보도를 설치하

도록 권장한다.33) 보도의 유효폭과 경계는 보행공간으로서의 실질적인 효용과 직결되

지만, 불완전한 보도라도 설치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의론’은 생활도로 여건에서 보차분리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

기하고, 분리보다 보차공존의 계열의 접근과 해법을 적극 선호하는 입장이다. 보행자

우선도로에 관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12)은 현행 제도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도 

설치 공간이 있어도 보차공존을 우선 제안할 수 있고, 필요시 10-12m(소로 1류)까지

도 보행자우선도로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선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 

보차분리는 보행영역을 제한하고 단절시키는 반면, 보차공존은 전체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가로변과 연계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  

특히 학교,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처럼 한꺼번에 많은 보행량을 수용해야 하거나 대기 

등 체류공간이 필요한 경우, 보행자들이 양쪽 가로변을 자주 오가는 경우, 휠체어와 유

모차, 어린이와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등을 고려할 때, 좁은 보도를 무리하게 나누는 

것보다 단차와 장애물 없이 도로 공간 전체가 통합된 형식이 더 유리하다고 하였다.

31) 국토교통부(2018), 도시지역도로설계가이드
3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33)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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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에서 도로, 교통, 이동의 기능보다 장소성, 정주성, 공공성 등 사회적 기능

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분리된 보도의 존재 자체가 보행자보다 자동차 교통 위주의 

도로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운전자의 우선권을 시사한다는 우려(배호영 1999), 보차분

리를 절대선으로 간주하는 ‘경직된 분리’가 역설적으로 사람통행이 우선되어야 할 생

활도로에서 오히려 자동차를 주인으로 만든다는 비판(최정한 1994)이 제기된다. 자동

차의 급격한 대중화로 인해 “통행, 주차 이외에 생활도로가 담당해야 할 다종다양한 

생활기능이 퇴화(최정한 1994)”되었고, “사회적 교류의 공간으로서 골목길이 지니는 

잠재력이 근원적으로 위축, 상실”(황익주 2005)되었다는 문제인식은, 자동차 교통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가로의 사회적 활동과 정주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

진다. 보차공존도로는 생활공간의 도로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도로 전체에서 보

행자와 장소가 우선시되는 공간(국토교통부 2012)’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시각

적, 심리적 효과에 주력한다. 이점은 보차혼용도로나 약식보도, 협소 및 편측보도는 물

론, 완전한 보도와도 차별화되는 보차공존도로만의 이점이다.

물론 보차공존도로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모두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Moody and Melia(2014)는 영국에서 보차공

존의 중요한 설계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경계 완화(reducing demarcation)’의 

실질적인 영향과 유효성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보차공존에 대해 기존

에 알려진 기대효과들을 하나씩 반박하면서, 보행자 편의는 물리적 경계보다 교통량과 

차종, 속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 사고 위험의 감소에는 심리적 요인이, 사회경제적 

활성화에는 ‘보행친화적’ 계획과 가로경관의 질이 더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일부 

사례에서 속도저감 효과가 나타났지만, 여러 복합적인 조건들 중에서 경계 완화의 기

여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계 완화가 자유로운 이동

(free movement)을 촉진할거라는 기대와 달리, 보행자들은 최단경로보다 덜 위험한 

횡단지점을 경유할 수 있는 우회경로를 선호했고, 자동차에 비자발적으로 양보하는 비

율이 높았다. 교통수단 선택(modal shift)에 대해서는 기대에 비해 관련 데이터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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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턱없이 부족하고, 교차로 흐름 개선 등의 변화는 보행자 뿐 아니라 자동차 교통에

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보차공존은 이미 갖추어진 보도 체계에서 경계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보행자가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전제로, 차량 

우위로 기울어진 관계를 바로잡고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의도가 부각된다(오성훈ㆍ박예

솔 2017). 다만 Moody and Melia(2014)의 지적을 참조하여, 보차공존에 투영되

는 여러 기대와 이점들이 과연 공간의 완전한 통합, 절충적 분리를 배제하는 ‘협의의 

공존’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인지, 행태적 효과에 주목한다면, 보

차공존의 적용대상을 굳이 보도가 없는 도로로 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보도가 설

치된 구간이라도 ‘도로’가 아닌 ‘장소’ 위주, 보행우선의 계획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최근 연구(이해령 2020)에서는 이용자들이 여전히 

‘통합형’에 대한 불안과 ‘분리형’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고, 도로 양쪽에 

보행자 영역을 설치하되 차도로 인식되지 않도록 중앙부의 시각적 처리를 강조하는 절

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분리 또는 통합’의 원칙이 서로 원론적으로 대립하는 구도에

서, 절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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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도저감의 목표와 효과 검증

속도관리의 중요성은 생활도로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에서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

다(심관보·허낙원 2011). 일반적인 교통이론에서 속도와 안전의 관계와 30km/h 속

도제한 기준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그림 2-3와 같은 자료가 제시된다. 

30km/h로 주행 중에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 10명 중 1명이 사망하

지만, 50km/h에서는 5명, 60km/h에서는 9명이 사망한다는 연구결과가 인용되기

도 한다(경찰청·국토교통부 2019). 

국내에서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나 생활도로구역(Zone 

30)에 30km/h 이하의 속도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행우선구역, 보행환경개선지

구, 보행자우선도로 등 여러 사업에서 운전자의 주의와 감속을 유도하는 ‘교통정온화’

의 원리와 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제3차 서울특별시 교통안전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17b)』에서도 ‘보행자 사망사고 70% 줄이기’의 첫 번째 추진계획으로 ‘차량속도 관

리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2019.2.1.)』,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019.12. 24.)』, 『안

전속도 5030 설계ㆍ운영 매뉴얼(경찰청ㆍ국토교통부 외 2019)』 등이 잇달아 제정되

출처: OECD-ITF(2012)

그림 2-3. 충돌속도에 따른 보행자 사망률 변화 (전방충돌 시)



- 68 -

면서, 특정 ‘구역’이나 ‘사업’에 국한되었던 30km/h 이하 속도 규제와 각종 물리적 

시설, 기법을 도시지역의 도로 전반에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주거지역이

나 스쿨존 등에서는 차량보다 보행자 우선의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제한속도를 

15km/h까지 낮추는 등, 한층 더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34)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동차의 주행속도는 생활도로 개선 현장에서 대상지의 안전성

을 대변하는 척도이자, 관련 사업의 목표,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간주되어 왔

다. 박완용·원제무(2012)가 개발한 교통정온화 사업 평가체계에서 ‘평균 주행속도’는 

중요도가 가장 높은 지표였고, ‘제한속도 위반율’ 지표도 상위권에 선정되었다.35) 보

행우선구역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유수재 외 2012)에서도 차량의 주행속도를 객관성, 

신뢰성, 측정가능성을 갖춘 중요 평가지표로 채택하였다.36) 그러나 두 사례 모두 기대

와 달리, 평가결과와 총점에서 속도의 실질적인 기여도는 크지 않았다.37) 점수를 변환

하는 과정에서 30, 25 또는 24km/h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속도는 모두 만점으로 

처리하였는데, 대부분의 대상지가 이 기준에 부합함에 따라 변별력이 약해진 것이다. 

34)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보도자료, “도로 설계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람 우선”, 
http://www,molit.go.kr/ (2020.3.24.) 참조.
35) 선행연구와 전문가 회의(FGI)를 통해 1차 선별한 지표에 대해, 적합성 검토 및 중요도 설문
(AHP 기법)을 실시하여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평균 주행속도는 조사 구간별로 평균 25km/h 이하
인 구간의 비율로, 제한속도 위반율은 통과차량별로 30km/h 이하 규정 속도를 준수한 차량의 비
율로 산출하였다.
36) 이는 1-5차 시범사업 대상지 23개소 중 2011-2012년 준공된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
식적인 모니터링 결과이다. 분위수에 따른 5점 척도로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평점을 부여하는 방식
으로, 동일구간 내의 차이는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48.3km/h 이하는 1점, 37.3km/h 이하는 
2점, 30.0km/h 이하는 3점, 27.4km/h 이하는 4점, 24.0km/h 이하는 5점 만점을 적용하였다. 
37) 앞의 사례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각각, 교통정온화 도입지역과 미도입지역으로 나누어 지
표를 적용하였는데, 상업지역에서는 저속구간 비율과 차량별 준수율 모두 도입지역에서 더 높았고, 
속도 지표에서 발생한 점수 차(4.7점)가 총점에서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4.1점). 반면 주거지역의 
경우 도입지역에서 저속 구간 비율은 더 낮았지만 차량별 준수율은 더 높았고, 속도 관련 점수가 
3.3점 낮았지만 총점은 오히려 0.2점 더 높았다. 이는 도입지역에서 대부분의 차량이 25-30km/h 
사이로 운행했고, 사고심각도, 소음, 주차 등 속도 외 여건이 더 양호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례
에서, 대상지별로 전후 총점이 최소 17.2점에서 많게는 48.3점까지 상승하였는데, 이중 속도 점수
의 증가분는 0-4.6점에 불과하다. 전체 7개 중 사전 조사가 없는 2개 대상지는 사후 기록인 5점
을 그대로 준용했고, 나머지 각각 0.6~7.7km/h의 감속이 있었지만, 3개 사례는 전후 모두 5점으
로 점수변동이 없었고, 2점→4점, 4점→5점으로 상승한 사례가 각각 하나씩 있었다. 부문별 점수의 
합을 총점 100점으로 환산하여 속도에서의 1점차는 약 2.3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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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가방식의 이면에는, 임계점 이하의 속도라면 이미 안전을 위한 조건을 충족

했으므로 추가적인 감속의 여지와 효용이 크지 않다는 해석이 전제되어 있다. 

30 생활도로구역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심관보 외(2010)는 사후속도가 대부분 

30km/h 이내에 안정적으로 분포하고, 지점별로 0.8~18.6km/h, 4.9~15.5km/h

의 감속이 일어났다는 점을 시범사업의 성과로 보고했다. 이는 각각 ‘절대속도’와 ‘속

도변화’에 기반한 평가이다. 그런데 해당 보고서에 명시된 생활도로의 정의 및 선정기

준38)와 달리, 설계기준에는 도로 폭이 좁거나 보도가 없는 도로에 설치하기 어려운 시

설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시범사업과 평가대상지 모두 보도를 갖춘 보차분리도로였

고, 이면도로보다 구획도로에 가까웠다.39) 이는 속도저감시설 위주 해법이 가장 잘 작

동할 수 있는 조건과 전형적인 생활도로의 조건이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

보행자우선도로의 연차별 보고서와 종합 평가에서도, 속도 증가를 이유로 ‘분리형’ 

설계안을 지양하기로 결정한 점(김승남 외 2015)이나, 포장면 개선에 국한된 빈약한 

설계요소로 인해 의도한 감속효과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는 평가(오성훈 외 

2019a) 등에서 감속을 중요시하는 관점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실제 평가결과에서는 

일관된 감속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행정안전부 2019). 대부분의 사례가 이미 속도

규제 기준인 30km/h 이하 구간에 있었고, 전후 속도의 편차가 크지 않았으며, 사후

속도가 오히려 증가한 사례들도 있었다. 

보행자우선도로의 감속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로, Lee and Kim(2019)은 9개 대

상지의 설계 유형을 세분화하여 속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시각적으로 

38) 해당 문헌에서는 생활도로를 ‘통과교통이 아닌 지구 내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 ‘폭 15m 이
하의 중, 소로’, ‘도로기능상 접근성이 가장 높은 국지도로와 일부 집산도로’로 정의하였으며, 대상
지 선정 기준으로는 유동인구와 보행유발시설이 많은 지역, 12m 이하 내부도로 연장비율이 높은 
지역, 보차분리/보도정비가 미비한 지역, 노상주차와 교통사고 이력 등을 정성적으로 고려한다(심관
보 외 2010, p.146; 149). 
39) 두 대상지는 아파트 단지 위주의 주거지역(노원구)과 계획 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일산)으로, 
두 곳 모두 격자형 도로망이 잘 정비된 계획시가지 지역이었다. 구역 내 도로 폭은 9-25m로 조사
되었으나, 시설물 설치와 조사시점은 모두 구획 도로에 집중되었다. 조사지점 중 가장 좁은 12m 
도로에서도 왕복 2차로와 2.5m 이상의 양측 보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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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장자리영역의 분리가 뚜렷하고 주행공간의 연속성이 강한 패턴에서 유의한 속도 

증가를 확인하였다. 반면, 김병재·심한별(2018)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전

반적인 색상이나 분위기를 통해 일반 도로와의 차이를 인지하지만, 미시적인 패턴이 

실제 감속 및 가속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하였다. 패턴의 효과에 대한 해

석은 서로 엇갈렸지만, 두 연구 모두 감속효과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여

기에서도 실측 결과로 제시된 절대속도를 비교해보면, 김병재·심한별(2018)에서는 피

험자별, 구간별 차이가 있지만 최대 25km/h를 넘지 않았고, Lee and Kim(2019)

의 경우에도 평균 속도가 모두 16.97-21.82km/h에 분포하였다. 유형 간의 편차나 

전후 변화 폭이 크지 않았고, ‘유의한 증가’가 나타난 경우에도 사후 속도가 그다지 빠

르지 않았다. 

이상의 생활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연구에서 반복 확인되는 구도는, 속도저감의 

중요성이 일관되게 강조되는 것에 비해 실제 수치로 확인되는 개선효과나 변별력은 미

미하다는 점이다. 우선 방법론적으로, 사업 전후 측정된 속도 차이나 변화를, 특정 사

업 또는 시설의 효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조사시점과 기간, 표본 수나 

조사방법의 제약에 의해 표본 및 측정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보행량과 교통량, 

노상주정차와 적치물 등 사업 이외의 미시적 요인들이 속도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속도와 교통량, 보행량의 차이가, 자연적인 편차나 일시적 변동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라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조사설계와 장기간에 걸친 추적 관찰이 바람

직하지만, 대부분의 조사연구들이 이 부분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40) 전

후 동등한 비교를 위해 계절, 요일, 날씨, 시간대 등의 기본적인 측정 조건은 비슷하게 

맞출 수 있지만, 생활도로 특성상 통제가 어려운 요인들이 많다. 

40) 공식적인 모니터링의 경우, 시범사업과 함께 추진되는 조사 여건 상 조사의 내용적 범위, 일정 
등이 정해져 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조사의 목적과 의도 자체가 철저한 검증, 비판보다 사업 자
체의 정당성과 기대효과를 확인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쉽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후속사업에서 참
조할 수는 있지만, 이미 사업이 종료된 해당 대상지의 시정, 보완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평가 결과가 일시적 현상인지, 과도기를 지나 안정적으로 지속되는지, 사후 조
사가 여러 회, 장기간에 걸쳐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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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강수철 외(2016)에서는 제한속도 60-80km/h인 지방부 국도에서 속도

저감시설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 차량에 의한 속도 저하가 없는 ‘자유주행 상태’

의 차량에 한해 속도를 측정하였다. 반면 생활도로에서는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의 존

재가 통상적인 주행환경의 일부를 구성하며, 속도에 대한 개입이 보행량과 교통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차행태적 조건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물리적 시설의 효과만을 

측정한다는 것은, 생활도로 현장에서 그와 같은 준-실험적 조건을 구현하기가 기술적

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속도가 작동하는 조건에서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에 오히

려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생홛도로 개선에서 감속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며, 안전을 위한 여러 

개선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속도가 안전의 대리변수로 간주되며 속도와 안전을 동일

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속도라는 지표의 유효성은 ‘속도가 낮을수록 안

전하다’는 일반론적인 전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그림 2-3의 S자형 곡

선은, 속도와 안전의 관계가 항상 균일한 선형적 관계가 아니며, 절대속도에 따라 구간

별 기울기, 즉 감속의 효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최근 도입된 ‘안전

속도 5030’과 같이 60km/h에서 50km/h로, 50km/h에서 30km/h로 속도를 낮

출 경우, 치사율에서 상당한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속도가 아주 낮거나 아

주 높은 구간에서, 비슷한 폭의 감속이 일어나더라도 그 효용은 같지 않다. 특히 임계

점에 해당하는 30km/h 이하 구간에서, 치사율과 기울기는 모두 0으로 수렴한다. 단, 

이것이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속도는 아니다. 만약 조건을 생활도로로 한정하고 

종속변수로 치사율이 아닌 사고건수나 빈도를 표현하다면, 속도-안전의 관계는 또 다

르게 그려질 것이다. 

일련의 평가연구에서 관측된 속도는 대부분 30km/h 이하였다. ‘저속주행’의 경향

은 생활도로 현장에서 자동차 주행속도의 실측 결과를 수록한 미시적 교통행태 연구에

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박재영·김도경(2010)은 어린이보호구역의 평균속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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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h 위반율을 조사하였는데, 8개 사례 전체 평균 속도가 38.43km/h, 위반율 

67%에 이르렀지만, 왕복 4차로 이상 도로(36.15~60.05km/h)와 주택가 이면도로

(21.95~30.75km/h)인 경우로 나뉘었다. 이수일 외(2016)에서도 이면도로의 평균

속도는 15km/h 내외, 왕복 2차로 도로는 32.9km/h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생활도로의 현 속도를 고려할 때, ‘30km/h 이하’를 목표로 하는 개입이 별다른 변

화나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대한 기존 논의의 해석은 서로 

엇갈리는데, a) 이미 30km/h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했으므로 추가적인 감속의 효용

이 크지 않다, b) 보도가 없고 보차 간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안전속도의 기준을 

20 또는 15km/h 등으로 더 낮추어야 한다, c) 절대속도가 낮은 구간에서도 더 느리

면 더 안전할 것이므로, 감속이 여전히 유효하다의 세 가지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제는 저속주행 조건에서 속도와 안전의 관계 및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

족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5km/h, 25km/h라는 속도가 각각 얼마나 위험한지, 

속도를 낮추는 것이 실제 안전에 어떤 효용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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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도로의 유형화 기준

생활도로의 다양성을 고려한 유형화 기준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어 왔다(표 

2-13). 주로 폭원과 토지이용,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크게 분류하고, 그밖에 세부기준

으로 교행, 노상주차 여부, 보행공간 유형, 보차통행량과 속도 등이 제시된다.

폭원은 보도, 차로, 노상주차 등 단면 방향의 구성요소나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가용공간과 가로의 위계적 등급을 대변하는 기준으로 제시된다. 폭원이 좁을수록 

공간적으로 분리나 시설물 설치 여건이 제한되고 접근성이나 기능, 행태적인 수요도 

낮아지고, 넓은 도로일수록 그에 상응하여 도로용량, 이용행태와 수요, 네트워크에서

의 위계와 접근성도 커질 것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실제 생활도로의 현황에서는 폭원

이나 등급이 유사한 도로라 하더라도 가로변 토지이용에 따라 상이한 통행특성이 나타

날 수 있다(조한선 외, 2019). 또한 생활도로는 원칙적으로 많은 교통량을 처리하기보

다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통행을 상위 교통체계로 배출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간선도로 소통 위주의 교통운영으로 인해 생활도로의 부담이 가중

되고, 물리적 구조, 용량에 비해 과도한 역할이 요구되기도 한다(임영길 2000). 물리

적 폭원에 따른 분류에서는 이와 같은 행태적, 기능적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  

토지이용은 지역적, 장소적 특성에 따른 도로의 행태적, 기능적 요구를 반영하는 기

준이다. 토지이용에 따라 안전-편의-접근-장소(사업 매뉴얼 B), 통과-접근-정주(김경

석 외 2014), 또는 보행-주차-소통(임영길 2000) 중에서 어떤 관점을 중시할지 계획

방향과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보차분리, 노상주차, 속도 등 각종 규제와 시

설물 도입 여부를 다르게 적용한다. 그러나 근린상업이 침투, 혼재하는 생활도로에서, 

주거와 상업가로의 경계를 명확히 분리하기 어렵다(최정한 1994). ‘단독주택지 생활

도로’, ‘주거지역 국지도로’처럼 용도지역에 따른 굵직한 분류(조한선 외 2019; 이지

선ㆍ이희원 2015; 김경석 외 2014)는 지구 내 도로 대부분을 동일 유형으로 간주하

게 되어, 인접 도로 간 변별력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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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출처 분류기준 특성 및 차이

폭원 
및 

가용 
공간

행정 
안전부 
2019

도로폭원(10m, 8m, 6m 이하)
x 차량교행여부에 따른

가용공간, 여유공간의 차이

폭원이 넓을수록 1) 과속에 유의하여 더 적극적인 
저감기법 적용, 2) 길가장자리 최소보행구역 

이격가능, 3) 노상주차 허용도 증가, 4) 식재 및 
보행친화시설 도입 여부 등이 달라짐

조준한 
2018

30생활도로구역 내 도로
일반도로: 6m 이상, 교통량 많음
보행자우선도로 유형 1: 6m 이상
보행자우선도로 유형 2: 6m 미만

보행자전용도로

토지이용, 보차 통행량과 행태의 차이
>> 계획목표, 통행 우선순위와 중점 정비 요소, 

보차분리, 신호운영과 노상주차 허용 여부, 
교통정온화와 시설물 수준 등

이신해 
외

2017

보행공간의 위치, 형태, 상태: 
유형 1. 보행공간 없음

유형 2. 보도 있으나 주차가 점유
유형 3. 건축선 후퇴부, 주차 점유

분리된 보행공간이 확보되지 않거나 있더라도 
이용 불가한 경우 개선대상으로 지정 
>> 유형별 보행공간 확보 방안 제시

행정 
안전부 
2013

법정사업인 보행환경개선지구 내 도로를 
폭원별로 6m 이상, 3-6m, 3m 

미만으로 구분
도로형식(보차분리-공존-전용) 결정

심관보 
외 

2010
9-15m미만, 6-9m미만, 6m미만 

폭원에 따라 네트워크위계, 대중교통접근성, 
보차통행량과 속도가 달라짐

>> 개선방안과 보차분리 여부, 주요 시설, 
속도규제와 대형차제한/일방통행 도입여부 결정

토지 
이용과 
지역 
특성

조한선 
외 

2019

토지이용(상업, 주거, 공업, 녹지) x 
도로등급(집산도로, 국지도로)

가로설계 기준과 시설물 차등 적용, 
정성적 특성과 고려사항 제시

김경석 
외 

2014

토지이용(용도지역+주용도)에 따라
단독주택지, 상가주택지, 
중심상업지, 근린상업지

통과-접근-정주 기능의 우선순위 차이
>> 보차분리와 속도저감 필요성, 

주정차/회차/횡단/대중교통/공공주차장/측방여유 
등 행태적 수요와 고려사항 제시

임영길
2000

토지이용(주거, 근린상업,
 교육시설, 상업업무) x

소통상태(원활, 보통, 장애, 중심)
보행, 주차, 소통 기능간 우선순위

네트 
워크

최정한 
1994

교통 패턴에서 사람과 자동차의 관계 x 
교통패턴과 생활패턴의 관계

(지구외/망중심) 간선,국지,구획도로
(지구내/면중심) 지구생활도로,
근린생활도로, 녹색도로로 구분

도로의 위계, 보행목적과 장소적 성격, 토지이용, 
목적시설 종류, 보차통행량과 속도, 

대중교통/자전거 연계 
공간형식(보도병렬분리, 보차공존, 보행전용).

규제(속도/일방/진입/ 회전/주차/차종)

이광훈 
외 

1995

폭원과 연도시설, 지구 내 역할, 
보차통행의 비율에 따라 

자동차계-보행자계-생활계 도로로 구분

공간형식 결정(분리, 소프트분리, 노면공유형)
속도저감과 규제 내용 차등 적용

국토 
해양부 
2008

보행 중심성과 보-차 네트워크에 따라 
주요 보행네트워크와 보행우선도로, 구역 

내 기타도로, 경계부 도로를 구분

보행/차량/주차특성의 차이
안전성, 연결성, 장소성 요구의 우선순위, 

개선범위와 공간형식, 설계요소를 다르게 적용

모창환 
전은수 
2015

보차 통행량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생활도로, 간선도로로 구분

도로 위계별로 
속도관리와 시설기준 차등화 

표 2-13. 생활도로 유형화 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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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구 차원의 네트워크에서 보차동선 및 통행량을 기준으로 생활도로 분

류체계를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최정한(1994)은 ‘망(網)’ 중심의 지구 외 도로는 ‘간

선, 국지, 구획도로’로, ‘면(面)’ 중심의 지구 내 도로는 ‘지구생활도로, 근린생활도로, 

녹색도로’로 구분하였다. 교통패턴에서 사람과 자동차의 관계 뿐 아니라, 교통패턴과 

생활패턴의 관계를 고려하여 생활도로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지구 내에 보행자가 우선

되는 영역을 확보하도록 제안하였다. 이광훈 외(1995)는 지구 내 도로를 ‘자동차계 도

로, 보행자계 도로, 생활계 도로’로 구분하고, 지구 범위 설정, 현황조사, 네트워크 구

성, 도로유형별 설계방침, 평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지구 차원의 도로망 

재구성, 일방통행과 통과교통 차단/분리, 교통규제와 시설물, 주차관리를 아우르는 종

합적 대응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과 사고 감소, 교통량과 속도 감소 등의 효과를 의도

하였다. 

보행우선구역 표준설계매뉴얼(국토해양부 2008)에서는 보행우선구역 내 도로를 ‘주

요보행네트워크, 구역 내 기타도로, 경계부 도로’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설계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보행중심성이 높거나 개선이 시급한 공간을 주요 보행네트워크로 

설정하여 보행전용이나 보차공존을 비롯한 전면적 개선안을 적용하고, 구역 내 기타도

로에는 30존 속도 규제와 국지적 속도저감시설 도입, 경계부 도로에는 진출입 지점과 

그림 2-4. 보행자와 자동차의 관계를 고려한 생활도로 체계

출처: 최정한(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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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주의 정비 방안을 권장하였다. 또한 각 유형에서 도로 위계와 네트워크 특

성에 따라 보차분리, 보차혼용, 보행전용의 보차점유방식을 세분화하고 보차통행 및 

주차특성에 따라 설계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모창환ㆍ전은수(2015)는 보차 통행량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도로 위계를 구분하였

다. 보행자가 차량통행보다 극히 많은 생활권 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하고, 보

행통행량이 차량통행량에 비해 어느 정도 많은 생활권 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

정하고, 차량통행량이 보행통행량에 비해 많은 도로는 ‘생활도로’로 지정하여 지자체

에 관리하고, 도시나 지역의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최고속도 50kmh의 간선도로는 보

행자영역과 분리하여 설정하였다.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우선도로(15km/h) - 생

활도로(30㎞/h) - 간선도로(50kmh)의 위계별 구분에 따라 속도관리 기준을 차등 설

정하고, 이에 연동하여 시설물 등을 계획한다. 

네트워크적인 분류는 폭원이나 토지이용과 같은 일원적 분류체계에 비해 가로 차원

의 다양성과 지구 차원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또 지구 내 

그림 2-5. 보행우선구역 내 네트워크 개념도

출처: 국토해양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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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위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구 차원에서 감당하는 교통 부하의 

총량을 줄이고, 개별 가로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서

로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도로의 위계적, 기능적 분류, 통과교통을 억제하는 쿨

데삭 형태의 가로구조, 보차동선과 영역의 공간적 분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내용적

으로는 ‘분리형 도로교통체계’의 논의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41) 최근 사례로는 캐나

다의 퓨즈드 그리드 시스템(Fused Grid system, Grammenos et al 2008; 이지

은 2019 참조),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 모델(Mueller et al 2020), 한상진 외

(2016)에서 제안한 ‘보행자 중심의 단독주택지구 개발 모델’ 등에서 유사한 계획적 접

근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정한(1994)은 도로의 분류체계에서 전체 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생활과 밀접

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도로가 ‘도시계획법상 소로라는 이름 하나로 무차별적으로 

다루어지는’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최근의 도로설계지침42)에서도, 보도 설

치 여부와 용도지역 특성을 세부 조건으로 고려하지만 여전히 12m 이하 도로 전체를 

하나의 등급으로 보고 있다. 

생활도로 문제는 도시환경과 일상생활에 밀착한 고질적인 문제이므로 단편적, 일률

적, 획일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개선의 방향과 수단에 대한 논의에서 보차분리와 

통합의 해법이 서로 대립하며, 속도저감의 유효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또한 가로 

단위의 물리적, 행태적 속성, 가로변 필지와 건축 특성, 가로망과 보차동선체계에서의 

입지, 역할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세분화

된 접근이 요구된다.

41) ‘분리형 도로교통체계’의 구상은 1920-30년대 래드번(Radburn) 단지계획, 페리의 근린주구
(Neighborhood Unit) 이론, 르코르뷔제의 ‘빛나는 도시(La Ville Radieuse, 1933)’ 계획안 등에
서 제시되었고, 이후 영국 뷰캐넌 보고서(1963)의 ‘환경구역(Environmental Area)’과 ‘환경용량
(Environmental Capacity)’ 개념,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SCAFT(스웨덴어 약자로, ‘도시계획학회의 
교통안전실무단’에 해당함) 보고서(1968)의 등을 통해 1900년대 후반 도시교통체계 형성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Nielson 2007). 
42) 서울특별시(2017a), 서울시 가로설계ㆍ관리 매뉴얼; 
국토교통부(2018),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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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행행태와 도시환경 논의

2.3.1. 보행량과 가로환경의 질

이 절에서는 가로 및 근린환경의 관점에서, 보행자와 보행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바

람직한 요인 및 특성들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였다.

‘보행량’, 또는 특정 지점의 유동인구는 국내 많은 선행연구에서 가로환경의 질을 대

변하는 종속변수로 논의되고 있다(윤나영·최창규 2013; 김기헌 외 2014; 이주아 외 

2014; 원유호·김봉준 2016; 임하나 외 2016; 임하나 외 2017; 양용택·배웅규 

2018). 관련 선행연구들은 걷기에 좋고 보행자가 선호하는 환경일수록 보행량이 많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보행량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속성을 규명한

다. 주로 밀도와 상업시설의 다양성, 도로 위계와 보도 폭, 대중교통 등 보행유발시설 

등이 보행량 증가에 유효한 요인으로 확인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단순한 용도 혼합보

다 상업용도의 집적 효과의 중요성에 주목하고(원유호·김봉준 2016; 윤나영·최창규 

2013), 업종 및 업체 분류를 더욱 세분화하고(임하나 외 2016; 임하나 외 2017; 김

기헌 외 2014), 시설 규모나 가로와의 연계 등 공간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이주아 외 2014), 지구단위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요소와 연계하는 등(양용택·배웅규 

2018) 더욱 정교한 논의로 진화하고 있다.

이 틀에서 장소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 가로 활성화의 주체로서, 보행자의 존재와 

경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자동차의 행태나 영향은 고려되지 않으

며, 자동차는 보행자들의 경험과 활동 영역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간

주된다. 그런데 보행량과 환경적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과, 

보행량이 많은 지점의 환경적 특성을 바람직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

다. 우선, 원인과 결과,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업’

은 보행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지만(임하나 외 2017), 이러한 현상이 유동인구

가 많은 길목을 선호하는 입지 선택의 결과일 수 있으므로 부동산 자체에 집객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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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업종에 보행량과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확인되

더라도, 이를 곧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양적인 차이가 반드시 질적인 차이를 대변하지 않는다. 밀도와 접근성에 의해 단순 

목적보행 자체가 많은 경우와, 가로환경의 질, 매력, 선호 등으로 보행량이 집중되는 

경우는 분명 다르지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전체 

보행량과 보행경로에서 최단거리, 필수 및 목적보행,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에 주목하여 질적 차이를 해석하거나(오성훈·성은영 2009; 서한림 

2013), 보행량 외에 체류시간, 사회적 활동의 다양성, 지속성 등 미시적이고 정성적인 

행태특성을 추가로 고려하거나(김승남·이소민 2016; 이창엽 2018), 보행량 외에 인

지와 만족도 변수를 채택하여 이용자가 체감하는 환경의 질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등

(박소현 외 2009; Kim et al, 2014; 김규리·이제선 2016), ‘보행량’이 가지는 맹점

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하고 있다. 

나아가 적용 대상에 따라 보행량에 대한 기대나 기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상업가로

에서 상점의 입지나 상권 차원의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유동인구 증대가 분명 긍정적 

요인이며, 주거지역에서도 근린 내 보행량과 보행자 활동이 집적되는 가로에 일상생활 

및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기대하기도 한다(이창엽 2018; 윤정우 2015). 그러나 보행

량이 많을수록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각에서 지나친 고밀화와 상업화, 

그에 따른 주택의 멸실과 혼잡도 증가는 정주환경을 해치는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임창복·서기영 2000; 김홍배·김형우 2007; 2008; 이지연·김성홍 2013). 따라서 

‘주거밀도와 단독주거 유형 비율이 높을수록 보행량과 음(-)의 상관성을 가진다(윤나

영·최창규 2013)’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보행량이 더 많다고 해서 A보다 B가 낫다거

나, A를 B처럼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행량의 차이는 가로 또는 근린의 고

유한 특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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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걷기 좋은 근린과 살기 좋은 근린

근린 차원에서 ‘바람직한 행태’는 더 복합적으로 정의된다. ‘걷기 좋은 동네

(walkable neighborhood)’, 이른바 보행친화 근린에 관한 연구에서는 단순히 보

행량이 많은 것보다 일상적인 동네 걷기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더 많이 걷도록 유도하

는 근린 환경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한다(박소현 외 2015). 이 때, ‘더 많은 보행’이란 

특정 지점의 유동인구처럼 공간 기반의 지표가 아니라, 총 보행시간, 빈도, 거리, 영

역, 걷기 실천율이나 통행수단 분담율 같은 행위자 기반의 지표들로 정의된다(박소현 

외 2009; 최이명 외 2011; 최이명 2013; 사경은·이수기 2014; 성현곤 2014; 이경

환 외 2014). 즉, ‘보행활성화’의 초점이 특정 가로나 장소가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

생활을 구성하는 일련의 선택과 활동들에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출된 연

구결과들은, 주거용도를 중심에 두고 타 용도를 결합하는 것이 보행시간 증대에 효과

적이라는 점(성현곤 2014), 다양한 위계의 소로와 목적시설이 결합된 근린환경이 일

상생활에서 연계 보행을 통한 보행경로와 생활영역 확장을 유도한다는 점(최이명 

2013) 등, 유동인구 기반의 장소활성화 논의들과 차별화된 해석을 보여준다.

북미 지역에서 발생한 보행친화 근린이론은 걸어서 갈 수 있는 다양한 목적지의 존

재와 이를 위한 고밀, 용도혼합, 접근성과 연결성 등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보행을 비

롯한 통행행태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왔다(박소현 외 2009). 이들의 이론과 연

구방법론이 국내 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인 차이점과 한계 또한 논

의되었다. 대표적으로 북미 지역의 도시형태가 용도혼합-격자형의 오래된 근린 지역과 

용도분리-쿨데삭의 교외지역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이분되는 전형성’을 가진다면, 우

리나라의 경우 자연발생형 구릉지와 격자형 저층주거지, 아파트 단지가 혼재되어 있다

는 점(최이명 2013), 밀도와 용도혼합에서 근린 간 편차가 크지 않은 반면 가로체계

와 경사도, 공원 등의 항목에서 차별성이 나타난다는 점(박소현 외 2008)이 지적된다. 

이처럼 상이한 조건에서 ‘밀도, 용도, 네트워크, 가로환경’이라는 요인들이 가지는 유

효성에 대해, 비판적, 주체적, 실증적인 검증 시도가 이어져왔다. 밀도의 경우 이미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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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수준으로 추가적인 보행유발효과가 미약하다는 점, 용도혼합의 경우 일부 유의하다

는 점, 경사도, 보도 등 가로환경의 질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등이 확인된 

바 있다(박소현 외 2009; 이경환 외 2014).

그런데 ‘고밀, 혼합용도, 연결성’이라는 보행친화 근린의 핵심적 처방은, 다른 한편

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 적정 밀도와 용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의 도시형태와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어진 기반시설 용량을 초

과하는 급격한 고밀화, 상업화가 주거환경의 질을 저해하는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임창복·서기영 2000; 임희지 외 2006; 김홍배·김형우 2007; 2008; 홍민우·이

석정 2010). 조금 단적으로 말하자면, 걷기 좋은 동네와 살기 좋은 동네의 기준이 서

로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두 기준은 보행자와 자동차의 관계에 대한 인식부터 서로 다르다. 먼저 ‘걷기 좋음

(walkability)’의 관점에서 단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약자의 보호, 기본적인 이동권

과 기능적 편의를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공공영역으로서의 가로와 장소활성화, 개인

의 신체활동과 건강증진, 통행행태와 생활권, 에너지와 탄소 절감, 지역 공동체와 사회

자본 등 다양한 가치와 연계된다(Lo 2009; Forsyth 2015). 일상적 걷기를 장려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자동차 교통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장기

적이고 거시적인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자동차는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공간, 보행

활동을 물리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교통체계와 도시구조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물론 ‘살기 좋음(정주성, livability)’의 관점에서도 자동차 교통이 보행자와 가로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경계하지만, 자동차 교통에 대해서는 중립 또는 우

호적인 입장이 드러난다. 주거환경의 질과 거주자 생활편의 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교

통 및 주차문제 또한 일상생활에서 파생되는 수요로서 일방적인 배제, 억제보다 수용

과 관리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 주택의 노후화, 불합리한 가로구조, 기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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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부족, 공공영역의 취약성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필지 단위 접도 

여건 개선과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활발히 논의된다(서수정·성은영 2011; 이

재남·이희정 2015; 배웅규·김원 2015; 맹다미 외 2015). 

보행친화근린와 정주성의 관점은 생활도로 계획에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즉, 

생활도로의 계획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 원활한 통행 공간을 확

보하는 것, 공공장소로서 가로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 못지않게 근린환경에서의 보행을 

장려하여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고,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에도 기

여해야 한다. 문제는 관점과 목표에 따라 상반된 해법이 제시되는 가운데, 보행자에게 

어떤 가로와 근린환경이 바람직한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가치판단

과 조율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로변 상업시설이 많으면 유동인구가 늘어

나고, 근린 내 다양한 보행 목적지를 제공하여 더 많은 보행을 장려할 수 있지만, 동시

에 통과교통 수요와 노상주차, 적치물이 늘어나 혼잡과 보차상충이 심화될 수 있다. 한

편에서는 불합리한 가로구조와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확폭을 요구하

지만, 교통정온화에서는 통과교통과 속도 억제를 위해 일방통행과 도로폭 좁힘을 오히

려 권장한다. 신축 주택에 필로티형 주차장을 설치하면 노상주차 문제를 완화하고 보

차 통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동시에 보차동선의 간섭이 심화되고 가로경관이 황

폐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소연·김재철 2014; 임현석·김재철 2020). 이점에서 

생활도로의 ‘개선’을 어떤 한 가지 요인, 단편적인 기준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요인들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과 외부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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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선행연구 한계와 차별성

이상 보차공존과 생활도로, 보차행태와 환경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에서 도출한 기존 

논의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활도로 개선수단에서 보차공존과 보차분리 계열의 논의가 서로 단절되고 경

직되어 있다. 광의의 보차공존은 보행자와 자동차, 장소기능과 도로기능의 균형을 지

향하며, 다양한 개념과 목표, 수단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 보차공존 개념을 전면에 채택, 실행하는 수단은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에 국한

되며, 사업 차원의 피드백 구조에서 ‘공간통합의 형식, 노면의 시각적 차별화, 속도저

감 효과’ 위주로 정형화된, 협의의 보차공존 개념이 강화되어 왔다. 반면 생활도로 개

선에 적용되는 다른 설계지침이나 사업에서는 ‘보차분리=안전’이라는 명분이 강조되면

서, 좁은 도로까지 보도 설치 원칙이 확장 적용되고 있다. 상반된 주장들이 원론적으로 

대립하고, 단편적인 접근과 해법들이 현장에서 상충하고 있지만, 사업별, 요인별, 쟁점

별로 파편화된 구도에서는 통합과 조율, 절충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 어려웠다. 

둘째, 생활도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정책적, 계획적 수단으로

서 보차공존의 유효성과 함의를 진단하려면 그 적용대상인 생활도로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하지만, 아직 많은 부분이 체계적인 조사 연구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다. 보

차공존 논의는 외래의 개념과 원형을 고수해왔고, 속도저감이나 보차분리 위주의 해법

들은 생활도로의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었다. 보차행태와 환경을 다루는 실증적 연

구에서도 생활도로는 집계구, 행정동 등 분석단위의 일부로 합산되거나 아예 연구 범

위에서 제외되었고, 일반 도로와 생활도로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도로의 보차행태와 물리적 환경 특성은 일반 도로와 분명

한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론적 전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점들이 여러 연구결

과에서 단편적이지만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 이는 생활도로 고유의 특성과 작동양상

에 대한 독자적인 이해와 설명,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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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차행태와 환경 요인의 복합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동일한 행태지

표나 환경요인이라도 절대값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다른 요인과의 조합에 따라, 그밖에 

현장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작동양상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요인 간의 관계가 독

립적이지 않고 전체 도시환경의 구성요소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부문의 ‘개선’이 

다른 계획목표 및 수단과 상충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속도가 느릴

수록, 보행량이 많을수록, 보도 폭이 넓을수록, 혼용도로와 노상주차가 적을수록 좋다

는, 일률적인 가정에 의해 계획의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고, 특정 기준에 의해 좋고 나

쁨을 평가하거나, 특정 효과와 영향 요인을 검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예를 들어 ‘속도

저감’의 효과를 검증하기 이전에 ‘속도저감=안전’이라는 규범적 전제 자체가 유효한지, 

언제, 어떻게, 왜 달라지는지와 같은 문제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요컨대, 보차공존에 대한 기존의 논의 구도는 생활도로의 특수성과 다양성과 연속

성, 보차행태와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정해

진 목표와 개선수단에 대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대상지 선정과 설계기준을 구체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보차공존의 정형성과 경직성, 배타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

해왔다. 본 연구는 ‘효과 검증’의 실무적, 기술적인 접근을 벗어나, 그 이면의 규범적 

전제들, 계획 원칙과 기준들이 실제 생활도로의 행태와 환경 특성에 부합하는지를 검

토하고 보완방향을 제안한다(그림 2-6).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

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논의와 차별화를 시도한다.

첫째, 보차공존의 개념을 확장한다. 속도저감과 공간통합, 단위사업 위주로 ‘정형화

된 협의의 보차공존’ 개념에서 ‘생활도로 전반에서 보행자와 자동차의 균형’을 지향하

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개념으로 확장하고, 기존 논의와 쟁점들을 구조화하여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목표와 개선수단, 공간형식과 설계기법에 국한되지 

않고 통합과 조율, 절충의 가능성을 폭넓게 모색한다. 이는 특정 사업이나 요인별, 가

로별, 요소별로 파편화된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는, 통합적 논의의 기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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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생활도로의 특수성과 다양성, 연속성에 주목한다. 이는 외래의 개념과 원형, 

일반론과 규범적 전제들에 기대지 않고, 실제 생활도로의 보차행태와 가로 및 근린환

경 특성을 있는 그대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행자우선도로라는 구

체적인 사례와 실증적인 근거들에 입각하여 생활도로의 현황을 분석하고, 기존 전제들

의 실태와 한계를 검증한다. 특히 생활도로와 일반 도로의 차이, 각 대상지의 고유한 

특성과 대상지 간의 다양성, 행태-환경 요인 간의 조합과 상호작용, 인접 가로 및 전

체 근린과의 관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종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먼저 연역

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생활도로 보차행태의 전반적 현황을 확인한 후, 소수 사

례에 대한 귀납적이고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행태적, 환경적 특성 사이의 복합적 상호

작용을 기술 및 해석한다.43)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정량적 분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

는 한편, 정성적 분석에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 사례 연구의 함의와 한계를 더 명확하

43) 혼합연구설계의 여러 방법 가운데 ‘순차적 설명 혼합 연구 설계(존 크레스웰 2014, 
pp.16-19)’의 구조를 채택하였다. 

그림 2-6. 연구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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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현재 우리의 생활도로에서 보차공존

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층 더 정교하고 입체

적인 설명을 시도한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1) 보차공존의 개념을 확장하고, 2) 생활도로의 특수성, 다양

성, 연속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3)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는 본 연구의 차별

성을 구체적인 연구계획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4장과 5장을 아우르는 전체 분석의 구

조와 각 장의 분석방법을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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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의 구조와 방법

3.1. 분석의 구조

3.1.1.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개념적 틀

본 연구에서 보차공존을 ‘생활도로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보행자와 자동차의 균

형’을 지향하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기존 논의와 구분하기 위해 

‘생활도로-보차공존’이라고 지칭하고, 그림 3-1의 ‘개념적 틀’로 도식화하였다. 

이 틀은 본 연구가 생활도로의 현황을 분석하고, 기존의 전제들을 검증하며, 대안을 

탐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부분별로 상이한 연구질문과 분석방법, 결과와 해석을 통

합하는 역할을 한다. 이 틀을 바탕으로 기존 논의에서 생활도로 보차공존의 작동양상

을 설명해 온 요인과 전제, 쟁점들을 구조화한 후, 이를 실제 행태-환경의 특성 및 상

호작용과 비교함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간과해온 지점들을 확인하고 대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그림 3-1의 A와 같이 

보차공존의 계획원칙과 개선수단에 관한 논의, 정책 의제이자 개선의 대상으로서 생활

도로에 대한 논의, 그리고 보차행태와 도시환경의 상호작용에 관한 논의들이, 밀접한 

→

A. 선행연구에서 주제들 간의 관계 B.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개념적 틀 

그림 3-1.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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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영역에서 전개되어 왔다. ‘생활도로-보차공존’은 

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그림 3-1의 B와 같이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 개념적 틀을 통해, 본 연구의 의도와 접근방식의 차별성, 이론적 함의를 도식적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보차공존과 생활도로 논의가 지향하는 공통의 가치규범을 

통합하고, 이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현실의 보차행태 및 도시환경과 연계하여 해석하는 

구도이다. 둘째, 보차행태와 도시환경의 이원적 구도를 확장함으로써, 그 이면의 규범

적 전제들, 개선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으로 제시되는 가치규범 간의 상충과 조율을 고

려하는 구도로도 볼 수 있다. 셋째, 행태와 환경, 규범이 삼각형을 이루는 구도는, ‘장

소’의 구성을 물리적인 도시형태와 활동, 의미의 차원으로 설명하는 고전적 다이어그

램(Montgomery, 1998)과도 유사하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일반적인 ‘장소해석’의 

틀을 생활도로라는 맥락과 보차공존이라는 의제, 보행자우선도로라는 사례에 적용하여 

구체화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의의 보차공존이 가로의 물리적 형식이

나 계획원칙, 일련의 행태적 특성에 의해 정의되었다면, ‘생활도로-보차공존’은 환경이

나 행태, 규범 중 어느 한 영역에 귀속되지 않고 세 영역이 상호작용하는 틀 자체를 지

칭한다.44) 이와 같은 역동적 구도는 ‘생활도로-보차공존’을 특정한 유형이나 정제된 

해법, 이상적인 상태로 규정짓기보다는, 갈등과 대립, 불확실성 속에서 절충점에 도달

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44)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으로 개념화한 Campbell(1996)의 
고전적 도식에 관한, Campbell(2016)의 비판적 고찰을 참조하였다. 삼각형은 단순하지만 완결적인 
구도로서 이원론적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각의 틀을 제공하며, 각 영역의 위상과 영역 간의 관
계를 동등하게 다룰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복잡하고 모순적인 문제를 직관적이고 명료한 구도
로 추상화함으로써, 관련 이론과 실천, 협력을 중재하는 데 높은 범용성, 호환성, 확장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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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영역별 요인과 상호작용의 구조

각 영역에 대하여, 구성 요인과 요인 간 상호작용의 구조, 쟁점을 구체화하였다. 먼

저 ‘가치규범’의 영역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면에 깔린 규범적 전제들을 종합하여, 크게 

‘안전성과 이동성, 장소성’의 세 가지 관점을 추출하였다(표 3-1). ‘보행자와 자동차의 

균형’이라는 지향은 같더라도, 관점에 따라 보행자와 자동차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계

획의 목표와 우선순위도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안전성 관점에서는 교통사고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교

통을 억제하여 상충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에 주력한다. 이동성 관점에서 보행자와 자

동차는 도로의 제한된 시공간을 점유하는 주체이자 생활권 내 이동수단으로서 서로 경

쟁하는 구도로 이해된다. 원활한 통행과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보차 모두에 중요한 목

표이지만, 자동차 교통보다 보행 위주의 통행체계가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장소

성 관점에서 생활도로는 단순한 이동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중요한 생활공간이자 공

공영역으로서 보행자에게 다양한 장소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

어야 하며, 자동차로 인해 위축되고 상실된 가로의 활력과 기능 회복을 강조한다.

‘보차행태’ 영역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보차행태의 측정과 분석에 활용된 지표들(표 

3-2) 가운데, ‘보행량, 교통량, 속도, 사고’의 4가지 정량적 요인을 중심으로 보행자와 

가치규범

생활도로 전반에서 보행자와 자동차의 균형

안전성 이동성 장소성

안전 ↔ 위험 원활 ↔ 혼잡 활력 ↔ 쇠퇴

보행자와 
자동차의 관계

잠재적 충돌 위험
피해자와 가해자,

약자와 강자의 구도

생활권 내 이동수단
시공간 점유 주체

(크기와 속도 차이)

장소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주체

(자동차로 인해 위축)

계획목표
보행자 보호

자동차 교통 억제
원활한 통행과 접근
보행 위주의 생활권

가로의 활성화,
생활공간,공공영역 회복

표 3-1.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가치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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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보행자나 교통행태를 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

며, 연구 목적과 관점에 따라 복잡하고 정교한 지표나 시뮬레이션 모형, 미시적, 정성

적인 관찰과 분류, 맵핑 기법 등이 활용된다. 이 중 ‘보행량, 교통량, 속도, 사고’는 현

장에서 직접 측정되는 1차 지표로서 생활도로의 특성을 단순하고 직관적이지만 객관

적으로 진단, 비교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시범사업 등 현장에서 기초조사 

항목으로 널리 활용된다는 점, 여러 2차 지표나 모형들이 이들의 조합, 가공으로 산출

된다는 점, 기존 논의와의 접점 및 호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택하였다.

보차행태 요인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이 관계가 항상 호혜

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교통정온화의 관점에서는 속도와 교통량을 줄여 사고 위

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 보차상충의 관점에서는 보행량과 교통량이 많을수록, 

속도는 지체되고 보차상충에 따른 사고 위험은 커진다고 가정한다. 교통사고가 보행량

과 교통량에 항상 비례하지는 않으며, 보행활성화를 통해 보행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

면 자동차 통행을 대체 또는 억제하여 사고 위험이 감소한다는 견해도 있다(Elvik 

2009). 종합해보면 사고의 위험이 종속변수에 가깝고, 나머지 세 요인은 사고에도 영

향을 미치지만 서로 간에도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사고와의 

관련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동일한 행태 요인에 대해 상반된 주장과 기대, 해석이 엇

갈리고 있다. 어느 한 가지 관점만을 채택하거나, 개별적으로 검증된 효과들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행태요인 간의 상충을 고려하기 어렵다.

가치규범 안전성 이동성 장소성

보차
행태

1차
지표

교통사고(-), 속도(-), 
교통량(-) 

속도(+), 보행량(-), 
교통량(-)

보행량(+), 교통량(-)

2차 
지표

노출/마찰 빈도와 양상,
운전자 주의/양보 행태,

서비스수준, 보차교착도, 
점유도, 보행경로, 

왜곡/지체도, 보행영역, 
횡단지점 

보행목적(통과-체류), 
활동유형(필수-선택-사회), 

인지/만족도

표 3-2. 가치규범에 따른 보차행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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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시환경’ 영역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연속적으로 얽혀 있고, 가치규범

이나 보차행태와의 관계에 따라 유효한 요인이 달라진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상충하는 

관점과 해법들을 ‘계획적 쟁점’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생활도로의 환경을 구성하거나 

환경적 특성을 좌우하는 요소들 중에서 쟁점별로 관련된 요소들을 묶어 ‘공간형식’, 

‘노면과 시설’, ‘필지와 건축’, ‘보차동선체계’의 4가지 ‘계획요소’에 중점을 두고 검토

하였다(표 3-3). 

먼저 ‘공간형식’이라는 계획요소는 보차의 통행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즉 ‘통

합 또는 분리’의 쟁점과 연계된다. 앞서 고찰한 논의에서 물리적, 명시적 분리를 지지

하는 원칙론, 보도 설치 공간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는 절충론과 달리, 보행자우선도

로는 보차분리의 실효성과 경직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도로 전체 공간을 통합하는 것

이 안전은 물론 공간 활용이나 관점에서도 더 낫다고 전제한다. 기본적으로 도로 폭원

과 보도의 유무, 유효폭이 고려되고, 분리의 형식과 수위를 좌우하는 경계선과 단차, 

차단시설의 종류, 그밖에 도로 단면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중앙선 유무, 차로 수와 폭, 

통행방향, 노상주차 구획 등도 공간형식에 관여한다.

계획요소 계획적 쟁점 세부 요인

공간형식 통합 vs. 분리
도로폭원, 보도 폭, 유효폭, 보차분리, 경계 형식(선,대비,단차), 차
로수, 폭, 양방/노상주차 여부

노면과
시설

장소 vs. 도로
노면포장(재질, 색채, 패턴), 식재 및 조명, 조형 및 편의시설,
보행자보호시설, 속도저감시설, 통과교통차단/억제시설, 
보호구역 지정, 속도규제, 노상주차(구획,단속)

필지와 
건축

활력 vs. 안정

가로
규모, 용도, 주택유형, 밀도, 높이, 노후도, 저층부용도/입면, 
전면공간, 건물출입구, 주차공간

근린
밀도(인구/건물), 토지이용, 상업(4비율/집적도/업종/다양성), 
보행유발시설, 교통유발시설*(종류/연면적/분포) 

보차동선체계 투과 vs. 분화
외곽 광역접근성, 대중교통접근성, 접점(신호/횡단/회전제한)

내부 도로율, 구조(연결성, 중심성), 일방통행체계, 물리적 단절

표 3-3. 계획적 쟁점에 따른 도시환경 요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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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면과 시설’이라는 계획요소는 도로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원

칙과 지향점의 차이를 나타내는 ‘장소 또는 도로’라는 쟁점과 연계된다. 보행자우선도

로는 노면포장과 패턴의 시각적 효과를 통해 일반 도로와의 차별성을 강조한다는 점에

서, 일반적인 도로교통체계를 유지한 채 개별적인 시설물을 더하는 다른 사업들과 구

분된다. 여기에는 포장재질, 색채, 패턴 외에도 식재, 조명, 조형 및 편의시설 등 전반

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하는 시각적, 외형적 요인들과, 각종 보호시설, 속도저감시설, 통

과교통 차단 및 억제시설, 보호구역과 속도규제, 주차관리와 단속 등 ‘교통정온화’의 

의도에서 적용되는 각종 물리적, 규제적 수단들이 포함된다.

셋째, 가로변에 접한 ‘필지와 건축’에 대해서는 ‘활력 또는 안정’의 쟁점이 작동한

다. 보행을 장려하고 가로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관점과, 적정 수준의 밀도와 다양성을 

통해 안정성과 쾌적성을 유지하려는 관점이 상충한다. 보행자와 자동차의 통행 수요를 

유발하거나, 가로에서 단순 통행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

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필지 수준의 규모와 밀도, 건축물 높이와 층수, 노후도, 용도와 

주택 유형, 입면, 전면공간, 진출입부, 주차공간 등과, 가로 수준의 분포와 연계 양상, 

근린 수준의 밀도와 토지이용, 용도혼합과 다양성, 시설의 종류와 규모, 분포 등이 제

시된다.

마지막으로 개별 가로를 넘어 근린 수준의 연속된 가로망에서 ‘보차동선체계’에 대

하여 ‘투과 또는 분화’의 쟁점이 작동한다. 광역 및 대중교통 접근성, 외곽도로와의 연

결, 도로율, 가로망 구조(연결성과 중심성), 일방통행체계, 물리적 단절 등을 또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원활한 통행을 위해 네트워크 전반의 투과도를 증진하려는 입장

과, 통과교통 억제, 보행영역의 확보를 위해 보차동선의 위계적, 기능적 분화를 지지하

는 입장이 서로 상충한다. 

행태-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표 3-4)은 일련의 환경적 조건들이 보

행자와 자동차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일련의 행태적 특성이 특정 가치규범에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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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즉, 환경에서 행태, 행태에서 규범으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영향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정책 및 계획 현장에서는 이 구도가 역으로 작동하여, 특정한 가치규범에 대한 

요구 및 기대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개선의 목표 또는 성과의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바람직한 행태’를 정의하며, 그러한 행태를 유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바람직한 환

경’의 계획요소와 기준들을 규정한다. 기존 논의에서 행태-환경-규범의 관계가 상호 

동등하고 대칭적인 것은 아니며, ‘바람직한 행태’에 대한 규범적 전제들이 계획의 목표

와 수단, 도시환경과 가치규범 영역을 연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구조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보차행태 특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행태와 규범, 

또는 행태와 환경과의 관계를 탐색할 것이다. 

행태요인
공간적 
위계

영향요인 주요 선행연구

보행량

지역환경 밀도, 토지이용, 상업용도비율/집적도/다양성
윤나영·최창규(2013); 최이명
(2013); 이주아 외(2014); 김
승남·이소민(2016); 원유호·김
봉준(2016); 임하나 외(2016); 
임하나 외(2017); 

네트워크
도로위계, 연결성,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유발시설(목적지)

가로환경
도로폭원, 보차분리, 보도 폭, 보행로 질, 
저층부 용도, 저층부 입면

교통량

지역환경 교통유발시설*(종류, 연면적)
이광훈 외(1995); 임영길
(2000); 국토해양부(2008); 행
정안전부(2019)

네트워크 도로 위계, 폭원, 중심성, 진출입부

비물리적 속도규제, 일방통행체계, 간선도로 영향

속도

가로환경
폭원, 보차분리, 노면포장(-), 저감시설(-),
적치물, 필로티주차장, 건물출입구(-)

진장원(1999); 김숙희 외
(2006); 이소연·김재철(2014); 
김병재·심한별(2017); Lee 
and Kim(2019)비물리적

보행량, 교통량, 점유도, 혼잡도, 
노상주차, 속도규제, 일방통행체계

교통사고

지역환경 인구/건물밀도, 주/상비율, 토지이용혼합도

이세영·이제승(2014); 이승주 
외(2014); 박철영·이수기
(2016); 서지민·이수기(2016); 
이호준·이수기(2017)

네트워크
도로면적비율, 평균 차로수, 교차로밀도, 
교차로구조, 차로폭차이, 네트워크 요인* 

가로환경
보행유발시설, 대중교통시설, 횡단시설, 
차량진출입시설, 보차분리(-), 유효폭(-), 
속도저감시설(-)

비물리적
보행량(유동인구)과 교통량(도로혼잡도), 
제한속도 여부(-)

표 3-4. 보차행태 요인별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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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는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개념적 틀에서 규범-행태-환경의 각 영역을 구

성하는 3개의 가치규범, 4개의 보차행태 요인, 4개의 도시환경 계획요소들과,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구조를 시각화한 것이다. 점선은 기존에 밝혀진 관계나 영향, 또는 기대

효과를 나타내며, 영역 간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영역 내에서 가치규범 간, 보차행태 

요인 간의 관계나 계획요소별로 상충하는 쟁점들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보행자우선

도로 사례와 협의의 보차공존에서 중시해왔던 요인들을 노란색으로 강조하였으며,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후 분석과 검증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

그림 3-2. 규범-행태-환경 영역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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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각 장의 구성과 역할

이상의 요인과 구조, 쟁점들을 토대로 각 장의 구성과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먼저 4장에서는 ‘보행량, 교통량, 속도, 사고’의 4대 행태요인을 중심으로 생활도로 

보차행태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행태’에 대한 기존 전제와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분석의 대상은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대상지 44개소

이며,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의 연차보고서에서 추출한 보행량, 교통량, 속도에 대

한 ‘행태조사 데이터’와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추출한 ‘교통사고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4장의 분석 방법은 요인별 평균과 편차를 확인하는 기술통계, 

요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상관분석, 분산분석, 군집분석으로 구성하고, 이 밖에 데이

터의 구조와 맥락, 변동 등의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5장에서는 3개 사례를 대상으로 ‘보차행태’와 ‘도시환경’의 상호작용을 탐색한다. 

먼저 기초적인 현황 분석에 해당하는 단계로, 정량적 지표에 드러나지 않았던 각 사례 

현장의 행태적, 환경적 특성을 기술한다. 이어 행태-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을 

두 방향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1) 대상가로에서 나타나는 특정 보차행태 조합의 

배경에, 가로 및 근린 차원의 도시형태적 요인들이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검토한다. 2) 

4가지 계획요소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근린 내 조합과 분포 양상이 보차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생활도로에서 환경-행태의 상호작용

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고, 보차공존의 계획원칙과 기준의 보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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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차행태 분석의 연구설계

이 절은 생활도로 보차행태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4장에 대한 연구설계로서, 

보차행태 분석의 연구질문과 가설, 검증의 전제와 구도, 요인의 조작적 정의, 단계별 

분석 모형에 관한 사항을 차례로 기술하였다.

3.2.1. 연구가설과 검증의 구도

4장 보차행태 분석의 목적은  바람직한 보차행태에 대한 규범적 전제들이 실제 생

활도로의 보차행태 특성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이다. 기존 논의를 살펴보면 보차행태 특

성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크게 a) 속도와 교통량을 줄이면 사고위험 감

소(교통정온화), b) 보행량과 교통량이 줄면, 속도는 늘고 사고위험 감소(보차상충), c) 

보행량이 늘어나면 교통량과 사고위험 감소(보행활성화)의 세 가지 엇갈린 주장이 제

기되고 있다. 각 요인 간의 관계는 항상 일관되게 작동하기보다, 특정 조건에 따라 유

효성이나 기울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행량과 교통량, 속도의 3가지 행

태조사 데이터와 교통사고 데이터 사이의 정량적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어떤 가설이 

더 유효한지,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지점은 ‘속도저감의 유효성’이다. 속도 요인은 안전을 좌

우하는 대리변수로서 선행연구와 관련 정책 및 계획에서 일관되게 강조되지만, 실제 

생활도로에서 관측되는 주행속도는 대체로 낮다는 점에서 실제 현황과 영향에 대한 검

증이 필요하다. ‘30km/h 이하 저속주행이라는 조건에서도 속도저감이 유효한가?’라

는 연구 질문에 대해, 기존 논의의 해석은 크게 a) 30km/h 이하의 안전속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더이상 속도저감이 중요하지 않다, b) 보차혼용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

속도를 더 낮추어야 한다, c) 절대속도가 낮아도 느릴수록 더 안전하므로, 감속이 여전

히 중요하다의 세 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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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연구질문에서 어떤 가설이 실제 데이터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

행량, 교통량, 속도의 세 가지 보차행태 요인과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요인에 

대해 요인별 특성과 요인 간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이 때 A와 B, 두 요인 간의 ‘관련

성’이란, 선형적인 상관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A 요인의 편차와 B 요인의 편차가 

서로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편차’는 크게 두 가지 차

원에서 관찰할 수 있다. 하나는 동일 시점에 여러 대상지에 걸쳐 대상지 간 편차를 비

교하는 횡단적(cross-sectional)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대상지에서 여러 번

의 반복 측정을 통해 대상지 내 편차를 비교하는 종단적(longitudinal) 접근이다. 속

도와 사고의 관계를 예로 들면(그림 3-4), 전자는 ‘속도가 낮은 곳일수록 사고가 적게 

발생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후자는 속도와 사고의 변화량과 증감 여부를 기준으

로 ‘감속의 효과’를 검증할 때 주로 사용된다. 

횡단적 접근의 유의사항은, 도로의 위계나 입지, 통행량, 교차로 구조와 사각지대와 

같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대상지마다 사고 위험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즉 

그림 3-3. 속도와 사고의 관계 검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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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의 차이가 속도 등 검증하려는 행태요인의 영향인지, 다른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만약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데 속도만 다른 경우’

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순수하게 속도의 영향만을 볼 수 있겠지만, 이는 두 

요인의 실제 작동양상과 거리가 있다. 현실에서는 속도 역시 사고와 동일한 환경적 조

건에 노출되고, 그 영향이 이미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상지 간 환경적 조건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생활도로’라는 조건에서 속도와 사고의 특정 조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속도와 사고에 관계는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저속이면서 사고

가 적거나, 고속이면서 사고가 많은 사례가 많을수록 ‘저속-안전’이라는 전제를 뒷받

침하고, 특히 고속-위험 사례가 많을수록 속도저감의 필요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반면 이러한 조합이 자연적인 조건에서 잘 일어나지 않거나 반대의 조합이 많다면, 

‘저속-안전’의 유효성을 일반화하기 어렵다.

동일한 대상지에서 시계열적 변화를 다루는 종단적 접근에서는 환경적 조건이 통제

되는 대신, 시차에 따른 여러 교란요인(confounding factors)들을 고려해야 한다. 

Elvik(2002)은 교통사고 연구, 특히 전후 비교와 효과 검증의 구도에서 결과를 왜곡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란요인으로 ‘평균회귀효과45), 장기적인 증감 추세, 동기간의 

거시적인 변화, 교통량 차이 등 다른 변화나 사건의 영향’ 등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매년 일정 비율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라면, 전후 비교 시점에 서울시나 

자치구 단위의 총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면, 대상가로의 교통량이 반으로 줄었다면, 

이로 인해 기대되는 교통사고의 감소분을 제외해야 실제 속도 변화에 의한 ‘효과’를 정

확히 비교할 수 있다. 주로 통계적인 보정과 대조군 선정,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는데, 

45) Barnett et al(2005)에 따르면 평균회귀효과(RTM, Regression to the Mean)는 반복 측정
되는 데이터에서 개체의 자연적인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통계적 현상으로, 초회 측정에서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값일수록, 다음 측정에서는 평균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규분포
나 연속형 변수가 아닌 자료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모집단으로부터 상위 또는 하
위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할 경우, 자연적인 변화를 ‘효과’로 오인하거나, 모분산보다 표본분산이 커
지면서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희석될 수 있다. 평균회귀효과의 크기는 모집단의 전체 변량이 
클수록, 개체 내 변량이 크고 개체 간 변량이 작을수록, 표본 선정의 기준이 극단적일수록 커진다
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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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각 보정치가 사례에 동등한 비율로 작동한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하며, 보정요

인 간의 중복, 누락을 고려하기 어렵다. 후자는 실험군과 대조군에 동등하게 노출되는 

여러 교란요인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지만, 환경적 차이 등의 변수가 개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횡단적 비교분석의 구도를 채택하여, 동일 대상지 내의 변화보다 대상지 

간 편차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로 1) 연구목적에서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에서 개별 행

태요인의 영향을 검증하는 것보다,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작동하는 실제 생활도

로의 다양한 환경적 조건에서 유의한 경향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2) 실제 행

태조사 데이터의 사전-사후 각 3회의 측정값에서 일관되고 유의한 변화가 확인된 사

례가 드물었으며, 3) 교통사고 데이터의 빈도와 집계기간의 특성을 고려하면, 행태조

사 데이터 또한 일정 기간 동안의 누적적, 평균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상호 동등

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각 대상지의 평균적인 상태를 대표하는 

‘표본값’을 기준으로, 대상지 간 편차, 요인 간 관련성, 가설의 유효성을 판단하였다.

4.1.에서 요인별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44개 대상지의 평균과 분포, 편차를 확인한 

후, 4.2에서는 1) 연속형 변수 간의 산점도와 상관분석, 2) 상-중-하위 집단으로 나누

어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는 분산분석, 3) 다차원적, 비선형적 조합을 통해 대상지 간 

차이와 유사성을 확인하는 퍼지군집분석의 세 가지 방법으로 요인 간의 관련성을 검토

하였다. 퍼지 군집분석(Fuzzy Clustering Method)은 다차원적인 자료 분포에서 서

로 가까운 사례들끼리 묶어 군집을 형성하는 비계층적 군집분석의 한 종류로, R에서 

제공하는 “fclust” 패키지를 사용하였다.46) 

46) 무작위의 분류값으로부터 각 군집의 중심점을 산출하고, 각 관측치가 각 군집에 속할 확률을 
구하고, 이에 따라 분류값을 수정한 후 다시 중심점과 확률을 산출하는 과정을 분류 결과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군집 내 응집도를 높이고 군집 간 분리도를 최대화하는 알고리즘은 
일반적인 K-중심 군집(K-Centroid Clustering)과 유사하지만, 관측치별로 가장 가까운 하나의 
군집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집에 속할 확률(소속도, degree of membership)을 보여주기 
때문에 군집 간의 연속성, 중첩성을 고려하기에 적합한 기법이다. 이재길(2016) 및 Cebeci(2017), 
“Partitioning Cluster Analysis Using Fuzzy C-Means”,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ppclust/vignettes/fcm.html (retrieved 
2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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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보차행태 요인의 조작적 정의

행태조사 데이터와 교통사고 데이터의 구조와 속성을 검토하고, 보차행태 요인을 조

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의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행태조사 데이

터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4개 대상지에서, 조사지점별로 오전 8시, 오후 

16시, 저녁 19시의 3개 시간대와 사전, 사후의 조사시점으로 구분된 총 270회의 측

정값을 추출하였다.47) 원 데이터는 사업 시행 전후 촬영한 동영상을 판독하는 방식으

로 측정되었다. 보행량과 교통량은 일정 기간 동안 통과한 보행자와 자동차의 수를 집

계한 값이며, 속도는 일정 기간 동안 관측된 개별 차량 속도의 평균값이다.48) 각 측정

값에서 ‘보행량x교통량x속도’의 조합은 동일한 조건에서 관측된 것이기 때문에, 세 요

인의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지마다 전후통산 총 6회의 측정값을 

평균하여 ‘표본값’을 산출하였다. 이것이 대상지의 상태를 대변하는 지표이자 각종 환

경적 요인들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서, 종속변수인 교통사고에 누적적, 지속적 영향

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대상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지별 시범사업 시행구간에서 가

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10m 버퍼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는 도로 뿐 아니라 인접한 

가로변 필지의 전면공간, 시ㆍ종점과 결절점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하기 위함이다. 

47) 44개 사례 중 1차년도에 해당하는 2013년의 2개 사례는 각각 3개의 조사지점별로 하나씩의 
측정값을 제공한다. 보행량과 교통량은 3개 시간대에서 각각 60분씩 집계 후 시간당 평균으로 환
산하고, 주행속도는 통과차량 중 약 240대의 표본에 대한 평균을 산출했다. 2차년도 이후로는 조
사지점과 집계기간을 줄인 대신 시간대별 측정 결과를 구분하여 제공한다. 오전 8:30, 오후 
16:30, 저녁 19:30부터 보행량은 15분, 교통량은 30분간 집계하고, 속도는 집계 차량 전체의 평
균을 산출했다. 2014년 상계로 사례의 경우 대상지 1개소에 조사지점이 2개이고, 각 지점마다 시
간대별 측정값을 수록하였다. 대상지별 1개의 표본값을 산출할 때에는 여러 조사지점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원래의 측정값에서 시간대별 편차와 3개 요인의 조합 특성을 검토할 때는 2013년의 
2개 사례는 제외하고, 2014년 상계로 사례는 2개 조사지점을 각각 독립된 단위로 간주하였다.
48) 속도의 측정방법은 동영상 화면상의 두 직선 사이를 통과하는 시각을 1/30초 프레임 단위로 
추출하여, 직선 사이의 거리를 소요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측정 구간을 통과하는 중에 주정차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집계에서 제외되었다. 각 측정단위별로 포함된 차량의 수는 평균 48.2대, 
최소 2대에서 360대까지 편차가 있으며, 누적 13,012대의 측정결과로부터 산출된 값이다. 차량 
단위의 편차와 이상치가 한 번 걸러진 값이므로, 평균속도가 낮아도 모든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했
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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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QGIS에서 해당 버퍼의 좌표값을 생성한 후, 그림 3-4와 같이 교통사고분석시스

템(TAAS)의 공간분석에서 제공하는 폴리곤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영역 내 발생한 

교통사고 데이터(xlsx)를 추출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의 시행 

연도가 2013-2017년에 걸쳐 있으므로, 전후 2년씩을 더한 2011년부터 2019년까

지49)의 기간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상의 시공간적 범위에 대한 교통사고 데이터

를 모두 추출한 후, 교통사고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되는 지표들을 검토하였다. 전

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보행자교통사고 발생건수, 심각도에 따른 피해 정도를 반영한 

‘피해지수’를 비교한 결과, 지표 간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아서, 변별력이 크지 않았

다.50) 따라서 이 중 가장 단순하고 포괄적인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표본값으로 

채택하였다. 

49) 2021년 5월 24일자로 2020년의 통계자료도 공개되었으나, 2020년 2월 이후로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생활도로의 이용행태에도 이례적인 왜곡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0년 교
통사고는 주요 지표인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며(각각 
-8.7%, -8.0%, -10.4%),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2019년까지의 자료를 유효한 것으로 
고려하였다. 
50) 교통사고에서 종속변수 선정 과정과 사전검토 내용은 4.3.2.에 다시 자세히 기술하였다. .

그림 3-4. 교통사고 데이터 추출 범위(예시)

출처: 교통사고정보시스템(taas.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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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사고 데이터가 곧 전체 위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찰청이나 보험사에 보고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고, 사고가 날 

뻔 했던 아슬아슬한 상황들까지 고려하면, 잠재적인 위험의 크기나 빈도, 분포는 공식

적인 통계와 다를 수 있다. 그밖에 보행자의 노출 수준(진장원 1999), 보차 간 근접 

마찰의 빈도(박정욱·유정복 2013), 이용자가 체감하는 위험 수준(이소연·김재철 

2014) 등도 생활도로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제시된다. 다만 자료의 객

관성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공식 집계된 교통사고 데이터로 한정하였다.

행태조사 데이터는 조사지점마다 6회씩 반복 측정된 값을, 교통사고 데이터는 다년

간의 누적 집계 결과를 평균한 값이다. 이러한 구조는 조사시점에 따른 편차의 영향을 

완화하는, 표본값의 대표성과 안정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44개 

표본값의 단면적인 분포만으로 각 대상지의 특성이나 요인 간 관계를 단정하기 이전

에, 신중한 검토와 해석이 요구된다. 사업 전후 및 시범사업 시행연도에 따라 원 데이

터의 조사시점이 다르고, 행태조사와 교통사고 데이터를 변환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앞서 지적했던 여러 교란요인에 노출되거나, 원 데이터에 있던 고유한 세부 정보나 유

의미한 관계가 소실,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4.3.에서 표본값의 추출 배경에 해당하는 원 데이터의 시

공간적 구조와 편차, 이상치, 전후 변동 등에 관한 유의사항을 검토하였다. 1) 행태조

사 원 데이터의 편차와 요인 간 조합 2) 교통사고 데이터에서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와 

연도별, 거시적 동향 검토 3) 전후 데이터에서 요인별 평균회귀효과나 이상치의 영향, 

속도 편차의 영향, 군집분석의 결과를 추가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표본값의 추출과 

병합 과정에서 소실된 정보나 억제 및 교란요인이 있었는지, 측정오차와 자연변동, 표

본편향과 평균회귀 등에 관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분석 결과가 한시적, 착시적 현상

이 아닌 지속적 경향인지 등을 확인하여, 연구결과의 해석과 가설 검증에 객관성과 타

당성을 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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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조사 원 데이터에서 보행량은 ‘인’, 교통량은 ‘대’ 단위로 측정되었는데, 시공간

적 차이를 고려하여 측정시간(분)과 도로폭원(m)으로 나누었다.51) 교통사고는 기간 

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대상지 규모와 집계기간의 차이를 보정한 ‘사고밀도’로 

환산하였다.52) 사고밀도는 버퍼면적 1ha 당, 또는 도로연장 100m 당 매년 평균적으

로 발생하는 사고건수를 의미하며, 단위는 ‘건/연/ha’ 또는 ‘100m당 건/연’으로 정

의된다. 이상 4개 보차행태 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3-5와 같다. 

51) 통행량을 도로폭원으로 나눈 것은, 점유공간과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혼잡, 과밀의 수준을 고
려하기 위해 보차상충 지표에서 고찰한 보행교통류율(인/분/m) 개념을 인용한 것이다. 교통량의 경
우 실제 용량은 차로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생활도로에서 차로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행량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했다.
52) 상이한 공간적 분석 단위를 비교할 때 규모 차이를 보정하는 방법은 주로 행정동, 집계구 전체 
면적(이세영 이제승 2014; 서지민 이수기 2016), 버퍼 면적(박철영 이수기 2016), 도로 연장(1차 
교통안전지수)이나 지역계수(인구x도로연장의 제곱근, 2차 교통안전지수) 등을 분모로 나누는 것이
다(도로교통공단 2020a).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총 면적보다는 도로면적이, 도로 면적 보다는 
도로 연장이, 실제 이동거리 대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더 잘 대변한다고 가정하였다. 단 시범사
업 대상구간이 직선형이 아니라 교차, 분기, 굴절하거나 평행한 여러 구간을 포하는 비정형 사례들
이 많았고, 이에 따라 중첩 및 추가되는 영역을 고려하여 버퍼면적을 기준으로 보정하였다. 도로 
경계가 아닌 중심선을 기준으로 버퍼를 설정했기 때문에, 도로 폭원 차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후 5장에서 근린 내, 가로간의 차이를 비교할 때는, 버퍼보다 도로연장을 기준으로 하였다.

수준 단위 측정 및 산출방법
데이터의 구조

시간대 조사시점 대상지별

보행량 인/분/m
단위시간 동안 조사지점을
통과한 보행자 수(인) 
/ 집계시간(분) / 도로폭원(m) t1=오전8시

t2=오후16시
t3=저녁19시

측정 당시의
요인 간 조합

Ta=사전
Tb=사후

조사시점별
t1,t2,t3의 

평균

대상지별
전후통산 
표본값

Ta,Tb의 
평균

교통량 대/분/m
단위시간 동안 조사지점을
통과한 자동차 수(대)
/ 집계시간(분) / 도로폭원(m)

속도 km/h
단위시간 동안 조사구간을 
통과한 자동차 n대의 
평균속도(km/h)

사고

밀도
건/연/ha

대상가로 버퍼영역에서 
누적 집계된 사고건수 
/ 집계기간(연) / 버퍼면적(ha)

없음
사전-사후
각 2년간의 

연평균

전기간 평균
(2011-19)

표 3-5. 보차행태 요인의 조작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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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례 분석의 연구설계

5장에서는 3개 사례를 대상으로 ‘보차행태’와 ‘도시환경’의 상호작용을 탐색한다. 

이 절은 분석의 구조, 현황 분석 항목, 해석의 전제와 방향, 공간적 범위와 단위, 데이

터 출처와 집계기준 등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3.3.1. 분석의 구조와 항목

사례 연구의 구조는 Ramstad(1986)와 Moulaert and Mehmood(2015)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체론적 분석방법(Holistic Analysis)을 참조하였다. 이 연구방법이 

가지는 특징은 개별 사례의 총체적인 특성과 여러 사례를 관통하는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함께 탐색하면서 복잡한 전체에 대한 이해를 점진적으로 확장한다는 점이다(그

림 3-5).53)

53) 전체론적 분석에서 각각의 사례는 전체 체계(a whole system)의 일부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
위체계(subsystem)로 간주된다. 연구자는 먼저 하나의 주제(theme)에 대해 사례 간 공통점과 차
이점을 비교하고, 여러 데이터와 근거들을 활용하여 해당 주제가 여러 사례를 가로질러 유효한지를 
검증한다(contexutal validation). 이러한 과정을 연결된 다른 주제들로 점차 확장하면서 유효한 주
제들끼리 서로 연결된 하나의 패턴 모형(pattern model)을 구축하고, 이것이 곧 전체를 설명하는 
‘이론’이 된다. 귀납적으로 도출되는 이론은 완결성이나 경직성(rigor)을 가지지 않으며 새로운 사
례, 주제, 근거가 추가될수록 현실과 이론 사이의 일관성(coherence), 타당성(plausibility)의 수준
이 달라진다(Ramstad 1986, pp.1071-1073).

(a) (b) (c)
출처:  Ramstad(1986)

그림 3-5. 사례 간 비교 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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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인 사례분석에서 행태-환경의 상호작용을 해석할 때 유의사항으로, 가로의 행

태적 특성이 특정한 계획 요소나 가로 자체의 물리적 특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인접 가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근린 네트워크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와 같은 다양한 위계의 환경적 조건들이 연속적,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는 점, 그리고 계획요소와 쟁점별로 ‘바람직함’의 해법과 기준들이 상충한다는 점을 고

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기존 전제와 가설을 연역적으로 검증하기도 어려운 구조이

며, 현장에서 어떤 특성이나 차이를 발견하더라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

다. 대신 한 부분에서 발견된 경향이 근린 내 다른 가로 또는 다른 사례에서 반복 관찰

되는지 비교함으로써 유효성을 확인하고, 유의미한 요인과 차이와 관계들을 연계, 종

합함으로써, 행태-환경 요인의 작동양상에 대한 이해를 점진적으로 구체화한다.

5.1.은 기초적인 현황 분석에 해당하는 단계로서, 정량적 지표에 드러나지 않았던 

각 사례 현장의 행태적, 환경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5.2.는 대상가로의 특정

한 보차행태 조합이 나타나는 배경에, 가로 및 근린 차원의 도시형태적 요인들이 어떻

게 관여하는지를 검토한다. 5.3.는 앞서 도출한 4가지 계획요소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근린 내 조합과 분포 양상이 보차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한다. 5.4.는 분석

의 결과를 종합하여 생활도로에서 환경-행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고, 

보차공존의 계획원칙과 기준의 보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5.1.의 현황 분석은 각 사례의 행태적, 환경적 특성을 기술하기 위한 절이다. 4장의 

보차행태 지표의 조합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구체적인 특성과 맥락을 확인하고, 이후 

가치판단과 해석의 배경이 되는 객관적인 근거들을 구축하는 단계로, 표 3-7의 분석

항목에 따라 병렬적으로 구성한다. 이 절의 소결은, ‘대상지는 어떤 근린의, 어떤 가로

인가?’, 또는 ‘대상가로의 특성은 근린영역에서 어떻게 대비되는가?’라는 포괄적인 질

문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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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및 근린환경의 분석항목은 표 3-6과 같다.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계획요소와 

쟁점을 중심으로, 1) 공간형식, 2) 노면과 시설, 3) 필지와 건축, 4) 보차동선체계의 

네 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항목별 공간적 분포 양상을 맵핑하여 구간별, 구역별 특성

을 비교하고, 항목에 따라 유형별, 요소별 세분화나 정량적인 비율 등을 추가적으로 검

토하였다. 먼저 각 사례의 개요에 해당하는 위치와 대상구간, 근린영역의 경계와 지역

적 특성을 소개한다. 보차행태의 상세 특성으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연차보고서

에서 보행량, 교통량, 속도 요인의 시간대별, 전후 원 데이터와, 대상지 현황과 문제점

에 대한 사전진단, 사업 내용, 사후 평가 및 지적사항 등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교통사

고의 상세 특성은 공간적 범위를 근린영역으로 확대하고, 전체 발생건수에 따른 사고

밀도 외에도 보행자교통사고 비율, 심각도, 차종, 시간대, 분포 양상 등을 확인하여, 

대상가로와 인접가로, 외곽도로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5.2.에서는 대상가로의 보차행태 특성을 가로 및 근린 차원의 도시형태적 요인과 연

계하여 해석한다. 앞의 분석을 통해 대상가로의 보차행태 특성을 사고가 많은 가로, 속

도가 빠른 가로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

들의 분포 현황을 확인하였다. 만약 활성화된 상업가로에서 보행량이 늘고 사고도 많

분석 항목 세부 내용

사례개요 위치 및 범위 대상가로 위치, 사업시행구간, 근린영역, 지역적 특성

보차행태
행태조사 상세 시간대별, 전후 변화 특성, 사전-사후평가 내용

교통사고 상세 사고유형, 심각도, 시간대, 차종별 현황과 공간적 분포

가로 및 

근린환경

공간형식 도로폭원, 단면구성, 보차분리 현황, 물리적 경계와 차단시설

노면과 시설
포장재질, 패턴, 노면표시, 노상주차구획, 
속도규제/저감시설(보호구역 및 사업시행구간)

필지와 건축
근린영역과 밀도, 필지/건물조직, 용도(업종/유형), 층수, 
저층부 입면, 전면공지, 출입구, 주차장 

보차동선체계
외곽도로 경계와 접점, 내부도로 구조, 위계, 연결성, 

일방통행체계, 차량통행불가/보행전용구간

표 3-6. 사례분석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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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다고 가정하면, 대상가로 외에도 근린 내 상업시설이 집중된 구간들을 서로 비교

하여, ‘가로변 상업’이라는 요인의 공통된 영향과, 그 안에서 세부 업종, 입면, 입지 등

에 따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된 유효한 요인과 속성들을 가로 자체의 

특성부터 가로변 필지 및 건축 특성, 인접 가로의 영향, 근린에서의 입지와 역할로 구

분하여, 위계별 작동양상을 설명한다.

5.3.에서는 ‘바람직한 가로 및 근린환경’에 대한 계획적 논의와 쟁점들이 실제 생활

도로에 어떻게 적용되고, 또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앞서 정의한 ‘공간형식’, ‘노

면과 시설’, ‘필지와 건축’, ‘보차동선체계’의 4가지 계획요소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

차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안전성의 관점에서 교통사고의 분포 특성과 연계하여 해

석한다. 계획요소별로 ‘통합 또는 분리’, ‘장소 또는 도로’, ‘활력 또는 안정’, ‘투과 또

는 분화’를 중시하는 해법들이 상충하는 구도에서, 각 해법에 대해 제기된 주장과 기

대, 우려, 한계들이 3개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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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공간적 범위와 단위 설정

대상가로와 근린영역, 구간 등 공간적 범위와 단위에 관한 용어와 기준은 표 3-8과 

같다. ‘대상가로’는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의 시행범위를 지칭한다. 연차보고서에 수

록된 설계안과 현장 상황을 대조하여 정확한 범위와 경계선을 확인하였다. 원칙적으로 

양측 도로-필지 경계선 사이의 영역을 지칭하며, 결절점과 인접공간까지 고려할 경우 

도로 중심선 기준 10m의 버퍼를 활용한다.

‘근린영역’의 범위는 행정적 경계나 직선거리 반경, 네트워크 거리 등의 추상적 기준

보다, 대상가로와 동일한 가로망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일차적으로 대상

가로 주변에서 폭원 15m 이상, 보도와 신호체계를 갖춘 ‘외곽도로’를 기준으로, 외곽

도로에 둘러싸인 가로망을 분리하였다. 수유동, 장안동과 달리 고척동 사례에서는 분

리된 가로망 전체를 하나의 연속된 가로망, 동일한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 외곽도로 안

의 자연녹지와 대형필지 등으로 인해, 대상가로에서 외곽도로를 거치지 않으면 연결이 

불가능하거나 연결지점이 단 하나의 병목구간으로 제한된 구역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

위계 분석단위 세부기준

범위

대상가로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이 시행된 전체 구간
- 도로경계선 또는 중심선+10m버퍼영역을 활용

외곽도로 대상가로를 둘러싼, 폭 15m 이상, 보도와 신호체계를 갖춘 구획도로

내부도로망 외곽도로 안에서 대상가로와 같은 가로망에 속한 가로들

근린영역
내부도로망과 인접필지를 포함하는 영역
- 외곽도로와 물리적 단절 요인을 경계로 둘러싸인 구역

단위

구간
연속된 가로에서 동일한 단면구성을 유지하는 부분
- 폭원, 보도, 통행방향, 주차구획 등의 요소가 달라지 분절
 (교차/결절점, 굴절, 가로명/용도변화, 비공식주차 등은 유지)

대상구간 대상가로에서 ‘본선’에 해당하는, 가장 위계가 높고 넓고 긴 구간 

대조구간
근린 내부 가로 중에서 대상구간과 비교 대상이 되는 구간
- 연결, 교차, 평행하거나, 유사점,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구간

표 3-7. 사례분석의 공간적 범위와 단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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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리적 단절을 기준으로 대상가로와 직접 연결된 ‘내부도로망’을 분절하고, 인접 필

지들을 포함하도록 근린영역의 경계를 조정하였다(그림 3-6). 

근린영역 내 가로를 ‘구간(segment)’ 단위로 분절하였다. 분절의 기준은 가로 단면

구성의 연속성을 우선 고려하였다. 연속된 가로라도 도로의 폭원이나 보도유무/형식, 

통행방향, 노상주차 구획의 유무 등에 따라 보-차의 가용공간이나 상호작용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반면 결절점이나 굴절, 굴곡 등 선형의 변화가 있더라도, 동일한 단면

구성을 유지한다면 보차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54) 대

상가로에도 여러 개의 구간이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위계가 높으면서 넓고 긴, 

본선에 해당하는 구간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비교 대상이 되는 ‘대조구간’은 

대상구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교차, 접속하는 구간, 평행하거나 병렬적 역할을 

하는 구간, 그밖에 주요 특성이 유사하거나 대비되는 구간 등을 채택했다.

54) 네트워크 분석에서 경로가 분기되는 ‘모든’ 결절점이나 일정 위계 이상의 결절점, 시각적 축선 
등을 기준으로 분절하기도 하지만, 생활도로에서는 세가로가 너무 자주 교차하거나, 가로의 주-종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 더불어 필지 단위의 불연속적 단면 변화, 주거-상업
비율 등의 점진적 변화, 무단주차 등 일시적 변화, 가로의 명칭 등 상징적 변화 등도, 구간 분절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a. 외곽도로로 둘러싸인 가로망 b. 대상가로와 직접 연결된 가로망 추출

그림 3-6. 근린영역의 범위 설정 예시(고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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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데이터 출처와 집계 기준

사례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목록과 속성은 표 3-8과 같다. 보차행태, 교통사고 데

이터 외에 공간정보 DB, 문헌조사, 현장조사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보행자우선도로 행태조사 데이터에는 대상가로 이외에 근린영역의 나머지 구간에 

대한 정보가 없고, 다른 데이터로 대체나 보완이 불가능하다.55) 사고밀도와 사고지점

의 공간적 분포가 구간별 보차행태 특성을 대변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비교 분석의 기

준으로 삼았다.56) 보행량, 교통량, 속도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 현장 관

찰과 사고밀도, 목적지와 예상 경로, 주차특성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 참조하여, 객관

적인 수치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인 높낮이나 집중구간 등에 대한 추정을 제시하였다.

가로 및 근린환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토지, 건축물, 도로교통, 주차 등 부문별로 

공공이 제공하는 계획 및 행정, 통계와 공간정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의 온라인 지도검색 서비스(네이버,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로드뷰와 길찾

기, 주소검색, 대중교통 검색 등의 기능을 활용하고, 현장조사와 관찰을 통해 확인, 보

완하였다. 

도로망과 토지 및 건축물정보의 경우, GIS 파일에서 근린영역에서 외곽도로의 바깥 

경계선 기준 400m 버퍼 영역에 위치한 개체를 잘라내고, 그 안에서 다시 안쪽 경계

선에 포함된 개체를 온전히 추출하였다. 필지특성은 서울시 전체 ‘연속지적도’ shp 파

일을 ‘토지특성정보’ 데이터 파일과 결합하였다. 그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을 선별

하고, ‘토지이용상황’에 도로, 공원, 하천, 임야, 주차장 등으로 기재된 특수용지를 제

외하여, 주거, 상업 및 주상용지를 ‘유효필지’로 규정하였다. 건축특성은 ‘GIS건물통

55) 외곽도로에는 혼잡도, 평균 속도가 제공되고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이용해 집계구 단위의 
시간대별 체류 인원을 파악할 수 있지만, 생활도로 내에서 가로 단위의 미시적 행태특성을 도출하
기는 어렵다. 현 시점에서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동등한 조건의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56) 3개 행태요인은 사고밀도와 달리 측정조건에 따라 변동이 큰 값이며, 사고밀도에 3개 행태요
인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표본값 간의 관계는 4장에서 검토하였으므로, 사례분석에서 
모든 요인을 다시 측정, 확인할 필요성과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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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보’의 shp 파일을 행정동 단위 전체 건축물대장 목록과 매칭한 후, 현장 상황과 

교차 확인하여 오류 및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였다. 건축물 대장과 실제 건물이 모두 

있는 경우 이에 맞춰 shp를 생성 및 수정하고, 반대로 shp나 건축물 대장은 있지만 

현장에서 멸실된 건축물은 삭제하였다. 실존하는 건물이지만 학교 등 인허가 의제 시

설,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 단지 내 부속건축물 등은, 지도 상에 빈 shp만 

남기고 집계 및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공간정보의 작성시점은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적정 시점을 검토하

기 위해 시범사업 및 교통사고 집계기간과 겹치는 2011년에서 2020년까지, 근린 내 

보행자우선도로 외에 어떤 물리적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아파트 재건축(장안동)

이나 도로 신설(고척동) 등의 중대한 변화는 로드뷰(네이버, 카카오)의 아카이브를 참

조하여 변화 시점과 전후 상태를 확인했다. 건축물 대장의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3개 

근린영역 전체 건물 2,345동 중에서 약 9.1%에 해당하는 213동이 2011년 이후 신

축되었고, 대상가로에 직접 면한 것은 5동이었다. 

구분 내용 출처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행태

대상지 일반 현황, 사업 내용, 
사후평가, 행태 특성(세부)

보행자우선도로 연차보고서 대상가로 2013-2018

교통사고 세부정보
(사고유형, 차종, 시간대, 분포)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koroad.or.kr

근린 2011-2019

공간 
정보

실폭도로(shp), 연속지적도 
(shp), 토지특성정보(csv),

건축물통합정보(shp)

국가공간정보센터
data.nsdi.re.kr

근린
2019
기준

건축물대장정보(xlsx)
건축데이터민간개방시스템 

open,eais.go.kr

주차구획 정보
(공영, 부설 및 노상)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parking.seoul.go.kr

자치구 거주자우선주차시스템

로드뷰(전후시점 비교) 
주소/길찾기/대중교통 검색

온라인지도서비스
(naver, kakao 교차검토)

현장
조사

물리적 현황, 보차행태 현장답사, 관찰 및 실측 근린 2020-2021

표 3-8. 사례분석 데이터 목록



- 112 -

현 시점에도 철거나 공사 중인 필지가 있을 정도로, 어떤 시점에서든 근린환경의 특

성에서 연속적, 점진적인 변화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사업 연도 등 특정한 

시점의 물리적 특성으로 이미 일어난 변화를 소급, 복원할 경우, 현 시점에서 관찰되는 

행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2021년 이후의 변화만을 

제외하고, 구득가능한 최신 자료로부터 2020년 말까지의 변경 및 누락사항을 보완하

여 GIS 데이터 구축과 맵핑에 반영하였다. 보차행태 및 교통사고 특성과 연계 시에는 

자료의 시점과 물리적 변화의 시점을 별도로 검토하여, 전후 및 영향 관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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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생활도로 보차행태 분석

4.1. 요인별 기술통계

표 4-1은 측정단위별 보행량, 교통량, 속도, 사고밀도의 전체 평균과 분산, 사전, 

사후 평균, 그리고 전후 변화 비교 결과이다. 전체 표본의 평균에서 보행량은 1.20(인

/분/m)였고, 교통량은 0.215(대/분/m), 속도는 18.14(km/h), 사고밀도는 5.9(건/

연/ha)이었다. 표본값의 분포곡선(표 4-2)을 살펴보면, 데이터 구조 상 속도는 정규

분포에 가깝지만, 다른 변수는 평균보다 낮은 구간에 많은 값이 집중되고, 소수의 높은 

값으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어지는 비대칭, 비정규, 과분산 분포를 보인다. 이를 로그 

구분 보행량 교통량 속도 사고밀도

표본값

정규화

(로그)

표 4-2. 표본값의 분포와 정규화

구분

보행량
(인/분/m)

교통량
(대/분/m)

속도
(km/h)

사고밀도
(건/연/ha)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전체 1.22 1.20 0.215 0.199 18.14 3.94 5.90 7.16

MAX 7.02 1.22 31.19 35.45

3분위수 1.55 0.28 20.55 6.76

2분위수 0.84 0.16 17.38 3.46

1분위수 0.52 0.11 15.65 1.70

MIN 0.11 0.03 11.65 0.49

표 4-1. 행태요인 기초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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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로 변환하면 분포가 대칭에 가까워진다. 각 요인의 절대적인 분포범위와 편차 

등을 탐색하는 기술통계에서는 ‘표본값’의 원 단위와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요인 간의 

관계를 동등한 척도에서 비교하는 상관분석과 군집분석에서는 보행량과 교통량, 사고

밀도는 로그 변환 후57), 속도는 그대로 표준화한 ‘표준값’을 사용하였다. 

최대, 최소값과 분위수를 보면, 치우친 분포를 가지는 보행량, 교통량, 사고밀도에서

는 중앙값이 평균보다 아래로 치우쳐 있고, 3분위수와 최대값 사이의 편차가 크다. 최

소-최대값의 비가 약 40-70배에 이른다. 다수의 사례가 낮은 구간에 밀집하고, 높은 

값을 가진 사례는 소수지만 편차가 매우 커서, 평균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에 비하면 속도는 평균값에서 좌우 영역에 거의 균등하게 분포하고, 분산과 최소-최대

값의 격차도 적다. 4분위수를 기준으로 전체 사례의 약 50%가 15.65~20.55 사이

에, 80%가 14.20~23.30 사이에 분포한다. 이러한 수치는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저

속주행’ 경향이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임을 확인해준다. 

각 요인에서 대상지 간의 상대적인 ‘높고 낮음’을 구분하기 위하여, 4분위수 기준으

로 각 11건씩을 상위군과 하위군으로, 나머지 22건을 중위군으로 잠정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속도가 20.55 이상이면 ‘고속 사례’로, 사고밀도가 6.76 이상이면 ‘고위험 

사례’로 간주하였다. 중위군에 속하는 범위는 각각 0.52~1.55인/분/m, 0.11~0.28

대/분/m, 15.65~20.55km/h, 1.70~6.76건/연/ha이다. 보행량과 교통량의 경우, 

8m 도로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249-745명, 51~134대에 해당한다. 

57) 사고밀도의 경우 연간 사고건수가 “0”인 사례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1을 더한 후 로그를 적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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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요인간 조합 특성

4.2.1. 상관분석

표 4-3은 보행량과 교통량, 속도, 사고밀도의 표준값을 이용하여 요인간 상관관계

를 검토한 것이다. 상관계수가 높은 것은 보행량과 사고밀도(+), 보행량과 속도(-), 교

통량과 속도(+), 교통량과 속도(+)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량이 많다는 조건이 감속과 

사고 증가 경향에 동시에 관여하기 때문에, 속도와 사고밀도도 약하지만 서로 역방향

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상관계수가 높지 않으며, 보행량과 교통량은 거의 독

립에 가까웠다. 

보행량 교통량 속도 사고밀도

보행량 1 - - -

교통량 -0.1105 1 - -

속도 -0.4284 0.3878 1 -

사고밀도 0.5854 0.3280 -0.2979 1

표 4-3. 보행량, 교통량, 속도, 사고밀도의 교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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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량과 사고밀도, 교통량과 사고밀도의 관계는 폭이 넓은, 약한 선형이었으나, 보

행량과 속도는 가운데가 높고 양쪽 옆이 눌려있는 찌그러진 삼각형 모양으로 나타난

다. 즉, 보행량이 중위권일 때에는 저속에서 고속까지 퍼져 있지만, 양극단에서 최대 

속도가 억제된다. 교통량과 속도의 관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속도와 

사고의 경우, 속도가 빠른 구간에서 사고밀도의 최대값이 낮아지고, 사고밀도가 높아

질 때 최대속도가 낮아지는, 비대칭적인 상한선이 뚜렷하게 보인다. 

요인 간의 선형적인 관계는 약하지만, 이러한 분포패턴을 볼 때 완전한 독립, 무작

위의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양 극단에서 상한선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요인 간

의 조건부 결합, 비선형적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분산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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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분산분석

각 요인별 4분위수 구간에 따라 상-중-하위 집단을 구분하고, 나머지 행태요인의 

집단별 평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표 4-4). 

먼저 보행량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보면 상위 사례에서 사고밀도가 높고 평균 속도

가 느리며, 집단 간 격차가 매우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교통량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편차와 유의도가 보행량 기준일 때보다 크지 않았지만, 사고밀도가 더 높고, 평균 

속도는 빠르게 나타났다. 보행량과 교통량은 평균 차이가 서로 역순으로 나타나지만 

보행량 교통량 속도 사고밀도

전체 평균 1.22 0.215 18.14 5.9

보행량

상위(HP) 2.73 0.204 15.3 13.5

중위(I) 0.923 0.209 18.2 3.58

하위(LP) 0.307 0.240 20.3 2.98

ANOVA

(Df=2,41)

F
-

0.109 7.118 12.63

p 0.899 0.0022** 5.31E-5***

교통량

상위(HC) 1.05 0.470 20.5 9.92

중위(I) 1.10 0.161 18.1 4.36

하위(LC) 1.65 0.070 15.9 4.98

ANOVA

(Df=2,41)

F 0.93
-

4.424 2.493

p 0.403 0.0182* 0.0951.

속도

고속(HS) 0.603 0.268 23.6 3.33

중위(I) 1.38 0.227 17.5 5.74

저속(LS) 1.52 0.139 14.0 8.80

ANOVA

(Df=2,41)

F 2.108 1.231
-

1.661

p 0.134 0.303 0.202

사고

밀도

고위험(HR) 2.32 0.326 16.3 15.4

중위험(I) 1.01 0.196 18.6 3.55

저위험(LR) 0.544 0.144 19.1 1.15

ANOVA

(Df=2,41)

F 9.345 2.723 1.787
-

p 0.0005*** 0.0775. 0.18

표 4-4. 보행량과 교통량, 속도 구간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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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다. 둘 다 사고밀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속도와는 서로 반대 방향

으로 연관되어 있다.

속도를 기준으로 고속 구간의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보행량이 적고, 교통량이 많고, 

사고밀도가 낮다는 점증적 차이는 앞서 확인된 결과와 일치하지만, 모두 유의하지 않

았다. 고속이면서 고위험인 사례가 단 1건에 불과하고, 사고밀도의 평균값, 최대값 모

두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속도 요인의 변별력이 약한 것은, 저속 사례들이 보행량, 교

통량, 위험도에서 모두 높은 구간과 낮은 구간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에 두텁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즉, 고속의 사례는 대체로 저위험구간에 분포하지만, 저속의 사례는 위

험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사고밀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고위험군에서 보행량, 교통량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

다. 속도 평균은 고위험군에서 낮았지만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위와 마찬가지로, 고

위험군은 대체로 저속이지만 중위 및 저위험군에는 고속과 저속이 고루 포함되기 때문

이다. 종합해보면, 보행량이 많으면서 속도가 낮거나, 또는 교통량이 많으면서 속도가 

빠르거나, 두 가지 경우가 각각 사고밀도 증가와 연결되어 있다. 전자의 효과가 더 강

순위 대상지 보행량 교통량 속도 사고밀도▼

1 수유역 2.50 0.29 16.79 35.45

2 강남역 2.15 0.19 11.65 23.36

3 잠실새내역 1.90 0.48 14.54 23.32

4 홍대1 3.61 0.09 12.17 18.14

5 홍대2 7.02 0.08 16.45 15.00

6 사당역 0.94 1.22 17.45 13.99

7 연신내역 0.80 0.16 17.80 9.44

8 면목 1.59 0.21 14.17 8.14

9 신논현역 2.70 0.39 19.30 7.78

10 노원역 1.90 0.11 14.28 7.23

11 금하 0.42 0.37 24.44 7.01

전체 평균 1.22 0.215 18.14 5.9

표 4-5. 고위험 사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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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속도의 영향은 음(-)으로 나타나지만, 두 효과가 상쇄되면서 

속도의 유의도는 약해졌다고 해석된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11개 사례의 목록(표 4-5)에서 다른 3개 요인이 평균보다 높

은 경우를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보행량이 적은 사례는 3건 뿐이었고, 교통량은 각각 

5건, 6건으로 엇갈리며, 고속인 사례는 2건 뿐이었다. 주로 대학가나 역세권, 로데오

거리나 먹자골목 등,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사례들이었다. 주거지역인 면목, 시흥 

사례도 지역 내 근린상업시설이 집중된 가로였다. 이들이 주거 위주나 주거-근생 혼합 

용도의 가로에 비해 보차 통행량이 많고 상업과 연계된 가로변 활동이 복잡하기 때문

에, 보차상충의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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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군집분석

행태요인 간의 관계는 대체로 산발적이지만 보행량이 많을 때, 속도가 높을 때와 같

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때, 특정 요인과의 조합이 뚜렷해지는 패턴이 반복 관찰되었다. 

요인 간의 일대일, 이차원적 비교를 넘어, 다차원적인 거리 비교를 통해 대상지간의 차

이와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보행량, 교통량, 속

도, 사고밀도의 4대 행태지표의 표준값에 대해 3개의 군집(k=3)을 적용, 퍼지 군집분

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개별 사례의 분포를 보행량과 교통량, 속도와 사

고 차원으로 각각 묶어서 시각화하고, 점의 색상은 군집을, 점의 크기는 해당 군집에 

대한 소속도(degree of membership)을 나타낸다. 각 요인의 군집의 구심점

(centroid)을 별표로, 최소-최대값의 범위를 음영으로 표현하였다. 

먼저 빨강색으로 표시된 군집(A)는 보행량이 가장 많고 속도가 가장 느리며, 사고 

밀도가 가장 높다. 초록색 군집(B)은 보행량이 가장 적고, 속도가 가장 빠르고, 교통량

보행량 x 교통량 속도 x 사고밀도

n=44
k=3

SIL.F

0.5247

CL n 보행량 교통량 속도 사고밀도

A 11 0.9109 0.1174 -0.7125 1.1338

B 13 -0.7590 0.6851 1.0134 -0.1455

C 20 -0.0302 -0.4862 -0.3129 -0.4855

표 4-6. 퍼지 군집분석 결과(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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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많다. 파랑색 군집(C)은 보행량과 속도는 다른 두 군집의 중간 수준이고, 교통

량과 사고 밀도는 가장 낮다. 보행량과 교통량 조합에서는 세 구심점의 간격이 비교적 

균등하고, 속도와 사고밀도 조합에서는 ‘느리고 사고 많은’ 군집 A와 ‘빠르고 사고 적

은’ 군집 B가 서로 대비되고, 둘 다 낮은 사례들이 군집 C를 형성한다.

4개의 군집(k=4)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앞서 A, B, C 군집의 성격과 

유사한 세 개의 군집 사이에, 4대 요인 모두에서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보라색 군집 

D가 추가되었다. 세 갈래로 발산하는 방향성이 그대로 재현되었으나, 군집 간에 상호 

중첩되는 영역이 줄어들고 A, B, C의 구심점은 중앙으로부터 더 멀어졌다. 군집 결과

의 타당성을 나타내는 실루엣 계수(fuzzy silhouette index)가 k=3에서 더 높았고, 

소속도가 0.5 미만으로 분류 결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퍼지(fuzzy) 영역의 사례의 수

도 k=3일 때 8개, k=4일 때 16개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k=3의 분류 결과가 사례의 

분포를 잘 대변해주고 있음을 확인하고, 최종 채택하였다. 

보행량 x 교통량 속도 x 사고밀도

n=44
k=4

SIL.F

0.4356

CL n 보행량 교통량 속도 사고밀도

A 9 1.0685 0.3477 -0.8564 1.6084

B 9 -0.8972 0.8247 1.2003 -0.0817

C 12 -0.1000 -0.8644 -0.5180 -0.5179

D 14 0.1318 -0.0096 -0.0015 -0.2213

표 4-7. 퍼지 군집분석 결과(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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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데이터 구조 검토

4.3.1. 행태조사 원 데이터

보행량, 교통량, 속도 세 가지 행태조사 데이터의 병합 과정에서 소실이나 왜곡된 

정보들을 검토하였다. 사전-사후, 오전-오후-저녁 시간대별로 구분된 43개 조사지점

의 원 데이터에서, 6회 측정값의 편차에서 이상치나 편향이 있었는지, 평균값이 대상

지간의 차이를 제대로 대변해주는지, 측정 당시의 요인 간 고유한 조합에서 어떤 관계

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시간대 보행량 교통량 평균속도

전체

오전 0.76 0.23 21.72

오후 1.07 0.22 17.10

저녁 1.84 0.18 15.86

ANOVA 
df=251

F 9.324 1.675 26.868

p 0.000*** 0.189 0.000***

사전

오전 0.75 0.24 21.5

오후 1.08 0.23 16.7

저녁 1.99 0.19 15.0

ANOVAdf=
125 

F 4.93 0.61 16.62

p 0.009** 0.540 0.000***

사후

오전 0.80 0.23 21.90

오후 1.06 0.22 17.53

저녁 1.69 0.17 16.75

ANOVAdf=
125

F 4.42 1.09 10.68

p 0.014* 0.34 0.000***

표 4-8. 시간대별 편차 검토

보행량 교통량 속도

그림 4-1. 표준값과 원 데이터 분포 검토



- 123 -

먼저 시간대별 편차에서, 보행량과 평균속도는 전체와 사전, 사후 표본에서 일관되

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교통량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8). 대체로 오전

에 보행량이 적고 속도가 빠르며, 저녁에 보행량이 많고 속도가 느린 경향이 확인되었

다. 그림 4-1은 를 세 요인의 표준화한 값을 대상지별로 구분하여, 평균값이 가장 작

은 대상지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대상지에 따라 6회의 측정값이 비교적 균일한 

경우도 있고, 상당한 편차가 상쇄된 경우도 있었으나, 대상지 내 분산의 차이를 감안하

더라도 동일 조건에서 추출한 평균값으로 각 지점의 통상적, 지속적인 상태와, 지점 간 

빠르고 느림, 많고 적음의 수준을 대변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 4-9는 시간대 구분 없이 44개 표본값에서 확인했던 요인간의 상관관계가 270

개의 원 데이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전체적인 분포의 형상과 

양극단에서 상한선이 나타나는 구조는 서로 비슷한 가운데, 오른쪽 원 데이터에서 점

들이 집중 분포하는 영역과 외곽의 경계선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고, 상관계수 간의 차

이도 유사했다. 전체적으로 44개 표본에서 도출했던 요인 간 관계가, 원 데이터에서 

요인 간의 고유 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n=44 보행량 교통량 속도 n=270 보행량 교통량 속도

보행량 1 - - 보행량 1 - -

교통량 -0.1105 1 - 교통량 -0.1328 1 -

속도 -0.4284 0.3878 1 속도 -0.5103 0.2933 1

표 4-9. 표본값과 원 데이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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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교통사고 데이터 검토

(1) 종속변수 검토

교통사고 데이터에서 사고위험을 대변하는 종속변수로서, 전체 사고건수와 사고밀도 

이외에 보행자교통사고의 건수와 비율, 사고 심각도에 따른 피해의 차이를 검토하였

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44개 대상가로의 영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614건이다. 이 중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는 1,173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73%를 차

지한다. 사고밀도로 환산하면 1ha 당 연간 5.90건의 전체 사고건수 중 4.33건이 보

행자 교통사고였다. 이는 2019년 기준 전국 통계58)에서 보행자 교통사고의 비율

(20.1%)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일반적인 도로환경에 비해, 대상가로에서는 차대차

보다 보차 간 상충의 빈도가 더 높음을 보여준다. 

생활도로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및 경미한 사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같더라도 두 비율에 따라 실제 보행자에 미치는 영향

58)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taas.koroad.or.kr)에서 제공하는 “주요 교통사고 통계”와 “교통사
고상세통계”에서 2019년 자료를 조회한 것이다. 이하 “전국 통계”는 동일한 출처를 의미한다.

전체 사고밀도 x 보행자 사고밀도 전체 사고밀도 x 피해지수

산포도

기울기
(절편=0)

0.7952 0.3805

조정된 
결정계수

0.9727 0.9588

상관계수 0.9894 0.9967

표 4-10. 교통사고 종속변수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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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피해의 총량이 달라질 수 있다. 이들도 보행안전을 대변하는 종속변수로서 유효

한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현황과 더불어 사고밀도 변수와 변별력이 있는지

를 검토하였다(표 4-10). 먼저 보행자 교통사고의 비율은 대상지별로 0에서 100%까

지 있었지만 극단적인 이상치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매우 적은 사례에서만 나타났

고, 대부분의 사례에서 70-90% 범위에 분포했다. 전체 사고밀도와 보행자 사고밀도

의 상관계수는 0.9894로 매우 높았다.

다음으로 사고 심각도에 따른 피해정도를 반영한 ‘피해지수’59)를 간이 산출하여 비

교하였다. 교통사고 1건당 피해지수는 3.92점으로, 사고유형에 따라 ‘차대차 4.5 > 

차량단독 4.0 > 차대사람 3.7’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0***). 대상지

별 피해지수를 대상지 버퍼 면적으로 나눈 ‘피해밀도’와 사고밀도를 비교해보면 상관

계수가 0.9967로, 역시 변별력이 크지 않았다. 사실상 서로 연동된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으므로, ‘사고밀도’를 단독 종속변수로 채택하였다. 

(2) 시계열 동향 검토

교통사고 데이터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의 시행년도는 2013-2018년도에 

걸쳐 있다. 연도별 및 연평균 사고건수를 동등한 조건에서 합산, 비교하려면 해당 기간 

동안 ‘시계열적인 차이는 없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 실제 전국 교통사고 통계에서 

최근 10년간의 변화 추세를 확인해보면(그림 4-2)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해 온 반

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평균 22.2만 건을 전후로 소폭의 등락을 유지하고 있다. 

44개 대상지에서 2011년부터 2019년(최신)까지 발생한 사고건수(그림 4-3)에서

도 증가-감소의 특정한 경향이나 특정 연도의 유의한 편차가 확인되지 않았다. 가장 

59) 사망을 포함한 인적 피해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복잡
한 문제다(성락훈 외 2020). 여기에서는 서울특별시(2011), 「제2차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
(p.281)」에 인용된 대물피해환산법(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 지수의 산출공식을 변형
하여 사용하였다. 원래의 공식은 “EPDO=사망사고*12 + 부상사고*3 + 대물사고”인데, TAAS 데
이터에서 사고 심각도는 ‘사망, 중상, 경상, 부상신고’의 4개 등급으로 분류되고 각각의 피해인원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정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지수=사망자수*12 + 중상자수*6 +
경상자수*3 + 부상신고자수”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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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상위 3개 대상지에서는 변동폭이 매우 컸지만, 나머지 대상지는 각자 평균값을 기

준으로 5건 이내의 변동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9년간의 평균과 사업시행연도

를 영점으로 재배열했을 때에도, 변화의 일관된 방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연도별 사고건수가 매년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사업 전후로 각 1년씩 비교할 

경우, 해당 연도의 단순 편차가 전후 증감을 왜곡할 수 있다. 따라서 집계기간을 늘려 

최대한 ‘두터운’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모든 대상지에

서 일괄적으로 2011년부터 2019년(최신)까지 9개년도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사업연

도를 제외한 전후 기간을 병합하여 표본값을 추출하였다. 예를 들어 2014년도에 사업

이 시행된 대상지의 경우, 2011년에서 2013년도까지 3개년도의 평균을 ‘사전’,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개년도의 평균을 ‘사후’ 값으로 산출하였다. 이 구도에서 

2018년도 시범사업은 사후 집계기간이 단 1년으로 다른 사례들과 비교 조건이 동일

하지 않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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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추세 

출처: 도로교통공단(2020b) “2019년 교통사고정보 인포그래픽”

대상지별
연도별 

사고건수

ANOVA
F=0.283
p=0.971

사업연도 
기준비교 

사업시행연도와 
평균 사고건수를

0으로 하여
전후증감 비교

ANOVA
F=1.515
p=0.116

출처: 교통사고 데이터(TAAS)를 이용하여 직접 작성

그림 4-3. 대상지 연도별 사고건수 변화(20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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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전후 데이터 검토

(1) 요인별 전후 변화

요인별 전후 변화 특성을 검토한 결과, 보행량과 교통량은 소폭 감소, 속도와 사고

는 각각 0.95km/h, 0.74건/연/ha 증가하였고, 그 중 속도 변화만 아주 약하게 유

의했다(표 4-11). 요인별 전후 증감과 평균 회귀 경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표 4-12

와 같이 가로축에 사전 값을, 세로축에 증감을 표시하였고, 사전 값의 평균과 변동없음

을 의미하는 보조선(y=0)을 기준으로 각 사분면에 속한 사례수를 비교하였다. 

보행량, 교통량은 전후 변화 경향이 서로 유사했다. 각 사분면의 사례 수는 거의 비

슷하지만, 평균보다 적거나 가까운 사례들의 증감폭은 크지 않고 좌우 대칭에 가까운 

반면, 멀리 떨어진 소수 사례에서 이례적으로 큰 폭의 감소가 일어나면서 전체 평균을 

낮추고 있었다. 속도는 2와 4사분면에 집중 분포하여 평균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가속

이, 높은 구간에서는 감속이 주로 일어났다. 사고밀도의 경우 사례 수는 2,4분면이 많

지만 1사분면에서 3개의 사례가 유독 멀리 떨어져 있다. 이들은 사전에도 사고가 많았

는데 더 큰 폭으로 증가한 사례이다. 이들 3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의 변화량은 

소폭 감소했다(-0.16). 사전 사고밀도가 평균보다 높았던 12개 사례 중 나머지 9건은 

모두 소폭 감소가 나타났고, 평균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증감 사례와 변동폭이 거의 대

칭을 형성했다.

구분

보행량
(인/분/m)

교통량
(대/분/m)

속도
(km/h)

사고밀도
(건/연/ha)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사전 1.26 1.38 0.221 0.208 17.67 4.39 5.71 6.52

사후 1.18 1.04 0.209 0.196 18.62 4.28 6.45 8.91

변화량 -0.085 0.473 -0.012 0.063 0.946 3.64 0.743 4.42

Paired
t.test
df=43

t -1.19 -1.28 1.7245 1.1147

p 0.1202 0.1031 0.0459* 0.1356

표 4-11. 행태요인 전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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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변화의 양상은 대상지별로, 특히 ‘사전속도’에 따라 엇갈렸다. 그러나 평균 속

도 증가가 약하게 유의할 만큼, 전반적으로 기대했던 속도저감보다는 가속의 경향이 

우세했다. 원 데이터에는 전후 135쌍에 대한 전후 통계적 검증 결과도 수록되어 있는

데, 유의한 감속 사례가 21건, 유의한 가속 사례 50건이었으며, 단순 증감에서도 감

소 58건, 증가 77건이었다. 대상지별 3쌍의 일관성을 확인해보면, 가속이 우세한 경

저밀 LP 고밀 HP 저속 LS 고속 HS

증가+ 10 10 가속+ 15 8
감소- 12 12 감속- 7 14

저밀 LC 고밀 HC 저위험 LR 고위험 HR

증가+ 10 10 증가+ 13 7
감소- 12 12 감소- 9 15

표 4-12. 행태요인별 전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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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과반(23건), 그 중 모두 유의하게 증가한 경우가 6건이었다. 반면 감속이 우세한 

경우는 9건(0:1, 1:2, 0:2), 0:3은 한 건도 없었다. 나머지는 유의한 변화가 전혀 없

거나(8건), 증감이 한 번씩 엇갈린 경우(4건)였다. 

속도 이외의 요인에서는 대체로 대상지별 고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소

수의 상위권 사례에 큰 폭의 변화가 집중되며 평균값을 견인했다. 교통량이 확연히 줄

어들거나, 고위험군에서 사고가 소폭 감소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속도

저감을 통한 안전성 향상, 보행활성화, 교통량 억제’ 등의 기대효과에 부합하는 일관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속도 편차의 영향

시간대별 편차, 즉, 한산한 오전’과 ‘유동인구가 많은 저녁’의 대비 정도는 대상지마

다 다를 것이다. 속도 편차가 작다는 것, 일관되게 빠르거나 느리다는 것은, 보차통행

량 자체의 편차가 크지 않거나, 보차통행량의 변동과 무관하게 물리적 환경 등 고정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속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은, 고

정적인 환경적 특성보다 유동적인 행태적 조건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관

된 속도를 유지하는지, 시간대별 속도편차가 큰지에 따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질 수 있다. 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 표본 내 3회의 측정값 중에서 하루 중 최

고속도와 최저속도의 차이를 구하고(연속형), 4분위 등급 구분에 따른 최고-최저 등급

의 차이를 구하여(범주형), 이 두 가지 ‘속도편차’ 변수와 사고밀도의 관계를 검토하였

다(표 4-13). 

먼저 연속형 산점도에서 선형적인 관계가 강하지는 않았지만(R2=사전 0.1872, 사

후 0.12), 속도 차이가 커질수록 평균과 분산이 큰 폭으로 벌어지고, 고위험 사례는 

모두 속도편차가 큰 구간에 속했다. 속도등급의 차이가 0일 때 사고밀도의 평균과 분

산 모두 가장 작았고, 등급 차이가 커지면 사고밀도도 높아졌으나 평균 차이에 비해 



- 131 -

분산이 매우 커서 유의하지는 않았다. 더 단순하게 등급 차이가 0 또는 1이면 속도가 

비교적 일관된 사례, 2 또는 3이면 시간대별 속도 편차가 큰 사례로 양분할 경우, 후

자에서 사고밀도가 2배 이상 높았고, 전후 표본에서 모두 유의했다. 이는 평균속도의 

높고 낮음 외에 속도편차와 같은 유동적, 미시적 요인의 영향을 확인한 것이다. 

속도차이와 사고밀도 속도등급 차이와 사고밀도

사전 속도편차 0 1 2 3

4구간

사례수 8 15 8 11

사고밀도 평균 2.29 3.90 8.80 8.26

분산 2.08 16.13 108.03 50.78

ANOVA df=41, F=2.4437, p=0.0789.

2구간

사례수 26 16

사고밀도 평균 4.70 9.34

분산 59.79 113.58

t.test df=25, t=-1.511,  p=0.0717.

사후 속도편차 0 1 2 3

4구간

사례수 7 19 10 6

사고밀도 평균 2.18 5.64 8.07 11.45

분산 1.05 79.26 62.47 219.75

ANOVA df=41, F=1.2972, p=0.2894

2구간

사례수 23 19

사고밀도 평균 3.34 8.49

분산 11.54 70.30

t.test df=23, t=-2.5098, p=0.0098**

표 4-13. 속도편차와 사고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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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속도 편차가 큰 사례들이 대체로, 보행량의 최대값과 평균, 분산도 큰 사례들

이었다.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보행자의 존재가 속도를 억제하고, 한산한 시간대에

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평균 보행량이 많을수록 사고가 높고, 

속도 요인의 영향이 역으로 나타나는 이면에는 ‘속도편차’라는 변수의 조절효과가 작

동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혼잡과 속도변동 중 어떤 요인이 사고 위험에 더 결정

적으로 작용하는지, 동 대상지 안에서 보행자가 많고 속도가 느린 시간대와, 보행자가 

적어 속도가 높아지는 시간대 중, 실제 사고가 언제 더 집중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추

가 확인이 필요하다. 

(3) 전후 표본의 군집분석

사전-사후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한 k=3 분류결과를 비교하여, 유형적 분류의 타당

성과 지속성을 검토하였다(표 4-14). ‘사후’에는 전체 표본과  동일한 범례를 적용했

고, ‘사전’ 결과를 회색 음영과 연결선의 색으로 표현하였다. 연결선의 길이가 길수록 

전후 변화 폭이 크고, 점과 선의 색이 다르면 전후 군집 분류 결과가 달라진 사례이다. 

보행량 x 교통량 속도 x 사고밀도

표 4-14. 사전-사후 군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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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세 군집이 분포하는 영역과 상대적 위치 관계는 전후 표본에서 유사하게 

유지되었고, 44개 중 34개의 사례가 전후 동일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간의 차

이가 대상지별로 지속되는 고유한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군집 내 이동 사례들은 

변동 폭이 크더라도 요인 간 조합에 따라 각 군집에 부여된 전형적인 속성, 예를 들어 

보행량과 사고가 많고 속도가 느린 사례(A), 보행량은 적고 교통량이 많고 속도가 빠

르고 사고가 적은 사례(B), 교통량과 속도, 사고가 모두 적은 사례(C)라는 설명의 범

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군집 분류 결과가 달라진 사례들은 1) 군집의 소속도가 낮고 군집 간 경계에 걸쳐 

있던 사례들과, 2) 특정 요인에서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가 있었던 사례로 나눌 수 있

다. 전자는 점의 크기가 작고, 후자는 연결선이 길다. 예를 들어 2016년 종암동 사례

는 교통량과 사고가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여 A의 가장자리에서 C의 구심점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했다. 2014년도 사당역 사례는 보행량, 교통량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 사

고 감소와 속도 증가가 일어나며 A에서 B의 가장자리로 이동했다. C에서 사고 증가로 

A로 진입한 사례가 2건(이태원, 삼선동) 있었다. B, C 군집 간에 서로 3건씩 주고받

았다. 이는 보행량과 사고밀도는 동일 구간을 유지한 채 속도와 교통량만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표 4-12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몇몇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전후 차이가 있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례가 전후 비슷한 범위를 유지하고, 대부분의 대상지가 전

후 동일한 군집에 속했으며, 세 군집의 상대적 위치와 방향이 나타내는, 요인간 특정한 

조합의 양상이 사전, 사후 표본에서 반복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전체 표본으로부터 도

출된 행태요인의 분포 범위와 요인 간 조합이, 대상지마다 고유하고 지속적인 속성이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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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생활도로의 보차행태 특성

생활도로 보차행태의 정량적 분석에서 도출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행량, 교통량, 속도, 교통사고의 4가지 보차행태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확인하였다. 44개 대상지 평균에 따르면 보행량은 1.22인/분/m, 교통량은 0.22대/

분/m, 속도는 18.14km/h, 사고밀도는 5.9건/연/ha였다. 보행량과 교통량, 사고밀

도는 왜도가 큰 비대칭 분포 특성을 보였고, 속도는 정규분포에 가까웠다. 생활도로에

서 ‘30km/h 이하’라는 속도저감의 일차적 기준은 사업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거의 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인별 분포 특성에 따라 상대적인 높고 낮음을 판

단하는 잠정적 기준을 도출하였다. 전체 사례의 50%가 분포하는 범위(Q1-Q3)에서 

벗어날 경우 각각 상위, 하위 집단으로 간주하였다. 

둘째, 요인 간의 상관분석과 구간별 분산분석을 통해, 보차행태 요인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보행량과 교통량은 서로 독립적이었고, 둘 다 많을수록 사고밀도가 증가

하지만 보행량의 영향이 더 강했다. 속도 요인의 분포에서는 선형성보다 상한선이 뚜

렷하게 나타났다. 보행량과 교통량의 양극단과 고위험군에서 최대 속도가 억제되었고, 

사고밀도와는 서로 직각삼각형에 가까운, 찌그러진 분포를 형성했다. 고속 사례에서는 

대체로 사고밀도가 낮았지만 저속 사례들은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에 두텁게 걸쳐 있었

고, 역으로 고위험군에서 최대 속도가 낮았지만 저위험군에는 고속과 저속이 공존했

다. 결과적으로 사고밀도에 미치는 영향은 ‘보행량(+) > 교통량(+) > 속도(-)’ 순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안전을 대변하는 요인으로 중시되어 온 속도가 약한 음(-)의 영향

을 가진다는 점은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였다. 

셋째, 대상지별 4가지 행태요인의 조합을 바탕으로 퍼지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3

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보행량이 많고 속도가 느리고 사고가 많은 경우(A)와, 교통

량이 많고 속도가 빠르며 사고는 적은 경우(B)가 서로 대비를 이루었고, 그밖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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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보행량, 교통량, 속도, 사고밀도가 모두 낮은 경우(C)에 속했다. 이러한 군집별 

전형성과 군집간 차별성은 사전, 사후 표본에서 반복 확인되었고, 대부분의 대상지가 

전후 동일한 군집에 속했다. 이를 통해 1) 행태요인의 분포 범위와 요인 간 조합이 대

상지마다 고유하고 지속적인 속성이라는 점, 2) 행태요인 간에 선형적인 관계는 약하

지만 완전한 독립, 무작위가 아니라, 평균 영역을 벗어날수록 특정한 조합이 강해진다

는 점, 3) 생활도로에서 보차행태와 안전의 작동 양상을 적어도 세 갈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논의에서 보차행태와 안전의 관계에 대하여 a) 속도와 교통량을 줄이면 사고위

험 감소(교통정온화), b) 보행량과 교통량이 줄면, 속도는 늘고 사고위험 감소(보차상

충), 2-c) 보행량이 늘어나면 교통량과 사고위험 감소(보행활성화)의 세 가지 가설이 

제시된다. 각각의 주장과 근거가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분석결과에서 요인 간의 관계

는 특정한 조합에 따라 유효성과 강약, 기울기가 달라졌다. 보행량이 많으면서 속도가 

낮거나(b), 교통량이 많으면서 빠르거나(a),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사고밀도의 증가와 

관련되었으나, 두 효과가 상쇄되면서 속도 요인의 유의성은 약해졌고, 전자의 효과가 

더 강하기 때문에 속도와 사고의 관계는 약한 음(-)으로 남았다. 

30km/h 이하의 ‘저속주행’ 조건에서 속도저감의 유효성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크

게, a) 30km/h 이하의 안전속도 기준을 충족한다면, 더이상 속도저감이 중요하지 않

다, b) 보차혼용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속도를 더 낮추어야 한다, c) 절대속도가 낮

아도 느릴수록 더 안전하므로, 감속은 여전히 중요하다의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그

러나 4가지 요인의 조합에 대한 퍼지 군집분석 결과, 생활도로의 보차행태 특성을 ‘고

밀-저속-위험(A)’, ‘저밀-고속-안전(B)’, ‘저밀-저속- 안전(C)’의 3개 유형으로 구분

하였다. 이는 세 가지 가설에서 예상되는 패턴을 벗어났다. 위험한 사례들은 대체로 평

균속도가 낮았고(A), 고속 사례는 대체로 사고밀도가 낮았다(B). 저속 사례는 위험한 

사례(A)와 안전한 사례(C)로 양분됐다. 보차통행량이 모두 적고 속도와 사고 모두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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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례들은 많았지만, 감속을 통한 안전 개선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인 

동시에 위험한 경우는 현실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조합이었다. 즉, 낮은 속도가 안전

이라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느린데 위험하거나, 빠른데 별로 위험하지 

않은, 일반적 기대에 역행하는 조합이 오히려 두드러졌다. 

결론적으로 30km/h 이하의 저속주행이 보편화된 현재 생활도로의 조건에서, 속도

저감이라는 목표와 수단이 가지는 유효성은 절대적이지 않다. 생활도로에서 사고밀도

는 속도보다 보차통행량, 혼잡과 상충에 의해 좌우되며, 안전의 대리변수이자 수단으

로서 투영되는 기대에 비해 실제 속도의 역할과 의미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

금까지 “저속=안전”이라는 규범적 전제에 근거하여 30km/h 속도제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준 속도를 더 낮추고,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속도저감의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해왔지만, 그에 비해 속도의 사각지대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고

려는 부족했다.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은, 생활도로

에서 30km/h 다음 단계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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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보차행태 유형별 사례분석

5.1. 사례별 현황 분석

5.1.1. 유형별 특성과 대표사례

사례분석의 대상이 되는 유형별 대표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4장의 군집분석 결과에

서 각 군집에 소속된 대상지들의 현황과 공통 특성을 확인하였다(표 5-1). 전체 44개 

대상지 중에서 1) 소속도 0.5 미만의 사례, 2) 군집 간 중첩 영역(k=4에서 군집 D)에 

가까운 사례, 3) 사전-사후 변동에서 군집 분류 결과가 달라진 사례를 제외하고, 각 

군집에 안정적으로 소속된 사례들만을 추출하였으며, 군집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군집 A는 ‘보행량 많고 속도가 느리며 사고가 많은’ 사례들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대부분 활성화된 상업가로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만, 상업적 성격이 유사한 가

로 중에도 군집 경계에 걸치거나 군집 C에 속한 사례들(상계역, 신촌 1,2 등)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된 상업가로에서 사고가 많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유형의 가로에서

는 가로의 활력이 높고 보행자의 수적 우위에 따른 자연적인 속도저감 효과가 작동하

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할 거란 예상과 달리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일단 낮은 속

유형 보행량 교통량 속도 사고밀도
예상 

위험도
사례 대표 사례

A 높음 중간 느림 높음 중간 8
면목동, 강남역, 노원역,

홍대1, 수유역, 잠실새내역, 
홍대2, 신논현역

활성화된 
가로 (수유)

B 낮음 높음 빠름 낮음 높음 8
고덕동, 갈현동, 불광동, 시흥동,
성수동1, 목동, 개봉동, 고척동

교통 위주의 
가로 (고척)

C 중간 낮음 느림 낮음 낮음 11
통인동 디지털로 장안동 

성수동2 상계동 북촌 행촌동
상계역 신촌1 오류동 신촌2

한산하고 느린 
가로(장안)

표 5-1. 군집별 소속사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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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고밀-저속 조건에서 속도 외에 다른 위

험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군집 B는 ‘보행량이 적고 교통량이 많으며 속도가 빠른’ 사례들로 여러모로 군집 A

와 상반되는 특성을 보인다. 보행보다 자동차 교통 위주의 가로이므로 가장 위험할 것

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사고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물론 여기에서 교통량과 속도가 높

다, 사고밀도가 낮다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대상가로라는 한정된 표본 안에

서 상대적으로 높고 낮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생활도로에서

는 교통량이 많고 속도가 높을 때보다 보행량이 많고 속도가 느릴 때 오히려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역전된 조합’이 빈번히 존재하고, 교통정온화와 속도저감에 대한 기

존의 전제로는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군집 C는 ‘교통량, 속도, 사고밀도’가 모두 낮은 사례들이다. 속도도 느리고 보행량

과 교통량이 모두 중하위권에 해당하므로, 사고가 적은 것은 일반적인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군집 A와 군집 B에서 나타난 고밀-저속-위험과 저밀-고속-

안전 조합이 군집 C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군집 A에서 감속이 ‘고밀-위험 증가’와 

보행량 x 교통량 속도 x 사고밀도

표 5-2. 군집별 대표 사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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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되어 있다면, 군집 C에서는 이와 다른 감속 원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집 B와 비교하면, 비슷한 보차통행량에서 군집 C에서만 감속이 일어난 이유, 속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고밀도는 비슷한 이유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각 군집에 소속된 사례들 가운데 군집별 보차행태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장 잘 대변

할 수 있는 대표사례를 선정하였다. 표 5-2에서 각 군집의 구심점에서 가장 가까우면

서 소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면목동, 고덕동, 통인동(MM, KD, TI) 사례인데, 이들은 

군집 간 중첩 영역에 걸쳐 있거나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사례 간의 대비를 통해 특정 

요인의 영향, 쟁점을 확인하는 분석의 의도와 방법을 고려할 때, 군집 내 유사성이나 

대표성보다, 원심력이 강한 사례, 차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속도와 사고 분포에서 각 군집이 발산, 분화되는 방향으로 가장 멀

리 떨어져 있는 수유동, 고척동, 장안동(SY, GC, JA)의 3개 사례를 채택하였다.

사례명 가로명 위치 및 특성 폭원 보행량 교통량 속도 사고밀도

수유동
도봉로
87길

강북구 수유3동 
수유역 역세권 먹자골목 상권의 상업가로

숙박/위락시설 등 심야업종 밀집지역
8m

2.497
(H)

0.291
(H)

16.79
(I)

35.45
(H)

고척동
고척로
27바길

구로구 고척2동(개봉1동, 양천구 신정동)
간선도로와 자연녹지로 둘러싸인 주거지역

오류중학교 앞 통학로
6m

0.609
(I)

0.371
(H)

31.19
(H)

1.58
(L)

장안동
한천로
40길

동대문구 장안2동
전곡시장(상가형 재래시장)에 면한, 

근린생활업종 위주의 상업가로
9m

0.660
(I)

0.068
(L)

12.89
(L)

1.02
(L)

<수유동> <고척동> <장안동>

표 5-3. 사례분석 대상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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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의 대상지 3개소의 목록과 기본 현황은 표 5-3과 같다. 군집 A를 대표하

는 수유동(도봉로87길) 사례는 보행량과 교통량이 많고 속도가 느리며 사고가 많다는 

행태특성을 가지며, 역세권 이면도로의 먹자골목 상권에 속한, 활성화된 상업가로이다. 

군집 B를 대표하는 고척동(고척로27바길) 사례는 보행량은 중하위권이지만 높은 속도

와 교통량, 낮은 사고밀도의 대비가 두드러지는 사례이다. 간선도로와 자연녹지로 둘

러싸인 주거지역 내부에 위치하며 오류중학교 앞 통학로로 이용되는 가로이다. 군집 C

를 대표하는 장안동(한천로40길) 사례는 재래시장에 면한 근린상업가로로, 보행량은 

보통 수준이지만 속도, 교통량, 사고밀도가 모두 하위권에 속했다. 

이 절에서는 먼저 사례별 개요와 행태, 사고의 세부 특성을 확인하고, 1) 보행공간, 

2) 노면 형식, 3) 필지와 건축, 4) 보차동선체계의 4개 항목을 중심으로 가로 및 근린

환경을 분석하여 대상지별 행태 및 환경 특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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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수유동(도봉로87길 사례)

(1) 위치 및 범위

2017년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이 시행된 도봉로87길은 강북구 수유3동에 위치

하며, 폭 8m, 연장 약 270m의 도로이다. 대상지 주변의 근린영역은 직각삼각형 형

태의 외곽도로에 둘러싸여 있다. 근린영역의 범위와 영역 내 도로명, 주요 시설 현황은 

그림 5-1과 같다.

남동쪽 도봉로(35m)는 미아사거리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강북 지역을 가로지르는 

주요 간선도로로, 지하철 4호선과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통과한다. 남북 방향의 노해로

(25m)가 서쪽 경계를 형성하고, 동북쪽은 한천로(25m)가 지난다. 수유역 역세권을 

그림 5-1. 수유동 – 위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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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먹자골목 상권이 발달해 있고, 대로변의 일반상업지역은 「수유ㆍ번동지구 지

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북쪽 외곽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쪽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사이는 준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보차행태 상세

표 5-4는 대상가로에서 시범사업 전후 측정된 보행량, 교통량, 속도의 조사결과60)

이다. 평균적으로 보행량은 1등급, 교통량은 2등급, 속도는 3등급에 해당했고, 시간대 

및 전후 차이가 컸다. 보행량은 저녁에 많았고, 교통량은 오전에 많고, 속도는 저녁에 

가장 느렸다. 보행량은 전후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교통량은 모든 시간대에,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였고, 속도는 오전에는 소폭 증가, 오후와 저녁에 크게 느려지며 평균이 

크게 감소하였다. 

60) 보행량과 교통량은 원데이터에서 각각 15분, 30분 동안의 집계결과를 시간당, 분/m당으로 변
환하였고, 상대적인 높고 낮음을 판단하기 위해 표 4-1의 행태요인별 4분위수 등급(44개 대상지 
전체)에 따라 구분하였다. 이하 다른 사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시간대
보행량 교통량 속도

인/시간 인/분/m 분위수 대/시간 대/분/m 분위수 km/h 분위수

사전

오전 620 1.29 2 214 0.45 1 19.41 2

오후 808 1.68 1 136 0.28 1 23.77 1

저녁 1848 3.85 1 72 0.15 3 17.26 3

평균 1092 2.28 1 141 0.29 1 20.15 2

사후

오전 512 1.07 2 158 0.33 1 20.39 2

오후 684 1.43 2 118 0.25 2 10.29 4

저녁 1820 3.79 1 36 0.08 4 9.62 4

평균 1005 2.09 1 104 0.22 2 13.43 4

전체

오전 566 1.18 2 186 0.39 1 19.90 2

오후 746 1.55 1 127 0.26 2 17.03 3

저녁 1834 3.82 1 54 0.11 3 13.44 4

평균 1049 2.18 1 122 0.25 2 16.79 3

표 5-4. 수유동 : 보차행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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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행자우선도로 연차보고서에는 오전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출근 

통행이 많고, 오후와 저녁에는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많은 가로라고 진단하였

다. 사업 시행 전 문제점으로, 1) 진출입 지점과 결절점에 횡단보도가 있으나 감속시

설이 충분하지 않아 위험하며, 2) 직선구간에서 보행자가 없을 때 순간적인 가속 문제, 

3) 간판 및 노상주차에 의한 보행공간 침해 문제, 4) 보행자교통사고가 다른 대상지에 

비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보행자우선도로 설계안(그림 5-2)은 도로 전폭에 사선

격자형의 패턴에 밝은 배색을 활용하여 속도저감 효과와 가로의 활력 증진을 의도하였

다. 결절점에는 중심성을 강조하는 동심원과 횡단보도 역할을 하는 배색 패턴을 적용

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교차로 진입 시 속도저감을 유도하였다.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보행환경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사업요소별 만족도는 

66~70점으로 불법주차 단속, 차량속도 제한, 포장재질 순으로 높았다. 그러나 개선효

과에 대한 답변에서는 미관 등 쾌적성 향상을 제외하고, 안전성과 편리성 측면에서 부

정적 답변이 5-60%대로 나타났다. 운전자들 중 27%가 보행자에 대한 주의 및 감속

을 더 의식하게 된다고 답했으나, 실제 보차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는 답변은 18%로 

더 낮았다. 즉, 보행자우선도로의 이용자들은 가로 외관의 차별화와 운전자의 인식 변

그림 5-2. 수유동 - 보행자우선도로 설계안 

출처: 오성훈ㆍ박예솔(2018), 「2017 보행자우선도로 현황과 평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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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 시각적,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유효한 변화를 체감했지만, 그것이 실제 차량 속도

와 통행량과 적치물, 주정차 문제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지, 충돌 위험 감소라는 효

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 확신보다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타 의견

으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안내표시가 없다는 지적과, 예산 낭비, 효과가 없을 것 같

다, 지저분해질 것 같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3) 교통사고 상세

수유동 대상가로에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총 203건, 단위면적 1ha 

당 매년 35.45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44개 대상지 가운데 사고밀도가 가장 높았다. 같

은 기간 근린영역의 교통사고 상세특성을 확인해보면(표 5-5), 근린영역 전체 사고건

수는 총 1,228건이었다. 이 중 69.5%에 해당하는 853건이 외곽도로에서, 나머지 

375건이 내부도로에서, 다시 그 중에서 165건이 대상가로61)에서 발생했다. 도로연장 

100m 당 연간 사고건수62)로 환산하여 외곽도로와 내부도로, 대상가로의 사고밀도를 

61) 대상가로 버퍼영역의 사고 203건 중에서 외곽도로와 겹치는 진입지점 사고를 제외한 것이다.
62) 근린영역 전체 면적에는 도로 외 필지 면적까지 포함되는데, 외곽도로에는 도로 면적만 포함되
므로 면적이 아닌 도로 연장을 기준으로 사고밀도를 산출하였다. 소숫점을 고려하여 도로 연장 
100m당 연간 발생건수를 비교하였다. 이하 다른 대상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구분
전체 

사고건수

도로연장 대비 
사고밀도

보행자교통사고 심각도(중상이상)

연장(m) 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근린영역 1228 7207 1.89 477 38.8 331 27.0

외곽도로 853 1930 4.91 220 25.8 246 28.8

내부도로 375 5277 0.79 257 68.5 85 22.7

대상가로 외 210 5007 0.47 110 52.4 52 24.8

대상가로
(진입부 제외)

165 270 6.79 147 89.1 33 20.0

대상가로 203 - 160 78.8 48 23.6

표 5-5. 수유동 - 교통사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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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보면, 외곽도로는 약 4.9건, 내부도로는 약 0.8건으로 외곽도로가 6.2배 높았

다. 대상가로는 6.8건에 해당하여, 외곽도로보다도 1.4배 높았다. 대상가로는 내부도

로 총 연장에서 약 5%에 불과하지만 내부도로 교통사고의 약 44%가 집중 발생했다. 

내부도로에서 대상가로와 나머지 가로의 사고밀도는 14.6배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사고지점 분포(그림 5-3)를 보면, 대상가로에서

도 일반상업지역인 남쪽 구간에 사고가 집중되었다. 내부도로에서는 외곽도로에서 들

어오는 접점 부근에 사고가 집중되었다. 대상가로를 제외하면, 한천로143길, 한천로

139길, 노해로8길, 도봉로83길 등 근린영역을 관통하는 주요 가로들을 따라 여러 건

의 사고가 발생했고, 나머지 가로에서는 사고가 드물었다.

근린영역 전체 사고 중 보행자 교통사고는 477건으로 약 38.8%를 차지했고, 외곽

도로에서 25.8%, 내부도로에서 68.5%로 대비를 이루었다. 특히 내부도로 중에서도 

대상가로에서 무려 89.1%에 달했고, 나머지 가로에서는 52.4%였다. 사망사고는 1건

이었고, 사고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중상 이상 사고의 비율은 근린영역에서 27%였는데 

외곽도로에서 28.8%로 가장 높고, 대상가로에서 20%로 가장 낮았다.

<근린영역> <대상가로>

출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2017-2019)

그림 5-3. 수유동 - 교통사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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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로에 보행자교통사고가 집중 발생한다는 점은 다른 연구문헌에서도 확인된다. 

양종현 외(2016)는 서울시 전체 2009-2013년 데이터에서, 50x50m 격자망을 기준

으로 보행자 교통사고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5개 구역을 도출하였는데, 대상가로의 남

쪽 구간이 여기에 포함되었다.63) 즉, 대상가로의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은 외곽도로 및 

인접가로에 비해 월등히 높고, 보행자우선도로 44개 대상지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함께 상위권에 꼽힌 다른 

가로들을 고려하면, 대상가로만의 이례적이고 고유한 현상은 아니며, 유사한 조건에서 

재현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시간대별 사고특성(표 5-6)을 보면, 하루를 6시간씩 4개의 시간대로 나누어볼 때, 

저녁(오후6시-12시) 및 심야(오전0시-6시)에 발생한 사고 비율이 각각 33.8%, 

26.6%로, 전국 통계의 30.2%, 9.5%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특히 대상가로에서 

심야 사고가 41.8%로 가장 많았고, 저녁(33.9%)까지 합하면 전체 사고 4분의 3 이

상이 야간에 발생했다.

63) 전체 1위가 영등포역, 2위 신논현역, 3위 신천(잠실새내)역, 4위 수유역, 5위 방이동 먹자골목
이었다. 이 중 영등포역은 대로변의 횡단보도 사고가 많았고, 방이동은 생활도로의 결절점 주변에 
사고가 집중되었다. 나머지 3개 사례는 1) 역세권 먹자골목이라는 점 2) 외곽도로에서 생활도로로 
이어져 들어오는 영역에 사고가 집중되었다는 점, 3) 모두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군집 
A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구분 전체 
심야 오전 오후 저녁

야간
건 % 건 % 건 % 건 %

근린영역 1228 327 26.6 229 18.6 257 20.9 415 33.8 60.4

외곽도로 853 210 24.6 165 19.3 188 22.0 290 34.0 58.6

내부도로 375 117 31.2 64 17.1 69 18.4 125 33.3 64.5

대상가로 외 210 48 22.9 43 20.5 50 23.8 69 32.9 55.7

대상가로
(진입부 제외)

165 69 41.8 21 12.7 19 11.5 56 33.9 75.8

대상가로 203 82 40.4 27 13.3 24 11.8 70 34.5 74.9

(2019년 전국) - 9.5 25.9 34.5 30.2 39.7

표 5-6. 수유동 - 교통사고 상세(시간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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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차종별로는 이륜차 관련 사고64)의 비율이 높았다. 가해 차종이 이륜차 

등인 경우가 192건, 15.2%로, 이 중 154건이 외곽도로에서 발생하여 외곽도로 사고

의 18.1%를 차지했다. 2019년으로 한정해보면 이 비율은 각각 17.4%, 21.1%로 상

승하여 2019년 전국 통계의 11.8%를 상회한다. 피해차종이 이륜차 등인 경우는 전

체 20.6%, 외곽도로에서 24.5%였다. 이륜차 등의 통행이 많고, 관련 사고가 증가하

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내부도로(10.1%)와 대상가로(6.7%)에서는 이륜차 사고 비

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륜차 사고가 적기보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워낙 많기 때

문이다.65)

(4) 공간형식

그림 5-4는 수유동 근린영역의 보도 설치 현황이다. 내부도로의 도로폭원별, 보도

설치 유형별 구성비는 표 5-7과 같다. 내부도로 중 보도가 없는 구간이 92.9%이고, 

보도 설치구간은 소수의 넓은 도로에 집중되어 있다. 보도 설치 구간 중에서는 편측 

설치 구간 11.2% 외에는 대부분 양측에 설치되어 있으며, 모두 단차나 차단시설을 갖

춘 정식보도로, 약식보도는 없었다.

보도 설치 형식에 따른 내부도로의 단면구성은 표 5-8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

로 나타난다. 한천로139길은 강북구청 앞을 지나는 폭 15m의 넓은 도로이다. 양쪽에 

단차와 연석이 있는 정식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영역은 중앙선이 있는 왕복 2개 

차로와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봉로89길은 구청 정면의 중심축으로 

진입하는 15m 폭의 가로이며, 2009년 도봉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광

장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정비되었다.66) 1개 차로 폭의 일방통행 공간만 남기고 나머

64) 교통사고 통계상의 차종 분류에서 이륜차를 비롯하여 사륜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PM), 5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건수를 합산하였다.
65) 내부도로 연장 대비 이륜차사고건수가 수유(0.007), 고척(0.002), 장안(0.004)으로 가장 높았
다.
66)오상도 기자, “강북 수유역 주변 걷기 좋은 거리로”, 서울신문(20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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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보행자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노면의 단차는 없지만 보차영역의 경계를 따라 배치

된 식재와 가로시설물이 물리적 차단시설의 역할을 하므로 정식 보도로 분류하였다. 

내부도로 보도 형식
보도연장 설치율

폭원 연장 구성비 양측+정식 편측+정식

4m 미만 2135 40.5 　 　

6m 미만 994 18.8 　 　

8m 미만 1160 22.0 　 　

10m 미만 691 13.1 38 42 80 11.6

12m 미만 　

12m 이상 297 5.6 297 297 100

합 계 5276 100.0
334

(88.8)
42

(11.2)
376 7.1

표 5-7. 수유동 - 보도 설치 현황 (폭원별)

그림 5-4. 수유동 – 보도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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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로8길은 한천로139길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입 지점에서 폭이 8m로 좁아진

다. 북측에는 어린이공원 경계를 따라 약 1m의 좁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또 주상

복합 등 신축필지의 전면공지를 활용하여 단차 있는 보도가 부분적으로 조성되어 있

다. 그러나 주변과 연속되지 않고 필지 경계에서 끝나며, 필지 안에서도 주차장 진입시

설에 의해 단절되어 있다.

(5) 노면과 시설 

그림 5-5는 수유동 내부도로의 노면 정비 현황이다. 내부도로에서 노면 정비구간의 

비율은 28.2%로, 보도 설치 구간의 약 4배에 해당했다. 폭원별 구성비를 살펴보면(표 

5-9), 디자인서울거리 구간은 12m 이상 도로 중에서 22.8%를 차지했다. 보도블록으

로 포장된 세가로는 6m 미만 도로의 약 38.1%를 차지했다. 보행자우선도로 대상구

간은 비슷한 폭원(8-9m)의 가로들 중 39.6% 해당했다. 6-7m 도로 중에는 정비구

간이 없고, 모두 일반적인 아스팔트 포장이 적용되어 있다. 내부도로 전체에 30km/h 

구간 단면 보도 및 단면 특성

한천로139길
- 구청 앞을 지나는 넓은 도로(15m)
- 양측에 연석과 단차가 있는 정식보도
- 왕복2차로의 주행공간과 노상공영주차장

도봉로89길

- 구청 정면으로 진입하는 상징가로(15m)
- 보차공존형 특화가로로 정비(2009년)
- 양측에 단차 없는 넓은 보도에, 식재와 

가로시설물로 물리적 차단시설
-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

노해로8길

- 한천로139길과 연결된 가로지만 폭이 좁음(8m)
- 공원 경계부, 주상복합아파트 등 신축건물 전면 

후퇴부를 따라 연석과 단차 있는 보도 설치
- 불연속적이고 양측구간과 편측구간 혼재
- 주행공간은 약 7m로 중앙선 없이 양방통행

노상주정차 발생

표 5-8. 수유동 - 보도 설치 현황 (구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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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이 적용되며, 과속방지턱, 주차단속/견인지역, 일방통행,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의 노면표시와 표지판 등이 진입 및 주요지점마다 설치되어 있다.

내부도로 노면형식 정비구간
연장

정비율
폭원 연장 구성비 블록형 패턴형

4m 미만 2135 40.5 715 　715 33.5

6m 미만 994 18.8 434 　434 49.3

8m 미만 1160 22.0 　 　

10m 미만 691 13.1 274 274 39.6

12m 미만 　

12m 이상 297 5.6 68 35 22.8

합 계 5276 100.0
1217
(81.6)

274
(18.4)

1491 28.2

표 5-9. 수유동 – 노면 정비 현황 (폭원별)

그림 5-5. 수유동 – 노면 정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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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과 패턴이 유사한 구간들을 묶어보면, 표 5-10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 대상구간인 도봉로87길은 아스팔트 노면 위에 스탬프 포

장기법을 적용하여 입체적인 재질과 배색을 넣었다. 디자인 서울거리로 조성된 도봉로

89길은 도로 전체가 석재로 포장되었다. 또한 주거지역 안쪽 골목길 중에 보도블록으

로 정비된 구간이 있다. 주로 과다열로 구성된 소가구(block)의 안쪽 필지에 접근하는 

세가로 중에, 루프형, 막다른 골목 등을 제외하고, 비교적 긴 골목 위주로 보도블록 포

장이 적용되었다.

구간 단면 노면 및 시설 특성

도봉로87길
- 보행자우선도로, 아스팔트+스탬핑 
- 사선 격자형의 분절된 패턴

도봉로89길
- 디자인서울거리, 광장형 복합문화공간
- 전면에 석재 포장, 식재와 가로시설물

한천로143길 
외

- 전면에 보도블록 포장
- 소가구 내부의 6m 미만의 세가로 중 긴 구간

노해로8가길 
외

- 아스팔트 노면의 일반적인 도로
- 30km/h 속도제한, 과속방지턱, 주차단속/견인지역, 

일방통행,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의 노면표시와 표지판

표 5-10. 수유동 – 노면 정비 현황 (구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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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지와 건축

그림 5-6의 필지와 건축 현황을 보면, 외곽의 대로변과 내부, 남쪽 상업지역과 북쪽

의 주거지역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북쪽에는 가로변 필지와 건물이 대체로 조밀

하고 연속적인 반면, 남쪽에는 대형필지와 신축건물이 부분적으로 들어서 건축선과 높

이, 밀도와 공간감이 들쭉날쭉하다. 상업지역과 대로변에 비주거 용도의 건물이 많다. 

주거지역에서도 주요 가로변에 저층부 상업, 상층부 주거 혼합용도가 나타나며, 내부

도로, 북쪽으로 갈수록 주거 전용의 건물이 많아진다. 대상가로는 상업과 주거지역을 

가로지르는데, 전 구간이 작고 균일한 필지, 개방적인 용도와 입면에 면해 있다.

필지규모 노후도

용도혼합 주택유형

그림 5-6. 수유동 – 필지와 건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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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업용도라도 세부 업종의 분포 양상에 따라, 가로와 저층부의 관계가 달라진

다. 구청 앞길과 대상가로 북쪽 구간에는 음식점과 주점이 많은 반면, 남쪽 구간의 경

우 1층에는 화장품, 옷가게 등 판매시설이, 상층에는 유흥주점, 노래방, 테마카페 등의 

놀거리가 입지하여, 지역 내 거주인구보다 방문인구, 젊은 소비자 위주의 업종에 특화

되어 있다. 구청 앞 삼거리에는 구청 업무와 관련된 업종으로 건축사, 법무사 등 전문

직종과 인쇄소, 사진관 등이 모여 있다. 상업지역에서 소가구 안쪽의 세가로는 대로변 

건물의 뒷면으로 기계식 주차장, 설비, 적치물 등이 노출되어 있거나, 가로에 폐쇄적인

유흥, 위락, 숙박시설 등이 입지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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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차동선체계

수유동의 내부도로망(그림 5-7)은 삼각형의 외곽도로 영향으로 교차점의 각도나 간

격, 소가구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 다만 소가구를 3-4열로 구성하고, 2-3m 폭의 

세가로를 통해 내부 필지로 접근하는 방식은 같은 시기 구획정리로 조성된 주변 지역

과 비슷하다. 내부도로의 위계는 소가구를 구획하는 6-9m 도로와, 6m 미만의 세가

로로 뚜렷이 구분되며, 세가로 중 4m 미만 도로와 막다른 골목 비율이 높다. 15m로 

확폭된 구청 앞 T자형 구간은 전체 가로망에서 이례적인 요소이며, 기능적 위계보다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다. 도봉로와 구청 앞길 사이의 일방통행 가로 중, 나가는 방향은 

대상가로가 유일하다. 나갈 때 신호등에 따라 직진과 비보호 좌회전이 모두 가능하다. 

그림 5-7. 수유동 – 내부도로망 (폭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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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의 분포 현황(그림 5-8)67)를 보면 주거지역에는 주차장 미확보 건물이 많

고 거주자용 소규모 주차공간이 여러 가로에 분산되어 있는 반면, 상업지역에는 노상

공영주차장과 대형 필지의 부설주차장이 방문객 주차를 수용하고 있으며, 3m의 좁은 

뒷골목에도 주차장을 갖춘 시설들이 많다. 

67)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부설주차장, 서울시 주차정보시스템의 공영 및 부설주차장 정보, 자치구
별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시스템의 구획 정보를 확인하였다. 건축물대장 상 주차대수가 0인 건물만 
회색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연립주택처럼 건축시기/유형에 따라 주차장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나 민영주차장 등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다. 소규모와 대규모 주차장의 규모 차이와 시인성 및 체
감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1대와 100대의 경우 길이가 아닌 면적의 차이가 100배가 되도록, 지도 
상에서 원의 반경은 주차대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도록 설정하였다. 이하 다른 대상지도 동일한 기준
을 적용하였다.

그림 5-8. 수유동 – 주차시설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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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고척동(고척로27바길 사례)

(1) 위치 및 범위

2016년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이 시행된 고척동 대상가로는 오류중학교의 남측

과 동측 담장을 감싸는 ㄱ자형의 구간으로 총연장은 약 220m, 폭원은 6m이다. 학교 

정문이 있는 남측의 본선은 고척로27바길의 일부이며, 동측의 지선은 세곡초 앞 스쿨

존에서 이어지는 고척로33길의 말단부로, 남에서 북 방향의 일방통행 가로이다.

근린영역의 범위와 영역 내 도로명, 주요 시설 현황은 그림 5-9과 같다. 대상가로를 

둘러싼 외곽도로는 북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정로(25m), 중앙로(30m, 구 강서로), 

고척로(20m), 남부순환로(30m)로 이어지며 약 1,300m x 850m의 뚜렷한 직사각

그림 5-9. 고척동 - 위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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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형태의 대가구를 형성한다. 대가구 안에 구로구 고척2동과 개봉1동, 양천구 신정3

동의 행정구역 경계가 만나고, 지형적으로도 고척근린공원과 계남근린공원, 온수공원

(매봉산)로 이어지는 자연녹지가 물리적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오류중학교 서측 경계부터 4m의 비정형가로인 고척로31길을 기준으로 동쪽은 고

척2동, 서쪽은 개봉1동이다. 동쪽으로는 고척근린공원을 경계로 고척고등학교가 있는 

‘능골’ 지구와 분리되며, 고척로51길이 두 지역을 잇는 유일한 병목 역할을 한다. 북

쪽에서의 진입은 신정로14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행정구역상 양천구에 속하는 양천

고등학교, 학마을 단지, 신트리 단지 등과는 계남근린공원을 경계로 분리되어 있다. 용

도지역은 대부분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자연녹지에 인접한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

역, 남부순환로와 가까운 구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보차행태 상세

시간대
보행량 교통량 속도

인/시간 인/분/m 분위수 대/시간 대/분/m 분위수 km/h 분위수

사전

오전 220 0.61 3 164 0.46 1 32.94 1

오후 348 0.97 2 196 0.54 1 26.74 1

저녁 176 0.49 4 94 0.26 2 34.56 1

평균 248 0.69 3 151 0.42 1 31.41 1

사후

오전 172 0.48 4 126 0.35 1 31.48 1

오후 236 0.66 3 130 0.36 1 27.98 1

저녁 164 0.46 4 94 0.26 2 33.42 1

평균 191 0.53 3 117 0.32 1 30.96 1

전체

오전 196 0.54 3 145 0.40 1 32.21 1

오후 292 0.81 3 163 0.45 1 27.36 1

저녁 170 0.47 4 94 0.26 2 33.99 1

평균 219 0.61 3 134 0.37 1 31.19 1

표 5-11. 고척동 - 보차행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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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는 고척동 대상가로에서 시범사업 전후 측정된 시간대별 보행량, 교통량, 

속도의 조사결과이다. 보행량은 시간당 평균 219명, 0.61인/분/m였다. 하교시간이 

포함된 오후시간대에 가장 많았고 저녁에 가장 적었다. 오후에 2~3등급, 오전에는 

3~4등급, 저녁에는 모두 4등급에 해당했고, 모든 시간대에서 사후 감소했다. 교통량

은 오전, 오후 1등급, 저녁 2등급의 패턴이 반복되었고, 오전과 오후에 약간 감소, 저

녁에는 동일했다. 속도는 전후 모든 시간대에서 1등급이었다. 전후 평균 약 0.4km/h 

감소했으나 시간대별 증감이 엇갈려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보행량이 가장 많은 오

후에는 평균 속도가 30km/h이하로 떨어졌고, 같은 날 오전, 저녁과 3.5~7.8km/h

까지 차이가 났지만 모두 빠른 편이었다. 

대상가로는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량에 비해 교통량이 많은, 통과 기능 위주의 

가로로 이용되고 있었다. 특히 평균속도는 44개 대상지 중 가장 빠를 뿐 아니라, 유일

하게 30km/h을 초과하는 사례였다. 중학교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었고, 시범사업 당시에는 30 생활도로구역 등 다른 속도규제도 적용되지 않은 상

황이었다. 2016년 보행자우선도로 연차보고서에는 전형적인 주거지역 내 이면도로로, 

진입차량의 통행로라고 진단하였다. 사업 시행 전의 문제점으로 1) 진입부의 마트 등

이 유발하는 보차통행과 조업 및 방문주차, 2) 어린이도서관 전면주차장으로 인한 보

행동선 단절, 3) 오류중 정문 앞 가속으로 보행량이 많은 등하교시간대의 사고위험, 4) 

동쪽 담장을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로 인한 보행공간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다른 대상지에 비해 속도의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 사례였지만, 사업내용은 노면포장

과 시각적 분절 위주의 전형적인 설계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림 5-10의 설

계안에서, 과속방지턱 이외에 감속을 위한 추가 조치는 없었다. 학교 정문 앞에 속도 

측정기를 설치했으나 운전자에게 정보를 줄 뿐 실제 단속의 효력은 없었다. 설계안에 

대한 설명은 ‘주거지의 한적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강조색을 활용하여 리

듬감과 활력을 부여하였다. 본선은 여러 구간으로 분절하여 도로 전폭에 연노랑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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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녹색, 또는 녹색 바탕에 갈색을 조합한 지퍼형 패턴을 교차 적용하고, 결절점, 정문 

앞은 사선형과 동심원 패턴으로 차별화하여 시인성을 강조하였다. 동쪽의 지선에는 일

방통행 노면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아스팔트 노면을 재정비하되, 분절과 

배색 없이 자연석 패턴으로 전체적인 질감을 주었다. 정문 서쪽 구간에는 담장 아래 

벽면에 모자이크 타일로 ‘명화거리’를 조성하고, 그밖에 정문 앞에 속도측정기와 과속

경보표지판, 안내판 등을 설치했다.

결과적으로 평균속도는 사후에도 여전히 30km/h를 상회했고, 사전 속도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보행환경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사업요

소별 만족도는 차량속도 제한이 약 78점으로 가장 높았고, 불법주차 단속 약 68점, 

노면포장 약 60점으로 요소 간의 점수 차이가 다른 사례보다 큰 편이었다.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이 많지 않았고, 적치물과 추월차량 감소, 가로 미관, 감속 인식

에 대한 긍정 답변이 과반 이상이었다. 실제 효과에서 차량속도 감소, 충돌위험 감소, 

차량통행량 감소, 주정차 감소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은 20~40%대로 과

반에 미치지 못했다. 세부 의견에서는 주로 일방통행과 거주자 주차 때문에 차량통행

이 불편하다는 불만과, 퇴색, 오염 등 유지관리와 미관상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림 5-10. 고척동 - 보행자우선도로 설계안 

출처: 오성훈ㆍ박예솔(2017), 「2016 보행자우선도로 현황과 평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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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 상세

고척동 대상가로에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총 7건, 단위면적 1ha 당 

매년 1.5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근린영역의 교통사고 상세특성을 확인해

보면(표 5-12), 전체 사고건수 총 331건 중에서 67.7%에 해당하는 224건이 외곽도

로에서, 나머지 107건이 내부도로에서 발생했다. 도로연장 100m 당 연간 사고건수

는 외곽도로에서 2.15건, 내부도로 0.10건, 대상가로 0.35건으로, 외곽도로에서 가

장 높았다. 사고건수 자체는 연간 1건 미만으로 절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분모에 해당

하는 구간길이가 근린의 전체 가로연장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대상가로의 사고밀도

가 주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보행자 교통사고 비율은 외곽도로에서 17.9%, 내부

도로에서 43%였다. 사망사고는 9년간 총 5건이었고68), 중상 이상의 사고 비율은 약 

35%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고지점 분포(그림 5-11)를 보면, 서쪽의 남부순환로

는 교통사고 자체도 적고 보행자 교통사고가 거의 없다. 국지도로와 접속이 차단된 간

선도로로서, 횡단보도 없이 육교와 지하도로만 건널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조

68) 사망사고 중 외곽사고 중 1건은 터널 내 차량단독 사고, 1건은 고척로와 남부순환로 교차로에
서 신호위반차량과 횡단보도 상의 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였고, 같은 지점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2
건 더 발생했다. 마지막 1건은 4.5m 협소도로에서 발생하여 생활도로 사고에 해당하는데, 단일로-
기타구간, 기타-안전의무 불이행 사고로 분류되었고, 야간, 젖은 노면 상태라는 요인이 확인되나 사
망까지 이르게 된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다.

구분
전체 

사고건수

도로연장 대비 
사고밀도

보행자교통사고 심각도(중상이상)

연장(m) 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근린영역 331 13,279 0.28 86 26.0 117 35.3

외곽도로 224 1157 2.15 40 17.9 81 36.2

내부도로 107 12,122 0.10 46 43.0 36 33.6

대상가로 외 100 11,902 0.09 43 43.0 35 35.0

대상가로 7 220 0.35 3 42.9 1 14.3

표 5-12. 고척동 - 교통사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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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남쪽의 고척로 변에는 교차로와 내부도로 접점에 사고가 많았다. 내부도로 차

대차 사고는 결절점, 보행자 교통사고는 고척로27길과 고척로33길을 따라 분포했다. 

시간대별 구성비를 살펴보면(표 5-13), 전국 통계 대비 오전, 오후 시간대가 적고 

심야와 저녁 시간대 사고가 많았으며, 외곽도로에서 심야 사고가 특히 더 많았다. 앞서 

행태조사에서는 저녁 7-8시 사이의 보차통행이 오전, 오후보다 적었으나, 근린 전체, 

비첨두시간까지 포함할 경우 주간보다 야간의 생활인구가 더 많은 주거지역의 특성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차종별 구성비에서 이륜차 관련 사고는 가해차종 56건

(16.9%), 피해차종 70건(21.1%)으로 높았다. 내부도로에서는 각각 18.7%과 19.6%

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다만 2019년에는 25%, 37.5%로 높아졌다.

구분 전체 
심야 오전 오후 저녁

야간
건 % 건 % 건 % 건 %

근린영역 331 66 19.9 61 18.4 82 24.8 122 36.9 56.8

외곽도로 224 51 22.8 40 17.9 50 22.3 83 37.1 59.8

내부도로 107 15 14.0 21 19.6 32 29.9 39 36.4 50.5

대상가로 외 100 14 14.0 18 18.0 31 31.0 37 37.0 51.0

대상가로 7 1 14.3 3 42.9 1 14.3 2 28.6 42.9

(2019년 전국) - 9.5 25.9 34.5 30.2 39.7

표 5-13. 고척동 - 교통사고 상세 (시간대별)

<근린영역> <대상가로>

출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2017-2019)

그림 5-11. 고척동 - 교통사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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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형식

그림 5-12는 고척동 근린영역의 보도 설치 현황이다. 내부도로 전체에서 보도 설치

율(표 5-14)은 16.6%였다. ‘6-9m 도로에 설치된 편측 보도’가 보도 연장의 83.6%

를 차지했고, 이는 동급 도로의 39.7%에 해당했다. 그에 비해 내부도로의 60%에 해

당하는 6m 미만 도로에는 보도설치율이 2.5%에 불과했다. 구간별 보도 특성을 재질

과 단면 형식에 따라 표 5-15와 같이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도로 양

측에 정식보도를 갖춘 것은 첫 번째 유형, 단차 없이 평면적, 시각적으로 분리된 약식

보도는 마지막 유형 뿐이었고, 나머지 4가지 유형은 모두 연석과 단차가 있는 편측 보

도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림 5-12. 고척동 – 보도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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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의 신정로에서 연결되는 유일한 진입로인 신정로14길 구간에는 가장 강력한 보

차분리 형식이 적용되어 있다. 아파트단지와 양천고등학 담장을 따라 양측 보도가 설

치되어 있고, 보도 경계는 연속된 울타리로 완전히 가로막혀 있으며, 횡단보도는 있지

만 신호등은 없다. 양천구와 구로구의 경계에 해당하는, 고척로27길과 만나는 5지 교

차로에서 보도가 끝난다.

초록색 인터로킹 블록으로 포장된 편측 보도는 대상지에서 가장 흔한 유형으로, 재

질과 형식이 유사한 것으로 볼 때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근린영역에서 

서남쪽, 세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과 고척로에 인접한 도로들에 설치되어 있다. 

8m 도로의 경우 중앙선 없는 양방통행으로 운영된다. 필로티 진입로를 가로막지 않고 

교행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는 선에서, 유휴공간을 이용한 노상주차를 흔히 볼 수 있다. 

6m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도를 제외하면 자동차 1대가 겨우 통과

할 수 있는 공간이 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상주차가 불가능하지만, 턱낮춤 부분을 

이용한 보도 위 무단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세곡초등학교 정문 주변 등 일부 지점

에만 단속용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고척로23길은 남부순환로에 부설된 측도69)로서, 간선도로가 인접 도로와 필지에 직

69) “측도”라 함은 본선 도로의 접근관리 또는 도로 주변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본선 차도

내부도로 보도 형식 보도
연장

설치율
폭원 연장 구성비 양+정 편+정 양+약

4m 미만 1224 10.1

6m 미만 6061 50.0 150 150 2.5

8m 미만 2716 22.4 979 979 36.0

10m 미만 1512 12.5 701 701 46.4

12m 미만

12m 이상 606 5.0 78 103 180 29.7

합 계 12118
78

(3.9)
1782
(88.7)

150
(7.5)

2010 16.6

표 5-14. 고척동 - 보도 설치 현황 (폭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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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연결되지 않도록 접도기능을 대신 담당한다. 일방통행 도로이며, 유휴공간이 넓어

서 주차공간으로 이용된다.70) 남부순환로 경계에는 방음벽과 도로시설물 공사로 관련 

에 병행하여 설치되는 도로를 말한다. 출처: 「접도구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제2019-190호)」
70) 2020년 5월 네이버 지도의 로드뷰를 기준으로, 고척로23길 변에서 공식적인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이 59대가 확인되고, 특히 화물차 등 대형차량이 많았다.

구간 단면 보도 및 단면 특성

신정로14길

- 북쪽의 신정로에서 진입하는 도로
- 양측 정식보도 
- 아파트 단지 경계와 양천고등학교 담장에 면해 

있으며, 울타리로 완전히 차단된 보도

고척로25,27,33길,
고척로27가길 일대

- 세곡초 통학로와 고척로에 접한 진입로 일대
- 녹색 인터로킹 블록(2009년 이전 정비)
- 편측에만 정식보도지만 턱낮춤구간 무단주차,

협폭/단절 구간이 많음

고척로23길

- 폭이 넓고 연속된 보도, 건물 신축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정비, 구간마다 재질이 다양함  

- 남부순환로와 평행, 분리된 도로
- 방음벽 공사 중, 주유소, 차량정비/재활용시설 등 

어수선한 외곽지대
- 유휴공간 많아 공식/비공식 주차수용

고척로55길
- 계남근린공원 순환도로(2012년 개통)
- 편측 정식 보도 설치
- 중앙선 없는 양방향 도로에 20km/h 속도제한

고척로27바길
고척로33길

- 보행자우선도로 대상가로 일부 구간
- 오류중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으로 

담장후퇴+노상 주차구획이전+보도설치
- 약 2m 폭의 정식보도, 중앙에 가로수 
- 기존 도로폭 유지, 확장 효과

고척로33라길

- 녹색주차마을 정비구간의 중심가로
- 양측에 약식보도, 색상과 패턴 배색
- 도로 중앙에 1개 차로, S자형 굴곡도로 형태 

가로 방향의 배색 띠로 감속 유도

표 5-15. 고척동 - 보도 설치 현황 (구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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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고, 측도에 면한 필지에는 주유소,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시

설 등이 입지하여 어수선한 느낌을 준다. 편측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의 유형과 

달리 재질, 형식, 폭원이 구간마다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일괄적인 조성이 아니라 

신축 시 필지 내 전면공간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고척로55길에서 오류중-고척고 구간은 ‘계남근린공원 순환도로공사’를 통해 2012

년 7월 완공되었다. 고척근린공원을 경계로 서로 단절된 동서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자연녹지 일부를 전용하여 도로를 개설하였다.71) 원래는 도로에 접한 필지가 없기 때

문에 차도로만 조성되었는데, 2015년 경 편측 보도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인접한 공

원 산책로와 숲길, 등산로와 연결되는 운동, 여가 목적의 보행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72)

대상가로의 일부 구간에도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이후인 

2019년, 오류중학교와 구청의 협의를 통해 담장과 통학로를 정비하고 보도를 설치한 

것이다. 이 중 남쪽 구간은 기존 양방통행을 유지하면서 도로 내 보도 설치공간을 확

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도로 경계선에 있던 담장을 2m 정도 안쪽으로 이전하고 학

교 부지 일부를 전용하여 보도를 만들었다. 학교 동쪽의 일방통행 구간에서는 학교 부

지가 도로보다 낮아 담장 이전이 불가능했다. 대신 담장에 면해 있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회전형 교차로 옆의 공터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보도를 설치하였다. 주 이용자

인 학생들은 “예전에는 차량이 오면 주차된 차량 사이로 몸을 숨겼다가 다시 나오고 

친구들과 일렬로 줄지어 걸어야 하는 등 신경을 곧추세워야” 했는데, 적어도 학교 주

변에서만큼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73) 

71) http://news.guro.go.kr/
72) ‘구로올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계남근린공원에서 시작하는 ‘산림형 1코스’는 대상가로를 거
쳐 남부순환로 위의 육교를 건너면 2코스인 매봉산 등산로 구간으로 이어진다. 
http://cafe.daum.net/greenguroolleh/
73) 지성배 기자, “인터뷰-인도 없는 등굣길부터 해결한 홍제남 교장 ” 내부형 공모교장이라 가능
했지요“, 에듀인뉴스, 2020.7.15.,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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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녹색주차마을 시범사업의 일부 구간에 적용된 약식보도 설치 사례가 있

다. 녹색주차마을은 담장허물기를 통해 내 집 앞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그린파킹’ 사업

을 골목길 및 마을 단위로 확장한 사업으로, 노상주차 뿐 아니라 가로와 보행공간을 

연속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근린영역 내 여러 구역에 시행되었는데, 이 중 북

동쪽 고지대에 위치한 약 150m 구간에, 분리형 보차공존도로에 해당하는 설계안이 

적용되었다. 해당 구간은 폭원이 약 5.5m에 불과하지만 주변의 4-5m 가로들을 연결

해주는 역할을 한다. 단차나 물리적 차단시설 없이, 노란 점선과 매립형 연석, 노면 배

색과 패턴의 시각적 대비로 보차영역을 구분한 약식보도이다. 도로 중앙 부분에는 차 

1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공간에, 녹색 띠 모양의 배색을 넣고, 선형을 S자로 왜곡

하는 속도저감기법을 적용하였다. 좁고 구불구불한 공간이지만 실제 단차는 없기 때문

에 대형차량 통행이나 교행, 주정차 등 공간 활용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보도에 해

당하는 길가장자리구역은 시인성이 강한 빨강색으로, 사고석 포장과 유사한 부채꼴 무

늬를 넣었다. 2015년 노후화된 아스팔트 노면을 재포장하면서 연석과 패턴은 사라졌

고, S자 선형과 노란 점선과 붉은 배색만 남아있다.

(5) 노면과 시설

고척동 근린영역에는 보행자우선도로 외에도 녹색주차마을, 어린이보호구역 등 다른 

사업에 의해 정비된 여러 가지 노면형식이 혼재하고 있다(그림 5-13, 표 5-16). 

먼저 대상가로는 2019년 오류중 통학로에 보도를 설치할 때 차도 부분까지 전면 

재시공하면서 기존 보행자우선도로 설계안의 패턴이 사라졌다. 정문 앞 남측에는 밝은 

회색의 민무늬 바탕에 원색의 반원형 문양을 불규칙하게 배치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주변 가로와 결절점에는 시인성을 강조하는 붉은색 미끄럼방지포장을 넣었다. 동쪽 구

간에는 입체적인 스탬프 패턴 위에 빨강, 노랑, 초록, 회색의 강한 배색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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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주차마을 시범사업에서 정비된 골목길의 노면형식은 크게 세 가지인데, 1) 블록 

포장, 2) 보행자우선도로처럼 아스팔트 위에 패턴과 배색을 더한 스탬프 포장, 3) 아

내부도로 노면 형식
연장 정비율

폭원 연장 구성비 블록형 패턴형 부분 단색

4m 미만 1224 10.1 30 30 2.4

6m 미만 6061 50.0 570 218 815 1604 26.5

8m 미만 2716 22.4 71 160 609 840 30.9

10m 미만 1512 12.5 288 288 19.0

12m 미만

12m 이상 606 5.0

합 계 12118
600

(21.7)
289

(10.5)
975

(35.3)
897

(32.5)
2761 22.8

표 5-16. 고척동 – 노면 정비 현황 (폭원별)

그림 5-13. 고척동 – 노면 정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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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팔트 노면 위에 녹색 띠를 부분 도색한 경우이다. 1)은 주로 세곡초 남쪽에, 2)는 삼

덕마을 내 일부 구간에 적용되었고, 3) 유형이 가장 많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색의 

미끄럼방지포장 위에 흰색 노면표시가 강조된다.

 

(6) 필지와 건축

고척동 일대는 자연발생적인 주거지역이었으나 1970년대 주택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학교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뒤이어 정비되었다. 지금도 비정형의 가로나 필

지 형태가 일부 남아 있다. 규모 면에서 90-330 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필지가 전체 

구간 특성

보행자 
우선도로

  

1) 2016년 보행자우선도로 설계안
- 아스팔트+스탬핑 작은 격자형 패턴, 지그재그형의 배색
- 보차영역의 명시적 구분 지양하고 공간통합과 감속 유도
2) 2019년 통학로 정비와 보도설치로 재시공된 안
- 밝은 회색의 민무늬 바탕에 부분적으로 배색과 무늬 적용

녹색주차마을
  

- 구역마다 패턴 차이가 있으나 회색과 녹색을 공통으로 활용 
1) 블록 포장 2) 스탬프 패턴과 배색 3) 아스팔트 노면 위 녹색 띠 도색

어린이 
보호구역

- 단색 컬러포장(붉은색 미끄럼방지포장)
- 속도제한 등 노면표시 강조고척로27가길 

표 5-17. 고척동 – 노면 정비 현황 (구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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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대지 수의 90%, 면적의 약 80%를 차지한다. 건축물 구성에서는 근생 등 다른 용

도와 복합되지 않은 주거전용 건축물의 비율(79.9%)이 높고, 1980-90년대에 지어진

(72.4%), 2층 이하(69.4%), 단독 및 다가구주택(65.3%)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대체로 주거지 조성 당시의 공간구조와 용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점진적으

로 변화해왔다. 영역 내 흔치 않은 대형 필지와 신축 건물은 대부분 오류중학교가 있

는 북서쪽 사면에 모여 있다. 근린상업을 포함한 비주거용도는 고척로27길과 고척로

33길, 고척로27가길, 고척로25길 등을 따라 분포한다.

필지규모 노후도

용도혼합 주택유형

그림 5-14. 고척동 – 필지와 건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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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차동선체계

고척동 사례는 단위 면적당 가로 연장이나 교차밀도 등 연결성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높지만, 격자형과 자연발생형 가로망의 특성이 혼합되어 복잡한 보차동선체

계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5-15). 

먼저 내부도로에서 협소도로의 구성비가 높다. 4m 미만 도로는 10% 뿐이지만, 최

소한의 접도여건을 충족하는 4-6m 미만 도로가 절반을 차지하여, 전체의 60% 이상

이 보도 설치가 어려운 가로로 분류된다. 수유동에서 소가구를 구획하는 도로와 내부 

필지 접근을 위한 세가로의 위계가 명확히 구분된 반면, 고척동에서 2열 소가구를 구

획하는 도로가 가장 말단부에 해당하며, 상위 도로와 차이가 크지 않다. 6m 이상 도

그림 5-15. 고척동 – 내부도로망(폭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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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주로 서쪽과 북쪽 가장자리에 있고, 지형적 영향이 큰 세곡초 주변 동쪽 구역에

는 6m 이상 도로가 드물다.

둘째, 남쪽의 고척로를 제외하면 3면의 경계가 방음벽, 자연녹지와 근린공원, 학교 

등에 둘러싸여 있어, 외곽도로에서 연결되는 접점이 제한적이고 내부에 막다른 골목이 

많다. 서쪽의 남부순환로와의 접점은 전혀 없고, 고척로27가길 끝에 지하차도(굴다리)

를 통해서만 건너편으로 연결된다. 북쪽에서는 신정로14길, 동쪽에서는 고척로55길을 

통해서만 연결된다. 남쪽의 고척로에는 단 500m의 구간에, 14개의 골목이 접하고 있

어 전면의 보도가 자주 끊어진다. 고척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대부분의 접점

에서 우회전 진출입만 가능하고, 남북 관통하는 직진은 고척로25길과 27길이 합류하

는 한 곳에서만, 건너편 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 진입은 고척로27길과 고척로 33길 

두 곳에서만 허용된다. 

셋째, 동서 고저차가 큰 지형으로 인해, 고척로33길을 기준으로 양쪽 지역에 단차가 

형성되어 있다. 계단이나 급경사 구간은 자동차와 이륜차, 자전거, 휠체어, 유모차 등 

바퀴달린 이동수단이 통과하기 어렵다. 보행자 통행은 가능하지만 폭설 등의 상황에는 

제약이 될 수 있다. 동서 방향의 가로 중에서 단차 없이 연결되는 노선은 대상가로(고

척로27바길)와 고척로27다길 2곳 뿐이다. 고척로27가길은 서쪽 끝이 굴다리와 연결

되어 있고, 동쪽 끝에 계단은 있지만 세곡초등학교 정문과 연결된다. 고척로27길을 따

라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정류장도 이 세 가로의 결절점에 위치한다.

넷째, 폭원과 지형의 조합에 따라 남북방향과 동서방향 가로의 위계와 역할에 차이

가 나타난다. 남북방향의 가로들은 외곽도로와 직접 연결되고 근린영역 안쪽까지 길게 

연속되지만, 폭원이 좁아 일방통행으로 운영된다. 동서 방향 가로들은 폭원이 더 넓고 

양방통행으로 운영되지만, 구간이 짧고 단절되어 있다. 넓은 외곽도로에서 내부로 진

입하는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폭원이 좁아지는 분기형의 구조가 아니라, 1차적인 진

출입은 남북 방향의 좁고 긴 일방통행 도로에 의존하고, 2차적으로 동서 방향의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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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국지적인 확산과 순회를 담당한다. 동쪽 구역에서는 고척로33길이 진입, 31길이 

진출을 담당하며, 서쪽 구역에서는 고척로23길과 27길이 진입, 25길이 진출 방향으

로 지정되어 있다. 북쪽에서는 진출입 모두 한 지점에 집중되는 것과 달리, 남쪽은 진

입과 진출 동선이 비대칭의 쌍을 이루며 흐름이 인접한 여러 가로에 분산된다. 이로써 

교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측 보도 설치 공간도 확보할 수 있지만, 외곽도로에서 가

까운 지점도 안쪽 도로를 거쳐야 하므로 총 통행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차시설 부족과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진다. 이에 대해 그린파킹 사업 

초창기인 2004년부터 고척2동을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74) 개

봉1동 권역에도 고척로23길과 25길 일대를 정비하여 마을공동 주차장(56면)을 조성

했다.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 골목길 단위 ‘녹색주차마을’ 사업을 중점 실시하고, 내부

도로에 총 122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확보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축

물 부설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인근 고척근린공원(199면)의 공영주차장까지 합산

해도, 주택호수당 주차면수는 0.49면/호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여전히 필지 내 주

차대수가 0대인 건축물 비율이 71.5%에 달한다. 이는 건축연도 및 주택유형 분포와

도 관련된다. 2000년 이후의 신축은 대부분 건축물 단위의 부설주차장을 갖추고 있으

나, 경사와 접도 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구역에는 신축 자체가 활발하지 않아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처럼 내부도로의 교통체계를 단절 및 왜곡하는 요인들로 인해, 근린영역 안쪽에 

자동차 교통의 접근성과 투과도가 낮은 구역이 생성되어 있다. 이 구역에서 1) 필지 

내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2) 집 앞 골목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3) 주차거

점의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4)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따라 거주자들의 

생활동선이 달라지고, 이것이 구역 단위의 통행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74) “2004년 고척2동을 시범동으로 선정, 125가옥 223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2005년도에는 
411동 741면의 주차장 조성으로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결과 최우수구의 영예를 얻는 등 25개 자
치구 중 가장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장 노력하는 구로 인정을 받고 있다.” 시정일보
(http://www.sijung.co.kr) 2006.02.16., “구로구 그린파킹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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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고척동 – 주차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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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장안동(한천로40길 사례)

(1) 위치 및 범위

2017년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이 시행된 한천로40길은 한천로에서 동쪽으로 분

기하여 답십리로63길과 만나는 지점에서 끝나는, 약 100m 길이의 짧은 가로이며 폭

원은 약 9m이다. 동대문구 장안2동에 위치하며, 상가형 재래시장인 전곡시장의 남쪽 

면에 접해 있다. 시범사업 범위에는 한천로40길 전체와, 답십리로63길과의 교차점에

서 좌우로 짧게 확장된 T자형 구간이 포함된다. 

근린영역의 범위와 영역 내 도로명, 주요 시설 현황은 그림 5-17과 같다. 대상가로

를 둘러싼 외곽도로는 북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사가정로(25m), 장한로(30m), 답십리

그림 5-17. 장안동 – 위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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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25m), 한천로(25m)로 이어지며 약 480m x 720m의 남북으로 긴 사다리꼴 형

태의 대가구를 형성한다. 중랑천과 배봉산 사이의 평지로, 북동쪽의 장안동 삼거리와 

남동쪽의 장안동 사거리 주변은 준주거지역, 외곽도로 주변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나

머지 영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017년 보행자우선도로 연차보

고서에서는 1970년대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된 지역, 간선도로 변 상권이 발달한 지

역, 소규모 제조업체가 많고 인구 이동과 외국인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소개하고 있다.

(2) 보차행태 상세

표 5-18은 장안동 대상가로에서 시범사업 전후 측정된 시간대별 보행량, 교통량, 

속도의 조사결과이다. 보행량은 시간당 평균 357명, 0.59인/분/m로 3-4등급 수준

이었다. 사업 전후의 총량은 비슷했고 오전, 오후에 늘어나고 저녁에 조금 줄어들었다. 

교통량은 시간당 37대, 0.06대/분/m로 모두 4등급이었고, 시간대 차이나 전후 변화

시간대
보행량 교통량 속도

인/시간 인/분/m 분위수 대/시간 대/분/m 분위수 km/h 분위수

사전

오전 308 0.51 4 32 0.05 4 13.46 4

오후 244 0.41 4 44 0.07 4 11.73 4

저녁 488 0.81 3 38 0.06 4 9.30 4

평균 347 0.58 3 38 0.06 4 11.50 4

사후

오전 364 0.61 3 34 0.06 4 18.88 2

오후 396 0.66 3 42 0.07 4 10.15 4

저녁 340 0.57 3 30 0.05 4 13.79 4

평균 367 0.61 3 35 0.06 4 14.27 4

전체

오전 336 0.56 3 33 0.06 4 16.17 3

오후 320 0.53 3 43 0.07 4 10.94 4

저녁 414 0.69 3 34 0.06 4 11.55 4

평균 357 0.59 3 37 0.06 4 12.89 4

표 5-18. 장안동 - 보차행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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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었다. 속도는 사후-오전에만 18.88km/h로 조금 빨랐고, 그 외에는 모두 4등

급, 14km/h 미만의 낮은 속도를 항시 유지했다. 

연차보고서에 지적된 사업 시행 전 문제점으로는 1) 시장 진입 차량 통행, 특히 조

업용 대형차량의 위험성, 2) 상점 앞 적치물로 인한 보행공간 침해와 보차상충 심화, 

3) 속도저감시설이 없어 보행자가 없을 때 순간 가속 발생, 4) 노면 포장상태 불량 등

이 있다. 보행자우선도로 설계안(그림 5-18)의 의도는 전통시장의 특성과 분위기를 

살리면서, 보행자에게는 도로 전폭 이용을 장려하고, 운전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속도저

감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회색의 사선격자형 패턴을 바탕으로 노랑, 빨강, 연두의 강조

색을 활용하여 리듬감과 활력을 부여하였다. 결절점에는 노란 동심원 패턴과 전통시장 

로고를 넣어 시인성을 강조하고, 북쪽에서 진입하는 지점에 과속방지턱을 적용하였다. 

설계안과 실제 시공 결과를 비교해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 패턴의 적용 방식에서 약

간의 변화가 확인된다. 먼저 결절점의 노란 동심원이 사라지고, 밝은 갈색의 사각형 영

역에 전통시장 로고를 넣는 정도로 단순화되었다. 또한 도로 양쪽에 건물 전면에서 약 

1.5m의 이격 공간을 두었다. 지적도와 수치지형도 상 도로-필지의 경계선과 전면 건

축선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설계안처럼 도로 전폭에 패턴을 적용하려면 건물 바로 

그림 5-18. 장안동 - 보행자우선도로 설계안 

출처: 오성훈ㆍ박예솔(2018), 「2017 보행자우선도로 현황과 평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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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까지 패턴이 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배수로와 전봇대, 단차, 

진입경사로 등의 시설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가게 앞 공간을 가판대와 돌출형 천막, 테

라스 등의 구조물, 적치물들이 점유하고 있어 물리적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노후화

된 기존 노면이 노출된 부분만 적갈색의 단색 컬러포장을 덧씌워 정비하고, 도로 중앙

의 약 6m에만 격자형 패턴을 적용했다. 이 경계선은 가로변 상업활동이 확장되는 완

충영역과 보차의 통행영역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적치물을 놓더라도 이 선을 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시각적으로도 사업 시행 전에 비해 정돈된 느낌을 준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행환경 만족도가 50점대에서 80점대로 상승했고, 사

업요소별 만족도는 모두 70점대로 포장, 주차단속, 속도제한 순이었다. 개선효과에 대

한 긍정적 답변은 쾌적성과 미관 측면에서 90% 이상,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에서 80% 

이상이었다. 반면 충돌위험, 추월차량, 통행량, 주정차, 적치물 등의 감소 여부에 대해

서는 긍정률이 2~30%대에 머물렀고, 속도저감에서는 부정적 답변이 더 많았다. 세부 

의견으로 홈이 파여 있어 걷거나 청소하기에 불편하다는 의견,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

려, 색상과 미관에 대한 불만 등이 제기되었다.

(3) 사고특성 상세

장안동 대상가로에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단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대상지 면적이 워낙 작아서 사고밀도(1.02건/연/ha) 기준으로는 44개 대상지 중 최

하위가 아니었지만, 사고유형 등 상세특성을 분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건수이므로 

외곽도로와 내부도로 위주로 비교하였다(표 5-19). 

근린영역 전체 총 709건의 사고 중 80.5%에 해당하는 571건이 외곽도로에서, 나

머지 138건이 내부도로에서 발생했다. 도로연장 100m 당 연간 사고건수는 외곽도로

에서 2.85건, 내부도로 0.19건, 대상가로 0.11건으로, 외곽도로에서 가장 높았다. 보

행자 교통사고 비율은 외곽도로에서 19.6%, 내부도로에서 29.7%였다. 사망사고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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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총 6건75)이었고, 중상 이상의 사고 비율은 약 31.7%였는데, 내부가로보다 외곽

도로에서 더 높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사고지점 분포(그림 5-19)를 보면, 외곽도로에

서는 교차로와 내부도로 접속지점에 사고가 집중되었다. 그 중 대상가로로 진입하는 

지점은 주변의 다른 결절점에 비해 사고가 적은 편이었다. 외곽도로 진입부를 제외하

면, 내부도로의 사고는 대부분 동서 방향으로 관통하는 한천로36길-장한로31길과 남

75) 6건의 사망사고 중 내부도로에서 발생한 1건은 이륜차 단독으로 공작물과 충돌한 사고였다. 
외곽도로 사고 5건 중 1건은 차대차-정면충돌-신호위반사고였고, 나머지 4건의 보행자 교통사고 
중 2건은 횡단 중, 2건은 기타사고로 분류된다. 

<근린영역> <대상가로>

출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2017-2019)

그림 5-19. 장안동 - 교통사고 분포 

구분
전체 

사고건수

도로연장 대비 
사고밀도

보행자교통사고 심각도(중상이상)

연장(m) 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근린영역 709 10251 0.77 153 21.6 225 31.7

외곽도로 571 2223 2.85 112 19.6 186 32.6

내부도로 138 8028 0.19 41 29.7 39 28.3

대상가로 외 137 7928 0.19 40 29.2 39 28.5

대상가로 1 100 0.11 1 100.0 0 0.0

표 5-19. 장안동 - 교통사고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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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답십리로65길을 따라 분포했다. 답십리로63길의 경우 결절점 

위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상가로의 1건이 여기 포함된다. 

시간대별 구성비(표 5-20)에서 2019년 전국 통계 대비 오전, 오후 시간대는 더 적

고 심야와 저녁 시간대는 더 많다는 점, 주간보다 야간이 많다는 점은 다른 사례들과 

유사했으나, 장안동에서는 전국 통계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 내부도로에서는 오

전 사고가 가장 많았는데, 이 비율은 동 대상지의 외곽도로는 물론 다른 대상지, 전국 

통계와 비교해도 훨씬 더 높았다. 

차종별 구성비에서 이륜차 관련 사고가 많았다. 차종별 구성비에서 이륜차 등 관련 

사고는 가해차종 145건(20.5%), 피해차종 178건(25.1%)으로 2019년에도 20.0%, 

25.7%로 비슷했다. 내부도로에서는 각각 24.6%, 27.5%로 더 높아졌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배달업의 영향이 증가하기 이전부터, 내부도로에 이륜차 통행수요와 상충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4) 공간형식

그림 5-20과 표 5-21은 장안동 근린영역의 보도 설치 현황이다. 내부도로의 폭원 

및 보도형식별 구성비는 표 5-20과 같다. 6m 미만 도로 중에는 분리된 구간이 없었

구분 전체 
심야 오전 오후 저녁

야간
건 % 건 % 건 % 건 %

근린영역 709 114 16.1 155 21.9 203 28.6 237 33.4 49.5

외곽도로 571 97 17.0 110 19.3 169 29.6 195 34.2 51.1

내부도로 138 17 12.3 45 32.6 34 24.6 42 30.4 42.8

대상가로 외 137 17 12.4 44 32.1 34 24.8 42 30.7 43.1

대상가로 1 1 100.0

(2019년 전국) - 9.5 25.9 34.5 30.2 39.7

표 5-20. 장안동 - 교통사고 상세 (시간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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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6m 이상 도로에서는 약 37.3%에 보도가 설치되어, 전체 설치율이 18.6%였다. 

보도 형식에서는 정식보도가 약식보도보다 많았다. 단, 최근 재건축을 통해 조성된 보

도가 822m로, 전체 보도의 약 55%, 정식보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림 5-20. 장안동 – 보도 설치 현황

내부도로 보도 형식
연장 설치율

폭원 연장 구성비 양+정 편+정 양+약 편+약

4m 미만 1246 15.5

6m 미만 2783 34.7

8m 미만 1102 13.7 94 271 56 421 38.2

10m 미만 1191 14.8 372 159 531 44.6

12m 미만 1706 21.2 63 178 207 92 540 31.6

합 계 8028
157

(10.5)
821

(55.0)
366

(24.5)
148
(9.9)

1492 18.6

표 5-21. 장안동 - 보도 설치 현황 (폭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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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물리적 형식은 1) 아파트 단지 경계의 신설 보도, 2) 장안동 성당 주변의 편

측 보도, 3) 통과 및 외곽도로에 설치된 양측 약식보도, 4) 단차 없이 차단시설이 설치

된 편측보도, 5) 보행자우선도로의 5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된다(표 5-22).

2019년 입주한 아파트 단지는 근린영역의 동남쪽, 외곽도로에서 한 켜 안쪽에 위치

한다. 재건축을 통해 단지 경계의 도로와 보도를 일괄 정비하였다. 보도는 2m 이상의 

유효폭과 단차, 턱낮춤, 점자블록 등 시설 기준을 준수하였고, 단지 동쪽의 주차장 출

구간 단면 보도 및 단면 특성

장한로27길 외

- 재건축 아파트단지(2019년 입주) 경계 도로를 따라 
설치된 양측 또는 편측 보도

- 2m 이상 유효폭과 단차, 연속성 갖춤
- 서쪽 경계는 6m 도로, 나머지는 10m,

일부 구간 일방통행 지정

한천로36길과
답십리로65길

- 장안동 성당 주변, 담장 옆 약 1.5m 폭의 협소보도
- 연석 안쪽에 스텐 울타리 설치 

(보도 위 주차 방지, 보행자는 통과 가능)
- 10m, 8.5m, 중앙선 없는 양방통행 도로
- 노상 주차구획은 없으나 상시 주차 발생

한천로36길
외

- 유일한 동서 관통 도로, 양측에 약식보도 설치
- 2009년 이전부터 황색 점선, 매립형 연석과 

컬러포장으로 길가장자리구역 구분 
- 외곽도로에서 진입하는 구간에도 비슷한 형식 적용
- 2020년 일부 구간 다시 도색
- 주차 비율 높음

장한로29길

- 단차 없고 부분적 차단시설 설치된 편측보도
- 2019년 이후 정비된 편측 보도 
- 6m 일방통행 도로, 외곽으로 나가는 방향
- 어린이보호구역 적색포장과 대비되는 초록색에

‘보행자통행로’ 표시

한천로40길

- 보행자우선도로 대상구간
- 설계안과 달리, 양쪽 건축물 전면 약 1.5m의 

이격공간에 패턴이 없는 단색포장 적용
- 수치지형도 상 보도로 분류되어 있으나,

판매시설, 테라스, 적치물 등에 점유된 공간

표 5-22. 장안동 - 보도 설치 현황 (구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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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2곳을 제외하고는 단절 없이 연속되어 있다. 서측 경계와 단지 간 도로는 6m, 

나머지 도로는 10m 폭이며, 일부 구간은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있다. 단지 경계에 

접한 편측에만 보도가 설치되었고, 건너편에는 보도 없이 가로와 필지, 건물이 바로 닿

아 있다. 

장안동 성당 주변에도 담장을 따라 ㄱ자 구간에 편측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평범한 

초록색 인터로킹 블록을 사용했고, 폭은 연석 끝까지 포함하면 약 1.5m인데 연석 안

쪽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실제 유효폭은 1.2m 안팎이다. 울타리는 연속형이 아니

라서 보행자 이탈보다 턱낮춤 구간을 타고 오르는 무단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각각 10m, 8.5m의 중앙선 없는 양방통행 도로로, 보도를 제외해도 노상주

차와 교행이 충분히 가능한 폭이다. 

한천로36길에는 양측에 단차 없는 약식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로드뷰를 확인해보면 

2009년에도 황색 점선과 매립형 연석, 붉은 계열의 컬러포장으로 길가장자리구역이 

구분되어 있고 전체적인 색바램과 부분적인 보수 흔적으로 볼 때 이미 상당히 노후화

가 진행된 상태였다. 이와 동일한 형식이 장한로31길, 장한로27길, 한천로28길 등 외

곽도로에서 진입, 진출하는 다른 구간에도 적용되었는데, 일부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으로 전용되었다. 한천로36길 구간은 2020년 재정비하였다. 단차 없는 노면과 

매립형 연석의 위치는 그대로이고, 길가장자리구역을 붉은 바탕에 흰색 줄눈의 블록포

장 패턴이 뚜렷해졌다. 

장한로29길에는 편측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해당 구간은 외곽도로로 빠져나가는 

폭 6m의 일방통행 도로로, 2019년 단지 내 어린이집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연계

하여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보차 경계에는 단차 없아 노란 실선이 그어져 있고, 불연

속적인 방호울타리가 양쪽 끝 일부에 설치되어 있다. 약 2m의 보행공간은 어린이보호

구역의 적색 포장과 강하게 대비되는 초록색으로 도색하였고, 노면에 ‘보행자통행로’

라고 크게 글씨로 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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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행자우선도로 대상구간이다. 도로 중앙부에는 설계안의 격자형 패턴

이, 도로 양측에서 건물 앞 약 1.5m의 공간에는 민무늬의 단색포장이 적용되었다. 수

치지형도 상에는 이 경계가 보도로 입력되어 있으나, 실제 판매시설, 테라스, 적치물 

등에 점유되어 있어 보행에 이용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보행자와 자동차 영역의 경계

보다는, 가로변 상업영역과 통행영역의 경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5) 노면과 시설

그림 5-21과 표 5-23은 장안동 근린영역의 노면 정비구간 현황이다. 장안동의 내

부도로에서 노면 정비된 구간의 비율은 31.2%였다. 노면 형식 중에서 보행자우선도로

그림 5-21. 장안동 – 노면 정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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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은 5.4%에 불과하고, 블록포장이 74.7%, 단색포장이 19.9%였다. 블록포장과 

단색포장의 적용대상은 서로 겹치지 않고, 폭원별로 완전히 나뉘어 있었다. 블록포장 

가로는 6m 미만 도로의 46.5%이며, 단색 포장된 보호구역은 6m 이상 가로의 

12.5%에 해당한다. 

내부도로 노면 형식 정비구간
연장

정비율
폭원 연장 구성비 블록형 패턴형 단색형

4m 미만 1246 15.5 438 438 35.1

6m 미만 2783 34.7 1435 1435 51.6

8m 미만 1102 13.7 177 177 16.0

10m 미만 1191 14.8 100 323 423 35.5

12m 미만 1706 21.2 36 36 2.1

합 계 8028
1873
(74.7)

136
(5.4)

500
(19.9)

2508 31.2

표 5-23. 장안동 – 노면 정비 현황 (폭원별)

구간 단면 노면 및 시설 특성

한천로40길
- 보행자우선도로 대상가로
- 아스팔트 노면 위에 스탬핑 기법
- 사선 격자형 패턴과 배색

한천로38나길 
외

- 소가구 내부 4m 안팎의 좁은 골목, 면적으로 일괄 정비
- 인터로킹 블록, 붉은색과 흰색의 줄무늬 패턴
- 시기는 미상이나 블록이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일부 구간은 다른 재질로 덧씌워졌음

장한로27가길 
외

- 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집 2개소)과 
노인보호구역(경로당, 교회 주변 2개소)

- 적색포장, 노면표시와 표지판, 일부 과속방지턱과 CCTV 
- 초등학교 통학로에 비해 구간이 짧고 서로 떨어져 있음

표 5-24. 장안동 – 노면 정비 현황 (구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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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특성은 표 5-24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보행자우선도로 대상구간

에는 아스팔트 노면 위에 스탬핑 기법으로 격자형의 패턴과 배색을 넣었다. 인터로킹 

블록포장은 4m 안팎의 좁은 골목들에 적용되어 있다.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재

질과 패턴이 동일한 것을 보면, 소가구 안쪽 서로 연결된 일련의 골목길들을 일괄 정

비했을 것이다. 블록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일부 구간은 건물 신축이나 기반시

설 공사 등으로 훼손되어 다른 블록이나 아스팔트, 시멘트 재질로 덧씌워졌다. 답십리

65길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이런 세가로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블록포장이 적용된 

구간도 없다. 대신 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집 주변)과 노인보호구역(경로당, 교회 주변)

가 각 2개소씩 지정되어, 적색포장과 노면표시. 표지판, 과속방지턱, CCTV 등 전형

적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초등학교 주변의 보호구역에 비해 지정 범위가 짧으며, 

각 구역이 연속되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다. 

(6) 필지와 건축

근린영역을 가로지르는 답십리로65길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의 대비가 뚜렷하다. 

서쪽에는 좁은 골목과 소형 필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다. 1960년대의 건축물

도 드물게 남아 있는 것을 토지구획정리사업(1975년 지구지정, 1983년 완료)이 시행

되기 이전부터 시가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쪽은 필지 

규모가 대체로 크고, 대부분의 건물이 1980년대 이후에 지어졌다. 북쪽에는 장안근린

공원이, 남쪽에는 2019년 입주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재건축 이전에는 약 3층 높이의 연립주택 단지들이 있던 곳에, 8개동, 최대 18층, 

469세대 규모의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주변 도로와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남과 북, 2개의 단지로 분할되었고, 보도에 면한 단지 경계는 투시형 생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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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에서 외곽도로 변에 비주거용도가 많고, 안쪽 골목에는 대부분 주거용도

로만 구성되어 있다. 저층부 근린상업과 주거용도가 혼합된 건축물들은 중앙에서 교차

하는 십(十)자 도로와, 대상가로의 T자형 구간을 따라 연속적으로 입지하는데, 주로 

음식점과 미용실, 세탁소 등 근린생활업종과 소규모 제조, 설비업체 등이 혼재되어 있

다. 대상가로는 1975년 개장한 ‘전곡시장’의 상가형 재래시장 건물의 남쪽 외벽에 접

해 있고, 식료품점 등 ‘장보기’ 위주의 상권에 특화되어 있다. 대상가로 양쪽에 접한 

골목길에는 1970년대 비슷한 양식으로 개발된 단독주택들이 나란히 들어서 있다. 

필지규모 노후도

용도혼합 주택유형

그림 5-22. 장안동 – 필지와 건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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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차동선체계

내부도로망에서 남북 방향으로는 답십리로63길과 답십리로65길, 동서 방향으로는 

한천로36길에서 장한로31길로 이어지는 약 10m 폭의 가로들이 근린영역을 가로지르

는 통과도로 역할을 한다. 나머지 도로들은 폭원과 방향 제한으로 통과도로 성격이 약

하다. 통과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기존으로, 동서 구역의 대비가 뚜렷하다. 동쪽의 가

로들이 대체로 반듯하고 널찍한 반면, 서쪽의 가로들은 더 좁고 촘촘하다.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격자형 구조나 4지 교차로보다 양쪽 가로가 어긋나게 교차하

는 지점이 많다. 소가구 단위의 필지 배열은 4열에서 최대 10열까지 다양하며, 소가구 

내부의 세가로 차량 통행이 어려운 6m 미만의 골목들로 구성된다. 대상가로 남쪽 변

그림 5-23. 장안동 – 내부도로망(폭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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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약 20m 간격으로 좁고 긴 골목들이 평행하게 접해 있는데 장변의 길이가 최대 

160m까지 이어진다. 그보다 남쪽 소가구의 세가로들은 루프형, 막다른 골목 등 불규

칙한 형태로 나타난다. 

대상지 동쪽에는 근린공원과 주민센터 부설 공영주차장, 신축 건물 위주로 주차공간

을 확보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569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있으나 외부차량의 무

단주차는 제한된다. 서쪽에는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 훨씬 많다. 특히 대상가로 주변에

는 좁고 긴 골목을 따라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어, 필지 내 주차공간이 거의 없다. 노상

주차로 길을 막으면 차량 통과가 불가능한 구간이 많아서 골목에 진입하는 차량 자체

가 매우 적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근린공원 경계와 답십리로63길을 따라 조성되어 

그림 5-24. 장안동 – 주차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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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중앙에서 교차하는 가로에 노상 주차구획이 3개 뿐인 것은, 통과교통과 혼잡을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로변 상업 및 제조업과 연계된 

조업차량, 방문차량 등 상시 주차수요가 있고, 10m에 달하는 도로 폭에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로 양쪽에 비공식적인 노상주차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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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소결: 사례별 특성 종합

3개 사례의 분석내용과 주요 정량적 지표들을 종합하여(표 5-25), 각 사례가 나머

지 두 사례에 비해 두드러지는 특성을 확인하고 각 사례별 쟁점을 기술하였다.

구분 수유동 고척동 장안동

범위

대상가로
연장 270 220 100
폭원 8 6 9

근린영역
면적(ha) 14.86 29.48 24.87

연장 7206 13275 10251
외곽도로 연장 1930 1157 2223

내부도로 연장 5276 12118 8028

행태
특성

보행량 2.497 0.609 0.660
교통량 0.291 0.371 0.068
속도 16.79 31.19 12.89

사고밀도(건/연/ha) 35.45 1.58 1.02

사고
특성

100m당
사고건수

근린 1.89 0.28 0.77
외곽 4.91 2.15 2.85
내부 0.79 0.10 0.19

대상가로 6.79 0.35 0.11
외곽/내부 7배 22배 15배

보행자 
사고율

외곽 25.8 17.9 19.6
내부 68.5 43.0 29.7

중상이상 
사고율

외곽 28.8 36.2 32.6
내부 22.7 33.6 28.3

필지 
및 

건축

유효대지 
수 550 1146 780

평균면적 209 176 228

유효건축물 
수 513 1054 778

평균연면적 572 307 470

건축물 
용도(%)

주거전용 50.3 79.9 59.6
혼합 19.5 15.7 29.7

비주거 30.2 4.5 10.7
주택밀도(호/ha) 144.7 130.6 120.3

도로 
및 

교통

가로밀도(m/ha) 355 411 323
교차밀도(개/ha) 4.91 5.02 4.26

외곽도로100m당 접점 1.24 1.56 1.08

도로율(%)
4m미만 40.5 10.1 15.5
4-6m 18.8 50.0 34.7

6m 이상 40.7 39.9 49.8

보차분리율(%) 7.1 16.6 18.6
노면정비율(%) 28.2 22.8 31.2

호당 주차대수 0.86 0.49 0.78
주차장 미확보 건축물 58.3 71.5 69.4

표 5-25. 3개 대상지 가로 및 근린환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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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유동 사례의 특성

수유동 사례는 군집 A를 대표하는 사례로서, 보행량과 교통량이 많고 속도가 느리

며 사고가 많다는 행태특성을 가진다. 

먼저 보차행태와 교통사고 상세에서, 보행량과 사고 관련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다. 대상가로의 사고밀도는 인접가로 및 근린영역보다 높았고, 이는 보행자우선도

로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이었다. 대상가로에서도 특히 남쪽 구

간에 밀집하여 발생했고, 보행자교통사고 비율이 매우 높고, 저녁 및 심야시간대에 집

중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었다.

수유역 역세권의 먹자골목 상권에 속한, 활성화된 상업가로이다. 근린영역은 세 개

의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직각삼각형 형태이며, 남쪽 역세권 및 대로변의 일반상업지역

과 북쪽의 주거지역, 그 사이에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준주거지역으로 구성된다. 

근린영역 안에서도 용도지역에 따른 형태적 차이가 컸다. 주거지역의 가로-필지-건물

이 대체로 조밀하고 균일하고 오래된 반면, 대로변과 일반상업지역에는 비주거, 대형, 

신축 건축물이 혼재한다. 같은 상권이라도 역세권과 대로변, 뒷골목, 먹자골목, 주상혼

합골목 등 구간별로 세부 업종과 업태가 분화되어 있다. 다른 사례보다 면적과 필지, 

건축물 수가 가장 작고 주거 외 용도의 비율도 높지만, 주택밀도가 가장 높다. 고밀, 

상업화된 지역 특성상 건축물의 단위 규모가 큰 편이고,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세대수

가 많이 때문이다. 대형 상업시설과 구청 주변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전체 주택과 

건축물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높다.

내부도로망은 크게 1) 완전한 보차분리가 적용된 15m 확폭 도로 구간, 2) 가로변 

대형필지와 신축의 영향으로 불완전하고 불연속적 보도 설치 구간, 3) 소가구 안쪽의 

6m 미만 세가로로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구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도로 대부분이 일반

적인 아스팔트 노면으로 구성된다. 다른 사례보다 4m 미만 도로 비율이 가장 높고, 

보도 설치율이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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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로는 활성화된 상업지역과 배후의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가로로서, 역세권과 

먹자골목에 집중된 상업시설과 유동인구가 주거지역까지 확산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

한다. 3개 사례 중 대상가로 연장이 가장 길고, 저층부 용도와 입면의 연속성이 강하

다. 근린영역에서 폭원과 역할이 비슷한 도로들 중 유일하게 일반적인 아스팔트 도로

가 아닌 정비방식이 적용되었다. 대상가로에서도 남쪽 구간에는 특히 방문객 대상의 

판매 및 유흥업종이 밀집하여 야간 및 심야 유동인구가 많다. 낮은 속도에도 불구하고 

사고밀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특정 시간대와 특정 구간, 지점에 사고가 집중되므로, 

그 배경에 어떤 위험요인들이 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고척동 사례의 특성

고척동 사례는 군집 B를 대표하는 사례로서, 보행량은 중하위권이지만 높은 속도와 

교통량, 낮은 사고밀도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먼저 보차행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빠른 속도이다. 44개 대상지 중 평균 

속도가 가장 빠르며, 30km/h를 초과하는 유일한 사례였다. 보행량이 가장 많은 오후 

시간대에는 속도가 30km/h 미만으로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1분위에 속할 만큼, 

상시 빠른 속도를 유지했고 교통량도 1~2분위로 많은 편이다. 중상이상 사고 비율이 

조금 높지만 전반적인 사고밀도가 가장 낮았다. 외곽과 내부의 사고밀도 대비가 가장 

크고, 대상가로는 그 사이에 있었다. 근린영역의 사고 분포는 대부분 외곽도로, 그 중

에서도 고척로 변의 접점에 집중되었고, 내부도로의 보행자교통사고는 주로 고척로에

서 진입하는 고척로27길과 고척로33길을 따라 분포했다.

근린영역은 남부순환로와 고척로, 자연녹지와 근린공원으로 둘러싸인 주거지역이다. 

3개 사례 중 근린 규모가 가장 크고, 필지와 가로망이 가장 조밀하며, 대부분 주거용

도로 구성되어 건축밀도가 낮다. 주택이나 건축물 수 대비 주차공간이 가장 적다.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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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가로 비율은 낮지만 차상위인 4-6m 도로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자연발생

형과 격자형 가로망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데, 가로망 연결은 촘촘하지만 자동차의 

동선은 외부에서 진입하는 경로가 제한적이며, 내부의 흐름도 계단, 일방통행 등으로 

단절, 왜곡되어 있다. 이밖에도, 근린 안쪽의 투과성이 낮은 협소도로와 교통과 주차수

요가 집중되는 경계부 도로의 유휴공간, 협소도로와 노후주택이 밀집한 고지대와, 신

축 및 접도 여건이 양호한 평지 등 몇 가지 상반된 경향들이 서로 대비를 이룬다. 

대상가로는 오류중학교 담장에 면한 통학로이다. 주 진입로인 고척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가로의 위계가 높지도 않고, 폭이 넓지도 않다. ‘주거지 안쪽의 한적한  

통학로’라는 표면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많고 속도가 빠른, 교통 위주의 역

할이 두드러지는 가로이다. 이러한 작동양상이 나타나는 배경과, 실질적인 위험의 수

위 및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3) 장안동 사례의 특성

장안동 사례는 군집 C를 대표하는 사례이다. 재래시장 성격의 상업가로로, 속도, 교

통량, 사고밀도가 모두 가장 하위권에 속한다. 

보차행태 상세에서 시간대별 및 전후 편차가 크지 않아 보행량은 중하위권, 교통량

은 하위권에서 각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속도는 사후-오전을 제외하면 모두 

14km/h 미만에 머물렀다. 근린영역의 사고특성은 대체로 두 사례의 중간에 위치했

는데, 내부도로의 보행자사고율이 가장 낮고 외곽도로와의 비율 차이도 가장 적었다. 

내부도로에서 교통사고의 분포는 대부분 근린영역 중앙에서 교차하는 ‘통과도로’ 변에 

집중되었다. 대상가로의 경우 9년간 사고건수가 총 2건 뿐이고, 주변 일대가 교통사고 

분포에서 거의 비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외곽도로와 접점에 사고가 집중되고 내부로 

확산되는 경향과 달리, 대상가로의 경우 접점에서도 사고가 거의 없다는 점은 해당 지

점의 진입차량 자체가 많지 않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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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동의 근린영역은 4면이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사다리꼴 형태로, 내부도로에서 

완전한 격자형의 4지 교차로보다 엇갈린 사다리형의 3지 교차로가 많다는 특징이 있

다. 3개 사례 중 6m 이상 도로 비율과, 보도 설치 및 노면 정비 구간의 비율이 가장 

높아, 접도나 통행 여건이 가장 ‘양호한’ 사례이다. 가로 및 주택밀도가 가장 낮고, 필

지 조직이 가장 성글다. 중앙에서 교차하는 통과도로를 기준으로 협소가로, 소형필지, 

노후주택이 조밀하게 연결된 서쪽과, 굵고 듬성듬성한 동쪽의 도시조직이 선명한 대비

를 이룬다. 대형 필지 경계에는 정식보도가, 외곽도로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진입구간

에는 약식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노면 정비 방식도 블록포장 또는 보호구역의 단색포

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대상가로 연장은 3개 사례 중 가장 짧고, 폭원은 가장 넓다. 전체 도로 폭에서 길가

장자리 영역을 상업활동이 점유하고 있어 실제 통행 가능 영역은 좁다. 외곽도로와 접

하고 있지만 안쪽으로 연결되지 않는 막다른 골목이므로, 비슷한 폭의 통과도로에 비

해 교통체계에서의 위계나, 도로로서의 효용은 크지 않다. 주거전용의 골목 또는 주거

와 근생 용도가 혼합된 주변 가로에 비해 대상가로는 가로변 용도와 입면, 가로변 활

동에서 재래시장이라는 성격이 명확히 두드러진다.

앞의 두 사례는 고밀-저속-위험과 저밀-고속-안전이라는 상반된 조합을 보여주었

다. 이에 대해 생활도로의 위험성은 속도보다 혼잡에 의해 좌우되며, 낮은 속도는 안전

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보다 혼잡과 위험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신호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장안동 사례처럼 혼잡하지도, 위험하지도 않은데 속도가 느린 이

유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장안동 사례에서 밀도-속도-사고의 조합은 수유동이나 고척

동과는 또다른 원리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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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차행태 영향 요인 검토

5.2.1. 수유동 사례

수유동 사례의 대상가로는 근린 내 다른 도로나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대상지 뿐

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도로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특정 시간대와 특정 구간, 지점에 유독 많은 사고가 집중되는 배경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그림 5-25와 같이 대상구간과 대조구간을 선정하였다. 

먼저 대상가로 중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집중되는 남쪽 구간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이어지는 북쪽의 양방통행 구간을 첫 번째 대조구간 (a)로 선정하였다. 이 결절점에서 

교차하는 가로는 양쪽 폭원이 다르므로 각각 (b)과 (c)로 구분하였고, 대상구간에 접속

되는 뒷골목은 (d)로 지칭하였다. 그밖에 대상구간과 직접 만나지 않지만 근린영역에

서 입지나 역할이 비슷한 구간들로, 남쪽의 도봉로에서 연결된 평행가로(e), (f), (g)와 

북쪽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h)를 대조구간으로 채택하였다. 

근린영역에서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분포 경향을 보면, 대상가로를 비롯하여 근린영

역을 관통하는 가로(b,c,e,h)를 따라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 주거 위주의 북쪽

대조구간 현황 사고분포 경향(2017-2019)

그림 5-25. 수유동 – 대상구간과 대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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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에 비해 상업적으로 활성화된 남쪽에서의 사고밀도가 훨씬 높다는 점, 같은 가로에

서 특히 외곽도로와의 접점 부분에 많은 사고가 집중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런데 일방통행인 대상구간이 동일 가로의 양방통행인 (a) 구간이나, 폭원이 훨씬 넓은 

교차가로(b)보다도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측에서 벗어난다. 여기

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대로변과 지하철역에 가까워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과, 이에 따

른 세부 업종의 차이를 생각해볼 수 있다. (a)와 (b), (c)가 음식점과 주점 위주의 일

반적인 먹자골목 상권이라면 대상구간은 1층에는 방문객 대상의 판매시설, 2층 이상

에는 놀거리, 유흥주점 등 심야 업종이 밀집해있다. 

구간 특성
차이점

공간형식 노면과 시설 필지와 건축 보차동선체계

대상
구간

보행자교통사고
밀집구간

8m 일방통행 
공간통합

보행자우선도로
격자형 패턴

일반상업지역
판매 및 유흥시설 밀집
균일,연속,개방적 입면

역세권 유동인구
주변에서 빠져나가는 

교통흐름 집중

연속 a 대상구간과 연속 양방통행 동일
준+2,3종주거지역

음식점,주점 등 
먹자골목 업종

유동인구가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길목

교차

b
구청 앞 도로 
확폭 및 정비

15m 양방통행
양측정식보도

중앙선과 횡단보도,
점멸신호, 30구역

일반상업+준주거
먹자골목 업종과 
구청+관련업종

통과가로
노상+공영주차장
대형 부설주차장

c
도로폭 

협착구간
8m 양방통행 
부분보도설치

아스팔트 노면

일반상업+준주거
먹자골목 업종과 

주상복합, 근린공원, 
유흥업종 혼재

접속 d

뒷골목 상권

4-6m
양방통행 아스팔트 노면

유흥,숙박,위락시설
대로변 건물 후면
주차장 출입구 등

대상가로에 의존

평행

e

외곽도로와 접하지만 
방향 제한과 막다른 
골목으로 통과 및 
흐름 확산 불가

f 일방(진입)

g 특화가로
15m

일방(진입)
분리형 공존

공원형 가로
전면 석재 포장

일반음식점 및 
구청 업무 관련 업종

h
주거지역 중에서 
사고 집중 구간

양방통행 아스팔트 노면
주거지역

주거와 근생 혼합
통과가로

표 5-26. 수유동 – 대상구간과 대조구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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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6은 대상구간과 대조구간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입지조건이 비슷한 일반

상업지역 내의 가로들(d-g)을 대상구간과 비교해보면, 먼저 구간별 세부 업종과 그에 

따른 가로변 입면, 가로와 상업시설의 연계 방식이 다르다. 대상구간은 방문객 대상의 

업종이 밀집되어 있고, 가로변 건물 입면이 균일하고 연속적이며, 저층부가 가로를 향

하여 적극적으로 열려 있다. 이에 비해 대상구간에 접속되는 뒷골목 (d)나 평행가로 

중 (e), (f)는 대로변 고층 건물의 후면으로 기계식 주차장, 설비, 적치물 등이 노출되

어 있거나, 심야 업종 중에서도 가로에 더 폐쇄적인 숙박, 위락시설 등이 입지해 있다. 

(g)는 폭원이 훨씬 넓고 공원처럼 잘 정비되어 있지만, 구청 업무와 관련된 전문직이나 

서비스 업종이 많아 저녁시간 이후에는 한산한 느낌을 준다. 

가로망의 연결구조에서 대상가로와 평행한 다른 가로들이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

역의 경계에서 T자형 결절점을 이루며 끝나는 것과 달리, 대상가로는 유일하게 지하철

역과 대로변의 보행 흐름이 주거지역 안쪽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유동인구와 가로활성

화의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대상가로의 전 구간에서 가로-필지-건축의 관

계가 긴밀하게 연계된다. 구청앞을 지나는 (b)의 폭원이 대상가로보다 더 넓음에도 불

구하고 교차점에서 (c)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필지와 건물 규모가 들쭉날쭉하고, 건

물 전면의 돌출과 이격, 보도의 단절 등으로 산만한 느낌을 주는 반면, 대상가로에서는 

가로변 필지와 건물의 규모, 방향 등이 일관되게 유지된다. 이 점을 근거로, 근린영역

에서 대상가로의 역할은, 고층 건물과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위주의 대로변 상권, 유흥 

및 숙박업종 위주의 뒷골목 상권, 구청 앞의 먹자골목 상권, 주거지역에 소규모 상업시

설이 스며들어 혼재한 북쪽 골목까지, 같은 상권 안에서 구간별로 서로 다른 성격의 

상업공간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 동선의 경우 일방통행 체계에서 (f), (g)가 진입만 허용되므로, (d)에서 외곽

도로로 빠져나가려면 대상구간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대상구간은 진출 시 직진신호와 

비보호 좌회전이 보장되는데, 외곽 간선도로의 위계가 높아서 대부분의 접점에서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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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 허용되기 때문에, 경로 선택의 폭에서 비교우위를 가진다. 여기에 더하여 인접가

로인 (b), (c), (d)에 대형 상업시설의 부설주차장, 노상 공영주차장 등 방문객을 위한 

주차시설이 많다. 즉, 상권을 빠져나가는 교통흐름이 대상구간에 집중되는 구조이다. 

특히 뒷골목과 접속하는 지점에 사고가 집중된다는 점은, 해당 지점의 구조와 사각지

대, 뒷골목에서 나오는 보행자 또는 차량에 의한 국지적인 혼잡 등 미시적인 요인이 

추가로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린영역을 ‘빠져나가는’ 교통흐름과 사고의 관련성은 대상구간의 통행 방향 뿐 아

니라 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대의 특성에도 부합한다. 즉, 같은 상권, 활성화된 상업가로 

안에서도 유흥시설 등이 밀집하여 늦은 시간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에, 방문객 주

차공간에서 외곽도로로 빠져나가는 교통흐름이 겹치면서, 저녁, 심야와 새벽 시간대의 

사고위험이 가중된다. 행태와 사고 상세에서 상대적으로 한산한 시간대에 평균 속도가 

증가하지만, 저녁시간대의 혼잡-저속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더 많았고 이것이 

높은 사고밀도에 기여했다. 이처럼 혼잡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는 저속이라도 

여전히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감속의 필요성과 효용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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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고척동 사례

고척동 사례에서 대상가로는 외곽도로에서 근린 안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가로의 

위계가 높지도, 폭이 넓지도 않지만, 교통량이 많고 속도가 높다. ‘폭 6m의 양방통행

가로’이자 ‘주거지역의 한적한 통학로’라는 표면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교통부하가 

집중되는 배경과 보차행태의 구체적인 양상, 위험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이 대상구간과 대조구간을 선정하였다(그림 5-26의 왼쪽). 

ㄱ자형의 대상가로 중에서 오류중학교 정문 앞을 지나는, 남쪽의 6m 양방통행 구간

을 비교기준으로, 동쪽 담장을 따라 올라가는 5m 일방통행 구간을 첫 번째 대조구간 

(a)로 선정하였다. (b)와 (c)는 대상구간의 양끝에서 교차하는 남북 방향의 가로, (d)

는 대상구간에 직접 접속되는 가로들이다. 대상구간과 평행한 가로 중에서 대상구간처

럼 동서 방향의 흐름이 집중되는 (e)와 (f)를 비교하였다. 그 외의 대조구간으로는 북

쪽에서 진입하는 유일한 가로인 (g), 근린영역 외곽의 경계, 물리적 단절요인에 접한 

가로로서 대상구간과 유사하게 우회도로의 성격을 가지는 (h), (i), (j)를 채택하였다. 

표 5-27은 각 구간의 특성을 항목별로 비교한 것이다. 전체 근린영역에서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분포 경향(그림 5-26의 오른쪽)을 보면, 외곽도로에서 서측의 남부순환로

대조구간 현황 사고분포 경향(2017-2019)

그림 5-26. 고척동 – 대상구간과 대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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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남쪽의 고척로의 사고밀도가 더 높다. 서쪽의 외곽도로인 남부순환로는 양쪽에 

측도와 방음시설을 갖춘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내부도로와 접점이 없고 차대차 사고가 

대부분인 반면, 남쪽의 고척로는 내부도로와 접속이 빈번한 교차로와 주요 진입지점을 

중심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근린영역 내부에서 동일 직선구간 상에 여러 건의 사

고가 발생한 경우는 남북 방향의 (b)와 (c), 동서 방향의 대상구간와 (e), (f) 등이고, 

주로 결절점에서 발생했다. 대조구간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가로나 소가구 구획 

안쪽 골목에서의 사고는 드물게 1건씩 산재한다.

구간 특성
차이점

공간형식 노면과 시설 필지와 건축 보차동선체계

대상
구간

주거지역 통학로
교통량과 속도, 
교통부하 집중

6m 양방통행
사후 편측보도설치

(담장 후퇴)

보행자우선도로 
(패턴 변경)

한면이 학교 담장에 
접해 간섭/저항이 적음

등하교시간 보행집중, 
주행공간과 편의

연속 a 대상구간의 지선
5m 일방통행

사후 편측보도설치 
(주차구획 이전)

보행자우선도로
(패턴 변경)

학교 경계의 단차로 
담장 후퇴 불가

b의 말단부
g나 c에서 h로 
연결되는 병목

교차
b 고척로에서 

연결되는 
주 진입로,
사고 집중

6m 일방통행
편측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일부)

초등학교 앞 상권 
근린상업(남쪽)

주거 혼합
동서 단차로 단절

c
북)8m 양방+통합
남)6m 일방+편측

근린상업(북쪽)
주거혼합

마을버스 노선

접속 d
투과도 낮은
말단부 가로

6m 미만
공간통합

아스팔트 노면
주거 위주의
반사적 골목

한 대 겨우 통과,
속도내기 어려움

평행

e 동서방향 가로 
b,c보다 넓지만 
외부와 단절된 
국지적 연결

8m
공간통합

어린이보호구역(일부)
주거 외 용도 

거의 없음
단차 없지만 급경사, 

막다른 가로

f
8m

편측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주거와 근린상업
혼합

동)계단으로 끝남
서)굴다리로 연결

진입 g
내부도로와 

다른 도로체계

12m 양측보도 
단차와 울타리로 

완전히 분리

중앙선, 횡단보도, 
점멸신호

학교-아파트단지 사이, 
양측 맹벽

북쪽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가로

우회

h
자연녹지와의 
경계에 개설한 

순환도로
6m 편측보도

중앙선 없는 양방 
(교행/비상정차구역)
20km/h 속도제한

양측 맹벽(자연녹지)
단절된 동서지역과 

산책로 연결

i 간선도로 주변
정비되지 않은 

유휴공간

7-13m
(남)일방(진출), 

편측보도 아스팔트 노면

주택, 공용주차장
c, j의 진입흐름과

루프를 이룸

j
9m

일방통행(진입)
방음벽 공사,

기피시설, 적치물 등
남부순환로의 측도

표 5-27. 고척동 – 대상구간과 대조구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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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가로에서는 9년 간 총 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밀도는 100m 당 0.35건/

연으로 내부도로 전체 0.10보다 높다. 근린영역 전반의 사고밀도가 낮고 불연속적으

로 분포하여 사고가 아예 없는 구간 및 영역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구간 길이가 짧고 

양 끝단의 사고가 포함되면서 실제 위험성보다 조금 과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 동일

한 사고건수에 대해 분모인 구간 길이를 직선구간 전체(426m)로 확대하면, 사고밀도

는 0.18로 약 절반으로 낮아진다. 내부도로 전체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동일한 기준에

서 대조구간 (b)의 사고밀도는 0.29, (c)는 0.65에 이르렀다.76) 즉 대상구간에 집중

되는 교통량과 속도에도 불구하고, 주변 가로보다 ‘더 위험’하지는 않았다. 

(b)와 (c) 모두 근린영역 남쪽 외곽도로인 고척로에서 진입하는 방향의 일방통행 가

로이다. (b)는 세곡초 앞 통학로로 가로변 저층부 용도는 학원, 어린이집, 문구점, 분

식점 등과, 편의점, 세탁소, 미용실 등 일반적인 근린생활업종이 혼재한다. 특히 고척

로에서 학교 정문까지의 구간에 근린상업 및 비주거 용도가 집중되어 있고 북쪽으로 

갈수록 주거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분포 패턴은 고척로에서 유입되어 북쪽으로 

확산되는 보행흐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c)는 이와 반대로, 대상구간과 교차점 

주변에 식료품점 등 근린생활업종이 연속 입지하고, 남쪽으로 갈수록 주거용도와 폐쇄

적 입면의 비율이 높아진다. 고척로에서 대상구간까지의 거리는 약 540m로 걷기에는 

조금 멀고, (c)를 따라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대상구간 또는 (e), (f)와의 결절

점에서 내릴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척로에서의 진입, 확산보다 마을버스 정류장을 거점

으로 동서로 확산되는 보행흐름이 발달했고, 이것이 근린상업의 불연속적, 비대칭적 

분포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대조구간의 보차행태가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사고밀도

가 높은 두 대조구간에서 대상구간보다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된다. 일단 대상구간의 속도는 보행자우선도로 전체에서 가장 빠르고, 생활

76) 두 가로의 시점에서 종점까지 구간 길이는 각각 635m, 620m이며, 2011-2019년의 교통사
고 발생건수는 각각 37건, 1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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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 있다. (c)의 남쪽 구간과 (b)의 폭원은 담장 후퇴-보도 

설치 이전의 대상구간과 비슷하지만, 일방통행 가능한 공간만 남기고 편측 보도가 설

치되어 있고, 전면공지가 거의 없이 건물 입면이 연속되어 통행공간이 더 협소하게 느

껴진다. (c)의 북쪽 구간은 폭원이 조금 더 넓지만 양방통행에 마을버스 운행과 가로변 

상업의 영향이 더해져, 통행 양상이 더 복잡하다. 실제 운행 현황을 관찰해보면, 마을

버스가 지나갈 때 그 옆의 공간으로 다른 자동차가 교행이나 추월하기 어렵고, 보행자

나 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5-

27 참조). 종합하면, (b)와 (c) 모두 보행밀도가 높고 근린상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가

로로서, 대상구간보다 군집 A(수유동 사례)의 혼잡-저속-위험의 조건에 더 가깝게 작

동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속도가 빠를수록 사고의 ‘심각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고척동

에서 다른 사례보다 높은 ‘중상 이상 사고의 비율’이 빠른 속도의 영향일 가능성을 고

려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밀도 자체가 고척동에서 가장 낮으므로, 다른 사례에서 심각

한 사고가 덜 일어나서가 아니라, 경미한 사고가 워낙 많아서 비율이 낮아졌을 수도 

있다. 실제 사고건수에 대한 구성비가 아닌 도로 연장 대비 ‘중상 이상 사고의 위험성’

을 비교해보면 ‘수유 0.18 > 장안 0.05 > 고척 0.03’ 순이었다. 또 정작 대상구간에

서는 이 비율이 7건 중 1건에 불과했다. 

즉, 결국 대상구간에서, 빠른 속도의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실 고척동의 평균속도는 30km/h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생활도로에서는 매우 

출처: 네이버 지도 마을버스 노선검색, 로드뷰(2012.4)

그림 5-27. 고척로25길(c) 마을버스 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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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편이지만 치명적인 속도는 아니다. 계획적 개입 없이도 대부분의 생활도로에서 

평균속도가 30km/h 미만으로 억제된다는 것은, 운전자들이 이미 생활도로의 환경적, 

행태적 특성에 반응하여 속도를 조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몬더만의 교통행태 이론에 

따르면 도로환경에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용자 스스로 주변 상황을 판단하여 더 

신중하게 움직인다고 하였는데(Clarke 2006), 이는 고척동 뿐 아니라 군집 B에 속한 

사례들이 대체로 평균 속도가 빠르지만 사고가 드물다는 ‘의외의 현상’에 부합하는 설

명이다. 즉, ‘안전하니까 더 빨리 달려도 된다’는 자의적 판단이 평균속도 증가로 이어

지며, 오히려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경험적 확신 없이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이처럼 

절대속도 30km/h 이하라는 범위와, 운전자들이 능동적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빠를수록 위험하다’는 일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 다만 운전자의 부주의

나 일탈에 의해 이 범위를 넘어서는 치명적인 과속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운

전자의 자의적 판단과 확신이 드물게라도 빗나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빠른 

속도의 위험성’과 ‘감속의 필요성’을 완전히 기각할 수는 없다. 

대상구간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배경에는, 우선 근린영역의 가로망과 동선체계의 왜

곡에 따른 영향을 검토해볼 수 있다(그림 5-28). 대상구간과 평행한 동서방향의 가로

들은 모두 외곽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며, 지형에 의한 고저차가 크다는 공통점을 가진

대조구간 현황 내부도로망(일방통행 및 단절구간 현황)

그림 5-28. 대상구간과 왜곡된 동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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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의 경우 서쪽 끝은 굴다리를 통해 남부순환로 건너편과 연결되지만 동쪽 끝 (b)

와의 접점에는 계단이 있어, 자동차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된다. (e)는 (b)를 통과하여 

근린공원 경계에서 끝나는데, 계단 대신 급경사 구간이 있다. 대상구간 역시 동쪽 끝은 

연립주택 단지 내 도로로 이어지고, 그 끝은 다시 계단과 담장으로 막혀 있다. 그러나 

(a)와 (h)를 거쳐 동쪽의 고척고 방면(h)로 넘어가는 주요 길목이다. 특히 (b)와 (e)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동북쪽 구역에서는, 일방통행과 계단을 피하려면 대상구간을 거쳐

야 할 때가 많다. 

대상구간이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많고 속도도 빠르다는 상황이 겉보기

에는 불합리하고 이례적이지만, 가로의 한 면에 접해 있는 ‘학교 담장’이 자동차 통행

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생활도로에서 다른 가로와 자주 교차하거나, 도로 양쪽

에 다른 골목이나 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등이 있는 경우 보행자나 자동차가 양쪽에서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반면 한쪽 면에 맹벽이 이어지

는 경우, 동선이나 시선 간섭이 전혀 없으므로 운전자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속도에 

대한 저항이 크게 줄어든다. 더구나 고척동처럼 가로와 필지가 협소하고 조밀한 근린

영역에서 폭원 6m는, 주변 가로(d)나 평행가로 (e), (f)에 비해 그다지 좁은 편이 아

니다. 대형 필지와 맹벽이 주행편의와 속도 면에서 비교우위를 형성하고, 그에 대한 기

대가 다시 경로선호로 이어지며, 대상구간에 더 많은 교통부하를 끌어들일 수 있다. 

대상구간이 주변 가로에 비해 많은 교통부하를 담당한다는 점은 (h)나 (i), (j)처럼 

근린영역의 외곽지대에 있는 ‘우회가로’들과 비슷하다. (h)는 도로의 양쪽 모두 녹지에 

접해 있고 편측 보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보행자나 노상주차, 가로변 건축이나 활

동에 따르는 간섭이 전혀 없다. 폭원이 비슷하거나 더 넓은 대상가로나 (b), (c)에 비

해 주행여건이 더 양호하며, 차체가 큰 마을버스가 운행하기에도 무리가 없다. (i)와 

(j)는 각각 구거 및 간선도로에 부설된 측도에 해당한다. 근린 내 주차수요를 소화하기 

위한 공동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정식 주차구획 외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비공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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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많이 발생한다. 즉, 맹벽의 안쪽에 학교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맹벽과 유휴공

간’이라는 물리적 조건이 교통 및 주차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대상구간

과 (h), (i), (j)의 공통점이다. 

근린영역에서 대상구간에 교통부하가 집중되는 구조는 수유동 사례와도 비슷하다. 

그러나 고척동에서 사고밀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우회가로의 역할을 하는 구간들이 

보행과 및 근린상업이 활성화된 영역과 서로 겹치지 않고 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교통량의 집중’이나 ‘빠른 속도’, ‘노상주차의 공간 점유’와 같은 특성은 대체로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자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간주되지만, 그 자체가 반드시 더 

큰 위험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일부 

가로가 제공하는 주행편의와 유휴공간이 주변 가로의 교통부하를 경감해주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교통부하의 집중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이해, 근린영역

에서 담당하는 역할 및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일방적으로 

억제할 경우, 해당 문제가 주변으로 전이되면서 왜곡, 심화될 수 있다.



- 206 -

5.2.3. 장안동 사례

수유동과 고척동 사례가 고밀-저속-위험 조합과 저밀-고속-안전 조합의 대비를 보

여주었다면, 보차통행량과 속도와 사고가 모두 낮은 장안동 사례의 작동원리는 이들과 

전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의 두 사례에서 안전은 속도보다 혼잡에 의해 좌우되며, 

감속은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혼잡과 위험에 대응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

대조구간 현황 사고분포 경향(2017-2019)

그림 5-29. 장안동 – 대상구간과 대조구간

구간 특성
차이점

공간형식 노면과 시설 필지와 건축 보차동선체계

대상
구간

저속/저위험구간
9m 양방통행
양측 약식보도

(패턴-단색포장)

보행자우선도로
격자형

재래시장/근린상업
돌출형 판매시설

외곽도로에서 진입, 
관통하지 않는 
막다른 도로

접속 a 오래된 좁은 골목 4m 공간통합 블록포장
노후주택 밀집
주차공간 없음

자동차 투과도 낮은 
말단부, 세가로

교차 b

근린영역을 
관통하는
넓은 도로

10m 공간통합
노상주차구획 

아스팔트 노면

대부분 혼합용도 
건물로 구성

상층주거+저층비주거
(식당 등 근생업종, 
소규모 사업체 등)

진입-통행의 
위계가 조금 낮음

통과 c
8.5-10m

부분보도설치
(편측정식협소) 근린영역 중앙에서 

교차하는 주요 
통과도로

평행 d
10m 

부분보도설치
(양측약식)

표 5-28. 장안동 – 대상구간과 대조구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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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으나, 이러한 작동원리가 장안동 사례처럼 혼잡하지도, 위험하지도 않은데 속도가 

느린 이유를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여기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검토하기 위해 그림 5-

29, 표 5-28과 같이 대상구간과 대조구간을 선정하였다. 

대상구간에 직접 접속하는 주변의 골목길들을 첫 번째 대조구간(a)으로 선정하였다. 

대상구간의 종점에서 T자로 교차하며 근린영역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가로(b)와, 

그와 평행한 가로(c), 대상구간과 평행한 가로(d)를 채택하였다.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분포 경향을 보면, 외곽도로에서 진입하는 접점 주변과 통과도로를 따라 가장 많은 사

고가 집중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사고가 드물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구간에

서 사고가 적고, 접점 주변에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외곽도

로에 직접 연결된 1차 도로 중에는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대상가로와 내부도로 중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d)를 비교해보면, 서로 평

행하고 진입부의 구조나 폭원, 저층부 상업 용도까지 유사한 점이 많지만, 몇 가지 차

이점이 확인된다. 1) (d)는 근린영역을 관통하는 반면, 대상구간은 외곽도로에서 진입

하지만 내부로 연결되지 않는 막다른 골목이다. 2) (d)는 양쪽에 약식보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외곽 보도의 경계 및 패턴과 전혀 이어지지 않고 외곽의 아스팔트 도로가 그대

로 이어져 들어오는 느낌을 주는 반면, 대상구간은 진입부에 재래시장 입구를 표시하

대상구간 진입부 대조구간(d)의 진입부

출처: 네이버 지도 거리뷰(2021.4.; 2021.7.)

그림 5-30. 장안동 – 대상구간 진입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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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형물이 있고, 횡단보도에 높이와 질감을 넣어 외곽 보도가 연속되는 느낌을 주며, 

이를 경계로 노면의 색상과 패턴이 변화한다(그림 5-30). 3) (d)의 저층부 상업시설은 

대부분 실내 영업하는 식당과 가게들이지만 대상구간은 재래시장 업종이 많아 가로를 

향해 판매대가 열려 있다. 4) (d)는 건물 전면이나 약식보도도 거의 주차공간으로 이

용되고, 노외 민영주차장도 있지만, 대상가로는 본선 뿐 아니라 연결된 골목들(a)까지 

포함해도 자동차의 목적지가 될 만한 주차공간이 거의 없다. 

대상구간과 직교하는 (b)와 (c)는 근린영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로서 폭원 등 

서로 유사한 점이 많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c)의 위계가 조금 더 높다. 1) 근린영역

의 중앙에 위치한다. 2) 이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의 도시조직이 다르다. 3) (b)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지만 (c)에는 없다. 4) 두 가로 중 (c)의 남쪽에서만 비보호 

좌회전 진입이 허용되고, 사고도 더 많이 발생한다. 어쨌든 대조구간 (b), (c), (d)에서 

공통적으로, 통과도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이는 내부도로의 교통사고가 이들 노선에 

집중되고, 장안동에서 내부도로의 보행자사고율의 비율이 가장 낮고, 외곽도로와 차이

가 가장 적다는 점과 연계된다. 소위 ‘접도여건이 양호한’ 근린, 넓은 폭원과 보도와 

주차시설 등을 갖춘 가로에서 사고도 더 많고 차대사람보다 차대차의 충돌 비율이 높

다는 점은, 생활도로보다 자동차 위주의 외곽도로에 더 가깝게 작동한다는 신호로 이

해할 수 있다.

(b)와 (c) 사이는 약 55m, 3-5열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필지를 연결하는 

세가로들이 좁고 불규칙하며, 일부 골목은 거주자 주차로 막혀 자동차 통과가 어렵다. 

대상구간에서 진입한 교통흐름은 (c)로 직접 연결되지 않고 (b)를 따라 남북으로 이동

한다. 따라서 대상구간의 직접적인 영향 범위는 사실상 외곽도로와 (b), (d)로 둘러싸

인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 영역에서 대상구간과 주변 골목들(a)은 자동차 교통 체계

에서 효용이 크지 않으며, 낮은 투과도, 주차공간 부족 때문에 가로변 상업에 필수적인 

조업 차량과 거주자 차량을 제외하면 굳이 이 구간에 진입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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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대상가로와 인접한 골목들을 포함하는 영역 차원에서, 자동차 교통 위주

의 외곽도로, 통과도로와 대비되는, 보행자 위주의 영역이 형성된다. 만약 대상구간 주

변이 모두 교통 위주의 도로였다면, 연속된 보행 및 교통 흐름에서 이질적인 한 부분

에 불과했을 것이다. 반대로 대상가로가 일반적인 아스팔트 도로였다면, 주변 가로들

이 각각 분리된 영역으로 인지되었을 것이다. 고립된 골목길들을 하나로 연계해주는 

대상구간의 입지가 ‘보행자 위주의 영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수유동과 장안동 사례를 비교해보면, 외곽도로와 대상구간의 접점, 대상구간에 세가

로가 접속하는 물리적 구조는 유사하지만 실제 작동양상의 차이가 있다. 수유동의 대

상구간이 주변 가로와 뒷골목에서 외곽도로로 빠져나가는 차량의 길목이었다면, 장안

동의 대상구간은 주된 교통흐름에서 벗어나 있고, 주변 세가로에 의한 교통부하도 크

지 않다. 또한 활성화된 상업가로에서 자연적인 감속이 일어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장안동은 절대적인 혼잡의 수준이 낮고, 특히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사고밀도가 높지 

않다. 마지막으로 수유동은 시간대에 따라 보행량과 속도의 편차가 크고, 혼잡시간대

에 사고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보행자의 존재와 물리적인 혼잡, 마찰이 감속과 사고 발

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장안동에서는 일관되게 낮은 속도를 유지한다

는 점에서, 시간대나 혼잡의 수준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작동하는 감속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척동 사례와 비교하면 가시적인 혼잡이나 위험의 수준은 두 사례가 비슷하지만, 

속도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즉, 혼잡과 위험 이외의 어떤 조건이 고척동에서는 

‘속도를 내도 된다’, 장안동에서는 ‘속도를 낼 수 없다’라는 원리로 작동하고 있었다. 

교통정온화에서 활용되는 감속의 원리와 연계하여, 장안동 사례에서 자동차가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는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 1)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설

치된 노면 패턴과 과속방지턱 등이 감속에 효과가 있었거나, 2) 상점 앞에 돌출된 판

매시설과 노점, 적치물 등으로 통행공간의 물리적 협착이 발생하여 속도가 억제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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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 시장 입구의 조형물, 노면의 대비 등 대상구간과 (d)의 비교에서 부각되었던 

‘시각적 차별화’의 효과가 통과교통 억제 뿐 아니라, 이미 진입한 차량의 운전 심리와 

행태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1)의 경우, 고척동을 비롯한 다른 보행자우선도로 사례에도 동일한 계획요소가 적용

되었고, 장안동의 경우 전후 평균속도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에, 유효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다. 2)에서 도로공간의 물리적 제약이 감속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약 9m의 폭원 중에서, 도로 중앙의 약 6m는 

단절이나 침해 없이 안정적인 통행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노면에서 격자형 패턴과 단

색 포장이 시각적 대비를 이루는데, 그 시각적 경계선이 돌출형 판매시설이나 적치물

의 한계선을 규정하며, 단색 포장이 적용된 양쪽 길가장자리구역이 가로변 상업활동과 

보차통행 영역을 구분해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3)은 고척동과 장안동에서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는 특성이다. 그런데 도로이기 이전

에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며 자동차 교통보다 보행과 상업적, 사회적 활동이 중요하

다는 점, 자동차에 명시적, 배타적 공간과 우선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시각적 차별화’의 계획원칙은, 기존의 보차공존과 생활도로, 보행자우선도로에서도 지

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던 사항이다. 다만 장안동 사례에서는 이것이 단일 가로의 노면

과 시설물에 국한되지 않았다. 재래시장이라는 뚜렷한 용도, 가로변 상업활동과 주 이

용자 집단의 존재감, 전체적인 가로경관과 분위기, 연결된 주변 가로들이 형성하는 ‘보

행자 위주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차별화의 효과를 일관되고 분명하게 뒷받침

함으로써, 더 확실한 감속 효과로 이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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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소결: 보차행태 영향요인과 시사점

표 5-29는 보차행태 특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사례별 검토 결과를 요인별, 위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3개 사례가 실제 생활도로의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린영역 내 대상구간과 대조구간의 비교, 사례 간의 수평적 

비교를 통해 유효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그로부터 밀도-속도-사고의 특정 조합이 나타

나는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도출하였다. 

수유동 고척동 장안동

고밀-저속-위험 저밀-고속-안전 저밀-저속-안전

보차행태 
특성

보행자가 많고, 자동차는 적고 
느린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교통부하가 집중되지만,
더 위험하지는 않다. 

혼잡하지도 위험하지도 않지만, 
속도가 억제된다.

보행량 
요인

저녁 및 심야시간대 
유동인구 집중

먹자골목/유흥시설 입지

등하교시간에 보행량 집중
학교 외 보행유발시설 적고, 
거주자 보행자 경로는 분산

보행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단순 통과보다 재래시장-

장보기 활동과 연계됨

교통량 
요인

일방통행과 신호체계로 인해
주차시설/뒷골목에서 빠져나가는 

흐름이 집중

단절-왜곡된 동선체계에서
북쪽 진입/동서 방향 연결의 

병목 역할

주변 골목까지 포함해도 
통행 수요와 효용이 낮음

속도 
요인

저녁시간대에 눈에 띄게 느려짐 
(보행자와의 마찰로 인한 감속)

주변보다 넓은 폭과 맹벽으로 
속도저항이 낮음

직접적인 마찰, 억제 외에
가로경관과 상업활동의 영향이
인지적, 심리적 저항으로 작용

사고 
요인

심야 보행활동의 중심지와 교통 
흐름이 중첩, 저속차량으로도 

사고 위험이 높음

대조가로(외곽진입, 근린상업, 
보행량 많고 가속이 어려운) 에 

비해 높지 않음

외곽도로와 접점, 진입부, 
통과도로에 집중, 대상가로와 

주변 구역에는 거의 없음 

대상가로
자체 특성

8m 양방+일방 가로 
활성화된 용도와 입면,

심야 업종과 유동인구 밀집

6m 양방통행가로
한쪽에 학교 담장(맹벽)

9m 상업가로
재래시장, 돌출형 판매시설,

조형물과 진입부 차별화

인접가로의
영향

부설주차장이 많은 뒷골목
결절점에 보차상충 집중

물리적 간섭, 저항이 큼
> 상대적으로 흐름이 원활한

대상가로에 통행량 집중

노후주택 밀집한 협소도로
주차시설과 진입차량 

거의 없음

근린에서
입지와 역할

일방통행, 신호체계 등,
외곽도로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집중되는 구간

일방/협폭/막다른골목 등
단절, 왜곡된 동선체계

병목구간 형성

외곽에서 진입하지만 
막다른 도로, 자동차 투과도 

낮은 구역에 위치

표 5-29. 3개 사례의 행태특성 영향요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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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 사례에서 특정 시간대와 특정 구간, 지점에 유독 많은 사고가 집중되는 배경

에는, 활성화된 상업가로, 보행자 활동이 많은 구간 및 시간대에 특정 방향의 교통흐름

이 중첩되는 구조적 요인과, 주변 가로와 접속하는 지점의 미시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

다. 고척동 사례에서 대상구간의 교통량과 속도가 높고 더 많은 교통부하가 집중되는 

배경에는, 근린영역의 단절되고 왜곡된 교통체계와 협소한 주변 가로들 속에서, 한 면

에 접한 ‘맹벽’이 보차간섭과 속도 저항을 줄이고 주행 편의를 제공하는 비교우위로 작

용했다. 장안동 사례에서 속도가 느린 배경에는, 행태적, 공간적 제약보다 시각적, 심

리적인 차이들이 작용했고, 여기에는 대상가로의 노면과 시설 뿐 아니라 가로변 용도

와 경관, 주변 가로들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사례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수유동(A)과 고척동(B)은 근린영역에서 교

통부하가 집중되는 구간이라는 구조가 서로 비슷하지만 상업과 보행이 활성화된 영역

과 중첩된 A에서는 사고위험이 크게 높아진 반면, B는 위험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에서 교통부하를 감당하고 있었다. 수유동(A)과 장안동(C)은 저층부의 상업적 활성화

와 저속 통행 가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권과 업종의 성격이 달랐고, A는 절대적인 

혼잡과 위험 수준이 매우 높은 반면, C는 통과교통이 진입, 확산하는 주된 경로에서 

벗어나 있었다. 고척동(B)과 장안동(C)은 혼잡과 위험의 수준은 비슷했지만, 맹벽 대 

재래시장이라는 가로변 입면의 차이, 병목구간과 골목의 구심점이라는 근린에서의 역

할의 차이로 인해 ‘달릴 수 있는 공간’과 ‘속도를 내기 어려운 공간’으로 나뉘었다. 

즉, 생활도로에서 각 가로의 고유한 보차행태 조합에는 가로 차원의 미시적 요인과 

근린 차원의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폭원, 형식, 노면, 시설 등 대상가

로 자체의 특성이 비슷하더라도 가로변 용도와 인접 가로의 영향, 근린에서의 입지와 

역할 등에 따라 보차의 통행량이나 속도, 사고 등 상호작용의 양상이 달라졌다. 

기존 논의에서는 감속 자체를 안전과 동일시하여 궁극적 목표이자 긍정적 성과로 간

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속도저감을 중시하는 구도에서, 속도 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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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조차, 속도저감 등의 행태적 변화는 안전

에 직결되는 ‘실질적 효과’로, 가로경관, 장소성, 쾌적성, 만족도 등은 추상적이고 부수

적 효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생활도로에서는 이미 30km/h 이상 속도

를 내기 어렵고, 감속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실익이 크지 않다. 감속 그 자

체가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가로의 보차

행태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위험의 수위와 양상, 감속요인이 달라지며, 속도저감의 필

요성은 그에 따라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생활도로에서 속도와 안전의 관계는 감속요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즉, 같은 감

속이라도 감속의 원인과 양상에 따라, 안전의 관점에서 유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로 나뉜다. 3개 사례에서 관찰된 감속요인은 크게 1) 보행량에 따른 보차간섭과 혼

잡, 2) 도로구조와 시설물의 물리적 제약, 3) 위험에 대한 심리적 방어, 4) 일반도로와

의 시각적 차별화라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에서 보행량의 우위가 속도를 억제하는 현상은 안전이나 가로 활성화 관점에서 바

람직한 작용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절대적인 혼잡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경우 ‘감속’이라는 현상은 혼잡과 마찰, 사

고 위험의 증가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정적 신호로 이해할 수 있다. 

2)는 교통정온화와 속도저감형의 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보행자우선도로

의 경우에도 속도저감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물리적 억제기법을 더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오성훈 외 2019b). 그런데 도로 폭 좁힘, 선형왜곡과 굴절, 과속방지

턱 등 인위적인 시설과 기법의 효과 이전에도, 도로 자체의 협소함, 노상주차나 적치

물, 교차점의 구조와 사각지대, 보차 출입구의 간섭 등 생활도로 고유의 조건들이 이미 

속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 경우 감속이 긍정적으로만 기여하는 것은 아니

다. 감속의 원인이 되는 물리적, 시각적 제약 그 자체가 위험과 불편을 유발할 수 있으

며, 경우에 따라 이것이 감속의 효용보다 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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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에 대한 대응은 1), 2)와 일부 중복되는데, 운전자가 인지하는 위험의 수준

이 높을수록 속도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과 저항이 커지면서 자발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되는 원리이다. 운전자들은 보행자의 존재와 상충가능성, 주행공간과 시야와 권리의 

제약, 잠재적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인지하여 반응한다. 위험할수록 속도를 줄이

고, 안전할수록 오히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에, 속도와 안전에 대한 일반적 전제를 뒤

집는 ‘역전된 관계’가 성립한다. 생활도로에서 개별 운전자들이 속도를 내도 괜찮다고 

판단할 만한 제반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이상의 평균 속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때의 속도는 안전을 좌우하는 독립변수이기보다, 일련의 환경적, 행

태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종속변수에 가깝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체감하고 판단하는 안전의 수준이 항상 실제 안전과 일치하는 것

은 아니다. 실제 사고 위험은 드물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선제적 감속을 유도하

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반대로 실제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

심이 과속으로 이어지는 경우, 사고의 빈도와 심각도가 모두 높아지게 된다. 이런 의미

에서 겉보기에만 안전할 것 같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운전자들이 위험을 간과하고 

안전을 과신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다. 생활도로의 개선에서 기피해야 하는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 시각적 차별화도 유효한 감속 원인으로 작동한다. 이때 차별화의 핵

심은 생활도로의 환경적 특성과 작동원리, 요구되는 행동수칙이 일반적인 도로와 다르

다는 점을 이용자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도로교통체계의 전환을 강조함으

로써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인지와 행태 변화를 유도하며, 특히 운전자에게 더 많은 자

율과 책임이 요구된다. 운전자의 인지와 심리를 통해 감속이 일어난다는 점은 3)과 비

슷하지만, 3)의 감속이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이라

면, 4)는 이용자 간의 자율적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능동적 감속으로 구

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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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와 생활도로에서 작동하는 위험요인이 다른 만큼,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안

전수칙도 다르다. 생활도로에서는 절대속도의 감속, 제한속도의 준수 여부보다, 보행

자들의 존재를 의식하고 언제든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즉시 멈출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차공존의 관점에서 감속에 대한 기대가 제대

로 작동하려면, 실제 및 체감 위험의 수준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이용자 인지와 행

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혼잡이나 물리적 제약, 위험과 불확실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방어적 감속보다 ‘시각적 차별화’에 의한 능동적 감속이 이 기준에 더 부합한

다. 즉, 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비추어보면 속도만을 겨냥하는 물리적 개입보다, 

장소 위주의 접근이 추구하는 시각적, 심리적인 개입이 오히려 더 유효하게 작동한다

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생활도로에서 ‘속도’라는 특성은, 마치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것과 같이 여

러 가지 원인에 뒤따르는 하나의 ‘증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신

호일 수도 있고, 스스로 이겨내는 면역반응일 수도 있다. 속도저감이라는 목표와 수단

은 어느 경우에나 통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드러난 증상에 개입하는 일종의 해열

제에 불과하다. 열이 나지 않는다면 복용할 필요가 없고, 열이 나는 경우라도 당장 열

을 내리는 것보다 열이 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활도로 개

선에서 속도저감이라는 목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실제 속도, 감속의 요인,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목표와 대응을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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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계획요소와 쟁점 검토

생활도로 개선은 속도저감이라는 단일한 목표로 치환될 수 없는, 훨씬 복잡하고 어

려운 일이다. 이 절에서는 1) 공간형식에서의 ‘통합 또는 분리’, 2) 노면과 시설에서 

‘도로 또는 장소’, 3) 필지 및 건축에서 ‘활력 또는 안정’, 4) 보차동선체계에서 ‘분화 

또는 투과’라는,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계획요소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실제 적용현황과 

작동양상을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계획적 논의와 현장 사이의 접점, 한계 및 보완방향

을 도출하였다. 

5.3.1. 공간형식

3개 사례에서 내부도로의 보도 설치 현황을 비교해보면, 보도설치율은 7.1~18.8%

로, 분리보다 통합 형식의 가로가 절대적으로 많다. 보도 중에서 도로 양측에, 정식보

도를 확보한 경우는 10.3%에 불과했고, 단차 없는 약식보도가 22.2% 편측보도가 

72.0%에 달했다. 보도 설치 현황을 도로폭원별로 나누어 살펴보면(표 5-30), 보도 

설치 구간은 설치 공간이 확보된 넓은 도로에 집중되어 있었다. 6m 이상 도로의 

33.6%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보도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6m 미만의 도로가 

내부도로 연장의 56.4%를 차지했다. 이는 보차분리의 현실적인 상한선을 보여준다. 

즉, 아무리 보도를 확장하더라도 말단부 좁은 가로까지 ‘완전히’ 갖출 수는 없으므로, 

근린영역 내 어디선가는 보도의 단절과 보차혼용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계획적 쟁점: ‘통합 또는 분리’ 

안전을 위해 보도설치를 우선시하는 원칙론, 현실적인 제약에 대응하는 절충론과 달리, 보행자우선도

로는 분리의 실효성과 경직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체 공간을 통합하는 것이 안전은 물론 공간 활

용이나 관점에서도 더 낫다고 전제한다. 기본적으로 도로 폭원과 보도의 유무와 유효폭이 고려되고, 

분리 수위를 좌우하는 경계선과 단차, 차단시설, 그리고 차로의 구성요소로서 중앙선 유무, 차로 수

와 폭, 통행방향, 노상주차 구획 등도 가로의 단면구성에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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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활도로에서 보차분리 구간의 공통 조건은 크게 세 가지인데, 1) 외곽도로에

서 내부로 진입하는 구간, 2) 학교, 공원, 아파트단지, 공공시설 등의 경계부, 3) 개별 

필지의 신축, 전면 후퇴부이다. 1)은 외곽도로에 설치된 보도로부터 이어지는 연속성, 

구분
수유동 고척동 장안동 3개 사례 평균

구성비 보차분리 구성비 보차분리 구성비 보차분리 구성비 보차분리

도
로
폭
원
별

4m 미만 40.5 10.1 15.5 18.1

4-6m 18.8 50.0 2.5 34.7 38.3 1.5

6-8m 22.0 22.4 36.0 13.7 38.2 20.0 27.5

8-10m 13.1 11.6 12.5 46.4 14.8 44.6 13.0 39.8

10-12m 21.2 31.6 7.1 29.9

12m 이상 5.6 100 5.0 29.7 3.5 52.8

6m 미만 59.3 0 60.1 2.1 50.2 56.4 1.0

6m 이상 40.7 17.5 39.9 38.5 49.8 37.3 43.6 33.6

보차분리율 7.1 16.6 18.6 15.3

표 5-30. 도로폭원별 보도 설치 현황

<수유동> <고척동> <장안동>

그림 5-31. 보도 설치 현황과 교통사고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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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은 가용공간과 설치여건의 편의성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1)에서는 분리를 하더

라도 보도 유효폭, 단차, 노면 등 형식적 기준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편측보

도, 협소보도, 약식보도 등 불완전하고 절충적인 형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2)의 경우 수유동에서는 구청, 근린공원과 신축 건물 주변, 고척동에서는 담장 후퇴

를 통한 학교 부지 활용, 장안동에서는 성당과 재건축 아파트 단지 등과 연계하여, 유

효폭과 단차를 갖춘 정식보도 설치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보차분리의 현실적 

한계로 지적되는 도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

으로, 가로변 시설과의 협의 없이는 제대로 된 보도를 갖추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형 필지나 공공시설에 접한 보도는 가로변 시설보다 맹벽에 접하기 

때문에 보행자 동선이나 활동과의 연계가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3)에서 일반 신축 

필지의 전면 후퇴부를 이용한 보도는 필지마다 폭원, 형식, 재질 등이 달라지고, 주차

공간으로 사유화되어 연속적인 보행공간을 보장하기 어렵다. 

고척동 사례에서 보행자우선도로의 설계안을 번복하고 대상구간 일부에 편측 보도

를 설치했다. 주 이용자인 학교 측에서 보도 설치에 적극 나선 배경에는 편측이라도 

보도를 확보하는 것이, 통학로 안전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담장 후퇴로 기존 도로 외 공간에 보도를 조성한 결과, 원래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유

하던 도로 공간을 자동차가 독점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가

용공간이 늘어났고, 보행자와의 간섭에 대한 부담은 더욱 줄어들었다. 특히 보행자우

선도로 사업 당시 대상가로의 교통량과 속도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보도 설치와 공간 

확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는 ‘분리=안전’이

라는 익숙한 전제에 대한, 생활도로 계획의 경로의존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보차혼용은 위험하므로 분리를 해야 안전하다는 ‘원칙론’과, 보차

분리가 우선이지만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한해 보차공존을 적용하는 ‘절충

론’의 입장이, 일선 현장에서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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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차혼용도로가 위험하므로 분리가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생활도로의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확인된다. 고척동 사례에서 내부도로의 보도 설치 여부

에 따른 사고밀도를 비교해보면, 보도설치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107건 중 49건으

로 45.8%였으나, 보도설치율 16.6%를 고려할 때 100m 당 사고건수는 보도미설치

구간보다 4.25배 더 높았다.77) 원래 도로 폭이 넓고 보차통행이 많으며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일수록 보도를 우선 설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도설치가 사고 위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위험 구간에 보도를 설치한다고 해서, 보행안전

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기대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된다. 

세 대상지 모두 공통적으로 외곽도로의 사고밀도가 내부도로보다 7~22배 높았고, 

외곽 대비 내부도로 사고에서 보행자 사고율은 더 높고 중상 이상 사고율은 낮았다(표 

5-24 참조). 보행자와 저속의 차량이 혼재하는 생활도로 조건에서, 외곽도로보다 보-

차의 직접 충돌이 많지만 사고 자체는 오히려 적고 가볍다. 또한 교통사고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공통적으로 외곽도로와 접점에 많은 사고가 집중되고, 주요 진입 및 통과

도로를 따라 근린영역 내부로 확장 및 침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외곽도로에서 근

린영역 내부로 이어지는 교통의 흐름을 따라, 사고 위험 역시 외부에서 내부로 확산되

고 있었다. 

특히 고척동과 장안동 사례에서 편측보도 또는 약식보도가 설치된 구간은, 외곽도로

에서 진입하는 지점부터 주요 통과도로를 따라 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구간과 중첩된

다. 이처럼 사고 위험의 확산 양상과 외곽도로에서 이어져 들어오는 양상이 서로 일치

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외곽도로와 접하는 생활도로 진입지점을 보면, 노면

77) 다른 2개 사례는 분리여부와 사고위험을 동등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웠다. 수유동 사례는 
보도설치율이 가장 낮고, 내부도로에서 구청앞 상징가로와 신축 필지 전면에 설치된 자투리 보도를 
제외하면 모두 혼용도로이다. 혼용도로 중에서 대상가로에 많은 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데, 앞서 
고찰한 여러 구조적인 원인을 고려하면 이를 ‘혼용도로’의 문제로 동일시할 수 없다. 장안동 사례는 
보도 설치율이 가장 높지만, 재건축 단지 경계에 정비된 보도의 영향이 크다. 로드뷰 확인 결과 재
건축 이전에는 보도가 없었고, 철거 및 공사기간이 교통사고 통계 집계기간(2011-2019)에 걸쳐 
있어 어려웠다. 다만 재건축 구간을 제외하고 사고가 가장 많은 대조구간(d)에 보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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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선이나 단차, 재질 등 형식 면에서 외곽보도의 연속성, 근린영역의 경계보다 진

입하는 차량의 흐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외곽도로의 체계에서 생활도로의 체계로, 가로환경과 보차행태의 상호작용이 달라지

는 전환점과 전이구간에서 교통 흐름 위주의 처리방식은 이용자들에게 과도기적 혼란

을 유발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매끈하게 이어진 아스팔트 노면처럼, 분리형 도로교통

체계와 차도에 대한 배타적 통행권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분리=안전’이라는 인식은 

운전자의 방심과 가속을 허용하고, 보도가 있는데도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오는 보행자

에게 잘못과 책임을 전가한다. 반면 보행자 입장에서 생활도로의 보도는, 차도와 완전

히 분리되어 있는 ‘충분한 폭의 정식보도’와 동일한 효용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단차가 

없는 약식보도나 편측, 협소보도가 많고, 공간 침해와 단절 등으로 이탈이 불가피하며, 

가로 양쪽을 오가는 횡단 수요도 수시로 발생한다. 이처럼 불완전한 보도는 보행자를 

완전히 보호하지도, 연속된 보행공간을 보장해주지도, 유연한 보행 흐름을 수용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보도를 둘러싼 기대와 입장 차이가, 생활도로 보도설치구간에서 사고 

위험의 가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도설치 기준에 관한 논의에서는 보행량과 사고가 많고 가용공간이 있으면 보도를 

설치하고, 보도를 최대한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중요시해왔다.78) 그러나 보도설치

의 물리적 상한선을 고려할 때 ‘분리형과 통합형’의 도로교통체계와 공간형식의 혼재

는 불가피하다. 실질적인 보행동선 상에서 보도의 입지와 효용, 실질적인 안전 보장 여

부, 체계 전환 및 상이한 공간형식 간의 유기적 연계 방안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확실한 분리와 보호가 필요한 곳과 유연성이 필요한 곳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분리의 수위와 경계의 형식을 조율하는 것, 보도를 설치하더라도 차도 영역에 대

한 처리, 개입을 병행하는 것 등을 검토할 수 있다.79)  

78)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모창환ㆍ전은수(2015); 이신해ㆍ장지은(2017)
79) p.21.의 그림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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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노면과 시설

3개 사례 전체에서 내부도로 총 연장의 약 26.6%에 물리적 정비가 이루어졌고, 대

상지별 정비율은 각각 28.2%, 22.8%, 31.2%로 대체로 보도설치율보다 높았다. 공

통사항인 보행자우선도로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30구역, 그린파킹과 녹색주차마을 

등 다양한 생활도로 개선사업이 시행되어 왔고, 여기에 특화가로 조성사업, 지구단위

계획적 쟁점: ‘장소 또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는 노면포장과 패턴의 시각적 효과를 통해 일반 도로와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일반

적인 도로교통체계를 유지한 채 개별적인 시설물을 더하는 다른 사업들과는, 가로설계의 기본적인 

원칙과 지향점에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포장재질, 색채, 패턴 외에도 식재, 조명, 조형 및 편의시

설 등 전반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하는 시각적, 외형적 요인들과, 각종 보호시설, 속도저감시설, 통과

교통 차단 및 억제시설, 보호구역과 속도규제, 주차관리와 단속 등 ‘교통정온화’의 의도로 적용되는 

각종 물리적, 규제적 수단들이 포함된다. 

<수유동> <고척동> <장안동>

보도설치율 7.1 16.6 18.6

노면정비율 28.2 22.8 31.2

그림 5-32. 보도설치와 노면 정비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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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등 공공영역에 대한 개입과 민간영역의 정비사업, 필지 단위의 신축 등의 영향이 

더해졌다. 점진적인 정비 결과, 같은 근린영역 내에서도 여러 이질적인 공간형식과 재

질, 색채와 패턴 등이 혼재한다. 가로 및 사업 단위로 공간형식과 정비방식이 결정되는 

구조는 가로 간의 연계와 접점에서 발생하는 교차, 단절, 간섭 및 전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이용자의 인지와 행태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렵다. 또한 그림 

5-31에서 확인했던, 내부도로의 교통사고가 직선구간보다 결절점 위주로 분포하는 경

향에 대해서도 맹점으로 작용한다.

표 5-31은 내부도로의 노면 정비 현황을 도로폭원별로 구분한 것이다. 대상지별로 

주요 사업 이력을 살펴보면, 수유동은 근린영역 전체가 30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물

리적, 시각적 차이가 두드러지는 않으므로 정비구간으로 집계하지 않았다.80) 6m 미

만 세가로의 38.1%에 블록 포장을 적용했으며, 그 이상의 도로 중에서 보행자우선도

로와 특화가로로 조성된 구청 앞 15m 도로를 합하여 15.1%가 정비되었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아스팔트 도로이다. 고척동은 좁은 골목에는 녹색주차마을, 넓은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정비하여 폭원별 정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장안동에서도 

80) 일부 표지판과 진입지점의 ‘30’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설치 등이 적용되었다.

구분
수유동 고척동 장안동 3개 사례 평균

구성비 정비율 구성비 정비율 구성비 정비율 구성비 정비율

도
로
폭
원
별

4m 미만 40.5 33.5 10.1 2.4 15.5 35.1 18.1 25.7

4-6m 18.8 49.3 50.0 26.5 34.7 51.6 38.3 35.7

6-8m 22.0 22.4 30.9 13.7 16.0 20.0 20.0

8-10m 13.1 39.6 12.5 19.0 14.8 35.5 13.0 29.9

10-12m 21.2 2.1 7.1 2.0

12m 이상 5.6 22.8 5.0 - 3.5 7.5

6m 미만 59.3 38.1 60.1 22.4 50.2 46.5 56.4 32.5

6m 이상 40.7 15.1 39.9 23.3 49.8 15.9 43.6 19.0

노면정비율 28.2 22.8 31.2 26.6

표 5-31. 도로폭원별 노면정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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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 미만 세가로의 46.5%에 블록포장이 적용되었고, 그 이상 도로에는 보행자우선도

로와 보호구역을 합하여 15.9%가 정비되었다. 

생활도로에 주로 적용되는 노면 재질을 크게 기본형, 도색형, 블록형, 패턴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기본형은 정비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일반적인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을 지칭한다. 도색형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속도저감형 사업에 주로 적용되는데, 

강렬한 붉은색 포장과 시설물, 규제와 표지판, 적극적인 보도설치와 방호울타리 등, 일

반도로와 동일한 설계요소와 기준들이 적용된다. 도로 시설 위주의 접근이라는 점에

서, 도로보다 장소, 시각적 차별화를 지향하는 보행자우선도로와 대비된다. 보도블록

이나 석재 등 보행자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블록형의 정비방식은 이례적인 특화가

로나 대체로 6m 미만의 골목길, 통과보다 거주자 접근 기능 위주의 가장 말단부의 세

가로에 국한되어 있었다.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 기본형과 차별화를 위한 독자적인 패

턴을 적용했는데, 아쉽게도 시범사업 이후에는 주변 가로나 기존 블록형 정비구간과의 

조화, 연계가 부족했고, 동일 패턴의 구현과 재현이 어려워 지속성이 약했다.81) 

특히 고척동 사례의 경우, 대상가로 주변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구간, 즉, 보차통

행이 집중되거나, 맹벽을 끼고 있거나, 유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은 대부분 편측 

보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정비되어 왔다. 대상가로의 위계와 역할, 주변 가로와의 일

관성을 고려할 때, 대상가로에 편측 보도가 아닌 ‘공간통합과 속도저감’을 적용한 것

은, 다소 낯설고 부자연스러운 시도였다. 반면 장안동에서 보행자우선도로는 주변의 

블록형 골목들과 통합된 하나의 영역을 형성한다. 이전에는 각 골목의 입구에서 ‘도로

와 장소’의 전환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보행자우선도로에 진입할 때부터 자동차 교통 

위주의 영역과 보행자와 생활 위주의 영역의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있다. 

81) 고척동의 경우 보도설치 시 원래와 다른 패턴으로 재시공했고, 면목동, 행촌동 사례에서는 각
각 유지보수, 재개발의 이유로 시범사업 당시의 패턴이 사라졌다. 사후 설문조사에서 너무 튄다, 요
란하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은 주관적인 호불호의 영역이지만, 저채도 위주의 설계안과 구현된 
색상이 다른 경우가 많았고, 오염 및 빛바램, 내구성 부족 등 도막형 패턴의 적용방식이나 성능 차
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도 드러났다(오성훈 외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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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례의 대비는 생활도로 개선의 관행 속에서 단일 가로의 차별화만으로는 이용자

의 인지와 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또한 생활도로 전체를 

일괄 정비할 수 없는 한, 사업이나 구간별로 정비방식을 결정하는 구도를 넘어 인접한 

가로 간의 연계나 일관성, 지속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보행자우선도로 등의 사업

구간을 선정할 때부터, 입지에 따라 기존의 양분된 도로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섬

처럼 고립된 세가로들을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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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필지와 건축

가로변 필지와 건축 특성은 근린영역의 고유한 도시형태나 점진적, 자생적인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생활도로 계획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도로에 직접 맞닿아 있고 양쪽 입면을 형성하며 보차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로의 유형화 기준이나 계획의 주요 전제조건으로 고려된다. 여러 요인들 가운데, 사

례 분석에서 유의하게 거론되었던 상업시설과 맹벽이라는 두 요소를 중심으로, 기존 

논의와 실제 작동양상을 검토하였다. 

우선 상업시설은 보행량과 가로의 활성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상업시설의 

밀도가 높고 다양하며, 필지와 건물 입면이 가로를 따라 촘촘하고 연속적으로 배치되

는 경우, 특히 저층부의 세부 용도와 업종, 그리고 업태가 보행자와 가로공간을 향해 

열려있어 적극적인 활동을 유발하는 경우는 ‘활력’이라는 관점에서 이상적인 가로환경

의 특성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근린영역에서 가로변 상업활동과 보행통행이 집중되는 

구간은 대체로 사고밀도도 증가한다. 혼잡도와 보차상충의 절대적인 수위가 높고, 가

로변 활동의 영향으로 균일하게 통과하는 흐름보다, 차량의 주정차나 보행자의 진출

입, 횡단, 체류 등 보차동선의 불규칙한 간섭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와 보행자 간의 경

미한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 보행자의 수적 우위나 활발한 가로변 활동에 의해 속도가 

억제되지만, 이때의 저속 및 감속은 보행 안전과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저

속-혼잡-위험의 조합은 수유동을 비롯한 군집 A에 속하는 사례들, 고척동과 장안동에

서도 근린영역 내 보행과 상업활동이 활성화된 가로에서 공통의 경향으로 나타난다.

계획적 쟁점: ‘활력 또는 안정’ 

보행을 장려하고 가로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관점과, 적정 수준의 밀도와 다양성을 통해 안정성과 쾌

적성을 유지하려는 관점이 상충한다. 보행자와 자동차의 통행 수요를 유발하거나, 가로에서 단순 통

행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필지 수준의 규모와 

밀도, 건축물 높이와 층수, 노후도, 용도와 주택 유형, 입면, 전면공간, 진출입부, 주차공간 등과, 가

로 수준의 분포와 연계 양상, 근린 수준의 밀도와 토지이용, 용도혼합과 다양성, 시설의 종류와 규

모, 분포 등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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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영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순수 주거인 경우, 주거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 

비주거인 경우로 구분하여 상업 및 주거용도의 입지와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다(그림 

5-34). 비주거는 외곽도로와 일반상업지역(수유동)에 많고, 접근성과 투과도가 낮은 

안쪽 지역에는 순수 주거의 비율이 높으며, 혼합용도는 주로 외곽도로에서 1차로 연결

되는 도로, 근린영역을 통과하는 도로를 따라 선형적으로 분포한다. 상업시설이 목적

지로서 보행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보행흐름을 따라 상업시설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

다. 같은 상업이라도 방문객 위주의 먹자골목 상권(수유동)과 재래시장(장안동), 일반

적인 근린생활상권의 성격이 다르고, 같은 상권 안에서도 세부 업종과 가로와 건물의 

관계에 따라 보차상충의 양상과 위험의 수준이 달라진다.

상업시설과 반대로 맹벽은 단절과 단조로움, 폐쇄성을 시사하며, 보행자의 경험, 가

로의 활력 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간주된다(Gehl & Svarre 2013; 김승남·이소

민 2016). 생활도로에서는 주로 저층부 필로티 주차공간이 형성하는 ‘자동차 위주의 

입면’이 비판과 지적의 대상이었다(최이명 2008; 이소연·김재철 2014). 가로의 양면

이 일반적인 소형필지에 접하는 경우에 비해, 맹벽이 있는 구간은 다른 가로에 비해 

보차나 가로변 활동에 의한 간섭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교통부하를 끌어들이는 요인

<수유동> <고척동> <장안동>

주거전용 50.3 79.9 59.6

혼합 19.5 15.7 29.7

비주거용 30.2 4.5 10.7

그림 5-33. 건축물 용도와 구성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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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하고, 속도나 노상주차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여건이다. 또한 맹벽은 주로 대

형필지나, 간선도로와 기반시설 등의 주변에 형성되는데, 대형필지 중에서 학교, 공원, 

아파트단지, 공공기관, 종교시설 등은, 보행을 유발하는 목적시설이기도 하다. 맹벽이

라는 조건 자체가, 교통약자 보호가 필요한 구간과 교통부하 집중 구간이 겹칠 확률을 

안고 있다. 그런데 가로변 필지 연결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은, 보도나 주차구획을 설치

하기에 유리한 조건이기도 하다. 

즉, 상업시설이나 맹벽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보차

공존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도시형태 요인과 특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움을 보

여준다. 일반적으로 근린영역의 밀도가 높을수록, 상업시설이 많고 다양할수록, 도로

의 폭원, 위계, 연결성이 높을수록 보차통행량이 많아진다. 실제 사례 분석 결과에서, 

‘밀도, 용도, 연결성’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미시적인 차이와 복합

적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린영역의 인구나 건축 밀도, 통행의 총량이 유사하

더라도, 가로망의 투과도나 입지 조건에 따라 가로의 역할과 성격이 분화되고, 상업용

도 비율, 주택유형, 주차공간 등이 다시 보차행태 특성과 조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

한 상호작용이 축적된 결과, 가로마다 고유의 조건이 형성된다. 말단부 골목길까지 근

린상업가로 수준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길 위에서 보행자와 자동

차가 마주치는 상황 자체가 드문 골목길과 상업가로의 위험성을 비교하는 것도 공정하

지 않다. 결국 어떤 가로나 요인이 더 바람직한가의 문제와 별개로, 각각이 처한 조건, 

잠재된 위기와 기회가 보차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합한 계획적 접근과 해

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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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보차동선체계

세 사례 모두 근린영역 안에서 교통부하가 집중되는 영역과, 억제되는 영역이 자연

적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수유동은 역세권과 대로변의 상업지역과 북쪽 주거지역이 명

확히 대비되었다. 고척동의 경우 근린영역 내부의 협소도로, 주차공간 부족, 일방통행 

체계, 자연녹지와 계단 등 물리적 단절요인이 많아 실질적인 투과도가 낮았고, 일부 병

목구간 또는 유휴공간이 있는 도로에 접근과 통행, 주차기능이 집중되었다. 장안동에

계획적 쟁점: ‘투과 또는 분화’ 

개별 가로를 넘어 근린 수준의 연속된 가로망에 대한 논의에는 광역 및 대중교통 접근성, 외곽도로

와의 연결, 도로율, 가로망 구조(연결성과 중심성), 일방통행체계, 물리적 단절 등을 또 하나의 범주

로 묶을 수 있다. 원활한 통행을 위해 네트워크 전반의 투과도를 증진하려는 입장과, 통과교통 억제, 

보행영역의 확보를 위해 보차동선의 위계적, 기능적 분화를 지지하는 입장이 서로 상충한다. 

<수유동> <고척동> <장안동>

주택호당 주차면수 0.86면 0.49면 0.78면

주차장 미비 건축물 58.3% 58.3% 69.4%

그림 5-34. 가로망과 주차시설 분포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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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근린영역 중앙에서 교차하는 통과도로를 기준으로 동쪽의 촘촘하고 불규칙한 골

목들과 서쪽의 넓고 반듯한 가로들이 대비를 이루었다. 

고척동의 경우 계단, 급경사와 협착구간에 따른 자연적인 단절요인, 인위적인 일방

통행체계가 중첩되어 내부 동선체계가 복잡하게 왜곡되어 있다. 불합리한 가로구조,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는 일상적인 불편과 갈등을 유발하지만, 근린영역

과 내부도로의 사고밀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배경이기도 하다. 외곽도로의 교

통흐름이 내부까지 침투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보차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분화되

면서, 내부도로의 교통부하와 사고밀도가 억제된다. 반면 대상가로를 비롯하여, 주변

가로의 단절로 교통흐름이 집중되는 병목구간, 맹벽이나 기반시설에 접하거나 유휴공

간이 있어서 가속, 통행 및 주차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구간에는 더 많은 교통부하

가 집중되었다.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구조

는 협소도로와 물리적 제약이 많은 전체 근린영역의 통행체계에서 일종의 돌파구, 또

는 균형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생활도로의 주차문제는 특히 저층주거지의 말단부가 감당해야 하는 ‘정적’인 교통부

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노상주차 문제의 대안으로 필지 내 주차공간을 확보

하는 방식과 내 집 앞 골목의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등 주차거점을 조성하는 

방식이 병행된다. 공영주차장은 대형필지와 공공시설에, 노상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도로폭원 및 유휴공간에 따라 배치되고, 건축물 부설 및 필지 내 주차장은 필지규모, 

용도, 노후도, 주택유형 등에 따라 설치여건이 좌우된다. 수유동에서는 상업지역과 주

거지역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혼재했다. 고척동 사례는 근린 내부에 노후건축물, 

접도불량, 과소필지가 많아 필지 내, 골목 앞 주차가 어려우므로, 유휴공간이 있는 가

로에 주차거점이 조성되어 있다. 접도 여건이 양호하고 신축 비율이 높은 장안동 사례

는 필지 안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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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의 장점은 내 집 앞까지 편리한 접근을 보장하는 

동시에, 노상주차에 의해 침해되는 도로의 공간과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러나 필지별 접도와 주차여건을 개선하여 내 집 앞 주차의 편리성을 보장하면, 필연적

으로 골목길에 차가 많아진다. 접도와 통행, 주차여건이 가장 양호한 장안동 사례, 그

중에서도 넓은 폭원과 보도, 주차시설 등을 갖춘 가로에서, 사고밀도도 더 높고 차대사

람보다 차대차 사고비율이 높다. 이는 전형적인 생활도로의 사고특성보다 외곽도로에 

더 가깝다. 이는 생활도로 계획에서 협소 도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

한 시도들이, ‘가로의 자동차화’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척동에서는 그동안 담장허물기나 신축을 통해 필지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많

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무단 노상주차가 성행했고, 공식적인 주차구획

과 별개로 ‘주차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암묵적인 기준들이 작동하고 있었다. 예를 들

어, 명시적이고 강력한 ‘주차금지’ 표시가 없는 곳, 남의 집이나 가게 출입구를 직접적

으로 막지 않는 곳이면서, 옆으로 차량 한 대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공간이 

있는 곳이면 거의 어김없이 주차가 되어 있었다. 통과할 다른 차량이 없는 골목은 아

예 길을 막고 주차장으로 사유화되었다. 필지 내 주차장이 있어도 셔터를 닫아두거나, 

이중주차의 안쪽 구획을 비워두고 골목 주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물리

적 공간 확보 이후에도 지속적 관리와 행태적 개입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고척동에서는 개별 필지와 골목길 단위의 개선 외에도 고척로23길과 고척로25길 

주변의 공용주차장과 유휴공간이 거주자 주차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한다. 자동차로 출

퇴근하더라도 집과 주차장 사이를 걸어서 이동하면서, 마을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

과 같은 생활동선을 공유하게 된다. 이는 근린 내 가로와 공공영역 활성화에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자동차 위주의 어수선한 경관으로, 이러한 주차

거점과 주변의 보행경로 사이에,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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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가로나 필지 단위에서 보행량과 교통,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절

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인접 가로 간에 집중과 분화, 상호의존은 어느 정도 필연적

이다. 만약 이것이 가지는 근린 차원의 역할과 순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가로에 

집중되는 속도나 교통량, 노상주차 등을 억제할 경우, 다른 가로에 문제가 전이되면서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단순히 A가 많으면 A를 줄이는 증상 위주의 대응, 가로 단위의 

수용과 최적화 구도를 넘어, 집중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원인, 사고 위험의 가중 여부, 

주변 가로와의 관계, 전체 근린에 미치는 영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

야 한다. 나아가 교통부하의 집중을 전략적으로 강화, 활용하는 계획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행활동이 한산하고 유휴공간이 있는 구간에서 더 많은 교통부하를 감당한다면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의 긍정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나머지 가로에서 보행자 위

주의 영역을 적극 확보, 연계하는 전략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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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소결: 검토 결과와 계획적 시사점

생활도로의 계획요소와 쟁점별로 실제 적용현황과 작동양상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

하고, 그로부터 계획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표 5-32). 

우선 공간형식에서 ‘통합 또는 분리’라는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 보도설치 자체가 

보행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며, 보도의 단절과 공간 침해, 이탈과 횡단 등에 의한 보차간

섭이 수시로 발생했다. ‘생활도로의 위험성’은 내부의 보차혼용도로보다 외곽도로로부

터 유입, 확산되었고, 사고집중구간과 보도설치구간이 일치했다. 또한 보도설치의 물

기존의 쟁점과 계획기준 실제 적용현황과 작동양상 계획적 시사점

공
간 
형
식

통
합

좁은 도로에서 불가피
유연한 공간활용에 유리
안전성 보완 필요

§ 보도 설치율, 유형, 분포와 한계 확인

§ 필요성보다 가용공간에 따라 설치,
불완전하고 절충적 분리에 의존

§ 외곽도로 진입지점, 보도설치구간과 
사고다발구간 일치

§ 분리가 보행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음

§ 가용공간보다 보도의 
입지와 효용 고려

§ 진입지점에서 교통체계 
전환, 보행연속성 강화

분
리

가용공간이 있으면 보도 설치
약식보도/편측보도라도 설치
경계와 유효폭, 연속성 중시

노
면
과 
시
설

장
소

일반 도로와 시각적 차별화
외형/경관/장소 중요하지만, 
안전에 비해 후순위로 간주

§ 다양한 정비방식이 혼재하지만, 
폭원에 따라 분화되어
일관성 및 지속성이 취약

§ ‘도로보다 장소’ 위주의 정비는
말단부 세가로에 한정, 고립

§ 단일 가로 차별화의 
한계, 인접가로 연계의 
중요성

§ 보행자우선도로 입지 
선정에서 기존 영역 간 
연계와 확장 고려

도
로

일반적인 도로교통체계와 
동일한 시설 기준 적용
안전, 분리, 속도 강조

필
지
와 
건
축

활
력

보행자의 수적 우위와
가로활성화가 안전에도 기여 
개방적 상업시설 vs. 맹벽

§ 계획대상은 아니지만 유형/행태 
좌우하는 영향요인으로 고려 

§ 상업시설 : 보행흐름에 따라 분포
: 혼잡-저속에서 사고위험도 증가
: 상권/업종의 세부 차이

§ 맹벽 : 가속, 교통부하 집중
: 대형필지(보행유발)나 기반시설 주변 
: 학교/공원/아파트단지/공공시설 등 
: 보도/주차를 위한 유휴공간 제공

§ 밀도, 용도, 연결성의 
일반론과 다른 미시적/ 
복합적/양면적 작용

§ 각자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접근과 해법 
달라짐

안
정

적정 용도와 밀도, 주차수용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보
차 
동
선 
체
계

분
화

보차의 위계적, 기능적 분화
통과교통억제, 보행영역 확보

§ 지형, 단절에 의한 자연적 분화
: 투과도 낮은 영역 vs.
교통부하 집중영역

§ 상호의존의 불가피성과 순기능

§ 필지내주차 vs. 주차거점의 장단점

§ 일방적 억제보다 구조적 
원인, 상호의존적 관계와 
파급효과 고려

§ 선택과 집중, 분산과 
경감 효과 활용하여 
보행 영역 연계, 강화

투
과

원활한 통행과 접근,
접도와 주차공간 확보

표 5-32. 계획적 쟁점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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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상한선을 고려할 때 ‘분리형과 통합형’의 공간형식과 도로교통체계의 혼재가 불

가피했고, 같은 보도라도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고 다른 보행공간과 어떻게 연계되는

지에 따라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다. 특히 외곽도로와의 

경계 및 공간형식의 전이지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노면과 시설의 정비방식에서 ‘도로 또는 장소’라는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 보

행자우선도로 이전에도 생활도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위계 및 폭원

에 따라 정비방식이 양분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인 아스팔트나 보차분리, 

속도저감 위주의 해법에 비해, 보차공존, 도로보다 장소, 시각적 차별화 위주의 해법은 

가장 말단부의 세가로에 한정되고 고립되어 있었다. 이는 생활도로 개선의 관행에서 

가로 단위 정비방식이 가지는 한계와, 입지 및 연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필지 및 건축에서 ‘활력 또는 안정’이라는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는, 일반적으

로 상업시설은 보행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맹벽은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요인으

로 간주되지만, 두 요인 모두 위기와 기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밀도, 용

도, 연결성’ 등 기존에 논의된 ‘바람직한’ 근린환경 특성들이 실제 보차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가로마다 미시적, 복합적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짐을 시사한다. 

넷째, 보차동선체계에서 ‘분화 또는 투과’라는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는, 생활도로의 

보차동선체계에서 인접 가로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는, 근린영역 내 도시형태와 용도

의 분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었다. 특히나 생활도로의 공간적, 기능적 수요와 현실

적 제약을 고려할 때, 개별 가로 단위로 교통사고와 속도, 교통량, 주차문제를 일방적

으로 억제할 경우, 전이 및 왜곡의 우려가 있다.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가로와 근린영역에서 담당하는 순기능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종합해보면, 지금까지의 생활도로 개선은 주로 1) 도로폭원과 가용공간에 따라 보차

분리 또는 통합의 형식을 결정해왔고, 2) 실제 속도나 실질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고려

보다 속도저감이라는 목표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왔으며, 3) 교통사고나 속도,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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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등 개별 가로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에 대응해왔다. 이처럼 해법별, 가로별로 파편

화된 접근에서 생활도로의 공간 수요와 현실적 제약, 실질적인 보차행태 특성과 위험

요인, 인접 가로 간의 연계와 상호의존성, 근린영역에서의 입지와 역할 등은 상대적으

로 간과되어 왔다. 외부에서 또다른 해법을 들여오는 것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할 수 없다. 그보다 기존의 상이한 해법들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고 서로 어떻게 

조율 및 연계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현장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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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계획원칙과 기준 보완방향 

5.4.1.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계획원칙

앞서 분석한 보차행태와 도시환경 요인의 상호작용, 계획적 쟁점의 검토 결과와 시

사점들을 종합하여, 생활도로-보차공존 계획원칙을 표 5-33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1) 생활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시각적 차별화’

외곽도로의 분리형 도로교통체계와의 생활도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강조하며, 공간형

식과 교통체계의 전환에 유의하여 인식과 행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계획을 의미

한다. 기존의 생활도로 계획에서 ‘잘 정비된’ 외곽도로의 체계를 빌려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생활도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외곽도로의 교통흐

름과 사고위험이 생활권 내로 확산, 침투하고 있었다. 생활도로의 경계와 특성을 지킬 

수 있도록 계획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계획의 한계
대안적 

고려사항
계획원칙 특성

분리형 교통체계의 
전제와 해법에 의존

생활도로의 
특수성

시각적 
차별화

§ 외곽도로의 분리형 교통체계와
생활도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강조하는 계획

§ 공간형식과 교통체계의 전환에 유의하여
인식과 행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계획

속도저감 위주의 
일률적 접근

생활도로의 
다양성

목표와 
수단 

세분화

§ 가로와 근린 단위의 보차행태 특성과 실질적인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계획

§ 정확한 증상과 원인, 영향에 따라 사안별 
개입 여부와 방향, 우선순위를 조절하는 계획

가로 단위의 
개별적 대응

생활도로의 
연속성

근린영역의 
조직화

§ 근린에서의 입지와 역할, 인접 가로와의 관계와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

§ 여러 해법을 유연하게 검토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계획

표 5-33.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계획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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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도로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목표와 수단 세분화’

가로 및 근린 단위의 보차행태 및 환경 특성과 실질적인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계획, 

정확한 증상과 원인, 영향에 따라 개입 여부와 방향, 우선순위를 조절하는 계획을 의미

한다. 속도저감 위주의 목표와 수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궁극적인 안전 및 보

차균형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현장의 특성과 문제양상에 따

라 다른 수단들과 적절히 병행, 조율한다. 혼잡이나 보차간섭, 협착, 사각지대, 방심 

등 직접적인 위험요인에 우선 개입하고, 감속이 필요한 경우 사전속도와 목표속도, 유

효한 감속요인과 부정적 신호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생활도로의 연속성을 반영하는 ‘근린영역의 조직화’

가로 단위의 개별적 대응, 사업별로 파편화된 접근을 넘어, 근린영역에서의 입지와 

역할, 인접 가로와의 관계와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여러 해법을 유연하게 검토

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폭원, 토지이

용 등 가로 단위의 조건이 유사하더라도 입지특성에 따라 부담하는 교통부하가 달라지

며, 근린영역의 가로망을 구성하는 가로들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근린

단위의 체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며, 가로 차원의 개입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행태특성의 

이면의 구조적 원인과, 주변 가로와의 연계, 전체 근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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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계획기준

이러한 계획원칙을 바탕으로, 근린영역 내 입지특성을 A. 활성화 구간, B. 우회구

간, C. 정주구간, D. 진입지점, E. 전환지점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계획기준을 

제시하였다(그림 5-35). A, B, C는 각각 3개 사례에 대응하며, 여기에 외곽도로에서 

근린영역으로 진입하는 지점(D)과, 근린영역에서 공간형식이나 체계가 달라지는 지점

(E)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각 유형별 입지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예상되는 

보차행태 특성과 문제양상, 계획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서술한 후, 개선수단별로 적합

성을 검토하여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A. 활성화구간

B. 우회구간

C. 정주구간

D. 진입지점

E. 전환지점

그림 5-35. 근린영역의 입지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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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성화구간(A)

활성화구간은 근린영역 내에서 보행흐름과 가로변 활동이 활성화된 구간이다. 주로 

외곽도로에서 진입 및 통과하는 1차 가로, 연결성과 중심성이 높은 가로, 대중교통, 

통학로 등 주요 보행유발시설과 연계된 가로, 가로변 상업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연속 

구분 내용

정 의 § 근린영역 내에서 보행흐름과 가로변 활동이 활성화된 가로

입지 및 
환경 특성

§ 외곽도로에서 진입 및 통과하는 1차 가로, 연결성, 중심성이 높은 가로

§ 대중교통, 통학로 등 주요 보행유발시설과 연계된 가로 

§ 가로변 상업 또는 근린생활시설 연속 분포하는 가로

보차행태
특성

§ 단순 통행 외에 횡단과 진출입 수요로 인한 보차동선의 간섭이 많이 발생

§ 통행량은 많으나 혼잡, 위험, 저속으로 단순 통과교통 수요는 억제됨

§ 속도는 억제되지만 사고 발생확률이 높음

계획방향

§ 사고집중구간, 위험요인에 대한 실질적 대응 필요

§ 보행-상업 활력은 유지, 강화하되, 혼잡/상충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량을 줄이는 방향을 우선 검토

계획 
수단 
검토

보도
설치

제한적

§ 보도가 있어도 유효폭 부족, 공간 침해, 횡단으로 보행자 이탈 발생

§ 전체 공간을 통합하여 유연하게 쓰는 것이 바람직,
분리 시 완전히 단절, 경직된 분리보다 유연한 절충적 분리 권장

§ 보차분리 시 유의사항 : 보행안전영역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행량 대비 충분한 유효폭 확보, 차도영역에도 시각적 처리 병행, 
횡단 및 연계지점 고려 

§ 협소/편측보도나 주차/적치물 방지 없는 약식보도 설치 지양

§ 실제 안전과 운전자, 보행자의 체감 안전의 격차에 유의

속도 
저감

부적합 § 속도가 이미 낮으므로 추가 감속 효용 적음
: 물리적 감속시설 설치 시 혼잡, 불편, 위험 가중

시각적 
차별화

적극 
§ 장소성과 활력을 강조하는 노면 포장 및 경관 개선 권장

§ 전반적인 가로경관과 주변 가로와 연계, 조화 고려

보차 
동선 
체계

적극 

§ 교통흐름과 사고위험이 집중되는 구조적 원인과 양상 확인

§ 보행 및 가로 활성화 수위가 높지 않은 다른 구간으로 
교통흐름의 우회, 분산 가능성 검토(파급효과 고려)

§ 가로변 용도와 직접 관련된 통행을 조건부 수용 (조업/방문차량 등)

§ 미시적 혼잡-위험 요인에 대응 필요
: 노상주차관리, 결절점이나 보차 출입구, 사각지대 개선 등

표 5-34. 활성화구간의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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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는 가로 등에서 나타난다. 단순 통행 외에 횡단과 진출입 수요로 인한 보차동선

의 간섭이 많이 발생하며, 보행량과 혼잡으로 속도가 억제되지만, 사고 위험이 높다. 

계획의 우선순위는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와 실질적 대응에 있다. 보행이나 상업의 

활력은 유지하고 혼잡과 상충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접근은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다. 보행 및 가로 활성화 수위가 높지 않은 다른 구간으로 교통흐름을 우

회, 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되, 교통흐름이 집중되는 구조적 원인과 양상, 대

체 가로에 대한 파급효과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한다. 교통량이 많아도 혼잡에 따른 속

도저하로, 단순 통과기능은 억제된다. 조업/방문차량 등 가로변 용도와 직접 관련된 

통행을 구분하여, 시차제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적용할 수 있다. 교통량 이외에 미시적, 

정성적 위험요인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혼잡이나 보차간섭이 집중되는 

결절점이나 보차 출입구 구조 개선, 노상주차관리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이 있다. 

보행자가 많고 보도가 있어도 보행자 이탈이 자주 발생하므로 공간을 통합하는 것이 

유리하고, 보차분리를 하더라도 완전히 단절, 경직된 분리보다 유연한 절충적 분리가 

바람직하다. 생활도로에 널리 설치되는 보도 유형 중, 1) 단차가 있는 좁은 편측보도

는 보행자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약하며, 2) 길가장자리구역에만 배색, 패턴을 적용하

는 약식보도의 경우 ‘차도’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주차, 적치물 등으로 보행공간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활성화구간에는 적합하지 않다. 활성화구간에 보도를 설치할 경

우, 보행안전영역을 충분히 보장하되, 보행자들이 보도 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

하지 않아야 한다. 보행량 대비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차도영역에도 시각적 처리

를 병행하며, 횡단 및 연계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속도가 이미 낮으므로 추가 감속의 필요성이나 효용이 크지 않다. 물리적 감속시설 

설치 시 혼잡, 불편, 위험 가중되므로 시설 설치는 지양한다. 그보다 장소성과 활력을 

강조하는 노면 포장 및 경관 개선이 권장되며, 전반적인 가로경관과 주변 가로와 연계, 

조화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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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회구간(B) 

우회구간은 근린영역에서 교통부하가 집중되는 교통 위주의 가로로, 속도저감 요인

이 작동하지 않아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주변에 비해 보차간섭이 적고 주행편의

가 높아 보행자가 사고의 빈도는 높지 않지만, 높은 속도와 방심을 그대로 방치할 경

우,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심각도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주로 근린영역의 가

로망에서 교통량이 집중되는 병목구간, 가로의 위계나 주변 가로에 비해 유휴공간이 

구분 내용

정 의 § 근린영역에서 교통부하가 집중되는 교통 위주의 가로

입지 및 
환경 특성

§ 가로망에서 교통량 집중되는 병목구간

§ 위계나 주변가로 대비 유휴공간이 있는 가로

§ 맹벽, 대형필지, 기반시설에 접한 가로(학교, 공원, 아파트단지, 방음벽 등)

보차행태
특성

§ 주변에 비해 보차간섭이 적고 주행편의가 높아 교통부하 집중

§ 교통위주의 가로, 속도저감이 작동하지 않음

§ 사고 확률은 낮지만 방치할 경우, 높은 속도와 방심으로 인해 
1건당 피해의 심각도가 클 수 있음

계획방향

§ 보행. 활동, 장소성 요구가 약한 교통 위주의 가로

§ 사고 위험과 불안이 높지 않다면 억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 근린에서의 역할과 원인, 관계를 검토하여 억제/연계/강화 선택

계획 
수단 
검토

보도
설치

적극

§ 상시 보행량은 적지만, 맹벽을 유발하는 학교, 공원, 아파트단지 
등으로 교통약자 동선과 겹치는 경우 보도설치 검토

§ 가용공간 확보에는 용도

§ 보도 설치 시 ‘소수의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에 맞게,
절충형보다는 편측이라도 제대로 된 정식보도가 필요함

속도 
저감

조건부
§ 30km/h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가 더 위험한 것은 아님

§ 속도 억제가 필요한 경우, 도로시설 위주의 개입이 효과적

시각적 
차별화

부적합 § 시각적, 심리적 감속이 잘 작동하지 않음

보차 
동선 
체계

적극

§ 교통량, 속도, 주차의 집중에 대한 대응
: 일방적 억제보다 상호의존성과 파급효과 고려

§ 보차동선체계와 영역의 자연적 분화 + 전략적 활용
:특정 가로의 부담 집중 = 경감되는 가로-영역의 개선과 병행
:주차거점 조성 시 보행동선과 연계 보완

표 5-35. 우회구간의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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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로, 학교, 공원, 아파트단지, 방음벽 등 대형필지나 기반시설의 맹벽에 접한 가

로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 유휴공간이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주차공간으로 활용되

는 경우가 많다. 

보행이나 가로변 활동이 약하고, 장소성에 대한 인지나 기대가 뚜렷하지 않으며, 근

린영역에서 ‘자동차 교통 위주 가로’, ‘분리형 교통체계’의 성격이 가장 강한 구간이다. 

교통량, 속도, 주차수요 등을 집중적으로 수용하는데, 예를 들어 속도의 경우 

30km/h 이하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더 위험한 것은 

아니며, 사고 위험과 불안이 높지 않다면 억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근린영역

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교통부하가 집중되는 구조적 원인, 주변 가로와의 관계 등에 따

라 현상 유지, 억제, 보완, 강화, 연계 등 여러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억제 시 상호의

존성과 파급효과에 유의해야 한다. 보차동선체계와 영역의 자연적 분화를 바탕으로, 

특정 가로에 집중되는 부담을 경감되는 가로 또는 개선과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

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상시 보행량은 적지만, 맹벽을 유발하는 학교, 공원, 아파트단지 등이 주요 보행유발

시설 및 교통약자 동선과 겹치는 경우 보도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다른 유형에 비해 

보도 설치의 필요성과 효용이 가장 크고, 공간적인 여건도 유리하며, 설치 시 분리형 

교통체계에 가장 가깝게 작동하는 구간이다. 보도 설치 시에는 소수의 안전을 보장한

다는 목적을 고려하여, 좁거나 편측이라도 제대로 단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속도 

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 우위의 분위기에서 시각적, 심리적 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도로시설 위주의 적용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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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주구간(C) 

정주구간은 근린영역에서 위계가 가장 낮은 말단부에 해당하는 가로로, 거주자 외 

통행이 드물며, 한산하고 사고도 적은 구간이다. 폭 6m 미만의 도로, 소가구 내 세가

로, 그리고 이러한 골목길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투과도가 낮은 구역 내의 도로들에서 

대체로 비슷한 성격이 나타난다. 순수 주거용도 외에, 상업이나 혼합 및 비주거용도의 

비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가시적인 혼잡-위험요인은 적지만 골목길 고유의 구조와 

분위기가 속도억제요인으로 작용한다. 

구분 내용

정 의 § 교통보다 정주기능이 위주로, 한산하고 사고도 적은 가로

입지 및 
환경 특성

§ 위계가 가장 낮은 말단부 가로, 폭 6m 미만의 도로, 소가구 내 세가로

§ 골목길들이 모여 있는, 투과도가 낮은 구역 내 도로

§ 상업,혼합 및 비주거 비율이 낮고 순수 주거용도 비율이 높음

보차행태
특성

§ 가시적인 혼잡-위험요인은 적지만 골목길 고유의 구조와 분위기가 
이미 속도억제요인으로 작용

§ 집 앞 주차 수요 및 진출입 동선 간섭 발생

계획방향

§ 활력보다 정주성 위주의 장소성 보호, 강화하는 전략

§ 이동 수요나 통과교통, 안전 문제는 크지 않으나 정적인 주차문제 대응 필요

§ 소수의 거주자들의 일상적 공간, 미시적 이용현황에 대한 고려, 협의 중요

계획 
수단 
검토

보도
설치

부적합
§ 보도 설치가 불가능한 협소 도로

§ 보차 통행량이 많지 않으므로 고정적 분리가 불편과 비효율 초래

속도 
저감

부적합
§ 속도를 내기 어려운 환경

§ 속도저감시설과 규제를 강조할 경우 오히려 가로경관을 저해

시각적 
차별화

적극

§ 보행자, 거주자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골목길 가로경관

§ 아스팔트 도로보다 블록 위주의 노면 정비

§ 전반적인 조화와 일관성, 단일가로보다 집합적 영역 고려

§ 보행자우선도로 입지 선정시 기존의 골목들과 조화, 연계
: 보행 영역의 유지/확장 

보차 
동선 
체계

조건부 

§ 낮은 투과도/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교통부하는 억제됨 

§ 골목길의 주차장화에 대응, 주차거점 등 근린 단위 대응 필요

§ 주차 및 접도여건 강화 시 보행자 위주 도로-영역 성격 변화

표 5-36. 정주구간의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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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보다 정주성을 중심으로 장소성을 보호,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 계획

의 중점은 보행자, 거주자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골목길 가로경관에 있다. 아스팔트 도

로보다 블록 위주의 노면 정비를 하되, 전반적인 가로경관의 일관성, 단일 가로보다 집

합적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 보행자우선도로와 같은 사업의 입지 선정시 기존의 골목

들과 조화, 연계를 고려하여, 보행자 위주의 영역을 유지,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도 설치가 불가능한 협소 도로가 대부분이며, 공간이 있더라도 보차 통행량이 많

지 않으므로 고정적 분리가 오히려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속도저감의 경우 

가로환경 자체가 이미 속도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고, 속도저감시설이나 규제를 강조할 

경우 오히려 정주성 위주의 가로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 

대신 건물 진출입과 집 앞 주차 수요, 공간 점유 등 정적인 문제에 대응이 필요하다. 

소수의 거주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반-사적(semi-private) 공간의 성격이 강

하므로, 이들의 미시적 이용현황에 대한 고려, 협의 등이 중요하다. ‘골목길의 주차장

화’ 문제에 대응하여, 개별 가로보다 근린영역 단위의 주차거점 조성, 수요관리 등 면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접도 및 주차 여건 개선의 경우 낮은 투과도와 주차공간 부족

으로 인한 교통부하 억제 효과가 약해지면서, 가로 및 영역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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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입지점(D) 

진입지점은 근린영역의 외곽도로와 내부도로가 접하는 지점으로 폭원 및 위계, 공간

형식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같은 외곽도로에서도 접속하는 내부도로의 폭

원, 위계와 연결구조(통과도로 또는 막다른 골목), 중심성과 분리 여부에 따라 접점의 

위계, 구조가 달라진다. 특히 주요 통과도로, 보도설치 구간 등 내부도로 위계가 높은 

지점은, 외곽도로의 교통흐름과 사고위험이 근린 내부로 침투하는 길목이자 접점 역할

을 한다. 생활도로의 비공식적, 상호의존적 체계가 시작되지만, 분리형 도로교통체계

의 관성이 이어지며 과도기적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진입지점에서 자동차 우선의 구조를 지양하고, 보행 우선의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외

부로부터 교통흐름과 위험 유입을 막아내는 방어막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근린영역

구분 내용

정의 § 근린영역에서 외곽도로와 내부도로가 접하는 지점

입지 및 
환경 특성

§ 폭원 및 위계, 공간형식의 급격한 변화 

§ 내부도로의 폭원, 위계와 연결구조(통과도로 또는 막다른 골목), 
중심성과 분리 여부에 따라 접점의 위계, 구조가 달라짐

보차행태
특성

§ 외곽도로 교통흐름과 사고위험이 근린 내부로 침투하는 길목이자 접점

§ 생활도로의 비공식적, 상호의존적 체계가 시작되지만, 
분리형 도로교통체계의 관성이 이어지며 과도기적 혼란 유발

계획방향
§ 외부로부터 교통흐름과 위험 유입을 막아내는 방어막 역할

§ 차도 우선의 구조 지양, 보행 우선의 구조 권장

계획 
수단 
검토

보도설치 § 외곽보도-횡단보도-내부보도 연속성과 일관성 강조

속도저감
§ 가각전제보다 돌출, 협착 형식을 활용하여 진입속도 억제

§ 지정속도 준수보다 충분한 주의 환기를 유도

시각적 
차별화

§ 근린영역의 경계와 교통체계의 전환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유도

§ 아스팔트 노면의 분절 (외곽보도, 횡단보도, 단차, 재질, 색상 등)

보차동선 
체계

§ 필요시 자동차 진출입 조절 : 교차로구조, 신호체계, 회전제한, 
일방통행제한

표 5-37. 진입지점의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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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와 교통체계의 전환을 강조하고, 교통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져 들어오지 못하도

록 저항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때 ‘저항’이란 진입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추는 

것을 넘어, 생활도로 체계에 요구되는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부터 

운전자들의 주의와 시선이 노면과 차선, 표지판과 속도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로환경과 주변 보행자들의 움직임을 두루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아스팔트 노면은 외

곽보도 또는 횡단보도의 경계선과 단차, 재질, 색상 등을 활용하여 분명한 ‘분절’을 거

친다. 진입부에 조형물이나 안전표시 등을 활용하거나, 가각전제 대신 돌출 또는 협착 

형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필요시 교차로의 신호제한, 일방통행 등을 통해 각 지점의 진

출입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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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환지점(E) 

전환지점은 근린영역 내부에서 도로의 공간형식이 전환되는 지점으로, 보도가 끝나

고 보차혼용도로가 시작되는 지점, 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등 정비구간이 끝나는 

지점, 폭원/일방통행/차선 등이 변화하는 지점, 근린영역 내부에서 도로의 공간형식이 

전환되는 지점 등이 포함된다. 근린영역에서 상이한 형식-체계 사이의 ‘전환’이 수시

로 발생하는 것은, 생활도로의 공간적 여건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 문제는 ‘보도’ 등 

보행공간의 물리적 연속성에 비해, 보행자나 자동차 운전자의 연속적인 동선과 경험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보도가 갑자기 사라지는 지점이 차도 쪽에서는 잘 보

이지 않거나, 보행자가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고려 없이 울타리로 

막아 놓은 경우, 예기치 않은 이탈과 간섭이 발생한다. 가로별, 해법별 개선의 사각지

대였던 전환지점을 중심으로, 보행동선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고려하는 계획이 필요하

다. 지점별 고려사항으로는 보행자가 보도를 벗어나는 지점에서 상호시인성과 예측가

능성을 확보하는 것, 직선구간에서의 속도보다 교차점에서의 일시정지나 양보를 유도

하는 것 등이 포함되며, 궁극적 지향점은 생활도로에 적용되는 다양한 공간형식과 정

비방식 간의 연계와 호환성, 전반적인 조화와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구분 내용

정의 § 근린영역 내부에서 도로의 공간형식이 전환되는 지점

입지 및 
환경 특성

§ 보도가 끝나고 보차혼용도로가 시작되는 지점

§ 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등 정비구간이 끝나는 지점

§ 폭원/일방통행/차선 등이 변화하는 지점

보차행태특성 § 상이한 형식-체계 간 전환이 불가피하지만, 잦은 단절과 간섭이 혼란 유발

계획방향 § 내부도로에서 보행동선과 경험의 연속성, 일관성 고려 (≠보도의 연속성)

계획 
수단 
검토

보도설치
§ 보도의 시종점, 결절점 등 보행자가 보도를 벗어나는 지점에서, 

상호시인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속도저감 § 직선구간에서의 속도보다, 교차점에서의 일시정지-양보 유도
시각적 
차별화 § 상이한 공간형식과 정비방식 간의 연계와 호환성 고려

§ 가로망 및 근린영역 차원의 전반적인 조화와 일관성 강화보차동선 
체계

표 5-38. 전환지점의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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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는 오늘날 서울의 생활도로라는 시공간적 맥락에서 보차공존의 의미와 유효

성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전개되어 온 보차공존과 생활도로

에 관한 규범적, 계획적 논의들을 종합하고, 실제 현장의 작동 양상을 검토하고, 생활

도로의 특수성과 다양성, 연속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계획적 시사점과 보완사항을 제

시하였다. 

보차공존은 특정한 가로유형, 설계기법, 계획원칙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에서부터 

보행자와 자동차의 균형을 위한 대안적 접근을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맥락에 따라 다층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0여 년간 보차공존을 

수용하여 제도화, 현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과와 경험이 축적되었으나, 그에 대한 

통합적, 비판적 고찰은 드물었다. 본 연구가 주목한 ‘보행자우선도로’는 여러 현행 사

업과 지침 가운데 보차공존의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다. 시범사업과 

피드백 과정에서 ‘공간 통합과 시각적 차별화, 속도저감’을 중시하는 ‘협의의 보차공

존’으로, 대상지 선정기준과 설계 및 평가기준이 정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보

차공존의 일반적인 계획원칙이 국내 생활도로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교하게 다듬어

지는 과정을 충실하고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채택하였다. 

지금까지 생활도로의 개선방안은 보도를 비롯한 보행공간의 연속성 확보와 관리 체

계 강화(이신해ㆍ장지은 2017), 노상주차 문제와 연계한 도로환경의 공공성 회복(이광

훈·홍우식 2013), 보행자 통행권 보장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모창환ㆍ전

은수 2015; 오성훈 외 2016; 성낙문 외 2019) 등 다방면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속도관리의 중요성이 일관되게 강조되어 왔다(심

관보·허낙원 2011). 그러나 생활도로의 느슨한 정의, 관련 집계기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생활도로의 현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차분리나 속도저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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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해법들은 ‘분리=안전’, ‘저속=안전’이라는 일반론적 전제와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통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도로의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 생활도로의 물

리적 환경 특성과 위험성, 보차행태의 작동양상이 일반 도로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은 

여러 통계와 연구결과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며, 생활도로 고유의 특성에 대한 독자적인 

이해와 설명, 대응을 요구한다. 

속도가 느릴수록, 보행량이 많을수록, 보도 폭이 넓을수록, 혼용도로와 노상주차가 

적을수록 좋다는, 상반된 기대와 주장들이 원론적으로 대립하고, 단편적인 접근과 해

법들이 현장에서 상충하고 있었지만, 사업별, 요인별, 쟁점별로 파편화된 구도에서 통

합과 조율, 절충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이러한 논의 구도는 생활도로의 특수성과 다

양성과 연속성, 보차행태와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기에 적합하지 않

았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1) 보차공존의 개념을 확장하고 2) 생활도로의 

특수성과 다양성, 연속성에 주목하여 생활도로의 특성과 상호작용의 양상을 총체적으

로 이해하며, 3) 연구의 방법에 다수 사례에 대한 연역적이고 정량적인 분석기법과, 

소수 사례에 대한 귀납적이고 정성적인 해석을 병행하는 이원적 연구구조를 채택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개념적 틀 제시

먼저 문헌과 제도 고찰을 통해 보차공존과 생활도로에 관한 기존의 계획적 논의를 

종합하였다. 보차공존은 특정한 가로유형, 설계기법, 계획원칙을 지칭하는 협의의 개

념에서부터 보행자와 자동차의 균형을 위한 대안적 접근을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에 이

르기까지, 맥락에 따라 다층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0여 년간 많

은 성과와 경험이 축적되었으나, 선진 사례의 모방과 수용이라는 구도에서 제도적, 기

술적 보완에 주력하여 보차공존이라는 전제 자체에 대한 통합적, 비판적 고찰은 드물

었다. 현행 제도에서 보차공존은 ‘공간 통합, 시각적 차별화, 속도저감’을 중시하는 ‘협

의의 보차공존’으로 정형화되어 있고, 적용 대상과 내용이 제한적이다. ‘보차분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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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해법들과 현장에서 경합하고 있지만, 사업이나 쟁점별로 파편화된 구도에서 절충

과 조율이 어려웠다. 

본 연구는 보차공존을 ‘생활도로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보행자와 자동차의 균형을 

지향하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개념’으로 확장하여 정의하고,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개

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 틀은 ‘가치규범, 보차행태, 도시환경’의 세 개의 영역이 상

호작용하는 구도이며, 각 영역에 대하여 기존 논의의 주요 요인과 전제, 쟁점들을 구조

화하였다. ‘안전성, 이동성, 장소성’의 3가지 가치규범, ‘보행량, 교통량, 속도, 사고’

의 4가지 정량적 보차행태 요인, ‘공간형식, 노면과 시설, 필지 및 건축, 보차동선체

계’의 4가지 도시환경 계획요소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분석과 검증을 전개하였다.

2) 생활도로에서 속도와 안전의 관계 고찰

먼저 생활도로의 보차행태 특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44개 대상지의 요인별 

평균에 따르면 보행량은 1.22인/분/m, 교통량은 0.22대/분/m, 속도는 

18.14km/h, 사고밀도는 5.9건/연/ha이었다. 보행량과 교통량, 사고밀도는 왜도가 

큰 비대칭 분포 특성을 보였고, 속도는 정규분포에 가까웠다.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는 a) 속도와 교통량을 줄이면 사고위험 감소(교통정온화), b) 보행량과 

교통량이 줄면, 속도는 늘고 사고위험 감소(보차상충), c) 보행량이 늘어나면 교통량과 

사고위험 감소(보행활성화)의 세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었다. 분석 결과 일관되거나 

뚜렷한 선형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구간 및 조합에 따라 유효성과 강약, 기울기가 달라

졌다. 보행량이 많으면서 속도가 낮거나(b), 교통량이 많으면서 빠르거나(a),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사고밀도의 증가와 관련되었으나, 두 효과가 상쇄되면서 전자의 효과가 

더 강했기 때문에 속도와 사고의 관계는 약한 음(-)으로 남았다. 

생활도로에서 ‘30km/h 이하’라는 속도저감의 일차적 기준은 사업 시행 여부와 무

관하게 이미 거의 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30km/h 이하의 ‘저속주행’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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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저감의 유효성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크게, a) 30km/h 이하의 안전속도 기준을 

충족한다면, 더이상 속도저감이 중요하지 않다, b) 보차혼용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

속도를 더 낮추어야 한다, c) 절대속도가 낮아도 느릴수록 더 안전하므로, 감속은 여전

히 중요하다의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그러나 4가지 요인의 조합에 대한 퍼지 군집

분석 결과, 생활도로의 보차행태 조합은 ‘고밀-저속-위험(A)’, ‘저밀-고속-안전(B)’, 

‘저밀-저속- 안전(C)’의 3개 유형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존 가설에서 예상되는 패턴을 

벗어나 있었다. 위험한 사례들은 대체로 평균속도가 낮았고(A), 고속 사례는 대체로 

사고밀도가 낮았다(B). 저속 사례는 위험한 사례(A)와 안전한 사례(C)로 양분됐다. 보

차통행량이 모두 적고 속도와 사고 모두 낮은 사례들은 많았지만, ‘안전을 위한 감속’

이 가장 절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위험의 조합은 현실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

다. 낮은 속도가 안전이라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느린데 위험하거나, 

빠른데 별로 위험하지 않은, 기대에 역행하는 조합이 오히려 두드러졌다. 

결론적으로 30km/h 이하의 저속주행이 보편화된 현재 생활도로의 조건에서, 속도

저감이라는 목표와 수단 자체의 유효성은 절대적이지 않다. 생활도로에서 사고밀도는 

속도보다 보차통행량, 혼잡과 상충에 의해 좌우되며, 안전의 독립변수이자 개선수단으

로서 투영되는 기대에 비해 실제 속도의 역할과 의미는 제한적이었다. 지금까지 “저속

=안전”이라는 규범적 전제에 근거하여 30km/h 속도제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

준 속도를 더 낮추고,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속도저감의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해왔지만, 

그에 비해 속도의 사각지대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위험요인에 대한 고려는 드물었다.

각 군집의 전형적 특성과 군집 간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는 ‘수유동, 고척동, 

장안동’의 3개 사례를 대상으로 심화, 확장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로 및 근린

환경의 행태적, 환경적 특성을 기술하고, 상호 비교와 교차 검증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

와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수유동 사례에서 특정 시간대와 특정 구간, 지점에 유독 

많은 사고가 집중되었는데, 활성화된 상업가로, 보행자 활동이 많은 구간 및 시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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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방향의 교통흐름이 중첩되는 구조적 요인과, 주변 가로와 접속하는 지점의 미시

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 고척동 사례에서 대상구간의 교통량과 속도가 높고 더 많은 

교통부하가 집중되었는데, 근린영역의 단절되고 왜곡된 교통체계와 협소한 주변 가로

들 속에서, 한 면에 접한 ‘맹벽’이 보차간섭과 속도 저항을 줄이고 주행 편의를 제공하

는 비교우위로 작용했다. 장안동 사례에서 혼잡과 위험 수준이 낮은데도 속도가 느린 

배경에는, 보행자와의 간섭이나 공간적, 물리적 제약보다 시각적, 심리적인 차이들이, 

노면과 시설, 가로변 용도와 경관, 주변 가로들까지 유기적으로 관여했다.

가로 및 근린 간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생활도로의 감속요인은 크게 1) 보행량에 따

른 보차간섭과 혼잡, 2) 도로구조와 시설물의 물리적 제약, 3) 위험에 대한 심리적 방

어, 4) 일반 도로와의 시각적 차별화라는 4가지로 나타났다. 비슷한 속도라도 1)과 2)

는 오히려 위험을 경고하는 부정적 신호로 볼 수 있고, 3)의 경우 보행자에게도 불안,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4)의 경우 실제 및 체감하는 위험의 수준을 증가시키지 않으

면서도 이용자들의 주의와 배려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보차공존의 기대에 가장 가깝게 

작동했다. 

생활도로에서 ‘속도’라는 특성은,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원인

에 뒤따르는 하나의 증상이며, 속도저감이라는 목표와 수단은 이에 직접 개입하는 일

종의 해열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열이 나지 않는다면 복용할 필요가 없고, 열이 

나도 당장 열을 내리는 것보다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활도로 

개선에서 속도저감이라는 목표와 수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실제 속도, 감속

의 요인, 실질적인 위험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 생활도로의 계획적 쟁점별 현황 검토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4가지 계획적 쟁점을 중심으로, 3개 사례의 근린영역에서 상

충하는 해법들의 실제 적용현황과 작동양상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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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간형식에서 ‘통합 또는 분리’라는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 ‘분리=안전’이라는 

전제와 달리 보도설치 자체가 보행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며, ‘생활도로의 위험성’은 외

부로부터 유입, 확산된다는 점, 그리고 보도설치와 이용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보도의 입지와 경계 형식, 연계 등이 중요하고, 특히 외곽도로와의 경계 및  공간형식

의 전이지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노면과 시설의 정비방식에서 ‘도로 또는 장소’라는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 사

업이나 구간별 결정 구도에서 인접한 가로 간의 연계나 일관성, 지속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속도저감’ 계열에 비해, ‘시각적 차별화’ 위주의 해법은 말단부 세가로에 한

정되고 고립되어 있었다. 이는 입지와 연결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필지 및 건축에서 ‘활력 또는 안정’이라는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 일반적으로 

상업시설의 다양성은 보행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맹벽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간

주된다. 그러나 두 요인 모두 위기 또는 기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 및 이용

현황에 따라 실제 보차공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다.  

넷째, 보차동선체계에서 ‘분화 또는 투과’라는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 근린영역 내 

도시형태와 용도의 분화에 따라 특정 가로에 더 많은 교통부하가 집중되었다. 이를 일

방적으로 억제할 경우, 전이 및 왜곡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변 가로와 근린영역에서 담당하는 순기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종합해보면, 지금까지의 생활도로 개선은 1) 도로폭원과 가용공간에 따라 보차분리 

또는 통합의 형식을 결정해왔고, 2) 실제 속도나 실질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고려보다 

속도저감이라는 목표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왔으며, 3) 교통사고나 속도, 교통량, 주차 

등 개별 가로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에 대응해왔다. 해법별, 가로별로 파편화된 접근에

서 생활도로의 공간 수요와 현실적 제약, 실질적인 보차행태 특성과 위험요인, 인접 가

로 간의 연계와 상호의존성, 근린영역에서의 입지와 역할 등은 간과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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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계획원칙과 기준 제시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종합하여 생활도로-보차공존의 계획원칙을 제시하였다. 1) 생

활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시각적 차별화’ : 외곽도로의 분리형 도로교통체계와의 

생활도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강조하여, 인식과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는 계획, 2) 생활

도로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목표와 수단 세분화’ : 속도저감 위주의 일률적 접근 대신, 

생활도로의 보차행태 및 환경 특성과 실질적인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계획, 3) 생활도

로의 연속성을 반영하는 ‘근린영역의 조직화’ : 해법이나 가로 단위로 파편화된 접근을 

넘어, 근린영역에서의 입지와 역할, 인접 가로와의 관계와 영향을 고려하여, 여러 해법

을 유연하게 검토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계획이라는 3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근린영역 내 입지특성을 A. 활성화구간, B. 우회구간, C. 정주

구간, D. 진입지점, E. 전환지점의 5가지로 구분하여, 계획기준과 고려사항을 구체화

하였다. 

본 연구는 규범, 행태, 환경 차원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기존 논의의 경직

된 구도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외래의 개념과 원형, 일반론

적 전제들에 의존해왔던 영역에 대해, 현장에 축적된 자생적 경험과 비판적 성찰을 토

대로, 우리나라 생활도로 고유의 특성에 대한 독자적 이해와 대응을 시도했다는 의의

가 있다. 

생활도로-보차공존을 다각도로 고찰하기 위해 문헌과 제도 고찰, 보행자우선도로 시

범사업 44개 사례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분석, 3개 사례에 대한 정성적 해석이라는 

병렬적 연구구조를 채택하였다. 전체적인 일관성이나 각 부분의 완결성에서 미흡한 점

이 있었고, 연구대상과 데이터가 생활도로 전체를 균형 있게 대표하지 못하며, 요인과 

쟁점, 대안을 폭넓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상대적 비교와 주관적 해석에 의존했다는 한

계를 안고 있다. 여기에서 포착된 경향과 쟁점들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

해 더 정교하고 세부적인 검증과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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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hared Streets Concept 

and the Neighborhood Streets 

Pedestrian-Vehicle Interaction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Pedestrian Priority Streets” Pilot Case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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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Shared Streets(SS)’ concept, within the 

spatio-temporal context of current ‘Neighborhood Streets(NS)’ in 

Seoul. The main purposes were : 1) to review the discourse on the SS 

and NS, defining their normative premises, claims, and arguments 

among design solutions, 2) to examine their significance and validity, 

regarding on-site pedestrian-vehicle interaction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3) to elaborate alternative planning principl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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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s of SS regarding the ‘distinct, diverse, and continuous’ 

nature of NS. This study focused on a pilot program by Seoul City 

Government called ‘Pedestrian Priority Streets(PPS)’, as a showcase for 

the localization process, in which the general principles of SS had 

been revised through many trial-and-errors and feedbacks in actual 

test-beds of NS. For the 44 cases of PPS and their neighborhoods, the 

following 3 types of data were combined for the comprehensive 

analysis : 1) ‘behavioral survey data(DATA 1)’ measured and extracted 

from the official monitoring reports of the PPS pilot program, 2) 

‘traffic accident data(DATA 2)’ provided by TAAS(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3) ‘spatial information data(DATA 3)’ collected from 

multiple sources. The results can be outlined as following 5 aspects:

1) A Conceptual Framework of “Neighborhood-Shared Streets”

The past and current discourses on SS and NS were reviewed 

throughout the planning literature and government documents.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SS varied, depending on the context. Among 

the narrowest, they were described as a certain type of streets, or a 

range of design measures, while the broadest embraced a whole 

variety of alternative approaches. In Korea, the SS related practices 

had been introduced and experimented for more than 30 years, but 

the discourse was rather inclined to learn lessons from advanced 

examples. Emphasizing practical, institutional and technological 

improvements, the concept of SS itself was rarely questioned. In 

current design guidelines, the typical Shared Streets were pr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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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patial integration, visual distinction, and speed reduction’, with 

limited application and variation. SS often collided with the 

‘segregation’ principles and measures, but mediation or compromise 

were hindered by fragmented approaches.

This study aimed to extend this issue. The “Neighborhood-Shared 

Streets(N-SS)” is defined as “a flexible and inclusive concept of SS, 

that encourages to strive for the balance between pedestrians and 

vehicles, in the specific context of NS.”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N-SS represents the dynamic interaction among 3 domains of 

Norm/Behavior/Environment. Derived from earlier discussions, key 

factors, premises and arguments were identified to structure each 

domain, including 3 norms of Safety/Mobility/Place, along with 4 

behavioral factors of Pedestrian Flow(PF)/Vehicle Flow(VF)/Vehicle 

Speed(VS)/Accident Density(AD), and 4 design arguments on Spatial 

Type/Surface and Measures/Adjacent Facilities/P-V Network.

2) Re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eed and Safety 

4 behavioral factors(PF/VF/VS/AD) are examined using DATA 1 and 

2 from 44 cases, focusing on the basic statistics and relationship 

among factors. While the importance of speed reduction have been 

consistently emphasized, the VS in NS rarely exceeds 30km/h, with or 

without the intervention. AD relies heavily on the PF, while VS’s 

contribution to AD was weak and reverse. The Fuzzy Clustering 

Analysis detects 3-way diverging clusters, each containing typical 

combination as follows: High Flow-Low Speed-High Risk(Clust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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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HS-LR(Cluster B), LF-LS-LR(Cluster C). Unlike the expectations, LS 

did not guaranteed the Safety, while counter-evidences of LS-HR and 

HS-LR were prevailing. In short, the role and utility of speed as a 

proxy for the safety is less valid in the NS, where ‘slower than 

30km/h’ is a commonplace.

For further analysis combining DATA 3 on more detailed 1+2, the 

most prominent and distinctive case was selected from each Cluster: 

Su-yu(SY), Go-cheock(GC), and Jang-an(JA). The behavior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ere described, and compared by 

segments and neighborhoods, to capture the differences and factors. 

4 distinct mechanisms affected the speed reduction, 1) P-V 

interference and congestion, 2) physical restriction by road and 

facilities, 3) mental defense against perceived risks, 4) visual 

distinction. Given the similar speed, 1) and 2) should be considered as 

signs of alert, as for 3), same anxieties and uncertainties that slowed 

down the traffic might also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pedestrian 

activities. Encouraging awareness and courtesy without involving the 

additional risk or fear, only 4) corresponded to the SS expectations. 

The speed is like a symptom, triggered by various causes. As there 

is no need to take an antipyretic without fever, speed reduction is 

often unnecessary or invalid for many NS. In relatively faster cases, it 

might be helpful to relieve the immediate fever, but not the cause. 

Though often overlooked in the speed-oriented approaches, the 

current speed, restraints, and actual risks deserve proper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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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alidating Evidences for Design Arguments

Further evidences were discussed across the 3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4 design arguments on Spatial Type/Surface and 

Measures/Adjacent Facilities/P-V Network. The results of previous 

practices to improve the NS had been accumulated within the 

neighborhood, colliding with each other without consistency. 1) The 

goal of speed reduction was exerted regardless of current speed and 

actual causes of the risk, 2) the Spatial Type of segregation or 

integration was decided by the road width and available space, 3) 

specific traffic issues like the accidents, excessive speed or volume, 

roadside parking were detected and responded by segments. 

This compartmental approach had failed to address that, 1) as it 

exceeds the spatial capacity of NS to accommodate all purposes by 

segregation, the mixture of and transitions between two systems are 

inevitable, 2) the actual level of risk and its relation to speed and 

other factors vary by streets and neighborhoods, 3) streets are 

interconnected and interdependent to each other, and 4) they have 

different the position and role within the neighborhood.

4) Alternative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N-SS 

Based on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principles of N-SS are 

suggested : 1) ‘Visual Distinction’ to address the specificity of NS, 

acknowledging and reinforcing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systems of integration and segregation, and encouraging chang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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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and behaviors, 2) ‘differentiation of goals and means’ to 

address the diversity of NS, replacing the speed-oriented approaches 

with proper reponse to the risk in relation to behavior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3) ‘coordination of neighborhood 

streets’ to address the continuity of NS, integrating different 

approaches and measures by proper arrangements and compromises. 

Subsequently, design guidelines and considerations are elaborated by 

5 specific locations : A. activated streets, B. detour routes, C. silent 

santuaries, D. entrances, E. transition points. 

This study explored an alternative, integrated approach embracing 

the normative, behavioral, environmental aspects, challenging the 

rigid structures and blind spots of previous discourses and practices. 

Through the critical review and comprehensive observations on the 

onsite experiences, it was an attempt to appreciate the characteristics 

of NS with the proper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m and to 

resolve the conventional dependency on the foreign concepts, 

prototypes, and general assumptions. 

In terms of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adopted parallel 

structure to discuss the multi-faceted nature of the N-SS, involving 

contents analysis on the literature and institutional materials,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behavioral data from 44 pilot cases, and 

in-depth, comprehensive, qualitative analysis on the 3 cases. It bears 

certain limits: 1) insufficiencies in the overall consistency as well as 

the completion of each part, 2) a selection bias of sample cas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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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to represent the overwhelming diversity of NS, and 3) 

dependency on the relativity and subjectivity in exploring factors, 

arguments, and alternatives by comparison and interpretation. Thus, 

the findings and claims from this study require further research for 

validation and articulation. 

keywords : Shared Streets, Neighborhood Streets, Pedestrian Priority 

Streets(Seoul), Pedestrian-Vehicle Conflicts, Traffic Cal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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