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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edestrian safety assessment model for
underground parking facilities that comprehensively measure the pedestrian safety
level of an underground parking facility.
Background: Although underground parking spaces have many potential risks that
can cause pedestrian accidents, assessment frameworks that enable to comprehensively
measure and monitor the risk levels of underground parking facilities have not been
widely discussed in the literatur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afety
assessment framework that can objectively and quantitatively capture the safety level
in an underground parking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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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381 indica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general pedestrian safety were
extracted from the extant literature first. Then, these indicators were streamlined and
standardized based on the importance of each indicator. Finally, a total of ten identified
major indicators with sub-indicators and three safety factors categorizing these
indicators were derived as a basis of a safety assessment framework. A weighted
average scoring system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employed for the
indicators measured in a Likert scale and their associated factors to quantify the overall
safety level. The proposed framework was applied to a case study of a Korean
university.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e overall safety level of the undergraduate parking
facility at the university is in a range of "requiring minor treatment". However, the
visibility factor had a low safety score, which requires immediate treatment. Based on
the assessment results, a sensor system was proposed to improve the safety score
of vi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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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an assessment framework that can objectively
measure the safety level of an undergraduate parking space based on multi-criteria
for pedestrian safety. The proposed framework can be a useful basis to continuously
monitor the progress of underground-parking safety.
Application: The proposed framework can be applied to any type of undergroundparking spaces.
Keywords: Underground parking facility, Pedestrian safety, Safety assessment framework,
Safety level,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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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자동차의 수가 급증하면서 주차 공간의 확보는 전국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차량의 보편적 보급은
주차 공간의 결핍을 초래했고,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지하주차장의 개발과 확장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1984년 주택건설기준 법규가 생
기면서 공동주택 단지 내의 지하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1994년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의무
비율이 확대되었다(NLIC, 2019b). 또한 녹지의 확보 및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이 주택 수요자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떠오르면서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장은 계속적으로 지중화 되었다(Jung, 2009).
지중화된 주차장은 악천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이점이 있지만 지하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충
돌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국내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 2조(NLIC, 2019c)에 의해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법원의 판례에서 상당수 발견되고 있어 점점 늘어나는 지하주차장과 대조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
이다.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국가 교통사고 통계 집적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는 지하주차
장에서 얼마나,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 그 위험 실태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3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를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16.4%를 차지했으며 사고의
양상이 일반 도로와 유사한 것으로 밝혀져서 도로 외 구역도 도로에 준하는 안전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STSRI, 2015).
이에 본 연구는 지하주차장의 보행안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지하주차장의 상시적인 보행안전관리가 가
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지하주차장 보행안전성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평가 지표들을 포괄적으로 조사
하고, 안전 평가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지표들을 기반으로 평가 영역을 분류하여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 각 평가 영역별 지
표별 상대적 가중치를 AHP 분석(Saaty, 1987)을 통해 도출하여 정량적인 안전진단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 프
레임워크를 통해 실제 대학교 지하주차장에 적용하여 평가를 통해 발견된 불안전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지하주차장 보행안정성 평가 프레임워크는 궁극적으로 평가-문제인식-개선-재평가의 평가 사이클을 형성하여 모두에게
안전한 지하주차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2. Literature Review
대한민국은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법률에서 명시한 보행자의 권리와 의무를
기반으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행정적 조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보행자의 권리 신장이 국가와 지
방자체단체의 책무임을 표명하였다(Sung et al., 2013). 보행권과 관련된 현행 주요 법률은 보행권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행자 공간 및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법률에 근거한 보행자 공간 및 구역은 대략 (1) 보차분리도로에서의
보도, (2) 보행자우선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 (4) 보행자전용길, (5) 보행우선구역, (6) 보행환경개선지구, (7) 어린이보호구역, (8) 노인보
호구역, (9) 장애인보호구역 등 아홉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Kim, 2015). 지하주차장은 일반 도로와 달리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모호하
고 차량과 보행자가 같은 길을 공유하기 때문에 보차혼용도로의 일종으로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은 보행자만을 위한 공
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지하주차장의 보행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보행자우선도로 및 보행우선구역, 교통약자 보
호구역과 같이 보차혼용도로에 적용이 가능한 설계의 방향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지하주차장의 보행안전성을 정확하게 파악하
기 위해선 보행자 측면의 보행환경과 운전자 측면의 운전환경을 피해요소와 가해요소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구분하지 말고 보행환경
을 중심으로 운전환경까지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현재 보행환경에 대한 연구동향은 차량 중심의 도시 계획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시 계획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황과 맞물려 지상
의 보행환경 평가 및 개선책 도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Do et al. (2014)은 대전시의 주요 교차로 50개에 대한 교통안전 수
준을 측정,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제시하였다. Ochir et al. (2014)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몽골 울란바타
르시를 대상으로 보행환경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Park et al. (2011)은 AHP를 이용하여 교차로 및 가로의 보행환경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적용사례를 보여주었다. Jung and Choi (2008)는 선행연구를 통해 평가 지표를
도출하고 부산시 서면 지역에 적용하여 보행환경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Clifton et al. (2007)은 보행환경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Pedestrian Environmental Data Scan (PEDS)라는 평가 체계를 개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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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부분의 측정사례에서 높은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Kim et al. (2003)은 평가 지표를 선정한 후 서울 덕수궁길을 중심으로 보차공
존도로의 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근래에는 대중교통과 보행 위주의 집약적 도시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이 주목받으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하 개발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상 중심의 보행환경에서 점차 벗어나 지하의 보행환경을 연구하려는 노력도 미약하지만 이루어지고
있다. Lim and Choi (2006)는 지하 공간의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
감, 개방감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지하 공간의 크기가 지하 공간의 보행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제시하였다. Park
et al. (2013)은 지하 공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하공공보도시설 내의 보행환경의 특성을 인지하고, 인지된 특성을 토대로 보
행환경 평가 항목을 정립하여 이용자 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비교적 오래 전에 건설된 지하공공 보도시설 일수록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색채 계획 측면에서 지하주차장을 연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Yeo et al. (2011)
은 현장 조사를 통해 최근에 건설된 지하주차장의 색채 경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과거와 달리 G 계열, Y 계열, RP 계열의 밝고 쾌
적한 분위기의 색채들이 주로 사용됨을 밝혔다.
문헌연구 결과 지하주차장과 같은 지하 보차혼용도로의 보행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양상을 보였다. 보행환경 평가
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대부분 지상환경을 상정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고, 지하환경을 상정한 연구조차 지하 상업시설에 한정되어서
지하주차장과 같은 지하 보차혼용도로의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존 보행환경 평가 연구에서는 평가 지표를 도출하
는 과정을 생략하거나 지표를 선정할 때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특정 소수의 평가 지표에 편향된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가 많았다. 해외 연구에서는 지하주차장 내부의 화재 및 환기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국내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
의 보행안전성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부설주차장 위주(전체 주차장의 약 95%)의 주차환경이 조성된 국내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노상 또는 노외주차가 일반적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Won et al., 2017). 후술된 방법론에서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bottom-up 접근법을 통해 지하주차창 시설의 보행안전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표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안전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3. Methodology
Figure 1은 본 연구의 개괄적인 흐름을 다섯 가지 단계로 요약하여 보여준다. Step 1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문헌연구
를 통해 고찰된 연구 근황 및 문제점을 제시한다. Step 2에서는 평가 대상을 정의하고 평가 지표를 도출하는 일련의 방법론을 구축하
여 평가 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잡는다. 평가 지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표들 가운데 제시 빈도가 높았던 것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제시 빈도가 높더라도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는 제외하여 평가 모델의 사용성을 높였다. 또한 지하 보차혼용도로
를 주제로 상정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지 않았더라도 지하주차장 보행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지표라고 판단될 경우 평가 지표로 선정하고 동시에 선정 근거를 제시하였다. Step 3에서는 각 평가 지표의 판정을 정량화하고
AHP 기법을 통해 각 평가 영역, 지표, 세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모델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Step 4에서는 실제 지하주차장
에 확정된 평가 모델을 적용하여 적용사례를 제시하고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Step 5에서는 평가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보행
안전성 수준의 최종 판정을 내리며 최종 판정에 알맞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다시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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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etermination of assessment subjects
Figure 2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2조(NLIC, 2019a)에서 정의하는 주차장의 분류를 보여준다. 주차장의 형태는 크게 자주식 주차장
과 기계식 주차장으로 구분된다. 자주식 주차장은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여 들어가는 주차장을 뜻하며,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
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뜻한다. 자주식 주차장은 다시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으로 세분되고 기계식 주차장은
지하식, 건축물식으로 세분된다. 본 연구는 지하주차장의 보행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의
지하식 주차장을 평가 대상으로 한정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지하식 주차장과 유사한 환경의 공간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3.2 Selection of assessment indicators
본 연구에서는 bottom-up 접근법을 사용하여 평가 지표를 선정하였다. Bottom-up 접근법은 세부적인 요소로부터 점차 거대한 요소로
접근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반면 top-down 접근법은 거대한 요소로부터 보다 세부적인 요소로 접근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보행환경
평가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먼저 제시하고 각 특성을 하나의 범주로 취급하여 이를 대표하
는 평가 지표를 할당하는 방식의 top-down 접근법을 빈번히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평가 지표의 선정과 관련하여 top-down 접근
법은 평가 지표를 명확한 범주로 묶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할당자의 주관이 상당히 개입될 여지가 있어 평가 지표가 범주 전반에
걸쳐 중복되고 모호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Park and Okudan Kremer, 2017). 반면 bottom-up 접근법은 지표 간 개념적 유사성을 기
반으로 적절한 범주를 유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top-down 접근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Park and Okudan Kremer, 2017).
이를 위해 먼저 국내외 연구 19편에서 제시된 381개의 모든 지표를 도출한 후 보행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지표 249개를 제거하여 132개
(중복 지표 포함)의 지표만을 선정하였다. 이는 다수의 평가 지표를 보행안 전성이라는 가장 큰 범주로 묶는 첫 번째 범주화 과정으로
써 이 과정을 생략하면 보행안전성과 관련 없는 지표들이 난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필수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범주화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되, 유사한 개념의 지표(e.g., '보도 상태'과 '보도포장 상태')는 같은 개념의 지표로 표준화하여
빈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다소 포괄적인 의미의 지표는 세부 지표로 나누어서 빈도를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교통 정온화는 안전한 교
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모든 통행규제를 일컫는 말인데, 빈도를 측정할 때는 교통 정온화라는 평가 지표를 신설하는 대신 교통 정온화
와 관련이 있는 모든 세부 지표의 빈도수를 하나씩 추가하였다. 빈도 측정이 완료된 평가 지표는 개념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두 번째
범주화를 실행하였다. 두 번째 범주화는 AHP 기법의 적용을 위한 계층화와 더불어 평가 지표가 시사하는 컨텍스트(Context)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며 여기서 결정된 범주가 곧 평가 영역이 된다.
Table 1은 각 지표별 빈도분석 결과와 관련 연구를 요약한 표이다. 상위 빈도의 평가 지표로 (1) 통행로 폭, (2) 통행로 상태, (3) 조명
시설, (4) 통행로 장애물 유무, (5) 교통안전표지, (6) 노면표시 등 총 6개의 지표가 도출되었으며, 각 평가 지표 빈도의 합은 65회로 전
체 132개의 지표 중 약 절반을 차지하 였다. 즉 상위 빈도 6개의 지표는 전체 지표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선행연구에서 빈번하게 언
급되었기 때문에 보행안전성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평가 모델에 모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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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mon pedestrian safety assessment indicators
Assessment indicator

Frequency

Percentage

Width of sidewalk

16

0.121

Ji et al. (2008), MOLIT (2011)

Pavement condition

14

0.106

Cho (2007), Jung et al. (2014)

Lighting facility

12

0.091

Kang et al. (2013), Kim et al. (2012)

Presence of sidewalk obstacles

9

0.068

Kim et al. (2016), Ha and Lee (2013)

Traffic sign

8

0.061

Jung (2007), Choi (2008)

Road surface marking

6

0.045

Kim (2007)

65

0.492

Total

Major references

3.3 Other assessment indicators
선행연구의 빈도분석을 토대로 선정된 지표들은 보행안전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였으나 지상 보차분리도로를 상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하주차장과 같은 지하 보차혼용도로에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석을
통해 도출된 6개의 평가 지표와 더불어 4개의 평가 지표를 추가적으로 선정했으며, 새롭게 선정된 평가 지표는 선행연구에 의해 보행
안전성과 연관성이 입증된 것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3.3.1 Speed limit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제한속도를 넘어선 과속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로 직
결되기 때문에 과속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가장 위험하다(Kwon, 2007). 또한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충돌속도
가 증가할수록 보행자의 사망률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내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의
주행속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Elvik, 2013). 지하주차장과 유사한 환경인 보차혼용도로의 해외 규제사례를 살펴보면 20km/h(프랑
스), 16km/h(영국), 보행속도(네덜란드, 독일) 등으로 나타났다(STSRI, 2017). 호주 New South Wales 주정부는 주차장에서의 제한속도를
시속 10km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식물보호구역 및 공원에서의 제한속도와 동일할 정도로 엄격한 수준이다(RTA NSW, 2011).

3.3.2 Speed reduction facility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것만큼이나 제한속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감속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과속방지턱의 감속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을 정도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내에서도 과속방지턱과 같은 감속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면 유의미한 감속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Keum, 1996; Roh and Yoon, 2000). 과속방지턱뿐만 아니라 노면 요철
이나 신호등 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도 선행연구에서 속도 제어의 효과성이 이미 검증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설도
유효한 감속장치로 취급한다(Lee et al., 2012; Lee et al., 2008; Jung et al., 2007).

3.3.3 Convex mirror
지하주차장은 최대한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격자형 구조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교차점을 수반하는 격자형 구조
의 특성과 더불어 지하 공간은 사용자의 시거를 제약하는 환경이기 때 문에 지하주차장 내의 교차지점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에 놓여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간한 「아파트 도로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운전자의 시인성 불량일 정도로 사각지대의 해소가 사고 예방에 필수적이지만 현행 법률은 건물주에게 안전장치 설치 의무를 강제하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KTSA, 2014). 따라서 사용자의 시거가 제약되는 지점마다 반사경을 적절히 사용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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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Color scheme
지하주차장의 폐쇄적이고 반복적인 구조는 사용자가 쉽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이다. 방향감각의 상실은 사용자의 육체적 피로,
심리적 중압감을 유발하고 이는 곧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 문에 지하 공간은 방향감각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도록 설계
되어서는 안된다(Lee et al., 2010). 따라서 사용자의 공간지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색채 계획이 손꼽힌다. 색채를 이용한 공간의 구분(Color zoning)은 벽과 기
둥 외의 공간 정보가 거의 없는 지하주차장에서 사용자의 공간지각능력을 향상시켜 길 찾기를 용이하게 만들며, 지하주차장 내부를
밝은 색으로 채색하면 운전자의 시야를 넓히는 효과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Lee et al., 2010).
따라서 지하주차장의 구역을 적절히 분할하여 컬러 조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때 사용되는 색깔은 되도록 높은 명도와 채도
의 것을 선택해서 심리적, 기능적 효과가 함께 발휘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10개의 평가 지표가 선정되었으며, 평가 지표 간 개념적 유사성에 의거하여 교통 정온화, 통행로 안전, 가시성의 세 가지
평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하나의 기준으로 종합적인 안전성을 판정하기 어려운 지표들은 세목을 두어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
도록 구성했으며(Figure 4 및 Appendix 1 참조), 여러 개의 세목을 두어도 하나의 평가 지표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세목마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 평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평가 영역의 정의와 해당 영역의 평가 지표 및 세목의 판단 기준은 Appendix 1을
참고한다.

3.4 Quantification and weighting
Appendix 1의 평가 지표 및 세목의 판정은 위험, 보통, 안전 등 세 단계로 구분하였고, 각 판정마다 1점, 3점, 5점을 부여하여 정량화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외적으로 통행로 장애물 유무와 같이 가부(可 否), 유무로써 평가하는 지표 및 세목에 대해서는 판정을 위험
과 안전으로 이분하고 각각 1점, 5점을 부여하여 평가 취지와 일치시켰다. 또한 지하주차장 특성에 따라 평가 영역, 지표별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평가 영역과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가중치는 AHP 기법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양한 가중치 산정 기법 중에서 AHP 기법을 채택한 이유는 쌍대비교의 정량화가 손쉬워 누구나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
점이 실용적인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Lee, 2018). 쌍대비교의 평가 척도는 중요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1에서
9까지의 홀수를 사용하되 경우에 따라 두 홀수 사이의 짝수를 사용한다(Table 2 참조). Table 2와 같이 평가 척도가 1일 때 비교 대상
의 중요도는 동일하며, 숫자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중요도를 갖는다. 이 때 설문 응답에 대한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산출해야 하며, 그 값이 0.1보다 작으면 일반적으로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쌍대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본
다(Saaty, 1987).

Table 2. Questionnaire for a pairwise comparison
Subject

Important
9

8

7

←
5

6

Equal
3

4

2

1

→
2

3

Important
4

A

5

6

7

8

9

Subject
B

먼저 평가 영역( ) 및 평가 지표( )의 가중치

와

는 각각 수식 (1-2)을 만족해야 한다.

(1)
(2)
Appendix 1에 의거 각 평가 지표별로 점수를 판정한 다음 판정 점수(s )와 평가 지표의 가중치(w )를 곱하여 가중 판정 점수를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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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영역 에 속하는 평가 지표 의 가중 판정 점수(Weighted Score,

)는 수식 (3)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각 평가 지표의 가중 판정 점수가 구해지면 평가 영역 의 영역점수 ( )를 수식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
지표가 다시 세부지표로 구분되는 경우는 위와 동일한 방식의 가중평균으로 상위지표 점수를 정한다. 비슷한 방식으로 각 평가 영역
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전체 평가 영역의 최종 점수(

)는 수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
도출된 각 영역 및 최종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1) 5점: 특별한 개선이 요구되지 않음, (2) 4점 이상 5점 미만: 향후 개선이 요
구될 수 있음, (3) 3점 이상 4점 미만: 추가 조사 및 예비 개선 계획이 요구됨, (4) 2점 이상 3점 미만: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요구됨, (5)
2점 미만: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됨.
본 연구에서는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지하주차장의 보행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정량화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은 Appendix
1를 참고한다.

4. Case Study: an Underground Parking Facility of a Korean University
평가 모델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대상으로 인천 소재 A 대학교의 지하주차장을 선정하였다(Figure 3 참조). 2009년에 완공된 A 대
학교 캠퍼스는 부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 단계서부터 캠퍼스 내의 건물이 하나의 지하주차장을 공유하도록 계획되었다
는 점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보행자들이 궂은 날씨를 피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경유하여 캠퍼스를 이동하는 상황이며, 차량
역시 반드시 지하주차장을 경유해야만 건물 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상 시 지하주차장의 교통량이 적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이
유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A 대학교의 지하주차장이 보행안전성 평가에 적절한 대상으로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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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A 대학교 지하주차장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다. A 대학교 지하
주차장은 상당히 넓은 면적에 비례하여 긴 직선 구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과속이 유발되기 쉬운 조건에 놓여 있었다.
조사 시기가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지하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교통량이 많았으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캠퍼스를 오가는 학
생들의 모습도 자주 보였다. 또한 일부 형광등이 소등 상태여서 주차장 내부가 상당히 어두웠는데, 이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일부 전
등을 소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면 표시는 주행 경로, 교차로마다 전부 표시되어 있었지만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 시인성이 떨어지
는 문제점이 있었다.
가중치를 산정하기 위한 쌍대비교는 보통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Pedestrian and Vehicle
Movement Risk Assessment Prompt Sheet (PVMRAPS) (KCC, 2016)에 나타난 강조점을 쌍대비교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문가 설문을 대체
하였다. PVMRAPS는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속의 위험을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영국 Kent 주에서 발간한 평가도구로써 Kent
주는 PVMRAPS를 자체적인 위험성 평가의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PVMRAPS가 실생활과 밀접한 위험을 다루고 있
다는 점과 보차혼용환경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 PVMRAPS를 쌍대비교 가이드라인으로 선정한 주된 이유이다. PVMRAPS를 참고하여
쌍대비교를 진행한 후에는 가중치의 계산을 위해 MATLAB의 고유값(Eigenvalue) 계산기능을 활용하였다.
Figure 4는 최종적으로 도출된 평가 영역, 지표, 세목별 가중치를 나타낸 표이다. 모든 가중치의 CI는 0.1 미만으로 나타나 일관성 있
는 쌍대비교가 진행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도출된 가중치를 살펴보면 평가 영역 중에서는 통행로 안전의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가시성, 교통 정온화 순으로 가중치가 높았다. 통행로 안전의 가중치가 가장 높게 평가된 것은 통행로 안전의 지
표들이 다른 지표들보다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만큼 PVMRAPS에서 강조되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중요도가 부여된 결과이
다. 반면 교통 정온화의 가중치가 가장 낮게 평가된 것은 즉각적인 개선이 어려운 평가 지표는 PVMRAPS에서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
어 낮은 중요도가 부여된 결과이다.

5. Results
Table 3는 A 대학교 지하주차장의 보행안전성 평가 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평가 결과 세 가지 평가 영역 가운데 통행로 안전 영역의
영역 점수가 가장 높아 안전하고, 가시성 영역의 영역 점수가 가장 낮아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 점수와 평가 영역의 가중
치를 곱하여 합한 값인 최종 점수는 3.715점으로 3.4절에 소개한 최종 점수 해석에 의하면 보행안전성의 추가 조사 및 예비 개선 계
획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영역별 점수 및 가중 점수를 살펴보면 가시성의 영역별 점수가 최하이고(영역 점수: 1.628점) 최종 점수의 기
여 점수가 가장 낮음으로(가중 영역 점수: 0.484점) 최종 점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시성 영역의 점수를 높이기 위한 안전 개선 계
획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가시성 영역의 점수를 제고할 방법으로 반사경을 대체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장치를 제안할 수 있다. Figure 5는 사각지대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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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제품을 지하주차장 교차로에 설치한 모습이다. 해당 시제품은 초음파센서와 레이저, 아두이노(Arduino)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음파센서가 물체를 감지하면 바닥에 레이저를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주의를 주는 간단한 원리를 바탕으로 작동된다. 만약
해당 장치를 지하주차장 내의 모든 교차로에 설치한다면 가시성 영역의 세부 지표 항목인 반사경 지표 평가 점수가 기존 1점에서 5점
으로 향상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영역 점수가 1.628점에서 2.624점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최종 점수 역시 4.011점으로 증가하기 때
문에 지하주차장 시설의 보행안전성 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교차로에 사
각지대를 해소하는 반사경 및 기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A대학교 지하주차장의 보행안전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Table 3. Pedestrian safety assessment results
Safety factor

Traffic calming

Path safety

Visibility

Score
()

Weighted score
( )

Speed limit

5

2.215

Speed reduction facility

3

1.164

Traffic sign

3

0.507

Width of path

5

0.775

Pavement condition

5

1.735

Path-surface marking

3.448

0.417

- Driving path marking

(5)

(0.845)

- Intersection marking

(5)

(2.215)

- Marking condition

(1)

(0.388)

Presence of path obstacles

5

1.885

Lightning facility

1

0.594

- Path illumination

(1)

(0.5)

- Entry ramp illumination

(1)

(0.5)

Convex mirror

1

0.249

Color scheme

5

0.785

- Color zoning

(5)

(2.5)

- Color characteristic

(5)

(2.5)

Indicator

Factor score
(S )

Weighted factor
score (WS)

3.886

0.633

4.812

2.598

Total score
(TS )

3.715

1.628

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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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clusion and Discus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지하주차장의 상시적인 보행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지하주차장의 보행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선행연구로부터 10개의 평가 지표를 선정하였고 둘째, 각 평가 지표의 판정을 정량화하였으며 셋
째, 모든 영역, 지표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확정된 평가 모델을 실제 지하주차장에 적용하여 보행안전성 평가
부터 개선점 제안 및 재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체계를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지상 보차분리도로의 보행환경을 중점적으로 다루었
다면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보완하여 지하 보차혼용도로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제시하여 지하 보행안전성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가 모델은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과 유사한 환경의 실내주차장에도 적용할 수 있으
므로 부설주차장의 확대 추세와 더불어 평가 모델의 유용성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안정성 평가 프레임워크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하는 평가 모델은 아직 지하 보차혼용도로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론적인 보완이 필
요하다. 특히 평가 지표와 관련하여 평가 지표의 선정을 문헌연구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 이외에도 보행안전
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여타 지표들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가중치가 최종 점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
밀한 평가를 위해 각 평가 지표가 지하주차장의 보행안전성을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반영하는지 연구하여 쌍대비교에 반영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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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Assessment Sheet for Pedestrian Safety in Underground Parking Lot
평가 영역

평가 지표

제한속도

판정

점수

10km/h 이하

판정 기준

안전

5

10km/h 초과 20km/h 이하

보통

3

20km/h 초과 또는 제한속도 없음

위험

교통 정온화:
차량 속도와 교통량이
통제되어 보행자의 시설
이용이 안전하고 편리한
정도

감속장치

판정

점수

감속장치가 모든 통행로와 교차지점에 설치됨

판정 기준

안전

5

감속장치가 일부 통행로와 교차지점에 설치됨

보통

3

위험

1

감속장치가 모든 통행로와 교차지점에 없음
감속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상태가 불량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음
<감속장치>의 가중치

평가 지표

교통 안전
표지

1
가중 판정 점수1)

<제한속도>의 가중치

평가 지표

판정 점수

판정 점수

가중 판정 점수

판정

점수

교통안전표지(e.g. 주의표지, 규제표지 등)가 모든 통행로와 교차지점에 설치됨

판정 기준

안전

5

교통안전표지가 일부 통행로와 교차지점에 설치됨

보통

3

위험

1

교통안전표시가 모든 통행로와 교차지점에 없음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나 상태가 불량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음
<교통 안전 표지>의 가중치

판정 점수

가중 판정 점수

영역 점수2)

평가 영역
교통 정온화
1)

가중 판정 점수는 판정 점수와 평가 지표의 가중치를 곱한 값임

2)

영역 점수는 각 평가 지표의 가중 판정 점수를 합한 값임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통행로 폭

판정

점수

6m 초과

판정 기준

안전

5

5m 초과 6m 이하

보통

3

5m 이하

위험
<통행로 폭>의 가중치

평가 지표

통행로 상태

판정 기준

평가 지표

판정

점수

모든 통행로가 포트홀이나 균열 없이 양호함

안전

5

일부 통행로에 폭 5cm 이하의 포트홀이나 균열이 있음

보통

3

일부 통행로에 폭 5cm 초과의 포트홀이나 균열이 있음

위험

세목

주행경로
노면 표시

판정 기준

세목

교차지점
노면 표시(빗금)

판정

점수

안전

5

주행 경로를 안내하는 노면 표시가 일부 통행로에 설치됨

보통

3

주행 경로를 안내하는 노면 표시가 모든 통행로에 없음

위험

세목 점수

1
가중 세목 점수3)

판정

점수

교차지점 노면 표시가 모든 교차지점마다 설치됨

안전

5

교차지점 노면 표시가 일부 교차지점에 설치됨

보통

3

교차지점 노면 표시가 모든 교차지점에 없음

위험

<교차지점 노면 표시>의 가중치

한재성·박기정

1

주행 경로를 안내하는 노면 표시가 모든 통행로마다 설치됨

판정 기준

판정 점수

가중 판정 점수

<주행경로 노면 표시>의 가중치

노면 표시

1
가중 판정 점수

<통행로 상태>의 가중치
통행로 안전:
통행로의 물리적 상태가
보행자의 안전을 추구하는
정도

판정 점수

세목 점수

1
가중 세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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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 지표

세목

판정 기준
노면 표시의 상태가 모두 양호하여 시인성이 충분함

노면 표시 상태

판정

점수

안전

5

일부 노면 표시가 더럽거나 탈색되어 시인성에 문제가 있음

보통

3

일부 노면 표시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음

위험

1

<노면 표시 상태>의 가중치

세목 점수

가중 세목 점수

노면 표시
판정 점수4)

통행로 안전:
통행로의 물리적 상태가
보행자의 안전을 추구하는
정도

<노면 표시>의 가중치

평가 지표

통행로
장애물 유무

가중 판정 점수

판정 기준

판정

점수

모든 통행로에 차량, 적재물 등의 장애물이 없음

안전

5

일부 통행로에 차량, 적재물 등의 장애물이 있음

위험

<통행로 장애물 유무>의 가중치

평가 영역

판정 점수

1
가중 판정 점수

영역 점수

통행로 안전
3)

가중 세목 점수는 세목 점수와 세목의 가중치를 곱한 값임

4)

세목이 있는 평가 지표의 판정 점수는 각 세목의 가중 세목 점수를 합한 값임

평가 영역

평가 지표

세목

통행로
최소 조도

판정

점수

10lx 초과

판정 기준

안전

5

5lx 초과 10lx 이하

보통

3

5lx 이하

위험
<통행로 최소 조도>의 가중치

세목

조명시설5)
진입 경사로
최소 조도

판정 기준

세목 점수

1
가중 세목 점수

판정

점수

20lx 초과

안전

5

10lx 초과 20lx 이하

보통

3

10lx 이하

위험
<진입 경사로 최소 조도>의 가중치

세목 점수

1
가중 세목 점수

판정 점수
가시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시야확보 정도

<조명시설>의 가중치

판정 기준

판정

점수

반사경이 시야확보가 어려운 지점(e.g. T자형 교차지점, 차량 진입로)에
모두 설치됨

안전

5

반사경이 시야확보가 어려운 지점에 일부 설치됨

보통

3

위험

1

평가 지표

반사경

가중 판정 점수

반사경이 설치되지 않음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상태가 불량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음
<반사경>의 가중치

평가 지표

색채 계획

세목

컬러 조닝

판정 기준

가중 판정 점수

판정

점수

주차 구역 또는 사용 용도별로 색깔이 구분되어 있음

안전

5

주차 구역, 사용 용도별로 색깔이 구분되지 않음

위험

<컬러 조닝>의 가중치

판정 점수

세목 점수

1
가중 세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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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 지표

J Ergon Soc Korea

세목

색채 특성
가시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시야확보 정도

판정

점수

주차장 기둥 또는 벽에 채색된 색깔이 밝은 분위기를 조성함

판정 기준

안전

5

주차장 기둥 또는 벽에 채색된 색깔이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음

위험

1

<색채 특성>의 가중치

세목 점수

가중 세목 점수

색채 계획
판정 점수
<색채 계획>의 가중치

평가 영역

가중 판정 점수

영역 점수

가시성
5)

수평면 최소 조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수평면 최소 조도는 바닥에서 측정한 조도 중에 가장 작은 값임

평가 영역

영역 점수

평가 영역의 가중치

최종 점수6)

교통 정온화
통행로 안전
가시성
6)

최종 점수는 각 영역 점수와 평가 영역 가중치를 곱하여 합한 값임(5: 특별한 개선이 요구되지 않음; 4~5: 향후 개선이 요구될 수
있음; 3~4: 추가 조사 및 예비 개선 계획이 요구됨; 2~3: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요구됨; <2: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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