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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시의 도심과 부도심을 중심으로 지점별로 영상촬영을 통해 개별 보행속도를 조사하였다. 기존 문헌인 도로용량 편
람이나 교통공학원론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보행 속도는 일반적인 수준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되어 있으며, 좀 더 현실적인 조사를
통해 보행자의 이동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총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보행 속도조사를 오전과 오후 각 2시간씩 총 4시간
을 조사한 결과, 보행속도는 평균 1.29m/s 수준이었으며, 토지이용별로 보면 상업지역이 업무지역에 비해 약 0.03m/s정도 상대적으
로 빠르게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오전에 비해 오후의 보행속도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속도
가 급속히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있는 지역이 미분리되어 있는 지역에 비해 보행속도의 편차가 상대
적으로 적었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보행로,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 유효 보도폭이 상대적
으로 클 수록, 오전 시간(07~09시)에 보행속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고는 보행로의 보행환경과 보행속도와
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행자의 보행특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연구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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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보행은 원초적인 공간적 이동수단이며, 현재 모든 활동에
있어 필수적으로 보행이 동반되고 있다. 또한 극심한 도시에서
차량의 지정체로 인해 자가용 억제를 위한 대중교통 수단의 활
성화와 더불어 목적지까지의 보행경로 다양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하지만 보행에 대한 중요성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나, 기존 교통관련 논문에서는 대부분 교통시설 및 차량을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체육분야의 경우 인간의 행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행패턴 및 보행에 따른 신체적 변화 등의 연구가 꾸준히 보고
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교통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보행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교통분야에서도 보행과 자전거,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
나 국내 대도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보행과 관련하여 보도의 보행환경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보행서비스수준(LOS)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의
Highway Capacity Manual(HCM)을 그대로 도입되어 현실적
으로 국내 현실과 부적절한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으
며, 한국인의 특성과 보행로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정립될 필요
가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보행서비스 수준에 대한 연구 방법론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보행서비스수준의 평가기준 중 하나인 보행속도는 일
반적으로 보행자군의 약 90%가 1.2m/s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정의되어 있으나(교통공학원론) 모든 보행환경이나 성별, 시간
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보행속도가 일정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보행환경수준 평가기준 및 보행자의 특성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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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위한 요소 중 하나인 보행속도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지점별
로 판독이 가능한 지점에 영상촬영을 실시하였으며, 토지이용별
특성에 따른 자유속도 편차 및 성별 보행특성, 보도시설에 따른
보행속도 편차, LOS가 A 수준(보행밀도 기준)일 경우 토지이
용, 성별, 보차분리유무 등으로 구분하여 자유보행속도 및 편차
등 이에 중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보행속도
보행속도와 관련한 논문은 주로 보행속도와 밀도, 통행량과의
관계성을 증명하는 것을 중점으로 연구되었다.
보행속도와 보행량, 밀도에 관하여 차량과 동일한 관계식을
갖는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박영춘, 2002)에서는 보
행량과 속도, 밀도를 각각 분석한 결과, 차량과 유사한 관계식을
갖지 않음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좀 더 현실적인 모형의 필
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Richard L. Knoblauch, Martin T. Pietrucha and
Marsha Nitzburb(1996)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연
령대별 보행속도를 연구하였으며, 젊은 보행자는 평균 1.51m/s
정도의 보행속도를 나타냈으며, 노인은 1.25m/s, 젊은 남성은
1.56m/s, 여성은 1.46m/s의 보행속도 수준을 제시하였다.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와 관련하여 보행속도조사를 실
시한 연구(장명순, 2006)에서는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의
유무에 따른 보행속도와 이에 따른 적합도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 차로수별 보행자 행태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은 1로써 잔여시간 표시장치의 설치로 인해 보행속도의
분포차이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교통분야가 아닌 운동을 위한 보행에 관한 연구를 보면(조은
영, 2009), 보행패턴이 불규칙적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자전거

를 타는 등의 분석대상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남자는 오전에
1.3m/s 오후 1.23m/s, 반면 여성은 오전에 1.22m/s, 오후에
는 1.13m/s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목할 점으로 동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밀도가 높을수록 보행속도는 느려지며, 그에 반해 혼자
보행을 하는 경우 보행밀도가 높을수록 기존에 비해 더 빨리 걷
는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보행밀도가 높을수록 보
행속도가 낮아진다는 기존 이론에 대하여 홀로 걷는 보행자에게
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2. 조사방법 및 자료추출
조사지점별로 성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속도조사를 수행하
였으며, 조사시간은 오전(07~09시), 오후(18~20시)로 총 4
시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부 지점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미분
리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차량의 점유로 인한 공간을
각 시간대별로 차별화하여 밀도를 산정하였다.

2. 보행환경 서비스수준(LOS)
보행의 보행환경서비스 수준에 대한 연구(이신해, 2012)에서
는 서울시 유동인구조사지점에 대한 보행량 조사를 기초로 기존
의 KHCM을 적용한 보행환경 서비스수준(LOS) 산정결과
90% 이상이 LOS A로 분석되었으며, 현실적으로 보행환경을
평가하는 것이 KHCM의 LOS 방법은 부적절하며, 유효보도폭
의 절대적인 값을 고려한 물리적 기준 LOS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보도폭과 보행서비스수준과의 관계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
해 분석한 연구(이준, 2009)에서는 한국인 체형과 평균보행속
도를 고려하여 최소 1.6m를 임계치로 하여 폭원 감소에 따라
LOS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보행자가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폭원이 2.0m 이상에서는 서비스수준이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다.
미국의 뉴욕시(2006)의 경우 Highway Capacity
Manual(HCM)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뉴욕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행량, 보행속도, 속성조사를 통한 보행특성, 보행경로 주변 장
애물 조사(영상촬영 실시)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LOS를 산정
하였다.

Ⅲ. 연구방법

그림 2. 지점조사 방법

또한 2012년도의 유동인구조사지점 중 본 조사대상지점에 대
한 기초정보자료(경사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지하철입구 유무
등)를 활용하여 지점별 특성자료로 활용되었다.
지점별로 개별 통행에 대하여 속도조사를 실시한 후 도로용량
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행자 서비스수준이 A(보행밀도 0.3


1. 조사지점 선정
영상촬영시 비디오 촬영이 가능한 지역(영상촬영장비 설치가
가능하고 야간 조사 시 판독이 가능한 지점)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보행량이 지나치게 적지 않은 지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점
을 선정하였다.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2009년 유동인구조사의 보행량 자료
를 기준으로 토지이용별로 보행량이 높은 지점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였으며, 강남역, 종로3가역, 종각역, 인사동, 명동역, 서울
역 등의 주변 15지점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서울 도심과 부도심의 주변 1층부 토지이용별로 상업과 업무
지역으로 구분하여 2012년 10월 영상촬영조사를 실시하였다.

인/ )이상 시간대의 보행 속도자료를 추출하였다. 보행서비스
수준을 A 이상의 자료로 보행속도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이
유는 일반적으로 보행류는 보행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
하며, 이로 인해 보행속도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1. 조사대상지점 선정
그림 3. 연구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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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분석
1. 보행속도 비교 및 분석
본 연구 자료에 대한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널리 이
용되고 있는 IBM SPSS Statistics 21(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를 활용하였으며, 시간대별, 성별, 토
지이용별, 보행환경별로 세분화하여 각 특성별 보행속도에 대하
여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전체 데이터 분석
개별 통행에 대한 시간대별 보행밀도(1분 단위 조사)의 보행
서비스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 조사 데이터의 약 95.4%가
LOS가 A수준 이었으며, 대부분 조사대상 지점은 주변 사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보행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총 표본수는 6,722명이며, 시간대별로 보면 최소 537명, 최
대 1,214명의 표본수가 조사되었다.
전체 표본수에 대한 분석결과 평균 보행속도는 1.29m/s이
며, 토지이용별로 보면 상업지역이 1.30m/s로 업무지역에 비해
약 0.03m/s정도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술통계분석 결과
토지유형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업

4,383

0.58

2.19

1.30

0.28

0.32

0.37

업무

2,339

0.55

1.95

1.27

0.24

0.39

0.09

그림 5. 시간대별 보행속도 분포(95% 신뢰구간)

2) 토지이용별 비교
토지이용별 비교에 앞서 속도에 따른 상업지역과 업무지역의
정규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상업지역과
업무지역 모두 정규분포 형태를 나타냈으며, 각 토지이용별 그림
은 아래 그림 6과 같다.

그림 4. 보행속도별 빈도수 분포

2) 시간대별 비교
오전과 오후의 총 4시간에 대한 시간대별 보행속도 비교 결
과, 오전 시간에 비해 오후 시간대의 보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낮
았으며, 오후 시간대 중에서도 19시간대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오전 시간대의 보행은 출근 및 등교를 위해 빠른 보행속도
를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높은데 반해 저녁시간대에는 집으
로 귀가하거나 여가생활, 친목활동 등의 이동으로 시간적인 제약
이 적어 보행속도를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기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토지이용별 빈도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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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토지이용특성에 따른 성별 보행속도를 비교한 결
과 오전에 상업지역이 업무지역에 비해 남녀 모두 상대적으로
빠른 보행속도가 빠르게 이동하는 반면에 오후 시간대에는 업
무지역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동하였다.
이는 지역 특성상 상업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오후시간대로
써 보행자의 쇼핑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 보행속
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반면, 업무지역은 모든 활동이
업무를 중심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
으로 덜 받으며 이동에 목적성이 상업에 비해 뚜렷하여 보행패
턴을 일괄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그림 8. 성별 보행속도 분포(95% 신뢰구간)
표 2. 성별-시간대별 평균 보행속도 및 샘플수
구분

오전 전체
남

오후 전체

여

남

여

평균 보행속도(m/s)

1.38

1.31

1.26

1.16

N

5,812

6,412

7,395

7,465

시간대별 토지이용특성에 따른 성별 보행속도를 비교한 결과
오전에 상업지역이 업무지역에 비해 남녀 모두 상대적으로 빠른
보행속도가 빠르게 이동하는 반면에 오후 시간대에는 업무지역
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동하였다.
이는 지역 특성상 상업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오후 시간대로
보행자의 쇼핑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 보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반면, 업무지역은 보행자의 모든 활동
이 업무를 중심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
으로 덜 받으며 이동에 목적성이 상업에 비해 뚜렷하여 보행패턴
을 일괄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그림 7. 시간대별 보행속도 분포(95% 신뢰구간)

3) 성별 비교
남녀의 시간대별 보행속도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행속도가 0.1~0.07m/s 정도 빠르게 나타났으
며,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성의 보행속
도가 점차 느려지는 경향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9. 성별-토지이용별 보행속도 분포(95%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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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차분리에 따른 보행속도 비교
영상촬영조사지점 중 보차분리여부를 조사한 결과 업무지역
은 모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었으며, 반면 상업지역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지점이 4군데, 미분리 지점이 5군데로 조사되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보차분리에 따른 보행속도를 비교하였다.
보행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보도와 차도
의 분리여부에 따른 보행속도를 비교한 결과, 보차가 분리된 지
역이 보차가 미분리된 지역에 비해 보행속도의 감소하는 경향이
적었으며, 이는 보도와 차도의 분리로 인해 보행자가 이동중에
차량이나 보도폭 등의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Coding of Investigated Model Variables
Variables

Unit

Description

-Coding

physical environment
Subway station
Bus Stop
effective sidewalk width
Land use
Level terrain
Obstacle
Fence
Crosswalk
Time of day
evening and commerical
area
Segregation of Pedestrian
and Vehicle
personal attribute
Gender
volume of pedestrian

Yes
No
Yes
No
Meter
commerical area
business area
flatland
other
Yes
No
Yes
No
Yes
No
morning(07～09)
evening(18～19)
Yes
No
Divided

1
0
1
0
Meter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Not Divided

0

Man
Woman
pedestrian per minutes

1
0
Minutes

선형 회귀분석 결과 보행속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리적 환경변수 중 횡단보도(Crosswalk), 보차분리여부
(Segregation of Pedestrian and Vehicle), 장애물여부
(Obstacle) 등의 순으로 영향이 컸으며, 개인속성 변수 중 성별
즉 남성의 경우 보행속도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보행속
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물리적 환경 변수 중 평지 여부(Level terrain), 주변
버스정류장 여부(Bus Stop), 오후시간대 상업지역(evening
and commerical area), 지하철 역(Subway station)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개인속성변수로는 보행량이 보행속도에 음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선형 회귀분석 결과
Adj R-squared = 0.259, N = 6,722
Unstandardized
Fixed Effect
Coefficients

t

B
Constant

그림 10. 보차분리에 따른 보행속도 분포(95% 신뢰구간)

5) 보행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831

35.838

.000

Land use

.058

4.505

.000

Obstacle

.178

8.698

.000

.341

24.717

.000

physical environment

Segregation of Pedestrian and
Vehicle

보행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입력자료로
는 주변의 지하철역(Subway station) 및 버스정류장 유무
(Bus Stop), 유효 보도폭(effective sidewalk width), 토지
이용 형태(Land use), 평지여부(Level terrain), 장애물
(Obstacle) 및 펜스(Fence), 횡단보도 유무(Crosswalk), 보
차분리 유무(Segregation of Pedestrian and Vehicle), 오전
/오후 구분(Time of day) 등의 물리적 환경변수와 성별
(Gender) 및 보행량(volume of pedestrian) 등 개인속성변
수로 구분하여 요인을 분석하였다.

Crosswalk

.381

20.937

.000

evening and commerical area

-.099

-8.039

.000

Bus Stop

-.124

-9.042

.000

Level terrain

-.161

-6.506

.000

Subway station

-.076

-6.195

.000

effective sidewalk width

.008

3.806

.000

Time of day

.025

2.575

.010

personal attribute
Gender
volume of pedestrian

a. 종속변수: 통행속도(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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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value

.076

13.174

.000

-.059

-4.091

.000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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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의 보행속도가 더 낮게 나왔다고 제시하였는데, 본 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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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시간대별 보면 오후의 시간 흐름에 따라 여성의 보행
속도가 점차 느려지는 경향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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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상업지역이 업무지역에 비해 남녀 모두 빠른 보행속도로 이
동하는 반면에 오후 시간대에는 업무지역의 보행자가 상대적으
로 빠르게 이동하였다.
보차분리여부에 따른 보행속도 비교결과, 보차가 분리된 지역
이 보차가 미분리된 지역에 비해 속도가 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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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토지이용형태별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추가적인 지점 선
정 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상촬영을 통한 보행속도조사를 하면서 오전 시간대는 주로
혼자 통행하는 보행형태를 나타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 오후
가 되면서 그룹으로 보행하는 보행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
에 대하여 그룹을 2인, 3인, 4인, 5인 이상 등으로 다양하게 세
분화하여 성별 보행속도를 추가적으로 분석해야하고, 일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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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보행과 차량은 대가로 상의 대중교통이 빈번한 지
역에서는 서로 영향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차량과
보행의 volume, speed 등과 관련하여 상관관계를 시간대별로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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