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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근린 보행안전 개선에 필요한 체계적 진단 매뉴얼을 개발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매뉴얼의 구체적 
적용과정과 유용성을 보여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기술적・탐색적 연구이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개발한 진단 매뉴얼은 
간접자료를 활용하는 도면/데이터 분석, 조사원에 의한 현장관찰, 그리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 설문인터뷰의 세 
가지 조사방법을 포함하는 혼합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저자는 서울 창신동 대상으로 진단 매뉴얼을 적용한 사례연구에
서 세 가지 조사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지 내 위험지역과 위험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진단 매뉴얼의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실무적으로는 계획가들에게 근린 보행안
전성 진단을 위한 체계적 수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는 여러 조사방법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통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삼각검증 프로세스를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후속연구에서는 진단 매뉴얼을 더 많은 사례
들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다양한 맥락에서 보다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제어 : 근린환경, 계획도구, 도시재생, 사례연구, 혼합연구방법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and exploratory one aiming to develop a systematic/diagnostic manual that 
is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of the pedestrian safety of a neighborhood and show the practical application 
and usefulness of the manual through a case study. The diagnostic manual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previous research review adopted a mixed research method including three investigation tools of map/data 
analysis using secondary data, field observation by investigators, and resident survey interview. In the case 
study applying the manual to Changsin-dong, Seoul, the author analyzed the results of the three investigations 
in integrative ways and showed the usefulness of the manual by systematically deriving the places prone to 
pedestrian-vehicle accident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practical field in that it 
provides planners with a systematic tool to diagnose the pedestrian safety in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while it contributes to the academic field in that it provides the concrete process that empirically compares the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environmental investigative methods and deduce integrative implication from them. 
In a follow-up study, the author plan to apply the diagnostic manual presented in this study to more cases and 
improve them to work in various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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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연구의 주 목적은 근린환경의 보행 안전성 개선을

위한실제적이고체계적인진단매뉴얼을개발하고실제

사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개발된 매뉴얼의 구체적인

적용방법과 유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론적 명제

의단순한증명이아닌, 실무가들이활용할수있는구체

적인계획수단의개발과시범적용을통한계획수단의질

적 평가가 핵심목표이다.

차량 중심의 도시에서 인간 중심의 보행친화 도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이 중요

해지고 있다. 자동차가 출현하기 전인 20세기 이전에는

보행중심의도시형성은당연한것이었으나산업화, 근대

화와더불어도시공간이자동차중심으로재편되면서도

시는점점더보행자에게적대적인공간으로변화하였다

[1]. 이러한근대도시공간에서의인간소외에대한문제의

식이계획가들사이에서널리확산되면서보행자와차량

간의조화는점차도시계획의핵심적과제중하나가되

었고, 이들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도, 횡단보도및신호등과같은기술적접근부

터근린주구와같은계획적접근까지다양한설계기법들

이제시되었다. 그러나이러한설계기법들을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의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 이는마치의사가제대로된처방을내

리기 위해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설계기법 자체만큼이나 대상지의 체계적 분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보행안

전을 위한 설계기법 자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

되어왔으나설계기법의적절한적용을위한대상지의체

계적 분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혼합연구방법(mixed research

methods)[2,3]을 활용하여 대상지의 보행안전과 관련된

문제점들을진단하기위한 체계적인매뉴얼을개발하고,

사례연구를통하여개발한진단매뉴얼의구체적인적용

과정을 보여주고 유용성을 테스트하고자 하였다. 이 논

문은 1) 근린환경의보행안전과근린환경진단도구에대

한 선행연구 검토; 2) 표준 진단 매뉴얼의 개발, 그리고

3) 사례연구를 통한 진단 매뉴얼의 보정 및 적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2.1 근린환경과 보행 안전성
인간 중심의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짐에 따라, 보다 많은 중앙 및 지방 정

부가 보행자 친화적 도시환경을 촉진하는 다양한 도시

정책을채택하고있다. 예를들어, 뉴욕시는최근보행자

를우선시 하는 "shared street" 개념을 도입하였으며[4],

폐고가철도를활용한 High Line 조성이나 Broadway 도

로 다이어트 등과 같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보행친화적인도시환경

은 사람들에게 더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며, 운전

할 수 없는 노인이나 청소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

는 한편, 환경오염을 줄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

여보다강한사회적유대관계를형성할것으로기대된

다[5,6].

여기서, 보행친화 환경, 즉 사람들의 보행을 촉진하는

환경은안전함, 쾌적함, 흥미로움등다양한측면에서높

은환경의질을요구한다[7]1). 특히, 이들 중에서도안전

은다른환경의질에선행하여충족되어야한다. 이와관

련하여 Maslow(2006)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사랑이나

자아실현과 같은 상위 단계의 욕구에 앞서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 같은 맥락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보행안전을 보행친화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6,9,10,11].

2.2 안전한 근린환경 조성을 위한 설계기법들
자동차가 도시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이 된 이래로 계

획가들이나 교통전문가들은 보행안전을 증진시키기 위

한 다양한 설계기법들을 제안했다. 간단한 예로는, 보행

자와 차량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보도나 육교가

있는 반면, 보행자와 차량을 시간에 따라 분리하는 신호

등이설치된횡단보도가있다. 좀더복잡한예로는, 수퍼

블럭 및 쿨데삭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통과교통을 배제

함으로써보행자와차량을분리하고자한 Perry(1998)의

근린주구 모델[12]과 보행자데크 등을 통하여 입체적 분

리를 제안한 Le Corbusier(2016)의 빛나는 도시(Radiant

City) 모델[13]이 있으며, 반대로보행자와차량의평화로

운 공존을 제안한 De Boer(1995)의 “Woonerf”모델[14]

1) Jacobs 1995, p.273



Development of a Diagnosis Manual to Evaluate the Pedestrian Safety in a Neighborhood Using the Mixed Research Metho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

이 있다.

2.3 맥락적 접근을 위한 실무적 진단도구의 필요성
앞서 언급한 다양한 설계기법들은 전 세계에서 적극

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그 결과가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많은뉴어바니스트들이보행친화적

도시환경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격자형 가로망 시스템

의 경우, 어느 정도 이상 고밀로 개발된 도시지역에서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만, 저밀의 농촌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15]. 또한 이들 설계기법들은 서로 상

충되기도한다. 예를들어, 보행자안전이라는같은목표

를위해보도, 도로변가로수배치, 가로주차등의기법들

은 보행자와 차량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지만,

Woonerf와 같은다른기법들은보행과차량이공존하도

록한다[7]2). 이는각각의설계기법들이잘작동할수있

는 나름의 맥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설계기법의 적

용에앞서대상지의여건에대한체계적인조사및분석

이 선행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실무에서이러한대상지보행환경을파악

하기 위해 여러 조사기법들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해왔으며, 또한보행환경조사를위한지침또는가

이드라인역시제시하여왔다. 그러나많은경우, 이러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들은 각 조사기법들의 특성 및 장

단점의 반영, 서로 다른 조사기법에 따른 결과들의 통합

적해석에대한고려등을포함한여러가지측면에서아

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2.4 보행안전 진단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여기서는 보행안전 진단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 사례

들을검토하여기존진단도구들이가지는문제점들을정

리하였다. 국외 진단도구 사례로, 먼저 캐나다 오타와시의

보행안전평가도구(Pedestrian Safety Evaluation Tool)

에서는 보행권인 근린단위에서 보행위험지역과 위험요

인을파악하고대처방안을도출하는상세한과정을제시

하고있다[16]. 하지만, 교통사고, 교통량및도로상태등

에대한통계자료와같은한가지유형의자료에주로의

존하여 직접관찰, 이용자 설문 또는 인터뷰와 같은 다른

다양한유형의자료들이가지는장점들을충분히활용하

2) Jacobs 1995, p.273

지못하였다. 다음예로, 영국런던의경우보행환경리뷰

시스템(Pedestrian Environment Review System, PERS)

을 개발하여 가로, 교차로, 버스 정류장 주변 또는 공원

등의보행환경을평가하는데활용하고있는데[17], 이 진

단도구역시조사원에의한현장관찰이라는하나의자료

원에의존한다는한계를지닌다. 다른예로, Farr(2011)가

오하이오주의톨레도시를분석하기위해개발한 Smart

Neighborhood Analysis Protocol (SNAP)의 경우근린단

위의환경을분석하기위한세부적과정을담고있는실

용적인 가이드라인이지만[18], 주민의견 수렴을 주목적

으로 개발되어, 전문가의 시각과 이용자인 주민의 시각

을 모두 반영한 종합적인 진단도구로 보기 어렵다.

국내의 경우, 실무적 측면에서는『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

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등보행환경개선과관련된법

들이시행되면서여러지자체에서보행환경개선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지구를 선정하여 개선사업들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하여 보행환경 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19]. 보행환경 실태조사는 『보

행교통 개선지표 수립 지침』3)에 따라 수행하도록되어

있으며, 보행교통 개선지표는 보행의 이동성, 안전성 및

편의성 측면에 대한 10여 개의 항목들에 대하여 실측조

사와 설문조사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Table 1>.

Category
Pedestrian Traffic Improvement

Index
Investigative
methods

Mobility
Waiting time for street crossing Field observation
Effective sidewalk width Field observation
Walking speed x pedestrian density Field observation

Safety

Sidewalk installation ratio Field observation
Intervals of street lights Field observation
Ratios of signals providing appropriate
green light time

Field observation

Comfort

Condition of sidewalk pavements User survey
Condition of sidewalk management User survey
Satisfaction of pedestrian environment User survey
Level of transit information provision Field observation

<Table 1> Pedestrian Traffic Improvement Index

이러한 국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진단 제도는 체계

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여하고 있으나,

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 보행교통 실태조사, 시행
규칙 제9조 보행교통개선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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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행주체가 시군 단위 이상의 지자체로 주민들의 일

상적 보행이 이루어지는 근린단위에서의 문제점들을 파

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평가항목이 주로 특정 시

설물 현황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안전성과 관련하여서

는제한된실측조사만을조사방법으로제시하고있어조

사방법 활용 측면에서 제한적이며, 조사방법 간의 통합

적 분석 역시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보행안전진단과관련된국내학술연구들에서도많은

경우역시제한된조사방법을적용하거나[20,21,22], 보행

권으로서의 근린단위가 아닌 횡단보도나 교차로와 같은

국지적인스케일[20] 또는시전체와같은일상적보행권

을 넘어서는 스케일에서 접근하고 있다[21].

이상 논의한 기존 진단도구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

하여, 이 연구는 1) 전문가와이용자의시각을모두반영

하고, 2)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을 활용하는 3) 근린단위

의 보행안전성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진단 매뉴얼을 개

발하는 것과 실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매뉴얼의

유용성을 테스트하고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진단매뉴얼의개발은기존진단도구들의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매뉴얼이 충족시켜야하는 전제조건들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진단 매뉴얼을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 적용과정을 통하여 표준 진단 매

뉴얼을보정하는과정을제시하는세단계로이루어졌다.

3. 근린 보행환경 진단 매뉴얼 개발 
3.1 진단 매뉴얼의 전제조건
진단매뉴얼개발의첫단계로, 저자는진단매뉴얼이

기존연구나제도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충족시켜

야할다음세가지의전제조건들을제시하였다. 첫째, 다

양한조사방법및자료의활용, 둘째, 전문가와이용자간

의조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대상지맥락에민감한절차

적 접근이다. 아래에서 각각의 전제조건에 대하여 자세

히 기술하였다.

3.1.1 다양한 조사방법 및 자료의 활용
첫 번째 전제조건은 대상지와 이용자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다양한조사방법과자료를활용하여야한다는것

이다. Yin(2014)은 “다양한자료원에서기반을둔사례연

구의결과들이하나의방향으로수렴할때, (하나의자료

원에의존할때보다) 더믿을만하고정확하다”고주장하

면서, 다양한 자료원의 수렴을 “삼각검증(triangulation)”

이라고명명하였다[3]4). 마찬가지로 Lynch(1984)는 그의

저서 Site Planning 에서대상지와이용자를조사하기위

해서는 간접관찰, 직접관찰 및 직접소통을 포함하여 다

양한기법들을활용하여야함을강조하면서, 각각의장단

점을 설명하고 있다[23].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시각, 청

각및촉각등여러감각기관을통해통합적으로인지하

기 때문에,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평가는 마찬가지로 다

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

를 들어, 한 사람이 한 장소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고 또는 위험하다고 느낄 때에는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

의 속도 및 통행량, 보도의 폭, 안전난간의 유무와 같은

물리적환경요소와교통사고경험과같은개인적인경험

이 동시에 그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여러 자료의

활용 및 삼각검증은 이러한 통합적 판단을 내리는 데에

적절하다.

3.1.2 전문가 및 이용자 간의 조화
두 번째 전제조건은 대상지 조사분석 과정에 전문가

와 이용자의 시각 및 지식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한다

는것이다. 전문가는특정지역을벗어나널리적용될수

있는 범용의 전문지식(professional knowledge)을 가지

는 반면, 이용자인 주민은 살아가면서 체득한 대상지에

특화된 지역지식(local knowledge)을 지닌다.

Geetzs(2000)는 지역지식을 “실용적이고, 집합적이며, 특

정지역 또는 장소에 연계된” 지식으로 정의하였다[24]5).

전문가의경우다양한가능성들을탐색하여더창의적이

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반면, 대상지의

특성이나 주민들의 필요에 상대적으로 무지할 수 있다.

반대로, 지역지식은전문가에게대상자와이용자의필요

에대한보다상세한정보를제공할수있지만, 지역지식

의 제공자인 주민은 자신의 경험을 벗어난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는 이용자인 주

민과의 협력을 통하여 더 창의적이면서 지역 맥락을 잘

반영하는 대안들 도출할 수 있다.

4) Yin 2014, p.120
5) Geetzs 2000,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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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대상지 맥락에 민감한 절차적 접근
세번째, 진단 매뉴얼은모든지역에똑같이적용되는

표준적인 목표치나 기준의 형식이 아니라 대상지 맥락

에따라적절한대안을도출할수있는체계적프로세스

의형식이어야한다는것이다. Lynch(1984)는 이와 관련

하여 근린환경 개선을 위하여 흔히 제안하는 목표치(예

를들어, 연간교통사고율 10%감소)는명확한근거없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23]. 더

군다나, 각 근린의 주민들은 근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서로다른우선순위를가지고있을수있다. 따라서근린

환경의 적절한 개선을 위한 진단 매뉴얼은 임의적이고

일률적인기준의제시보다는체계적이고맥락을잘반영

할수있는조사및분석의절차의형식을갖추어야한다.

3.2 표준 진단 매뉴얼의 개발
다음단계로서, 이 연구에서는앞서제시한세가지의

전제조건들을반영한, 다시말해서, 여러 조사기법및자

료를활용하고, 전문가및이용자의시각을반영하며, 맥

락을잘반영할수있도록절차적접근을취하는표준진

단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표준 진단 매뉴얼은 다양한 근

린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소 개략적이고 일반적인

프로세스의 형식으로 개발되어 실제 대상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보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정의 과

정은 사례연구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다 .

표준 진단 매뉴얼이 다루는 질문들은 근린환경의 개

선을 위한 실용적인 것들이다. 예를 들어, “어느 근린이

가장 안전한가?”와 같은 질문보다는 “근린의 어떤 장소

가먼저개선되어야하는가?” 또는 “그장소의어떤요인

들이 개선되어야하는가?”와 같이 근린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대안과직접연관된질문들을다루도록개발되었다.

구체적으로, 표준 진단 매뉴얼은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는 다음의 세 가지의 조사기법들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 도

면/데이터 분석 – 지도, 도면, 관련문서 및 통계자료 등

대상지 관련 2차 데이터의 예비적 간접적 조사기법; 2)

현장관찰 – 훈련받은 조사원에 의한 대상지 환경의 직

접관찰기법; 3) 이용자설문인터뷰(Survey interview) -

주민을포함한근린환경의이용자들과의소통을통한직

접적 조사기법. 이 세 가지 기법들은 도시 관련 연구 및

실무에서가장일반적으로활용되는기법들로각각장단

점을 가지며,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있다<Table 2>

[23]6).

Step
Step 1:
Plan/Data
Analysis

Step 2: Field
Observation

Step 3: Resident
Survey
Interview

Pros

-Low cost
-No time
constraints
(can be
reviewed
repeatedly)

-Integrated
observation
using all
sensory organs
-Contextual
evaluation
-Relatively
objective
-Provides
unexpected
findings

-Reflects
residents’ local
culture and daily
experience
-Reflects
differences
among user
groups
-Provides
information
that cannot be
observed

Cons

-Difficult to
extract specific
information for
the site since
the data is
secondary, not
made for this
project

-Covers only
some aspects
of residents’
daily
experience
-Provides little
information
about
residents’ inner
experience
-Relatively
expensive

-Relatively
expensive
-Totally relies
on
respondents’
memory
-Does not cover
areas that
residents do
not often visit

<Table 2> Pros and cons of the investigative methods 

3.2.1 도면/데이터 분석
도면/데이터 분석은 현장에 대한 직접조사(현장관찰

과이용자설문인터뷰)에앞서수행하는예비적, 간접적

조사분석이다. 도면/데이터 분석과 같이 다른 목적을 위

해 만들어진 2차 자료를 활용하는 간접분석은 분석의

“단순성, 경제성, 감독의 용이성” 같은 이점을 가지지만,

특정 대상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을 위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23]7).

따라서 도면/데이터 분석은 다음 단계인 현장관찰 준

비를 위한 대상지 여건의 개략적인 검토를 목적으로 한

다. 예를 들어, 도면/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

장관찰에 포함될 조사항목, 조사경로 등을 계획할 수 있

다. 또한, 도면/데이터분석과정에수집된자료들은다음

단계인현장관찰과이용자설문인터뷰의분석결과를해

석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6) Lynch and Hack 1984, pp.80-105
7) Lynch and Hack 1984,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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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데이터 분석의 내용에는 대상지의 인구구성, 토

지이용, 도로, 보행로 및 대중교통 현황, 교통사고 관련

통계,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과 같이 보행자 안전에 영향

을줄수있는일반적인대상지현황이포함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은 주로 온라인 지도 서비스와 공개 GIS 정

보를포함하여일반에공개된다양한교통관련공간통계

자료들을 활용한다.

3.2.2 현장관찰
현장관찰은 도면/데이터 분석에서 쓰인 간접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얻기 힘든 대상지 근린환경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현장관찰과

같은직접관찰은관찰자가인지하는모든것들이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풍부한 객관적인 정보의 자료원”

으로 알려져 있다[23]8). 이 진단 매뉴얼에서 현장관찰은

일상생활의 무대인 가로 및 블록 스케일의 근린환경에

대한세부적인공간정보와이용자행태관련정보를수집

분석하는것을목적으로실시한다. 예를들어, 보도의포

장상태, 차량의 체감속도,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의한 보

행불편과 같은 정보들은 현장관찰을 통하여 더 잘 수집

할 수 있다.

현장관찰결과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서는조사원에

대한 훈련과 체계적인조사지침에 필요하다[3]9). 현장관

찰계획을미리수립하고조사내용에대해조사원들을사

전에 교육하고 현장관찰계획에 따라 조사하도록 한다.

현장관찰계획은조사경로, 조사항목, 조사항목별관찰및

평가방법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한다. 조사항목은 질적 정

보 (예: 조사원의 종합적 평가)와 양적 정보(예: 보행 및

통행량)을모두포함하도록한다. 또한, 사후분석을위하

여 조사원은 각 구역별로 사진촬영을 하도록 한다.

3.2.3 이용자 설문 인터뷰
이용자 설문 인터뷰는 미리 정한 질문지를 가지고 조

사원이응답자에게직접질문하는방식의구조화된인터

뷰로, 질적인 정보와 더불어 양적인 정보를 함께 수집할

수있다[3]. 진단 매뉴얼에서의이용자설문인터뷰의목

적은이용자의내적정보, 즉 주민들의대상지환경에대

한경험에바탕을둔평가에대한정보를수집하는것이

8) Lynch and Hack 1984, p.83
9) Yin 2014, p.114

다[23]10). 이용자와의 직접소통을 통한 자료수집기법의

하나인 이용자 설문 인터뷰는 주민들의 행태는 물론 근

린에 대한 감정, 인지, 또는 가치와 같은 내적 정보의 중

요한 자료원이다.

설문 인터뷰는근린환경에서의교통안전에대한주민

들의 행태 및 평가와 관련된 질문들을 포함하도록 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주민의 근린에서의 일상생활

패턴에 대한질문들 (예: 주당 평균 보행시간, 자주 걸어

서방문하는시설 등)과 근린환경의보행안전관련인식

에 대한 질문들 (예: 보행안전 측면에서위험한 장소, 보

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전반적인 보행안전 수준 등)로

구성된다. 특정장소및시설의위치를묻는질문의경우

응답자로 하여금 지도상에 표시하도록 한다.

3.2.4 삼각검증
진단매뉴얼의삼각검증, 즉 세가지조사방법의결과

를 비교하고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은 근린의 어느

장소가보행자교통사고에가장취약한지, 그리고그영

향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연구자는 각 조사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즉, 가장 위험

한) 장소들을파악하고, 세 가지조사모두에서공통적으

로위험지역으로확인된장소를우선적으로개선할지역

으로선정할수있다. 다음으로세가지조사중한가지

또는 두 가지 조사에서 위험지역으로 확인된 장소의 경

우, 연구자는 조사별 차이점에 대한 심층적 해석을 하거

나 차이가 나는 장소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재실시할 수

있다.

4. 사례연구: 진단 매뉴얼의 보정 및 적용
다음단계로, 앞서제시한표준진단매뉴얼을특정한

실제사례의맥락에맞추어보정하고적용하여분석함으

로써진단매뉴얼의유용성을테스트하고입증하는사례

연구를수행하였다. 여기서는 1) 대상지선택, 2) 세 가지

유형의조사방법설계, 그리고 3) 조사결과분석순으로

사례연구의 전체 과정을 설명하였다.

10) Lynch and Hack 1984,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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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상지 선정
근린환경 진단 매뉴얼의 시범 적용을 위한 대상지로

서울시종로구창신・숭인동일대를선정하였다. 2014년
5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창신・숭
인 지역은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지역 중 하나로 저층서

민주거와봉제공장등이혼재되어있다. 재정비촉진지구

로지정되었었으나현재는주민신청에의해지구가해제

되어 있다[25].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쇠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 역시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어, 근린

환경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발한진단매뉴얼의유효성을테스트하기에적합한지

역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생활환경으로서 근린환경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자 하는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
지역중주거가지역의주된용도이며, 간선도로및산지

로 둘러싸여하나의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창신1, 2, 3

동(종로남측의일부상업지역제외)을 최종대상지로하

였다 [Fig 1].

[Fig. 1] Site for the case study 
        (Source: http://map.daum.net/)

4.2 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표준 진단 매뉴얼의 
보정 및 적용

4.2.1 도면/데이터 분석
첫 번째 단계인 도면/데이터 분석은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다음의두가지조사(현장관찰및이용자설

문인터뷰)를 설계하고결과를해석하는데도움을주기

위한 예비분석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자료구득의 효

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관련

공공기관에서쉽게구득할수있는자료를주로이용하

였다. 특히, 다음온라인지도서비스[26]와교통사고분석

시스템(TAAS) 웹사이트[27]를 통하여다음항목의자료

들을 수집하였다: 1) 대상지 내 및 주변 도로 특성(도로

위계, 차선 수, 교차로 수, 횡단보도 위치 및 제한속도

등); 2) 토지이용패턴 (주 토지이용및건물유형등); 3)

2012 ∼ 2014년교통사고현황 (보행자관련교통사고수

및 위치) <Table 3>.

Items of Investigation Data sources

Street characteristics
and

Land use patterns

-Street hierarchy
-Number of lanes
-Locations of crosswalks
-Speed limits
-Major land uses
-Building types and sizes

Daum online
map service

Statistics regarding
traffic accidents

-Number and locations of
accidents

TAAS GIS

<Table 3> Items of investigation for map/data analysis

4.2.2 현장관찰
현장관찰은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3인 1조로 실시하

였다. 현장관찰을실시하기전, 조사경로및조사항목등

을 포함한 현장관찰계획을 먼저 수립하였다.

첫 번째로 조사경로는 도면/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각 대상의 도로의 위계, 가로변 토지이용 및 건물

입면 형태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대상지의 모든 가로

공간들을 대표할 수 있는 20여 개의 가로유형을 도출하

여현장관찰경로를설정하였다 <Table 3>. 조사경로에

포함된 각 가로 블록에 대한 조사 결과는 분석 시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 가로 전체를 대표하는 값으로 보았다.

현장관찰의조사항목에는양적측정과질적평가를통한

자료들이 포함된다. 전자에는 보행량 및 차량통행량 등

의정보가포함되고후자에는타교통수단(차량 및오토

바이)과 보행통행간의간섭정도, 체감차량속도및통합

적 보행안전성 등이 포함되었다 <Table 4>.

보행량과차량통행량은각 구간별로 5분간 측정하였

다. 특히, 차량통행량에는 대상지 내 봉제공장들로 인하

여 다수의 오토바이 통행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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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이 대수를 포함하였다.

Street types &
land uses

Street characteristics

Arterial road
& commercial

-Street-front retail: ⑫, ⑰, ㉒ 
Arterial road
& residential

-Apartment complex, local retail, school & street
trees: ⑪

Local road &
commercial

-Street-front retail: ③

Local road &
residential

-Low-rise residential: ⑤, ⑥, ⑨, ⑲
-Low-rise residential & on-street parking: ②
-Low-rise residential & children’s park: ⑦
-Low-rise residential & neighborhood park: ⑩

Local road &
mixed uses

-Street-front retail, low-rise residential,
on-street parking & street trees: ①
-Street-front retail (sewing factory) & low-rise
residential: ④
-Street-front retail & low-rise residential: ⑧, ⑬, ⑳
-Low-rise residential, children’s park & public
parking lots: ⑮
-Low-rise residential & school: ⑯
-Apartment complex, local stores, low-rise
residential & on-street parking: ⑱

Etc.
-Public building & steep road: ⑭
-Traditional market: ㉑ 

Investigation
route

<Table 4> Street classification & Investigation route 

Items of Investigation
Measurement units and
evaluation scale

Pedestrian traffic volume Persons per five minutes
Vehicle traffic volume Vehicles per five minutes
Interactions between
pedestrians and vehicles

Five-point Likert scale

Perceived vehicle speeds Five-point Likert scale
Evaluation of overall
pedestrian safety

Five-point Likert scale

<Table 5> Items of investigation for field observation

타교통수단과의간섭은해당구간을보행으로이동할

때자동차나오토바이로부터받는간섭등을고려하여 5

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체감 차량속도는 실제 차량 속도

가아닌보도를거닐때느끼는심리적위협을고려하여

5점척도로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구간전체의보행안

전성은차량통행량, 타교통수단과의간섭, 차량체감속도,

차량안전시설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역전체의교

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5점

척도로평가하는항목들에대해서는평가의객관성을높

이기위하여예시사진등을통하여조사원들에게평가기

준을 제시하였다.

4.2.3 이용자 설문 인터뷰
이용자설문인터뷰는근린환경의주이용자인주민의

입장에서인지한환경정보를수집하였다. 주민들의일상

생활과 근린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Table 6>. 특히, 이 질문들중교통사고위

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토교

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행교통 관련 지표 중 보행안

전과 관련된 지표들을 반영하여, 차량통행량, 차량속도,

보차구분, 신호등 및 횡단보도 부족, 좁은 보행로, 보도

포장상태 등을 제시하고,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별도로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하였다[28].

Items Response format
Places where one visits frequently by foot Mapping the locations
Degree of overall pedestrian safety of the

neighborhood
Five-point Likert scale

Main factors that threaten the
pedestrian safety of the neighborhood

Multiple choices and free
description

Locations that are the most vulnerable to
traffic accidents

Mapping the locations

<Table 6> Items for resident survey interview

설문 인터뷰 수행 시 조사원은 대상지를 자신의 동네

로인식하는주민들중에11) 성별, 연령을고려하여대상

지의인구분포와유사한비율이되도록선별하여인터뷰

를진행하였다.12) 이를위하여다양한세대가근린에머

11) 본 설문에 앞서 피설문자에게 대상지 내에 거주하는지, 대
상지를 그의 동네로 인식하는지 묻고 그렇다고 응답한 경
우에만 설문에 포함하였다.

12) 성별: 남성 41%, 여성 59% / 연령별: 20대 이하 13%,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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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2014년 9월 27일)에 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원은응답자에게연구개요를설명하고조

사를 진행하였다. 총 50부의 설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4.3 진단 매뉴얼에 따른 대상지분석
4.3.1 도면/데이터 분석
도면/데이터 분석은 대상지의 도로 및 대중교통 시설

현황과보행자관련사고현황에대하여중점적으로이루

어졌다. 대상지남쪽과동쪽은교통량이많은 6차로이상

의 대로가, 서쪽과 북쪽은 낙산공원/성곽공원이 둘러싸

고 있으며, 내부도로는 이면도로가 많고 차량 진입이 어

려운곳이많다. 특히, 남쪽의종로는버스전용차선을실

시하고 있다. 평균 횡단보도 간격은 4차로 이상 기준 약

285m이며, 버스정류장은 12개로(대상지 외곽은 편도로

측정) 동쪽, 남쪽 경계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Fig. 2].

[Fig. 2] Public transit system(a) and road characteristics(b)

[Fig. 3]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 사이

대상지에서 발생한 보행자-차량 간 교통사고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총 71건으로 사망사고 2건, 중상사고 35

건, 경상사고 34건이발생했다. 사망사고, 중상사고및경

상사고 모두 간선도로 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대상지내부이면도로에서는주로경상사고와약간의중

상사고가 발생하였다.

8%, 40대 23%, 50대 28%, 60대 이상 28%

[Fig. 3] Pedestrian-vehicle accident locations 
        (Source: http://taas.koroad.or.kr)

4.3.2 현장관찰
먼저보행량과차량통행량에있어서는전반적으로남

쪽과 동쪽의 간선도로 변에서 보행량과 차량통행량 둘

다 많았으며 내부 주택밀집지역에서는 적게 나타났다

[Fig. 4]. 그 밖에 세 개소의 지하철역[Fig. 2a] 출구에서

대상지내부로이어지는이면도로에서보행량이많게나

타났다[Fig. 4a].

[Fig. 4] Pedestrian(a) and vehicular traffi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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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교통수단과의 간섭에 있어서는 상업 중심의 이면

도로와 보행 및 차량유발시설(봉제공장) 일부 지역에서

타교통수단으로부터의간섭이나타났다. 특히, 차량뿐만

아니라봉제공장과관련된오토바이통행에의한간섭이

다수 관찰되었다 [Fig. 5a].

차량 체감속도는 차량통행량의 패턴[Fig. 4b]과 유사

한 수준으로 나타나, 두 지역 모두에서 차량통행량이 많

은간선도로에서는체감속도가빨랐으나, 나머지지역에

서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Fig. 5b].

[Fig. 5] Interactions between pedestrians and vehicles(a) 
and Perceived vehicle speeds(b)

조사원의 종합적인 평가와 관련해서는, 보행량, 교통

량, 타교통수단과의간섭, 체감 차량속도등여러요소를

종합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간선도로 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역이 안전 또는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Fig.

6]. 조사원의보행안전성관련종합평가는현장관찰결과

중 타 교통수단의 간섭이나 차량통행량 등의 다른 항목

들보다 보행통행량[Fig. 4a]과 차량 체감속도[Fig. 5b]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 즉, 조사원들이 보행자가 많고

체감하는 차량의 속도가 빠른 곳들을 상대적으로 더 위

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4.3.3 이용자 설문 인터뷰
대상지에서보행중교통사고로부터안전하다고느끼

는지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26%가 그렇지 않다, 44%가

보통, 그리고 30%가그렇다고응답하여보통으로평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Fig. 7].

[Fig. 6] Investigators’ evaluation for the pedestrian 
safety of the neighborhood

[Fig. 7] Residents’ evaluation for the pedestrian 
safety of the neighborhood

대상지에서교통사고로부터가장안전하지않은장소

에 대해서는차량통행이 많은 남쪽의 간선도로 변(종로)

과 사회복지관 앞 삼거리 지역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Fig. 8],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0.4%가 차량통행이 많아서라

고응답하였으며, 많은 차량통행외에, 간선도로변에대

해서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의 부족이, 대상지 내 이면도

로(특히, 복지센터앞삼거리)에 대해서는좁은보행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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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응답하였다.

[Fig. 8] Resident survey: places prone to pedestrian- 
vehicle accidents

4.3.4 삼각검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마지막으로, 앞서실시한세가지분석의결과들을비

교하여일치하는결과와차이가나는결과들을파악하고

삼각검증을 통하여 근린환경의 보행안전성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현장관찰과 이용자 설문 인

터뷰 결과를 중점적으로 비교하고[Fig. 9], 도면/데이터

분석 결과[Fig. 3]는두분석 결과의차이를해석하기위

하여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현장관찰과 이용자 설문 인터뷰에서 일치하는

결과로,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와 관련하여

두 분석에서 모두 남쪽의 간선도로(종로)가 위험장소로

나타났다[Fig. 9].

[Fig. 9] Comparison and triangulation of 
         investigators’ and residents’ evaluations

도면/데이터 분석에서도 이 남쪽 간선도로 변에서 가

장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Fig. 3] 보행

안전개선을최우선적으로시행해야할장소로판단된다.

이장소에대한위험요인과관련하여현장관찰과이용자

설문 인터뷰 공통으로 많은 차량교통량을 주요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현장관찰에서는 빠른 체감차

량속도를, 이용자설문인터뷰에서는횡단보도와신호등

의 부족을 제시하였다. 실제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위험

요인들에유의하여해당장소에대한정밀조사를실시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보행안전에 취약한 장소와 관련하여, 현장관찰에

서는 동쪽 간선도로와 세 군데의 지하철역에서 대상지

내부로진입하는이면도로들을, 이용자설문인터뷰에서

는복지회관앞삼거리를추가로제시하고있다. 도면/데

이터 분석 결과는 현장관찰 결과와 더 유사하게 나왔다.

즉, 지하철역으로이어지는이면도로들에서다수의경상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Fig. 3]. 이용자 설문 인

터뷰에서 제시한 노인의 통행이 많은 복지회관 앞 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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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실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좁은

보행공간과 잦은 오토바이의 보행 간섭 등의 이유로 주

민들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이연구에서저자는근린환경의보행안전도를체계적

으로평가하기위한진단매뉴얼을개발하고사례연구를

통하여 적용과정과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즉, 도면/데이

터분석, 현장관찰및이용자설문인터뷰등의대표적인

조사기법들로 구성된 표준 진단 매뉴얼을 개발하고, 사

례연구를 통하여 표준 진단 매뉴얼을 실제 대상지 맥락

에맞추어보정하는과정과매뉴얼을활용하여개선대안

을 도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과정에

서서로다른조사기법의장단점을비교하고삼각검증을

통하여 서로 다른 기법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근린환경의 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도시설계 또는 교통

전문가들이 근린 스케일의 환경에서 보행안전과 관련하

여 문제가 되는 장소와 문제요인을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학

술적인 측면에서는 혼합연구방법이라는 이론을 근린환

경조사 실무와 연계하여 이론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근

린환경 조사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 특히 서로 다른 조

사기법들에 따른 결과들을 삼각검증을 통하여 통합적으

로해석하는과정을실증적으로보여주었다는점에서기

술적, 탐색적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는 보행안전 진단과 관련하여 이론에 바탕을

둔 실용적 조사분석기법에 대한 연구가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탐색적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서울구도심의하나의근린을대상으로진

행한 사례연구는 그 과정이나 결과의 일반적 적용에 한

계를지닌다. 후속연구를통하여다른여러맥락의근린

을 대상으로 유사한 방식의 사례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표준 진단 매뉴얼을 대상지 맥락에 맞게 보정하는 과정

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의

이용자설문인터뷰는정해진선택지가없는mapping 등

을 포함한 질적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통계적 일반

화가어렵다. 설문인터뷰내용중 5점척도로진행한전

반적 보행안전도에 대한 질문과 같이 계량화가 가능한

질문이포함되어있어후속연구에서는표본수등통계적

검증에필요한여건을갖춤으로써진단매뉴얼을개선할

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셋째, 삼각검증과관련하여조

사방법 간 일치하는 결과들은 상대적으로 더 강한 설득

력을 가지는 반면, 불일치하는 결과에 대한 이 연구에서

내린 해석은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들에 대한 추가적

인 정밀조사 과정을 추가하여 진단 매뉴얼을 개선할 수

있을것으로기대한다. 넷째, 이 연구를통하여개발한표

준진단매뉴얼은온라인지도나 GIS 정보시스템등발전

된정보기술을부분적으로활용하고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존의전통적인조사기법에의존하고있다. 후속연구에

서는 Virtual Reality 등 최근실용화되고있는여러기술

들을적극적으로수용함으로써더효율적이고정밀한진

단 매뉴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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