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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동력 통근수단
관련 통계
정 성 엽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B
 rian McKenzie, "Modes Less Traveled-Bicycling and Walking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2008-2012,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4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임

1. 개요
●

2012년에 실시된 미 전국 인구현황 추계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중 비동력
통근수단에 대한 통계임

2. 비동력 통근수단 통계
●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근하는 사람이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하는 사람보다 증가율이
높음(2000년에 488,000명, 2008~2012년에는 약 786,000명)

●

자전거를 다른 교통수단과 함께 이용하여 통근하는 비율이 2000년 0.6%에서
2008~2012년 1.0%로 증가함

▶ 미국에서 차, 트럭, 밴의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 자전거는 0.6%임

<그림1> 통근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20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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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 클수록 자전거 통근 비율이 높아짐

<그림2> 지역, 도시 크기별 자전거 통근 비율(20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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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내는 자전거 통근 비율이 1.0%이고 ▶ 연령이 낮을수록 비동력 교통수단으로
교외와 대도시권 밖은 0.4%임
통근하는 비율이 높음

▶ 수단별 평균통근시간은 보행이 제일 짧고
자전거, 그 외 수단 순임

▶ 최근 뉴욕, 워싱턴DC와 같은 대도시에서 ▶ 자전거 통근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는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프로그
16-24세이며 1%에 이름
램 및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음

<그림3> 주거지 타입별 통근시 보행·
자전거 비율(2008-2012)

▶ 서부의 자전거 통근 비율이 높음

<그림4> 미국 자전거 통근율(2008-2012)

<그림5> 연령별 자전거·보행 통근율
(2008-2012)

<그림7> 각 수단별 평균통행시간
(2008-2012)

▶몇
 몇을 제외하고 수입이 증가할수록 비 ▶ 이용하는 차량 댓수가 늘어날수록 자전거
동력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비율이 감소함
이용률이 낮아짐

<그림6> 가구 수입별 보행자전거
통근비율(2008-2012)

<그림8> 차량 이용 댓수별 자전거와
보행을 이용한 통근 비율(2008-2012)

*자료 : 그림1~8은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 2008-2012.(원문), Brian McKenzie, "Modes Less
Traveled-Bicycling and Walking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2008-2012,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4(재인용)”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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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 시행 외 1
박 재 영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1. 프랑스의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 시행
●

프랑스 기업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통근자들에 거리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프랑스 정부와 기업은 시민의 건강과 대기오염
감축, 화석연료 소비 감소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2 0개 기업과 기관이 자전거를 타고 통근하는 직원들에 킬로미터(㎞)당 25유로센트
(약 350원)을 지불하기로 했으며, 이제도는 6개월간 시범실시한 후 결과가 좋으면 확대
실시할 것임

●

이번 인센티브제도로 현재의 자전거 통근자가 50%까지 더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거리로 환산하면 8억㎞에 해당함(현재 프랑스의 총통근자 중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은 2.4%)

●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영국 등의 국가들이 이미 세금우대, ㎞당 일정금액 지급,
자전거 구입시 보조금 지원 등 자전거 통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자
 료: Cedric Lange, https://www.flickr.com/photos/cedpics/9600868064/

●

또한, 프랑스의 자전거대여 프로그램 '벨리브'를 본딴 바르셀로나, 런던, 스톡홀름 등의
자전거 임대서비스도 자전거 통근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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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스페인에서는 자동차 보다 자전거가 많이 팔렸다.
●

스페인 브랜드 및 자전거 협회(the Spanish Brands and Bicycles Association)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100만대 이상의 자전거가 스페인 시장에 판매 되었으며, 이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넘어선 수치임

●

자전거의 판매량 증가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스페인 일간
엘 파이스 El País지 9월 13일자 보도자료), 2011년 유럽에서는 총 2,000만대 이상의
자전거가 팔려 1,300~1,400만의 판매량을 기록한 자동차의 기록을 앞섰음

●

또한, 2010년과 2011년 사이 자동차의 판매량은 2%가 감소했지만, 최근 판매를 시작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22% 상승함(자전거 부품 판매업체인 콜리페드 사의 통계 인용)

●

이러한 자전거 산업의 발전으로 스페인에서는 연간 374,000대의 자전거를 생산하고,
약 14,000명의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있음

●

스페인에서 판매되는 자전거는 약 290€로 이탈리아나 프랑스보다는 높지만, 네덜란드나
독일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전거의 판매량 증가와 함께 자전거 부품 및 악세서리의 판매량도 11.5% 증가했으며,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Tools(18%)과 fitness material(1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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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KOTI
Bicycle Transport Newsletter

자전거교통 연구
해외 자전거교통 동향
자전거교통 안전
이달의 자전거 뉴스

자전거교통 안전

단일로 교통법규 준수
이 재 용 |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모두가 함께 지키는 자전거 교통안전’ 2013, 중 단일로 이용방법 재구성

1. 상황설명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이용 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도로교통법 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
계층에서 역주행, 무단횡단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전거 이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이용자별 주의사항
자전거 이용자
-역
 주행 금지 - 신호준수
- 주의환경 변화에 둔화되는(이어폰 등) 물품 작용 금지

3. 올
 바른 자전거 통행위치(단일로)
●

자전거도로가 없는 일반도로에서 자전거는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통행해야 합니다. 우측가장
자리란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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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ycle News Summary

이달의 자전거 뉴스
박 재 영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1. 분야별 소식 요약
계획 / 구축

안동, 출퇴근용 시범 자전거도로 개설
[안동시청, 2014-6-3(화) 보도자료]

안동시는 아파트 밀집지역인 용상동 현대APT에서 안동시청과
인접한 3.5㎞ 구간에 걸쳐 출퇴근 시범 자전거 도로를 조성한다.
용상동은 안동지역 최대 인구 밀집지구로 길이 3.5㎞, 폭 1.5M 규모
로 자전거도로 라인 마킹, 표지판 설치, 도로표지병 설치, 인도
150M, 자전거도로 보수 등을 통해 출퇴근 전용 ‘안전한 자전거길’
로 조성한다.

※자
 료출처: 안동시청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내 알림마당/보도자료/게시물번호 587를 인용하여 재구성

정책 / 통계

시민공공자전거‘타슈’이용활성화 캠페인 전개
[서천군청, 2014-6-23(월) 보도자료]

대전시설관리공단은 20일 유동인구가 많은 정부청사 인근 2개소
에서 타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민공공자전거 타슈는 2012년 6월부터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013년 23만명, 2014년 32만명으로 이용자수가
139% 상승하는 추세”로 “올해부터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헬멧’을 무료로 대여 운행 중”임을 밝혔다.
※ 자료출처: 대전시청 (http://www.daejeon.go.kr)내 행정정보/시정뉴스/보도자료/게시물번호 15510을 인용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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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관련 기사 리스트(2014. 5. 21~2014. 6. 20)
구분

기사제목
산업

산업/개발
개발

구축
계획/구축
계획

정책
정책/통계
보험

관광/행사

행사
교육

교육/안전
안전

해외/기타

해외
기타

출처

G마켓, 자전거시장 ‘여성’ 큰손 부상

뉴스토마토(2014. 5. 29)

자전거 수입가격 5년새 40% 올라…중국산 ‘시장점령’

아주경제(2014. 5. 29)

안 넘어지는 자전거 등장 “부모도 처음 타는 아이도 좋아할 듯”

아주경제(2014. 6. 9)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無페달 외발 자전거’ 등장

서울신문(2014. 6. 20)

안동, 출퇴근용 시범 자전거도로 개설

안동시청(2014. 6. 3)

자전거도로로 변신한 폐철로:경전선 경상대~주약동 2.8㎞ 구간
내달께 개방

경남일보(2014. 6. 10)

삼척시, 동해안 자전거길 10월 완공

강원신문(2014. 5. 21)

제주 애월·한림·한경 지역 자전거도로 착공

연합뉴스(2014. 6. 20)

울산시, 25개 지점서 자전거 교통량 조사

뉴스1(2014. 5. 22)

충주시,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재활용

충북일보(2014. 5. 23)

상주 초.중고 자전거 안전용품 지원

안동MBC(2014. 6. 7)

시민공공자전거‘타슈’이용활성화 캠페인 전개

대전시청(2014. 6. 23)

대전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충청투데이(2014. 5. 27)

괴산군, 자전거 상해 보장보험 가입

중부매일(2014. 6. 2)

의왕시,자전거보험 보장기간 연장

아시아뉴스통신(2014. 6. 4)

군산시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

전북도민일보(2014. 6. 19)

‘뉴라시아’ 1만5000km 횡단에 동참하세요!…“자전거 원정대 모집”

조선일보(2014. 6. 17)

전주시, 전주시민 자전거 대행진 라이딩 행사 개최

아시아뉴스통신(2014. 6. 19)

“안전모 쓰고 보호대 하고…자전거 이렇게 타야 안전해요”

울산매일(2014. 6. 10)

대정서초, 교통 안전 및 자전거 안전교육

시사제주(2014. 6. 16)

수원시, 찾아가는 초등학생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수원일보(2014. 6. 5)

대전 서구 자전거도로 4개노선 정비

중도일보(2014. 6. 10)

의령군, 낙동강변 자전거길 점검

경남도민일보(2014. 6. 11)

프랑스, 자전거 출근 장려…거리당 ‘인센티브’ 지급

뉴스1(2014. 6. 3)

독일 법원 “자전거 운전자 헬멧 착용 의무 없어”

KBS 뉴스(2014. 6. 18)

운전할 때 보행자·자전거와 안전거리 최소 4피트 유지

NY중앙일보(2014. 6. 18)

전기 자전거는 느는데…전용 도로 못 달려

KBS 뉴스(2014. 6. 17)

우)411-70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전화 031)910-3266

홈페이지 http://bicycle.ko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