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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담장공간을 이용한 보행자도로 설치 가능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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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동주택단지에는 주민편익과 안 을 해 단지 심을 통하는 보행자 용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

거에 조성된 단지들은 단지 사이가 담장으로 막  있고 보행자 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편익시설 

이용과 안 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주민들은 담장 주변의 공간을 비공식 인 보행로로 이용하거나 담장을 

일부 철거하고 통행문을 만들어 처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건설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단지 사이에 보행

자 용도로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주민행태와 최근의 계획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과거에 조성

된 아 트 단지 사이의 담장을 철거하고 담장과 담장 주변의 녹지에 보행자도로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착안하 다. 1990년 에 조성된 주 역시 첨단지구의 층 아 트 단지를 사례 상지로 선택하여 

담장과 담장 주변을 실측하여 보행자도로 설치를 한 공간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 다. 조사결과 아 트 

담장 주변의 공간은 최소 2.4m에서 최  8m까지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공간에 보행자 

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담장 공간에 보행자도로 개설을 한 공간확보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한정되었고, 보행자도로 설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주민의 의견을 악하지는 

못하 다는 한계가 있다.

■ 중심어 :∣공동주택단지∣담장 공간∣보행자전용도로∣
 

Abstract
Residential site should have pedestrian road passing through the center of the site just for 

convenience and safety. However, apartment complexes developed in the past, the sites are just 

stuck by walls and pedestrian roads are not placed, inhabitans have difficulties for facility use 

and safety. Therefore, residents solve the problems as follows: they utilize the spaces, between 

apartment building and the wall, as walking route, and demolish the parts of the wall for 

connecting sites. In this study, it was thought that pedestrian road could be emplaced at the wall 

space between sites. For this, a low-rise apartment complex in Gwangju was selected developed 

in 1990s, and whether the space for pedestrian road was examined. The width from 2.4m to 8.0m 

could be secured, and there could be placed the pedestrian road at the wall space. However, this 

study is limited for the possibility of securing space, for the opinion of residents that might be 

damaged from the pedestrian road did not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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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목적
과거에 조성된 부분의 아 트 단지 사이에는 담장

이 설치되어 단지 간의 통행, 학교 통학, 편익시설 이용

에 불편을 래한다. 주민들은 담장 주변의 빈 공지를 

보행로로 이용하거나 단지 사이에 설치된 담장을 일부 

철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주

택단지의 보행동선은 편익시설 근, 공동체 형성, 그리

고 통행의 안 을 해 필요하다. “보행동선은 최단경

로로 배치되어야 하며 보다 이용하기 편리하고 쾌 한 

생활공간으로서 안 하게 계획되어야 한다[7].”

본 연구는 기존에 조성된 아 트 단지 사이에 설치된 

담장 주변의 이격공간을 이용하여 보행자도로를 조성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에 착안하고, 1990년  반에 

조성된 주 역시 첨단 지구에 소재한 층 아 트 단

지를 상지로 선정하여 주민 보행이용 행태와 담장 주

변의 공간확보 가능성을 조사하 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 

공간에 보행자 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여건을 검

토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음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주거단지의 보행동선체계와 련된 선행연구

와 련사례를 검토하 다. 

둘째, 보행체계  보행자도로 시설기  등 련 이

론을 검토하 다. 보행체계와 련해서는 보행 공간과 

아 트 단지의 보행동선 이론을 검토하 으며, 보행자

도로의 설치와 련해서는 자 거․보행자도로의 시설

기 과 공동주택단지의 인 지의 이격 공간을 검토

하 다. 

셋째, 담장 주변 공간의 보행이용 흔 과 담장에 조

성된 통행문 등을 기 으로 조사 상 노선을 설정하고, 

아 트 단지 간 주민보행 환경  담장 주변의 주민 보

행이용 행태를 악하 다. 

넷째, 담장 주변 공간을 상으로 확보 가능한 폭원

을 실측하고, 이 자료를 토 로 담장 공간에 한 보행

자도로 설치 가능성을 평가하 다.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1. 선행 연구
제해성(1989)은 한국토지공사의 연구 탁을 받아, 신

도시  신시가지의 보행자 용도로의 도입을 한계

획과 설계 지침을 제시하 다. 

이규인 외(1996)는 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에서, 공

간구문모델에 의해 국내외의 모범 인 공동주택단지의 

동선계획을 분석하고, 주거단지 동선계획 모델 개발과 

동선계획 개선방안  설계지침을 제시하 다.

정진수 외(2000)는 아 트단지의 주보행자동선의 필

요성과 요성을 제시하 다. 보행자동선을 서로 마주

보는 공동주택단지 블록 사이를 통하는 긴 선형의 가

로로 정의하고, 보행자동선의 네트워크화, 심시설과

의 기능  연계성, 보행자공간의 안 성, 보행환경의 쾌

성과 다양성을 요요소로 제시하 다.

김형진 외(2001)는 90년  공 아 트 설계경기 당선

안을 상으로 동선 패턴의 유형과 설계 특성을 악하

고 정리하여 향후 주거단지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 다. 

유완 외(2003)는 한국토지공사의 연구 탁을 받아, 

규모 주거단지 개발시 토지이용․공간이용․거주자

의 통행특성을 고려한 단지 내외의 도로  교통시스템 

계획방안을 제시하 다. 

2. 관련 사례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설치된 국내 사례

를 주 역시 상무지구와 경기도 수원시 교지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주 상무지구1)는 서쪽 주거지구와 동

쪽 상업지구 블록 내부에 폭원 10m 보행자 용도로를 

설치하 다.  수원 교신도시2)는 아 트단지 사이에 보

1) 주 상무지구는 1991년 택지개발 정지구로 지정되어 1994년 택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1998년 사업이 공되었다. 상무신도시계획은 

블록 내부를 통하는 보행자 용도로를 지정하 으나 지구단 계

획지침은 제시하지 않았다[3]. 

2) 교신도시는 2004년 택지개발 정지구로 지정되어 2007년 택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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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원 광교지구 보행자도로 지구단위계획

행자 용도로와 공공보행통로를 지구단 계획으로 도입

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아 트단지 사이에 계획 으로 

보행자 용도로를 도입했다는 의의가 크다.

그러나  ‘오래 된’ 아 트 단지를 상으로 단지 사이

의 ‘담장 공간’을 활용하여 보행자 용도로를 개설하는

데 한 연구나 사례는 찾지 못했다.

그림 1. 광주 상무지구 주거단지 보행자전용도로

발실시계획 승인, 2012년 사업이 공되었다. 교신도시계획에서

는 주거 블록을 통하는 보행자 용도로를 지정하고 상세한 지구

단 계획 지침을 제시하 다[2].

그림 3. 아파트 인접 보행자전용도로의 평면 조성 예시[2]

그림 4. 아파트 인접 보행자전용도로의 단면 조성 예시[2] 

3. 이론적 검토
3.1 보행 공간
“교통수요의 증 와 자동차 화는 단  주거단

지개발  신도시 계획의 가로계획과 공간구성에서 차

량에 의한 교통 혼잡과 그로 인한 보행자의 안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두되었다. 그 결과 주거단지 내부의 

가로는 자동차를 한 공간이 되었고 상 으로 보행

자를 한 고려는 무시되었다[8].” 그러나 “보행은 자연

스러운 사회  이 일어나는 교통수단이며 지역의 

보행환경 발 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향을 

미치는 보행환경을 개선시키고 보행동선 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3.2 주거단지의 보행 동선
“주거단지의 동선체계는 단지의 배치와 외부 공간의 

구성과 계를 좌우하는 요한 계획요소이다. 그러나 

부분의 아 트 단지의 동선 체계들이 차도와 주차장 

주로 계획되고 있어 주거 환경을 크게 향상시키지는 



공동주택단지 담장공간을 이용한 보행자도로 설치 가능성 연구 497

못하고 있다[5].”

따라서 “주거단지 내부의 보행자 동선은 보행자 심

의 가로계획으로 환될 수 있어야 하고 차량 신 도

보에 의한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

한 행  유발을 장려하고 활력 있는 행 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8].”

3.3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보행 동선
정진수 외(2000)는 규모택지개발지구에 주보행자

동선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것은 일반 으로 용도 

 이용빈도 등에 따라 주보행자도로, 주보행로 등의 

계로 나 어지며 보행자 용도로의 개념과는 구별되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 주보행자동선은 규

모 택지개발지구 내부의 서로 마주보는 공동주택단지 

블록 사이를 통하는 선형의 가로를 말하며 지구내 주

요 통행량 유발지 인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심지

구  심시설과 주거 단 를 연결한다.

그림 5. 주보행자동선 개념도[8]

3.4 보행자도로 관련 시설기준
1) 보행자 용도로

보행자 용도로(국토해양부, 2012)는 도심형, 주거형, 

녹도형으로 구분된다. 필요시 보행자 용도로 내에 자

거도로를 설치하여 보행과 자 거 통행을 병행할 수 

있다. 이  도심형보행자 용도로는 간선보행자 용

도로(간선보행자 용도로에서 주택으로 진입하는 동

선), 지선보행자 용도로( 심지구의 보행자 용도로

에서 주거지로 연결되는 동선)로 구성하며, 폭원은 간

선보행자 용도로 6m 이상, 지선보행자 용도로는 3

m～4m이고 주변 지형여건 등에 따라 1.5m 이상도 가

능하다. 선형은 일반 으로 직선으로 설치하지만 지형 

조건에 따라 곡선형 등으로 설치 가능하다.

2) 자 거․보행자겸용도로

자 거이용시설 설치  리지침(행정안 부․국토

해양부, 2010)에는 자 거보행자겸용도로의 폭원 기

이 제시되어 있다. 공동주택단지의 자 거도로에 해

서는 나와 있지 않으나 도시지역 자 거보행자겸용도

로(분리방식)와 하천변 자 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방

식) 폭원 기 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보행자 

2인의 통행은 1.5m～2m, 자 거 2 의 통행은 2m의 폭

원이 필요하다. 

그림 7. 도시지역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횡단구성
        (분리형)[10] 

그림 8. 하천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횡단구성
       (분리형)[10]

이를 기 으로 자 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방식) 폭

원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행자 2인과 자 거 

2 가 통행하는 자 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방식)는 일

방통행시 3.5m～4m, 양방통행시 7m～8m의 폭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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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둘째, 보행자 1인과 자 거 1 가 통행하는 자

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방식)은 일방통행시 1.7m～

4m, 양방통행시 3.5m～4m의 폭원이 필요하다.

3.5 공동주택단지의 이격공간
이격공간은 건축법에 의해 규제된 공간으로서 본 연

구에서 주동 건물과 담장 사이의 공간에 해당된다. 건

축법에는 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의 인  지경계선으로

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한 건축물

의 높이제한)에는 9m 이하의 건물은 인  지경계선

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 9m를 과하는 부분은 인  

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의 1/2을 이격하도록 하고 있

다. 이 규정에 의하면 본 연구의 상인 5층 공동주택은 

건물 높이가 약 15m이므로 인  지경계선으로부터 

7.5m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Ⅲ. 아파트 단지 간 주민 보행환경 및 담장 주변
의 주민 보행이용 행태

1. 사례 대상지
사례 상지는 주 역시 북쪽 첨단지구 내부에 

치한다. 첨단지구는 남쪽으로 주 역시 시가지,  북쪽

으로는 장성군, 동쪽으로 담양군, 서쪽으로 고속도로와 

하며, 고속도로 건 편에 수완지구, 신창지구 등 규

모 택지개발지구와 하남공업단지가 치한다. 

상지 북쪽에는 고층아 트 단지, 동쪽에는 첨단지

구 심상업지구, 서쪽에는 아 트 단지가 치하며, 블

록 내부에는 숭덕고등학교와 월계 등학교가 입지한

다. 주변도로는 남쪽에 월계로(20m), 북쪽에 첨단지구 

앙로인 첨단로(60m), 동쪽에 첨단 앙로(30m), 서쪽

에 고속도로가 블록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첨단내

로(20m)와 월계로(15m)가 블록 내부를 남북으로 통

하고 있다. 한 북쪽의 첨단로․동쪽의 첨단 앙로와 

상지가 하는 부분에는 소음방지를 한 완충녹지

가 둘러싸고 있다.3)

상지 블록의 규모는 동서방향 1,200m, 남북방향

420m이며, 블록 내부에는 소규모 단지들이 남쪽 방향

으로 3열로 배치되어 있다. 한 주동의 층고는 5층, 형

태는 상형, 주동방향은 남향이다. 하나의 단지에서주

동을 비롯한 공간 배치는 북쪽에서 남쪽을 기 으로,  

‘주동→ 주차장→ 담장→ 인 단지의 주동→ 인 단지

의 주차장’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다.4) 

한 본 연구에서 보행자 용도로 설치 공간으로 검

토하려는 담장 주변의 이격공간에는 주차장, 녹지, 서비

스도로 등이 치하고 있고, 주민들은 이 공간을 비공

식 인 보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2. 조사의 타당성
담장 공간을 철거하고 그 공간에 보행자도로를 설치

하는 논의가 타당성을 얻기 해서는 주민 이용 요구를 

보여주는 자료(설문 는 통행량 조사 등에 의에 악

된 수치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단지계획에서 단지 

사이에 보행로를 설치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과 주민 스스로 단지 간에 통용문을 설치하고 담장 주

변 공간을 보행로로 이용하는  등으로 담장공간에 보

행로 설치를 한 타당성을 신하고자 한다. 

3. 조사 대상 및 방법 
담장 주변을 심으로 주민의 보행이용 행태를 조사

하 다. 조사방법은 찰, 사진촬 , 행태기록을 병행하

다. 

조사 상은 보행로와 통행문이다. 첫째, 보행로는 아

트 담장 사이의 이격 공간과 그 주변을 상으로 보

도블럭 설치, 쉼터, 화단 등 보행로 조성 흔 을 조사하

다. 둘째, 통행문은 담장에 조성된 공식․비공식 통행

문과 막힌 담장, 계단 등을 조사하 다. 

조사 상 구간은 담장 주변의 여건이 유사한 단지를  

3) 이 완충녹지는 축산(築山, mounding) 형태로 되어 있으며, 상부 공

간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보행로(일명 황토길)를 조성하 다. 

4) 첨단지구는 과거 과수원 지역으로서 평균경사 3%의 남사면(南斜面)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상지가 완경사이고, 주동의 향은 남향, 주

동형태는 상형이기 때문인지 담장 주변의 공간배치는 거의 변화

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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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광역적 위치도 그림 10. 협역적 위치도 

그림 11. 조사 대상지 배치도

단  구간으로 설정하여 5개의 구간으로 구분하 으며, 

구간 명칭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조사한 조사방향과 담

장 치를 심으로 ‘남쪽에 치한 아 트-북쪽에 

치한 아 트’ 방식으로 명명하 다. 모든 조사는 담장 

양편에 하는 아 트단지를 함께 시행하 다. 

명칭 기  - 종 길이(m)

A_남양파크@ 첨단2동주민센터 - 남양파크109동 250m
B_숭덕고 두산2차@206동 - 두산2차@205동 120m
C_두산@ 두산@119동 - 두산@118동 140m
D_라인@ 라인@207동 - 라인@211동 130m
E_모아@ 월계초 - 모아@108동 250m

표 1. 주민 보행이용 행태 조사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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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결과
4.1 아파트 단지 간 주민 보행환경
첫째, 단지 사이는 부분 담장으로 차단되어 있고  

일부에는 공식․비공식 인 통행문이 개설되어 있다. 

둘째, 주동과 담장 사이의 공간은 서비스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화단 등 녹지가 설치되어 있

다. 셋째, 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단지와 하고 있으나 

높은 담장으로 막  있다.

4.2 담장 주변의 주민 보행이용 행태 
첫째, 주민은 주동 앞의 주차장과 담장 사이, 그리고 

주동 뒷면의 서비스 도로와 담장 사이를 보행로로 이용

한다. 둘째, 주민은 공식 는 비공식으로 담장의 일부

를 철거하고 단지 간 통행문을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

다. 그러나 이 통행문은 단차(段差)가 작은 곳이나 투시

형 는 반투시형 담장이 설치된 곳에 한정되며, 단차

가 큰 곳이나 벽돌 담장 등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

라서 통행문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우회해야 한다. 

1) A_남양 크@-라인@구간의 보행환경  이용행태

① 첨단중앙로 앞의 완충녹지 황토길
과 연결되는 진입계단

② 첨단중앙로에서 남양파크@로 들
어오는 진입구

③ 라인@ 주동 앞 서비스도로를 보
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④ 아파트 사이가 담장으로 막혀 있
다.

⑤ 두산2차@ 쪽이 담장으로 막혀 
우회통행문을 이용해야 한다.

2) B_숭덕고-두산@ 구간의 보행환경  이용행태

① 왼쪽에 숭덕고가 위치하고 있으나
출입문이 없다.

② 두산2차@ 주동앞 도로를 보행
로로 이용하고 있다. 

③ 아파트 사이가 담장으로 막혀 우
회해야 한다. 

④ 두산1차@ 쪽이 담장으로 막혀
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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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라인@ 주동의 북쪽과 담장 사이
에 도로가 배치되어 있다.

② 아파트 사이가 담장으로 막혀 우
회해야 한다.

③ 라인@에서 모아@ 쪽으로 가는 
우회로.

③ 우미@에서 모아@ 담장 사이의
비공식 통행문과 임시계단

④ 아파트 사이가 담장으로 막혀 있
다. 

3) C_라인@-두산@ 구간의 보행환경  이용행태

① 두산2차@에서 두산1차@로 들어
가는 통행문

② 두산@의 주동-담장 사이를 보행
로로 조성하였다.

4) D_라인@-두산@ 구간의 보행환경  이용행태

① 라인@에서 모아@로 들어가는 입
구

② 우미@ 주동 앞 내부도로를 보행로
로 이용한다. 

5) E_모아@-우미@ 구간의 보행환경  이용행태

Ⅳ.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가능 공간 검토

1. 조사 원칙
담장을 철거하고 발생된 공간만으로는 보행자도로 

설치 요구 폭원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장 

주변의 공간을 포함시켜야 한다. 담장 주변에는 녹지, 

주차장, 서비스도로, 주동이 인 하고 있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조사 원칙을 설정하 다. 

첫째, 보행자 용도로 개설시 녹지, 주차장, 보도, 차

도는  상태로 존치한다. 둘째, 녹지 잠식이 불가피할 

경우는 수목을 이식(移植)하거나 지하고(枝下高)가 높

은 수종의 하부공간을 활용한다. 셋째, 넓은 폭원 확보

가 가능한 곳은 쉼터 등의 배치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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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결과
아 트 사이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 그 공간에 보

행자자 거도로를 개설할 수 가능성을 평가하기 해 

담장과 담장 주변에서 확보 가능한 폭원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8m 폭원이 확보 가능한 구간은 A_남양 크@-

라인@ 구간, C_라인@-두산@ 구간, D_라인@-두산@ 

구간이고, B_숭덕고-두산@ 구간은 3.5m, E_모아@-우

미@ 구간은 2.4m로 나타났다.

둘째, 확보 가능한 폭원의 분포는 구간길이를 기 으

로 할 때,  8m 폭원은 체 구간길이 890m의 58.4% 

(520m), 3.5m 폭원은 13.5%(120m), 2.5m 폭원은 

28.1%(3.5m)이었으며, 이 에서 분리방식의 자 거보

행자겸용도로 설치가 가능한 구간은 3.5m 이상의 폭원 

확보가 가능한 구간인 72%이다. 

시설 기 에 의하면,5) 8m 폭원은 보행자  2인과 자

거 2 가 양방통행하는 자 거보행자겸용도로(분리방

식)를 설치 가능하며, 한 3.5m 폭원은 보행자 1인과 

자 거 1 가 양방통행하는 자 거보행자겸용도로(분

리방식)가 설치가능하다. 그러나 2.5m 폭원은 보행자 1

인과 자 거 1 의 일방통행은 가능하나 양방통행은 

어렵다.

상구간 확보가능 폭원(m)

상구간 길이(m) 폭원 보도 녹지
담장 + 
녹지

A_남양-라인 250
(28.1%) 8 3 2 3

B_숭덕고-두산 120
( 13.5%) 3.5 - 3.5 -

C_라인-두산 140
(15.7%) 8 1 4 3

D_라인-두산 130
(14.6%) 8 1 4 3

E_모아-우미 250
(28.1%) 2.4 - - 2.4

계 890
(100%)

평균 178 6.0 1.6 3.4 2.9

표 2. 담장 주변 공간의 보행공간 확보가능 폭원

5) Ⅱ. 선행연구  이론  검토의 3.4 보행자도로 련 시설기  참조

따라서 체 구간 에서 8m의 폭원이 확보된 구간

에는 보행자 2인과 자 거 2 가 양방으로 통행하는 분

리형 자 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하고, 3.5m의 폭원

이 확보된 구간에는 보행자 1인과 자 거 1 가 양방통

행하는 분리형 자 거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하고, 

2.5m의 폭원이 확보된 구간에는 보행자와 자 거가 혼

합통행하는 방식을 용한다면 상지 체 상지에 

해  자 거와 보행자가 통행 가능한 보행자도로를 조

성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1) A_남양 크@-라인@ 구간의 확보가능 폭원 

● 확보가능 폭원은 8m로 보행자+자전거 양방통행이 가능하다(남양파
크@북쪽 보도 3m + 녹지 2m + 담장 + 라인@남쪽 녹지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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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_숭덕고-두산@ 구간의 확보가능 폭원

● 확보가능 폭원은 3.5m로 보행자+자전거 각각 1대가 양방통행할 수 있
다(두산@남쪽 숭덕고 담장 옆 녹지 3.5m). 

3) C_라인@-두산@ 구간의 확보가능 폭원

● 확보가능 폭원은 8m로 보행자+자전거 양방통행이 가능하다. (두산@남
쪽 보도 1m + 녹지 4m + 라인@북쪽 담장/녹지 3m)

4) D_라인@-두산@ 구간의 확보가능 폭원

● 확보가능 폭원은 8m로 보행자+자전거 양방통행이 가능하다.  (라인@
북쪽 보도 1m + 녹지4m + 담장 + 두산@남쪽 공지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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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_모아@-우미@구간의 확보가능 폭원

● 확보가능 폭원은 2.4m로 보행자+자전거 1열 일방통행이 가능하다. 
(모아@와 우미@양쪽 담장과 녹지 각각 1.2m씩 2.4m). 

 

Ⅴ. 결 론 

공동주택단지에는 주민편익과 안 을 해 단지 

심을 통하는 보행자 용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

거에 조성된 단지들은 단지 사이가 담장으로 막  있고 

보행자 용도로가 없어 편익시설 이용과 안 상의 문

제를 가지고 있다. 주민들은 담장 주변의 이격 공간을 

보행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담장을 일부 철거하는 등

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요

구에 응하여 근래에 조성되는 단지들에는 단지 심

에 보행자 용도로를 설치하는 계획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조성된 아 트 단지 사이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 담장 주변의 이격공간에 보행자도로

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에 착안하고, 1990년

에 조성된 주 역시 첨단지구의 층 아 트 단지를 

사례 상지로 선정하여 보행자도로 설치를 한 공간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 다. 조사 결과 아 트 담장 주

변의 공간은 최소 2.4m에서 최  8m까지 공간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공간에 보행자 용도로

를 설치할 수 있다고 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행

자도로 개설을 한 공간확보 가능성 검토에 그친 연구

라는 한계를 가진다. 즉 담장 공간에 보행자도로를 설

치할 경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주민에 한 의견을 

악하지는 못했다.6)   

이 연구를 계기로 오래 된 공동주택단지의 담장공간

을 이용한 보행자 용도로 설치에 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 실제로 보행자도로를 설치하는 아 트 단지의 사

례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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