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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교통 연구

유럽의 자전거 고속도로

3. 자전거 고속도로 사례
●

독일 North-Rhine Westphalia

정 성 엽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 85km로 계획
- 타당성 조사 수행
- 최소폭 : 일방향 3m, 양방향 4m

※F
 abian Kuester, "Cycle highways in Europe-an overview", Velo-City Global
2014 발표자료 중 일부임

1. 개요
●

유럽에 있는 자전거 고속도로의 개념, 설치장소, 필요성 등에 대하여 연구함

※자
 료 : Fabian Kuester, "Cycle highways in Europe-an overview", Velo-City Global
2014
●

2. 자전거 고속도로의 특징 및 설치기준
●

- 교차로로 분리, 완만한 경사, 동절기 서비스, 휴게시설 등

코펜하겐

일반적인 특징

- 500km, 28개 Cycle super paths

- 연속성, 단순함, 매력적임, 안전함, 편안함

로 계획

- 지역의 경계를 지남

- 20개 이상의 지자체

- 중심지역과 중심지역을 연결
●

- 2009년부터 Cycle Super Highway

자전거 고속도로 시설 기준

사무실 운영

- 정지 최소화, 교차시 우선권, 짧은 정시 시간
- 보행자로부터 라이더 분리
- 항상 안전하게 추월가능한 폭원 확보

※자
 료 : Fabian Kuester, "Cycle highways in Europe-an overview", Velo-City Global
2014

- 완만한 경사
- 고품질 포장, 규칙적인 유지관리, 동절기 서비스(제설작업 등)

●

- 비스/휴게시설 등
●

국가별 자전거 고속도로 명칭

벨기에 브뤼셀-루벤
- 2012년 백만명이 이용

- 정지 최소화, 교차시 우선권, 짧은 정시 시간

(2012.02.01~12.16)

- 보행자로부터 라이더 분리

- 75%가 남성, 25%가 여성

- 항상 안전하게 추월가능한 폭원 확보

- 75%가 25세에서 54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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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용어

영어 명칭

- 평균 통행거리 18.7km

영국 런던

Cycle super highway

Cycle super highway

(44%가 20km 초과)

독일

radschnellweg

Cycle fast lane

덴마크 코펜하겐

Cykelsuperstier

Bike Super Path

벨기에 플랜더스

Fietsostrade

Bike highway

네덜란드

Snelle fietsroute

Fast cycle route

- 평균 통행시간 48분, 평균
통행속도 23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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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Gogh Bicycle Path :
별이 빛나는 자전거도로

●

이 자전거도로는 약 1km로 빈센트 반 고흐의 고향 지역에 조성되었으며, 고흐의 사후 125
주년을 기리기 위함임

박 재 영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

네덜란드의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인 단 루우스가데(Daan Roosegaarde)가 디자인한
자전거도로는 밤이되면 특수석재와 태양열LED 조명으로 빛이 나도록 설계됨

●

이 자전거도로는 낮시간 동안 햇빛에서 에너지를 충전하여 밤이되면 발광하는 형광도로임

※ 자료: Daan Roosegaarde 스튜디오 홈페이지 자료(https://www.studioroosegaarde.
net/info)
●

또한 단 루우스가데(Daan Roosegaarde)는 더욱더 밝게 발광하고 색상을 다양화하는 등
도장 기술의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의 광공해로부터 길이 하얗게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함임

●

또한, 도로의 색상을 상황에 따라 바꾸거나 사라지게 하는 등 도로 도장을 가능한 다양하
게 하고 도시 상황에 맞추도록 할 계획임

※ 자료: Daan Roosegaarde 스튜디오 홈페이지 동영상 및 사진 자료(https://www.
studioroosegaarde.net/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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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Daan Roosegaarde 스튜디오 홈페이지 자료(https://www.studioroosegaarde.
net/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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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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길 이용 정보 한 눈에 쏙쏙

1. 상황설명
●

자전거 교통사고 중 자전거이용자가 가해자인 사고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자전거 교통사고 중 자전거가 가해자인 경우는 19%였으나, 2013년은 31%까지
증가함(경찰청 교통사고통계자료)

[괴산군청, 2014-12-01(월) 보도자료]

괴산군이 제작한 자전거 지도는 ‘새재 자전거길 지도’와 ‘오천자전거길 지도 ’등 2종이며 각 3000부를 제작해 읍·면
과 군청 문화관광과 등에 배부해 지도를 찾는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새재자전거길 지도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100km(충주 탄금대-상주 상풍교)의 총 노선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경로
를 포함하고 있는 괴산, 충주, 문경, 상주시의 관광안내도를 함께 실어 편의를 더했으며 주요 관광지점, 지점별 자전거
수리점, 자전거 도로주행 요령 등도 지도에 함께 담았다. 또한, 오천자전거길 지도에는 다섯 개 하천을 따라 새재와 금
강을 잇는 100km(괴산군 행촌교차로- 세종시 합강공원) 구간 총 노선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자전거길 노선을 포함하
는 괴산, 청주, 세종, 증평군의 주변 관광명소와 편의시설 및 음식, 숙박업소, 자전거 안전수칙을 지도에 수록했다.
※ 자료 및 이미지 출처: 행복청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의 보도자료 게시물번호 1330와 포토뉴스를 인용하여 재구성

해외/기타

노르웨이 세계 최초 자전거용 에스컬레이터 화제
[서울신문, 2014-12-08(월) 보도자료]

●

●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교통약자로 많은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가 가해자인 경우

자전거용 에스컬레이터는 다름 아닌 ‘트램프 리프트’(Trampe Lift)로 1993년에 발명된 ‘트램프 리프트’란 이름의 시스
템을 ‘사이클로케이블’(CycloCable)로 발전시킨 것이다. ‘사이클로케이블’은 발판에 한쪽 발을 올리자 초속 2m의 속도

가 많았으나, 자전거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 위반) 자전거가 가해

로 150m의 언덕길을 올라간다. 언덕을 오르기에 힘이 벅찬 어린이나 여성, 노인 등에게 유용하다. ‘사이클로케이블’은

차량으로 됨, 자전거의 불법적 통행방법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동시에 5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나 유모차, 킥보드 같은 작은 바퀴가 달린 운송 수단들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

가장 많이 위반하는 법규위반은 자전거 역주행, 무단횡단 등 임

다. 현재까지 세계 최초 노르웨이 자전거용 에스컬레이터인 ‘사이클로케이블’을 이용한 사람은 20만 명에 이르며, 설
치에 드는 비용은 1m당 2000~3000천 달러로 알려졌다.

2. 이용자별 주의사항
●

자전거 이용자
- 도로교통법 통행방법 준수
- 무단횡단 및 역주행 금지
※ 기사출처: 서울신문의 서울TV홈페이지(http://stv.seoul.co.kr) 2014. 12. 8 핫토픽 기사를 참고하여 재구성
※ 사진출처: Trampe사 홈페이지(http://trampe.no)내 자료를 인용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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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자전거 뉴스

2. 자전거관련 기사 리스트(2014. 11. 21 ~ 2014. 12. 11)
구분
산업/개발

기사제목

출처

"가방에 넣는 '접이식 전기자전거' 출시된다"

데일리한국(2014. 11. 21)

"고양 서오릉길 확장,자전거 도로와 6~8차선 확장"

파이년셜뉴스(2014. 11. 25)

"남항대교서 태종대까지 자전거로 한 번에 달린다"

부산일보(2014. 11. 25)

"제주시 환상자전거길 내년 모두 마무리"

뉴시스92014. 12. 9)

"충주시, 탄금호 순환 자전거길 준공"

중부매일(2014. 12. 5)

"광양시, 2015년 전 시민 자전거 보험 재가입"

아시아경제(2014. 12. 8)

"구례군,“단체 자전거 공제보험”가입으로 군민 복지증진 앞장"

아시아경제(2014. 12. 9)

서비스

"괴산 자전거길 한눈에 쏙"

괴산군청(2014. 12. 1)

행사

"진주시 자전거동호회 자전거 대행진"

환경일보(2014. 11. 24)

교육

"순천시, '자전거 운전 면허시험' 실시"

이뉴스투데이(2014. 12. 9)

"광양시, 안전한 자전거길 만들기 나서"

아시아투데이(2014. 11. 24)

"성동구, 자전거도로 가로등 교체 완료"

환경일보(2014. 12. 3)

"노르웨이 세계 최초 자전거용 에스컬레이터 화제"

서울신문(2014. 12. 8)

“자전거는 걷기와 대중교통 다리 역할 … 전용도로 늘면 보행공간도 확대”

중앙일보(2014. 11. 26)

"獨자전거지표 'ABC'… 자전거 보유 가구 5년마다 1%씩 증가"

머니투데이(2014. 11. 26)

"자전거 대여점, 30곳 중 1곳만 안전모 제공"

아시아경제(2014. 11. 27)

"자전거 탈 때도 전화 통화.텍스팅 금지 추진"

미주중앙일보(2014. 12. 1)

"뉴욕, 센트럴파크 자전거 시속 32㎞로 제한"

헤럴드경제(2014. 12. 2)

산업

계획
구축/계획

구축

보험
정책/통계

행사/관광

교육/안전
안전

해외

해외/기타
기타

우)411-70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전화 031)910-3266

홈페이지 http://bicycle.ko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