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  韓國農村建築學會論文集 제22권 2호 통권77호 2020년 5월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로의 사회적 변화 현상은 지역 공간에 

대한 대응방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우선

적 노출이 되는 곳은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다.
농촌지역 축소현상 관련 연구들에서는 농촌지역 중심지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의 방식을 통한 중심성의 유지와 배후지역

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중심지 내 공공공간 중심

의 커뮤니티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촌지역 주요 공공시설1)은 일반적으로 중심가로를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고, 중심가로는 중심지 공공시설들을 연계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원래 보행중심의 공간구조로 

구성되었던 중심가로는 성장사회를 거치며 차량중심 체계로 

개선되어왔다. 이로 인해 중심가로에서는 보행활동의 축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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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시설은 농촌지역의 공공성 및 공용성 측면에서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중 생활 관련 공공시설이다. (송미령, 박시현, 농촌공동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pp.8-17)

나타나고, 이는 유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 축소사회로 진입한 오늘날 차량중심 체계로 유지되

고 있는 중심가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사회 변화에 대해 

다시금 대응 방식의 변화를 가져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최근 농촌지역 중심지 중심가로는 변화와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추진되었지만 가로경관 관련 시각적 정

비 중심의 사업 비중이 높았다. 또한 관련 연구에서는 가로경

관 차원의 건축물 개선관리 또는 보행로 정비 평가라는 분리된 

시각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중심가로는 건축물에 의

한 가로벽과 보행공간과 도로 그리고 주변의 공공시설과의 관

계를 포함한 복합적 공공공간이고, 이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중심지 관리는 사회변화를 인정하고, 그 

중심성 유지를 위해 일정 부분 커뮤니티 기반의 자립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 농촌지역의 지속

성 확보에 실효적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시금 보행활동 중심

의 중심가로 변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중 일정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의 대상이 되는 전라남도 5개 지자체 내 일반읍․거
점면소재지 중심가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조사

대상 중심가로의 물리적 현장조사를 통해 유형을 분류하고, 분
류된 유형별로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를 통해 사

회변화에 대응하는 유효한 농촌지역 중심가로 보행환경 개선 

방향 모색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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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에서 제시한 인구규모

별 자치단체 구분에 있어 농촌형이고, 인구 5만 미만인 전라남

도 내 10개 자치단체2) 중 한국고용정보원(2018)에서 제시한 인

구소멸위험지수3) 0.3 미만으로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되며 상위

권에 위치한 5개 자치단체(도서지역 제외) 13개 일반읍ㆍ거점 

면소재지4) 중심가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13개 조사대상 지역의 중심가로에 대해 16개 보행환경 

관련 물리적 현황을 조사한 후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을 분류하

였다. 그리고 분류된 3개의 그룹별로 면소재지의 일반 및 보행

환경 현황을 분석한 후 해당 면소재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농촌지역 일반읍·거점면소재를 선

정한 이유는 선행연구5)에서 거점면소재지는 농촌중심지는 삶

의 질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고, 또한 최근 정책

방향이 농촌중심지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선택과 집중이 예상되는 차상

위 중심지인 일반읍․거점면소재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중심지 내 중심가로 보행환경 구성요인별 

만족도(4문항)와 종합 만족도(1문항) 그리고 보행 안전성 관련 

세부항목별 만족도(4문항), 보행 편의성 관련 세부항목별 만족

도(10문항), 보행 쾌적/매력성 관련 세부항목별 만족도(12문항), 
다양한 이용과 활동 관련 세부항목(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
정은 리커드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Table 5. 참조>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20
일간 진행하였으며, 설문지는 13개 면소재지별로 각 30부씩, 
총 390부를 배포하여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45부를 제외한 

345부를 회수하였고, 이들 원자료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ver. 18.0)를 사용하여, 빈도 

분석, 평균값 분석, 다중회귀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오늘날 지역의 공간환경은 주요 공공공간들이 지역민들의 

커뮤니티를 얼마만큼 수용하냐가 공간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공공공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임유경(2009)은 건축물과 

2) 박진경, 김상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유형별 지역발전전략 연구, 한국지
방행정연구원, 2017, p.93.

3)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젊은 여성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마스다 히로야(2014)의 저서 지방소멸의 핵심 내용에 착안하여 이상호
(2015)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사용한 것임. 소멸위험지역의 소멸위험지수는 
소멸 고위험지역은 0.2 미만이고, 소멸위험진입단계는 0.2-0.5미만임(이상호, 
고용동향 브리프: 한국의 지방소멸 2018, 한국고용정보원, 2018. p.5.) 

4) 충북발전연구원(2014)의 보고서에 의하면 농촌중심지를 1등급 시․군청소재지(1
만명 이상), 2등급 일반읍소재지․거점면소재지(3천-1만명 미만), 3등급 일반면소
재지 (3천명 이하), 자체세력도 매우 약한 중심마을급 면소재지로 구분하였다.
(원광희, 인구감소시대의 도래와 농촌 중심지 기능제고 방안, 충북발전연구
원, 2014, p.112)

5) 송미령,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pp.90-91.

필지 내 외부공간 이외의 주변부 공간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기반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시설 중 일반인이 

이용하고 향유 할 수 있는 도로, 광장, 공원, 녹지, 하천, 유수지를 

공공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6) 이러한 공공공간 중 도로에 포함되는 

가로는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 공동생활의 터전, 도시경관을 

결정하는 요인이며, 보행, 자동차, 대중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공존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공공공간 중 가로에 대한 정비는 도시의 

생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융합에도 기여한다.
그리고 그동안 가로공간에서 단순 목적 활동의 하나였던 보

행활동에 대해 이제는 지역활성화의 개념과 맞물려 커뮤니티 

관점에서 보행을 바라보고, 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공공공

간으로서의 가로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얀겔(Jan Gehl)이 말하는 공공공간은 단순한 목적 활동인 

필수적 활동만을 수용하는 공간이 아닌 선택적 활동과 사회적 활

동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유경 외(2015)는 국내외의 가로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크게 3가지 자동차 중심도로에서 다양한 주체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 이동 공간에서 사회적 활동이 일어나는 장

소, 쾌적한 가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로 정리하고 있으

며, 이들 사람 중심 가로에 대해 지향점을 다양한 이용주체를 

위한 공간배분, 사람의 선택․사회적 활동을 유발하는 건축물 용

도와 형태, 인간 척도를 고려한 가로공간으로서 이동, 활동, 공
간규모로 바라보고 있다.7) 그래서 중심가로의 현황분석에 있어

서 사람을 위한 공간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자동차와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가로변에서는 실제로 어떤 용

도가 입지하며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규모와 성격

의 가로공간이 만들어졌는지가 중요시 다루고 있다.
보행환경 관점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하루카가토 외(2017)는 보

행환경 관련 주요 구성요소를 지역시설 이용성, 도로의 접근성, 지
역의 안전성, 세대밀도로 구분하였으며8), 오성훈 외(2011)은 좋은 

보행환경에 대해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걷기 쉬운 보행환경, 걷고 

싶은 보행환경, 함께 걷는 보행환경 4개로 구분하고, 세부 12가지 

조건으로 정리하였다.9) 김승남 외(2016)은 가로환경에 관해 우리

가 인지된 가로환경은 기본적으로 개별가로 구성요소와 그 특성과 

가로의 종합적인 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가로의 물리적 환경이 보행자에게 얼마나 친화적인지를 사용자들

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오성

훈(2011)이 구분한 보행환경 4개 카데고리 중 함께 걷는 보행환경

을 제외한 3개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보행친화도 측면에서 물리적 

환경의 질을 평가 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10)

6) 임유경, 고은정, 기성시가지 공공공간 현황진단모형 개발, 건축도시공간연
구소, 2009, p.7.

7) 임유경, 성은영, 임강륜, 사람 중심 가로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 연구,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2015, pp.67-69.

8) 加登遼, 神吉紀世子, 居住エリアのウォーカビリティに立脚した地域評価
に関する指標の開発と検証, 日本都市計画学会, 2017, pp.1006-1013.

9) 오성훈, 남궁지희, 보행도시: 종흔보행환경의 12가지 조건, 건축도시공간연
구소, 2011. 

10) 김승남, 이소민, 가로단위 보행환경 평가체계 개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
소, 2016, pp.28-32.



구분 득량면(보성) 안양면(장흥) 회진면(장흥)

면적(㎢, %) / 행정리 74(11.1) / 37 51.1(8.3) / 29 26.2(4.2) / 16

가구수(세대) / 인구(명) 2,387 / 4,474 1,683 / 3,157 1,541 / 3,130

65세이상 인구(명, %) 1,730(38.7) 1,160(36.7) 1,118(35.7)

조사범위

구분 손불면(함평) 학교면(함평) 성전면(강진)

면적(㎢, %), 행정리 55.2(14.1) / 34 46.4(11.8) / 35 64.7(12.9) / 32

가구수(세대), 인구(명) 1,935 / 3,657 2,325 / 4,439 1,579 / 3,090

65세이상 인구(명, %) 1,420(38.8) 1,527(34.4) 1,172(37.9)

조사범위

구분 월야면(함평) 회천면(보성) 대덕읍(장흥)

면적(㎢, %), 행정리 34.4(8.8) / 31 54(8.1) / 23 58.1(9.4) / 29

가구수(세대), 인구(명) 2,017 / 4,073 1,712 / 3,271 2,037 / 3,908

65세이상 인구(명, %) 1,364(33.5) 1,203(36.8) 1,348(34.5)

조사범위

구분 군동면(강진) 옥과면(곡성) 조성면(보성)

면적(㎢, %), 행정리 60.7(12.1) / 40 30(5.5) / 23 45(6.8) / 37

가구수(세대), 인구(명) 2,150 / 4,334 2,271 / 4,586 2,181 / 4,063 

65세이상 인구(명, %) 1,421(32.8) 1,102(24.0) 1,653(40.7)

조사범위

조사범위 관산읍(장흥)

면적(㎢, %), 행정리 76(11.6) / 41

가구수(세대), 인구(명) 2,854 / 5,489

65세이상 인구(명, %) 2,069(37.7)

조사범위

Table 1. General status of subjec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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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심가로 등을 공공공간적 관점으로 통합적으로 접

근을 하는 지표와 연구들을 살펴보면 PPS(Project for Public 
Spaces, USA)에서는 접근과 연계, 안락함과 이미지, 이용과 

활동, 사회성이 공공공간에 대한 중요한 성능평가 및 좋은 장

소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이상민(2011)은 열린접근성과 자

연스러운 연결, 안전성과 편안함, 다양한 이용과 활동, 정체성 

있는 이미지,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정리하였다.11) 국토

교통부(2014)는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관리를 위해 가로의 

기능과 특성을 반영하여 가로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

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있어 보행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

행편의와 쾌적성 향상과 통합적 관점에서 보행 연속성, 연계

성 향상을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중심가로는 보행자

의 행태와 감각적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크게 건축물 영역, 보행

자 영역, 가로시설물 영역, 차량영역, 자전거 영역으로 구분하

고 있다.12)

김경석 외(2014)은 가로에 대한 통합적 관점으로 이를 생활

도로로 명명하고, 이들에 대해 사람 중심의 재생을 위한 기법

과 대안으로 교통안전 개선, 주차공간 확보, 보도 및 자전거 도

로 확보,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개선, 상업가로 활성화, 생
활도로 경관개선, 커뮤니티 공간 확보, 생활도로의 범죄 안전

성 개선을 언급하고 있다.13)

이상에서 언급한 공공공간으로서 중심가로는 보행환경적 

관점에서의 연구와 가로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연구로 구분되

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보행환경과 관련된 구성요인들은 안전

성, 편리성, 쾌적성과 매력성, 사회성, 이용과 활동,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6개의 보행환경 구

성요인으로 상기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위의 <Table 2>
와 같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3회 이상 언급되어

진 보행환경14) 관련 구성요인를 대상으로 설문내용을 구성하

여 조사하였다.

11) 이상민, 엄운진,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pp.126-129.

12) 국토교통부,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2014, p.113.

13) 김경석, 이경환, 서민호, 사람 중심의 생활도로 재생방안, 국토연구원 도시
재생지원센터, 2014, pp.108-109.

14) 본 연구에서 통합적 보행환경은 중심가로에서 가로시설물영역, 보행영역, 
외부공간영역, 건축물 영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3. 조사대상지역의 현황 및 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는 13개 조사대상 지역의 중심가로에 대해 16개 

보행환경 관련 물리적 현황을 조사한 후 보차분리/보도정비/가
로변 주차/경관정비 여부, 횡단보도/보행로변 차량출입구 수의 

주요한 6개의 물리적 현황을 변수로 하여 ward 방법에 의한 계

층적 군집분석으로 계층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류된 3개 그

룹별 중심가로 보행환경 관련 16개 물리적 현황에 대한 현장조

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3>과 같다.
먼저, 분류된 3개 그룹 모두 중심가로에 면한 공공공간의 수

는 평균 2.5-3.75개, 휴게공간 수는 평균 0.5-1.0개, 건축물 경관

의 연속성과 관련하여 가로변 빈 공간의 개수는 평균 4.25-5.75
개로 조사되었고,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1그룹은 평균 3,777명 인구 규모의 중심지로서, 중심가로는 

보차혼용이고, 보도정비율 0%, 경관정비율 20%로 낮았으며, 
가로변 주차는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보행공간에 연속

된 가로수 비율은 0%, 입면상태는 상중하 3점 척도에서 평균 

1.0으로 최하이며, 횡단보도 0.4개, 보행연속성 관련 차량 출입

구 3.8개, 가로시설물 7개, 전면공간 확보 수는 2.8개로 대부분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1그룹은 인구 3천명 후반대의 중

심지로 보차혼용 가로구조이고, 보행환경 관련 정비가 전반적

으로 미흡한 노후화된 중심가로이다.
2그룹은 평균 3,585명 인구 규모의 중심지로서 중심가로는 

보차분리 구조이고, 보도와 경관은 모두 정비되어 있으며, 가로

변 주차 허용율이 75%이다. 그리고 가로변 보행공간의 연속적인 

가로수 형성 비율은 25%, 가로변 건축물 입면상태는 상중하 3점 

척도 평균 1.75로 평균이상이며. 횡단보도 1.75개, 보도폭 

2.25-2.33m, 보행연속성 관련 차량 출입구 7개, 가로시설물 22.3
개, 전면공간 확보 수는 5.75개로 주차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그 외 경우 비율은 비슷하다. 2그룹은 인구 3천명 중반대의 중심

지로 보차분리와 가로변 주차가 허용된 가로구조이고, 보행환경 

관련 정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중심가로이다.
3그룹은 평균 4,618명 인구 규모의 중심지로서 중심가로는 

보차분리 구조로 보도정비는 되어 있으나 경관정비가 안되었

으며, 가로변 주차 허용율이 25%이다. 그리고 가로변 보행공간

의 연속적인 가로수 형성 비율은 25%, 가로변 건축물 입면상

태는 상중하 3점 척도 평균 1.25로 평균이하이며. 횡단보도 

3.25개, 보도폭 2.25-2.75m, 보행연속성 관련 차량 출입구 3.5개, 

안전성 편리성 쾌적/매력성 사회성 이용과 활동 지속적 관리/운영

하루카가토(2017) ● ● ●

오성훈(2011) ● ● ● ●

김승남 외(2016) ● ● ●

이상민(2008) ● ● ● ● ●

PPS(미국) ● ● ● ●

국토교통부(2014) ● ● ●

김경석(2014) ● ● ● ● ●

Table. 2 A Preliminary Study on Walking environment & Public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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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시설물 18.8개, 전면공간 확보 수는 3.75개로 대부분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3그룹은 인구 4천명 중반대의 중심지

로 보차분리가 되어 있고 가로변 주차 허용율이 낮은 가로구조

로 보행환경 관련 보도정비만 이루어지고 경관정비가 이루어

지지 않은 중심가로이다.

4. 조사 분석 결과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물조사 관련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이 54.8%, 여성이 45.2%였으며, 연령은 30~ 

50대가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직업분포를 보면 사무관리직이 전체의 49.3%, 자영업 14.8%, 

기타 7.8%이다. 응답자의 중 36.3%는 1그룹, 30.7%는 2그룹, 33.0%
는 3그룹에 거주하며, 거주기간은 32.2%가 5년 미만, 15.7%가 10~ 
20년, 12.5%가 20~30년으로 조사되었다.

4.2 보행환경 관련 이용자 만족도

보행환경 구성요인과 관련하여 영향 관계 분석을 위해 2장

에서 언급되었던 선행연구들의 평가지표를 참조로 재구성한 

평가항목들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원자료에 대

한 유형별 평균값 추세와 단순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f(%) 구분 f(%)

성별

남성 189( 54.8)

연령

19-29세 49( 14.2)
여성 156( 45.2) 30대 80( 23.2)
전체 345(100.0) 40대 93( 27.0)

거주지역

1그룹 125( 36.3) 50대 83( 24.0)
2그룹 106( 30.7) 60대 40( 11.6)
3그룹 114( 33.0) 전체 345(100.0)
전체 345(100.0)

직업

자영업 51( 14.8)

거주기간

5년미만 111( 32.2) 사무/관리직 170( 49.3)
5-10년 42( 12.2) 전문/자유직 26(  7.5)
10-20년 54( 15.7) 생산/기능직 18(  5.2)
20-30년 43( 12.5) 농/임/어업 23(  6.7)
30-40년 36( 10.4) 전업주부 17(  4.9)
40-50년 32(  9.3) 학생 13(  3.8)

50년 이상 27(  7.8) 기타 27(  7.8)
전체 345(100.0) 전체 345(100.0)

Table. 4 Subject Composition of Survey(person,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보차

분리

가로수 

수량

보도

정비

건축물 

연속성

입면

상태　

가로변 

주차

휴게

공간

횡단

보도

보도폭

(우, m)
보도폭

(좌, m)
차량

출구

경관

정비

공공

공간

전면

(주차)
전면

(주차외)
공공/상업

건물수

가로

시설

1
그

룹　

보성 득량면 × 4 × 6 1 × 2 0 0 0 1 ○ 3 4 0 31 6
장흥 안양면 × 1 × 2 1 × 1 1 0 0 3 × 2 0 0 18 4
장흥 회진면 × 0 × 8 1 × 2 0 0 0 2 × 4 3 0 31 10
함평 학교면 × 0 × 1 1 × 0 1 0 0 4 × 1 0 0 14 6
함평 손불면 × 3 × 10 1 × 0 0 0 0 9 × 5 6 1 34 9

평균　 0% 1.6개 0% 5.4개 1 0% 1개 0.4개 0 0 3.8개 20% 3개 2.6 0.2 25.6 7

2
그

룹　

장흥 대덕읍 1 0 1 4 3 ○ 1 0 2.3 2.3 6 1 3 2 0 23 34
강진 성전면 1 0 1 9 1 × 0 2 1.7 2 7 1 2 2 0 36 18
함평 월야면 1 5 1 4 1 ○ 0 2 3 3 8 1 2 4 10 35 15
보성 회천면 1 33 1 6 2 ○ 2 3 2 2 7 1 3 4 1 35 22

평균 100% 9.5개 100% 5.75 1.75 75% 0.75개 1.75개 2.25 2.33 7개 100% 2.5개 3 2.75 32.3 22.3

3
그

룹

곡성 옥과면 1 3 1 6 2 0 0 3 2 2 2 × 2 2 1 48 17
보성 조성면 1 0 1 5 1 0 2 4 4 3.5 4 × 5 6 0 48 28
장흥 관산읍 1 0 1 1 1 1 0 5 2 2 4 × 5 2 0 45 15
강진 군동면 1 29 1 5 1 0 0 1 3 1.5 4 × 3 4 0 15 15

평균 100% 8개 100% 4.25 1.25 25% 0.5 3.25 2.75 2.25 3.5 0% 3.75개 3.5 0.2 39 18.8

Table. 3 Status of pedestrian environment on the main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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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G1 G2 G3

구성

요소/
만족도

C1 보행 안전성 2.54 2.95 2.96 

C2 보행 편의성 2.54 2.93 2.90 

C3 보행 쾌적/매력성 2.58 2.85 2.68 

C4 다용도 이용 및 활동성 2.49 2.72 2.61 

C5 보행환경 종합만족도 2.59 2.91 2.78 

보행

안전성

D1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 2.46 2.85 2.82 

D2 보도 포장의 질과 관리 2.40 2.90 3.06 

D3 교통사고 안전성 2.23 2.83 2.65 

D4 무장애 보행공간 1.98 2.40 2.45 

보행

편의성

E1 보행로간 연결성 2.42 2.70 2.77 

E2 보행로상 휴게 및 편의시설 2.44 2.56 2.72 

E3 보행로의 연속성 보장 2.43 2.59 2.68 

E4 중심가로 방향인지 및 길찾기 2.83 2.86 3.11 

E5 가로변 건축물 진입 2.75 2.82 2.99 

E6 공공시설 접근 및 연계성 2.85 2.97 3.03 

E7 인접가로에서의 중심가로 접근 2.74 3.00 3.10 

E8 가로변 건축물 배치 2.71 2.86 2.91 

E9 가로변 건축물 차량진입/주차 2.50 2.75 2.68 

E10 공공시설과 대중교통 연계 2.62 2.84 2.74 

보행

쾌적/
매력성

F1 보행 쾌적성(소음, 매연 등) 2.49 2.74 2.86 

F2 보행공간의 가로수 2.66 2.67 2.49 

F3 보행공간의 가로조명 2.54 2.81 2.51 

F4 가로변 건축물 파사드 디자인 2.70 2.81 2.80 

F5 보행공간의 다양/흥미로운 경관 2.60 2.63 2.61 

F6 보도블럭 패턴 2.42 2.86 2.81 

F7 가로경관 연속성 2.67 2.74 2.89 

F8 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 2.58 2.76 2.89 

F9 가로변 건축물 용도 다양성 2.46 2.74 2.85 

F10 가로시설물 디자인 2.40 2.63 2.78 

F11 가로변 건축물 간판 2.55 2.75 2.75 

F12 중심가로의 청결도 2.75 2.88 2.93 

다용도 

이용 

및 

활동

G1 단순 이동 목적 외 활동 지원 공간 2.52 2.69 2.77 

G2 단순 이동 목적 외 활동 수용 가능성 2.54 2.69 2.70 

G3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 2.49 2.74 2.78 

G4 이벤트 및 문화활동 2.22 2.54 2.37 

G5 정비 의사결정과정 참여 2.46 2.57 2.64 

G6 중심가로에 대한 애착심 2.79 2.96 2.84 

Table. 5 Satisfaction with pedestrian environment in the central street of 
the subject area

보행환경 관련 4개 구성요인 및 세부항목과 보행환경 종합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대부분 평균값 3.0이하 

이고, 3개 그룹 모두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보차분리와 가로변 주차 

허용의 가로구조로서 보도와 경관정비가 이루어진 2그룹의 만

족도는 높았고, 보차혼용과 가로변 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가로

구조로서 보도와 경관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1그룹의 만족도

는 낮았다.
특히 보행환경 요인 중 다용도의 이용과 활동성(중심가로

의 단순 이동 목적 이외 용도로의 활용) 부분의 만족도는 3개 

그룹 모두 낮았는데 이는 기존의 중심가로가 차량중심의 필

수적 이동 관점의 구조를 띄고 있고 보행환경이 일부 개선이 

되더라도 차량 이동 우선의 측면에서 정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보행 안전성 관련 요소 평가에서는 보도와 경관정

비가 미흡하고 보차혼용 구조 가로인 1그룹이 상대적으로 낮

게 평가되었다. 하지만 보도 포장 질 관리와 무장애 보행공간

은 평균 보도폭이 큰 3그룹의 평가값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리고 보행공간 확보의 항목에서는 3그룹보다 평균 보도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2그룹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단순히 보도폭만으로 만족도를 판단하기보다는 유동인구 및 

보행량과의 관계에 의해 평가된다고 볼 때 보행공간 확보와 교

통사고 만족도는 인구 규모가 작은 2그룹이 높게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즉, 보도폭과 유동인구 및 보행량의 적정성이 만

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보행 편의성 세부항목에서 1그룹은 모든 항목에서 낮은 평

가를 보였다. 그리고 횡단보도 비율, 공공공간 인접비율이 높

고, 중심가로에서 각 필지로의 주차 출입구(보도 단절) 횟수가 

적으며, 보도폭이 상대적으로 넓고, 건축선 정리가 잘된 3그룹

이 상대적으로 보행연속성과 가로변 건축물의 배치 관련 측면

에서 평가값이 높았고, 가로변 주차허용 비율이 높은 2그룹은 

차량진입/주차와 공공시설 대중교통 연계에서 높은 평가를 보

였다.
보행 쾌적/매력도 세부항목에서는 보차분리와 보도정비가 

된 그룹 중 3그룹은 보행 쾌적성, 가로경관의 연속성과 건축물 

용도 다양성 관련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유동인구 및 보행량과 중심가로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3그룹에 비해 중심가로 규모가 

작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보도와 경관이 정비된 2그룹이 가로

수, 가로조명, 건축물 입면, 보행공간 다양성/흥미, 보도 패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다용도 이용 및 활동 관련 세부항목에서는 가로변 건축물수

와 중심가로에 면한 공공공간의 수가 많은 3그룹이 다양한 연

령대의 활동과 관련 지원공간 그리고 참여에 대한 평가가 높았

으나 이벤트 및 문화활동과 애착심은 3그룹보다는 근린공동체 

활동에 유리한 인구 규모를 가진 2그룹에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4.3 유형별 중심가로 보행환경 종합만족도와 구성요소간의 

영향 관계 분석

농촌지역 중심지 중심가로의 보행환경 개선 방향모색을 위

해 유형별로 중심가로 보행환경 종합만족도와 구성요인들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3개 그룹별로 농촌중심지 중심가로 보행환경에 대한 

종합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4개 보행환경 구성요인을 독립

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농촌지역 중심가로 보행환경 종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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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그룹별로 살펴보면, 1그룹은 ‘다용도 이용 및 활동성’(β
=.339, p>.001), ‘보행 안전성’(β=.322, p>.01), ‘보행 편의성’(β
=.265, p>.05)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그룹은 

‘다용도 이용 및 활동성’(β=.317, p>.001), ‘보행 편의성’(β
=.316, p>.05), ‘보행 안전성’(β=.278, p>.01) 순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그룹은 ‘다용도 이용 및 활동성’(β=.348, 
p>.001), ‘보행 안전성’(β=.319, p>.001), ‘보행 쾌적/매력성’(β
=.243, p>.01)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결과 모든 그룹에서 중심가로는 최우선적으로 단순

이동 공간이 아닌 다양한 이용과 활동성에 대한 보행 커뮤니

티의 보장에 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1그룹의 경우는 보차혼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안전성 확보

가 필요하다. 그리고 3그룹에서 안전성은 유동인구와 중심가

로 규모에 대한 보도의 폭의 적정성 때문이고, 쾌적/매력성은 

경관정비의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그룹은 보차분

리와 보도 및 경관정비가 이루어짐으로 다양한 이용 및 활동

성 이외 보행환경 구성요인의 영향력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4.4 유형별 보행환경 구성요소와 세부항목 간의 영향 관계 

분석

다음은 분류된 3개 그룹별 주요 보행환경 구성요인들에 영

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그룹별로 보행환경 종

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행환경 구성요인을 종속변수로 

하고, 해당 구성요인별 세부항목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다음은 그룹별로 보행환경 종합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보행

환경 구성요인들과 세부 항목들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그룹에서 ‘다용도 이용 및 활동성’에는 ‘중심가로내 이벤트/

문화활동’(β=.266, p>.01), ‘다양한 활동 지원공간’(β=.247, p>.05), 
‘다양한 활동 수용 가능성’(β=.238, p>.05)이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보행 안전성에는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β

=.592, p>.001), ‘교통사고 안전성’(β=.181, p>.05)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편의성에는 ‘가로변 건축물로의 

차량진입/주차’(β=.319, p>.01), ‘보행로상의 휴게 및 편의시설’
(β=.268, p>.01), ‘가로변 건축물 배치’(β=.191, p>.05) 순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B β

다용도 

이용 

및 

활동

 G1 다양한 활동 지원 공간 .242 .247*

 G2 다양한 활동 수용 가능성 .244 .238*

 G4 중심가로 내 이벤트/문화활동 .242 .266**

C=.722, R2=.432, Adjust R2=.418, F=30.674, D.W.=1.819

보행

안전성

 D1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 .551 .592***

 D3 교통사고 안전성 .177 .181*

C=.784, R2=.515, Adjust R2=.507, F=64.763, D.W.=1.916

보행

편의성

E2 보행로상의 휴게 및 편의시설 .287 .268**

E8 가로변 건축물 배치 .210 .191*

E9 가로변 건축물 차량진입/주차 .348 .319**

C=.402, R2=.420, Adjust R2=.406, F=29.257, D.W.=2.193

*p<.05, **p<.01, ***p<.001

Table. 7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detailed items by factors of pedestrian
environment(Group 1)

1그룹에서는 다용도 이용과 활동성 요인과 관련하여 보차혼

용의 중심가로로서 필수적 활동 중심으로 가로공간이 구성되

어 있고, 협소한 중심가로 및 가로변 공공공간의 부족으로 인

한 이용상 불편함의 증가로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쇠퇴화된 가

로로 우선적으로 유동인구 확보를 위한 중심가로 내 이벤트 및 

문화활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행 안전성과 관련

해서는 협소한 가로에서 근본적으로 보차혼용의 가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의 보행공간 확보의 영향력이 높다할 수 있

다. 그리고 보행 편의성과 관련해서는 보차혼용과 가로변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의 불편함과 70-80년대 노후 건축물들의 고밀

과 필수적 활동 중심의 가로 현황으로 인해 휴게 및 편의시설

구분
보행환경 종합 만족도

1그룹 2그룹 3그룹

B β B β B β

C1 보행 안전성 .314 .322** .285 .278* .301 .319***

C2 보행 편의성 .247 .265* .307 .316* - -

C3 보행 쾌적/매력성 - - - - .223 .243**

C4 다용도 이용 및 활동성 .356 .339*** .306 .317*** .344 .348***

C .282 .334 .396

R2 .690 .694 .621 

Adjust R2 .682 .685 .611

F-value 89.627*** 77.226*** 60.110***

D. W. 2.085 1.693 1.963

*p<.05, **p<.01, ***p<.001

Table 6.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the walking environment composition factors b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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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2그룹에서 ‘다용도 이용 및 활동성’에는 ‘다양한 활동 지원

공간’(β=.399, p>.001), ‘다양한 활동 수용 가능성’(β=.221, p>.05)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편의성에는 ‘보행로

의 연속성 보장’(β=.283, p>.01), ‘가로변 건축물 진입’(β=.243, 
p>.05), ‘가로변 건축물 배치’(β=.221, p>.05) 순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안전성에는 ‘충분한 보행공간 확

보’(β=.535, p>.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그룹에서 다용도 이용 및 활동과 관련하여 차량 중심의 보

차분리 및 보도정비와 중심가로 중심의 낮은 공공공간 집중화 

그리고 필수적 활동 중심의 보도정비로 인해 가로공간의 공간

적 유연성이 떨어짐으로 다양한 활동 지원공간의 영향력이 높

게 나타났다. 보행 편의성은 가로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관

련한 도로점용이 높음으로 인해 보행의 연속성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행 안전성은 보행로의 폭이 필수적 활

동 중심의 보행폭으로 선택적 또는 사회적 보행활동을 하기에

는 부족한 보도폭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구분

B β

다용도 
이용 
및 

활동

G1 다양한 활동 지원 공간 .415 .399***

G2 다양한 활동 수용 가능성 .284 .221*

C=.838, R2=.321, Adjust R2=.308, F=24.352, D.W.=1.753

보행 

편의성

E3 보행로의 연속성 보장 .291 .283**

E5 가로변 건축물 진입 .232 .243*

E8 가로변 건축물 배치 .240 .221*

C=.839, R2=.390, Adjust R2=.372, F=21.757, D.W.=1.901

보행 

안전성

D1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 .492 .535***

C=1.089, R2=.451, Adjust R2=.441, F=42.387, D.W.=2.214

*p<.05, **p<.01, ***p<.001

Table. 8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detailed items by factors of pedestrian
environment(Group 2)

3그룹에서 ‘다용도 이용 및 활동성’에는 ‘지역 중심가로에 

대한 애착심’(β=.293, p>.01), ‘다양한 활동 지원공간’(β=.211, 
p>.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안전성에는 ‘충
분한 보행공간 확보’(β=.747, p>.00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쾌적/매력성에는 ‘보행공간의 쾌적성’(β=.231, 
p>.05), ‘보행공간의 다양/흥미로운 경관’(β=.205, p>.05), ‘가로

변 건축물 간판’(β=.186, p>.05), ‘중심가로 청결도’(β=.184, 
p>.05),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그룹에서 다용도 이용 및 활동성과 관련하여 3개의 그룹 중 

가장 평균 인구가 많은 그룹으로 면단위 근린공동체가 유지되

어있는 만큼 보행환경 관련 물리적 정비와 결합될 수 있는 근린

성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활동이 필요하기 떄문에 이와 관련

된 지역 중심가로에 대한 애착심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보행 안전성은 2그룹의 보행로 폭보다는 넓긴 하나 3 그룹

의 유동인구 및 가로 규모에 비해 충분치 못하고, 보행로들 또

한 필수적 활동 중심의 물리적 보차분리로 인해 가로 공간의 

유연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선택적 또는 사회적 보행활동을 하

기에는 부족한 보도폭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보행 쾌적/매력성은 차량 중심의 가로 구성과 가로공간의 경

관정비 미흡과 관련된 항목들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B β

다용도 
이용 
및 

활동

G1 다양한 활동 지원 공간 .255 .211*

G6 지역 중심가로에 대한 애착심 .305 .293**

C=.585, R2=.302, Adjust R2=.283, F=15.882, D.W.=1.511

보행 

안전성

D1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 .706 .747***

C=.679, R2=.683, Adjust R2=.678, F=119.775, D.W.=1.871

보행 

쾌적/
매력성

F1 보행공간의 쾌적성(소음, 매연 등) .220 .231*

F5 보행공간 다양/흥미로운 경관 .242 .205*

F11 가로변 건축물 간판 .230 .186*

F12 중심가로 청결도 .158 .184*

C=.045, R2=.460, Adjust R2=.435, F=18.387 D.W.=1.970

*p<.05, **p<.01, ***p<.001

Table. 9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detailed items by factors of pedestrian 
environment(Group 3)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지역 중심지 내 중심가로의 보행환경 개선 

방향모색을 위해 전라남도 5개 지자체 일반읍․거점면소재지 13
개 중심가로를 대상으로 현장 및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를 진행

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일반읍․거점면소재지의 중심가로를 주요 보

행환경 요소를 변수로 분류한 결과 3개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1그룹은 인구 3천명 후반대의 중심지로 보차혼용 가로구조

이고, 보행환경 관련 정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노후화된 중심

가로, 2그룹은 인구 3천명 중반대의 중심지로 보차분리와 가로

변 주차가 허용된 가로구조이고, 보행환경 관련 정비가 적극적

으로 이루어진 중심가로, 3그룹은 인구 4천명 중반대의 중심지

로 보차분리가 되어 있고 가로변 주차 허용율이 낮은 가로구조

로 보행환경 관련 보도정비만 이루어지고 경관정비가 이루어

지지 않은 중심가로이다.
둘째, 농촌지역 중심지 중심가로의 보행환경 개선 방향모색

을 위해 중심가로 보행환경 관련 이용 만족도와 구성 요인들간

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류된 3개 그룹별로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3개의 그룹 모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소는 다용도 이용 및 

활동 요인이었고, 다음은 1그룹과 3그룹은 보행 안전성 요인이

었다. 1그룹은 중심가로 내 이벤트 문화활동,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 가로변 차량진입 주차, 휴게 및 편의시설, 2그룹은 다양

한 활동 지원공간, 보행연속성 보장, 충분한 보행공간확보, 3그
룹은 지역 중심가로에 대한 애착심,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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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인 경관정비의 세부항목들이 영향력이 높게 분석되었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조사대상 3개 그룹 모두 보

차혼용, 보차분리에 상관없이 중심가로의 다용도 이용과 활동

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차량 중심으로 중심가로를 정비함으

로서 보행공간은 필수 활동 중심으로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심가로가 가장 노후되고 쇠퇴한 그룹

은 인구 감소와 쇠퇴에 대해 우선적 유동인구 확보를 위한 중

심가로 내 이벤트 및 문화활동의 요구가 높았다. 
둘째, 보행 안전성에서 보행공간의 규모는 단순 보도폭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동인구 및 수용 가능한 활동과 

보도폭과의 관계에서 적정성이 고려된 보행공간 정비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다시말해 보차혼용 가로는 안전성, 보차분리 

가로는 보도폭의 적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셋째, 보도 및 경관정비가 이루어진 가로는 보도와 차로간

의 물리적 분리로 인한 공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

간적 유연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행 연속성과 관련

하여 필지 내 부설주차로 인한 도로점용의 최소화 방안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물리적 개선 이외의 근

린공동체 기반의 커뮤니티 활동이 결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한 제언으로 첫째, 가로폭

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보차혼용 구조의 중심가로는 가로변 건

축물 이면부 또는 중심가로 양단에 공용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우회도로를 신설하여 중심가로의 일방통행화를 통한 보행활동 

공간의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차량중심의 보차분리 구

조가 이루어진 중심가로의 보도는 단차와 경계펜스에 의한 물

리적 보차분리가 아닌 보도패턴과 이동형 가로시설물을 활용

하여 분리함으로서 보행공간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심가로의 차도는 교통정온화 기법 중 

도로선형 왜곡, 차도 좁힘, 요철포장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보

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농촌 지방정부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제한된 피험자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심가로에 대해 포괄

적 접근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으로 피험자 집단의 확장과 각각의 세분화된 보행

환경 요인별로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연구

가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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