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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도시 청소년의 자전거 통학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한선임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전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오늘날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중 비만, 만성질환 등 현대질환

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특히 청소년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상의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질병을 야기하는 원

인으로 신체활동 부족이 지목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령대 별 적당한 강도

의 신체활동 실천을 장려하며 일상적인 생활 속 신체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적 특성상 장시간의 좌식생활, 체육시

간 부족 등의 이유로 아동청소년(중·고등학생 기준)의 신체활동 수준은 

전 세계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건강증

진의 일환으로 신체활동 실천이 중요하며 이에 일상생활 속 청소년의 신체

활동 증진 전략 및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과 통학이 권

장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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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자전

거 통학 행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서울시 

양천구의 자전거 통학 청소년 15인과 자전거 통학과 관련된 '관련자' 5인

을 대상으로 개인 심층 면담으로 구성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통학의 의미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대상지 청소년들이 인식

하는 자전거 통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속성은 편의성, 안전성, 활동

성, 주체성, 일상성이 도출되었다. 또한 청소년 자전거 통학에 대한 '관련

자'들의 입장 차이와 해당 지역사회의 현황과 더불어 자전거 통학 활성화

를 위한 방안 모색에 필요한 조건으로 개인,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에

서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는 자전거 통학 활성화 증진 전략과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현장성 있는 의견 도출과 지속적인 관계 형

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더불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현재 실행되

고 있는 청소년 자전거 통학 관련 사업의 개선 방향성 제시, 정책 수립 방

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기여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청소년

들의 신체활동 증진 차원에서 자전거 통학 정책 관련 '관련자'들의 역할 

및 견해를 파악하여 상호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성을 

모색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물리적 환경에 중점을 두던 기존 접근

법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맥락을 고려한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정책적 접근

을 도모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향후 대상지와 비슷한 환경이

나 맥락을 가진 타 지역의 모범사례로써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청소년, 통학, 자전거, 신체활동, 사회생태학 모델, 도시  

학 번 : 2016-2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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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의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2016).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중 비만, 만성질환 등 현대질환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질병을 야

기하는 원인으로 신체활동 부족이 지목되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0). 이 때,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이라 함은 근력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도적인 움직임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동작이

라 할 수 있다(김남윤 & 이금진, 2016). 이에 각 나라에서는 건강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에 맞는 신체활동 지침을 개발하여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

도록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이은영, 존 스펜스, 송윤경, & 전용관, 2015). 국

내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를 발행

하여 생애주기 별 신체활동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이렇듯 정기적으로 연령대 별 적당한 강도의 신체활동 실천을 장려하고 있

으며 일상적인 생활 속 신체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생 중 가장 생리적, 신체적 기능이 활성화되고 

활발한 신체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는 청소년들이 치열한 입시경쟁, 미디어 

기기의 발달에 따른 장시간의 좌식문화, 체육시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

체활동이 감소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통계청, 2013; 도광희, 2015; 손

나래 & 서상훈, 2017). 그런데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성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주요 건강관련 행태가 결정

되는 시기이기에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신체활동 실천은 평생건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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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김원기, 2011; Telama et al., 2005; 김정현 & 

정인경, 2016)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신체활동 참여는 정상적인 체

중 조절,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감소, 심폐 능력 향상,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및 혈압 정상 수준 유지를 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WHO, 2013)를 낸

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 중 WHO의 신체활동 권장 수준에 부합하는 경

우가 약 5%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신체활동 감소와 영양공급 과다 

등으로 청소년에게도 현대질환으로 언급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상의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비만과 고혈압 등의 생활습관

병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손나래 & 서상훈, 

2017). 

   이에 일상생활 속 청소년의 신체활동 증진 전략 및 친환경적인 이동 수

단으로서 자전거 이용과 통학이 권장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Pucher, Buehler, Bassett, & Dannenberg, 2010; 국민체육진흥공단, 2016), 

국내에서도 청소년들의 체력 향상과 교통수요 감소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계획 및 시행하고 있다. 생활형 교통수

단으로 정착하여 자전거로 통근·통학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생

활형 자전거 도로 및 편의 등의 인프라 확충(행정안전부, 2010)과 더불어 

초·중·고등학교를 지정하여 통학로 정비부터 각종 자전거 편의시설까지 

지원하는 자전거통학시범학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5; 한

국교통연구원, 2016). 또한 초·중등학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교육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하도록 추진하는 방향 등의 자전거 관련 안전교육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행정자치부, 2015; 김추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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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95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및 시행령”을 제정

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 각 시, 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입안,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위주의 교통행정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이용증진이 미비(도광희, 2015)한 실정이다. 게다가 승용차 증가 및 

가정당 자녀수 감소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시 승용차 이용률이 크게 증가

하는 추세에 있다(김추근, 2017). 최근 여가취미 수준에서 자전거 인구가 

확대되었다고 하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통근, 통학, 단일 교통수단으로 자

전거의 수송 분담률이 0.6%에 그치는 정도(한국교통연구원, 2016)이니 일상

생활에서의 지속적인 신체활동으로서의 이용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김형

일 & 황규영, 2012; 이진형, 김성빈, & 김영호, 2013; 도광희, 2015). 또한 

자전거 통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고 및 도난 위험과 같은 안전상의 고려

로 인해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는 자전거 통학 장려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

향이 있다(송기욱, 2010)고 보아진다.  

   자전거와 건강에 관련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자전거를 규칙적으로 타

는 사람들은 심장질환, 고혈압, 과체중,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근육골격계 질환의 예방에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자전거 이용은 지방감소, 유연성과 체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이 나타났으며(김일곤 & 정문현, 1996; 홍은정, 박영

한, & 황보각, 2012), 신체조성, 근력 및 골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도 있다(남영조, 정희정, & 오재근, 2007; 강현식, 2008; 정성림, 

2010). 그리고 자전거는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의 수단뿐만 아니라 공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교통체증의 해소 및 고유가 시대에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크다(안병화, 권경배, 유지곤, & 유

의동,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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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자전거의 신체 및 사회적 효과와 함께, 자전거 통학으로 인

한 일상생활 속 주기적인 에너지 소비는 체중감소 및 체력증가의 목적과 

더불어 1일 청소년 신체활동 권장량(60분 이상)의 절반 수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16). 또한 자전거 통학을 통

한 지속적인 신체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를 경험하

게 하고 학교생활, 정신건강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Watson & Clark, 1994; 박세준, 정희석, & 최기훈, 2016)고도 하

였다.  

   기존 국내외의 자전거 통학에 대한 연구는 양적 조사를 활용한 지표 개

발 및 물리적 환경 영역에 대한 측정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유럽과 같

은 자전거 이용 선진 국가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지는 중소도

시, 대도시, 학교까지 다양하다. 국내의 연구는 특히 교통, 설계, 환경 분야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통근이나 통학 관련 연구는 자전거 도로 및 물리

적 환경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 조사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김추근, 

2017). 또한,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제언은 청소년 자전거 통학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도로 구축, 안전 수칙 교육 등 물리적인 환경조성과 관련되거

나 집단의 특성이나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해결 방안의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다(김동준 외., 2010; 최동호, 2010). 이는 결국 주체가 

이용자가 아닌 타인에 의해 계획 및 실행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반

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은 하루 중 대부분을 학교, 학원, 독서실 등 학

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동하는 통학로는 교육기관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여야 한다. 통학로 이용

수단 중 자전거 이용은 신체활동 증진 방안의 일환으로써의 활용 측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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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청소년들의 인성 발달에도 매우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청소년 집단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파

악하고 청소년 통학 시 자전거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탐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전거 통학 및 일상생활에서의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

인 탐색은 질적연구 방법이 효과적이며, 다양한 관점의 비교·분석은 심층

적이고 다각적으로 집단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맥락 이해(김동하, 2016; 강

혜리, 2017)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주체인 자전거 이용자의 경험 

및 관점과 지역사회 맥락이 함께 반영된 자전거 통학 관련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연구 목적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결정에는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데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청소년의 통

학 모습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로 통

학을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자전거 통학 행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자전거 통학과 관

련이 있는 ‘관련자’들의 견해 및 역할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증진

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맥락에 맞는 자전거 통학 활성화 방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개인 심층 면접조사인 질적연

구 방법을 적용하여 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전거 통학에 미치는 주관적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과정에서 진행한 일과표 작성, 지도에 실제 이용 통학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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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의 청소년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생활맥락 이해 및 파악을 하고 그

들이 인식하는 통학과 통학에서의 자전거 의미를 다각적으로 탐색한다. 

   둘째, 지역사회 맥락에 대한 이해와 탐색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전거 통학의 영향요소에 대한 속성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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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신체활동 연구 동향

가. 청소년 특성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대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의 가

치관, 신념, 태도, 행동양식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Sawyer et al., 2012; 이은영 & 이경준, 2016). 이러한 청소년 행동 및 발달

의 형성과정을 Bronfenbrenner(1979)는 5가지 수준의 환경, 미시체계, 중간

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그리고 시간체계로 분류하여 제시한 생태학적 이

론(ecological theory)을 통해 개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과 사회제도적 측면

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은 직·간접적으로 둘러싸

인 환경으로부터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청소년 개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환경은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 등의 

환경요인과 이 환경요인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교육제도와 같은 정책 요인

과 문화, 가치관, 신념, 관습 등의 사회문화요인으로 구분된다

(Bronfenbrenner, 1979).

   또한 청소년의 행동 발달 특성상 또래집단문화에 민감하고 자아정체성

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집중을 받고 싶은 심리, 자신이 타인과는 다름을 

보이기 위해 위험한 행위 및 행동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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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 신체활동의 중요성

   신체활동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이로운 영향은 이미 여러 연

구들을 통해 보고된 바 있다 (Janssen & LeBlanc, 2010; Warbuton et al., 

2006). 특히, Janssen과 LeBlanc (2010)의 고찰논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기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참여는 비만과 고혈압 등의 대사질환, 정신질환에, 

그리고 학교성적 및 사회성 발달 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기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습관은 성인기

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에의 참여로 이어지며, 이는 또한 현재의 건강과 성

인기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alina, 1996; 

Bélanger et al., 2015; 이은영, 존 스펜스, 송윤경, & 전용관, 2015).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WHO의 신

체활동 권장 수준에 부합하는 경우가 약 5%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미국 

청소년에 비해서도 신체활동 참여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Lee, Carson, 

Jeon, & Spence, 2016; 김정현 & 정인경, 2016). 대개 오후 3시경 모든 정

규 수업을 마친 후 스포츠, 교내 클럽활동 등 선택적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국외 청소년의 일과에 비해, 국내의 교육체계 맥락에서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학업 활동을 하며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학원, 혹은 도서관에서 소비한다(ICEF 

Monitor, 2014). 뿐만 아니라,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학업에의 중

요성에 따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중 구조화된 중고강도의 신체활동

(Moderate-to-vigorous physical activity)에 유일하게 임할 수 있는 체육수업

시간은 수학과 영어와 같은 더 중요한 과목의 자기 학습으로 대체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Lee & Cho, 2014; 이은영 & 이경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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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정신건강에의 저하, 신체활동 부족과 함께 최근 국제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강관련 행동은 좌식행동으로 이는 증가(Chaput et al., 

2014)하는 추세이다. 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좌식행동이란 깨어

있는 시간동안 앉아 있거나, 누워있을 때 임하는 행동으로 그 예로는 앉아

서 친구 혹은 가족과 대화하기; 앉은 상태에서 공부, 독서, 일하기; 버스, 

지하철, 자동차에 앉아서 이동하기;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텔레비전 시청, 

컴퓨터 사용, 비디오 게임 등의 스크린타임(Screen time) 행동들을 포함(이

은영 & 이경준, 2016)하는 것이다.

   국외에서는 모든 질병의 원인과 좌식생활 총 시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가 최근 12년 동안 유망한 학문 주제로 선호되고 있으며(Peter, 2010; 최보

름, 2015) 신체 움직임과 독립적으로 좌식생활이 인간의 신체 및 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Aadahl, Andreasen, 

Buhelt, Jorgensen, & Glumer, 2013; Parsons, Manor, & Power, 2008; Paul, 

Simon, & Guy, 2006).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좌식행동과 관련된 심층적 연구를 찾아볼 수 없

었다. 식품영양학 분야에서는 생활습관을 주로 흡연, 음주, 식습관, 운동으

로 분류하고 있으며(강희영, 2009), 신체 움직임은 운동 시간에 따라 분류

(진정희 & 장경자, 2005)하였을 뿐 에너지 소비율에 근거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에게 좌식시간과 비만, 

그리고 신체활동의 관련성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지주현, 

2006; 최보름, 2015).

  따라서 신체활동의 중요성과 아울러 국내 청소년들의 좌식시간의 증가로 

신체활동 및 체력 저하, 비만 관련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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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문헌에서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들은 주로 비만

의 결정요인 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다(백설향, 2008;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 2009).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결정짓는 요인들은 크게 신체적, 발달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 그리고 심리, 사회, 인구학적 요소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

(Kohl & Hobbs, 1998). (김진석, 2012)할 수 있다. 청소년, 신체활동의 중요

성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최근 도시화 과정에서 생겨난 자동차 의존적 

생활에 따른 신체활동의 감소가 비만, 당뇨, 심장병 등 각종 만성질환의 주

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윤 & 이금진, 2016) 신체활동을 통

한 건강과 도시형성에 관한 연구는 서양에서부터 시작되어 세계건강기구

(WHO, 1995)에 의해 개념이 정립되었다(김남윤 외, 2016). 

   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에 다양한 맥락적 요소들의 

역할이 작용하는데 이러한 맥락적 요인들 중 특히 지역사회 혹은 동네 요

소들(neighborhood factors)은 청소년들이 시간을 어디서 어떻게 활용하는

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되어 왔다(MacLeod, Gee, Crawford, & 

Wang, 2008; 김진석, 2012). 또한 청소년의 신체활동량 정도는 유전적 요인

과 함께 영양, 운동 이외에도 환경 조건과 같은 외부 조건에도 영향을 받

는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와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신체활동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성대선, 1995; 지응화, 2003), 도시와 농촌 지역

의 신체활동량을 비교한 여러 연구(김경, 2001; 성대선, 1995; 지응화, 2003)

에서도 두 지역 간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적인 

환경조건의 차이가 청소년의 신체활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임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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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고 있다. 윤석재(1993)의 보고에 의하면 농촌 어린이나 도시 어린이 모

두 여가 시간을 갖는데, 대도시 학생들의 경우 1~2시간의 여가 시간을 갖

는 반면 농촌 학생들은 2~3시간의 여가 시간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서 지역별 여가 시간에 차이가 있음(김도연, 2007)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지역 맥락적 요인의 영향에서부터 오는 차이뿐만 

아니라 남녀 성비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중

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질병관리본부, 2009). 국내 여자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에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Spence와 Lee (2003)가 제시한 신체활동의 생태학

적 모델(EMPA)의 이론적 틀에 따라 분류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 개인적 요소에서는 외모 혹은 신체능력과 관련된 자신감

의 결여와 재미 결여, 움직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미시적 체계에서는 

체육시설과 도구의 제한, 중간적 체계에서는 체육수업의 내용과 교사의 수

업진행 방식, 거시적 체계에서는 고정된 성역할 및 체육수업 내 성차별, 그

리고 교육제도 등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다(이은영 외, 2015).

  그래서 일상에서의 신체활동이 필요하고 청소년에게 일상에서의 신체활

동은 통학에서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의 일상에서의 에너지 소비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고려해야 하는 점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에서 일상생활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기 학생들을 위한 적합

한 방법이 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문영희, 2007). 이러한 측면에서 신

체활동은 일상생활 틈틈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정해져 있

는 일상생활 패턴의 큰 변화나 조정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는 장점 

(권현진, 양한나, 오정우, 맹혁주, & 김연주, 2015)을 지닌 도구로서의 자전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2 -

   즉,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속 신체활동 및 에너지 소비 

증진의 일환으로 생활 밀착형 이동 수단의 도구로 자전거가 적극적으로 권

장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들 또한 국가별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 자전거와 건강증진 관련 선행연구

   자전거 이용과 건강증진의 상관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60세 이상의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자전거타기를 실시하기 전

과 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체지방 감소, 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이 모

두 향상되었고 연구에 참여한 60대 노인의 체력증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어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일곤 외, 1996년). 

또 자전거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며, 

비만예방과 치료, 하체근력, 신체 유연성 등이 좋아지고, 40∼60세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자전거운동을 한 사람은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기능이 뛰어나며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고 혈중콜레

스테롤을 낮게 만드는 고밀도 콜레스테놀 수치는 높았다고 하였다. 자전거

운동은 건강증진 효과가 있으며 걷기나 달리기에 비해 지루하지 않고 재미

있게 운동할 수 있는 장점과 관절이나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 골다공증 

환자, 과다 비만인 사람,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나 여성도 쉽게 운동

을 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황수관, 1997).  

   한국교통연구원 ‘녹색교통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효과분석’(성현곤 & 

오준석, 2008)에서 승용차 이용이 개인 건강수준과 통행비용 감소 등 승용

차의 이용 억제, 신체활동을 많이 수반하는 교통수단의 이용촉진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동 연구결과 1회 1시간 자전거타기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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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cal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주3회 이용시 연간 4만5천kcal, 6kg체중감량,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10만원 절감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희대 건강증진사업지원단(김병성 외, 2010)의 ‘자전거 이용의 건강증진 

효과분석’에서 자전거 타기가 건강증진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연구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주3일 이상, 1회에 1시간 이상 3∼4개월간 

꾸준히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면 근력 향상과 체중감소, 체지방감소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자방자치단체의 자전거활성화 정책이 자전거 도로

시설과 법률에 치중하고 있으며 교육, 홍보, 편의시설공간에 대해서는 구체

적 시설계획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자전거 홍

보 체험공간실 이용자를 위한 편의 공간을 제안하는 연구도 존재하였다(김

보라, 2010).

   신체적 증진뿐만 아니라, 자전거타기 운동을 통해 얻어지는 정신적 안

정 및 정서적 가치는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신체와 자전거를 이

용하여 자신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 속도감을 느낄 때의 기쁨과 성취감은 

그 무엇보다도 클 것이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응용기능과 아울러 지속적

으로 자전거타기를 실시할 경우 근력 향상은 물론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

의 기초체력이 향상될 것이다(박세준 외, 2016).

3. 생활 이동형 자전거 이용 관련 연구 동향

가. 통학의 개념

   청소년의 일상생활 속 생활형 이동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은 통학 시를 

의미하며(행정안전부, 2010), 통학의 개념 및 범위의 기준은 국내와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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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에서도 기관, 부문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에서는 집과 학교의 왕복 통행로를 중심으로 통학

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다(Fraser, 2010; 서관교, 2010; Christie, et al., 

2011). 국내의 경우에도 네이버(2017)와 위키백과(2016)는 학생이 집에서 학

교에 가거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통학을 설명하고 있고, 통

계청(2017)은 통학인구를 학교와 학원에 평소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집

단)으로, 입시, 기술 등 각종 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통학함’에 해당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통학 시 이용하는 이동교통수단은 자가용, 버스, 지하철,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하다. 학생들의 통학은 주로 보행에 의존하여 왔으나, 최근 도시화 

과정에서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생겨난 자동차 의존적 생활 따라 자동차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과거 도보 및 자전거 통학

의 비율이 42%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16%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도보 통학이 감소하고 통학버스, 부모님 자가용 통학 등이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성현곤 & 오준석, 2011). 

   동일한 승용차 통학의 증가이지만 해외의 경우와 국내의 맥락을 다르다

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에서는 만 16세 등 청소년기부

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Emond & Handy, 2012) 대부분의 편의시설

까지의 접근성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

우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바쁜 일상, 부족한 잠, 체력 감퇴 등 편의성을 

추구하게 되는 양상으로 인한 승용차 통학의 증가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더더욱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 중요한 청소년에게 신

체활동이 필요하며 청소년에게 통학이라는 일상을 활용한 신체 움직임을 

통하여 체력 증진이 가능하겠다. 이에 청소년의 일상 속 신체활동 증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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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환으로 자전거가 활용될 수 있다. 

나. 생활형 자전거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가기관의 보고서 및 선행연구에서 자전거도로의 존재 여부, 도로 상

태, 거치대 등의 물리적인 인프라가 자전거 통근 및 통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다. 이에,  물리적 환경에 집중된 영

향요인들을 중심으로 양적연구방법을 통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서울시 통계연보(2009)의 ‘서울시민의 자전거 이용실태와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자전거 이용 횟수 및 이유는 청소년의 경우, 재미를 

위해서, 건강증진, 교통비절감, 시간절감, 기타의 순위였고 성인의 경우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재미가 있어서, 시간절감, 교통비절감, 기타 순의 목적

으로 자전거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전거 이용의 목적이 시간이나 교

통비 절감보다는 흥미나 운동을 위한 여가 목적의 이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통학의 원인 파악과 특성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유는 시간적으로 가장 빨라서, 기다리는 불

편함이 없어서,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집에서 학교 앞까지 바로 갈 수 있

어서, 건강을 위해서,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이

용 이유는 더 편리한 수단이 있어서, 기후 요인, 교복치마가 불편해서, 너

무 멀어서/너무 가까워서, 자전거가 없어서, 자전거 사고 위험 때문에, 자

전거 통학을 못하게 해서,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 자전거 도로가 불편해서 

순위였다. 이용과 비이용의 원인 1순위 모두 편리성의 특성을 가졌고 자전

거 이용 이유로 물리적 환경 요인이 상위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비이용 

이유에도 총 1%를 차지하여 하위 순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자전거 통학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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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개선방안으로는 이용자 및 비이용자의 상위 순위 모두 물리적 특성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었다(박하나, 2011).  

4. 청소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정책

  신체활동 증진 전략 및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과 통학

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 아동의 안전

한 보행, 자전거 통학비율 증대, 학교 주변 지역 내 교통안전도 제고 및 대

기오염 감소를 목표로‘Safe Routes To School’프로그램을 도입(한국교통

연구원, 2014; Fraser&Lock, 2010)하였으며 스웨덴의 말뫼 ‘Bike Safari’

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신체 발달을 돕고, 자연스럽게 자전거 안전 규칙

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에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

다(서울시복지재단, 2017). 또한 프랑스 파리에서는 심각한 대기오염에 따

른 정책 대안으로 통근 및 통학을 포함한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과 더불어 공공자전거 ‘밸리브’를 한시적으로 무료 운행 실시하여 그 이

용률을 높이고자 하였다(한국교통연구원, 2014).

   국내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의 통근과 통학이 생활형 교통수단으

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충, 이용자 중심의 제도개선, 안전 

기반 강화, 이용문화 확산 등 4대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자전거 정책을 마

련하였다(행정안전부, 2010). 또한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제 별 건강

증진,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교통난 극복 등의 목적으로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및 조례 입법을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자전거 통학 시

범학교 실시, 자전거 통학 권장 관련 법령, 통근 및 통학 전용 자전거도로 

구축 추진, 공공자전거 도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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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통학과 관련하여서는 전국적으로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를 운영

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종시와 상주

시에서는 자전거 통학 권장 관련 법령(한국교통연구원, 2016)을 세운 바 있

다. 서울시는 자전거 교육 수료 후 어린이자전거 자격증 부여, 통근 및 통

학 전용 자전거도로 구축을 추진하는 정책을 실행중이다(서울시, 2016).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서울시 자전거 통학율 증가는 미미하며 자전거 

사고율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통학로의 환경에 대한 불신 

등으로 자가용 통학이 늘어나면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더 감소

되고 있다. 이에, 자전거를 장기적인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5. 이해관계자 역할의 중요성

   Freeman(1984)이 제시한 정책평가에서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s)는 조

직의 목적달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집단 또는 개인으로 

정의된다. 또한 정책평가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틀(the stakeholder model)은 

정책의 이해관계자인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정책에 의한 영향을 받

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최성락, 최정민, 박종

웅, & 박정아, 2010). 예를 들어 한 정책의 이해관계자라 함은 정책 결정

자,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정책집행자, 정책 대상자, 인접 행정기관, 경

쟁자, 시민운동가, 전문 연구자, 학자, 언론 등의 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Egon & Yoonna, 1989; 최성락 외, 2010).  

   또한 보건학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획득은 신체활동뿐만 아니

라 지역사회 보건, 건강증진 분야에서의 기획, 평가, 지역사회 진단 방법으

로써 활용된다(강혜리, 2017).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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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다부문 참여와 협력을 통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Sallis et al., 2006). 최근 자전거 이용 권장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확대, 

통학로의 안전과 보행 및 자전거 환경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이러한 개선의 주체가 이용자가 아닌 타인들에 의해 계획됨에 따라 실질적

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추근, 2017). 따라서, 자전거 

관련 환경을 직접 이용하고 이와 관련 있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입장과 의

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지역사회에 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환경을 조

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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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도시 청소년들의 자전거 통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양

상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통

학’의 범위설정과 인터뷰 질문의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시범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이후 본 조사에서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청소년 당사자와 자전거 

통학과 관련이 있는 ‘관련자’들로 분류하여 1:1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

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질적 연구 분석 방법인 주제 분석법을 활용하여 

도시 청소년의 자전거 통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인식되는 속성을 도출

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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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지역

  본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시 남서부에 위치한 양천구이다. 양천구는 

1994년부터 자전거도로 구축을 시작하여 2003년 자전거도시 기본계획 수립 

이후 자전거도로를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하였다. 또한 자전거 무료 대여소 

및 자전거 등록제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실행해왔

으며, 2008년에는 서울시 자전거 특구로 지정되었다. 특히 양천구는 14-19

세 청소년의 인구 비율이 평균 8.04%로 높고 ‘두바퀴 건강 사업’등 자전

거 통학 권장 정책 및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서울시 내의 청소년 자

전거 통학 비율이 1.3%(서울시 전체 평균 0.5%)로 가장 높은 자치구이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구의 중심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통학이나 직

장인들의 출퇴근 등 실생활에 이용하기 용이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높은 청소년의 인구 비율, 학교 및 학원 밀집지역, 자전거 인프라 

환경을 고려한 결과 적합한 두 개 동 지역이 최종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

정되었다.

3. 자료 수집

가. 개인 심층 면접조사

   청소년들의 행동 및 특성에 대한 이해와 현황을 파악하고 그 맥락을 탐

구하기 위해서는 질적연구·조사 방법이 효과적이다(유승현, 2016). 또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차원에서 개인 간, 지역사회, 제도적 

차원까지 서로 다차원적으로 관련되어 있다(선우덕, 2008). 따라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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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 지역에서 자전거로 통학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전거 도로가 표

시되어 있는 지도 위에 실제 이용하는 통학 경로 그리기와 반 구조화된 심

층 면담을 함께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

하는 청소년들의 상황과 행태를 파악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직접 표시한 

통학 경로는 면담 진행 시 참여자마다 다른 각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용이하였으며 지역 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이용 현황 파악 및 비

교가 가능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사 대상지의 지역적 맥락과 청소년의 자전거 통학 관련 

현황에 대한 견해 및 역할 파악을 위하여 각 부문별 ‘관련자’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자전거 통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내용과 

상호 비교해 보며 인식 및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모집

   본 자료의 개인 심층 면접조사 대상인 ‘자전거 통학 청소년’은 자전

거 이용 범위가 ‘업무이동영역’에 해당하며(행정자치부, 2015) 월 1회 이

상(한국교통연구원, 2010) 자전거로 통학하는 청소년(중/고등학생)으로 정의

하고 조사 대상지인 두 개 동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구분하여 모집하

였다. 또한 거주지 별로 성별, 연령, 자전거 통학 빈도, 자전거 통학 유형 

등의 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한 자전거 통학 관련 특징이 다양하게 반영하여 

모집하였다. 면담 참여자 모집은 아파트, 학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 

근처와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눈덩이 표집

(snowballing method) 방법을 통하여 초기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적

합한 대상자를 탐색하여 참여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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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 이상 새로운 정보나 내용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포화시점

(saturation)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종료하였다. 

   ‘관련자’의 경우 통학 시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하는 청소년과 관련 

있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개인 등 입장과 성격을 다양화하여 목적표집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자 1인은 해당 자치구 내에서 자전거 통학 정책 및 

사업, 청소년 통학 관련 교육, 청소년 신체활동, 교통을 담당하는 관공서에 

연구 참여자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하였고 청소년의 보호자 입

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공문을 전달한 모든 관

공서에 직접적인 연락을 통하여 모집하였다. 그 결과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상호 대조하여 고찰할 수 

있도록 각각 다양한 입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총 5명의 ‘관련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2) 개인 심층 면접조사 진행 절차

   개인 심층 면접조사의 진행 과정은 먼저 연구 참여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힌 참여자에게 연구의 주제 및 목적, 내용, 윤리적 유의사항, 그리고 진

행 방식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녹음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참여자의 서명을 받았다. 녹

음에 동의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면담 내용을 필기로 기록하였다. 면담

은 녹음기를 켜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녹음 시작과 종료 시 참여자에게 이

를 명시하였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청소년과의 면담은 본격적인 면담에 앞서 

참여자에 대한 보다 빠른 이해를 위해 기본적인 인적사항(연령, 성별, 거주

지, 거주 기간)과 자전거 통학과 관련된 문항(자전거 통학 빈도, 자전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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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관련 교육 및 서비스 이용 여부)으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을 시작하였다. 설문지 작성이 끝나면 참여자의 이동을 중심으로 주중

과 주말로 구분하여 일과표[그림 2]를 완성하고 이용 도로 및 경로를 파악

하기 위해 작성한 일과 중 통학에 해당하는 모든 행선지의 실제 경로를 지

도[그림 3]에 표시하였다. 참여자가 작성한 설문지, 일과표, 통학경로 표시 

지도를 참고하며 청소년 자전거 통학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학행태 

및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반 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그림 2] 일과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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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면담 전 활동

n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주중과 주말로 나눠서 장

소 간 이동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n (지도를 같이 보며) 일과표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OO

학생이 실제 자전거로 통학하는 경로를 여기 지도에 

그려주세요.

  

 [그림 3] 통학 경로 그리기 예시

   다음 [표 1]은 자전거 통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 심층 면접조사

에서 실제로 질문하였던 내용으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조사 대상이 청소년

인 것을 고려하여 연령대별, 상황에 따라 단어 조정을 하며 면담을 진행하

였다.

[표 1] 자전거 통학 청소년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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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까지 완료되면 일과표와 지도를 번갈아가며   

       비교해 보며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되묻는다.

n 작성해 준 일과표와 지도에 표시해 준 자전거 통학(학

교, 학원 등 오고가는 것) 경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주변 환경 특징, 지형, 지나갈 때 느끼는 감정 및 생각

도입질문

n 언제 가장 처음 자전거로 통학을 했나요?

- 그 당시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

이었나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n 그렇다면 그 때보다 ~ 년이 지난 지금은 통학을 자전

거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과거와 비교해서 왜 바뀌었나요?

전환질문

n 통학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

- 통학의 의미

n 통학은 주로 누구와 하나요? 

n 자전거 외, 다른 (이동)수단으로 통학을 해 본 적이 있

나요?

- 있다면, 자전거로 통학할 때와 비교하여 이야기 해 주  

  세요.

- 없다면, 다른 (이동)수단 말고 왜 자전거로만 통학을 하  

  나요?

n Y구 외 다른 구나 지역에서 자전거로 통학을 하거나 

이동을 해 본 적이 있나요?

- 있다면, Y구와 다른 지역 간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세

요.

- 없다면, OO학생이 생각하기에 자전거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Y구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그러한 특징이 자전거 통학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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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질문

n 자전거로 통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무엇인가요?

n 어떤 것들이 자전거 통학을 보다 잘 할 수 있게(편리

하게) 해 주나요?

n 자전거로 통학할 때 좋은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요?

n 언제 자전거로 통학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나요?

- 무엇이 어렵게 만드나요?

- 사고가 났거나 사고를 목격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없다면, 사고가 나거나 

목격을 한다면 OO학생에게 어떠한 느낌이나 생각을 

들게 할까요?  

n 주변에 자전거로 통학하는 사람(친구, 선배, 아는 지인 

등)이 많나요?

- 자전거로 통학하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권장하나

요?

- 자전거로 통학을 하다가 안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

까?

n OO학생이 생각하기에 자전거로 통학하기 위해 어떤 

점이 지금보다 더 개선(발전/고쳐져야/바뀌어야)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그렇게 개선이 되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야하며  

  또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나요?  

마무리 질문

n 지금까지 통학의 의미와 자전거 통학의 특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영향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

눠봤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강조하고 싶나

요?

n 조사 주제와 관련해서 미처 이야기를 못했거나 추가

적으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주세요.

n 연구자나 인터뷰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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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질문

n (관공서 소속) 현재 직함/직책과 하시는 업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n (학부모 시민단체 소속) 현재 하시는 활동에 대한 설

명 부탁드리며 자녀의 나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도입질문

n 자전거가 통학이나 통근을 목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동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상생활에서 이동을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  

  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긍정/부정 이유   

  는?)

- 자전거로 통학/통근하기에 어떤 환경이라 생각하십니   

  까? (긍정/부정 이유는?)

전환질문

n 자전거 통학 관련 사업 진행 사례나 현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n 자전거 이용 및 통학과 관련된 정책적 현황이나 법규 

및 제도에 관련하여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십시오.

    ‘관련자’와의 개인 면담으로는 해당 지역사회의 맥락과 함께 각 입

장에서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자전거 이용 통학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였으

며 자전거 통학 활성화에 대한 ‘관련자’들의 역할을 고찰하고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 활성화 방안을 탐구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응답자의 성

별, 연령, 근무처 및 근무 연수, 또는 자녀의 나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간

단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2]는 청소년 자전거 통학‘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면담

에서 실제로 질문하였던 내용으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표 2] 청소년 자전거 통학‘관련자’대상 개인면담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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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질문

n 아이들이 자전거로 통학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견해/의

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n 아이들의 자전거 통학을 장려하는 이유/기피하는 이유

는 무엇입니까?

n 청소년 자전거 통학과 관련하여 각 부문에서 생각하

시는 위치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   

  까?

- 말씀하신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  

  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n 자전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증

진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n 자전거 통학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질문

n 더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n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n 연구자나 토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반 구조화된 심층면담의 마무리 질문의 일환인 추가 응답 여부 확인과 

작성한 문서에 빠진 부분 없이 모두 기재가 되었는지 참여자와 함께 검토

한 후 면접을 종료하였다. 개인 심층 면접조사 과정을 녹취한 내용은 전자 

문서 파일 형태로 반복 청취하며 전사하였고 연구자가 오탈자와 누락된 내

용 유무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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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적 자료의 분석

가. 개인 심층 면접조사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면담 내용을 

폭넓고 유연성 있게 다루기에 적합한 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적

용하였다. 주제 분석법은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

반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는 코드를 도출하고 이를 비교, 대조함으로써 코

드 간의 관계와 특징, 그리고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구조화하고 조직화하

는 분석 방법이다(강혜리, 2017; Braun & Clarke, 2006)

   주제 분석은 총 6단계로 진행되었으며 먼저 자전거 통학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면담 자료에 연구자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15개의 전사본을 반복

적으로 읽으며 자전거로 통학하는 청소년들의 행태와 더불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관계 및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통학, 통학의 수단, 자전거의 의미, 청소년 자전거 통학에 미치는 영향요인 

등과 관련된 모든 단어, 절, 문장을 찾아내어 이름을 붙이는 개방 코딩

(open coding)을 실시하였다. 최초 개방 코딩의 결과 152개의 코드가 생성

되었으며, 도출된 코드들 중 의미가 비슷하거나 성질이 유사한 코드를 통

합하는 과정을 거쳐 121개로 압축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비교, 대조하

고 코드 사이의 관계를 찾는 범주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49개의 하

위 범주와 20개의 범주가 코드 사이에서 확인되었다. 정리한 20개의 범주

들 중 통학 및 자전거 통학의 의미를 비롯해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인

식되는 공통적인 속성들을 다시 묶고, 구조화하여 잠정적인 7개의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주제들이 원래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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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합하는지, 전체 자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

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주제를 다듬기 위하여 다시 자료로 

돌아가 비교분석을 하는 순환적 과정을 통해 정확한 정의를 생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주제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 목적

에 적합한 서술과 논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면담 자료 중 녹음된 자료의 분석 과정

은 자전거 통학 청소년 자료와 동일하게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필기로 기

록한 노트와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통합한 자료의 분석 결과 도출된 74개

의 코드를 18개의 하위범주, 8개의 범주로 구조화하였으며, 동일한 속성들

을 다시 범주화하여 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5.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진실성에 대한 평가 기준

에 맞추어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질

적 연구방법과 다양한 자료원의 통합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결과 

도출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년간 질적연구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보건학 

교수 1인의 감사를 통하여 자료의 분석 과정 및 결과에서의 오류를 줄이고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참여자

들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도적인 개입이나 왜곡을 하지 않음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Sandelowski, 1986).

6. 연구 윤리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모집에 앞서 개인 심층 면접조사 질문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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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 과정에 대한 진행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토콜, 참여자 모집 

문건 및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2017년 11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

의위원회의 최종 승인(IRB No. 1711/003-007)을 받았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고 연구진 내부에 한해 연구 목적으

로만 활용되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연구 참여과정에서 답변한 모든 

내용은 코드화된 인식 번호로 인식하여 익명으로 처리하고, 개인식별이 가

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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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자전거 통학 청소년 대상 개인 심층 면접조사 결과

가.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개인 심층 면접조사에 참여한 자전거로 통학하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은 [표 3]과 같다. 총 15명의 자전거 통학 청소년 중 여학생 1명(6.7%), 남

학생 14명(93.3%)이며, 연령대는 14-16세 사이가 1명(6.7%), 17세 9명

(60.0%), 18세 5명(33.3%)으로 17세 학생이 가장 많았다. 대상지 거주 기간

은 6-10년이 8명(53.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11-19년이 4명

(26.7%), 1-5년이 3명(20.0%) 순이었다. 자전거 통학 평균 빈도는 주 5회 이

상이 5명(33.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 2-3회와 주 3-4회가 

각각 3명(20.0%), 1-2회가 2명(13.3%)이었고 월 1회 이상과 주 4-5회가 각 

1명(6.7%)이었다.

   자전거 통학 청소년은 다양한 환경적 배경을 고려하여 선정한 ㅁ동과 

ㅅ동에 거주하는 참여자로 각 거주지별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ㅁ’동에 

거주하면서 자전거로 월 1회 이상 통학하는 연구 참여자는 7명(46.7%)이었

으며, ‘ㅅ’동 지역에 거주하면서 월 1회 이상 통학하는 참여자는 8명

(53.3%)이었다. 또한 평생 동안 자전거 교실, 자전거 안전수칙 등 자전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참여경험이 없음이 11명으로 

73.3%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3명(20.0%)이 참여경험이 있음,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아 모르겠다고 답한 참여자가 1명(6.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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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ㅁ’동 

지역

‘ㅅ’동 

지역

성별
여성 1 -

남성 6 8

연령

14~16세 1 -

17세 1 8

18세 5 -

19세 - -

거주 기간

1년 미만 - -

1~5년 1 2

6~10년 4 4

11~19년 2 2

자전거통학 

평균빈도

월 1회 이상 1 -

주 1~2회 - 2

주 2~3회 1 2

주 3~4회
- 3

주 4~5회
1 -

주 5회 이상 4 1

자전거 관련 

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여부

참여경험 있음 1 2

참여경험 없음
6 5

모름 - 1

계
7 8

15

[표 3] 개인 면담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자전거 통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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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Categories Subcategories

통학의 의미

시간요소적 의미

약속된 시간 내의 이동

활용할 수 있는 
자투리 시간

친목도모가 가능한 시간

즐겁지 않은 것
학교/학원을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님
항상 가는 길이라 지루함

편의성

타 이동 수단과의 비교

부적합한 버스 노선
빠른 스피드와 시간 단축

금전적인 이유
출퇴근/등하교 시간대의 

혼잡함으로 인한 피로감 및 
불쾌감

지리적 유형(경사도)

물리적 환경

 특성상의 편의

도로교통 구조의 특성

물리적 인프라 상태

불법주정차 

다른 도로 이용자의 태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운전자 및 보행자의 
반응으로 인한 불편함

기타

위생 등 
신경 써야 하는 불편함

수리 등 귀찮은 
관리 및 유지

나. 심층면담 분석 결과

   일과표 작성과 통학경로 표시활동을 포함하여 진행한 심층면담에서 수

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는 주제 분석 진행 과정에서 하위범주와 범주에서 

보이는 흐름대로 속성과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

상지의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자전거 통학의 의미와 이에 미치는 요인과 속

성을 주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개인 심층 면담조사 주제 분석 결과(자전거 통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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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사고 발생원인 
및 이후 변화

사고의 원인

사고 후 변화

습득한 지식과 

현장의 괴리

외모, 습관 등으로 
안전수칙 미이행

안전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보호장비 미착용

편리함이 우위에 존재

다른 도로 
이용자들과의 갈등

위험한 대상으로 인식

마찰감소를 위한 노력

활동성

신체활동과의  연관성

통학 시 자전거이용을 
운동하는 행위로 인식

장시간 좌식생활 속 
운동 가능 기회

심신을 깨워주는 역할
아침부터 피곤함

활동량  및 범위의 변화

자전거이용 시 다양한 이동 
장소 및 경로 이용가능

친구 및 주변인과 활동가능
또는 불가능

학년증가에 따른 이용량 및 
행태 변화

기후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천/우설 시 
자전거 이동 제한

기온에 따른 자전거 이용률

기타 자전거 통학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

주체성

형성된 제도 탈피
자유로운 경로 선택

유연한 목적지 선택

제도적 제재
교복 치마

타인에 대한 의식

‘나’의 선택과 책임
자전거 이용은 나의 의지

긍정적인 감정 야기

일상성 자연스러운 자전거 이용

부모님/또래집단을 통해 
친숙해진 자전거

비이용 시 일상 차질 야기

통학 및 여가 목적 
구분 없이 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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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 

관련 개선사항

자전거 통학 

친화적인 환경 조성

물리적 인프라 구축 필요

지역사회의 의식 개선

정보 전달방식 변화 필요

정규 수업과정 
포함 및 이행

학생들의 
관심을 고려한 강의 내용

제도적 개선

철저한 법규 수립 및 
관리감독

보험가입을 통한 
안전성 보장

   개인 심층 면담조사 진행 시 참여자들이 작성한 일과표와 통학경로 표

시지도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대상지 청소

년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였다. 통학의 의미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대상지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자전거 통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속성은 

편의성, 안전성, 활동성, 주체성, 일상성이다. 도출된 각 속성에 대한 인식

들은 서로 독립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사회생태학적(socio-ecological) 차원으로 분류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도시에서 청소년들의 자전거 통학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전

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출된 요인 및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1) 통학과 자전거

   도시 청소년에게 통학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 때 자전거는 어떠한 역

할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을 때, 시간과 관련된 요소들은 청소년들이 인식

하고 있는 통학의 의미 중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통학을 한다는 것은 약

속된 시간 내에 학교, 학원 등의 교육기관으로 또는 집으로의 이동을 뜻하

며,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는 지각에 대한 체벌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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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청소년들에게 통학은 최단 시간 내에 그리고 최단 경로를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들이 작성한 일과표

[그림 5 & 6]에 따르면 평균 아침 7시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와 학원, 학원

과 학원(또는 독서실) 간에 식사 또는 환복을 위해 집에 들르는 경우도 있

었다. 최소 시간으로 가장 짧은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많은 

참여자들이 안전을 통학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주요점으로 꼽았다. 

[그림 4] 하루 시작을 알 수 있는 참여자의 일과표 1

   
   [그림 5] 하루 시작을 알 수 있는 참여자의 일과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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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시간 약속에 맞춰서, 제시간에 갈 

수 있는, 지각 하지 않고.” (‘ㅅ’동 거주, 17세, 남성, 참여자H)

   “통학할 때 애들, 가끔씩 보면 오토바이 막 타고 다니는 애들도 많아

요. 불량학생,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아무리 빨리 가야 된다고 하

더라도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일은 안전하지 않다고 (중

략)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통학할 때...” (‘ㅁ’동 거주, 

18세, 남성, 참여자I)

또한 통학은 숙제를 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한 소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투리 시간으로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확인되었다. 특히 휴대폰을 

학교나 학원에 머무는 일정 시간동안 제출하고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시

스템이 있는 경우가 많아 등교 및 등원 시 통학은 활용 가능한 자투리 시

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통학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통학하는 동안 타 학급의 친구 또는 

동네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자 친목의 시간으로 청소년들

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의미임을 확인하였다. 

   “(통학의 의미에 대해) 뭐 숙제나 이런 거 외우면서 가거나 친구들이

랑 얘기하면서 가거나 핸드폰을 하면서 가거나” (‘ㅁ’동 거주, 15세, 

여성, 참여자O)

   청소년에게 통학이란 즐겁지 않은 것을 의미하였다. 주로 학업을 위한 

이동이 통학인 맥락에서 이를 즐겁지 않은 일이라 인식하였으며, 항상 동

일한 생활패턴과 통행로이기에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통학은 즐

거운 일이 아님을 의미하였다. 이는 대부분 등교, 등원, 그 사이 집에 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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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 해당하고 마지막 일정 후 집으로의 귀가는 제외되었다.

   이와 같이 시간요소적 의미, 즐겁지 않은 것 등 청소년들이 가장 중점

으로 두는 통학에서의 의미를 바탕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원하는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자 통학에서 고려 가능한 사항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써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자전거 통학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 편의성

   청소년의 자전거 통학과 가장 관련이 깊고 중요하다고 인식되었던 속성

은 편의성이었다. 통학 시,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청소

년에게 자전거는 같은 시간으로 보다 적은 힘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자전거 통학 청소년들은 다른 이동수

단과의 비교로 편의성을 설명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버스, 도보와의 비교

를 통해 중요도가 높은 속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시간, 같은 거리

를 도보로 이동할 때보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을 하였을 경우 주관적으

로 느끼는 물리적 시간소요가 2~3배 빠르고 힘이 덜 든다는 점에서 자전거

로 통학하는 동기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을 하였을 때 도보나 버스 이용 시 대비 정신적,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또한 받는다는 측면에서 빠른 속도와 시간 단축은 편의라고 인식하였

다. 이때, 긍정적인 정서적 영향이란 주행 시 드는 감정이라는 의미도 포

함하고 있었다. 통학에 부적합한 버스 노선, 출퇴근/등하교 시간대의 혼잡

함으로 인한 피로감 및 불쾌함, 금전적 이유 등으로 버스보다는 자전거를 

통학 시 활용하는 도구로 선택함으로써 편의성을 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버스를 타면 버스비도 아깝고 돌아가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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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 밖에 없으니까 자전거로 통학을 했어요.” (‘ㅅ’동 거주, 17세, 

남성, 참여자D)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어차피 가야 될 길인데 빨리 가는 거

니까 그래서 짜증이 덜 나요.” (‘ㅅ’동 거주, 17세, 남성, 참여자B)

지리적 유형(경사도)에 따라 자전거가 통학의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또 저

해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체력소모 및 감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통학 경로 중 오르막길이 있어 오래 걸리고 더 빠른 체력소모를 

체감하는 도보보다 자전거가 우위의 선택이 되기도 하였고 반대로 더 많은 

체력적 소모로 기피하거나 자전거 통학 시 불편한 대상으로 작용하였다. 

내리막길은 걷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인하여 자전거 통학 시 느끼는 감정

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요소로 인식되었다. 또한 오르막길에 올라가는 것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재미가 있다고 언급한 참여자도 있었으며, 타 지역

에 비해 평지가 많은 것이 편의적 속성에 포함되었다.

   “… 언덕이 있어서 걸어갈 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차

라리 그냥 빠르게 올라가 버리자,’ 하고. 그래서 타게 됐고요.” (‘ㅁ’

동 거주, 18세, 남성, 참여자J)

   물리적 환경 특성이 자전거로 통학하는 청소년 개인의 편의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먼저, 연구 조사 대상지역의 지역사회의 

도로교통 구조의 특성상 행정기관이 많고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도심을 

중심으로 일방통행인 도로로 이루어진 구역이 있고 많은 횡단보도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발견되었다. 하나는 자전거 이용이 편하다는 인식이고, 다

른 하나는 주행 방향 변화에 제약이 많아 불편하다거나 아무런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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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자전거도로의 폭, 도로표면의 매끄러

움 정도, 도로의 연결성, 자전거도로 유무, 자전거 거치대 수 등의 물리적 

인프라 상태 또한 자전거 통학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할 때 주행을 보다 편리하게 해 

주는 요소들 중 분리된 자전거도로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많았으며 다른 지

역에 비해 대체적으로 자전거 도로의 조성이 잘 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인

식하였고, 이 또한 자전거 통학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 

밖에 조명의 부재로 인해 멀리 돌아간다는 참여자도 있었으며 불법 주정차

로 인한 주행의 불편함을 참여자들의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근데 일방통행이 자전거 타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일방통행 방향이랑 제가 가는 방향이랑 같으면 좋은건데, 이게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면 좀 위험하니까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진 않아요.” (‘ㅅ’동 거주, 17세, 남성, 참여자 D)   

    “그, 가끔 막... 좀 동네가 오래돼서 보도블록이 막 좀 튀어나온 것

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것이 좀(불편해요).” (‘ㅅ’동 거주, 17세, 

남성, 참여자F)

   반면 보행자 및 운전자의 태도가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자전거 통학의 

편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로 인한 

주행의 장애요인으로 여겨지며,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 신호에도 반응을 보

이지 않는 보행자들의 태도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청소년들에게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져 불편하다고 인식되었다. 또한 차도 옆 자전거 도

로나 보도와 차도 사이로 주행할 때 배려가 없는 자동차 운전자들의 태도

에 기분이 상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자전거 통학 주행을 저해하는 부정적



- 42 -

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막.. 뭐지 이어폰 끼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벨 울려도 보지도 않

고 그런거 밖엔 없어요. 불편한 거는.” (‘ㅅ’동 거주, 17세, 남성, 참

여자A)

   “(중략) 그 경적 울리는 운전자들 짜증나고, 그러니까 약간 자전거 가

고 차 올 수도 있는데 자전거가 가니까 바로 경적을 울려요.” (‘ㅅ’동 

거주, 17세, 남성, 참여자B)

   “자전거가 느리다 보니까 일반 도로(차도)에서 탄다고 하면은 자전거

를 되게 안 좋게 봐요. 제가 느리다 보니까 자기도 느려져야 되고. 

버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빨리 밟아, 뭐하는 거야’ 하면서. 그건 좀 싫었어요.” (‘ㅁ’동 거주, 

18세, 남성, 참여자I) 

   그 밖의 기타사항으로는 자전거를 주차할 때 자전거 체인의 기름이 손

에 묻는 등 위생상 신경을 써야 한다는 불편함이 청소년들이 인식한 자전

거 통학의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자전거 통

학을 일시적 또는 현재 멈춘 이유로 수리 등의 귀찮은 관리 및 유지가 언

급되면서 이 또한 통학 시 자전거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로 확

인되었다.   

3) 자전거 통학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 안전성

   청소년들은 자전거 통학과 관련된 영향요인에서 안전을 중요한 속성으

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통학과 자전거 통학의 의미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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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안전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듯이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전

거 통학의 영향요인에 대한 속성 중 안전성은 사고 발생 원인과 이후의 변

화, 지식과 현장의 괴리,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요

소이다. 사고에 대한 직접 및 간접적인 경험에 대해 많은 참여자가 그 원

인을 본인 또는 그 개인의 위험한 행동에서 찾았으며 올바른 방향을 인지

하고 있음에도 호기심, 습관으로 인한 개인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원인

으로 인지되었다. 이는 참여자들의 자전거 통학 행태 특성과도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전거 묘기, 자전거 재조립으로 브레이크 

제거, 이어폰 착용, 늦은 시각의 질주 등이 면담 과정에서 개인행동으로 

인한 사고 원인의 예시로 설명되었다. 

   “그냥 혼자 묘기 부린다고 두 손 놓고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ㅅ’동 거주, 17세, 남성, 참여자D)

   ”이거 제가 밤에 도로가 뻥 뚫려 있길래 도로를 빠르게 달리다가 갑

자기 왼쪽에서 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꺾었는데... (중략) ...속도는 빠

르게 가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열심히 밟아가지고 겨우 

겨우 겨우 이렇게 옆으로 간신히 비켜서 멈췄던 적이 있어요.“   

(‘ㅁ’동 거주, 18세, 남성, 참여자M)

또한 자전거 사고의 직·간접 경험 이후 자전거 주행 시 보다 주위 신경을 

쓰며 조심하는 경향을 보였고 직접적인 사고의 경험이 있는 일부 참여자들

은 이후 사고 트라우마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

이 확인되었다.

   자전거 통학 시 여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며, 그만큼 안

전성을 중요한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전거 통학과 관련하여 이미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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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안전수칙에 대한 이행에 있어 다양한 견해와 행태를 보였다. 보호

장비 착용, 횡단보도 이용 시 자전거 끌기 등 자전거와 관련된 안전수칙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참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통학 시 자전거 이

용이 보호장비를 착용할 만큼 위험하지 않으며, 외모, 습관 등의 이유로 

항상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게 제가 처음에 놀 때는 헬멧을 쓰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좀 시간 단축하려고만 

타고 다니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안전장비를 좀 충실하게 가지고 다

녀야 할 생각을 못해가지고.” (‘ㅁ’동 거주, 18세, 남성, 참여자J)

   “헬멧을 써야 하는데 헬멧을 잘 안 써요. 일단 머리 눌리고 모자 눌

리고, 머리 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솔직히 헬멧 쓸 만큼, 항상 

통학할 때는 항상 헬멧 안 써요 원래는 써야 하는데. 횡단보도에서 

내리고 가라고 하는데 누가 내리고 가요? 횡단보도에서 빠르게 치고 

가면은 사람들이랑 안 만나는데.” (‘ㅁ’동 거주, 18세, 남성, 참여자K)

   이처럼 청소년에게 자전거는 안전하게 타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인

지되고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 역시 알고 있지만 개인적 호기심, 

즉흥적인 감정으로 인한 위험한 행동, 보행자 및 운전자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현장의 실재와 이론적 지식 간의 괴리가 존재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행자나 운전자를 피해 주행하고자 하는 등 보행자나 운전자에 

대한 배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행

자와 운전자 모두를 고려하고 또 피해야 하는 존재, 통행에 불편을 주는 

위험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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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서는 흔들리니깐 괜히 일부러 크락션 하고 더 옆에 빨리 지나가

는 차들이 있어요. 짜증내는 거죠. 너 자전거 도로로 가라는 거로. 

괜히 일부러 빨리 가는데 그 때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 때 조금 무

서워요.” (‘ㅁ’동 거주, 18세, 남성, 참여자K)

   이와 같은 현장의 상황으로 인해 참여 청소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형태를 보였다. 차량과 보행량의 상

황에 따라 차도나 보도를 혼용하여 이용하고 비교적 한산한 골목길이

나 아파트 단지 내를 이용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와의 마찰을 감소하려

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참여 청소년들에게서 자전거 

통학 시 아파트 단지 내를 통한 통행을 하는 행태 양상이 확인되었다. 

조사 참여 청소년들은 대상지의 아파트 단지 내에 구축되어 있는 길이 

비교적 넓다고 인식하였고 적은 차량이나 보행량으로 인하여운전자 및 

보행자에 대한 고려와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자전거 도로나 보도, 

자동차 도로에서의 주행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게 자전거 통학이 가능

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전거 통학로로 아파트 단지 내의 길을 선호한

다고 강조하였다. 

4) 자전거 통학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 활동성

   청소년들이 인식한 자전거 통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하여 활동성이 

또다른 주요 속성으로 도출되었다. 버스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것을 지

루함, 답답함으로 인지하였고 통학에서 자전거를 이동의 수단으로 선택한 

이유 중 큰 부분이 신체활동과 관련이 있었다.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은 건

강증진에 효과가 있으며 자전거 이용 자체를 운동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

었다. 또한 이른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학교, 학원 등 실내에서 생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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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있는 시간이 많아 통학 시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은 부족한 신체활동량

을 채울 수 있는 하나의 기회 및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 (자전거로 통학하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에 있으

면 움직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아침, 아침이나 학교 끝날 때나 그

럴 때 (자전거를 타면) 몸을 움직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ㅅ’동 거주, 17세, 남성, 참여자H)  

    "그냥 아무 운동 안 하니까. 자전거 타면 운동.. 운동한다는 생각으

로 타요.“ (‘ㅅ’동 거주, 17세, 남성, 참여자B)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시간도 많고 놀면서 운동할 시간도 많

았는데, 고등학교 되면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게 별로 시간이 거

의 집에 10시 9시에 오고 이러니까 그냥 아침에라도 학원 안가는 

날은 자전거 타면서 좀 그나마 그 시간이라도 운동을 하자라고 생각

을 해서 타고 다녀요.” (‘ㅅ’동 거주, 17세, 남성, 참여자D)

특히 아침 등교 시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은 아침잠을 깨워주는 효과가 있

어 상쾌한 기분과 맑은 정신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으며 수업에 보

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보행자 수 및 차량이 적은 늦은 저녁 하교 및 하원 시간의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은 바람을 맞으며 빠른 속력으로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여 이로 

인한 재미가 있어 이 또한 정신을 맑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

다.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 및 정서적 영향을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을 통하

여 받음으로써 지칠 수 있는 체력과 정신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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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청소년들이 이러한 이유로 자전거를 통학 도구로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학에서 이동수단으로써의 자전거 이용을 통한 긍정적인 정

서적 영향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예상된

다.

   "확실히 걸을 때 보다는 좀 더 편하고 안 지쳐요. 그리고 등교 시간

에 좀 힘든 게 덜해서 수업을 잘 들을 수 있고.“ (‘ㅅ’동 거주, 17세, 

남성, 참여자A) 

   “특히 요즘 밤이나 아침에 갈 때, 아침에 갈 때 바람이 너무 좋아요.” 

(‘ㅁ’동 거주, 18세, 남성, 참여자K)   

   “(자전거 통학의 요인으로 답한 재미라는 의미에 대해) 자전거 탈 때

의 그런 재미라는 거는 그냥 상쾌한 거 기분이 맑고 바람 맞을 때 

정신이 맑아지는 거 그게 되게 좋아요.” (‘ㅁ’동 거주, 18세, 남성, 참

여자K)

   또한 자전거는 통학길에서 연속적인 이동이 많을 때 다양한 장소에서의 

일정을 위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모든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 때 이동하는 과정의 동기나 원인이 학

년이 높아짐에 따라 늘어나는 학원, 독서실 등 학업이 대부분이지만 친구

나 주변과의 조우 등이 목적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구

와의 통학길 동행을 위해 집을 돌아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집에 가기 전 

중간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횟수도 늘어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학길에서의 자전거는 활동량과 활동의 범위를 변화시키

거나 또 늘어난 활동을 가능케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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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참여자들 중 유일한 여학생에게서는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오히려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가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

용하였으며 이는 참여자의 주변인 또는 또래친구 중 자전거를 타는 이가 

거의 없는 것이 핵심 원인으로 작동하였다. 참여자가 자전거를 이용할 경

우 도보를 하는 대부분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지 못하거나 떨어져서 가야 

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학년이 높아질수록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의 

빈도가 감소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중학교 오면서 학원들이 이렇게 학원들을 접수 그 때부터 학원이 많

아졌어요. (중략) 친구들이랑 자전거 그니까 여자애들이니깐 자전거

를 많이 안타고 다니니깐 같이 걸어 다니고 싶어가지고..“ (‘ㅁ’동 거

주, 15세, 여성, 참여자O)

   또한 남학생들의 경우 학업을 위한 정해진 일정 시 이동은 주로 ‘혼

자’하는 통학 양상을 보였고 반대로 여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일과를 또래

친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천 및 우설 등의 기후 영향은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

로 작용되어 참여자들의 활동에 제한을 주었다. 또한 기온에 따라 통학 시 

자전거 이용률도 달라졌는데 추위(겨울)는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주는 요

인이었지만 오히려 더위(여름)는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을 촉진시키는 효과

가 있었는데 이는 바람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단 자전거 타면 시원하니까. 근데, 아,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못 

타겠고 (중략) 거의, 봄에서 가을까지 타고, 겨울 되면 손 시렵고 해

가지고 안타는 것 같아요.” (‘ㅅ’동 거주, 17세, 남자, 참여자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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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영향요인의 속성 중 하나인 활동성의 기타 사항으로는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은 

부지런해 보인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 때 부지런하다는 것은 활동량

이 많고 체력이 좋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자전거 이용은 청소년

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고 해석될 수 있

다.   

5) 자전거 통학에 영향을 미치는 네 번째 요인: 주체성

   청소년에게 통학에서의 자전거는 ‘나’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유롭고 

유연한 선택이 가능한 기회로 인식되어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의 속성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전거를 타

고 통학함은 대중교통의 노선, 출발/도착 시간과 같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제도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출발시간을 정하고 자유롭게 

경로를 탐색해 이동이 가능하며 목적지 선택에서도 유연하다는 점을 강조

하였다. 즉, 이미 형성되어 있는 제도로부터의 탈피의 기능을 가진다. 이러

한 주체성의 속성 특징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이동, 인적이 드문 길 탐색 

및 이동 등의 자전거 경로 이용 행태 양상을 형성하고 또 이러한 자유로움

의 성질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통학의 도구로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자전거 경로 이용 행태 양상인 아파트 단지 이용, 인적

이 드문 길 이용 선호 등은 앞서 언급한 속성 중 하나인 안전성과 매우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속성 간 관계에 대

한 확인이 가능하였다.

   “자전거 두고선 버스는 경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깐, 갈 때 뭐 지루하

다고 한번 놓치면 늦을 수도 있어 가지고 불안하고 그런데,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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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게 되면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여유 있게 타고 갈 수 있고, 길도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으니깐(자전거 통학을 해요).” (‘ㅁ’동 

거주, 17세, 남성, 참여자L)

   “자전거 안 타면은 진짜로 진짜 학교 학원가는 버스 이동 경로 말고

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친구들이랑 잠깐 들려서 

놀다 갈 때도 있고 필요한 거 사러 갈 때 그쪽 잠깐 들려서 가고 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시간 내에. 그래서 계속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ㅁ’동 거주, 18세, 남성, 참여자K)

   한편 여자 학생들에게 통학에서의 자전거는 제도적 제재로부터 벗어나

야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식되었고 이는 교복 치마가 요인에 해당하였다. 

주변 여학생들 중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이가 드문 상황에서 혼자 통학 

시 자전거를 타는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의 외관이 타 학생들 것

에 비해 더 낫지 않다는 주관적 인식으로 자전거 이용이 꺼려진다는 참여 

여학생의 설명을 통해 자전거를 타는 여학생에 대한 타인의 인식도 여자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 통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 

즉, 여학생에게 교복 치마, 타인에 대한 의식은 자전거를 통학의 수단으로

써, 주체적으로 선택을 함에 있어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근데 여자들은 안타겠죠. 당연히. (중략) 여자들 치마 입잖아요.”  

(‘ㅅ’동 거주, 17세, 남성, 참여자G)

   “학교 갈 때는 여자는 교복이 치마라서 그런 것도 있고, 남자애들은 

자전거 타는 거는 그냥 그렇게 막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냥 멋있어 보이라고 타는 거 같아요. 자전거 자랑하려고.” (‘ㅁ’동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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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세, 여성, 참여자O)

   “(중략) 자전거가 애들 것은, 남자 애들 것은 그래도 키도 크고 이쁘

게 생겼는데, 아빠가 이쁜 거를 안 사줘가지고... 그래서 많이 안 타

고 다녀요.” (‘ㅁ’동 거주, 15세, 여성, 참여자O)

   자전거를 통학에서 선택한 것은 ‘나’의 선택이자 책임인 것으로 주체

성의 성질로 인식되었다. 물리적, 제도적, 개인 간 등 다양한 차원의 영향

을 받는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성질은 ‘나’의 편의와 필

요에 의한 개인적 차원의 원인과 개인의 의지로 확인되었다. 

6) 자전거 통학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번째 요인: 일상성

   통학에서 자전거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중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강조되

었던 속성은 일상성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게 된 계기가 집단 소속

으로부터이거나 자전거에 대한 노출을 한 시기가 어릴수록 자전거로 통학

하는 것을 일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주기적인 학교 동아리 

활동, 친한 친구들 무리의 영향과 같이 소속감을 표현하는 방식의 과정에

서 자전거가 활용되었지만 이후 꾸준히 일상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

학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

을 통해 자전거에 노출된 나이가 어릴수록 자전거에 대한 친숙함이 크며 

자전거로 통학하는 빈도가 높았다. 이를 통해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이용하

는 데에는 자전거에 대한 흥미와 친숙함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

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학에서 자전거 이용이 일상이라고 인식하는 참여자 중 통학 시 자전

거의 부재가 일상에서의 차질을 야기하였다고 응답한 참여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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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가 가끔 고장나면 굉장히 힘든 게 이게 또 걸어서 뛰어서 가

는데, 제가 이미 습관이 됐잖아요 자전거 타는 게. 그래가지고 시간, 

제가 집에서 학교로 출발할 때에도 시간도 그렇고 이미 뭐 한 55분

쯤 50분쯤 이렇게 출발하는 게 습관화가 되어있는데 자전거가 가끔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제가 원래 자전거 타던 시간에 출발하게 되는

데 그 시간에 맞춰서 학교를 학교나 학원 같은데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가 없으면 좀 지각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ㅁ’동 거주, 18세, 남성, 참여자M)

   한편 통학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참여자 대부분이 통학(이동

목적)과 여가목적의 구분이 없이 통학에서 여가목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자전거는 통학을 위한 이동 목적, 산책을 위한 여가 목적으로 구

분되어 이용되기보다 일상에서 그 목적의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때는 오롯이 시간 줄이려고 그런 건데. 지금은 그냥 일상처럼 돼

가지고. 가까운 데는 타고 다니는 게 더, 그런 게 있어요...(중략)...(일

상의 의미에 대해)그냥, 가까운 거리인데도 걸어갈 수 있는데 왜 자

전거를 타고 오냐, 이런 정도?” (‘ㅁ’동 거주, 18세, 남성, 참여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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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동(통학)과 여가(산책) 목적의 이용 경로 예시

7) 청소년 자전거 통학 관련 개선사항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자전거 통학 환경 및 현황에 대한 개선점과 관련

하여, 정보 전달방식과 지역사회의 인식,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등을 공통 

사안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자전거 통학 시 주행을 보다 편리하게 해 주는 

요소로써 인식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존재여부, 도로의 

상태, 적절한 폭, 도로의 연결성 등의 물리적 환경 요소들로 인하여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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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편함/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통학으로 자전거를 선택하는 데

에 있어 결정적 영향요인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오히려 통학경로에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개선사항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비 및 확충이라고 응

답하여 자전거 도로 존재에 대하여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

시에 자전거 통학 결정에 가장 핵심적이며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전거 통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냥 부모님? 밖에는.. 안타는 건 솔직히 정책 때문에 안타는 건(아니

고).. 정책도 모르는데 솔직히.. (중략) 솔직히 정책 때문에 타는 건 

그런 건 없어요. 도로 때문에 안탄다는 것도.. 어차피 탈 사람은 다 

타가지고.” (‘ㅅ’동 거주, 17세, 남성, 참여자A)

   자전거 관련 안전수칙이나 법규와 같은 정보 전달에서의 방식이 개선되

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인 수준까지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

는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기저에 두고 안

전과 관련된 강의는 정규 수업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나 흥미, 공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에서 진행

되는 안전 교육 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자전거 안전수칙들이 강의를 

들으면서까지 알아야 하는 내용이 아닌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관심도를 저하시키고 현장과는 동떨어졌다

고 인식되면서 강의 내용에 대한 공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

한 조사 참여 청소년들의 대안으로는 유아기부터 자전거를 접하면서 익숙

해지고 관련 안전수칙 교육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효과적이

라는 인식이 존재하였다. 또한 비슷한 상황과 현장을 이해하는 또래(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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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배)에게 조언을 얻거나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을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니깐 … 구나 시나 국가에서 자전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이나 

발전이나 좀 더 높였으면” (‘ㅅ’동 거주, 17세, 남성, 참여자E)

   “학교가면은 그런 교육하면 다 자가지고 전교권 애들 다 시간 아낀다

고 자고 막 그래 가지고, 중학교도 뭐 웬만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생

각하니깐 교육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저런 거, 하면서 듣지도 않는 

거라 하면서, 초등학교는 듣기는 들어도 그걸 지키는 애들이 좀 드

물죠.” (‘ㅅ’동 거주, 17세, 남성, 참여자E)

   “저는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좀 더 와 닿는데, (중략) 이게 강의

를 듣거나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고 그러다 보니깐 막 와 닿지가 않

거든요.” (‘ㅁ’동 거주, 17세, 남성, 참여자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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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여자 ㄱ 참여자 ㄴ 참여자 ㄷ 참여자 ㄹ 참여자 ㅁ

성별 남성 여성 여성 남성 여성

연령 40대 30대 50대 30대 50대

근무연수/ 

자녀 연령
2년 9개월 4년 8개월 /16세 3년 1년 미만

근무기관 교육지원청 보건소
학부모 

단체
경찰서 구청

담당 업무 

및 직책

학생 안전, 

운동, 체육 

및 기타 

담당 

장학사 

지역보건, 

건강생활

실천사업

담당 

공무원

전 회장 

역임. 주부

도로교통, 

안전관리 

담당 경장

자전거도로 

구축 관련 

계획 및 

시행 추진 

담당공무원

2. ‘관련자’ 대상 개인 면접조사 결과

가.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면담조사에 응해준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은 다음 [표4]와 같다. 총 참여자 수는 5명이었으며 청소년 자전거 통학과 

관련이 있는 각각 다른 특성과 입장을 가진 기관 담당자 및 청소년 보호자

가 참여하였다.

[표 5] 개인 면담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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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Category Subcategory

자전거 통학에 

대한 견해

안전에 따른 자전거 

통학 장려 여부

통학에서 자전거의 가치

어려운 안전 확보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관점 차이

가능한  업무

청소년 자전거 통학 
관련 책임

기타 학생의 개인적 선호도

지역사회의 현황

자전거 관련 현황

자전거 진행 사업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식

인프라 구축

기관 간 소통
협력의 어려움

편협한 연계

자전거 이용 문화 및 

통학 활성화 방안

자전거 이용 환경 

안전성 확보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환경의 

안전성 확보

의식의  변화

도로 교통 안전수칙 숙지

자전거 이용자/보행자/ 
자동차 운전자 간의 배려

홍보 및 캠페인

자전거에 대한 친숙함

나. 개인면담 분석 결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의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과 관련된 인식과 상황적 맥락은 자전

거 통학에 대한 견해, 지역사회의 현황, 자전거 이용 문화 및 통학 활성화 

방안 등 3 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표 6]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심층 면접조사 주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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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뒷받침

법적 단속 강화

정책적 표준화 필요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지지 및 시너지효과 기대

 

1) 자전거 통학에 대한 견해

   청소년 자전거 이용 통학과 관련된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심

층 면접조사 결과 안전에 따른 자전거 통학 장려 여부, 각 부문별 역할과 

책임에 대한 관점 차이 등과 관련하여 자전거 통학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먼저 통학에서 자전거의 가치는 신체활동과의 연관성,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활용하여 친숙함을 유발하고 녹색 사업 성장의 일

환으로 친환경 이동수단이라는 것이 통학의 도구로 언급되며 자전거 통학

의 장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버스나 승용차 이용 대비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은 청소년들의 운동량을 증가시켜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사

회문화적 맥락에서 시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러운 운동이 가능토

록 하는 기회로 인식되었다. 또한 통학은 청소년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하

는 행위이며 이를 활용한 자전거 이용과 같은 정기적인 신체활동은 청소년

들의 체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성 예측이 존재하였다. 이와 같

이 통학 시 자전거 이용과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및 건강 간의 긍정적인 연

관성을 언급하며 청소년들의 자전거 통학을 장려하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비교적 짧은 통학로에서의 자전거 이용으로는 절대적인 신체활동량의 증가

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견도 확인되었다.

   “아이들이 시간을 내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없다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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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전거를 가지고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면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것도 매일매일 

하게 된다면.” (참여자 ㄴ) 

<참여자 ㄷ> 또한 청소년 자전거 통학에 대해 ‘종합적으로 좋다고 생각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좋을 듯하다. 요즘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도 많은데, 자전거가 친환경 이동수단이라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다. 그런 의미로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요즘 학교 수업에서 체육

도 많이 줄었다고 하고 그 시간에 자습한다고도 하던데 자전거로 이동을 

하면 운동, 그나마 움직이고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렇게라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오히려 공부하는 데 더 체력

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통학과정에서의 안전 확보의 어려움과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이 청소년들의 자전거 통학을 기피하거나 장려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이 있었다. 먼저, 교육기관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

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청소년의 통학의 전 과정을 개별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인원 부재와 더불어 통학은 개인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확인되었

다. 이는 청소년들의 자전거 통학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자전거 

통학을 장려하였을 때 자전거 통학 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하여 가지게 되

는 책임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통학을 장려하지 못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그 외 관련자 입장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고 또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언급하며 안전에 대한 공

통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은 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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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무조건 장려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통학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담

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장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여건이 되는 학교에서는 얼마든지 자전거 통학을 할 수도 있

는, 있겠고, 그게 불가능한 학교에서는 오히려 자전거통학을 금지하

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임의로 이렇게, 예, 정책

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자 ㄱ)

   즉, 통학로의 안전이 보장되고 실제로 학생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통

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은 장려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의견을 정리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자전거 통학에서 각 부문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입장과 관

점이 ‘관련자’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전거 통학에서 각 부문

별 역할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 및 대처 차원에서의 교통안전 정보 제공, 

수업을 통한 자전거 이용 기회 제공 및 흥미 유발 등을 참여자가 속한 기

관 혹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청소년들

의 자전거 이용 통학과 관련된 역할을 업무로 귀결하여 고려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뭐 점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기회가 없어서 못 배웠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회를 학창시절에 준다는 거는 교육적 측면에서는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참여자 ㄱ)



- 61 -

   “간단하게 뭐 했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 심하게 다치진 않더라도 뭐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정도의 

교육? 아니면 이렇게 자전거를 탔을 때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꾸준

히 타면 어떤 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뭐 교육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참여자 ㄴ)

   청소년 자전거 통학 관련 책임에 대한 각 관련자별 입장이 상반되는 경

우가 참여자들의 응답을 통해 관찰되었다. 먼저 청소년들의 자전거 통학에 

대한 책임 및 관리는 교육기관이 주관하여 청소년의 통학에 적극적으로 개

입해야 한다는 여러 관련자측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자전거 통학에서 안

전이 보장되려면 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 되

어야 하며 그러한 환경 구축은 구청의 소관이라는 관점도 존재하였다. <참

여자 ㄹ>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교육청에서 구청과 함께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자전거 통학은 (환경)자전거 도로가 잘 되

어 있어야 한다. 그것의 소관은 구청 그리고 청소년 관리 및 교육은 교육청

을 비롯한 학교, 교육기관의 소관이다. 그리고 구청에서 자전거 관련 부서를 

두고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교육기관 입장에

서는 집에서부터 학교로 들어오기 전까지를 통학의 범위를 지정하여 청소

년들의 통학 관련 사항은 학교 밖의 책임이라는 입장이었다. 통학길이 매

우 다양하고 학생 개인별 지도할 수 있는 인력 또한 부족함에 대해 언급하

면서 청소년의 통학은 청소년 개인의 영역 또는 학부모의 책임이라고 덧붙

였다. 또다른 책임 소관으로 언급되었던 구청은 지역사회 내에 더 이상 조

건에 맞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가능한 구역은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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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자전거 통학에 대한 기타 견해로는 자전거 통학은 학생 당사자

의 개인적 선호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자전거에 대한 개인적 

흥미도와 관련이 깊음을 강조하였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자전거를 통학할 때도 탄

다는 게 꼭 그 뭐야 아침에 빨리 가기 위해서 내지는 편의성뿐만이 

아니라 자전거를 좋아하는 것과 연관이 크다고 봐요.” (참여자 ㄱ)   

2) 지역사회의 현황

   청소년의 자전거 통학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관련자’들을 통해 각 

부문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 관련 사업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수칙 교육 제공, 자전거 타기 기회 제공 등 수업 형

식의 정보 및 기술 습득 유형이 있었고 자전거통학시범학교 사업, 캠페인

과 같은 단기 및 일회성의 서비스 제공 또는 홍보 형식의 사업이 있었다. 

또한 초기의 사업 계획이나 취지에 맞는 대상자 그룹 모집의 어려움으로 

사업의 대상자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참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

층 혹은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사업 효과

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미비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인지는 하지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도 해보려고 (중략) 시

간을 따로 확보하거나 내거나 어려워서 사실 고등학생 대상은 시도

를 하다가 못했고요, 중학생 대상으로 신체활동 사업을 한 몇 년 전

에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중략) 아이들이 정해진 학원을 가

야 된다든지 아니면 방과 후 활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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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지금 현재는 초등학생을 좀 집중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

을 진행하고 있어요.” (참여자 ㄴ)

   연구 대상 지역사회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해당 지역구에서는 통학뿐만 아니라 남녀노

소의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편이며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환경으로 인식되

었다. 또한 일방통행, 설비된 자전거 도로 등의 지역적 특성상의 이유로 타 

교통수단보다 편리하다는 인식 또한 존재하였다. 앞서 자전거 통학에 대한 

각 관련자별 입장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전거 도로 구축이 가능한 

지역은 모두 완료한 상태이고 도로의 연결성에 목적을 두는 자전거 겸용도

로는 부분별로 소규모 추가 작업이 가능하나,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은 현

재 불가능하며 재개발 시 가능할 것으로 해당 지역사회의 자전거 관련 인

프라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부문 간 협력이 필요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는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부분, 특히 기관 간 원활한 소통 및 정보 공유의 미흡으로 하나

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한 협력은 곧 추가 업무라는 인식이 있어 기관 간의 원하는 것에 대한 상

호 조율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5개 모든 기관 및 입

장에서 공통되거나 비슷하게 나온 바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과거 진행한 

기관 간 융합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경험이 있어 협력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협력이 필요한 사

업의 경우 과거의 경험에서 습득한 협조 가능한 대상지 및 기관과 다시 연

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편협한 협력 관계 양상을 보였다. 또는 경우

에 따라 다부문 협력이 필요함에도 한 분야를 벗어나지 않는 형태도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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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학교입장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번외의 일

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뭐 대상자를 모집하는 거나 장

소제공이나 시간 확보하는 거나 뭐 어떤 분들은 또 그 안에서 안전

문제나 이런 게 또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귀찮

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사

업 진행하는 게 어려움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참여자 ㄴ)

3) 자전거 이용 문화 및 통학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자전거 통학과 관련된 ‘관련자’들은 자전거 이

용 환경의 안전성 확보,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식 변화, 제도적 뒷받침을 자

전거 이용 문화 및 통학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자전거

를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이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넓은 공간 확보 등의 물리적 인프라를 통한 안전성 

확보였다. 좁은 골목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되었고 이는 참여

자 5명 중 3명이 언급함으로써 그 중요성에 대해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문화와 통학 활성화 방안으로는 올바른 도로 교통 

안전수칙 숙지, 도로 위 상호 이해관계에 있는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자

동자 운전가 간의 배려, 자전거 안전수칙 등 캠페인을 통한 홍보, 자전거를 

타 교통수단 대신 선택 가능한 친숙함 등과 관련된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다. 이는 물리적 환경 조성 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참여자 ㅁ>은 ‘사실 도로, 거치대, 공

기주입기 등과 같은 시설 및 지지는 의식 변화가 되고 난 후 중요한 것이라

고 생각한다. 시설이 아무리 잘되어 있어도 자전거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확

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하며 의식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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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다.

   또한 자전거 통학을 포함한 일상생활 속 자전거 이용과 관련하여 정책

적인 표준화가 필요하고 법적 단속 및 조치가 강화시킬 것이 요구되며, 기

관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비로소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이 또다른 자

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인식되었다. 

   “…협력이 돼서 다같이 하게 된다면 이게 다 같이 어느 한쪽 협력도 

어느 한쪽에서만 주관이 돼서 하는 것 보다는 다 각자 맡은 역할을 

확실하게 주어지고, 그 안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하면 시너지효

과는 분명히 혼자 단독으로 했을 때 보다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이…” 

(참여자 ㄴ)

   청소년들이 자전거로 통학함에 있어 각 ‘관련자’들의 견해는 다양하

였으나 안전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강조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하여, 청소

년 대상 면담조사 결과와 교차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안전

한 통학길 보장의 필요성과 자전거 이용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입장 간 큰 이견이 없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히 기관 및 단체, 개

인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3. 종합 결과

   자전거 통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 심층 면접조사 중 면담 

자료를 통해 통학의 의미와 그 맥락에서의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

다. 또한 결과로 도출된 대상지 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전거 통학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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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중요한 속성은 편의성, 안전성, 활동성, 주체성, 일상성이었다. 이는 

청소년 개인이 인식하는 속성이었으나 사회·물리적 환경, 제도적 차원까

지 모두 연계가 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를 통해 

통학 시 지속적인 청소년들의 자전거 이용은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의지

나 흥미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편의성이 높은 이동수단이며, 안전이 확보

된 상황에서 신체활동량의 부족으로 체력이 저하되는 청소년들의 일상 속 

신체활동 및 체력 증진 방안의 일환으로써 활용 가능 여부 및 적합함에 대

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에서 자

전거 통학에 대한 견해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

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전거 통학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던 남자 

학생들의 면담 내용에 비해 오히려 여자 학생들의 경우 주변의 시선이나 

제도적 제재로 인해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율이 ‘매일 이용’에서 평균 월 

2회로 급감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통학 시 동행하는 사람의 비

중이 낮은 남자 학생에 비해 통학 및 그 외 대부분의 장소를 누군가와 동

행하는 여자 학생에게 통학 시 자전거는 동행자와 친밀감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조사 대상지 ‘ㅁ’동과 ‘ㅅ’동 두 지역 거주지별 참여 청소년 간, 

자전거 통학의 의미 및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ㅁ’동의 중심부를 기점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존재여부, 평지 등 물리적 

건조 환경 측면에서 자전거를 타기 좋은 곳이라는 견해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청소년들의 자전거 이용 통학에 대한 개인 면담 참여 '관련자' 집단의 

다양한 견해를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자전거 통학 청소년에 대한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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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대한 견해는 교육기관과 나머지 입장이 상반되는 측면도 있었으나 

청소년의 안전한 통학길에 대해서는 기관 및 단체들의 상호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방안 

모색에는 모두 공통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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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도시에서 사는 청소년들의 자전거 통

학과 관련된 영향요인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와 관

련된 지역사회 및 집단 특유의 맥락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자전거로 통학하는 청소년이 의미하는 ‘통학에서의 자전거’를 파악

할 수 있었고 청소년 자전거 통학의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인식은 편의성, 

안전성, 활동성, 주체성, 일상성이었으며, 현장의 상황이 반영된 청소년들

의 현실적인 견해를 포함한 자전거 통학 관련 개선사항을 확인하였다. 도

출된 결과들 중 편의성, 안전성, 활동성, 주체성, 일상성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들은 청소년 신체활동과 자전거 통학을 다루는 선행 연구 및 정부기관

의 보고서에서도 공통적으로 파악된 바 있으나, 또 일부 속성들의 구성요

소는 본 연구에서의 지역사회 및 집단 맥락이 반영되어 도출되었다. 

   자전거 타기의 재미요인(박세준 외, 2016)이나 자전거 통학 또는 통근의 

결정요인(Akar 외, 2009; 박효철 외, 2010)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존재하였으

나 통학과 자전거의 연결지점을 찾는 연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특히 청

소년들이 지전거로 통학을 하는 요인에 대한 탐색에 앞서, 청소년 집단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학이 이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

러한 맥락 속에서 자전거를 타게 하는 결정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

층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을 하여 청소년 자전거 통학에 대해 탐구하였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통학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이동

해야하는 것, 활용할 수 있는 ‘동안(during)',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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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통학 

시간 미준수 시 이에 대한 체벌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맥락에서 청소년들에

게 약속된 시간 내에 이동해야하는 것이 통학의 의미로 인식하고 있다. 선

행연구(박하나, 2011) 및 연구보고서(유승현 외, 2012)의 결과에서도 청소년

의 자전거 통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간단축이 도출된 바가 있다. 

이는 본 연구 결과 중 편의성 요소인 시간 단축에 용이하다는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영향요인과 연결이 된다. 또 다른 통학의 의미인 즐겁지 않은 것

은 학교나 학원 등 학업을 하러 가는 행위인데 이는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통학은 대부분 같은 목적지를 가는 것이기 때문

에 지루하다고 인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들이 의미하는 통학의 

문제 해소나 목적 달성이 가능한 도구로 자전거를 선택하여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에게 통학은 매일 일어나고 반복되는 일상적 행

위를 뜻하고 이러한 일상에서 청소년들이 빠른 이동이라는 통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버스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신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국내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지역사회 청소년은 물리적 환경 특성, 타 이동 수단과의 비교를 통해 

편의성이 높은 여러 요소들로 인하여 자전거 통학을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Stinson과 Bhat(2003)의 연구와 Akar과 Clifton(2009)의 연구에서는 

이동소요시간이 자전거 통행로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으며, 이

는 본 연구에서 타 이동 수단과 비교하여 더 빠른 경로로 이동이 가능하고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자전거를 선택한다는 맥락에서 일치한다. 서울시 

통계연보(2009)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도 도출된 바와 같이 교통비절감 

또한 타 이동수단 보다 편의성이 높은 요소로 인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

다. 이 밖에도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등하교/등하원 시간대의 혼잡

함으로 인해 피로감이나 불쾌감을 야기하는 대중교통 이용보다 그리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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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과 거리를 도보보다 적은 에너지 소모로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자전거로 하는 통학의 편의로 인지하였다. 도보와 자전거 모두 교통

비 절감을 할 수 있는 통학 방법이지만 경사도에 따른 지리적 유형을 비롯

한 에너지 소모 절감 등의 이유로 자전거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물리적 근린환경이 자전거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Fraser과 

Lock(2010)의 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물리적 근린환경 특성상의 

편의에 따른 자전거 통학의 촉진 및 저해효과가 확인되었다. 교통 체계 역

시 자전거 통학을 비롯한 자전거 이용에 관련이 있는 요소로 선행연구들

(Pucher, Dill, & Handy, 2010; 강혜리, 2017)과 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

출되었다. 한편, 자전거 통학 시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의 태도는 자전거 

이용 통학 학생들에 불편함을 제공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자전거 통학에 불편을 제공하여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에는 위생과 관련된 편의성 저하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참여자들 중 여학생에게서만 도출된 결과였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자전거 

통학의 편의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타 이동수단보다 자전거

가 통학 시 이동수단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

역사회 구성원들의 자전거 이용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태도로 자전거 통학

을 저해하기도 한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청소년의 지속적인 자전

거 통학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자전거 통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자전거

가 고려된 물리적·제도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의

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전거 통학 관련 영향요인의 안전성은 보행자나 자

동차 이용자 등 다른 도로 이용자들과 가장 관련이 많았으며 이는 일부 자

전거 이용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Wahlgren & Schan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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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Christie et al., 2011). 자전거 통학 청소년에게 보행자나 자동차 이용

자들은 위험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통행의 갈등요인으로 자전거 통학 시 안

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자전거 통행과 관

련하여 일부 교통안전수칙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개인적 또는 

안전성의 기준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안전수칙을 미이행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는 자전거를 포함한 교통안전수칙 관련 교육을 통하여 연령에 

따른 맞춤형으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그것이 현장에서도 실제로 이행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

고 청소년들은 다른 도로 이용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자전거 통행 시 안

전의 위험을 느끼지만 그에 대한 마찰 감소를 위해 개인이 노력하는 양상

을 보였다. 이는 안전한 자전거 통행을 위해서는 자전거 인프라 등의 물리

적 환경 구축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대다수의‘관련자’들의 의견

과는 차이를 보였다. 

   자전거 통학과 청소년 관련 영향요인의 활동성은 신체 및 정서적으로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주변인들과의 교류 및 활동에 있어서는 가능

하게 하는 촉진효과를 주는 것과 동시에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도 작용하

는 이중성을 확인하였다. 감기동(2007)의 연구에서는 자전거 통학은 체력 

전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민첩성, 근지구력, 유연성, 

전신지구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가 있어 자전거 통학이 신체

활동 및 체력 증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진경과 이준(2010)의 연구에서 기후는 자전거 이용 시 영

향을 미치는 요소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활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기후에 따른 자전거 이용 행태가 파악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전체 대비 강수량이 많은 여름에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강수량이 기온보다 자전거 이용에 더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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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는 박진경과 이준(2010)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청소년의 통학

은 매일 일어나고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제한되지만 선행연구에서

는 여가와 이동형 모두를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이의 원인이 규명될 

수 있겠다.   

   자전거 통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속성 중 주체성에서 교복치마는 

청소년들의 자전거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국내 청소년 자전거 이용 관

련 연구에서 도출된 바 있으며, 박하나(2011) 연구결과 내용과 일치한다. 

박하나(2011) 연구에서도 교복치마는 여학생들이 자전거 통학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확인되었다. 

교복치마는 단순히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의 문제를 넘어 여학생들의 의사

와 상관없이 제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재가 자전거 통학에

서 결정권을 제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국내의 상황

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 교복을 입는 여학생들의 자전거 통

학률이 높은데 인식과 같은 사회문화적 차이인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 일본과 같은 하나의 

해외 사례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국내의 맥락에 맞추어 정책 및 제

도적 접근을 한다면 자전거 통학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안

전하게 자전거를 이용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상을 고려한 근본

적인 요인분석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있다. 

   청소년의 자전거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또래 집단이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Xing, Handy, 

& Mokhtarian, 2010; 강혜리, 2017), 본 연구에서도 부모님 또는 또래 집단

을 통해 자전거에 친숙해진 참여자들은 자전거를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이

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통학과 여가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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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없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자전

거에 친숙해지고 재미를 느낀다면 자전거는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이동 수

단으로 거듭날 것이며 이렇게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

나면 자연스럽게 자전거 이용 분담률이 상승될 것이라 예측한다.       

   더 나은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강조되는 개선

사항으로 많은 선행연구들(Fraser & Lock, 2010; Emond & Handy, 2012; 

Ghekiere et al., 2014; 행정안전부, 2015; 이광훈, 2008)에서 확인된 결과인 

자전거 인프라와 도시의 건조환경을 포함하는 물리적 환경이 본 연구에서

도 개선점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전거 통학 

행태와 자전거 통학 요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선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물리적 환경요소가 자전거 주행에 있어 편리함의 여부에 영향을 미

치지만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통학의 이동수단으로 결정하는 데에 핵심적인 

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면담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안전으로 인해 학

교나 가정에서 제재를 하더라도 자전거 통학을 그만둘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은 ‘나 스스로의 결정’, 즉 주체성이라

는 성격이 강하였다. 스스로 편리하고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한 타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자전거로 통학을 하게 되는 계기에는 학교나 

가정, 그리고 또래 주변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청소년은 이미 하고 있는 자전거 통학이라는 행

동을 제재하고 못하게 하기는 어려우나 촉진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

이다. 또한 자전거 이용에는 이동형과 여가형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

는 이동 목적에서 여가로, 여가 목적 이용에서 이동 목적으로 상호 이어지

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일상에서 자전거가 국내 도시에 사는 청소년

들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전거 통학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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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전거 통

학에 대한 각 부문별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 청

소년들의 안전은 확실히 확보가 되어야 하며 자전거를 타는 행위에 대해서

는 긍정적인 견해가 공통적이었다.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전거 통학은 위험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통학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

하여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해당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나 책임

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것에 대

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기관 및 지역사회 차원

에서의 지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정 한 곳을 지정하여 그 책임을 

묻기 보다는 개인, 가정,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을 함께 모색하고 안전과 책임에 대한 공통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현황 파악과 각 입장 간 

상호 교류가 필수적이며 정확한 정보 전달 및 공유가 핵심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앞서 언급한 바가 있듯이 자전거 통학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희망 개선

사항은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및 분리된 독립적인 자전거 도로 확보였다. 

그러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보행자 

및 운전들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앞서 연구결과에서도 언급되

었듯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자' 중 한 참여자와 의견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청소년 참여자들은 대상지의 자전거 도로 현황에 대하여 부

족함을 느끼지만 현재 대상지의 자전거 도로는 이미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모두 설치를 한 상태이며 더 이상 구축할 수 있는 적합한 도로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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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과 함께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물리적 환경 외에도 사회·문화적 측면, 제

도적 측면의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자전거 통학에 영향을 주

는 요소와 이와 관련된 요소들을 개인, 개인 간, 지역사회 차원에서 확인되

었다. 물리적 환경의 조성 외에도 자전거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태

도나 인식,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화와 분위기, 자전거 이용을 지지하는 제

도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자전거 통학에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의 해석은 건강행동이 복

잡하고 다차원적인 영향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회생태학적 모형

(Social-ecological Model)과 같은 맥락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생태학

적 모형은 각 차원에 해당하는 요인들은 상호작용하면서 건강행동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중재 전략이 행동 변화에 효과적이라 설명하

고 있으므로(Sallis, Owen, & Fisher, 2008) 일상에서의 자전거 이용 증진을 

위해서는 앞서 도출된 영역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및 계획이 필요할 것

이라 생각된다(강혜리, 2017).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격적인 연구 진행에 앞서 실시한 시범 조사에서 성별 간 차이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이라는 집단 

특수성에 집중함에 따라 성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참여자 모집에서의 균

형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포화를 이룬 결과 도출이 아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 청소년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부분의 고려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자전거 통학 청소년의 행태 및 특징

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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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청소년들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높이고 대상지의 맥락을 파악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청소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과표 작성과 통학 경

로 그리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중 통학 경로 그리기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학 행태와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실제 거리와 지리적 환경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GPS 기기나 GPS가 내재되어 있으면

서 신체활동량 측정 관련 정보수집이 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pplication[APP])을 활용한다면 실제 통학 이용 경로 및 특징, 소요시간에 

따른 활동량에 대한 현실적인 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전거 통학과 그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들을 탐색하고 지역사회 및 대상자 집단의 맥락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인식하는 주관적 속성을 도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자전

거 통학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관련자'들의 입장을 통합적으로 반영하

여 청소년들의 자전거 통학 활성화 방안 모색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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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통학에서 자전거가 가지

는 의미와 자전거 통학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영향요인

에 대한 주요 속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전거 통학과 관

련된 다양한 '관련자'들의 견해와 역할 파악을 함으로써 '관련자'들 간의 

입장 차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자'들 간의 비교 또한 가능하였다. 자

전거 통학의 의미와 해당 현상에 대한 개선점을 기반으로 도출된 다섯 가

지 속성은 청소년의 특징과 지역사회 맥락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전거 통학을 하는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는 청소년들의 시간적 편의를 위한 도구로써의 활용뿐만 아니라 자

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기에 편리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듯 자전거 통학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인식개선과 함께 안

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 통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

며, 또한 통학에서의 자전거 이용은 신체활동의 기회 제공과 주체적인 결

정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행위이며 이는 일상에서 자연스러움으로 인식되어

야 할 것이다. 이 때 개인 간,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청소년 자전거 통

학 관련 '관련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이해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자전거로 통학하는 청소년들

의 시각에서 인식되는 행위 자체적 의미와 그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분석하

고, 관련 ‘관련자’들의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

었다. 연구 결과는 자전거 통학 활성화 증진 전략과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현장성 있는 의견 도출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더불어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현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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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청소년 자전거 통학 관련 사업의 개선 방향성 제시, 정책 수립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기여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증진 차원에서 자전거 

통학 정책 관련 ‘관련자’들의 역할 및 견해를 파악하여 상호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성을 모색하고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물리적 환경에 중점을 두던 기존 접근법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맥락을 고려

한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정책적 접근을 도모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

는 향후 대상지와 비슷한 환경이나 맥락을 가진 타 지역의 모범사례로써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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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contemporary diseases such as obesity and chronic diseases are 

a big part of health-threatening diseases in modern people. Especially, 

adolescent obesity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worldwide serious 

public health problems. As the lack of physical activity is pointed out as 

a cause for such diseases, the importance of physical activity in daily life 

is more emphasized by encouraging the proper intensity of regular 

physical activity for each age group.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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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ur society like sedentary living and insufficient hours of physical 

education, the physical activity level of children & adolescents(basi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has received a low grade in the whole world. 

Under this context, as a part of health promotion for adolescents, 

commuting to school by bicycle is recommended as a strategy to promote 

physical activity of adolescents and an eco-friendly vehicle, which is the 

global tr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mmunity adolescents' 

behavior of cycling to school and also to explore the factors having 

effects on it. For this,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targeting two different groups, one with 15 adolescents commuting to 

school by bicycle in Yangcheon-gu, Seoul, and the other with five 

‘people related to’ cycling to school. Then, thematic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As results, the perceived factors and attributes having effects on 

commuting to school by bicycle were identified to be convenience, safety, 

activity, independence, and dailiness, in the context of meaning of 

commuting to school. In addition to that, a common result was drawn 

such as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support and cooperation in the 

level of individual, institution, and community for the differences in the 

position of 'people related to' on adolescents' cycling to school and 

activation of commuting to school by bicycle, along with the real situation 

of the commun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positively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continuous relationship and the deduction of realistic opinion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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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members for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es to activate 

commuting to school by bicycl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Moreo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and the suggestion of improvements of projects 

related to cycling to school for adolescents in urban area. This study 

aimed to seek for and suggest the realistic direction to meet mutual 

interests, by understanding the role and opinions of 'people related to' 

policies of commuting to school by bicycle in the aspect of promoting 

physical activity of adolescents. Additionally, getting out of the existing 

approaches focusing on the physical environment, it aimed for the 

institutional approach in the aspect of health promotion considering the 

community context. Furtherm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n 

exemplary case for other regions with similar environment or context to 

the subject area in the future. 

Keywords: Adolescents, Cycling to school(and academic places), 
Physical activity, Urban, Socio-ecological model, Qualitativ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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