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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afety, resilience and comfort of pedestrian were assessed by the British Pendulum Test and SB/GB factor test at 8 kinds of 
sidewalk pavement. Sidewalk paving materials were normal concrete, porous concrete, concrete block, soil concrete, asphalt, rubber 
chip/resin mixture, wood chip/resin mixture and floor tile. In addition, a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pedestrians on the sidewalk paving material. As a result, while the skid resistance value was measured in the most 60BPN above, the floor 
tile showed a low value of about 30BPN. The ratios of SB factor to GB factor of the elastic pavements(rubber/resin mixture and wood 
chip/resin mixture) appeared to be relatively large when compared with those of the conventional sidewalks. The survey showed that 
respondents perceived as more safe and comfortable elastic pavements compared to conventional pavements. Approximately 50%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hardened soil pavement was the most environmentally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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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사회는 산업화와 기술화로 인해서 인간의 육체

적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신체 활동량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건강유지

를 위해 운동으로 신체활동량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하

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최근에는 정부의 시책

도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도로를 크게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이용하는 인구가 크게 증

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전사고의 발생빈도 또한 증

가하여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 질병 정보에 의하면 

도로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의 비율이 전체 낙상 사

고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노년층의 

증가와 함께 도로에서의 낙상사고는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년

층 중 3분의 1 이상이 연간 한번 이상 낙상사고를 경

험한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

체손상 원인을 분석하였을 때 전체의 절반 이상이 낙

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보도에서의 안전성이 강조되면서 보도의 표층재료

는 노면 충격력을 완화시키고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래의 일반콘크리트 및 투수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

리트 블록 등에서 벗어나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강조한 

새로운 재료를 선호하게 되었다. 현재는 보도의 표층

재료로서 흙 성분을 혼입시킨 흙콘크리트 포장과 고무 

칩을 수지와 결합시킨 탄성포장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 

또한 우드 칩을 우레탄 수지와 결합시킨 목질 계 재료 

등도 개발되고 있다2,3). 
한편 이와 같은 새로운 표층재료가 미끄럼 저항성의 

향상에 의해 보행자의 미끄럼 사고를 줄이고 또 낙상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것이 가지는 탄력성에 의해 큰 사고

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지만 이를 실증적

으로 검토한 보고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도포장의 종류에 따른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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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으로 미끄럼 저항성, 탄력성 및 쾌적성을 평가하

기 위한 실험을 하였으며 보도포장의 재질에 대한 보

행자의 지각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
도의 안전성은 BPT(British Pendulum Test) 측정결과로

부터 평가하고, 탄력성과 쾌적성은 GB계수와 SB계수 

측정에 의해 평가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보도포

장의 종류별로 보행자가 느끼는 미끄럼 정도, 안전감, 
쾌적감, 친환경성 등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및 조사방법

2.1 실험대상의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성 실험과 탄력성 실험은 표면부가 손상

되거나 결함부가 없는 양호한 상태의 보도포장 면에서 

실시하였으며, 보도의 표층재료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

되고 있는 일반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콘크리트 보도

블록 및 흙콘크리트 등 콘크리트계 포장 4종류와 아스

팔트, 고무 칩과 수지 혼합물, 우드 칩과 폴리우레탄 

수지 혼합물 및 바닥 타일 4종류 등 모두 8종류이었다.

2.2 미끄럼 저항성 실험

미끄럼 저항성은 BPT 측정기를 사용하고, 보도포장

의 표면을 공기 중 건조 상태 및 스프레이로 물을 충분

히 뿌려 적신 상태에서 각각 KS F 2375의 방법4)에 따

라 실험하였다. 
Fig. 1은 보도포장의 종류별 미끄럼 저항성 시험장면

을 보인 것이며, 미끄럼 저항값 BPN(British Pendulum 
Number)은 각 개소에서 10회씩 반복 측정한 후 그 평균값

으로 나타냈다.

2.3 탄력성 실험

보도의 탄력성은 일본도로협회의 포장시험법 편람5)

에서 제시한 GB계수시험과 SB계수시험으로 평가하였

다. 실험방법은 Fig. 2와 같이 보도포장 위쪽 1.0 m 높
이에서 지름 42 mm, 질량 45.93 g의 골프공 및 지름 

25.4 mm, 질량 66.7 g의 스틸 볼(SB)을 각각 낙하시켰

을 때 볼이 튀어 오르는 높이를 캠코더로 촬영한 후 

0.2배속으로 재생시켜 그 높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개소에서 10회씩 측정하고 평균값을 

구하여 다음 식으로 GB계수 및 SB계수를 산출하였다.

SB계수, GB계수(%) = H / Ho ⨯ 100
여기서, H : 골프공 또는 스틸 볼이 튀어 오르는 높

이 (mm)
Ho : 골프공 또는 스틸 볼의 낙하 높이 (1,000 mm)

Fig. 1. Skid resistance tests with british pendulum tester.

Fig. 2. SB/GB facto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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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설문조사

보도포장의 종류별로 보행자가 가지는 지각을 알아

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 구성은 보도

포장의 종류로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 

콘크리트, 투수성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계, 일반 아

스팔트, 투수성 아스팔트, 경화토, 고무 칩과 수지 혼합

물 및 우드 칩과 수지 혼합물 등 8종류를 제시한 후 보

행 시 각각 안전성, 쾌적감, 가로수 생육촉진 등의 친

환경성, 미끄럼 방지 등에 있어서 우열의 순서를 질의

하는 내용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11월 중에 

실시하였고 설문 참여자의 수는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재학생 및 일반 성인 등 56명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미끄럼 저항성

Fig. 3은 미끄럼저항성 시험결과로서 20℃ 기준으로 

보정한 미끄럼 저항값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BPT 시험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미끄럼 저항값은 측정

대상의 표면온도가 높을 때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Fig. 3. BPN measurement of wet & dry sidewalk pavement.

Fig. 4. Skid resistance / temperature correction relationship.

때문에 TRRL은 미끄럼 저항값을 표면온도 20℃를 기

준으로 한 값으로 보정하기 위해서 Fig. 4의 온도수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6,7). 
Fig. 3은 공기 중 건조 상태 및 물을 뿌린 상태에서

의 보도포장의 미끄럼 저항성을 1개소에서 실험한 결

과이다. 건조상태에서의 미끄럼저항 값은 바닥 타일의 

경우 50BPN 정도이었고 그 밖의 보도포장의 경우에서

는 80BPN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보도포

장 위에 물을 뿌려 충분히 적신 후 미끄럼 저항값을 측

정하였을 때는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된 값보다 

보도포장의 종류에 따라 10BPN 내지 20BPN 정도 작

은 값을 나타냈으며, 특히 표면의 채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면처리를 한 투수성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35BPN 정도 낮아져 보다 더 미끄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5는 미끄럼 저항 측정값의 변동을 함께 보기 위

하여 추가로 다른 2개소에서 보도포장 위에 물을 뿌린 

후 미끄럼 저항값을 측정한 결과로서 Fig. 3의 관련 데

이터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끄럼 저항값은 물을 뿌려 적신 후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도포장의 미끄럼 저항성 

기준으로 서울시의 규정8)을 보면 경사 0~2% 이하인 평

지는 40BPN 이상, 경사 2%~10% 이하의 완경사는 

45BPN 이상, 그리고 경사가 10%를 초과하는 급경사 

구역은 50BPN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규정에

서는 일본, 유럽연합이 40BPN 이상을 규정하고 있고,9) 
영국에서는 미끄럼 저항지수에 따라 안전, 보통, 위험 

등으로 미끄럼에 대한 안전 정도를 구분하고 있다10). 
Fig. 5를 보면 표면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의 미끄

Fig. 5. BPN measurement of sidewalk pavements(at 3 wet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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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저항값은 고무 칩/수지 혼합물, 콘크리트 블록, 아스

팔트 및 일반 콘크리트에서 75BPN 이상의 높은 값이

었고, 그 외 보도의 미끄럼 저항값은 대체로 흙콘크리

트 75 BPN, 우드 칩/수지 혼합물 65BPN, 투수성 콘크

리트 60BPN 및 바닥 타일 30BPN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검토된 보도포장은 바닥 

타일을 제외하고는 서울시에서 규정한 보도의 미끄럼 

기준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바닥 타일의 경우

는 서울시에서 규정한 경사도가 0~2% 이하인 평지의 

미끄럼 최저기준인 40BPN 보다도 낮은 값을 나타냄으

로써 미끄럼에 대한 안전성이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탄력성

Fig. 6과 Fig. 7은 보도포장의 탄력성을 평가하기 위

Fig. 6. SB factor measurements.

Fig. 7. GB factor measurements.

Fig. 8. SB factor / GB factor ratio.

해 GB계수와 SB계수를 측정한 결과이며 Fig. 8은 GB
계수에 대한 SB계수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GB계수는 바닥 타일, 아스팔트, 일반 콘크리트, 흙
콘크리트, 투수성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보도블록에서 

70% 이상을 나타냈고, 우드 칩/수지 혼합물과 고무 칩/
수지 혼합물에서는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GB계

수는 표층의 강성이 큰 경질재료에서 높게 되는 경향

을 보였다.
SB계수는 우드 칩/수지 혼합물과 고무 칩/수지 혼합

물에서 30% 정도이었고 그밖에 바닥 타일, 콘크리트 

보도블록, 일반 콘크리트, 아스팔트, 흙콘크리트 및 투

수성 콘크리트에서는 20% 이하의 값을 나타냈다. 
한편 Fig. 8에서 GB계수에 대한 SB계수의 비는 고

무 칩/수지 혼합물과 우드 칩/수지 혼합물에서 각각 0.9 
및 0.8 정도로 상대적으로 다른 포장재료와 비교하여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바닥 타일, 콘크리트 보도블록, 
일반 콘크리트, 아스팔트, 흙콘크리트 및 투수성 콘크

리트의 경우는 0.1~0.2의 범위를 나타냈다.
Morita 등11)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GB계수와 SB계

수의 값이 둘 다 작으면 보행자의 몸에 부담이 적으

며 GB계수에 대한 SB계수의 비는 그 값이 1에 가까

울수록 보행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또 

Takeuchi 등12)은 PFWD(Portable Falling Weight 
Deflectometer)에 의해 측정한 보도의 탄성계수는 25~ 
80MPa 일 때 보행자의 안전성이 높고 걷기에 편한 느

낌을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Higuchi 등13)에 의하면 PFWD 측정결과는 

SB계수 및 GB계수와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으며, 탄
성계수 25~80MPa은 SB계수 20~35% 및 GB계수 

45~65%에 해당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결과를 나

타낸 Fig. 9에서는 GB계수가 45~65%의 범위를 나타낸 

경우는 보이지 않았으나 SB계수는 고무 칩/수지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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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lationship between SB and GB factor.

물 및 우드 칩/수지 혼합물의 경우 20~35%의 범위 내

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비추어 볼 때 고

무 칩/수지 혼합물 및 우드 칩/수지 혼합물 등의 탄성

포장은 GB계수에 대한 SB계수의 비가 크며, 보행에 

적합한 범위로 제시된 SB계수를 나타냈기 때문에 기

존의 경질포장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행자의 쾌적

감을 높일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된다.

3.3 설문조사결과

Fig. 10은 보도포장의 종류(경화토, 일반 콘크리트, 
투수성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일반 아스팔트, 투수

성 아스팔트, 고무 칩 또는 우드 칩을 수지로 결합시킨 

것 등 8종류) 가운데 ➀ 낙상사고 시의 안전성, ➁ 보
행시의 쾌적감, ➂ 가로수 생육촉진 등의 친환경성, ➃ 
미끄럼 저항성 등의 항목에서 각각 가장 우수하다고 

답한 인원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Fig. 10(a)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안전

한 포장재료로서 고무 칩/수지 혼합물과 우드 칩/수지 

혼합물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은 각각 55% 및 27%이었다. 이는 종래의 강성

이 큰 경질 포장보다는 탄력성이 큰 탄성포장이 충격 

흡수성이 있어서 보다 안전성이 높은 재료로 인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Fig. 10(b)에서 보행시의 쾌적함은 고무 칩/수지 혼합

물 또는 우드 칩/수지 혼합물을 사용한 탄성포장이 가

장 우수하다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75%를 차지하였으

며, 그 다음으로 콘크리트 보도블록이라고 답한 응답

지가 13%이었고, 그 밖의 재료를 선택한 인원수는 소

수로 나타났다. 결국 탄력성이 큰 탄성포장은 가장 안

전할 뿐만 아니라 보행 중에 충격력의 완화에 의해 쾌

적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a) Safety (b) Comfort

  

(c) Eco-friendly (d) Anti-slip

Fig. 10. Survey results on the sidewalk pavement.

알 수 있다.
Fig. 10(c)에서 보도포장 주변의 미생물 및 가로수 

생육 촉진이라는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것

으로는 경화토 포장이라고 답한 인원이 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3%의 응답자가 우드 칩/수지 혼

합물을 사용한 보도포장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경화토 포장이 흙을 다량으로 포함하는 투수성의 

재료로 인식하는데 따른 응답으로 보인다. 실제 현장

에서는 많은 재료비율로 흙을 포함시키는 경화토의 경

우 강도저하와 내구성 저하 문제가 있어서 흙을 소량 

사용하고 안료를 섞어 제조하는 투수성이 낮은 흙콘크

리트를 시공하는 예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는 미생물

의 서식이나 가로수 생육촉진의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Fig. 10(d)에서 미끄럼 저항성이 가장 높은 보

도포장으로는 우드 칩/수지 혼합물(30%), 경화토 포장

(23%), 투수성 콘크리트(21%)의 순으로 응답자의 수가 

많았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는 앞의 BPT 실험결과와

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개인의 지각과 실제 포장

의 특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결 론

국내에서 시공되고 있는 보도포장의 표층재료에 대

한 특성 실험 및 보행자의 설문조사로부터 다음의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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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포장재 8종류에 대한 BPT 실험결과,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의 미끄럼 저항값은 대부분 60BPN 이상

이었고, 그 값이 가장 큰 것은 고무 칩/수지 혼합물로

서 87BPN 정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바닥 타일의 미끄

럼 저항값은 30BPN 정도로서 서울시에서 규정한 경사

도 0~2% 이하의 평지에 대한 최저기준 40BPN에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SB계수/GB계수 비는 고무 칩/수지 혼합물 및 우

드 칩/수지 혼합물에서 각각 0.9 및 0.8 정도의 값을 나

타냈으며, 바닥 타일, 일반 콘크리트, 콘크리트 보도블

록, 흙콘크리트, 투수성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에

서는 0.1~0.2의 범위를 나타냈다. 선행 연구에서 GB계

수에 대한 SB계수의 비가 클수록 보행자가 느끼는 쾌

적감이 크다는 보고를 고려할 때 경질포장에 비하여 

탄성포장은 쾌적감이 큰 재료로 판단된다.
3) 설문조사에서 보행 중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안전한 포장 및 보행 중 가장 쾌적한 포장으로서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고무 칩/수지 포장 및 우드 

칩/수지 포장을 들었으며, 이는 종래의 경질포장에 비

하여 탄성 포장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재료로 인식

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4) 보도포장의 친환경성은 포장재료의 투수성능 및 

도시의 열섬현상 방지효과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보도포장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일반 성인 뿐만 아니

라 고령자나 어린이 등 신체적 취약자를 고려한 평가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토되

지 않은 포장재료의 종류별 투수성 실험 및 신체적 취

약자의 안전성 등에 대한 추후의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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