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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serving people's activities, pedestrian road systems are basic and necessary facilities in urban structure. To provide and 

utilize these pedestrian road systems in residential area would enhance urban environment as well as quality of life. For this reason, 
pedestrian road should be planned by consideration of people's activity in residential area. Evaluation of existing pedestrian road 
should be also oriented how people use it and what people do in it. This study amis to investigate functions of pedestrian road 
system throughout evaluation of user's satisfaction in order to improve better pedestrian road system in residential area.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components of factors affecting on user's satisfaction, and to find the relationship among 
affecting factors.  

For this study, the on-site questionnaire method was applied to 267 individuals who were collected as the study areas where 
locate Toyogaoka and Kaidori, Japan. The collected data were clarified exploratory factors, and analyzed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and satisfaction by applying quantitative statistical techniques for the mapping investigation, Mann-Whitney u-test, 
and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s. The pedestrian road system is more preferred than surroundings of vehicle roads  in 
residential district area where maintains pedestrian road as open space. In addition, satisfactions of the pedestrian road for each 
purpose were highly evaluated, because of conformability and convenience for usage. Consequently, the pedestrian road which 
is secure and greening as an open space is well carried out for the living circulation of residents. It would suggest that pedestrian 
road have to be managed and planned not a function of circulation but an open spa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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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보행로는 사람들이 이동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공간이다. 생활을 위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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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휴양과 놀이를 위한 보행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으

로서 인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이며, 문명의 발

달과 시대적 변화와 함께 변화해 온 인간위주의 점유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화와 더불어 자동차 

및 기계동력에 의한 이동수단의 확산으로 인한 생활

반경과 이동거리의 확대는 보행의 기회를 줄이고, 보
행로보다는 차량이 점유하는 도로의 우위가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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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공간을 차지하는 급격한 변화의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도시의 주거환경에서 보

행로보다 차량도로를 더 우선시하여 도시계획, 단지

계획이 진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의 기

반시설의 확충, 편의시설의 보급 등으로 인해 생활공

간에 있어서의 보행의 의미가 건강증진, 목적지의 이

동, 생활동선의 기능, 여가생활 등의 보행자체가 가지

는 기능적 의미 보다는 보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

과와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

라의 택지개발사업의 흐름을 보면 더욱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주거단지의 조건은 주택내부의 

현대화, 실용성 등에 중점이 놓여 졌지만, 최근에는 친

환경적 외부공간의 창출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

라 주거단지의 환경에 중점을 두는 택지개발의 사례

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택지개발에 있어서 친환경

적 공간을 창출하려는 노력은 특히 주거환경에 있어

서 가장 가까운 옥외공간인 보행공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다 쾌적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보행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환경 친화적이며, 기계적 교통

수단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주거단지 내에서 확보되

기를 원하는 거주자의 요구이자, 개발자의 의도로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보행공간의 의미와 관심이 변화, 
증대와 더불어 보행공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보행공간 중 법적으로 우선시되는 공간은 보행자

전용도로이다. 이는 법으로서 지정되는 도로의 일종

으로 도시기반시설의 교통시설이다. 보행자전용도로

에 대하여 김과 양(1986)은 “현대도시에 있어서 통행

공간은 차량위주로 계획되고 실행된 도시공간조직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공간으로서, 사람이 행동의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동시에 사람의 이용행태에 적

합하게 계획된 공간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김

(2001)은 보행자전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을 보행으

로서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도시구성의 필수요소이면

서 주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필수시설로 정

의하고 있다. 樋野 등(2010)은 보행자전용도로에 대

해 도시기반시설임과 동시에 거주자의 이동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보행공간

으로 정의하여 보행공간의 녹화와 차도분리의 중요성

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행자전용도로는 근린

주구단위에서의 주거민이 차량의 이용 없이 보행으로

서 이동목적을 달성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중심의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보행

자전용도로의 유형과 구성방법, 이용에 관한 연구로 

구분된다. 유형분류와 구성방법에 대한 연구로서 이

(1985)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고유의 기능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간선보행도로, 보조보행도로, 유보도, 녹도 

등으로 분류하였다. Brambilla와 Longo(1990)는 보

행자전용도로의 계획요소를 구성되는 요인에 따라 자

연환경, 건축물, 접근체계 등의 물리적 요인, 이용인

구, 이용활동, 선호도 등의 사회적 요인, 부동산 소유

권, 시장수요 등의 경제적 요인 등의 3가지로 분류하

였다. Rubenstein (1992)는 이를 좀 더 세분하여 도시

문화적 요인(교통계획, 주차시설, 건축물,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자연적 요인(토양, 기후, 지형, 수목 등), 
사회경제적 요인(시장분석, 비용-이익 등), 정책적 요

인(법규, 지역정서 등)등 4가지로 설명하였다. 국내에

서는 김과 양(1986)은 보행자전용도로의 공간구성은 1
차 요소로서 공간을 규정짓는 바닥, 벽, 천장(하늘)으
로, 2차 요소는 1차 요소를 채워가는 자연, 시설물 등으

로, 3차 요소는 1차와 2차 요소에서 발생되는 이용자의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보행자전용도로는 공간

자체로서의 의미보다 공간과 이용자의 상호 유기적인 

조화일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행자전용도로의 이용에 관한 연구들은 차량교통

으로부터의 안전성,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하여 보행

자전용도로화 함으로 인한 효과, 보행환경의 물리적 

요소를 통해 보행만족도의 향상을 위한 요소를 파악

한 연구들과 보행자의 시점에서 특정구역에서의 이용

행태와 만족도, 보행자의 속성에 따른 보행환경에 관

한 연구(박 등, 2007; 변 등, 2010; 이과 김, 1998; 이, 
2001; 中村과 室田, 2009; 道尾 등, 2008; 竹嶋, 2007)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 박 등

(2007)은 근린생활권의 물리적 보행환경요소가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박 등(2009)
은 이용하는 보행환경의 인지수준이 보행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신 등(2009)은 지역 용도

지구에 따라 주거용지에서는 쾌적성이, 상업용지에서

는 연속성이 보행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

임을 규명하였다. 이와 안(2008)은 근린공원과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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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view of study areas.

전용도로의 이용과 만족연구에서 근린공원이 많을수

록, 지구 단위가 작을수록 보행빈도가 많아지고 만족

도가 높아진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보행공간을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

극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

실에서 추구하는 친환경적 공간으로 정비된 보행공간

에 대해 실제로 주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목적에 의

해 이용하는 보행공간으로서의 기능, 실용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보행공간에 대해 구체적인 

이용목적에 따른 평가와 목적에 따른 보행공간의 이

용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거주환경에서 보행

공간의 정비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녹지 확보와 보행공간의 네트워크화가 실

현된 실제 거주 지구를 사례로 녹화된 오픈스페이스

로 정비된 보행자전용도로의 기능에 대해 주민에 의

한 평가를 통해 측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량적 분석

을 사용하여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지구개발

에 있어서의 녹화된 오픈스페이스인 보행자전용도로

의 조성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학문적 근거이론 

구축과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2.1. 연구대상지

대상지의 선정에 있어서는 거주지개발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녹화된 오픈스페이스로 정비된 보행자전

용도로가 지구전역에 걸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타마(多摩)뉴타운의 토요가오카지구(豊ヶ丘)와 카이

도리지구(貝取)의 두 개 거주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하

였다. 이 두 지구는 1974년 타마뉴타운개발에 의해 거

주지구개발에 있어서 녹지율 30%확보와 녹지네트워

크의 구축을 위해 지구내에 오픈스페이스로서 12개의 

보행자전용도로를 정비한 거주지구로서, 지구전역에 

걸친 보행자전용도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보행자전용도로는 녹지, 상업시설이 연계되어 

있어 보행공간에 있어서 생활동선으로서의 기능에 대

한 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대상지로서 적합하다고 판

단됨으로 이 두 개의 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두 

개의 지구는 타마신도시에 속하지만 물리적 특징의 

차이로는 토요가오카지구는 지구내에 상업시설이 형

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카이도리지구는 지구내에 

상업시설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그리

고 두 지구 모두 지구내에 전철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

고 인접한 지구의 역을 이용하는 물리적 특징이 있다.
대상의 물리적 요건은 Fig 1과 같다. 토요가오카지

구는 공원 12개소와 지구를 남북으로 잇는 전장 2km
의 보행자전용도로에 의한 공원녹지네트워크가 정비

되어 있고. 카이도리지구는 공원 7개소, 지구를 남북

으로 잇는 전장 2.4km의 보행자전용도로에 의한 공원

녹지네트워크가 4개소의 상업시설과도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 또, 두 지구 모두 지구내의 전철역은 정비

되어 있지 않으며 각각의 인접지구에 정비되어 있다. 

2.2. 연구변인의 설정

선행된 연구들의 이론적 근거로서 보행자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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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민들의 거주지구내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간 위

주의 공간요소임을 감안하여 생활동선으로서의 정의

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가 생활동선

으로서 가지는 기능을 이용행태와 그 이용 목적별로 

‘교통편의 이용’, ‘지구내 생활활동’, ‘여가활동’ 등의 

3가지 분류하였다. ‘교통편의 이용’은 주거지 내에서 

외부로 나가기 위한 전철역으로의 이동목적이며, ‘지
구내 생활활동’은 지구내에서 생필품 구입, 친지방문, 
관공서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활동의 목적으

로 정의하였다. ‘여가’는 지구내에 있는 공원녹지의 

이용, 산책, 운동 등의 목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3
가지 목적의 각각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

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요인으로서의 독립변수

는 ‘안전함’, ‘다양함’, ‘쾌적함’, ‘편리함’으로 설정하

였다. 평가요인의 선정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수로

서는 ‘목적지까지 도달거리’, ‘보행로의 경사’, ‘보행

로의 폭’, ‘보행로의 기복 정도’, ‘걷기 편안함’, ‘보행

로의 주변의 경관’, ‘보행로에 녹지 유무’, ‘차도분리’, 
‘사람통행의 빈도’, ‘보행로의 밝기’, ‘보행로의 조용

함’ 등으로 설정하였다(Table 1).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Exploratory Variables

Satisfaction of 
Transportation 
Purpose 

Security
Distance
Slope
Width

Variety Variation of slant
Satisfaction of 
Living Necessity
Purpose 

Walkability
Landscape

Comport Green Spaces
Vehicle Separation

Satisfaction of 
Leisure Purpose

Pedestrian Volume

Convenience Brightness 
Calmness

Table 1. Study Variables

2.3. 자료수집과 측정분석

자료의 수집은 대상지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 
상점 등의 주요 거점으로 무작위표본추출을 실시하였

다. 보행자전용도로의 생활동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에 설정된 변수들이 포함된 설문지로서 자기

기입식 현장수거방법을 적용하였다. 3가지 목적별 보

행공간은 이동경로를 통한 Mapping방법으로 분류하

였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의 평가요인으로 설

정한 안전함, 다양함, 쾌적함, 편리함의 4가지 항목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 평가요인의 

평가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 11개의 설명요인들은 복

수선택형식으로 측정하였다.
불성실하거나 완성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276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가지 목적에 

대한 보행공간의 이용경로를 도면에 맵핑하는 형식으

로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SPSS ver. 17을 이

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맵핑조사의 결과를 통해 목

적별로 이용하는 보행공간경로의 특성을 파악하고, 두 

거주지구의 보행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Mann-Whitney 
U Test, 만족도와 평가 요인간 상관분석, 평가요인과 

설명변수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생활동선으로서 보행전용도로 이용경로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이용’, ‘지구내 생활활

동’, ‘여가활동’ 등으로 설정한 3가지 목적별 보행공

간의 이용경로를 도면에 기입하는 맵핑형식으로 조

사하여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경로를 

도면화하여 많이 사용되는 생활동선의 이용경로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피험자인 주민의 거주지 위치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공개 위험이 있으므로, 거
주지로부터의 모든 경로가 아닌 각 목적에 주로 이용

되는 경로일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측정하여 도면화 

하였다(Table 2, Fig 2). 

Transportation Living 
Necessity Leisure

Toyoga-
oka

Frequency 177 169 141
Route A1, A2, A3 B1, B2, B3 C1, C2 C3

Kaidori
Frequency 168 154 163
Route A1, A2, A3 B1, B2, B3 C1, C2 C3

Table 2. Frequency of each purpose

측정 결과로서 첫 번째, ‘교통편의 이용’ 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로(A1, A2, A3)는  토요카오카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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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oute of each life line by the mapping investigation. 

177회, 카이도리지수에서 168회가 관찰되었으며, 두 

지구 모두 다른 지구로 이어지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지구내 생활

활동’으로 이용되는 경로(B1, B2, B3)는 토요카오카지

구에서 169회, 카이도리지수에서 154회가 관찰되었

으며, 지구내에 상업시설이 없는 토요가오카지구의 

주민은 다른 지구로 연결되어진 보행자전용도로를 주

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지구내에 상업시설이 있는 카

이도리지구의 주민은 상업시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

어 있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여가활동’을 위해 이용되는 경로(C1, 
C2, C3)에 있어서는 토요카오카지구에서 141회, 카이

도리지수에서 163회가 관찰되었으며, 두 지구 모두 

공원녹지와 밀접한 보행자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보행자전

용도로에 의해 네트워크가 형성된 두 지구 주민은 지

구를 횡단, 종단하여 거리적으로 가까운 간선도로가 

아닌 오픈스페이스로 정비되어 차도분리를 통해 보행

의 안전이 확보되고, 녹화된 보행자전용도로를 주된 

생활동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생활동선으로서의 보행자전용도로 만족도

‘교통편의 이용’, ‘지구내 생활활동’, ‘여가활동’ 등
의 3가지로 분류한 생활동선에 대한 평가 결과, 토요

가오카지구에서는 ‘교통편의 이용’(3.71), ‘지구내 생

활활동’(4.63), ‘여가활동’(4.56)으로 생활활동과 여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보행공간에 대해서는 높은 평

가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교통편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보행공간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

은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결코 낮은 평가는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이도리지구에서도 ‘교통편

의 이용’(3.93), ‘지구내 생활활동’(4.60), ‘여가활

동’(4.62)으로 지구내 생활활동과 여가활동을 목적으

로 하는 보행공간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교통편의 이용을 목적으

로 하는 보행공간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결코 보통을 웃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지구의 생활동선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Mann-Whitney U-Test를 사용한 결과, 
3가지로 분류한 생활동선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있어

서 두 지구간에 유의차를 확인할 수 없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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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ions Mean SD p-value

Transportation
Toyogaoka 3.71 1.203

0.084
Kaidori 3.93 1.153

Living Necessity
Toyogaoka 4.63 0.633

0.688
Kaidori 4.60 0.637

Leisure
Toyogaoka 4.56 0.846

0.771
Kaidori 4.62 0.755

Table 3. U-Test of satisfactions between study ares 

3.3. 교통편의 이용을 위한 보행공간에 대한 평가요인과 

원인

‘교통편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보행공간의 만족도

와 평가요인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토요가오카

지구에서는 만족도와 편리함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안전함, 다양함, 
쾌적함과 만족도간에는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카이도리지구에서도 만족도와 편리함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평가요인에서는 만

족도와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지구 모두 

교통편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보행공간의 만족도에 

평가요인인 편리함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4).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편리함과 11가지의 이유를 교차 

집계하여 그 관계를 확인한 결과, 두 지구 모두 목적지

까지의 거리가 크게 관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Satisfaction of Transportation Purpose 

Toyogaoka Kaidori

Security -0.068 0.041

Variety -0.038 -0.029

Comport -0.026 -0.071

Convenience -0.195* -0.190*

Table 4. Correlation of satisfaction and transportation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Convenience

Toyogaoka Kaidori

Distance p<0.001 p<0.001

Slope 0.021 0.004

Walkability 0.033 -

Table 5. Cross tabulation of exploratory factor and transportation

3.4. 지구내 생활활동을 위한 보행공간에 대한 평가요인과 

원인

생활필수품의 구입, 관공서 방문, 이웃주민 방문, 
병원, 은행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지구내 생활활

동’을 위한 보행공간의 만족도와 평가요인의 상관분

석을 실시한 결과, 토요가오카지구에서는 만족도와 

안전함과 쾌적함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다양함, 편리함과 만족도간

에는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카이도리

지구에서도 만족도와 안전함과 쾌적함 간에 양의 상

관관계가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평가요인에서는 만족

도와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지구 모두, 
‘지구 내 생활 활동’을 목적으로 한 보행공간의 평가

요인 중에 안전함과 쾌적함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6).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

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함과 쾌적함에 대해 

각 11가지의 이유와 교차 집계하여 그 관계를 확인한 

결과, 토요가오카지구에서는 안전함에 있어서는 녹

지, 차도분리, 사람의 통행이, 그리고, 카이도리지구에

서는 녹지, 차도분리, 밝기가 관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쾌적함에 있어서는 두 지구 모두, 걷기 편

안함, 녹지, 차도분리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요인인 안전함과 쾌적함에 관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7).

Satisfaction of Living Necessity purpose 
Toyogaoka Kaidori

Security 0.405** 0.438**
Variety -0.130 -0.143

Comport 0.395** 0.354**
Convenience 0.097 0.064

Table 6. Correlation of satisfaction and living necessity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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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Comport

Toyogaoka Kaidori Toyogaoka Kaidori

Distance - - - -

Walkability 0.043 - p<0.001 p<0.001

Landscape - - 0.004 0.002

Green Spaces p<0.001 p<0.001 p<0.001 p<0.001

Vehicle 
Separation p<0.001 p<0.001 p<0.001 p<0.001

Pedestrian 
Volume p<0.001 0.064 - -

Brightness - p<0.001 0.002 0.043

Table 7. Cross tabulation of exploratory factor and living 
necessity

3.5. 여가를 위한 보행공간에 대한 평가요인과 원인

‘여가’를 위한 보행공간의 만족도와 평가요인의 상

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토요가오카지구에서는 만족도

와 쾌적함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안전함, 다양함, 편리함과 만족도

간에는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카이도

리지구에서도 만족도와 쾌적함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평가요인에서는 만족도와의 상

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지구 모두, 여가를 위한 

보행공간의 평가요인 중에 쾌적함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8). 그 원인을 알아보

기 위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쾌적함과 11가지의 

이유를 교차 집계하여 그 관계를 확인한 결과, 토요가

오카지구에서는 쾌적함에 있어서는 폭, 걷기 편안함, 
경관, 녹지가, 그리고 카이도리지구에서는 걷기 편안

함, 경관, 녹지가 쾌적함에 관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9).

Satisfaction of Leisure Purpose

Toyogaoka Kaidori

Security 0.055 0.096

Variety 0.149 0.011

Comport 0.280** 0.303**

Convenience 0.039 0.003

Table 8. Correlation of satisfaction and leisure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Comport

Toyogaoka Kaidori

Distance 0.034 -

Width p<0.001 -

Slope - 0.012

Walkability p<0.001 p<0.001

Landscape p<0.001 p<0.001

Green Spaces p<0.001 p<0.001

Vehicle Separation 0.026 0.028

Table 9. Cross tabulation of exploratory factor and leisure

4. 결 론 

본 연구는 보행자전용도로를 보행공간이자, 오픈

스페이스로 정비하여 거주지구 전역의 보행자전용도

로를 네트워크화 한 타마뉴타운의 토요가오카지구와 

카이도리지구를 대상으로 보행공간에 대해 생활동선

으로서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평가요인과 원인을 명확히 하여 지구전역에 오픈

스페이스로서 정비된 보행자전용도로가 갖는 생활동

선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은 연구의 성과

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생활동선의 이용경로를 파악한 결과, 지구를 

종단, 횡단하는 최단 루트인 간선도로의 이용보다 생

활동선으로 주로 이용되는 경로는 모두 보행자전용도

로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보행자전용도로가 지구전역

에 네트워크화 되어 상업시설, 공원, 교통편까지 연계

하고 있으며, 차도분리를 통한 안정성의 확보, 오픈스

페이스로서 녹화, 정비된 공간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주된 보행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둘째, 생활동선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3 가지

의 목적으로 구분한 생활동선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통해 거주지구에 있어서 오픈스

페이스로서 정비되어 네트워크화 된 보행자전용도로

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생활동선으로서의 기능

을 충실히 수행함과 더불어 보행공간의 만족도를 높

이는 효과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셋째, 각각의 목적별 생활동선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요인을 파악한 결과, 교통편의 이용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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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하는 보행공간에 대해서는 목적지까지의 거리

를 원인으로 하는 편리함이, 생활활동을 목적으로 하

는 보행공간에 대해서는 녹지와 차도분리를 원인으로 

하는 안전함과 걷기 편안함과 녹지 그리고 차도분리

를 원인으로 하는 쾌적함이,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하

는 보행공간에 걷기 편안함과 녹지, 그리고 경관을 원

인으로 하는 쾌적함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생활동선으로서의 기능과 만족도를 높이는 보

행자전용도로는 걷기 편하고, 녹지와 경관을 갖추며, 
교통편까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거주지구에서 보행자전용도로의 정비

에 있어서는 차도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녹화, 오픈스

페이스화, 네트워크화의 실현이 중요한 공간조건이

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 만

족도가 높은 생활동선으로서 기능적인 측면 또한 충

실히 수행하는 보행공간의 창출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

구전역에 걸쳐 오픈스페이스로 정비된 보행자전용도

로가 네트워크화 된 거주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으나, 좀 더 다양한 조건을 통해 유형화와 

생활동선의 다양화를 거쳐 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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