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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협력필요성) 현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각 부처 담당업무 위주의 대책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공동추진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빅데이터 활용) 본 연구는 모바일 빅데이터, 보행서비스 네트워크 빅데이터, 교통카드 빅
데이터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세먼지 관련 현황과 사례분석 등을 수행함
* 모바일 빅데이터(미세먼지 농도별 활동인구 차이), 보행네트워크/교통카드 빅데이터(보행네트워크 구성)

(협력방안) 관련연구 및 사례 검토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간과 교통의 협력방
안으로 트리캐노피, 볼거리 상가 등이 조성된 보행네트워크 구상을 제안함
* 공간요소: 체류활동(트리캐노피, 볼거리 상가), 교통요소: 이동활동(교통시설 로서의 보행네트워크)

(사례분석) 세종시 보람동, 아름동과 서울시 4대문 안 도심을 대상으로 보행시설물 시설
수준을 조사 및 분석하여 보행네트워크 구상(안)을 제안함
* 서울도심 도시철도 미 연결 구간을 대상으로 도보5분권/10분권으로 구분해 보행네트워크 구상(안)을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융합과제 발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부처 간 융합과제 발굴과정과 융합사례 제안
* 발굴과정: 분야선정 → 분야융합 → 부처융합 → 융합과제 도출
* 예)건설·수송 → 국토교통부·환경부 → 미세먼지 고 배출 사업장의 친환경차 우선보급추진

(미세먼지 관리권역 추진계획) 본 연구 제안 보행네트워크 구상방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제2조의 미세먼지 관리권역의 세부추진계획에 활용가능
* 미세먼지 관리권역(안):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4개권역 77개 시군

(보행네트워크 사업)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인 보행네트워크 사업 추진
시 고려할 사항과 서울시를 사례로 네트워크 구성사례를 제안
* 공간요소 : 트리캐노피, 볼거리, 상가 등
* 교통요소: 보행서비스 수준과 통행량 등을 고려한 보행네트워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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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UMMARY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 대한민국은 2019년 3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국가 자연재난 분류에 미
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등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각 부처의 담당 업무 위주로 대책이 각각 수
립되어 부처 간 협업 또는 공동추진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은 미흡한
상황임
∙ 미세먼지의 총 발생량 중 교통 부문은 제조업, 생산공정과 함께 3대 원인에 속하
며, 미세먼지를 공간과 교통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특정 지점(공간)에서 발생하고
도로를 따라 확산되는 특징이 있음
∙ 따라서 일상생활 변화가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상의 주요 활동인 체류활동(공간), 이동활동(교통)의 협업이 필요함
∙ 한편 최근 빅데이터 등장은 미시적 이동 활동 파악도 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미
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또한 가능하여 이를 활용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
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공간(체류 활동)과 교
통(이동 활동) 간의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빅데이터 활용한 사례분석으로 그 실효
성을 규명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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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 현장 조사, 공간정보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의 연구 방법을 적용함
∙ 공간정보 분석은 역거리가중치기법(Inverse Distance Weighting, IDW)을 적용
하여 개략적인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의 확산을 검토하였고 서울시 4대문안의 주요
9개역에 대해 도보 네트워크의 중복도 분석을 수행함
∙ 미세먼지 등의 환경 의식을 파악하고자 모바일 패널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
를 진행하고 교통카드 빅데이터, 도보 네트워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세종시와 서
울시 4대문안 9개역의 도보활성화 가로 선정을 위한 사례분석을 수행함
표 1 | 연구방법 정리
연구방법
관련사례 및 법 제도 등 고찰
현장조사
모바일 설문조사

검토 및 분석자료

연구내용

⦁해외 공간과 교통 측면의 미세먼지 저감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방안
자료 검토
⦁공관과 교통의 협업 방향 설정 등
⦁미세먼지 특별법, 정부 종합대책 등 검토
⦁신도시 보행로 조사
⦁서울시 보행 전용도로 조사

⦁보행시설 수준 현황
⦁보행 불편사항 조사

⦁설문패널 대상 모바일 폰 활용 설문조사

⦁미세먼지 등 환경의식 조사
⦁보행 활성화 참여의식 조사

IDW 분석
⦁전국 시도단위별 미세먼지 오염원 확산
(역거리가중치법, Inverse ⦁시군구별 미세먼지 및 오염원 발생량
정도 분석
distance weighting)
공간 및
교통정보
분석

빅데이터
분석

⦁도보 네트워크 서비스에어리어 분석 결과

⦁서울4대문 안 전철 미 연결 9개역 도보
중첩도 결과를 공간중첩도 분석하여 도
보네트워크 산정시 활용

국가교통DB

⦁대도시권 기종점 통행량

⦁대도시권 읍면동 단위 내부존 통행량과
수단분담률을 파악하여 단거리 통행 전
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산정

길 찾기 분석

⦁네이버의 길 찾기 기능
(빅데이터)

⦁도보활성화를 위한 단거리 기종점 구간
이 도보 및 차량통행시간 조사

도보여건 분석

⦁도로명 주소의 건축물, 가로등의 지리 ⦁도보 여건 중 횡단보도 폭원, 도보 폭원
정보 등
등을 파악

공간 중첩도 분석
도보여건 분석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서울시 교통카드 빅데이터

⦁교통카드 빅데이터로 단거리 역간이동
버스 통행량을 추정

도보네트워크 빅데이터 ⦁ArcGis Pro의 도보네트워크 빅데이터 ⦁세종시, 서울시 4대문안을 대상으로 도
활용 Service area1) 분석 활용
보네트워크 서비스에어리어를 분석
자료: 저자 작성

1) Service area 분석은 특정 출발지에서 도로망을 이용하여 주어진 시간안에 도착 가능한 지점들을 면적화 하여
나타내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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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 관련 현황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및 관련제도 검토
∙ 시군구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살펴본 결과, 포항시 남구, 광양시, 당진시의 미세먼
지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포항시 남구와 광양시 미세먼지 배출량의 주된 원
인은 금속산업으로 나타남)
∙ 미세먼지 및 각 오염원 확산 정도를 분석한 결과,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농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미세먼지 농도와 높은 상관성을 보여, 오염원 전체 저감을 위한
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림 8 | 미세먼지 배출 현황(2015년 기준)
지역별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확산 현황(Interporation IDW 결과)
PM10 기준
NOx 기준
SOx 기준

시군구별 미세먼지 배출 현황
(PM10 기준)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8). 2015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참고하여 작성

∙ 미세먼지 관련 국내 법 및 제도를 검토한 결과, 각 부처의 업무 유형에 따라 미세먼
지 저감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미세먼
지 저감 정책추진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 미세먼지 관련 국내 법 및 제도
구분

명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신법)*
*구)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 환경 보전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조례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
기타 미세먼지 관련 대책 및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제도
제2차 도시림 기본 계획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범사업
자료: 해당 법령 및 보고서 참고하여 작성
법령

해당 연도
2019
2018
1990
2019
2018
2019
2016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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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 환경문제 의식조사
∙ 본 연구에서는 일반 시민의 평소 환경 의식과 단거리 통행의 보행환경 개선에 따른
수단 전환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음
∙ 설문의 범위는 오픈서베이(open survey)2) 패널조사를 통해 응답한 4,000명의 표
본을 대상으로 하였음
∙ 환경개선이 시급한 분야는 미세먼지(33.7%)와 대기오염(26.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으로는 평균 국내 34.89점, 국외 65.11점으로 국내에 비해
국외의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한다고 응답하였음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이 시급한 분야로는 공장 매연(32.0%), 자동차 배기가
스(31.0%)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산업을 제외한 일상생활 요인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가장 높은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이용률 감소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급한 분야임을 도출할
수 있었음
∙ 일반 시민의 환경 의식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낮
으나, 미세먼지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정책 참여에 대한 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는 공장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가 가장 시
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차
량 이용률을 줄이는 것이라고 판단됨
∙ 환경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률 제고와 함께 공간측면과의 협
업을 통한 차량수요 저감 등 협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오픈서베이는 모바일 기반의 설문조사 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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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과 교통의 협력적 미세먼지 저감 방안
1) 공간과 교통체계와의 관계
∙ 도시의 일상 활동은 토지이용으로 대표되는 체류 활동과 교통수단으로 대표되는
이동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체류 활동은 토지이용, 도시설계 등의 계획요인에 의한 주거지 및 직장 위치로 정
해지며, 이러한 체류 활동을 위해 교통시설을 이용하면서 이동 활동이 발생함
∙ 따라서 체류 활동보다는 이동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으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
우가 빈번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9 | 체류 활동과 이동활동 체계

자료: 저자 작성

2) 공간과 교통의 협력적 미세먼지 저감방안 도출
∙ 아래와 같은 단계 거쳐 공간과 교통의 협력적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도출함
□ 1단계: 활동별 요인과 미세먼지 저감방안 관련성 검토
∙ (바람길·압축도시) 도시설계를 비롯한 체류활동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판단
∙ (친환경 가로 설계) 이동활동의 통행거리 요인과 관련성이 있으며, 도시 대기 순환
정도를 유도하고 압축도시에서의 통행 이동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친환경 도시
설계와도 관련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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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도시 활동과 미세먼지 저감방안 관계

자료: 저자 작성

□ 2단계: 미세먼지 저감방안의 상호비교
∙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비교 결과, 도시가로 설계가 단기적 추진이 가능하고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면서 개인 건강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나타남
표 3 | 미세먼지 저감방안 비교
구분

대기 순환형 도시설계

압축도시

초저공해존

실현 가능성

중기

장기

단기

단기

단기

필요예산

고

고

저

중

중

사회적 논의

중

고

중

중

고

도시환경 개선

고

불명확

고

중

고

건강개선

고

불명확

고

중

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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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친환경 가로설계

□ 3단계: 구체적 대안 도출
∙ 친환경 가로 설계는 앞선 1단계 검토에서 체류 및 이동 활동의 각 요인들과 관련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 검토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단기 추진이 가
능한 대안으로 도출되었음
∙ 친환경 가로 설계의 연계성 검토항목(통행특성, 통행수단, 적용기간)을 고려하여
단거리 통행이면서 도보로 이동가능하고 예산소요가 크지 않아 단기간에 적용가능
한 보행공간 활성화를 본 연구의 공간과 교통의 협력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으로
도출함
그림 11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구체화 과정

자료: 저자 작성

4. 공간과 교통 협력방안의 적용가능성 검토
1) 보행관련 도시설계 요인 검토
∙ 보행공간을 조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자연적인 인공시
설물로 보행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하나의 가로수보다는 차양막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집 된 가로수(트리캐노
피)를 도시 설계 초기부터 고려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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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보행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걷고 싶은 길을 넘어 통행
자의 통행목적(여가, 등교, 출퇴근 등)이 달성 가능한 네트워크형 보행로를 발굴
하는 것이 필요

2) 보행관련 단거리 통행 현황
∙ 단거리 통행은 읍면동 단위의 내부통행을 단거리 통행으로 정의하고, 국가교통DB
를 통하여 읍면동 단위의 존내 통행 현황을 파악하였음
∙ 대도시권 내부 평균 통행량은 약 14천 통행/일로 총 통행의 35%를 점유하고 있었
고 내부통행의 평균 승용차 분담률은 16%, 버스는 5.5%로 나타남
∙ 대도시권 중 내부통행량이 높은 지역은 대전/경남(1.9만), 울산(1.8만), 세종
(1.6만)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단거리 보행통행 참여의식 조사
□ 단거리 통행 특성 조사
∙ 단거리 통행의 주목적을 종합하면 편의점, 마트 등 생필품 구입의 빈도가 가장 높
고, 다음으로 출·퇴근 통행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거리 통행의 주수단은 도보가 58.9%(승용차 16.8%,버스 11.7%)로 가장 높았
으며, 그 이유로는 편리성을 언급한 응답자가 많았음
□ 보행환경요인 중요도
∙ 보행환경에 중요한 요인을 조사한 결과, 기상 요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통행시설 요인, 개인적 요인, 통행여건 요인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기상 요인 중 미세먼지, 비 또는 눈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도출되
었으며, 통행시설여건 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불법주차, 보도 요철 해결 등이 중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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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가능 거리
∙ 최대 도보거리, 추가로 걸을 수 있는 도보거리, 보행 활성화에 동참의사를 조사한
결과, 보행 가능 거리는 편도 1.05km, 추가 보행 가능거리는 1.27km, 보행환경
개선 시 동참의사에 대한 점수는 평균 75.95점으로 나타남

4) 단거리 통행의 보행전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 환경공단의 2015년도 시군구별 승용차 미세먼지 발생량을 기준으로 승용차 내부
통행량(국가교통DB 기준)이 10%, 30% 도보로 전환될 시에 저감될 수 있는 미세
먼지량을 산정하였음
∙ 10%가 전환할 경우 미세먼지 PM 저감량은 연간 1,264kg(승용차 미세먼지 발생
량의 1.9%)으로 나타났으며, 30%가 전환될 경우, 연간 3,791kg(승용차 미세먼
지 발생량의 5.4~5.8%)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 승용차 내부통행 10%, 30% 보행수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및 저감율
구분

미세먼지 저감량(kg/년)

PM2.5

PM10

1,264
3,791

1.9%
5.8%

1.9%
5.4%

10% 전환
30% 전환
자료: 저자 작성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행활성화 사례분석
1) 세종시 사례분석
∙ 세종시 아름동과 보람동을 대상으로 도보 영향권을 분석하였으며, 각 동별로 주민
센터에서 주변 아파트 단지까지의 경로별 통행시간을 산출하였음
∙ 각 경로 별로 녹지축분포와 도보폭원, 횡단보도 유형 등 12가지 항목의 비교표를
통하여 가장 적합한 보행 도보축을 선정하였음
∙ 아름동의 경우, 경로B와 C축은 횡단보도가 1개로 차량 간섭이 타 축에 비해 크지 않
고 C축은 상가분포도 타 축에 비해 양호해 도보 축 선정 환경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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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동의 경우, 가구 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고 녹지시설이 양호하면서 도보거리
도 8백 미터 정도로 미세먼지 저감효과 유발도 가능한 경로 B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
그림 12 | 아름동과 보람동의 도보네트워크 Service area 분석결과 및 경로별 통행시간

자료: 저자 작성

2) 서울시 사례분석
∙ 대도시 도심의 단거리 구간의 보행 활성화
사례로 서울4대문안 상호 미연결되는 전철
역역을 분석대상으로 선정

그림 13 | 도보5분권 중첩도 분석(예시)

∙ 도보 5분권에 대한 중첩도 결과를 이용하
여 미연결 지하철 구간들 중 평균 중첩도
보다 높은 구간들을 검토
∙ 중첩도가 평균 이상인 구간을 연결하면 N
자형 보행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
타남

xii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4 | 도보5분 권역 중첩도 상위 구간 및 경로별 통행시간

자료: 저자 작성

6. 정책제언 및 결론
1) 중앙정부 정책 활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부처 간 융합과제 추진
∙ 범부처 미세먼지 저감방안 종합대책 마
련을 위해서는 분야별 협업 또는 융합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산업 분야와 수송 분야의 협
업을 통한 미세먼지 고배출 사업장을 대
상으로 한 친환경차를 우선보급 정책,
수송 분야와 농업 분야를 연계한 대규모
축산 농가의 태양에너지 설비 활성화 등
이 있음

그림 15 | 부처 간 미세먼지 저감 융합과제(안)

자료: 저자 작성

□ 미세먼지 관리 권역의 추진계획
∙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4개 권역을 대기관리권역(안)으로 제안하고 있으
나, 권역별 차별화되거나 지자체와 같이 추진할 만한 과제들을 제시는 미흡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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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거리 통행의 보행전환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지자체 관련 요인이
많아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여 추진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라고 사료

2) 지자체 활용방안
□ 빅데이터의 미세먼지 정책활용
∙ 모바일 빅데이터, 네트워크 빅데이터, 교통카드 빅데이터 기반 미시적 단위의 분
석을 통하여 각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가능
표 5 | 빅데이터 특징
유형

형태

데이터의 내용

모바일 빅데이터

위치정보 포함 CSV 파일

셀의 위치정보, 일자별, 시간대별, 성별, 연령별 활동인구

교통카드 빅데이터

정류장(위치)txt파일, 승객txt 파일

정류장 위치정보, 일자/시간, 승하차인원

도보네트워크 빅데이터

ArcGis Pro내부자료

차량(승용차, 트럭), 도보 거리별, 시간대별 서비스면적 산출

자료: 저자 작성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보행로 활성화 사업 추진
∙ 본 연구에서 제한하는 보행로는 특정지점 간 연계 가능성을 중첩도로 파악하여 보
행로 간 연계를 통한 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임
∙ 아래처럼 도보서비스 권역 등의 분석을 통한 통행축 등이 설정되면 해당 구간 보행
을 유도할 수 있는 트리캐노피, 소규모 상가 등의 볼거리 등이 마련하여 보행로 활
성화를 추진할 수 있음
그림 16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행활성화 방안
도시 설계 요소 : 트리캐노피, 볼거리, 상가 형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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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제도 개선방안
□ 도시개발법 변경: 녹색도시 정의 및 계획내용 변경
∙ 도보 활성화로 인한 에너지 절감 및 미세먼지 절감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개
발법의 녹색도시 정의에 보행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표 6 | 도시개발법상의 녹색도시 정의 변경(안)
근거법령

관련조항

「도시개발법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동법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도시개발법의 녹색도시 정의
기존

변경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ㆍ자원순환구조,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을 통해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의
교통체계,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ㆍ자원순환구조,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을 통해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자료: 법제처. 도시개발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또한 도시개발법 5조의 개발계획 내용에 보행통행 처리 계획을 포함하여 보행로 활
성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표 7 | 보행통행처리계획을 포함하는 도시개발계획 내용의 변경(안)
근거법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의 내용

관련조항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기존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기간
3. 제3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
7. 토지이용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변경

좌동

9. 보행통행 처리계획
10. 환경보전계획
11.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2.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3. 재원조달계획

자료: 법제처. 도시개발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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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보행로 계획 수립
∙ 단거리 통행의 보행 활성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서 수립하고 있는 개발사업 수립단계에서부터 보행로 조성 등에 대한 내용 반
영 필요함
∙ 개발사업 단계 중 반영 필요한 단계를 살펴보면 택지개발은 택지개발 수립 시점,
공공주택지구사업은 승인신청 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고시 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8 | 법제도 개선방안 :개발사업법
근거법

사업명

관련조항 개정 건의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지구사업

「공공주택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신청 시 반영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시 반영

자료: 법제처.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교통관련법 변경
∙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거리 내부통행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의 교통영향평가, 대
도시권 광역교통개선에 관한 특별법상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관련성이 있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제13조의 2의 6목에 해당하는 교통영향평가 내
용에 추가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대광법 시행령은 제8조의3의 광역교통개
선대책 주요내용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공보행로 계획을 추가를 검토할 필요
가 있음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공보행로 조성 등을 교통영향평가 수행지침 제4조에 포함
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지침의 제8조 사람통행실태 조사의 세무사항으로
포함하여 공공보행로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9 | 행정규칙 개선방안 :교통관련법
근거법

행정규칙

관련조항 개정 건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평가(법15조)

교통영향평가 수행지침 제4조(보고서의 작성기준) 포함필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지침 제8조(조사 및 분석) 항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법제7조의2)
관한특별법」
사람 통행실태에 대한 세부내용 반영필요
자료: 법제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xvi

4) 결론
∙ 미세먼지 문제는 중장기적 대안 마련도 필요하지만, 현시점의 일상 불편을 감안하
면 단기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간(체류 활동)과 교통(이동 활
동)의 협업방안인 보행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 정부 부처 간 협업방안 제시가 부족한 점을 정부 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부처
별 협업방안도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는 보행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법의 녹색도시
정의 변경, 개발계획내용 변경, 보행로 계획 반영시점(안) 등을 제안함
∙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체류활동과 이동활동간 협력방안(산업·수송, 수송·농
업, 수송·생활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미시적인 공간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 빅데이터, 모바일 빅데이터 등
의 정책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서울시의 경우 기존 도시철도 미연결 구간 연계를 위한 보행네트워크망을 제안하
였다는 점에서 기존 서울시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공간과 교통의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여 중장기적인 협업방안을 제시하는데 미흡한 점은 한계점임
∙ 공간과 교통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완화하고자 체류 활
동과 이동 활동이라는 개념을 추가한 것도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음
∙ 빅데이터 구득의 한계로 세종시와 서울시에 별개의 빅데이터를 적용한 것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며, 끝으로 체류활동과 이동활동 간의 협업방안이 수단별 또는 토지
이용별로 제안되지 못한 부분 또한 향후 과제에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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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펾묺픦맪푢
1장은 미세먼지 문제 완화를 위한 부문 간 협업 필요성을 중심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
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와 세종시 동지역 일부를 사례분석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
법은 모바일 설문조사, 교통카드와 도로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방법 등을 적용하였다. 연구범위와
분석방법 등의 설정과 기존연구 검토 등을 통해 본 연구에서 진행한 연구의 틀을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정부는 2019년 3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국가 자연재난 분류에 미세먼
지를 포함시키는 등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지름
은 머리카락의 1/20 크기로 작아1) 호흡기 등으로 인체에 유입되어 호흡기계와 심혈
관계 질환을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건강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참여 대상 부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 정책수립 초기
2013년에는 환경부, 기상청, 식약청 위주의 대책이었으나 2019년 대책은 행안부,
산업부, 과기부 등 다부처 종합대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오염원이 다양
한 만큼 관련 정부 업무도 산업, 발전, 농업, 도로 등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노후화력발전소 봄철 운행중단, 환경부는 친환경차 보급 등 부처별
소관업무 중심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각 부처의 담당업무 위주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부처
1) PM10 (지름 10㎛)= 해변 모래의 1/9, PM2.5 (지름 2.5㎛)= PM10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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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협업 또는 공동추진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12월~3월에 공공기관 차량2부제 운행을 실시
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겨울이나 봄 등 특정 시기별로 시행되기보다
는 상시적 일상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예로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등 중앙보다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대책은 차량통행을 제안하고 한양도성 내 친환경 교통체계를 마련 등의 노력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문제의 상시화로 일상생활에서 제시할 수 있는 선제적
이면서 상시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부문 간 협업이 필요하다.
우리의 일상은 체류(거주, 직장 등) 활동과 이동(대중교통, 승용차 등) 활동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일상적 체류와 이동활동 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재훈 외(2016)에 따르면 미세먼지 총 발생량 중 교통 점유율은 PM10
10%, PM2.5 14.4%로 제조업, 생산공정과 함께 미세먼지 3대 원인에 속한다. 또
한, 도시 등의 건축물 신축 및 건축폐기물 증가도 미세먼지 증가 원인이다. 국토교
통부(2019)는 2018년의 건축물은 전년 대비 0.9% 증가한 72만 동, 연면적은 112
백만㎡*(3.1%) 증가한 375백㎡로 서울 63빌딩 연면적의 470배 건축 연면적이 늘
어났다2).이렇게 미세먼지 발생을 공간과 교통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특정 지점(공
간)에서 발생하고 도로를 따라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일상에서 이러한 특징은 주거
지 근처의 식료품점, 등하교 길과 같은 단거리 통행과 그 주변의 도시설계 시설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 변화가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는 일상의 주요 활동인 체류활동(공간), 이동활동(교통)의 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체류 활동을 결정하는 토지이용, 도시설계 요소와 이동 활동을 결정하는 교통
수단, 통행패턴 등과의 연계방안 모색 고려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 빅데이터 등장
으로 미시적 이동 활동 파악도 가능해 이를 활용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2)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보도자료(2019년 2월 1일), 전국 건축물 총 7,191,912동 / 37억 5천 4백 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29&id=95081898 (2019년 4월 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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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공간(체류 활동)과
교통(이동 활동) 간의 협력방안을 빅데이터 활용한 사례분석을 통해 그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미세먼지 발생오염원이 다양하고 기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
양한 부분별 정책이 있지만 본 연구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교통과 공간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도출하고자 단기적으로 비교적 저 예산
투자로 추진할 수 있는 지속가능형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1) 시공간 범위
본 연구의 통계자료는 구득 가능한 최신자료 활용하였다. 미세먼지 현황자료는
2015년도와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활용하여 그 추세 변화를 살펴보았다.
도보네트워크 분석자료는 2019년 자료로 세종시 아름동과 보람동, 서울시 4대문안
주요 전철9개 전철역을 중심으로 도보서비스 권역을 분석하였다. 미세먼지 발생 관
련 전국 지역별로 검토, 감소 효과는 동 단위별로 분석하였다.
그림 1-1 | 연구의 공간범위 검토

건축물(ⅹ)
단지(O)
생활권(○)
주:△(발생현황), ◯(발생현황,사례분석), ⅹ(해당없음)
자료: 저자 작성

도(△)

수도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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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범위
본 연구는 공간 위계별 미세먼지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해 전국을 권역별, 시도단위,
시군구 단위로 구분하여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검토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을
분석하였다. 이에 이어서 국내외 사례연구 검토 등을 통해 공간과 교통의 협력적 미세
먼지 저감방안을 도출했고, 이를 위해 공간과 교통 측면의 미세먼지 저감방안 기존사
례 검토 및 도시 활동을 체류 활동과 이동 활동으로 구분하여 요소 간 협력방안을 모
색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효과 및 사례분석을 통해 단거리 통행 전환에 따른 미
세먼지 저감효과를 분석하고 세종시와 서울시 사례 도보네트워크, 서울시 교통카드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언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부처 합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에 적용 가능한 정책위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림 1-2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간과 교통의 협력방안 모색

도시활동의 순환적 관계

활동요인간 상호관계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현장 조사, 공간정보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
다. 공간정보 분석은 역거리가중치기법(Inverse Distance Weighting, IDW)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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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개략적인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의 확산을 검토하였고 서울시 4대문안의 주요
9개역에 대해 도보 네트워크의 중복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등의 환
경 의식을 파악하고자 모바일 패널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교통카
드 빅데이터, 도보 네트워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세종시와 서울시 4대문안 9개역
의 도보활성화 가로 선정을 위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1 | 연구방법 정리
연구방법
관련사례 및 법 제도 등 고찰

현장조사
모바일 설문조사
IDW 분석

공간 및
교통정보
분석

연구내용

⦁해외 공간과 교통 측면이 미세먼지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방안
저감 자료 검토
⦁미세먼지 특별법, 정부 종합대책 등 ⦁공관과 교통의 협업 방향 설정 등
검토
⦁신도시 보행로 조사
⦁서울시 보행 전용도로 조사

⦁보행시설 수준 현황
⦁보행 불편사항 조사

⦁설문패널 대상 모바일 폰 활용 설문 ⦁미세먼지 등 환경의식 조사
조사
⦁보행 활성화 참여의식 조사

(역거리가중치법, Inverse
distance weighting)

⦁시군구별 미세먼지 및 오염원 발생량

⦁전국 시도단위별 미세먼지 오염원
확산정도 분석

공간 중첩도 분석
도보여건 분석

⦁도보 네트워크 서비스에어리어 분석
결과

⦁서울4대문 안 전철 미 연결 9개역
도보중첩도 결과를 공간중첩도 분석
하여 도보네트워크 산정 시 활용

국가교통DB

⦁대도시권 기종점 통행량

⦁대도시권 읍면동 단위 내부존 통행
량과 수단분담률로 단거리 통행 전환
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산정

길 찾기 분석

⦁네이버의 길 찾기 기능

⦁도보활성화를 위한 단거리 기종점
구간이 도보 및 차량통행시간 조사

⦁모바일 빅데이터 활동인구 분석

⦁미세먼지 농도별 유동인구 차이분석

모바일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검토 및 분석자료

도보여건 분석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도로명 주소의 건축물, 가로등의 지 ⦁도보 여건 중 횡단보도 폭원, 도보
리정보 등
폭원 등을 파악
⦁서울시 교통카드 빅데이터

⦁교통카드 빅데이터로 단거리 역간이
동 버스 통행량을 추정

도보네트워크 빅데이터
⦁ArcGis Pro의 도보네트워크 빅데이 ⦁세종시, 서울시 4대문안을 대상으로
활용 Service area3)
터 활용
도보네트워크 서비스에어리어를 분석
분석
자료: 저자 작성

3) Service area 분석은 특정 출발지에서 도로망을 이용하여 주어진 시간안에 도착 가능한 지점들을 면적화 하여
나타내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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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설문조사
연구의 모바일 설문조사를 위해 오픈서베이라는 설문조사 전문기관의 18만 명 패
널 대상으로 환경 의식 및 단거리 통행패턴 등의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4천 부의 설
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1-3 | 모바일 설문지 작성

자료: 저자 작성

□ 네트워크 빅데이터로 도보 서비스에어리어 분석
ArcGis 보행 수단의 서비스 에어리어 분석을 통한 보행 개선축 분석을 수행하고
사례지역 차량 및 도보 링크를 포함한 교통 네트워크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Isochrome maps 생성을 통한 도보서비스 면적을 분석하였다.

□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세종시를 사례로 2019년도 미세먼지 고농도와 저농도 날짜의 모바일 빅데이터로
활동인구를 분석하였다.
그림 1-4 | 빅데이터 분석
역 중심 도보생활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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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네트워크 중첩도 분석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3) 연구의 틀
앞서 기술한 연구필요성, 연구범위, 연구내용, 연구분석방법 등을 통해 본 연구
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개요에서는 연구방향 선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연구필요성을 구체화하
고 그에 따른 목적과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교통과
공간정책 중심의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검토해 교통과 공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
해 도출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이후 도출된 요소 간 협력방안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소를 이용해 도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빅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과 공간의
협력방안도출을 위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관한 교통과 공간의 개별정책들은 교통 분야에서는 경유차,
노후차량 등 교통수단의 친환경 전환이 주요 정책이었고 공간분야는 압축도시, 바
람길 같이 도시토지이용이나 공간구조 변화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려는 노
력들이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미세먼지 저감정책 중 간과하고 있는 부문으로 공간
과 교통의 협력방안 도출을 위해 공간의 대표적 활동을 체류로 교통활동을 이동으로
구분한 후 관련사례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협력방안은
교통부문에서 그 동안 교통수단으로 간과되었던 도보라는 요인과 공간요인으로 가
로환경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두 요인의 협력방안으로 단거리 내부통행의 보행전환
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안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과 시행방안에 대한 사례분석을 세종시 아름동, 보람동과 서울시 4대문안 도시
첱도 미연결 9개역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사례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근간으
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보행로 활성화 사업과 빅데이터 활용방안 등을 정책제
언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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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 연구의 구성과 흐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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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기대효과
1) 정책 기여도
본 연구는 부처별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공간
과 교통요소의 상호관계 검토를 통해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러한
방법은 부처별 고유업무 중심의 미세먼지 저감방안에서 벗어나 부처별 협업방안을
강구하는데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와 서울시 사례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상생활의 도보 활성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재생, 보행로 활성화 등의 지자체 정책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학술적 기여도
기존의 분석자료가 자동차 위주의 자료로 보행과 같이 미시적인 통행 분석에는 한
계가 있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네트워크 분석 자체가 불가능해 접근성 분석
또한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보네트워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교통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과 기존 국가교통DB의 자동차 네트워크 분석의 한
계를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의 네트워크 서비스 중첩도를 통한 보행
네트워크 설정 방법 등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행 활성화 방안뿐만 아니라 도시재
생 등의 생활권 단위의 개발계획, 교통계획에도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미세먼지 관련 공간계획 연구로 서영수(2016)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대
기오염 실증연구에서 지리적 특성과 대기오염과의 관계를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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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고동원 외(2019)는 근린환경이 서울시 대기오염물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교통, 녹지 등의 근린환경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2018)은 자동차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연구에서 차대동력계 및 실도로 주행조건에서 유종별 자동차 유해대기 오염물질 배
출특성 비교·분석과 유종별 자동차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정 등을 통해
차량별 유해물질 배출 특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기존연구 검토결과 기존연구들은 교통 또는 공간측면만의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제시하였으나 두 분야의 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도출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
났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공간계획과 교통계획 간 협력적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를 한다는 점에
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선제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문 간 협업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체류와 이동이라는 도시 활동의 2대 활동 요인들 간의 상화관련 검토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단일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도출
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관련 부처별 고유 업무가 아닌
사각지대에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의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정부 부처별 고유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았고 그
이외 분야에서의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특히 도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보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차량 위주의
네트워크 분석연구와 차별되고, 국가교통DB 자료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도보 간 통
행시간, 도보 통행 여건 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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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 선행연구 요약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 과제명: 지자체 교통부문 미세먼지
관리 방안 연구
∙ 연구자: 한진석 외 (2018)
1
∙ 연구목적: 서울시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및 교통현황 파악, 서울시 친환
경등급제 도입 필요성 확인

연구방법
∙
∙
∙
∙
∙

주요 연구내용

∙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교통
문헌조사
특성 조사
데이터 수집 및 가공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및 운행제한
교통수요분석
동향 파악
설문조사
∙ 서울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운영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방안 설계

∙ 차대동력계 및 실도로 주행조건에서
유종별 자동차 유해대기 오염물질
∙ 과제명: 자동차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비교·분석
∙ 문헌조사
배출특성 연구
2 ∙ 연구자: 국립환경과학원 (2018) ∙ 자동차 HAPs 측정 및 ∙유종별 자동차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정
∙ 연구목적: 국내 특성에 맞는 자동차 분석
∙자동차 유해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건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개발
강영향평가
주요
선행
연구

∙ 과제명: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
한 대기오염 실증 연구
∙ 연구자: 서영수 (2016)
3 ∙ 연구목적: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이
용한 대기오염정도를 군집별로 분석
하여 대기오염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도출
∙ 과제명: 근린환경이 서울시 대기오염
물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연구자: 고동원 외(2019)
4
∙ 연구목적: 도시의 근린환경과 대기오
염물질의 농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
여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

∙
∙
∙
∙

∙
∙
∙
∙

문헌조사
현황분석
데이터 수집 및 가공
통계분석

∙군집 간 대기질 차이 존재 유무,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는
지 파악
∙시 도별 오염정도의 비교를 위해 각 지
역 대기수준을 등급화 및 빈도화한 후
독립성검정을 수행
∙정책입안을 위한 시사점 정리

∙서울시 내 대기오염물질별 공간적 분
문헌조사
포의 차이 분석
공간적 자기상관성 검증
∙공업지역, 주거지역의 대기오염물질
통계추정
배출 분석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적
∙근린환경 및 녹지, 교통체계와 대기오
논의
염 농도의 상관관계 분석

∙도시 내 대기오염과 도로교통체계간
∙ 과제명: Air Quality and Road ∙ 문헌조사
의 관계 분석
Transport Impacts and solutions ∙ 교통오염과 건강의 상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 및 이로
5 ∙ 연구자: Hitchcock, G., et al.(2014) 성 분석 및 가치측정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 연구목적: 교통, 대기오염, 건강의 상 ∙ 교통오염물질 배출 현황
∙교통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저감방안
조사
관관계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제시
∙ 관련연구 및 제도 조사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 빅데이터(교통카드, 도
본 연구
보빅데이터 등) 분석
의 공간·교통체계 간 협력방안
∙ 설문조사 등

∙미세먼지 발생현황 분석
∙ 공간과 교통 협력방안 도출
∙미세먼지 저감효과 및 사례분석
∙정책제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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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미세먼지 관련 현황
2장은 미세먼지 발생현황을 수도권, 충청권 등 권역별로 살펴본 후 시도 및 시군구별로 공간범위
를 달리하여 미세먼지 발생의 지역별 차이를 기술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법령, 조례, 제도
등을 검토해 국내 미세먼지 추진정책을 살펴보았다. 모바일 폰으로 조사한 미세먼지 관련 환경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대안들을 살펴보았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국립환경과학원(2018)이 발표한 미세먼지 발생현황(2015년 기준)자료로 권역
별, 시도별, 시군구별로 공간범위를 달리해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파악하였다.

1) 공간위계별 미세먼지 배출현황
권역별 미세먼지 배출현황을 살펴본 결과, PM10의 배출량은 수도권이 가장 높았
고, PM2.5의 배출량은 경북권이 가장 높았다. 발생원에서는 경북권의 주요 미세먼
지 발생원은 제조업 연소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의 주요 발생원은 건설
공사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 권역별 미세먼지 배출 현황(2015년 기준)
(단위 : 톤)

구분

PM10 배출량 (순위) PM2.5 배출량(순위)

강원권
11,869 (6)
5,177 (6)
경남권
27,303 (5)
11,552 (5)
경북권
48,203 (2)
22,636 (1)
수도권
50,602 (1)
16,146 (4)
충청권
42,956 (4)
19,390 (3)
호남권
45,603 (3)
19,999 (2)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8)을 참고하여 작성

미세먼지 발생물질
비산먼지 PM10 : 5,203, 제조업 연소 PM2.5 : 1,971
비산먼지 PM10 : 14,845, 비산먼지 PM2.5 : 2,365
제조업 연소 PM10 : 27,292, 제조업 연소 PM2.5 : 13,975
비산먼지 PM10 : 38,217, 비산먼지 PM2.5 : 5,685
비산먼지 PM10 : 17,067, 제조업 연소 PM2.5 : 8,069
제조업 연소 PM10 : 18,533, 제조업 연소 PM2.5 : 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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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권역별 미세먼지 배출 현황(2015년 기준)
(단위 : 톤)
PM

10

기준

PM

2.5

기준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8)을 참고하여 작성

시도별 미세먼지 배출현황을 살펴본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권(경상북도, 대구광역시)의 총 미세
먼지 배출량의 대부분이 경상북도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M10 기준
92%, PM2.5 기준 94%), 호남권(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는 전라남
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각각 PM10 기준 74%, PM2.5 기준 81%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제조업 연소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각각 PM10
18,098톤(41%), PM2.5 13,737톤(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라남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연소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M10 18,405톤(54%), PM2.5 9,585톤(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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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 시도별 미세먼지 배출 현황(2015년 기준)
(단위 : 톤)

구분

PM10 배출량 (순위)

구분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서울특별시

44,265 (1)
33,854 (2)
33,148 (3)
28,650 (4)
14,786 (5)
11,869 (6)
11,016 (7)
9,877 (8)
9,163 (9)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구분

PM2.5 배출량 (순위)

경상북도
21,255 (1)
전라남도
16,140 (2)
충청남도
13,845 (3)
경기도
10,836 (4)
경상남도
6,107 (5)
강원도
5,177 (6)
충청북도
4,490 (7)
전라북도
3,282 (8)
울산광역시
2,987 (9)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8)을 참고하여 작성

PM10 배출량 (순위)
8,292
6,607
5,910
3,939
3,584
1,912
1,872
1,379

(10)
(11)
(12)
(13)
(14)
(15)
(16)
(17)

구분

PM2.5 배출량 (순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2,730 (10)
2,580 (11)
2,458 (12)
1,381 (13)
1,048 (14)
656 (15)
576 (16)
400 (17)

그림 2-2 | 시도별 미세먼지 배출 현황(2015년 기준)
(단위 : 톤)
PM10 기준

PM2.5 기준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8)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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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살펴본 결과, 포항시 남구, 광양시, 당진시의 미세
먼지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 남구의 미세먼지 배출
량이 PM10 26,462톤, PM2.5 14,038톤으로 북구(PM10 775, PM2.5 308)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 남구와 광양시 미세먼지 배출량의 주된 원인이
금속산업(포항시 남구 총 배출량의 90% 이상, 광양시 총 배출량의 80% 이상)인
것으로 보아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지역은 제철소 입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표 2-3 | 시군구별 미세먼지 배출 상하위 5개 현황(2015년 기준)
(단위 : 톤)

구분

PM10 배출량 (순위)

포항시 남구
광양시
당진시
구미시
화성시
...
태백시
과천시
부산광역시
계룡시
울릉군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8)을

26,462 (1)
21,165 (2)
16,322 (3)
3,394 (4)
3,154 (5)
...
99 (248)
98 (249)
78 (250)
49 (251)
46 (252)
참고하여 작성

구분

PM2.5 배출량 (순위)

포항시 남구
광양시
당진시
울산시 울주군
구미시
...
동구
과천시
중구
울릉군
계룡시

14,038 (1)
11,601 (2)
8,860 (3)
1,413 (4)
1,380 (5)
...
35 (248)
28 (249)
24 (250)
21 (251)
19 (252)

그림 2-3 | 시군구별 미세먼지 배출 현황(2015년 기준)
(단위 : 톤)
PM10 기준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8)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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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 기준

PM2.5의 배출량은 제조업 연소와 생성공정, 에너지 산업 연소에서 배출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제조업 연소의 경우 1차 금속산업,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
업,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연료는 비민수용성무연탄에서
가장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다. 1차 금속산업은 포항, 광양, 당진, 울주, 창원 순으
로 배출량이 높았으며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은 구미,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은
동해, 단양, 삼척 순으로 확인되었다.
PM10의 배출량은 제조업 연소와 비산먼지가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조업 연소는 1차 금속산업과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이
가장 높았으며 주 사용연료는 비민수용무연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 금속산업
은 포항과 광양지역이었으며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은 창원, 동해, 단양, 삼척 등
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산먼지는 주거 또는 비주거시설의 건설공사에서 발생하였
으며 인천 중구, 의정부, 화성 등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PM2.5와 비교했을 때
동일 지역에서 PM2.5 대비 2배 수준의 발생량을 보였으나 비산먼지의 경우 PM10의
배출량이 PM2.5 대비 1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NOx 1,000만 이상 배출지역의 경우 공공발전시설에 의한 배출 또는 제조업 배출
(시멘트 생산)이 주 배출요인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제철소)과 공공발전시설은
NOx와 동일한 지역에서 배출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유제품 산
업군에서는 울산 남구, 여수, 서산 등의 지역이 주로 배출량이 높았다. 공공발전시
설에 의한 지역은 태안, 보령, 당진, 하동 등이며 제조업에 의한 지역은 단양, 영
월, 동해, 삼척 등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지역은 유연탄 사용에 따른
NOx 배출로 확인되었다. 또한, 포항시와 광양시의 경우 1차 금속산업(제철소)에
의해 배출된 지역으로 주 연료는 비민수용무연탄으로 나타났다.
SOx의 배출은 제조업(제철소), 석유제품 산업(유황회수시설), 공공발전시설이
주 배출요인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와 발생원인 물질의 지역별 배출현황을 살펴본 결과, 단일배출 요인에
의한 지역피해 보다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물질이 복합적 요인에 의해 각 지역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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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먼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Ox, SOx들의 미세먼지 발생물질들
이 특정지역에서 집중되지 않고 아래 그림처럼 NOx가 높은 지역은 SOx도 높은 경
향이 있어 두 물질의 저감을 위한 복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4 | 지역별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확산 현황(Interporation IDW 결과)
PM2.5

NOx

PM10

S0x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8)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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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시도별 초 미세먼지(PM2.5) 발생
환경부의 최근 3년(16~18년) 자료1)로 미세먼지 나쁨 발생(PM2.5 35㎛ 이상) 일
수를 시도별로 살펴보았다. 3년 동안의 평균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61.5일로 일 년
365일 중 1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에는 365일 중 18.4%인
67.4일이 미세먼지(PM2.5)가 나빴으며 그 비율은 17년 16.1%, 18년 16%로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3개년도 별 평균에 대한 편차 비율을 의미하는 변동계수는 16년
0.353에서 18년 0.342로 다소 줄어 미세먼지 나쁨 발생 일수의 시도별 차이가 작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3년 평균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102일로 전국 평균 61.5일에 비해 40.5일 많았다. 두 번째로 나쁨 일수가
많은 지역은 충북 94일로 전국 평균에 비해 52.8%나 높았고, 경기도는 82.6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 34일, 전남 35일 등 남부
연안 지역이 중부내륙 지역에 비해 나쁨 일자가 1년에 27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발생 농도는 16년 25.1(㎛/㎥)에서 18년 22.6(㎛/㎥)으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의 변동계수는 16년
0.102에서 18년 0.091로 지역별 차이가 줄어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화 되어가고 있
다고 볼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환경부. 미세먼지 나쁨 일수 추이. http://www.me.go.kr/cleanair/sub02.do. (2020년 1월 1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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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 미세먼지 나쁨일수(PM2.5 35㎛/㎥이상, 단위 : 일)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서울
73
64
61
인천
77
65
49
경기
86
88
74
강원
86
72
49
세종
24
51
49
대전
40
32
43
충북
87
93
102
충남
84
52
49
경북
83
48
77
경남
51
34
39
부산
71
62
60
울산
58
71
73
대구
58
45
58
전북
123
98
87
전남
48
20
37
광주
51
65
65
제주
45
36
21
평 균
67.4
58.6
58.4
편 차
23.8
22.0
20.0
자료: 환경부. 미세먼지 나쁨 일수 추이. http://www.me.go.kr/cleanair/sub02.do. (2020년 1월 15일 접속)

표 2-5 |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PM2.5 농도,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서울
26
25
23
인천
26
25
22
경기
28
27
25
강원
28
26
23
세종
23
23
21
대전
21
21
22
충북
26
27
27
충남
26
23
21
경북
23
23
24
경남
25
23
20
부산
27
26
23
울산
23
25
23
대구
24
24
22
전북
31
29
25
전남
24
20
20
광주
23
24
24
제주
22
22
19
평균
25.1
24.3
22.6
편차
2.6
2.3
2.1
자료: 환경부. 미세먼지 나쁨 일수 추이. http://www.me.go.kr/cleanair/sub02.do. (2020년 1월 1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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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먼지 경보 일자 사례분석(2019.1.14.)
연도별 미세먼지 통계상 평균 농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미세먼지의 날짜별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19년 1월에 미세먼지 경보 일자가 많았지만, 여름철 쾌
청한 날이 많아 1년 평균으로 보면 심각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년 1월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월 14일(월)의2) 미세먼지
농도를 전국 421개 관측지점의 시간대별 지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때 사용
된 대기 질 관측지점은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대도시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서해와
동해상에도 각 1개씩 위치하고 있다.
그림 2-5 | 전국 미세먼지 측정장소 (421개소)

자료: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를 참고하여 작성
https://www.airkorea.or.kr/web/last_amb_hour_data?pMENU_NO=123. (2019년 3월 15일 접속)
2) PM10 전 권역-‘나쁨’ PM2.5 13개 권역-‘매우 나쁨’, 출처 : 지앤이타임즈. 일일 국내 미세먼지 예보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780 (2019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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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 PM2.5 나쁨 기준의 최대치는
75(㎛/㎥), PM10 나쁨 기준은 100(㎛/㎥)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 미세먼지 예보 등급별 기준치

자료: 서울시 미세먼지 정보센터,
https://bluesky.seoul.go.kr/finedust/common-sense/page/10?article=745 (2020년 1월 15일 접속)

상기 관측일의 미세먼지 농도 421개 관측지점을 공간 조인한 후 시도별로 집계한
평균을 살펴보면, PM2.5 나쁨 기준 75를 상회하는 지역은 경기, 서울, 충북, 인천,
세종, 충남, 전북, 강원, 경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PM10 나쁨 기준 100보다 높
은 지역은 세종, 경기, 서울, 대전, 충북, 인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상기 관측
일의 시도별 PM2.5와 PM10의 상관계수는 0.959로 두 미세먼지의 상관성은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19.1.14일)

자료: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를 참고하여 작성
https://www.airkorea.or.kr/web/last_amb_hour_data?pMENU_NO=123. (2019년 3월 1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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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 전국 시간대별 PM10 농도 분포 (19.1.14)
3시

최대치: 209

평균: 101.9

6시

표준편차: 37.6

최대치: 194

9시

최대치: 204

평균 113.4

평균: 132.3

표준편차: 38.6

최대치: 249

평균: 137

평균: 130

표준편차: 50.9

18시

표준편차:69.6

최대치: 270

21시

최대치: 261

표준편차: 36.4

12시

15시

최대치: 293

평균: 102.5

평균 125.4

표준편차: 71.3

24시

표준편차: 68.9

최대치: 283

평균 137.94

표준편차: 66.8

자료: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를 참고하여 작성
https://www.airkorea.or.kr/web/last_amb_hour_data?pMENU_NO=123. (2019년 3월 1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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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 전국 시간대별 PM2.5 농도 분포 (19.1.14)
3시

최대치: 176

평균: 73.7

6시

표준편차: 34.7

최대치: 149

9시

최대치: 155

평균 79.4

평균: 89.9

표준편차: 35.6

최대치: 205

평균: 97.7

평균: 91.8

표준편차: 46.2

18시

표준편차: 57.3

최대치: 190

21시

최대치: 196

표준편차: 33.6

12시

15시

최대치: 194

평균: 73.7

평균 91.9

표준편차: 59.3

24시

표준편차: 59

최대치: 202

평균 97.7

표준편차: 58.8

자료: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를 참고하여 작성
https://www.airkorea.or.kr/web/last_amb_hour_data?pMENU_NO=123. (2019년 3월 1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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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 전국 측정지점별 PM10 농도 분포 (19.1.14)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자료: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를 참고하여 작성
https://www.airkorea.or.kr/web/last_amb_hour_data?pMENU_NO=123. (2019년 3월 1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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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 전국 측정지점별 PM2.5 농도 분포 (19.1.14)
6시

9시

12시

15시

18시

21시

자료: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를 참고하여 작성
https://www.airkorea.or.kr/web/last_amb_hour_data?pMENU_NO=123. (2019년 3월 1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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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변과 인접지역 미세먼지 차이
본 연구는 도로변과 인접지역의 미세먼지 차이에 관한 기존 연구와 실측자료
검토를 통해 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윤동민 외(2015)는
국내 도로변과 인근 주거 밀집지역의 실시간 대기 중 PM2.5 농도를 비교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9개 전체 지역의 도로변 PM2.5 농도의 중앙값
(IQR)은 19.9(10.3~27.1)㎍/㎥, 9개 주거지역의 PM2.5 농도의 중앙값(IQR)은
18.7(7.0~29.4)㎍/㎥로 도로변 근접 주거지역의 PM2.5 농도가 도로변 농도의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10 | 지역별 측정결과
(단위: ㎍/㎥,중앙값)

구분

도로변 지역

근접 주거지역

동대문

13.5

6.7

강변북로

22.7

28.1

종로

20.4

18.2

신촌

9.8

6.7

내부순환

22.7

19.7

신사

18.5

15.6

양재

11.8

16.3

동작대로

38.3

37.3

길동

16.5

4.4

자료: 윤동민 외(2015, 878)

환경부 보도 자료(2018.7.13.)에 따르면 교통량 통제 여부에 따라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물질 농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수도권대기환
경청이 신촌역 7번 출구(교통혼잡지역), 유플렉스 광장(대중교통전용지구)을 선정
하여 유해물질 농도를 비교 측정한 결과 신촌역은 51.2㎍/㎥, 유플렉스는 47.6㎍/
㎥ 수준으로 교통혼잡지역보다 7.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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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 교통 혼잡지역, 대중교통전용지구 비교측정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8년 7월 13일)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883630&menuId=
286 (2019년 1월 15일 접속)

윤동민 외(2015)의 연구에 따르면 도로변과 인접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차이가 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의 문제는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주변 집분산도로
에서도 나타나 전방위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에어코리아의 5개 지역(서울, 안산, 청주, 천안, 창안) 도로변과 건물에서
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비교 결과, 도로인접지역의 미세먼지 PM10 농도는 도로
변의 87%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로변과 인근 건물에 측정 장비가 있는 5개 지역을
선정 후,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가 심했던 일자의 에어코리아 자료 9시, 14시(12
시3)), 19시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9시의 도로변 PM10 농도는 건물에 비해 약
29%, 14시(12시)의 도로변 PM10 농도는 건물에 비해 약 7%, 19시의 도로변 PM10
농도는 건물에 비해 약 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또한 윤동민의 연구와 유사
하게 PM10 사례지역의 도로변과 인접지역의 차이가 크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도로위계에 무관하게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당일 14시 기기점검으로 12시 측정값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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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 도로변과 건물 미세먼지 발생현황
(단위: PM10)

위치
2019.01.12

시간

도로변

건물

9시

119

136

14시

93

85

19시

85

93

9시

182

172

14시

184

164

19시

162

152

9시

193

146

4)12시

213

151

19시

239

195

9시

85

110

14시

115

137

19시

139

149

9시

196

221

14시

195

209

19시

165

156

안산시 고잔역 중앙대로, 안산시청

2019.03.05
서울특별시 을지로 4가역 청계천로, 종로5가6가 주민센터

2019.01.14

청주시 복대동, 청주일반산업단지

2019.03.05

창원시 반송로, 웅남동

2019.03.05

천안시 백석동, 성성동 삼성대로

자료: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https://www.airkorea.or.kr/map (2020년 1월 13일 접속)

4) 당일 14시 기기점검으로 12시 측정값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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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 관련 법 및 제도 현황
본 연구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행 중인 국내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였으
며, 검토한 목록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1 | 미세먼지 관련 국내 법 및 제도
구분

명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신법)*
*구)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 환경 보전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조례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
기타 미세먼지 관련 대책 및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제도
제2차 도시림 기본 계획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범사업
자료: 해당 법령 및 보고서 참고하여 작성
법령

해당 연도
2019
2018
1990
2019
2018
2019
2016
2018
2019

1) 관련법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
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당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03년
제정)이었으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기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
을 위해 공간 범위를 확대한 법이며, 1990년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
용(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조)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대기관리권역의 대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하여야하며, 이 기본계획에는 주로 오염 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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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을 저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대기 환경 계획으로서
대량 오염 물질 발생 시에 필요한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오염 물질의 총
량을 줄임으로써 사전에 대기 오염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대기오
염이 심각하거나,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대기관리권
역으로 지정·관리되며, 해당 권역 내 각 사업장별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이
결정된다.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징벌적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는 오염 물질 배출의 총량을 제한하는 데 기여한다.
표 2-12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22조
-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 제22조(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
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자료: 법제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22조

한편,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및 교체를 강제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배출가스 저감사업5)을 통하여 정부에서 보조한다.
또한 대기 오염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자동차배출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
기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표 2-13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9조
-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중략)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
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자료: 법제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9조

5) 배출가스 저감사업 :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저공해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http://www.me.go.kr/mamo/web/index.do?menuId=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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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은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
먼지 대응 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2018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은
1990년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과 200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
별법에 우선하여 적용(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하도록 되어 있
다. 정부는 미세먼지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
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획의 내용에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저감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마련이 포함되어 있다.
표 2-14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조, 제7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료: 법제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조, 제7조

2019년 개정에서는 기존 환경부 장관의 재량에 결정되었던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내외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장려하였다.
표 2-15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7조
개정전
(2018)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
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개정후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
(2019)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자료: 법제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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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 제한, 배출 시설 가동 조정 등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필요한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또는 휴원, 수업 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미세먼지
심각 지역 중 어린이·노인이 이용하는 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
정하여, 살수차 및 공기 정화시설 운영 등의 핀포인트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
표 2-16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 제7조
- 제11조(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
감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2.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3.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료: 법제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7조

(3) 대기 환경 보전법
대기 환경 보전법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
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장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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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1990년 8월에 제정되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본 법에 의해 대기오염
대책이 수립된다. 본 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경우 10년마
다 수립되며, 그 범위에는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포함)이 포함된다.
표 2-17 | 대기환경보전법 제 1조, 제8조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
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자료: 법제처.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 제8조

대한민국 국민이 24시간 언제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에 근거하여 국립환경
과학원 소속의 대기질통합예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동법 제7조의3에 따르면 대기
오염도의 과학적 예측뿐만 아니라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기질
통합관리센터의 설치,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7조2에 근거하여 예보
에 초점을 둔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운영되고 있는 반면, 제7조3에 명시된 대기오
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은 부재
한다.
표 2-18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제7조의3
-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
여야 한다.
-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
로 예측ㆍ발표하고 대기질 통합관리 및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
터(이하 이 조에서 "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을 통합관리센터로 지정ㆍ위임할 수 있다.
자료: 법제처.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제7조의3

특별시장, 광역지사,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대기
환경기준 초과하는 경우,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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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긴급히 줄일 필요가 있다면 기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할 수 있다.
표 2-19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
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
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료: 법제처.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감소시키고 대체물질 개발을 통하여
오염물질 발생량을 지속 ·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하
는 관련 연구를 명시하였다.
표 2-20 |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 제9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① 정부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간에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연구 및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재사용ㆍ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에 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
3.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 및 탄소시장 활용에 관한 사업
4.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5.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료: 법제처.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

오염물질로 인하여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오염물질을 총
량으로 규제할 수 있으며, 초과 시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배출부과금의 제
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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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2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
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총량규제)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 제33조(개선명령) (중략)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중략)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중략)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
지를 명할 수 있다.
-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자료: 법제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2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2) 관련정책
(1)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2019.11)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은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5.8% 감축하
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관계부처(12개)가 합동 제안한 종합
대책이며, 각 분야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였다.
도로 수송 부분의 대책은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저공해차 보급 가속화, 교
통 수요관리 강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대기오염 물질 배출의 총량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노후 경
유차 감축(조기폐차 인센티브, 저공해차 구매보조) 및 정공해차 보급 가속화, 신규
경유차 수요 억제와 대중교통 활성화 등 근본적 대응 강화를 핵심 대책으로 제안하
였지만, 폭스바겐 사태(‘15) 이후에도 경유차 판매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
중이며 노후차량 교체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노후 경유차 감축의 경우, ‘24년까지 노후경유차 80% 이상 퇴출을 목표
로 조기폐차 지원 지속, 현행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 개선 추진, 저소득층ㆍ민감계층
을 위한 맞춤형 노후경유차 퇴출 지원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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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도로 수송 부문 목표 및 핵심 대책
◈ (배출현황) 전국 ‘18년 연평균 기준 미세먼지(PM10) 농도는 40㎍/m3,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3㎍/m3
※ Euro3 이전 노후경유차의 등록비중은 14.8%이나, 미세먼지 배출량 비중은 53.9%
※ 신규 경유차 판매비율(%, 휘발유/경유) : ’12년 47/39, ’13년 43/44, ’15년 37/52, ’18년 43/43

◈ (목표) 국내 배출량을 ‘14년 배출량 대비 35.8% 삭감하여 ’22년까지 서울 연평균 농도를 17~18㎍/㎥로
개선
◈ (핵심대책) 노후 경유차 감축 및 저공해차 보급은 가속화 하되, 경유신차 수요 억제와 대중교통
활성화 등 근본적 대응 강화
자료: 정부부처 합동(2019, 15)

그림 2-10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비전 및 추진체계

자료: 정부부처 합동(2019, 33)

제2장 미세먼지 관련 현황 ･ 39

산업부문에서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확대 등
다각적 감축 정책ㆍ제도 시행이 제안되었으며, 사업장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면
재정비, 감시ㆍ단속 강화를 제시하였다.
표 2-23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산업 부문 목표 및 핵심 대책
◈ (배출현황) 전국 ‘18년 연평균 기준 미세먼지(PM10) 농도는 40㎍/m3,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3㎍/m3
※ 전국 사업장수(총 56,584개소, ´18년) : 1∼3종 4,363개소, 4·5종 52,221개소

◈ (목표) 국내 배출량을 ‘14년 배출량 대비 35.8% 삭감하여 ’22년까지 서울 연평균 농도를 17~18㎍/㎥로 개선
◈ (핵심대책) 권역 관리체계 전환, 총량제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감시 강화 등으로 집중 감축
및 관리 내실화
* 확대되는 권역 내 총량관리 사업장 배출량의 99% 이상을 굴뚝자동 측정기기(TMS)로 관리(~‘21)
자료: 정부부처 합동(2019, 35-42)

한편 미세먼지 민감 계층(노약자,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 환경기준 강화,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마스크 지원 등의 적극적이고 직관적
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표 2-24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미세먼지 민감계층 중점 보호 내용 정리
- 전국 모든 유치원과 각급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민감계층 생활‧이용시설 대상
설비 지원 확대
- 학교‧유치원 공기질 점검 시 학부모 참관 허용 및 점검(반기별 1회) 결과 등을 학교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
- 어린이집·학교 인근 도시대기 측정망 확충 및 이동측정 차량 운영으로 미세먼지 측정 인프라 확대
- 어린이ㆍ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청소차운행확대, 통학차량LPG
차 교체 등 각종 지원 최우선 시행(’20~)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19∼)
- 보건용 마스크의 효과, 건강보험 재정, 보험적용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검토 추진(´20∼)
- 미세먼지로 인한 폐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 검토
자료: 정부부처 합동(2019, 72)

또한, 미세먼지 발생의 대외적 요인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환경협력센터 신설 및
미세먼지 문제 공동연구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2-25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국제협력 강화 내용
-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미세먼지 문제 논의
- 한 · 중 환경협력센터 신설 및 상시 협력
-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체결 및 다자간 협력 강화
자료: 정부부처 합동(2019, 10)

40

(2) 중앙정부 정책
▢ 공공기관 차량2부제 운영(환경부)
공공기관 차량2부제 운영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목적으로, 고농도 계절(12월~3월) 동안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
기관 차량 2부제(이하 공공2부제)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홀
수(1, 3, 5, 7, 9)인 그룹과 짝수(2, 4, 6, 8, 0)인 그룹으로 나누어 홀수 일에는
끝자리 홀수 차량만, 짝수 일에는 끝자리가 짝수 차량만 운행하며 상기 제도의 법률
적 근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
치에 있다.
표 2-26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
-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자료: 법제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

표 2-27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추진 설명
구분

설명

상세

대상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시·도 지사는 관내 읍면, 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불편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별도 시행지역 설정 가능

대상기관

대상지역 소재 중앙행정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

승용차 요일제 대상기관과 동일

대상차량

국가·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만 해당)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승용, 승합, 화물 포함)
대상지역 외 공공차량 및 민원인 등의 민간차량은 적용
제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렌터카 등도 차량 2부제 대상에 포함

제외차량

비상저감조치 및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경차·친환경차*, 취약계층 · 특수목적,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
이외,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 전기·수소·하이브리드가 아닌
내연기관 저공해 3종 차량은
해당되지 않음

추진근거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

자료: 환경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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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개념
상시
구분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이외
자료: 환경부(2019)

4~11월

고농도 발생시(비상저감조치)
1단계
2단계
3단계
(관심)
(주의)
(경계/심각)

12월~3월
(고농도계절)

국가·공공기관
국가·공공기관
요일제(5부제)
2부제
국가·공공기관 요일제(5부제)

국가·공공기관
2부제
(※ 경차 포함)

관용(공용)차
운행 전면제한

국가·공공기관
운행 전면제한

▢ 초미세먼지 재난위기 관리 표준메뉴얼(환경부)
환경부는 2019년 10월 15일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제정하였
고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위기경보 기준과 각각의 대응체계를 담았다.
표 2-29 |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련 표준메뉴얼
구분

발령기준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μg/m3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75μg/m3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μg/m3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150μg/m3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μg/m3 이상 2시간 지속
+ 다음날 200μg/m3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http://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064740&menuId=286
(2020년 1월 15일 접속)

환경부는 2020~2024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16년 대비 초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5% 이상 저감(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전국) :
2016년 26μg/m3 → 2024년 16μg/m3)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24년까지 노후경
유차 80% 이상 퇴출을 목표로 조기 폐차 지원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고농도 대응강
화, 노후경유차 퇴출 가속화를 위해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등급제(차량을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기반의 운행제한 및 단계
적 확대6)를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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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고농도 계절관리 기간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 제한 참여도
제고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대중교통 운행 횟수 증대 및 연장 운행 실시
를 검토하고,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발령 시 국가
적 대응체계 운영 등 재난대응을 실시한다고 언급되었다. 위기경보 상향에 따른 고
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단계적 강화 및 부문별 조치사항도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그림 2-11 | 위기경보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료: 환경부(2017, 70)

표 2-30 | 위기경보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사항
구분

부문별 조치사항

단계 1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 확대,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 제한 전국 시행 등 현행제도
이행 강화

단계 2

관용·공용 차량운행 전면제한(긴급차량 등 제외), 공공 사업장 가동시간 추가 단축,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지급

단계 3

관급공사장 전면중단, 통행제한(민간 자율/강제 2부제 등), 민간 보유물자 동원(예:
살수차) 등 특단의 조치 시행 추진

자료: 환경부(2017, 71)

▢ 기타
산림청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정화를 위한 제2차 도시림 기본 계획을 수립
하여,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생활권 녹지공간 축소,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15㎡
조성한다고 밝혔다.

6) 대상차량 예시 : 5등급(’19∼) → 4등급(’21∼, 서울 우선 도입 후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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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 도시숲 조성의 기대효과

자료: 산림청(2018, 17)

환경부에서는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림 2-13 |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
치비용을 지원한다.

자료: 환경부. 2019년 환경부 주요 특색사업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
설 설치지원 시범사업.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392
&boardMasterId=713&boardId=907690
(2020년 1월 15일 접속)

(3) 광역지자체 정책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특별시는 2018년 10월 15일에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
례안을 마련하였고 한양도성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2019년 12월에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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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차량 2부제 실시 등 강화된 조치도 가능하다.
표 2-31 | 서울특별시의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 제5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시장은 초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른다.
1. 공해차량 운행제한
②시장은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제5조제1항1호의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유차량으로 한다.
자료: 법체처.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7284호. 제5조1항1호, 제7조1항

표 2-32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추진 설명
구분

설명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제한시간

∙ 오전 6시 – 오후 9시 /상시 (주말, 공휴일 포함)

제한지역

∙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종로구, 중구 15개동)

시행시기

∙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 1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상세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시 녹색교
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15.6% 감축 예상
- 제외대상: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등
- 저공해사업 지원: 거주자·생계형 조기폐차 최
대300만원, DPF 90%(생계형100%)지원 등
∙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
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단속(녹색교
통지역 45개 진입 지점) (그림 1-3 참조)
∙ 과태료는 1일 1회 25만원(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
-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
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운행제한 가능
추진근거
∙ 녹색교통지역 지정
-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
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료: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http://news.seoul.go.kr/traffic/greentraffic (2020년 1월 10일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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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 녹색교통지역 차량번호인식장치(ANPR) 설치 지점

자료: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http://news.seoul.go.kr/traffic/greentraffic (2020년 1월 10일 접속)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을 위하여 거주자(법인·사업자 포함) 및 생계형 차량 조기
폐차 중고차 시세로 (3.5톤 미만) 폐차 보조금을 상향(최대 165만 원 → 300만 원)하였
고,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 기준가액을 100% 지원한다. 또한,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생계형 차량은 지원하고 있다.
그림 2-15 |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방안

자료: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http://news.seoul.go.kr/traffic/greentraffic (2020년 1월 1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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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는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관련 후속 대책을 위해
2016년 6월 27일에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종합
대책에는 지자체와 건설회사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사 1도로 클린제 운영7) 하
는 등의 사업장 내 비산먼지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먼지 저감 전담조직을 신설하
였다.
표 2-33 | 인천광역시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도로먼지 저감 대책 부분
- 도로먼지 제거장비 확충

- 도로먼지 청소방법 개선

- 도로청소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도로먼지 저감 전담조직 신설

자료: 인천광역시(2016, 19-22)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는 2019년 4월 2일에 제정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며,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항만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기 연료를 제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령에 근거하여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을 지정하며, 지정된 곳에서는 일정 황 함유량을 초과하는 연료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선박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관 내 일정 비율을 충족시켜
야 하는 타 교통수단과 달리, 무조건적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차량 구매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량이 되도록 한다(수도
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7)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는 관내 건설사들이 공사현장 등 지정된 구간에서 날림먼지를 자율적으로 제거해 지역을
청결하게 관리·운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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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4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2조
- 제10조(선박배출 규제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의
기본목표(이하 “대기질개선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하 “배출규제해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선박의
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입 촉진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운항
할 예정인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새로 조달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자료: 법제처.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2조

3) 시사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검토한 결과, 부처별 업무의 미세먼지는 추진되고 있었으나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추진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이유로 미세먼지 관리저감 지역에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정책 도출은 어려운 실정
이다.
협력적 미세먼지 저감방안으로는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순환형 도
시설계(도시설계와 도로망의 조화), 압축 도시 (Compact city), 초저공해존 설정,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환경 개선, 도시가로 설계 등이 있다. 또한, 교통망에서 지속
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바람길을 이용해 분산시키는 방식이 최근 독일 및 홍콩
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통수요 관리 정책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일부 확인되고 있으며 국내
에서도 차량2부제 등을 통해 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미세먼지는 다
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장기
대안과 함께 단기적용 가능한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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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먼지 의식 시민의식 현황
1) 조사개요 및 기존설문조사 검토
본 연구에서는 일반 시민의 평소 환경 의식과 단거리 통행의 보행환경 개선에 따
른 수단 전환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설문의 범위는 오픈서베이
(open survey)8) 패널조사를 통해 응답한 4,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
문과 관련한 기본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35 | 보행환경 요인 중요도 항목(1단계)
설문 기간
문항 수
응답 인원
표본 오차
조사 방법

2020년 1월 7일 오후 7시 25분-8시 42분
25 문항
4000 명
±1.55%P (95% 신뢰수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응답 수집

자료: 저자 작성

모바일 기반의 설문조사는 단기간에 설문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별도의 코딩
작업 없이 코딩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표 2-36 | 모바일 설문지

자료: 저자 작성

개인특성 문항은 총 10가지로 응답자의 기본적인 특성(나이, 성별, 소득, 지역,
직업 등)과 승용차 보유 여부 및 운전 유무, 주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정보를 질문하

8) 오픈서베이는 모바일 기반의 설문조사 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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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지 문항은 총 8문항이었으며 환경과 관련한 기본적인 인
지 정도와 개선의 필요성, 환경오염의 요인 등의 문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조사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9)
의 국민환경의식조사 내용 중 미세먼지관련 내용9)을 검토하였다.
상기 조사의 미세먼지의 농도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 85.2%가 나빠졌다 라고 응
답하였으며 18년도 설문조사 결과(92.3%)보다 일부 인식의 개선을 보였다고 조사
되었다. 다음 상기 조사내용 중 미세먼지 관련 정책의 경우 각 정책의 효과성이
68.3 ~ 86.4% 수준으로 높은 편으로 조사되어 18년도 국민환경의식조사와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을 질문한 응답에서는 주변국가로부터 유입
되는 황사, 미세먼지(1순위 65.8%)가 가장 응답이 높았으며, 국내요인에서는 매연
(1순위 13.5%), 공장 소각물질(1순위 11.8%) 순으로 나타났다.

2) 응답자 개인특성 분포
설문조사 시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대는 균등 배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집단별 비율이 동일하였다.
그림 2-16 | 응답자 기초 통계
성별

자료: 저자 작성

9) 심창섭 외(2019). pp.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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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응답자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사무기술/공무원/경영지원이 39.4%로 가장 높았
고, 기능/작업/자유/전문직 16.3%, 자영업/판매/영업 13/6%, 전업주부 13.6% 순
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은 인천·경기가 33.8%, 서울 33.4%, 경남지역 10.7% 순으
로 응답하였다.
그림 2-17 | 응답자 기초 통계
직업

지역

자료: 저자 작성

가구 특성으로 가구주 여부와 가구 소득을 질의하였으며 63.4%가 가구주라고 응
답하였고, 월 가구소득은 300 ~ 500만 원 38.1%, 500 ~ 1,000만 원 32.0% 순
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2-18 | 가구특성
가구주여부

월가구 소득

자료: 저자 작성

가구 내 차량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84.5%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
으며, 운전 빈도는 거의 매일이 38.0%로 가장 높고 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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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27.2%로 나타났다. 평소 주 이용 수단에 대한 질문에
서는 41.5%가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철도(지하철, 기차 등)가
25.7%, 버스가 21.3% 수준으로 나타났고, 보행은 10.4%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2-37 | 개인특성

성별

연령대

직업

지역

월가구소득

차량소유여부

주요교통수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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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여자
남자
20대
30대
40대
50대
사무/공무원/경영등
기능/작업/자유/전문
자영업/판매/영업
전업주부
학생
기타
서울
인천 · 경기
강원
대전 · 충청
대구 · 경북
울산 · 부산 · 경남
광주 · 전라
제주
세종
100만원 미만
100 ~ 300만원
300 ~ 500만원
500 ~ 1,000만원
1,000만원 이상
예
아니오
승용차
버스
철도(지하철,기차등)
자전거
PM(킥보드,전동기등)
도보
기타
합계

2,000
2,000
1,000
1,000
1,000
1,000
1,574
653
544
542
327
360
1,336
1,351
70
279
274
426
232
20
12
113
876
1,524
1,281
206
3,379
621
1,660
852
1,029
34
5
416
4
4,000

50.0%
50.0%
25.0%
25.0%
25.0%
25.0%
39.4%
16.3%
13.6%
13.6%
8.2%
9.0%
33.4%
33.8%
1.8%
7.0%
6.9%
10.7%
5.8%
0.5%
0.3%
2.8%
21.9%
38.1%
32.0%
5.2%
84.5%
15.5%
41.5%
21.3%
25.7%
0.9%
0.1%
10.4%
0.1%
100.0%

3) 환경문제 의식조사
(1) 환경악화 정도 및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환경문제인지에 대해 환경악화 정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개선이 시급한 분
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 도보의 도움 정도,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사회적 노
력, 기존 공공정책의 만족도 등을 질문하였다. 환경악화 정도의 문항에서는 과거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4.1%로 과거에 비해 환경이 악화되었다는 의견
이 높았으며,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성 항목에서는 89.5%의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19 | 환경악화 및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환경악화정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자료: 저자 작성

표 2-38 | 환경악화 정도 및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항목

환경악화정도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

구분

빈도

비율

매우 악화됨
조금 악화됨
보통
조금 개선됨
매우 개선됨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조금 중요함
매우 중요함
합계

949
1,616
836
523
76
18
84
320
1,260
2,318
4,000

23.7%
40.4%
20.9%
13.1%
1.9%
0.5%
2.1%
8.0%
31.5%
58.0%
100.0%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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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악화 정도를 1~5점 척도(1점이 매우 악화됨, 5점이 매우 개선됨)를 기준으
로 집단 간 평균 비교 및 일원 분산 분석을 통해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의 경우
여성(2.13)이 남성(2.45)에 비해 환경 악화 정도를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
며 연령대의 경우 40대(2.17), 30대(2.24), 50대(2.33), 20대(2.42)순으로 악화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2-39 | 성별·연령별 환경악화 정도 비교
구분
여성
남성
20대
30대
연령대
40대
50대
자료: 저자 작성
성별

mean

std

2.13
2.45
2.42
2.24
2.18
2.29

1.006
1.025
0.993
1.059
0.985
1.028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96.488

0.000

10.901

0.000

집단-간
집단-내

99.5
4,124.5

1
3,998

99.5
1.0

집단-간

34.3

3

11.4

집단-내

4,189.7

3,996

1.0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집단 간 응답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의 경우 여성
(4.5), 남성(4.38)로 집단 간의 차이는 일부 있으나, 전체적으로 기후변화를 중요
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분석 결과 40대(4.5), 30대(4.47), 50대
(4.44), 20대(4.36)로 30~40대에서 앞서 설문한 환경악화 정도와 기후변화 대응
의 중요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으며 집단 간의 차이를 봤을 때 20대와 30~40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2-40 | 성별·연령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구분
여성
남성
20대
30대
연령대
40대
50대
자료: 저자 작성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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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td

4.50
4.38
4.36
4.47
4.50
4.44

0.756
0.771
0.760
0.751
0.754
0.766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24.264

0.000

5.913

0.001

집단-간
집단-내

14.2
2,333.3

1
3,998

14.2
0.6

집단-간

10.4

3

3.5

집단-내

2,337.1

3,996

0.6

(2) 환경 개선이 시급한 분야
특히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미세먼지(33.7%)와 대기오염(26.8%)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1순위에 미세먼지를 응답한 표본 중 51.8%가 2순위에 대기오염으로
응답하여 그 중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0 | 개선이 시급한 분야
개선이 시급한 요소(1~3순위)

1순위 미세먼지 응답자의 2순위 선택결과

자료: 저자 작성

표 2-41 | 개선이 시급한 환경문제(1~3순위)
개선시급요소
미세먼지
온실가스
수질오염
오염물질
대기오염
기타
합계
자료: 저자 작성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3,158
254
142
69
365
12
4,000

315
588
766
296
1,632
10
3,607

185
500
972
650
917
26
3,250

3,658
1,342
1,880
1,015
2,914
48
10,857

33.7%
12.4%
17.3%
9.3%
26.8%
0.4%
100.0%

표 2-42 | 개선이 시급한 환경문제의 1~2순위 교차분석
2순위
1순위
미세먼지
온실가스
수질오염
오염물질
대기오염
기타
합계
자료: 저자 작성

미세
먼지

온실
가스

수질
오염

오염
물질

대기
오염

기타

합계

100
37
12
164
2
315

525
15
4
42
2
588

617
42
17
90
766

231
22
26
16
1
296

1,484
72
52
22
2
1,632

7
2
1
10

2,864
238
130
55
313
7
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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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먼지 발생요인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으로는 평균 국내 34.89점, 국외 65.11점으로 국내에 비해
국외의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국내 요인이 더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대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내 요인
이 더 큰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표 2-43 |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요인
미세먼지 주요인
국내
국외
자료: 저자 작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4,000
4,000

34.89
65.11

17.369

0.275

표 2-44 | 성별·연령별 미세먼지 발생요인(국내)
구분
여성
남성
20대
30대
연령대
40대
50대
자료: 저자 작성
성별

mean

std

Sum of Squares

35.70
34.08
29.32
32.79
36.60
40.84

17.612
17.089
16.420
17.018
16.420
17.369

집단-간
집단-내
집단-간
집단-내

df

2,621
1
1,203,798 3,998
73,836

3

1,132,583 3,996

Mean
Square

F

P

2,621.2
301.1

8.705

0.003

86.837

0.000

24,612.0
283.4

미세먼지의 국내외 발생 요인에 대해 50점을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분포를 통
해 국내 또는 국외 중 어떤 요인에 더 중요도를 두는지를 비교하였다.
표 2-45 | 미세먼지 국내·외 요인 빈도 구분
49점이하(국외 요인↑)
빈도
비율

구분
성별

연령대

여자
남자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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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1,533
856
790
722
636
3,004

73.6%
76.7%
85.6%
79.0%
72.2%
63.6%
75.1%

50점
빈도

비율

261
230
78
115
144
154
491

13.1%
11.5%
7.8%
11.5%
14.4%
15.4%
12.3%

51점이상(국내 요인↑)
빈도
비율
268
237
66
95
134
210
505

13.4%
11.9%
6.6%
9.5%
13.4%
21.0%
12.6%

합계
2,000
2,000
1,000
1,000
1,000
1,000
4,000

전체적으로는 4,000명 중 3,004명(75.1%)이 미세먼지의 주요인이 국외 요인이
라고 응답하였으며, 요인의 중요도가 동등하다는 응답이 12.3%, 국내 요인이 더 크
다는 응답이 12.6%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76.6%, 남성의
76.7%가 국외 요인이 더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의 85.6%, 30대
의 79.0%, 40대의 72.2%, 50대의 63.6%가 국외 요인이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21 | 미세먼지 국내·외 요인의 집단별 구분

자료: 저자 작성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참여의사 및 정책평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본인 참여의사와 정책평가에 대한 정도는 0~100점으로 응
답하도록 하였으며 참여의사는 평균 75.08점으로 응답되었고, 공공기관의 정책평
가는 57.35점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다소 낮게 응답하였다. 이 두 문항의 상관관
계는 0.383(신뢰도 99%)으로 참여의사가 높을수록 정책의 평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6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참여의사 및 정책의 평가
구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본인 참여의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의 평가
자료: 저자 작성

N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4000
4000

75.08
57.35

0.363
0.458

22.971
2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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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차량 이용을 줄이는 등 사회
적 노력 참여의사를 질문한 결과 성별에서는 여성이 77.07점으로 남성(73.09)에 비
해 참여의사를 높게 응답하였으며 연령대별 분석결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본인 참여의
사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20대: 73.57, 30대: 74.75, 40대:74.91, 50대:77.08).
표 2-47 | 사회적 참여의사에 대한 집단별 분석
구분
여성
성별
남성
20대
30대
연령대
40대
50대
자료: 저자 작성

mean

std

77.07
73.09
73.57
74.75
74.91
77.08

22.089
23.660
24.396
23.308
22.181
21.804

df

Mean Square

F

P

집단-간
집단-내

Sum of Squares
15,816.5
2,094,400.1

1
3,998

15,816.5
523.9

30.192

0.000

집단-간

6,440.9

3

2,147.0
4.078

0.007

집단-내

2,103,775.7

3,996

526.5

사회적 참여의사를 50점을 기준(0~49점 참여의사 낮음, 50점 보통, 51~100점
참여의사 높음)으로 참여의사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의 79.6%인
3,184명이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82.5%)이 남
성(76.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증가할수록 참여의사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2-22 | 사회적 참여의사에 대한 집단별 분석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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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평가 문항에서 성별의
경우 남성이 55.32점, 여성이 59.37점으로 여성의 공공정책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하였으나 표본 전체로 볼 때 57.35점으로 평가점수가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연
령대의 경우 20대(52.6), 30대(54.41)가 평가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40대
(59.22), 50대(63.1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8 | 국가 정책 평가에 대한 집단별 분석
구분
여성
성별
남성
20대
30대
연령대
40대
50대
자료: 저자 작성

mean

std

59.37
55.32
52.60
54.41
59.22
63.15

27.563
30.151
28.893
30.118
28.556
27.018

df

Mean Square

집단-간
집단-내

Sum of Squares
16,455.2
3,335,874.3

1
3,998

16,455.2
834.4

집단-간

68,320.2

3

22,773.4

집단-내

3,284,009.3

3,996

821.8

F

P

19.721 0.000

27.711 0.000

국가 정책의 평가를 50점을 기준(0~49점 정책수행 불만족, 50점 보통, 51~100
점 정책 수행 만족)으로 기존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정책에 대한 평가를 구분해보면
전체의 52%가 50점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53.6%,
남성의 50.5%가 정책수행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46.7%, 30대 48.6%, 40대 53.5%, 50대 59.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책에
대한 평가점수를 높게 응답하였다.
그림 2-23 | 국가정책 평가에 대한 집단별 분석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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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이 시급한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이 시급한 분야로는 공장 매연(32.0%), 자동차 배기
가스(31.0%)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성별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며, 연령대로 볼 때 연령대 높을수록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응답이 높았고, 연
령대가 낮을수록 공장 매연의 비율이 높았다. 산업 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요인에
서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가장 높은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이용률 감소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급한 분야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2-24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이 시급한 분야

자료: 저자 작성

표 2-49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이 시급한 분야
구분

1,239

31.0%

공장 매연

1,278

32.0%

공사장 비산먼지

283

7.1%

화력 발전소

700

17.5%

쓰레기 소각

360

9.0%

보일러 등 생활연소

81

2.0%

축사 분뇨 처리

59

1.5%

4,000

100.0%

합계

60

비율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이 필요한
부분

자료: 저자 작성

빈도

(6) 시사점
다양한 환경문제 중 미세먼지 개선을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3.7%로 가장 높아 미세먼지 문제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책 참여의식 조사결과 응답자 백 명 중 75명이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난 반면, 현재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백 명 중
58명으로 낮게 나타나 정책만족도는 참여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는 공장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기존설문조사10)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
서,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차량이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및 국외요인 설문조사 결과 국외
요인이 평균 65.11점으로 국내보다 높았고 이것은 상기 기존설문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차량이용관련 미세먼지 저감 방안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친환
경차 보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공간측면과의
협업을 통한 차량수요 저감과 같은 분야 간 협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노력도
필요하다.
미세먼지 발생현황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세먼지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다양
한 물질 등에서 2차생성이 가능해 단일분야 단일처방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
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의식이 성별, 연령별로 다르고
정책 참여도에 대한 의견도 달라 이를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의하는 의향이 높은 것은 바람직
하나 정책만족도는 낮아 사회적 동의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분야 간 협
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0) 심창섭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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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공간과 교통의 개별적 미세먼지 저감사례
3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체류활동 중심의 공간과 이동활동 중심의 교통관점에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해외사례를 검토하였다. 공간분야 사례로는 바람길 조성과 압축도시
형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사례를 살펴보았다. 교통분야는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와 친환경 가로망
설계를 통한 도보활성화 방안을 기술하였다.

1. 공간분야 미세먼지 저감사례
1) 바람길과 도시계획
김수봉 외(2007)에 따르면, 바람길은 도시바람 통로를 의미하며, ‘녹지와 물, 오
픈스페이스의 네트워크’로 산이나 바다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도시로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시기후관리를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 개념을 도입하였고,
분석적 기후 지도를 바탕으로 한 바람길 도입 및 관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람
길 혹은 바람 통로에 식재된 수목은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도 있다.

□ 독일 슈투트가르트
독일 남부지역에 위치한 이 산업도시는 분지에 위치하여 평균 풍속이 약하고
(2m/sec), 이로 인해 공장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정체한다. 1970년부터 마련된
세부지침을 바탕으로 토지와 건물 형태를 제한하여 “바람길”을 조성하고 신선한 공기
의 이동을 촉진하였고, 토지이용계획(F 플랜), 지구단위계획(B플랜)에 바람길 계획이
포함되어있으며, 시간당 약 2억m2의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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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슈투트가르트 사례

자료: Baumueller, J. (2006, 9)

독일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Verein Deutscher Ingenieure(독일 엔지니어 협
회)에서 도시 및 지역을 위한 환경기상기후 및 대기오염지도 관련 국가적 지침
(VDI 3787-part 1)을 만들고 바람 통로를 ‘Ventilation lane’으로 명명하였다. 이
지침은 지면에서 생산된 공기를 대량으로 수송하는 지역을 방향·지면의 특성·폭 등
에 따라서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다. 수평적 대기 흐름은 낮은 건물 밀도, 직선 또는
조금 휜 건물의 배치, 넓은 건물 폭 등으로 인해 원활해지고, 이렇게 관리되는 지역
이 기후지도에 상세히 표현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을 지도화하여 기후지도를 적
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중국 쓰촨성 청두시
중국 쓰촨성에 위치한 청두시는 쓰촨분지 서쪽에 위치하며, 성도 평원 중앙에 위
치한 도시이다. 청두시는 바람길을 공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City master plan, 2016-2035)에서 제1통로(주 바람길), 제2통로(보조 바람길)
를 통해 바람길 분석지도를 상세화하였다. 분석지도를 바탕으로 수립된 청두시 바
람길은 현재까지 수립된 도시 규모 바람길 계획 중 가장 상세하고 과학적인 도시기
후 관리방안을 제시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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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 청두시 바람길 계획

자료: Ren et al. (2018, 182)

□ 홍콩
홍콩은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발생으로 대기 통풍이 중요한 도시환경
문제임을 인식하고, ‘팀 클린’으로 명명되는 위원회를 조직하였고, 2005년까지 수
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말 홍콩 도시계획지침 내 바람길 확보 관련 내
용을 포함시켰다. 도로망, 녹지축, 바람길 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도시설계를 수
립할 것을 지침상에 사례를 통해 기술하고 있으며 그림처럼 도로망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이 자연 바람길과 녹지축으로 분산되도록 도로망 형태와 바람길 그리고
건축물 높이를 조화롭게 설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림 3-3 | 홍콩의 대기순환형 도시설계 노력
바람길

도로망

용적율

녹지축

자료: Hong Kong SAR Government(2002, 27)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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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축도시 조성을 통한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 압축도시 개념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교통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압축도시(Compact City)이다. 압축도시(compact city)라는 용어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Dajani 외(1974)의 저서 Compact City에서 유래하였으며 그는 직
경 2.66km 8층 건물에 인구 25만 명을 수용해 이동 거리를 줄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도시민의 주거지 주변 토지이용 다양성 (Diversity
or multi-functional land use)을 높여 통행 거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
시 확산 현상이 대두되었던 나라를 중심으로 도입논의가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압축
도시 논의를 넘어서는 무공해도시(ZEC, Zero Emission Cities) 개념이 등장하였다.
Ritcher 외(2019)는 생태네트워크에서의 콤팩트 도시를 평가하기 위해 경관 구조
지표, 공간 다중기준 평가, 가중접근법 등을 활용하였다. 그는 다중기준 평가를 바
탕으로 경관기능 지수를 산출하고, 생태네트워크가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여러 측면
에서 차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3-4 | 독일 드레스덴시의 보전과 개발 전략

자료 : Ritcher, B and Behnisch, M. (2019,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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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워싱턴 포스트 지(2014년 9월 22일자)가 Bertoud 외(2004) 연구를
인용해 압축도시가 기후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자료
이다. 이 그림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에 비해 도시면적이 26배 큰 미국의 애틀랜타가
CO2를 배출량은 107배, 인당 CO2는 10.7배 높게 발생시켰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림 3-5 | 애틀란타와 바르셀로나 도시면적과 이산화 탄소발생량 비교

자료: The Washington Post. How compact cities help curb climate change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4/09/22/how-compact-citieshelp-curb-climate-change/?utm_term=.5c9e221762b1) (2020년 1월 7일 접속)
원자료: Bertoud, Richardson(2004, 6)

압축도시는 고밀도 복합토지 이용(고밀개발)에 따른 통행거리 감소로 에너지 감
소 및 미세먼지 감소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미세먼지 감소를
유도하는 압축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압축도시 건설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미세먼
지 저감 방안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미래 도시구조가 변화하는 만큼 이에 부합하는 교통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예로, 컴팩트 내부는 단거리 PRT로 연결되며 중장거리 통행만 승용차가 담당할 것
이고(MAAS 등), 컴팩트 시티에서는 식료품, 쇼핑 등의 생활물류 처리를 위한 도시
물류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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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멜버른
멜버른은 호주 빅토리아 주의 경제중심지로 인구 4백만 명 수준의 제조업 중심
항구도시, 연구 중심, 높은 학력수준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1980년대 중반
구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주거-상업 및 업무-상업지구 분류체계를 만들어 복합
적인 토지이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새로운 빌딩에 대한 “active edges” 정책
을 만들어 도시 거리 및 환경이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도시민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 가능토록 유도하였다. 2016년 호주 센서스 기준으
로 호주에서 두 번째로 대중교통 사용도가 높은 도시로 나타났으며, 도심부 지역
대중교통 분담률은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그림 3-6 | 멜버른 도시확장 (2003-2010)

자료: OECD(2012, 128)

□ 캐나다 밴쿠버
밴쿠버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인구 240만 명 수준
1)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보도자료(2017. 10. 23).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mediareleasesbyreleasedate/7DD5DC715B608612C
A2581BF001F8404?OpenDocument, 2019년 5월 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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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시로, 캐나다에서 아시아-퍼시픽을 연결하는 관문도시이다. 이 도시는 인구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강한 압축도시 개발, 통합적 커뮤
니티 개발, 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심을 가졌다.
도시민의 직장과 주거지역 간 거리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대중교통 지향
적인(예, Frequent transit development corridors) 도시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였다. 직주 거리 감소를 위해 중산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 공급 노력 및
저소득층의 사회적 주택 공급 노력하였고, 보행자 및 자전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자전거도로는 약 100km가량 추가 건설하였다. 또한, 압
축적 도시개발 유도 및 환경보호를 위한 농지보호구역지정(ALR, Agricultural
Land Reserve)에 따라 1986년 이래로 밴쿠버 지역의 폭발적 인구성장(43만 →
240만)에도 추가적으로 도시화된 지역은 149헥타르에 불과하였다. 주택의 반지하
공간 (secondary or basement suites) 임대 허용 및 소형 단독주택(laneway
houses) 건설 허용을 통한 고밀도 토지이용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그림 3-7 | 벤쿠버 주택 사례
벤쿠버 반지하주택

벤쿠버 소형단독주책

자료: City of Vancouver(2018, 18)

최근 비약적 인구증가에도 2016년 온실가스배출 총량은 2007년 대비 2.2% 감축
하였고, 1인당 배출량은 11.5%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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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파리
Ile-de-France로 불리는 파리 대도시권역은 약 1,180만 명의 인구(전체 인구의
19% 수준)가 거주하며, 전체 GDP의 29%가 생산되는 프랑스의 중심지이다. 이러
한 파리의 새로운 지역적·공간적 프로젝트는 “다중심형 압축형(polycentrism and
compactness)” 도시로 요약될 수 있으며 더 나은 짜임새, 더 넓은 지역의 중심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수의 중심지와 그 배후지역들을 최적화하였다. 이때, 외곽 주
거지역의 중심지를 지역 경제 중심지로 기능을 강화하고 중심지간 연결성을 높였
다. 총 8개의 클러스터를 선정하고, 클러스터별 전문화된 기능을 부여하였는데, 이
8개의 클러스터는 Roissy-Villepinte-Tremblay(공항 플랫폼), Paris-Saclay(과학
기술클러스터), The south of Paris to Evry and Saclay(생명과학클러스터), Le
Bourget(파리의 항공우주관문), Lower Seine confluence(파리의 해양관문), The
Ile Saint-Denis in Aubervilliers(생드니와 오웬지역 연결), Paris La Defense(금
융중심지), Cite Descartes(파리 동부지역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다. 마지막 단계
로, 이 8개의 클러스터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무인 전철 기반 대중교통 건설이 계
획되었다.
그림 3-8 | 파리의 공간계획 프로젝트: polycentrism and compactness

자료: OECD(2012, 139)
원자료 : IAU-IdF(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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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해도시 (ZEC, Zero Emissions Cities) 프로젝트
세계 지속가능 발전 기업위원회(WBCSD)의 ZEC 프로젝트는 다수의 도시들과 협
력하여 도시 에너지 시스템을 저탄소, 오염물질 배출 감축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로
드맵을 개발, 이행 중에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영국 버밍엄, 미국 샌디에고에
서 파일럿 연구를 시작하였고, 영국 버밍엄 스미스필드 재개발 사업에서 2,000여
가구의 주택과 쇼핑센터, 레저시설 등을 무공해도시의 개념적 틀이 채택되었다. 이
개념적 틀은 영국의 버밍엄 대도시 권역 및 솔리헐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
략 수립을 위한 제안요청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림 3-9 | 버밍엄 스미스필드 재개발사업 조감도

자료: WBCSD 웹사이트. https://www.wbcsd.org/Programs/Cities-and-Mobility/Zero-Emissions-Cities/
News/WBCSD-Zero-Emission-Cities-framework-to-guide-Birmingham-Smithfield-redevelopment
(2020년 1월 1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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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분야 미세먼지 저감사례
교통정책을 이용한 도시 온실가스 배출 및 공기의 질 관리를 위한 방식은 크게
4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4가지는 순서대로,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통행행
태 변화,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전환, 혼잡료 부과 등 교통존 설정, 그리고 친환경
가로 설계이다.

□ 정보기술 및 행태변화
목적지까지 선택 가능한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적 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대중교통 경로
정보 및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정보,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인센티브 등에 관
련된 정보지만, 거리의 안전성, 개인 스케줄의 복잡성, 도보 및 자전거 통행에 대
한 인식 등이 여전히 큰 제약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로 쇼핑통행이 감소
하고 있다. 영국,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연근무를 권장하고 있지만, 재택근무자 성장속도(영국 2008~2013년 사이 13%
성장)는 더딘 편이다. 온라인 쇼핑 시장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쇼핑통
행의 감소 속도(영국 2002~2012년 사이 쇼핑통행 12% 감소2))는 느리게 진행되
고 있다.

□ 공유경제 및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많은 나라에서 공유경제기반 차량,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스쿠터 등의 대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용률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전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며,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
2) Hitchcock, G. et al.(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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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인 점프바이크도 미국 19개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다. 미국 라임은 미국 및
유럽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공유자전거를 서비스해왔으며, 최근 전기 스쿠터까지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우버와 라임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형태(공공, 민영 형식
등)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자가용 소유 및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림 3-10 | 우버 및 라임바이크 서비스 지역
우버 서비스 지역

라임바이크 서비스 지역

출처: Uber: http://taxi-deutschland.net(좌), Lime: https://www.li.me/locations(우)
(2019년 4월 15일 접속)

신희철 외(2017)에 따르면 퍼스널모빌리티는 전기동력 1인용 이동수단을 의미한
다. 대표적인 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또는 전기자전거 등이 있으며, 약 5-10km 내외
의 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퍼스널모빌리티는 개인이 직접 구매해서 이용하는 경우와 공유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개인 퍼스널모빌리티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 중이며, 2022년 20만대까지 증가할 전망3)이다. 퍼스널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의 경우 최근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서비스지역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예로는 쏘카,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펌프, 지바이크, 올룰로, 매스
아시아, 현대자동차 카이스트 등이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했고, 서
울, 인천, 분당, 세종,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3)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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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 유형 분류

자료: 신희철 외(2017, 38)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시속 25km 이하의 퍼스널모
빌리티에 대해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 및 운전면허 면제 등의 사안을 합의하는 등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퍼스널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확장 및 연결성 제고 등
을 통해 교통수요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공간과 교통이 협력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전기차 및 전기수소차 등으로 대표되는 친환경차 보급의 증대를 위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친환경차 1000~2000만 원 가량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행거리가 길고 수송인원이 많은 버스와 택시의 우선적인 도입이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 배출량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차량 생산업체들 또한 화석연료
차량의 생산중단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수소연료 확보 및 대용량 축
전기술 개발 등의 수송연료의 대체에 대비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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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 친환경차 보급 사례
전기버스

우버 전기차 충전소

출처: Proterra 버스. https://ecotricity.co.nz/electric-buses-and-driverless-shuttles-are-about-to-solve
-aucklands-traffic-woes/ (2020년 6월 15일 접속)
Uber 전기차 충전소. https://evadvisors.com/tag/electric-cars/ (2020년 6월 15일 접속)

□ 자동차 진입 통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차량 접근을 통제하는 방식은 전면통제, 저공해차량만 접근 허용, 주차통제 등의
방식이 존재한다. 차량 진입 전면통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의 질 향상에 직접적
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화물의 이동, 노인 및 장애인 통행까지 통제하
고, 해당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공해존 (LEZ, Low
Emission Zones)은 일정 지역을 저공해구역(Low Emission Zone)으로 지정하여
진입차량에 혼잡 통행료 부과하고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 저공해 차량의 사용 장
려하는 방식이다. 단, 미세먼지는 친환경차 및 버스에서도 계속 발생되므로 실질적
공기의 질 개선 효과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 London low emission zone
런던 Low Emission Zone 지역 경계

Low Emission Zone 경계 표시

자료: Transport for London, Low emission zone and Ultra Low Emission Zone
https://tfl.gov.uk/maps (2020년 1월 7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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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관리는 자가용차량 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지
만, 주차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위치에 따라 주차비가 상이할 때, 불법주차
로 인한 체증, 저렴한 주차장을 찾기 위한 통행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친환경 가로망 설계(context road design)
도시 가로망 형태를 산업혁명 전후로 살펴보면 산업혁명 이전의 자연적 형태에서
산업혁명 기간의 격자형, 그리고 통과교통을 배제하는 쿨대삭(cul-de-sac, 막다른
길) 형태로 변화하였다. 격자형 도로망은 접점(노드) 수가 많아 교통사고가 많은
단점이 있으나 차량의 대안 경로의 수가 많아 차량흐름에는 유리한 형태를 가지고,
이러한 차량 위주의 도로망 설계는 차량 이용을 촉진시키고 그만큼 미세먼지, 오염
물질 배출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림 3-14 | 도시가로망의 변천

자료: Congress for new urbanism,
https://www.cnu.org/our-projects/street-networks/street-networks-101 (2020년 1월 7일 접속)

Context 도로설계는 주변 환경을 고려한 도로설계로 주민과 커뮤니티 그리고 환
경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생활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는 신속
하고 효율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자연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로의 건설을 위한 통합적이고 협동적인 도로 설계 방식이다. 또한, 교통
수요관리 정책 및 전략들에 발맞출 수 있는 도로설계방식으로 좁은 도로 폭,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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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속도, 회전교차로,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확보 등의 효율성과 신속성 위주의
일반적인 도로 설계 지침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도로설계가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1998년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ASSHTO)에 의해 주변 환경 맥락을 고려한 도로 설계 기준이 제정되었
고, 미국 켄터키 주에 위치한 유클리드 거리(Euclid Avenue)의 경우 공공 참여와
복합수단(multimodalism)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가용, 대중교통 이용자,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모두가 조화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로를 개선하였다.
그림 3-15 | context 개념 도입전후 도로횡단면 변화
개선 전

개선 후

자료: Stamatiadis & Logsdon (2004, 3)

미국 버지니아 주 루둔-파우퀴어군에서 위치한 지방도로를 자연과 역사 경관 및
도로의 경제성 보존을 위해 약 40km 거리에 달하는 도로를 주변 환경의 맥락을 고
려한 방식으로 개선하고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와 회전교차로의 도입 등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였다. 또한, 루둔군 미들버그 지역의 교통정온화 계
획은 회전교차로, 과속방지교차로 등의 도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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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 미들버그 지역 교통정온화 계획

자료: Oldham & Vaughan(2004, 23)

3. 시사점
교통망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바람길을 이용해 분산시키는 방식이
최근 독일 및 홍콩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차량2부제 등을
통해 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수요 관리 정책 등을 통한 미세먼
지 저감 효과는 일부 확인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장기 대안과 함께 단기적용 가능한 방
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 검토결과, 공간과 교통의 협력적 미세먼지 저
감방안으로 대기순환형 도시설계(도시설계와 도로망의 조화), 통행거리 감축 가능
한 압축 도시 (Compact city), 퍼스널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도시가로 설계 등이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방안으로 교통분야에서는 친환경 수단의 활성화, 도시
분야는 가로설계 변경 등이 포함된 도시설계 변경이 함께 추진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방안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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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공간과 교통의 협력적 미세먼지 저감방안
4장은 3장의 해외사례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과 교통체계의 거시적인 관계와 공간과 교통의
세부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공간과 교통의 거시적 관계는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체류
활동과 이동활동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체류와 이동활동의 세부요인과 기존미세먼지 저감방안과
의 관계검토를 통해 두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방안으로 보행공간 활성화를 제시하게 되었다.

1. 공간과 교통체계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간과 교통의 협력방안 도출을 위해 계획관점에서 공간과
교통의 관계를 토지이용과 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활동 관점에서 공간
과 교통의 주 활동을 체류와 이동으로 맥킨지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1) 계획관점의 공간과 교통의 관계
Meyer and Miller(1984)는 토지이용(체류)과 교통(이동)의 관계는 토지이용의
특성(토지 개발 및 상점의 입지 등)과 교통망에 기초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때, 개인
은 토지이용과 교통망에 기반을 두어 일상생활을 계획하고, 교통서비스를 이용하여
실행에 옮기고, 교통수요, 차량 수, 교통망 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Wegener(2004)는 토지이용과 교통 관계를 토지이용의 공간적 활동기회가 배치
될 때 공간거리 극복을 위해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는 순환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공
간 활동의 기회는 일정 수준의 접근성을 필요로 하며, 신규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이주로 새로운 공간 활동 기회가 마련되는 순환과정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교통과 토지이용의 상호작용은 지속적으로 교통 시스템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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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용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고도 언급하였다. 또한, Wegener(1994)는 도시 시스
템을 토지이용, 교통망, 주거, 직장 등 9개의 요소로 제시하면서 구성요소 간의 밀
접한 관계를 기술하며 교통망은 물류 및 여객 통행과는 상호작용하고 주거 및 직장
의 입지와는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Badoe and Miller(2000)는 도시 형태 및 토지이용이 활동 및 통행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 4-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에 따르면 주거 밀도 및 지구 단위 디자
인이 대중교통 서비스와 접근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결국 활동 및 통행 수요
에 영향 미친다. 또한, 도로 네트워크 및 고용 밀도 또한 접근성에 영향을 주게 되
어 결국 활동과 통행 수요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그리고 대중 교통서비스의 변화는 주거 밀도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통행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순환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4-1 | 토지이용과 교통의 관계

자료: Meyer and Miller(1984, 130)

자료: Wegener(199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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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egener(2004, 3)

자료: Badoe and Miller(2000, 253)

2) 활동관점의 공간(체류)과 교통(이동)의 관계
Geurs and Van Wee(2004)는 토지이용과 교통 간의 연결개념을 활동 기회로의
접근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이용은 체류 활동, 교통은 이동 활동과 관련
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체류 활동에서 이동활동 요소로 흐르는 방향의
인과 관계는 통행수요로, 활동 기회 달성을 위해 유발되고, 이동 활동 서비스 수준
에 따라 체류 활동의 위치와 수요는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였다.
McKinsey(2015)의 Urban mobility at a tipping point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
능한 도시 이동성 프레임을 도시형성(shaping the system)과 이동성(mobility)으로
설명하면서 두 체계 간의 순환적 연결 관계를 설명하였다. 여기서 도시형성 결정요
소는 제도, 토지이용. 도시설계, 이용자 선호 등으로 기술하고 이동성은 개인교통
수단,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신이동서비스로 구분하였다.
그림 4-2 |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urban mobility

자료: McKinsey(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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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관련 연구 검토 결과, 도시 활동은 토지이용으로 대표되는 체류 활동과 이동 활동
인 교통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체류 활동은 토지이용, 도시설계 등의 계획요인에 의해 주거지와 직장지의 위치
가 정해지며 이것은 해당 지역의 인구와 고용인구 등의 사회경제지표로 표현된다.
체류 활동을 위해 각기 다른 지역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교통시설과 수단을 통해 일
정한 거리를 각자의 통행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동 활동을 유발한다. 도시의 일상을
체류 활동과 이동 활동으로 구분할 때 체류 활동보다는 이동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으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상적 활동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파악하고 이의 저감을
위한 체류 활동과 이동 활동 간의 단기적 협력적 요인을 발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중장기적으로 체류 활동과 이동 활동을 한 곳에서 발생시키는 콤팩트 시티와 같은 토
지이용과 도시설계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McKinsey(2015)
등에서 언급한 도시설계와 보행 활성화와 연계한 미세먼지 감소 노력도 필요하다. 그
동안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은
진행된 반면 상대적으로 단거리 통행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
그림 4-3 | 체류와 활동중심의 도시활동 체계

자료: McKinsey(2015, 4)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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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과 교통의 협력적 미세먼지 저감방안 도출
1) 개요
미세먼지는 다양한 국내외요인에 의해 배출되고 공간적 확산범위가 커 하나의 특
단정책으로 감소시키기 어렵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직접적 인체 피해와
일상생활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중장기 정책과 함께 단기시행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세먼지 저감이 종합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작은
저감 노력이 모여 점진적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공간과 교통의 협력적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2단계 과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1단계에서는 체류 활동과 이동 활동의 각 요인과
미세먼지 저감방안의 관련성을 검토해 도출 가능한 협력방안을 1차로 선정하였다.
이어서, 2단계에서는 해외사례로 검토한 체류활동과 이동활동의 미세먼지 저감방안
의 시기적 실현 가능성, 사회적 논의, 필요 예산의 개략적 규모 등으로 검토한 미세
먼지 저감방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비교하여, 현 여건에서 추진 가능한 공간과 교통
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이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4-4 | 공간과 교통의 협력적 미세먼지 저감방안 도출과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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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단계: 활동별 요인과 미세먼지 저감방안 관련성 검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간과 교통의 협력방안은 3장에서 살펴본 국내외 미세먼
지 저감방안 검토내용과 4장 1절에서 검토한 활동 관점의 공간과 교통 관계를 검토
하였다. 이어서, 활동 요인과 미세먼지 저감방안과의 관련성 검토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과 공간의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지역)의 대표적 활동은 공간관점의 체류 활동과 교통관
점의 이동 활동 2가지로 구분도 가능하다. 체류 활동을 이루는 요소는 토지이용,
도시설계, 입지 등의 요소가 있으며 교통 활동은 통행목적, 교통수단, 통행거리 등
의 요소가 있다. 이들 요소는 상호관련성이 있는 항목으로 연계될 수 있다. 따라서,
활동 요인과 미세먼지 저감방안과의 관계검토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과
공간의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체류 활동 요인 중 도시설계는 도시의 구체적인 형태를 결정하므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인 바람길과 압축도시와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체류활동 요인 중
하나인 토지이용은 도시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압축도시와 관련
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동 활동 요인 중 교통시설은 도로망 형태와 수준, 교통
운영 등과 관련성이 있어 첨단교통기술, 친환경 가로 설계와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
되며 이동 활동의 또 다른 요인인 교통수단은 미세먼지 저감 측면에서 친환경차 활
성화, 도보 활성화 등과 관련성이 있다.
친환경 가로 설계는 도보 활성화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
에 이동활동의 통행거리 요인과 관련성이 있으며, 도시 대기 순환 정도를 유도하고
압축도시에서의 통행 이동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친환경 가로 설계와도 관련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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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 도시 활동과 미세먼지 저감방안 관계

자료: 저자 작성

3) 2단계: 미세먼지 저감방안의 상호비교
앞서 기술한 대항목 도출이 체류 활동과 이동 활동을 고려한 협력방안이라고 한다
면 소항목 도출에서는 3장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구체적 미세먼지 저감방안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저감방안은 체류 활동의 바람길, 압축도시와 이동 활
동의 친환경 퍼스널모빌리티, 친환경 가로 설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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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길
박종순 외(2019)은 바람길은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인 바람길
설계를 통해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다양한 수준의 도시계획에서 도입할 수 있는 미세
먼지 저감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공원 배치 및 주요
교통망 설계를 통한 바람길 확보가 가능하며, 지역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건축물 높
이 및 건축물 간 이격거리 조정을 통한 바람길 확보가 가능하므로 즉각적인 미세먼
지 피해 저감을 위해 도입하기는 어려운 방안으로 판단된다.
바람길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독일, 홍콩 등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증
명된 방안이지만, 기 건설된 도시에 적용하기 어렵고, 재개발 등의 사업이 진행될
때 대규모 토지 매입 등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높은 비용을 수반한다.
또한,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 및 저고도 건축물을 활용한 바람길의 도입은 도로교통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람길 축 확보를 위해 마련되는 공원
등은 도시환경 개선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도심 내 거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 및 여가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개인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압축도시
압축도시는 도시 내부 토지의 복합적인 이용을 통해 직주간 거리를 감소시켜 통근
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거리의 총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한 장소에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통행 유도를 통해 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다. 기 건축물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지역단위 변경)이 필요하며,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변
경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조정 여건 충족 및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사회적 비용 소요가 높음).
압축도시가 미세먼지 저감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보고된 바 없으나, 미국

90

등 도시 스프롤 현상(Urban Sprawl)이 나타나는 곳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는
도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에 비해 국내 도시들은 이미 압축
적으로 설계되어있어, 국내 도입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불확실하다. 압축적 도시
설계는 교통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안이므로 교통사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단위 및 건축물 단위 용도변경 위주의 압축도시가 도시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 건강 증진에 미치는 효과
또한 명확하지 않다.

□ 교통수요관리: 초 저공해존
교통수요관리 일환인 초 저공해존 설정은 도시 내 특정 지역에 대한 자가용의 통
행을 제한 또는 요금을 부과하여 자가용 이용자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유
도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대한 자가용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은 해당 지역 거주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이동권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방식이며, 통행 제한 또는 과금
지역의 설정 자체에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진하기 힘든 방안이다. 또한, 영국 런던의 사례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초저공해존
설정은 아직까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이며, 설정된 초저공해존 공간
적 범위에 따라 그 효과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ITS 장치가 보급된
국내 도로 상황에서 저공해존 도입 자체에 필요한 예산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
나, 거주민, 근로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 조율 등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Green 외(2016)에 따르면 런던의 경우
초저공해존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 및 이로 인한 사상자 수는 감소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저공해존 도입은 도심 교통혼잡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인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지역
교통량 감소가 도시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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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퍼스널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환경 개선은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기 스케이트보드
등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 활성화 및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 내 단거리
통행(5~10km)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내 개인소유 및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의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고, 자전거 도로 위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교차로 인도 등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퍼스널 모빌리티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
은 없으나, Anderson(2019)에 따르면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 및 퍼스널모빌리
티 이용자로 전환할 경우 이론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세종시와 같이 최초 도시 설계 시 자전거 도로망이 확보된 도시의 경우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에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나,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 자전거 도로
망 확충에 많은 예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도입과 함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안전성이며, 실제로 보행자의 충돌뿐만 아니라 차량
과의 충돌 등 교통사고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보급뿐만 아니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 활
성화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은 도심 교통혼잡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방식
으로 개인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지역 교통량 감소가 도시환
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통행의 보행통행 활성화는 보행 접근성 제고와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차량이
용 내부통행을 보행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안이며
미세먼지 관리를 그린 인프라, 보행 공간 등 도시 설계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행 공
간 조성하는 방식은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 건설된 도시에서도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도입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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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가로 설계
퍼스널모빌리티 도입 활성화와 마찬가지로 보행 활성화는 이론적으로 차량 이용
자의 통행수요를 보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므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미세먼지
저감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 가로 설계 예산의 규모는 추진사업
에 따라 상이하고, 앞서 검토한 대기 순환형 도시설계와 압축도시 등의 방안들에
비해 적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초저공해존 도입에 비해서는 많
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 가로는 개인 건강증진에 직접적
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을 통해 도시
환경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 미세먼지 저감방안 비교
5가지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비교 결과, 도시가로 설계가 단기적 추진이 가
능하고 사회적 합의가 용이하면서 개인 건강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대
안으로 나타났다.
표 4-1 | 미세먼지 저감방안 비교
구분

대기 순환형
도시설계

압축도시

초저공해존

퍼스널
모빌리티

친환경
가로설계

실현
가능성

중기

장기

단기

단기

단기

필요예산

고

고

저

중

중

사회적
논의

중

고

중

중

고

도시환경
개선

고

불명확

고

중

고

건강개선

고

불명확

고

중

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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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단계: 구체적 대안도출
1단계 체류 활동과 이동 활동의 요인 6개 중 5개가 친환경 가로 설계와 관련성이
높았고 체류 활동의 미세먼지 저감방안인 바람길과 압축도시와도 관련성이 적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미세먼지 저감 방안 비교 결과에서도 친환경 가로 설계
는 실현 가능성이 높고 단기추진이 가능한 대안으로 타 대안보다 추진 가능성이 높
았다.
이렇게 1·2 단계에서 도출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간과 교통의 협력방안으로
도출한 친환경 가로설계에 대한 구체적 대안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
다. 먼저, 본 연구배경 등에서 기술한 단기적 미세먼지 저감방안과 친환경 가로설계
와 연계성 검토항목으로 통행특성(통행거리), 통행수단, 적용기간을 선정하였고,
다음으로 상기 3개 항목과 친환경 가로설계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 항
목인 통행특성(거리)을 중장거리와 단거리로 구분할 경우 친환경가로 설계와 관련
성이 높은 통행특성은 대체경로 선택 폭이 넓고 도시공간과의 연계성이 높은 단거리
통행이라고 판단되었다. 두 번째 항목인 통행수단 측면에서는 친환경 가로설계와
관련성이 있는 수단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기존 미세먼지 정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차량 보급 등과 차별적인 도보수단이라고 사료되었다. 마지막으로, 적
용기간은 예산소요가 크지 않고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의 효과가 도출 될 수 있는
단기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단거리 통행이면서 도보로 이동가능하고 예산소요가 크지 않아 단기간
에 적용 가능한 보행공간 활성화를 본 연구의 공간과 교통의 협력적인 미세먼지 저
감방안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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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구체화 과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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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공간과 교통 협력방안의 적용가능성 검토
5장은 4장에서 제시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행활성화 적용가능성 검토를 위해 보행관련 도시
설계 요인과 보행활성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국내 보행로에 대한 서울과 세종시 등의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보행통행과 관련된 동단위 내부통행의 보행전환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대도시권 읍면동의 내부통행의 교통수단별 분담비율을 살펴보고 내부통행 차량이용
이 도보로 전환되었을 경우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산정하였다.

1. 보행관련 도시설계 요인
1) 보행활성화 연구
앞장에서 도출된 보행활성화 관련 연구로 보행접근성 평가연구와 보행거리 설계
지침 연구를 살펴보았다.

□ 보행접근성 평가연구
차량 통행에는 도로용량, 도로선형, 구배 등의 공학적 요소가 영향이 중요하나, 사
람이 통행주체가 되는 보행공간에서는 다른 요소들의 고려가 필요하다. University
of Melbourne의 THPD1) 연구소(2016)는 보행성 활성화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트
리캐노피, 상가, 도시이미지를 제시하였다. 캐노피는 수령이 높은 나무로 이루어진
숲길이며 여기에 저층 상가 등이 있는 가로가 접근성이 높다고 이 연구소는 제시하
였다.
1) Transport, Health and Urban Design Research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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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 보행접근성 평가요인: 트리캐노피, 상가, 도시이미지

자료: University of Melbourne THPD(2016). WALKABILITY&ACCESSIBILITY 자료를 재구성
https://issuu.com/nazaninmoghaddamtabrizi/docs/tutorial_4_group_5_iudp_poster_copy_fe6a3
25e0c84ad (2019년 4월 10일 접속)

□ 보행거리 설계지침 연구
김지현 외(2012)는 보행밀도를 유발하는 보행로․인접차로의 규모를 추정해 보도
폭원이 14m이상에서는 보행량이 감소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림 5-2 | 적정 보행로 폭 및 차로 수 범위

자료: 김지현 외(201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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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연구는 걷고 싶은 거리 기준을 물리 환경 기준과 인구유발 기준 2가지로 제
시하였다. 물리 환경 기준은 보행로 일반적 요소, 안전 요소, 편의 요소, 가로 연속
요소로 제시하였고 유발 기준으로는 상가 시설과 출입구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표 5-1 | 걷고 싶은 거리 기본 설계 지침
구분

설명
가로 일반

가로 안전
물리환경
기준

필
선

∎ 중앙분리 여부 : 교차통행 용이성 확보를 위한 중앙분리 지양

필

∎ 가로 내부 : 점자블록, 펜스 필수 설치
∎ 가로 경계 : 일괄적 가로수 식재 지양
∎ 가로 경사 : 보행로 내부 경사로 최소화

선

∎ 가로 내부 : 연석 설치 지향

필

∎ 가로 구성 : 보행로 내부(중앙) 소화전 설치 지양, 공중전화박스 설치
∎ 가로 식별성 : 상가입간판 식별성 확대(정비 설치)
∎ 가로 접근성 : 버스정류장 접근성 증대

선

∎ 가로 구성 : 보행로 내부(중앙) 쓰레기통 설치 지양
∎ 가로 식별성 : 안내표지판 식별성 확대

가로 편의

가로 연속
필
인구유발
기준

선
공통

∎ 보행로 폭 : 최대 14m 이하
∎ 인접 차로 수 : 최소 6차로(왕복) 이상, 최대 11차로(왕복) 이하
∎ 용도 : 보행자 전용도로 지향

필

∎ 지하보도 : 보행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지하보도 이용 확대

선

∎ 횡단보도 : 단구간 보행로는 보행자 안전성을 위해 횡단보도 삽입 지양

∎ 보행유발시설 접근성 : 백화점, 극장, 공용청사 등 대형 시설물과의 보행접근성 확충
∎ 보행유발시설 접근성 : 종합병원 등 대형 시설물과의 보행접근성 증진
∎ 보행 연결성 : 대형시설물과 보도의 연결로 확보(지하로 등), 보행자 전용출입구 확대
∎ 보차 분리성 : 차량 출입구와 보행 공간 구분하여 보행객 안전성 확보

자료: 김지현 외(2012, 35)

2) 보행활성화 요인
□ 트리캐노피
트리캐노피는 단순 가로수가 아니라 나무군집으로 보행자에게 그늘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흡수 및 우천 시 비를 막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미국
USDA와 University of Vermont에서는 체계적인 도시 트리캐노피(UTC, Urban
Tree Canopy)조성을 위한 평가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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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 도시트리캐노피(UTC) 평가과정

자료: 도시트리캐노피(UTC).
https://www.youtube.com/watch?v=4WElnUeYXRo (2019년 12월 3일 접속 화면캡쳐)

트리캐노피는 기상변화, 건강증진, 도시환경 개선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만, 도시에 조성하는 인공 트리캐노피는 나무성장에 10년 이상의 절대적 시간이 필
요하고 잦은 도시시설 변경에 장애물로 여겨져 자주 훼손되는 경향이 있다.
도시 숲 조성 프로그램은 지자체, 산림청 등에서 계획하고 있지만 통행 특성을
고려한 목적지와 출발지를 연계하는 링크개념의 트리캐노피 조성 노력은 미흡하기
때문에 도시 숲이 여가 기능과 함께 보행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단거리 통행
특성 등을 파악한 보행로 통로의 나무 캐노피 계획이 사전에 수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도시 등의 조경계획에서 나무의 크기는 성장한 나무의 크기를 고려해 초기
신도시에서 나무 그늘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상가
상가가 보행자에게 주는 느낌은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보행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무심코 걷다가 바라보는 상가
음식점 메뉴판이나, 편의점 냉장고 모습은 보행자에게 숲과는 다른 편안함을 제공
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상가는 이런 소규모 건물이 휴먼스케일로 다양하게 배치된 지역으로 건물의 밀도,
출입구의 수 등과 같은 물리적 조건과 밀접한 관련 있다. Jonathan R. Konko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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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건물 밀도는 블록 코너 수에 영향을 미치며, 블록 코너 수가 많을수록 보행
자는 다양한 선택의 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본적으로 보행자가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선택의 수는 상가 등의 수에 비례하며 체험정도는 건물 밀도에 따른 블록 코너
수에 비례하는 경향을 띤다. 단위 면적당 건물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교차로ㆍ
블록 코너가 생성된다.
그림 5-4 | 같은 면적의 지역 건물 밀도

자료: Jonathan R. Konkol(2015, 12)

Jonathan R. Konkol(2015)는 많은 출입구가 활기찬 거리를 조성하는 데 큰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렇게 일정한 거리마다 건물 수보다 상점의 출입구의 수가
더 많은 경우, 역동적이고 다양한 경험들이 보행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큰 규모
의 건물보다 중간 크기의 건물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기 쉬우며 벽의 길이가 짧을
수록 보행자들의 개입이 늘어난다. 또한, 그는 구역의 크기가 작고 조성 환경이 좋
을수록 그 지역 사회의 활력이 높아진다고도 하였다. 앞서 제시한 물리적 조건 이외
에도, 건물들의 상태ㆍ상점의 다양성ㆍ시각적 흥미 등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걷고 싶은 거리에서 발생하는 많은
보행자 이벤트와 거리의 활력은 곧 도시의 활력과 연결되며 걷고 싶은 거리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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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업지구 활성화 및 나아가 도시 전체의 활발한 경제활동 촉진이 가능하다고 주
장하였다.
그림 5-5 | 걷고 싶은 거리의 요소

자료: Jonathan R. Konkol(2015, 70)

□ 보행단면 연구
New Hampshire(2008)에 따르면 보행자 단면 구성을 통해 상가와 트리캐노피는
아케이드, 상점, 앞마당 등 7개로 구분된다고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설계에서도 보
행 활성화는 중요요인이며 주변 여건에 맞는 상가 단면과 가로수, 잔디 배치를 권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케이드는 보행자가 눈비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기둥이나
교각이 있는 아치가 연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한쪽 또는 양쪽의 가게가 있는 덮인
통로를 제공하며 외관은 보도와 겹치는 반면, 상점 앞은 후퇴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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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 상점가 보행동선 단면유형
구분

특징
Arcade
- 보도의 한쪽 또는 양쪽에 상점이 위치함
- 보도 한쪽에 기둥이나 교각이 있는 아치형 구조가 세워
질 수 있으며, 위쪽 돌출부로 인해 지붕이 있음
- 지붕은 보도를 위로 덮으며 상점은 안쪽에 위치함

Storefront
- 상점과 상점입구가 건물의 한쪽 면과 일렬로 배치됨
- 차양, 기둥 또는 나무가 보행 동선에 배치됨

Stoop
- 상점/주택 전면이 옥외 계단을 이용하여 보도 높이에서
1층 높이 배치됨
-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용
으로 적합한 유형
Forecourt
- 상점/주택이 보도 안쪽에 배치되며 건물 앞쪽에 낮은
벽이 세워짐
- 정원 또는 자동차 승·하차에 적합
- 벽 안쪽의 나무들은 캐노피가 보도에 걸쳐있도록 배치
Dooryard
- 상점/주택이 보도 안쪽에 배치되며 보도와 건물 사이에
높은 정원 또는 테라스가 세워짐
- 보도와 앞마당을 효과적으로 분리하여 프라이버시를
강화
- 이러한 지붕과 높은 테라스는 식당과 카페에서 적합
Porch and Fence
- 상점/주택이 보도에서 상당히 안쪽에 배치되며 높은
현관을 가짐
- 현관은 보도와 대화 가능한 거리 내에 있어야함
- 현관 앞의 울타리는 공공과 개인의 경계를 지음
Front Lawn
- 상점/주택이 보도에서 상당히 안쪽에 배치됨
- 건물 앞 잔디밭은 인접한 잔디밭과 이어지며 울타리가
없음
-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상당히 떨어짐으로써 대규모 단독
주택이 세워지기에 적합함
자료: New Hampshire(2008,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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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 도시의 구성 요소
Edges & Node

⦁Edges: 시각 및 물리적 장벽형성 가로(링크)
⦁Node : 교차로, 광장, 지구 센터 등의 점(노드)

Paths

⦁Paths : 도로와 철도, 보행 등 이동경로

Districts

⦁Districts : 도시중간에 큰 지역으로, 식별하기 어려움

Landmarks

⦁Landmarks : 교회탑과 같은 기준점으로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기념비적인 건물/언덕/산

자료: University of Melbourne THPD(2016). WALKABILITY&ACCESSIBILITY 자료를 재구성
https://issuu.com/nazaninmoghaddamtabrizi/docs/tutorial_4_group_5_iudp_poster_copy_fe6a3
25e0c84ad (2019년 4월 1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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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행로 현장조사
보행로 시설 수준과 이용현황을 파악하고자 서울시, 판교신도시, 인천시, 세종시
등이 보행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1) 서울로 7017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통된 보행자 전용 고가도로로 남대문 시장과 서울역을 통
과하는 서울역 고가차도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시설의 개보수를 거쳐 중구 회현동,
중림동 일대에 걸쳐있다. 여기서 7017의 의미는 서울역 고가차도가 만들어진 1970년
도와 고가차도 높이 17m의 복합어이며 로고의 서울로의 영어의 2개 소문자(l)는 사람
의 다리를 형상화 한 것이다. 17년 개통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장 조사 당시에도 외국 관광객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개통 초기 차로
폐쇄에 따른 교통 혼잡과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반대로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지하철역으로 보면 2호선 충정로역과 1호선 서울역 4호선 회현역을 연계할 수 있는
노선이지만 높은 높이로 단거리 보행통로로 이용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다만, 서
울역 고층빌딩과 직결되어 점심식사, 출퇴근 고층빌딩 직원들의 이용 빈도는 높은 상
황이다. 이러한 서울로 7017은 폭 10.3m, 연장 1,024m, 높이 17m의 규모이며 교각
상부 보행로에 다양한 대형화분과 체험장 등 편의시설 및 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다.
그림 5-8 | 서울로 7017 로고

자료: 현장조사(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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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 서울로 7017 고가보행로 식재

자료: 현장조사(2019.12.20.)

그림 5-10 | 서울로 7017 위치

자료: 네이버 맵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https://map.naver.com (2019년 12월 2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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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교 보행로와 자전거 교량
판교신도시에는 판교역(버스 정거장)과 현대백화점을 이어주는 현수교 형태의 육
교가 설치되어 있어 대중교통과 판교 중심부를 연계하고 있다. 상층 보행로에는 엘
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으며 아스콘 포장으로 보행자의 편리성을 제고시키고 있었
다. 판교 보행로는 서울로 7017에 비해 높이가 낮아 접근성이 용이하였고 경사도
심하지 않아 자전거 접근도 가능하며, 연장 571m의 규모이며, 낙생육교는 폭 5m,
연장 77m 규모의 육교이다.
그림 5-11 | 판교신도시 보행전용 육교

자료: 현장조사(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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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 판교신도시 보행로 지도

자료: 네이버 맵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https://map.naver.com. (2019년 12월 20일 접속)

세종시 외곽순환도로 한누리대교 하부에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통과할 수 있는 전
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간섭 없이 금강 구간을 통과할 수 있어 e마트로의 쇼
핑 및 출퇴근 자전거 도로로 이용 가능하나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그림 5-13 | 세종시 한누리대교 하부 자전거 도로

자료: 현장조사(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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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도시와 구도시 캐노피 비교
다음 사진은 인천의 20년 지난 한 아파트 단지의 차로 옆 보행로와 보행자 전용
진입로 사진으로 보도 상부가 나무지붕을 이루는 트리캐노피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조성된 지 3년 경과한 세종시 3생활권 가로수는 나무 크기가 작아 그늘 조성은 물론
우천 시 비 가림 역할도 못 하고 있다.
그림 5-14 | 신도시와 구도시 캐노피 비교
세종시_금강변 보행도로1

세종시_금강변 보행도로2

인천_아파트 인접보도1

인천_아파트 인접보도2

평촌_아파트 인접보도1

평촌_아파트 인접보도2

자료: 현장조사 (20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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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본 연구는 내부통행(단거리 통행)의 자동차 수단 통행을 보행으로 전환시켜 차량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고자 하며 앞서 검토한 보행 공간 조성에 대한 시사점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행공간을 조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자연적인 인공
시설물로 보행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하나의
가로수보다는 하늘의 햇빛과 빗방울을 적절히 차단시켜주는 차양막 역할의 군집 된
가로수인 트리캐노피를 도시설계 초기부터 고려해야 할 것이며, 기존 큰 가로수를
보호하듯이 기존 조성된 트리캐노피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도시 설계적
요소인 공원, 녹지, 상가, 학교, 직장을 보행수단으로 연결하는 것은 이들 요소가
인접하여 입지하게 하는 사전적 도시설계 노력도 필요하다. 상가 시설 사례에서 보
듯이 건물의 코너 수가 늘어날수록 보행자의 보행 친근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학교, 공장, 대규모 공공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단위 건물 크기가 커 보행자의
우회통행거리를 늘리고 벽과 차도를 보며 걸어야 하는 삭막한 보행로이며 이러한
대규모 건축물이 보행 활성화에 장애 요소가 된다면 건물 내부 통로를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보행 활성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걷고 싶은 길이
아니라 통행자의 통행목적(등교, 출퇴근, 쇼핑, 병원진료 등) 달성이 가능한 통행
경로를 발굴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보행로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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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관련 단거리 통행 현황
보행통행 활성화가 미세먼지 저감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동 단위 단거리 통행
인 내부통행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도보 통행의 대부분은 단거리 통행이고
교통계획에서 의미하는 단거리 통행은 읍면동 단위의 내부통행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내부통행은 국가교통DB의 존내 통행으로 파악가능하다.

1) 대도시권 읍면동의 내부통행량 분포 분석
내부통행 통행패턴을 파악하고자 읍면동 단위로 기종점 통행량(OD)을 구축한 국
가교통DB 대도시권 OD의 내부통행량을 목적별, 수단별로 지리정보를 구축해
Alterxy 와 ArcGis p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 읍면동은
3,498개로 이중 국가교통DB 대도시권 OD의 읍면동 교통존은 2,424개이며 강원
도, 경북, 전남, 제주도 등의 OD는 구축하고 있지 않았다.
그림 5-15 | 내부통행량 구축 및 분석방법
내부통행량 구축지역(2,424개 읍면동)

Alterxy 모델빌더 활용

자료: 국가교통DB. 2017년 기준 각 광역권별 주수단OD를 활용하여 작성
https://www.ktdb.go.kr/www/contents.do?key=202 (2019년 4월 5일 접속)

제5장 공간과 교통 협력방안의 적용가능성 검토 ･ 113

대도시권 내부 평균 통행량은 약 14천 통행/일로 총 통행의 35%를 점유하고 있
었고 내부통행의 평균 승용차 분담률은 16%, 버스는 5.5%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권 중 내부통행량이 높은 지역은 대전/경남(1.9만), 울산(1.8만), 세종(1.6만)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각 동의 내부통행량 평균은 1.1만으로 대도시권 평균보다 낮았고 인천은
1만 통행으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광역시 내부통행량
은 대전(32%)이 가장 높았고 서울은 20% 정도로 특별광역시 평균보다 5%p정도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내부통행량 비율은 37%로 서울보다 17%p 높았
고 내부통행의 승용차 분담률은 14%로 서울보다 2.1배 높았다.
그림 5-16 | 시도별 내부통행량&내부통행량비율&내부통행량 승용차 분담율

자료: 국가교통DB. 2017년 기준 각 광역권별 주수단OD를 활용하여 작성
https://www.ktdb.go.kr/www/contents.do?key=202 (2019년 4월 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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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 내부통행량 수단분담율
보행

승용차

택시

버스

자료: 국가교통DB. 2017년 기준 각 광역권별 주수단OD를 활용하여 작성
https://www.ktdb.go.kr/www/contents.do?key=202 (2019년 4월 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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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거리 보행통행 참여의식 조사
1) 개요
설문조사는 2장의 미세먼지 의식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시행하였으며 오픈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4천부를 조사하였다. 단거리 통행 문항은 총 3가지 문항으로 단거
리 통행의 목적과 수단, 수단선택 사유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여기서 단거리 통행이
란 ‘주거지 또는 직장(학교) 등에서 인근의 병원, 학교(초중고), 도서관, 공원, 관
광서, 마트 등으로 일상적인 통행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다음의 개념도와 같은
형태를 의미한다.
그림 5-17 | 단거리 통행의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보행환경 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 2단계로 질문을 구성하
여 설문을 작성하였으며 1단계 항목은 기상 요인, 통행시설 요인, 통행여건 요인,
개인 요인 중 불편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점수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2단계
항목은 총 5문항으로 통행시설 요인 2문항, 나머지 항목은 1문항씩 질의하였으며
1단계와 마찬가지로 불편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점수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수를 기입할 때 각 요소별 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설계하였으며, 각 요인
의 항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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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 보행환경 요인 불편도 항목
1단계

2단계

기상 요인

비 또는 눈, 기온(폭염, 추위), 미세먼지, 오존파괴(자외선)

통행시설 요인

보행시설

보도재질, 보도 내 장애물, 보도턱, 보도의 요철

통행간섭

불법주차, 소음 및 먼지, 충돌위험(자전거, 오토바이), 횡단보도의 수

통행여건 요인

동반자가 어려서, 짐이 많아서, 직선로가 없어서, 복장이 불편하여

개인적 요인

타 교통수단 이용, 걷는 것이 싫어서, 신체적 장애, 체력적 한계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보행개선에 대한 질문을 작성하였으며 해당 파트에서는 평소 보행 가
능한 최대거리와 앞서 질문한 환경문제, 통행의 제약 등을 개선하였을 때 추가로
도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단거리 통행 수단 전환에
따라 환경개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보행으로 수단을 전환할지에 대한
참여 정도를 점수로 기입하도록 설문하였다.

2) 조사내용
(1) 도보와 건강의 관계
일상생활에서 도보가 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90.1%의 응답자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5-4 | 일상생활에서 도보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구분

일상 생활 도보의
도움 정도

빈도

비율

전혀 도움이 안됨

7

0.2%

별로 도움이 안됨

35

0.9%

합계

보통

355

8.9%

조금 도움이 됨

1,584

39.6%

매우 도움이 됨

2,019

50.5%

4,000

100.0%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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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정도를 1~5점 척도(전혀 도움이 안 됨 1점 ~ 매우 도움이 됨 5점)로 집단별
평균을 비교했을 때 성별은 여성(4.43)이 남성(4.36)에 비해 도움 정도가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령대의 경우 20대와 3~50대 간에 평균차이가 보였고, 20대가
도보의 도움 여부를 낮게 응답하였다.
표 5-5 | 일상생활에서 도보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구분

mean

std

여성
성별
남성
20대
30대
연령대
40대
50대
자료: 저자 작성

4.43
4.36
4.29
4.41
4.44
4.44

0.695
0.703
0.735
0.707
0.681
0.664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P

집단-간
집단-내

5.7
1,952.7

1
3,998

5.7
0.5

11.671

0.001

집단-간

15.1

3

5.0
10.349

0.000

집단-내

1,943.3

3,996

0.5

(2) 단거리 통행특성
응답자의 단거리 통행 특성에 대해 주목적(1~3순위 중복응답)과 주 수단 및 수단선택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단거리 통행의 주목적에서 1순위에는 출·퇴근(등하교), 생필
품 구입, 공원 산책의 순이었으나, 주목적의 1~3순위를 종합하면 편의점, 마트 등 생필
품 구입의 빈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출·퇴근 통행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 단거리 주목적(1~3순위)
단거리주목적1~3순위
출퇴근(등 · 하교)통행
편의점, 마트 등 생필품 구입
백화점 등 쇼핑
등 · 하원(학원)
극장, 도서관 등 편의시설
우체국, 공공청사 등의 업무
외식
스포츠센터(운동)
공원산책
친교모임
기타
합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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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비율

1,307
1,238
99
140
114
89
169
174
487
175
8
4,000

277
1,110
188
146
262
214
330
245
577
247
8
3,604

222
516
228
99
350
272
473
263
493
332
17
3,265

1,806
2,864
515
385
726
575
972
682
1,557
754
33
10,869

16.6%
26.4%
4.7%
3.5%
6.7%
5.3%
8.9%
6.3%
14.3%
6.9%
0.3%
100.0%

단거리를 이용할 때의 주 수단은 도보가 5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승용
차, 버스 순으로 응답하였다. 주수단의 선택 사유에서는 타 수단에 비해 이동에 편
리성(38.3%)을 응답한 표본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
이동시간이 짧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
표 5-7 | 단거리 주수단
단거리주수단

빈도

비율

승용차
버스
철도(지하철,기차등)
자전거
PM(킥보드,전동기등)
도보
기타
합계

671
467
357
123
20
2,355
7
4,000

16.8%
11.7%
8.9%
3.1%
0.5%
58.9%
0.2%
100.0%

자료: 저자 작성

표 5-8 | 단거리 주수단 선택사유
단거리선택사유
다른 수단에 비해 이동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다른 수단에 비해 이동시 안전하기 때문에
다른 수단에 비해 이동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른 수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승용차 미보유, 무면허, 초보운전, 고령운전 등)
다른 수단에 비해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른 수단에 비해 환경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기타 (ex. 다른 수단을 이용하기에 거리가 멀지 않아서)
합계
자료: 저자 작성

빈도

비율

1,533
62
604
484
156
757
74
130
200
4,000

38.3%
1.6%
15.1%
12.1%
3.9%
18.9%
1.9%
3.3%
5.0%
100.0%

단거리 주 수단과 수단의 선택 사유를 교차해서 보면, 도보를 제외한 모든 수단에
서 편리함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승용차, 철도, 버스를 이용하는
집단에서는 짧은 이동시간을 선택하였다. 도보의 경우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편리함과 비용 부분이 응답하였다. 자전거의
경우 표본이 많지는 않으나, 편리함 다음으로 건강에 도움, 짧은 이동시간, 비용
순으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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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 수단별 선택사유
주수단
사유
편리함
안전함
짧은이동시간
비용
승용차불가
건강도움
환경기여
기분전환
기타
합계
자료: 저자 작성

철도

PM

승용차

버스

( 지하철,
기차 등)

자전거

(킥보드,
전동기 등)

도보

기타

합계

442
19
153
16
1
3
2
35
671

227
6
44
99
65
2
10
4
10
467

174
11
125
25
13
2
4
3
357

48
1
18
17
6
21
5
5
2
123

13
1
2
3
1
20

625
24
262
323
72
731
52
117
149
2,355

4
1
1
1
7

1,533
62
604
484
156
757
74
130
200
4,000

(3) 보행환경요인 중요도
단거리 통행과 관련하여 보행환경 요인의 중요도를 찾기 위해 2단계로 나누어 개
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점수를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문항별 총합이 100점이 될
수 있게 기입하도록 질문하였다. 각 질문에 4가지 항목씩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1단
계 질문에서는 기상 요인, 통행시설 요인, 통행여건 요인, 개인적 요인을 예시(세부
항목)와 함께 나열하여 중요도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1단계 응답결과 기상 요인이 38.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통
행시설 요인, 개인적 요인, 통행여건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기상 요
인 4가지, 통행시설 요인 8가지(통행시설 4가지, 통행간섭 4가지), 통행여건 4가
지, 개인적 요인 4가지를 질문하였다. 이때, 모든 집단을 포함한 2단계 응답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가중평균을 산정하였으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단계중요도가중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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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요인점수 × 단계요인점수


표 5-10 | 보행환경요인 중요도 분석

1단계 요인

기상요인

통행시설
요인

통행여건
요인

개인적
요인

평균

38.220

24.802

17.499

19.479

표준
편차

22.213

18.524

15.073

17.495

단순평균
2단계 요인

가중평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비 또는 눈

29.992

19.331

12.258

12.717

기온

25.041

14.053

9.573

8.410

미세먼지

33.205

21.249

12.282

12.108

오존파괴

11.762

10.587

4.108

4.464

보도재질

18.068

15.875

4.378

5.584

장애물

31.703

21.507

7.971

9.274

보도턱

16.145

12.057

3.940

4.399

보도의 요철

34.085

21.817

8.513

10.049

불법주차

34.210

20.619

8.789

9.967

소음 또는 먼지 등

28.110

17.588

6.883

7.709

충돌 위험성

23.297

14.650

5.790

6.430

횡단보도

14.383

13.186

3.339

4.097

동반자가 있어서

21.027

20.400

4.697

7.960

짐이 많아서

33.419

21.264

5.182

5.463

직선도로의 부재(우회)

24.862

19.568

4.346

5.937

복장이 불편함

20.693

18.347

3.274

4.232

타수단 이용

56.188

31.578

9.823

11.676

도보가 싫음

17.024

18.783

4.281

7.860

신체적 한계

8.503

13.308

1.753

4.155

체력적 한계

18.285

20.092

3.621

5.827

자료: 저자 작성

2단계 요인에 1단계 요인의 가중치를 적용(2단계 요인 점수 * 1단계 요인 점수
/ 100)하여 가중 점수를 도출하였으며 전체 세부항목 중 미세먼지(12.282), 비 또
는 눈(12.258)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시설 요인만 고려
했을 때 불법주차, 보도의 요철에 대한 불편성이 가장 높았으며, 통행여건은 짐이
많아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개인적 요인에서는 타 수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해당 응답군에서 승용차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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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 성별·연령대별 1단계 요인별 평균비교
기상요인
성별

샘플수

평균

통행시설요인
표준
편차

샘플수

평균

통행여건요인

표준
편차

샘플수

평균

표준
편차

개인적요인
샘플수

평균

표준
편차

여자

2,000 38.52 21.46 2,000 24.43 18.30 2,000 17.27 15.01 2,000 19.77 17.11

남자

2,000 37.92 22.94 2,000 25.17 18.74 2,000 17.72 15.13 2,000 19.19 17.87

20대

1,000 38.44 22.86 1,000 23.77 18.37 1,000 16.03 14.04 1,000 21.77 18.95

30대

1,000 37.93 22.54 1,000 24.27 18.75 1,000 20.21 16.96 1,000 17.59 15.96

40대

1,000 37.46 21.41 1,000 24.75 18.66 1,000 18.47 15.28 1,000 19.32 17.13

50대

1,000 39.06 22.02 1,000 26.42 18.23 1,000 15.29 13.26 1,000 19.24 17.57

합계

4,000 38.22 22.21 4,000 24.80 18.52 4,000 17.50 15.07 4,000 19.48 17.49

자료: 저자 작성

(4) 보행가능 거리
보행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항목에서는 최대로 걸을 수 있는 도보거리와 추가로
걸을 수 있는 도보거리, 보행 활성화에 동참의사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때, 최대
및 추가 보행거리의 경우 아웃라이어라고 판단할 수 있는 5km 이상 응답 항목은
제외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단거리 통행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왕복 이동을 하기 때
문에 응답한 거리의 1/2을 산정하여 편도거리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보행 가능
거리의 경우 편도기준 평균 1.05km 추가 보행 가능거리는 1.27km로 나타났으며
보행환경 개선 시 동참의사에 대한 점수는 평균 75.95점으로 응답하였다. 보행 가
능거리, 추가 보행 가능거리, 보행개선 동참의사의 경우 항목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보였으며, 보행거리와 추가 보행 가능거리는 0.353(신뢰도 99%수준), 보행개선
동참의사와 최대 보행거리는 0.043(신뢰도 95% 수준)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12 | 보행가능 거리 및 동참의사에 대한 기술통계
구분

샘플수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보행가능거리

3,623

1,043.61

11.855

713.566

추가보행 가능거리

3,773

630.7

10.119

621.541

보행 개선 시 동참의사

4,000

75.95

0.417

26.376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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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 보행가능 거리 및 추가보행가능거리 분포
보행가능거리

추가보행가능거리

자료: 저자 작성

최대 보행 가능거리를 집단별 평균 비교한 결과, 성별의 경우 여성 평균 975m,
남성 평균 1,113m로 남성이 도보거리가 높으며, 연령대로 보면 20대 1,003m, 30대
981.5m, 40대 1,058m, 50대 1,139m로 30대의 도보거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13 | 집단별 보행가능거리 및 추가보행가능거리 비교
구분

보행가능거리(편도)

추가보행가능거리(편도)

샘플수

평균

표준편차

샘플수

평균

표준편차

여자

1,824

975.1

701.7

1,904

582.4

607.4

남자

1,799

1,113.0

718.9

1,869

679.9

632.0

20대

929

1,003.1

672.0

962

524.4

531.8

30대

927

981.5

701.6

946

620.5

598.8

40대

911

1,058.0

721.5

940

695.4

649.8

50대

856

1,139.5

751.1

925

685.9

684.0

합계

3,623

1,043.6

713.6

3,773

630.7

621.5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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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단별//수단별 보행개선에 대한 동참의사
집단별 단순 평균 비교를 했을 때, 여성(78.4)이 남성(73.5)에 비해 동참의사가
높았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동참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대 73.7, 30
대 74.0, 40대 76.0 50대 80.0). 이러한 집단별 보행개선에 대한 동참의사를 50
점을 기준으로 참여의사의 높고 낮음을 파악해보면 전체의 77.9%가 동참의사가 높
다고 볼 수 있으며, 여성의 80.8%, 남성의 75.0%가 참여의사를 보였다. 또한 연
령대로 보면 20대의 75.5%, 30대의 75.0%, 40대의 76.8%, 50대의 84.2%가
참여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5-14 | 집단별 보행개선의사 동참의사
동참의사 낮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여자

162

8.1%

222

구분
성별

연령대

전체

전체

11.1%

1616

80.8%

2,000

남자

253

12.7%

248

12.4%

1499

75.0%

2,000

126

12.6%

119

11.9%

755

75.5%

1,000

30대

127

12.7%

123

12.3%

750

75.0%

1,000

40대

99

9.9%

133

13.3%

768

76.8%

1,000

50대

63

6.3%

95

9.5%

842

84.2%

1,000

415

10.4%

470

11.8%

3115

77.9%

4,000

그림 5-19 | 집단별 보행개선의사 동참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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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의사 높음
빈도
비율

20대

자료: 저자 작성

자료: 저자 작성

보통

단거리 주통행수단별 보행개선을 위한 동참의사를 살펴본 결과, 승용차와 버스이
용을 제외한 집단에서 80%이상의 참여의사를 보였으며 승용차 집단(66.3%)에서
참여의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다수의 응답군에서 보행개선을 위
한 동참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단거리 보행환경 개선 시 단거리 수단전환에 긍
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5 | 집단별 보행개선의사 동참의사
구분

동참의사 낮음

보통

동참의사 높음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승용차

107

15.9%

119

17.7%

445

66.3%

671

버스

43

9.2%

57

12.2%

367

78.6%

467

철도(지하철,기차등)

32

9.0%

38

10.6%

287

80.4%

357

자전거

9

7.3%

9

7.3%

105

85.4%

123

PM(킥보드,전동기등)

1

5.0%

2

10.0%

17

85.0%

20

도보

222

9.4%

244

10.4%

1,889

80.2%

2,355

기타

1

14.3%

1

14.3%

5

71.4%

7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20 | 수단별 동참의사(비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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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환경문제 인지 항목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전체의 64.1%가 과거에 비해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89.5%의 응답자가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하다고 응답
하였다. 특히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환경문제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전
체 응답의 60.5%를 차지하여 미세먼지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오염원이지
만 건강과 직결되는 점에서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 요인에 대한 응답에서는 국내와 국외 요인 중 국외 요인이 65.1점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일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국외 요인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미세먼지의 사회적 참여의사의 경우 매일 차량을 이용하는 집단에서 참여율이 가
장 낮았으며, 필수통행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참여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이 가장 시급한 분야
로는 공장의 매연과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도출되었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이를 위
해 자동차 이용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단거리 통행에 대한 통행 특성을 질문한 결과 단거리의 주목적은 편의
점, 마트 등 생필품 구입과 출·퇴근(등하교)의 필수통행, 공원 산책 순이었으며,
주 수단은 도보가 58.9%, 승용차 16.8% 순으로 나타나 주 수단에 비해 도보 통행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단을 선택한 사유에서는 도보를 제외한 모든
수단에서 편리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보에서는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앞서 설문한 환경문제와 연결하여 볼 때 환경문제 중 미
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 이에 대한 개선이 수단 전환에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보행환경 요인 중요도는 총 2단계로 구성하여 질의하였으며 1단계에서는 기상 요
인, 통행시설 요인, 개인적 요인, 통행여건 요인 순으로 중요하다고 확인되었다.
2단계 항목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주었을 때 보행환경의 불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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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은 기상 요인 중 미세먼지에 대한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단순히 환경문제
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실생활 중 보행환경에 있어서 가장 불편이 높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어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여실히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보행개선과 관련한 의견수렴에서는 최대로 걸을 수 있는 도보거리와 앞서 설문한
보행환경의 불편성을 개선했을 때 추가로 걸을 수 있는 거리, 보행 활성화를 위해
동참할 수 있는 의사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현실성이 다소 낮은 응답(5km 이상)은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행 가능거리의 평균은 2,087m였으며 추가로 보
행할 수 있는 거리는 1,261m로 보행환경 개선 시 1.6배 수준으로 보행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보행개선 시 동참의사는 평균 75.95점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보행 가능거리와 보행개선 동참의사의 양의 상
관성이 나타났으며 보행을 많이 할수록 보행개선을 위한 동참의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평균 도보거리가 높으며
연령대에서는 20대를 제외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도보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행개선 동참의사에 대해 개인 특성에 따라 동참의사를 분
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주 수단이 승용차가 아닐수록, 단거
리를 도보로 이용할수록 보행개선의 동참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미세먼지가 환경문제에서의 심각성과 보행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 정책에 대한 낮은 만족도 등을 미뤄볼 때 좀 더 현실적
인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보행환경의 개선을 통해 수단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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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거리 통행의 보행전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1) 개요
앞서 기술한 것처럼 본 연구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내부통행에 대한 보행 활성화
로 정하였고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부통행량과 수단 분담률 자료는 국가교통DB의 대도시권 동별 기종점 통
행량 자료를 활용하여 내부통행량과 그에 대한 수단 분담률(보행, 승용차, 버스 등)
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두 번째로 보행 활성화를 위한 도시설계 요소를 접근성 관점
에서 선정(세부반영 방안은 중간연심 이후 수행 예정)하였다. 이 분석과정 중 평균
내부통행거리는 국가교통DB의 내부통행량 자료가 있는 읍면동의 면적을 근거로 통
행반경을 산정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원 단위는 이동규 외(2017)가 제시한 승
용차와 버스의 km당 발생원 단위 자료를 인용하였다. 상기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여과 시스템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은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km 주행당 2mg이 발
생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림 5-21 | PM 배출량 일반 경유 차량 제외 비교

자료: 이동규 외(2017, 44)

128

이동규 외(2017) 자료에서 제시한 버스 연료별 미세먼지 발생의 평균치를 전국
버스 운행 대수의 가중치로 계산한 23mg/km를 적용하였다.
표 5-16 | 대형차량(버스) 미세먼지 발생량
연료

측정기관
(발표년도)

차량 모델

배기
규제

대우 BS106(7,640cc, 2012년식)
현대뉴슈퍼에어로시티
(9,960cc, 2011년식)

측정 모드

PM
NOx
CO₂
(mg/km) (g/km) (g/km)

NIER-06

20.7

11.4

828

Katech-G

28.9

12.9

899

JE05
대우 BS110CN(7,640cc,
2010년식)
Busan city
EURO5
대우 BS106(11,000cc, 2012년식)
NIER-06
현대뉴슈퍼에어로시티
Katech-G
(11,150cc, 2011년식)
CNG
JE05
대우 BS110CN(11,000cc,
2011년식)
Busan city
자료: 이동규 외(2017, 44)

27.5
57.5

8.7
8.3

862
1321

6.2

4.1

843

14.7

4.3

932

12.5
30.0

1.8
6.0

750
1061

Diesel
KIMM
2012~
2013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가정한 내부승용차 통행량, 내부버스 통행량의 보행 전환율
을 가정하여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산정하였다.
그림 5-22 | 미세먼지 저감효과 산정과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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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입력 자료검토
□ 시군구별 미세먼지 발생량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승용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파악해야 하며 본 연구는 환경공단의 2015년도 시군구별 오염 유발원별 발생량 중
승용차와 버스 발생량(kg/년)을 적용하였다. 아래 표는 내부통행량 자료가 있는 대
도시권 시군구의 미세먼지 발생량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승용차의 PM2.5 발생량은
연간 65천kg 정도이다. 수도권 승용차는 36천65천kg 정도였고, 동일 미세먼지에
대해 지방광역시는 수도권 발생량의 20.6%(승용차)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표 5-17 | 2015년 승용차 미세먼지 발생량(kg/년)
구분

PM10

경기도

21,221

경상남도

3,691

경상북도

4,016

광주광역시

1,629

대구광역시

4,227

대전광역시

2,299

부산광역시

3,899

서울특별시

11,507

세종특별자치

365

울산광역시

1,621

인천광역시

6,306

전라남도

1,005

충청남도

5,028

충청북도

3,897

총합계

70,711

수도권

39,034

지방광역시

13,675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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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행량 점유율 및 통행거리
읍면동 단위 총 통행발생량 중에서 내부통행량 점유율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 동
단위 통행에서 승용차 이용 내부통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5.9%로 경기도 19.7%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승용차 내부통행 분담률이 높은 지역은 대전 세종으로
24.8%로 나타났고 버스 비율이 높은 곳은 경기도 14.5%로 나타났다.
표 5-18 | 대도시권 내부통행비율

구분

죤
Car 내부
Car 총통행
개수
통행

서울
특별시

424

5,928,407

351,907

인청
광역시

150

2,463,060

경기도

561

광주
광역권

171

2,224,380

대전세종
충청권

내부
통행
비율
(%)

BUS
내부
통행

내부
통행
비율
(%)

내부
통행

BUS
총통행

내부
통행

5.94

829.97

5,901,600

282,063

4.78

665.24

277,113 11.25

1,847.42

1,123,564

97,715

8.70

651.44

11,576,749 2,279,505 19.69

4,063.29

5,189.577

751,476 14.48

1,339.53

271,256 12.19

1,586.29

18,570.322

83,665

0.45

489.27

456

6,728,452 1,667,101 24.78

3,655.92

18,570,307

434,672

2.34

953.23

대구
광역권

306

4,734,335

861,074 18.19

2,813.97

18,570,308

218,414

1.18

713.77

부산
울산권

419

7,737,181 1,419,404 18.35

3,387.60

18,570,293

466,917

2.51

1,114.36

자료: 저자작성

서울시 동 단위 내부통행의 평균 통행거리는 621m, 광주광역시는 990m, 읍면지
역이 포함된 경기도는 1,800m, 과천시는 1,200m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동의
경우 내부통행의 승용차 분담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았고 통행거리 또한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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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결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산정을 위해 본 연구는 승용차와 버스 내부통행에 대한 수단
전환율을 각각 10%, 50%로 가정하여 산정하였다.
읍면동 승용차 내부통행량 10%가 보행 도시시설 정비 등을 통해 보행수단으로
전환할 경우 미세먼지 PM 저감량은 연간 1,264kg으로 이것은 승용차 미세먼지 발
생량의 1.9%에 해당한다. 또한, 읍면동 버스 내부통행량 10%가 보행으로 전환할
경우 미세먼지 저감량은 연간 1,354kg으로 이것은 버스 미세먼지 발생량의 0.9%
정도에 해당한다. 지역별 미세먼지 저감효과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승용차 미세먼지 저감량은 0.2%인 반면 울산은 3.1%로 16배 정도 울산의 감소효
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10통행 중 1통행이 보행으로 전환할 경우 경기도의 미세먼지 저감량은 연
간 447kg으로 승용차 미세먼지 총 발생량의 2.3% 저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광역시별로는 울산, 세종, 부산, 대전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고 서
울, 인천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 승용차 내부통행 10% 보행수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및 저감율
구분
경기도
경상남도(일부)
경상북도(일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일부)
충청남도(일부)
충청북도(일부)
총합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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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량(kg/년)

PM2.5

PM10

447
87
144
19
30
35
47
19
6
46
35
25
190
132
1,264

2.3%
2.6%
3.9%
1.3%
0.8%
1.7%
1.3%
0.2%
1.9%
3.1%
0.6%
2.7%
4.1%
3.7%
1.9%

2.5%
3.8%
2.6%
2.6%
0.5%
1.3%
1.6%
0.2%
2.3%
3.1%
0.6%
0.3%
3.8%
2.7%
1.9%

내부 승용차 통행 중 30%가 보행으로 전환될 경우, 총 미세먼지 PM 저감량은
연간 승용차 3,791kg으로 PM2.5 저감률은 5.8%로 나타났다. 광역시 중에서는 울
산시 PM2.5 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대전시 5.0%로 나타났다.
표 5-20 | 승용차 내부통행 30% 보행수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및 저감율
구분

미세먼지 저감량(kg/년)

PM2.5

PM10

경기도

1,341

6.9%

6.3%

경상남도(일부)

262

7.7%

7.1%

경상북도(일부)

431

11.7%

10.7%

광주광역시

57

3.8%

3.5%

대구광역시

91

2.3%

2.2%

대전광역시

106

5.0%

4.6%

부산광역시

141

3.9%

3.6%

서울특별시

58

0.6%

0.5%

세종특별자치

19

5.7%

5.2%

울산광역시

138

9.3%

8.5%

인천광역시

104

1.8%

1.7%

전라남도(일부)

74

8.0%

7.4%

충청남도(일부)

570

12.3%

11.3%

충청북도(일부)

396

11.1%

10.2%

총합계

3,791

5.8%

5.4%

자료: 저자 작성

동의 내부통행거리는 서울 621m, 경기도가 1.8km 등으로 1km 내외의 단거리
통행이 대부분으로 수단 전환율을 50%까지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울산광역시 승용차 내부통행량 50%가 보행 도시시설 정비 등을 통해 보행수단으
로 전환할 경우 미세먼지 PM 저감량은 연간 230kg으로 이것은 승용차 발생 미세먼
지 PM2.5의 15.4%에 달하는 효과이다. 동일 가정의 경우 경기도는 11.5%, 세종시
저감효과는 9.5%, 대전시 절감효과는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과 경북 등
도 지역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지만 내부통행량이 없는 지역은 제외된 것으로 이 수

제5장 공간과 교통 협력방안의 적용가능성 검토 ･ 133

치를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분석 결과, 내부통행이 단거리 통행이지만
통행량이 많고 차량 이용 비율이 낮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 | 승용차 내부통행 50% 보행수단 전환 시 미세먼지 저감량 및 저감율
구분

미세먼지 저감량(kg/년)

PM2.5

PM10

경기도

2,235

11.5%

10.5%

경상남도(일부)

437

12.9%

11.8%

경상북도(일부)

719

19.4%

17.9%

광주광역시

95

6.3%

5.8%

대구광역시

152

3.9%

3.6%

대전광역시

176

8.3%

7.7%

부산광역시

236

6.6%

6.0%

서울특별시

97

0.9%

0.8%

세종특별자치

32

9.5%

8.7%

울산광역시

230

15.4%

14.2%

인천광역시

174

3.0%

2.8%

전라남도(일부)

123

13.3%

12.3%

충청남도(일부)

950

20.5%

18.9%

충청북도(일부)

661

18.4%

17.0%

총합계

6,318

9.7%

8.9%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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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행활성화 사례분석
6장은 5장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보행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
행하였다. 사례지역은 세종시 아름동과 보람동과 서울시 4대문 안 중 도시철도 미연결 9개역을 대
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자료는 보행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형 보행로 조성방안에 대해 보행네트워
크 서비스 빅데이터와 대중교통카드 빅데이터 등을 이용하였다. 보행네트워크 서비스 빅데이터로
분석한 보행네트워크 구성(안)을 제안하였다.

1. 개요
본 연구의 사례분석 지역은 서울과 지방 각 1곳으로 선정하였다. 지방은 대규모
신도시 형성이 진행 중인 세종시의 보람동과 아름동으로 선정하였으며 서울은 최근
한양도성차량5등급 통행제한이 실시된 서울시 4대문안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도보 가능 거리는 1km 이내로 나타나 이 거리 기준의 통
행을 선정하였으며, 보행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위해 세종시는 각 동의 주민센터와
인근 아파트까지를 사례통행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서울4대문 지역의 경우 전철
1호선, 2호선, 4호선이 동서방향으로 운행하고 남북방향으로의 단거리 구간은 철도
미연결 구간이 많아 이 점을 고려하여 9개 역을 선정하였다. 단거리 전철 미연결
구간의 도보통행 활성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도출도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선정된 조사대상지의 도보 서비스 수준과 주 도보 축 파악을 위해 ArcGis Pro에
서 제공하는 Network analysis 기능을 통해 도보네트워크 Service area 분석을 수
행하였다. 사례지역 통행에 대해서는 통행별 도보와 차량 통행시간을 조사하였고
해당 통행 경로상의 횡단보도, 도로 폭원, 우회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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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보통행의 주변여건을 파악하고자 도로명 주소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정보와
매칭하여 주변 토지이용 여건도 병행하여 살펴보았다. 서울4대문 지역의 경우 세부
지역별 기종점 통행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2017년 교통카드 자료를 이용하여 버스와
전철 이용한 대중교통 수요를 분석하였으며, 세종시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성별 활
동인구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변 활동인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6-1 | 세종시와 서울시 사례지역 선정

세종시 아름동/보람동

서울4대문 안 도보연계가능 주요 9개역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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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보 네트워크(빅데이터) Service area 개념
목적지로의 도보 이동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거리와 지형(구릉지, 평지)에
따라 통행시간과 거리가 달라진다. 아래 그림에서 도보활성화 축을 선정할 경우 주
요 목적지까지의 편도 이동거리가 1km 미만이면서 평지인 D축을 도보활성화 축으
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2 | 도보네트워크 Service area 개념

자료: 저자 작성

상기 그림처럼 도보활성화 축 파악을 위해서는 특정 시간 또는 거리 내에 도보로
도달 가능한 서비스 권역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도보 서비스 권역 분석은 ArcGis pro에서 빅데이터로 제공하는 Network analysis
기능을 이용해 통행거리와 시간 서비스 면적을 분석하였다. ArcGis pro에서는 도보
로 이동 가능한 작은 도로까지의 링크속성까지 구축해 도보 시간과 거리 서비스 분
석이 가능하였다. 시간 서비스 분석은 주어진 시간 안에 도달 가능한 지역을 의미하
며 거리 서비스 분석은 도보로 100m 이동했을 경우에 도달 가능한 서비스 면적을
의미한다. 이때 도보는 차로에 비해 곡선부가 많아 동일한 100m를 이동하더라고
방향별로 도달 가능 지점은 상이할 수 있다.
ArcGis pro에서의 분석방법은 먼저 출발지점을 포인트 데이터로 입력하고
Network analysis에서 출발지 노드를 활성화 시킨 후 교통수단(도보, 차량)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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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서비스권역 기준설정 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아래 그림처럼
도로망이 발달된 축의 서비스 권역은 넓게 분포하나 산악지형, 도로가 없는 경우에
는 서비스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거리 기준 서비스
분석결과는 동일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도로 굴곡도가 높은 구간들은 타 구간보다
서비스 면적이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차량 5분 이내는 원형의 서비스
형태로 방향별로 유사한 서비스 수준을 나타냈지만 10분 이상의 경우는 주변 산지
와 도로망 형태로 인해 아메바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6-1 | ArcGis pro Network analysis
ArcGis pro 제공 분석네트워크(아름동)

교통수단 선택(도보, 승용차, 트럭)

네트워크 서비스 분석: 차량 시간기준(5~15분)

네트워크 서비스 분석: 거리기준(5~15km)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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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종시 사례분석
세종시는 신도시 단거리 일상통행의 보행로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름동과 보람동
주민센터와 주변 아파트 단지까지의 도보서비스 권역 분석과 보행로 시설 수준을
조사하였다. 또한, SKT 모바일 빅데터의 활동인구 자료로 세종시와 아름동, 보람
동 도보권에 대해 미세먼지 고농도와 저농도일자의 활동인구 분포를 살펴보았다.

1) 세종시 아름동
(1) 도보 네트워크 Service area 분석
도보 네트워크 분석 시간은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도보이동 가능거리 1km 이동에
소요되는 12.5분을 고려하여 최대 15분, 최소 5분으로 설정하였다. 아름동 주민센터
기준 도보서비스 분석결과, 대상지 서측 위치한 산지인 고운뜰공원으로 인해 서측 접
근성은 15분에 737m인 낮은 반면, 보행로가 직선인 동측은 동시간에 1194m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 거리기준 접근성 분석결과, 걸어서 100m 이동하는데
도달 가능한 서비스 면적은 원형에 가까웠지만 500m로 확장하면 주변 학교, 아파트
단지 등을 우회하는 길로 인해 서비스 면적 형태가 아메바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 6-3 | 세종시 아름동 도보이동 서비스 권역
시간기준(5-15분)

거리기준(100-1000m)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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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동의 도보 축은 BRT 도로 위치 동측과 남측이 양호한 반면 구릉지인 북측
두르뜰공원과 서측 고운뜰공원의 도보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름동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보 활성화 축을 조성한다면 동측과 남측
방향이 북측과 서측보다 추가적인 보행로 시설 확보노력 대비 효과가 높은 축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교육시설이 위치한 아름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경계로 서비스 수준
이 5분에서 10분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로별 보행로시설 수준 조사
상기 분석한 도보서비스 권역에 설치 가능한 실제 도보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아
름동 주민센터에서 주변 아파트 단지까지의 도보와 차량 이동시간을 네이버 맵의
통행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이때, 주변 아파트의 도보거리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반경 1km 미만의 통행을 대상으로 하였고 각 도보경로에 대해서는
녹지축분포와 도보폭원, 횡단보도 유형 등 12가지 항목의 비교표를 작성하였다.
앞서 분석한 도보서비스가 양호한 축은 동서축이었고 통행 pair 단위로 조사한 것
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경로별 녹지는 공원이 있는 경로 E가 높았고
상점분포는 경로C가 높았다. 또한, 경로별 횡단보도는 경로D에 2개로 경로E와 같
았지만 5차로 도로가 있어 5개 경로 중 횡단 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경로에 자전거 도로가 있었으며 보도폭도 경로E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의 폭이
4-8.5m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술한 설문조사 결과 단거리 통행에 차량(대중교통포함) 이용이 37.2%였
고 승용차 이용도 16.8%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차량 이용자의 단거리 통행전환
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행경로의 도보와 차량 간 통행시간의 차이가 낮은 경
로를 고려해야 하며 아름동의 경우 통행시간과 거리의 차이가 작은 통행경로 B와
C축이 수단간 시간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또한, 경로B와 C축은 횡단보도가 1개로
차량 간섭이 타 축에 비해 크지 않고 C축은 상가분포도 타 축에 비해 양호해 도보
축 선정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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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름동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공보행로 활성화를 추진한다면 경로C
와 경로B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분석은 주민센터 주변 토지이용이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석한 것이라는 한계는 있다.
그림 6-4 | 아름동 도보네트워크 Service area 분석결과 및 경로별 통행시간

자료: 저자 작성

표 6-2 | 아름동 주민센터 - 인근아파트 간 도보 통행여건 조사결과
통
출발지
행
경 출발 가구 거주
로 지명 수
인구

통행
시간

통행
거리

녹지
시설
승용
승용 분포
도보
도보
차
차

상점
분포

대규모
건물
우회
여부

횡단
보도

보도 자전거
폭
도로
(m)

A 3단지

852

3,408 11분 6분 787m 400m

중

중

X

3차로(1개) 4~8.5

유

B 1단지

818

3,272

7분 6분 525m 534m

중

중

X

4차로(1개) 4~8.5

유

C 4단지

520

2,080

7분 7분 532m 755m

중

상

X

4차로(1개) 3~8.5

유

D

12
단지

452

1,808

7분 7분 527m 581m

중

상

X

2차로(1개)
4~8.5
5차로(1개)

유

E

10
1,970 7,880 14분 8분 974m 995m
단지

상

하

X

2차로(2개)

2.5~
8.5

유

거주인구: 해당아파트 단지 가구수*4인, 승용차 통행시간은 주차시간 5분 포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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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종시 보람동
(1) 도보 네트워크 Service area 분석
보람동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도보서비스 분석결과 금강변을 따라 형성된 도로망
으로 동서축 위주의 도보통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센터 남
동쪽에 위치한 외곽순환도로 보행전용 육교로 인해 15분내 이동 가능한 금강 방향
거리는 300m에 불과하지만 호탄리 방향은 940m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6-5 | 세종시 아름동 주민센터 출발 도보이동 서비스 권역

도보5분
자료: 저자 작성

도보10분

도보15분

(2) 경로별 보행로시설 수준 조사
상기 분석한 도보서비스 권역의 실제 보행경로로 통행여건 파악을 위해 아름동
주민센터에서 주변 아파트 단지까지의 도보 여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주변 아
파트의 보행거리는 주민센터 반경 1km 미만의 아파트 단지까지의 통행을 대상으로
녹지 축 분포와 도보 폭원, 횡단보도 유형 등 12가지 항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세종시 3생활권은 금강변을 따라 조성되어 도보 축도 강을 따라 형성되
고 있으며, 각 경로별 녹지는 공원이 있는 경로 E가 높았고 상점분포는 경로C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아름동과 유사하게 모든 경로에 자전거 도로가 있었고
대규모 우회건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가 가장 많은 경로는 경로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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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 보람동 주민센터)로 6개의 횡단보도가 있었고 경로 A, B, C는 2개의 횡단
보도가 있었다.
또한, 녹지시설이 양호한 경로는 경로 A, B, C였고 상가는 경로C에 많이 분포하
고 있었다. 차량과 도보 통행시간이 유사한 경로는 경로 E로 1분의 차이가 있어 수
단간 경쟁 관계에서 도보의 경쟁력이 이 경로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로E의 경우 횡단보도가 많아 보행전용로 설치를 위한 육교 등이 필요해 단기적
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경로C 또한 통행거리기 짧아 미세먼지 저감효과
유발 가능성이 낮은 대안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구 수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고
녹지시설이 양호하면서 도보거리도 8백 미터 정도로 미세먼지 저감효과 유발도 가
능한 경로 B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6 | 보행로 설치가능성이 높은 경로B, 경로C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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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 보람동 도보네트워크 Service area 분석결과 및 경로별 통행시간

자료: 저자 작성

표 6-3 | 보람동 주민센터 - 인근아파트 간 도보 통행여건 조사결과

경
로

출발지

통행시간

대규모
녹지 상점 건물
시설 분포 우회
도보 승용차
여부
통행거리

횡단
보도

보도폭

자전거
도로

가구
출발
수

거주
승용
도보
인구
차

A

3
단지

2,852 12분

8분

850m 1.7km

상

하

X

2차로(2개)
7m~14m
6차로(1개)

유

B

1
1,002 4,008 12분
단지

8분

840m 707m

상

중

X

2차로(2개)
3m~14m
4차로(1개)

유

C

5
단지

510

2,040 2분

7분

196m 103m

중

상

X

2차로(1개)
3.5m~14m
4차로(1개)

유

D

8
단지

900

3,600 10분

6분

728m 850m

상

하

X

1차로(2개)
5차로(1개) 7.5m~10m
7차로(1개)

유

E

10
단지

656

2,624 7분

8분

520m 604m

중

하

X

1차로(4개)
4차로(1개) 7.5m~15m
6차로(1개)

유

713

거주인구: 해당아파트 단지 가구수*4인, 승용차 통행시간은 주차시간 5분 포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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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종시 미세먼지 고농도/저농도일 활동인구(모바일 빅데이터)비교
세종시 미세먼지 발생량과 활동인구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세종시 미세먼지
최고농도 및 최저농도의 모바일 빅데이터1)의 시간대별 활동인구수의 변화를 살펴보았
다. 이때, 요일별 차이를 줄이고자 비교데이터의 요일은 수요일로 선정하였고, 이렇게
살펴본 결과, 미세먼지 농도 차이로 변화로 인한 체류활동, 이동활동 등의 변화는 크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농도를 기록한 날짜에 총 활동인구수는 약 5%가량 많
았던 반면 18시 이후에는 최고농도일의 활동인구가 다소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6-8 |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종시 미세먼지 최고·최저일자 시간대별 활동인구수 변화 분석

자료: 저자 작성

성별 및 연령대별 활동인구수가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는지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
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10대의 경우 활동인구가 20% 가량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0대 이상 남성의 경우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날 활동인구가 10-14%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50대 남성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나, 여성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활동인구수의 차이가 거의 나타
나지 않았다.
1) SKT 모바일 빅데이터는 미세먼지 최저농도(2019년 4월 10일) 및 미세먼지 최고농도(2019년 3월 6일)일자의
활동인구를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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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 세종시 미세먼지 최고·최저일자 성별연령별 활동인구수 변화

자료: 저자 작성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 미세먼지 취약계층 활동인구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본 결
과 다음과 같다.
먼저 아름동 10대 활동인구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보람동의 경우 5분이내 도보권에서 미세먼지 최저농도를 기록한 날
유동인구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대의 경우도 미세먼지 최저 농도
를 기록한 날 보람동 5분 도보권에서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림 6-10 | 세종시 아름동 미세먼지 최고·최저일자 연령별 활동인구수 변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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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 미세먼지 최고/최저 세종시 아름동/보람동 10대/60대 활동인구 분포

10대

보람동

60대

10대

아름동

60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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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사례분석
앞의 세종시가 신도시 사례라고 한다면 서울시 사례는 대도시 도심의 전철 미연결
단거리 구간의 보행 활성화 사례로 서울4대문안 9개 전철역을 분석대상으로 하였
다. 상호 미연결되는 전철역을 중심으로 광화문역, 시청역, 종각역, 을지로입구역,
을지로3가역, 을지로4가역, 종로5가역, 충무로역, 명동역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
였으며 분석대상 9개 전철역은 동서 2km, 남북 1km 영역에 분포하고 있다.
그림 6-11 | 서울4대문안 주요 9개역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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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보 네트워크 Service area 분석
서울4대문안 주요 9개 역에 대한 도보 네트워크 서비스 분석 결과, 도보 5분권
평균 반경은 590m, 도보서비스 면적은 0.8㎢로 나타났다. 도보 이동 10분 가능권
역의 평균 반경은 1,748m로 시간은 2배 증가했지만 이동거리는 약 3배 증가해 시
간대비 도로 이동 가능거리가 증가 폭이 높았다. 이것은 전철역이 대로변에 있어
도보 5분권 이동에는 횡단보도가 많아 이동거리가 짧은 반면 이후로는 대로가 상대
적으로 적어 이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도보 5분 권역 중 통행거리는 종로5가역이 636m로 가장 길었고, 통행면적은 충
무로역이 0.8698㎢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 5분 권역 중 가장 긴 통행
거리는 종로5가역 1,845m였고, 면적도 종로5가역이 2.181㎢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타 역에 비해 종로5가역 주변에 큰 대형빌딩이 적고 광장시장,
동대문 시장 등으로 도보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9개 역
주변 보행로가 동서남북으로 균등하게 발달되어 원형의 서비스 에어리어 형태를 나
타내고 있었다. 다만, 광화문이나 명동, 종로5가 등에서 대형빌딩 우회 등으로 인
한 접근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 서울4대문 주요 9개 전철역 도보네트워크 Service area 분석 결과
도보통행시간

반경(m)

면적(km2)

15분

2,907

3.2

10분

1,748

2.0

5분

590

0.8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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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 역별 도보네트워크 서비스 에어리어 분석결과
단위) S: 통행가능면적㎢, R: 도로거리 m

역명

도보 5분

도보 10분

도보 15분

광화문역

R: 547
S: 0.62

R: 1685
S: 1.87

R: 2824
S: 3.17

명동역

R: 629
S: 0.78

R: 1798
S: 1.86

R: 2926
S: 2.89

시청역

R: 615
S: 0.81

R: 1824
S: 2.14

R: 2952
S: 3.28

을지로
3가역

R: 531
S: 0.76

R: 1646
S: 2.01

R: 2836
S: 3.22

을지로
4가역

R: 581
S: 0.85

R: 1646
S: 1.98

R: 2765
S: 3.17

을지로
입구역

R: 592
S: 0.81

R: 1752
S: 2.07

R: 2873
S: 3.34

종각역

R: 609
S: 0.87

R: 1809
S: 2.07

R: 2972
S: 3.36

종로5가역

R: 636
S: 0.87

R: 1846
S: 2.18

R: 2983
S: 3.49

충무로역

R: 597
S: 0.87

R: 1805
S: 1.85

R: 3078
S: 2.88

주) S: 통행가능면적㎢, R: 도로거리 m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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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보 네트워크 Service area 중첩도 분석
중첩도가 높을수록 연계 가능성이 높은 역으로 묶일 수 있고 이들 역 간을 도보로 연결
한다면 도시철도에 대한 추가건설은 물론 도보 활성화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중첩도 분석은 ArcGis의 intersect 기능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분석대상은 9개 역에 대해 시행하였다. 9개 분석 대상 역들이 밀집되어 있어 도
보시간대별 서비스영역의 중첩도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서울4대문 도심 보행 축
설정에 활용하였다. 중첩도 분석은 각 역의 도보 네트워크 서비스에어리어 분석결과를
지리정보 프로그램으로 합하고 인터섹트 기능을 이용하여 중첩도를 계산하였다.
그림 6-12 | 서울4대문 9개역 도보네트워크 서비스에어리어 분석 중첩도 분석

입력자료

상용프로그램(ArcGis)의 인터섹트 모듈

자료: 저자 작성

예를 들어 광화문역 인근 역 중 지하철 미연결 역은 종각역이며 두 역의 도보 5분
기준의 서비스 면적 중첩도는 7.4%로 조사 역 9개의 평균 12.4%보다 낮았다. 이
때, 광화문역 도보 5분권 서비스 면적 7.4%의 의미는 광화문역 도보 5분권 면적
중 종각역 5분 서비스 권역과 중첩되는 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또한 광화문역 중
심과 종각역 중심의 거리는 약 600m 떨어져 있으며 전철 미연결 구간으로 버스 이
용 빈도도 하루에 634통행으로 나타났다.
그림 6-13 | 도보5분권 중첩도 분석

광화문역 기준 종각역

명동역 기준 충무로역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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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 역별 도보네트워크 서비스 에어리어 중첩도 분석결과
역명

5분

광화문역

종각역 7.4%,
시청역 3.9%

명동역

시청역

을지로
3가역

10분

종각역 58.4%, 시청역 52.7%,
종각역 38.9%, 시청역 32.9%,
을지로입구역 49.7%, 명동역 26.5%,
을지로입구역 28.2%, 을지로3가역
을지로3가역 24.1%, 을지로4가역 4.3%,
1.4%, 명동역 0.6%
충무로역 3.1%, 종로5가역 0.6%

을지로입구역 49.9%, 을지로3가역
을지로입구역
41.7%, 충무로역 37.6%, 시청역
11.8%, 충무로역
30.6%, 종각역 17.9%,
9.7%, 을지로3가역
을지로4가역 11.8%, 광화문역
0.1%
0.7%
을지로입구역
24.0%, 광화문역
5.0%

15분

을지로입구역 55.5%, 광화문역
39.0%, 종각역 36.1%, 명동역
34.2%, 을지로3가역 11.3%

을지로입구역 65.6%, 을지로3가역
60.7%, 충무로역 56.5%, 시청역
51.0%, 종각역 40.7%, 을지로4가역
35.6%, 광화문역 25.8%, 종로5가역
11.1%
을지로입구역 69.9%, 광화문역 58%,
명동역 57.6%, 종각역 56.5%,
을지로3가역 32.5%, 충무로역 20.4%,
을지로4가역 8.2%, 종로5가역 0.1%

을지로4가역 48.4%, 충무로역
충무로역 68.7%, 명동역 65.8%,
을지로4가역 17.2%
47.2%, 명동역 43.8%,
을지로4가역 63.1%, 을지로입구역
충무로역 10.3%
을지로입구역 35.7%, 종각역
56.1%, 종각역 54.6%, 종로5가역
을지로입구역 1.7%
35.4%, 종로5가역 17.3%, 시청역
38.7%, 시청역 31.2%, 광화문역 25.5%
명동역 0.1%
10.6%, 광화문역 1.5%
충무로역 54.1%, 을지로3가역
49.6%, 종로5가역 48.8%, 명동역
12.7%, 을지로입구역 5.8%,
종각역 3.8%

충무로역 71.3%, 종로5가역 64.3%,
을지로3가역 63.3%, 명동역 38.8%
을지로입구역 25.0%, 종각역 24.4%
시청역 7.9%, 광화문역 4.5%

을지로
4가역

을지로3가역
19.3%,
충무로역 15.8%
종로5가역 13.7%

을지로
입구역

종각역 55.8%, 명동역 54.5%
명동역 74.0%, 시청역 69.8%, 종각역
종각역 27.3%
시청역 54%, 을지로3가역 37.0%,
68.9%, 을지로3가역 58.2%, 광화문역
시청역 24%
광화문역 32.5%
54.6%, 충무로역 41.4%, 을지로4가역
명동역 12.3%
충무로역 12.4%, 을지로4가역
25.9%, 종로5가역 10.7%
을지로3가역 1.9%
5.8%

종각역

을지로입구역
29.2%
광화문역 10.3%

을지로입구역 57.0%, 광화문역
45.8%, 을지로3가역 37.5%,
시청역 35.9%, 명동역 19.9%,
을지로4가역 3.9%, 충무로역
0.6%, 종로5가역 0.4%

을지로입구역 69.7%, 광화문역 64.9%,
을지로3가역 57.4%, 시청역 57.0%,
명동역 46.4%, 충무로역 30.4%,
을지로4가역 25.6%, 종로5가역 14.9%

을지로4가역 52.4%, 을지로3가역
종로5가역 을지로4가역 14.0% 19.0%, 충무로역 11.3%, 종각역
0.4%

을지로4가역 70.0%, 을지로3가역
42.3%, 충무로역 42.3%, 종각역
15.5%, 명동역 13.1%, 을지로입구역
11.3%, 광화문역 0.6%, 시청역 0.2%

을지로4가역 52%, 을지로3가역
46.4%, 명동역 38.8%,
을지로입구역 11.7%,
종로5가역 10.1%, 종각역 0.5%

을지로4가역 66.5%, 을지로3가역
64.2%, 명동역 57.3%, 을지로입구역
37.3%, 종로5가역 36.2%, 종각역
27.0%, 시청역 18.3%, 광화문역 3%

충무로역

을지로4가역 16.1%
을지로3가역 11.9%
명동역 10.8%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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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첩도를 고려한 도보 네트워크 형성
도보 5분권에 대한 중첩도 결과를 이용하여 미연결 지하철 구간들 중 평균 중첩도
보다 높은 구간들을 검토하였다. 이 검토 방법은 앞서 분석한 5분권 중첩도 자료를
엑셀의 피벗기능을 이용하여 테이블 형태로 변환 후 미연결 구간 테이블 표와 곱하
여 미연결 구간의 중첩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결과, 중첩도는 종각-을지로입구가 28%, 을지로4가-충무로 16% 순으로 높
았으며, 지하철 미연결 국간 중 5분 도보권 중첩도가 평균 이상인 구간을 연결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N자형 보행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명동
역을 기점으로 명동역-을지로입구역-종각역—을지로3가역-충무로역-을지로4가역
-종로5가역까지로 총 연장은 3,742m로 횡단보도는 13개 정도가 있다.
그림 6-14 | 도보5분권역 중첩도 상위 구간

자료: 저자 작성

세종시 조사 사례처럼 상기 6개 구간에 대해 횡단보도 유무, 도로폭원 등의 12개
항목으로 보행시설 수준을 조사하였다. 각 경로에 대해 도보와 차량의 통행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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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경로F(을지로4가-종로5가)의 도보 통행시간이 차량 통행시간(주차시간
포함) 보다 적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로에서 도보가 1~2분 정도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로C(종각-을지로3가)는 4분 정도 도보가 더 걸리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도심이기 때문에 상점분포는 대부분 상이였고 자전거 도로는 경로D,
경로C, 경로F에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녹지 분포는 도심이기 때문에 가로수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차도 이외 소길에서는 녹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경로E는 횡단보도는 없고 지하보도 3개를 건너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에 덕수중학교를 우회하기 때문에 도보거리가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 도보5분권역 중첩도 상위 구간 경로별 시설 수준조사
통행시간
경로 출발지

A

명동
(4호선)

B

을지로
입구
(2호선)

C

종각
(1호선)

D

을지로3가
(2호선)

E

충무로
(4호선)

F

을지로4가
(2호선)

도착지

통행거리

대규모
녹지 상점
횡단 보도폭 자전거
건물
도로
도보 승용차 시설 분포 우회여부 보도 (m)

도보

승용
차

을지로입구
10분
(2호선)

8분

685m 672m

중

상

X

-

2~11

무

7분

385m 376m

상

상

X

1차로
(2개)

5~13

무

X

1차로
(3개)
2차로
(3개)
7차로
(1개)

4~16

유

유

종각
(1호선)

5분

을지로3가
13분
(2호선)

9분

923m 1000m

상

상

6분

9분

428m 1400m

상

상

X

1차로
(2개)
2.5~12
2차로
(1개)

을지로4가
11분
(2호선)

9분

734m 940m

중

상

X

지하
보도
3개

2~12

무

9분

587m 786m

상

중

X

2차로
(1개)

3.5~7

유

충무로
(4호선)

종로5가
(1호선)

8분

거주인구: 해당아파트 단지 가구수*4인, 승용차 통행시간은 주차시간 5분 포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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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 도보5분권역 구간별 통행시간

자료: 저자 작성

도보 10분권에 대한 중첩도 결과를 이용하여 10분권 중첩도 27% 이상 되는 구간
들을 대상으로 앞서 기술한 방법을 적용하여 구간을 선정하였다. 선정결과, 5분 권
역 네트워크에 광화문역-종각역, 광화문역-시청역 등 5개 구간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 중 3개가 광화문역이 포함된 구간이었다.
그림 6-16 | 10분 도보권역 중첩도 상구간

주) 적색라인은 5분권역과 중복되는 구간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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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5개 구간에 대해 횡단보도 유무, 도로폭원 등의 12개 항목으로 보행시설
수준을 조사하였다. 광화문역-종각역까지는 도보로 7분 정도 소요되며 차량은 주차
시간을 제외하면 1분 포함하면 6분 정도 소요되며 횡단보도는 3개를 건너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화문-시청역은 도보 369m 떨어져 있으며 도보와 차량의 통행
시간은 각각 5분과 6분으로 도보가 1분 더 빨랐다. 횡단보도는 3개로 이 중 하나는
3차로였고 자전거 도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 | 도보10분권역 중첩도 상위 구간 경로별 시설 수준조사

출발지

도착지

광화문

종각)

광화문

통행
시간

통행
거리

승용
도보
도보 승용차
차

녹지 상점
시설 분포

대규모
횡단보도
건물
우회여부

보도폭 자전거
(m)
도로

7분

6분 482m 490m

상

상

X

1차로(1개)
3.5~13
2차로(2개)

유

을지로입구 11분

8분 736m 911m

상

상

X

1차로(2개)
2차로(1개)
3차로(2개)

5~17

무

광화문

시청

5분

6분 369m 414m

상

상

X

2차로(2개)
3차로(1개)

6~26

무

시청

명동

14분 12분 966m 1100m

중

상

X

2차로(1개)
2~17
10차로(1개)

무

중

상

X

-

2~11

무

3~5

무

명동

을지로입구 10분

8분 685m 672m

명동

을지로3가

12분

9분 802m 799m

중

상

X

1차로(1개)
2차로(2개)
8차로(1개)

을지로입구

종각

5분

7분 385m 376m

상

상

X

1차로(2개)

5~13

무

종각

을지로3가

13분

9분 923m 1000m

상

상

X

1차로(3개)
2차로(3개)
7차로(1개)

4~16

유

을지로3가

충무로

6분

9분 428m 1400m

상

상

X

1차로(2개)
2.5~12
2차로(1개)

충무로

을지로4가

11분

9분 734m 940m

중

상

X

-

2~12

무

을지로4가

종로5가

8분

9분 587m 786m

상

중

X

2차로(1개)

3.5~7

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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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4) 구간별 수요 파악을 위한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상기 분석한 역간 수요는 전철로 직결이 안 되는 역이고 동 단위 교통OD로 역간
교통 수요 파악이 어려운 구간이다. 이러한 이유로 구득 가능한 2017년도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역 주변 정류장을 집합화하는 과정을 거쳐 역간 버스OD를 산
정하여 수요가 높은 구간을 파악하였다. 9개 역 주변 정류장 68개를 대상으로 분석
을 수행하였으며 로우데이터는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집계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6-17 |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방법

원시자료

가공프로그램

자료: 저자 작성

분석결과, 광화문과 시청 간 일일 버스 이용 승객은 634명, 광화문과 종각은
1,334명으로 나타났고 지하철 연결 종각-종로5가의 버스 수요도 1,337명으로 높
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광화문, 시청, 종각, 종로5가, 을지로 입구 출발ㆍ도착
버스통행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버스 수요는 도보통행 수요와
유사할 것으로 보여 도보통행 수요 순위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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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 9개역 주변 버스정류장간 기종점 통행량
출발/도착

광화문

명동

광화문

시청
507

을지로
입구

종각

종로
5가

391

700

516

26

명동

시청

을지로
3/4가

127

을지로
3/4가

95

18

91

114

을지로입구

25

77

종각

634

77

종로5가

334

26

249

충무로

36

91

326

235

52

11

58

충무로

10

118

23

2

42

25

170

1479

415

101

12

11

4

합계

1189

368

699

200

1126

51

2165

91

388

62

427

10

163

23

392

1716

194

69

합계

679

49

회현

회현

658

1507

1261

139

455

392

376

7359

자료: 저자 작성

단거리 버스 통행 수요가 단거리 도보 수요와 유사성이 높다고 가정할 경우 광화
문-시청, 광화문-종각, 광화문-종각, 광화문-을지로 등의 도보연계를 통한 미세
먼지 저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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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세먼지 저감을 고려한 한양4대문 보행네트워크 구상(안)
앞서 네트워크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도보네트워크 서비스면적 분석, 도보
권역별 중첩도 분석, 경로별 도소시설 수준,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등을 고려하여
서울4대문안 보행네트워크를 구상하였다.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광화문 관련 통행수요가 높아 이 구간에서 높을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충무로역과 을지로3/4가역 간 통행수요는 현재 적지만 수표 도시환
경 정비구역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 지역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개
발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노선에 대한 보행로 조성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18 | 한양4대문 보행네트워크 구상

주) 적색라인은 5분권역과 중복되는 구간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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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정책 제언
미세먼지 저감관련 정책제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제언은 미
세먼지 저감을 위한 부처간 협업방안과 미세먼지 관리권역 추진계획에 보행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지자체 제언으로는 보행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고려사항
과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기술하였다.

1. 중앙정부 정책 활용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부처 간 융합과제 추진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2019)은 산업자원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외교부, 국토
교통부 등 소관업무 중심으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
지 관리종합대책 추진과제는 부처별 소관 업무별로 지정되어 산업부문과 수송부문
의 융복합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구조이다.
따라서 종합대책의 의미가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이 되기 위
해서는 분야별 협업 또는 융합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7-1 | 관계부처 합동 부분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중점추진과제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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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2019.11)의 미세먼지 저감분야는 산업, 수송, 발전, 농
업, 생활로 구분하고 있으며 분야별 협업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별 융합방안을 예로 들면 산업과 수송, 수송과 농업, 생활과 수송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예로, 산업 분야와 수송 분야의 협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미세먼
지 고배출 사업장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친환경차를 우선보급 정책고려가 필요하
다. 두 번째 수송 분야와 농업 분야의 협업은 대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함께 난방을 위한 보일러 시설의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생활과 수송의 협업방안
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단거리 통행의 보행 활성화를 위한 생활공간의 수송 수
단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림 7-2 | 부처 간 미세먼지 저감 융합과제(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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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먼지 관리권역의 추진계획
2019.4월에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이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에 의해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2019.11)은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4개 권역의 77개 시군을 대기관리권
역(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에서는 관리권역은 제안하고 있지만 권역별 차별화
되거나 지자체와 같이 추진할 만한 과제들을 제시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림 7-3 | 미세먼지 관리권역(안)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 33)

권역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거리 통행의 보행전환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지자체 관련 요인이
많아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여 추진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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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활용방안
1) 빅데이터의 미세먼지 정책활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대안 마련은 해당 빅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자체 관리 단위의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기술하여 지자체
정책수립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모바일 빅데이터, 네트워크 빅데이터, 교통카드 빅
데이터 등의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정책 활용사례를 제시하였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빅데이터의 자료 형태는 위치정보(UTMK 좌표체
계)와 해당지역(셀 크기)의 일자별, 시간대별, 성별, 연령대별 활동인구 수를 제공
하며, 모바일 빅데이터는 일자별, 시간대별, 성별, 연력대별 활동인구를 파악할 수
있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활동 패턴을 파악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표 7-1 | 빅데이터 특징
유형

형태

데이터의 내용

모바일 빅데이터

위치정보 포함
CSV 화일

셀의 위치정보, 일자별, 시간대별, 성별, 연령별 활동인구

교통카드 빅데이터

정류장(위치)txt화일,
승객txt 화일

정류장 위치정보, 일자/시간, 승하차인원

도보네트워크 빅데이터

ArcGis Pro내부자료

차량(승용차, 트럭), 도보 거리별, 시간대별 서비스면적 산출

자료: 저자 작성

아래 그림은 모바일 빅데이터 원시자료인 CSV 파일을 지리정보 프로그램(QGis,
ArcGis 등)으로 지리정보화 하여야 건축물 지리정보, 도로 지리정보 등과 합친 사
례이다. 행정위계별, 특정권영별 활동인구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 프
로그램의 인터셉트 기능 등을 활용해야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고령자들의 분포를 파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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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 빅데이터의 지리정보 가공사례

⇒

모바일 빅데이터 원시자료(17개 필드)

모바일 빅데이터의 지리정보(모바일+건축물정보)화

자료: 저자 작성

국가교통DB의 기종점 간 통행 자료는 대도시권에 한해 읍면동별로 제공하고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단거리 통행패턴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본 연구 사례와
같이 도심의 미연결된 인접 지하철역 간의 통행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교통카드는 정류장 위치정보 파일과 정류장별 위치
정보 자료가 별도 txt 파일형태로 제공되며 엑셀 등이 Lookup 기능이나, 지리정보의
테이블 조인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합쳐야 한다. 또한, 지리정보 프로그램으로
로딩하여 특정지점 반경 또는 행정 경계 등으로 집합화 하여야만 목적에 부합한 결과
물을 도출할 수 있다. 기종점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간단하게는 엑셀의 피벗 또는
R 프로그램 코드작성을 통해 메트릭스(컬럼과 로우) 형태로 가공할 필요가 있다.
그림 7-5 | 교통카드 빅데이터 가공사례

⇒

서울시 버스 노선 정류장 원시자료(16개 필드)
승객별 승하차 카드 실적 자료(16개 필드)

버스 정류장 지오코딩 작업 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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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 도보네트워크 빅데이터

⇒

분석아이템

분석결과

자료: 저자 작성

2)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보행로 활성화 사업 추진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休(체류)하면서 動(이동)하고, 動
(이동)하면서 休(체류)할 수 있는 쉼과 이동이 공존하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거리 내부통행의 보행활성화는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지
속 가능한 도시교통체계, 국민 건강증진 등 다양한 정책 활용 방안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기존 보행로 활성, 걷고 싶은 길 조성 등이 단순히 걷는 길 조성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 제한하는 보행로는 특정지점 간 연계 가능성을 중첩도로 파악하
여 보행로 간 연계를 통한 보행 네트워크 구축을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따라
서, 아래처럼 도보서비스 권역 등의 분석을 통한 통행축 등이 설정되면 해당 구간 보
행을 유도할 수 있는 트리캐노피, 소규모 상가 등의 볼거리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7-7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보행활성화 방안
도시 설계 요소 : 트리캐노피, 볼거리, 상가 형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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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네트워크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보행활성화를 위해서는 비·눈 같은 기상요건에 의한 불편
성 응답이 100점 만점 중 38.2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시설측면에서는 트리
케노피나 아케이드 활성화 등의 정비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
계가 있다.
또한, 보행활성화에 대한 참여의식도 응답자의 75%가량이 참여의사를 보였으며
시설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불법주차 개선, 보도요철 개선, 보도장애
물 등의 개선필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보행공간 통행마찰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통행여건 요인개선으로 보행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행
자들의 개인짐에 대한 불편도가 높게 나타나 보행로 상에 소규모 자유주행 전기 셔
틀운행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표 7-2 |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별 개선 우선순위
순위(개선요인)

세부내용
보도재질(6)
장애물(3)
보도턱(7)

통행시설 요인
(1순위)

보도의 요철(2)
불법주차(1)
소음 또는 먼지 등(4)
충돌 위험성(5)
횡단보도(8)
동반자가 있어서(3)

통행여건 요인
(3순위)

짐이 많아서(1)
직선도로의 부재(우회)(2)
복장이 불편함(4)
타수단 이용(1)

개인적
요인
(2순위)

도보가 싫음(3)
신체적 한계(4)
체력적 한계(2)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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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서 통행여건 요인 중 직선도로의 부재가 두 번째 불편사항으로 나
타나 보행로에 대형건축물 통로 확보 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협업도
필요하다.
그림 7-8 | 보행로 개선사업 개념 예시
대형건물 보행로 확보전

대형건물 보행로 확보후

트리캐노피 도입전

트리캐노피 도입후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의 도보 네트워크 서비스 에어리어 분석 및 보행시설 수준 분석을 통해
기존 시설 수준을 고려해 투자비도 어느 정도 고려한 보행 활성화 방안이다.

172

3. 법제도 개선방안
1) 도시개발법 변경: 녹색도시 정의 및 계획내용 변경
도시개발법 제5조에 따라 도시개발계획내용에는 녹색도시개발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표1의 2에 세부적인 녹색도시개발계획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녹색도시를 압축형 도시공간구조로 제시하면서 교통체계는 대중교통 중심
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압축도시의 교통을 녹색화하기 위해서는 도보수단의
활성화 방안 제시도 필요하다. 공간의 압축에 따른 이동거리 단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중교통보다 도보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도보 활성화로 인한 에너지 절감 및 미세먼지 절감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의 녹색도시 정의에 보행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표 7-3 | 도시개발법상의 녹색도시 정의 변경(안)
근거법령

관련조항

「도시개발법」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동법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도시개발법의 녹색도시 정의
기존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ㆍ자원순환구조,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을 통해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변경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의 교통체계,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ㆍ자원순환구조,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을 통해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자료: 법제처. 도시개발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또한,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기오염, 도시민 건강증진 등을 위해 도시개발법 5
조의 개발계획 내용에 보행통행 처리 계획을 포함하여 보행로 활성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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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 보행통행처리계획을 포함하는 도시개발계획 내용의 변경(안)
근거법령

「도시개발법」

관련조항

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의 내용
기존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기간
3. 제3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5조(개발계 6. 인구수용계획
획의 내용) 7. 토지이용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변경

좌동

9. 보행통행 처리계획
10. 환경보전계획
11.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2.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3. 재원조달계획

자료: 법제처. 도시개발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보행로 계획 수립
단거리 통행의 보행 활성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서 수립하고 있는 개발사업 수립단계에서 보행로 조성 등에 대한 내용 반영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보행로 활성화 방안은 구도심보다는 신도시 개발단
계에서 도입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신도시의 유형이 압축도시를 지향할 경우 무동력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 가능할 것이다. 상기 사항 반영을 위해 개발사
업 단계 중 반영 필요한 단계를 살펴보면 택지개발은 택지개발 수립 시점, 공공주택
지구사업은 승인신청 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고시 전에 반영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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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 법제도 개선방안 :개발사업법
근거법

사업명

관련조항 개정 건의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지구사업

「공공주택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신청 시 반영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시 반영

자료: 법제처.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7-9 | 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의 반영단계

자료: 국토교통부(2018, 68)인용해 일부수정

3) 교통관련법 변경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거리 내부통행의 보행 활성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도로법, 철도건설법 등과의 관련성은 적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의 교통영향평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에 관한 특별법상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관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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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제안 반영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교통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은 시행령
을 개정하는 안과 행정 규칙상에 반영하는 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제13조의 2의 6목에 해당하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추가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대광법 시행령은 제8조의3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주요내용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공보행로 계획을 추가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표 7-6 | 시행령 개선방안 :교통관련법
근거법령

관련조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등)

세부내용

자료: 법제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행정규칙이며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행정규칙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공보행로 조성 등은 교통영향평가 수행지침 제4조에 포함, 광역교통 개선대
책 수립지침에서는 제8조 사람통행실태 조사의 세무사항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표 7-7 | 행정규칙 개선방안 :교통관련법
근거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행정규칙
교통영향평가(법15조)

관련조항 개정 건의
교통영향평가 수행지침 제4조(보고서의 작성기준) 포함필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지침 제8조(조사 및 분석) 항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법제7조의2)
관한특별법」
사람 통행실태에 대한 세부내용 반영필요
자료: 법제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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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결론
8장 결론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분야별 협력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연구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의 의의와 본 연구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향후에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1. 연구의 종합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도가 높은 사회적 이슈로 중장기적 대안마련도 필요하지만, 현
시점의 일상 불편을 감안하면 단기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본 연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간(체류활동)과 교통(이동활동)의 협업방안
으로 관련사례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행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바일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보행공간 개선 시 단거리 통행을 기존 승용차에서
보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66.3%로 높게 나타나 단거리 통행의 보행전
환에 따른 저감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보행공간이 미시
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위주의 활동으로 기존데이터로는 한계가 있어 모바
일 빅데이터, 웹 크롤링(길 찾기), 교통카드 빅데이터, 도보 네트워크 빅데이터 등
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 활용으로
서울 도심과 같은 경우에는 보행 서비스 중첩도 분석을 통해 서울 도심 보행로 활성
화 구간을 미연결 역간 단거리 통행이 연계되는 보행 네트워크도 제안할 수 있었다.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이 부처별 업무 관련성이 높아 부문 간 협업방안
제시가 부족한 점을 정부 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부처별 협업방안도 제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는 보행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법의 녹색도
시 정의 변경, 개발계획내용 변경, 보행로 계획 반영시점(안) 등의 개발사업법 변경
(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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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은 2013년 환경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2013년에는
환경부, 기상청, 식약처만의 대책이었으나 이후 타 부처의 사업들이 제안되면서
2019년에는 산업자원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소관업무 중
심으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이 2013년에 비해서는
다 부처사업들을 포함하는 등 개선사항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처 고유사업에 한정
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세먼지 관리종합대
책 추진과제는 부처별 소관 업무별로 지정되어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의 융복합 미세
먼지 저감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구조이다.
종합대책의 의미가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는 미세먼지 저감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분야별 협업 또는 융합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발생
원이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어 단일 부분의 감소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부처 간 융합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6장 정책제언에서 기술한 것처럼 산업·수송, 수송·농업, 수송·생활 등
체류활동과 이동활동 간의 협력방안은 다양하게 도출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미시적인 공간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 빅데이
터, 모바일 빅데이터 등의 정책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
막으로, 서울시의 경우 한양도성 차량진입만의 정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진입금
지 지역의 도보가능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
의 결과는 기존 도시철도 미연결 구간 연계를 위한 보행 네트워크망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서울시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도시재생, 구도심 활성화 정책에서 녹지축 조성, 보행활성화는 목적의식 없이 추
진된 측면이 있으며 그 목적은 보행이 하나의 교통수단임을 인식할 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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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공간과 교통의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여 중장기적인 협업방안을 제시하는데 미흡하였다. 예를 들어 압축도시,
스마트 시티 등과 관련된 공간과 교통의 협력방안은 다른 협력방안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기술, 공간변화를 고려한 협력방안 모색은 향후연구에서 수행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간과 교통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한계점
을 완화하고자 체류 활동과 이동 활동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지만, 공간에서 이루
어지는 활동이 좀 더 다양하기 때문에 향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4대문의 통행과 같이 다양한 통행 목적지를 세종시 사례에 적용
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볼 수 있다. 신도시개발, 도시재생 사업 등의 사례분석을
수행한다면 미세먼지, 교통혼잡, 친환경도시 조성 등을 위한 좀 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구득의 한계로 세종시와 서울시에 별개의 빅데이
터를 적용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며, 끝으로 체류활동과 이동
활동 간의 협업방안이 수단별 또는 토지이용별로 제안되지 못한 본 연구의 한계는
향후 과제에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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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operative Program of Space planning and Transportation system for
Reducing PM Based on Big Data
Jong-hak Kim, Junghan Baek, Jaehyun Lee, Yongseok Ko, Jaein Song

Key words: PM, Cooperative program, Space planning, Transportation system, Big Dat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method of cooperation between space
and transportation in order to reduce PM(particulate matter). Until now,
methods of reducing PM(PM10, PM2.5) have been proposed in individual fields,
such as transportation or space, thus proposals for cooperative methods by field
have been insufficient. Through reviewing relevant research, this study assumed
that the main activity of space is staying, and the main activity of transportation
is moving. Also, through a review of fine dust in space and transportation and
then linking the two activities, a method was proposed to encourage walking as
a measure to reduce PM. In order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walking in
reducing PM, the traffic volume between the origin and destination(OD) of towns
in metropolitan areas were analyzed. In this analysis, among the ratio of intra
trips and the share of intra trip modes, the amount of PM reduction in cases
where the riding of passenger cars were converted to walking was analyzed and
presented for each scenario. According to the analysis, when 30% of intra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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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enger cars convert to walking, the PM25 reduction rate is 5.8% and the PM10
reduction rate is 5.4%.
In order for the activation of walking to lead to the reduction of fine dust,
pedestrian roads must be linked in a form of network. Using big data, this study
presents a plan for the pedestrian network of Sejong City and Seoul City.
Walking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creating eco-friendly cities along with the
reduction of fine dust and vehicle pollution. To convert the use of vehicles for
short distance travel into walking, it is necessary to form a pedestrian network
as a mode of transportation instead of a pedestrian road that one simply wants
to walk on.

<Proposed pedestrian network for Reducing PM>
Sejongcity Boram-dong

Seoul CBD

sourc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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