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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와 도심 내 

교통체증의 주 원인은 자동차이다. 자동차가 갖는 

이동성과 편리함으로 자동차는 사회전반에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교통정책도 자동차 증가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도로 위주의 정책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도로 

스톡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되고 

환경오염도 악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도로 스톡이 

증가하더라도 자동차 수요 증가를 따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석유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의 한계이며, 생체에너지를 이용하는 비 동력 

교통수단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를 경제적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고유가 시대의 석유 등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자동차 교통수요를 감소시켜 도로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도시내부 통행에 있어서 자동차와 

동등한 주행속도로 대중교통으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연구방법 및 목적 

본 연구는 전기자전거 디자인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로, 중국과 한국의 전기자전거 특성분석과 

디자인에 필요한 최적의 스팩(spec)을 조사하여 향후 

전기 자전거 디자인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이론적 고찰  

3.1. 전기자전거의 특성 

전기자전거란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결합하여 

전기모터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한다. 보통 

배터리 1 회 충전으로 최대 50km 까지 주행이 

가능하여 경제적이다. 또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여 

매연과 소음이 없고, 배터리가 떨어지면 페달링으로 

일반자전거처럼 탈수 있다. 

3.2. 전기자전거의 구성요소 

전기 자전거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는 핸들, 프레임, 휠, 배터리, 변속기, 

구동계, 브레이크, 서스펜션의 9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각 파트의 구성은 표 1 과 같다. 

그림 1. 전기자전거의 세부명칭 

카테고리 구성요소 

핸들 핸들, 핸드그립, 핸들스템, 스페이스 

프레임 탑튜브, 다운튜브, 헤드튜브, 시트튜브, 

시트스테이, 체인스테이, 헤드파트 

휠 허브, 스포크, 림, 타이어, 프리휠, 밸브 

배터리 배터리, 베터리 커버 

변속기 변속레버, 앞변속기, 뒷변속기 

구동계 체인링, 그랭크암, 폐달 

브레이크 브레이크 레버,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 

케이블 

서스펜션 앞포크 

시트 안장, 안장레일, 시트포스트, 시트클램프 

표 1. 전기자전거의 구성요소 

4. 한중 전기자전거 속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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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의 속성분석은 현재 판매 중인 전기자전거 

샘플을 추출하여 샘플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속성을 분류하였다. 

4.1. 한국 전기 자전거 속성분석 

그림 2. 한국 전기자전거 샘플 

한국의 전기자전거 총 50 개의 샘플을 수집하여 

엑셀에서 코딩작업을 진행하였다. 분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전기자전거 종류는 생활형, 산악형, 

여행형의 3 항목으로 분류 되었으며 접이여부, 프레임 

재질, 바퀴, 변속, 체인링커버, 완충장치, 발 받침, 

짐받이, 프레임, 배터리, 전동기, 크기, 브레이크, 색상, 

14 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총 15 개의 속성으로 

카테고리가 분류되었다. 

그림 3. 한국 전기 자전거 속성분류표 

4.2. 중국 전기 자전거 속성분석 

중국의 전기자전거 총 99 개의 샘플을 수집하여 

엑셀에서 코딩작업을 진행하였다. 중국 전기 자전거 

종류는 생활형, 산악형, 여행형의 3 항목으로 분류 

되었으며 구동방식, 접이여부, 프레임 재질, 바퀴, 변속, 

체인링커버, 완충장치, 발 받침, 짐받이, 프레임, 

표준전압, 용량 Ah, 전동기, 크기, 브레이크, 색상, 

16 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총 17 개의 속성으로 

카테고리가 분류되었다.  

그림 4. 중국 전기자전거 샘플 

그림 5. 중국 전기 자전거 속성분류표 

5. 결론 및 향후 연구 

한중 전기자전거의 샘플을 통한 속성분석 결과 

양 국가의 전기자전거 종류는 생활형과 산악형, 

여행형의 3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며 중국전기 자전거는 

구동방식과 표준전압,용량 Ah,의 속성이 추가적이었다. 

본 연구는 진행 중이며, 향후 속성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량화 3 류 분석을 통하여 한중 

전기자전거를 구룹핑(Grouping)하고, 각 구릅별 

특성을 분류하고, 스팩을 조사하여 전지자전거 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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