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1.

자전거 다울마당 회의(1차) 결과보고

시민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자전거 다울마당 회의(1차)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2. 11.(화) 17:00 ～ 18:20
○ 장 소 : 대우빌딩 6층 회의실
○ 참석자 : 14명
- 장태연, 오홍근, 김남균, 강소영, 남정현, 고재용, 손병춘, 박경옥,
김원섭, 배건태, 주홍래, 한승우, 장변호, 신종수
○내 용
- (보고) 2020년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방안
- (논의) 장승배기로, 콩쥐팥쥐로 자전거도로 개설방안
- 주요 쟁점사항 (장승배기로 자건거도로개설방안) 《당초 “안”》자전거도로/보도 사이 단차(5cm) 분리
※ 재논의 : 보행자 및 장애인 불편, 사고 우려(주민의견, 경찰서, 관련부서, 장애인단체)
《검토 1안》단차없이 / 자전거·보도 분리 / 자전거폭 축소, 보도폭 넓게 조성
《검토 2안》단차없이 / 자전거·보도 사이 잔디식재 등으로 분리
《검토 3안》단차없이 / 자전거도로, 보도 위치변경 (넓은쪽 보도 활용)

□ 회의결과
① 장승배기로(꽃밭정이사거리~버즈아울렛) 자전거도로 개선방안

 검토 2안으로 단차없이 자전거·보도 분리 / 분리공간조성은 총괄조경가 자문후 시행
 보행자들이 걷기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도 정비
② 콩쥐팥쥐로(서전주 아울렛~혁신도시교차로) 자전거도로 개설방안

○ 차도에 전용차로 개설 (도로폭 협소한 시.종점부는 겸용도로 정비)
 원안대로 의결

□ 금후계획

○ 총괄조경가 자문 및 행정절차 이행
○ 사업 추진

: ‘20. 2. ∼ 3.
: ‘20. 3. ∼ 6.

참고1

회의결과 요약

《장승배기로 (꽃밭정이사거리 ～ 평화동 버즈아울렛)》
- 자전거/보도 단차 분리 ⇨ 단차없이 자전거/보도 분리 (분리공간 총괄조경가 자문)
당초

변경

자전거도로(단차없음) 분 리

보도

《콩쥐팥쥐로 (혁신도시교차로 ～ 서전주아울렛)》
- 차도에 자전거 전용차로 개설

- 시‧종점부 (겸용도로 정비)

참고2

다울마당 회의록(2020. 2. 11.(월) 17:00 ~ 18:20)

【콩쥐팥쥐로 자전거도로 개설 방안 논의】
◇ 콩쥐팥쥐로 구간별 개설 방안 설명
〔장의환 팀장 설명〕
○ 시점부는 겸용도로로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차로폭 조정이 어려운지?(김원섭 위원)
 콩쥐팥쥐로는 편도 3차로 구간이나 시점부는 우회전 차선으로 1차선이 더 많아 시
점부의 차로폭 조정은 어려움 (장의환 팀장)
○ 전용차로에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출퇴근 시간에 차량들이 자전거차로 내
진입으로 시민불편이 야기될 수 있음.(배건태 위원)
 경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안전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음.(장의환 팀장)
○ 자전거도로 개설시 시민들의 생활권내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수 없는지?
(강소영 위원)
 시내 주요 도로와 연차별 5개년 계획에 대하여 전수조사 후 전용도로나 전용차로 등
자전거도로가 차도로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며 추후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임(장의환 팀장)
○ 기존 인도가 이미 겸용도로로 쓰이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반드시 차도로 내려와
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존 자전거 겸용도로 정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을 검토하는 것이 어떤지? (배건태 위원)
○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기린대로 든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도로를 점
유함. 혁신도시에서 이서까지 쭉 밀리는게 현실임. 차로보다 인도를 겸용도로로
개설해서 쓰면서 자전거도로 개설 방향을 고민해야함(손병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혁신도시~전주대간 보행자도 1~2명으로 없는게 현실이지만 혁신도
시살면서 서부신시가지 출퇴근을 원하는 자전거 이용 수요는 꾸준히 있는게 사실임.
(장태연 위원장)
 인도 정비이용의 문제점이 인도가 2.6m로 좁은구간임. 조성된 혁신도시와 개발된
서부신시가지 사이의 자전거이용 인프라가 필요합니다(장의환 팀장)

○ 별도의 시설없이 갓길을 이용한다든지 도로교통법에서도 자전거는 가장자리로 다
니도록 규정되어있음. 보도도 정비하고 한쪽만 도로를 사용한다든지(배건태 위원)
 혁신도시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선 때문에 여유폭 없이 어쩔 수 없이 조정하는 것으
로 해야하고 출근할때는 이서방향으로 퇴근할때는 시내방향으로도 각각 확보해야
하는데.. 거기에 인도도 확보해야 하는데.. 나무도 옮겨야함(신종수 과장)
○ 보통 도로에서 길어깨를 1.0~1.5m까지 확보하는데 차량 입장에서 보면 길어깨가
없어지는 것과 같음. 도로가 여유가 있어서 길어깨 여유공간을 남긴건 아니고
60km/h로 낮춰야만 길어깨가 남는 것 임. 해당구간은 정책적으로는 70km/h에서
60km/h로 낮춰야 한다는데 동의함. (배건태 위원)
 어차피 인도가 2.6m라서 겸용도로 분리도 안됨(장태연 위원장)
○ 기린대로처럼 초보운전자들이 자전거도로인지 혼선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원안을
존중하겠음(배건태 위원)
 그럼 콩쥐팥쥐로는 원안대로 추진하는데 동의하는 걸로 하겠음(장태연 위원장)

【장승배기로 자전거도로 개설 방안 논의】
◇ 장승배기로 자전거도로 개설 방안 설명
〔장의환 팀장 설명〕
○ 평화동 지역 특성상 장애인과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단차를 두었을 경우 사고위험이
있음. 2안이나 3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됨.(배건태 위원)
○ 자전거도로에 자전거와 휠체어가 동시에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자의 편에서
2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됨(김원섭 위원)
 2안의 문제점을 설명드리자면, 상가구간이다 보니 인도와 자전거도로간 횡단이 필요
한 곳이 많으며 휠체어입장에서 중간 잔디식재 부분까지도 횡단에 방해가 될 수 있음.
(장의환 팀장)
○ 휠체어가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로 통행한다면 앞서 말한 문제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휠체어가 자전거도로로 통행한다는 가정하에 자전거
도로 개설은 의미가 없음. 또한 중간 잔디식재를 하는 것보다는 일정 간격으로 표지
판을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됨(김원섭 위원)

 장애인, 노약자가 많다는 장승배기로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으며 교통약자인 장애인
을 먼저 배려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장의환 팀장)
○ 2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손병춘 위원)
 장애인 단체 입장에서는 평탄화 된 도로를 원하고 있으며 2안의 잔디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음.(장의환 과장)
○ 장애인 단체에서는 겸용도로로 요구하는지?(장태연 위원장)
 1안에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분리하는 형태를 요구함(장의환 팀장)
 이 지역에 상가들이 많이 있다보니 식수대 구간에 장애물을 설치할 경우 장애인들은
횡단하여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1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됨.(신종수 과장)
○ 작년 회의때 차도 내 설치 대신 결정된 사안이 인도 내 자전거도로 단차로 결정된
사안이었음. 결국 겸용도로로 정비하는 계획이면 도색으로만 분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됨.(김원섭 위원)
○ 겸용도로는 반대. 정부 정책적으로 자전거는 차로로 내려와야 함.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구역마다 개설 방안을 다르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해당 구간 내 인도가
넓다고 해도 그 것은 보행자도로 일뿐이며 자전거의 지위확보를 위해서는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함.(오홍근 위원)
○ 현재 겸용도로 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휠체어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보행자는 보상이 가능한지? (김남균 위원)
○ 자전거의 책임임. 다만 과실만 따질 뿐임.(배건태 위원)
○ 그러면 장애인이 자전거도로에서 휠체어를 운행하다가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책임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반드시 자전거도로와 보도는 분리해야함.(김남균 위원)
○ 단차 문제에서는 직각보다는 일정부분 곡면으로 단차를 두어 자전거도로를 분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김남균 위원)
○ 보도가 3.0m 이상이어야만 겸용도로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각각 자전거
도로와 보도 폭을 합산한 기준인지, 가운데 식수대를 포함한 전체 기준인지?
(장태연 위원)
 규정부터 말씀드리자면, 분리가 안되어있을 경우 3.0m가 맞고 분리가 된 경우에는
최소폭이 자전거도로가 1.2m, 보도가 1.5m로 전체 2.7m 이상이 필요함.(장의환 팀장)

○ 해당 구간은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구분은 되어있으나 명확하게 자전거도로로 명시된
것은 없음. 해당 인도는 자전거도로라고 말할 수 없으며 보행로를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가 강함(오홍근 위원)
○ 오홍근 위원님에 동의함. 겸용도로는 보도이며 보행자가 없을 때 자전거가 이용하고
보행자가 있을때는 침범할 수 없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음.(김원섭 위원)
○ ‘자전거는 이륜차’라는 지위를 확보해주자는 취지에서도 차도로 내려가는 것이
맞음.(오홍근 위원)
○ 자전거정책과 다울마당의 위원으로서 얘기하자면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확보하느
냐를 중점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함. 단차를 두자는 것의 목적 자체가 보행자든
휠체어든 자전거도로로 진입을 못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자전거도로의 확보에 주
안점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함. 그렇다면 자전거도로의 확보를 위해서는 단차를 두고
추후 주민협의가 안된다면 그 때 다시 논의를 해보는 것이 타당함.(고재용 위원)
○ 물론 자전거만을 위한 정책이라면 고재용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여기 다울
마당을 개최하는 이유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이 자리는 자전거뿐
만 아니라 보행자, 교통약자 등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같이 이용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배건태 위원)
○ 단차를 둘 경우 앞서 김남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사라든지 곡면으로 설치할 수
는 없는지?(남정현 위원)
 장애인의 휠체어라 전동휠체어는 약간의 경사나 단차만 있어도 실질적으로 움직임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음.(장의환 팀장)
○ 단차에 경사를 둔다는 것은 저변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게끔 하자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애초에 자전거의 지위확보를 위해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는 취
지와 맞지 않아 단차에 경사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음.(배건태 위원)
○ 현재 휠체어 등이 자전거도로가 평탄하다 보니 보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
고 있는 실정인데 단차를 곡면으로 설치하자는 이유는 보행자나 휠체어 등이 자전거
도로로 진입할 때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불편함을 주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자는 취지이며 장애인과 자전거의 절충안으로 생각됩니다.(김남균 위원)
○ 자전거도로와 보도는 분리해주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들한테도 안전하다는 생각임.
(남정현 위원)
 진행방향이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종방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님.(장의환 팀장)

○ 2안처럼 분리대를 만들어주되 상가의 진출입로 부분은 횡단도 등을 설치하여
융통성있게 시공했으면 좋겠음.(김원섭 위원)
○ 단차를 두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고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시설
을 설치하여 분리했으면 좋겠음. 인도정비를 필히 시행해서 보행자와 장애인들이
자전거도로로 넘어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음.(박경옥 위원)
 검토2안으로 결정하되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청함.
(장태연 위원장)
 가운데 식수대 분리공간에 대해서는 전주시 총괄조경가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신종수 과장)
 큰 틀에서 결정이 되었으니 나머지는 현장여건에 맞도록 연구하여 설치하겠음.
(장의환 팀장)

참고3

회의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