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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행공간은 작게는 보행량을 포함하는 공간사용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크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

치며, 더 크게는 친환경, 친인간적인 도시로서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중의 하나이다. 또한 최근 도심부 보행관련 정책은

선적인 가로환경 개선사업에서 발전된 보행자우선지구로의 전환이 대두되고 있어 특정 보행공간보다는 전체적인 보행공간

체계에 대한 고려가 중요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민을 위한 공간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된 국내 보행 전용 공간의 물

리적 특성과 실제 이용자의 이용 형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에 조성된 보행 전용 공간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는 지역적으로는 서울시에 조성된 차없는 거리 중 명동과 관철동에 조성

된 시간제 통제방식의 보행자 전용공간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활용 방안으로는 보행공간 관련 사업 시 특정가로에 치중된 사업이 아닌 지역 전체 보행공간체계의 공간적 가로특성을 고

려할 수 있으며, 현행 법제도에서 모호하게 제시된 보행자전용도로 위치 및 횡단보도 위치의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

한, 계획단계에서 보행량 예측에 따른 적절한 계획수립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핵심용어 보행공간, 보행환경, 보행자전용도로, 보행량

ABSTRACT Pedestrian environment not only affects the quantitative degree in pedestrian movement, but also an impact on

the local economics and environment that speaks within the greater dialogue of the qualitative life in an urban context.

Recent urban planning issues have matured from a linear street development to a conversion of pedestrian friendly streets

that synchronizes the entire pedestrian movement structures as a whole. Subject cases, Myung-Dong and Kwanchul-Dong,

were selected from time regulated pedestrian streets in Seoul. Analysis of these streets was done through field studies and

interviews. From the research, the outcome was helpful in providing the developers a greater perspective with the pedes-

trian movement structure that is not confined to a certain parameter, but in a larger scale within the urban environment. It

was also useful in justifying ambiguous locations of pedestrian-only streets and crosswalks. Also, It aided in planning

optimal scheme that concurs with the predictable pedestrian movement.

KEYWORDS Pedestrian Space, Pedestrian Environment Pedestrian-only Streets, Pedestrian Quantitative

1. 서 론

길은 본래 인간을 위한 공간이었다. 자동차가 발명되기

이전에 도로는 거주공간의 연장이었으며, 모든 공간은 보

행자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어린이들의 이동

통로인 동시에 놀이공간이며 생활공간이었다. 그러나 내

연기관의 발명과 문명의 발달은 이동성을 중시한 자동차

에 그 대부분의 공간을 내어주게 되었으며 현대에서 도로

라 함은 으레 자동차를 일컫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

한 도로의 구조나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면 당연히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생활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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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한 자동차가 인간보다 우선하여 도로의 주인이 되

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도시 환경을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되는 인간, 즉

도시민을 위한 환경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서구의 여러 나

라와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자동차 중시에

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공간계획을 시행하는 방법과 충분

한 open space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이는 가장 보

편적이며 필요한 방법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민을 위한 공간계획의 일

환으로 시작된 보행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조성된 국내 보

행 전용 공간에서 나타나는 국내 보행 전용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실제 이용자의 이용 형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속에서 조사, 분석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시가로

의 보행공간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한 보행 전용 공간의 특

성을 규명하고자 함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2. 보행환경과 보행자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보행환경의 개념과 구성요소

2.1.1 개념

보행환경이란 사전적의미로 보면 보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보행이란 인간의 육체적인 능력으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동의 하나이며, 기초적인 교통수단이다.

즉, 보행자 교통에는 교통용량이라는 양적인 한계가 아니

고, 보행자가 교통류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라고 말 할 수 있다.

보행환경을 보행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 질이라 볼

때 이 보행환경의 의미에는 자연적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만, 기계적 문명이 발달하면서 도시공간에 개설된 도로는

인간이 창조해 낸 물리적인 환경이므로 자연적인 조건은

배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정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보행환경을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

”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연적 조건’은 제외되고 있다. 

2.1.2 구성요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보행환경을 위와 같이 정의

하고 있지만 보행환경의 구체적인 구성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적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환경을 자연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고, 생

활환경의 요소로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들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생활환

경 요소 중 보행환경과 관련이 깊은 요소를 각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행환경의 구성요소와 관

련지어 세분하고 도로와 관련된 법규와 행정규칙을 보행

환경에 관한 제도적 측면의 구성요소로 보며, 물리적 측면

에는 보행과 관련된 제반시설 즉, 보도와 차도, 횡단보도,

신호등과 신호주기, 가로시설물, 교통정온화 시설, 정류장

등과 자동차와 보행자를 포함하고자 한다.

2.2 우리나라의 보행환경 및 제도적 한계

2.2.1 우리나라의 보행환경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대외적으

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기준으로 OECD국가중 우리

나라 교통안전수준이 최하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2005년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사망자

수/자동차대수)는 3.36명으로 OECD가입국가 29개국 중

안전수준이 25위인 것으로 추정(건설교통부, 2006)되고 있

으며, 건설교통부(2007)의 도로·철도교통 등 교통수단별

사고발생 유형 분석에 따르면,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차대 사람 사망사고율 비중이 37.6%로 주요 선진국에 비

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또한 교통사고 대처능력이 미

흡한 어린이 사망자는 감소세이나, 노인 사망자는 증가 추

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행환경은 보행자에 대한 배려와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행자 통행과 자전거 이용 등에 대한 교

통수단의 기반이 취약하며, 차도의 폭원은 넓으나 보행자

표 1. 보행환경의 구성요소

구 분 주 요 구 성 요 소

물리적 

측면

- 자동차와 보행자(본인 외의 다른 보행자)

- 도로 : 보도, 차도, 횡단보도, 육교

- 가로시설물 : 가로수, 전주, 우체통, 신호등, 교통

정온화 시설 등

감각적 

측면

- 인간의 신체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측면(조망, 악

취, 소음, 진동 등)

정신적 

측면
-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쾌·불쾌, 편안함과 불안함 등)

제도적 

측면

- 도로관련법규 :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등

- 보행자 관련법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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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및 접근성이 취약하고 어린이와 노약자의 통행이 빈

번한 주택가 주변의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차량소통

중심의 시설투자로 교통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이 부족함

을 알 수 있다.

2.2.2 현행 보행환경의 제도적 한계

보행환경을 구성하는 제반 시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시설의 조정과 유지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규와

기준 또는 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다. 

1988년 서울시에서 제정된 서울시보행환경기본계획에

서는 관련계획, 법규, 기준의 개선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행환경 관련 계획의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경우

보행조례의 규정에 따라 향후 매5년마다 수립될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계획의 수립 시에도 보행환경 부문의 내용

을 크게 강화해야 하며, 또한 도시경관 기본계획, 도시교

통정비 기본계획,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상세계획, 도시설

계 등 보행환경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보행자에 대한 배려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

한 계획과 실현조치 등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행환경 관련법규의 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

로교통법’의 경우 횡단시설의 병행설치를 원칙으로 금지

하고 있는 규정(시행규칙 제9조)을 삭제하고 오히려 횡단

보도의 설치위치, 설계기준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신설해

야 할 것이며, 횡단보도변 10미터 이내로 되어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관한 규정(법 제28조)도 주정차금지구역의 범

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계획

법’의 경우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법(안)에

지자체가 필요시 별도의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자우선지구(또는 보행환경개

선지구)’를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의 하나로 시설하는 방

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 보행자 전용공간의 조성기준

2.3.1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성 기준

보행자 공간 즉, 보행자를 위한 거리는 도시 전체의 환

경에 대한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거리 조성에 있어서

시설물 전체의 형태, 크기, 스케일, 위치, 재료 등이 중요하

며 시설물의 디자인, 디테일, 재료의 선택에 있어서는 디

자인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영구성, 유지 관리의 용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보행자 전용 공간의 필요 특성에 따른

조성 시 필요한 물리적 환경에 대해 국외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보고 그에 따른 조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연속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행이나 자전

거 또는 전철 등과 같은 이동수단을 통해 전용공간으로 접

근을 가능하도록 조성하며 차량과 차도로 인한 단절이 없

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보행 약자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보행 연속성의 보장 측면에서 가능하

표 2. 안전성에 기초한 물리적 환경의 연구조사 기준

필요특성 기준항목                                        내         용

안전성

안전시설의 설치유무

· 차도와 보도간의 고저차는 30 cm이하로 조성

· 보도가 만나는 부분에 대한 턱 낮추기

· 가드레일, 블라드의 설치

· 가로수끼리의 간격은 8 m 이하로 조성

주변건물의 외부형태
· 건물의 외부에 비를 피할 수 있는 덮개 및 차일을 갖출것

· 지상 1층부는 Arcade 형태로 조성

조명시설의 설치 · 주변가로등의 높이는 4~6 cm 정도의 인간적 스케일에 맞게 조성

시계의 확보
· 주변건물에서 보행자 관측이 가능토록 조성

· 다른 보행자로부터 관측이 가능하도록 방해물을 제거할 것

표 3. 편리성에 기초한 물리적 환경의 연구조사 기준

필요특성 기준항목                                              내        용

편리성

보행자의 이동 형태
· 지상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조성(횡단보도 이용)

· 보도와 보도간의 턱 낮추기

휴식시설의 설치
· 벤취, 파골라와 같은 휴식공간이 조성되어야 함

· 일정한 공간의 휴식공간이 조성되어야 함

정보습득 시설 설치
· 주변 안내도, 공중전화, 우편함이 설치되어야 함

· 주변에 랜드마크적 요소가 존재하여야 함

서비스 시설의 설치 · 공중 화장실, 석수대, 자판기, 매점 등이 조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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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계단과 같은 시설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계단의 설치 시

경사면을 동시에 설치하는 방법을 통해 연속성의 단절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2.3.2 비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성 기준

보행자 전용공간의 비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 조사 기

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정형화되지 못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 물리적

환경인 쾌적성의 확보에 관련되고 공간이 갖추어야할 다

양성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

의 기준을 설명하고자 한다.

보행자 전용공간이 갖는 비 물리적 환경요소에 대해서

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의 환경적 요소를 이용하고

자 하며 일반적인 공간이 갖는 환경적 요소에는 쓰레기,

소음과 진동 그리고 환경 오염 등이 있다.

따라서 비 물리적 환경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로서 간판이나 사인체계가 주는 시각적 명료성 및 보

행자 전용공간 내의 소음의 정도를 쾌적성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

3. 보행자 전용공간에 대한 사례연구

3.1 일반현황

현재 서울시의 보행환경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성

장을 통한 변화를 겪어 오면서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다. 한 해에 4만 여건의 교통사고로 800여명이 사

망하고 6만 여명이 다치는 열악한 교통환경이며 최근 교

통사고로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을 보면 전국평균을 훨

씬 웃도는 50~70%를 기록하며 선진국의 10~30%의 비율에

비해 높은 보행자 교통사고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동

차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임에 분명한 것이다.

연구대상지로 선정한 명동과 관철동 지역에 대한 현황

을 보면 먼저 서울시의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은 자동차로부

터 방해받지 않는 보행공간의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

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시간제 방식의 차 없는 거리

가 조성된 곳이다. 이미 조성된 거리 중 연구 대상지로 선

정한 명동은 명동 입구부터 상업은행까지의 명동길과 상

업은행에서 퇴계로까지의 중앙로 등 한 지역에 2개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 곳으로서 명동길은 토·일요일과 공휴

일에 차량이 통제되며 중앙로는 매일 11시부터 23시까지

차량이 통제되는 구간이다. 

관철동의 차 없는 거리는 계획 초기부터 보행자를 위해

조성된 거리는 아니었으며 보행의 중요성을 강조됨에 따

라 차량의 통제라는 수단을 통해 가꾸어진 거리이며 매일

11시부터 23시까지 시간제로 차량을 통제하며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거리이고 명동 지역과 인사동 지역

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명동과 인사동을 연결하는 의미

의 지역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대상지역을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위치 선정의 기준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항목

이었다.

·보행자가 많고 차량 통행이 불편한 지역

·대중교통 연계체계가 양호하고 상업, 문화, 레저 등의

시민 수요가 집중된 지역

·부분적 차량 통제 제한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 등이다.

3.2 대상지 조사 및 평가

보행자 전용공간 조성에 있어 물리적 환경 평가 요소와

비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요로를 국외 사례 연구를 통해

설정한 조사기준에 대해 본 연구의 사례 대상지를 평가해

봄으로써 국내의 보행자 전용공간 특성과 국외 사례연구

와의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보행자 전용공간의 장·단점 등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보행자 전용공

간의 사례 대상지인 관철동 “젊음의 길”과 명동의 “명동길”

과 “중앙로”등에 대해서는 2.3.1에서 도출된 보행자 전용

공간의 조성 기준을 적용시켜보는 과정을 통해 대상지를

평가할 것이다.

3.2.1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 및 평가

그림 1에서 보듯 안전성 측면에 대한 사례지역의 물리

적 환경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조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내 보행자 전용공간의 대부분이 사업지역에 조성되어

있음에 따라 건축물의 외부형태가 이용객을 끌어들일 수

표 4. 비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기준

필요특성 기준항목                                       내        용

쾌적성
소음의 정도

 보행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소음 유무

 소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수목의 조성 유무

사인체계의 시각적 쾌적  쉽게 인지하고 구별될 수 있는 사인체계 조성

다양성 이벤트의 유무  축제나 행사의 존재 유무와 형태(시간적, 공간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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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능을 갖도록 조성되어 있고 건물 내부에서 외부를

관측할 수 있고 또한 외부에서 건물 내부에서 건물 내부의

행위가 관측 가능하다. 각기 다른 형태의 블라드와 가드레

일은 시각적인 명료함이 부족하게 조성되어 있는 면이 있

지만 차량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

성되어 있다. 야간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의 조명

시설 설치는 주변건물의 영향으로 인해 그 기능이 다소 저

하되나 공간의 분위기 창출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

고 있다.

국내 보행자 공간에서의 차량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서

비스 차량의 진입 이외의 이용차량 진입이 없음으로 대체

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편리성에 관한 사례지역의 물리적 환경은 국내 보행자

전용공간이 Network화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과 대부분이

상업지역에 조성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해 서비스 시설의

설치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편리성을 저하시키는 원인

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

사례지역 모두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지

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보행자는 수많은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현실이다.

보행자의 경우 최단거리 통행을 선호하나 국내의 도로

교통법에서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 m

이내에 횡당보도 설치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최단거리를

이용하지 못하고 우회하여 이동하는 경우 횡당보도 전면

에서의 대기자가 많아지게 되며 신호시간 마저 짧아서 보

행에 대한 편리성이 부족하게 나타나는 실정이다.

국내 보행자 전용공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그

림 2)이 매우 양호하나 주변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승용차

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대중교통을 선택해야 하는 어

려움이 따른다. 고가나 지하도를 이용하는 횟수는 적으나

우회거리가 길게 나타나지만 보도간 또는 보도와 차도간

고저차는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조성되어 장애인이나 보

행약자인 어린이·노약자의 이동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2.1 비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쾌적성에 대해 사례지역을 평가해 보면 사례지역들은

쓰레기 처리시설이나 화장실과 같은 서비스 시설의 부족

으로 공간의 쾌적성이 낮게 나타나며 이는 보행불편 요소

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간의 특성이 부족하고 사인

체계의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각적인 불편과 쾌적

성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림 1. 안전성측면의 물리적 환경 그림 2. 명동 대중교통 접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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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전용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는 그

성격에 따라 특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과 특정한 공간

을 조성하기보다는 보행자 전용공간의 전 구간을 이용하

여 행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으며 매일 매일 벌어지는 이

벤트와 주말과 특정 일을 이용하는 시간제 방식의 이벤트

등 이벤트나 행사의 종류와 형식은 매우 다양하다.

명동의 경우 신도시나 강남개발 등으로 인해 상권이 이

동함에 따라 명동의 상권이 위축되자 명동의 상è맛ª 활성

화시킬 목적으로 ‘명동보존 위원회’를 결성하여 명동이 이

미지 쇄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명동의 날을 명동

축제로 확대 현재까지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철동 ‘젊음의 길’에 나타난 이벤트에 대해서

는 특정한 이벤트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일정 규모의 공간

에서 특정한 집회 활동이나 홍보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관철동의 경우 방향이 다른 보행자

의 이동이 많은 가로의 결절 점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

문에 보행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며 집회

활동이나 홍보활동 등과 같은 일정한 형태의 활동이 발생

되지 않을 경우 노점상의 판매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각 사례대상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항목별 조사 및 평가

에 대해 종합해 보면 표 5와 같다.

3.3 대상지 설문조사 및 만족도분석

3.3.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각 사례 대상지에 관하여 공간의 이용목적, 이용시간,

접근방법, 접근시간 그리고 공간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시

설 등에 대해 직접면접방법을 통해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

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총 220부(관철동 110부, 명동 110부)의 표본을 수

집하였으나 이중 결과분석에 불충분한 표본을 제외한 200

부(관철동99, 명동101)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자료 분석에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응답자의 일반특성을 분석하기 위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만족도에 관한 사항에는 각 항

목에 대한 속성을 얼마나 선호하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리

커트 형태척도(Likert type scale)를 사용하여 각 항목들간

의 교차분석과 빈도분석 그리고 분산분석(ANOVA)을 이

용하였다.

3.3.2 응답자 만족도 분석

만족도 평가 결과에서 이용자의 일반 특성에 따라 나타

나는 만족도 차이를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 수준

5% 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여 성별에 따른 만족도 평가에서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항목으로는 보행자 공간의 보도 포장상태

에 대한 만족도에서 남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반

면 여성의 경우는 만족스럽지 못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거

리의 청결함에 대한 만족도에 관해서도 여성들의 만족도

가 매우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또한 휴식시설의 부족

에 대한 만족도는 남·여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남·여 성별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만족도

를 나타내는 항목도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여성은 남성

에 비해 공간의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을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표 5. 종합 평가도

 

표 6. 남·여 성별 유형에 따른 만족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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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횟수에 따른 만족도 평가 결과는 사례지역을 매일

방문하는 사람 또는 일주일에 2~4회 방문하는 사람을 자

주 방문하는 사랍이라 구분했을 때 자주 방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대부분 유사하나 자주 방문하는 사람

의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거리의 청결함

에 대한 만족도와 소음의 정도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차량

접촉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만족도에서는 자주 방문하니

않는 사람보다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사례지역에 대한 인식이 낮은 자주 항문하

지 않는 사람은 다른 보행자의 충돌에 관한 만족도에서 매

우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용자의 보행 행태 중 방문 목적에 따른 만족도에 관해

서 유의 수준 5%를 만족시키는 항목으로는 차량접촉에 관

한 안전성, 비 바람에 대한 대피 가능성, 다른 보행자와이

충돌, 안내표지판에 대한 만족, 화장실, 식수대에 대한 만

족, 소음의 정도, 입간판, 네온사인에 대한 만족, 노점상 판

매행위, 거리의 청결함에 대한 만족, 주차공간에 대한 만

족 등 10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3.3.3 응답자 요구시설에 관한 분석

사례 대상지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요구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일반 특성과 방문 행태에 따라 요구시설의 차이

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일반 특

성과 방문 행태 특성을 종합하여 요구 빈도의 누적치가 가

장 높게 나타나는 시설을 국내 보행자 전용공간의 조성시

필요시설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8은 필요시설에 관한 이용자들의 다중 선택에 대한

내용을 표기 한 것으로 각 항목 당 누적 선택치와 전체 비

율에 대한 누적 선택 비율을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용

자의 요구시설 중 그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설은

거리의 청결함에 관련된 쓰레기통이며 화장실과 벤취 그

리고 모임을 위한 기다림의 장소로서 이용되거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공원 등이 이용자의 욕구

시설에 있어 높은 요구치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만족도 평가에 대하여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리커

트 척도는 연속변수 형태임으로 연속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를 알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만족도 평가 요소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안내 표지판과 사인체계에 대한 만족도 평가요소

들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보행자와

의 충돌에 대한 만족도 등이 다른 만족도 평가 요소와 상

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4. 문제점 개선방안 및 결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에 조성된 보행자 전용공간

이 갖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보·차 분리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보·차 분리구간에 대한 서비스

차량과 구간이용객에 대한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을 들 수

있고 또한 보·차 혼용의 경우 분리구간과 교차되는 부분이

많아 보행자와 차량간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여 보행자와

차량이용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둘째, 비와 바람

그리고 여름철 뜨거운 햇살에 대한 대피가 불가능하기 때

문에 4계절이 뚜렷한 기후적인 영향에 대한 안전성이 매

우 낮게 나타난다. 셋째, 연계성의 부족으로 인해 다른 보

행공간으로 이동시 입체이동을 해야 하거나 평면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리를 우회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넷째, 벤취와 파골라 같은 휴식 시설과 화

장실, 식수대와 같은 공공 서비스 시설이 부족하고 위치가

부적절하여 보행만족도가 떨어진다. 다섯째, 안내시설과

정보습득시설의 부족과 각 보행구간의 건물용도가 구간의

고유 특성이 나타나지 못하며 처음 방문하는 이용객과 이

표 7. 방문횟수별 만족도 차이

 

표 8. 이용자 요구시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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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횟수가 적은 이용객에게는 공간인지가 쉽지 않고 이용

의 어려움이 따른다. 여섯째, 건물용도가 갖는 분위기가

특정 연령층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계층의

이용이 어렵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국내의 보행자 전용공

간에 대한 현장 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한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보행자 전용공간의 계획이나 조성 및 관리에 있

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개선방안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보행자 전용공간의 시행에 있어서 보·차 혼용의

시간제 방식을 탈피하여 완전한 보·차 분리가 가능한 차량

진입 금지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간 이

용시설을 일체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행 불

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입간판이나 시각적으로 명쾌하

지 못한 사인체계에 대한 사인체계의 규격이나 설치위치

의 제한, 그리고 색채의 규제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명쾌

하며 공간의 인식들을 높일 수 있는 규제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휴식과 정적인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지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지의 확보는

이용자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공지확보 의무 규

정을 신설하거나 보도의 교차로 부근에 입지 하는 건축물

에 대한 건축선 규제와 같은 방안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넷째, 관련법규 계정 및 행정의 일원화를 통한 연속성 확

보가 필요하다. 조성된 보행자 공간의 연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보행을 활성화하여 자동차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규는 과감히 계정 혹은 폐지하고 더 많은 공간을

보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행정제도는 보행

자 전용공간내의 교통 안전 시설은 각 자치구의 토목과,

시설계획과, 조경과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행자 전용공

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담당 부서의 다원화는 일관된 정

책의 실현이 불가능하며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보행자 전용공간의 유지 관리와 향후 계획의 연속

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행자 전용공간 조성에 대한 신

설 혹은 시행기관의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연구의 한계는 첫째, 국내에 조성

된 보행자 전용공간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관철동

과 명동으로 한정된 지역을 선택 조사하였기 때문에 국내

보행자 전용공간의 전체특성을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 항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관련논문과 자료를 참고하였으나 한정

된 문항으로 전체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다는 것에

는 다소 무리가 있다. 셋째, 국외사례 검토에 있어서 사례

국가의 보행자 공간 조성 계획에 사용되는 세부적인 계획

지침이나 규정은 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공간의 특성에 관한 문헌자료만을 인용하였다는 점도 연

구의 한계로서 작용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 연구가 보행자 전용공간에 대한 시설 혹은 공

간 조성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는 논문과는 달리 보행자 전

용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이용자 행태에 따른 만족도 평가

결과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국내 보행자 공간 조성에 있어

주된 방식인 시간제 분리 방식이 실제 이용자에게 적절하

지 못한 방식이며 이를 완전한 차량금지 방식으로 전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향후 유사한 연구에 대한 연구

방향제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행자 전용공간

조성 및 계획에 관련된 공간의 안전성 확보보다는 공간의

쾌적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간 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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