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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은 먼 길을 나서기 전 

1기 태동기의 이론과 정책  

2기 성장기의 이론과 정책  

3기 황금기?를 이끌 이론과 정책을 찾아서… 

먼 길을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먼 길을 나서기 전 
지금 우리는 ‘보행친화도시’라는 

 



보행친화도시 대책에 대한 여론 

• 시민들 반응:  
– (1) 찬성   
– (2) 반대 : 뜻은 좋지

만…"혼란만 초래할 
것＂ 지난 40여년간 
형성된 자동차중심의 
교통체계를 바꾸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 
 

• 2018년까지 12개 노선, 15㎞의 차도 축소하여 보행자중
심으로 재편.  

• '차 없는 거리'를 매년 10군데씩 늘려 현재 55개 거리
(19.1㎞)를 105개 확대 



그러나, 보행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미래 한국의 주역이 될 어린이 사망사고 
– 우리나라 2011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39.1%(2044명/5229명) 보행 중 사망.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2배 수준 

– 또한,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
가 1.2명으로 OECD회원국중 2번째로 높은 
수준,  

• 닥쳐오고 있는 초고령화사회에서 보행 환
경개선은 복지정책이면서 경제정책 
– 2026년 인구의 20%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

회(보행중 사망하는 노인은 18.3명으로 독일
(2명), 일본(4.8명) 등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
준) 

– 노인의료비의 증가추이….: 



도시의 경쟁력은 도심의  보행 유동 교통량 
확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도로공간을 

보행자에게 돌려 주어야 할 때입니다. 

 



뉴욕 맨해턴의 pedestrianization 
효과는 매우 즉각적이었습니다. 

• Injuries 사고는 35-58%감소,  
Retail 판매는 49%증가했습니다 

2011년  가을 뉴욕 센트럴파크
의 보행자. About 200-300% 
increase in  Manhattan in the 
past ten years  
 



 

People-friendly cities  

require and provide  
mobility for all  

보행친화적 도시는  나이(age), 교통수단(mode)

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 이동성
(universal mobility)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회는 걷기가 훨씬 더 확대된 
사회입니다.  

• 걷기가 확대된 사회는 사회적 자본(시민 
건강, 신뢰, 소통, 협력 등) 증대, 무질서와 
불평등 감소  

• 보도는 자동차보다 ‘사회＇에 더 좋은 것 
(출처: 존어리 저, 강현수 이희상 역(2013),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모비러티의 
기본원칙은 

“보다 많
은 사람들
이 통행할  
있는 도시”

입니다. 

• 1시간동안  
• 도시환경에서  
• 3.5m 폭원 공간을 통과할 

수 있는  
• 사람의 수 



도시에 생명력(vitality)을 불어 넣기 위해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피합니다 
• 자동차의존-> 유동인구가 많은 사람중심 

• 단일 수단->복합연계교통(대중교통+자전거+보행) 

newyork pedestrianization 



세계은행도 보행/자전거와 대중교통 중심
으로 ‘투자모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ww.worldbank.org(2012)  

(Bicycle 
,Pedestrian) 

 

http://www.worldbank.org/china/urbantransport


• 이제 서울도 ‘보행도시＇라는 먼 
길을 나서기 전입니다.  

• 대전환이 급박한 이 때…여기는 
어디쯤인지 서울 보행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해 보고
자 합니다.   

 



 

<1기> 태동기 



 
<1기> 1991-2000태동기  

 • 1991. ‘공간환경연구회’ 교통분과 결성. ‘환경학당’ Taming 
megalopolis 도시철학 연구. 교통전공 녹색교통론(The 
Greening of Urban Transport) 학습 

• 1992. 녹색교통결성  

• 1993. 보행권 신장을 위한 도심지 시민 걷기대회 개최  

• 1994.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시민대행진  

• 1994.  주택가 생활도로 정책 개선방안 

• 1995. 어린이보호구역 최초지정  

• 1995 자전거이용활성화법...제정 

• 1996 생활도로 교통안전 캠페인 

• 1996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포럼’ :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자치구 교통전문위원, 관계전문가 50여명 참여  

• 1996~ 서울광장을 보행광장으로 만들기 운동시작  

• 1997 서울시 보행조례 제정 

• 1998 : 서울시 최초의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5년단위) 

• 1998 : 전국 각 도시별 교통문화지수 조사 시작  

• 1998 : 서울권역 10개 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 1999 : 보행권 회복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발족  

• 1999 : 광화문 사거리 등 횡단보도 설치운동  



1기를 뒷받침한 이론 
: 보행권과 생활도로  

• 녹색교통론(The Greening of 
Urban Transport, 1990)   
– 보행자전거를 Green Mode, 개인

승용차를 Red Mode로 기록 
–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생활도

로의 역사와 성과를 기록: 부케넌 
레포트(1963년 영국) , 네덜란드 
Woonerf, 독일의 교통정온화 등 
소개 

–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의 녹색교
통망(Green Transport)정책 소개 

• 선적인 접근에서 면적인 접근으
로 Zone 30으로 정착  
– 어린이보호구역   
– 횡단보도 만들기  
– 보행광장 등 요구  

녹색교통론 
 
 
 
 
 
 
 



어린이보호구역(1995),  
인사동 차없는 거리(1996) 

• 1995년 서울시 4개소 어
린이 보호구역 시범정비  

• 1996년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에 관한 법안 제정  

• 1996년 인사동 차없는 거
리 만들기 : 인사동을 인사
동답게 한 것은? 상업적 공간
이지만 문화적 공간으로 느껴
지는 '그 무엇'이었는데….(정
남지) 

• 1997년 전국적으로 어린
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
행  

 



보차공존도로    
걷고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1998) 

-보기는 좋은데 볼 것은 없는 거리 

• 25개 자치구별 1개
소의 걷고싶은 거
리 조성 사업 추진  

• 서울시 10억원 예
산 배분 + 자치구 
예산  

• 자동차 중심의 거
리를 사람중심의 
거리로 전환하는 
시도. 그러나, 확산
되지 못함 



지하철역을 개통하면 횡단보도 철거하던 시절: 

광화문 사거리의 횡단보도 복원 
• 문제제기 : (1997년 / 5호선을 중심으로) : 총 

49개역 중 22개역 35개 횡단보도 삭제  
• 걷고싶은 도시연대 등 시민운동 : 1998년 25

개소 복원.  2002년까지 162개소 복원… 
 

출처: 정석(경원대 교수)  
출처: 서울연구원  



여러분은 Traffic이 중요한가요? Place가 중요

한가요? 보행광장설치 시민 운동(1996-2003) 

• 우리도 “100% 플레이스“ 를 가지고 싶다: 뮌
헨의 시장 광장인 마리엔 광장. 시에나의 칸포 광장  

• 서울시청앞 시민광장 : 민주주의 광장문화 형성 

=> 횡단보도 설치와 보행조례 제정 촉발 



 

<2기> 성장기 



<2기> 성장기 2011-2010  
: 행정이 움직이기 시작한 시기 

• 2002~ : 주민참여 한평공원 만들기  
• 2002 : 인사동 문화지구 지정. 보행전용거리 

조성 
• 2003. : 국도지방도 인도설치운동(녹색교통)  
• 2004 : 시청앞광장  
• 2005 : 청계천복원 
• 2005. : 보행환경 포럼  
• 2006.~ : 서울 차없는날   
• 2007~ : 보행권을 되찾자 캠페인 시작  
• 2008 ~: 공공디자인.  
• 200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

35조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 200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보행우선

구역 등  
• 2010 : 도로다이어트  적용과 실패 

 



2기를 뒷받침한 이론 : 교통정체의 미신
을 타파한 이론. 브래스 패러독스 

 

 

- 미신 : 도심 도로패쇄나 축소는 교통정체 야기 
- 진실 : 도심 거리를 막거나 줄여서 서울 전체 교통 환경을 개

선시킬 수 있다.  각자 자신에게 가장 빠른 길을 이용하는 ‘합
리적 자기중심주의’ 운전습관이 도리어 전체 교통망의 비효
율을 일으키기 때문에…(시청앞광장과 청계천이 증명) 



도로 건설의 기초가 되는 도로용량편람 정비 

(보행, 자전거, 버스 서비스수준 평가) 

• 버스전용차로, 자전거도로 사업… 



어린이보호구역은  
현대판 ghetto 

• 가드레일..보행자를 가둬두는 
밀어내는 시설물 –  

• 주민들 반대. …가드레일 속
에 보행자를 가두는 현대판 
ghettoization  

• 모든 도로시설물은 설치초기
에 사고증가 (특히, 시설 경계
부근에서 사고증가)  
– 어린이보호구역 초기에 교통

사고 증가. 2012년이후에는 
감소추세. 

• 보행우선구역도 자동차와 공
유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과
정에서 진통예상 
 



성장기의 진통  

• 사고의 급증…: 어린이 보호구역 , 자전거도로,  

• 보행전용거리: 이용활성화와 연결되지 못한 
재정사업…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 

• 시설의 유효성: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막지 못한 
보도 침범  
– 생활주차문제(화물조업주차….) 
– 생업교통문제(오토바이배달….)  

• ‘분리’중심 설계의 과유불급 : 가드레일, 도로다
이어트 적용… 

=> 자동차는 안전해졌지만 보행자불안은 해소되지 
못함. 보도사업 시민들의 불신감… 

 
 



반성: 21세기 도시문제를   

20세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 도시전체라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시행 

– 보행친화적 도시에 ‘도시’는 없고  보행만  

• 20세기 방식: 염려 조장. 분리. 시설과다 

– 분리된 통행권 공급: 보행전용거리 

– 부대시설 과다 사용: 가드레일, 볼라드 등…  

• 21세기 방식: 공존 공영.  

– 도시교통문제는 하나의 사회병리적 현상 

– 보행, 사회복지차원에서 융합 

– 총체적 전일적holistic  접근 



그리고… 정책부터 관리까지  
보다 세심한 대응이 부족했습니다. 

• (정책단계) 교통수요관리 정책(TDM), 
도시정책과 결합되지 못한 디자인 사
업 

• (계획단계)부터 보행 행태(외국인, 주
부, 노인, 어린이 등 에 대한 고려 미흡  
– 보행전용이나 자전거전용도로 만들기 쉬

운 곳에만 만들고, 정작 필요한 곳은 개
선되지 못함 

• (설계단계) 도로구조 및 지역특성을 
고려 못한 획일성. 디자인 가이드라
인 Text만 충실하고, 지역의 
ConText를 살리지 못함  

• (유지관리) 피이드백 없는 시설 관리 
 



 

<3기> 황금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3기> 2011- 

• 2011 …… 
• 2012 “보행 숙의”  보도십계명.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법 제정. 2014 자전거우선도로 

• 2014 신촌연세로 대중교통전
용지구 개통 

•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3개 녹
색교통수단을 지원하겠다는 방
향은 확고 

• 보행우선, 자전거우선..등 통행
권의 우선확보를 위한 시설 정
비를 할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준비는 되어 있으나,  

• 관련 상세 가이드라인, 매뉴얼, 
시공기술, 시민참여 방법 등이 
준비되지 못함  
 
 



신촌 연세로 '사람의 거리'로 재탄생  

• 교통사고감소 : 6개월 동안 연
세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
건)보다 34.5% 감소 
–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

고는 22% 감소 
– 주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54.5% 감소 

• 신촌지역 상권도 활성화 
– 점포를 찾은 시민은 지난해와 

비교해 28.9% 증가 
– 매출 건수는 10.6%, 매출액은 

4.2% 증가 
• (뉴욕 맨해턴 등에서도 최근 

동일한 결과) 

• 단, 교통정체 해소는 미흡 
– 이면도로 교통정체 증가 문제 
– 보다 네트워크화되고 개인승

용차의 대체교통수단이 늘어
나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 
 



3기의 첫 번째 과제 
: 도시*교통정책과의 통합 

“The Best Thing  
About a Pedestrian-Friendly City  

Isn’t the sidewalk  
— It’s the City”  

• 개인승용차의 대체교통수단을 늘리기 위한 도시 개발 
• 대중교통 중심형(TOD) Compact City, 도시다이어트를 

위한 Road Diet 
• Health City, Active Transportation Encouragement 

 



도시를 위한 총체적/입체적 접근
(Holistic Approach) 

• (1기) 도로 시설물 중심의 선적 
접근  

• (2기) 도로 유형을 결합한 면적 
접근  
– 생활도로 : 도로여건과 시설물관계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 (3기 황금기) 보행행태+도로구
조+토지이용+교통수요관리+도
시 성장관리 + 도시문화 등을 포
함한 총체적/입체적 접근
(Holistic Approach) 

보행은 무엇
보다 land 
setting에 영
향 받고 있음: 
서울의 보도
가 차량에 점
령당한 이유 



보행과 차량 사이의 완충공간 사라짐 
: 생활용 자전거(또는 저속 초소형 vehicle) 재활성

화 필요 

악화 

개선
복구 



지속가능한 Traffic Pyramid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EFzUr5Dklp3DiM&tbnid=YUMokQt54rShHM:&ved=0CAUQjRw&url=http://www.csrwire.com/blog/posts/509-driving-a-global-shift-to-sustainable-transportation&ei=iZLbUbDFBMzFkwXrzYCoCg&bvm=bv.48705608,d.dGI&psig=AFQjCNHjIN-4kYmFEkD9dBhbrLyEDJfZlw&ust=1373429914727522


도시고속도로를 보행과 대중교통에게  
: 도시고속도로와 도시가로의 접합점에 환승센터  

• 이유: 기존 도시가로에는 
환승 공간 만들수 없음. 보
행/자전거 환승에 적합한 
장소 필요 

• 개선: 도시고속도로와 도
시street만나는 접점마다 
‘새로운 보행/자전거/대중
교통 환승센터 구축‘(BTOD
개념 도입…)  

• 추진: 도시고속도로 전용 
대중교통 도입(한국형 노
면전차..이중굴절버스…)  



1000개의 도시숲 만들기 
: 그린을 넘어 보행네트워크 인프라로 

• 도심 녹지축을 보행과 자전거 네트워크로 연결
하여 한강 고수부지 공원까지 연결 

• 경의선 폐선부지와 용산공원의 연결 등 대규모 
녹지축 조성 
 



Holistic Approach은 시행착오와
Feedback을 통해 진화하는 계획 과정 

• 4E 
incremental
&contiguous  
– 물리적 시설

이나 단속과 
함께 ‘사람’이
라는 이중성
을 인정하면
서 홍보교육 
필요  

– 협의를 통해 
진화 발전해
가는  규범 
그리고 교통
문화 

 

Education 

Enforcement 
Engineering  

Evaluation & 
Planning 

Pedestrian 
Environment 
Rehabilitation 



3기의 두 번째 과제 
: 계획과정을 통해 살아있

는 계획 만들기… 

 



계획과정은 단절되었던 보행 공간
을 연결하는 incremental process 

• 보행우선구역(교통약자법) 
•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법) 
• 보행자전용길(보행법) : 단절된 블럭들을 

서로 연결한다. 
 

출처: 교통약자이동편
의증진에 관한 법 제정 



보행 수요 조사 

• 보행네트워크 계획하에 조사
지점 선정 

• 정기적인 보행교통량 조사 필
요 

출처:King County, 
Communities Putting 
Prevention to Work(2012)  



단순한 보도폭이 아닌  
보행 적합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 

• 교통약자(어린이, 유모차 주부,  노인 관점)관점에
서 조사 



보행 네트워크(Pedestrian Network) 

코펜하겐 보행 전용 거리와  보행광장 • 우리 서울 도심의 보행
네트워크 계획은 무엇이 
부족할까?  

• 보행 네트워크의 기본 
단위. Link와 함께 node
기능부족. 보행 거점부
족. 보행전용광장 부족 

• 보행을 보호하는 자전거
교통부족 

• 걷고 싶은 풍경과 문화
의 부족 

Antwerp Pedestrian Network  

출처: www.except.nl  등 

http://www.except.nl/consult/pedestrianizationtools/pedestrianizationtools1.html
http://www.except.nl/consult/pedestrianizationtools/pedestrianizationtools1.html
http://www.except.nl/consult/pedestrianizationtools/pedestrianizationtools1.html
http://www.except.nl/


3기의 세 번째 과제  
: 인본주의적 설계 + 시공 
• Complete street : 완전도로가 아니라…불완전한것이 완전하다는 도

로 
• Context-sensitive Design 
• 공공 디자인 
• 걷고 싶게 하는 거리(강병기), 인본주의적 도시디자인(City Design 

For The People),  
• soft한 “엣지있는 도시(yan Gehl),   
• 채움보다는 비움이 더욱 중요하다.(승효상),  
• 스토리텔링이 있으며 지역 맥락에 기초한 디자인(context sensitive 

design) 
 
 
 



우리는 미국의 도로설계기준을 따라  

한 눈만 팔아도 용서가 없는 도로, 
unforgiving road를 만들어 왔습니다.  

• 미국에서도 
도시에서는 
폐기중인 
85% 이상 빠
른 자만이 살
아남는 설계
법을 도시에 
적용하고 있
습니다.   



주변 환경의  맥락에 따라 (context-sensitve)  도로 건설 :   

도심은 트램과 보행우선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 (기존) 지금 서
울 도로는 체
계화 미흡: 예측 
불가능한 도로 

• (혁신) 사람중
심으로 도로기
능분류와 시설 
체계화 _ 예측
가능한 도로 

출처: Laurence Aurbach, Towards a Functional Classification Replacement  

http://pedshed.net/?p=240


도심은 완전도로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완전도로란? 모든 통행자를 수용하지만, 서로 조심하

고 배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 불법을 조장하지 않
는 도로: 도로는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자
동차 등으로 통행하
는 모든 사람들의 요
구를 충족시킬 때 
“완전하게” 됨  

• 모두 고귀한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가드
레일 등 물리적 분리
시설 최소화(단, 규제
는 엄격) 

• 이용자 서비스 우선 
계획 설계 

* 미국에서 2013년 현재 
27개 주, 27개 대도시에
서 시행 중 

 

Amsterdam의 간선도로 –출처: 
http://www.sanfranciscoize.com/2012/01/what-makes-
street-complete.html 



완전도로는 교통 평등법(Tran. Equity 
Act)에 기초하여 Age-Friendly-city를 

추구합니다 

• 개인 통행
수단이나 
능력, 연령
에 관계없
이  

• 누구나 편
리하게 통
행할 수 
있는 도로 
 

Equality = Sustainability 



도로다이어트는 인간의 척도로 도
시가로의 풍경을 재구성합니다 
• 교차로에 사람이 안심하고 서 있을 

수 있는 human-scaled design: 예의
바른 장소(civilized place)로 재탄생 

• 도로다이어트는 모두에게 좋은 것입
니다: Making Streets Slim Down 
Is Good For Pedestrians, 
Businesses And Even 
Traffic(Michael Bohn, AIA)   



도심 이면도로는 도시 vitality
의 원천입니다. : 이면도로내 교차로 

관리 첨단화만으로 뒷골목에 다시 ‘생기’
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 서울은 보행중 교통사고 사
망자 중 57.5%(135명)가 
폭 13m미만 도로에서 사
망(2012) 

• CCTV와 sensor와 
유색포장 이전에…
나눔과 비움(승효상). 

human scale design(Gehl) 

• Watched and to be 
Watched(안전위해 이용활
성화가 먼저)  

• Preferred accessible 
designs for driveway and 
alley crossings. Source: 
based on Designing 
Sidewalks and Trails for 
Access. Illustration by 
Digital Media Productions. 

싱가폴 레인웨이,  서울 도심 뒷골목 



도심 ‘입체보행도시’ :보행과 자전

거에게 쾌적한 경관과 이동성 제공, 소매 판매 

등 도심 경제활동 증가, 도심 지가도 상승하게 
될 것, 외국계 기업의 입주도 늘어날 것입니다 

 

• 인사동과 시청앞에서 서울역 대합실로 

평지로 연결되는 unique&iconic 

보행네트워크 건설!  



엣지있는 거리가 안전하며 생활에도 
편리합니다: 사람들이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걷고 싶게 하는 거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 Soft한 엣지가 있는 거리 
– 지역 특성을 살린 모든 경계 영역  
– 신선하게 차별화되는 마무리 
– 세련되고 느낌있고 감각적인 끝선 
– 깔끔하고 매력이 있는 터치 
– 빈틈이 있고 그 빈틈이 의미있고 이쁜  
– 스타일을 잘 살린 각처리 
– 강렬하고 각이 잘 잡혀있는 

• 엣지있는 sidewalk은… 
– 사람들이 거리에서 만나게 하는 공간 
–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하는 공간  
– 걷고 싶은 거리  
– 잠시 머물도록 하는 배려공간(변완희) 



생활주정
차와 보행
의 soft 
edge… 

• four distinct zones that comprise the streetside: edge, furnishings, throughway and frontage;Streetside zones. Source: Concept by Community, Design + Architecture, 
illustration by Digital Media Productions. 



건축물과 보행의 soft edge 

• 보고 보이게 하는(watch and to be watched)하는 엣지
공간은 CPTED에도 매우 중요    출처: Gehl Architects  



광장의 soft edge 

 



 

Link의 soft edge 



Node의 soft edge. 우리는 도시부 가로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한잔의 커피를 여유

롭게 마시며 거닐 수 있어야 합니다. 

 London's streets need less clutter and more class 

 the new X-crossing makes formerly frenetic Oxford Circus seem calmer and more spacious 



3기의 네 번째 과제  
:교통 운영과 수요관리 

• 우선도로: 설계보다 교통운영 관점이 보다 
중요한 도로 

• 보행우선도로  
• 자전거우선도로  



(기존) 차량 진입 막는다는 볼라드가 
보행자와 자전거에겐 때로는 '흉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1748


(기존) 자동차 길들이기 위한 가드레일.  
사람은 갇히기 싫어하고, 자동차는 보

다 과격해질 수 있습니다. 

• 왜..자전거전용차로 설치후에 교통사고는 더 
증가하고 있는가? 일시적 현상이며 통계적으
로 의미없다는 사람도 있다.  

• 그러나,  스쿨존의 가드레일설치와 사고증가를 
보면 알수 있다. 



자동차 길들이기 실패의 원인 :  분리와 억

제 정책의 남용. 과유불급. 과속방지턱 남용

은 자동차를 보다 포악하게 만들 수 있다.  

• 과속방지턱. 급정거
와 급가속  

• Car taming을 위한 
‘전체 도시가로의 통
행권재편) +  

• Nudge 효과장치 

• 정확한 안내 표지판 

• CPTED(자연적감시+
인공적감시)를 통해 
공존 찾아야   



막는 것이 아니라 뒤따르게 하는 것. (차
는 손님이다 "Auto te gast＂ 

 



Shared Space: 속도관리 + 노상주
차 합리화 + 편도 1차로 중앙선 삭제 

• 서울시내 전체도로 
8174km중에서 ‘보행 생
활＇과 밀접한＇편도 1
차로이하 도로가  
80%(6558km) : 현재 
60km/h 수준 

• 속도관리 : 시속 40km/h
이하로 조정. 히든 인프
라(hidden infrastructure)  

• 도로구조 혁신 : 설계속
도로부터 변경. 중앙선 
지우기 



Shared Space => 도심전체를 보행
우선구역으로 확산 

• 걷고싶은 거리에 대한 
개념 부재 – 보도 정비 
/ 과도한 디자인(위험
한 볼라드….) / 유지관
리 문제 / 주민갈등  

• 도심 주변도로로 확장
되지 못했다. 연결되지 
못했다. (외국인들…각
각의 시설은 좋으나…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  

 



서울 도심의 대체교통수단 만들기 
 :  이면도로전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 도심 간선에는 트램. 이면도로는 자전거가 대체교통수단 

도심간선(트램 운영) : 비좁은 도심 도
로에서  양방향 노면전차가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보행자 천국을 만들고 있음  

도심 이면(자전거 허용한 보행우선구역) : 중
앙에는 양방향 자전거도로 건설.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austinrailnow.com/2013/10/13/amsterdams-leidsestraat-shows-how-interlaced-gauntlet-track-can-help-squeeze-light-rail-into-a-narrow-alignment/&ei=HHFcVJ77BYbcmAXNkgI&bvm=bv.79184187,d.dGY&psig=AFQjCNHO5822VoTw91jqaUIEV_KZ3PkDAA&ust=1415430381849003


노상유료주차 건설 및 불법주차 범칙금향상 

 

• 서울시민 대상 보행환경 설
문조사(2012.6)결과 불법주
차가 보행안전과 불편을 위
협하는 가장 큰 요인(40%) 

• 이면도로 불법주차는 보행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 진
입방해하여 대형화재 유발 

• 주요국 수준으로 불법주차 
범칙금(일본 약 17-20만원, 
영국 약 13만원, 미국 약 
10만원, 한국 3-5만원)대폭 
향상 



도심 혼잡통행료의 차선(Second-best) 
: 노상주차의 현실화. 대신 주차요금 3-4배 인상 

• 노상주차 폐쇄는 
생활 정차 불법화 

• 노상주차장 허용하
면서 도심주차비용 
상향 

• 현재 서울시내 도심
기준 월주차 12만
원 수준[뉴욕 맨해
턴의 20% 수준]   

주차비를 혼잡통행료의 차선정
책으로 적용(암스테르담) 



보행우선구역이 ghetto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보행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법제  
• 보행 ghetto가 될 우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에 의거한 대중
교통전용지구, 교통약
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보행우선구역, 보
행안전 및 편의 증진법
에 의한 보행환경개선
지구과 보행자전용길,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의한 자전거우선도로  

• 보행안전을 담보하는 법
제 정비 
– - 자동차전용도로를 제

외한 모든 도로에서 
“보행/차량사고”는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동차가 책임 진다" 

 
출처: 도시연대  



3기의 다섯 번째 과제 
: 교육 + 이용활성화 

 



안전교육과 이용활성화는  
하나의 정책 

• Seattle Pedestrian Safety Education Program  

http://www.altaplanning.com/projects/seattle-pedestrian-safety-education-program/


이용활성화와 안전 교육  
: 함께 걸어서 학교와 유치원에 갑니다 

•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 연천초등 (2003년-2006년)  
• 함께 걸어서 학교와 유치원에 갑니다( ”Zu Fuß zur Schule 

und zum Kindergarten＂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
그램의 운영을 자전거이용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추진  
 

선생님과 함께 등하교하는문화 



이용활성화를 위
한 저비용 고효율
조치: Wayfinding. 
보행자의 마음을 

읽는 콘텐츠 

•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행 
mental mapping과 route 
hierachy 계획없는 디자인만… 

User testing 

Movement planning: Route hierarchy 

User-centred 
design Mental 
mapping 



이용활성화 : 서울시 보행정책 상징
아이콘 . 차량, 자전거, 보행이 함께..하는 공유 이미지  

 



이용활성화 Campaign 1  
: 사고율로 사람들이 변화되는가? 

• Safety : 보행자·자전거 치사율 감소  
– 보행·자전거 통행분담률이 높은 샌프란시스코, 포틀랜

드 시는 각각 0.9, 1.1명으로, 디트로이트 39.8명, 멤피
스 36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  

 



이용활성화 Campaign2  참여정신
의 함양. 봉사 프로그램을 통한 보행활성화 교육 

 



이용활성화 Campaign3 
: 건강이 보다 직접적 효과  

• (1) 교통정체 ….익숙해져. 개인적 
해결 : 설득 불가능 

• (2) 교통사고 ….내 일이 아니면 
관심 없어…  : 설득 어려움 

• (3) 지역경제활성화: 이해관계인 
복잡한 문제. Economic Benefits :
텍사스 포트워스시 소매판매가 
163% 증가. 단 설득력 높음. 증
명되지 못함 

• (4) Public Health : 대기오염 혼
자서 피할 수없음. 걷기 힘든 도
시환경 당뇨, 고혈압, 비만 수준 
증가 문제 : 건강도시로 설득 
출처: 홍정열, 미국의 Non-motorized Transportation 현황 
및 정책동향 (도로정책 브리프 제81호)  



TDM은 3I(infrastructure, information, 
incentives)에 기반한  

녹색교통 이용활성화 프로그램 

•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시설 
infrastructure에만 
몰두하지 않았는가? 

• 좀더 소프트한 프
로그램으로 
information, 
incentives를 고민
해야 보행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Infrastructure: 보행시설과 시공은 
시민의 마음을 읽는 일 

• 아무도 없는 보행자거리를 CCTV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보고, 
보여주게(watched, to be watch)하게 하는 일 

• 일시적/가시적사업이 아니라, 만들어가며 고치고 진화해가며 불규칙의 
아름다움이 살아나는 거리 

• 채우기보다 비우는 사업: Shared roadway(과다한 신호등과 횡단보도, 볼
라드, 가드레일 없애기), 필요한 것은 통합지주와 지중화 등 

• Modal Shift이전에 Change Mind :어떻게 의식을 바꾸는가?  



 

서로 보고, 보이게 하는(To watch and be 
watched)시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도로 시설 



incentives & disincentives: 혼잡통
행료 확대없는 녹색교통 정책은 실패 
• 자동차 한 대당 혼잡비용이 240만원 

• 걷기를 증진하는 녹색교통 정책 이면에 승용차 이
용을 억누르는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보행 정책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 

출처: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CO2위원회 (2011.03.04)  



Information: 교통정체로 소모되는 시간을 줄

여, 업무생산성 높이는 스마트워크에 기반한 
Demand.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주

어야 Mode Choice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스마트워크센터(SWC) 거점 경제활동과 병행되는 교통활동 감축  
– 미국 「텔레워크촉진법(2010)」: 2012년 농무부 전 직원의 40% 참여  

• 서울시청부터 업무공유(Job Sharing), 재택근무(Home 
working), 집/사무실 병행근무, 탄력근무(Flextime) 등 다양한 근
무 형태부터 확대허용 
 



보행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TDM 프로그램은? 

• 시설 디자인(자전거보행 도로 정비..), 서비
스 개선(텔레워킹 +대중교통서비스 + 정
보서비스… ), 가격정책(주차비용 상승…) 



의식의 대전환 
: 걷자 페스티벌 

• 시민 
– 보행자 passive consumers : 만남의 의

미가 없으면  Meaningful하게 하는 . 
느낌이 없으면…서로 touch하고 어울
리게. spiritual communities 를 느끼는 
축제  

– 어린이에게  교육. 차량과 장애인 자전
거의 거동 이해. 재미. 어른에게 홍보. 
공동체의식. 재미  

• 정부 : 치밀한 기획과 마케팅 
– 보행자들이 모이도록 하는 스토리텔링 

시나리오와 축제 이벤트. 이를 위한 마
케팅 전략 

• 언론: 서울 걷·자페스티벌...,  
–  ‘재미’가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독일 

축구club사례) 

Octoberfest & Munich 

Munich 보행 자
전거활성화는  

기획과 마케팅의 
힘! 

http://solamentestephanie.com/2011/09/19/octoberfest-munich/
http://solamentestephanie.com/2011/09/19/octoberfest-munich/
http://solamentestephanie.com/2011/09/19/octoberfest-munich/


 

멀리 가려면  

시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요 약 
• 지금까지 보행정책은 시설 인프라 중심 

– 없는 거리(Car Free Zone)확대,  차로 폭 축소를 통한 보도, 자전거 도로 설치 확대 

– 생활도로, 보행자 우선지구, 교통약자 교통권 확보를 위한 무장애(Barrier Free)설계   

* 유럽 보행 자전거 황금기의 특성은 4E Holistic approach  

• 앞으로는 보행문화 활성화. ‘도시,교통정책＇속에 통합.  
– “예측가능한 도로구조. 불안하지 않는 교통운영” 

– 사람중심으로 모든 도로에 대한 기능 분류. 도시숲길까지 보행네트워크화  
– 속도 관리. 통행속도 하향 조정(간선 50, 보조 40, 집분산 30, 이면도로 20) 

• 이를 위해서 개인 승용차 이용 억제 정책 병행   

– 도심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및 신축 건물에 대한 교통 
수요관리 대책 수립 의무화  

– 혼잡통행료, 그린죤(Green Zone) 등 승용차 도심 진입 억제  

• 또한, 보행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도록 기획(소통의 장, 이벤트 프로그램..) , 교육, 마케팅
(서비스, 인센티브….)  
– 소통의 장: 위험구간 시민들이 직접조사, 정기적인 시민만족도 조사, 정책개발 초기부터 시민참여 
–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인센티브(에코마일리지, 탄소포인트 등) 확대. 

말뿐인 대중교통 이용자 우대, 자전거 이용자 우대가 아닌 녹색교통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자전거 에
코마일리지, 대중교통 정기권 할인(학생, 노인, 주부…등) 확대 등) 도입. 노인무료의 경우에도 
“할인제도 속에서 추진” 

–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약자 접근성 제고 



향후 유의 사항 

• 정부 : 각종 보행관련 정책 조율안되면 오히려 부작용  
– 속도관리개념으로 각종 보호구역 통합.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우

선구역, 보행전용길 등   
– 실무진 보행 공무원 ‘특별 가점제‘. 보행 coordinator도입  

– 정책성과평가에 대한 객관화 : 프로그램에 따른 보행증가, 사고감소 등 실질적 
기준 

• 재원 : 보행시설 인프라 재원 마련으로 관련산업 활성화  
– 시민 1인당 5유로 : 베를린주정부 자전거예산 
– 국민 1인당 연간 2.5달러 지원(2006-2009년): 미국연방 정부. 교통관련 예산의 

약 1.6% 
– 보행/자전거관련예산은 조사 분석비용이 전체 시설비용의 20-30%소요(자동차

도로는 5%미만) 

• 시민 : ‘보행콘텐츠’ 지원하여 수동성 탈피 유도   
– 걷기시스템은 다른 모빌리티 시스템들에 종속(존어리 저, 강현수역, 2013), 보행

자들은 passive consumers.   
– 대중교통과 보행/자전거를  화학적으로 융합시키는 콘텐츠 
– 어떻게 독일은 보행과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가시적 성과

를 낼 수 있었는가?  (1) 시민단체 육성   (2) 축구클럽을 통한 민주주의 훈련   
(3) 어린이 교육  (4) 기획 홍보와 문화 마케팅. 독일의 지방별 문화예술 콘텐츠, 
먹거리 콘텐츠를 통한 도시재생 마케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