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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교통 연구

일본의 자전거 가이드라인
정 성 엽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

자전거 네트워크 선로 선정 방법
- 기존에 계획되어 있거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로의 계획목표달성에 필요한 자전거
네트워크를 아래 내용에 맞추어 선정
· 역 내에 있는 주요 자전거 이용 선로로서 공공 교통시설, 학교 지역의 핵심이 되는 상
업시설, 스포츠 관련시설 등 대규모 집객시설, 주요 이주지구 등을 잇는 선로
· 자전거 관련 사고가 많은 선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전거 통행공간을 확

※T
 etsuo Yai,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창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KOTITITECH Joint Seminar For Bicycle 별첨자료 중 일부임

보한 선로
· 지역의 과제나 니즈에 맞춰 자전거의 이용을 촉진하는 선로
· 자전거 이용증가가 예상되는 도로 중 새로운 시설입지가 예정되어 있는 선로
· 이미 자전거의 통행공간(자전거도길, 자전거전용통행선, 자전거전용도로)가 정비되어

1. 개요
●

있는 선로
· 이 외의 자전거 네트워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선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자전거 가이드라인을 개선
하고자 한 연구임

●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자전거 네트워크 계획 부분을 수록하였음

2. 자전거 네트워크 계획
●

자전거 통행공간의 정비와 연속성 확보가 중요

●

모든 도로가 아닌 지역적 과제나 요구사항에 대응하여 자전거 통행공간을 정비하는 것
이 효율적임

●

자전거 네트워크 계획 순서

※자
 료 : Tetsuo Yai,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창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KOTI-TITECH Joint Seminar For Bicycle

· 자전거 네트워크 선로의 선정에 따른 네트워크 밀도(그물 밀도) 고려
· 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과거사례에서 자전거 네트워크 선로의 그물 밀도는 1~6㎢/㎢

※자
 료 : Tetsuo Yai, “「안
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
용환경 창출 가이드라인」
에 대해서”, KOTITITECH Joint Seminar
For Bicycle

3. 시사점
· 자전거도로 계획시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네트워크 형태를 먼저 고려해야 함
※ 주 : PI=주민참여제도(Public Involvement)
자료 : Tetsuo Yai,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창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KOTITITECH Joint Seminar For Bi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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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자전거도로의 안전성, 밀도,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해
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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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oad : 네덜란드, 세계최초
태양광 자전거도로 건설
박 재 영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자
 료: PHYSOGE 웹사이트 기사 인용(http://phys.org/news/2014-11-solaroadworld-solar-path-netherlands.html)
●

네덜란드 임테크(Imtech)사는 노르트-홀란드 주와 공동으로 Krommwnie지역에 세계 최
초의 태양광 도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솔라로드(SolaRoad)라는 이름의 자전거길임

●

●

솔라로드(SolaRoad)는 양전하를 갖는 n형 반도체와 음전하를 갖는 p형 반도체는 p-n 반

태양열 도로는 네덜란드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키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

도체 간의 전자 이동을 통해 전기장을 형성하는 원리로, 태양의 광자가 전지에 부딪힐 때,

하기 위해 국가 전력망과 연결됨

접합부에서 n형 반도체로는 전자를 방출하고 p형 반도체로는 정공을 보냄
●

이렇게 접합부에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최종적으로 분리되고 이를 통해 전압을 발생시키는
원리임

※자
 료: PHYSOGE 웹사이트 기사 인용(http://phys.org/news/2014-11-solaroadworld-solar-path-netherlands.html)
●

솔라로드(SolaRoad)는 지붕에 설치된 태양열 전지보다 30%적은 에너지를 생산함

●

그러나 솔라로드(SolaRoad)는 네덜란드의 140,000km에 해당하는 도로의 20%에 설치가
가능하며, 솔라로드(SolaRoad) 적용면적 및 연장을 증가시킬 경우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열
전지만큼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자
 료: PHYSOGE 웹사이트 기사 인용(http://phys.org/news/2014-11-solaroadworld-solar-path-netherlands.html)

●

솔라로드(SolaRoad) 도로는 2차로로 건설되었으며, 한 개차로는 적층된 결정질의 실리콘
태양전지를 가진 2.5 X 3.5m 크기의 콘크리트 슬래브와 그 상부의 1cm 두께의 반투명 안
전 강화유리로 구성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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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가 설치되지 않은 한 개 차로는 노면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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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용 |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연구원

Bicycle News Summary

이달의 자전거 뉴스
박 재 영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1. 분야별 소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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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 계획

1. 상황설명
●

●

●

레저자전거 이용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또는 동호인 단위로 자전거 라이딩을 하

상주역 교통광장 시설 현대화 및 자전거 공영주차장 준공
[상주시청, 2014-11-19(수) 보도자료]

는 경우가 많음

상주시와 코레일 경북본부에서는 11월 18일 상주역 교통광장 준공식을 가졌다. 상주역 교통은 상주시가 2013년 중앙

단체 라이딩의 경우 조직적 이동,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목적으로 병렬로 주행하

부처(국토부) 정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상주시와 코레일 경북본부가 협약(MOU)을 체결하고, 12억 6천만원(국

는 경우가 많음

비70%, 철도공사30%)을 지원받아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이번에 준공하게 되었다. 상주역 광장을 기존 1,800㎡에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의 병렬주행을 금지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단, 병렬

6,120㎡으로 3배 이상 대폭 확장하여 58대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자전거 공영주차장 조성, 택시·버스 승강장을 설치
하였다. 또한 단절된 간선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등 연계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의성을 증진하였다.

주행 표지로 허용된 경우는 병렬주행 가능
●

자전거도로 이용시 병렬주행은 맞은편 자전거 이용자, 앞지르기를 하는 자전거 등에 이
용불편을 초래하며,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 특히 단체라이딩시 긴 행렬로 인해 일반
이용자의 경우 앞지르기 어려움이 발생

●

2013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자전거교통일반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자전거도로를 이용
하는 자전거 통행 중 14%가 병렬주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가 병렬통행 할 만큼 넓지 못함

●

네덜란드 등 자전거 통행이 많은 외국에서는 병렬주행이 필요한 곳은 자전거도로의 폭원
을 편도 2.2m(국내 1.5m)로 확충해 이용자 불편 및 사고를 예방하고 있음

2. 이용자별 주의사항
●

자전거 이용자
- 병렬운행 금지
- 앞지르기시 접근하는 자전거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인하며, 병
렬주행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주행차로로 복귀
- 단체주행시 병렬주행을 금지하며, 1열 소그룹으로 나누어 주행 (앞지르기 편의 도모)

06

※ 자료 및 이미지 출처: 행복청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의 보도자료 게시물번호 1330와 포토뉴스를 인용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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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자전거 뉴스

2. 자전거관련 기사 리스트(2014. 10. 21 ~ 2014. 11. 20)
구분
산업/개발

기사제목
산업
계획

구축/계획
구축

보험
정책/통계
서비스

행사/관광

행사

교육

출처

자전거, 이제는 배낭에 넣고 다닌다

이코노믹리뷰(2014. 11. 18)

자양동 일대 자전거 활성화 구역 조성

아시아경제(2014. 11. 3)

양양 남대천 수변 자전거도로 추진

경인일보(2014. 11. 13)

서울시,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자전거도로·녹지' 조성 완료

뉴스타운(2014. 10. 24)

성동구, 의정부서 한강 잇는 자전거도로 개통

국제뉴스(2014. 11. 9)

경북도, 낙동강 등 1301km에 이르는 자전거길 조성

국제뉴스(2014. 11. 10)

단양군, 장미터널에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

뉴스1(2014. 11. 13)

상주역 교통광장 시설 현대화 및 자전거 공영주차장 준공

상주시청(2014. 11. 19)

충북 청주시, 시민 85만명 자전거보험 예산 3억 편성

국민일보(2014. 11. 13)

울산시, 5개 구·군 자전거 보험 기준 통일 추진

뉴스1(2014. 11. 14)

"내년에도 자전거 사고 걱정마세요"

중부매일(2014. 11. 19)

세종 공공자전거 어울링 2주만에 회원수 1000명 비결은

대전일보(2014. 11. 13)

서울시 공공자전거 활성화 방안… 2020년까지 생활교통수단 정착

환경TV(2014. 11. 18)

17개 시·도 공무원·시민, 낙동강 자전거길서 화합 다진다

뉴시스(2014. 10. 28)

'자전거 타고 서울을 달리자'

뉴스1(2014. 11. 2)

전통시장 활성화 '힘찬 페달' 화성, 자전거 퍼레이드 대회 성황

경기일보(2014. 11. 17)

부여 임천초,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충남일보(2014. 11. 17)

세종시민 초보 자전거교실 운영

대전일보(2014. 11. 20)

상주교육청 “자전거 탈때 안전모 쓰세요”

교육/안전
안전

해외

해외/기타

기타

대구일보(2014. 11. 20)

유성구, 세종시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정비

아시아뉴스통신(2014. 11. 9)

부산국토청, 21일까지 낙동강종주 자전거길 합동점검

경상일보(2014. 11. 19)

여주소방서, 남한강 자전거길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중부일보(2014. 11. 19)

춘천시, 자전거길 안전사고 위험지역 정비

뉴시스(2014. 11. 20)

"자전거 타고 싶으면 보험 들어야"...日지자체 자전거보험 의무화

경향신문(2014. 10. 21)

뉴욕 도로 질주하는 '시티바이크'…자전거로 교통난 해결

MBC뉴스(2014. 11. 8)

뉴욕시, 자전거 휴대폰 사용금지

헤럴드경제(2014. 11. 13)

네덜란드, 세계 최초 태양광 자전거 도로 선봬

이데일리(2014. 11. 13)

발밑에 별들이 반짝반짝…빛나는 자전거길

나우뉴스(2014. 11. 19)

"자전거 운전자, 교차로서 안전하게 좌회전하기 위한 '대기공간' 마련돼야"

아주경제(2014. 10. 30)

8일 아라뱃길에 온 일본 오사카 자전거동호인 30명 "국제라이딩 아라뱃길
~한강코스 탄성"

국민일보(2014. 11. 7)

사이클인 뜻 모아 '동양자전거왕' 엄복동기념재단 창립

머니투데이(2014. 11. 11)

자전거 도로 94% 이상 보행자 도로와 구분 안돼

제주일보(2014. 11. 11)

우)411-70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전화 031)910-3266

홈페이지 http://bicycle.ko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