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전용거리  조성  및  평가  
-대구  중앙로·동성로를  중심으로  

걷기좋은  도시를  위한  보행심포지엄  

오용석(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사무처장) 



-자동차 등록대수 : 1,040천 대  ※승용차:836천대, 승합차:41천대, 화물:163천대 

-도시철도 : 2개 노선(57km, 59개역) ※ 3호선 : 2015년도 5월 개통예정, 367천명/일 

-시내버스 : 110개 노선 1,561대  ※ 이용현황 : 290,265천명/년 (795천명/일) 

대구광역시 교통현황 



-신작로 100년 역사를 가진 대구 읍성 내 상징적 공간 
-1917년 개설되어 남과 북을 잇는 발전의 축으로 지역 명물 거리 
-1960년대 전국 주점가로 중앙로(향촌동)를 무대로 예술인 활동 공간 

중앙로의 역사적 의미 



<교통혼잡과 상습 정체> 
-불필요한 통과교통 및 택비 불법 주정차 
(도심통행속 : 24.9km/h,  중앙로 : 10.9km/h 

중앙로의 문제점 



<열악한 보행환경> 
-인도폭 3～5m, 휴일 보행자 2,951명(50분):서비스수준 F(최저) 
-불법 노상적치물 등으로 보행장애 

중앙로의 문제점 



<도심상권 침체> 
-대구시 연평균 인구 현황 0.02%↓,  중구 2.71%↓(’99～’06 통계) 
 
 ☞중앙로는 대구의 역사성과 상징성 가진 대구 상징이나 교통혼잡, 열악한 
보행환경, 도심상권 침체로 대구 상징거리 면모 퇴색 

중앙로의 문제점 



-동성로(보행자 전용거리), 약령길(한방거리) 등 주변거리와 네트워크하여 
거리 활성화 거점 및 연계공간으로서의 중앙로 정체성 확립 
-보행에 지장이 없는 유효공간 확보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불필요한 승용차 통행 줄이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문화 조성 
-교통(보행환경개선, 교통수요관리), 경제(상권활성화), 문화(상징거리조성), 
환경(소음․대기오염 감소) 등 종합적 접근으로 도심 활력도모 

중앙로 개선방향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위치 : 중앙로(대구역~반월당) 1.1km 
-사업기간 : 2008~2009년(‘08 설계, ‘09 공사, ‘09.12.1 운영) 

사업개요 



-대중교통전용구간으로 지정운영(4→2차로 축소) 
-보행환경개선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보도3→12m, 횡단보도3→8개소)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대중교통 쉘터, 안내단말기 등) 

사업내용 



‘03. 2 :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종합대책수립(대중교통전용지구 구상) 
‘04~’05 : 중앙로 주변 교통처리대책 수립 용역 
’05. 5 : 공청회 개최 
‘06~’07 : 분야별(시민단체, 교수, 상인 등) 간담회 개최 
‘08. 1 : 대중교통전용지구 설계 현상공모 
‘08. 10~11 : 도시교통정책심의(대구시), 교통안전시설심의(대구지방경찰청)  
‘09. 1. 12 : 지구 지정공고 
‘09. 2~11 : 공사시행 
‘09. 12. 1 : 지구운영 

추진경과 

시민공감대 형성 노력 



지구를 위한 차없는 거리 대구시민생명축제 

-중앙로 차없는 거리 행사(2000년~) 



세계차없는날 기념 시민행사  
-차없는 거리 대구시민캠페인(2001년~) 



   횡단보도 : 8개소 

 - 기존 3개소, 신설 5개소 

    

   보행자전용도로 : 4개소 

 - 폭 4~6m, 연장 450m 

 

   좌회전 허용 : 6개소 

 - 우회로 교통분산 

 

  동서간 통행허용(직진) 

 - 통행량이 많은 경상감영길 

     통행불편 사항 개선 

반월당네거리 

대구역 

동성로 

약령시 

교통대책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근대역사 문화거리 조성사업 



개선효과-시내버스 이용객 증가 
▶ 시내버스 이용객 33.5% 증가 (´09년 489만명→´13년 653만명) 
   - 대구시 전체 증가율 1.9%보다 19배 정도 높음 
  ※ 대구시 시내버스 이용객 현황 : (´09년 285백만명→´13년 290백만명) 
▶ 시내버스 환승율 40.3% 증가 (´09년 134만명→´13년 188만명) 

버스이용수요 변화 버스환승수요 변화 

33.5%증가 40.3%증가 



개선효과-유동인구 증가 
▶ 보행환경 개선에 따른 중앙로 유동인구 증가 
    (승용차 → 시내버스 통행수단 변화) 
   - 평일 : 56,311 → 66,294명/12h  (17.7% 증가) 
   - 휴일 : 72,464 → 83,441명/12h  (15.2% 증가) 

평일 유동인구 휴일 유동인구 

33.5%증가 

40.3%증가 



개선효과-대기환경 개선 
▶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NO2) 54% 감소 
▶ 미세먼지(PM10) 36% 감소 
▶ 아황산가스(SO2) 25% 감소 
▶ 일산화탄소(CO) 1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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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2009. 5)       



주변지역 연계방안 



반월당네거리 

대구역네거리 

중앙네거리 한일극장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일반차량 통행제한으로 상권 위축 우려한 일부 상인 반대 
  ☞Peak시를 제외한 택배송 등 물품납품을 위한 조업차량 통행 허용 
     (통행증 : 09~11시, 15~17시) 
-지구내 사설(5개소) 및 부설(6개소) 주차장 처리 문제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사설 유료주차장 영업권 보상 및 폐업 

극복과제와 해결방안 



-택시통행 허용 문제 
  ☞버스통행에 장애가 적은 시간대 택시진입 허용(21시~10시) 
-실개천 실현 가능성 문제 
  ☞지하철 2호선(반월당역) 지하수 활용(350t/일) 

극복과제와 해결방안 



-지하상가 주변 횡단보도 설치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중앙네거리, 대구역네거리 횡단보도 설치 
  ☞지하상가 출입구 개선(에스컬레이터, 캐노피) 
  ☞횡단보도 확대설치, 통행제한속도 조정(60→30km/h) 

극복과제와 해결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