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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이동. 건강한 삶. (Move Sustainably. Stay Healthy.) 

유럽교통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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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이동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삶

2021년 유럽교통주간의 연례 테마는 바로 “지속가능한 이동을 통한 안
전하고 건강한 삶”이다. 올해 테마를 이와 같이 정한 데는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유럽은 물론이고 전세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기리
기 위함이다. 또한, 이와 같은 유럽 내 전례 없는 건강 상의 위기로부터
변화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다.

도시 행정당국들은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기 위한 창의적이

고 회복력 있는 대응을 해오고 있다. 올해, 유럽교통주간은

이러한 여세를 몰아 도시의 회복력 및 성과를 기념하고자

한다. 역동적 이동방법(active mobility)의 확대 및 저배출/무

공해 교통 등 지난해부터 시작된 트렌드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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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히 활약 중인 유럽교통주간

운송기관, 시 공무원, 지역 행정당국 및 민간기업들이 코로나

우려에사로잡혀있는동안에도, 2020년유럽교통주간은 53개

국의약 3,000개마을및도시가참여하여두번째로높은등록

율을기록하였다. “지속가능한이동,건강한삶”이라는올해의

슬로건 하에서 제20회를 맞이한 유럽교통주간은 기존 참가자

들은 물론이고미래 참가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 국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자연환경과 타인의 건강

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참여 방법

지역당국, 교육기관, 기업 및 비정부기관(NGO)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럽교통주간에 동참할 수 있다. 9월 16일

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캠페인 주간에 동참하여, 지속가

능한 이동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일 년 동안 실시한 자신

의 모빌리티액션 (MOBILITYACTION)을 제출하면 된다. 건

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이라면 무엇이든지 자신의 SNS에 공유하고 캠페인 당사국

을 태그하여, 소식을 알리도록 한다. 캠페인 홈페이지 (ww

w.mobilityweek.eu)와 공식 SNS 채널인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을 확인한다.

당신의 마을, 도시, 기업 혹은 비정부기관은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을 위해 모범적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가? 유럽교통주간 캠페인에서는 뛰어난 성과에 대해 상을 수

여하기도 한다. 보다 많은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귀

하의 모빌리티액션 (MOBILITYACTION)이 EU 웹비나 및 소

셜 미디어 경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또한 매년 수여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상(소/대규모 지자체를

위한 유럽교통주간상, 지속가능한 도시교통계획상 (SUMP

어워드) 및 EU 도시도로 안전상)에 지원할 수 있다. 소/대규

모 지자체를 위한 유럽교통주간상은 이번 캠페인 주간 (9월

16일~22일) 동안 참가 마을 및 도시들이 달성한 뛰어난 성과

를 기리는 상이며, SUMP 어워드는 유럽위원회의 SUMP 가이

드라인에 비추어 탁월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계획에 주는 상

이다. EU 도시도로안전상은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현한

지자체의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치하하는 상이다. 추

가 정보는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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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이번 범유럽 캠
페인은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포
용적이고 접근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
한 지역별 이니셔티브를 지원해왔으며,
올해 그 성공적인 노력들을 되짚어보고
자 한다.

새천년을 기점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기관, 기업, 비정부단체

(NGO), 마을 및 도시들이 보다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

해 유럽교통주간에 동참해왔다.

이 여정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EU의 회원국은 고작 15개

뿐이었다. 온라인으로 기차표를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참신

한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인터넷은

꿈 속에나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서비스형 모빌리티 솔루션 (Mobility-as-a –Solutions, MaaS)

을 이용한 단일 결제로 여러 도시를 여행할 수 있고 스마트

폰 앱에서 버튼만 누르면 택시를 예약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고, GPS 기반의 지도 앱

으로 길을 찾으며, 이전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유럽

어디서든지 무선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스트리밍 서

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기술이 도시 이동성과 관련하

여 모든 이의 삶을 변화시키긴 하였지만, 환경오염 및 안전

하고 지속가능한 이동에 대한 도전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캠페인을 팔로우

해주세요:

http://www.mobilityweek.eu/
https://www.facebook.com/EuropeanMobilityWeek
https://twitter.com/mobilityweek
https://www.instagram.com/europeanmobilityweek/
https://mobilityweek.eu/emw-awards/
https://mobilityweek.eu/sump-award/
https://mobilityweek.eu/urban-road-safety-award/


그 밖의 EU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매해 9월 16일에서 22일에 개최되는 유럽교통주간 외에도, EU

그린위크, EU 지속가능한 에너지위크, 유럽 연구 혁신의 날, 유

럽 철도의 해, 유럽 스포츠위크, 모두를 위한 건강한 생활방식

캠페인, 유럽의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위크 등과 같은 그 밖

의 EU 이니셔티브들도 유럽 연례주기의 핵심 부분을 차지한다.

유럽교통주간은 모범적인 모빌리티 액션을 캠페인 홈페이지 및

해당 유럽 주제별 캠페인과 연관된 SNS 채널에 게재한다.

유럽의 이번 이니셔티브는 효율적이고, 저렴하며, 저배출 이동

수단인 대중교통의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교통에

대한 확고한 확신은 코로나 대유행이 절정임에도 #대중교통 사

랑 동영상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런 점에서, 유럽교통주간과

2021년 유럽 철도의 해 모두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이동을 권장

하는 바, 두 행사가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철도는 대륙 전

반에 걸쳐 가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수단 중에 하나다. 유

럽교통주간은 참여 마을 및 도시들로 하여금 유럽철도의 해와

연계하여 캠페인 행사 주간 동안 철도로 이동해 줄 것을 권장하

기도 한다.

또한 이번 캠페인은 참여 마을과 도시들로 하여금 유럽기후협

약 (European Climate Pact)에 서명하고 함께 보다 청정한 유

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유럽 그린 딜 (European Green

Deal)의 일부인 기후협약은 기후 위기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

하고, 토론하고 행동하며, 유럽의 이니셔티브와 기후 운동의 성

장과 통합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올해의 주제

“지속가능한 이동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라는 올해의 테마는 정신 및 신체적 건강, 안전, 코로나

19 대응과 같은 4가지 핵심 주제로 나눌 수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문서에서는 각 주제별로 숫자로 보는

팩트 및 선진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유럽교통주간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는 정신 건강과 도시 교통 간의 상관관계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기에, 정신 건강이 최우선

주제로 선정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 다른 최우선 주제는 신체적 건강으로 대기 및 소음공해의 영

향과 역동적 이동 방법 (active mobility)의 혜택을 다뤄본다. 안전에 대한 주제는 교통안전, 교통 약자의

통합 및 도시 환경에서의 포괄적인 도로안전대책에 대한 최근의 전개사항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코로

나 팬데믹에 맞서는 도시 행정당국의 대응 또한 이번 섹션에서 다뤄질 것이며, 팬데믹이 도시 교통에 미

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회복 중요성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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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U9rNHkgvfuQ
https://europa.eu/year-of-rail/index_en
https://ec.europa.eu/clima/policies/eu-climate-action/pact_en


정신 건강

정신 건강은 올해 테마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쉽사리 간과될
수 있는 “교통이 사람의 정신
건강과 웰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 한다.

숫자로 보는 팩트2 출퇴근 시간이 60

분에서 90분에 달

하는 경우가 삶에

질에 가장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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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은 다른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직업과 교육의 기회를

얻고, 집 밖에서의 여가 활동을 즐기며, 보다 많은 유연한 삶을 누릴 수 있

도록 해준다. 지역 사회 내에서 고령인구의 활동적인 생활방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적 교통 정책 (무료 버스 통행권)이 고령인구의 대

중교통 이용률 증가와 연관이 있으며 우울 증상과 외로운 감정을 완화시

켜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는 유럽의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

위크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된 바 있다. 게다가, 출퇴근 시간이 짧을수

록 삶의 질이 좋은 반면 출퇴근 시간이 60분에서 90분에1 달하면 삶에 질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인파나 부족한 교통 정보로 인한 불안은 정신 상태의 악화를 초래

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은 건강하고 성취하는 삶을 사는 데 있

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렇기에, 코로나 시대를 맞은 도시들은 시

민들이 언제든지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

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01.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22612522_Public_transport_policy_social_engagement_and_mental_health_in_older_age_A_quasi-experimental_evaluation_of_free_bus_passes_in_England

http://www.aal-europe.eu/european-online-week-of-active-healthy-ageing-2020/
http://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22612522_Public_transport_policy_social_engagement_and_mental_health_in_older_age_A_quasi-experimental_evaluation_of_free_bus_passes_in_England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 이동방법(Active Mobility)

자전거 타기 및 산책이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만, 정신

건강에 상당한 이득이 된다. 몇몇 연구에서도 역동적인 이동

방법이 우울증, 불안 및 기타 정신 건강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하면 혈류량이 늘어나고 엔도르핀이 나와서 전체적인 스트

레스 수준을 낮춘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걷거나2 자전거를

타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기분이 좋아

지고 수면의 질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불안 및 피

로감을 줄일 수 있다.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은 우울증

에 걸릴 위험이 최대 30%까지3 줄어들기 때문에, 활동적인

삶은 우울증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자전거 및 걷기 캠페인을 지원하는 도시들은4 행복하고 건강

하며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 이

러한 지표들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교통수단을 일상 속에

서 자주 활용하는 시민들의 생활방식과 주로 연관이 있다.

역동적인 이동방법을 지역 교통계획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여타 혁신적인

사회 접근법도 함께 채택하고 있다. 자전거 타기와 걷기가

대중화되어 있는 도시의 시민들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사귀기 용이하다. 자전거 타기나 걷기가 공동

체의식과 연대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이다.

사회적상호작용및참여를위한저렴한교
통

도시의 물가가 점점 비싸지는 현상은 수도권과 그 주변을 고

급 주택가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동 시 오로지 자동차에 의

존해야 하는 교외지역에서는 차가 없는 사람들, 특히 젊은층

이나 노인층이 소외될 수 있다. 사회적 고립5및 공동체적 상

호작용의 부재는 건강악화와도 연관이 있다. 연구에 따르

면, 이동/활동 수준과 사회적 배제 위험 간의 분명하고 현저

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성의 향상이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새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는 대

중교통의 개선이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대중교통이 갖는 전

반적인 공동체적 가치는 높게 인정해줘야 한다.

C40 회원 도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기후 접

근법을 가진 전세계적 도시 네트워크)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6 도시는 저렴하고 접근가능한 대중교통시스템 설립을 위해

네트워크화된 접근법을 활용하고, 물리적 계획, 통합 요

금 정책 및 통합 운영을 검토해 봐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7 대중교통을 “양호”라고 평가한 사람들이 “불

량”이라고 평가한 사람들에 비해서 의료 보건, 슈퍼마켓이나

교육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거의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압박감을 느끼거나 삶에 불만을

가지거나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겪을 확률이 더 낮았다.

일반적 대중교통수단 외에, 역동적인 비동력 대중교통이야

말로 사회적 포용 및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된다. 걷기와 자

전거를 권장하는 보행자 친화적인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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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s://www.peoplepoweredmovement.org/benefits-of-biking-walking/

3. https://www.walkingforhealth.org.uk/get-walking/why-walk/healthy-minds

4. https://www.peoplepoweredmovement.org/benefits-of-biking-walking/

5. http://bic.asn.au/information-for-moving-people/social-inclusion-and-public-trans
port6. https://www.c40knowledgehub.org/s/article/How-to-make-public-transport-an-attractive-option-in-your-city?language=en
_US

7. Access to Transport and Life Opportunities (publishing.service.gov.uk)

8.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5864757_Urban_Design_and_Mental_Health

하루에 30분 걷기 혹은 자
전거 타기만으로도 정신

건강 증진에 도움

에서는 이웃들 간의 보다 활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주민

들의 공동체 의식을 일깨울 수 있어, 정신 및 신체 건강 모두

에 이득이 된다.

도시 환경 내 여가 공간
(공원, 녹지, 보행자전용 & 차 없는 구역)

녹지와 긍정적인 정신 건강 및 웰빙 간의 상호관계를 보여주

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8 10,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녹지가 더 많

은 도심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개별 및 지역단위의 사회경제

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정신적 피로를 호소할 확률이 더 낮

고 웰빙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peoplepoweredmovement.org/benefits-of-biking-walking/
http://www.walkingforhealth.org.uk/get-walking/why-walk/healthy-minds
http://www.peoplepoweredmovement.org/benefits-of-biking-walking/
http://bic.asn.au/information-for-moving-people/social-inclusion-and-public-transport
http://www.c40knowledgehub.org/s/article/How-to-make-public-transport-an-attractive-option-in-your-city?language=en_US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31766/access_to_transport_report.pdf
http://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5864757_Urban_Design_and_Mental_Health


녹지가더많은도심지
역에사는사람이정신
적피로를호소할확률

이더낮고,

웰빙수준도더높다. 

소음및대기오염해소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과도한10 소음은 사람의 건강에 심

각한 영향을 끼치고, 학교, 직장, 집에서의 일상적 활동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을 저해한다. 또한 수면을 방해하고 심혈관

및 정신생리적 문제를 일으키고, 성과를 떨어뜨리며, 짜증을

유발하여 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유럽 인구

의 20% 가량이11 건강에 유해한 장기적 소음에 노출되어 있

다. 이는 1억명이상의유럽인구에육박하는수치이다. 매년

소음 공해로 인해 160만년에 달하는 건강한 삶이 손해를 보

고있는셈이다. 소음 공해는 대기오염 다음으로유럽에서두

번째로 심각한 환경문제이다. 유럽인구 5명 중 한 명은 상당

한건강상의피해를끼칠수있는수준의야간소음에정기적

으로 노출되어 있다. 올해 여러 유럽 국가에서 5월3일부터 6

월13일까지 개최되는 EU 그린 위크와 같은 유럽 이니셔티브

는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상당한 피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는데그목적이있다12.

현재, 유럽도시내대기오염원농도의상당부분은도로교통

량에서13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차량에 대한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유럽 표준)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더라도, 2030년

사이에 대기 질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이산

화질소 및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오염원에 노출되는 수준이 도시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도 도시가 가장

크다. 주로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로 이뤄진 대기오염원은14

정신 건강 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어, 장기 노출 시 우울 증상

이 20%
유해 소음공해에장기노출되어있는

유럽의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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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신건강 및 도시설계센터는 정신 건강을 위한 네 가

지 주요 기회 영역을 선정하였다. 녹색공간, 활동적 공간, 친

사회적 공간, 안전한 공간의 앞 자를 따서 GAPS라 명명하였

다. 접근가능한녹색공간과긍정적인정신건강및웰빙사이

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주거지 근처에 녹지가 있

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운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며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된다9. 저배출구역 (LEZ),

녹지조성을위한주차장축소, 운동및사회적상호작용이가

능한 보다 넓은 산책 공간과 같이, 일상의 삶 속에서 도시 속

자연에지속적이고정기적으로노출될필요가있다.

나타나거나과도한우울상태로악화될수있다. 이에, EU 기

관들은 2004년도에 발효된 EU 법안인 청정 대기에 관한 지

침 (Air Quality Directive)을검토하고자한다. 유럽그린딜의

일환으로, WHO 권고안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배출량 한

계치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검토는 2021

년 초에 발표된 제2차 청정대기 전망 보고서를 기준으로 진

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앞으로 수년 내 유럽에서의 배출량

한계치가크게낮아질가능성이있다15.

09.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5864757_Urban_Design_and_Mental_Health

10. https://www.euro.who.int/en/health-topics/environment-and-health/noise/noise

11. https://www.eea.europa.eu/articles/noise-pollution-is-a-major

12. https://www.eugreenweek.eu/

13. CE Delft 2020, Air pollution and transport policies at the city level, Module 2: policy perspectives, Delft: CE Delft.

14.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160412018305932

15. https://ec.europa.eu/environment/news/second-clean-air-outlook-report-full-implementation-clean-air-measures-could-reduce-premature_en

https://www.eugreenweek.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OM:2021:3:FIN&qid=1610102302817
http://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5864757_Urban_Design_and_Mental_Health
http://www.euro.who.int/en/health-topics/environment-and-health/noise/noise
http://www.eea.europa.eu/articles/noise-pollution-is-a-major
http://www.eugreenweek.eu/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160412018305932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신체적 활동과 일
상을 접목하는 도시 설계의 기회는 다양하
다. 접근 가능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고 역
동적인 교통을 촉진하고 야외 체육관을 구
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운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서로 통합시켜 정신건강을 증
진해나갈수있다.

지역 인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느낌이 사람

들에게주는혜택이큰데, 도시설계가바로이런부분에기여하는

바가 크다. 치매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적정 조도의 가로등, CCTV, 뚜렷이 구분되는 랜드마크를 비

롯하여, 사람 중심으로 설계된 주거, 상업 및 산업 노선이야말로

도시설계의중요성을보여주는좋은예시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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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제공

지난 20년 동안, 유럽교통주간 캠페인은 도시에서의 걷기와

자전거타기를활성화하는다양한지역활동을추진해왔다.

지자체에서는 도시 중심부 일부 구역에 자가용의 진입을 통

제하는차없는 날을기획하여, 차량이없어진공간을 지속가

능한 도시이동을장려하는다양한행사들로채우고있다. 불

가리아의도시, 바르나는 2020년주요도심거리를하루동안

차없는날로지정하여차량의통행을 막자, 거리는지역주민

들이함께모여야외활동을즐길수있는오락공간으로변신

할 수 있었다. 불가리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넘어 수 천

개도시에서차없는날또는이와유사한차량통행제한이벤

트를 개최하여 역동적 이동 방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의부재를강조하였다.

호라이즌 2020년의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인 모어 (More)는

역동적인이동 방법이용자 및보행자를비롯한모든 도로사

용자의 니즈를 고려하여, 거리 활동을 장려하고 차량 우위를

줄일수있는설계컨셉을 개발중에있다. 모어는16 부다페스

트, 콘스탄차, 리스본과 같은 시범 도시의 거리를 일종의 “생

태계”로 보고, 거리활보, 쇼핑, 사회적상호작용및여가활동

과 같은 다양한목적의도로 공간설계툴을테스트하고있다.

.

15 분도시

“15분 도시”17란 집에서 단거리 보행이나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 내에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을말한다. 이는지역공간과사람들간의재연계를통한도시

적 삶과 서비스의 분산을 의미한다. 15분 도시의 개념은 처

음파리에서고안된것으로, 도시행정당국은시민들이집근

처에서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 파

리를 여러 생활권의 집합으로 만드는 “생태계적 탈바꿈”을

달성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이로써오염과스트레스를줄

일수있고사회경제적으로통합된지역을구현함으로써, 지

역주민과 방문객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것

이다.

2012년 유럽녹색수도상을 받은스페인의 도시, 비토리아-가

스테이즈는18 수 십년에 걸쳐 도시 중심부에 녹지대와 그 주

변을 잇는 그린 벨트를 형성하는 데 힘써왔다.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녹지대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그린

벨트주변반경 3km내에지역주민의 98%가거주하고있다.

그린벨트는 비단 생물다양성 핫스팟일 뿐만 아니라 인기 있

는 여가 공간이 되어 신체 활동, 사회적 모임 및 조류관찰과

유기농 농업과 같은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으로 자

리잡았다. 비토리아-가스테이즈의 녹지 방안은 보다 지속가

능한형태의교통을위한정책과밀접히연계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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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https://www.roadspace.eu/

17.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feb/07/paris-mayor-unveils-15-minute-city-plan-in-re-election-campaign

18. https://ec.europa.eu/environment/europeangreencapital/applying-for-the-award/egcn-human-scale-toolkit/Human%20scale%20toolkit_final.pdf

19. Swedish cities aim to become 1-minute cities | TheMayor.EU

스웨덴의 몇몇 도시들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1분 도시의

구현을 도모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스톡홀름에서 처음 시작

되었지만,19 스웨덴의 다른 도시들도 거리의 비어 있는 주차

공간에 조립식 목재 가구를 설치하는 등 이니셔티브에 동참

할계획이다. 심지어지역사회가가구의설계및개발프로세

스에 대한 발언권까지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

소속감을 함양해 줄 뿐만 아니라 동력 차량에게 점령당했던

거리를 되찾아 옴으로써 지역사회의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수있다.

https://www.roadspace.eu/
http://www.theguardian.com/world/2020/feb/07/paris-mayor-unveils-15-minute-city-plan-in-re-election-campaign


차량소음및대기오염저감전략

EU 자금 지원 프로젝트인 페노미나 (EU의 소음저감조치로

인한 건강 상의 혜택 평가)에서는 환경 소음의 건강상의 피

해를 줄여주는 대책을20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초

기 발견사항에 따라, 과도한 소음공해의 영향을 도시계획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해결방안으로는 도시 전체 지역에 걸

친 감속 전략이나 상업용 건물을 소음 장벽으로 활용하기

등을 들 수 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지속가능한 이

동 수단 지원 등 소음 예방을 위한 전환 노력은 필요한 장기

적인 소음 감소를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해결책

으로는 도시 차량 접근 규제, 보행자 구역, 도심 지역의 제한

속도 하향 조절 및 역동적 이동 방법의 활용 등이 있다.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지역정책협력프로젝트 (Interreg)인

CHIPS (보다 스마트한 인력수송 및 공간계획을 위한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의 혁신)는 효과적이고 비용-효율적인 저탄소

솔루션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도시 출퇴근용으로 개발 및 활

성화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도시와 지역들이 새로운 이동

수단인 자전거 고속도로의 구축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개발

하였다.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 자전거 고속도로를 이용한 출

퇴근을 어렵게 하는 물리행태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전거

고속도로와 기타 교통 수단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

다21. 도시 교통에서 유발되는 대기오염의 완화는 오염을 일

으키는 주원인인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다중블록 지역 주변으로 차량을 우회시켜 마치 바다에 떠 있

는 섬처럼 차 없는 공간을 조성하는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

은 2016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소음 및 대기 오염을 크게

감소시켰다. 이제 지자체에서도 해당 컨셉을 대대적으로 확

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안에 바르셀로나는

도시 중앙 전체에 자가용 차량의 통행을 전면 제한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이고 보행자와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로 변모

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역시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계획 (SUMP)의 일환으로 저배출 구역(LEZ)

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과감한 조치로

인해 저배출 구역 구축 후 불과 석 달 만에 이산화질소의 농

도가 15% 감소하는 쾌거를 달성했다22.

이아시, 시비우, 시게투마르마치에이, 수체아바, 트르구무레

슈 및 피테슈티와 같은 몇몇 루마니아 도시들은 시당국에

서 친환경적인 솔루션을 정부 관용차량에 확대 적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현대식 무공해 (zero-emission) 전기버스를 활용하도

록 지시한 바 있다. 최근 C40에서 발행된 신규 연구에 따르

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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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https://nws.eurocities.eu/MediaShell/media/Phenomena_project_summary.pdf

21. https://www.nweurope.eu/projects/project-search/cycle-highways-innovation-for-smarter-people-transport-and-spatial-planning/

22. https://www.eltis.org/sites/default/files/sump_guidelines_2019_interactive_document_1.pdf (P13)

23. https://thefutureispublictransport.org/wp-content/uploads/2021/03/C40-The-Future-of-Public-Transport-Research.pdf

대중교통에 대한 막대한 녹색 투자가 교통으로 인한 대기 오

염을 최대 45%까지 완화할 수 있고, 도시 교통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유럽위원회

의 신규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을 바탕으로, 100

개 유럽 도시를 기후 중립 도시로 전환하고, 최소 1억 대의

무공해 차량을 유럽 도로에 운행함으로써, 유럽 그린 딜의

일환인 유럽 대륙 전체의 대기 질 및 기후 목표에 부합하고

자 한다.

http://www.nweurope.eu/projects/project-search/cycle-highways-innovation-for-smarter-people-transport-and-spatial-planning/
http://www.eltis.org/sites/default/files/sump_guidelines_2019_interactive_document_1.pdf


신체적 건강

역동적 이동 방법은 유럽교통주간이 오
랫동안 추진해 온 의제 중 하나로, 신체
적 건강은 지속가능한 도시 이동을 위
한또 다른 핵심요소 중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와 같은 교통 관련 부
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는 것 역시
매우중요하다.

숫자로 보는 팩트

3 대기질

유럽연합 27개국과 영국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주된 원인이 되어 조기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연간 37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는 세계보

건기구 (WHO)의 최근 연구는 대기 오염의 유해성을 잘 뒷받침해준다.

그럼에도 오염 관련 사망자 수가 지난 30년 전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 대기 오염 감소와 관련된 현저한 변화, 역동적인 이동 방법의 활

용, 전기 자전거와 같은 신규 교통수단, 도시 보행자 구역과 녹지 확충을

위한 노력 등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코펜하겐이나 암스테르담과 같은

유럽 도시들은 정부 관용차량을 2030년까지 전기차로 전면 대체하기로

서약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빈 (Vienna)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정

책에발맞춰대체연료를사용하는버스를가동하고있으며, 대중교통수

송분담률을 39%까지 향상시켜, 교통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에 불과하다24.

1990년 이후로

50% 감소

376,000
미세먼지오염으로
인한연간조기사망자

12

24. report-vehicles-in-use-europe-january-2021.pdf (acea.be)



역동적이동방법

승용차를 대신하는 역동적 이동 방법은크게두가지이점이있

다. 신체 건강을 증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배출량도 줄

여준다. 5년에걸친영국의한연구에따르면, 자전거를타고출

퇴근을 하는 사람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52%,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4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장 질환

에걸릴확률이 46%,애당초암에걸릴확률이 45%더낮았다25.

경제적 수치로 설명하지만, 좌식 생활이 건강에만 유해한 것이

아니라, 매년 EU에총 800억유로에달하는경제적손실을안겨

준다26. EU의 유방암 치료 계획은 기타 다른 위험요인 보다는 환

경오염으로인한암사망률을낮추는것을목표로한다. 해당계

획은개선된모니터링, 모델링및선별된대기질계획을통해, 회

원국들이오염물질에대한조치를강화할수있도록그린딜과제

로오염 행동계획 (Zero Pollution Action Plan)과 긴밀히 상호작용

을이어가고있다27.

이동성의 감소는 EU의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 위크에서 파

악된문제점으로, 노인층에게미치는영향이상당하다. 해당유럽

이니셔티브는 EU자금지원프로젝트인 ‘커넥티드바이탈리티’를

통해이러한문제에맞서싸우고있다. 자전거 타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럽교통주간의 프레임워크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 기술의 진보 역시 역동적

이동 방법의 활성을 불러오는 힘이다. 다수의 고령 인구가 자전

거타기를점점더육체적으로힘겹다고느낄수있다. 따라서, 보

다저렴한가격으로구매할수있는전기자전거의증대가고령인

구에게큰도움이될수있다.

지난 10년동안매출이 6배증가하였고, 2020년에서 2025년사이또

다시 매출이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반적인 수요의 증

대가관찰된다28. 최근독일의연구에따르면, 65세에서 69세연령대

에서전기자전거의보유율이 16%로가장높게나타났다.독일내전

기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절반은 60세 이상, 29%는 70세 이상이다.

앞서언급한고령층이전기자전거를타고이동하는일별거리는 “일

반“자전거보다 4km에서 8km가더긴거리로,이는 70%나증가한수

치이다29.

마이크로모빌리티

전기 자전거 외에, 또 다른 최근 트렌드로 유럽 전역 도심지를 달리

는자유주차식 (free-floating) 자전거와전동킥보드를꼽을수있다.

이는마이크로모빌리티로알려져있으며,도심내배출량을줄일수

있는빠르고청정한솔루션이면서도시환경에서 A지점에서 B지점

까지빠르게갈수있는대체이동수단이기도한다. 부쿠레슈티에서

의 유럽지역협력정책 평가 (Interreg assessments)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전체 생애주기 동안 최대 3,500 kg 탄소에 달하는 배출량을

줄일수있다고현지전동킥보드업체인플로우(Flow)는주장한다30.

이러한수치가과연달성가능한지여부는내구성과사용기간에따

라달려있다. 물론전동킥보드는폐기하기전까지활발하게사용할

수있는시간이고작 28일밖에되지않는다는연구도있다. 설사그

렇다하더라도, 전기자전거나전동킥보드는배기가스를전혀내뿜

지않고도시환경에서의이동성을업그레이드할수있다는점을강

조하지 않을 수 없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정비, 수리 및 수거되기

만 한다면, 이러한솔루션들이31성공가능한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32.

25. https://theconversation.com/cycling-to-work-major-new-study-suggests-health-benefits-are-staggering-76292?utm_campaign=Echobox&utm_medium=Social&utm_source=Twitter#link_time=1501309241

26. https://inactivity-time-bomb.nowwemove.com/download-report/The%20Economic%20Costs%20of%20Physical%20Inactivity%20in%20Europe%20(June%202015).pdf

27. https://ec.europa.eu/health/sites/health/files/non_communicable_diseases/docs/eu_cancer-plan_en.pdf

28.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6036/unit-sales-e-bikes-europe/

29.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24467512_Older_E-bike_Users_Demographic_Health_Mobility_Characteristics_and_Cycling_Levels

30. https://www.interregeurope.eu/e-mopoli/news/news-article/10851/news-micromobility-bucharest-sustainable-transport/

31. https://www.umweltbundesamt.de/themen/verkehr-laerm/nachhaltige-mobilitaet/e-scooter#sind-e-scooter-umweltfreundlich

32. https://www.springerprofessional.de/mikromobilitaet/emissionen/co2-bilanz-von-e-scooter-sharing-ermittelt/1784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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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출퇴근하는사람들은

심장질환에걸릴확률이 46%, 

암에걸릴확률이 45% 더낮았다.

6x
자전거매출10년동안 6배증가

65세-69세
연령대의전기 자전거
보유율이가장 높다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342
https://ec.europa.eu/eip/ageing/events/european-week-active-and-healthy-ageing_en.html
http://www.aal-europe.eu/connected-vitality/
http://www.statista.com/statistics/276036/unit-sales-e-bikes-europe/
http://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24467512_Older_E-bike_Users_Demographic_Health_Mobility_Characteristics_and_Cycling_Levels
http://www.interregeurope.eu/e-mopoli/news/news-article/10851/news-micromobility-bucharest-sustainable-transport/
http://www.umweltbundesamt.de/themen/verkehr-laerm/nachhaltige-mobilitaet/e-scooter#sind-e-scooter-umweltfreundlich
http://www.springerprofessional.de/mikromobilitaet/emissionen/co2-bilanz-von-e-scooter-sharing-ermittelt/17843334


지속가능한도시교통계획내
조치들의통합 (SUMP)

도시 전체 기능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통합 교통계

획인 SUMP의 개발은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외부요인을 감

소할 수 있는 전체적인 교통수단의 조합에 대해 다루면서도,

전체론적인방법으로모빌리티의도전과제들을살펴보고분

명한장기적목표를제공해준다. 부다페스트는시당국부서,

주정부 대표 및 운수업체를 아우르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간의 보다 조화로운 접근법의 핵심으로 SUMP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조율화 된 접근법이야 말로 SUMP 이행

을 위해 필요한 공동의 지원을 보장할 수 있다36. SUMP에 관

한추가정보는 ELTIS 플랫폼에게재되며, SUMP 개발및이

행에대한가이드라인에서확인할수있다.

폴란드, 크라쿠프

도심지역의배출량감소

유럽 도심지역 내 배출량 감소는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이 될

수있다. 유럽교통주간의모범적인모빌리티액션에서좋은예

시를찾아볼수있는데, Q파크의파크앤라이드이니셔티브가

바로 그 예이다. 이 벨기에의 민간 주차업체는 매 주말마다

“앤트워프베르쳄”기차역에주차시 50% 요금을할인해준다.

도시중심부에서의승용차사용을줄이기위해해당주차

시설도편리하게순환도로에위치해있다33.

도심지역으로의자동차접근제한

도심 지역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또 다른 조치로는 임시 혹

은 영구도시차량접근규제(UVARs)가 있다. 이러한 규제는임

시적제한이나특정구역진입을저배출차량으로국한하거나

특정지역내모든자가용접근금지등다양하게적용할수있

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도시차량접근규제 외에도, 보다 빠른

소규모 솔루션도 가능하다. 보르도 및 파리에서는 특정 지역

을차없는존으로지정하고 2021년한해동안매달첫번째일

요일을 차 없는 날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1월부터 3월까

지는보르도도심서부지역에서해당컨셉을테스트하고, 4월

부터는차없는존을북쪽과남쪽으로확대적용하였다.

이러한규제는아침 10시에서저녁 6시또는저녁 7시까지적

용된다. 이러한 정기적인 이벤트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확보

하고,차량통행에심각한차질을주는것을막을수있다34.

폴란드의 도시 크라쿠프에서는 몇몇 도시 광장의 주차 규칙

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은 인근 상점 주인들과 주차시설

업체의 항의에 부딪혔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고 보니 막상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고 사람들이 신규 조정 지역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자, 적대적이었던 상점 주인들과 주차

시설업체의 태도도 바뀌게 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

자 중 75% 이상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응답자들은 이 지역의 구조적 조경, 역사적 건물 및

전체적인 분위기도 마음에 들지만, 자동차가 없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한다고 강조하였다. 앞서 언급한 도시들의 예시는

유럽 도시들이 탈탄소화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공동의 노력

에비하면매우작은부분에지나지않는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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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https://www.youtube.com/watch?v=RCK5Xq3DcOk

34. https://www.green-zones.eu/en/blog-news/sunday-driving-bans-in-paris-and-bordeaux

35. https://civitas.eu/sites/default/files/CARAVEL%20D5%20-%20pt%206%20krakow.pdf

36. https://www.eltis.org/sites/default/files/sump_guidelines_2019_interactive_document_1.pdf (P16)

선진 사례

https://www.eltis.org/
https://www.eltis.org/mobility-plans/sump-guidelines
http://www.youtube.com/watch?v=RCK5Xq3DcOk
http://www.green-zones.eu/en/blog-news/sunday-driving-bans-in-paris-and-bordeaux
http://www.eltis.org/sites/default/files/sump_guidelines_2019_interactive_document_1.pdf


역동적이동방법을위한공간의자유화

역동적이동방법권장

역동적인이동 방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상당한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오

랫동안활용되고 있다. 영국의 “자전거 타고 출퇴근 프로그램”은 자

전거나 적정 장비를 대여 혹은 구매할 때 세금을 면제해준다. 자동

차사용이쉽고전문적사이클링에대한조예가깊은벨기에에도이

와 유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피처스본드’ (플랑드르와 브뤼셀

을 위한 네덜란드의 자전거이용협회)는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행사 및 시상과 더불어, 앱을 통해 킬로미터를 추적하고 자전

거타기를장려함으로써, 고용주들로하여금역동적이동방법을권

장하도록하는챌린지를개최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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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https://www.thelocal.fr/20201022/paris-to-plant-170000-new-trees-and-turn-key-spots-into-urban-gardens/

38. https://www.biketowork.be/en/news

+25%
파리의목표 식재수

170,000
2026년까지

조깅이나 요가를 위한 공간이나, 자연과 햇볕을 즐길 수 있고, 나무

나 거대 고목의 그늘로 아스팔트 거리나 건물의 표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녹색 도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체 활동을 장려할 수 있

을 것이다. 스웨덴의 도시 예테보리의 예시를 보면, 도시 공원의 온

도는 건물이 가득 들어선 도심지역 보다 4℃ 정도 더 낮았다. 또한

나무를 비롯한 녹지가 이산화탄소 수준을 낮추고 동물들의 천연 서

식지가되어주며, 심지어주변부동산의가격상승까지나타났다.

또 다른 예시는 파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는

170,000 그루의 나무를 심어 주요 녹색축을 구축하고 30헥타르의

공원과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녹색화를 대한 기회를 활용하고

자 한다. 파리는 이미 500,000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 해당

계획을 2026년까지이행하면식재나무의수가약 25% 정도더증

가할것이다37.

http://www.thelocal.fr/20201022/paris-to-plant-170000-new-trees-and-turn-key-spots-into-urban-gardens/
http://www.biketowork.be/en/news


안전 조치

주제별 가이드라인 중 이번 섹션에서는
안전 조치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
자 한다. 안전 조치는 교통약자를 위한 안
전 조치와 도로 안전으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교통사고 및 사망자수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다뤄보고자 한다.

4
숫자로알아보는팩트

장애인을위한안전강화

유럽내약 15%의인구가장애를안고살아가고있으며, 이숫자는인구고령화로더욱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39. 이에, 유럽교통위원회 (European Parliament’s Transport Committee)는

교통약자 혹은 시각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파악

한 바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대개 교차로나 환승 센터의 진입로 장애물과 지역 대중교통

시설의 접근 가능성에 대한 정보 부재와 가장 연관이 컸다. 설사 이러한 정보가 가용하다 하

더라도, 점자표시혹은음성형식과같은적정전달매체의부재문제도종종발생한다40.

~15%
유럽내장애인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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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https://cms.uitp.org/wp/wp-content/uploads/2020/08/Accessibility-Guide_UITP-IRU-EDF_2016.pdf.pdf

40.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18/617465/IPOL_STU(2018)617465_EN.pdf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STUD/2018/617465/IPOL_STU(2018)617465_EN.pdf


도로안전강화

유럽위원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EU 회원국들은 도로교

통사망자수제로에도전하는 “비전 제로”의 목표를향해나

아가고 있다. 도로교통 사망자수는41 안전 벨트 착용 및 그

밖의 EU 안전 규제, 자동차업계의 기술발전 및 속도 제한에

대한보다엄격해진국가규정으로인해감소하고있는추세

다. 2001년 55,000 명에 달했던 도로교통 사망자수는 2018

년에그수가 50%이상줄어들었다42.

자전거이용자및보행자안전

사망사고중 38%가도시도로에서발생한다. 그러므로, 2021

년유럽교통주간의연례테마는 2018년에발생한약 9,500 건

의 비극적인 사망 건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43. 사망자 중 50% 이상이 자전거 이용자 혹은 보행자이

다. 차량의 속도와 자전거 이용자 혹은 보행자 부상의 심각도

간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30 km/h 이

하로 주행 중이던 차량과 부딪힌 보행자의 생존율은 90% 이

지만, 45km/h로 주행하던 차량과 부딪히면 생존율은 50%도

채 되지않으며, 80km/h 이상으로달리던차량과부딪힌경우

생존확률은거의없다44.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는 도시교통에 있어 여전히 가장 취

약하다. 유럽위원회 실무단 문서 (“EU 도로 교통정책 프레임

워크 2021년-2030년 – “비전 제로”를 향한 다음 단계”)에서

강조된바와같이, 충돌사고의 30% 이상은도로인프라및주

변환경이 사고 유발 요인인 셈이다45. 따라서, 다음 섹션의 선

진 사례에서는 유럽 전역의 인프라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다

뤄보고자한다.

전동킥보드안전규제

자유 주차식 전동 킥보드와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솔루션

이 유럽 전역 도심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그

러나, 규제 프레임워크 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

부 도시는 속도 제한이 20km/h인 데 반해 다른 도시는 그 보

다 더 높을 수 있다. 몇몇 EU 국가들은 전동 킥보드를 포장도

로에서 타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가

능한 경우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타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불확실하고 일관성 없는 규정으로 인

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 어려움을 초

래할수있다46.

또한전동킥보드에대한주차규칙이도로사용자들의전반

적인안전을향상시켜줄수있다. 말라가와같은도시에서는

자유 주차식 전동 킥보드가 포장 도로에 널브러져 주차되어

있는것을방지하기위해전용주차구역을마련하였다.

-50%
도로위사망자수
2018년 vs 2001년

38%
도시도로에서발생한

사망사고

도로인프라와관련된

충돌사고>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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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1991L0671

42. https://ec.europa.eu/transport/road_safety/sites/roadsafety/files/pdf/scoreboard_2018_en.pdf

43. https://etsc.eu/70-of-road-deaths-in-european-cities-are-pedestrians-cyclists-and-motorcyclists/

44. https://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publications/road_traffic/world_report/speed_en.pdf

45. https://ec.europa.eu/transport/road_safety/sites/roadsafety/files/move-2019-01178-01-00-en-tra-00_3.pdf (P10)

46. https://www.sicurstrada.it/Risorse/FERSI-report-scooter-survey.pdf

47. https://www.europe-consommateurs.eu/en/travelling-motor-vehicles/motor-vehicles/electric-scooters-in-france.html

48. https://etsc.eu/itf-report-recommends-action-on-safety-of-e-scooters/

49. https://www.roadspace.eu/wp-content/uploads/2020/05/MORE-D2.3_WITHOUT-CONFIDENTIAL-ANNEXE.pdf

유럽 전역의 도시들은 명확한 제한 속도를 설정하고 위반 시

무거운과태료를물리는등과속을규제하고있다. 파리에서는

전동킥보드를포장도로에서타는경우 135 유로의과태료부

과하고법정제한속도를 20km/h로규정하였다47.

이러한모빌리티솔루션의위험이안전에관한통계수치에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규칙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알것이다. 덴마크의한연구에따르면, 전동킥보드부

상이 자전거 부상 보다 8배 더 많으며,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머리를 다칠 확률이 두 배 더 높다는 미국의 통계자료도 있다
48. 이렇듯 우려 스러운 수치들을 해결하려면, 마이크로 모빌

리티 이용자에게 음주운전 및 운전자 교육을 제공하고, 땅이

페인 곳 없이 포장도로가 매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도

시도로및포장도로의질을높여야하겠다49.

http://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publications/road_traffic/world_report/speed_en.pdf
http://www.sicurstrada.it/Risorse/FERSI-report-scooter-survey.pdf
http://www.europe-consommateurs.eu/en/travelling-motor-vehicles/motor-vehicles/electric-scooters-in-france.html
http://www.roadspace.eu/wp-content/uploads/2020/05/MORE-D2.3_WITHOUT-CONFIDENTIAL-ANNEXE.pdf


취약계층에대한관심

중앙유럽의수도권지역중하나인부다페스트는보행자에게

초점을 맞춤 모빌리티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에서 2030

년의 이행기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조하였다. 그 중 하

나가바로유치원, 학교및기타교육시설주변의 교통표지판

을 매년 검토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교통정온화 구역 (traffic

calming zones)을 추가 설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감속구간은

규칙 자체가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

표지판이없어도실행이가능할것이다50. 도로연석부분이나

“안전지대”를 넓혀 도로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말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부타페스트의 지속가능한 도시교통계획 내

이미포함되어있다.

세계대중교통협회 (UITP)은 도움이 필요한 교통 약자나 그

밖의 장애인들을 돕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

인51을몇가지제시한바있다. 인내심을가지라는조언외에

도, UITP는 동승자에게 말을 걸기 보다는 해당 승객에게 직

접대화할것을제안한다. 도움이필요한사람과대화할때는,

혼선을 막기 위해 말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보디랭귀지를 쓰

도록해야한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개인 공간을 항상 존중해 주어

야한다.

관점전환을통한인식제고

도시빈 (Vienna)과대중교통당국 (Viener Linien)은교통약자와

시각장애인들을어떻게포용했는지보여주는좋은예이다. 정

치인들과 각각의 이해관계자 단체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그들

의요구와니즈를파악하였고,52 교통약자, 시작장애자, 의사결

정권자들이함께대중교통정거장근처를걸어보는등서로뜻

을 모을 수 있는 워크샵과 같은 협력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교류는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된다53. 1999년 이후로 대

중교통 정거장에 타일이나 홈 또는 둔덕이 있는 포석을 깐 바

닥구조를설치해왔다.

이미 널리 보급되어 있는 이러한 바닥 구조는 시각 장애가 있

는사람들이대중교통출입구를가장안전하면서도빠르게찾

도록 도와준다. 또한, 대중교통당국 (Viener Linien)의 오랜 노

력에 힘입어, 모든 정거장은 계단 없이 지상층에서 접근 가능

하다54.

선진 사례

오스트리아, 빈의대중교통당국 (Wiener Lin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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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http://www.sump-challenges.eu/sites/www.sump-challenges.eu/files/bmt2016_eng_v3.pdf

51. https://cms.uitp.org/wp/wp-content/uploads/2020/08/Accessibility-Guide_UITP-IRU-EDF_2016.pdf.pdf

52. https://www.blindenverband-wnb.at/wissenswertes/verkehr/taktiles-leitsystem-wien/

53. https://www.behindertenrat.at/2019/05/walkshop/

공감을위한장애인과의열린교류

그 밖의 실질적이면서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인

식제고 캠페인이다. 유럽 도시의 선진 사례로는 워크숍, 시각

장애인과함께도시걷기, 정보캠페인을꼽을수있다. 본주제

별가이드라인은유렵교통주간의모빌리티액션에서는다음의

세 가지 예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스페인의 섬 도시 마

요르카의 작은 마을에서 편성된 “보이지 않는 도시 (blind date

city)“ 프로젝트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 시

각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걷어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 도시

를 함께 걷다 보면 각종 접근가능성에 관한 문제에 주목하게

되고특정인프라의취약점에대한인식을제고할수있다55. 프

랑스오를레앙동쪽으로 70km 떨어진곳에위치한몽따흐쥐란

마을에서도선출공무원에게초점을맞춘이와유사한인식제

고 캠페인을 실시한 적 있다. 공무원들은 안내를 받아 다양한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실명, 청각손실, 이동성 감소를 몸소 체

험할 수 있었다56. 또 다른 예시인 터키의 이즈미르 도시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2인용 자전거를 함께 타면서 장애물을

파악해보았다57.

54. https://www1.wienerlinien.at/media/files/2020/barrierefrei_354241.pdf 

55.http://www.mobilityweek.eu/registered-actions/?action_uid=qe0x0dQC

56. http://www.mobilityweek.eu/registered-actions/?action_uid=YwIvnTCo

57. http://www.mobilityweek.eu/registered-actions/?action_uid=FDtAT8xo

https://www.uitp.org/
https://cms.uitp.org/wp/wp-content/uploads/2020/08/Accessibility-Guide_UITP-IRU-EDF_2016.pdf.pdf
http://www.sump-challenges.eu/sites/www.sump-challenges.eu/files/bmt2016_eng_v3.pdf
http://www.blindenverband-wnb.at/wissenswertes/verkehr/taktiles-leitsystem-wien/
http://www.behindertenrat.at/2019/05/walkshop/
http://www.mobilityweek.eu/registered-actions/?action_uid=qe0x0dQC
http://www.mobilityweek.eu/registered-actions/?action_uid=YwIvnTCo
http://www.mobilityweek.eu/registered-actions/?action_uid=FDtAT8xo


보행자전용

차 없는 날 혹은 주간은 연례 유럽교통주간 행사의 일부로 오

랜전통을자랑한다. 유럽교통주간활동으로시작된임시조치

들이이제는영구솔루션이되었다. 2011년유럽교통주간상을

수상한 볼로냐는 이 역사적인 도시 중심부에 임시로 차 없는

존을시행했었다. 10년지난지금, 차없는주간은볼로냐의도

시삶에서없어서는안될필수요소로자리잡았다58. 이러한이

야기는유럽전역의도시들에게영감을주어비슷한변화를불

러일으킬수있을것이다.

보행자 전용을 위한 노력은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

리는 데 반해,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랴나에서 채택한 단계

적 접근법은 총 100,000 m2 (축구장 140개를 합친 것과 같은

크기)가넘는보행자전용구역을확보한매우성공적인사례

라할수있다. 류블랴나는도시중심부의교통량이증가하자,

이러한 재활성화 프로세스를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심

지역강둑을재활성화하였고, 보행자들이강을건널수있도

록 추가로 다리를 건설하였다. 류블랴나 주민들 과의 생산적

인 교류활동 덕에, 도시 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이러한 장

기 프로세스가 여전히 88%에서 95%에 달하는 지지율을 누

리고있다59.

교통정온화및도시제한속도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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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https://mobilityweek.eu/fileadmin/user_upload/materials/participation_resources/ 

2012/EMW_Best_Practice_Guide_2012.pdf

59. https://www.eltis.org/resources/case-studies/pedestrianisation-ljubljana-city-centre

60. https://www.sutp.org/publications/9584/

61. https://mobilite-mobiliteit.brussels/fr/news/bruxelles-ville-30-premier-bilan-chiffre

전체도로의보행자전용화는특정지역에대한승용차
의접근가능성을전면차단함으로써가능한조치이다. 

그러나, 이보다작은규모의인프라조치들도보행자
안전을위한상당한효과를발휘할수있다. 독일의한
연구에서도보행자용안전지대, 보행자를위한도로연
석확장, 도로협착이나조림과같이다양한소규모조
치및노력을강조하였다60. 보행자용안전지대는도로
한가운데구별된공간으로, 보행자가붐비는메인혹
은간선도로를건너다가잠시멈출수있어특히노인
층, 교통약자및어린이들에게도움이되는조치이다. 

이러한 소규모 인프라 조치는 속도
를 줄여주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켜주며, 길 건너는 거리를 줄여준
다. 또한교통정온화를위해도로협

착을 해야 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
다.

보행자와자전거이용자들의도로안전을
강화하는또다른핵심조치로서, 특정고위험
구역혹은전체도심지역내에서의제한속도를
하향조절할수있다. 물론많은유럽도시들이특
정지역에서제한속도를낮추고있긴하지만, 특
히관심을갖고봐야할최근예시로스페인의빌
바오와벨기에의수도브뤼셀을꼽을수있다. 빌

바오는 2020년 EU 도시도로안전상을수상하였고, 

브뤼셀은 2019년지속가능한도시교통계획상을
수상한바있다. 

SUMP에명시된바와같이, 빌바오는 2007년안전모빌

리티계획을수립하여 2011년이후로도로교통사망자수

를매년최대 3명으로제한하였다. 또한빌바오는인구가

300,000명이넘는도시로서처음으로전체도로의 87%

에 30km/h 속도제한을적용한사례로서, 도로안전확보

를위한과감한행보를보이고있을뿐만아니라 승용차

의소음공해및기타외부유해요인을줄이기위해힘쓰

고있다. 이러한조치들은현지이해관계자들과의전반

적인논의와주민들의수용을위한강력한의사소통계

획덕에폭넓은지지를받고있다. 

30 km/h 속도 제한이 이동 시간을 늘

려서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생각도

사실무근이었다. 또다른변화의주인

공인 브뤼셀 역시 일부 메인 도로를

제외하고 2021년 1월 부터 모든 도로

의 제한 속도를 30 km/h로 변경하였

다. 소음 공해와 도로 안전을 해결하

기 위헤, 이러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

하였다.

브뤼셀의 12개의지점에서속도를확인한결과, 

적용한달만에벌써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고있다. 30 

km/h와 50km/h 구간모두에서속도가평균 9% 떨어졌음

을데이터가뒷받침해준다. 일반적인인식과는달리전

체적인이동시간은첨두 /비첨두시간동안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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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bilityweek.eu/fileadmin/user_upload/materials/participation_resources/2012/EMW_Best_Practice_Guide_2012.pdf
http://www.eltis.org/resources/case-studies/pedestrianisation-ljubljana-city-centre
http://www.sutp.org/publications/9584/


코로나 19 대응
본 섹션에서는 도시 모빌리티에 적용된 다양
한 코로나 19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고, 유럽
도시 및 전세계 대중의 삶에 미친 대대적인 영
향에 관한 통계도 함께 공유해보고자 한다. 특
히,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이행된 변경 사항
의긍정적인측면을중점적으로다뤄본다.

저자는 기타 EU 자금 지원 프로젝트, 조직 및 기관에서도 본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기술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종합 지침 및 선진 사례의 예시는 보다 회복력 있고 역동적

인 도시 모빌리티 계획에 대한 SUMP 주제 가이드 (SUMP Topic Guide on Planning for

More Resilient and Robust Urban Mobility) 및 코로나 19에 관한 SUMP 담당자 브리핑

(SUMP Practitioner Briefing on COVID-19)62에서 제시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선별된

몇가지조치에대한간략히설명하고자한다.

유럽그린 딜은보다 지속가능한 EU 경제의 재건을돕고, 고용기회를 창출하며, 사회적 불

평등을 줄임으로써, 코로나 이후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한다. 유럽위원회의 지속가능한 스

마트 모빌리티 전략의 목표는 유럽 교통시스템이 코로나 위기의 극심한 여파로부터 빠르

게 회복하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하며 회복력 있는 교통 시스템이 되도록 돕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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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https://civitas.eu/document/topic-guide-planning-more-resilient-and-robust-urban-mobility

https://ec.europa.eu/transport/themes/mobilitystrategy_en


모든 교통수단을 통틀어,

교통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진은 0.2%에서 1.2%

뿐
대중교통에대한신뢰회복

유럽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코로나로인해대중교통이용

률이 크게 감소하였다. 2020년 초, 리옹이나 니스와 같은 유

럽 도시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무려 85%에서 95% 정도 하

락하였다.63 네덜란드 역시 이와 유사한 큰 폭의 하락이 관찰

되었다. 이러한 대중교통 이용률의 대대적인 하락은 기차나

버스에서의코로나바이러스에감염될지모른다는잘못된우

려 때문이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의 질병관리 기관

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모든 교통수단 (육상, 항공, 해

상)을 통틀어 교통 시설에서의 코로나 감염은 고작 0.2%에서

1.2%밖에 되지 않는다.64 중국에서 실시한 고속기차에 관한

군집평가연구에서도이러한결과를뒷받침해주고있다. 해당

연구에서는승객들간의적정간격이유지되고노출을상대적

으로 짧게 한다면 대중교통은 매우 안전하다고 강조하였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및 일본에서65 실시된 연구에서도 단시간

지하철탑승으로인한리스크는매우적다는것이확인되었으

며, 여러시간에걸친기차탑승과비교하기도하였다.

역동적이동방법으로의전환

대중교통 이용률 및 출퇴근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와 더불어,

자전거타기나 걷기와 같은 역동적 이동 방법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럽 전역의 도시 행정당국은 영구 혹은 임

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행동의 변화를 장려

하였다. 팬데믹기간동안유럽전역에걸쳐등장한임시자전

거 도로에대한발표를분석하는독일의연구를보면,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발표된66 인프라 변경은 약 2,000km에 달했

다. 임시 자전거 도로는 베를린(23km), 브뤼셀(40km)67, 부다

페스트 (20km), 파리 (32km) 및 로마 (150km)68를 와 같은 대

형유럽도시에서마련되었다.

대기질개선

역동적 이동 방법으로의 전환 외에, 유럽 도시에서는 2020

년 3월 봉쇄 한 달 동안 이산화질소 (NO2)와 미세먼지

(PM2.5)의 오염 수준이 하락하였다.

유럽환경청 (EEA)70에 의하면,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작년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파리69 (54%), 밀라노 (21%), 바르
셀로나 (55%),리스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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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의 기상연구실 분석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
위스 및 포르투갈 (하락 폭 50% 이상)의 도심 지역에서
30% 이상의 이산화질소 배출량 하락이 나타났다. 이러한
배출량 감소는 평가대상 유럽국 도시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71 미세먼지 (PM2.5)도 마찬가지로, 폴란드를 제외한
모든 도시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떨어졌다. 가장 눈에 띄는
하락세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18%), 이탈리아 (20.5%), 포
르투갈 (23.5%), 슬로베니아 (18.4%)72.

차량 통행량이 감소하다 보니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동

반하락하였다. 지난석달중 4월달수치와 2020년 4월의도

로 교통 사망자수를 비교해보니, 25개국 유럽연합 회원국 중

19개 국가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전 사망자 평균치인

1,415명에서 910명으로줄어들어약 35%가량감소하였다73.

63.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1441647.2020.1857886

64. https://cms.uitp.org/wp/wp-content/uploads/2020/10/Policy-Brief-PTisCOVID-Safe.pdf

65. https://www.eltis.org/in-brief/news/covid-19-and-public-transport-results-early-studies-infection-risks

66. https://arxiv.org/pdf/2008.05883.pdf

67. https://www.brusselstimes.com/brussels-2/133559/how-covid-changed-brussels/

68.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y/18/cleaner-and-greener-covid-19-prompts-worlds-cities-to-free-public-space-of-cars

69. https://www.europeandataportal.eu/sites/default/files/covid-19/Pollution%20Europe%20%281%29_0.jpg

70. https://www.eea.europa.eu/highlights/air-pollution-goes-down-as

71.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048969720339486

72.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048969720339486

73. https://etsc.eu/pin-briefing-the-impact-of-covid-19-lockdowns-on-road-deaths-in-apri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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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코로나 19와 모빌리티’, ‘코로나 19 이후의 재창조’,

및코로나19 회복력에 대한 SUMP 주제 가이드에관한자료

등 유럽교통주간의 파트너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도 함께 참

고해보길권하는바이다.

대중교통내안전조치

루마니아의 도시, 이아시 처럼74, 일부 유럽 도시에서는 코로

나 19 확산이한창일때취약계층이나필수인력을위한전용

버스를 마련하였다. 이와 유사한 조치들은 다른 도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일례로, 더블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감소

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선에 대한 버스 운행 빈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좁아진버스 정거장에사람이붐비는것을

방지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 버스 노선을 변경하

기도 하였다75. 정보 공유 역시 팬데믹에 대처하는 유용한 조

치이다. 예를들어, 도이치반 (독일철도주식회사76)과스페인

카탈루나77의 버스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남아있는

빈자리정보를공유하기도하였다.

코로나유행속역동적이동방법

걷기 및 자전거 타기와 같은 역동적인 이동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시 당국은 역동적 이동 방법을 장려

하고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조

치를 시행하였다. 많은 도시들이 임시 대안적 모빌리티 인프

라를 확대하여 영구 솔루션을 구축하였다. 본 문서가 발행될

때쯤이면 모든 임시 조치들이 남아 있을지 확실치 않기에, 영

구조치에대서만선별적으로다뤄보고자한다.

이탈리아의밀라노는전세계몇몇도시들에영감을받아, 도시

중심부에위치한도로공간의분산을재고하게되었다. 밀라노

의 정책 문서 “Strade Aperte” (열린 도로)는 자전거 도로와 보

행자 공간을 확충하여, 역동적 이동 방법을 위해 도시 거리를

개방하고승용차위주의도로체계에서벗어나는것을목표로

한다. 열린도로프로그램에서는나무식재, 대로개조및교통

량이현저히많은교차로재구축등베를린이나바르셀로나와

같은 다른 도시들의 유명 솔루션을 채택하였다78.다른 도시들

은자전거도로의킬로미터를규정하는가시적인목표를설정

하는 반면, 밀라노의 프로그램은 관심의 비중을 역동적 이동

방법으로이동시키는데더큰중점을두었다.

인구 250,000 명의 와인 이름으로도 유명한 도시 보르도는 도

시 중심부에 78km에 달하는 임시 자전거 도로와 임시 자전거

거치대를설치하고학생전용대여자전거 1,000대를비치하였

을뿐만아니라,기존대여자전거이용활성을위해 200대의전

기자전거를추가로배치하였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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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도시교통계획 (SUMP)

의신속이행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의 수도이자 학생들의 도시인

볼로냐는 현재의 145 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망을 수 년

내로 500 km로 확충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도시교통계

획 (SUMP)의프레임워크하에서개발된자전거계획은이

번 코로나 확산으로 더욱 속도를 내게 되었다. 볼로냐의

SUMP 계획 (Bicip Metropolitana)은도시중심부및수도권

의 상업/주거 지역을 연계하는 계획으로, 볼로냐 시장

(mayor)에말에따르면 2020년말에 60%가완료된상태이

다80. SUMP는 수도권 및 볼로냐가 기존의 계획을 신속하

게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SUMP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뿐만 아니라 단기 세

부목표도 가지도 있다. 이러한 유연성 덕에, 앤트워프 및

겐트 (벨기에), 카토비세 (폴란드), 리스본 (포르투갈), 세게

드 (헝가리)와 같이 SUMP가 있는 다른 마을 및 도시들이

상황과 우선순위가 바뀌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도 합의된

조치들을신속하게이행할수있었다81.

74. https://www.interregeurope.eu/fileadmin/user_upload/plp_uploads/PLP_COVID-PublicTransport.pdf

75. https://www.nationaltransport.ie/wp-content/uploads/2020/05/Covid_Mobility_Plan_22.5.20_FA_WEB.pdf

76. https://www.bahn.com/en/view/booking-information/booking/how-full-is-my-train.shtml

77. https://www.polisnetwork.eu/article/catalonia-launches-app-to-show-passengers-bus-occupancy-levels/?id=122791

78. https://www.comune.milano.it/documents/20126/992518/Strade+Aperte_IT_200430_rev.pdf/a100d04c-6b55-ae74-e0f8-b52563e07822?t=1589460655416

79. https://handshakecycling.eu/news/bordeaux-unveils-emergency-cycling-plan-combat-covid-19

80. https://pumsbologna.it/news/Ecco_la_Bicipolitana_il_piano_per_accelerarne_la_realizzazione_alla_luce_dell_emergenza_sanitaria

81. https://issuu.com/cittametropolitanabologna/docs/en-doc-sintesi-pums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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