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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리나라 도시계획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2000년 중반 

이후 본격화 되었다. 2005년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발표되며,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성장’에서 ‘관리’로 전환되었다.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2008년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LH는 신도시 건설의 주시행자로서 화성동탄(2)신도시에 

‘동탄(2)신도시 저탄소 도시 도입 연구’를 기초로한 마스터플랜을 

적용하였다. 화성동탄(2)신도시는 지속가능성, 저탄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의 요구 속에서 계획된 것이다. 

2009년부터 동탄(2)신도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본격화 

되었다. 저탄소 도시계획의 탄소 발생량 저감 중 수송분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적용되었다. 그 결과 동탄(2)신도시 전역에는 연결성과 

디자인의 통일성을 자랑하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었다. 도시 곳곳과 

주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을 완비하고 있으며, 동탄(2)신도시는 

훌륭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동탄(2)신도시 자전거 수단 분담율은 1.8% 

수준이다. 최초 계획기준(1.2%), 화성시 전체 평균(1.4%), 우리나라 

평균(1.6%) 수준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최초 목표한 20%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투입된 자원의 효율성 

측면과 수단 분담을 통한 탄소 발생량 저감 실효성 측면에서 사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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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법에 대한 연구를 다수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용자 관점에서 

최상의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갖춘 동탄(2)신도시의 사례는 설명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본질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자전거는 교통체계의 일부로서 

합리적,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저탄소 도시계획의 일부로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에 대한 이론적, 

실질적 통찰을 통해 이론적 분석틀을 정립하고 동탄(2)신도시 사례 

분석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출발점에서 

저탄소 도시계획을 분석하였다. 저탄소 도시계획의 탄소 발생량 저감 

원리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실효성과 도시계획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고유한 특성은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특성과 이용자 관점에서의 수단 선택 필요성에 기인했다. 

자전거 이용 현황을 통해 수단 선택에서의 자전거의 비교 경쟁력 우위가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저탄소 도시계획 및 자전거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구체적인 지향점은 자전거 선진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이론적 질문을 

토대로 자전거 선진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목표 기준으로서 자전거 수단 분담을, 계획체계 특징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공간구조의 자전거 경쟁력 확보, 계획기법의 자전거 

수단 경쟁력 우위 유도, 의미로서 도시 경쟁력 향상을 계획 특성으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론적 분석틀을 통한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분석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특성은 

계획의 실효성 및 효율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또한 계획 

요소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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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본 연구는 저탄소 도시계획의 시범 사례인 동탄(2)신도시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실효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례 

연구이다. 도시계획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계획의 방향성 

전환을 넘은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도시 공간구조를 압축적으로 만들고, 교통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생활 반경 등 일상 전반의 변화를 수반한다. 본 

연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구체화하고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도시계획적 의미 회복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주요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저탄소 도시계획, 도시계획적 의미, 계획 

특성, 계획체계, 협력적 거버넌스 

학   번: 2018-2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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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2005년 한국 도시계획의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되었다. 

기후변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1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도시의 주요담론으로 등장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국토부가‘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제정 및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의 목적은 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강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창출되고, 이것이 도시의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2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국토부, 2005). 

90년대까지 도시계획은 ‘성장’을 위한 개발전략으로 이용되었지만, 

도시성장 ‘관리’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의 주요 담론이 변화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은 도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논의의 결과물이다.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는 2008년에 더욱 본격화 되었다. 2008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1 하남수·김지엽·김도년(2014),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탄소저감 전략 비교분

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5(1): 183-200. 
2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은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논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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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현∙서순탁(2017)은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이후 녹색성장의 

개념이 국가전략 패러다임으로 설정되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도시계획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계획의 방향성 

전환을 넘은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적용은 신도시 계획 

단계에서 도시 공간구조를 압축적으로 변화시키며, 교통, 토지이용, 생활 

반경 등 일상의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다. 기후변화, 저탄소, 에너지 

효율과 같은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는 단순한 정책이나 계획지침을 

넘어 생활양식, 산업구조와 같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선언적 

행동이나 실천 목표를 제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이상헌, 2009; 

강상준·좌승희(2009). 

 

2) 저탄소 도시계획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본격화 

 

2008년 이후 ‘저탄소’는 도시계획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기준이 되었다. 자전거는 저탄소 도시교통체계의 핵심으로 

친환경3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았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시행과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정비되었다 4 .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중추 부서로 활동하였다. 

2008년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09년 한국의 녹색뉴딜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녹색교통망 확충 계획이 

                                            
3 행정안전부(2010)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서 친환경적 교통수단이란 탄

소 발생 저감, 소음 등 도시 공해요소 발생 없음을 의미한다. 
4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지자

체에서의 자체적인 자전거도로 건설만 이어져 왔을 뿐 중앙의 적극적인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김동준∙신희철∙정성엽,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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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되었으며, 2009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자전거교통연구센터가 

설립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본격화되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의 조성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화성동탄(2)신도시를 포함한 2기 신도시는 지속가능성, 저탄소 

도시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같은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의 요구 

속에서 건설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0)의 「3기 신도시 

개발전략 및 계획기준 수립 연구」에 의하면 2기 신도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국토 난개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개발패러다임의 추구와 

수도권 외곽 균형개발을 지향하는 광역적 도시모델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2기 신도시 계획은 1기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반성을 피드백으로 반영하였으며 자족성∙생활편리성∙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5 . LH는 

동탄(2)신도시를 대상으로 ‘저탄소 도시계획’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변화를 마스터플랜 단계부터 적극 

반영하였다.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역할과 의미 

 

저탄소 도시계획은 탄소 발생량 저감 또는 탄소 발생량 흡수로 

나누어진다.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도시 공해요소를 

                                            
5 LH(2020)는 「3기 신도시 개발전략 및 계획기준 수립 연구」에서 1,2기 신

도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계획기법의 발전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의 반영 중심의 평가와 1기 신도시와

의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신도시의 계획과 개발의 방향을 제도적

으로 처음 제시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2기 신도시의 계획적이고 적정한 개발을 

위해 2005년 제정한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이라 할 수 있음(L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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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지 않으며, 자가용 승용차와 같은 교통수단을 대체할 때, 탄소 

발생량 저감 효과가 있다. 김홍배(2009)는 「동탄(2)신도시 저탄소 도시 

도입 연구」에서 자전거의 수단 분담(20%)을 목표로 탄소 발생량 저감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기능은 교통 수단 분담을 통한 탄소 발생량 저감이며, 도시계획적으로 

탄소 발생량을 저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계획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수단 분담을 통한 탄소 발생량 

저감 측면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교통 체계 효율화 측면에서 경제적 

지속가능성, 개인의 일상과 사회의 건강 증대 측면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향상을 의미한다. 자전거는 도시 교통체계에서 자가용 

승용차의 역할을 분담하며 교통 혼잡과 관련한 각종 비용을 감소시키고, 

도시 교통체계를 효율화 한다. 자전거 수단 분담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자전거는 인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여 통행과 레저 수단으로 

사용되며,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도시 교통체계와 도시의 공간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자전거 선진 사례들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차도를 

줄이고 자전거 이용 공간을 늘려 도시 환경을 변화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전거의 단일 수단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집과 목적지 

사이의 절대적인 거리는 줄어들고 도시의 압축적 토지이용이 늘어나고 

있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도시계획적 역할과 의미로 볼 때, 자전거의 

수단 분담은 도시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자전거 중심의 일상과 도시공간 조성은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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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도시계획적 배경, 역할, 의미를 분석한 결과 

도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필요 배경 속 자전거 수단 분담은 도시의 

탄소 발생량 저감 기능을 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도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전거 수단 분담율은 

2016년 조사 기준 1.6%로 전세계에서 31위를 차지하고 

있다(국가교통DB센터, 2016). 동탄(2)신도시의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시설 조성에 막대한 투자6가 이루어졌지만, 

2018년 기준 동탄(2)신도시 자전거 수단 분담율은 1.8% 수준으로 

화성시 전체 평균인 1.4%에 비해 눈에 띄는 숫자는 아니다. 또한, 계획 

기준인 2008년 화성시 자전거 수단 분담율이 1.2%인 점을 감안할 때도,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탄소 저감 측면의 실효성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도시계획적 역할과 의미 

회복을 위해 자전거 이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종합적 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계획체계 및 계획 

특성에 대한 이론 고찰을 바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이론적 

분석틀을 정립하였다. 이론적 질문을 바탕으로 자전거 선진 사례 

분석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방향성을 구체화 하였다. 정립된 

이론적 분석틀을 통해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를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6 화성시(2018)는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 자전거도로 연장에 대

한 예산을 간선도로의 경우 1km당 7.27억, 지선도로를 포함할 경우 1km당 

6.41억원으로 할당하였다. 김홍배(2009)의 ‘동탄(2)신도시 저탄소 도입 연구’의 

자전거도로 연장 계획(191km 이중 간선도로는 58% 차지)에 화성시 전체유형 

자전거도로 연장 예산 평균(6.41억)원을 적용하면 최소 1,200억 이상의 비용이 

동탄(2)신도시 자전거도로 건설에 투입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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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도시계획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특성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과 도시계획적 역할 및 의미 회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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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용어 정리 및 연구 동향 분석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주요 용어의 정리와 선행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연구의 목표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1. 용어의 정리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도시 계획체계’로 확장하였다. 계기석(2008)의 

연구에서 도시 계획체계(urban planning system)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을 입안∙승인∙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간의 일련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틀을 의미한다 7 고 

표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기석(2008)의 정의를 바탕으로 

도시 계획체계를 ‘특정한 지역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을 

입안·승인·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간의 일련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틀 그리고 도시계획 집행 결과물에 대한 운영 및 

관리까지 도시계획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시계획 주체는 ‘도시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단위’를 의미한다. 그밖에 주용 용어는 

다음 <표 1>과 같다. 

 

 

                                            
7 계기석(2008). ‘광역시 군 지역의 도시 계획체계 개선 연구’. 「도시행정학

보」, 2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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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용어 정리8 

용어 정의 

자전거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

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 

자전거도로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

계를 표시하거나, 노면표시 등으로 안내하여 자전거의 통행

에 사용 하도록 된 도로 

자전거 

이용 시설 

자전거의 통행 안전성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에 설치된 시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

치된 자전거도로 

용량 

주어진 도로 조건, 교통 조건 및 교통관제 특성 하에서 일정 

시간 동안 동일한 특성을 갖는 한 도로 구간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최대 자전거교통량 

개인형 

교통수단 

원동기장착자전거 형태를 포함하여 동력, 비동력 수단과 상

관 없이 하나의 바퀴 이상의 차를 말하는 수단 

 

 

2. 선행 연구 동향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낮은 자전거 수단 

분담율의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도시계획적 

역할, 도시계획적 의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낮은 

자전거 수단 분담율에 대한 원인을 크게 토건국가적 도시계획 기제의 

경로의존성, 이용자 관점의 협력적 거버넌스 부재,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필요성으로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필요성 및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8 한국교통연구원(2018), 「2018친환경 개인교통 정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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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건국가 도시계획 관행의 경로의존성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성장’에서 

‘관리’로의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토건지향적 도시계획의 경로의존성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를 방해하여 저탄소 도시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낮추는 원인으로 지적 받아 왔다.9. 

토건국가란 국가가 방대한 규모의 재정을 건설업과 토건업에 

지출하여 전체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이러한 산업구조를 유지 및 확대 

재생산하는데 있어서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관료, 정치인, 

건설업자 등 여러 개발세력이 결합함으로써 정경유착이나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구조화된 국가형태를 가리킨다 10 . ‘토건국가’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도시 발전 방식을 회고하는 연구에서 등장하였으며, 이후 

환경계획과 충돌되거나 환경정책을 방해하는 한국의 도시계획 기제로서 

연구되었다(박배균, 2009). 2000년대 이후 환경계획 실효성을 저해하는 

토건지향적 도시계획과 토건주의 성장연합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 

되었으며, 최근까지도 토건지향성 맥락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한국의 토건지향성은 크게 ‘발전 및 성장’, 

‘성장연합’, ‘부패 또는 갈등’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되었다(조명래, 2003; 홍성태, 2005 외 다수). 

                                            
9 저탄소도시(Low Carbon City)란 ‘CO2 배출을 최소화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김홍배, 2009). 저탄소 도시계획의 실효성이란 ‘도시의 CO2 발생량 감소 또는 

CO2 배출을 최소화 하는 실제의 효과가 있는 것’, 저탄소 도시계획의 효율성이

란 ‘계획에 투입된 자원(인적, 물적) 대비 발생한 탄소 저감 효과’로 각각 정의

하였다. 
10 조명래(2003), “한국 개발주의의 역사와 현주소”, 「환경과 생명」, 37호: 

31-53. 

홍성태(2005),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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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현∙서순탁(2017)은 ‘토건주의적’ 답습이 녹색성장 및 녹색정책과 

지속적으로 충돌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상헌(2009)은 

‘녹색성장전략’은 기후에 의한 의제를 표방하였을 뿐 ‘토건국가’의 

‘경로의존성’이 그대로 답습된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상헌(2009)은 연구에서 환경정책 자체가 토건지향성 증빙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명래(2007)의 연구에서는 토건국가 원리가 국토환경에 

영향을 주는 추진세력을 만들고 이러한 조직의 생존논리가 생태적 

지역발전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도 유지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 협력적 거버넌스의 부재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계획적 논의는 단순한 정책이나 계획 

방향을 의미하지 않으며, 생활·문화·산업·공간 등 일상의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는 ‘이용자’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전거 이용 경쟁력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11’ 개념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 통찰 범위를 넓히고자 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행정학과 정치학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학제 

간 분야에 걸쳐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제로서 최근까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이원동·최명식, 2017).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각적 거버넌스(Multi-partner governance), 2개 이상의 행위 주체, 

민관협력, 등 다양한 참여자를 특징으로 한다(이원동·최명식, 2017; 

한상연·고대유·김순영·이호규, 2014; 정진원·김천권, 2011).  

한상연·고대유·김순영·이호규(2014)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2개 

                                            
11 도시계획체제에 있어서 거버넌스는 도시공간의 주체들의 문제 해결방안 모

색, 소통 활성화, 국가의 권력 이양을 포함하는 개념(정진원·김천권, 2011). 



 

 11 

이상의 행위주체가 네트워크를 통해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력하고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이에 

기반한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협력기제’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기석(2008)과 

한상연·고대유·김순영·이호규(2014)의 정의를 바탕으로 ‘도시 

계획체계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특정한 지역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2개 이상의 도시계획 주체가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여 

도시계획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기제’로 정의하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같이 이용자 관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도시계획 분야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중요한 

도시계획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이원동·최명식, 2017; 

양미란·강희용·이명훈, 2015; 한상연·고대유·김순영·이호규, 2014).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도입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주입식·획일적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 

벗어나, 지자체·주민·이해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의 제도와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 

 

(3) 자전거 이용 환경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자전거 이용 환경’의 문제점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자전거 이용 

관련 인프라의 수준이 자전거 이용과 긴밀하게 연계되었음을 밝히는 

선행연구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자전거도로로 대표되는 자전거 

이용 시설의 상태는 이용자의 만족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자전거 비이용 원인, 이용으로의 전환,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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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등 수단 분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표 2>와 같다. 

 

[표 2] 자전거 이용 환경에 관한 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구자훈·이주림·

김종호(2013) 

자전거 유형별로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자전거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보다 높은 결과값 도출 

김혜정(2012)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관디자인 개발의 필요성 

안현찬·박소현·

김민보(2010)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실효성을 검토 

김동찬·김선희

(2010)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요소의 중요성 

지우석·박경철·

윤정은(2018)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증가에 따른 자전거도로 개선방안 

김용진·안건혁 

(2011) 

자전거통근자 형태분석을 통한 하천변 자전거도로 물리적

인 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연구 

정태화·조용상·

강경우(2011) 

자전거도로를 투자의 대상으로서 접근하여 자전거 이용 활

성화를 위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연구하였으며 우선순위 항

목 중 다수는 자전거 이용 관련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 관

한 것 

원동혁·이경환 

(2012) 

지역주민들이 인지하는 근린환경요인이 자전거이용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전거 이용환경 설계 시 고려되

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 

이재빈·허용 

(2013) 

자전거 이용자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

계 연구 

신희철·황기연·

조용학·정성엽 

(2010)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자전거 수단분담률 변화와 

그 편익 추정 

오석진·김윤미·

임중재·하태준 

(2014) 

자전거도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설계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최병길·박홍기· 주변 환경요소를 고려한 자전거도로 설계 개선 및 정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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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우(2011) 공에 관한 연구 

김의명(2010) 
기존 자전거도로 신설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비판 

저탄소 효과 측정 방법에 관한 연구 

김애경·임주환 

(201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요소를 물리적 해결방법으로 

풀어내는 정책제시 

서주환·김도훈

(2010) 

도로다이어트방식을 적용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상으로 자

전거도로 이용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 

전우훈·이향미·

백남철(2012) 

토지이용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형태와 우선순위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밝힘 

박하나·김영석·

양승우(2012)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로 바로 이어

지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통학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

해야 활용도가 높다 

신희철·정경옥·

오수보(2010) 

물리적 개선과 인식개선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 개선이 

동시에 필요 

송기욱(2010) 
통근 자전거 이용자 의식조사 결과 주행시설의 중요도가 

가장 높음 

송지은(2015)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장소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 및 

참여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의 필요성 

송예나(2012) 
자전거도로 확보가 자전거 통행으로 늘어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패러다임 

변화 결과물에 대한 흡수 기제, 도시 계획체계와 거버넌스, 제도 및 

계획기법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도시계획적 기능, 역할, 의미와 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특성에 대한 종합적 탐색이나, 도시 

계획체계에서의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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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설계 

 

1. 연구의 흐름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종합적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1장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배경과 선행 연구의 흐름을 분석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다. 2장에서는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논의 배경과 작동 원리를 통해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도시계획적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3장에서는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의 계획적 특수성을 분석하였다.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특성과 자전거 이용 현황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 

고려해야 하는 계획 특성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도시계획적 역할과 의미를 구현한 자전거 선진 사례를 분석하였다. 자전거 

선진 사례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특성의 도시계획적 적용 

방법을 정리하여 이론적 분석틀을 정립하였다. 5장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이론적 분석틀을 통해 동탄(2)신도시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특성의 도시계획적 반영 필요성과 도시계획적 역할 및 

의미 회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6장에서는 연구의 시사점을 

돌아보고 그 의의와 한계를 밝혔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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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틀은 

「동탄(2)신도시 저탄소 도시 도입 연구」를 포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에 관한 각종 연구 보고서, 계획, 학술지, 발간자료, 

홈페이지 등의 이론 연구를 통해 정립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저탄소’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논의 바탕에 

대한 문헌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3.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코로나 19 이후의 예외적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공간적 범위는 동탄(2)신도시 

전역을 기준으로 한다. 단, 문헌별 계획 주체가 상이한 바, 

동탄(1)신도시 및 화성시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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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저탄소 도시계획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선행연구 분석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관련한 연구는 

자전거 이용의 물리적 환경에 집중되어 수행되었으며, 도시계획의 

일부로 고려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와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등장 

배경으로 볼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도시계획적 기능과 역할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도시계획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좁게는 

수단 분담을 통한 탄소 발생량 저감이며, 넓게는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도시 경쟁력 향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측면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본질을 논의하고자 한다. 저탄소 도시계획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도시계획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도시계획의 일부로서 종합적, 합리적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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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저탄소 도시계획의 이해 

 

1. 저탄소 도시계획 도입 

 

전우선·이성희·오덕성(2012)은 저탄소 도시계획 등장 배경을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발 방향성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화 속에서 국가적 차원의 탄소저감, 저탄소 도시 개발 계획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전우선, 2011). 

국내에서는 2005년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저탄소 도시계획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2009년에는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으로 도시계획으로서 저탄소에 대한 도시계획적 반영 필요성을 

본격화 하였다. 이상헌(2009)은 이러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과거 애매모호한 태도로 국제시민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한국이 

뒤늦게나마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본격적으로 

표명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 저탄소의 정의 및 원리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도시계획의 정의와 원리 분석을 통해 저탄소 

도시계획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저탄소 도시계획의 정의, 원리,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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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알아보고, 도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주는 의미와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저탄소 도시계획의 정의와 원리에 대해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저탄소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저탄소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발생량을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남수, 김지엽, 김도년 (2014)은 ‘탄소저감’을 기후안정성을 

강화하고 탄소저감 전략을 구체화한 개념으로서 ‘이산화탄소 발생량 

억제 또는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 흡수를 통해 대기 중 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효율화 및 자원순환을 통해 화석 에너지 사용을 

저감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저탄소 도시, 저탄소 도시계획은 다양한 주변 개념과 함께 등장한다. 

전우선·이성희·오덕성(2012)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해결방안으로 저탄소 도시가 제시되었으며, 이는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탄소를 저감하고 발생된 탄소를 

최대한 흡수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의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우선·이성희·오덕성(2012)은 저탄소 도시계획은 지속가능성 중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이 부각되며 발전된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국토교통부 12 에서는 탄소중립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산림조성 등 탄소 흡수원 확보를 통해 대기중에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상쇄하는 것’, 탄소제로는 

                                            
12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ain.do, 2020 



 

 19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탄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재준(2008)은 저탄소 도시는 탄소배출을 가능한 

줄이고 발생된 탄소를 흡수하여 탄소 농도를 궁극적으로 제로화 하는 

탄소중립도시 개념과 함께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도시계획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저탄소’의 정의와 원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분석한 결과 ‘저탄소’는 도시계획의 하나의 원칙으로서, 저탄소 

도시계획의 원리는 크게 ‘탄소배출의 저감’과 ‘탄소 흡수’로 

구분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도시계획’을 ‘도시의 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된 이산화탄소 흡수를 통해 도시의 탄소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계획’으로 정의하였다. 

 

3. 저탄소 도시계획의 종류 

 

저탄소 관련 연구에서는 저탄소 도시계획의 종류와 주요 분야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군계획수립지침”에서 ‘저탄소 녹색도시’는 ‘압축형 도시 

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자원순환구조를 핵심 전략으로 정의하고 있다.  

박종철·김정연(2010)은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신도시 조성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모델도시 두 곳은 동탄(2)신도시와 검단신도시였다. 이 때, 두 도시의 

주요 지침은 ‘저탄소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이었다. 

하남수·김지엽·김도년(2014)은 뉴욕, 런던, 서울의 탄소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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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비교 분석하였다. 하남수·김지엽·김도년(2014)은 탄소저감 

개념에 따라 이산화탄소 억제, 이산화탄소 흡수, 에너지 효율, 

자원저감으로 나누어 각 도시기본계획의 탄소저감 관련 항목들을 재분류 

하고 이를 통해 탄소저감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이산화탄소 억제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친환경 토지이용, 건물(주거), 지속 가능한 

교통, 저탄소 경제, 대기질, 이산화탄소 흡수 부문에서는 공원 및 녹지, 

자연 환경 보존, 자연 재해 대응, 건물(이산화 탄소 흡수),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는 대체 에너지, 건물(에너지 효율), 자원순환 부문에서는 물, 

폐기물, 오염 지역 정화를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저탄소 도시계획의 종류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키워드를 살펴본 

결과, 저탄소 도시계획은 다양한 분야의 도시계획의 융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탄소 도시계획 관련 연구들을 통해 

저탄소의 정의와 원리(도시의 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된 이산화탄소 

흡수를 통해 도시의 탄소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계획)가 계획체계의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저탄소 도시계획의 특성 

 

저탄소 도시계획의 도입, 정의, 원리, 종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저탄소 도시계획의 계획과 운영에서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저탄소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방향성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상헌(2009)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논의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이상헌(2009)는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라는 

의제가 단순한 정책 문제점을 수정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구조에서 에너지 고효율구조로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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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하거나, 석유문명 생활양식과 의식을 변화시켜야 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적 전환 혹은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강상준·좌승희(2009)는 저탄소 도시가 생태도시나 뉴어버니즘과 

가장 큰 차별성을 보이는 요소는 그 목적뿐 아니라 탄소저감을 위한 

선언적 행동이나 계획지침과 더불어 구체적인 탄소배출 현황이나 

탄소배출목표량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탄소’는 하나의 도시계획 원리로서 이용되며, 계획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간 구조, 교통체계와 같은 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저탄소 도시계획은 실천적 성격의 계획요소를 수반하고 

있었다. 특히, 저탄소 도시계획의 원리 중 ‘탄소 발생량 저감’은 

도시의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한 계획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헌(2009)은 기후변화 대응은 더 나아가서 사회 모든 부문, 그리고 

일반인들의 생활양식, 문화규범, 의식구조까지도 바꿔야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상헌(2009)은 시민들이 삶 속에서도 ‘청락’(淸樂, 

alternative hedonism)을 즐기고, 기존의 에너지, 물질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 나갈 때 진정한 녹색전환이 완성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상준·좌승희(2009)는 광의적 의미의 탄소제로도시는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해 기존 산업구조에서 벗어난 사회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노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경우 탄소 발생량 저감 측면에서 

자전거 이용을 통한 실천을 요구하는 분야로, 자전거 이용은 중요한 

저탄소 도시계획의 수단이자 시민들의 생활양식 변화 등 새로운 문화적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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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역할과 의미 

 

1. 도시계획적 역할: 탄소 발생량 저감 

 

저탄소 도시계획의 배경, 정의, 원리, 종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도시의 탄소 발생량 저감 전략으로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남수·김지엽·김도년(2014)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지속가능한 

교통’의 핵심으로서 이산화탄소 억제 부문의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행정안전부(2010)는 ‘국가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도시계획적 측면을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고밀복합 토지이용체계, 뉴어바니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음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차원에서 자전거교통을 조화롭게 수용하면 저탄 

소 녹색교통체계 중심의 가로망 및 토지이용을 바탕으로 도시의 

골격을 개편할 수 있음 

 버스, 지하철을 비롯한 자전거 및 보행활동 등의 녹색교통을 통하여 

도심 교통환경 개선과 직주근접 및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복합 

토지이용체계를 유도할 수 있음 

 특히 토지이용과 교통체계 간의 보다 밀접한 통합을 유도하여 간선축 

및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이 추구하는 

고밀도․고효율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음 

 

특히 행정안전부(2010)는 환경·에너지 측면에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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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교통은 여가·레저 목적 이외에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교통수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그 

파급 효과가 크며, 녹색교통 실천수단으로서 역할이 큼 

 특히 환경·에너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배출 감축에 따른 편익과 도로오염물질 감소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음 

 자전거는 하나의 교통 수단으로서 자동차, 택시 등 탄소 배출 교통 

수단의 대체 수단으로서 활용될 때, 탄소 발생량 저감의 효과가 있다. 

 

행정안전부(2010)의 내용으로 볼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교통체계, 토지이용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전거는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다른 수단을 대체할 때, 탄소 발생량 

저감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선 저탄소 

도시계획의 탄소 발생량 저감의 특성에서 볼 수 있는 자전거의 교통 

수단으로서의 사용하는 실천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도시계획적 의미: 질적 성장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탄소 발생량 저감 측면에서 저탄소 

도시계획의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각종 환경 관련 

비용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도시 경쟁력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비용편익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의 

질적 성장 측면에서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었다. 

신희철·김동준·정성엽(2010)은 자동차 도로 확충 등 자동차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혼잡, 오염, 에너지 소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자동차 수단자체의 경쟁력이 도시교통체계, 도시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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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반면 자전거는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으로서 도시교통체계 효율성 확보와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때문에 높은 자전거 수단분담률을 갖고 있는 자전거 선진 국가 및 

도시들이 도시의 경쟁력을 갖고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자동차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도시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성원의 만족감과도 

연결되어있다. 

행정안전부(2010)는 ‘국가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교통 측면의 기여를 분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10)는 

교통 측면에서 자전거를 통합된 대중교통체계의 핵심 연결고리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전거의 수단 분담은 각종 도시교통문제로 인한 비용 

절감 및 개인의 건강 증진 및 사회의 활력과 향상 효과로 이어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의 수단 분담은 교통 

체계의 효율화 뿐만 아니라, 도시의 생활 전반에 걸친 구성원과 도시의 

경쟁력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역할과 도시계획적 

의미로 볼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탄소 발생량 저감 및 각종 환경 

관련 비용 감축을 가져오며,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도시의 경쟁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도시계획적 효용은 자전거의 수단 분담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명확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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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특성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기능과 의미를 

살펴본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탄소 발생량 저감 기능을 통해 

도시의 질적 성장 및 도시 경쟁력 향상을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기준은 하나의 교통 수단으로서 다른 

수단을 분담해야 하며, 자전거가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 수단 

선택으로서 자전거의 경쟁력 확보와 자전거 이용 참여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자전거 이용 현황과 비교하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의 계획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자전거 이용 

현황을 통해 자전거의 고유성 및 비교 경쟁력을 분석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및 도시계획적 반영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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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추진 현황 

 

1. 배경 및 과정 

 

2008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으며, 2008년 11월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2008)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에서 2005년부터 자전거도로정비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며 

자전거 관련 투자가 위축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자체에 편성된 

예산을 할애하여 공공성과 복지적 특성을 가진 저탄소·자전거 관련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으며, 중앙정부에서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2008)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2008)에서 목표로 한 자전거 종합대책의 성과지표는 

자전거 수단 분담율은 2008년 1.2%에서 2017년 기준 10%로 증가, 

자전거 보급율은 2008년 16.6%에서 2017년 50%로 확대, 공공자전거 

시스템은 2008년 2개 도시에서 2012년까지 16개 도시 도입 등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정책과제를 통해 법령과 제도 정비, 자전거 인프라 

확충, 교육·홍보 강화를 정책과제로 삼았다. 행안부, 경찰청, 국토부, 

환경부, 금융위, 경찰청, 지경부, 복지부 등 정부의 각 부처와 분야별 

전문 부서가 함께하도록 설계하였다. 

행정안전부의 2008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부 주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명목으로 

더욱 활발해졌다. 2009년 한국 녹색뉴딜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녹색교통망 확충 계획이 구체화 되었으며, 전국자전거도로망 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2010년에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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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및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국가자전거정책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었다. 

저탄소 도시계획의 도입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한 도시 

계획체계 분석결과 2008년부터 도시계획적 패러다임이 

‘도시성장관리’로 전환되었고 정부 주도의 저탄소 도시계획이 본격화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있었다. 정부 주도적 

저탄소 도시계획의 핵심 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도입된 

것이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둘러싼 정부 주도의 정책 세부사항은 <표 

3>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중앙 부처별 역할은 <표 4>와 같이 

분화되어 있었다. 

 

[표 3] 국내 자전거 정책 추진연혁13 

년도 주요사항 

2011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19차 개정 

2010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공동)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행정안전부) 

2009년  한국의 녹색뉴딜 사업 계획을 발표(녹색교통망확충) 

 전국자전거도로망 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으로 선정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정 

2008년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대책 발표(행정안전부) 

2006년 「도로교통법」 시행 - 어린이 안전모착용 

2005년  자전거도로 정비 업무를 지방사무로 이양 - 자전거 관련 

투자 위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환승시설 등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2001년 「산업발전법」 개정 - 자전거·모터보트 등 사업지원 

1998년 

~ 2004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국가지원 사업 추진 

                                            
13 한국교통연구원, 국내 자전거 정책 추진연혁, https://www.koti.re.k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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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준 및 모델」마련 및 보급 

1995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 자전차이용시설의 확충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시행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폐지하고,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자전거도와 자전거보행자도를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변경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1992년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자전거도, 

자전거차도 규정 

1991년 「경륜·경정법」 제정 

1990년 「도로구조령]을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1984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19차 개정 

1980년 「도로교통법」 개정 - 자전거도 정의, 자전거도 우선통행 

1979년 「도로구조령」 전면 개정 - 자전거도, 자전거보행자도 

정비규정 

 

[표 4] 자전거교통 관련 정부 부서별 업무개요14 

기관명 업무개요 

행정자치부 

자전거정책, 자전거인프라 구축,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홍보와 교육, 자전거타기 국민운동지원, 공공자전거 

확산 및 대중교통연계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조선 등 수송시스템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전기이륜차, 자전거 정책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 

국토교통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중장기 

녹색교통 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 

교통안전법,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통안전진단 및 점검, 우측보행 등 보행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 

도로설계기준 운영,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지침 운영, 

                                            
14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교통 관련 정부 부서별 업무개요, 

https://www.koti.re.k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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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기본계획, 국도·국지도 5개년 개획, 도로간 계획 

종합검토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 

국도건설 예산 및 도로건설기술 개발, 도로관련기준(지침, 

편람, 매뉴얼, 해설 등)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정책, 체육종합계획, 체육정보화,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경륜·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 

생활체육진흥계획, 생활체육 관련단체 설립 및 육성·지원, 

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체육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운영,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기준설정 및 보급촉진,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 

자연정책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 

생태계의 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관리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관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비만예방관련 

수립 및 운영,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결과 

 

한국교통연구원(2018)은 「친환경 개인형교통수단 자료집」에서 

자전거 관련 주요 통계·지표 분석 결과를 밝히고 있다. 자전거도로 

연장, 자전거 보유대수, 사고, 수단분담률 등을 포함한 통계·지표는 

아래 <표 5>와 같다. 그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다. 2016년 기준 자전거 수단 분담률은 

1.6% 15 이고, 2015년 기준 통근통학 자전거 수단 분담률은 1.4%로 

2010년 대비 각각 0.6%p, 0.3%p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15 국토교통부(2016), 「국가교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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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전거 관련 주요 통계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중앙정부를 주도로 본격화 되었다. 하지만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기능과 도시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낮은 자전거 수단 분담률은 자전거 

이용자의 수단 선택 측면에서 우리나라 도시교통체계에서 자전거의 

경쟁력이 여전히 낮음을 의미하고 있다. 

 

  

항목 통계/지표 전년대비 변화 

자전거도로 연장 23,000km 3.1% 증가 

유형별 

자전거도로 

연장 

(구성비) 

자전거전용도로 3,205km (13.9%) 0.2% 증가 

자전거전용차로 799km (3.5%) 10.8% 감소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17,479km (76.0%) 3.4% 증가 

자전거우선도로 1,517km (6.6%) 14.8% 증가 

자전거 보유대수 약 1,127 만대 
10% 증가 

(2015년 대비) 

자전거 사고건수 11.940건 15.1% 감소 

자전거 사고 사망자수 209명 
21.1% 감소 

(56인 감소) 

전체 도로교통사고건수 대비 

자전거교통사고건수 
5.5% 1.0%p 하락 

자전거 수단분담률 1.6% 
0.6%p 하락 

(2010년 대비) 

통근통학 자전거 수단분담률 1.4% 
0.3%p 하락 

(2010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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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 특성 이해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과정과 결과를 비교한 결과 자전

거 수단 분담의 효과는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

의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도시민에게 자전거 이용의 경쟁력과 효용은 낮은 상태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특성과 자전거 이용 현황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용자 관점에서 자전거 이용 매력도를 높

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효용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에서 반영해야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1.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특성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특성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자

전거의 동력은 인력(사람의 힘)이다. 때문에 인력의 사용은 자전거의 이

동 거리와 시간의 한계를 만든다. 또한 자가용 승용차 대비 출력이 낮은 

동력의 사용으로 낮은 속도로 이용 가능하다. 인력의 동력화는 자전거의 

비용인 동시에 건강증진 효용을 만든다. 한국교통연구원(2019)이 자전

거 이용자(주1회 이상 이용)를 대상으로 ‘통행목적별 자전거 이용 이

유’를 조사한 결과 생활목적 에서 일반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 이용자의 

‘건강증진’ 응답률이 각각 22.2%, 22,0%를 차지하였다. 

둘째, 자전거는 외부 노출에 의해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 교통

수단이다. 이 때 다양한 외부 요소는 기후, 기상여건, 경사, 지형 등 통

제되거나 예측되기 어려운 요소를 말한다(행저안전부, 2010). 자전거 이

용자의 외부 노출 환경은 자전거 비이용 불편요소에서 드러난다(한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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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연구원, 2018). 자전거 이용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외부적 요인은 자

전거 이용 경쟁력의 항상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외부적 원인으로 

인한 자전거 일상화의 제약 빈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경쟁력은 저하된다. 

셋째, 자전거는 이용자가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밀착하여 활용할 

수 있는 door-to-door 특성을 가진 교통수단이다. 자전거는 자가용 승

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고, 휴대가 간편하며 이용 공간의 제

약이 적다. 자전거 주차시설의 경우 보행자와 밀착하여 위치하여 있으며, 

건물 출입구 등에 위치하여 이용자를 목적지에 더욱 가까이 가도록 만든

다. 하지만 휴대성과 간편성은 자전거의 도난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때

문에 자전거의 이용자 밀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가 단일 교통수

단으로서 door-to-door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에 주목해야 한다. 

 

2. 자전거 이용 경쟁력 

 

자전거 이용 경쟁력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자전거 이용의 비용과 효용을 개인적·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

용자 관점에서의 자전거 이용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자전거 이용 활성

화 계획의 측면에서는 계획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행정안전부(2010)의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통해 정리한 

개인적·사회적 측면의 자전거 이용 특성 및 경쟁력은 다음 <표6>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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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자전거 이용 특성 및 경쟁력 

구분 개인적 사회적 

특징 

 보행에 비해 속도가 빠름 

 Door-to-door 교통수단 

도시 내 단거리 통행에서 경쟁력 

있음 

 승용차 대비 저렴한 구입비용

과 유지비용 

 인력을 이용하여 통행을 통한 

운동 가능 

 외부 노출로 인해 기후, 기상

여건의 제약 있음 

 경사, 지형여건의 영향이 큰편 

 친환경적 교통수단(탄소 발생 

저감, 소음 등 도시 공해요소 발

생 없음) 

 자전거도로는 자동차도로 대비 

점유면적이 적음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비교적 

용이함 

 시민의 건강 증진 측면에서 사

회적인 비용 감소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등 이용

시설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투

자가 필요 

 

개인적 측면에서 자전거 이용 경쟁력은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고유한 특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 때 자전거의 특성은 자전거 

이용의 정량적·정성적 비용 및 효용으로 분류된다. 이용자 관점에서 

자전거가 타 교통수단 대비 정량적·정성적 비용을 줄이고 효용을 

높이는 수단일 때 자전거가 수단 선택의 경쟁력을 갖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관점에서 자전거의 고유한 경쟁력과 자가용 승용차 

대비 상대적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특성에 대한 연구와 한국교통연구원(2018, 

2019) 및 신희철·김동준·정성엽(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전거와 

자가용 승용차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7>와 같다.  

 

[표 7] 자전거와 승용차 경쟁력 비교 

구분 자전거 승용차 

통행시간 
 접근시간, 주차시간 

등에서는 자전거가 유리 
 평균 속도가 더 빠름 

통행거리  도시 내 중거리 통행 
 통행거리가 길어질수록 

승용차의 경쟁력이 더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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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에 비해 상대적 이동성 

확보하여 다른 동력교통수단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16. 

 속도 및 운동능력 제약 

등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통행은 5 ㎞ 이내인 경우가 

많음 

정성적 

비용 

 보행보다 에너지 소모가 

작고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운동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승차 환경도 

편함 

통행비용 
 유류비, 주차비 등이 필요 

없는 자전거의 경쟁력이 높음 

 단거리 통행의 경우 

승용차의 경쟁력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음 

안전성 

 자전거의 수단분담률에 비해 

사고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치사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자전거를 위험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높음) 

 

보관안전성 자전거는 도난에 취약  

정시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는 

혼잡의 영향은 거의 없으므로 

정시성(통행시간 신뢰성)이 

매우 높음 

 불규칙 혼잡의 영향이 없는 

지역, 시간대인 경우 승용차의 

통행시간 신뢰성 경쟁력도 

떨어지지 않음 

쾌적성 
 기후의 영향에 

취약(미세먼지 포함) 

 기후영향을 차단하거나 

조절할 수 있음 

건강성 

 신체적인 운동을 통해 

이동하는 자전거의 경쟁력이 

높음 

 미세먼지 문제는 외부 

노출을 줄이는 승용차의 

경쟁력을 높임 

도로시설 

수준 

 자전거도로는 양적, 질적 

측면 모두 자동차도로에 비해 

부족한 상황 

 자동차 중심의 도시계획 및 

개발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공급됨 

수단가용성 

(보유 등) 

 선택적 소비 품목으로 

간주되며, “자전거를 탈 줄 

모르거나 자전거가 없어서”가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를 차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아 

면허등의 이용 제약에도 

자전거보다 보유률이 높음 

                                            
16 신희철·김동준·정성엽(2010), “자전거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 추

정: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교통학회지」, 28(4). 



 

 35 

 

자전거와 자가용 승용차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 이용 

경쟁력의 측면에서 도시 공간구조(거리, 시간, 도로시설, 안전)와 효용 

및 비용(정성적·정량적, 수단가용성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운영 과정에서 도시 

공간구조가 자전거 이용의 효용과 비용을 비교하기에 적합한 형태인지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현황에서 

도시 공간구조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도시 공간구조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2019)의 「친환경 개인교통 

정책지원사업」을 통해 통행목적 자전거 이용 현황 17  을 분석하고 

자전거의 수단 경쟁력을 만드는 도시계획적 환경(도시공간 구조,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목적별 편도 1회당 평균·최대 자전거 이용 

거리를 조사한 결과 일반자전거 이용자의 생활 목적 통행 거리는 4.2km 

수준이며,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생활 목적 통행 거리는 평균 5.9km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두 경우 모두 레저 및 운동 목적에서 생활목적에 

비해 자전거 이용 거리가 큰 값을 보였다. 일반자전거 이용자와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생활목적 최대 이용 거리는 각각 5.1km, 6.6km로 

전기자전거의 경우가 더 큰 값을 보여주었지만 평균값과 1km 미만의 

차이를 보였다. 

자전거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거리 평균값과 최대값으로 볼 때, 약 

                                            
17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이 대 자전거 이용자는 ‘주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한국교통연구원, 2018; 한국교통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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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m 내외 수준의 단일 수단으로서 활용 조건에서 자전거가 타 수단 

대비 경쟁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전거 평균 속도(20km/시18)를 

고려하였을 경우 자전거 통행시간 20분 이내 수준으로 분석된다 19 . 

자전거가 인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수단 선택에서 

자전거가 정량적·정성적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특성 정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특성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고유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전거는 

인력을 동력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자전거의 교통 수단 특징은 이용자의 

수단 선택 과정에서 자전거의 비용으로 작용하여 이동 범위와 시간의 

한계를 만듬과 동시에 건강증진 측면에서는 효용으로 나타난다. 또한 

유해가스 배출이 없으며, 점유면적이 적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의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고유한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이용자의 자전거 수단 선택을 

전제한다.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성과는 

이용자가 타 교통수단 대신 자전거를 선택하는 참여와 실천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이용자의 

관점에서 도입 및 운영되어야 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성공은 

                                            
18 국토해양부(2011),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 
19 국토해양부(2011)의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

서 전국 기준 평균 자전거 이용 시간: 16.3분으로 나타남. 자전거 이용시간 분

포를 살펴보면 20분 이하의 통행이 전체 통행의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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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참여률이 좌우한다. 도시계획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기법 도입시 이용자 관점에서 자전거의 수단 경쟁률을 높여야 하며 

자전거 이용에 따른 비용은 줄이고 효용은 높여 타 교통수단 대비 

우위를 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한다. 

셋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도시 교통체계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운영,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도시 공간의 일부로서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도시의 교통체계의 

일부이며 도시 공간구조와 상호 영향을 미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탄소 발생량 저감 측면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넘어, 각종 교통혼잡 비용을 줄이고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서 자전거 이용의 일상화가 

도시계획 전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접근 관점이 

필요하다(행정안전부, 2010; 강병수·김선희·황원실, 2009; 

신희철·김동준·정성엽,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자체의 특성을 종합하여 사례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론적 분석틀을 구체화 하기 위해 자전거 수단 분담율을 

개선을 기준으로 해외 자전거 선진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기능과 의미의 발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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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자전거 선진 사례 연구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도시계획적 역할은 자전거 수단 분담을 통한 탄소 발생량 저감이며, 

계획의 목표는 자전거 수단 분담율 향상, 계획의 지향점은 자전거 이용 

경쟁력 강화에 있어야 한다. 

둘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계획체계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계획적 논의는 정책 또는 계획의 단순한 방향 

수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이용자의 참여를 통한 자전거 수단 선택 실행력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에서는 이용자 관점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전거 이용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자전거 이용의 효용은 일정 범위의 공간 안에서 유효하다. 

인력을 이용한 자전거의 수단 특성으로 인해 절대적인 거리와 시간의 

제약이 발생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는 자전거 통행에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거리, 토지이용, 도시 교통체계와 같은 도시 

공간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자전거 이용 경쟁력은 자전거 이용의 비용 및 효용을 통해 

결정되며, 자전거가 타 교통수단 대비 경쟁력 우위에 있을 때 자전거 

수단 선택이 이루어진다. 자전거 이용의 비용과 효용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 계획기법을 통해 자전거 

이용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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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수단 분담은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환경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분석 기준을 기능 및 역할, 계획체계, 전략, 계획기법, 의미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다. 

 

[표 8] 사례 분석 기준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목표는 무엇인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시 계획체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특성이 도시 공간구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자전거 이용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해당 도시(국가)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수단 분담율 및 선행연구 벤치마킹 

빈도를 기준으로 4개국(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미국)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 관련 사이트의 자료를 토대로 4개국의 국가 또는 도시 차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분석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다. 

자전거 선진 사례를 통해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시사점을 토대로 

동탄(2)신도시 이론적 분석틀을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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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주요 자전거 선진 사례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목표 및 방향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방향성은 도시계획에서 기대하는 

기능과 역할을 의미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탄소 발생량 저감을 의미하며, 자전거 선진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계획의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자전거 

선진 사례 선정 및 벤치마킹 대상 기준은 자전거 수단 분담율 이었다. 

네덜란드는 전세계에서 자전거 수단 분담율이 가장 높으며 2016년 기준 

27%의 수단 분담율을 기록하고 있다. 2위는 덴마크로 23%, 3위는 

스웨덴으로 17% 수준을 보이고 있다(독일 12%, 프랑스 4%, 

미국0.6%) 20 . 주요 도시의 자전거 수단 분담율의 경우 네덜란드 

그로닝겐은 57%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28%,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는 자동차 이용률 28% 감소,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경우 자전거 통행 13% 증가 수준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효과를 보이고 있다.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는 국가, 도시, 지역 등 다양한 

단위에서 형성되었으며, 자전거 수단 분담 성과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와 

                                            
20 환경부(2007), “환경친화적 자전거문화 정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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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운영 체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중앙정부, 광역단체, 도시, 민간단체, 이용자가 

모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초기에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있었으나, 안정기 이후 

제도적 일관성 유지 수준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국교통연구원, 2007; 화성시, 2018). 중앙정부에서는 자전거의 

실생활화와 교통수단화를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 체계 및 

정보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각 도시는 독자적인 자전거 정책을 

실시하고 광역단체는 도시의 자전거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민간 단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가이드라인을 정부 및 지자체에 

제공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중앙 정부의 자전거 전담 부서의 역할을 

지역 단위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등 인프라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다. 

 
[그림 1] 자전거 타는 네덜란드 국왕21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21 연합뉴스, www.yna.co.k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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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관성 유지, 제도적 기반, 연구개발, 재정적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자체가 자전거 관련 계획과 정책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지자체는 자전거 관련 계획과 정책을 담당하는 특별 팀을 구성하고 

지역의 여가, 관광, 생활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연결시키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구상한다 22 . 화성시(2018)는 독일 

자전거 이용의 가장 중요한 동력을 자전거 이용자의 참여와 지역 단위 

정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NTPP(Nonmotorized Transportation Pilot Program)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지원금을 토대로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자체적으로 제안하고 운영하는 구조를 갖추었다.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 활용 등 다양한 협의체를 직접 

구성하고 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거버넌스 형성은 NTPP 사업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국토해양부, 2011). 

 

[그림 2] 미국 세인트폴 NTPP 사업 현황23 

 

 

                                            
22 bicycle.koti.re.kr, 2020; 화성시(2018),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 
23 세인트폴 공식홈페이지, https://www.stpaul.gov/department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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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전거 이용과 도시 공간구조 

 

네덜란드24는 도시 공간구조가 자전거 이용에 적합한 압축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신희철·김동준·정성엽, 2010; 화성시, 2018; 

한국교통연구원, 2007). 시내중심 3km 이내에 도시인구 78%가 

거주하고 직장 90%가 소재한 토지이용계획 현황과 평탄한 지형조건은 

자전거 이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자전거 선진 사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은 

도시 공간구조와의 상호작용을 만든다. 때문에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의 

확대는 도시교통체계의 일부로서 종합적 관점을 통해 도입되어야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Traffic Calming’ 정책을 통해 자동차와 자전거, 

보행자가 공존하는 커뮤니티 도로를 만들었으며 속도를 30~50km로 

제한하였다. 또한, 도시정책과 교통정책의 강화 필요성에 의해 신도시 

건설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자전거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omplete Streets’ 개념을 도입하였다. ‘Complete 

Streets’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버스), 자전거, 보행자를 

포함한 모든 도로교통수단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도시 공간구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 방법을 보여준다(국토해양부, 2011). 

                                            
24 7.5km 이하의 자전거 이용 비율이 34%, 7.5~15km의 이동 비율이 15%정도

를 차지. 전체 이동의 약 70% 정도가 7.5km이하의 단거리 이동임을 감안하면, 

네덜란드 전체 교통량의 약 26% 정도를 자전거가 차지. 등하교 교통량은 50%, 

출퇴근 교통량은 25% 단순 사교목적 방문 등에서도 20~30% 정도를 차지(화

성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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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네덜란드 ‘Traffic Calming’ 현황25  

 

 
[그림 4] 미국 세인트폴 ‘Complete Streets’ 현황26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자전거 

이용에 유리한 도시교통체계로 변화시킨다.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25 머니투데이, https://m.moneys.mt.co.k, 2013 
26 트윈시티, https://www.twincities.co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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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모두 자동차 도로를 좁혀 자동차 이용 경쟁력을 낮추는 

동시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여 자전거의 상대적 이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자동차 속도 제한 및 통행 금지구역 설정은 도시의 교통체계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 활용, 행동 반경을 수정하고 도시 공간구조를 

바꾸고 있다.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기법 

 

자전거 선진 사례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자전거 이용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자가용 

승용차 이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계획기법의 적용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자전거 이용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자전거 구입, 이용, 보관, 

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자전거 이용의 안전 강화, 교육,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 내 모든 간선·지선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보관시설의 도난 방지 효과를 강화하였다. 

승용차에는 역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도시 진입, 통행, 주차를 억제하고 

구입, 보관, 사고에 대한 비용을 높였다. 

독일의 경우 자전거 친화형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자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승용차의 도심 

통행 시간 및 속도를 제한하는 도시 계획기법을 사용하였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편도2차로 도로에 승용차와 자전거에 각 1차로씩 할당하여 

자동차 이용 불편을 높이는 동시에 자전거 이용 편의를 강화하는 인프라 

구축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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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베를린 차량 출입 금지 거리 현황27 

 

프랑스의 경우 전기 자전거 구매 지원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동시에 인력 동력 사용의 한계로 인한 자전거 이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승용차 역인센티브 전략으로서 파리 도심 통행 제한, 자동차 도로 

축소 및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확보, 주차료 인상 등의 도시 

계획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27 경향신문, https://m.khan.co.k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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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프팡스 파리 도심 차량 통행 제한 (paris respire) 현황28 

  

                                            
28 https://www.leparisien.f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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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전거 선진 사례 분석 결과 

 

자전거 선진 사례(국가, 도시)를 분석한 결과의 요약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자전거 선진 사례 분석 결과 

구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미국(세인트폴) 

인구 1,681만명 8,302만명 6,595만명 30.77만명 

자전거도

로 연장 
18,948km 31,236km 3,666km 144km 

자전거 

보유대수 
1,600만대 7,000만대 2,300만대  

수단 

분담율 
43% 10% 4% 3.86%(통근) 

공통점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억제를 동시에 추진 

거버넌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투자 → 제도적 

일관성 유지 역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 

이용자의 참여 및 

지역 단위 정책이 

가장 중요한 동력 

자전거를 위한 

특별 위원회 구성, 

전문 협의체를 

통한 자전거 계획 

수립 

획일적 계획을 

지양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분권성을 강조 

자문위원회 조직 

및  운영 

주요전략 

자전거종합계획(M

asterplan Fiets - 

BMP : Bicycle 

Master Plan) 

자전거 

인센티브(보조금, 

자전거 제공, 세금 

혜택 등) 

승용차 

억제(사치세, 

주차장 설치 억제, 

통행 속도 제한 

등) 

자전거 친화형 

도시 만들기 

사업(Bicycle-

Friendly Towns 

Project) 추진 

Temp 30 Zone 

지정(자동차 속도 

제한) 

자전거 대중교통 

승차 허용 

철도공사와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의 연결 

「LE PLAN 

VELO」 

파리시 도심 차량 

통행을 억제하는 

교통정책 

자전거 등록제 

전기 자전거 구매 

지원(구매 가격의 

25% 수준) 

승용차 역인센티브 

적용 

비동력교통 

시범사업(NTPP: 

Nonmotorized 

Transportation 

Pilot Program) 

‘Bike/Walk 

Twin Cities’ 

프로그램 

 

주요도시 그로닝겐 프라이부르크 스트라스부르 세인트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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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자전거 수단  

분담율이 가장 

높음 도시 

자전거 수단 

분담률 28% 

인구 1인당 2.5km 

수준 자전거도로 

조성 

자전거 이용과 

트램을 여결하여 

자동차 통행률 

28% 감소 효과 

통근통행의 

3.86%(미국 

대도시 1.02%에 

비해 월등) 

 

 

자전거 선진 사례의 종합적 분석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관련한 몇 가지 의미 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자전거 

선진 도시(국가) 사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최대 57% 수준의 

수단 분담 현황을 보이고 있었다. 자전거는 도시의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며, 도시교통체계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미국의 경우 나라 전체 또는 주요 도시의 

자전거 수단 분담 개선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자전거 선진 사례에서 자전거 수단 분담은 탄소 발생량 

저감뿐만 아니라 도시의 각종 교통 비용(오염, 소음, 혼잡)을 줄이고 

있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도시교통 효율화와 합리성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도 기여하고 있었다. 

둘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실천적, 참여적 특성은 도시 

계획체계에 반영되어 유사한 거버넌스 특징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수준과 단거리 통행 목적을 고려할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다른 도시계획보다 지역 맞춤형 전략이 중요시 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자전거 선진 사례들의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은 제도적 

기준을 유지하는 소극적인 수준이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주도세력은 지자체·이용자·각종단체 등으로 다양한 주체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셋째,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특징 및 자전거 이용 공간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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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간구조와 교통계획체계와의 상호작용을 만들고 있었다. 앞서 

자전거의 인력을 동력으로 한 이동 특성에 따라 자전거의 

교통수단으로서 경쟁력은 통행 거리(5km 내외) 및 시간(20분 이내)의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한바 있다. 자전거 선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시의 공간구조가 자전거의 이용 경쟁력 및 도시 공간 속 이동 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승용차의 공간 

축소와 자전거 이용 공간 확대는 생활반경, 토지이용, 통행로 등 도시 

공간구조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도시 

공간구조의 상호작용은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교통체계 접근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넷째, 자전거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자가용 승용차 경쟁력 저하를 

위한 도시 계획기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해외 선진 사례들에서 자전거 

인센티브와 자가용 승용차에 역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기법은 자전거의 고유한 경쟁력 개선과 동시에 

자동차 경쟁력 저하시켜 수단 선택 단계에서 자전거의 비교 우위를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었다. 

다섯째, 자전거 선진 사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개인과 

도시(국가)의 질적 성장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일상의 편의를 개선하고 도시를 매력도를 높이고 있었다. 

자전거는 이용자의 중요한 일상 교통수단으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은 도시 쾌적성 증대를 

의미했다. 때문에 자전거 수단 분담은 개인의 건강증진, 정량적·정성적 

비용 효율화 및 도시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 효과로 

이어졌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자전거 수단분담 및 도시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경쟁력 강화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의 탄소 발생량 저감이라는 협의적 의미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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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종합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전거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는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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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론적 분석틀 정립 

 

본 연구에서는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앞서 저탄소 도시계획 이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특징, 

자전거 선진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한 시사점을 토대로 사례 분석 

내용과 기준을 구체화 하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분석 항목은 

목표, 거버넌스, 공간구조, 계획기법, 의미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분석틀은 분석 항목, 사례 분석 기준, 이론 적용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내용을 종합하여 도출한 이론적 분석틀은 <표 10>과 같다. 

 

[표 10] 이론적 분석틀 

항목 이론적 질문 이론 적용 기준 

목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목

표는 무엇인가?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계획체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가? 

거버넌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시 계획

체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

는가? 

이용자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 

공간구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특성

이 도시 공간구조에 어떻게 반

영되었는가? 

도시 공간구조가 자전거 이용 

경쟁력 확보에 적합하도록 계획

되었는가? 

계획기법 
자전거 이용 경쟁력 강화 방안

은 무엇인가?  

계획기법이 자전거의 수단 경쟁

력 비교 우위를 가지도록 하였

는가? 

의미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해당 도

시(국가)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

엇인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삶

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

가 이루어졌는가?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동탄(2)신도시 자전거 수단 분담율 현황을 

평가하고 계획 목표와 방향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둘째, 동탄(2)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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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단계에서 자전거 이용 특성과 경쟁력이 도시 공간구조에 

반영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동탄(2)신도시가 자전거 이용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셋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단위와 이용자의 참여적 특성 

측면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와 유사한 계획체계가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기법은 자전거 고유 

경쟁력 강화와 비교 경쟁력 강화 측면을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기법이 자전거 수단 선택 비교 

우위 선점에 적합한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탄(2)신도시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효과와 도시계획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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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이론 및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의 이론적 

분석틀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운영까지의 전 과정을 사례 분석 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10>와 같은 이론적 분석틀을 토대로 이론적 

분석틀 정립 순서에 따라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도입 및 현황에서 목표, 거버넌스, 공간구조, 계획기법, 의미를 

확인하였다. 이론적 분석틀의 ‘이론적 질문’을 통해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론 적용 기준’의 질문을 적용하였다.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 적용 결과를 통해 낮은 

자전거 수단 분담율의 원인을 밝히고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으로 사례 분석의 시사점을 확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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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1. 동탄(2)신도시 저탄소 도시계획 도입 

 

동탄(2)신도시는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계획 대응 논의 속에서  

‘관리’, ‘지속가능성’, ‘저탄소’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화 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계획되었다. LH(2020)는 2기 신도시 계획방향을 

‘친환경 및 자족성 중시’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패러다임을 

도시계획 전면에 드러냈다. 기반시설에서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을 환경계획에서는 ‘그린네트워크’를 중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있다. 1,2, 3기의 개발 특징을 비교한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시기별 신도시 개발 특징29 

구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목적  주택 공급 

 내집 마련 

 주택 공급 

 거점조성 및 난개발 방지 

 주택공급 

 자족 및 인프라 확대 

건설시기 1990년대 2000년대 2020년 

핵심기능 주거 주거+자족 복합(주거+산업) 

계획방향 [정주성 중시] 

 서울 과밀 해소 

 기능분담 

[친환경 및 자족성 중시] 

 수도권 광역거점 조성 

 권역간 균형발전 

[접근성 및 일자리 중시] 

 주택가격 안정 

 자족, 편의성 제고 

특징  극심한 주택부족 및 

열악한 주거수준, 

신흥중산층의 주거 안정 등 

고도성장기의 

도시와 주택문제 대응형 

도시모델 

 주택공급 확대와 국토 

난개발 대응. 

 지속가능한 개발 패러다임 

 수도권 외곽의 균형개발 

지향의 광역적 도시모델 

 집값 안정과 서울 

주거선호 대체기능의 

광역인프라와 자족 및 

도시서비스 특화형 

도시모델 

모도시 20~25㎞ 이내 30~40㎞ 이내 10㎞ 이내 

                                            
29 LH(2020), 「3기 신도시 개발전략 및 계획기준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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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0.5~1시간 이내 

(위성형) 

1시간 내외 

(독립형) 

30분 이내 

(연접형) 

도시규모 대규모(평균 3,033㏊) 중대규모(평균 1,263㏊ 중규모(평균 566㏊) 

인구밀도 중고밀(233명/㏊) 중저밀(110명/㏊) 중저밀(136㏊) 

광역체계 기능분산형(배드타운) 거점육성형(자족도시) 연계확장형(전이도시) 

자족기능 공공·금융·업무·유통

·레저·휴양시설 등 유치 

(송장 등 산업시설 제한) 

자족용지 10~15% 기준 

(도시지원시설용지 도입, 판매, 

업무, 연구, 문화, 산업 등 자족 

용도 확대) 

자족용지 12,.3~26.9% 

계획 

(도시첨단산단, 

기업지원허브, 특화단지 등) 

기반시설  물리적 기반시설 중심 

 자동차 중심 도로계획 

 도시고속도로, 지하철 등 

광역교통체계(서울과의 

연계성 중시) 

 초기 입주여건 미비 

 도시운영시스템 도입(GIS, 

ITS, U-City 등)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신교통환승체계 도입으로 

대중교통 지향 

 편익시설 선조성 등 입주 

불편 해소 노력 

 GTX, S-BRT 등 

광역교통인프라 확충 

 기존 신도시 등 주변지역 

교통불편 해소 

 철도망 중심 대중교통체계 

보육교육환경 조성 

환경계획  녹지축 형성과 생활권 

단위 공원계획 

 녹지율 12.5~2.5% 수준 

 그린네트워크, 생태공원, 

경관계획 등 개념 도입 

 녹지율 25~35% 수준 

 쾌적한 정주환경 

 공원녹지 등 30% 수준 

계획 

 

LH는 동탄(2)신도시 개발의 주시행자로서 2기 신도시 중 2008년 

이후 개발시점이 예정되어 있던 화성동탄(2), 위례, 고덕 국제화, 인천 

검단 신도시 중 화성동탄(2)신도시를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적용의 

실험실로 선정하였다. LH는 ‘동탄(2)신도시 저탄소 도시 도입 

연구’연구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정부 주도의 저탄소 도시계획을 

동탄(2)신도시에 적용하였다. 수도권 2기 신도시의 개발 기간 및 

주체는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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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수도권 2기 신도시 현황30 

구분 화성동탄(2) 위례 고덕 국제화 인천 검단 

부지면적(km2) 24.0 6.8 13.4 11.2 

주택건설(천호) 116.5 44.8 57.2 74.7 

수용인구(천인) 286 110 140 184 

인구밀도(인/ha) 119 163 104 164 

개발기간 08~21 08~20 08~20 09~23 

개발주체 
LH, 

경기공사 
LH 

경기도, 

LH, 

경기공사, 

평택공사 

인천시, 

인천공사, 

LH 

사업비(억원) 161.144 111.009 81.603 83.868 

최초분양 12. 8 11. 11 17. 상 18. 상 

최초입주 15. 1 13. 12 19. 하 20. 상 

 

2.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도입 

 

김홍배(2009)는 ‘동탄(2)신도시 저탄소 도시 도입 연구’에서 

저탄소도시에 대한 개념정리, 탄소발생 원인 분석 및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김홍배는 탄소 배출 관리 

측면에서 산업, 교통, 가계, 페기물 4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탄소의 

흡수 부문에서는 산림 및 녹지를 다루고 있다. 이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교통부문의 주요 전략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탄(2)신도시 저탄소 도시 도입 연구’를 통해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목표, 거버넌스, 공간구조, 계획기법, 의미를 

                                            
30 LH(2020), 「3기 신도시 개발전략 및 계획기준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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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1) 목표 및 의미 

 

김홍배(2009)는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발생 근원 중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이용 억제하기 위한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이용 

확대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목표로 하고 있다. 동탄(2)신도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도시계획적 의미는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의 

목적 그 자체에 있으며, 수송부문의 주요 전략으로서 자전거 수단 분담 

목표가 설정되었다. 

김홍배(2009)는 동탄(2)신도시가 저탄소도시로 개발될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통해 탄소 발생량과 탄소저감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때 교

통분야는 자전거도로 공급 확대, 자전거 이용의 확대가 시나리오 설정 

단계에 반영되었다.  

 

 교통부문의 탄소 발생량 저감량은 교통수단별 수단분담율의 변화에 따

 라 제시할 수 있음. 단,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도로의 확충을 통한 자

 전거수단분담율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함. 

 

김홍배(2009)는 교통부문의 탄소 발생량 저감량은 교통수단의 수단

분담율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김홍

배(2009)는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자전거도로 및 일반도로 연장과 자전

거수단분담율 자료를 통해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수단 분담율의 관계식을 

결정하고 목표한 자전거 수단 분담율에 필요한 자전거도로 양을 역산정 

하였다. 자전거도로 연장을 통한 자전거의 승용차 수단 분담율 및 이산

화탄소 저감 효과의 도출 과정을 아래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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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량 산정 과정31 

 

김홍배(2009)는 자전거도로의 규모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양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전거도로의 건설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저탄소 도시계획의 

핵심에 두고 있다. 김홍배(2009)가 저탄소 교통부문 시나리오에서 

설정한 자전거 수단 분담율 목표는 2가지 형태로 각각 10%, 20%의 

수단 분담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때 자전거 이용을 통한 승용차 

이용 감소 효과는 각각 이산화탄소의 66천톤, 136천톤 저감 수준으로 

예측하였다. 자전거 수단 분담율 목표에 따른 탄소 발생량 저감 효과 및 

교통부문 탄소 발생량 저감 시나리오 상세내용은 아래 <표 13>와 같다. 

                                            
31 김홍배(2009), ‘동탄(2)신도시 저탄소 도시 도입 연구’,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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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동탄(2)신도시 교통부문 이산화탄소 발생량 시나리오32 

구분 
자전거수단분담율 

비고 
기본 10% 20% 

자전거도로/일반도로 

비율(%) 
  37.53 63.98  

자전거도로 연장 

(km) 
  51.68 88.10 

동탄(2)신도시 

일반도로 

연장:137.7km 

화성시 

자전거통행량(명) 
3,426 61,660 123,321 

화성시 

자전거수단분담율 : 

0.56% 

화성시 

자전거통행량변화(명) 
  58,234 119,895 

승용차통행량 

감소와 동일 

승용차통행변화율   
-

15.49% 

-

31.89% 
  

동탄(2)신도시 

승용차대수(대) 
99,848 84,384 68,010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량(tCO2 ) 
426,452 360,404 290,470 

탄소배출 

원단위 적용 

다른 교통수단의 

이산화탄소 

발생량(tCO2 ) 

402,053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tCO2 ) 
828,506 762,457 692,523   

저감된 이산화탄소 양 

(tCO2 ) 
0 66,048 135,982   

 

 

김홍배(2009)는 교통부문의 이산화탄소 발생량 저감 시나리오와 

자전거 수단 분담율 목표를 ‘동탄(2)신도시 저탄소 도시 도입 연구’ 

                                            
32 김홍배(2009), 「동탄(2)신도시 저탄소 도시 도입 연구」,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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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시나리오 및 저탄소 시범마을의 시나리오에도 적용하였으며, 이때 

자전거 수단 분담율 목표는 20% 이다. 

 

2) 거버넌스 

 

동탄(2)신도시 전역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단위로서 설정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한 주체는 동탄(2)신도시 주시행자인 LH이다. LH는 

연구 의뢰를 통해 ‘동탄(2)신도시 저탄소도시 도입 연구’에 관한 

보고서를 완성하였으며, 최종보고서 내용을 동탄(2)신도시 실시계획에 

반영하였다. 김홍배(2009)의 ‘동탄(2)신도시 저탄소도시 도입 

연구’는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목표, 전략, 

계획기법뿐만 아니라 동탄(2)신도시 전역에 통일성 있는 자전거도로 

건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3) 공간구조 및 계획기법 

 

김홍배(2009)는 친환경 교통수단 기본 반영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자전거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김홍배(2009)는 그로닝겐, 

알미르, 프라이부르크, 파리, 런던, 도쿄, 코펜하겐의 사례를 분석하고 

저탄소 도시계획과 관련한 벤치마킹을 시도하였다. 김홍배(2009)는 

선진 사례들의 친환경교통수단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반영 요소를 도출하였다. 

김홍배(2009)는 국내 사례를 추가로 검토하였으며, 자전거 선진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계획요소가 동탄(2)신도시에 적용가능한지 

검토하였다. 주요 계획요소는 자전거 주차장/보관소,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지구,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거리, 자전거 대기선,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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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자전거 등록번호, 자전거 렌트 시스템, 자전거 탑승 편의시설, 

자전거 안전 교육장/홍보관, 자전거 이용자용 도로표지판, 공공샤워시설, 

교통진정,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교량, 자전거 수리점, 그린웨이 등으로 

정리되었다. 계획요소로 도출 내용은 각각 저탄소 도시계획 적용 

단계에서 조성단계와 관리단계로 분류했다. 

김홍배(2009)는 자전거 수단 분담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전거도로 연장 규모를 역산정 하였으며, 자전거도로 건설은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주요 계획기법이다. 

김홍배(2009)는 동탄(2)신도시 자전거 교통계획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대상지내 자전거도로는 도로내 설치구간과 도로외  설치구간(공원∙녹지 

 등)으로 구분 

 도로내 설치되는 자전거도로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로 구분 

 도로의 구간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는 다양한 레져활동을 위한 

 건강레져축과 산악자전거(MTB) 이용자를 위한 다운힐 코스로 

 구분고려 

 기존에 조성된 동탄1지구내 자전거도로망과 계획중인 

 동탄산업단지와의 연계축 제시 

 

동탄(2)신도시 자전거도로의 계획 기준은 ‘기능별 분류’ 이다. 

김홍배(2009)는 「도시계획기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자전거도로를 기능별로 분류하였다. 

 

 주간선도로: 신도시 외부지역 및 신도시내 3개 생활권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신도시 자전거교통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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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와 연결하는 보조기능으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집산도로: 근린주거구역의 자전거 교통을 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 

 특수도로(공원·녹지내): 자전거 동호인, 매니아 등 신도시 주민들의 

 쾌적한 레저생활공간을 위한 노선으로 공원·녹지 및 구릉지를 따라 

 설정한 노선 

 

기능별 자전거도로 분류에 따른 자전거도로 총괄도(안)은 <그림 

8>과 같으며 이때 계획된 자전거도로 총괄표는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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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동탄(2)신도시 자전거도로 총괄도(안)33 

 

[표 14] 동탄(2)신도시 자전거도로 총괄표34 

구분 연장(m) 노선수 폭원(m) 비고 

합계 191,606 82(1) -   

도로내 

설치구간 
소 계 163,545 74(1) -   

                                            
33 김홍배(2009), 「동탄(2)신도시 저탄소 도시 도입 연구」, 한국토지공사. 
34 김홍배(2009), 「동탄(2)신도시 저탄소 도시 도입 연구」,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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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선도로 83,470 9(1) 4 

오산천변 

자전거도로 

포함 

보조간선도로 28,267 6 3~4   

집산도로 51,808 59 3~4   

도로외 

설치구간 

특수도로 

(공원·녹지내도로) 
28,061 8 4   

 

자전거도로 외에도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 계획이 수립되었다. 

김홍배(2009)는 자전거 이용 목적에 맞추어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 

노외주차장, 레저, 주거 목적으로 나누어 자전거 보관소 설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35.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 도시 공간구조의 

영향력과 도시 공간구조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홍배(2009)의 자전거도로의 설치 계획에서 도시 공간구조에 

관한 언급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동탄(2)신도시의 자전거도로는 

연결성 측면에서는 동탄(1)신도시의 자전거도로와의 연결을, 이용자의 

다양한 이용 패턴 측면에서는 공원녹지 및 레저생활공간 확보가 

자전거도로 교통 기본방향에서 고려되었다. 

 

3.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현황 

 

본 연구에서는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화성시(2018)에서 발표한‘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및 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35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보관소 계획은 녹색성장위원회(2009)의 ‘녹색성장 국

가전략’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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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권역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일부 화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내용을 활용하였다. 

 

1) 목표 및 의미 

 

2018년 기준 동탄(2)신도시 자전거 수단 분담율은 1.8% 수준으로 

화성시 전체 평균인 1.4%에 비해 눈에 띄는 숫자는 아니다(화성시, 

2018).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본격화되기 전 2008년 화성시 자전거 

수단 분담율이 1.2%인 점을 감안할 때,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탄소 저감 측면의 실효성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초 목표로한 수단분담율 20%에도 전혀 근접하지 

못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주요 교통 수단별 수단 분담 비교 결과는 

<표15>와 같다. 

 

 [표 15] 화성시 및 동탄(2)신도시 수단 분담 현황 비교 

(단위: 통행/일) 

구분 도보 자전거 승용차 택시 버스 지하철 합계 

동탄(2) 27,203 1,716 44,544 1,140 6,299 119 90,582 

화성시 354,047 22,334 915,095 33,626 135,097 7,505 1,648,393 

 

동탄(2)신도시의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 

현황을 볼 때, 낮은 자전거 수단 분담율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어진다. 

김홍배(2009)는 동탄(2)신도시를 대상으로 기능별 자전거도로 

분류를 자전거 교통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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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전역에는 차도의 규모와 비례하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었다. 차량 통행량이 많고 속도가 빠른 간선도로 옆에는 자전거 

간선도로가, 왕복 2차선의 집산도로 옆에는 자전거 집산도로가 

설치되었다(아래 <그림9,10,11,12> 참고). 현재 동탄(2)신도시 

자전거도로 현황으로 볼 때 자전거 이용 관련 인프라의 물리적 환경 

수준과 규모는 해외 선진 사례 및 다른 2기 신도시와 비교할 때도 

통일성과 연결성 측면에서 최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9] 동탄(2)신도시 자전거 간선도로 

 

 
[그림 10] 동탄(2)신도시 자전거 보조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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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동탄(2)신도시 자전거 집산도로 

 

 
[그림 12] 동탄(2)신도시 수변 자전거도로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인프라 현황과 김홍배(2009)가 제시한 

동탄(2)신도시 교통부문 계획을 비교할 때,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설의 확충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의 연장 근거였던 자전거 수단 분담율 

목표와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소 시나리오를 고려할 때, 동탄(2)신도시 

저탄소 도시계획의 교통부문의 성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추측할 수 있다. 

현재 동탄(2)신도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정된 목표는 

화성시(2018)의 전체 목표와 구분되어 있지 않다. ‘화성시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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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과업지시서’를 통해 

화성시(2018)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지향점을 볼 수 

있다. 

화성시(2018)는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의 

목적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자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인프라구축 방안’이 그 핵심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2018)는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 방안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산출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제시를 목적으로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다. 

화성시(2018)의 5개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목표는 다음과 같다. 

 

 자전거도로 연장(490㎞ > 550㎞) 

 자전거 수단 분담율(1.4% > 3.0%) 

 자전거보관소(241개소 > 300개소) 

 

화성시(2018)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세부 추진목표를 

자전거도로망 재설정, 자전거도로망 확충, 생활형 자전거도로 확충, 

미연결구간 자전거도로의 확충, 자전거 보관소 등 ‘관련 시설 

확충’으로 설정하였다. 화성시(2018)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현황 

및 목표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의 확대와 보완 그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도시계획적 

의미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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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버넌스 

 

LH는 2015년 1월 동탄(2)신도시의 최초 입주 시점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 권역 전체를 행정구역으로 본격 흡수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주체가 되었다. 이후 동탄(2)신도시는 

행정구역의 일부로서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적용 받고 

있다. 

 

3) 공간구조 및 계획기법 

 

LH의 저탄소 도시계획 도입 이후 화성시 전역과 비교한 

동탄(2)신도시만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기법으로는 2015년부터 

추진된 ‘동탄신도시(1,2) 자전거 이용시스템 구축 사업’을 찾아볼 수 

있었다. ‘동탄신도시 자전거 이용시스템 구축 사업’은 LH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며 핵심 내용은 공공자전거 도입에 관한 

것이었다36.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사업위치 : 동탄1·2신도시 

 사업내용 : 자전거 3,000대, 자전거센터 및 보관소(동탄영업소)  

 총사업비 : 14,100백만원 (시비 14.9%, LH부담금 85.1%) 

                                            
36 김홍배(2009)는 해외사례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

한 자전거 보급과 일부 자전거 선진 사례의 임대자전거 시스템 적용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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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2015년 11월 ‘공공자전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공공자전거 타당성조사를 시해하였다. 

2017년에는 공공자전거 명칭을 “코리요”로 지정하고 

동탄(2)신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공공자전거 도입에 관한 보도자료도 

발표하였다. 하지만 2019년에 공공자전거 도입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으며, 2019년 11월 동탄(2)신도시 커뮤니티시범단지를 

대상으로 ‘공유형 퍼스널모빌리티(PM) 실증사업’이 시행되었다. 

‘공공자전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결과는 현재 비공개 

상태이며, 공공자전거 사업 중단에 대한 이유를 화성시에 확인 요청한 

결과 화성시에서는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공자전거 도입이 취소되었다고 

밝혔다.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 또한 공공자전거 도입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 만큼 화성시에서는 대안이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공유PM이 도입된 것이다. 

그 밖에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기법은 

화성시(2018)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화성시(2018)는 자전거 이용 관련 인프라에 집중된 계획기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자전거도로의 연장은 자전거 이용 관련 인프라의 

중심에 있었다. 때문에 동탄(2)신도시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의 경우 

화성시 내에서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가장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는 

권역으로 분류되어 최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제외되었었다. 이후 기본계획 보완 단계에서 동탄(2)신도시 권역은 

공유PM도입과 관련한 대안적 교통수단에 대한 정책 도입 연구만 일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도시 공간구조에 대한 직접적 고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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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질문을 적용하였다. 저탄소 도시계획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특성에 관한 이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16] 사례 분석 기준 2 

이론적 질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목표는 무엇인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시 계획체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특성이 도시 공간구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

가? 

자전거 이용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해당 도시(국가)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 계획 목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목표는 무엇인가?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목표는 계획 주체가 

LH에서 화성시로 변화하며 자전거 수단 분담율 목표가 

LH(20%)기준에서 화성시 전체(3%) 기준으로 수정되었다. 목표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도시계획적 기능과 역할은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수단 분담을 

통한 탄소 발생량의 저감이다. 

하지만 김홍배(2009)가 자전거도로의 연장을 자전거 수단 분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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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 사용한 것과 달리 화성시(2018)는 자전거 이용 관련 인프라의 

확충 특히, 자전거도로의 연장 자체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2. 거버넌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시 계획체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이용자 관점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특수성을 영향력 측면에서 작은 단위의 맞춤형 계획 수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탄(2)신도시의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 

전체에서 이용자의 의견 반영 또는 지역 기반 거버넌스 형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도입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공급자가 단일 주체(LH → 화성시)로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도입단계에서는 

중앙정부를 대신하는 LH가 계획 수립 및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동탄(2)신도시 전역에 획일적 자전거도로가 건설되었다. 전례 없는 

자전거 이용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와닿지 않은 

자전거 이용 경쟁력은 1.8%라는 낮은 자전거 수단 분담율로 나타났다.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 계획 주체의 변경은 

계획기법의 적용에도 위협이 되었다. 화성시는 2015년 이후 

동탄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공공자전거 도입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이는 

김홍배(2009)의 자전거 수단 분담 시나리오에서 자전거 보급률 상승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화성시는 운영적자를 이유로 공공자전거 도입 

사업을 중단하고 공유 킥보드를 도입하였으며, 자전거 집산도로는 

공유킥보드가 차지하게 되었다. 동탄(2)신도시 계획주체 변경은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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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활성화 계획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3. 도시 공간구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특성이 도시 공간구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는 인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특징에 의해 

절대적 이동 범위와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현황 분석 결과 자전거 이용 효용은 일정 이동 범위(5km, 20분) 내에서 

단일교통수단으로서 발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동탄(2)신도시에 계획된 업무시설인 북측, 남측 

테크노밸리는 동탄(2)신도시 중심으로부터 자전거 이동시간이 각각 

32분(최대거리 7.9km), 29분(최대거리 7.5km) 이상 소요된다. 교차로 

통과 시간을 고려한다면 소요시간은 더욱 유동적이다. 때문에 

동탄(2)신도시 공간구조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수단 분담의 경쟁력은 

확보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광역 통근의 경우 다수의 기업이 통근버스를 운영하여 직원 편의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동탄(2)신도시 통근자의 경우 동탄(2)신도시 

전역을 통과하는 광역 버스로 인해 자전거 이용을 통한 대중교통 환승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쇼핑의 경우에는 아울렛 형태의 교외 쇼핑몰은 

거대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승용차 편의를 극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탄(2)신도시 공간구조로 볼 때, 신도시 계획 단계에서 자전거 이용 

경쟁력이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계획기법: 자전거 이용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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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관점에서 자전거 수단 선택은 자전거 이용 경쟁력이 타 

교통수단 대비 우위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주요 경쟁력 강화 계획기법은 자전거도로의 연장이다. 

동탄(2)신도시 자전거도로는 자동차도로와 같은 원리에 의해 기능에 

따라 위계적으로 설치되어있다. 때문에 동탄(2)신도시 자전거도로는 

자동차도로의 규모 비례하여 넓어지고 좁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동탄(2)신도시의 낮은 자전거 수단 분담율(1.8%)은 막대한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수단 선택에서 자전거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용자 관점에서 자전거의 수단 

경쟁력 비교 비교 우위를 높이는 적극적 계획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5. 의미: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해당 도시(국가)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동탄(2)신도시의 경우 자전거 수단 분담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과 도시의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역할과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친환경 개인형교통수단의 일부로서 자전거를 연구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저탄소 도시계획 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국내 문헌에서 

동탄(2)신도시는 시범사업 예시로 등장한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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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목표, 거버넌스, 도시 공간구조, 계획기법 분석 결과로 볼 때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는 단순한 국내 모범사례 중 

하나가 아니라,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용 특징과 

문제점을 보여주고,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계획 논의 전반에 계획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숙제를 제공하는 사례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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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례 시사점 종합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의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틀의 

‘이론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를 

고찰하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성공 요소와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개선 

필요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표 17] 사례 분석 기준 3 

이론 적용 기준 

자전거 수단 분담을이 계획체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가? 

이용자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 

도시 공간구조가 자전거 이용 경쟁력 확보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었는

가? 

계획기법이 자전거의 수단 경쟁력 비교 우위를 가지도록 하였는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가 이루

어졌는가? 

 

1. 계획 목표:  자전거 수단 분담율이 계획체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가? 

 

현재 동탄(2)신도시의 경우 화성시 평균 대비 자전거 수단 

분담율이 높은 수준이나(1.8%) 최초 계획(20%)과 비교한다면 

절대적으로는 자전거 수단 분담율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화성시 

전체의 자전거 수단 분담율이 2010년 대비 0.3%p 하락한 1.4% 수준인 

점과, 동탄(2)신도시의 자전거 수단 분담율 미달성에 대한 반성은 거의 



 

 78 

찾기 어렵다(화성시, 2018). 뿐만 아니라 동탄(2)신도시 권역의 

자전거도로 연장량과 우수한 물리적 현황을 이유로 해당 권역은 

화성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동탄(2)신도시 공간구조 37 를 고려한다면 김홍배(2009)가 

계획한 20% 수준의 수단 분담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계획 목표는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수단 분담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동탄(2)신도시와 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적용 도시에 대해서는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계획 적용 예정지에 대해서는 이용자 관점에서의 

자전거 활용 가능성이 고려된 수단 분담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에서 수단 분담율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과 목표 달성에 따른 각종 계획기법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거버넌스: 이용자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주체별 역할은 자전거 이용의 일상화와 

수단 분담 수준에 따라 변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낮은 자전거 수단 

분담율(1.6%)과 지자체 단위의 소극적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추진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앙정부의 강력한 사업 추진과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동탄(2)신도시의 경우 이용자와 지역 현황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 자전거 수단 분담율의 개선 즉,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37 동탄(2)신도시의 경우 주거지-쇼핑시설간 거리가 8km 수준으로 자전거 이용 

경쟁력 확보 한계선인 5km 거리를 초과하였으며, 낮은 자족성으로 업무시설 접

근은 광역교통을 통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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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며, 투입 자원을 고려할 때 계획의 효율성 또한 

의문을 표하게 한다. 

해외 선진 사례의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초기 단계에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사업 수행 의지가 반영되고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제도적 기준 마련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운영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작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동탄(2)신도시의 경우 LH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획 

주체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LH는 중앙정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가이드라인을 직접 동탄(2)신도시에 도입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역 현황 

전반을 고려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전거가 

매력적이지 않은 공간구조인 점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화성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운영 역량이 고려되지 않았다. 화성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주체가 변화한 이후에는 사업 연속성이 떨어지고, 지자체의 

재정적 역량 밖의 사업은 중단되는 결과를 낳았다. 

거버넌스의 문제점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LH가 제도적 자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지자체가 자체 

계획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면, 동탄(2)신도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 모두 현재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도시 공간구조: 도시 공간구조가 자전거 이용 경쟁력 확보에 

적합하도록 계획되었는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도시 공간구조와 상호작용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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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와 같은 계획도시 또는 기성 시가지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도시 공간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 단계에서 도시 공간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특성이 이용 범위의 한계를 만들고, 

단일수단으로서 경쟁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탄(2)신도시를 포함한 2기 신도시는 자족성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통근, 통학, 쇼핑 등 일상 통행 목적에 있어서 

절대적인 양의 이동거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동탄(2)신도시의 배후 

시설인 삼성 기흥 사업장의 경우 셔틀을 통한 통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밖의 주요 수도권 대기업에서도 셔틀을 통해 통근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김홍배(2009)가 자전거 이용 통근의 핵심으로 여겼던 

SRT 동탄역의 경우에도 자전거를 이용한 환승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마을버스 형태의 셔틀을 통해 

동탄(2)신도시가 더욱 촘촘하고 편리하게 연결되고 있다. 

쇼핑을 위한 통행의 경우 주변 대형 쇼핑몰(아울렛, 이케아, 

코스트코 등)이 자가용 승용차 중심의 이동 가능성에 집중되어 있다. 

대형 쇼핑몰들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하며 넓은 주차공간과, 

외진 위치 점유로 미국 교외 지역처럼 자동차를 생활의 필수품으로 

만들고 자전거의 매력은 더욱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동탄(2)신도시의 토지이용과 주요 통행 목적의 위치로 볼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계획의 비효율성을 만들었으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환영 받지 못하는 도시 공간이 되었다. 

동탄(2)신도시의 도시 공간구조의 현황을 고려한다면 단일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경쟁력은 최초부터 수단분담율 목표(20%) 

달성은 구조적으로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자전거 고유의 인력을 통한 

동력 발생 특징, door-to-door 단일 이동수단으로서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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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자전거 이용의 정량적, 정성적 

경쟁력이 작동할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4. 계획기법: 계획기법이 자전거의 수단 경쟁력 비교 우위를 

가지도록 하였는가? 

 

이용자의 자전거 수단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계획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용자 관점에서 자전거 수단 경쟁력이 타 

교통수단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한다. 동탄(2)신도시의 경우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계획기법이 도입되었지만 

승용차의 이용 경쟁력이 위협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전거의 수단 

경쟁력 비교 우위는 확보되기 어렵다. 자전거 수단 분담율이 낮은 

원인이 이용자 관점에서의 효용 부족인 점을 고려할 때, 승용차에 대한 

역인센티브 강화는 자전거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 

자전거 선진 사례의 경우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가용 

승용차로 대표되는 주요 탄소배출 교통수단에 역인센티브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자전거 이용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상에서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서 정량적 정성적 비용의 효율성을 

보유한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하였다. 동탄(2)신도시의 경우 

계획도시로서 충분한 자동차도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승용차 

역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동탄(2)신도시 도시 계획체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자전거 이용 경쟁력의 실질적인 효용 체감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계획기법 도입이 필요하다. 

 

5. 의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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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선진 사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도시의 탄소 발생량 저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자전거 

수단 분담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충족시키고, 각종 교통혼잡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개인과 사회를 건강하게 하여 도시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개인의 

일상에서 교통수단은 하나의 삶의 양식이며, 자전거는 교통체계의 

일부로서 도시의 공간구조와 상호작용한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복합적, 종합적 관점을 요구한다.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그 체계로서 접근해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도시계획적 기능은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탄소 발생량 

저감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에서는 이용자 참여, 도시 

공간과의 상호작용, 비교 경쟁력 우위 등 도시계획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도시계획적 의미에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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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종합 

 

자전거 이용은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복합적으로 

기여하는 교통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그 

등장 배경에 저탄소 도시계획이 있으며, 탄소 발생량 저감으로서 

도시계획적 기능과 역할을 가진다. 자전거 이용은 탄소 발생량 저감을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각종 교통체증 및 유해가스로 

인한 비용을 줄인다(행정안전부, 2010; 강병수·김선희·황원실, 2009). 

자전거의 동력으로서 인력의 사용은 자전거 이용자의 건강을 증진시켜 

각종 비용을 낮추고 문화·레저 수단으로서 사회적 활력을 높이고 있다.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의 결과물이며,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저탄소 도시계획 

시범사업이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에 투자한 인적·물적 자원 

대비 자전거 수단 분담 효과가 낮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효용과 

효율의 저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특성과 도시계획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다. 

사례 분석 결과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목표 

측면에서는 탄소 발생량 저감 측면의 도시계획적 역할에 대한 계획 

방향성 설정, 이용자 관점에서 자전거 수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필요성, 자전거 이용 환경 측면에서 도시 공간구조와의 

상호작용, 자전거의 수단 경쟁력의 비교우위를 만드는 합리적 

도시교통체계 형성, 도시계획적 의미 회복의 측면에서 종합적 접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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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동탄(2)신도시 사례는 예외적인 

저탄소 도시계획의 사례가 아니었으며,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현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례 분석 결과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도시계획적 역할과 

의미 회복을 위해 본질적, 근원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 전반에 ‘협력적 거버넌스’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때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단순한 의사결정 

체계에서 벗어나 ‘도시계획 장치’를 의미한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도시계획 의사결정 참여자를 확대를 넘어, 도시공간의 일부, 삶의 

양식의 변화로서 도시민을 고려하는 계획 장치를 기능한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도입한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목표는 

이용자, 자전거 이용 공간인 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세워야 한다. 이 때 

이용자 관점의 자전거 수단 분담 가능성은 자전거 이용 수요와 관련이 

있다.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체계의 

주요 작동 원리로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낮은 자전거 수단 

분담율(1.6%)과 지자체 단위의 소극적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추진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앙정부의 강력한 사업 추진과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용자의 수단 선택 경쟁력과 이용 범위를 고려할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운영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이용자의 활동 공간 

현황과 상호작용을 통해 운영되며 자전거 이용 공간은 이용자의 

필요만큼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기법의 핵심은 이용자 관점에서의 자전거 수단 경쟁력 우위 

확보라고 볼 수 있다. 

동탄(2)신도시와 같은 국내 저탄소 시범도시들이 자전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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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계획 특성 및 도시계획적 의미 회복 측면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장치를 도입한다면, 도시계획의 수립과 운영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효용 증대를 통해 도시계획적 의미 회복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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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종합적 분석을 위해 저탄소 

도시계획의 대표 사례인 동탄(2)신도시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현황을 살펴보았지만, 단일 사례를 연구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에 연구결과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또는 계획도시가 아닌 사례를 포함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유자전거, 도로다이어트 등 

다양한 계획기법이 적용된 사례, 도시 규모가 작은 사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분석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저탄소 도시계획의 시범 사례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의 예외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했음에 선행연구와 비교한 독창성을 가진다. 우리나라 신도시 

사례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계획의 

도입부터 운영 현황까지 도시 계획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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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ivation of Bicycle Use 

Policy and Their Implications to 

Urban Planning 

: focusing on Dongtan(2) 

Newtown 
 

 

JAEYUN KIM 

Urban and Regional Planni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cussions on “climate change” in Korean urban planning began 

in earnest after the mid-2000s. With the “Sustainable Newtown 

Planning Standards” announced in 2005 and the “Basic Law for Low 

Carbon, Green Growth” in 2008, the urban planning paradigm shifted 

from “growth” to “management”. Amid changes in the urban planning 

paradigm,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nounced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Activation of Bicycle 

Use” in 2008.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as an 

operator of Newtown construction applied a master plan bas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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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tan(2) Newtown Low-Carbon City Introduction Study” to 

Dongtan(2) Newtown. The Dongtan(2) Newtown was planned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a change in the urban planning paradigm 

such as sustainability, low carbon, and activation of bicycle use. 

Since 2009, the plan to activate the use of bicycles in Dongtan(2) 

Newtown has been in full swing. As a measure of reducing carbon 

generation, activation of bicycle use was applied to the transportation 

field. As a result, bicycle paths boasting connectivity and design unity 

were installed throughout the Dongtan(2) Newtown. Bicycle parking 

lots are available throughout the city and major facilities. 

However, as of 2018, the share of bicycle vehicles in Dongtan(2) 

Newtown is merely 1.8%. Compared to the initial planning standard 

(1.2%), the Hwaseong overall average (1.4%), and the Korean 

average (1.6%), it cannot be evaluated as a remarkable performance.  

It is not at all close to the initial target of 20%. This study raised a 

question about the case in terms of the efficiency and the 

effectiveness of reducing carbon generation through increasing the 

share of bicycle vehicles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unremarkable 

performance of the case of Dongtan(2) Newtown with the best 

bicycle use environment.  From this point of view, it was thought 

that a fundamental discussion on the nature of the bicycle use 

activation plan was necessary. It is widely accepted that bicycles are 

sustainable means of transportation, and, therebv, a comprehensive 

approach to promote bicycle use as part of low-carbon urban 

planning is increasingly supported. 

In this study, a theoretical framework was established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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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and practical insights on the planning system for 

activating bicycle use. First, a low-carbon urban plan was analyzed 

at the starting point of the bicycle use activation plan. The 

effectiveness of the bicycle use activation plan and the role of urban 

planning as a principle of reducing carbon generation in low-carbon 

planning were confirmed.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bicycle 

use activation plan we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bicycles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and the necessity of selecting the means 

from the perspective of users. 

The specific direction of the bicycle use activation plan was 

confirmed through advanced bicycle cases. Based on the theoretical 

questions about the plan to revitalize the use of bicycles, advanced 

cases of bicycles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bicycle use 

activation plan shows the sharing of a bicycle means as the target 

standard, cooperative governance as a feature of the planning system, 

securing bicycle competitiveness in the spatial structure, inducing the 

competitiveness of bicycle means in the planning technique, and 

improving urban competitiveness as a meaning. And it was fou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 of bicycle use in Dongtan(2) Newtown 

through the theoretical analysis fram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cycle use activation plan were closely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plan. In addition, the planning elements were 

closely linked within the bicycle use activation plan system. 

This study is a case study that raised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activating bicycle use in Dongtan(2) 

Newtown, a pilot case of low-carbon urban planning. Th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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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limate change in urban planning means a change in the way of life 

that goes beyond a simple change of direction of planning. As a low-

carbon urban plan, the activation of bicycle use makes the urban 

spatial structure compact and entails changes in daily life such as land 

use and living radius as well as traffic. This study analyzed the 

possibility of regaining the implication to urban planning in Korea's 

bicycle use activation plan by specifying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cycle use activation plan and 

presenting the direction through advanced case analysis. 

 

Keywords: Activation of bicycle use, Low Carbon Planning, implication 

to urban planning, Characteristics of the planning, Planning system, 

Collaborativ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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