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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치구내 생활도로 DB 구축하고
보행공간 중심 운영방안도 수립

차량위주 정책으로 ‘실생활 밀접’ 생활도로에 보행공간 확보 미흡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하여 ‘서울로 7017 조성’, ‘보행특구 조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보행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행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은 생활

도로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의 정책이 시민의 실생활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생활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해야 하는 공간이나, 기존 차량 위주의 정책으로 

보행공간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생활도로는 거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보행이 빈번하여 자치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자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생활도로의 주관리기관인 자치구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생활도로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자치구의 역할을 제도적 측면과 

세부사업 추진 측면에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생활도로 보행공간 확보 0순위는 기존시가지 주택밀집지역 소로

‘생활도로’는 교통 분야에서 통용되는 용어로서 법률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생활도로의 관리와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법률상 생활도로의 정의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도로

분류 체계는 제한적인 요소가 많고, ‘생활도로’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활용

하기 어려웠다.

이 연구에서 생활도로의 보행공간 확보는 거주자의 보행공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에 생활

도로의 공간범위는 주택밀집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주택가 외 상업지역에서도 보행이 빈번하며, 보행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만 상업지역은 자치구의 역할보다는 상업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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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택지 개발이나 재건축지역, 신축건물은 

각종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보행공간이 확보된 도로공간 계획이 가능하지만, 보행공간의 

확보가 가장 필요한 기존 시가지에는 기존 지침이나 연구결과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이 

연구의 생활도로 범위는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생활도로는 도로의 폭원별 구분에서 

소로에 포함되므로 소로를 생활도로 규모로 설정하였다. 12m 미만의 소로는 서울시 전체 

도로의 77.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도로폭원별 서울시 도로 구성  

구분 내용

지역특성
기존 시가지(신규택지 개발 및 재건축지역 제외)
주택밀집지역(상업지역 등 제외)

도로구분 폭 12m 이하 도로(소로)

[표 1] 연구의 생활도로 정의

생활도로 보행공간 확보 시 보행자·거주자 주차 함께 고려할 필요 

 

생활도로는 소로에 포함되며, 소로 중에서도 생활주변의 교통체계와 관련된 지구 내 가로망은 

대부분 7m 이하로 주차차량, 통과차량 및 보행자를 모두 흡수하기 어려워 마찰이 빈번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담는 가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1) 생활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해야 하며, 이동성보다 공간·접근기능 제공이 우선인 만큼 다른 도로보다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보행자와 거주자의 주차를 고려한 보행공간 확보 

및 생활도로 운영이 필요하다.

1) 서울연구원(2007), 「자치구 단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통개선사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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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 차량 간 마찰 생활도로 내 불법주정차 불법주차로 비상차량 통과문제

출처: 국토연구원(2014), 「사람중심의 생활도로 재생방안」

[그림 2] 생활도로 내 문제점

자치구 도로현황 알고 보행공간 확보하려면 생활도로 DB 구축해야

 

기존의 생활도로는 차량 위주의 정책으로 보행공간 확보 및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 현재 보행

공간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지, 보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지 등 생활

도로의 운영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생활도로의 운영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며, 보행 관련 문제점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도로 

DB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적치물로 인한 보행공간 침범 사례 보행공간 위 주차 상태

[그림 3] 보행공간 개선 필요 사례

생활도로 DB 구축은 자치구의 도로현황 파악과 보행공간 확보가 목적이다. 도로공간 정보에는 

도로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도로의 폭과 운영형태(일방향/양방향), 보행로 위치 및 형태, 

보행로 폭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행공간 정보는 건물단위로 조사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조사해야 하며, 보행로 여부와 폭과 형태, 보행로 상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치구 사업인 주차수급 실태조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도로 

DB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한다면, 기존의 인력과 행정절차를 활용하여 생활도로 DB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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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또한 생활도로 DB 구축 결과는 자치구의 불법주정차 해결 및 거주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존 주차수급 실태조사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조사구분 도로폭
도로 운영

형태
노상

주차장
보행공간

보행공간
위치

보행로 형태 보행로폭
불법

주정차

도로공간 m
일방향
양방향

없음
있음

없음 
있음_도로한면 
있음_도로양면

도로 내
도로 외

보도블록/볼라드/
건축선 후퇴

m
있음
없음

[표 2] 도로공간 필요정보 

조사구분 보행로 여부 보행로 형태 보행공간상태 보행로폭 기타

보행공간 있음
보도블록/볼라드/
펜스/건축선 후퇴

적치물/주차공간/
기타

m
옆 건물과 담장 막힘/

건축선 경계구분 어려움/기타

[표 3] 보행공간 필요정보 

[그림 4] 생활도로 DB 구축 사례

보행·주차공간 확보 등 계획한 자치구 내 생활도로 운영방안 수립

 

생활도로는 거주자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보행공간과 거주자의 주차공간이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생활도로의 공간계획은 보행공간과 거주자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 

나머지 공간에 승용차 공간을 배치하여 보행공간 중심의 생활도로 운영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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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의 공간계획 현황 승용차 차로 >> 주차공간 > 보행공간



보행공간 중심의 생활도로 공간계획 우선순위 보행공간 > 거주자의 주차공간 > 승용차 공간

[그림 5] 생활도로의 공간계획

생활도로 운영의 공간계획 우선순위는 ① 보행공간 확보, ② 거주자의 주차공간 확보, ③ 통과

차량, ④ 외지인 주차이며, 기존 시가지는 보행공간의 확보가 우선이므로 건축물 후퇴부분까지 

보행공간으로 포함했다.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예시

도로
공간
유형

차도와 보행공간 구분 안 됨

보행공간 
위치

보행공간 
형태

보행공간 
상태

보행공간 
위치

보행공간 
형태

보행공간 
상태

도로 내 보도블록 주차 도로 외
건축선 

후퇴부분
주차

[표 4] 운영개선이 필요한 유형

생활도로의 보행공간 확보와 운영개선을 위해 생활도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전제되어야 하며, 

안전한 생활도로 공간 조성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와 ‘30구역’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불법

주정차는 인근 거주자의 주차수요로 볼 수 있으므로 생활도로 DB를 활용하여 거주자에 한해 

합법적인 거주자 주차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보행 및 거주자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에도 도로폭이 

충분하다면 방문객 등 외지인을 위한 주차공간을 계획할 수 있다. 향후 생활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을 우선으로 하며, 차량통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개선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공간계획 우선순위 운영개선 방안

1. 보행공간 확보
2. 거주자의 주차공간 확보
3. 통과차량 
4. 외지인 주차

1. 불법주정차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거주자 차량 생활도로 DB 이용, 가능한 공간에 합법적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제공)

2. ‘30구역’ 운영
3. 도로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or 차로운영계획 수립 판단
4. 7m 이상 도로폭이 충분한 경우: 방문객 등 외지인 주차공간 계획 검토

[표 5] 생활도로 운영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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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공간 지속확보 위해 관련 계획에 자치구별 특성반영·예산마련 

 

자치구 자체사업은 자치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치구의 

보행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이 대부분이며, 다른 자치구 사업과 차별성 없이 보행특화거리, 보행

환경 개선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생활도로 DB 구축’ 및 ‘생활도로 운영계획 수립’은 자치구별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영역이며, 생활도로 보행공간은 보행자의 안전문제까지 연결되므로 자치구의 중점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치구가 수립하는 여러 법정계획에 자치구별 특성이 반영된 ‘생활도로 

DB 구축’ 및 ‘생활도로 운영계획 수립’을 포함하고, 자치구별 계획 및 예산운용을 고려한 교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치구 생활도로 DB 구축을 통해 자치구 생활도로의 

특성이 파악된다면, 보행공간 확보는 물론 자치구 특성이 반영된 자치구 사업발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인 보행공간 확보와 자치구 도로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도 필수적이다. 자치구의 교통 

관련 특별회계로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다. ‘생활도로 DB 구축’사업은 

자치구의 보행공간과 거주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기초 조사로 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에 

직·간접적으로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이며, 세출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면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과 

더불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나아가서는 효율적인 세출 활용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출범위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도심 주거지역에서는 공영주차장 공급 중심의 사업이 요구된다. 

이때에도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신규 주차장의 설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생활도로 운영개선을 

통한 거주자 주차공간 확보’ 등 지역주민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에 맞춰 세출용도를 다양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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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연구개요

1_연구배경과 목적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하여 ‘서울로 7017 조성’, ‘보행특구 조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보행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행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은 생활도로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의 정책이 시민의 실생활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생활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해야 하는 공간이지만 기존 

차량 위주의 정책으로 보행공간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다. 생활도로는 거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보행이 빈번하여 자치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거주자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생활도로의 주 관리기관인 자치구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생활도로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자치구의 역할을 제도적 측면과 세부사업 추진 

측면에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2_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생활도로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보행공간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도출하여 자치구가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보행정책에 대한 진단과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자치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속적으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구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범위

이 연구에서 생활도로의 보행공간 확보는 거주자의 보행공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에 

이 연구의 생활도로 공간 범위는 주택밀집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자치구 내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보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주택가 외에 상업지역도 포함된다. 그러나 상업

지역은 자치구의 역할보다는 상업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수요 관리 차원의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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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지역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주택밀집지역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보행공간의 

확보가 시급한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연구의 공간범위를 설정하였다. 신규택지 개발이나 

재건축지역, 신축건물은 각종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보행공간이 확보된 

도로공간 계획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시가지는 차량 위주의 공간계획으로 보행자와의 

상충이 이미 발생하고 있어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구의 역할을 통해 기존의 차량

공간을 줄여 보행공간을 확보해가는 방안뿐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생활도로의 범위는 기존 시가지의 주택밀집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구분 내용

지역특성
기존 시가지(신규택지 개발 및 재건축지역 제외)

주택밀집지역(상업지역 등 제외)

[표 1-1] 연구의 생활도로 보행공간 확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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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생활도로 보행공간 운영 실태

1_생활도로의 정의

이 연구의 목적인 ‘보행공간 확보’의 공간범위는 생활도로이다. ‘생활도로’는 교통 분야에서 

통용되는 용어로서 법률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상세내역을 해설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 간략하게 언급

되어 있다([표 2-1]). 이에 명확한 연구 범위 설정을 위해 생활도로의 정의로 연구를 시작

하고자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서는 생활도로를 도시가로의 주간선도로 

기능이나 구역을 구획하는 도로가 아닌 지구 내 위치한 대부분의 도로를 생활도로라고 

볼 수 있으며, 도로의 기능별 구분 중 도시지역의 국지도로 대부분이 생활도로의 성격을 

가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생활도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2013)

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 내 국지도로 중 보행권 확보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한 도로로서 

속도제어를 통해 이동성보다는 공간기능, 접근기능을 제공하는 보행이 우선되는 도로를 말한다.

[표 2-1] 법률상 생활도로의 정의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도로의 관리주체, 기능, 폭원 등에 

따라 도로의 분류체계가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도로분류 체계는 제한적인 요소가 

많고, ‘생활도로’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표 2-2]). 



02 생활도로 보행공간 운영 실태 / 7

구분 관리주체별 분류
기능별 분류
(도시지역)

도로폭원별 분류
(도시계획 측면)

근거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도시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생활도로 
적용시
문제점

생활도로 알 수 없음
시도/군도/구도 판단 어려움

개념적 성격이 강함
주간선~국지도로 구분 어려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움

자료: 서울연구원(2016), 「서울시 생활도로 차량 제한속도 보행자 위해 시속 30km로 낮춰야」

[표 2-2] 도로분류 체계

생활도로의 관리와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법률상 생활도로의 정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국민

안전처2)와 경찰청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기준 및 안전

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하고, 생활도로구역(30구역)의 지정을 위한 법안발의를 추진했으나 

명확한 지정 기준 및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법제화에 실패했다. 

구분 지정배제 지정필수 지정선택

방향

지정되면 안 되는 구역

ㆍ예: 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는 구역

ㆍ예: 국지도로

교통·도로·운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구역

ㆍ예: 집산도로

세부
내용

ㆍ도로폭: 15m 이상 도로

ㆍ보차형태: 보차분리 및 자동

차전용도로

ㆍ차로유형: 양방향 4차로 이상

ㆍ제한속도: 60km/h 초과

ㆍ도로폭: 3m~9m 도로

ㆍ보차형태: 보차혼용도로, 주차

구역을 포함한 보차분리도로

ㆍ차로유형: 중앙선이 없는 도

로, 일방향 1차로도로(일방통

행), 양방향 2차로도로

지정배제, 지정필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도시부 도로

ㆍ도로폭: 9m~15m 도로

ㆍ차로유형: 양방향 2차로 이하 또는 

일방향 2차로 이하

ㆍ교차로: km당 교차로 수 2개 이상

(최대 교차로 간격 500m 이내)

ㆍ보차형태: 보차공존/혼용도로

ㆍ차량/보행자 교통량 및 통행행태

자료: 국민안전처·경찰청(2015),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

[표 2-3]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 기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

2) 현 행정안전부, 2017년 7월 정부 조직 개편으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흡수·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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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7년 중으로 ‘30구역’을 법제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시장 등이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30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

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30구역’은 차량의 운행기준만 명시되어 있을 뿐, 상세한 구역 지정 

기준 및 공간 운영 범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12조의3(30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30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택, 상가 밀집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 학교, 공원, 편의시설 등 보행자의 통행을 유발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30구역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30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표 2-4]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경찰청 공고 제2016-28호)

이 연구에서 생활도로의 보행공간 확보의 목표는 거주자의 보행공간 확보이므로 생활도로 

공간 범위는 주택밀집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자치구 내에서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보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주택가 외에 상업지역도 포함된다. 그러나 상업지역은 자치구의 

역할보다는 상업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수요 관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보행공간의 확보가 시급한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연구의 공간범위를 설정하였다. 

신규택지 개발이나 재건축지역, 신축건물은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서울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서울시)’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보행공간이 확보된 도로공간을 계획할 수 있고, 법적 요건뿐 아니라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

하여 충분한 도로공간이 확보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시가지는 차량 위주의 공간계획으로 

보행자와의 상충이 이미 발생하고 있어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구의 역할을 통해 

기존의 차량공간을 줄여 보행공간을 확보해가는 방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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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보도의 정의

- 사람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

-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공작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로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한 부분

시설종류

- 보행자 통행시설은 보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횡단시설로 구분

- 지방부도로 등에서는 보행자 통행로로 이용되는 확·포장된 길어깨도 광의의 보행자 통행시설에

포함

설치장소

- 조사 또는 예측된 보행자 교통량 및 교통사고 이력을 토대로 결정

- 보행자 수: 150인/일 이상, 자동차 교통량 2,000대/일 이상인 경우 보도설치 고려

-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시가화된 지역을 위주로 설치, 지방부 도로에는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원칙

- 보도설치로 인해 자동차의 측방 여유가 확보되지 못하면, 도로기능 저하 및 보행자의 안전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설치형식 

- 도로 양측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

- 차도로부터 가능한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이 원칙

- 인접하여 설치 시 식수대, 연석 등으로 통행 분리

횡단구성
- 보행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 수준에 따라 결정

- 보도의 최소 유효폭은 2.0m 이상(불가피한 경우 최소 1.2m 이상)

자료: 국토교통부(2011),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표 2-5] 보도설치 기준

진출입로 유형
왕복

차로수
이면도로 

폭원
경계선

곡선반경
접속부 
처리

비고

A 중방향 교통량 400대/시 이상 3 이상 15m 이상 6m~12m 차도포장 도류화(마킹), 보행신호

B 교통량 1000대/시~400대/시 2~3 9m~15m 3m~6m 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C 100대/시 이하 2 3m~6m 3m~6m 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자료: 서울특별시(2017),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표 2-6] 이면도로의 폭원 기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도로를 규모에 따라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하고 있다. 도로의 폭원별 구분에서 생활도로는 소로에 포함되며, 

12m 미만의 소로는 서울시 전체 도로의 77.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로 

중에서도 생활주변의 교통체계와 관련된 지구 내 가로망은 대부분 7m 이하로 주차차량, 

통과차량 및 보행자를 모두 흡수하기 어려워 마찰이 빈번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담는 

가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3) 거주자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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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연구의 생활도로의 규모는 12m 이내의 소로로 

설정하였다. 

구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합계

기준 40m 이상 25m 이상~40m 미만 12m 이상~25m 미만 12m 미만 -

연장(km) 236.2 739.6 905.9 6,358.9 8,240.6

비율 2.9% 9.0% 11.0% 77.2% 100.0%

자료: 서울특별시(2017), 「2017년도 도로통계」

[표 2-7] 서울시 도로개설 현황

[그림 2-1] 도로폭원별 서울시 도로 구성  

최종적으로 이 연구는 거주자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자치구의 역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생활도로의 범위는 기존 시가지의 상업지역 등이 제외된 주택밀집지역 내의 폭 12m 

이하의 소로를 대상으로 한다.

구분 내용

지역특성
기존 시가지(신규택지 개발 및 재건축지역 제외)
주택밀집지역(상업지역 등 제외)

도로구분 폭 12m 이하 도로(소로)

[표 2-8] 연구의 생활도로 정의

3) 서울연구원(2007), 「자치구 단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통개선사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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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생활도로 현황과 문제점

1) 생활도로 현황

(1) 생활도로 현황

서울시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 시도와 구도로 구분되어 있다. 서울시는 도시안전본부를 

중심으로 산하 6개의 도로사업소에서 특별시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는 건설관련국, 

토목관련 부서에서 구도는 물론 시도의 보도관리까지 책임을 갖고 있다. 보도는 특별시도

구간일지라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 보도관리 업무는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다. 

즉 구도와 보도는 자치구의 역할이 필요한 주요 업무영역이라 할 수 있다. 

연구의 생활도로의 규모는 폭 12m 미만인 소로이며, 소로는 서울시 전체 도로의 77.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2-7]). 소로 중에서도 생활주변의 교통체계와 관련된 

지구 내 가로망은 대부분 7m 이하로 주차차량, 통과차량 및 보행자를 모두 흡수하기 

어려워 빈번히 마찰이 생기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을 담는 가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4)

   출처: 국토연구원(2014), 「사람중심의 생활도로 재생방안」

[그림 2-2] 생활도로 내 보행자와 차량의 마찰 현황

4) 서울연구원(2007), 「자치구 단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교통개선사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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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도로의 문제점 및 해결방향

생활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해야 하며, 이동성보다 공간·접근기능 제공이 우선인 만큼 

다른 도로보다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생활도로 

현황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존 연구의 보행 중 불편요인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불법주정차 및 이면도로에서 차량과의 상충의견이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생활도로 내 불법주정차 불법주차로 비상차량 통과문제

출처: 국토연구원(2014), 「사람중심의 생활도로 재생방안」

[그림 2-3] 생활도로 현황

보행 중 가장 불편한 요인(보행자)
응답

비율(%)

 1. 보도상 불법주정차 25.0

 2. 이면도로 진입차량과 마주침 24.3

 3. 협소한 보도 21.4

 4. 교통섬 진입 시 77.9

 5. 보도블록 파손, 침하 7.9

 6. 보도상 불법 적치물 7.9

 7. 횡단보도 이용 시 차량 진입 5.7

 합계 100.0

자료:　서울연구원(2015), 「신호교차로에서 
보행통행권 확보를 위한 교통운영방안 연구」

[표 2-9] 보행 중 불편요인 응답결과 

평소 이면도로를 보행할 때 가장 불편하셨던 점?
응답

비율(%)

 1. 차들의 난폭한 운행 18

 2. 차들의 무질서한 불법주차 47

 3. 차도와 보도(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24

 4. 사인에 의한 길가의 상품진열이나 광고시설물 9

 5. 위의 사항 중 여러 개가 해당됨 3

 합계 100

자료: 홍완표(2002), 「이면도로의 효율적 활용방안」

[표 2-10] 이면도로 보행 시 불편요인 응답결과 

기존 교통 관련 사업은 차량 위주의 정책으로 보행공간 확보 및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 

최근 보행과 관련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

이며 주차문제로 기존에 확보된 보행공간조차 차량에 침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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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생활도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주차문제 해결이 필요함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며, 생활도로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주차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내용 연구명

우리나라 이면도로 정비 사업에서 가장 먼저 해결

되어야 할 것은 노상주차차량과 주민의 무관심
보행권 확보와 이면도로 정비방안(진장원, 2001)

생활도로구역에서 노상의 불법주정차는 보행안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 

생활도로구역 지정근거 및 맞춤형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경찰청·도로교통공단·삼성교통

안전문화연구소, 2014)

생활권계획 내용 중 가장 관심 있는 내용으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이 2위(주민의견)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서울연구원, 

2015)

생활도로, 생활권안전구역 등 보행환경 실태조사 

결과로 ‘주차문제’ 지적

사람중심의 생활도로 재생방안(국토연구원, 2014)

생활권 교통안전구역 지정 및 관리 전략 수립(서울

연구원, 2014)

[표 2-11] 기존 연구의 생활도로와 주차문제 

또한 주차문제로 인한 보행공간 부족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경찰청의 교통

사고 통계 분석 결과, 2013년~2015년(3년간)의 도로폭이 9m 미만인 도로에서 전체 보행 

중 사망자 수는 970명이며, 이 중 보차분리가 안 된 도로의 보행 중 사망자 수는 791명으로 

전체 보행 중 사망자 수의 81.5%에 달하는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분
보차분리 보차혼용

사망자 수 비율 사망자 수 비율

3m 미만 59 2.0% 403 13.8%

6m 미만 266 9.1% 1,201 41.3%

9m 미만 213 7.3% 769 26.4%

소계 538 18.5% 2,373 81.5%

전체 합계 2,911 100.0%

3년 평균 179 18.5% 791 81.5%

전체 3년 평균 970 100.0%

자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2017),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실태와 예방대책」(보도자료)

주: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2013년~2015년(3년간) 자료 

[표 2-12] 2013년~2015년 도로폭원별 보행 중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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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교통사고의 사고요인을 살펴보면 전체 보행교통사고 중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비율이 

56.7%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단일로에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교통사고 비율은 64.3%로 

더 높아진다. 생활도로의 대부분이 보차분리가 안 된 단일로임을 고려할 때, 불법주정차 

문제는 생활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자치구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어 주차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사고요인
단일로

사고요인
교차로

사고 건수 비율 사고 건수 비율

불법주정차 83 64.3% 불법주정차 27 41.5%

도로변구조물 4 3.1% 주행차량 38 58.5%

없음 42 32.6% 없음 0 0.0%

소계 129 100.0% 소계 65 100.0%

전체 소계
(A)

194
불법주정차 

요인 소계(B)
110

불법주정차 
요인 비율(B/A)

56.7%

자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2017),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실태와 예방대책」(보도자료)

주: 삼성화재 보험사 DB 보차혼용도로 보행교통사고 영상분석 결과(2014.01~2016.08 자료)

[표 2-13] 보행교통사고의 도로별 보행사고 요인

불법주정차와 관련 있는 보행자 사고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고는 주간과 야간 구분 없이 

발생하고, 대부분 저속에서 발생(10km/h 미만: 20%, 10km/h~20km/h: 24%)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격위치는 이면도로가 60건(43%)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2),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관련 보행자 사고의 특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그림 2-4] 불법주정차 관련 보행사고 충격위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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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로 횡단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불량한 보도

환경이 요인인 경우의 사고빈도가 높았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보행환경의 불량 및 통행 

제약의 원인이 되고, 보행자의 사고를 유발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정의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로 횡단 중 발생 불량한 보도환경 요인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2),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관련 보행자 사고의 특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그림 2-5] 빈도 높은 사고 유형

 
이와 같이 생활도로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생활도로의 보행공간 확보는 주차문제의 해결과 함께 운영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구는 주차문제 해결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3_생활도로 보행공간 운영 사례분석

1) 조사개요

앞서 생활도로는 자치구의 권한 및 역할이 강조되는 영역이고, 생활도로의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문제를 위해 주차문제의 해결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서는 현재 생활도로의 운영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차량 위주 

정책으로 생활도로에는 보행공간 확보 및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보행공간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지, 보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지 등 생활도로의 운영 

현황조차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에 생활도로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사례분석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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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서초구 서초1동을 생활도로 운영 사례분석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지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이 분포한 주거지역이 대부분이며, 학교와 상업지역이 

섞여 있어 자치구 내 도로의 다양한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 생활도로 운영현황 조사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구분 내용

조사범위 서초구 서초1동 일대 생활도로

조사일시 2017.06.26.~2017.07.03

조사내용

도로 현황: 운영현황(일방향/양방향), 도로폭, 노상주차 여부, 불법주정차 차량

보행공간 현황: 보행로 유형(보도블록, 볼라드, 펜스, 건축선 후퇴부분), 보행로 폭, 

보행공간 현황(적치물, 주차공간으로 활용 등) 

[표 2-14] 조사개요

[그림 2-6] 조사대상지 범위 [그림 2-7] 조사대상지 용도지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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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조사는 서초구 서초1동 내 생활도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도로운영 현황 및 구조, 

불법주정차 현황, 보행공간 현황 조사를 통해 보행공간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조사결과는 

대상지를 38개 구역으로 세분화한 도면에 기입하고, 보행공간 현황에 대한 사진을 위치

정보와 함께 수집하였다. 파일럿 조사에서 보행공간은 보차구분이 안 된 도로, 보도, 펜스로 

구분된 보도, 볼라드로 구분된 보도, 건축선 후퇴부분으로 구분되었다.

보도 펜스+보도 볼라드로 구분된 보도 건축선 후퇴부분

[그림 2-8] 차도와 구분된 형태의 보행공간 유형

건축선은 「건축법」에 의해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 공간의 확보를 위해 정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을 말한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등을 받을 때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선을 의무적

으로 후퇴시켜 보도와 이면도로의 폭을 확대해 보행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다. 신규택지 

개발이나 재건축지역, 신축건물은 각종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보행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도로공간 계획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사대상지와 같은 기존 시가지는 보차분리 형태의 보도가 

존재해도 그 폭이 보행공간으로 충분하지 않고, 신규건축물에만 건축선 후퇴가 적용되므로 

보행공간의 연속성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행공간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는 보도가 구축되었는지보다는 보행공간의 확보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보행공간은 

차도와 구분된 도로공간 내의 보도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도로공간 밖 건축선 후퇴부분의 

보행공간까지 보행공간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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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생활도로 공간 구성요소 

최종적으로 보행공간은 보도블록으로 차도와 구분된 보도, 볼라드로 구분된 보행공간 등 

보행공간이 차량공간과 분리된 경우와 건축선 후퇴부분으로 한정하였으며, 생활도로의 

기본정보는 도로 운영현황(일방향/양방향), 도로폭, 노상주차,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조사하였다.

3) 조사결과

◦ 보행공간 분포 현황

생활도로는 주민생활공간과 밀접하고, 보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이므로 보행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나 학교 주변 보행로를 제외하고는 차도와 구분된 보행공간을 갖는 

지역이 거의 없었다.

보행공간은 보도블록으로 구분된 보도가 주를 이루었으며, 보도+건축선 후퇴부분, 펜스+

보도 등 혼합된 형태도 존재했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보행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적치물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거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어 보행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기도 했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건축물 단위로 발생하므로 보행공간으로 이용

할 수는 있으나 보행공간의 연속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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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보행공간 확보현황

◦ 보행공간 상태 현황

보행로가 볼라드나 펜스로 구분된 경우에는 보행로상 주정차가 불가능해 보행로가 온전히 

확보됨으로써 보행공간 확보의 효과가 컸다. 하지만 보도블록이나 건축선 후퇴부분은 보행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거나 화분 등 적치물로 보행공간이 침범

당해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통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보도블록으로 구분된 보행공간은 

차로와 연석으로 분리된 보행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보도 위에 완전히 주차하여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물리적으로 보행공간이 확보되어 있어도 보행공간으로 

이용되려면 자치구의 관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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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적치물로 인한 보행공간 침범 사례 

[그림 2-12] 보행공간 위 주차 상태

◦ 도로공간 현황

조사결과 생활도로의 도로폭은 2.5m~10m의 분포를 보였으며, 양방향 교호로 운영되는 

도로가 대부분이었다. 4m 미만의 좁은 도로이면서, 양방향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대부분 

거주지와 직접 연결된 도로로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도로였다. 

생활도로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현황은 [그림 2-15]와 같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정보는 서초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홈페이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확보된 지역은 거주자 주차장이 없는 지역보다 불법주정차 차량이 적었다. 하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거주자의 차량인지 아닌지를 고려한다면, 불법주정차 

차량은 조사된 결과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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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도로폭원 현황 [그림 2-14] 도로 운영 현황 [그림 2-15] 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현황 

4) 문제점 진단

이 연구에서는 보행공간의 폭, 여건과 관계없이 보행공간의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보행로 폭이 1m 미만으로 매우 좁아 보행공간으로 구분하기에는 

요건이 부족한 보행로도 존재했다. 외관상으로는 보행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나 적치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보행공간이 침범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행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건축선 후퇴부분이 버젓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거나 영업공간으로 확장되어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행공간 조사결과에 따라 보행로에 적치물이 있거나 주차공간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면 자치구 관리를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도로단위가 아닌 건물별로 적용되는 공간이기에 공간확보의 

연속성이 떨어지며, 옆 건물과 연결되는 공간에서는 담장으로 막혀 통행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치구에서는 건축선 후퇴부분을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보행공간으로 

인식하여 보행공간이 연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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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 도로관리체계 실태와 자치구의 역할

1_서울시 도로관리체계

1) 특별시도와 구도 구분

서울시 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 기능별로 ‘특별시도’와 ‘구도’로 노선을 인정·공고하고 

도로관리 기관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구도의 개념은 1995년 「도로법」 개정 이후 정립

되었으며, 개정 후속 조치사항으로는 ① 특별시도, 구도의 구분, ② 구분된 노선 인정·공고, 

③ 유지관리체계 변화, ④ 조직의 정비가 있다. 특별시도·구도의 지정 및 고시의 주요 목적은 

도로의 도로관리 기관을 명확히 하여 해당 도로의 계획, 건설, 관리의 모든 책임을 부여하는 것5)

이며, ‘구도’는 지정·고시된 특별시도 외의 서울시 도로 중 자치구 내 도로 일부를 구청장이 

지정·고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1999년에 특별시도와 구도가 최초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도로는 연장 8,241km 중 특별시도 1,186km(14.4%), 구도 

3,765km(45.7%)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내용

제10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14조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지정·고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지정·고시한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2. 특별시·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항만·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8조
(구도의 
지정·고시)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구도를 지정·고시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표 3-1] 도로의 지정·고시와 관련된 도로법의 주요 내용 

5) 서울연구원(2015), 「‘서울시 도로관리체계 효율화’ 區道의 市道로 전환 판단절차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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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관리체계 및 문제점6)

「도로법」에서 특별시도·구도의 지정·고시 취지는 도로관리 기관이 도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노선 지정고시 외에는 서울시 도로관리 제도 도입 전후의 차이가 없고, 

지정과 별도로 도로 관리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안전본부를 중심으로 산하 6개의 

도로사업소에서 특별시도를 관리하며, ‘보도’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특별시도 구간도 보도관리 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있다. 자치구의 건설관련국, 토목 

관련 부서에서 구도뿐만 아니라 특별시도의 보도 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다. ‘구도’인 

경우에도 신설 및 확장 등 대규모 예산사업은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도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예산문제로 기존 구도를 특별시도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도 

생겨나고 있다. 도로의 구성요소에 따른 관리기관은 아래 [표 3-2]와 같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기관 책임제도는 행정적 수준일 뿐, 예산과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기존 연구7)에서도 도로관리 기관의 역할 개선을 위해서는 도로관리 기관이 도로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제도를 지향하고, 자치구 도로 관련 예산의 자립성 복구 및 도로예산의 원칙적 재원 

징수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분 관리기관

차도
 자동차전용도로, 서울특별시도

· 서울시
· 도로사업소

 구도 · 관할 자치구

보도  측구(빗물받이), 보차도경계석, 보도블록, 도로경계석 · 관할 자치구

도로시설물  교량, 터널, 고가차도, 입체교차(IC), 지하차도
· 서울시
· 도로사업소
· 관할 자치구

도로

부속시설물

 보도육교, 지하보도, 방음벽, 옹벽, 절개지(사면), 방호울타리(안전휀스), 

볼라드, 과속방지턱, 반사경, 미끄럼방지턱, 중앙분리대(간이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 관할 자치구

출처: 120다산콜센터 홈페이지(http://120dasan.seoul.go.kr)

[표 3-2] 도로의 구성 및 관리기관

6) 서울연구원(2015), 「‘서울시 도로관리체계 효율화’ 區道의 市道로 전환 판단절차 구축방안」 중 연구 의견 발췌

7) 서울연구원(2015), 「‘서울시 도로관리체계 효율화’ 區道의 市道로 전환 판단절차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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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시도와 구도의 판단기준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특별시도의 서울시 내부 인정

기준은 보조간선도로 기능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규정 해설 및 

지침」(건설부, 1990)에서 제시하는 도시지역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계획교통량 등 

세부기준을 사용해 왔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국토교통부, 2013)에서는 계획교통량 등의 기준이 삭제되어 서울시 내부 인정기준 외에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특별시도와 구도를 구분하고 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자치구 

또는 사업자의 시도 인정 요청을 접수하고 및 결과 통보의 과정에서 담당주무관의 검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협의절차와 판단 및 결정과정이 불명확하고 사안에 따라 처리 

기한이 차이나는 문제점이 있어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판단방법이 필요하다.

자치구는 도로관리 기관으로서 구도와 보도의 관리역할을 맡고 있고, 구도는 서울시 도로의 

45.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구는 예산문제 등으로 도로관리기관

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때문에 특별시도·구도의 지정·고시의 취지를 살리고, 

도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시도와 구도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로 관련 예산의 자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2_해외사례: 중앙·지방정부의 교통행정 역할분담 

영국은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 위계에 따른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영국의 행정조직 간 역할분담 사례를 통해 서울시와 지자체 간 역할을 어떻게 효율적

으로 분담할 수 있는지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1) 정책영역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는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교통정책을 크게 11개로 

구분하고 있다.8) 이러한 정책영역 분류를 바탕으로 TfL(Transport for London),9) 

8) 정책 구분 출처: Department for Transport, Policies, 
https://www.gov.uk/government/policies?organisations%5B%5D=department-for-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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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GM(Transport for Greater Manchester) 등 광역지자체와 런던 자치구, Metropolitan 

district 등 기초지자체에 따라 수행하는 주요 교통정책이 구분된다. 행정조직 위계에 따

른 교통정책영역 구분은 [표 3-3]과 같다.

중앙정부의 정책영역 지방정부의 정책영역

대분류 세분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교통
도시 및 지역교통계획, 

대중교통, 연계환승, 자전거, 
보행, 지속가능 교통

지방교통계획,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트램, Coaches, 

경전철), 보행, 택시, 주차
주차, 교통계획

도로 
네트워크 및 

교통

고속도로 및 전략도로 등 도로계획, 
도로투자계획, 도로혼잡개선지원, 

자율주행차량, 교통표지

지방도로계획, 도로 유지관리, 
교통관리, 신호체계 개선, 

교통정보

도로관리, 교통개선, 신호, 
도로시설물, 특별교통대책

도로안전 차량사고, 자율주행차량 도로안전, 보행 도로안전, 보행

접근교통 교통약자, 자전거 자전거, 보행 자전거, 보행

철도
네트워크

일반철도 개선 및 유지보수, 
철도 영업면허권 관리

경전철, 지하철, 일반철도, 트램 -

교통환경 저탄소 교통 대기질 관리(LEZ 등) -

화물 화물 물류, 화물차량 -

해운 해운 London River Services -

항공 항공 케이블카 -

교통보안 항공, 해운보안, 육상교통 보안 - -

고속철도 고속철도 - -

[표 3-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통 정책영역

(1) 지방교통 

영국 중앙정부에서는 지방교통을 정책영역 중 하나로 설정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통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영역과 지방정부의 정책영역에서 가장 많은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도시 및 지역교통계획 및 전략수립에 대한 법적 지침과 함께 대중교통운영, 

9) TfL: 런던교통국, 런던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는 교통담당부서로 런던광역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로 및 교량건설, 교통계획/정책/
전략, 여객수송 관련 사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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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환승, 자전거, 보행, 지속가능 교통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 등을 수행한다. 지방정부 중 광역지자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정립된 법적 지침에 

의거하여 지역의 교통현안을 중심으로 지방교통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대중교통 운영, 

보행, 택시, 주차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주로 주차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며, 광역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방교통계획 중 해당 지자체의 계획 및 전략 등을 

수립한다.

(2) 도로네트워크 및 교통

도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 도로의 위계에 따라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의 계획 및 운영,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도로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10) 

중앙정부는 Highway England11) 등 소속기관과 함께 고속도로 및 전략도로에 대한 계획, 

도로투자계획, 자율주행차량, 교통표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광역지자체는 지방도로계획 

및 도로 유지관리, 교통관리, 신호체계 개선, 교통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초

지자체에서는 도로 관리, 교통개선, 신호 오작동 개선, 도로시설물 설치, 이벤트 등에 대비한 

특별교통대책수립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2) 시행사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 행정조직의 위계에 

따라 역할이 명확하게 분담되어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전략 및 법적 지침 수립, 지방정부에 

10) 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Motorways and all-purpose trunk roads)는 영국의 전략적 기간 도로망(Strategic road network)을 
구성하는 도로망으로서 잉글랜드 고속도로(구 고속도로 관리청(Highway Agency))에서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015년 현재 전체 도로의 연장은 약 7,139km에 달하며 잉글랜드 전체 도로 중 약 2.4%에 해당하는 길이임. 
그 외 도로는 A-roads, B-roads, C-roads, Unclassified roads로 구분되며, A-roads 중 일부는 주간선도로(Trunk roads)로 
법령에 의거하여 지정함. Trunk roads에 포함된 A-road를 제외한 전체 도로는 지방 정부에서 관리 및 운영하도록 규정함
(Traffic Management Act 2004). 런던은 런던 시내 도로 중 Red routes로 분류된 간선도로에 한하여 런던 교통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담당함. Great Manchester 광역권은 2016년부터 Key Road network를 지정하여 
TfGM, Highway England, Great Manchester 내 10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간선도로의 계획 및 운영, 유지보수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11) 구 도로관리청(Highway Agency)이 공기업으로 변경되어 고속도로 및 A-도로의 운영유지관리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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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예산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광역지자체에서는 법적 지침에 의거하여 지역 교통현안 

중심의 지방교통계획을 수립하고 대중교통 운영, 보행, 택시, 주차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주로 주차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며, 광역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방교통

계획에서 해당 지자체의 계획 및 전략 등을 수립한다. 보행과 주차정책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통해 이러한 역할분담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상세히 살펴보았다.

(1) 보행사업

중앙정부조직인 DfT12)에서는 보행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나 신규 정책의 도입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지방정부에 배포하거나, 보행개선 관련 프로젝트를 직접적

으로 수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DfT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보행 관련 시행정책은 아래와 같다.

 Cycling and walking investment strategy(2017.4)13)

․ 단거리 및 장거리 통행에서의 자연스럽게 자전거와 도보통행이 선택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 2040년까지 목표로 단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목표와 대상정책 및 재원조달계획, 정책시행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정책시행을 위한 거버넌스 조치와 함께 정부에서 조치하고자 하는 개략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음

Local Transport Note 1/11 Shared Spade(2011.10)14)

․ DfT의 지방교통팀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가이드라인

․ 2000년대 후반에 주목받기 시작한 공유공간(Shared space) 개념을 영국 내 도로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

인으로서 작성됨

․ 공유공간(Shared space)에 대한 개념 정립,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행태 고찰, 사업발굴, 설계 시 유의사항, 

상세설계 지침 등을 포함함

[표 3-4] 영국 중앙정부의 보행 관련 시행정책

12) DfT: 교통부, 잉글랜드 지역의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13)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03527/cycling-walking-invest
ment-strategy.pdf

14)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873/ltn-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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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행정기구인 런던 교통국의 런던공간개발 전략에 대한 계획서인 ‘The London 

Plan’15)의 교통부문에서는 보행 관련 정책 추진방향으로 아래와 같은 장기적 계획을 수립

하고 있다.

전략

․ 공유공간(Shared space)의 원칙 적용 및 보행자를 위한 가로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유관 

기관과의 협력 추진 

․ 가로경관 정비, 접근성 제고, 보도 정비 등 추진

계획
결정

․ 개발 제안 시, 양질의 보행자 환경을 보장하고 런던의 보행설계 지침을 참고하여 보행자 및 가로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함

런던
개발

프레임
워크

․ ‘Development Plan Document’는 런던 보행 네트워크([그림 3-1])와 연결되는 구간을 유지 및 홍보하여야 함. 

도심 및 교통수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는 접근 가능하고,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보행자 통행개선을 위한 ‘Legible London 프로그램’을 홍보하여야 함

․ 기존의 보행자 시설이 제안된 용도에 적합하고 신규 개발 시 보행자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 가로경과 정비, 공유공간(Shared space)의 원칙 적용, 접근성 제고 등을 포함한 양질의 보행 및 

가로환경 개선을 적극 권장

[표 3-5] The London Plan의 교통부문 보행 관련 정책 추진방향

출처: Transport for London

[그림 3-1] 런던의 보행 네트워크 

15) Greater London Authority의 설립에 대한 법에 따라 런던시장은 공간개발전략인 The London Plan을 수립해야 하며, 자치구의 
지역개발 전략은 이 계획과 정합성을 가지도록 구상되어야 함. The London Plan은 20년~25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여, 
경제, 환경, 교통 및 사회적 프레임워크가 통합된 전반적 전략계획과 함께 교통, 경제개발, 주택, 문화, 보건복지, 환경, 
토지이용 및 개발 등의 부문 계획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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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교통국에서는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보행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사업의 형태는 LIP(Local Implementation Programme)16)와 같은 자치구의 교통부문 

종합계획의 한 부문으로 추진하거나, 보행과 관련된 개별사업으로 추진한다.

런던 교통국에서 각 지자체에 배포한 ‘2016/2017 예산신청지침’에 따르면 각 자치구의 

LIP에서 보행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런던 교통국에서 발간한 보행설계지침(Pedestrian 

Design Guideline)과 보행개선효과 분석지침(Measuring Pedestrian Activity)의 

내용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LIP에서는 Walk London Network 경로를 

개선하기 위한 길찾기, 조명 및 휴식의자 등 가로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계획을 지원하며, 

보행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런던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행 관련 사업은 런던시내 보행 및 차량을 위한 

가로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인력과 재원을 확보하여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2년 당시 시장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Road Task Force(RTF)17)에서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의 협력하에 TfL이 주도하는 사업으로는 도로현대화계획(Road Modernisation 

Plan)이 대표적인데, 이 계획에는 17개의 주요 개선사업과 33개의 교차로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런던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런던 교통국과의 협력(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다수의 

보행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각 자치구에서 수립한 LIP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행 및 자전거에 대한 특정 개선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편성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7년 TfL은 지자체에 대한 예산으로 218백만 파운드를 편성하였으며, ‘Strategic 

walking and cycling programmes’18)을 위한 예산 7천만 파운드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사업 중 보행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6) LIP: ‘Greater London Authority Act 1999’에 의해 제정된 법적 계획으로서 런던시장의 교통전략에 대한 자치구의 구현 
계획을 담고 있음. 이는 런던 자치구에서 수립·시행하며 매년 수립해 런던교통국의 선정을 거쳐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17) Road Task Force는 독립기관으로서 런던시내의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재설정한 도로등급체계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도로환경
을 정비할 것을 독려하고, TfL과 지자체의 협력체계하에서 런던 도로환경의 전반적 정비를 담당하고 있음

18) Strategic walking and cycling programmes에는 Quietways, Mini-Hollands and Liveable Neighbourhoods와 같은 세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Quietways와 Mini-Hollands는 자전거 도로 개선에 관련된 사업이며, Liveabel Neighbourhoods 
사업은 런던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자치구에서는 관련 계획에 대한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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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용

Camden

Tottenham Court Road, Gower Street 및 Bloomsbury Street를 연결하는 도로 개선 
및 도심지 공원 조성. Tottenham Court Road 버스 및 자전거 공유 전용차로 운영(주간), 
Gower Street 자전거 전용차선 분리, 2018년 Elizabeth 라인 개통 전 Tottenham Court 
Road 지역의 공공 영역 개선 사업 포함(£ 6.7m)

Westminster
NorthBank BID와 제휴하여 Strand 및 Aldwych 지역 개선을 위한 자전거, 보행, 버스 
및 공공 영역 개발. Baker Street와 Gloucester Place의 도보, 자전거 및 버스 시설 개선 
및 Bond street 지역의 공공 영역 개선 사업(£ 3.6m)

Hounslow 
Hanworth Park와 Feltham Town Center를 연결하는 Longford River를 경유하는 
Greenways 공동이용 개선사업(£ 2.6m)

City of London 
Puddle Dock, Canon Street와 신규 교차로, West Smithfield 지역 및 Snow Hill과 
Holborn Viaduct의 교차점 등 사고 발생우려 및 교차점 주변의 안전 개선(£ 1m)

Havering 
Romford Market Place와 새로운 시장건물 조성, 공공 영역 작업, 보도 재포장, 나무 
심기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 정비 등 포함(£ 2.3m)

Croydon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성과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넓고 보도와 자전거 경로, 
South Norwood 타운 센터의 공공 영역 개선 등(£ 2.9m)

Lambeth 
Norwood Road에서 산책과 자전거 이용을 더 안전하게 하고 더 매력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선사업 추진(£ 3.8m)

Bexley
관할 지역 내 충돌사고 횟수를 줄이기 위한 안전 조치로서, 특히 주차 시행을 포함한 
학교 주변의 안전 문제 개선(£ 1.9m)

[표 3-6] 보행 관련 자치구 사업

(2) 주차사업 

중앙 및 광역행정조직에서는 주차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관련 지침수립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차 관련 업무는 기초행정조직에서 중점적

으로 진행하고 있다. 런던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주차 정책으로 거주민 주차허가제, 주차

통제구역 설치 및 운영(주차허용시간 차등화), 노상주차계획 및 운영(매년 노상주차장의 

위치 및 범위, 요금 수준에 대한 결정 및 공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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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중앙
정부

․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

․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침 수립

․ 지자체 공모사업에 예산지원

광역
지자체

․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 

․ 런던 광역시의 교통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는 주차부문 전략 수립 및 관련 규정(설치기준 등) 정비

․ 런던시장의 교통정책 전략에 부합되는 지자체의 주차정책의 지원사업

기초
지자체

․ 직접적으로 주차사업을 수행

․ 세부사업내용: 주차정책 전략개발, 주차장 설치기준 제정, 거주민 주차허가제, 주차통제구역 설치

및 운영(주차허용시간 차등화), 노상주차계획 및 운영(매년 노상주차장의 위치 및 범위, 요금

수준에 대한 결정 및 공표), 공영주차장 운영(위탁 또는 직영의 형태로 공영주차장 운영), 장애인용

주차계획 및 운영, 주차요금 징수, 민간 위탁운영 및 CCTV를 활용한 주차단속 

[표 3-7] 주차사업 관련 행정조직별 수행내용 및 특징

지자체가 주관하는 주차단속제도는 ‘Traffic Management Act 2004’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위반단속지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적절한 자격을 갖춘 

민간집행관(Civil Enforcement Officers: CEOs)을 고용하거나 민간주차단속기관

(Enforcement agents)에 위탁집행할 수 있다. ‘Traffic Management Act 2004’는 기존의 

‘Road Traffic Act 1991’과 일부 지자체(런던)의 법령에서 명시되었던 도로위반 단속권한 

및 집행에 관한 내용을 대체하고 있으며, 노상주차 및 교통소통 관련 위반사항과 노외주차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이원화되어 있던 단속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조직인 DfT의 지방교통팀에서는 주차단속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데 의무적으로 준수 및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지침([표 3-8])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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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반의 민사 집행에 관한 지방 당국에 대한 법규 지침(Statutory Guidance to Local 
Authorities on the Civil Enforcement of Parking Contraventions)19)

․ ‘Traffic Management Act 2004’의 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주차단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세부적 추진사항에 

대한 지침 명시

․ 제도 도입배경과 법적 근거, 민간주차단속의 목적, 관련 이슈, 주차단속인원 교육 및 직업의식, 주차단속

정책의 홍보, 노상주차 단속행위, 민간주차단속기관(Enforcement agents)의 활용, 주차단속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지자체 수행 지침 제시

지방 당국에 대한 운영 지침: 주차 정책 및 집행(Operational Guidance to Local Authorities: 
Parking Policy and Enforcement)20)

․ ‘Traffic Management Act 2004’의 제정으로 지자체의 주차정책에서 수용하여야 하는 변화와 절차

․ 내용은 ‘주차 위반의 민사 집행에 관한 지방 당국에 대한 법규 지침’과 유사하나, 세부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21) 제공

[표 3-8] 영국 중앙정부의 주차 관련 지침

3_도로관리체계에서 자치구의 역할

앞 절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살펴보기 위해 영국 사례를 검토하였다. 영국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자치구의 위계에 따른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 외교정책, 방위, 복지, 세법 등을 관할하며, 지방정부에서는 문화예술, 경제, 

환경, 교통, 방재, 건강 및 스포츠 등 생활측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치구에서는 지역수준

에서 필요한 세부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 지방정부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자치구는 생활권 주차관리와 같은 실무를 주요 역할로 수행하는 등 행정조직의 위계에 

따라 역할이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19)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09788/statutory-guidance-
local-authorities-enforcement-parking-contraventions.pdf

20)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96987/operational-guidance.pdf

21) 이 지침의 내용은 국가 및 지방의 정책, 주차단속의 목적 및 평가, 관할 주민 대상 홍보, 주차단속인력의 교육 및 전문직업의식, 
단속장비, 단속방법, 예외사항, 이의제기 및 수용절차, 재정적 평가 등으로 Statutory Guidance와 유사한 구성으로 되어 
있음. 단, 사항별로 상당히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단속방법은 Civil Enforcement Officer를 위한 핸드북, 
복장, 장비, 이동수단 등에 대한 지침과 벌금과 벌금 고지서(Penalty Charge Notice: PCN), 이중 주차 및 연석 낮춤 구간의 
주차에 대한 단속, 장비를 활용한 단속방법, 견인 등의 세부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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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영국의 주체별 역할분담 

서울시 자치구는 도로관리 기관으로서 구도와 보도의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구도는 

서울시 도로의 45.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그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재 자치구는 예산문제 등으로 도로관리 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계에 따른 역할분담은 영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 행정조직의 위계에 

따라 기관별로 해야 할 일과 적합한 일이 있을 것이고, 기관 특성에 따라 업무와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 국가 및 광역 차원에서는 그 위치에 맞게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과 방향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치구 역할이 중요한 생활도로에 대한 자치구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생활도로는 기존의 차량 위주의 정책으로 생활도로 내 보행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에 확보된 보행공간조차 주차차량에 침범당하고 

있으며, 생활도로의 보행공간 부족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자치구는 주차문제 

해결을 통해 생활도로의 보행공간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생활도로의 운영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는 

보행공간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지, 보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지 

등 생활도로의 운영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생활도로의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해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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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중심으로 각 자치구의 특성이 고려된 생활도로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보행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자치구별 계획에 맞추어 생활도로 

내 보행공간 확보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생활도로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자치구의 역할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① 자치구 도로현황 파악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생활도로 DB 구축’

② 보행공간 중심의 ‘생활도로 운영계획 수립’

③ 자치구 계획에 반영 및 예산 확보로 ‘보행공간의 지속적인 확보 및 관리’



04
보행공간 중심의 

‘생활도로 운영계획’ 수립 

1_자치구 생활도로 관리를 위한 DB 구축

2_보행공간 중심의 생활도로 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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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보행공간 중심의 ‘생활도로 운영계획’ 수립

1_자치구 생활도로 관리를 위한 DB 구축

생활도로의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생활도로의 현황 및 운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DB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앞서 조사한 생활도로 보행공간 운영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 생활도로 DB 구축 내용과 구축 방안을 검토하였다. 

1) 생활도로 DB 구축 내용

생활도로 DB 구축은 자치구의 도로현황 파악과 보행공간 확보가 목적이므로 ① 보행공간이 

포함된 도로구간의 정보와 ② 보행공간의 위치 및 상태에 대한 보행공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로공간의 조사는 도로의 운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도로의 폭과 운영형태(일방향/양방향), 보행로 위치 및 형태, 보행로 폭의 

정보가 필요하다. 보행공간은 도로를 따라 도로 양쪽에 정보가 존재하며, 동일 도로상에서도 

건물의 변경에 따라 보행공간 요소 및 공간의 변화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도로공간과 

분리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건물단위로 조사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조사해야 한다. 

보행공간 조사에서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므로, 보행공간의 상태 및 기타 특이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보행공간의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사
구분

도로
폭

도로운영
형태

노상
주차장

보행공간
보행공간

위치
보행로
형태1

보행로
폭1

보행로
형태2

보행로
폭2

불법
주정차

도로
공간

m
일방향
양방향

없음
있음

없음 
있음_도로한면 
있음_도로양면

도로 내
도로 외

보도블록/볼라드/
건축선 후퇴

m
보도블록/볼라드/

건축선 후퇴
m

있음
없음

[표 4-1] 도로공간 필요정보 

조사구분 보행로 여부 보행로 형태 보행공간상태 보행로폭 기타

보행공간 있음
보도블록/볼라드/
펜스/건축선 후퇴

적치물
주차공간

기타
m

옆 건물과 담장 막힘
건축선 경계구분 어려움/기타

[표 4-2] 보행공간 필요정보 



04 보행공간 중심의 ‘생활도로 운영계획’ 수립 / 39

[그림 4-1] 생활도로 DB 구축 사례

2) 생활도로 DB 구축 방안

◦ 주차수급 실태조사의 보완으로 생활도로 DB 구축

자치구 사업인 주차수급 실태조사는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내 모든 주차시설의 

위치, 운영시간, 규모, 요금 등 사항은 물론 도로상에 주차된 모든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위치, 차종, 번호판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생활도로 DB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한다면, 기존의 인력과 행정절차 활용으로 생활도로 DB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활도로 DB 구축 결과는 자치구의 불법주정차 해결 및 거주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존 주차수급 실태조사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

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표 4-3] 주차수급 실태조사 시행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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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수급 실태조사의 현황 및 문제점

주차수급 실태조사는 각 자치구에서 3년 주기로 시행되며, 주차시설 현황조사와 주차이용 

실태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의 소재지, 형태, 

규모, 요금,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며, 주차이용 실태조사는 도로 위 모든 주‧정차 차량의 

위치, 적·불법 여부, 차종, 차량번호 등을 조사한다. 이는 「주차장법」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조의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주차수급 실태조사로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차장의 

기초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에는 지역별‧조사구역별 주차시설 

현황, 주차수요 현황,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별 기본정보와 통계가 제공되고 있다.

자료: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그림 4-2]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주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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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그림 4-3]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주차장 수요)

자료: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그림 4-4]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주차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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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차관리시스템에는 주차 현황에 대한 단순 통계 및 주차장의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불법주차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기본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불법주정차는 

시시각각 변하는 유동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3년에 한 번 조사되어 주차장 외 주차 

수요로만 활용되며, 발생 위치와 차량종류에 대한 정보뿐으로 문제개선을 위한 자료가 

아닌 현황자료에 머물러 있다. 또한 주변부 도로폭 및 운영여건 등 기본 정보가 부족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려면 주차관리시스템의 정보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확인이 필수적이다. 이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전검토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정보가 부족하다. 

자료: 서울특별시(2016), 「서울시 주차실태조사 조사지침서」, 서울시 주차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그림 4-5] 주차수급 실태조사 불법주차 기입양식 및 조사결과

◦ 생활도로 DB 구축을 위해 조사구역 재설정 필요

생활도로 관리를 위한 DB는 도로의 정보뿐 아니라 도로상 노상주차장, 도로변 건물의 

건축선 후퇴부분 정보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도로면도 공간특성이 변화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주차수급 실태조사의 조사구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에 따라 도로를 경계로 구분하고 있다([그림 4-6]).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보완하여 자치구 생활도로 DB 구축에 활용할 경우, [그림 4-7]과 

같이 도로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하는 건축물 단위로 조사구역 설정 

기준이 변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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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특별시(2016), 「서울시 주차실태조사 조사지침서」

[그림 4-6] 현재 주차수급 실태조사 조사구역 경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의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려는 경우 그 조사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1.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표 4-4] 주차수급 실태조사 방법 관련 법령

[그림 4-7] 생활도로 DB 구축을 위한 조사구역 경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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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보행공간 중심의 생활도로 운영계획 수립

1) 생활도로 운영방향 설정

보행공간 중심의 생활도로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일본 커뮤니티존의 도로형성 매뉴얼과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사례를 살펴보았다. 우선, 커뮤니티존은 일본의 경찰청, 건설성의 

도로국, 도시국이 협조하여 실시한 사업으로 1996년 도쿄도 미타카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기존의 주거환경계획이나 경관계획이 교통계획과의 연계성이 약했던 것을 보완하고자 했으며, 

지구 차원으로 면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교통규제를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교통진정시설을 설치해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감소시키고자 했다. 

커뮤니티존에서는 속도규제, 통행금지, 주차규제 등 소프트적인 교통규제수단과 험프, 쵸커, 

시케인, 노면요철 포장 등 하드적인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을 이용하여 계획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22)

보·차 공존도로 보도폭원 확대 

차량속도 억제 교차로 개선 과속방지턱 설치

자료: 경찰청·도로교통공단·서울시립대(2010), 「생활도로 속도관리(zone30)를 위한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

[그림 4-8] 일본 커뮤니티존의 교통정온화기법 활용사례

22) 경찰청·도로교통공단·서울시립대(2010), 「생활도로 속도관리(zone30)를 위한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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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차고지 증명제 도입으로 도로공간 계획에 주차가 제외되어 있어 커뮤니티존의 도로 

이용주체는 보행자를 기본으로 하고, 자전거 및 차량통행도 고려하고 있다. 그 결과 필요한 

도로의 폭은 보행자 교통량에 따라 자전거·보행자 혼용 도로는 4m 이상, 보차혼용도로는 

6.5m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범위인 기존 시가지는 보행공간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와 거주자 주차공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국내 적용에는 도로공간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자전거·보행자 혼용 도로]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가 혼재된 도로]

자료: 일본 커뮤니티존 형성 매뉴얼

[그림 4-9] 일본 커뮤니티 도로 설계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의
 보행자 교통량

전용 공간 공용 공간 합계

1,000명/시 이하
1.5m 이상(편측) 2.5m 이상 4.0m 이상

3.0m 이상(양측) 2.5m 이상 5.5m 이상

2,000명/시 정도 3.0m 이상(양측) 3.0m 이상 6.0m 이상

3,000명/시 정도 3.0m 이상(양측) 5.0m 이상 8.0m 이상

5,000명/시 정도 3.0m 이상(양측) 9.0m 이상 12.0m 이상

자료: 일본 커뮤니티존 형성 매뉴얼

[표 4-5] 교통량별 자전거·보행자 혼용 도로의 바람직한 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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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의 보행자 교통량 보차공존도로에 필요한 폭

보행자 교통량 통행방식 자동차 전용 공간 공용 공간 합계

1,000명/시 이하

일방통행 소형차만 2×1.5m 이상 3.5m 6.5m 이상

일방통행 대형차 통행 2×1.5m 이상 4.0m 7.0m 이상

양방통행 대형차 통행 2×1.5m 이상 8.0m 11.0m 이상

2,000명/시 이하
일방통행 대형차 통행 2×2.5m 이상 4.0m 9.0m 이상

양방통행 대형차 통행 2×2.5m 이상 8.0m 13.0m 이상

3,000명/시 이하
일방통행 대형차 통행 2×3.5m 이상 4.0m 11.0m 이상

양방통행 대형차 통행 2×3.5m 이상 8.0m 15.0m 이상

자료: 일본 커뮤니티존 형성 매뉴얼

[표 4-6] 교통량에 대한 보차공존도로에 필요한 폭 기준

한편, 국내에서도 가로 내 보행자 안전 증진과 보행자 공간 확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보행자 안전의 관점에서 주택가의 가로설계 개선안에 대해 연구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단독주택지구 가로망 계획 개선방안 연구(한국교통연구원, 2016)’에서는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차량동선을 계획하기 이전에 보행축을 우선 

계획하였다. 거주자 외의 외부차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위요형(커뮤니티 중시형) 가로망 

구조의 특징을 살리고 단지 외곽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단독주택지구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이 연구의 범위인 기존 

시가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6),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단독주택지구 가로망 계획 개선방안 연구」

[그림 4-10] 단독주택지 도로 및 주차장 개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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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내용 설계방안

보행자 중심의 
단독주택지구 계획

ㆍ가구 중심이 아닌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설계
ㆍ차로부터 안전한 보행자도로 배치

ㆍ보행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공간분할
ㆍ격자형 패턴 지양 및 굴테삭과 3지교차 중심

보행자 중심의 
가로설계

ㆍ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로를 조성할 수 있는 설계지침 개발

ㆍ설계 이후 가로에 대한 책임과 권한 이양
(시기, 주체 조정)

ㆍ차량의 과속이나 무분별한 주차 최소화
ㆍ가로의 폭 충분히 넓음: 넓은 보도 확보
ㆍ가로의 폭 좁음: 보행자우선도로 설계
ㆍ노상주차면 설치 최소화

공동주차장 도입
ㆍ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주차 제어
ㆍ주민 간 교류기회 상승 및 주차장 조성비 

분담 가능
ㆍ클러스터 단위로 공동주차면 확보

주민공동관리
ㆍ주민이 공동으로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할 수 

있도록 입주민 협의체 구성 및 표준약관 작성

ㆍ클러스터 단위로 주차면 이용 및 관리
ㆍ공동주차장을 이용하는 거주민 단위로 입주자 

대표 선정, 공동시설 관리(주택 및 주차장 포함)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6),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단독주택지구 가로망 계획 개선방안 연구」

[표 4-7] 단독주택지 개발 개선안

생활도로 운영 사례분석 조사결과 차도와 보행공간이 구분되지 않아 보행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도로가 대부분이고, 생활도로에 보행공간이 확보되어 있어도 보행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불법주정차 문제가 있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생활도로는 거주자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보행공간과 

거주자의 주차공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생활도로의 공간계획으로 거주자의 

보행공간과 거주자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후, 나머지 공간에 승용차 공간을 배치하여 보행

공간을 중심으로 생활도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생활도로의 공간계획 현황 승용차 차로 >> 주차공간 > 보행공간



보행공간 중심 생활도로 
공간계획 우선순위

보행공간 > 거주자의 주차공간 > 승용차 공간

[그림 4-11] 생활도로의 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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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 운영 사례분석에서 생활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가장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

하고 차량공간과 구분된 보행공간이 확보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축된 

생활도로 DB를 활용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도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활도로 운영방안의 공간계획 우선순위는 ① 보행공간 확보, ② 거주자의 주차공간 

확보, ③ 통과차량, ④ 외지인 주차로 설정하였다. 생활도로는 자치구 관리대상인 거주자의 

생활공간이므로 보행공간의 확보와 거주자의 주차공간 확보를 우선으로 하였고, 이 연구의 

생활도로 범위인 기존 시가지는 보행공간의 확보가 우선이므로 건축물 후퇴부분까지 보행

공간으로 포함했다.

우선순위 내용

1 보행공간 확보

2 거주자의 주차공간 확보

3 통과차량 

4 외지인 주차

[표 4-8] 생활도로 운영방안의 공간계획 우선순위

2) 생활도로 유형별 운영방안

생활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생활도로 운영현황을 보행공간의 확보 여부와 보행

공간의 위치·형태·상태에 따라 [표 4-9]와 같이 구분하고, 운영개선이 필요한 유형을 선정

하였다. 생활도로 운영 사례분석 결과 화분 등 적치물로 인해 보행공간이 침해당한 경우도 

많았으나, 이는 자치구의 관리에 따라 보행공간으로의 환원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보행공간의 운영개선이 필요한 유형은 보행로와 차로구분이 안 되어 있어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한 유형과 보행공간은 확보되어 있으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형으로 한정

하였다. 운영개선 대상 유형은 [표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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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공간 위치 보행공간 형태 보행공간 상태
보행공간
확보 여부

개선대상 

차도·보행공간 구분 없음 미확보 유형 1

도로 내

보도블록 - 확보 -

보도블록 주차 미확보  유형 2

볼라드 - 보행공간 확보 -

도로 외
건축선 후퇴부분 - 보행공간 확보 -

건축선 후퇴부분 주차 미확보 유형 3

[표 4-9] 보행공간 중심의 도로공간 구분 및 운영개선 대상 유형 선정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예시

도로
공간
유형

차도와 보행공간 구분 안 됨

보행공간 
위치

보행공간 
형태

보행공간 
상태

보행공간 
위치

보행공간 
형태

보행공간 
상태

도로 내 보도블록 주차 도로 외
건축선 

후퇴부분
주차

[표 4-10] 운영개선이 필요한 유형

생활도로의 운영개선이 필요한 유형은 보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불법주정차량이 

보행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대상지가 생활도로인 만큼 자치구 내 보행을 최우선

으로 한다면, 생활도로 외 일반도로와 연결된 생활도로에만 차량통행을 허용하고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일방통행+보행로’로 계획하는 것이 보행공간을 최대로 확보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생활도로는 차량과 거주민이 공존하는 공간이므로 현재 차량과 보행자의 

도로운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부족한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생활도로의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유형과 관계없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전제되어야 하며, 

안전한 생활도로 공간 조성을 위해 생활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와 ‘30구역’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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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이며,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이 혼재되어있는 지역의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생활도로의 보행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운영개선 계획의 

기준으로 적합하다. 또한 차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계획할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30구역’의 적용도 용이하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라. 보행자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제19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할 것

  2.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속도, 차량통행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한 사전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차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계획할 것

  4.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및 녹지체계 등과 최단거리로 연결되도록 할 것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표 4-11] 보행자우선도로 관련 법령

그다음으로 불법주정차는 인근 거주자의 주차수요로 볼 수 있으므로 ‘생활도로 DB’를 활용

하여 거주자에 한해 합법적인 거주자 주차구역을 확보한다. 보행공간 및 거주자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후에도 도로폭이 충분하다면 방문객 등 외지인을 위한 주차공간을 계획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생활도로 내에서 보행자 통행을 최우선으로 하며, 차량통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개선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1. 불법주정차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거주자 차량 생활도로 DB 이용, 가능한 공간에 합법적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제공)

2. ‘30구역’ 운영

3. 도로폭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or 차로운영계획 수립 판단

4. 7m 이상 도로폭이 충분한 경우: 방문객 등 외지인 주차공간 계획 검토

[표 4-12] 운영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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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 1: 차도와 보행공간의 구분이 없는 경우

유형 1은 차도와 보행공간의 구분이 없는 경우이며, 대부분의 생활도로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도블록이나 건축물 후퇴선 등 기확보된 도로 내 보행공간이 없어 다른 유형과 달리 기존의 

차량공간에서 보행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도로폭이 4m 미만인 경우에는 보행공간을 

확보하면 차량의 교호통행도 어려우므로 보차혼용도로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거주자 

주차가 필요한 경우, 생활도로 DB를 활용하여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다른 도로에 거주자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도로폭이 5m~6m 이내이면서 거주자 주차면이 필요한 

경우, 보행자우선도로로 운영하면 합법적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제공이 가능하다. 

도로폭이 7m 이상인 경우에는 보행공간 확보 및 필요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고, 차로운영 계획 수립도 가능하다.

[그림 4-12] 유형 1 사례 

예시

운영
개선
방안

ㆍ불법주정차 단속
ㆍ거주자 주차면 별도 확보 필요

(생활도로 DB 이용)
ㆍ‘보행자우선도로’ 및 ‘30구역’

으로 운영

ㆍ불법주정차 단속
ㆍ거주자 주차공간 필요 여부

(필요시: 합법적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ㆍ‘보행자우선도로’ 및 ‘30구역’으로
운영

ㆍ불법주정차 단속
ㆍ거주자 주차공간 필요 여부

(필요시: 합법적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ㆍ‘보행자우선도로’ 및 ‘30구역’으로 
운영, or ‘보행공간확보’ 후 차로
운영방안 마련

[표 4-13] 유형 1: 차도·보행공간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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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 2: 보도가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유형 2는 보행공간이 도로 내 공간에 위치해 있으며, 보행공간이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주정차 차량은 근방의 주차수요로 볼 수 있으며, 주정차 차량이 거주자 

차량인 경우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유형 1과 달리 보행공간이 확보되어 있지만 보도 

외 공간이 4m 이내인 경우, 주차 및 통과차량을 위한 공간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거주자 주차면은 생활도로 DB를 이용하여 다른 도로에 거주자 주차면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보도 외 공간이 5m~6m 이내이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계획이 가능하다. 

또한 보도 외 공간이 7m 이상이라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확보는 물론 보행공간을 확장

하는 등 다양한 차로운영방안 마련이 가능하다.

[그림 4-13] 유형 2 사례 

예시

운영
개선
방안

ㆍ불법주정차 단속
ㆍ거주자 주차면 별도 확보 확인

(생활도로 DB 이용)
ㆍ‘30구역’으로 운영

ㆍ불법주정차 단속
ㆍ거주자 주차공간 필요 여부

(필요시: 합법적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ㆍ‘30구역’으로 운영

ㆍ불법주정차 단속
ㆍ거주자 주차공간 필요 여부

(필요시: 합법적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ㆍ‘30구역’으로 운영, 차로운영
방안 마련

[표 4-14] 유형 2: 보도블록 내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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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 3: 보도 외 보행공간이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유형 3은 보행공간이 건축선 후퇴부분 등 도로공간 외에 위치하며, 보행공간이 주차공간

으로 활용되거나 주정차 차량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건축물이 상가 등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부분을 보행공간으로 전환하여 관리되도록 할 수 있지만, 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거주자 주차공간이므로 기존의 주차공간을 유지하면서 유형 2와 같이 

도로 폭원에 따라 보행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그림 4-14] 유형 3 사례 

예시

운영
개선
방안

ㆍ불법주정차 단속
ㆍ거주자 주차면 별도 확보 확인

(생활도로 DB 이용)
ㆍ‘30구역’으로 운영

ㆍ불법주정차 단속
ㆍ거주자 주차공간 필요 여부

(필요시: 합법적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ㆍ‘30구역’으로 운영

ㆍ불법주정차 단속
ㆍ거주자 주차공간 필요 여부

(필요시: 합법적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ㆍ‘30구역’으로 운영, 차로운영
방안 마련

[표 4-15] 유형 3: 건축선 후퇴부분 내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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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 보행공간 확보의 지속성 유지방안

1_자치구 기본계획에 반영

1) 자치구 기본계획 현황

보행과 관련된 법정 계획으로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교통안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교통 개선계획(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이 있으며, 계획별로 시행주체 

및 계획수립주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법률명 계획명(시행주체)

교통안전법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국토교통부장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시·도지사)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시장·군수·구청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특별시장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보행교통 개선계획(특별시장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

[표 5-1] 보행계획 및 관련 법률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표적인 법정계획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서울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과 자치구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으로 비교해보았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서울시, 자치구가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자치구 계획, 각 자치구의 계획 모두가 유사하다. 서울시의 기본계획은 자치구 계획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나 그 역할이 부족하며, 자치구 간 지역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계획은 국가기본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정책방향의 실제 집행을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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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실정과 특성이 반영되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그림 5-2]) 또한 지역 간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림 5-1] 서울시와 자치구의 기본계획 비교(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17))

[그림 5-2] 서울시와 자치구의 시행계획 비교(교통안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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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 DB 구축’ 및 ‘생활도로 운영방안 계획’은 자치구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자치구의 영역이며, 수립된 생활도로 운영계획이 실제 생활도로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해에 걸친 단계별 개선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자치구가 수립하는 여러 법정계획에 

자치구별 특성이 반영된 ‘생활도로 DB 구축’ 및 ‘생활도로 운영방안’을 포함한다면, 자치구별 

계획 및 예산운용을 고려한 교통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2_자치구 보행사업을 생활도로 중심으로 전환

1) 자치구 보행사업 현황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행사업은 [그림 5-3]과 같이 서울시 공모사업, 자치구 

자체사업,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업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구 자체사업은 가로환경 

개선사업, 도로정비 사업 등 관내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위한 사업 위주이며, 

자치구의 보행사업은 서울시 주도로 이루어진 자치구 공모사업이 대부분이다. 서울시 

공모사업은 사업시행 지역만 다를 뿐 자치구별로 유사하게 진행되어 자치구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서울시 사업과의 차별성도 부족하다.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미선정된 사업은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기도 하며, 보행 관련 자치구 자체사업이 전혀 계획되지 

않은 자치구도 있다. 한편 ‘도로다이어트’ 사업과 같이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자치구로부터 

사업을 제안받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업사업도 존재한다. 이는 

자치구와 서울시로 이원화된 권한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이며, 향후 서울시의 역할이 필요한 

자치구 자체사업을 발굴할 때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분담의 선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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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서울시 보행사업 형태

2) 생활도로 중심으로 자치구 보행사업 개선

자치구 자체사업은 자치구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자치구의 보행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이 대부분이며, 다른 자치구 사업과의 차별성 

없이 보행특화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자치구 자체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생활도로의 보행공간은 보행자의 안전문제까지 연결되므로 자치구의 역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생활도로 DB 구축’으로 자치구 생활도로의 특성과 운영

상황이 파악된다면, 각 자치구의 특성에 따른 보행공간 확보방안, 거주자 주차문제 해결

방안 등 자치구 자체사업 발굴이 가능하며, 이는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가능한 사업

영역이다. 앞으로의 보행사업은 생활도로를 중심으로, 거주자를 위한 자치구 보행사업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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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지속적인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

주차문제 해결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와 자치구 도로관리를 위한 DB 구축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도 필수적이다. 자치구의 교통 관련 특별회계로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다. 특별회계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세입‧세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회계를 말한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주차장 관리에 따른 과징금,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태료 

등으로 구성된다. 

제21조의2(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 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표 5-2] 주차장법(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근거 및 재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는 주차요금으로 인한 세입에 대해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표 5-3]), 그 외는 [표 5-4]와 같이 세출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주차장법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표 5-3]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규제 관련 법률



05 보행공간 확보의 지속성 유지방안 / 61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비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수탁 보조금
· 노외/부설주차장 설치·운영·관리 보조금 및 
융자금

· 주차환경 개선 관련 사업비
· 일시차입에 따른 상환금

· 공영주차장 설치·관리·운영비
·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보조금
· 노외주차장 설치 보조금 및 융자금
·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업무 인건비 및 비용
· 견인 대행비용
· 주차단속 포상금
·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
·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및 융자금
·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단, 주차요금, 위탁수익금, 특별시·광역시 보조금, 주차
장 설치대체비용, 과징금, 과태료, 주차장 원상회복 이행
강제금 등은 전출금 대상에서 제외)

[표 5-4] 조례에서 정하는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

세출 인정 범위를 기존의 주차사업 관련 지출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에 직·간접적

으로 일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한다면, 보다 넓은 개념의 주차문제 해소와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 자치구 도로관리를 위한 DB 구축사업 또한 자치구의 보행공간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기초 조사로 주차사업의 일환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효율적인 세출 활용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출범위의 전문화가 필요

하다.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도심 주거지역에서는 공영주차장 공급 중심의 사업이 

요구된다. 이때에도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신규 주차장의 설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생활도로 운영개선을 통한 거주자 주차공간 확보’ 등 지역주민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에 맞춰 세출용도를 다양화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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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e Research of Autonomous District for Securing Walk Space of 

Community Road

Shin-Hae LeeㆍJee Eun Jang 

In Seoul, many policies that related to walking environment for making 

a campaign, ‘Seoul, walking city’, are come out, however, there is a 

continuous comment that the policy of Seoul city is divorced from 

actual live in terms of the space which is mostly walk is a community 

road. Also, there is not enough walk space at community road with the 

existing traffic policy that a vehicle has priority.

Autonomous district manages the road and the sidewalk in the district, 

however, it doesn’t pulling its weight as the road management 

administration well. Community road is mostly walk space, and this 

area needs autonomous district’s control for securing the residents’ 

walk space. On this, we review the role of autonomous district for 

securing walk space of community road as institutional aspect and for 

progress detailed project, and suggest an improvement plan.

‘Community road’ is a term that is used in the domain of traffic, and 

an undefined term by law. Also, it has many limited factors with 

existing road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system is difficult to be 

used because community road is hard to be measured intuitionally. In 

the research, the spatial extent of community road is set as narrow 

path in dense residential area of existing urban district which is hard 

to secure walk space as existing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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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 Content

Characteristic of 
Area

- Existing urban area(excluding new development land for 
housing and reconstruction area)

- Dense residential area
Road Classification - Below 12meters wide road(narrow road)

[Table 1] Definition of a side street in of the research

The narrow path which has below 12meters wide road has 77.2% of the 

whole road of Seoul city, and it includes community road. In 

community road, a pedestrian and a vehicle are coexist, and providing 

space access function takes priority over mobility, so pedestrians 

conflict with vehicles more than other types of roads in the community 

road. Hereupon, securing walk space and community road 

management for residents’ parking are needed, improve parking 

problem has to be decided for secure walk space.

Conflict between a 
pedestrian and a driver

Parking violation at a 
community road

Traffic problem of 
emergency vehicles 
because of parking 
violation

[Figure 1] Problems at a community road

Understanding about current condition of community road operation 

is essential for securing walk space and solution of resident’s parking 

problem, and community road DB construction is needed for respond 

to relation problems of gait immediately. However, the present 

autonomous district doesn’t figure out the current condition of 

community road operation. Community road DB’s purposes are 

understand of current situation of road and securing walk space. The 

spatial information has to include the road’s width, roa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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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 two-way), footpath’s location and type, width of footpath, 

etc, for figure out the road management status. The walk space 

information has to examine closely, in terms of building, and it has to 

include footpath’s existence or nonexistence, width, type, and status.

Survey demand and supply of parking, which is an autonomous 

district’s service, is being conducted at the area directly, it is possible 

to construct community road DB with existing human resource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if add the necessary information into the 

community road DB. Also, the result of construction community road 

DB can be used for solving parking violation problems of autonomous 

districts and securing residents’ parking space, so it correspond to the 

intent of existing survey demand and supply of parking.

Section
Width 

of 
road

Road 
type

Road 
parking 

lot

Walk 
space

Location 
of 

footpath

Type of 
footpath

Width 
of 

footpath

Parking 
violation

Road 
space

m
One-way
Two-way

No
Yes

No / 
Yes_One 
side / 

Yes_Two 
sides

In the 
road

Beside 
the road

Precast 
paver/Bol
lard/Setb
ack of a 
building 

line

m
Yes
No

[Table 2] Necessary information of road space 

Section Footpath
Footpath 

type
Status of 

walk space
Width of 

walk space
ETC

Walk 
space

Yes

Precast 
paver/Bollar
d/Fence/Set
back of a 

building line

Pile
/Parking 
space
/ETC

m

Blocked wall with 
neighbor 

building/Difficulty of 
building line’s boundary 

section /ETC

[Table 3] Necessary information of walk space

Existing road space is planned space for vehicle, but community road 

is the space which the residents are living in there. Therefore, 

community road has to be considered for walk space and residents’ 

parking space preferentially. Thereupon, the space plann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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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road is securing walk space and residents’ parking space 

first, and then planning the other vehicle space with the rest area, so 

the community road management project is planned for walk space 

mainly. The existing urban district’s walk space includes the setback 

of a building line.

Existing road space plan:
Road - Carriage way - Parking space = Walk space


community road space plan:

Road - Walk space - Parking space of residents = Carriage way

[Figure 2] Community road space plan

Section Type of road space Example

Type 1
Cannot separate carriage ways and walk 
spaces

Type 2

Walking space location An the road

Type of walk Walking 
space type

Precast pavers

Walking space status Parking

Type 3

Walking space location Beside the road

Type of walk Walking 
space type

Setback of a 
building line

Walking space status Parking

[Table 4] Types that need improvement of operation

Order of priority of 
the space plan

Improvement operation plan

1. Securing walk 
space

2. Securing the 
parking space of 
residents

3. Passing vehicle
4. Parking of outsiders

1. Parking violation vehicle → Parking enforcement
(Resident vehicle → Using community road DB, 
provide legal residents’ parking area of priority)

2. Operate ‘30 Area’
3. Decide mixed traffic street or devise carriage way 

management plan as the road width
4. Road has more than 7meters width: Consideration 

the parking space plan for outsiders

[Table 5] Improvement operation plan of community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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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ous district is responsibility for manage the community road 

which the residents are living in there, and the securing walk space 

in the road is priority as of now. For this, establishment of 

improvement of community road operation that uses the community 

road DB which can understand management state and deduct the 

problem of community road. Construction DB and adjustment of 

improvement of operation need maintenance control consistently, 

and an immediate response as the change of condition of community 

road. If the contents of the construction community road DB and 

improvement of operation are applied to the autonomous district’s 

plan, they can be managed as continuous subject by the autonomous 

district.

The walking environment subject of autonomous district is going 

along mainly with a contest project in Seoul city, and put into 

operation mainly with gait Specialization Street, and the improvement 

of walk environment project without differentiation with other 

autonomous districts. Finding an own business of the autonomous 

district is needed, and the business is an opportunity to perform the 

business which the area need with the district as a center. If the 

characteristic of community road of autonomous district is verified 

with construction of the community road DB of autonomous district, 

it is expected to lead finding an own business of the autonomous 

district with the district’s characteristic as well as securing the walk 

space.

The characteristic of the autonomous districts can be reflected in 

‘Construction community road DB’ and ‘Community road management 

plan’ well. Also, they are related to the securing walk space, solving 

the residents’ parking problem, and pedestrians’ safety, so the traffic 

safety master plan of the area has to include the ‘Construction 

community road DB’ and ‘Community road management plan’ which 

have characteristic of the autonomous district, and make the 

autonomous district is able to establish the traffic planning that 

considers program and use of budget as the autonomous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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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ntinue the ‘Construction community road DB’ business for 

securing walk space and management road though solving parking 

problems, security of budget is for the project is essential. There is a 

special parking lot account which is due to the ‘Parking Lot Act’ as 

traffic related special account of an autonomous district. ‘Construction 

community road DB’ business is a basic inspection for securing the 

walk space of a autonomous district and residents’ parking space, and 

i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arking environment of the 

area directly and indirectly. With the expansion of the scale of 

expenditure, continuous the business promotion is possible as well as 

resolution of the parking problem of the area.

Moreover, the specialization of the scope of expenditure which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 the area is needed for efficient use 

the expenditure. The businesses like making public parking lot are 

needed in the old housing sites which have lack of parking facilities. 

However, making public parking lot is costly, so various using 

expenditure, as the characteristic of the area, to use substantive 

improvement of parking environment businesses for solving the 

residents’ parking problems like ‘Securing the residents’ parking space 

through improvement community road operation’ is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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