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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destrian crashes have been a serious issue in Korea for several years, and it has frequently

occurred when pedestrians cross a street. Among the facilities to ensure safe pedestrian 

crossing, the pedestrian island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useful facilities since it has the

advantage of ensuring pedestrian safety at a low cost. But, in Korea, the pedestrian island is not

well-known and the guideline for that is insufficient despite their benefits. For this reason, this

study tried to suggest the instruction for the installation of pedestrian islands on no-signal 

streets. First, this study set the four scenarios for the number of cases of crossing street with two 

lanes and then calculated the probability of each scenario based on the probability theory. After

then, this study reorganized the scenarios into three categories and interpreted the result. This 

study suggests a way to quantify the availability of pedestrian crossing by the different vehicle

flow and pedestrian speed and define the sections to install pedestrian islands and signal fl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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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 보행자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빈번하게 일어나며, 특히 사람들의 보행이 주로 이루어

지는 13m 미만 생활도로에서 사고위험이 높은 수준에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

행안전 시설 중 보행섬은 적은 비용으로 보행자 도로 횡단 시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대피공간

을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보행

섬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 또한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섬 설치기준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생활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 가능한 경우의 수를 4가

지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확률 이론(probability theory)을 적용하여 표현하였다. 보행속도와 

차량통행량을 기반으로 보행자 횡단 가능성 확률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보행섬과 신호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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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3가지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차량통행량과 보행속도 변화에 따른 보행안전, 편의에 영향

을 미치는 정도를 확률적으로 정량화하여 제시하였으며, 보행섬뿐만 아니라 신호등 설치 시 효과적인 구간을 1차적

으로 선별해 낼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여 안전시설 설치 측면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임계 간격, 보행자 횡단, 보행섬, 보행자, 확률 이론

연구의�배경�및�목적

국내 보행자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2014-2018) 전체사고 발생건수의 21.8%, 전체사고 사망자수의 38.6%를 

차지하며(TAAS)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IRTAD, 2018). 사고발생 위

치를 보면 보행통행이 주로 이루어지는 도로 폭 ‘13m 미만’인 생활도로에서 사고가 주로 발생하였다. 또한 보행사

고 중 ‘횡단 중’ 사고 비율이 전체보행사고의 45.5%, 사망자수 비율이 56.3%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여 보행자가 

횡단 시 사고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통계는 생활도로 횡단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한 편의 및 안전 

개선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 중 국내외에서 효과가 검증된 보행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이 있다.

기존 보행자 횡단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에는 교통신호기, 횡단보도, 차량속도 저감시설(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

도, 과속방지턱 등), 보행섬, 교통섬, 무단횡단 방지시설, 지하도, 육교, 음향안내시설, 조명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해

당되며, 생활도로의 횡단 중 사고와 관련있는 무신호 횡단보도(no-signal crosswalk)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보행섬 등이 주로 고려된다. 

무신호 횡단보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중 보행섬(pedestrian islands or refuges)은 자동차도로 중간에 위

치한 작은 섬 형태의 보도구간으로 보행자 횡단을 위하여 도로 위에 설치된 대기장소를 뜻한다. 차도의 폭이 교통약

자(어린이, 노인, 장애우)를 포함한 보행자가 한 번의 녹색신호에 건너지 못할 정도로 넓거나, 신호등이 없는 도로의 

경우 이 시설물 설치를 고려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사고노출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보행섬은 

차량운전자로부터 보행자를 더 잘 식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FHWA, 

2017). FHWA 보고서에 따르면 횡단보도에 보행섬 설치 시 보행자 사고를 약 56%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FHWA, 2017), 그 외에 차량통행의 지연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 수행(NZ Transport Agency, 

2008), 다른 시설물들에 비하여 적은 설치 및 운영비용으로 교통사고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

진다(U.K. Department of Transport, 1995).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보행섬 설치사례가 적으며 보

행섬 설치를 위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국외의 경우 국내보다 설치기준 등이 자세하지만 기준에 대한 

근거들이 명확하지 않고 국내로 차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도로 무신호 횡단 시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물 중 보행섬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

는 것을 목표로 확률 이론(probability theory)을 기반으로 이론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존 문헌 고찰, 연구의 방법, 분석 결과, 결론, 향후 연구방향 여섯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현재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서는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생활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보행섬 설치기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그에 따

른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부분인 기존 문헌 고찰에서는 기존 보행섬에 대한 국내외 설치기준들과 관

련 연구들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과 시사점을 서술하였다. 세 번째로 연구의 방법 및 내용에서는 보행자의 무신호 횡

단보도 횡단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보행자의 횡단 가능성에 따라 구축한 시나리오들과, 이를 위한 가정사항, 확률 

이론에 근거한 각 시나리오별 확률함수에 대해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에서는 해당 방법론에 따라 도출한 각 시나리

오별 확률을 변수들에 따라 해석하고, 해당 결과가 최종적으로 보행섬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

는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결론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필요성과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의 기여방안에 대해

서 논의하였고,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방향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연구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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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문헌�고찰

1. 국내외�보행섬�설치기준

국내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20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9),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에 따라 교통섬과 혼합하여 정의하거나, 그 외 보행우선구역사업 진행 

시 설치시설물중의 하나로 ‘보행섬식 횡단보도’를 간단하게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

행섬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 생활도로에 보행섬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나 정

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국외 여러 나라에서는 보행섬을 효율적으로 실제 도로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

내보다 좀 더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가로 및 도로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일부로 포함시

켜 권장하고 있다(Table 1 참조). 국외 보행섬의 설치기준을 검토한 결과 설치구역을 선정하기 위한 항목으로는 차

로폭(차로수), 차량통행량, 차량속도가 주로 고려되었다. City of Alameda Public Works Department(2011)와 

FHWA(2015)에서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기준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Queensland Department of Transport and 

Main Roads(2015)와 San Council of the City of San Diego(2002)는 차로폭(차로수)과 차량속도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었다. NZ Transport Agency(2008)는 차량통행량을 기준으로 하였고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2015)과 San Francisco Planning Department(2010)는 차로폭(차로수)를 기준으로 설치가능구역

을 선별하였다. 대부분 넓은 도로에 보행섬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였으나 Queensland와 New York에서는 횡단 

Table 1. Guidelines of pedestrian island

City Guidelines

Pedestrian planning and design guide, 
NZ Transport Agency, New Zealand (Aug, 2008)

∙ Site: Over 500 vehicles per hour
∙ Width: Minimum 2.5m
∙ Length: Minimum 8m

Traffic and Road Use Management, 
Department of Transport and Main Roads, 
State of Queensland, Australia (Apr, 2015)

∙ Site: Wide roadways (15m or greater and four landes or more) 
∙ Two-lane roads are also available
∙ Don’t install where speed limit is >70km/h

Safe roads for a safer future
FHWA,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5)

∙ Site: Curbed sections of multi‐lane roadways areas with mixtures 
of significant pedestrian and vehicles areas with volumes 
greater than 12,000 vehicles per day intermediate or high 
travel speeds

∙ Width: Minimum 1.2m

Highway Design Manual,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U.S. (Jun, 2015) 

∙ Site: Wide roadways more than 18.3m or five lanes intersections 
or mid-block locations with shorter crossing distances

∙ Width: Minimum 1.8m

Street Design Manual 2002, 
Council of the City of San Diego, U.S. (2002)

∙ Site: Wide streets with long pedestrian crossing times streets 
with speeds higher than 56.3km/h

∙ Width: Minimum 1.2m 
Pedestrian Design Guidelines
City of Alameda, 
City of Alameda Public Works Department, U.S.
(Jan, 2011)

∙ Site: Streets at intersections with four or more lanes streets with 
speeds higher than 56.3km/h or volumes greater than 
12,000 vehicles per day high pedestrian volumes traffic 
calming desired complex or skewed intersections

∙ Width: Minimum 1.8m
San Francisco Better Streets Plan, 
San Francisco Planning Department, U.S. 
(Dec. 2010)

∙ Site: Streets with high pedestrian activity crossing distances are 
long (18.3m or greater) near and within neighborhood 
retail areas, civic and institutional uses, schools and senior 
facilities locations with many transfers between transit lines 
unsignalized intersections with large numbers of pedest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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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좁은 도로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San Francisco는 다른 국외 사례에

서는 다르게 근린상업지역, 학교, 어린이 및 노인부양시설 등 보행안전을 강화시켜야 할 구역들을 구체적으로 지목

하여 설치를 권장하였다.

이와 같이 국외는 차로폭(차로수), 차량통행량, 차량속도의 항목에 대하여 각 나라 또는 도시에 맞게 적용하여 국

내보다 자세한 설치권장 구역을 선별기준과 설치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들의 근거는 여전히 부족

하며,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생활도로에 대한 보행섬 설치기준은 제시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국내 

생활도로에 보행섬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으로 차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기존 국내외 가이드라인 외에 보행섬

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보행섬 설치기준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2. 국내외�보행섬�관련�연구

보행섬에 대한 기존 연구는 보행자의 횡단 임계간격(gap acceptance)을 결정하는 원인분석, 보행섬 설치효과 분

석, 보행섬 설치 준거정립 등이 행해졌다. 특히, 보행자 횡단 임계간격은 차량행렬 중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

는 적정 차량간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행섬 설치관련 연구 시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국외연구에서는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Yannis et al.(2013)은 차량과 도로특성, Kadali and Vedagiri(2013), Pawar and Patil(2015)는 

차량과 보행자의 특성을 선택하여 실제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Kim et al.(2015)가 보

행섬 유무에 따른 횡단보도를 비교분석 하였으며 Sim et al.(2013)는 보행교통섬 설치준거에 대한 연구를 Kim et 

al.(2009)는 퍼지이론을 이용한 보행자 임계간격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보행섬에 대하여 여러 방면의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대부분 횡단보도가 있는 간선급 도로인 넓은 

도로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도로 보행섬 관련 연구는 부족하였으며 보행섬을 설치하기 위한 적정 도로 선정 기준 또

는 그 근거에 대한 연구도 미비하였다. 따라서 현재 국내 생활도로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인 보행섬에 대한 설치기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연구의�방법

본 연구는 보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생활도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존 국내외 설치기준과 문헌들을 바탕

으로 중요요소로 인식된 차로폭, 차량통행량, 차량속도 중 차로폭, 차량통행량에 초점을 맞추어 보행섬 설치 구간선

정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차량속도의 경우에는 사고 심각성을 고려한 하나의 제약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생활도로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들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인 30-50km/h 이하(생

활도로 제한속도 기준)로 주행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차로폭, 차량통행량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방법을 설계하였다. 

이와 함께 보행속도에 대한 조건을 일반인과 교통약자로 나누어 포함하였다.

1. 가정

1) 차로폭�및�차로수

생활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차로수를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로 구조인 양방 2차로로 제한한다. 

차로폭의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에 따라 보행섬의 

최소폭을 1.5m을 만족하여 설치할 수 있는 여유 너비를 고려하여 한 차로 당 4.0m로 설정한다. 보행자가 처음 만나

게 되는 차선을 ‘a’ 라 정의하며,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차선을 ‘b’ 라 정의한다. 이는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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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scription of road with two lanes 

2) 차량통행량

일정시간동안 횡단보도에 도착하는 차량대수를 무작위로 발생하는 연속적인 이산변수로 가정하고, 차량도착분

포를 확률변수가 시간의 진행에 따라 변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을 이용하여 모사한다. 

이때 차량대수의 도착확률이 포아송 과정(poisson process)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2. 방법론

포아송 과정이란 시간  동안 차량 도착 수 가 평균 인 포아송분포(poisson distribution)를 따르며 그 차량 간 

간격은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를 따른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때 두 차량 사이의 시간 간격은 서로 독립

이며 평균은 이 되므로 일정 시간  내 도착하는 평균 차량의 수는 로 표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과정은 

 ∼로 정의된다.

도착 간 시간을 모형화하기 위한 지수분포는 간격 ≥ 인 공간에서 확률밀도함수

   (1)

를 가지며   에 대하여는   을 가진다. 이때 평균과 표준편차는 로 동일하다.

누적분포함수는 ≥  에 대하여 

    (2)

로, 차량간격  가 보다 작을 때의 확률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포아송 과정을 따르는 차량분포의 번째 차량까지의 시간간격의 합, 즉 번째 차량이 오기까지의 대기시간

은 감마분포(gamma distribution)를 따르며 그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3)

는 감마함수(gamma function)로 확률밀도함수의 총면적이 1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1인 첫 번째 차

량까지의 대기시간은 모수 를 가지는 위의 지수분포와 동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포아송 과정을 활용하여 보행자가 횡단 시 경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확률로 표현

하고자 하였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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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률모형�구축

보행섬 설치기준의 근거를 이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제시하기 위한 확률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보행자가 횡

단 시 경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차량도착분포에 근거하여 구상하였다. 양방향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바로 앞에 

있는 차선을 ‘a’, 그다음 차선을 ‘b’라고 하였을 때, 총 경우의 수는 Figure 2와 같이 4가지로 나누어 나타낼 수 있다. 

Figure 2. Possible scenarios for pedestrian crossing

Scenario 1의 경우는 보행자가 도착하는 즉시 적정 차간간격이 나타나 차선 ‘a’를 대기시간 없이 건너는 경우와 

적정 간격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렸다가 ‘a’ 차선을 건너는 경우를 통합하여 ‘a’를 건넌 즉시 ‘b’차선에서 대기시간 없

이 한 번에 바로 횡단할 수 있는 경우, Scenario 2는 ‘a’차선에서 1번 경우와 같이 건넌 후 ‘b’차선은 건너기 위하여 

대기시간이 필요한 경우, Scenario 3은 Scenario 1, 2 경우와 같이 ‘a’차선을 건넜지만 ‘b’차선을 건너지 못하는 경

우, Scenario 4는 ‘a’차선부터 건널 수 없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를 보행섬과 횡단보도의 필요성으로 재구성하면 

Scenario 1의 경우는 보행섬과 신호등이 필요 없는 경우, Scenario 2의 경우는 보행섬을 통해 전체 차로 횡단 시 안

전확보가 필요한 경우, Scenario 3과 4의 경우는 신호등을 설치하여 보행횡단시간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다.

이 네 가지 경우의 확률은 앞 방법론에서 설명한 포아송 과정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를 각각 

‘a’차선 차량의 차두간격(headway), ‘a’차선에서 보행자가 처음 마주칠 차량까지의 대기시간, ‘b’차선 차량의 차두

간격, ‘b’차선에서 보행자가 처음 마주칠 차량까지의 대기시간, 임계간격으로 정의했을 때 각 확률식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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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임계간격 G는 Wan and Rouphail(2004)에 따라 Equation 8과 같이 정의한다.

     (8)

여기서, L: crosswalk length

S: pedestrian’s average walking speed

F: safety margin

예를 들어 보행평균속도를 2.0m/s, safety margin을 3.0초로 가정한다면 도로폭 4.0m일 때 보행자 임계간격, G

는 5.0초로 산정할 수 있다. 보행자는 교통약자와 일반인에 따라 다른 보행속도를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행속도

를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Korean National Policy Agency, 2017)’에 따라 교통약자 0.8m/s, 일반인 

1.0m/s로 설정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여 비교한다. 해당 Scenario 별 확률 계산 및 연구 결과의 도식화를 위하여 

Mathworks사의 MATLAB 9.0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1. 보행속도와�도로폭에�따른�임계간격

연구 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행속도는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Korean National Policy Agency, 

2017)’에 따라 교통약자 0.8m/s, 일반인 1.0m/s로 설정하였고 본 연구의 가정에 따라 차로폭은 4.0m로 제한하였다. 

Equation 7에 따른 보행자 임계간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safety margin을 3.0초로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보행자별 

임계간격 G는 Table 2와 같이 산출되었다.

Table 2. Gap acceptance by pedestrian speeds

Walking speed (m/s) Lane width 4.0m
Vulnerable road users 0.8 8.0sec

Ordinary users 1.0 7.0sec

2. 차선별�차량통행량에�따른�확률

Table 2에서 계산된 두 가지 임계간격을 이용하여 차선 ‘a’, ‘b’ 각각의 차량통행량의 변화에 따라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차량통행량을 0veh/hr부터 1,500veh/hr까지 10veh/hr 단위로 변화시키며 도출된 식에 대

입하여 각 해당 통행량에 대한 확률값을 구하였다. 보행섬과 횡단보도 설치유무를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무신호에도 보행섬과 횡단보도가 필요 없는 경우 Equation 4: Scenario 1과 보행섬이 필요한 경우 Equation 5: 

Scenario 2, 신호등이 필요한 경우 Equation 6, Equation 7: Scenario 3&4 에 대하여 각각 contour plot을 이용하여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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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tour plots of probability by pedestrian speeds; (a) Scenario 1 with pedestrian speed 0.8m/s; (b) Scenario 2 with 

pedestrian speed 0.8m/s; (c) Scenario 3&4 with pedestrian speed 0.8m/s; (d) Scenario 1 with pedestrian speed 1.0m/s; (e) 

Scenario 3 with pedestrian speed 1.0m/s; (f) Scenario 1 with pedestrian speed 1.0m/s

Figure 3의 (a),(b),(c)는 교통약자에 대한 각 Scenario의 확률이고 (d),(e),(f)는 일반인에 대한 확률분포로서 노란

색을 띨수록 횡단 가능성에 대한 확률값이 낮아지는 것을 파란색을 띨수록 확률값이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교통약

자가 일반인보다 횡단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그래프 분석 결과 모든 Scenario 상황에 대하여 횡단 

가능성에 대한 확률이 교통약자에 대해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Table 3의 각 Scenario 1, 2의 최솟값, 

중간값, 최댓값을 통해 수치로 재확인 할 수 있다.

Table 3. Probabilities of each scenario

Scenarios 
Walking speed (m/s)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4

0.8 Min. 0.0025 0.0000 0.0000
Mid. 0.0601 0.0380 0.8980

Max. 1.0000 0.2500 0.9951

1.0 Min. 0.0057 0.0000 0.0000
Mid. 0.0894 0.0536 0.8515

Max. 1.0000 0.2500 0.9889

Scenario 1은 ‘a’차선을 건넌 직후 대기시간 없이 바로 ‘b’차선을 통과하여 반대편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로 무신

호에도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도출된 횡단 가능성 확률값이 0.6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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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0.6에 해당하는 차량통행량 조건에서 보행자는 횡단 시도 10번 중 6번은 ‘a’를 건넌 후 ‘b’를 바로 건널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Scenario 2의 경우는 ‘a’차선을 건넌 후 ‘b’차선을 바로 건너지 못하여 대기시간을 가진 후 건너게 되는 확률로 차

로 중간 대기 장소가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b’차선의 통행량이 작을 경우 대기시간 없이 건널 수 있는 확률, 즉 

Scenario 1의 확률이 높아지므로 현 Scenario 2의 확률은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b’차선의 통행량이 매우 커지게 되

면 건널 수 없게 되므로 이때도 현 Scenario 2의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확률의 최댓값은 25%로 이 값의 확률을 도출

하는 차량통행량 조건에서 보행섬을 설치할 경우 효율이 가장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확률에 도달할 수 있는 차량통행량 조건구간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횡단 가능성 확률을 20% 이상으로 만드는 

차량통행량 구간은 그래프를 통해 추정할 수 있으며, 이때 각 차량통행량 구간은 보행속도가 0.8m/s일 때와 1.0m/s

일 때 다르게 나타난다. 보행속도가 0.8m/s일 때는 ‘a’차선 통행량이 0-260veh/hr, ‘b’차선 통행량이 150-570veh/hr 

인 구간, 보행속도가 1.0m/s일 때는 ‘a’차선 통행량이 0-300veh/hr, ‘b’차선 통행량이 170-660veh/hr인 구간으로 

Figure 3 (b)와 (e)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구간 내 타원형으로 분포되어 있다.

Scenario 3&4는 ‘a’를 건넜지만 ‘b’를 건너지 못하는 확률 또는 ‘a’조차 건너지 못하는 확률의 합으로 보행자의 횡

단시간 확보를 위하여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도출된 횡단 가능성에 대한 확률값을 통해 각 Scenario를 해석하기 위하여 보행속도가 1.0m/s이고 ‘a’차선의 통

행량이 220veh/hr, ‘b’차선의 통행량이 290veh/hr인 경우를 예로 선정하였다. 이때의 Scenario 1의 확률은 0.500, 

Scenario 2의 확률은 0.216, Scenario 3&4의 확률은 0.284이며, 이는 1,000번의 횡단 시도 중 500번은 ‘a’를 건넌 

즉시 ‘b’를 바로 횡단, 216번은 기다림 후 ‘b’차선 횡단, 나머지 284번은 대상 도로를 횡단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주어진 가정사항 아래 Scenario 1의 확률이 0.500으로 Scenario 2와 Scenario 3&4보다 각 1.8배, 2.3배 

높게 분석되어 이는 해당 구간에 보행섬 혹은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양방 2차로 생활도로에서 통행량과 보행자속도에 따른 보행자 횡단 가능성을 확률이론에 따

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행섬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보행섬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통행량과, 보행자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방

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량적 지표인 확률을 이용하여 보행섬 또는 신호기 설치구간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

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보행자의 생활도로 사고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행안전시설 중 보행섬 설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보행섬은 적은 비용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

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나 국내에서는 보행섬의 도입 및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설을 설치하기 위

한 기준 또한 모호하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해외의 보행섬 기준들의 검토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를 설

계하고 생활도로의 보행자 횡단가능성을 기반으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확률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보행

자가 생활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의 수를 4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확률적 과정을 바탕으로 각 확률 식을 도출하였

고, 교통약자와 일반인의 보행속도로 나누어 각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무신호에도 보행섬과 횡단보도가 필요 없는 경우, 보행섬이 필요한 경우, 신호등이 필요한 경우로 크게 세 가지

로 나누어 각 확률분포를 해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어떻게 보행섬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 증명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보행속

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기준에 따른 보행섬 및 신호등 설치구간을 예시로 설정해 보았다.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각 차선의 차량통행량을 동일하다고 가정한 뒤 차량통행량 별 각 시나리오의 확률분포를 나타내

었고, Scenario 1은 보행섬 설치 시 안전을 더 도모할 수 있으므로 Scenario 2의 확률과 합하여 구간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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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그림 Figure 4와 같이 차량통행량에 따른 시나리오별 확률값을 분포시킬 수 있으며 횡단 가능성 확률에 따

라 기준을 20%와 80%로 설정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보행섬이 설치되었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확률이 80% 이상인 구간을 ‘보행섬설치권장구역’(Section 1)으로 지정하고, 확률이 

20-80%인 구간을 ‘보행섬설치필요구간’(Section 2), 마지막으로 보행교통섬을 설치하여도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확률이 20%이하로 떨어지는 구역을 ‘신호등설치필요구역’(Section 3)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와 80%에 해당하

는 차량교통량을 이용하여 다시 표현하면 해당 구간의 차선별 교통량이 180대/시 이하일 때는 ‘보행섬설치권장구

역’으로 지정하고 교통량이 180-610대/시 일 때는 ‘보행섬설치필요구간’, 통행량이 610대/시 이상일 경우에는 ‘신

호등설치필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Figure 4. Probability graph for volume of land and crossing availability

이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보행섬 설치를 위한 기준 제시에 더불어 차량통행량과 보행속도 변화가 보

행자 횡단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률적으로 정량화 할 수 있었다. 도출된 수치를 기반으로 보행섬 설치가 효과적인 

구간을 1차적으로 선별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구간 또한 선별해 낼 수 있는 

기준도 동시에 제시하여 안전시설 설치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연구방향

본 연구는 확률이론을 이용하여 차량통행량과 보행속도에 따른 횡단가능성을 도출하고 보행섬 설치 기준 확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론에 기반한 초기연구로서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보행행

태, 차량행태, 도로환경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보행자의 속성

으로 보행속도와 safety margin만을 고려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보행자 횡단 시 반응하는 행태들을 고려하지 못하

였다. 또한 현재 보행속도는 기존 법령에서 제시하는 보행속도 0.8m/s와 1.0m/s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최근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에 대한 수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반영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차량행태 측면에서는 본 연구는 생활도로의 제한속도를 기가정하고 차로폭과 차량 통행량에 초점을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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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실제 차량의 접근속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셋째, 도로환

경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도로의 구조를 왕복 2차로로 설정함으로써 그 이상의 차로(3차로 이상)로 이루어진 

생활도로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생활도로의 보행섬 설치 전후 환경변화에 따른 

주정차 문제, 시야각 확보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실제적인 환경을 반영한 추가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

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를 설계하고 이론적 연구와 함께 실제 대상지 기반의 실험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이

론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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