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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교통수단과 비동력
교통수단의 통행패턴 비교

3. 결과
●

일별 상관계수보다 높게 나타남
●

정 성 엽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K
 rista Nordback, Kowat Bahrami, Wesley E. marshall, "Comparison of NonMotorized and Motorized Traffic Patterns”, TRB 2014 Annual Meeting, 2014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임

1. 개요
●

같은 지역 내에서 같은 루트를 다니는 동력 교통수단(자동차)과 비동력 교통수단(자전거
와 보행)의 통행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동력 교통수단과 비동력 교통수단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월별 상관계수가 시간별,

특히 일별 상관계수는 아주 낮아서 거의 상관성이 없음
지역

시간별 상관계수

일별 상관계수

월별 상관계수

Durango

0.5

0.3

0.8

Central Denver

0.5

-0.7

0.6

Suburban South
Denver Metro Area

0.2

-0.8

0.9

Steamboat Springs

0.7

-0.3

0.4

※자
 료 : Krista Nordback, Kowat Bahrami, Wesley E. marshall, "Comparison of
Non-Motorized and Motorized Traffic Patterns”, TRB 2014 Annual Meeting,
2014

콜로라도의 4개 도시를 대상으로 시간별, 일별, 월별로 동력 교통수단과 비동력 교통수
단을 비교하였음

2. 연구방법
●

Durango, Central Danver, Suburban Denver Metro Area, steamboat Springs을 대상으
로 동력 교통수단과 비동력 교통수단을 카운트한 자료를 도식화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함
동력과 비동력 교통수단 간 비교(Durango, 일별)

●

초록색 동그라미 지점이 교통량을 카운트한 지점이고 붉은색 네모 지점이 자전거와 보행
량을 카운트한 지점임

동력과 비동력 교통수단 간 비교(Durango, 월별)

※자
 료 : Krista Nordback, Kowat Bahrami, Wesley E. marshall, "Comparison of
Non-Motorized and Motorized Traffic Patterns”, TRB 2014 Annual Meeting,
2014

●

동력 교통수단과 비동력 교통수단은 때때로 상관관계가 있지만 항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님

●

즉, 동력 교통수단과 비동력 교통수단의 패턴은 비슷한 경우도 있고 완전히 다른 경우
도 있기 때문에 비동력 교통수단의 통행패턴을 예측할 때 동력 교통수단의 패턴을 이용

Durango

Central Denver

Suburban South Denver
Metro Area

할 수는 없음
●

동력 교통수단은 계절변화가 적지만 비동력 교통수단은 계절변화가 크게 나타나며, 같은
루트를 통행하여도 통행패턴이 같지 않음

●

Steamboat Springs

02

비동력 교통수단이 동력 교통수단에 비하여 다양한 통행 목적을 가짐

※자
 료 : Krista Nordback, Kowat Bahrami, Wesley
E. marshall, "Comparison of Non-Motorized and
Motorized Traffic Patterns”, TRB 2014 Annual
Meeti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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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해밀턴시, 자전거를
이용한 이사 회사 외 1
박 재 영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2. 로스앤젤레스 경찰의 자전거를 이용한 순찰활동
●

로스앤젤레스 경찰이 관내 Venice 해변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치안강화 및 범죄예방을 실
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한 순찰을 실시하고 있음

●

지난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이는 2013년 8월 Venice 해변에 자동차가 난
입하여 해변 관광객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응책임

●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혼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다도 빠

1. 캐나다 해밀턴시, 자전거를 이용한 이사 회사
●

캐나다 해밀턴시에는 최초의 대규모 자전거 이사 회사인 THAAT(The Hammer Active

자전거를 이용한 순찰활동 중인 경찰에 의하면 걷는 것보다 빠르게 해당지역을 순찰하고

르게 이동 및 접근이 가능하다고 함
●

Alternative Transport Co-do)가 설립되었으며, 2014년 1월 31일 캐나다 해밀턴시의 도

또한, 자전거는 매우 친밀한 교통수단으로 접근성이 좋고 중간에 쉽게 멈출 수 있어 시민
과의 교류 및 소통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함

심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이사가 이루어졌음
●
●

THAAT(The Hammer Active Alternative Transport Co-do)의 관계자에 의하면 설립초
기에는 자전거로 이사가 가능함을 홍보하는데 주력하였고 단순한 인쇄물 등을 배달하였

시민들도 자전거를 이용한 순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경찰 자전거순
찰대는 Venice는 해변 거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되며 경찰과 시민과의 강한 유
대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음

으나, 현재는 여러사람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발전함
●

자전거 이사 비용은 150달러 정도로 매우 싸고 빠른 방법이며, 서비스면에서도 Door to
Door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른 수단을 이용한 경우와 차이가 없음

●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배송회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몬트리올의 ‘Demenagement
Myette사’, 스웨덴의 ‘Move By Bike사’, 보스톤의 ‘Gentle Giant Moving Company사’ 등
이 대표적이며, 이들 회사는 모두 적은 비용과 친환경적이라는 공통점을 같음

●

THAAT(The Hammer Active Alternative Transport Co-do)의 관계자는 본인과 자전거
이용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여
러 방면에서 도모하였으며, 2013년 9월 의회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을
통과시킨 바 있음

※자
 료 : 기사내용은 Patch에서 발췌(2014.2)하였으며, 사진은 abc7.com의 동영상 자료
를 활용

※자
 료 : CBC에서 발췌, 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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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용 |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연구원

이달의 자전거 뉴스
박 재 영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1. 분야별 소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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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통계

1. 상황설명
●

Bicycle News Summary

계획/구축
[춘천시청, 2014-4-3(목) 보도자료] 의암호 순환 자전거도로 더 재미있고 안전해진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사이드미러를 통해 주변을 확인하며
통행하지만 직진을 위해 접근하는 자전거가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의 위험 존재

춘천시는 수도권 자전거 방문객이 늘고 있는 데 따라 우선 춘천역에서 호반순환도로 자전거도로까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 연결도로를 별도 설치키로 했다. 조성구간은 춘천역에서부터 소양강처녀상까지이다.

●

자동차의 사각지대와 자전거의 통행 특성

수도권 자전거 동호인들이 전철로 많이 찾고 있으나 역사에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가 없어 차도를 이용해야

- 자동차 운전자가 눈으로 직접 보거나, 차량에 부착된 거울(룸미러, 사이드미러)을 통해

하는 불편이 있어 폭 3.5m의 자전거도로를 차도와 분리해 내고 안전시설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신동면 의암리 김유정문인비~ 송암스포츠타운 구간 김유정문인비 부근에 전망대를 겸한 하늘길

서 볼 수 없는 부분을 운전자 사각지대라 함
- 자전거의 통행속도는 보행자 보다 빨라,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 주의만 익숙한 자동
차 운전자가 미처 자전거를 확인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스카이워크)이 6월 준공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 절벽에서 벋난 유(U)자형 돌출부에 지름 10m의 원 형 공간
이다. 바닥을 유리로 처리해 색다른 조망과 스릴을 체험할 수 있다.
※ 자료출처: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내 춘천시홍보관/보도자료/게시물번호 7998을 인용하여 재
구성

2. 이용자 별 교차로 이용 주의사항
자전거 이용자

자동차 운전자

- 교차로에서 직진 시 직진신호에서도 꼭

- 교차로 접근시 주행하고 있는 자전거가

우회전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주행

<자동차의 사각지대 예>

있는지 우선 확인

정책 / 통계

계획/구축
[창원시청, 2014-3-31(월) 보도자료] 창원시, 공영자전거 새 누비자 881대 투입한다

- 우회전 대기 차량 운전자와 눈 맞춘 후

- 우측 시야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고개를

창원시에 새로 보급되는 누비자는 전국 최초 과속방지 알람

주행 (손을 들어 먼저 가겠다고 알림)

돌려 접근하는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

시스템(시속 23㎞ : ‘불빛만 깜박깜박’, 시속 24㎞ : ‘삐-삐-

- 교차로 일단정지 준수하며 감속운행

경고음’, 시속 25㎞ 이상 : ‘삐∼ 경고음’)을 장착해 시민 안전

- 대기장소에서 대기 후 직진신호 시 통행
- 과속으로 교차로 진입 금지
-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횡단보도로 끌고 통행

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신 누비자’이다.
창원시는 지난 2008년 20개 터미널 430대의 자전거를 시작
으로 현재 242개 터미널 5000여 대의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
으며, 누적회원수가 29만 명에 달하고 있다.
※ 자료출처: 창원시청 (http://www.changwon.go.kr)내 알림
마당/보도자료/게시물번호 8552를 인용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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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관련 기사 리스트(2014. 3. 21 ~ 2014. 4. 20)
구분

기사제목

구축

계획/구축

정책

서비스
정책/통계

보험

교육
교육/안전

안전
해외/기타

기타

출처

울산 최초 '자전거문화센터' 문 열었다

울산매일(2014. 3. 30)

창원시, 과속알림 신 누비자 진해군항제 투입

창원시청(2014. 3. 31)

안동댐과 낙동강 시민공원 사이 자전거도로 개설

뉴시스(2014. 4. 3)

자전거 편해진다…전철역 787곳에 주차장 설치

연합뉴스(2014. 4. 3)

옥천, 벚꽃 명소 교동저수지 자전거데크길 조성

머니투데이(2014. 4. 10)

제주 구일주도로에 자전거도로 구축

국민일보(2014. 4. 10)

대전 동구, 신흥동~판암IC 자전거도로 조성 완료

뉴시스(2014. 4. 16)

양평역 자전거주차장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

기호일보(2014. 3. 24)

의암호 순환 자전거도로 더 재미있고 안전해진다

춘천시청(2014 .4. 3)

창원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본격 추진

뉴스웨이(2014 .4. 10)

계룡시, 자전거도로 정비

충청매일(2014 .4. 13)

진주 시내 자전거도로 잇는다

경남일보(2014. 4. 15)

행복도시 공공자전거 10월부터 230대 시범운영

뉴시스(2014. 4. 17)

걷기·자전거로 포인트 쌓는다

국제신문(2014 .4. 2)

충주소방서, 4대강 자전거길에 '구급함' 등 설치

충북일보(2014. 3. 25)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 눈길

뉴스타운(2014. 3. 31)

의왕시 자전거 이동 수리 센터, 주말까지 확대 운영

중부일보(2014. 4. 1)

거창군, 자전거 무료 이동 수리반 운영

뉴시스(2014. 4. 1)

양천구, 자전거 이동 수리 센터 운영

시민일보(2014. 4. 2)

고양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 시작

아주경제(2014. 4. 11)

고양시 마두1동,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센터운영

국제뉴스(2014. 4. 17)

안산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받는다

기호일보(2014. 4. 1)

안동시민, 자전거보험 5500만원 수혜

영남일보(2014. 4. 10)

오산'안전한 자전거 타기'지원

기호일보(2014. 4. 17)

송파구, 자전거초보자·중급자 무료교육

국제뉴스(2014. 3. 23)

타슈 무료자전거교실 운영

충청일보(2014. 3. 25)

포항시, 시민 자전거교실 개강

경북일보(2014. 4. 2)

솔밭초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중부매일(2014. 4. 16)

한국자전거단체협, 안전사고 줄이기 캠페인

한국경제(2014. 4. 17)

금강 자전거길 특별점검

대전일보(2014. 4. 10)

용인시, 경안천 자전거도로 점검

뉴스1 (2014. 4. 12)

여주시, 한강둔치 자전거도로에 안전난간 설치

국제뉴스(2014. 4. 16)

용인시, 무단방치자전거 재활용 앞장서다

중부일보(2014. 3. 30)

우)411-70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전화 031)910-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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