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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시설의
자전거 주차장 계획
정 성 엽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A
 rbis, David, Hossein Rashidi, Taha, Dixit, Vinayak V., Vandebona, Upali,
"Analysis and Planning of Bicycle Parking for Public Transport Stations”, TRB
2014 Annual Meeting, 2014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임

1. 개요
●

호주 시드니의 역에서 자전거 주차행태를 파악하고 자전거 주차시설의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를 연구하였음

2. 연구방법
●

호주 시드니의 서부도심라인 상의 13개 역에서 자전거 주차장 이용을 관찰하였음

●

5일 동안 각기 다른 규모의 역에서 조사하였으며 자전거 주차위치에서 역까지의 거리,
자전거 주차율 등을 조사하였음

●

한 개의 역(Lidcombe station)에서 하루 동안의 자전거 주차장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패턴
을 분석하였음
-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동안 조사함

3. 결과
●

자전거 주차행태는 대중교통 시설의 규모와 주차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름

●

하루에 8시간 이상 자전거를 주차한 비율이 70%에 이르며 평균 9.1시간 주차를 하였음
- 따라서 역에는 장시간 안전하게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도록 자전거 락커가 필요함

●

자동차 주차비율과 자전거 주차량의 패턴은 거의 비슷하며 특히 15시 이후에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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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Car parking: 자동차 주차
Total bicycle parking: 자전거 주차장 및 길에 주차한 자전거
Bicycle parking at provided spaces: 자전거 주차장 이용

<그림 1> 자전거 주차시간에 따른 자전거 주차대수

●

<그림 2> 자전거 및 자동차의 주차 비율 변화
(Lidcombe 역, 12시간 동안)

붐비는 역에 비하여 덜 붐비는 역에서 자전거를 역 가까이에 주차함
- 역을 이용하는 사람 혹은 역무원들이 감시를 해줄 것으로 생각함

●

공개된 곳에 자전거를 주차할수록 역 가까이에 주차하며 도난 방지에 강한 자전거 락커를
이용할 경우 거리와 상관이 없음
- 도난방지에 강한 자전거 락커를 설치하면 사람이 붐비는 역 주변을 피하여 자전거를
주차하게끔 유도할 수 있으며 역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도 향상시킬 수 있음

<그림 3> 자전거 주차의 누적 분포(밀폐된 자전거 락커와 공개된 자전거 주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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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Blue-bike’ :
자전거와 기차를 연계한 여행
박 재 영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

벨기에에서 가장 유명한 수출품목 중 하나는 '스머프'로 알려진 만화 캐릭터의 가족으로
파란색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며, 이 파란 색상을 공유하는 새로운 모범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함

●

프 로젝트의 결과로 스머프와 같은 색상을 공유하는 Blue-bike 시스템을 고안하였
으며, 이 Blue-bike는 FietsenWerk사(社)와 벨기에 국철에 의해 시작됨

●

벨기에에서는 40개 이상의 기차역에서 Blue-bike를 대여하고 있어 기차와 자전거간
연계를 활성화 함

●

Blue-bike의 대여요금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회원가입비용은 €10
이며, 하루 대여비용은 일반자전거의 경우 24시간에

€3이고, 전기자전거의 경우 24

시간에 €4임
●

Blue-bike는 벨기에에서 매우 인기 있는 수단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약 5,0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약 32,000회 가량을 이용하였고, 2014년에 Blue-bike의 이용을
희망하는 이도 두 배로 증가하였음

●

벨기에에서는 이러한 Blue-bike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향후(몇 년 이내)에
약 4개 정도의 Blue-bike 자전거대여소를 벨기에 Wallonia지역에 증진할 계획임

※자
 료: 유러피안 싸이클리스츠 페더레이션(http://www.ecf.com)의
뉴스기사(2014. 4. 2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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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Blue-bike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 30%는 Blue-bike
사용 이전보다 더 자주 기차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그들 중 40%는 Blue-bike사용
이전보다 그들의 차를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Blue-bike는 자전거와 기차를 연계한 대표적인 모범사례이며, 올해 EU가 투자하는
‘BiTiBi 프로젝트’의 목표로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각국의 철도 사업자와 Bluebike(네덜란드의 OV-Fiets 포함)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임
※O
 V-Fiets : Blue-bike와 유사한 네덜란드의 자전거 대여시스템

●

Blue-bike는 앞으로 네덜란드 OV-Fiets의 ‘통합 티켓시스템(하나의 칩 카드로 기차,
버스, 트램 등의 대중교통 시스템뿐만 아니라 OV-Fiets자전거에도 사용할 수 있는)’을
도입할 예정임

※자
 료: 유러피안 싸이클리스츠 페더레이션(http://www.ecf.com)의 뉴스기사(2014. 4. 2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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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교통 안전

진출입로 자동차 주의
이 재 용 |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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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황설명

●

진 출입로에서 진출하는 자동차는 우회전 하기위해서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살피게 된다. 이때 자동차 운전자는 좌측 접근 차량에만 주의하는 경향이 있어, 우측
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자전거를 확인하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

특
 히 진출입로가 작은 경우 건물 등으로 인해 시야에서 자동차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음

2. 이용자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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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

자동차 운전자

-전
 방에 진출입로가 있을 경우 갑자기 자동차가 나타날 수
있음으로 저속운행을 한다.
- 자전거도로의 우측에서 주행하여 시야 및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진출입로에 접근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 하고 횡단한다.
- 접근 차량이 있을 경우 운전자와 눈을 맞추고 손을 들어
내가 먼저 횡단할 것을 알린다.

-진
 출입로에서는 감속하고
좌우를 살펴 이동한다.
- 빠르게 접근하는 자전거가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양보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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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ycle News Summary

이달의 자전거 뉴스
박 재 영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1. 분야별 소식 요약
계획 / 구축

의암호 자전거길 중 최고 명소 될 김유정문인비 ~
송암스포츠타운 간 수상 코스 6월 초 개통된다
[춘천시청, 2014-5-8(목) 보도자료]

춘천시는 신동면 의암리 김유정문인비~ 송암스포츠타운을 잇는 수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이달 말 준공,
6월 초 개통할 예정이다. 신설 구간은 폭 3.5m, 1.5km이고, 이 구간은 의암댐~ 스포츠타운 입구 삼거리 양쪽에서
접근할 수 있다. 김유정문인비 아래 쪽~ 맞은편 동산 산허리까지 호수 연결 구간은 교량(180m)으로 연결돼
물 위를 달리는 느낌을 선사한다.
또한 교량 가운데에는 전망대 기능의 하늘길(스카이워크)이 만들어진다. 다리에서 10m 떨어진 돌출부에 지름
10m의 원형 공간형태로 바닥과 난간이 모두 유리로 돼 있어 색다른 조망과 스릴을 체험할 수 있다. 향후 의암호,
삼악산 정경과 수상 자전거길이 어울려 명소가 될 전망이다.
※자
 료출처: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내 춘천시홍보관/보도자료/게시물번호 8105를 인용하여 재구성

계획 / 구축

서천군, 금강변 자전거 대여소 운영
[서천군청, 2014-5-2(금) 보도자료]

서천군은 조류생태전시관 옆 금강생태공원에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자전거대여소를 무료로 운영한다. 자전거대여소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까지이다. 자전거 대여소에는 자전거와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으며 이용
을 원하는 주민 및 관광객은 개인 신분 확인 후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길은 조류생태전시관에서 신성리갈대밭까지 14km가 조성되어
있어 자전거를 이용해 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는 금강변길을 달릴 수 있다.
※ 자료출처: 서천군청 (http://www.seocheon.go.kr/)내 따뜻한 군정/군정소식/보도자료/게시물번호 4220을 인용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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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관련 기사 리스트(2014. 4. 21~2014. 5. 20)
구분

기사제목

구축
계획/구축
계획

서비스

정책/통계
보험

관광/행사

행사

교육

교육/안전

안전

해외/기타

해외
기타

출처

창원대 학내 공영자전거 발대식

경남일보(2014. 4. 22)

척과천 자전거길에 보안등 설치

연합뉴스(2014. 4. 27)

서천군, 금강변 자전거 대여소 운영

서천군청(2014. 5. 2)

장항선 폐 선로 활용 자전거도로 만든다.

충청일보(2014. 5. 2)

속초시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 사업 6월준공

뉴시스(2014. 5. 7)

의암호 자전거길 중 최고 명소 될 김유정문인비 ~
송암스포츠타운 간 수상 코스 6월 초 개통된다

춘천시청(2014. 5. 8)

관악구,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뉴시스(2014. 4. 21)

다음, 전국 자전거도로 지도 서비스

국제뉴스(2014. 4. 24)

군산시 '공공자전거' 건강지킴이 역할 '톡톡'

뉴스1(2014. 5. 2)

부산시 자전거무료대여소 12곳 운영

아주경제(2014. 5. 8)

충주시, 전 시민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국제뉴스(2014. 4. 25)

수원시, 시민 모두에게 자전거 보험 혜택

연합뉴스 (2014. 4. 29)

오산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수원일보(2014. 5. 2)

여수시, 자전거보험 혜택 대폭 확대

뉴스1 (2014. 5. 8)

가평군, 전 군민 혜택 자전거 보험 가입

아주경제(2014. 5. 8)

양산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재가입

뉴시스(2014. 5. 9)

전국강릉산악자전거 대회 27일 개최

뉴스1(2014. 4. 26)

서울시, 자전거 안전교실 열어

세계일보(2014. 4. 21)

해운대구,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뉴시스(2014. 4. 24)

김포 운유초,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 첫 실시

뉴스1(2014. 5. 1)

부산 북구, 초등생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연합뉴스(2014. 5. 6)

공주, 시민자전거 교실 무료 강습

충남일보(2014. 5. 6)

자전거 안전홍보용 깃발 제작·배부

중부매일(2014. 4. 21)

해남군, 자전거도로 환경정비

아시아경제(2014. 4. 21)

안양시 낡은 자전거도로 새롭게 정비

기호일보(2014. 4. 24)

부여소방서, 자전거 교통안전사고 예방 당부

뉴스타운(2014. 4. 28)

거창군, 푸른 산 내들 자전거 교통안전 캠페인

경남도민(2014. 4. 28)

고양시, 어린이 자전거 시험 실시

아시아투데이(2014. 5. 8)

충북도, 자전거 도로 일제 점검 나서

국제뉴스(2014. 5. 13)

경주경찰서, 자전거 사고예방 캠페인

국제뉴스(2014. 5. 14)

자전거 타고 5개 보로 달린다

중앙일보(2014. 5. 3)

중국에서 '자전거 북한 관광' 시작

YTN(2014. 5. 3)

인천시 부평구,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재활용

시민일보(2014. 5. 19)

우)411-70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전화 031)910-3266

홈페이지 http://bicycle.ko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