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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자전거주간 맞아 세종시 어린이 700명에 자전거 안전모 기증
2019 자전거의 날 기념 행안부-도로교통공단과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위해 3자 협력체계 구축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22일(월)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열린 ‘2019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에게 자전거 헬멧 700개를 기증
했다.
자전거 주간(4.22~4.28)을 맞아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스포츠안전재단, 대한자전거연맹,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관계자와 및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등 700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에서 공단은 어린이 안전모 전달식과 함께 행안부, 도로교통공단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 공동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다양과 세종시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체험 교실’이 개최되었으며, 공영·공유자전거 발전방안, 자전거 이용
시설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토론회’도 열렸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부처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 료

2019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계획

□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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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호수공원 일원

여명

차관님, 세종부시장, 홍보대사(2*), 어린이(500), 자전거 단체 등(200)

* 김세환(가수), 조호성(아사안게임 싸이클 5관왕, 서울시청 사이클 감독)

(주

관)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협조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도로교통공단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스포츠안전재단 , 대한자전거연맹,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 주요내용
 자전거의 날 기념식
기념사, 유공자 표창, 안전한 자전거 이용 공동 캠페인 협약식*

○
* 행정안전부,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 도로교통동단
○ 국토종주 자전거길 안전점검 투어단 발대식 어린이 안전모 전달식 등
※ 자전거 안전 이용 캠페인 라이딩 세종호수공원 일원
,

(

)

 어린이 자전거 안전체험 교실 운영
참여기관 : 대한자전거연맹, 도로교통공단, 스포츠안전재단,
한국어린이아전재단 등

○
○

․

운영 프로그램(18개) : 자전거 학교 이론 실기, VR체험, 보행자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토론회

○ 주요내용
-

주제
주제

1

:

2

:

자전거 관련 정책 발제 및 토론
공영 공유자전거 발전방안
이용자 관점의 자전거 이용시설 제도개선 방안

:

․

〈토론회 주요 참석자〉

▶ 토론회 좌장 : 신희철(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 발제자(2) : 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 위원), 전우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주제1 토론자(4) : 김숙희(수원시시정연구원 위원), 김수(카카오모빌리티 실장),
오수보(자전거 21 대표), 박세상(창원경륜공단)
▶ 주제2 토론자(3) : 이재영(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구창(자전거단체협의회 정책자문위원),
명묘희(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 조홍연(수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