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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를 통한 도시정책수립과  

한국사례 
발표자: 백 남 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CT융합연구소 연구위원 
-녹색교통운동 비상임이사, 도시연대 회원, 서울환경연합 CO2위원회 위원 
  

  

개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역사적 고찰 

태동기 : 1991 - 1998   

성장기 : 1999 - 2008  

갈등기 : 2009 – 



2015-04-13 

2 

 

개요 

지속가능교통과 시민참여 

•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이슈들 : 기후 변화, 경제 문제, 대기 오
염, 교통정체 문제 등 

• 이러한 이슈들은 어느 한 이해당사자가 
단독으로 풀 수 없는 매우  사악한 문제
(wicked problems)  

• 특히, 교통문제는 지역 시민/기업/상인/
운송업자 등 많은 이해 관계가 복잡하
게 얽혀 있음 

•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금 우리에 필요
한 것은 지역주민/상인/통행인 등 이 함
께 참여하고 공감(共感)하는 장을 마련
해야 함. 그래야, 우리는 겨우 이 사악한 
도시교통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됨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m.blog.daum.net/sec7000/643&ei=6AcjVejbFo2B8gXipYDwCA&bvm=bv.89947451,d.dGc&psig=AFQjCNF9YHZDnwWLQKV1nzhKJUrxxB2_Sg&ust=142844550285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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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교통문제 대안은 자전거   
:시설을 공급하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Build it, and they will come) 
 

시설 공급. 그러나, 수요는 늘지 못했다  

 

https://aseasyasridingabike.wordpress.com/2012/04/26/they-built-it-and-they-didnt-come-the-lesson-of-milton-keynes/
https://aseasyasridingabike.wordpress.com/2012/04/26/they-built-it-and-they-didnt-come-the-lesson-of-milton-keynes/
https://aseasyasridingabike.wordpress.com/2012/04/26/they-built-it-and-they-didnt-come-the-lesson-of-milton-key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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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엇이 문제였나?  
네덜란드가 자전거 천국이 된 이유는  
 물리적 인프라가 아니라,  
 시민참여에 기초한 문화적 인프라가 형성되었기 때문 

정부 상위계획에 의한 여론 형성 시민 참여에 의한 정책 제안 

네덜란드 시민운동단체(Provos)는 
세계 최초 공공자전거를 직접 공급[1965]. 

• 그러나, 경찰은 공
공자전거를 즉각 
압수. 이유는 그들
이 ‘절도’를 조장
한다는 것(Teun 
Voeten, 1990)  

• 정부의 역할과 한
계는 선진국도 마
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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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체를 이끌었던 한 청년의 진정성.. 
: Luud Schimmelpennink 

• 도심에서 자동차운
행 숫자를 감소시
키고, 

• 시민들이 마음놓고 
활보할 수 있는 대
안교통수단을 제시
하고 실험 

• Schimmelpennink
는 지금도 정치/기
업/시민단체를 넘
나들면서 활동하고 
계심 

1992년 한국, 
교통부문 시민활동가들 

(녹색교통운동) 

• 1992년 리우회의 아젠다21
에서는 지속가능개발을 위
한 대안교통 제시(보행, 자
전거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
통) 

• 당시 한국의 활동가들은 88올
림픽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자동차에 의한 도시 교통문제
의 대안교통을 찾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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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의 교통, 지속가능한가?  

• 네덜란드: 인구 십만명당 보행중 교통사고 어린
이 사망자가 0.1인  

• 한국은 인구 십만명당 보행중 교통사고 어린이 
사망자가 1.2인 (OECD회원국 평균의 3배, 2011) 
– 보행사망자 구성비는 39.1%(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 

– 인구 10만명당 보행사망자수는 4.1명(OECD 회원국 평균의 3배) 

– 65세 이상 인구10만명당 보행 사망자수는 15.6명(OECD 회원국 평균의 5배) 

(자료:   2013.11.1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발표자료) 

 

 

 

 

 

Death Accidents while 
walking (/100,000persons) 

Child Accidents while wal
king(persons/100.000) 

Netherland 0.4 0.1 

Average of OECD  1.4 0.4 

Korea 4.1 1.2 

2011  

보행자들과 어린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동차 의존적’인 도시의 이면도로 

• 보행사망사고의 67.7%가 폭원 9m이하도로(2011) 

• 전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직전속도 60km/h 
이하에서 사망자 구성비가 약 50%였으나, 보행 
사망자의 경우 61%. 특히 어린이(12세 이하)보
행사망자는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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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책 자신감 상실  
시민들간 갈등은 증폭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2014)의 보
행친화적 도시 정책 발표 

• 많은 시민들(63%)은 찬성하며 환영 
– (Nate Q, 2014년 9월 28일 조사, 불특정 네티즌 응답자 

5953명 중에 대해 ‘서울역 자동차전용도로의 보행자 전용
화에 동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3%가 찬성) 

Road Diet Plan 
of Seoul C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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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시민들과 상인들 반대. 특히, 

사업대상지역 주변 지역에서 반대 심각 

• 일부 정치가들과 전문가들도 교통
정체야기를 들어 반대의견 

갈등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

나, 시민사회로부터 선창(先唱)되는 이
슈 주도권을 잃어버렸기 때문 

• 시민사회가 정부보다 먼저 이슈
를 선점하고 문제를 활발하게 
제기하며 거친 대안이라도 제시
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참
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2015년까지 도시교
통정책 분야에서 시민활동가들
의 모습을 통해서 시민참여 전
개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함 

서울환경연합 채수민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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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기: 1991-1998 

IAP2 시민 참여 스펙트럼 
: 지역공동체 참여프로그램(community engagement program)을 돕기 위한 도구  

IAP2(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Participation ) 

사회적 배경(1991-1998): 속도주의 

• (모터라이제이션)  
–교통사고 사망자의 50%
가 보행자(1992)  

• (정부)  
–증가하는 교통정체에 대
응하기 위해 간선도로 
투자에 대진 

–도시부에서는 보도까지 
깍아내서 차도를 넓히고,  
공지마다 주차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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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1992 (학습회 활동)  
– 現代資本主義社會 交通問題(일본), The 

Greening of Urban Transport(Rodney 
Tolley 편저. 녹색교통론으로 번역. 녹색교
통운동 활동가들의 참고서 역할) , Taming 
megalopolis(H. Wentworth Eldredge 편저)  등…. 

– 공간환경연구회 교통분과(자본주의 사회의 올
바른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편) 

• 1993 (첫번째 조직): 녹색교통운동 
• 1994 (조직 전문화)   

– 시민교통환경연구소 

• 1996(거버넌스 표방) 
– 걷고 싶은 도시연대(도시연대) : 시의회 

의원, 시민활동가, 기초지자체 전문가(교
통위원 전문직), 도시계획, 도시설계, 교통
전문가 등 참여  

• 1999(전국 보행네트워크)   

태동기 주요이슈(1991-1998): 보행권 

• 보행권 찾기 운동 : 
시민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알리는 운동 
–보행은 기본적인 권리다. 

보행자는 도시에서 횡단
보도 설치를 요구할 권
리가 있다.  

–차량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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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996 : 생활권역  

• 시민교통환경연구소(1994)는 스쿨존
을 ‘학교생활권역’이라고 정의하고 
어린이가 안전한 마을 만들기와 생활
도로안전을 위해 ‘학교생활권역＇설
치 요구 
– 권역개념의 면적인(zone) 교통안전 요

구 

•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
름으로 제도화  
– 선적인(section) 교통안전 :  ‘보호구역

＇이라는 브랜드 작명의 한계. 이후 
‘보호구역＇내 가드레일 설치 과다 등
으로 보호구역 경계선 주변으로 교통
사고 증가 
 

1996(시민감사 청구)  

• (배경) 
– 1996년 당시 등록 자동차가 900만대

를 넘어서면서 오존주의보 발령 증가. 
폐암사망률이 급속히 증가  

– 자동차 매연이 전체 서울 대기오염원
의 80%이상 

• (활동)  
– ‘시민의 손으로 하는 대기오염 측정운

동’. 서울시내 4백 80여 곳에서 측정.  
– 대부분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환경기

준치 초과  

• (결과)  
–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자가용 운전 자

제. 시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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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보행공간 회복 요구) 

• 시청앞 로터리의 보행자 광장 조성  등 

• 인사동 차없는 거리 만들기 

보행네트워크의 구축 요구 
: 횡단보도 만들기 

• 구축 요구후 10년이 걸린 광화
문 네거리 횡단보도 조성 

199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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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대중교통 서비스 실태조사  
 및 개선 요구(녹색교통) 

• 1997년 자동차 1000만대 :  Motorization 시대
의 대중교통 서비스 열악 
– 버스 무법 운전 및 서비스 부족, 교통서비스 불

량지역 형평성 문제  
– 대중교통 서비스 실태조사 및 홍보 캠페인 

• 2003~ 2004. 서울시 버스개혁 시민위원회 
– 2007년 버스서비스 대폭 향상하는 결과 

1997 seoul 2007 seoul 

보행권 회복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발족 및 workshop  

• 1998.05. ~ 11. 택시운송사
업 경영개선 및 교통안전 
증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 1998.06. ~ 11.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 캠페인  

• 1998.07. ~ 11. 서울권역 10
개 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운동  

• 1998.10 녹색교통 민만기 
사무처장  

• 1999.04.16. 보행권 회복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발족  

• 2000. 2차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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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1998-2008) 

From IMF To Participation Government[參與政府] 

사회적 배경 (1999-2008) 

• 20세기의 마지막 해. 아직도 굶
는 아이들이 우리 곁에 있고, 
IMF로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배
회하는 가장들이 늘어가고 있
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시민운동을 일구어 가
야 했습니다. (강병기,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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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의 주요이슈 

• 당장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앞
에 ‘시민운동’은 ‘견제와 감시’수
준을 너머서 지역을 위한 대안 
만들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강
병기, 1999)”  

– 마을 만들기(도시연대) 

– 교통문화(녹색교통) 

‘교통 문화 지수’  

• 1998년부터 녹색교통과 교
통안전공단이 시작.  

• 2002년도에 녹색교통이 주
관하여 교통안전공단과 71
개 전국지자체가 공동조사 

• 교통문화 현실을 지자체별
로 알려주어 경각심을 고취
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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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앞 보행광장 조성 결실 

• 시정부 시위우려 폐쇄위기. 도시연대 중심으로 개방을 위한 노력 

“시민 위원회” 참여와 탈퇴 

• 청계천 복원. 도시계획전문가 그룹에서 제시. 시민활동
의 여과 과정없이 정책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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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없는 날(Car-Free Day) 행사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감시 

• (정부) 차없는 날 등을 통
한 자전거 퍼레이드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활성화  

• (시민단체) 자전거이용 환
경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정부정책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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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동가 : 골목 담 허물기  

• (의의) 관념적 만남에서 벗
어나 시민생활 현장으로 

–식민화되어가는  생활세
계에 대한 시민주권 회복 

• (효과) 담 허물고 차와의 전
쟁이 사라져  

–골목 축구의 기억 재생 

–1996년 1호점. 2000년 
12호점  이후 전국적으
로 확산(서울 연남동 등) 

녹번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 
어린이들의 눈으로 보면 무

엇을 볼 수 있는가? 

• 어린이들의 요구가 충
족될 때, 비로소 도로는 
완전 안전 

• 아이들이 주변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무
엇을 가장 위험하게 느
끼는지, 그곳이 어디인
지 찾아보고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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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어귀 1평 
공원이 1000평
의 마을분위기
를 바꿀 수도 
있다 + 안전 

 

부평 문화의 거리 :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거리를 주민의 힘으로 변화시키다 

• (배경) 전통시장의 침체. 상점주
인과 노점상간의 갈등 

• (활동) 협력적 자발적 개혁 

• (결과) 차없는 거리에서 출발하
여 확대. 혐오시설 변신. 노점부
터 패션몰까지 시공간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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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눈여겨 본 것은: 어떻게 도시의 
뒷골목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까?   

 
• (관점) 인사동에서 시민단체

가 가장 눈여겨 본 것은 유럽
스타일의 돌포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사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박승배 도시연대 사무국장) 

• (활동)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
한가를 함께 배우고, 공유 

– 인사동 역사탐방. 인사동 학교 
등을  통해 인사동 바로알기 
운동 전개 

“가게앞 자전거“. 진실을 밝히다  

• (의의) 자전거는 5km 이내의 
거리에서는 다른 어떤 교통수
단보다 높은 경쟁력. 그러나, 
목적지(가게, 은행 등)에 자전
거주차장이 없는 현실  

• (활동) 현장조사. 건대입구역 우리

은행.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간 30분까

지 총 113명의 자전거이용자. 
같은 시간 차량이용방문객은 
21명(그러나, 자동차 주차면수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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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CO2위원회  
혼잡통행료 청원(2007 - 현재)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오염원 대응책 - 

 

갈등기 

(20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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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기의 주요이슈 
 : 정책도 훈련이 필요. 시민사회 합의 

• 많은 지속가능 교통 정책 도입  

– (2012) 법제화  

• 교통약자 안전 편의 증진, 보행 관련 

• 자전거우선도로, 보행우선구역 등  

– (2014) 신촌 transit mall  

• 시민참여 필요성이 높은 정책 

–그러나 시민참여 경험과 기술부족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대의 ‘게토’  

•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확대. 
그러나, 교통사고 줄지 않고, 
보호구역에서 더 증가.  

• 원인은 ‘현대의 게토, 지나친 
안전시설 속에 어린이와 보행
자를 가둔 보호구역’  
– 운전자를 안심시켜 오히려 과속하게 

만들고, 게다가 가드레일은 보행자
들의 자유로운 활보를 방해했기 때
문 

traffic accidents trend  
in Schoo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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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의 공유와 작명의 중요성 ’  
: 브랜드 작명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 

• 도시연대는 ‘복합’ ‘조화＇‘균형교통
＇수단으로 ‘도로다이어트’ 
– 런던은 ‘도로공간의 재분배‘, 파리는 ‘문명인의 

공간‘, 도로다이어트는 미국문화적 필터 용어  

• 그러나,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작명’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필터링
없이 도로다이어트 그대로 사용. 

– 정보왜곡…내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힘들어진다는 오해…   

많은 시행 착오 과정 

• 140억원 들인 자전거도로가 1
년도 안되어 14억원 들여서 
철거하는 상황 
– 단, 같은 상황을 1970년대 유럽, 

1990년대 미국 2000년대 캐나다 
등에서 발견됨  

• 그 원인은 조화와 균형의 부족 
– 대중교통 등과의 조화 연계교통, 

보행과의 공간 공유, 화물 조업
주차, 생활주차 등과의 공간 공
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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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안전시설, 과다한 신호등 
:시민들의 불신, 시민들간의 단절   

 

교통 재정 배분의 형평성과 진정성 

• 보행은 국가간선 교통의 단말교통
으로 국가교통망의 완성. 그러나, 
기획재정부: “생활안전은 중앙정
부보다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 2015, 생활안전 예산 10% 감축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144억원 배
정 

• 한국의 보행투자는 도로 철도 약 
14조의 0.01%.  

– 미국은 교통재정의 1.6%를 보행/자
전거에 투자. 1인당 2.5달러 수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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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시민사회는 不通의 늪에 헤
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 서울시는 보행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차없는 거리 조성, 서울역 고가도로 
보행전용화 등 정책 발표 

• 많은 시민들은 찬성하지만, 지역주
민,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은 반대하
는 목소리 
– 그러나, 실제 지역주민들은 찬성하는 의견들도 있

지만 이러한 찬성의견들이 ‘의견소통의 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음. 바로 이것이 不通 

 

Road Diet Plan 
of Seoul CBD 

CBD Resident’s 
Demonstration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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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업의 사회적 합의 실패 원인 

• 정책당국자의 인내심 부족(특히 한국의 정치적 상황)  

• 이해당사자간의 낮은 협력(세계 어디나 일반적) 

•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부정확한 정보(국가별 차이) 

외곽순환도로 등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제시된 버스전용차로와 급행버스 도입. 이해
당사자간 조정 실패. => 최근 2층 고속도로 등으로 방향 선회. 일부 전향적인 정책
으로 조정하여 고속도로BRT 조속히 도입 필요 

시민참여 성공요인 : 4C(지속적으로Continuous, 협력적

으로Cooperative, 포괄적으로Comprehensive, 함께 Collective)  

& 1S(자발적으로 Spontaneous) 

• 지속적인 청원과 정책 피이드백 : 1 장소 1개 이
슈 one place, one issue. 시청앞 광장  

• 협력적, 포괄적 관계 구축 : 사람 + 장소 + 수단 : 
부평 문화의 거리 

•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하나의 엔진＇으로  
– 바이크 에코마일리지(녹색교통)  
– SNS활동을 통한 버스노선 개혁(남양주시 지역단체) 

• 수동적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의 사다리
(ladder of participation)를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영역 확장 : 골목담허물기(대구 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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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배려있는(Comprehensive & 

Inclusive) 교통 정책의 틀 

• 기존 틀 : Top-Down 

– 지속가능교통 SD 3개 꼭지점 중
에서 환경, 경제에만 집중  

–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와 사회
적 형평성 간과  

• 새로운 틀 : Bottom-Up 

– 사회적 지속가능성(형평성, 배려, 
복원력, 안전성, 건강)우선 

– (성취 조건)  (1) 작은 열린 정부, 
(2) 참여도 높은 시민, (3)사회적 
합의 장치와 기술 등 필요 

Ref: www.greenevilletn.gov 

협력적 모비러티(cooperative 
mobility) : 지역특성에 민감한 설계  

• 공유교통, 공유도로, 공유차
량 

– 공유도로(shared roadway)와 
속도관리(speed 
management) 

– 공유차량과 smart mobility 
관리 

http://www.greenevilletn.gov/Common/News2/HomePagePopUps/Default.asp?ItemID=74264&ISrc=District&Ityp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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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술과 집합적(collective) 힘 

• Bike Echo Mileage 

– 2011 시작. 현재 약 
25,000명 가입 

• 지속가능교통 기술 

– 보행마일리지와 ITS 

– 자전거마일리지와 ITS 

– 전기차마일리지와 ITS 

– SNS커뮤니티와 BIS,BMS  

 

지속적인 issue fighting 

• (계획 단계)  
– 대안교통? 무엇이 우선인가? 

– 1개 이슈에 대해 1개 장소에서 Bottom-up planning  

• (설계 단계)  
– 완전(Complete) 도로 : 자발적 안전. 시인성 확보. 약자 우선 

– 맥락 민감(Context Sensitive) 설계 : 지역 특성. 주민 공감 

– 소통 완충(Communication Edge) : 1坪 park 

• (운영 단계) 
– 교통규제와 문화의 접합점 

– 교통안전 교육와 이용활성화 

Education 
&Encouragement 

Enforcement 
Engineering  

Evaluation & 
Planning 

Public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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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결정적 요인 : 어떻게 수동적 
시민을 자발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 (네덜란드) 일반 시민들이 재미있고, 혁신적(급진적), 체계적으로  

• (한국)       ?         ?         ? 

일반시민 만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진짜 CACS가 필요하다” 

• 시민자문위원회(Citizen advisory committees : CACs)는 
1개 장소에서 1개 주제에 대하여 시민활동가, 전문가, 이
해당사자, 일반시민(일반시민은 무작위 초청) 등에 대하
여 해법 찾기   

• 공청회 등 보다 장기적으로 현장조사, 토론 등으로 장기
적 진행. 시민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만드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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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게 : 近者說遠者來 

: 먼저, 가까운 사람들끼리 재미있어야 외부 사람들도 모인다.  시민참여가 이루어진다. 
• ‘걷자’ 페스티벌  

– 무엇이 중요한 지 함께 느끼고, 
– 어떻게 가능한 지도 확인해야  

• 보행워크샵  
– 보행환경에 대한 관심 유발 
– 일반시민들이 개선이슈에 참

여 

• 보행공모전 
• 개선이슈에 참여 

– 일반시민들이 보행환경개선
에 참여 

혁신적 시민참여는 실패하지만 
시민의식 혁명에는 성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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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 시스템적으로 접근:  
NGO가 전국 교통문화지수 조사 

• 최근 한국의 시민참여가 주춤거리는 이유 

• 정부보다 이슈선점에 실패했기 때문 

• 이슈선점을 위해 NGO가 집중해야 할 일은 
시설인프라가 아니라 “전국 지역별 이해당사
자별 장소특성별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 왜냐하면, 시민참여는 가치와 문화의 공유 속에 

배양되는 것이기 때문 

 

 

(감사의 글)  

• 그동안 녹색교통, 도시연대 등 교통관련 
시민단체를 이끄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
사드립니다.  

• 특히, 도시연대를 이끄신 고 강병기 대표
님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99년 IMF위기 직후 당신께서 설파하셨
던 “지역을 위한 대안만들기”는 지금도 여
전히 유효합니다.  

• 그러나,  2015년 지금도 마을 유출입구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교통공해＇는 더 
심각하게 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
니다.  

• 당신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보행을 중심으
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은 생존과 생
명의 문제이며,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만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
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