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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역 도로 횡단보도 조명 개선 방안
Alternative to Improve the Lighting of Crosswalk on Rural Hig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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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지방부 도로는 도시부 도로에 비하여 교통량은 은 편이나 주행속도가 높으며 그 차이가 도시부 도로에 

비하여 큰 편이다. 이러한 지방부 도로의 주행 특성은 연속조명이 없는 구간에서의 시거불량, 불필요한 신

호 기로 인한 운 자 인내심 자극  신호 반을 조장하여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횡단보도만 밝게 비추는 기존 조명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법과 기술 안이 필요한 시 이

다. 기존 횡단보도 조명의 문제   한계는 무 밝고 보행자  운 자에게 어(Glare)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에 지 낭비  조명에 의한 통행이 방해되고 있다. 한 지방지역 횡단보도 야간 교통사고는 주로 

50～70세의 고령자에게 발생하 으며 자동차 진입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이동시 사망자 수가 

그 반 의 경우에 비하여 약 2.3배 높았다. 그 이유는 자동차 조등 조사 범 의 한계로 인하여 보행자 

인식 불능인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횡단보도 보행 안 성 확보를 하여 횡단보도 조명설치 

황  문제 과 이용자 서면 설문을 통한 횡단보도 조명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보행자 안 을 한 최  

조명 방향을 설정하 다. 운 자  보행자에 하여 서면 설문을 한 결과, 횡단보도 조명 설치로 인한 야

간 시환경 개선일 필요하며 횡단보도  보행자 기 공간까지 비추는 방식을 선호하 다. 따라서 무 

밝지 않고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보행자 기 공간까지 비춰지는 조명환경 구 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 중심어 :∣횡단보도∣횡단보도 조명등∣글레어∣교통사고 통계∣편의표본추출법∣

Abstract

While rural highways carry on lower traffic volumes, the deviations of running speeds 

between vehicles appear to be higher on rural highways than urban highways. The speed 

characteristic of rural highways is adding to pedestrian-related accidents which occur on a 

crosswalk with poor sight distance due to the limits of car headlights and lighting. Specially, 

the aged was mostly occupied in nighttime-related accidents on crosswalks, and pedestrians 

crossing on the far side of approaching vehicles appear to have the probability of fatality higher 

than the near side. An alternative is needed to resolve the compounded accidents, and then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new approach to an optimum lighting environment on a crosswalk to 

improve pedestrian safety.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 survey and a field study on the 

lighting of existing crosswalks. The field study shows that the existing lighting has the problem 

of wasting energy and impeding walking due to glare. The survey shows that nighttime sight 

distance on a crosswalk is required to improve and that road users prefer to be brighter 

pedestrian waiting space together with the crosswalk. Thus, a lighting environment that is not 

too bright and illuminates the crosswalk and the pedestrian waiting space is needed to 

imp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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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 및 목적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편리하고 안 한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 보유가 화 

되었다. 이에 따라 통행 시간  빈도가 늘어 교통사고 

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차 사람 사고  횡단  사고가 46.3%, 2010년의 경우 

지방부 도로 보행자 사망자가 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57.6%(지방도 39.1%, 일반국도 28.5%)를 차지하며 총 

2,082명의 보행자 사망자 , 지방도에서 805명(38.7%), 

야간에 1,049명(51%), 횡단  사망자는 1,333명(64.0%)

으로 나타났다. 한 61세 이상의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해마다 약 1%씩 증가(1977년 5.1%, 2010년 37.6%)하고 

있으며 야간 시간 (18시～20시)에 329명(18.8%)으로 집

, 일반국도에서 많이 발생(28%)하 다. 이와 같은 결

과는 노인 운 자에 한 양보운  미흡과 무단횡단, 신

호 반 등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횡단보도 사고 

험률을 이기 해 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각종 첨

단 횡단보도 시설물이 설치․운 되고 있으나 이에 한 

안 성  효율성 검증이 미흡한 실정이며 세부 설치 규

정 한 미흡한 상태다.

횡단보도  교차로의 조명시설에 한 사항은 건설교

통부에서 발간한 ｢도로안 시설 설치  리지침-조명

시설편｣에서 조명시설의 일반 인 설치기 과 조명시설

의 종합 인 배치 주로 정리되어 있으나 횡단보도 설

치지역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기   설치 방법에 한 

구체 인 언 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부 도로는 

도시부 도로에 비하여 교통량은 은 편이나 운행속도 

 주행속도가 높으며, 그 차이가 도시부 도로에 비하여 

큰 편이다. 이러한 지방부 도로의 주행 특성은 연속조명

이 없는 구간에서의 시거불량, 불필요한 신호 기로 인

한 운 자 인내심 자극  신호 반을 조장하여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횡단보

도만 밝게 비추는 기존 조명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

법과 기술 안이 필요한 시 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횡단보도 보행 안 성 확보를 하

여 횡단보도 조명설치 황  문제 을 제시하 다. 이

용자 서면 설문을 통하여 횡단보도 조명의 필요성과  횡

단보도 보행자 안 을 한 조명 설치 방향을 제시하 다.

[그림 1]은 연구 수행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재 횡단

보도 조명 황  문제  제시, 국내․외 련 규정(기

)  련 연구 고찰, 사고자료 통계분석, 횡단보도 조

명등의 필요성 서면설문 분석을 통한 횡단보도 조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1. 서론

․ 연구 배경  목

․ 연구 내용  범

⇓
     2. 설치 황  문제

․ 횡단보도 조명 설치 황  문제

⇓
     3. 문헌 고찰

․ 국내 련 규정

․ 국외 련 규정

․ 국내․외 련 연구 고찰

⇓
     4. 자료 분석

․ 사고자료 통계 분석

․ 이용자 평가(편의표본추출)

⇓
     5. 결론

․ 종합 결론

․ 향후 연구 과제

그림 1. 연구 수행 과정

Ⅱ. 문헌 고찰

1. 국내 관련 규정
건설교통부(1998), 국토해양부(2008)의 련 지침[2]에

서는 조명시설의 일반 인 설치기 과 조명시설의 종합

인 배치 주로 정리되어 있고 원과 연색성a)은 연

속조명과 차별시켜 운 자로 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

도록 하 으나 횡단보도 지역에 따른 환경 인 요소가 

용된 조명시설 설치기   설치 방법에 한 구체

인 언 은 없었다.

KS3701[7]에서는 횡단보도 후 50m 이상의 구간의 

a) 연색성(color rendering , 演色性) : 인공 조명에 의한 물체의 색보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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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노면 조도는 30lx 이상 되도록 규정하 지만 명확

한 기 의 제시가 없다.

2. 국외 관련 규정
CIE(국제조명 원회) 115[11]의 조명기 에는 횡단보

도의 추가 조명 시설에 하여 별도의 항목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도로의 교차로, 횡단보도가 교차하거나 

차로 수  차로 폭이 감소하는 구간 등과 같이 교통류가 

상충되어 사고 가능성이 높이 구간 등을 상충구간으로 

분류하여 조명기 을 제시하 다.

EN(유럽)13201[13]에서는 부록 부분에 횡단보도에 

하여 언 하 으며 설치 간격  조명기구 방식에 한 

내용과 수직조도에 하여 제시하 다.

DIN(독일)67523-1, 2[12]에서는 횡단보도 조명의 추가 

설치 여부의 기 을 제시하 으며 평균 휘도, 균제도, 임

계치 증분, 서라운드 비  수직면 조도에 한 기 을 

제시하 다.

3. 국내 ․외 관련 연구 고찰
건설교통부[4]는 국도상의 횡단보도 조명시설물 설치

기 (안), 수평조도의 측정방법, 조명설치 시를 제시하

으나, 구체 인 조명 기 이나 설치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5]은 횡단보도 상 는 그 부근에 

있는 인물의 하반신 0.5m 이상을 50m 방의 운 자가 

시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하여 횡단보도가 

향하는 방향으로 35m이상을 밝히도록 하는 기 을 제시

하 다.

김재 [3]은 도로조명 실태  설계기 에 한 연구

에서 일반부에 연속조명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 방 측 

35m 이상의 노면을 밝게 하는 조명이 필요하며 일반부

에 연속조명이 있는 경우 일반부와 동일한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부근의 조명을 증강하여 횡단보도 후 각각 

35m 범 를 일반부보다 밝게 하도록 제시하 다.

박태훈 외[6]은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설치효과에 한 

연구에서 집 조명시설이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

고 감소효과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경제  타탕성 등

을 평가하기 해 주 역시 22개소를 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집 조명설치 후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사고

가 37.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집 조명시설의 

설치비용과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편익을 분석한 결과 

B/C가 12.85로 나타나 경제  비용 감효과가 있는 것

으로 제시하 다.

이창모 외
9)는 횡단보도 국부조명을 자동차 진행방향

으로 설치하여 보행자를 직  조명하는 것이 횡단보도 

내의 어느 치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를 쉽게 볼 

수 있게 한다고 제시하 다.

유형균[8]은 횡단보도의 조명환경 측정에 한 연구에

서 단순 수평면 조도만을 만족시키기 한 추가 조명 설

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행자와 배경의 휘도 비를 이

용한 횡단보도 국부조명의 기 (안)을 제시하 으며 휘

도 비는 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격하게 감소하는 경

향이 있다. 조명등 설치 치는 정지선(횡단보도 좌측 지

) 치가 합리 이지만 우측통행에 따른 원으로부

터의 거리는 한 조명 환경 구 시 해결해야 할 것으

로 제시하 다.

박주천[5]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방지를 한 안 시설 

설치효과 분석 연구에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후에 

한 효과평가를 사고 자료를 통하여 실시하 으며 횡단

보도 조명등 설치 후 야간 교통사고는 약 24.2%가 감소

하는 것으로 제시하 다. 하지만 횡단보도 조명 설치 기

에 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USDOT[16]에서는 18개의 ITS 기반 보행자 안  

안들의 평가결과에 한 검토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조명부문에서는 미국 Las Vegas와 Miami에 설치된 능

동  조명(Dynamic Lighting)에 한 평가를 수행하

다. 평가 결과, 볼라드 타입의 등기구가 가장 실용 (조

명 조건, 설치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외에 어b) 제어와 보행시간 동안의 라이트 제어 

등이 추가 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하 다.

FHWA[15]에서는 횡단보도 표시가 자동차의 주행속

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횡단보도 마킹 ·

후의 주행속도를 분석할 결과, 횡단보도 마킹으로는 유

의할 만한 감속 경향은 없었다.

b) 어(glare) : 부심. 이 순응하고 있는 휘도에 하여 높은 휘도

의 빛이 에 비칠 때 일어나는 불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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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WA[14]에서는 여러 가지 등기구(고압 나트륨, 메

탈할라이드, LED) 한 최  보행자 보임 조건 실험을 하

으며 보행자 높이 1.5m에서 횡단보도 연직면 조도는 

20lx가 합하다고 제시하 고 평면교차로 유형별 조명 

설치 치를 제시하 다.

Ⅲ. 설치 현황 및 문제점

재 국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조명은 과도한 밝기로 

횡단보도와 그 주변의 한 휘도 비가 확보되지 않아 

횡단보도 방향으로 진입하는 운 자가 멀리서 횡단보도

와 횡단보도 보행자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국내

에 설치된 횡단보도 조명시설(투 기)은 연속조명과 같

은 원을 사용하여 운 자가 방의 횡단보도를 멀리서 

인식하기 힘들며, 밝기 격차로 인한 운 자 시각장해요

소는  다른 사고 험을 래할 수 있다.

[그림 2]는 주행자(운 자)  보행자 에서의 조명 

시뮬 이션 를 나타낸 것으로 각각의 시야에서 보여지

는 조명 환경에는 차이가 있다. 보행자 입장에서는 밝은 

횡단보도 조명 여건으로 보여 지지만, 운 자(주행자) 입

장에서는 보행자 인식이 안 되는 조명조건이다.

그림 2. 운전자 및 보행자 관점에서의 조명 시뮬레이션

재 국내에서는 횡단보도 밝기와 주변 환경의 밝기에 

한 설계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용도 지역에 따른 

횡단보도 주변 밝기 환경에 한 제어가 필요[그림 3]하

며 기 장소의 밝기가 고려되지 않아 교통안 에 취약

하기 때문에 운 자로 하여  보행자 인식이 용이하도록 

기 장소에 한 밝기 기 이 필요하다[그림 4].

그림 3. 용도 지역에 따른 횡단보도 주변 밝기 환경

그림 4. 보행자 대기 공간 조명 유‧무에 따른 보행 환경

Ⅳ. 자료 분석

1. 사고자료 통계 분석
교통사고 통계는 도로교통공단 자료[4]를 통하여 분석

하 으며 시간  범 는 2007～2011년, 공간  범 는 

지방 지역 도로가 많이 있는 충청 남․북도, 라 남․북

도, 경상 남․북도, 강원도로 국한하 으며 사고유형은 

차 사람  횡단  사망사고에 하여 분석하 다.

체 보행 사망자 수는 2,315명으로 야간에 1,609명, 주

간에 706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5]는 자동차 입장에서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으로 야간 보행 사망자

의 경우 진행 자동차의 운 자 입장에서 볼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야간 보행자 사고 비율이 50.0%, 우

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보행자 사고비율이 21.4%로 

나타났다.

그림 5. 보행자 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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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결과는 야간의 경우 조등 빛의 조사 범

의 한계로 좌측에서 진입하는 보행자 인식 불능으로 

단된다. 승용차 하향등의 경우 조등 조사 길이는 약 

40m 이내이며 특히, 운 석 조등은 보조석에 비하여 

더 낮게 조사되기 때문에 일반 으로 주행속도 60km/h 

도로에서의 정지시거(75m)가 확보되지 않는 문제 이 

있다.

야간 보행 사망자 연령은 주로 40～80세에 분포되어 

있으며 주로 50～70세의 사망사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

다. 주간 보행 사망자의 경우, 진행하는 자동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보행자 사고가 36.7%, 우측에서 좌측

으로 이동시 30.0%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주간

의 경우 시거 확보가 야간에 비하여 양호하기 때문에 야

간과 같은 방향별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다. 보행 사망

자 연령은 주로 60～80세에 분포되었으며 야간 보행 사

망자와 다른 것은 10세 이하의 아동 보행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6. 연령별, 보행자 이동 방향별, 주‧야간별 보행 사망
자 수(가로축 : 연령)

2. 이용자 평가
일반 운 자  보행자를 상으로 횡단보도 조명 설

치 필요성에 한 서면 설문을 실시하 으며 설문 목

은 야간 횡단보도 보행과 통행 실태, 재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안 성 여부, 한 횡단보도 조명 방식 선

호도 악을 조사하 다.

그림 7. 연령별, 보행자 이동 방향별, 주‧야간별 보행 사망자
비율(가로축 : 연령)

조사 방법은 정성  조사로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한 1:1 면  조사를 하 다. 조사 기간은 2012년 9월 5

일～12일(8일간), 조사 지역은 남 보성군, 북 완주군 

일 로 해당 지역 거주  보행자, 해당 지역 운 자를 

상으로 각각 실시하 다.

표본 추출은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 을 사용하 으며 표본은 285개(보행자 157개, 

운 자 128개로 표본오차 ± 5.81%(신뢰수  95%) 다.

[표 1]은 응답자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행자  운

자로 구분하 다. 보행자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횡단보

도를 무단 횡단하는 것을 가장 험하다고 답하 으며 

야간에 조명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 는 것도 험하다고 

답하 다[그림 8]. 

그림 8. 위험성 평가(보행자)

야간 횡단보도를 건 는  자동차로 인하여  받

은 경험이 있는 보행자는 체 81.5%로 집계되었으며 자

동차 운 자의 72.6%는 제 로 정지하지 않는다고 응답

하 다. 따라서 보행자들은 보행 신호가 켜져도 체 

94.3%가 좌․우를 살피고 건거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그림 9. 야간 횡단보도 통행 중 자동차로 인한
위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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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보행자 운전자

성별

연령

직업

표 1. 응답자 특성(보행자, 운전자)

일반 인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피

고 건 는 것이 안 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자동차가 정

확하게 신호를 지키는 것이 사고 방에 최선이라고 

단된다[그림 10].

그림 10. 자동차 정지 정도 및 보행자 좌우 확인 정도 선호도

횡단보도 조명 방식에 한 설문 결과, 보행자들은 횡

단보도뿐만 아니라 보행자 기 공간까지 넓게 비춰지는 

것을 선호하 다[표 2].

조명
방식

횡단보도
횡단보도와 그 
넓이만큼 
보도까지

횡단보도와 
보도는 더 넓게

횡단보도 폭보다 
넓게 , 보도 포함

형상

비율
(%) 0.6 5.7 15.9 77.7

표 2. 횡단보도 조명방식 선호도(보행자)

야간에 어두운 횡단보도를 건 는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운 자가 체 68.8%로 나타났으며 

야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의 일반  행동은 

체 51.6%가 신호를 수한다고 응답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행자 응답(운 자 신호 반 72.6%)과는 상반

되는 결과이다[그림 11][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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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미인지 경험

그림 12. 야간 신호 준수 수준(운전자)

운 자 입장에서 횡단보도 조명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방정도는 82.8%가 조명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교통사

고 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 으며 그 이유는 멀리서도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횡단 보행자 발견이 쉽기 

때문이라고 답하 다[그림 13].

그림 13. 횡단보도 조명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정도
         (운전자) 

기존 횡단보도 조명등이 설치된 곳에서 블랙홀 상c)

을 경험한 운 자가 체 68.8%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

과는 횡단보도 조명이 무 밝아 횡단보도 통과 후 앞이 

안 보이는 상 때문이다. 비단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터

이나 지하차도 조명 설계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단

된다.

조명 방식에 있어서 운 자들의 42.2%는 횡단보도를 

비추고 보도는 더 넓게 비추는 H형태를 선호하 으며 

39.8%는 횡단보도와 그 넓이만큼 보도까지 비추는 것을 

선호하 다. 앞의 보행자 설문과는 달리 자동차가 정지

되어 있는 정지선 부근은 조명을 비추지 않아야 운 자 

시야의 조도 응시간에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응

답하 다[그림 14].

그림 14. 조명 방식 선호도(운전자)

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행자  운 자 모두 횡단

보도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 지만 지나치게 

밝은 것, 비춰지는 역에 한 차이는 있었다. 따라서 

횡단보도 주변을 어떻게, 얼마만큼의 밝기로 비출 것인

가에 한 등기구 설치 치  배  조건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Ⅴ. 결론

인류에게 자동차라는 이동 수단이 생긴 것은 불과 100

년이며 자동차 성능이 향상되면서 주행속도가 높아져 교

통안 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높아

지는 만큼 사고 발생 확률과 치사율은 높아진다. 특히 야

간에 보행자와의 상충으로 인해 사고는 후진국형 사고로

c)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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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국내에서는 횡단

보도 조명을 이용한 보행자 인지성 향상을 꾀하 으나 

그에 알맞은 설계기   배  조건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조명등의 이용자 평가를 기반으로 문제   개선방향을 

제시하 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횡단보도 조명의 문제   한계는 무 밝고 

보행자  운 자에게 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에 지 낭비  조명에 의한 통행이 방해되고 있다.

2) 지방지역 도로의 횡단보도 야간 사고는 주로 50～

70세의 고령자에게 발생하 으며 자동차 진입 방향

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보행시 50.0%의 사망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이유는 자동차 조등 조사 

범 의 한계로 인하여 보행자 인식 불능인 것으로 

단된다.

3) 보행자  운 자는 횡단보도 조명 설치로 인한 야

간 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 으며 횡단보도 

 보행자 기 공간까지 비추는 방식을 선호하

다. 따라서 무 밝지 않고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보

행자 기 공간까지 비춰지는 조명환경 구 이 필

요할 것으로 단된다.

본 논문의 향후 연구과제로서 횡단보도 조명설치 효과 

분석시 사고에 한 개별  분석을 통하여 문제 을 도

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학  근이 필요할 것으

로 단된다. 아울러 보행자  운 자에게 유리하고 환

경친화 인 횡단보도 조명설치 기 을 제시할 것이며 여

기에는 조명 설치 치, 휘도 등이 포함할 것이다. 한 

설치되는 횡단보도 조명은 그 기능에 충실하면서 경제

성, 안정성, 심미성이 고려되어 도로 내부 경 과 자연스

러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로 안 !” 제일 요한 것은 보행자나 

운 자의 법정신이다. 항상 서로의 신호를 잘 지키면 

상되는 교통사고를 크게 일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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