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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nonhierarchical K-mean cluster analysis is used to classify the types of 230 local governments and the 

Mann-Whitney U test and Kruskal-Wallis analysis are us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edestrian accidents by region 

types. With empirical analysis of pedestrian accidents,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of walking environments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Type 1-A (relatively dominant urban commercial areas), Type 1-B (predominantly urban 

residence) and Type 2 (rural areas) have been classified using nonhierarchical K-mean cluster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pedestrian accident rate on community roads was more than 60% for all types and incidence rate in rural areas was 

higher than that in urban areas. In addition, pedestrian accidents of Type 1-B have been found to occur more frequently 

than Type 2 in intersections and crossings, while the number of roadside casualties for Type 2 was highest.

본 연구는 비계층  K-평균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보행자사고와 토지이용특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보행자사고의 세부특성을 Mann-Whitney U검증과 Kruskal-Wallis 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한 다음 그 결과로부터 보

행환경 조성사업에 한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지역은 행정시와 행정구를 제외한 기 지방자치단체를 기 으로 230개 

시·군·구로 구분된다. 비계층  K-평균 군집분석 결과 230개 지방자치단체는 유형 1-A(상업지가 상 으로 우세한 도시

형), 유형 1-B(주거지가 우세한 도시형), 유형 2(농 형)로 분류되었으며, 지자체 유형별 보행자사고 차이 검증결과 9m 미만 

생활형 도로의 보행자사고 발생율은 공통 으로 60% 이상으로 도시형에 비해 농 형에서 발생할 비율이 더 높았다. 한 

유형별로 유형 1-B는 교차로 내 보행자사고 사상자수가 많고 횡단  사고 비율도 높은 반면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보행자 

사상자수 비율은 유형 2에 해당하는 농 형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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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성장･ 소비･고 험･고실업의 뉴노멀시 가 

도래하여 하드웨어 인 양 팽창보다는 소 트 워 인 

지역발 정책이 시되고 있으며, 가계의 소득증 로 가

치 도 차 변화하여 삶의 질 증 와 환경, 문화, 행복, 

만족도, 웰빙, 안  등에 한 키워드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생활공

간 조성  생활서비스 제공, 그리고 안 , 건강, 웰빙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행복 인 라 공 이 무엇보다 

요한 시 이 도래했다.

1970년  이후 우리나라는 물리  기반시설의 속

한 양  팽창으로 교통사고가 증하여 1979년에 교통

안 법을 제정하고 1980년  이후부터 (구)국무조정실 

주 으로 범정부 인 교통안 종합 책을 수립하여 교통

안 과 련된 시책을 꾸 히 추진해오고 있다. 2008년

부터는 교통사고 사상자 반 이기 로젝트를 국정과

제로 선정하여 교통안 정책을 본격 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여 히 도로  차량 주의 교통안 정책에 

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2012년 보행  교통사고 사망

자는 2,027명으로 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

은 65.1%이며,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률도 51.4%를 

차지하고 있다1).

외국 선진국에서는 1960년  반부터 네덜란드를 

심으로 자동차 차단정책을 제언하고 본앨  사업을 추

진하기 시작하 으며, 1988년에는 보행자 권리헌장을 

제정ㆍ공포함으로써 보행자의 권리를 되찾기 한 노력

을 꾸 히 해오고 있다. 20세기 이후부터는 지속가능한 

발 (sustainable development)의 패러다임 속에서 

녹색교통의 요성을 강조하고 보행을 활성화하는 보행

친화도시(walkable city), 는 자동차와 인간이 공존

하는 걷기 좋은 커뮤니티(walkable communities)를 

조성하려는 시도가 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야 보행자  시민단체의 심

으로 ‘보행권(步行權)’의 개념2)이 처음 제기되었다. 이

후 ‘걷는 길’에 한 요성이 강조되면서 근거법률이 제

정되기도 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조

례가 90년  후반부터 제정되기 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먼  보행조례 하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행환

경 개선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 다. 자치단체 보행조례

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보행안   편의증진에 

한 법률’(이하 보행법)은 2012년 2월이 되어서야 제

정ㆍ공포되었다. 안 행정부가 보행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보행자의 권리와 안 의 요성이 확산되고 있지만 

각종 제도와 교통운  반이 여 히 차량 주로 되어 

있어 보행권이 받고 있다는 인식에 기 했다.

그동안 안 행정부는 지역발 특별회계(이하 지특회

계)로 편성된 안 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꾸 히 추진

해왔으며, 2013년부터는 보행법 시행으로 보행환경 개

선지구로 사업의 명칭과 추진방식을 변경하여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3). 안 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보행환경 개선지구 시범사업은 지특회계의 앙부처 편

성사업으로써 지자체에 50%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원된

다. 즉 안 행정부가 사업의 추진지침 등 기본계획을 수

립하여 통보하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는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이다. 보행조례의 모범이 되는 보행법 상 지방자치단체

는 보행자의 안 을 담보할 수 있는 보행환경정책을 해

당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추진해야 하며, 보행법의 주

무부처인 안 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정책을 효율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지 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의 보행 련 

연구들은 물리 인 보행 시설물의 공학 인 기 이나 설

계지침 마련에 을 맞추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 인 설계지침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행자 교통사고와 토지이용특성을 기반

으로 지역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보행자사고의 세부특

성을 분석한 다음 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차별 인 보행환경 조성사업 개선방안을 제

안하고자 한다. 이때 지역은 행정시와 행정구를 제외한 

230개 기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며, 시·군·구별 보행

자사고 특성과 토지이용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유형을 분류한다.

본 연구는 먼  2장에서 보행교통과 련된 국외  

국내 선행연구동향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자료와 지방

1) 보행  어린이 사망률은 어린이 보행자 사망자수를 체 교통사고로 발생한 어린이 사망자수로, 보행  고령자 사망률은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 사망자수를 체 교통사고로 발생한 고령 사망자수로 나 어 구하 다.

2) 보행안   편의증진에 한 법률 제3조에서 ‘보행권’은 보행자가 쾌 한 보행환경에서 안 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로 정의된다.

3)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 던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역시 2012년부터 안 행정부 보행사업으로 통합･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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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walking Walk to store, Strolling trips

Analysis unit of walking Walking demand, Walking time, 
Walking frequency

3Ds Density Land use density, Residential 
density, Population density

Diversity Land use mix

Design Sidewalk design, Street design, 
Sidewalk connectivity, Accessibility

Individual characteristics Age, Gender, Income, Health, 
Attitude, Self-selection

Social characteristics Walking friendly environment, 
Crime safety, Traffic safety

Table 1. Factors influencing walking

자치단체 유형분류  보행자사고 특성분석법을 설명한

다. 4장에서는 지자체 유형별 보행자사고 세부특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

약하고 정책  시사 에 해 논한다.

국내외 보행연구동향

1. 국외연구

여태까지 도시계획, 도시설계, 교통계획 등 부분의 

연구가 주로 자동차나 교통 연구에 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보행환경 계획요소나 보행서비스 연구 

는 보행행태 등 보행교통과 련된 연구는 국외에서도 

2000년 에 들어서면서 본격 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외의 보행연구는 주로 도시의 형태나 토지이용  환

경특성 등을 수치 으로 측정하여 보행과의 상 계를 분

석하고, 분석결과로부터 원인을 추론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보행활동(activity)은 도시의 물리 인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에도 향을 받고 개인의 태도나 

선호도에도 향을 받기 때문에 국외연구에서는 개인의 선

호도 분석도 함께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행과 도시의 

환경 인 특성 간 련성뿐만 아니라 보행을 함으로써 얻

을 수 있는 건강증진효과  환경 편익을 통합 으로 분석

하는 모형도 추정되고 있는 추세다(Frank et al., 2006; 

Boarnet et al., 2008; Lovasi et al., 2011).

가장 표 인 도시의 물리  환경요소라 할 수 있는 

토지이용특성과 교통과의 련성은 1990년  후반부터 

Cervero에 의해 분석(Cervero, 1996; Cervero and 

Kockelman, 1997; Ewing and Cervero, 2010)되

기 시작하 다. Cervero는 개발 도(density), 토지이

용의 다양성(diversity), 그리고 가로 설계(design)4)

와 같은 도시의 특성이 교통수요  수단선택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보행활동 역시 주거 도, 토지용도의 혼합정도, 가로 

네트워크 특성, 목 지까지의 근성, 가로의 생동성 등과 

같은 도시형태(urban form)나 토지이용특성(land use)

과 같은 도시의 제반환경과 유의미하게 련되어 있다

(Hess et al., 1999; Handy, 1996; Handy et al., 2002; 

Moudon and Lee, 2003; Frank et el., 2004와 2006; 

Song and Knaap, 2004; Lee and Moudon, 2006; 

Ewing and Cervero, 2010). 특히, Handy(1996)도 

도시형태와 보행자의 경로선택과의 상 계 분석을 통

해서 개인의 내  동기에 의해 보행통행이 발생하나, 도

시형태가 보행을 활성화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한다는 

을 증명하 다.

2. 국내연구

국내 보행연구는 크게 보행자사고  보행환경 특성

연구와 안 을 비롯한 보행과 물리  보행환경과의 상

계 연구, 그리고 보행환경의 평가지표 개발 연구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보행자사고  보행환경 특성연구는 보행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의 물리  환경인 보도의 유무, 

보도의 유효 폭, 경사도와 같은 보행가로의 특성  조명

시설과 같은 가로 시설물, 가로수 식재 등 미시 인 도시

의 물리  환경요소가 이용자의 인지나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방법은 주로 이용자 설문조

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빈도분석(Seo and Park, 2007)

을 비롯하여 요인분석과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등을 비

롯한 통계분석(Yim and Choi, 2006; Cho, 2007; GRI, 

2008; Park et al., 2009; Jang et al., 2010; Sung, 

2011) 는 만족도- 요도(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분석(Kang and Lee, 2013; Kim et 

al., 2013) 등을 이용하고 있다. 물리  보행환경의 특

성을 분석함으로써 보행자 공간과 련한 공학 인 보행

환경의 구성요소와 계획방법, 그리고 정 보행환경 설

4) Cervero and Kockelman(1997)는 토지이용의 주된 속성을 Three D’s로 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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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tudies

Characteristics 
study on Walking 
environments 

Cognitive 
characteristics

Seo and Park(2007)

User satisfaction Yim and Choi(2006), 
Cho(2007), GRI(2008), 
Park et al.(2009), Jang 
et al.(2010), 
Sung(2011), Kang and 
Lee(2013), Kim et 
al.(2013)

Relationships study 
between walking 
and build 
environments

Statistical analysis Lee and Ahn(2007), 
Lee and Hwang(2009), 
Lee et al.(2011), Kim 
and Jung(2012)

Space syntax Kim and Shin(2007), 
Jung and Choi(2010)

Project appraisal & 
index study

Evaluation index IDI(2010), KRIHS(2006), 
Park et al.(2008), 
MOLIT(2011b)

Project appraisal SI(2007), 
MOLIT(2011a), Kim et 
al.(2012)

Table 2. Previous domestic literature trends계를 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주로 회귀분석이나 공간배치를 분석하는 공간

구문론(space syntax) 등의 방법론을 이용하는 물리  

보행환경 분석연구는 물리  보행환경 특성과 보행량·보

행시간·보행빈도 간 상 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다5). 

물리 인 보행환경의 특성을 회귀분석하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의 설계지침을 제시한 연구는 Kim and 

Jung(2012)를 들 수 있으며, Lee and Ahn(2007)6)

은 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으로 물

리  보행환경과 보행량ㆍ보행시간과의 상 계를 분석

하 다. 이들 연구와는 조  다른 Lee et al.(2011)의 

연구는 노인들의 보행활동에 향을 미치는 물리  환경

을 분석7)하 으며, Lee and Hwang(2009)의 연

구는 보행안 에 향을 미치는 보행환경 요인을 분석하

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배치를 분석하는 공간구문론

(space syntax)을 이용하여 보행네트워크가 갖는 물리

인 특성을 악하고, 도시 가로망의 네트워크 형태와 

보행량과의 상 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Kim and Shin, 2007; Jung and Choi, 2010).

셋째, 보행환경 평가지표  개별사업 평가연구는 

보행과 련된 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개별사업 평가 

연구  보행환경의 평가지표 개발 연구로 정리해 볼 

수 있다.먼  KRIHS(2006), Park et al.(2008)와 

IDI(2010)  MOLIT(2011b)의 연구는 보행환경의 

평가지표를 세부평가항목으로 나 어 모형을 개발하고 

평가하 다. 여기서 물리 인 보행환경 요소는 표 으로 

KRIHS(2006), Park et al.(2008)와 같이 가로환

경과 네트워크 환경, 지역환경으로 구분되거나 MOLIT 

(2011b)와 같이 안 성, 쾌 성, 편리성 등으로 구분된

다. 보행  보행권과 련한 개별사업 평가는 주로 앙

정부에서 추진 인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추진 인 보

행환경 조성사업  주차 련사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을 마련하는 연구로 SI(2007), MOLIT(2011a)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Kim et al.(2012)의 연구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성북구의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한 편익을 정량 으로 측정하고 있기도 하다.

3. 시사

국외의 보행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보행은 가로(보도)

의 물리 인 설계특성 뿐만 아니라 도시의 형태나 토지

이용특성  개인 , 사회  특성 등 복합 으로 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재 국내 보행연구

들은 연구내용 으로 물리 인 보행환경의 특성이나 상

계 분석에 집 하고 있다. 즉 보도를 비롯한 보행

련 시설물의 공학 인 기 이나 특성을 미시 으로 연구

하거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보행환경 설계와 련된 지

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Cho(2007)의 연구를 제외하면 도시를 심으로 

편 되어 있기도 하다. 보행은 일상 인 생활패턴을 반

하는 매우 기 인 통행수단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

이나 도시의 형태, 지역의 규모 는 공간구조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진다. 한 개발 도나 용도 혼합도와 같은 

토지이용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상지를 주거지역, 상업

지역, 업무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보행환경 특성을 분석

5) 종속변수는 통행량이나 통행시간, 통행 도 등의 보행특성변수를, 설명변수는 보행환경의 안 성, 편리성, 쾌 성, 연속성 등과 련된 여러 

가지 물리 인 속성을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6) 서울시 체 12개 행정동을 상으로 근린환경요인이 개인의 보행시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근린의 토지이용 혼합도가 높고, 가로

의 연결성이 잘되어 있으며, 여가  목 통행을 유발하는 근린공원의 근성이 높을수록 보행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물리  보행환경 요인이 노인들의 걷기활동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원에 한 근성, 교통사고로부터의 안 성, 가로조명 

등도 보행활동에 요한 요인이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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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ontents

Accident 
Type

Vehicle vs. 
Vehicle

Head-on Collision, Crossing Collision, 
Rear-End Collision, Others

Vehicle vs. 
Pedestrian

While Crossing, While Passing on Road,
While Passing on Roadside, While Passing 
on Sidewalk, Others

Vehicle vs. 
Train

-

Road 
Type

National Expressway, National Highway, Special/ 
Metropolitan city road, Provincial Road, City/County 
Road, others

Road 
Width

under 3m, 3-6m, 6-9m, 9-13m, 13-20m, 20m & 
over, Others

Road 
Form

Single Road Crossing, near the Crossing, Tunnel, 
Bridge, Others

Intersection Intersection, near the Intersection

Others -

Age 
Group

under 14(child), 15-24, 25-34, 35-44, 45-54, 
55-64, 65 & over(older)

Table 3. Types of pedestrian accidents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정

책 으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본 연구는 앙정부가 안 한 보행환경정책을 추진함

에 있어 지역의 보행자사고특성과 토지이용특성을 함께 

반 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거시 으로 지역의 유

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보행자사고의 세부특성에 기반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자료와 분석방법

1. 자료

지역유형별 보행자사고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사용

되는 자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2009-2011년

의 보행자사고 자료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1년의 

지역특성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지역’은 행정시와 행정

구를 제외한 기 지방자치단체를 기 으로 설정되므로, 

230개 시·군·구로 구분된다8).

도로교통공단의 보행자사고 자료는 기본 으로 교통

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을 활용하

여 230개 시·군·구의 사고유형별, 도로종류·폭·형태별, 

그리고 연령층별 보행자사고 사망자수  사상자수와 

련된 자료를 수집하되, 필요한 경우 원자료를 이용하

다9). 230개 지방자치단체별 보행자사고 사망자수  

사상자수 자료는 횡단면 자료와 더불어 지자체 인구 비 

보행자 사상자수, 유형별 사상자수가 차지하는 비  등

으로 상세화10)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 보행자사고 자

료의 경우 최근 3년 간 보행자 사망자수와 사상자수 자

료를 이용한 이유는 한시 인 사고패턴이 반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2011년의 230개 시·군·구별 체 인구와 어린

이 인구, 고령 인구, 어린이 비율, 고령인구 비율, 자동차 

등록 수, 도로시설규모, 토지이용형태별 용도지역 면  

등의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 다.

2. 분석방법

1) 지자체 유형분류

보행자사고의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먼  보행자사고 사상자수를 기 으로 비계층  K-평균 

군집분석(nonhierarchical K-mean cluster analysis)

을 수행하여 국 230개 지자체의 유형을 분류하 다. 

보행자사고 사망자수를 기 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

과 “0” 값을 갖는 지자체가 많아 유형이 통계 으로 유의

미하게 분류되지 않았으며, 인구를 비롯한 지역특성변수

와의 상 계도 보행자사고 사망자수보다는 사상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구 비 보행자사고 사

상자수를 기 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역시 유형 

간 지자체의 지역  특성이나 토지이용 특성, 보행자사

고특성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보행자사

고 사상자수 자료를 활용하 다. 

8) 2014년 재 행정시를 제외하고, 기 지방자치단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연기군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227개에 해당하나, 

본 연구에서는 2011년을 기 으로 연기군을 비롯하여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하여 230개로 구분하 다.

9) 보행자사고 황을 집계할 때 ‘보행자’는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과 노상 작업 인 사람, 노상 유희 인 사람, 도로에 서 있거나 워있는 사람, 

장애자용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고 가는 사람, 세발자 거나 모형자동차에 타고 있는 아이 는 이를 고 가는 사람, 이륜차, 원동기장

치자 거, 자 거를 끌고 가는 사람 등을 모두 포함한다.

10) 를 들면 도로종류별 보행자사고 사상자수에서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를 비롯하여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 역시도, 시도, 군도, 기타 도로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인구 비 도로종류별 사상자수와 체 사상자수  고속국도 세부유형의 사상자수가 차지하는 비  등으로 구

분하여 변수로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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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Pedestrian 
Casualties

Pedestrian 
Fatalities

Residential 
Area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756*** .839***

p-value .000 .000

Commercial 
Area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662*** .741***

p-value .000 .000

*** p-value<0.01.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edestrian accidents and land use

Figure 1. Methodology of pedestrian accidents characteristics 
analysis

본 연구에서 비계층  군집분석을 수행한 이유는 첫

째, 표본 수가 230개로 상당히 많은 편이므로 계층  군

집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군집의 개수가 무 많이 도출

되어 정책  시사 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둘째, 한 상이 일단 어느 군집에 소속되게 되면 다른 

군집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셋째, 이산 (outlier)을 제

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11). K는 군집의 수를 의미한

다. 비계층  군집분석은 사 에 군집의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군집의 수를 달리하여 여러 번 실행한 후 한 가지 

결과를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자사고 사상자수를 기

으로 분류된 첫 번째 지역유형은 다시 토지이용특성, 즉 

상업지  주거지 면  비율을 기 으로 2차 비계층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세분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2차 분류기 으로 주거지 비율을 선정한 이유는 첫

째,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특성과 보행자사고 

사상자수  사망자수와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주

거지와 상업지 면 과 보행자사고 사상자수와의 상 계

수가 각각 0.756, 0.662로 상당히 높고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둘째, 용

도지역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미지정지역의 경우 

보행자사고와의 상 계수가 0.3 미만으로 매우 낮거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못하 고, 지역 으로 면 의 편

차가 커서 제외하 다. 본 연구에서 주거지  상업지 면

 비율은 용도지역  주거지역의 면 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합으로 나 어 구하 다.

2) 지자체 유형별 보행자사고 특성분석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보행자사고 특성은 유형 

간 사고특성의 차이를 통계 으로 검증함으로써 분석하

다.

일반 으로 2개의 독립표본에 한 특성비교는 모수

통계학의 독립표본 T검증과 비모수통계학의 Mann- 

Whitney U검증을, 2개 이상의 독립표본에 한 특성

비교는 모수통계학의 분산분석(ANOVA)과 비모수통계

학의 Kruskal-Wallis 검증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수통

계학의 독립표본 T검증  일원분산분석은 표본이 독립

성과 정규성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할 때 이용될 수 있

는데, 본 연구의 경우 부분의 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만

족하지 못하는 것12)으로 나타나 두 유형간 보행자사고 

특성분석은 Mann-Whitney U검증을, 세 유형간 보행

자사고 특성분석은 Kruskal-Wallis 검증을 이용하여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하 다. 

본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자사고  토지이용

특성을 기 으로 한 지역유형 분류  유형별 보행자사

고 특성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 다.

11) 군집분석은 상을 분류하기 한 명확한 기 이 없거나, 기 이 밝 지지 않은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분류기법으로 일반 으로 

계층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과 비계층  군집분석(non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으로 구분된다. 자는 처음 

각 상이 독립군집으로 출발하여 거리가 가장 가까운 두 상이 군집을 이루기 시작하여 가까운 군집들끼리 계속 으로 군집화를 이루게 

하는 방법인 반면 후자는 사 에 정해진 군집의 숫자에 따라 상들을 군집에 할당하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비계층  군집분석을 보다 

리 이용하고 있는 추세다.

12) Kolmogorov-Smornov 검증과 Shapiro-Wilk 검증 결과,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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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ype 1 Type 2
Number of local 
governments

112 118

Pedestrian Casualties 1,227.45 189.47
Mann-Whitney U 0.00
Wilcoxon W 7,021.00
Z -13.10
p-value 0.00

Table 5. Region type classification based on pedestrian casualties

Category Type 1 Type 2
Independent 2 sample test

Mann-
Whitney U

Z p-value

Average 
population

376,244.55 72,838.08 314.00 -12.48 0.000

Child ratio(%) 15.2 12.8 3,302.00 -6.55 0.000
Older ratio(%) 10.5 21.3 1,018.00 -11.08 0.000
Registered 
Vehicle

132,968.44 30,041.59 421.00 -12.27 0.000

1) Average population = total population/number of local government
2) Child ratio = under 14 population/total population
3) Order ratio = 65 & over population/total population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summaries for type 1 and type 2

Category Type 1-A Type 1-B
Independent 2 sample test

Mann-
Whitney U

Z p-value

Average 
population

188,538.29 388,758.30 133.00 -2.82 0.01

Child ratio(%) 11.0 15.5 35.00 -4.00 0.00

Older ratio(%) 14.5 10.3 83.00 -3.42 0.00

Registered 
Vehicle

70,043.71 137,163.42 148.00 -2.64 0.01

1) Average population = total population/number of local government
2) Child ratio = under 14 population/total population
3) Order ratio = 65 & over population/total population

Table 8. Descriptive statistics summaries for type 1-A and type 
1-B

Category Type 1-A Type 1-B

Number of local 
governments

7 105

Residential area ratio(%) 58.6 90.4

Mann-Whitney U 0.00

Wilcoxon W 28.00

Z -4.42

p-value 0.00
Residential Area ratio = Residential Areas/(Residential Areas+Commercial 
Areas)

Table 7. Region type classification based on land use

분석결과

1. 지자체 유형분류 결과

먼  2009-2011년까지 최근 3년 간 보행자사고 사

상자수를 기 으로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을 분류

한 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개의 지역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 유형 1과 유형 2의 

보행자사고 사상자수는 각각 평균 1,227.45명과 189.47

명으로 나타나 유형 1은 유형 2에 비해서 보행자사고가 

격히 많이 발생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계 으로 검증하기 해서 유형 1과 유형 2의 두 집단

에 한 Mann-Whitney U검증을 시행한 결과, 근사유

의확률이 0.00으로 두 유형의 보행자사고 사상자수는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유형 1과 유형 2의 지역특성변수  표 으로 인구

와 자동차등록 수 자료를 살펴본 결과 Table 6에서 유

형 1은 유형 2에 비해 평균 인구가 376,244.55명으로 

상당히 많고, 15세 이하 어린이 인구 비율은 15.2%로 

높으며, 자동차등록 수 역시 평균 132,968.44 로 많

았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0.5%로 유형 

2(21.3%)에 비해 반 수 으로 낮아서 유형 1에 속하

고 있는 상 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주로 

도시형인 반면 유형 2에 속하는 사고 은 지역은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농 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유형 1과 유형 2를 상으로 토지이용특성

을 고려하여 2차 비계층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형 1의 경우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시 

2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유형 1-A의 주거지 

비율은 평균 58.6%로, 상업지 비율(약 41.4%)이 타 

유형에 비해 상 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반면 유형 

1-B에 포함되는 지자체는 주거지 비율이 평균 90.4%로 

상업지(약 9.6%)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두 유형 간 차

이를 통계 으로 검증하기 하여 와 동일하게 Mann- 

Whitney의 U검증을 시행한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 

1% 수 에서 두 유형의 주거지 비율은 통계 으로 유의

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 으로 상

업지 면 이 넓은 유형 1-A는 서울 종로구, 서울 구 

등 부분 도시의 도심지에 해당하는 반면 유형 1-B

는 그 외 나머지 도시와 소도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1-A와 유형 1-B의 기술통계량을 비교해 보면, 

주거지가 우세한 유형 1-B의 인구가 388,758.30명으

로 유형 1-A보다 많았고 어린이인구 비율도 15.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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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ype 1 Type 2
Independent 2 sample test

Mann-Whitney U Z P
Road Type National Highway-Casualties ratio(%) 5.28 22.48 2,062.50 -9.19 0.00

Provincial-Casualties ratio(%) 5.61 15.40 2,859.50 -7.61 0.00
Metropolitan City Road-Casualties ratio(%) 56.47 8.34 3,427.00 -7.61 0.00
City Road-Casualties ratio(%) 28.94 13.79 5,389.50 -2.79 0.01
County Road-Casualties ratio(%) 0.31 29.49 1,968.00 -9.85 0.00

Age Group 55-64-Casualties ratio(%) 12.77 14.39 5,173.00 -2.85 0.00
65 & over-Casualties ratio(%) 15.91 29.04 1,440.00 -10.25 0.00

Road Width Community Road-Casualties ratio(%) 63.64 76.74 3,242.00 -6.67 0.00
Community Road-Casualties per 1,000 population(person) 0.765 0.638 5,342.00 -2.51 0.01

Road Form Single Road-Casualties per 1,000 population(person) 0.862 0.567 2,837.00 -7.48 0.00
Intersection-Casualties per 1,000 population(person) 0.283 0.211 4,030.00 -5.11 0.00

Accident Type While Crossing-Casualties ratio(%) 40.88 36.03 4,701.50 -3.78 0.00
While Passing on Roadside-Casualties ratio(%) 8.35 11.29 5,509.50 -2.18 0.03
While Passing on Sidewalk-Casualties ratio(%) 5.29 4.18 4,250.00 -4.68 0.00
While Crossing-Casualties per 1,000 population(person) 0.473 0.295 2,685.00 -7.78 0.00
While Passing on Sidewalk-Casualties per 1,000 
population(person)

0.062 0.034 3,344.00 -6.48 0.00

Table 9. Pedestrian accidents characteristics(type 1, type 2)

높았다.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유형 1-A가 14.5%

로 더 높게 나타났다.

사고가 상 으로 게 발생하는 유형 2의 경우 주

거지 비율을 기 으로 유의미한 2차 군집을 분류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보행자사고  토지이용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으로 분류된 지역유형은 유형 1-A과 유형 1-B, 

그리고 유형 2로 분류되며, 지역유형별 상세 기 지자체

는 부록으로 첨부하 다.

2. 지자체 유형별 보행자사고 특성분석 결과

먼  유형 1과 유형 2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5% 수 에서 부분의 보행자사고 련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유형별로 비율 변

수를 토 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특징 으로 유형 1은 도로종류별로 특별 역시도와 

시도에서, 유형 2는 일반국도와 지방도  군도에서 보

행자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 

보행자사고 특성은 유형 2에서 55세 이상 보행자사고 

사상자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14세 이하 어

린이의 사상자수 비율은 두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한 유형 2의 9m미만 생활형 도로에서의 보행자사

고 사상자수 비율은 76.74%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유형 1의 경우에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유형의 생활형도로 사상자수 

비율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며, 유형 2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형 1과 유형 2 모두 생활형 

도로에서의 보행자사고는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Mann-Whitney의 U검증 결과 유형 1-A

와 유형 1-B의 보행자사고 특성은 먼  도시의 도심

지역에 해당하는 유형 1-A의 경우 부분 보행자사고 

사상자가 특별 역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연령별 보행자사고의 특징은 주거지가 우세한 

유형 1-B의 어린이 사상자수가 상 으로 많으며 체 

연령 비 차지하는 비율 한 15.09%로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비 어린이 사상자수와 고

령인구 사상자수는 유형 1-A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도심지역에 해당하는 유형 1-A가 유동인구

가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도로형태별로 살펴

보면, 유형 1-A의 단일로 사상자수 비율이 78.55%로 

유형 1-B에 비해 더 높은 반면, 횡단  사상자수 비율

은 41.31%로 주거지가 우세한 유형 1-B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13) 14세 이하 어린이사고 사상자수는 유형 1이 59.04명, 유형 2가 9.81명으로 유형 1이 유형 2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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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Type 1

Type 2
Type 1-A Type 1-B

Rode Type
National Highway-Casualties ratio(%) - 5.63 22.48
Provincial-Casualties ratio(%) - 5.99 15.40
Metropolitan City Road-Casualties ratio(%) 99.41 53.61 8.34

Age Group
Child-Casualties(person) 25.714 61.267 9.814
Older-Casualties per 1,000 older populaion(person) 3.011 1.705 1.171

Road Form
Intersection-Casualties(person) 26.857 44.276 7.695
Road-Casualties per 1,000 population(person) 2.055 0.782 0.567
Intersection-Casualties per 1,000 population(person) 0.448 0.272 0.211

Accident type
While Crossing-Casualties per 1,000 population(person) 0.862 0.447 0.295
While Passing on Sidewalk-Casualties per 1,000 population(person) 0.152 0.056 0.034

Table 11. Pedestrian accidents characteristics(type 1-A, type 1-B, type 2)

Category
Type 
1-A

Type 
1-B

Independent 2 sample test
Mann-Whitney U Z P

Road Type

National Highway-Casualties ratio(%) - 5.63 203.00 -2.20 0.03
Provincial-Casualties ratio(%) - 5.99 199.50 -2.24 0.03
Metropolitan City Road-Casualties ratio(%) 99.41 53.61 163.50 -2.57 0.01
City Road-Casualties ratio(%) - 30.87 199.50 -2.24 0.03

Age Group

Child-Casualties(person) 25.71 61.27 92.50 -3.31 0.00
Child-Casualties ratio(%) 6.56 15.09 22.00 -4.15 0.00
Child-Casualties per 1,000 child population(person) 1.463 1.080 197.00 -2.05 0.04
Older-Casualties per 1,000 older population(person) 3.011 1.705 67.00 -3.61 0.00

Road Width Community Road-Casualties per 1,000 population(person) 1.696 0.703 28.00 -4.08 0.00

Road Form
Single Road-Casualties ratio(%) 78.55 70.01 90.00 -3.34 0.00
Single Road-Casualties per 1,000 population(person) 2.055 0.782 13.00 -4.26 0.00
Intersection-Casualties per 1,000 population(person) 0.448 0.272 142.00 -2.71 0.01

Accident type

While Crossing-Casualties ratio(%) 34.38 41.31 163.00 -2.46 0.01
While Crossing-Casualties per 1,000 population(person) 0.862 0.447 54.00 -3.77 0.00
While Passing on road-Casualties per 1,000 population(person) 0.292 0.093 75.00 -3.52 0.00
While Passing on Roadside-Casualties per 1,000 population(person) 0.227 0.091 168.00 -2.40 0.02
While Passing on Sidewalk-Casualties per 1,000 population(person) 0.152 0.056 160.00 -2.49 0.01

Table 10. Pedestrian accidents characteristics(type 1-A, type 1-B)

마지막으로 유형 1-A, 유형 1-B, 그리고 유형 2의 

세 집단 간 보행자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부분의 변

수에서 등분산성 가정에 배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

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수통계학의 ANOVA

에 비유되는 비모수통계학의 Kruskal-Wallis검증을 수

행하 다. 이때 귀무가설은 지역유형별 보행자사고특성

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정된다. 귀무가설을 기각하

는 경우에는 세 유형  사고특성에 차이가 나는 집단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고속국도 보행자사고 사상자수와 사

상자수 비율, 그리고 터  안 보행자사고 사상자수 등의 

변수를 제외한 부분의 보행자사고 특성이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세 가지 지역유형별로 보행자사고특성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지역유형별 특성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기 하

여 유형 1-A, 유형 1-B, 유형 2를 각각 두 집단씩 묶은 

다음 Mann-Whitney U검증을 수행하 다. 검증 결과, 

세 지역유형 간에는 각각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에 

차이가 나는 변수가 존재한다. 지역유형별로는 도로종류

별 연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도시지역이 많이 포함

되어 있는 유형 1-A과 유형 1-B의 경우 특별 역시도의 

보행자사고 사상자수가 많은 반면 유형 2는 상 으로 

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어린이 사상자수는 

주거지가 우세한 유형 1-B가 가장 많았으며, 인구 비 

고령인구 사상자수는 유형 1-A가 가장 많았다. 도로형

14) 분산의 동질성 검정에서 분산이 동질한 경우에만 분산분석(ANOVA)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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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ommon Type 1-A Type 1-B Type 2
common  - Casualties : Type 1-B > Type 1-A > Type 2

 - Casualties per population : Type 1-A > Type 1-B > Type 2
 - Fatalities : Type 1-B > Type 1-A > Type 2
 - Fatalities per population : Type 2 > Type 1-A > Type 1-B

Road Type Metropolitan City Road, City Road-Casualties ratio↑ County Road, National 
Highway, 
Provincial-Casualties ratio↑

Age Group Older-Casualties ratio↑ Child-Casualties ratio↑ Older-Casualties ratio↑

Road Width Community Road-Casualties 
ratio > 60%

Community Road-Casualties 
ratio↑

Road Form Road accident, 
Intersection-Casualties per 
population↑

Intersection-Casualties↑

Accident Type While Crossing, While 
passing on Sidewalk- 
Casualties per population↑

While Passing on 
Roadside-Casualties ratio↑

Table 12. Summary on pedestrian accident characteristics by region type

태별로 살펴보면 유형 1-B의 교차로 내 보행자사고 사

상자수가 44.2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구 비 사상자

수는 도심지역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유형 1-A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정책제언

행 보행법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도의 보행

련 사업들은 주로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하여 기

본계획이나 획일 인 설계지침을 내리고 지침에 따라서 

일률 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행공간의 

성격과 특성은 도시, 소도시, 농 에 따라서, 는 

역사도시와 신도시에 따라서, 는 도시의 형태나 규모, 

공간구조에 따라서 상이해진다. 따라서 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보행정책을 교통안 형으로 추진하기 해서

는 먼  단기 으로는 재 앙정부가 보행법 하에서 

추진 인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  사고특성을 반 하여 차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행 보행사업은 지특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므

로 사업시행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이다. 

장기 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보행환경정책의 비

과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공간 면에 보행권을 실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앙정부는 이를 정책

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구와 행정시를 제외한 230개 기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비계층  K-평균 군집분석

을 이용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지자체 유형별 보행자사

고 특성을 Mann-Whitney U검증  Kruskal-Wallis 

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한 다음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 다. 이때 지자체 유형은 지

자체별 보행자 사상자수와 토지이용특성을 기반으로 구

분하 다.

비계층  K-평균 군집분석 결과 230개 지방자치단체

는 보행자사고와 토지이용특성에 따라서 유형 1-A(상업

지가 상 으로 우세한 도시형), 유형 1-B(주거지가 

우세한 도시형), 유형 2(농 형)로 분류할 수 있었다. 

유형별 보행자사고 특성분석결과 인구당 사상자수는 상

업지가 상 으로 우세한 유형 1-A 도시형이 가장 많

았고, 주거지가 우세한 유형 1-B 도시형, 농 형 순으로 

나타났지만 인구당 사망자수의 경우 농 형의 보행자 치

사율이 가장 높았다. 체 연령층 비 고령 보행자사고

의 비율은 유형 2에서 가장 높았지만 어린이 보행자사고

는 유형 1-B가 가장 많았다. 지역유형별 차이 검증결과 

유형 1-B는 교차로 내 보행자사고 사상자수가 많고 횡

단  사고 비율도 높은 특징을 보 다. 반면 길가장자리

구역 통행  보행자 사상자수 비율은 유형 2에 해당하

는 농 형에서 가장 높아 형 인 시설부족 상을 보

이기도 했다. 9m 미만 생활형 도로의 보행자사고 발생

율은 60% 이상으로 비율이 높고, 특히, 도시형에 비해 

농 형에서 발생할 비율이 높았다.

230개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분류  유형별 보행자사

고 특성분석 결과로부터 정책개선방안, 특히 재 추진 

인 시범사업과 련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 안 행정부에서 추진 인 보행환경 개선지구 시범

사업의 선정기 을 개선하여 실질 으로 보행자 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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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우선

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즉 시범사업 선정단

계에서 본 연구에서 분류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보행자

사고율이 높은 지역을 상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략을 마련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계

획수립과 내용선정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자율을 최 한 

보장해주되, 사고유형별 지역의 특성을 다층 으로 반

할 수 있도록 하여 확산시켜나가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별로 획일 인 설계지침을 하달하

여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 인 략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유형 1-A에 속하

는 지자체15)는 보도의 서비스수 을 향상시키고 횡단보

도  횡단보도 부근의 안 성 향상과 련된 사업을 집

으로 추진한다. 특히, 주거지가 우세한 유형 1-B에 

속하는 지자체는 어린이 주의 등하교시 안 교육사업, 

교통안 지도 도입  어린이보호구역내의 물리  환경

개선사업 등이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 형인 유형 2에 속하는 지자체는 길가장자리

구역 통행  사고비율이 높은 을 감안하여 물리  보

도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사업 주로 추진한다. 주택

가를 비롯한 이면도로  통학로가 되는 9m 미만의 생

활공간에 한 안 책 수립은 공통 으로 보행자 안

책 마련에 필수다.

셋째, 유형별로 맞춤형 보행환경 안 도  시설조사

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안 한 보행환

경을 조성하기 해서는 먼  지역주민이 함께 자신들의 

보행길을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역주민

이 자발 으로 주변의 보행환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행

정과 보행 문가가 유도해야 한다. 보행환경 안 도  

시설조사 시 주변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 을 인식

할 수 있도록 앞서 분석한 유형별 보행자사고 특성을 반

하여 보행친화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공통 으로

는 보도공간, 도로횡단, 생활형도로, 운 자행동, 안 규

칙 수, 보행공간 만족도 등에 한 조사를 시행하되, 

모든 유형에서 요한 항목이 되고 있는 9m 미만 생활

형 도로에 한 안 성 조사는 모두 시행한다. 한편 유형

별로 유형 1-B에 포함되는 지자체는 어린이 안 에, 유

형 2는 고령자 교통안 을 주로 추가조사를 시행하며, 

유형 1-B의 경우 보행친화도 조사를 통해 안 하게 학

교가는 길을 으로 작성하여 배포한다.

마지막으로 재는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지특회계 

산으로 추진되고 있어 성과가 사업시행 후의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율로 평가되고 있다. 보행환경정책을 교통

안 형으로 추진하기 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 으

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

로 장기 으로는 지자체 유형별 보행환경 정책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단

된다.

본 연구는 기 지방자치단체를 기 으로 매크로하게 

유형을 분류하 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보행환

경 특성을 반 하기는 어려웠다.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

도 인구규모나 집도  교통환경 등이 달라지면 보행

자사고의 특성이 달라질 것이므로 미시 인 분석이 향후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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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local governments
Type 1
(112)

Type 
1-A
(7)

서울 종로구,서울 중구,서울 영등포구,부산 중구,부산 동
구,부산 진구,대구 중구

Type 
1-B
(105)

서울 용산구,서울 강서구,서울 강남구,서울 송파구,부산 서
구,부산 동래구,부산 남구,부산 해운대구,부산 연제구,부산 
수영구,대구 동구,대구 서구,대구 남구,대구 북구,대구 수
성구,대구 달서구,인천 남구,인천 연수구,인천 남동구,인천 
부평구,인천 서구,광주 동구,광주 서구,광주 북구,광주 광
산구,대전 동구,대전 중구,대전 서구,울산 중구,울산 남구,
울산 동구,경기 수원시,경기 성남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안
양시,경기 부천시,경기 광명시,경기 평택시,경기 안산시,경
기 고양시,경기 구리시,경기 오산시,경기 시흥시,경기 용인
시,경기 파주시,경기 이천시,경기 김포시,경기 화성시,강원 
원주시,강원 강릉시,충북 청주시,충북 충주시,충북 제천시,
충남 천안시,전북 전주시,전북 군산시,전북 익산시,전남 목
포시,전남 여수시,전남 순천시,경북 포항시,경북 경주시,경
북 안동시,경북 구미시,경북 경산시,경남 창원시(통합),경
남 진주시,경남 통영시,경남 김해시,경남 거제시,경남 양산
시,제주 제주시,제주 서귀포시
서울 성동구,서울 광진구,서울 동대문구,서울 중랑구,서울 
성북구,서울 강북구,서울 도봉구,서울 노원구,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서울 마포구,서울 양천구,서울 구로구,서울 
금천구,서울 동작구,서울 관악구,서울 서초구,서울 강동구,
부산 북구,부산 사하구,부산 금정구,부산 사상구,인천 계양
구,광주 남구,대전 대덕구,울산 울주군,경기 남양주시,경기 
군포시,경기 안성시,경기 광주시,경기 포천시,강원 춘천시

Type 2
(118)

부산 영도구,부산 강서구,부산 기장군,대구 달성군,인천 중구,인천 
동구,인천 강화군,인천 옹진군,대전 유성구,울산 북구,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경기 의왕시,경기 하남시,경기 양주시,경기 여주군,경기 
연천군,경기 가평군,경기 양평군,강원 동해시,강원 태백시,강원 속초
시,강원 삼척시,강원 홍천군,강원 횡성군,강원 영월군,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강원 철원군,강원 화천군,강원 양구군,강원 인제군,강원 
고성군,강원 양양군,충북 청원군,충북 보은군,충북 옥천군,충북 영동
군,충북 증평군,충북 진천군,충북 괴산군,충북 음성군,충북 단양군,
충남 공주시,충남 보령시,충남 아산시,충남 서산시,충남 논산시,충남 
계룡시,충남 금산군,충남 연기군,충남 부여군,충남 서천군,충남 청양
군,충남 홍성군,충남 예산군,충남 태안군,충남 당진군,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전북 김제시,전북 완주군,전북 진안군,전북 무주군,전북 
장수군,전북 임실군,전북 순창군,전북 고창군,전북 부안군,전남 나주
시,전남 광양시,전남 담양군,전남 곡성군,전남 구례군,전남 고흥군,
전남 보성군,전남 화순군,전남 장흥군,전남 강진군,전남 해남군,전남 
영암군,전남 무안군,전남 함평군,전남 영광군,전남 장성군,전남 완도
군,전남 진도군,전남 신안군,경북 김천시,경북 영주시,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경북 문경시,경북 군위군,경북 의성군,경북 청송군,경북 
영양군,경북 영덕군,경북 청도군,경북 고령군,경북 성주군,경북 칠곡
군,경북 예천군,경북 봉화군,경북 울진군,경북 울릉군,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경남 의령군,경남 함안군,경남 창녕군,경남 고성군,경남 
남해군,경남 하동군,경남 산청군,경남 함양군,경남 거창군,경남 합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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