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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욱재

Shared Street의
의미와 특징

Shared Street(이하 공유도로)는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등과 같은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느린
속도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디자인된 도로이다 (PEDSAFE, 2006). 이는 '생활의 터전'
(street for living)이라는 뜻의 네덜란드어 보너르프(Woonerf)의 개념에서 유래되었다. 북미지역
에서는 "green streets", "pedestrian-oriented street", "home zone"으로 종종 불린다.
다양한 수단 사용자들의 통합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커브, 인도가 없는 좁은도로 형태를 보
이며, 교통정온화 기법(traffic calming), 가로 시설물(street furniture), 교통표지판, 차별
화된 도로 질감, 식재 등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자동차의 속도를 조절한다. 뿐만 아니라, 공유
도로는 통합된 공간 내에서 보행자, 자전거, 저속 자동차들의 수요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기
능을 하고, 이 균형은 다양한 교통수단의 사용자들 간의 분리보다는 통합적 이용을 통해 이루
어진다(Meisel and Witte, 2011). 이러한 공존은 도로 이용자들이 주변 교통상황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요구하여, 보다 안전한 통행을 유도한다. 따라서 보행자들은 교통신호에 의
존한 수동적 통행 방식보다는 그들 스스로 의식적, 능동적 주의를 통해 이동하여 도로 전체가
하나의 만남, 휴식, 축제와 같은 공적 공간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NYC Street Design
Manual, 2020).
미국에서 공유도로의 종류는 크게 상업지역 공유도로(commercial shared street)와 주거
지역 공유도로 (residential shared street)로 구분된다. 상업지역의 공유도로는 주로 불편
하고 위험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들로 하여금 도로 인접 지역의 활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Commercial Shared Street, 2017). 반면 주거지역의 공
유도로는 주로 통행량이 적고 접근성이 좋지않은 오래된 주거지역에 양질의 보행환경을 제공
하고 있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공유도로는 공유도로의 형식에 메이지 않고 주민들의 여가 및
친교 활동 등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Residential Shared Stree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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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공유도로의 디자인철학은 오랜 세월 간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다듬어진 결과물이다.
미국 공유도로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물리적 환경과 통행의 메커니즘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890년대 후반 북미지역에서의 기본적 도로의 모습은공유도로의 형태를 보였다. 당시 도로
는 마차, 보행자, 자전거, 그리고 전차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별다른 물리적 구분이 없는
하나의 도로에서 함께 통행하는 형태였다. 1920년대 이후, 자동차의 등장으로 기존의 도로
는 늘어나는 자동차와 빠른 속도의 자동차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보였다. 이에 로스엔
젤레스 시에서 최초로 Municipal Traffic Code를 채택하여 자동차 교통과 보행자를 분리를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분리는 자동차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보다는, 보행자들을 분리
시켜 자동차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자동차 교통의 안전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만들어진 커브, 교통신호, 표지판, 노면표시 등의 전통적인 교통
공학적 접근법이 20세기 전반에 도로디자인의 표준이 되었다 (Shared Streets Study,
2019).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자동차 중심적 사회와 도로 디자인에 대응하여 'The Livable
streets'(살기좋은거리) 운동이 발생하여 공공공간으로서의 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는 1970, 80년대 미국 전역에서 교통과 도시디자인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완전 도로 (Complete streets)와 같은 정책이 발현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공유도로 디자인운동이 보행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구도심 활성화, 상업활동 활
성화 등의 토지이용과 연계한 광의의 개념으로 시애틀, 시카고, 필라델피아, 미니애폴리스와
같은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다.

그림 1

1920년대 미니애폴리스 7th and Hennepin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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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유도로
Wall Street (Asheville, North Carolina)
미국 최초의 공유도로 사례로는 미국 노스케놀라이나 에쉬빌시에 위치한 Wall street이다.
1980년대 중반 이 도시는 노후화된 도심부 재생을 목적으로 주요 상업도로의 이면도로를 상업
시설과 연계하여 보행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를 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한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보전함과 동시에 공유도로를 통한 인접 건물에 대한 보행접근성을 높이
고자 하였다. 또한 벤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식재, 도로포장 기법 등을 통해 자동차 평균
속도를 시속 20마일 이하로 조절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켰다.
Clematis Street and Narcissus Avenue (West Palm Beach, Florida)
또 다른 예로 플로리다 주의 웨스트 팜 비치 시는 공유도로의 커브를 없애고 보도블럭으로 교
체하여 보행자, 자전거, 그리고 자동차들까지 모두 이 길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인
도폭을 넓혀 보행자의 횡단 거리를 줄이고, 단차로 구획된 교차로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보
행자의 차량 접촉 빈도는 줄어들게 되었고, 차량속도 역시 감소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대폭 향
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보행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이곳에서 할 수 있게 되었고,
주변 레스토랑과 사업체들에 접근하는 배달용, 서비스용 차량들도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또
한 가로등을 정비하여 저녁 시간대의 보행 안전을 개선하였고, 주변 레스토랑들은 아웃도어
다이닝을 설치하여 더욱 생동감 있고 안전한 야간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2

공유도로 도입 사례

노스캐롤라이나 에쉬빌 Wall street

주변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Clemaits street

Terry Avenue North Shared Street (Seattle, Washington)
워싱턴주 시애틀의 Terry Avenue가 위치한 지역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으로써 보행 도로와 주변 토지 이용 간의 긴밀한 연결성이 요구되었다. 시애틀 시의
도시계획국과 교통국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주변 지역이 개발되기 전에 공유도로 설치를
제안하였고, 자동차의 통행량과 속도를 조절하여 보행자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
고자 하였다.
먼저, 구역별 개발계획 (Zone approach)을 통해 오랜 기간을 두고 점진적 개발 계획을 수립
하였다. 구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유연한 개발계획을 추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의 넓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커브가 없는 직선형 도로, 군집된 식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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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대각선 주차 등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구현하였다. 또한 적절한 가로 구조물을 배치하여
자동차 속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통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
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무엇보다 이 사례에서는 공유도로가 보
행자들이 주변 건물 간 활발하고 유기적인 이동이 가능하게 하고, 이들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사점

미국 공유도로는 다양한 도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교통수단과 보행자들이 동시에 움직이
면서도 안전한 통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도로 주변의 토지이용과 이용자들의 사회, 경
제적 활동을 고려하여 더욱 넓은 의미에서의 통합계획을 실현하였다.
무엇보다 공유도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교통통제의 수단을 활용하기
보다 사용자들의 능동적인 이용 태도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운전자들이 공유도로에 대
해 도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담는 공공공간의 개념을 견지하고, 사용자들 또한 그러한 사회
적 인식을 같이할 때 자발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안전을 향상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물리적 환경 계획과 더불어 사용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한
접근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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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행자 편의 증진 도로제도
도쿄대학 환경학 박사

김재열

들어가며

일본정부는 2020년 5월 27일에 공표된 「도로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근거한 「보
행자 편의증진도로제도」를 통해 도로의 점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도로에 벤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에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행자 편의증진도로제
도로 지정된 도로에는 새로운 도로구조기준이 적용되고, 기준을 충족한 도로에 대해서는 <그
림 1>과 같이 도로관리자가 「편리성증진유도구역(특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례구역 내
에서는 도로의 점용허가기준이 완화되어 일반적으로 적용된 5년간의 점용기간을 최장 20년
까지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점용자는 도로의 유지관리(점용구역 이외의 제초, 청소,
도로시설에 대한 전력 제공 등)에 협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점용료의 1/10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본 글에서는 2020년부터 일본에서 검토되어 온 보행자 편의증진도로제도의 내용과 2021년
2월 12일부터 보행자 편의증진도로제도를 도입하여 보행자의 쾌적성과 안정성 확보를 추진
하고 있는 오사카시, 고베시, 히메지시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 하고자 한다.

그림 1

보행자 편의증진도로제도의 특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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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편의증진도로제도의 도로구조기준

보행자 편의증진도로제도는 기존 도로점용제도의 점용기간이 5년 이내로 짧아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보행자 편의증진도로제도의 특례구역을 대상으로 도로관리자가
점용희망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제도에 채택된 자는 최장 20년간 점용이 가능하
게 되며, 점용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공모에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점용 허가를 주는 것
도 가능하다. 도로관리자가 보행자 편의증진도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
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자체장과의 협의와 공안 위원회의 의견청취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행자 편의증진도로를 지정하는 단계에서는 도로가 구조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지만,
특례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도록 도로를 정비해야 하며, 구역 지정 시에 발생하는
도로 교통에 대한 영향, 사용 허가의 대응 등에 대해서 사전에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실시해야
한다[그림 3].

7

KOTI Vision Zero Brief

미국

그림 3

일본

네덜란드

영국

보행자 편의증진도로의 요건

실제로 보행자 편의증진도로제도를 활용하여 도로 점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절차와
같이 경찰의 도로 사용 허가도 필요하지만, 보행자 편의증진도로제도에서는 지정될 때부터
협의를 실시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등의 이해를 얻어가면서 경찰의 허가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성은 보행자 편의증진도로제도와 도로의
활력 향상과 관련된 법령인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에 의한 「체재 쾌적성 등의 향상 구역(워커
블구역)제도」를 연계하면 큰 상승효과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4].

그림 4

보행자편의증진도로제도 지정과 워커블구역 병용을 통한 상승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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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

보행자 편의증진도로제도는 2020년 8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코로나 점용 특례를 활용하여
고베시의 산노미야 중앙로가 최초로 지정되었다. 다음으로 보행자 편의증진도로제도를 활용
한 오사카시는 미도스지(국도 25호)의 난바역 앞에서 요도야바시까지 약 3km를 보행자 편
의증진도로로 지정하였으며, 모델정비구역으로 설정한 난바역 주변에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정비하여 특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히메지시는 2020년 3월에 JR 히메지역과
히메지성을 잇는 오오테 앞길(시도 간선도로 제1호선) 약 0.8km 도로의 재정비를 완료하고,
보도에 카운터 테이블 등을 설치하는 사회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행자 편의증진도
로로 지정하였다[그림 5].

그림 5

보행자편의증진도로제도의 도입사례(고베시, 오사카시, 히메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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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미국

일본

네덜란드

영국

일본정부는 코로나 19에 대응한 새로운 생활양식을 모색하는 가운데 코로나 점용 특례로서
도로 점용제도를 완화하여 도로에 인접한 점포가 거리에 테이블, 벤치 등을 설치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코로나 점용 특례는 2020년 11월 30일을 기한으로 실시하였지만,
2020년 9월 1일에 도입상황을 조사한 결과, 약 420개 지자체가 특례를 도입하고 있었으며,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강해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추가로 점
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코로나 19가 종식된 이후에
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성은 보행자편의증진도로제
도를 검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벗어나 보행자의안전을 우선시하는 보행자 우선
도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9년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행자 우선도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는
목적이 강하지만, 일본의 사례와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생활양식과 사회경제의
변혁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로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도로정책에도 참고가 될 만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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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아인트호벤 공과대학 Post-doc

김세헌

들어가며

자전거 천국이라 불리는 네덜란드는 주요 도심 지역의 자전거 이용률이 50%를 상회하며, 1
인당 자전거 보유대수 1.3대로 사람보다 자전거가 많은 유일한 국가이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율은 92%에 이른다. 보행자에 관해서는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시작된 보행환경개선사업
인 본엘프(Woonerf) 및 존 30(Zone30)이 보행자 안전, 환경 및 경제적 측면에서 성공적으
로 평가되면서 이후 공유도로(Shared Space), 홈존 (Home Zone) 및 커뮤니티 존
(Community Zone) 등 주변 유럽국가들과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교통안
전연구소(SWOV)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40%는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1>, 2018년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
자가 전체의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유럽국가들 가운데서도 교통안전 선
진국이라 불리는 네덜란드에서도 여전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교통안전문제는 풀어
야 할 숙제이다. 본 고에서는 네덜란드 교통안전연구소의 보고서(SWOV, 2020)를 참고하여
네덜란드에서는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의 교통안전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살펴본다.

그림 1

연도별 교통사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사망자 수

출처: 네덜란드 교통안전연구소(SWOV)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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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그림 2

네덜란드

영국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부상자 비율(2018년)

출처: 네덜란드 교통안전연구소(SWOV) (2020)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체계

<표 1>은 네덜란드 도로교통법(RVV 1990)에 근거한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를 열거하고 있다.
대체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도와 분리되어 있지만 보행자도 횡단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표 1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체계
도로유형

통행수단

제한속도

보도 (voetpad)

보행자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해당없음
6km/h

본엘프 (woonerf)

자전거 전용도로
(fietspad)

보행자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자전거
이륜차(≤ 25km/h)
이륜차(≤ 45km/h)
자동차
보행자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자전거
이륜차 (≤ 25km/h)

교통표지판(RVV 1990)

해당없음
15km/h
15km/h
15km/h
15km/h
15km/h
해당없음
15km/h
해당없음
25km/h

자전거/이륜차
전용도로 (의무)
(fietspad/bromfie
tspad)

보행자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자전거
경형모페드(≤ 25km/h)
일반모페드(≤ 45km/h)

해당없음
15km/h
해당없음
25km/h
도심 30km/h, 외곽 40km/h

자전거/이륜차
전용도로 (선택)
1)(fietspad/bromfi
etspad)

보행자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자전거
경형모페드(≤ 25km/h)
일반모페드(≤ 45km/h)

해당없음
15km/h
해당없음
25km/h
도심 30km/h, 외곽 40km/h

13

KOTI Vision Zero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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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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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우선도로
(fietsstraat)2)

보행자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자전거
경형모페드(≤ 25km/h)
일반모페드(≤ 45km/h)
자동차

해당없음
15km/h
해당없음
25km/h
30km/h
30km/h

자전거 전용차로
(Fietsstrook)

자전거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경형모페드(≤ 25km/h)
일반모페드(≤ 45km/h)

해당없음
15km/h
25km/h
45km/h

해당없음
(단, 도로노면에 표지)

네덜란드에서는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이라는 모토하에 도로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설계원칙을 세웠다. 주거지역, 쇼핑구역, 학교주변을 대상으로는 보행자, 자전거
및 자동차가 공존하는 본엘프(Woonerf)3) 및 존 30 (차량속도 30km/h로 제한)를 설치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시행된 이러한 사업들은 보행자 우선도로의 선행사례로써 보행자와 자
전거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소음 및 배출가스량을 줄이고
생활가로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평가
되었다. 이후 공유도로(Shared Space), 홈 존(Home Zone) 및 커뮤니티 존(Community
Zone)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주변 유럽국가 및 일본으로 전파되
었다. 본엘프는 통과교통량이 적으며, 교행이 가능한 왕복2차선 규모이상의 도로에 설치가
고려되며, 이는 <표2> 및 <그림2>의 이면도로(access road)에 해당한다.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원칙에 따르면, 주로 집산도로(distributor road)에 설치되는 자전거 전
용도로는 보도 및 차도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 우선
도로나 전용차로는 집산도로수준에서 적합하지 않으며 보다 하위 수준에서 설치가 고려된다.
한편, 자전거도로의 이용자는 대체로 일반 자전거(약 90%)인데 반해 일부 대도시 도심지역
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와 경형모페드 (시속 25km/h 이하의 이륜차)로 인한
혼잡 및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암스테르담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경형 모페드
주행 속도는 39km/h로 제한 속도인 25km/h보다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9년 암스테르담에서는 도심지에서 경형모페드의 자전거 도로 이용을 금지하고 차도 오
른쪽으로 통행하게 하였으며 헬멧착용을 의무화했다.

1) 네덜란드의 자전거/이륜차 전용도로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반드시 전용도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구역과 선택적 구역으로 나뉜다.
2) 자전거 우선도로는 주로 교통량이 적은 주거지역에 설치된다. 교통표지판 하단에 쓰여있는 문구 "auto te gast" 가 말해 주듯, 자전거 우선도
로에서 자동차는 손님으로 대접 받으며 추월이 지양된다. 1996년 위트레흐트시에 실험적으로 도입된 자전거 우선도로는 당시 주변 상권의 반발
및 교통혼잡등을 야기하며 25년이 지난 지금은 각 지자체별로 확산되며 정착되는 추세이다. 단, 현재까지도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3) 본엘프는 단순한 자동차 속도제한 구역에서 확장된 개념으로서 주거구역 내 생활권 도로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행자자동차 공존도로이다. 본엘프에서는 존 30과 달리 통과 교통이 제한되며, 제한속도도 15 km/h로 더 낮다. 본엘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Vol. 2, No.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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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교통안전원칙에 따른 도로기능별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설계

도로기능별 유형

제한속도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횡단

이면도로 (access road)

15, 30 km/h

자동차 및 이륜차와 혼재

모든 구역

집산도로
(distributor road)

50, 70 km/h

보도 및 자전거 도로로 분리

교차로 및 회전교차로

통행금지

입체교차로
(터널 및 다리 등)

간선도로 (through-road) 100, 120 또는 130km/h

그림 3

마치며

도로의 기능별 분류

네덜란드 교통안전연구소(SWOV, 2020)에 따르면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은 30km/h를
초과하는 차량과의 사고에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경우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제시하고, 주거구역이나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 또는 15 km/h로 설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18년 네덜란드에서는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
자 수를 추월했다. 사망자 가운데 약 75%는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사
고원인으로는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전거 및 모페드 운용미숙으로 꼽히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기존 일반자전거의 통행속도와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
거 전용도로 폭을 확대하거나 일부 도심지에서는 전기자전거 및 모페드 통행을 금지하는 방
안을 모색하고 있다.

참고자료
SWOV (2020). Infrastructure for pedestrians and cyclists. SWOV fact sheet, October 2020. SWOV,
The H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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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과속방지턱
Imperial College London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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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방지턱은 교통 정온화(Traffic calming)시설로써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과속 방지턱은 차량 속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대부분의 도로
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40 km/h 이하의 저속 제한을 위해 사용된다. 이와
같이 차량 속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교통 소음을 증가시킬 수 있고 너무 빠른 속도로
횡단할 경우 차량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긴급 차량(앰뷸런스 등)을 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잘못 설계된 과속 방지턱은 너무 높거나 너무 뾰족한
각도로 설치되어 있으면 운전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며 매우 낮은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전체 높이가 낮은 스포츠카나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발생하
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현행 과속 방지턱 설치지침 규격에 부합하지 않게 설치된 사례가 빈번하고, 과속
방지턱 설치 위치와 간격이 가이드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차로의 경우 해당 지점으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으나 이를 준수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과속방지턱이 혼재돼 있고 해당 장치들에
대한 세부 유형별 사용 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실질적인 차량 감속
효과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을 설치
할지에 대한 분석 및 판단, 설치할 위치, 설치 규격, 설치 간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도 과속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에서는 '보행친화도시
'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저상버스 도입 및 과속 방지턱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기준
보다 높거나 좁게 설치된 과속방지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과속 방지턱 간
거리가 지나치게 가깝거나 과속 방지턱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중심으로 정비하
였다[7]. 또한, 도로 폭 가운데 일부분에만 설치해 버스와 소방차 등의 주행편의를 꾀하는 시
설인 스피드 쿠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7].
영국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보행친화적 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설비들을 설치
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영국의 과속 방지턱의 유형과 특성 등을 알아보고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재 인식이 어떤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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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1999년에 규정된 잉글랜드 및 웨일즈 고속도로 규정을 기반으로 과속 방지턱
활용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영국의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은 과속 방지턱(Speed Bump), 스피드
쿠션(Speed Cushion), 스피드 테이블(Speed Table) 등 다양한 과속 방지 설비들로부터 보
장되고 있다. 이 설비 사용에 대한 특정 규칙들은 영국 내 모든 주에 적용된다. 교통사고와 교통
관련 불편함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 산업지역, 교육시설 등에서 과속
방지턱은 모든 차선과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과속 방지 관련 설비들의 유형 및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1) 과속 방지턱(Speed Hump/Bump)
영국의 경우 과속 방지턱은 Speed Bump와 Speed Hump로 구분되어 있다. Speed
Hump는 Speed Bump보다 덜 공격적으로 속도를 낮춘다. Speed Bump의 경우 주차장에서
많이 사용된다. 또한 Speed Bump의 경우 설계는 높이 50-75mm 폭으로 되어 있고,
Speed Hump는 24mm-100mm 사이이면서 경사도는 1:10보다 가파르지 않도록 해야한
다[2, 9]. 일반적인 과속 방지턱은 통행 방향으로 양쪽에 흰색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 자동차
운전자 시야에 확실히 들어오도록 하였다[그림 1].

그림 1

과속방지턱(Speed Hump)[5]

일반적으로 간격에 따라 방지턱을 오를 때 약 24-32km/h, 방지턱에 올랐을 때
40-48km/h로 차량 속도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과속 방지턱 관련 설비들은 사고를 44%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5]. 하지만 과속 방지턱은 응급 차량 대응 시간에 영향을
준다. 소방차의 경우 3~5초, 환자가 탑승한 구급차의 경우 최대 10초까지 느려진다[5]. 따라
서 일반적으로 주요 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배치하지 않는다. 만약 주요 도로에 배치해야 할
경우 속도 쿠션(Speed Cushion)을 대신 설치하여 과속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버스와
트럭의 경우 과속 방지턱이 있는 거리에서 차량의 제동 및 가속으로 인한 교통 소음이 증가할
수 있으며, 연료 소비 및 배기가스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2) 스피드 쿠션(Speed Cushion)
스피드 쿠션의 개발은 주로 소형 차량을 선호하는 유럽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었고, 앞서 과속
방지턱(Speed Bump/hump)의 단점인 비상 차량 대응 시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
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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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비는 일반적으로 도로 차선의 중앙에 위치하며 자동차보다 약간 넓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자가 과속 방지턱을 오르고 내릴때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낮춰서
스피드 쿠션에 맞춰 운전하도록 유도한다[3]. 예를 들어 버스의 경우 자동차 보다 넓기 때문에
승객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도 스피드 쿠션을 통해 운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피드 쿠션의
폭은 1.6m이다.
그림 2

스피드쿠션(Speed Cushion)[3]

응급차량의 경우 환자를 이송하는데 있어 과속 방지턱이나 스피드 테이블에 비해 빨리 주행
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자전거와 오토바이 같은 2륜 구동 운전자의 경우에도 위
협이 전혀 되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도로상의 배수
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스피드 쿠션은 과속 방
지턱이나 테이블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적이다(스피드 쿠션 비용:
₤13,000 - ₤19,000[3], 과속방지턱: ₤12,000 - ₤20,000[5], 스피드 테이블: ₤15,000 ₤20,000[4]).

(3) 스피드 테이블(Speed Table)
그림 3

스피드테이블(Speed 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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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테이블은 양쪽에 경사로가 있어 도로가 점진적으로 상승되는 공간을 말한다.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교차로에 적용할 수 있고 임시 보행자 횡단에 사용될 수 있으며 높
이는 약 75mm이며 길이는 설치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인 과속 방지턱은 방지턱을
지날 때 차량에 발생하는 소음이나 배기가스로 인해 많은 반대를 받고 철거되는 경우도 많지만,
속도 테이블은 길고 평평한 디자인으로 인해 과속 방지턱(Speed Bump/Hump)와 스피드
쿠션(Speed Cushion)에 비해 크게 느려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 차량 속도를 급격히 줄이지
않으면서 도로 속도 제한에 맞춰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설비 배치 가격이 비싸고 배수 관리는 복잡하고 관련 비용 또한 많이
들 수 있어서 해당 설비 구축 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4) 과속 방지턱에 대한 인식
과속 방지턱은 앞서 언급한 부작용(소음과 환경문제)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항의를 지속적
으로 받고 있다[10]. 또한, 영국은 출퇴근을 위한 자전거 사용률이 우리나라에 비해 많다. 그
래서 자전거 탄 사람이 스피드 범프를 피하려고 시도하다가 자동차 또는 사람과 충돌하여 교
통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스피드쿠션이나 스피드 테이블과는 달리
스피드 범프의 경우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10, 11].

결론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과
속 방지턱이다. 과속 방지턱은 속도 제한에 아주 효과적이지만, 감속과 재 가속하는데 있어
소음과 배기가스를 더 방출하게 하고 소방차나 앰뷸런스와 같은 응급 차량의 경우 반응 속도
가 최대 10초 늦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또한 2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경우 과속
방지턱을 피하려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국 내 지역 주민들은 과속
방지턱 중 스피드 범프의 경우 제거하자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스피드 범프가 현재
제거되었다. 또한 이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재정이 소비되어 있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과속 방
지턱 배치 시 주변 환경, 주요도로 여부등을 판단하여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다면 많은 부작용
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만큼의 설비 제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과속 방지턱을
규격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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