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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로
프로그램의 효과
정 성 엽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D
 avid R. Ragland, Swati Pande, John Bigham, Jill F. Cooper, “Ten Years
Later: Examining The Long-Term Impact of The California Safe Routes To
School Program”, TRB 2014 Annual Meeting, 2014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임

1. 개요
●

2005년에 미국 연방도로관리청(FHWA)는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 아동의 안전한 보행,
자전거 통학비율 증대, 학교 주변 지역 내 교통안전도 제고 및 대기오염 감소를 목표로
“Safe Routes To School(이하 SRTS)” 프로그램을 도입함

●

SRTS 프로그램을 적용한 지역에 대한 효과를 안전성과 이동성에 대하여 평가함

2. 연구방법
●

장기간 실시된 SRTS 프로그램이 학교 주변의 안전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

보행과 자전거에 대한 개선사항(공사 등 물리적 개선)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영향을 주었
는지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3. 결과
●

SRTS 프로그램에 따른 대책을 반영한 결과 보도설치, 교차로 경고 시스템 설치가 CRF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효과를 보임

●

여러 데이터를 종합하여 지도에 표현한 결과 평균적으로 교차로는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0.37km 이내이고, 충돌지점은 SRTS 시설 개선이 이루어진 범위 밖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남

●

SRTS 프로그램은 보행과 자전거 통학비율 증가 및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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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보호조치)

갯수

CRF

보도설치(길가로 걷는 것을 방지)

25

74

신호설치

11

38

교차로 경고 시스템 설치

2

70

경고를 위한 깜빡이 설치

1

30

보행신호 대체(신호 남은 시간 표시됨)

2

52

과속방지턱 설치

3

50

운전자들을 위한 가변속도 경고 사인 설치

4

46

배수를 위한 편경사 향상

7

45

55
주 : 보도설치의 CRF(Crash Reduction Factors)값이 74이면 보도설치로 인하여
보행자 관련 충돌이 74%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임

<표 1> 연령별 상해 정도

<그림 1> SRTS 부상이 발생한 충돌지점과 SRTS 대책을 표시한 지도

4. 시사점
●

향후 집-학교간 보행 및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에 SRTS 프로그램 및 본 연구를 참고하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통학로를 중심으로 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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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대기오염에 따른
교통정책의 변화 외 1
박 재 영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1. 파리시, 대기오염에 따른 교통정책의 변화
●

프랑스 파리는 올해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중국 베이징과 맞먹는
수준인 1㎥당 180㎍(마이크로그램)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감

●

파리시는 최근 극심한 대기오염이 지속되자 1997년 이후 17년 만에 차량 2부제를 실시
하였으며, 한시적으로 대중교통(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자전거 '벨리브(Velib)'를
무료 운영함

●

또한, 파리시장 후보자인 Anne Hidalgo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여대의
공공대여 전기자동차(Autolib), 5,000여대의 공공대여 전기스쿠터(Scootlib), 18,600여대
의 공공대여 자전거(Velib)를 구축하여 무료로 운영할 계획임
- 전기스쿠터(Scootlib)는 공공자전거(Velib)와 전기자동차(Autolib) 사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공공대여 전기스쿠터(Scootlib) 50cc 또는 125cc임
- 향후 파리시에 20,000개 이상의 공공대여 전기스쿠터를 보급할 계획임

(1)공공대여 자전거(Velib)

(2)공공대여 전기스쿠터
(Scootlib)

(3)공공대여 전기자동차(Autolib)
※ 자료 : 바이크유로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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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전거교통 동향

2. 사진으로 보는 네덜란드 자전거교통
●

우리나라는 차로에서 자전거 이용시 우측차로 가장자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된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자전거 이용자가 대기할 수 있는 대기공간(Bike
Box)를 두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함

●

국내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우측차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 차량과 같이 좌회전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교차로에서는 우선 직진한 다음 대기하고, 다시 직진하는 방식
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좌회전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주어 자전거
의 좌회전 통행시간을 줄임

(1) 자전거 신호대기 공간(Bike Box)

●

(2) 네덜란드의 자전거 좌회전 방법

네덜란드의 자전거교차로는 차로와 동일한 높이로 설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였으며, 자전거 통행공간의 노면도색 및 노면표시를 통해 자전거도로가 연속성을
확보함

●

자전거 이용자간 상충을 방지 및 원할한 자전거교통 흐름을 위해 교차로 주변의 자전거
도로를 넓게 만들고 자전거도로의 우회전 차로를 별도로 확보함

(3) 교차로의 자전거도로 설계

(4) 자전거도로 우회전부 차로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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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 자동차 주의
이 재 용 |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연구원

※한
 국교통연구원, ‘모두가 함께 지키는 자전거 교통안전’ 2013, 중 교차로 이용방법 재구성

1. 상황설명
●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자전거와 우측도로에서 자전거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해 들어오려는 자동차와의 교통사고
- 자동차 운전자는 상대적 약자인 자전거 이용자가 양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음
-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차로 차도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수단이며, 직신신호시
우회전차량보다 우선권을 갖음

●

도류화된 교차로에서 회전 중인 자동차와 자전거 또는 보행자와의 사고
- 도류화된 교차로에서 자동차는 빠른 속도를 유지한 체 회전
- 우회전 차량은 회전 후 본선에 합류하기 위하여 뒤쪽에서 달려오는 자동차에만 주의
를 하는 경향이 있음
- 이때, 교통섬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나, 특히 빨리 달려오는 자전거에 대한 주의를 기울
이기 힘듦
- 또한, 가로수, 교통신호기, 주변 상가적치물 등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많음

2. 이용자별 주의사항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 교차로 진입시 좌/우 살피기

- 우회전시 좌/우 살피기

- 교차로 뛰지 않기

- 우회전 차량 주의

- 신호 및 일단정지 준수

- 좌우 살피고

- 전방주시

- 전방주시

- 자전거 횡단도 이용

- 교차로 감속운행

- 과속 진입 금지

- 우회전시 자전거 접근

- 횡단도 없을 경우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끌고 보행
- 합류차량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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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

살피기
- 전방보행신호시 우회전
금지

건너기
- 횡단보도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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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ycle News Summary

이달의 자전거 뉴스
박 재 영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1. 분야별 소식 요약
정책 / 통계

거창군, 매주 ‘수요일’은 자전거 타는 날
[거창군청, 2014-2-27(목) 보도자료]

거창군은 매주 ‘수요일은 자전거 이용의 날’로 정하고, 각급 기관단체,
일반인 등 모든 군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홍보했다. 이와 더불어 거창군
은 시내 6곳에 군민자전거 ‘그린씽’ 10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여소 확충 요구에 부응해 올해 3곳을 증축할 예정이다. 또한 거창군
은 지난해 횡단보도 및 사거리 등 자전거와 사람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시내 인도 82곳의 턱 깎기 사업, 대동리(개봉사거리)에서 상림리(법원
사거리)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1km를 개설하여 생활형 자전거도로 정비
와 자전거 거치대 47곳 보급, 방치자전거 69대 수거(69대), 자전거 471대
무상수리(471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펼쳤
으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로 인한 교통
사고 발생 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림출처 : 거창군 그린씽 홈페이지 ※ 자료출처: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내 열린군정/보도
(http://www.greensing.kr/)내 갤러
자료/게시물번호 3999를 인용하여 재구성
리에서 발췌

정책 / 통계

자전거문화의 중심지, 한국자전거문화센터 개원 !
[사단법인 자전거21, 2014-3-12(수) 알림글]

사단법인 자전거21은 3월 12일 창립21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과 함께 제주도
동부지역 비자림 부근(구좌읍 평대리 3199번지외, 2,700여평)에 한국자전거문화
센터를 개원하였다.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전야제를 비롯, 100명이 100㎞를 달리
는 제8회 제주센추리런이 개최되었으며, 개원 당일에는 서울, 경기, 제주지역 회원
및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한국자전거문화센터의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 자료출처: 사단법인 자전거21 홈페이지(http://www.pable.or.kr)내 커뮤니티/알림글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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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관련 기사 리스트(2014. 2. 21~2014. 3. 20)
구분

개발/산업

기사제목
개발
산업

계획/구축

구축

정책

통계
정책/통계

서비스

보험

관광/행사

교육/안전

기타/해외

행사

안전

해외
기타

출처

생기원 ‘접이식 자전거’ 대만 어워드 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2014. 3. 6)

‘고성능’에 ‘트렁크’까지…동급최강 ‘전기 자전거’ 화제

서울뉴스(2014. 3. 19)

글로벌 전기자전거 시장규모 2015년 4천만대 전망

M머니뉴스(2014. 3. 20)

청양리~학사리 8㎞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

강원일보(2014. 2. 6)

영주시 16억 투입 자전거공원 건립

경북매일(2014. 3. 18)

[동해]자전거도로망 57.4㎞ 구축

강원일보92014. 3. 20)

창원 명곡동, 자전거 안심등록제 추진

이뉴스투데이(2014. 2. 26)

거창군, 매주 ‘수요일’은 자전거 타는 날

거창군청(2014. 2. 28)

구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인프라 확충

시민일보(2014. 3. 12)

5~10월 자전거 교통사고 66% 집중

메디컬투데이(2014. 3. 17)

자전거 1000만 시대, 서울서 4년간 1.2만건 사고

머니투데이(2014. 3. 17)

자전거 사고 사망자 90%, 안전모 미착용

KBS뉴스(2014. 3. 18)

부산지역 자전거 교통사고 매일 1.4건, 한 달에 한 명씩 사망

노컷뉴스(2014. 3. 20)

공주시, 무인대여 공공자전거 17일부터 재가동

대전투데이(2014. 3. 16)

가평역~남이섬 관광 자전거 대여 서비스

경인일보(2014. 3. 17)

마포구, 자전거 무료정비 서비스

한강타임즈(2014. 3. 20)

논산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뉴시스(2014. 2. 24)

말 많은 자전거보험 사라지나

뉴스웨이(2014. 3. 19)

2014 강원 자전거대행진

강원도민일보(2014. 2. 21)

경기도, 23일 올 첫 번째 DMZ 자전거투어

머니투데이뉴스(2014. 3. 4)

대구시, 630㎞ 자전거 도로 특별 안전점검

경북일보(2014. 3. 10)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 안전점검…4월까지 보강

영남일보(2014. 3. 18)

성동구, 어린이들을 위한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국제뉴스(2014. 3. 20)

대전유성구, 자전거도로망 일제 정비

뉴시스(2014. 3. 20)

CA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자 대폭 늘어

라디오코리아(2014. 3. 14)

파리 미세먼지 대책? '자동차↓ 자전거↑'··· 공공자전거 무료

머니투데이(2014. 3. 17)

자전거문화의 중심지, 한국자전거문화센터 개원 !

사단법인 자전거21(2014. 3. 12)

우)411-70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전화 031)910-3266

홈페이지 http://bicycle.ko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