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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won city has firstly introduced a Dockless Bike Sharing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bike usage status, travel characteristics, and path analysis of data from the related operators for

one week from September 10 to 16, 2018. Data analysis included the number of bicycle users, 

bicycle utilization rate, average usage time, distribution of rent / return area, weekday and 

weekday usage patterns. The number of bicycle users has increased from February 22, 2018 to

2,764 in June and 15,635 in September after the first introduced in February 2018. The 

utilization rates of shared bicycles were 53.7-64.8% range, which is 3,170 vehicles (63.4%) for

weekday averages and 2,745 vehicles (54.9%) for weekends. The average time of shared bikes

was 12-13 minutes,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shortest distance of about 4-4.5km was used at

the average bicycle average speed of 20km/h. The number of early shared bicycle users was 

higher on weekends than on weekdays, However, the data showed that there are lot of users in

weekend. It means that the shared bicycle has become a means of daily living such as 

commuting, and public transportation links, although there are many users for leisure and 

leisure purposes on weekend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ntal-return, an usage was high in 

the residential areas such as Jeongja, Cheoncheon, Homasil, Yeongtong.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Origin-Destination path analysis, it is possible to freely select various starting and ending

points of a short distance within same travel attribute zones focused on the blind spot where the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 could not be reached. Considering the positive aspects of its 

system, it should be encouraged to avoid excessive regulation and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related infrastructure such as parking facilities on the areas where usage is active.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expected to contribute to making policy for expanding to its sh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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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를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관련 운영사로 부터 2018년 9월 10일 부터 16일의 1주일간의 데이터를 구득하여 이용현황분석과 통행특성, 이

동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자전거 이용자수, 자전거 가동율, 평균이용시간, 대여 ‧ 반납 지역 분포, 주

말 및 주중 이용 패턴 등을 수행하였다. 자전거 이용자수의 경우 최초 도입한 2018년 2월 이후, 일평균 기준 2018년 

2월 22명, 6월 2,764명, 9월 15,63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유자전거 가동율은 현재 운영 중인 5,000대를 기준으

로 평일평균의 경우는 3,170대(63.4%), 주말평균의 경우는 2,745대(54.9%)로 53.7-64.8%의 가동율을 보였다. 공

유자전거 평균이용시간은 12-13분으로 자전거 평균 주행속도 20km/h 기준으로 환산시 평균 약 4-4.5km의 단거

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기 공유자전거 이용자는 주중보다 주말에 많았으나, 데이터 분석결과 주말 뿐

만 아니라 주중 이용자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유자전거가 주말의 레져 ‧ 여가 목적의 이용자도 많지만 

이제는 통근 ‧ 통학, 대중교통연계 등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여 ‧ 반납 기준 분석 결과, 자

전거 인프라 구축 및 정비사업이 추진된 정자 ‧ 천천지구, 호매실지구, 권선 ‧ 매탄 ‧ 영통지구 등 주거지역과 상업지

역인 정자 ‧ 인계동, 업무시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유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유자전거 

이동경로 및 동별 기종점 OD분석결과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의 통행패턴의 경우 단거리의 다양한 출발점과 도

착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대중교통시스템과 연계한 first mile과 last mile를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별 기종점 경로분석결과 대부분 해당 동에서 내부통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자전거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도한 규제는 지양하고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유

도해야한다. 데이터분석결과는 스테이션 없는 민영 공유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공유자전거 통행특성, 공유자전거 이용현황, 공유자전거,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 수원시 공유자전거

서론

경제성장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10년간 매년 50만대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

로 혼잡, 주차장 부족 등 다양한 교통문제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여 삶의 질

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통행을 줄이고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

성화 대책 수립 등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 도시에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유럽의 자전거가 활성화된 도시들

은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자동차 통행을 어렵게 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시키

고 있다. 해외선진국의 경우 공공자전거를 도입 및 운영함으로써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을 줄이고 보다 더 지속가능

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Ricci, 2015).

현재 세계 여러 도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기존공영자전거 시스템은 그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구성요소의 

일부가 되고 있다. 기존의 공영자전거는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지만 최근에 중국에서 스타트업으

로 개발된 공유자전거는 스테이션 없이 아무곳에서나 대여를 할 수 있고, 아무곳에서나 반납이 가능한 이용자 측면

에서 매우 편리한 시스템이다.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는 시민이용 편의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측면에서는 중국

의 사례를 봤을 떄 아주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수원시는 생태교통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생태교통 수단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7년 3월 재정부담 해소 및 교통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존 공영자전거 도입 사업을 민간

사업자 유치를 통한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동년 10월 민간업체와 스테이션 없는 무인

대여 공유자전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국내 최초로 2018년 1월 공유자전거 200대 도입을 시작으로 동

년 2월 750대, 5월 1,400대, 6월 2,650대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9월 기준 6,000대가 운영 중에 있다. 수원시 공유

자전거 이용가입자수는 도입당시 2,646명, 6월 42,582명, 9월 기준 2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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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유자전거는 민 ‧ 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세계 타 도시에 비해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

로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중교통과 연계된 단거리 녹색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생태도

시 수원시의 도시 브랜드 창출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자전거 운영대수 및 이용자수의 증가에

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하며 공유자전거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과 대

중교통과 연계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서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의 모니터링 필요성이 요구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 외 관련문헌 검토 및 이용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유자전거 이용 현황 및 이용패턴과 통

행특성을 분석하여 공유자전거가 더욱더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이용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대중교통과 연계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서 공유자전거의 이용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체계 구

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선행연구�및�문헌고찰

1. 공공자전거�관련�연구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가 국내 지자체에서 도입되어 운영된 사례가 전무하고, 2018년도 수원시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다. 스테이션 없는 공공자전거 관련 자료와 연구분야는 자료가 부족하여 기존 스테이션 있는 공공자전

거를 중심으로 국내 및 중국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Cho and Yoon(2017)는 대전시 공공자전거시스템 타슈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자전거시스템의 이용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을 다중회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자전거시스템의 이

용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학교와 회사와의 접근성, 버스정류장과의 접근성, 키오스크의 이용편리성, 손잡이와 

바구니의 편리성,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이용요금의 합리성과 대중교통 비용의 절감가능성 등이 확인되었다.

Lee et al.(2016)는 고양시 공공자전거 대여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조건과 스테이션 입지특성이 공공자전거 수요 

및 이용패턴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선형회귀분석방법을 통해 시간대별 대여량 모형을 구축하였다. 기상조건에 

따른 영향은 평균 기온이 상승할수록 대여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수량이 10mm 이상 되거나, 평균기온

이 29도 이상으로 높아지는 경우, 풍속이 7m/s 이상 되는 경우에 대여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 et al.(2015)는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전거의 특성과 공공자전거시스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월 지출 교통비, 소득 그리고 자전거 소유 등의 변수와 함께 교통체증의 해소가 가능한 버

스와 승용차와 같은 교통수단, 높은 이동성을 가지는 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특성이 공공자전거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hin et al.(2012)은 창원시와 고양시의 공공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행태와 운영방식에 대한 선호를 조사

하였으며, 공공자전거의 경제적 편익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Lee(2012)는 창원시의 공공자전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누비자 서비스의 이용가치를 추정하고 이의 사

회적 편익을 평가하였다.

Lee(2011)은 창원시와 고양시를 대상으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의 입지적 특성과 이용률의 관계를 분석하였으

며, 이용률이 낮은 무인대여소의 위치변경을 제안하여 전보다 이용률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공공자전거 이용을 활

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Wang(2018)은 중국소비자의 공유자전거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 공유자전거 이용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소비

자의 공유자전거 이용형태 외 이용의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북경시에 거주하고 있는 공유

자전거 경험자 3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공유자전거가 주 교통수단으로 확정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고, 이용유형별로 공유자전거 이용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빨리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의 특성이 이용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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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제시하였다. China Academ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2017)에서는 2018년 말 기준 중국의 공유자전거 이용자 수는 2.98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개인당 

평균 2-3개의 공유자전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이용함을 가정했을 때, 중복을 고려할 경우 각 공유자전거 플

랫폼 이용자의 합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시하였다.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2018)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자전거 이용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높은 추세이며, 연령별로는 30세 이하의 젊은층이 전체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별

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오포, 모바이크, 헬로바이크 3사 모두 여성고객의 비중이 남성보다 1-9%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30세 이하 고객이 기업별로 69.4-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의 2/3 이상이 30세 이하로 구성되

며, 40세 이상 고객은 3사 모두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유자전거 이용 고객의 대부분은 출퇴근용(65.9%) 

및 시내에서 단거리 이동 시(57.1%) 공유자전거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외 캠퍼스 내 이동(38.7%), 장거리 

이동시 보조용(33%), 운동 ‧ 여가(21.4%), 사교 ‧ 데이트(16.2%), 기타 순으로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기존 연구의 경우 자전거의 이용패턴에 대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자전거 정책제안

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국내 ‧ 외 도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스테이션이 있는 공공자전거

와 달리 중국스타트업으로 개발된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에 대한 연구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진행된 연구로써, 

공유자전거의 GPS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부분이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보인다.

2. 스테이션�없는�공유자전거�개념�및�기존시스템과의�장단점�분석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 서비스는 기존 공공자전거 서비스(예, 서울 따릉이, 대전 타슈, 창원 누비자, 고양시 피

프틴 등)와 다르게 스테이션 없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

하여 서비스 지역 내 곳곳에서 쉽고 간편하게 공유자전거를 대여하고 반납하는 서비스로 정의된다(Kim, 2018). 기

존 스테이션 있는 공공자전거는 스테이션까지 자전거를 가져가서 반납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초기구축비와 

운영비가 과다로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고정된 스테이션에 반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고, 도시

관리 차원에서 유리하며, 보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는 자유롭게 어디서

나 반납이 가능하므로 도시미관를 저해하고, 자전거 훼손 및 독점화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나 초기구축비와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이용자편의 극대화 및 GPS 단말이용으로 자전거 재배치 및 유지관리에 용이하며, 이

용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통정책 활용 및 비지니스 모델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Table 1은 기존 스

테이션 있는 공공자전거 시스템과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의 장점 및 단점을 비교분석한 내용이다.

Table 1. Comparison of strengths and weaknesses with existing sharing systems

Class Strength Weakness

Station based 
bike sharing 
system

∙ No obstacle to urbanscape
∙ Advantages in urban management
∙ No interfere with pedestrian

∙ Additional movement to the designated 
dock station to rent or return bike

∙ Excessive cost to construct and 
maintain system

Station free 
bike sharing 
system

∙ No necessary to dock installation
∙ Easier renting or returning bike
∙ Charging the battery with sustainable energy such as solar
∙ Saving to local government budget
∙ Easier to relocate and maintain bike using GPS system
∙ Available to identify related policies and business models 

using accumulated data

∙ Disfigure a urbanscape
∙ Bike privatization
∙ Difficulty managing when crossing 

neighbori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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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스테이션�없는�공유자전거�이용현황�및�통행�특성분석

1. 분석개요

수원시 공유자전거 이용 현황 및 통행특성 분석을 위해 운영업체로 부터 공유자전거 이용 데이터를 구득한 뒤 

GIS 기반 1차 데이터 처리 및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1차 데이터 처리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배포하는 행정

경계공간정보 등 기초자료를 엑셀 및 Q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좌표기반 데이터를 처리하였다. 기초자료의 형태

는 엑셀자료이며 속성데이터로는 자전거ID, 대여지점의 경도 ‧ 위도 좌표값과 반납지점의 경도 ‧ 위도 좌표값, 대여

시작시간, 반납시간, 이용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분석 내용으로는 공유자전거 이용인원, 대당회전율, 평

균이용시간, 시간대별 대여 ‧ 반납 이용 현황, 자전거 이동 경로분석, 동별 기종점(OD) 분석이다. 분석 데이터의 한

계점으로는 Raw Data의 특성상 기종점 좌표데이터 얻을 수 있으나, 중간 경로에 대한 좌표값은 포함하고 있지 않

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수인 성별, 연령대별 이용현황 분석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정보가 없어 분석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 Table 2는 주요 기초 데이터, 분석 범위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다.

Table 2. Overview of bike usage status analysis

Class Descriptions

Basis data ∙ Usage data
  - City, Nation, Bike ID, GPS (Latitude, Longitude), Time to rent, return, usage
∙ Administrative boundary space information

Range ∙ Temporal: 10-16th September, 2018 (7days)
∙ Spatial: Suwon city

Method ∙ Create Excel Pivot Table
∙ Represented as a point clustering heat map with spatial combination of administrative boundary space 

data and bike usage data by QGIS program

2. 데이터�기반이용현황분석

1) 대여� ‧ 반납�자전거�이용자수

수원시 공유자전거 이용데이터 분석결과 2018년 최초로 도입된 1월 이후 공유자전거 운영대수 증가 및 계절적인 

요인, 이용 여건 변화로 평일기준 일평균 약 15,635여명이 이용하며, 자전거 대당 회전율이 4.9회로 분석되어 공유

자전거 이용자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권선구, 장안구, 영통구, 팔달구 순으로 공유자전거 이용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2018) 보고서에 의하면 공유자전거 주 이용층이 

10-30대 이하 젊은층 이용자가 70%해당하는 결과가 제시된바 있으므로 구별 10-30대 인구분포를 확인해 보았다. 

수원시 전체 10-30대는 현재 506,423명이 분포하고 있으며, 수원시 전체인구의 약 43%를 차지한다. 구별 10-30

대 인구분포는 권선구 157,259명, 장안구 114,149명, 팔달구 70,909명, 영통구 164,106명으로 젊은층 인구분포가 

많은 지역에서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도시 개발로 최근 자전거 

도로가 정비 ‧ 신설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자전거 이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자전거인프라 수준 

및 인구분포 등 통계적기법을 적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지역별 ‧ 법정동별 평일 공유자전거 대여 ‧ 반납 현황 분석결과는 장안구 정자동이 대여 7,899건, 반납 7,903건으

로 공유자전거 이용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선구 권선 ‧ 세류동, 영통구 매탄동, 장안구 화서 ‧ 천천

동, 팔달구 인계동 등 자전거도로 정비율이 높고 택지지구 대규모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과 인접 지역

을 중심으로 공유자전거 이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일 대여 ‧ 반납수가 1,000건 미만인 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구는 권선구와 팔달구로 나타났다. 권선구의 경우 이용자 많은 권선지구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은 수

원외곽지역 및 수원비행장이 위치한 동으로 나타났다. 팔달구는 대여 및 반납이 낮은 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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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수원시의 구도심으로 수원역과 영동시장, 화성행궁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 및 보도 폭이 협소하고, 차량 및 보

행 통행량이 많아 혼잡하여 자전거 통행 여건이 열악하므로 공유자전거 이용건수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외

곽지역의 경우 인구밀도가 낮고 미개발지가 많으며, 자전거도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공유자전거 이용건수가 현

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1은 전체의 대여 ‧ 반납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3은 주중 동별 대여 ‧ 반

납 건수를 나타내며, Figure 2는 주중 동별 대여 ‧ 반납 건수 범례를 나타낸다.

Figure 1. Weekly sharing bike rental (left) and return (right)

Table 3. Bike rental-return status on weekdays in areas and districts of Suwon

Class
Rental areas

Gwonseon Yeongtong Jang-an Paldal

Over 7,000 - - Jeongja -

6,000-7,000 Gwonseon - - -

5,000-6,000 - Maetan - -

4,000-5,000 - - Hwaseo Ingye

3,000-4,000 Seryu - Cheoncheon -

2,000-3,000 Geumgok,
 Homaesil

Woncheon, 
Yeongtong

Jowon, Songjuk, 
Yeonghwa

Uman

1,000-2,000 Guun, Tap-dong, 
Seodun, Gosaek, 
Gokbanjeong 

Mangpo Yuljeon, Pajang -

Less than 
1,000

Pyeong-dong, Pyeongni, 
Jangji, Ipbuk, Dangsu, 
Omokcheon, 
Daehwang-gyo

Ha-dong, Ieui, 
Sin-dong

Yeonmu, Imok, 
Sanggwang-gyo, 
Hagwang-gyo

Ji-dong, Gyo-dong, Yeong-dong, Maegyo, 
Godeung, Sinpung, Buksu, Jang-an, 
Namsu, Namchang, Maehyang, Gucheon, 
Maesanro 1,2,3-ga, Paldalro 1,2,3-ga

Class
Return areas

Gwonseon Yeongtong Jang-an Paldal

Over 7,000 - - Jeongja -

6,000-7,000 Gwonseon Maetan - -

5,000-6,000 - - - -

4,000-5,000 - - Hwaseo Ingye

3,000-4,000 Seryu - Cheoncheon -

2,000-3,000 Geumgok, 
Homaesil

Woncheon Jowon, Songjuk, 
Yeonghwa

Uman

1,000-2,000 Guun, Tap-dong, 
Seodun, Gosaek, 
Gokbanjeong

Yeongtong, 
Mangpo

Yuljeon, Pajang -

Less than 
1,000

Pyeong-dong, Pyeongni, 
Jangji, Ipbuk, Dangsu, 
Omokcheon, 
Daehwang-gyo

Ha-dong, Ieui, 
Sin-dong

Yeonmu, Imok, 
Sanggwang-gyo, 
Hagwang-gyo

Ji-dong, Gyo-dong, Yeong-dong, Maegyo, 
Godeung, Sinpung, Buksu, Jang-an, 
Namsu, Namchang, Maehyang, Gucheon, 
Maesanro 1,2,3-ga, Paldalro 1,2,3-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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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Weekday sharing bike rental (left) and return (right) by areas

주말 공유자전거 대여 ‧ 반납 현황 분석결과 장안구 정자동이 대여 2,442건, 반납 2,473건으로 공유자전거 이용건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전거도로 정비율이 높고 택지지구 등 대규모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자전거 이용이 많은 것으로 주중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주말 동별 대여 ‧ 반납 건수 현황을 나타내며, Figure 3은 주말 동별 대여 ‧ 반납 건수 범례를 나타낸다.

Table 4. Bike rental-return status on weekends in areas and districts of Suwon

Class
Rental areas

Gwonseon Yeongtong Jang-an Paldal

Over 2,000 Gwonseon - Jeongja -

1,500-2,000 - Maetan - -

1,000-1,500 Seryu - Hwaseo, Jowon Ingye

500-1,000 Geumgok, Homaesil, 
Guun, Tap-dong

Woncheon, 
Yeongtong

Cheoncheon, Songjuk, 
Yeonghwa, Yuljeon

Uman

Less than 
500

Seodun, Gosaek, 
Pyeong-dong, 
Pyeongni, Jangji, 
Ipbuk, Dangsu, 
Gokbanjeong, 
Omokcheon, 
Daehwang-gyo

Mangpo, Ha-dong, 
Ieui, Sin-dong

Pajang, Yeonmu, Imok, 
Sanggwang-gyo, 
Hagwang-gyo

Ji-dong, Gyo-dong, 
Yeong-dong, Maegyo, Godeung, 
Sinpung, Buksu, Jang-an, 
Namsu, Namchang, Maehyang, 
Gucheon, Maesanro 1,2,3-ga, 
Paldalro 1,2,3-ga

Class
Return areas

Gwonseon Yeongtong Jang-an Paldal

Over 2,000 Gwonseon - Jeongja -

1,500-2,000 - Maetan - -

1,000-1,500 Seryu - Hwaseo, Jowon Ingye

500-1,000 Geumgok, Homaesil, 
Guun, Tap-dong

Woncheon, 
Yeongtong

Cheoncheon, Songjuk, 
Yeonghwa, Yuljeon

Uman

Less than 
500

Seodun, Gosaek, 
Pyeong-dong, 
Pyeongni, Jangji, 
Ipbuk, Dangsu, 
Gokbanjeong, 
Omokcheon, 
Daehwang-gyo 

Mangpo, Ha-dong, 
Ieui, Sin-dong

Pajang, Yeonmu, Imok, 
Sanggwang-gyo, 
Hagwang-gyo

Ji-dong, Gyo-dong, 
Yeong-dong, Maegyo, Godeung, 
Sinpung, Buksu, Jang-an, 
Namsu, Namchang, Maehyang, 
Gucheon, Maesanro 1,2,3-ga, 
Paldalro 1,2,3-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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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Weekend sharing bike rental (left) and return (right) by areas

2) 평일�및�주말�시간대별�이용현황�분석

평일 및 주말 시간대별 이용현황분석은 3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8개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평일 및 주말 시

간대별 공유자전거 이용 현황 분석 결과, 평일 오전 ‧ 오후 첨두 및 오후 시간대, 주말 오후시간대에 이용자수가 집중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일의 경우 오전 첨두인 6-9시는 이용자수 2,000명, 가동자전거대수 1,443대로 나타났

다. 오후 첨두인 15-18시에는 이용자수 2,648명, 가동자전거대수 1,502대로 나타났고, 가장 이용자수가 많은 시간

인 18-21시는 이용자수가 3,984명, 가동자전거수 1,940대 분석되었다. 오후 첨두(18-21시), 야간(21-24시) 시간

대에 관내 주요 교통결절점인 철도역, 버스정류장, 학교주변, 주거지역, 상업시설 밀집 지역과 인접 지역을 중심으

로 이용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말의 경우 오후(12-15시, 18-21시, 21-24시) 시간대에 관내 주요 주거

지역과 대형마트 등 상업시설 밀집 지역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말은 

12-15시에 이용자수 2,343명, 가동자전거대수 1,319대로 나타났고, 21-24시에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Figure 4의 왼쪽은 평일 시간대별 이용현황 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주말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나타낸다.

Figure 4. Number of users and operation bikes by the time in weekdays (left), weekends (right)

평일 이용현황 분석결과 00-03시는 주요 번화가 등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동하는 귀가 목적의 통행과 주

거지역에서 번화가 등 상업지역으로 이동하는 대리운전 기사 등의 업무 목적의 통행으로 양방향 통행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06-09시는 오전 첨두시간으로 주거지역에서 전철역 및 버스정류장 등 주요 교통 결절점 및 관공서, 

업무시설, 학교 등으로 이동하는 통근 ‧ 통학 통행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 지역에서 수원시 소재 관공서, 

업무시설, 학교 등으로 통근 ‧ 통학을 하는 역방향 수요가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09-12시는 대체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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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관내 철도역 및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결절점과 주거, 상업, 업무시설 밀집지역,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공유

자전거 대여 ‧ 반납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균관대, 아주대, 동남보건대 등 주요 대학가 및 수원

시청역 일대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공유자전거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5-18시

는 대체적으로 09-12시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수원시내 주요 대학가 및 하교 통행으로 

공유자전거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오후 첨두시간인 평일 18-21시 는 오전 첨두시(06-09시)와 유사한 

이용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수원시 소재 관공서, 업무시설, 학교 등에서 타 지역으로 퇴근하는 역방향 수요가 발생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말 시간대별 분석결과 12-15와 18-21시, 21-24시에 가장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주로 주거시설 밀집지역과 일부 상업시설 밀집지역, 주요 전철역 및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공유자전거 대여 ‧ 반납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유자전거�이용자수�및�공유자전거�가동율

공유자전거 가동율은 현재 운영 중인 5,000대를 기준으로 평일 평균의 경우, 3,170대(63.4%), 주말 평균의 경우 

2,745대(54.9%)로 54.9-63.4% 가동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유자전거 이용자수는 평일 14,395-17,098명, 주

말은 11,242-13,037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말보다 주중의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가동대수 비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의 장점인 대여 ‧ 반납이 자유롭기 때문에 독점화하여 

건물내부에 두는 사항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5는 주말 ‧ 주중 이용자수 및 자전거가동대수를 나타낸다.

Table 5. Result of bike usage status (number of users and actual operating rate)

Class Number of users Actual operating rate

Weekday Total Average 15,635 3,170/5,000 bikes (63.4%)

Max 17,098 3,244/5,000 bikes (64.8%)

Min 14,395 3,103/5,000 bikes (62.1%)

Weekend Total Average 12,140 2,745/5,000 bikes (54.9%)

Max 13,037 2,804/5,000 bikes (56.1%)

Min 11,242 2,687/5,000 bikes (53.7%)

4) 공유자전거�이용시간�및�회전율

공유자전거 평균이용시간은 12-13분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계 가이드 핸드북,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2013)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전거 평균 주행속도 20km/h를 기준으로 통행

거리 환산 시, 평균 약 4-4.5km의 단거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유자전거 대당 회전수는 평일 4.6-5.3

회로 나타났으며, 일평균 4.9회로 분석되었다. 주말의 경우 4.2-4.6회로 일평균 4.4회로 나타났다. 주말보다 주중이 

조금 더 높은 회전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 6월 평일 2회, 주말 3.7회로 나타났는데 약 

1.2-2.5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6. Result of bike usage status (usage time and turnover per bike)

Class Turnover per bike Usage time

Weekday Total Average 4.9/day 12 minutes

Max 5.3/day 12 minutes

Min 4.6/day 11 minutes

Weekend Total Average 4.4/day 13 minutes

Max 4.6/day 13 minutes

Min 4.2/day 13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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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Bike usage time and turnover per bike by the time in weekdays (left), weekends (right)

3. 공유자전거�이동경로�및�동별�기종점(OD Pair)분석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의 Raw 데이터가 대여 및 반납 좌표값을 기준으로 기종점 경로분석 및 기종점 OD 분

석이 가능하다. Figure 6은 빅데이터 분석툴을 이용하여 평일 오전 첨두와 오후 첨두시 경로분석을 진행한 결과이

다. 향후 이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및 전용차로 설치위치 선정, 자전거 

인프라 정비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Figure 6. Weekdays peak hour (AM) bike path patten (07-09) (left), peak hour (PM) bike path patten (17-19) (right)

또한 대여 ‧ 반납 GPS 좌표값을 활용하여 공유자전거 경로분석(출발-도착, 도착동 기준)을 수행하였다. 주중 5일

간 통행량을 기준으로 50건 이상 250건 미만, 250건 이상 500건 미만, 500건 이상 750건 미만, 750건 이상 1000 미

만, 1000건 이상으로 5단계로 구분하여 자전거이동 통행량을 분석하였다. 50건 이상 250 미만의 경우 해당되는 동

이 너무 많아 Table 7에서는 일부 상위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시하였다. 주중 공유자전거 이동통행량 분석결과, 

1,000건 이상 공유자전거 이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권선구(권선동, 금곡동, 세류동, 호매실동), 영통구(매탄동), 장

안구(정자동, 천천동, 조원동), 팔달구(화서동, 인계동) 등 11개 동이 모두 내부통행으로 공유자전거 이용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자동이 4,302건으로 가장 높으며, 권선동 3,548건, 매탄동 3,223건, 

화서동 2,265건, 인계동 2,072건, 천천동 1,765건, 금곡동 1,740건, 세류동 1,708건, 조원동 1,480건, 호매실동 

1,279건, 우만동 1,00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750건 이상 1,000건 미만 공유자전거 경로 분석결과 내부통행 기

준으로 영통동이 92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원천동 880건, 탑동 82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외부통행 이동통행량 기

준으로 정자동→천천동이 84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인계동→매탄동 799건, 화서동→정자동 785건, 천천동→정자

동 760건 순으로 분석되었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7 No.2 April 2019120

•Article• Bike Travel Pattern Analysis for Station Free Bike Sharing System in Suwon

Table 7. Origin-destination travel pattern in weekday

Number of rental-returns

Less than 250 250－500 500－750 750－1,000 More than 1,000

Origin
Desti-

nation

Number 

of 

usage 

Origin
Desti-

nation

Number 

of 

usage 

Origin
Desti-

nation

Number 

of 

usage 

Origin
Desti-

nation

Number 

of 

usage 

Origin
Desti-

nation

Number 

of 

usage 

Yeonmu - 248 Jeongja Songjuk 492 Yuljeon Cheon-

cheon

742 Yeong-

tong

- 923 Jeongja - 4,302 

Gokban-

jeong

- 227 Maetan Won-

cheon

490 Yeong-

hwa

- 723 Won-

cheon

- 880 Gwon-

seon

- 3,548 

Sin Maetan 227 Jowon Songjuk 475 Cheon-

cheon

Yuljeon 723 Jeongja Cheon-

cheon

848 Maetan - 3,223 

Yeong-

hwa

Jowon 216 Gokban-

jeong

Gwon-

seon

437 Jeongja Hwaseo 723 Tap - 829 Hwaseo - 2,265 

Uman Maetan 213 Songjuk Jowon 419 Seryu Gwon-

seon

714 Ingye Maetan 799 Ingye - 2,072 

Guun Tap 210 Maetan Gwon-

seon

407 Songjuk - 695 Hwaseo Jeongja 785 Cheon-

cheon

- 1,765 

Jowon Yeong-

hwa

208 Ieui 405 Gwon-

seon

Seryu 694 Cheon-

cheon

Jeongja 760 Geumgok - 1,740 

Tap Seodun 190 Jeongja Yeong-

hwa

392 Won-

cheon

Maetan 666 Seryu - 1,708 

Seodun Tap 188 Pajang - 368 Homaesil Geumgok 652 Jowon - 1,480 

Yeong-

hwa

Hwaseo 188 Yeong-

hwa

Jeongja 361 Ingye Gwon-

seon

635 Homaesil - 1,279 

Guun Hwaseo 184 Gosaek - 333 Geumgok Homaesil  631 Uman - 1,007 

주말 2일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유자전거 경로분석(출발-도착, 도착동 기준) 분석결과 500건 이상 공유자전거 

이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권선구(권선동, 세류동, 금곡동), 영통구(매탄동), 장안구(정자동, 조원동), 팔달구(인계동) 

등 7개 동이 내부통행으로 공유자전거 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자동이 1,410

건으로 가장 높으며, 권선동 1,330건, 매탄동 917건, 인계동 714건, 세류동 712건, 금곡동 668건, 조원동 578건 순

으로 나타났다. 이외 250건 이상 500건 미만 공유자전거 경로 분석결과, 내부통행 기준으로 호매실동이 38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통동 351건, 우만동 347건, 천천동 343건, 고색동 333건, 송죽동 311건, 탑동 273건, 원천동 252

건, 구운동 251건 순으로 분석되었다. 외부통행으로는 세류-권선, 권선-세류동 통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Origin-destination travel pattern in weekend

Number of rental-returns

Less than 250 250－500 500－750 750－1,000 More than 1,000

Origin
Desti-

nation

Number 

of 

usage 

Origin
Desti-

nation

Number 

of 

usage 

Origin
Desti-

nation

Number 

of 

usage 

Origin
Desti-

nation

Number 

of 

usage 

Origin
Desti-

nation

Number 

of 

usage 

Seryu Gwon-

seon

240 Homaesil - 388 Ingye - 714 Maetan - 917 Jeongja - 1,410 

Gwon-

seon

Seryu 236 Yeong-

tong

- 351 Seryu - 712 Gwon-

seon

- 1,330 

Yuljeon - 228 Uman - 347 Geumgok - 668 

Gokban-

jeong

- 227 Cheon-

cheon

- 343 Jowon - 578 

4. 분석결과의�시사점

2018년 9월 10일-9월 16일의 1주일 데이터 분석결과 일평균 기준 도입초기 2018년 1월 22명, 6월 2,764명, 9월 

15,63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용자가 단기간 증가한 이유는 공유자전거의 대여 ‧ 반납에 대한 편리성

으로 보인다. 중국의 Future(2017)는 편리성은 소비자들이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 하였다. 

편리성을 공유자전거가 가지는 기능적 가치로 보았고, 공유자전거의 기능적 가치로서는 다양한 노선선택, 교통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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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 대여 ‧ 반납의 편의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결 등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THUPi & 

Mobike(2017)는 대여 ‧ 반납 편리성은 75.7%의 이용자가 공유자전거를 선택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보았고, 환경보

호, 교통 효율성 제고, 비용절약 및 소유 부담 감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유자전거 평균이용시간은 12-13분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계 가이드 핸드북,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2013)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전거 평균 주행속도 20km/h를 기준으로 통행

거리 환산 시, 평균 약 4-4.5km 거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정비사업이 추진

된 정자 ‧ 천천지구, 호매실지구, 권선 ‧ 매탄 ‧ 영통지구 등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정자 ‧ 인계동, 업무시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유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광교지역의 경우 2기 신도시로 자전거도로 인프라

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동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도로 인프라와 이용자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평일 및 주말 시간대별 공유자전거 이용 현황 분석 결과, 평일 오전 ‧ 오후 첨두시 및 오후 시간대 집중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오전 첨두 6-9시, 오후 15-18시, 오후 첨두 18-21시, 야간 21-24시 시간대에 관내 주요 교통결절점인 

철도역, 버스정류장, 학교주변, 주거, 상업시설 밀집 지역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주말은 오후시간대에 이용자수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후 12-15시, 18-21시, 21-24시 시간대에 관

내 주요 주거시설과 대형마트 등 상업시설 밀집 지역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HUPi & Mobike(2017)의 연구에 의하면 공유자전거 주 이용장소는 북경시 사례의 경우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약 

80%, 지하철역 주변에서 44%가 이용되고 있다. 수원시의 데이터 분석결과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utureX(2017)에 의하면 이용 시간대에 있어서 45.6%의 이용자는 오전 7-9시, 44.7%의 이용자는 오

후 5-7시 즉, 통근 시간에 이용자가 가장 많다고 하였다. Wang(2018)의 연구에 따르면 공유자전거 이용시 차량 고

장, 통근 ‧ 통학 시간에 자전거 대여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불만인 점으로 나타났는데 분석결과 공유자전거의 다수 

이용자는 통근 ‧ 통학으로 활용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첨두시간에 공유자전거 배치 및 쏠림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의 통행패턴의 경우 단거리의 다양한 출발점과 도착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대중교통시스템과 연계한 first mile과 last mile를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본 연구 및 

중국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별 기종점 경로분석결과 대부분 해당 동에서의 내부통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공유자전거의 이용시간 및 이용거리가 전반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THUPi & Mobike(2017)는 공유

자전거의 이용시간 및 이용거리가 전반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유형별로 보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공유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자동차 이용감소율도 공유자전거를 다양한 목적으로 자주 

이용함에 따라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으며, 공유자전거의 이용으로 인한 자동차 이용감소효과가 기존 

스테이션 있는 고정형 공공자전거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유자전거를 주 교통수단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공유자전거 가동율은 현재 운영 중인 5,000대를 기준으로 

평일 평균의 경우는 3,170대(63.4%), 주말의 경우는 2,745대(54.9%)로 53.7-64.8% 가동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유자전거의 특성상 반납 ‧ 대여가 자유롭기 때문에 건물내 반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결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반납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식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전율 및 이용자수가 주말보다 주중이 높았는데 기존 공공자전거 및 자전거가 레저 목적으로 활

용이 되었다면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는 주말의 레저 및 여가 목적이 아닌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기종점 경로 분석결과 해당 동에서 외부통행이 많은 곳에 대한 자전거도로 정비 및 인프라 구축, 자전거안

전시설, 자전거횡단도, 자전거전용신호등, 자전거 휴게시설 설치,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동 내부통행 이용이 많은 곳은 자전거 안전시설(노면표시, 교통표지 등) 설치 및 정비 등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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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이용 데이터 분석결과 초기 공유자전거 이용자는 주중보다 주말에 많았으나, 데이터 분석결과 주말 ‧ 

주중 모두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유자전거가 주말의 레져 ‧ 여가 목적의 이용자도 많지만 이제는 

공유자전거가 통근 ‧ 통학, 대중교통연계 등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사료된다.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2018) 보고서에 의하면 10-30대 이용자가 7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결과 

중국의 결과와 유사하게 초 ‧ 중학생, 특히 대학생이 집중되는 곳에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모바일 

기기 조작이 익숙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학교, 업무시설, 주요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과 대중교통과의 연계

를 위한 주요 대중교통 결절점인 전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특정지역에서의 공유자전거 이용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경우, 공유자전거

에 대하여 인식은 하고 있으나 공유자전거 대여 ‧ 반납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조작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션 없는 민영공유 자전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는 화성, 안산, 고양, 대전 등 다수가 있다. 민영 공유

자전거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용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분석결과 평일

의 경우 오전 ‧ 오후 첨두에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출퇴근 및 통학 통행을 위해 이용이 집중되는 

주거밀집지역 및 역주변, 대중교통 결절점 등에 자전거를 집중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공유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사업의 장기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유자전거 이용 데이터 분석 및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및 이용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

하다. 3) 공유자전거 정비 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자전거 정비 및 재배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자

전거 이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4) 공유자전거의 특성상 자율적으로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하므로 도시관리차원에

서 아무곳에서는 반납이 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전자울타리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해결이 이

루어져야 한다. 6)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자전거 반납장소 및 자전거 인프라 구축시 최대

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공유자전거는 민 ‧ 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유자전거 서비스의 활성화 및 지속을 위하여 시민안전, 도시미관, 사업자 자격 등 필수적인 사항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유자전거 관리기준 설정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는 대중

교통시스템과 연계한 first mile과 last mile를 담당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공유자전거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도한 규제는 지양하고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유도해야한다고 사료된다. 향후 스테이

션 없는 민영공유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내 연구된 사례가 전무한 상태로 데이터구축 및 분석을 통한지속

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과제로 자전거인프라 수준에 따른 공유자전거 이용현황분석 및 공유자전거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활용

패턴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 분석, 이용자수와 인구수, 10-30대 인구수, 자전거 인프라 수준과의 상관관계 분석이 필

요하며 이를 통하여 지자체 또는 민간 운영기관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운영체계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 데이터가 쌓이면,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자전거 정책에 활용이 되어야 한다.

알림

본 연구는 수원시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 이용환경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수정 ‧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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