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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개요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트위지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교통환경, 관련 법제는 자동차와 보행차로 양분화 되어 있어 그 중간 성격을 지닌 새로운
교통수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는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이며, 관련 법령 및 안전대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트위지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교통 환경, 관련 법제는 자동차와 보행자로 양분화 되어 있어 그 중간 성격을 지닌 새로운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기존 ‘국가자전거교통정책지원사업’을 2017년 사업부터 ‘2017 마이크로
교통수단(스마트모빌리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는
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으로 사업명 변경하고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관련 법령 및 안전대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개인형이동수단의 다양한 이슈와 동향을 체계적
이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으
으로 전달하고자 ‘스마트모빌리티 브리프’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며, 그 일환으로서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정보 및 소식을 제공하는 ‘스마트모빌리티 브리프’를 제
작하게 되었다.
본 브리프는 2017년 4월호를 창간호로 하여, 격월로 발간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 구성으로 진행
본 브리프는 2017년 4월호를 창간호로 하여, 격월로 발간 되며, 아래과 같은 내용 구성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스마트모빌리티 브리프』가 앞으로 우리나라 개인교통수단 교통정책의 허브역할을
될 예정이다.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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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모빌리티 소개
스마트모빌리티의 종류 및 제품 유형 별 특징을 살펴봄
연구동향
국내외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알아봄
해외 법제도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법제도를 싱가포르,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별로 알아봄
뉴스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 소식, 이슈 등 소개
스마트모빌리티 상식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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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모빌리티 소개
스마트모빌리티의 용어는 현재까지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이동수단의 전형적인 특성과는 다른 이동수단을 통칭하는 용어로 ‘스마트모빌리티’를
사용하고자 한다. 스마트모빌리티의 개념과 비슷하게 사용 되고 있는 ‘퍼스널모빌리티’, ‘마이크로
모빌리티’ 또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이며, 연구자에 따라 그 범주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 및 범주를 정하는 것 또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기존 교통수단

스마트모빌리티
전기자전거

퍼스널모빌리티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미지 출처(상하좌우 순으로)
EVANS CYCLES, https://www.evanscycles.com/bmc-teammachine-slr01-dura-ace-di2-2014-road-bike-EV192626
현대자동차, http://www.hyundai.com/kr/showroom.do?carCd1=RD020&WT.ac=gnb_carkind_sonata
만도풋루스, http://www.mandofootloose.co.kr/pages/02product/mandofootloose.jsp
ninebot, http://www.ninebot.com/Product-ninebot.html
Airwheel, http://www.airwheel.net/home/specs/z3
Segway, http://www.segway.com/products/consumer-lifestyle/minipro
Renault UK, https://www.renault.co.uk/vehicles/new-vehicles/twizy.html
Airwheel, http://www.airwheel.net/home/product/x8
HALO BOARD, https://www.haloboard.com/pages/halo-go
HI CONSUMPTION, http://hiconsumption.com/2016/11/halo-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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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김 사 리 ㅣ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본 내용은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간한 ‘개인용 교통수단(Personal Mobility)의 보급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의
일부 내용을 인용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퍼스널모빌리티의 특징

-	그러나 퍼스널모빌리티는 기존의 자전거나 자
동차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자전거나

1)	내연기관 교통수단에 비해 크기 및 무게가 소형화,
경량화되어 휴대가 용이
2)	보행자 평균속도(4km/h)에 비해 빠른 퍼스널모빌
리티(10~20km/h)는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가
깝고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먼 중단거리를 이동하
기에 적합함
-	대중교통 승하차장에서 최종목적지까지 이동
해야하는 라스트마일(Last mile) 문제의 해결책
이 될 수 있음
3)	전기를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비해 이산
화탄소 배출이 적고, 에너지 소비 절감효과가 있음

자동차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기존 법률(「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
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법적으로 새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2)	퍼스널모빌리가 주행가능한 공간을 마련해야 함
-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
의 통행)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
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함
-	퍼스널모빌리티의 다수 제품은 10~20km/h로
저속이어서 자동차와의 속도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음

4)	퍼스널 모빌리티는 그 위에 서서 이동하거나 앉아서

-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동할 수 있어 초고령 사회의 진입 시 고려되어야 할

령 제50조 5호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신체적 약자 및 고령자의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적합함

서는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
용하여 차도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퍼스널모빌리티의 보급에 따른 이슈

금지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에 따르면 자전거

1)	퍼스널모빌리티의 법적 지위 신설
-	도로교통법 상 퍼스널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함

를 제외한 차마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없음
-	따라서, 퍼스널모빌리티가 실질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스마트모빌리티 소개

연구동향

해외 법제도

3) 퍼스널모빌리티에 대한 안전규정이 필요

뉴스

스마트모빌리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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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미숙에 의한 사고도 많이 발생함

-	퍼스널모빌리티(전동휠)관련 사고는 2014년 2건

-	따라서 면허제도 도입, 운행가능 연령 제한, 안전

에서 2015년 22건으로 급증하였으며 피해 유형

교육 실시, 헬멧 및 보호대 착용 등의 안전성

또한 뇌진탕과 골절이 약 50%로 심각한 수준임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본 내용은 2017년 4월 13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개최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국내외 입법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책임연구원 발표)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의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 이용에
대한 법제
1) 도로 이용 불가능
-	자동차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도로 이용이 가능

-	운전면허 취득을 조건으로 하며, 등록, 보험을 요
구(독일)
-	최고속도가 낮은 도로만 운행하게 하는 경우도
있음
-	독일과 미국 일부 주가 해당

함. 그러나 동력보조 이동기기는 형식 승인의
절차가 없음
-	따라서 도로에서의 이용이 전면 불허(도로가 아
닌 공간에서만 이용 가능)
-	유럽(영국, 스위스, 스웨덴 등), 호주(퀸즐랜드주
제외), 중국이 해당
2) 예외적으로 도로 이용을 허용
-	기기 및 운행구간의 적합성에 대한 개별 평가 후

국내의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 이용에
대한 법령개정 추진상황
1) 개정대상
-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을 개정 대상으로 함
2) 개정 내용

운행을 허가함(6개월 범위 내 한시적으로 허가)

- 개인형 이동수단 정의 신설 : 원동기장치자전

-	보도로 주행하여야 하나 이용 시 안전관리자의

거의 정의에 포함(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배치가 필요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	일본이 해당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자치

3) 도로 이용 가능(보행자의 통행방식)

부령으로 정하는 것)

-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이용

- 도로이용방법 : 자전거와 동일하게 도로를 이용

-	운전자 연령을 제한하거나 헬멧을 착용하게 하

- 운전면허 면제

는 경우도 있음(미국, 호주)
-	호주 퀸즐랜드 주와 미국 일부 주가 해당
4) 도로 이용 가능(차의 통행방식)
-	차도 이용
-	자전거도로 우선이용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3) 논의 필요 내용
- 개인형 이동수단의 범위 : 전동보드(투휠보드,
원휠보드) 포함 여부
- 자전거도로 중 통행제한구간 지정 및 운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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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법제도 현황
양 수 정 ㅣ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새로운 교통수단인 스마트모빌리티의 실질적인 관련규정을 제안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각 나라
별 법제도를 알아본다. 이번호에서는 싱가포르의 개인형이동수단의 정의와 최근 입법 동향에
대해 우선적으로 다루었다. 싱가포르는 국가전체면적이 710㎢로 밀집된 도시국가 형태이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근거리 이동과 개인형 이동수단이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법제도를 재정립하고 있다.

개인형이동수단(PMDs)의 정의
1)	싱가폴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이동수단에 대해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2015년 내무부장관령으로
개인형이동수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한명의 사람의 이용을 목적으로 설계된 이동수단
-	단축(single axis)에 의하여 작동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바퀴를 갖는 이동수단
-	장치에 부착된 전기 모터, 인력 또는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에서 추진력을 얻는 이동수단
-	자동차 또는 모터 사이클과 외형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는 이동수단
2)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수단으로는 휠체어, 롤러브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스쿠터, 외발자전거가 있음
- 자전거, 트램(trolley), 유모차(perambulator), 자동차, 오토바이는 해당되지 않음
국내의 개인형 이동수단 법제도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분류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배기량
50cc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되고 있고, 면허소지자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 입법 동향
1) 속도
-	인도에서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뛰는 속도나 자전거를 여유롭게 타는 속도에 맞춰 15km/h로 제한

스마트모빌리티 소개

연구동향

해외 법제도

뉴스

스마트모빌리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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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자전거의 일반적인 운행속도인 25km/h로 제한
2) 조명
-	개인형이동수단 전면에 전조등(백색등)과 후면에 후사등(적색등) 설치 의무
-	조명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운전자는 이를 보조할 수 있는 야광조끼 또는 헬멧 조명등과 같은 보조장치를
사용해야 함
3) 운행방법
-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자전거가 최대 2대까지 나란히 운행(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되고 있는
동안에는 제외)

[그림 1] 도로 유형 별 운행가능 PMD 및 제한 속도
New rules for cyclists and PMD users

출처: http://www.straitstimes.com/sites/default/files/attachments/2017/01/11/st_20170111_vnmob2_2865235.pdf

[그림 2] PMD의 조명 규정

출처: https://www.gov.sg/factually/content/how-are-we-keeping-our-footpaths-cycling-paths-and-roads-safe

본문출처: Road Traffic(Bicycles and Personal Mobility Devices) (Exemption) Order 2015. Recommendations on Rules and Code of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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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기자전거&퍼스널모빌리티 페어
-	3월 3일(금)부터 3월 5일(일)까지 3일간 ‘전기자전거&퍼스널모빌리티 페어(E-bike&Personal Mobility
Fair)’가 양재 aT센터에서 개최
-	전기자전거 판매업체, 퍼스널모빌리티 판매업체, 자전거 부품 및 용품 판매업체들이 참가하여 제품을
전시하였고, 체험존에서는 각 제품들을 시승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
-	전시는 전기자전거 부스가 반, 퍼스널모빌리티 부스가 반 정도를 차지
-	퍼스널모빌리티 제품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보드류(싱글휠, 투휠보드(호버보드)) 등의
형태가 주류를 차지 하였으며, 그 외에 전동스케이드보드, 전동스쿠터 등이 전시됨
-	첫날(3월 3일)에는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모빌리티 판매업체들이 한데 모여 ‘스마트모빌리티 업계 간담
회’도 열림

(왼쪽부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타미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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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모터쇼
-	일산 킨텍스(KINTEX)에서는 3월 31일(금) 부터 4월 9일(일)까지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참가하여 제품을
전시하는 ‘2017 서울모터쇼’ 개최
-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규모로, 마이크로모빌리티의 대표제품으로 꼽히는 르노삼성의 트위지(Twizy)를
포함하여 여러 초소형전기차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도 전시됨
-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트위지 시승행사도 진행됨. 관계자에 따르면 트위지는 오는 6월경 판매가 실시
되며 다른 전기차와 동등하게 정부보조금 및 지자체보조금도 받을 수 있어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음
-	트위지 외에 다른 초소형전기차들은 2018년 경 출시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의 교통환경 변화를 예고함

(왼쪽부터) 캠시스(CAMMSYS), 트위지(TWIZY), 다니고(DANIGO), 풋루스IM

한국스마트모빌리티협회(KOSMA) 창립
-	전기자전거&퍼스널모빌리티 페어에서 열린 스마트모
빌리티 업계 간담회를 기반으로 4월 5일(수) 서초구 한
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행정관리동에서는 ‘한국스
마트모빌리티 협회(Korea Smart Mobility Association,
KOSMA)’가 창립됨
-	한국스마트모빌리티협회에서는 스마트모빌리티를 전
기자전거와 퍼스널모빌리티를 통틀어 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으며, 스마트모빌리티협회를 전기자전거 분과와 퍼스널모빌리티 분과로 나누어 운영
-	협회는 앞으로 스마트모빌리티 관련 법제도 마련을 촉진하고, 관련 업계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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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2018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	2017년 3월 2일,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별도의 운전면허 취득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 할 수 있음
-	안전상의 문제로 스로틀(Throttle)방식은 조항에서 제외(PAS방식만 허용)
-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운행에 제한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의 조건
- 페달보조방식(사람이 페달을 돌릴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여 힘을 보충해주는 방식)
- 속도가 시속 25km 이상으로 주행 시, 전기동력 차단
- 전기자전거 중량이 30kg 미만

프랑스, 전기자전거 판매량 약 30% 증가
-	2016년 프랑스 전기자전거 판매량이 작년대비 31.4%
증가하여 134,000대를 기록
-	그중 주행용 전기 자전거가 106,000대로 큰 비율 차
지함. 더불어, 전기MTB의 판매량도 2014년 대비
72% 증가하여, 2017년 전기자전거 판매량은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 정부가 전기자전거 구입 시, 최대 200유로
(한화 약 25만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전기자전거
활성화에 기여

BIKE europe News Article, ‘E-Bikes Shine in France in Record Breaking 2016’(2017.4.18)에서 재인용
출처: http://www.bike-eu.com/sales-trends/nieuws/2017/4/e-bikes-shine-in-france-in-record-breaking-2016-1012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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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자전거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적용
-	독일의 StVZO(도로교통안전기준)에서 전기자전거 법규를 개정함
-	개정 내용 : 전방 및 후방에 조명 설치가능, 주행 및 브레이크 방향등 추가적 설치가능
-	자전거 업체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도로안전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전함
BIKE europe News Article, ‘Germany Adopts New Regulations for Bicycles’(2017.3.21)에서 재인용
출처: http://www.bike-eu.com/laws-regulations/nieuws/2017/3/germany-adopts-new-regulations-for-bicycles-and-e-bikes-10129378

관련 기사 리스트

국내

해외

자전거 인구 1300만 시대,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커진다

아시아경제(17.04.18.)

‘퍼스널 모빌리티’의 시대가 온다

중부매일(2017.04.04.)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대가 본격 열린다

기호일보(2017.04.04.)

가까이 다가온 미래형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YTN(2017.04.04.)

소비자 50%, 전기자전거는 출퇴근용

아시아경제(2017.04.18.)

또 하나의 이동수단, ‘퍼스널모빌리티’

바이크조선(2017.02.10.)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 초소형 전기차

전자신문(2017.04.02.)

인도 위 무법자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도 ‘억울해요’

헤럴드경제(17.04.05.)

전기킥보드, 전동휠 등 스마트 모빌리티 즐길 곳 없다

법률신문(2017.03.06.)

안전요건만 갖추면 OK, 전기자전거 이제 ‘자전거도로’ 달린다!

바이크조선(2017.03.02.)

국회, 자전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의회신문(2017.03.02.)

국내 실정에 맞는 법과 제도 빨리 만들어야

바이크조선(2017.04.05.)

보행자 위협하는 퍼스널모빌리티 단속 시급

중도일보(2017.04.19.)

프랑스, 2016년 전기자전거 판매량 기록 갱신

BIKEeurope(2017.4.18.)

오슬로, 전기자전거 구입 시민에게 보조금 지급

CityLAB(2017.1.31.)

독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에 대한 새로운 규정 채택

BIKEeurope(2017.3.21.)

폴란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시장 약 10% 증가

BIKEeurope(20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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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모빌리티 상식
전기자전거는 기존의 자전거에 전기모터와 배터리가 추가된 형태로서, 전기모터를 돌리는
방법에 따라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으로 나뉘게 된다.
내년 3월부터 전기자전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었으나, 이 구동방식에 따라 전기자전
거의 자전거도로 운형허용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전기자전거의 모터 구동방식인 파스와
스로틀 방식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다.

PAS방식 전기자전거
PAS는 Pedal Assist System의 줄임말로, 자전거의 페달을 굴리면 전기모터가 작동하여 적은 힘으로도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통칭한다.

스로틀(Throttle) 방식 전기자전거
스로틀이란 엔진이나 연료의 흐름이나 엔진의 파워를 조절하는 장치를 뜻한다.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
거는 오토바이가 핸들에 달린 레버를 당겨서 주행 하듯이, 핸들에 달린 레버를 당기면 전기모터가 작동해
페달을 밟지 않고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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