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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보행환경은 개인의 영역이자 공공 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보행환경의 중요성이 인지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전국 지자체가 5년마다 시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등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보행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의지하는 등 실태조사 방법론에 있어서는 기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해상도 거리 영상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보행환경 평가 지표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보행환경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해 보행환경 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보행환경 평가 연구를 리뷰를

토대로 보행환경 평가 지표 초안을 개발하고, 도출된 보행환경 평가 지표의 구체적 데이터 구축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리

영상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semantic segmentation) 결과 정확도와 영상 외 필요한 자료에 대한 취득 가능성을 검토한 후 최종

보행환경 평가 지표를 제안하였다. 도출된 보행환경 평가 지표는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접근성 4개 카테고리에 8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장 관찰 조사나 설문조사에 기반한 기존 보행환경 연구의 한계점을 탈피하고

고해상도 거리 영상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도시 연구의 지능화 계기를 마련하고 보행환경 평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보행환경, 보행환경 평가 지표, 고해상도 거리 영상, 딥러닝,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Abstract : The pedestrian environment is a very important element in the daily life of citizens as both an individual
domain and a public space. As the importance of the pedestrian environment has been recognized, a systematic
survey is needed at the national level, such as stipulating by law that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conduct
a survey of the pedestrian environment every five years. However, the survey on the pedestrian environment does
not deviate from the existing limitations in the survey methodology, such as relying on field surveys in some
area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walkability evaluation index using high-resolution streetview images and deep
learning technology. To develop a walkability evaluation index, a draft of the walkability evaluation index was
developed based on a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and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walkability
using deep learning technology. In order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ng the derived walkability 
evaluation index, the final index was proposed after examining the accuracy of the result of semantic segmentation
of streetview images and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necessary data. As for the derived walkability evaluation
indicators, it was suggested to use 8 indicators in 4 categories: safety, convenience, comfort, and accessib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break away from the limitations of existing walkability studies based on field observation
surveys and surveys, provide an opportunity for intelligent urban research using high-resolution streetview images
and deep learning technology, and perform pedestrian environment evaluation tasks more efficiently.
Key Words : Pedestrian environment, Walkability evaluation index, Street level imagery, Deep learning technology, 

Semantic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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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보행 활동을 유발하는 도시 환경은 개인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교통 체증 문제, 환경적․ 사회적인 비용 감소, 주택 

가격 상승과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보행환경은 개인의 영역이자 공공 공간으로서 시민

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보행 안전과 

보행 활성화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2012년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국으로 보행 안전 정책 및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보행안전법에서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

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자전용길’

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전

국 지자체에서는 5년마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실태조

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진행된 근린 환

경과 보행 활동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근린의 물리적 환경

인 주거밀도, 토지이용 혼합도, 가로망 연결성이 높을수록 

보행 활동이 높게 나타나며(Frank et al., 2005), 이경환･안

건혁(2008)의 연구에서도 토지이용 혼합도가 높고 생활편

의시설 이용 및 쇼핑과 산책, 운동의 목적으로 보행이 이

루어질 때 보행 활동이 높게 나타남을 시사하였다. 또한 

박소현 등(2009) 연구에서는 가로가 청결하고 조용하며 

공기가 좋은 가로의 쾌적성이 보행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

을 준다고 분석하였으며 박근덕･이수기(2018)는 근린생

활시설,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은 거주민의 보행 활동을 

장려하고 주관적 건강 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

였다. 보행환경이 중요성이 인지되면서 보행 만족이나 보

행 안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으

며, 이들 연구에서는 보행환경 평가를 위해 어떠한 항목들

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

구들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평가는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

로 하거나, 보행 만족에 대해서는 소규모 설문에 의존한다

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고해상도 거리 영상자료의 제공과 딥러닝 기술의 

발전은 도시 환경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고해상도 거리 영상자료를 제공한 대표적 예로

서 구글 스트리트뷰(Google Street View, GSV)를 활용하

여, Gebru et al.(2017)는 미국 내 200개 도시의 약 5000만 

개의 구글 스트리트뷰를 통해 차량 유형에 따라 해당 커뮤

니티의 소득수준, 인종, 교육 수준, 투표 패턴 등을 추정하

고, 인구변화를 감지할 수 있음을 밝혔다. Ilic et al.(2019)

은 캐나다 오타와 지역을 대상으로 구글 스트리트뷰를 샴 

네트워크(Siames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을 

활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탐지하고, 이를 시계열적으

로 분석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를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구글 스트리트뷰를 기반으로 딥

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에 대한 인식(Salesses et al., 

2013; Dubey et al., 2016), 거리 이미지(Law et al., 2017), 

근린 변화(Naik et al., 2017), 보행환경(Yin et al., 2015; 

Nguyen et al., 2019), 도시 녹지변화(Li and Ratti, 2018), 도

시 건조 환경 특성(Liu et al., 2017; Cheng et al., 2017)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도시의 다양한 건조환경을 

고해상도 거리 영상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석 가능함을 제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해상도 거리 영상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

여 도시 보행환경을 상세한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

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보행환경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한 방법론의 구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지역은 

전주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2장에서는 보행환경 평가에 

활용될 고해상도 거리 영상과 시멘틱 세그먼테이션(semantic 

segmentation) 방법론, 그리고 지표 개발 과정에 대해 기

술하였으며, 3장에서는 보행환경 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및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기술을 활용한 보행환경 평

가 연구 리뷰를 토대로 보행환경 평가 지표 초안을 개발하

였으며, 4장에서는 도출된 보행환경 평가 지표의 데이터 

구축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리 영상의 시멘틱 세그먼

테이션 정확도와 영상 외 필요한 자료에 대한 취득 가능성을 

검토한 후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향후 과제에 대해 5장에서 기술하였다.

II. 연구 방법

현재 한국에서 거리뷰(streetview)를 제공하는 지도 서

비스로는 구글 스트리트 뷰, 카카오 맵, 네이버 지도 등이 

있다. 이 세 개의 서비스 모두 내부적으로 결정된 주기에 

따라 거리뷰를 업데이트하며, 최신의 데이터와 함께 과거 

데이터들도 제공하고 있는데 동일한 지점이라도 서비스 

플랫폼에 따라 최신 시점이 서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전

주한옥마을 관광안내소(x: 35.817911, y:127.15357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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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V의 경우 2015년 9월, 카카오 맵은 2021년 10월, 네이버 

지도는 2021년 12월에 촬영된 거리뷰를 최신의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다. 구글 스트리트 뷰는 해외 사이트에서 제공

하는 정보로 거리 영상의 업데이트 주기가 길며, 카카오 

맵과 네이버 지도의 경우 카카오 맵에서 제공하는 거리뷰 

영상의 제공 범위가 네이버 지도보다 넓어 본 연구에서는 

카카오 거리뷰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카카오 거리뷰 데이

터의 수집은 국가공간정보포털에 게시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 도로구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30m 간격으로 포인트

를 추출한 후 각 지점의 경위도 값을 얻어 해당 지점의 영

상자료를 취득하였으며, 카카오 맵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이용하여 거리 영상자료를 크롤링(crawling)

하였다. 카카오 API를 사용하여 거리 영상을 획득하기 위

해서는 샘플링 간격, heading, pitch, fov와 같은 파라미터 

값을 설정해줘야 하는데 한 지점에서 앞, 뒤, 좌, 우 4방향

의 영상을 크롤링하여 보행환경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 그림 2). 

이미지 데이터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론으로 

이미지 세그먼테이션은 주어진 이미지의 각 픽셀을 특정 

클래스로 분류하는 방법론이다. 많은 딥러닝 기반 이미지 

분할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대표적인 모델로는 FCN, PSPNet, 

DeepLap 등이 있고, 이들을 변형한 다양한 모델이 있다. 

이미지 세그먼테이션 모델의 성능은 IoU (Intersection 

over Union)로 평가하는데, 이미지 세그먼테이션 대회인 

PASCAL VOC 2012 test를 보면,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의 초

기 모델이라 할 수 있는 FCN모델의 성능이 62.2%에서 시

작하여 대표적인 모델의 성능을 살펴보면 ParseNet 

69.8%, PSPNet 85.4%, DeepLab v3+ 89.0%, EfficientNet- 

L2+NAS-FPN 90.5%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CN은 VGG16의 마지막 레이어인 fully connected layer를 

1*1의 convolution layer로 바꾼 것이며, PSPNet은 local 

contextual information과 함께 global contextual infor-

mation을 활용하여 형상과 주변 상황을 모두 고려할 수 있

도록 FCN 모델에 Pyramid Pooling Module을 추가한 것이

고, DeepLab은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에서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atrous convolution을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Chen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DeepLab v3 모

델을 활용하였다.1)

거리 영상의 이미지 분할을 위해서는 거리 영상을 의미 

있게 세그먼테이션 할 수 있는 훈련데이터 셋이 필요하다. 

거리 영상의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훈련데이터 셋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cityscape와 

ADE20K가 있다. city scape는 도시의 거리 영상을 분류하

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셋으로 50개 도시에서 

수개월(봄, 여름, 가을) 동안 낮 시간에 찍은 사진으로 이

루어있으며, 30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 거리에

서 주로 발견할 수 있는 객체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ADE20K는 실내외 이미지에 포함된 하늘, 도로, 사람, 침

대 등 150개 클래스를 가지며, SUN과 Places database로부

터의 scene categories를 포함하고 있다(표 1). cityscape와 

ADE20K 클래스를 비교해보면 ADE20K의 클래스가 강

(river), 꽃(flower)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객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 가로의 다양성 분석을 위해서는 ADE20K 데

이터 셋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되어 본 연구

에서는 ADE20K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분할하고자 한다.

물리적 보행환경 평가를 위해서는 보행환경을 평가하

그림 1. 전주시 거리뷰 영상 데이터 취득지점

앞 오른쪽 뒤 왼쪽

그림 2. 동일지점에 대한 4방향 이미지 예시(전주한옥마을 관광안내소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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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과 지표들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보행환경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흐름은 그림 3과 같다. 첫째, 보행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보행환경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국

내외 보행환경 만족 또는 보행 안전 평가 관련 연구를 검토

하고, 해당 연구에서 제안하는 보행환경 평가 카테고리와 

항목, 지표 산출 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별도로 거리 

영상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보행환경 평가 연구에서의 

카테고리와 지표도 검토하였다. 보행환경 평가 카테고리

와 항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카테고리 항목을 선정하고, 

해당 카테고리별 지표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

해 보행환경 평가 지표 1차 안이 완성되었으며, 이들 지표

에 대해 영상자료 객체 분류 정확도, 자료 취득 가능성 및 

용이성, 지표 간 중복성 등을 검토한 후 보행환경 평가를 

위한 최종안을 만들었다. 

III. 보행환경 평가 지표 개발

1. 보행환경 평가 지표 관련 연구 분석

본 연구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보행환경 관련 기존 선

행연구는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는 도시민이 보행환경에 만족을 느끼는 요인이 무엇인지

를 밝히고자 한 연구이며, 방법론으로는 주로 설문조사에 

의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여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표 

2). 이들 연구는 소규모 지역 및 표본을 대상으로 보행환경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성적인 측면의 보행성 평가에 초점

을 두고 있다. 두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보행안전법이 시

행되면서 5년마다 수립되는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실태

조사에 초점을 맞춰 보행 안전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표 3). 

표 1. City Scape와 ADE20K 클래스 비교

Group City scape 클래스 ADE20K 클래스

flat road, sidewalk, parking, rail track road;route, sidewalk;pavement, dirt;track, land;ground;soil

human person, rider person;individual;someone;somebody;mortal;soul

vehicle

car, truck, bus, on rails, 

motorcycle, bicycle, caravan, 

trailer

car;auto;automobile;machine;motorcar, boat, bus;autobus;coach;charabanc;

double-decker;jitney;motorbus;motorcoach;omnibus;passenger;vehicle, 

bicycle;bike;wheel;cycle, airplane;aeroplane;plane, van, ship

construction
building, wall, fence, 

guard rail, bridge, tunnel

wall, building;edifice, fence;fencing, railing;rail, skyscraper, stairs;steps, bridge;span, 

bench, hovel;hut;hutch;shack;shanty, truck;motortruck, tower, awning;sunshade;sunblind, 

step;stair,pier;wharf;wharfage;dock, bannister;banister;balustrade;balusters;handrai, 

fountain

object
pole, pole group, 

traffic sign, traffic light

box, signboard;sign, streetlight;street;lamp, booth; cubicle;stall;kiosk,trade; 

name;brand;name;brand;marque, sculpture, traffic;light;traffic;signal;stoplight, 

trashcan;trash;can;garbage;can;wastebin;ash;bin;ash-bin;trashbin;dustbin;trash;barrel;

trash;bin, pole, canopy, tent;collapsible; shelter

nature vegetation, terrain
tree, grass, mountain;mount, plant;flora;plant;life, water, sea, rock;stone, sand, river, 

flower, hill, palm;palm;tree, pot;flowerpot, lake, waterfall;falls

animal - animal;animate;being;beast;brute;creature;fauna

sky sky sky

void group, dynamic, static -

그림 3. 보행환경 평가 지표 개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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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사고 가운데 보행

자 사고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 객관적 측정이 가

능한 물리적 환경(보도폭, 노면 상태, 보행 장애물 등), 보

행자 시설(교통약자 지원시설, 건널목, 신호등 유무 등) 등

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보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최근 

해외에서 고해상도의 거리 영상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

여 정성적 보행환경 평가를 정량화하고, 이를 가로 수준으

로 나타내어 가로 수준의 보행환경을 평가하려는 연구들

이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종합해보면 보행환

경 평가에는 정성적 요인과 정량적 요인이 함께 고려되어

야 하지만 기존에 정성적 평가는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소

규모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보행안전법 시행 이후 

지자체의 보행환경은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보행 안전

이 강조되면서 보행 안전 관련 물리적 환경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현장 조사 한계 상 도

시 단위를 지역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해

외의 경우 고해상도 거리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최근

에 연구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행환경 평가를 

위한 항목이 매우 다양하고, 포함되는 변수들의 계산 방법

도 매우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보행 만족과 관련된 영향 요인 분석 

저자명 연구 목적 영향 요인

김규리, 

이제선

(2016)

보행자의 관점에서 보행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공간 요소 및 이에 대

한 보행자의 인지가 보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고자 함. 

- 이동성: 보행로면, 차로면, 건축물 입면, 불법 주정

차량, 보도 포장 상태 

- 안전성: 가로등, 차로와 보도와의 단차 등

이상규 등

(2001)

상업적 가로환경에 대한 보행자의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였으

며, 지역적 특성, 환경, 그리고 정신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조사를 

수행함.

- 지역적 특성, 옥외광고물, 보행환경 및 쾌적성, 식

재 및 가로 설치물, 건축물 등

이수기 등

(2014)

2012년 서울시 보행 만족도 조사 자료(PSSD)를 활용하여 보행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환경의 요소들을 조사하고자 함. 

- 안전성, 쾌적성: 보행 특화 거리

- 기능성: 보도 폭

- 다양성: 거리별 토지이용

이수기 등

(2016)

보행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 환경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보행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관적 요인 외에 물리적 환경 변수로는 

건축물, 가로 형태, 토지이용, 경계 공백 등 추가하여 분석함.

- 기능성: slope

- 쾌적성: park-green area ratio

- 접근성: bus station density

- 연결성: school zone length

조혜민, 

이수기

(2016)

보행 활동 유형을 일상 보행, 여가 보행으로 구분하고 거주자를 대상

으로 근린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지환경과 객관적 측정환경으로 구분

하여 개인의 인구ㆍ사회학적 특성과 근린의 물리적 환경이 보행 활동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함.

- 다양성: 토지이용 혼합도

- 편리성: 대중교통 편리성, 측정된 버스정류장 수 

- 접근성: 공원 및 산책로 접근성, 공원까지 거리의 

차이, 시설에 대한 접근성

- 기능성: 보행환경, 자전거 전용도로

- 안전성: 범죄 안전성

- 쾌적성: 소음, 자연환경, 청소관리 상태

김수봉 등

(2006)

근린 거리환경에 대한 보행자 중심의 생활환경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보행자 만족도 분석을 통한 보행환경의 개선 요소들

을 확인하고자 함.

- 안전성: 보행자의 안전

- 기능성: 넓은 보행로

- 다양성: 지역적 특성

Mateo-

Babiano

(2016)

보행자의 걷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보행자를 만족시키는 환경요인

의 우선순위를 조사하고자 함.

- 이동성:(Mobility) → 3개 세부 지표

- 안전성(Protection) → 6개 세부 지표

- 용이성(Ease) → 6개 세부 지표

- 접근성(equitable access) → 5개 세부 지표

- 정체성(Identity) → 5개 세부 지표

- 즐거움(Enjoyment/leisure) → 5개 세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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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 환경 평가 지표 개발

설문이나 현장 조사 기반의 보행환경 평가 연구와 거리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보행환경 평가에서 제안하는 보행

환경 평가항목은 연구자마다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각 연

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항목들도 있다. 표 5는 앞선 

리뷰에서 언급되었던 보행환경 평가항목을 카테고리별

로 정리한 자료이며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빈도

가 높으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4개 항목을 보행환경 

평가를 위한 카테고리로 도출하였다. 선별된 카테고리는 

표 3. 보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 분석 연구 

저자명 연구 목적 평가항목 및 변수

박철영･

이수기

(2016)

보행자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 특성 

분석

종속변수 보행자 교통사고 수/가로 버퍼 면적(km2)

독립변수

차량 통행량 도로혼잡도, 도로 폭, 차량 평균속도

보행량 유동 인구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지하철역

가로시설물 횡단보도, 육교, 과속방지턱, 가로수

교차로 생활권 3지 교차로, 4지 교차로, 5지 이상 교차로

토지이용 주거면적, 상업면적, 기타 용도 면적

배민경･

박승훈

(2018)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사고에 

가로환경이 미치는 

영향 분석

종속변수 무단횡단 사고 발생 건수

독립변수
가로환경

(도로구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수, 교

차로 수, 평균 차선 수, 소로길이 합, 중로 길이 합, 대로 이상 길이 합

(교통안전) 어린이보호구역, 험프 밀도

(조경 시설) 가로수

(입체횡단시설) 지하보도, 육교

보행 유발 버스정류장, 건물 출입구, 개발밀도

이수민･

황기연

(2009)

보행 안전 영향 

요인 파악

종속변수 보행 안전

독립변수
보행거리, 보행 시간, 보도폭, 포장, 경사, 횡단보도, 상가, 녹지, 길의 꺾임, 조명, 가로시

설, 볼거리, 경치, 유동성

이세영･

이제승

(2014)

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영향 요인 파악

종속변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밀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밀도

독립변수
차량 내부 통행량, 보행자 밀도, 어린이 인구밀도, 용도 혼합도, 교차로 밀도, 도로 면적 

비율, 평균경사도, 버스정류장 밀도, 지하철역 밀도

서지민･

이수기

(2016)

서울시 보행자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 요인 파악

종속변수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 중상 이상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 경상 이하 보행

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

독립변수

인구요인 인구, 노령화지수

가로환경

차선 수, 자동차 제한속도, 횡단보도 밀도, 과속방지턱 밀도, 지하철역 

입구 밀도, 중앙버스 전용 차선 정류장 밀도, 어린이보호구역 밀도, 노인

보호구역 밀도 

가로구조 막다른 골목 밀도, 삼거리 밀도, 사거리 밀도, 오거리 이상 밀도

용도지역 주거지역 비율, 상업지역 비율

토지이용
건물 밀도, 주거용 건물 밀도, 상업용 건물 밀도, 업무용 건물 밀도, 토지

이용 혼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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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해상도의 거리 영상을 활용한 보행환경 평가 관련 주요 연구

저자명 연구 목적 영상 출처 평가방식 

Zhou et al.

(2019)

거리 영상에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도시의 

시각적 보행 지수(Visual 

Walkability Index)를 

개발하고 측정함

바이두 영상 활용, 

SegNet를 이용한 거리의 

객체 탐색,

VWI Index 개발하고 

가로단위로 측정

- 보행 환경성 평가항목

(Tn: 나무 픽셀 수, Cn: 장애물 픽셀 수, Bn: 빌딩 픽셀 수,

Pn: 포장 픽셀 수, Rn: 도로 픽셀 수, Fn: 펜스 픽셀 수)

Li, Y. et al.

(2020)

도시 거리의 보행환경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보행  환경 지수(WoUS)를 

개발하고 평가함

GSV 영상 활용,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에 

의한

 WoUS(walkability of 

urban streets) 개발

- 보행성(WoUS) 평가항목

(GPi : 녹지(greenery) 픽셀 수, SPi : 하늘(sky) 픽셀 수, PPi : 

포장(pavement) 픽셀 수, RPi : 도로(road) 픽셀 수, Pi : 총 픽셀 수) 

Blečić, I. et al.

(2018)

보행환경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방법 제안, 

보행성을 평가함

GSV 영상 활용,

보행환경 평가는 5단계 

리커르트 척도

- 보행환경(Wakability)에 대해 관찰자들에게 1~5점 사이의 점수로 

답하도록 함. 

Li et al.

(2018)

인간의 보행 활동과 거리 

경관의 물리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함.

GSV 파노라마 영상 활용, 

하늘 시계 지수(SVF)와 

녹색 지수(GVI)를 통한 

보행환경 측정

- 보행환경 평가항목

sky view factor(SVF) = 

(1에 가까울수록 하늘에 장애물이 없는 개방감이 높은 상태) 

Green view index(GVI) =
 

(Areag_i : 녹색(green) 픽셀 수, Areat_i : 총 픽셀 수)

표 5. 보행환경 평가 카테고리 검토 

Zhou 

et al.

(2019)

Li et al.

(2020)

Blečić 

et al.

(2018)

Li et al. 

(2018)

이수기 

등(2016)

박근덕･

이수기

(2018)

Kim et al.

(2014)

Quercia 

et al.

(2015)

Mateo-

Babiano 

(2016)

안전성

(Safety)
● ○ ○ ○ ○ ○

편리성

(Convenience)
● ● ○ ○ ○ ○

쾌적성

(Comfort)
● ● ○ ● ○ ○ ○ ○

접근성 

(Accessibility)
○ ○ ○ ○ ○ ○ ○

연결성/연속성

(Connectivity)
○ ○ ○

정성적 평가

(Perceptibility)
○ ○

생동성 

(Convivality)
○ ○

다양성

(Diversity)
○

(● : 영상 분석, ○ : 영상 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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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보행환경 평가 카테고리별 세부 항목 

카테고리 평가항목

Zhou 
et al.
(2019)

Li 
et al.
(2020)

Blečić 
et al.
(2018)

Li et al. 
(2018)

이수기 

등(2016)

박근덕･

이수기

(2018)

Kim
et al.

(2014)

Quercia 
et al. 
(2015)

Mateo-
Babiano 
(2016)

안전성 

(Safety)

visual crowdedness
(장애물 픽셀 수(보행자, 
폴, 자전거, 도로 마킹, 사인 

심볼, 자동차)/총 픽셀 수)

●

조도(iot 센서 데이터) ○ ○

어린이 보호구역 연장 ○

건널목 유무 ○ ○ ○

버스전용차로 유무 ○

보도 펜스 유무 ○ ○

교통신호등 유무 ○ ○

가로등 램프 유무 ○

도로교통사고 ○

범죄 발생 ○

CCTV ○

교차로 경찰관 ○

편리성 

(convenience)

visual pavement
(보도 포장/도로) 비율

● ●

경사도 ○ ○ ○

보도폭 ○ ○

보도 넓이와 quality ○

연속적인 보도 ○

안내표지판 ○ ○

화장실 등 거리 편의시설 ○

쾌적성 

(comfort)

psychological greenery
(트리 픽셀/총 픽셀)

● ● ● ○ ○

outdoor enclosure
(빌딩 픽셀 +트리 픽셀/ 
pavement 픽셀 + 도로 

픽셀+ 펜스 픽셀) 비율

●

enclosure
(하늘 픽셀/총 픽셀) 비율

●

SVF(sky View Factor) ●

보행자 밀도 ○

소음(IOT 센서 데이터) ○

가로수 밀도 ○

공원 녹지 비율 ○

나무 존재 여부 ○

쓰레기 존재 여부 ○

그늘막/그늘진 통로 ○

접근성 

(Accessibility)

walkscore(다양한 poi 
지점까지의 거리)

○ ○ ○

4차 노드 수 비율 ○

버스정류장 밀도 ○

500m 이내 1종 근린 생활 

시설 수
○

500m 이내 2종 근린 생활 

시설 수
○

500m 이내 대형 상업시설 수 ○

버스정류장 거리 ○ ○ ○

지하철 거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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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접근성이다. 보행환경 평가 카테

고리로 4개가 선정되었지만 해당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보

행환경 평가 지표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고, 산출되는 계산

방식도 다양하다. 표 6은 4개 카테고리에 대해 각 연구에

서 어떠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이며, 이

를 바탕으로 카테고리별 대표성과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표 7과 같은 보행환경 평가 지표 초안을 완성하였다. 

IV. 보행환경 평가 지표 검토

보행환경 평가를 위해 도출된 표 7의 지표 중, 영상기반

의 지표에 대해서는 영상분류 정확도에 대한 검토,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절차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서구에서 만들어진 훈련데이터 셋의 경우 서

구의 거리에서 나타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높지

만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높

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기술을 활용한 거리 

영상 분할 결과 정확도 검토

거리 영상의 시멘틱 세그먼테이션을 위한 딥러닝 모델

은 DeepLab V3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ADE20K에 사전 훈

련된 DeepLab V3를 기준으로 거리 영상을 분할하면 총 

150개의 객체별 영상에서 차지하는 비율 값이 생성된다. 

그림 4는 하나의 영상을 예시로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적

용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에서는 원본영상,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적용 이후 분할된 이미지, 그리고 본 연구에

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12개 항목별 세그먼테이션 

결과 이미지와 12개 항목별 분류 결괏값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물리적 보행환경 평가를 위해 영상에서 확

인이 필요한 항목은 총 12개 항목이었다. 보행로 장애물 

관련 6개 항목(사람, 자동차, 버스, 트럭, 밴, 자전거), 펜스

(보도 펜스 유무), 보도 비율 관련 2개 항목(도로, 보도), 쓰

레기(trash), 녹색 지수(tree), 하늘 개방감 지수(sky) 등이

다. 거리 영상의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결과에 대한 확인은 

전주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등 토지

이용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개 지점, 총 40개 

표 7. 보행환경 평가항목 

카테고리 지표 지표 산출 방법 자료출처

안전성 

(Safety)

보행로 장애물/혼잡도

(visual crowdedness)

장애물 픽셀 수(보행자, 폴, 자전거, 도로 마킹, 

사인 심볼, 자동차)/총 픽셀 수
영상

보도 펜스 유무 fence 유무 영상

도로교통사고 교통사고 유무 및 가중치 부여 행정 데이터/ GIS 기반 분석

편리성

(Convenience)

보도 비율

(visual pavement)
(보도 포장+펜스/도로) 비율 영상

경사도 경사도에 따른 면적 비율 수치지형도/ GIS 기반 분석

보도폭 보도 유무 수치지형도/ GIS 기반 분석

쾌적성 

(Comfort)

녹색 지수

(psychological greenery)
(트리 픽셀/총 픽셀) 비율 영상

하늘 개방감 지수

(enclosure)
(하늘 픽셀/총 픽셀) 비율 영상

쓰레기 존재 유무 trash 유무 영상

접근성

(Accessibility)

주요시설 접근성

(walkscore)
다양한 poi 지점까지의 거리 카카오 POI/ GIS 기반 분석

버스정류장 거리
영상 기준점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에 따른 가중치 부여 
행정 데이터/ GIS 기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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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대해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분류 정확도를 확인하

였으며 정확도 확인은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를 기

준으로 수행하였다(표 8).

정확도는 전체 영상 가운데 정확하게 분류한 것을 기준

으로 하였다. 예를 들면 쓰레기 객체의 경우 전체 40개 이

미지 가운데 쓰레기가 있는 것을 쓰레기가 있다고 분류한 

것(TP) 2개, 쓰레기가 없는 것을 없다고 인식한 것(TN)이 

33개, 쓰레기가 있는데 없다고 잘못 인식한 것(FN)이 2개, 

쓰레기가 없는 이미지를 있다고 오분류한 것(FP)이 3개로 

나타났다(그림 5). 이 과정은 40개 영상에 대해 원본영상

에서 쓰레기 객체 확인, 그리고 분류 결과 분할 값에서 쓰

레기 객체 인식 결과를 일일이 대조하면서 분류정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이렇게 분할된 영상에 대한 

정확도는 전체 40개 영상 가운데 있는 것을 있다고 인식한 

결과(TP)와 없는 것을 없다고 인식한 결과(TN)를 합하여 

산출하였으며, 쓰레기 객체의 경우 전체 정확도는 (TP 

+TN)/(TP+FP=FN+TN) = (2+33)/40으로 전체 정확도는 

87.5%이다. 쓰레기 객체 외 12개 객체의 정확도 확인 결과

는 표 9와 같다. 하늘, 나무와 같은 객체의 분류정확도가 

높았으며, 장애물 요소 가운데 자동차, 버스, 트럭, 자전거 

등의 오 분류 비율이 낮았지만, 사람의 경우 분류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객체를 잘못 인식한 오

분류의 예로 현수막이나 에어컨 실외기를 밴(van)으로 예

측하거나 유리창의 일부를 버스(bus)로 인식하기도 하였

거리 영상 12개 항목별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결과 ADE20K 기준 분류 결과

<원본 이미지>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결과>

<‘sky’(2)> <‘tree’(4)> <‘fence’(32)>

building, edifice : 0.317
sky : 0.1355

windowpane, window : 0.0005
wall : 0.0088
signboard, sign : 0.0041
trade name, brand name, brand, 
marque: 0.0174
bulletin board, notice board : 
0.003
tree : 0.0944

streetlight, street lamp : 0.0
awning, sunshade, sunblind : 
0.0147
mountain, mount : 0.0013
fence, fencing : 0.0002

road, route: 0.3396

bus, autobus, coach, charabanc, 

double-decker, jitney, motorbus, 

motorcoach, omnibus, passenger 

vehicle : 0.0

car, auto, automobile, machine, 

motorcar : 0.0017

grass : 0.0
sidewalk, pavement : 0.0253

plant, flora, plant life : 0.0102
base, pedestal, stand : 0.0054
booth, cubicle, stall, kiosk : 
0.0058
earth, ground : 0.0035
person, individual, someone, 

somebody, mortal, soul : 0.0002

minibike, motorbike : 0.0008
box : 0.0004
truck, motortruck : 0.0

rock, stone : 0.0096
path : 0.0

<‘sidewalk, 

pavement’(11)>

<‘road, route’(6)> <‘person’(12)>

<‘car’(20)> <‘bus’(80)> <‘bike’(127)>

<‘truck’(83)> <‘van’(102)> <‘trash’(138)>

그림 4.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결과 예시

(해당 영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객체의 정보를 결괏값으로 보내주며, 이 가운데 12개 객체에 대한 비율 값을 굵은 글씨체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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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낮은 기둥이나 전봇대를 사람(person)으로 분석하기

도 하였다. 쓰레기의 경우 보행과 관련하여 쾌적성을 저해

하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지만 분류 정확도가 낮아 평가 

지표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도와 차

도를 구분하는 펜스의 경우 보행 안전에 중요한 요소이지

만 영상에서 분류되는 펜스에는 보차도를 구분하는 펜스

뿐 아니라 건물의 방범창 등도 펜스로 인식되고 있어 보차

도와 인접한 펜스만을 펜스로 구분할 수 있도록 추가 처리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안전성 중 보행로 장애물

(obstacle)의 경우 기둥(pole), 입간판을 포함한 표지판

(signboard)과 같은 요소들도 고려되었으나 객체 인식 정

확도가 낮아 제외되었고 교통 신호(traffic signal), 가로등

(street light)의 경우에도 안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객체 인식 정확도가 낮아서 제외

되었다. 

표 8. 혼동행렬을 기반으로 한 정확도 산출 기준

  Actual Class

Predicted

Class

Positive Negative

Positive
TP

(True Positive)

FP

(False Positive)

Negative
FN

(False Negative)

TN

(True Negative)

*정확도(Accuracy) : 전체(TP+FN+FP+TN) 중, 맞은 비율(TP+TN) = 잘 인식한 경우

출처 : Kohavi and Provost(1998)

[object : trash(bin) Actual Class

Predicted

Class

Positive Negative

Positive 쓰레기가 있는 이미지를 있는 것으로 잘 인식(TP) : 2 쓰레기가 없는 이미지를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FP) : 3

Negative 쓰레기가 있는 이미지를 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FN) : 2 쓰레기가 없는 이미지를 없는 것으로 잘 인식(TN) : 33

오분류

 

(결과치:0.0016)

 

(결과치:0.0001)

FP(화분을 쓰레기로 잘못 인식) FP(벽면 전단지를 쓰레기로 잘못 인식)

 

(결과치 없음)

 

(결과치 없음)

FN(쓰레기가 존재함에도 인식하지 못함) FN(쓰레기가 존재함에도 인식하지 못함)

그림 5. 쓰레기 객체 분류 정확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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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 외 자료의 취득 가능성 및 분석 방법 

검토

영상 외 자료 취득이 필요한 지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

였다. 과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는 보행환경 평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

러나 교통사고 데이터는 행정동 단위로만 취득 가능하여 

30m 간격으로 보행환경을 평가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경사도의 경우 일반적

으로 DEM 데이터 또는 1:1000 수치지형도의 등고선 데이

터를 활용하여 경사도를 산출할 수 있다. 보행환경 평가 

시 경사도를 계산하는 방법론은 다양하나‘대상지 전체 면

적 가운데 경사도 5% 미만 비율(박효숙 등, 2019)’을 고려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접근성 지표로는 근린

시설이나 대중교통 시설과의 거리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린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영상 취득

지점으로부터 주요 POI(point of interest)까지의 거리를 

산출하는데 주요 POI 지점에 대한 정보는 카카오 POI 정보

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업데이트 주기가 빨라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10은 전주시 POI 정보이며 전주시

에 존재하지 않는 지하철역과 보행 활동과의 관련성이 낮

은 주유소 및 충전소, 중개업소를 제외하고 15개의 POI 지

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대중교통 시설

과의 접근성은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를 산출하여 계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보행환경 평가 지표 개발 

선행연구 결과 도출된 보행환경 평가 지표에 대해 영상

자료 분석 정확도와 데이터 수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적으로 제안된 보행환경 평가 지표는 표 11과 같다. 영상 

분석 기반의 지표에서 정확도 검증 결과 사람 객체와 쓰레

기 존재 유무에 대한 정확도가 낮아 최종 지표에서 제외되

었고 영상 분석 외 지표 중 도로교통사고 데이터의 경우 지

점별 또는 가로 수준의 상세한 데이터 수급의 한계로 다음

의 최종 8개의 보행환경 평가 지표가 도출되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고해상도 거리 영상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

여 도시 보행환경을 상세한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

표 9. 객체별 인식 정확도 분석 

object 영상 분석 결과 정확도(%)

1 sky ∙ 40개 영상 중 40개 잘 인식 (40/40)*100=100

2 tree ∙ 40개 영상 중 40개 잘 인식 (40/40)*100=100

3 fence ∙차도에 접하는 보도 펜스 추출 필요 (34/40)*100=85

4 sidewalk, pavement ∙객체 존재 유무에 대한 정확도는 높은 편이나 면적(비율)에 대한 정확도 검증 필요 (39/40)*100=97.5

5 road, route
∙객체 존재 유무에 의한 정확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나 보도와 구분이 애매한 경우, 

비율에 대한 정확도 확인의 어려움.
(36/40)*100=90

6

obstacle

person

∙오분류 비율이 다른 객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사람이 존재하더라도 1~2명인 경우가 많아서 시각적 혼잡성(Visual crowdedness)과

의 관련성이 낮음

(29/40)*100=72.5

7 car ∙오분류 비율 낮음 (39/40)*100=97.5

8 bus ∙오분류 비율 낮음 (39/40)*100=97.5

9 truck ∙오분류 비율 보통 (33/40)*100=82.5

10 van ∙오분류 비율 낮음 (37/40)*100=92.5

11 bike ∙오분류 비율 낮음 (40/40)*100=100

12 trash(bin)

∙객체 분포 확률이나 인식 정확도가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단독 변수로

서의 분석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 

∙쓰레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객체(예: 펜스, 화분, 교통 시설물)를 쓰

레기로 인식

(35/40)*10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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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보행환경 평가 지표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보행

환경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해 보행환경 평가와 관련된 국내

외 문헌 및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보행환경 평가 연구를 리

뷰를 토대로 보행환경 평가 지표 초안을 개발하고, 도출된 

보행환경 평가 지표의 구체적 데이터 구축 가능성을 확인

하기 위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거리 영상의 시멘틱 세그

표 10. 전주시 카카오 POI 현황 

코드 시설물 유형 시설 수 포함 여부

1 MT1 대형마트 19 상업시설

2 CS2 편의점 339 상업시설

3 PS3 어린이집, 유치원 338 서비스 시설

4 SC4 학교 85 서비스 시설

5 AC5 학원 1327 서비스 시설

6 PK6 주차장 345 서비스 시설

7 OL7 주유소, 충전소 85 보행 활동과 관련성 낮음

8 SW8 지하철역 0 X

9 BK9 은행 292 서비스 시설

10 CT1 문화시설 83 여가활동 시설

11 AG2 중개업소 869 개인의 일상 보행과 관련성 없음

12 PO3 공공기관 41 서비스 시설

13 AT4 관광명소 155 여가활동 시설

14 AD5 숙박 508 상업시설

15 FD6 음식점 5126 상업시설

16 CE7 카페 1316 상업시설

17 HP8 병원 503 서비스 시설

18 PM9 약국 192 상업시설

표 11. 보행환경 평가 지표 

카테고리 지표 지표 검토 결과

안전성 

(Safety)

보행로 장애물/혼잡도

(visual crowdedness)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결괏값을 활용

∙장애물(obstacle) 중 보행자, 광고판과 같은 표지판에 대한 인식 정확도가 낮음

∙혼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동차, 자전거, 버스, 트럭, 밴 등 고려 

∙도로 차선에 따른 가중치 부여 

보도 펜스 유무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결괏값을 활용

∙차도에 접한 보도 펜스 분석

편리성 

(Convenience)

보도 비율

(visual pavement)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결괏값을 활용

경사도 ∙도로별 경사도 산출 및 5도 미만 비율 산출 

쾌적성 

(Comfort)

녹색 지수

(psychological greenery)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결괏값을 활용

하늘 개방감 지수

(enclosure)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결괏값을 활용

접근성 

(Accessibility)

주요 시설 접근성

(walkscore)
∙ 15개 주요 근린시설에 대한 거리 분석

버스정류장 거리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산출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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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테이션 결과 정확도와 영상 외 필요한 자료에 대한 취득 

가능성을 검토한 후 최종 보행환경 평가 지표를 제안하였

다. 도출된 보행환경 평가 지표는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접근성 4개 카테고리에 8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

다. 안전성은 보행 시 안전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행 시 

장애물이나 혼잡도 유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보도 펜

스를 지표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편리성은 보행의 편리함

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로대비 보도의 비율과 보행로 경사

도를 지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쾌적성은 보행 시 쾌적함을 

나타내는 요소로 영상에서 분석될 수 있는 녹색 지수, 하

늘 개방감 지수를 포함하며,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주요시설 접근성과 대중교통 시설 접근성을 지표로 활용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보행환경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현실에

서 기존의 보행환경 조사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해

상도 거리 영상자료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상세

한 수준에서 도시 단위의 보행환경 평가를 빠르고 체계적

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표와 방법론은 이론적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리 영상의 시멘틱 세그먼테이

션 정확도 검토과정을 통해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도시문제 해결에 고해상도 거리 영

상과 딥러닝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

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향후 도시 건조 환경 평가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가능성을 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

께 기존 연구가 현장 조사나 설문조사 방법론에 의존하거

나, 거리 영상에만 의존하여 보행환경 평가항목을 개발하

였다면, 본 연구는 현장 조사나 설문조사 방법, 거리 영상

에 기반한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지표를 

개발하였다는 점은 이전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다양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완점

도 있다. 예를 들면 거리 영상은 특정 시점에 취득된 데이

터이기 때문에 취득 시점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한계가 있

다. 이는 향후 보행환경평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점의 자

료를 취합하여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시계열 

변화 등에 대한 관찰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거

리 영상의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정확도는 잘 구축된 훈련

데이터 셋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서구에서 구축된 훈

련데이터 셋으로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펜스로 분류되는 항목에는 보도 펜스

뿐 아니라 건물 펜스, 도로의 상행선과 하행선을 구분하는 

펜스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보행환경 평가를 위해서는 보

도 펜스가 별도의 훈련데이터 셋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행환경의 쾌적성이라는 측면에서 쓰레기 유무는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아 이에 대한 훈련데이

터 셋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보도 및 

도로 등에 있어서도 별도 훈련데이터 셋을 구축하여 정확

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보행환경 

평가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훈련데이터 셋 구축에 있

어서도 보행환경 관점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기술하였지

만, 향후 영상에 기반한 도시 건조 환경 평가가 다양하게 

이뤄진다면 이에 필요한 이미지 세그먼테이션 항목이 도

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註

1) 거리 영상의 이미지 분할을 위해서는 cityscape나 

ADE20K에 훈련된 시멘틱 세그먼테이션 모델이 필

요하다. EfficientNet 모델의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ADE20K를 기준으로 훈련

된 값이 없는 반면, deeplab V3모델의 경우 city-

scape나 ADE20K에 사전 훈련된 모델 파라미터값

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deeplab 

V3모델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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