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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현대의 도시교통은 자동차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중심
문화는 편리한 이동을 담보하기도 하지만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에너지 위기 등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
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등의 동력교통수단에서 녹색교통수단으로

․

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는 대표적인 무동력 비탄소
교통수단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동력교통수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그것입니다.
전기자동차도 그러나 공간이용 측면에서 불리한 것이 있습니다. 넓
은 차로를 차지하며 주차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자동차 이
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전거 이용의 불편함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는 국내에서만 연간 수만 대가 팔릴 만큼 인기
를 끌고 있으나, 법률적으로 미비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교
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하여 차도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실적
으로 속도가 낮고 자동차와의 사고 시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동
의 편리성에만 초점을 맞춰 개발되다 보니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에 무
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와 헬멧 착용이 필수
적이나 현실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시 면허 없이 이용하고 헬멧도
없이 이용되는 실정입니다. 보험도 마련되지 않아 사고 시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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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
니다. 이용자에게도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중단거리를 이용할 수 있
는 수단이면서 교통약자의 이동성 확대, 교통혼잡 해소 등 퍼스널 모
빌리티 이용 확대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필요성 및 이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

현재의 법 제도는 이러한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통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교통체계 내에
서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

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
히 최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이용
방침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한 조건을 제
시한 것은 본 연구만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도로교통공단과 한국법제
연구원 관계자를 비롯한 자문위원, 국회교통안전포럼과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등 새로운 교통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
며, 연구를 수행하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진에게도 감사를 드립
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본 연구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
작되는 단계입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에서 논의되고 제시된 연구결과
가 앞으로 보다 진전된 연구의 초석이 되고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확
대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1월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이 창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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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도시교통의 중심인 자동차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교통 혼잡과 대기오
염 등 여러 환경문제를 야기해왔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또한 일정한
크기의 차로와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의 도시교통문제를 근본적으
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개인교통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은 현재의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의 문제점
을 해소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요즈음 언론에 등장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법적인 면에서 운행 시 규제가 없어 어느 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는지 불
분명하며,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퍼스
널 모빌리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범위는 차도로 통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고속의 교통수단을 제외한 저·중속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
인용의 교통수단으로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 및 자료조사를 통하여 퍼스널 모빌리티의
정의, 종류 및 특징 등을 알아보았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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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의 법제도 검토를 통하여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하여 일반인과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퍼스널 모빌리티가 통행하
여야 하는 공간과 그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3. 퍼스널 모빌리티의 현황 및 이슈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2001년 세그웨이의 등장과 형성되었으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시장 확대와 함께 외발형, 투휠보드형, 킥보드형 등 다양한 형
태 및 성능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형태를 한가
지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퍼스널 모빌리티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

◦ 휴대성이 좋음
◦ 중단거리 이동에 편함
◦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친환경적임
◦ 신체적 약자 및 고령자의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적합
◦ 레저의 성격이 강함
전 세계적인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의 확대와 함께 국내에서도 퍼스널 모빌
리티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퍼스널 모빌
리티이용자를 대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인 2,3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퍼스널 모빌리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젊
은 층을 중심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으며,
교통수단으로써 유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적정 통
행 위치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
의 적정 통행 위치는 자전거도로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퍼스
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게제한 및 속도제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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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전용면허 및 전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퍼스널 모빌리티 인식조사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조사한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된 이슈는 다음과 같다.

◦ 퍼스널 모빌리티의 정의 : 퍼스널 모빌리티는 1인에서 2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대략적인 개념은 성립됨. 하지만, 연구자에 따라 전
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 별도의 수동조작 없이 스스로 균형을 잡
을 수 있는(자이로스콥 원리) 이동수단 등 정의가 다름

◦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규정 : 퍼스널 모빌리티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분류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
되고 있지만 새로운 교통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는 실질적으로 관련 규
정이 없음

◦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공간 :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퍼스널 모
빌리티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운행 시 면허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켜
지고 있지 않음. 또한 대부분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최고속도가 10 ~ 40km/h
로 저속이어서 차도로 통행할 경우 교통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퍼스널 모빌리티관련 안전사고 :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된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교육, 안전규제 및 보험 등이 없
어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처리가 미비함

4.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1)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 검토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단으로써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하여 현행
법제도 상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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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으로써 퍼스널 모빌리티가 적용될 수 있는 법규는 자전거 이용 활성
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이다.
자전거와 여러 가지 속성이 비슷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에 포함시켜 자전거와 비슷하게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퍼스널 모빌리티를
포함시켰을 경우 자전거가 아닌 다른 수단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하
며, 자전거 이용자의 반발에 부딪혀 법률 변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미 이륜자동차의 정의가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수
송하기에 적한하게 제작한 이륜의 자동차”로 되어있어 국토교통부령을 개정
하는 것만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지
만, 교통수단이 아닌 레저용으로 쓰이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자동차관리법에 포함시킬 경우 법적 이익이 없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퍼스널 모빌리티를 정의하게 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에 의한 법률과의 관계도 원활해지며, 경찰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도로
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에 대응하는 것도 수월해진다. 하지만 이 경우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고시될 수 있지만 교통수단으로써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퍼스널 모빌리티의 도로 이용 조건과 안전을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하지만 각 법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법에만 의존하여 관련 규정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으로써의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수단으로써의 퍼스
널 모빌리티 등 그 목적에 맞게 법과 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앞서 퍼스널 모빌리티 인식조사에서 나온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 위치는
자전거도로 통행하는 것이 가정 적절하다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퍼스널 모빌리
티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갖춰야 하는 조건을 자전거이용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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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주행테스트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201명의 자전거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속도는 25km/h 이하, 무게는 20kg 이하가 적당하
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통행 위치와 관계없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려
면 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7%로 나타났으며, 운전면허 또한 통행 위치에
상관없이 면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9%로 가장 많았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속도차(32%), 가
감속 능력차(31%), 회전반경 등에 의한 사고 위험성(31%)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 위험성을 실험하기 위하여 나인봇원S2, 나인봇 미니프로, 미니
무라 킥보드와 로드사이클을 상대비교하여 주행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주행테
스트 결과 일반적인 자전거의 통행속도인 15km/h에서의 제동거리는 자전거
가 1.5m, 나인봇원S2가 1.3m, 나인봇 미니프로가 1.4m, 전동킥보드가 1.7m
로 제동거리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회전반경 측면에서는 로
드사이클이 2.3m로 가장 컸으며, 전동킥보드가 1.9m, 나인봇원S2가 1.1m, 나
인봇 미니프로가 0.7m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에 비해 회전반경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면충격실험결과에서는 휠 사이즈가 가장 작은 전동킥보드
가 노면충격이 가장 컸으며(4.7degree/s), 그다음으로 나인봇미니 프로
(3.4degree/s), 나인봇원S2(2.4degree/s), 자전거(1.7degree/s)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에서 운행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와 유사한 통행특성을 보여야 함
◦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만큼 안전해야 함
◦ 자전거이용자와의 협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함
◦ 자전거도로의 확대 및 노면 평탄성 개선이 필요함
◦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교육의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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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정책 제언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가 교통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도입되어 이용 활성
화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이
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특징 및 이용여건, 관련

․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
시하였다. 특히 자전거도로 이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바람직한 대안
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효율적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와 다른 교
통수단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공간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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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0년 전 도시교통수단이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뀐 후 우리의 도시 풍경은
기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우리의 도시는 자동차의 물결이다. 하지만 자동차
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교통 혼잡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2015년 서울시내 차량의 평균통행속도는 25.2km/h로 2014년의
25.7km/h보다 0.5km/h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2016, 6.13). 이러
한 자동차 이용의 증가는 온실가스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문제 등 환경
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미세먼지(PM10) 문제
뿐만 아니라 암 발생의 원인인 초미세먼지(PM2.5)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처럼 자동차가 환경과 교통혼잡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나, 도시교
통에서의 변화란 화석연료를 쓰는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에너지를 쓰는 전기자
동차로 바뀌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모든 자동차는 그 폭으로
인해 일정한 크기의 차로와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로 현
재의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최근 도시 내 교통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수단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 교통수단(Personal Mobility, PM, 이하 퍼스널 모빌리티)이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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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기존의 대중교통에 비해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주차도 필요하지 않아 도시 내 주차공간을 줄여서 도시 내 많은 공간이 사람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은 분명하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최고속도는
도시교통의 평균값과 비슷한 수준(시속 25km/hr)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의
진입을 허용한다면 훌륭한 도시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요즈음 언론에 등장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법적인 면에서 어느 도로를 가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사고발생 시 책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
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퍼스널 모빌리티의
분류를 통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의 현황과 이슈를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퍼
스널 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자
전거도로가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 통로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 퍼스
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시 필요한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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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수행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현황과 이슈, 그리고 이를 기반
으로 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먼저 2장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최근 보급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세계 시장 규모 및 판매 추이를 살펴본
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인식조사를 일반인과 자
전거이용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퍼스
널 모빌리티 보급에 따른 이슈를 정리하여 제도개선방안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

3장에서는 먼저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 제도를 살펴보
았다. 관련된 법들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법률개정 방향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현재 정부가 개선뱡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이용
방침과 관련하여 그 가능성과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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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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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퍼스널 모빌리티의 현황 및 이슈

제1절 퍼스널 모빌리티의 현황
1. 퍼스널 모빌리티의 등장
최근 레저형으로 유행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첫 등장은 2001년 12
월, 미국의 발명가 딘 카멘(Dean Kamen)이 발명한 ‘세그웨이(Segway)’1)이다.
세그웨이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며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 서 있을 때 기계가
넘어지지 않게 자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며, 조향장치의 기울기와 방향을 조절
하여 가속 및 방향제어를 할 수 있다.

1) 위키백과(2015), 「세그웨이 PT」,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A%B7%B8
%EC%9B%A8%EC%9D%B4_PT(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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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egway-0.shptron.com/c/shop-by-model(2016.11.5)

<그림 2-1> 초기형태의 세그웨이

애플의 스티븐잡스, 아마존닷컴의 제프베조스 등으로부터 ‘PC보다 인기를
끌 제품’, ‘인터넷보다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극찬을 받은2) 세그웨이는 한 대
당 약 5,000달러라는 가격으로 2002년부터 시중에 판매되었다. 이후 1인용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가 등장하였다.

2. 퍼스널 모빌리티의 종류
퍼스널 모빌리티의 초기 시장을 연 세그웨이 회사를 비롯하여 현재는 여러
나라의 회사에서 싱글휠, 투휠,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세그웨이 형태, 조향장치가 무릎까지 오는 세그웨이의 축소형태, 바퀴가 한
개인 외발 형태, 조향장치가 없으며 양옆에 바퀴가 달린 보드 형태, 기존의 킥

2) IRS Global(2015)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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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나 자전거에 전기동력을 장착한 형태, 스케이트보드 형태, 신발 장착형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제품의 중량은 노트북 무게인 2.8kg부터 55kg까지 다양하다. 제품이 견딜
수 있는 최대하중의 무게는 대부분이 약 100kg부터 120kg으로 한 사람이 타
기에 충분하다. 제품이 낼 수 있는 최대 시속은 조향장치가 없는 투휠보드가
약 10~20km/h 정도로 퍼스널 모빌리티들 중 최대 시속이 느린편에 속하였으
며 조향장치가 있는 제품 및 싱글휠 형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형태가 약
20~30km/h 정도였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최대속도가 30km/h인 점을
고려하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보행자(평균 속도 4km/h)와 오토바이나 자동차
의 사이에 속하는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모터로 한번 완충 시 이동
할 수 있는 주행 거리는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8km 정도부터 50km 정도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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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여러 종류의 퍼스널 모빌리티
SEGWAY I2 SE

SEGWAY X2 SE

자료:
자료:
http://www.segway.com/products/consumer-life
http://www.segway.com/products/consumer-lif
style/segway-i2-se(2016.10.28)
estyle/segway-x2-se(2016.1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47.3kg

117kg

20km/h

38km

55kg

NINEBOT E+

117kg

20km/h

19km

AIRWHEEL S3

자료:http://www.ninebot.com/Product-ninebot.ht
자료:http://www.airwheel.net/home/specs/s3(2
ml(2016.10.16)
016.1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23.5kg

120kg

22km/h

22km

22.4kg

120kg

18km/h 15~6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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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OTION R1-EX

자료:
http://www.airwheel.net/home/specs/s5(2016.10 자료:http://gigroup.cafe24.com/product/detail.ht
ml?product_no=37&cate_no=80&display_group=1
.28)
(2016.1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34kg

120kg

18km/h

65km

16.5kg

NINEBOT MINIPRO

120kg

15km/h 20~30km

AIRWHEEL S6

자료:
자료:
http://www.segway.com/products/consumer-life http://www.airwheel.net/home/product/s6(2016
style/minipro(2016.10.16)
.1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13kg

100kg

16km/h

25km

14kg

100kg

17km/h 20~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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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WHEEL S8

AIRWHEEL A3

자료:http://www.airwheel.net/home/product/s8(2 자료:http://www.airwheel.net/home/product/a3(
016.10.28)
2016.1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14.8kg

100kg

17km/h

28~35km

34kg

NINEBOT ONE E+

120kg

17km/h 40~60km

NINEBOT ONE S2

자료:https://www.newegg.com/Product/Product.a 자료:http://www.ninebot.com/Korea(2016.10.16)
spx?Item=9SIA7YS31H7390(2016.1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14kg

120kg

22km/h

35km

11.4kg

AIRWHEEL X8

120kg

24km/h

30km

INMOTION SCV V3

자료:http://gigroup.cafe24.com/product/detail.h
자료:http://www.airwheel.net/home/product/x8(2 tml?product_no=29&cate_no=72&display_group
016.10.28)
=1(2016.1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11.1kg

120kg

18km/h

18~23km

13.5kg

120kg

18km/h 20~2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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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OTION SCV V8

자료:http://gigroup.cafe24.com/product/detail.htm 자료:http://gigroup.cafe24.com/product/detail.ht
l?product_no=40&cate_no=78&display_group=1(20 ml?product_no=42&cate_no=78&display_group=1
(2016.10.28)
16.1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10.5kg

120kg

20km/h

15~20km

13.8kg

Fastwheel EVA

120kg

30km/h 45~50km

Fastwheel Ring

자료:http://www.fastwheel.com/goods.aspx(2016. 자료:http://www.fastwheel.com/ring.aspx(2016.
10.28)
1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9.5kg

90~120kg

22km/h

25~32km

6.8kg

Fastwheel N1

120kg

16km/h

6~10km

Powerboard

자료:https://thepowerboard.com/products/powerboard-2자료:http://www.fastwheel.com/nnnn.aspx(2016.1
wheel-self-balancing-scooter-black?variant=10813307905(
0.28)
2016.1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10kg

120kg

15km/h

15~20km

12kg

100kg

10k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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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gtron T1

Swagtron T3

자료:https://swagtron.com/product-category/swa
gtron-hoverboard-t1/(2016.10.28)

자료:https://swagtron.com/product-category/sw
agtron-hoverboard-t3/(2016.1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9.9kg

100kg

12.8km/h

19.3km

9.9kg

Swagtron T5

100kg

12.8km/h

19.3km

EPIGO

자료:https://swagtron.com/product/swagtron-t5- 자료:https://www.epikgo.com/collections/classic/
hoverboard/(2016.10.28)
products/epikgo-classic-space-grey(2016.1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8.16kg

85kg

11.3km/h

11.3km

11.8kg

Razor HOVERTRAX 2.0

100kg

19.3km/h

19km

Official Halo Rover

자료:
자료:https://www.razor.com/products/ride-ons/ho
https://www.haloboard.com/pages/halo-rover(2
vertrax-2-0-hover-board/(2016.10.28)
016.1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12.2kg

100kg

13km/h

-

14.5kg

118kg

14.5km/h

1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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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OTION LIVELY PLUS

자료:
자료:
https://www.haloboard.com/pages/halo-go(2016. http://gigroup.cafe24.com/product/detail.html?p
10.28)
roduct_no=36&cate_no=1&display_group=2(2016
.1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9.97kg

100kg

11.3km/h

19.3km

13.8kg

AIRWHEEL Z3

120kg

30km/h 45~50km

AIRWHEEL Z5

자료:
자료:
http://www.airwheel.net/home/specs/z3(2016.10 http://www.airwheel.net/home/specs/z5(2016.1
.28)
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11.6kg

100kg

20km/h

-

13.15kg

100kg

20k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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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wheel F0

minimura

자료:
자료: http://www.roboway.co.kr/(2016.10.28)
http://www.fastwheel.com/prof.aspx(2016.1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9.8kg

100kg

30km/h

25km

9.8kg

90kg

30km/h 25~32km

iroad i7

IDRIVE

자료: http://www.roboway.co.kr/(2016.10.28)

자료: http://www.roboway.co.kr/(2016.1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7kg

125kg

30km/h

23~26km

19.5kg

100kg

45km/h 40~5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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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wheel E3

자료:http://www.airwheel.net/home/product/e3(
2016.10.28)
자료:http://www.airwheel.net/home/specs/r5(201
6.1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18.5kg

100kg

20km/h

-

12.5kg

Airwheel E6

100kg

20km/h

-

mando footloose

자료:
자료:
http://www.airwheel.net/home/specs/e6(2016.10 http://www.mandofootloose.co.kr/pages/02prod
uct/mandofootloose.jsp(2016.10.28)
.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14.15kg

100kg

20km/h

-

21.7kg

100kg

25k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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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k Bike Model V

A2B Octave

자료:http://www.wearea2b.com/kr/e-bike-collec
tion/octave(2016.10.28)
자료:http://www.yikebike.com/model-v/(2016.10.
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13.5kg

100kg

23km/h

20km

39.7kg

JIVR

147kg

32km/h

64km

motopogo

자료: http://motopogo.com/(2016.10.28)

자료:https://jivrbike.com/pages/explore-jivr-bike(
2016.1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16kg

-

25km/h

30km

33kg

150kg

25km/h

3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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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WHEEL M3

자료:
자료:
http://www.airwheel.net/home/specs/m3(2016.
http://hiconsumption.com/2016/11/halo-board/(2
10.28)
016.1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11.3kg

120kg

16km/h

16km

11.55kg

Action Rocket Skates R5

자료:https://www.actonglobal.com/product/rocket
skates-r5/(2016.10.28)

100kg

20km/h

-

Walkcar

자료:
http://www.cocoamotors.com/(2016.10.28)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제품 중량 최대 하중 최고 속도 주행 거리
4.7kg

81.6kg

11.2km/h

8km

2.8kg

120kg

16km/h

12km

3. 퍼스널 모빌리티의 정의
앞에서 살펴봤듯이 퍼스널 모빌리티는 그 형태와 성능이 다양하다. 그렇다
면 퍼스널 모빌리티란 무엇인가?
일본 국토교통성(2012)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선진 기술을 이용한 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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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이륜차나 시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1~2인이 타는 소형 전
동콘셉트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전황수(2013.10)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근거리 및 중거
리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구동 방식의 개인용 이동수단을 통칭하며, 소형 전기
자동차,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는 이동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
IRS Global(2015.9)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스마트한 전자제어 장치가
탑재돼, 별도의 수동조작 없이 스스로 균형을 잡고 세밀하게 주행할 수 있는
미래형 이동수단”이라고 정의한다.
도로교통공단(2015.12)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1~2인이 상대적으로 단거리
를 이용하기 위한 개인용 이동기기”로 정의하였다.
지우석·박경철(2016.5)은 “신개인이동교통수단(스마트 퍼스널 모빌리티:
Smart Personal Mobility Device)이란 기존의 내연기관 방식을 탈피한 방식의
구동방식을 사용하고 1~2인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동수단을 총칭”한다고 정
의하였다.
위의 문헌들과 같이 개인용 교통수단의 정의는 다양하다. 퍼스널 모빌리티
를 스케이트보드나 킥보드부터 초소형 전기차까지 넓은 범위로 분류하는 사람
이 있는가 하면 퍼스널 모빌리티를 전기를 동력으로 하며 자이로스코프의 원
리를 이용하는 소형 이동기기(세그웨이, 나인봇 등)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연구자별 정의가 다른 것은 퍼스널 모빌리티란 무엇인가에 대하
여 1~2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대략적인 개념은 성립되어 있지
만, 그 형태나 동력 등의 범위를 포함하는 명확한 개념 정의는 없기 때문이다.

4. 퍼스널 모빌리티의 분류
앞에서 살펴본 바과 같이 퍼스널 모빌리티의 형태는 한가지로 정의할 수 없
다.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personal’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보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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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이동하는데 쓰일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
기를 동력으로 하지 않는 교통수단을 포함할 수도 있다. 즉 무동력의 스케이트
보드부터 전동휠,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오토바이, 소형전기차까지를 포함
하는 포괄적인 단어로도 쓰일 수 있다.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표2-2>와 같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그 형태에 따라 신발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착형, 바퀴가 1개인 외발형, 바퀴가 2개 이상이고 제품 위에 서서 운행
해야 하는 직립형, 앉아서 운행할 수 있는 안장이 장착된 안장형, 그리고 자동
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2> 형태에 따른 퍼스널모빌리티 분류
크기 및 무게

최대시속 및
주행거리

출력

승차
인원

특징

스케이트
보드,
인라인

-

-

-

1명

-

자전거

길이/폭/높이 :
170cm/60cm/
95cm
무게 : 10-18kg

-

-

1명

-

rocket
skates

길이/폭/높이 :
20cm/21.5cm/
23cm
무게 : 7~8kg

최대시속 :
11~20km/h
50W
주행거리 :
8~16km

ninebot
one

길이/폭/높이 :
48cm/18cm/
45cm
휠 사이즈 : 15in
무게 : 8~17kg

최대시속 :
18~40km/h 500W~
1명
주행거리 : 1,500W
30~35km

motopo
go

길이/폭/높이 :
63.5cm/20cm/
85cm
휠 사이즈 : 17in
무게 : 29kg

최대시속
25km/h
주행거리
35km

구분

비동력

전기
(장착형)

전기
(외발형)

사진

1명

:
:

500W

1명

․신발에

장착하여

사용

․바퀴가 달린 발판
을 피고 달림
․휴대가 가능하나,

운전방법 터득에
시간이 필요 (균형
감각)

․바퀴 위에 앉아 발
판에 발을 딛고 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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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 13in
무게 : 2.8kg

최대시속
16km/h
주행거리
12km

unkno
: wn

1명

길이/폭/높이 :
18cm/58cm/
17cm
무게 : 10~40kg

최대시속 :
10~40km/h 300W~
주행거리 : 700W
15~20km

1명

길이/폭/높이 :
39cm/59cm/
123cm
무게 : 15~40kg

최대시속 :
400W
20~40km/h
~2,700
주행거리 :
W
25~35km

1명

전동
킥보드

길이/폭/높이 :
59cm/39cm/
110cm
무게 : 15~40kg

최대시속 :
20~40km/h 250W~
1명
주행거리 : 1,000W
20~35km

안장형
전동킥보
드

길이/폭/높이 :
59cm/39cm/
110cm
무게 : 15~40kg

최대시속 :
20~40km/h 250W~
1명
주행거리 : 1,000W
20~35km

전동휠체
어

길이/폭/높이 :
112cm/60cm/
105cm
무게 : 65kg

최대시속
8km/h
주행거리
32km

워크카

전기
(직립형)

호버
보드
(투휠
보드)
세그
웨이
(자가
평형
이륜차)

:

전동스쿠
터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로 휴
대가 용이

․바퀴가 2개라 조
작이 편리
․가볍고 운반이 쉬
운편
․자이로스코프 원
리를 이용
․휴대성은 떨어지
나 외발보다 운전
용이

․킥보드 몸체에 전
동기를 장착해 버
튼을 누르기만 해
도 달릴 수 있음

․전동킥보드에

안
장이 달려있어 앉
아서 주행 가능

:
:

450W

-

1명

전기
(안장형)

전기자전
거

․노트북

․기존 자전거에 동
력을 추가한 형태
․페달을 밟아야 하

길이/폭/높이 :
170cm/50cm/
76cm
무게 : 15~50kg

최대시속 :
20~35km/h 180W~
주행거리 : 350W
40~80km

길이/폭/높이 :
165cm/68cm/
101cm
무게 : 55kg

최대시속 :
30~40km/h 500W~
1명
주행거리 : 1,200W
50~80km

1명

는 방식(페달리 방
식)과 버튼만 눌러
도 되는 방식(스로
틀 방식)이 있음
우리나라 16세 미
만 운전불가 (면허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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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기반 차량 대
전기
(자동차
형)

초소형전
기차

길이/폭/높이 :
233cm/123cm/
145cm
무게 : 474kg
(르노 트위지
(Twizy))

최대시속 :
80km/h
주행거리 :
1400W
80~100km
(르노 트위
지(Twizy))

비 저가 (1천만 원
이하)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전압 완속 충
전기로 충전시간
이 1~3.5시간으로
일반 충전 스탠드
만으로도 보급 활
성화가 가능

․
2명

자료(위에서 아래 순으로):
http://www.veniceskateboardingstuff.com/products/copy-of-penny-hunting-22-mini-cruiser(2016.1
0.28.)
https://www.evanscycles.com/bmc-teammachine-slr01-dura-ace-di2-2014-road-bike-EV192626(
2016.10.28.)
https://www.actonglobal.com/product/rocketskates-r5/
https://www.newegg.com/Product/Product.aspx?Item=9SIA7YS31H7390(2016.10.28)
http://motopogo.com/(2016.10.28.)
http://www.cocoamotors.com/(2016.10.28)
https://swagtron.com/product/swagtron-t5-hoverboard/(2016.10.28)
https://buyasegway.com/store/product/segway-i2-se(2016.10.16)
http://www.roboway.co.kr/(2016.10.28)
http://www.roboway.co.kr/(2016.10.28)
http://www.silvercare114.com/shop/item.php?it_id=1361339177(2016.10.28)
www.mandofootloose.co.kr/pages/02product/mandofootloose.jsp(2016.10.28)
http://w.bikerslab.com/shop/blog/?mb_id=yj8760&id=2315(2016.10.28)
https://www.renault.co.uk/vehicles/new-vehicles/twizy.html(2016.10.28)

넓은 의미에서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동력 및 크기, 속도에 따라 분류하면
<그림2-2>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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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위에서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https://www.evanscycles.com/bmc-teammachine-slr01-dura-ace-di2-2014-road-bike-EV192626(
2016.10.28.)
https://swagtron.com/product/swagtron-t5-hoverboard/(2016.10.28)
www.mandofootloose.co.kr/pages/02product/mandofootloose.jsp(2016.10.28)
http://www.roboway.co.kr/(2016.10.28)
http://w.bikerslab.com/shop/blog/?mb_id=yj8760&id=2315(2016.10.28)
https://www.renault.co.uk/vehicles/new-vehicles/twizy.html(2016.10.28)

<그림 2-2> 퍼스널 모빌리티의 분류

넓은 의미의 퍼스널 모빌리티(PM)는 동력을 사용하는 MT(Moterized
Transport)와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NMT(Non-Moterized Transport)로 구분
할 수 있다.
NMT는 크기와 중량에 따라 세부구분하며, 동력을 사용하는 경우(MT)는 내
연기관동력과 전기동력으로 세분화된다. 비동력 교통수단(NMT)의 경우 제품
부피에 따라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이 포함되는 소형, 자전거가 포함되는
중형, 수동휠체어를 포함하는 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력 교통수단(MT) 중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은 오토바이,
ATV(All-terrain vehicle) 등이 있으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은 스탠
다드 자전거 크기를 기준으로 트위지 등을 포함한 초소형전기차, 요쿠르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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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대형교통수단과 그 외 중소형으로 나뉜다.
전기모터 동력을 사용하는 중소형교통수단은 운행속도에 따라 저속, 중속,
고속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그웨이, 투휠보드(호버보드) 등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기를
동력으로 운행되는 저속 및 중속의 중소형 교통수단을 좁은 의미의 퍼스널 모
빌리티로 분류하고,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5. 퍼스널 모빌리티의 특징
퍼스널 모빌리티의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나인봇, 세그웨이 등을 포함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휴대성이 좋다. 내연기관 교통수단에 비하여 크기 및 무게가 소형화,
경량화되어 휴대가 용이하며, 다른 교통수단에 휴대하여 탑승하기 편리하다.
또한 작은 크기 때문에 주차난 걱정 없이 통학 및 통근 교통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싱글휠이나 투휠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전동킥보드나 전
기자전거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도 접이식으로 디자인되어 휴대 및 보관이
편리하다.
둘째, 중단거리 이동에 편리하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보통 10~20km/h 정
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는 보행자의 평균속도가 4km/h인 점을 감안하면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조금 멀고,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
하기에 적합하다(<표 2-3> 참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퍼스널 모빌리티는 대
중교통 승하차장에서 최종목적지까지 이동해야하는 라스트마일(Last mile) 문
제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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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이동수단별 이동 거리에 따른 분담률
(단위: %)

이동수단
차량

이동거리(km)
1km 이하

1~2.5km

2.5~5km

5~7.5km

7.5km 이상

9

31

52

65

84

대중교통

0

0

3

3

5

PM

26

45

37

29

8

도보

64

23

7

2

0

기타

1

1

1

1

3

합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자동차안전연구원. IRS Global(2015), p.25에서 재인용

셋째, 친환경적이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내연기관 교
통수단을 이용할 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에너지 소비 절감효과가 크
다. 또한 근거리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여 중·단거리 자가용 이용자의 감소
에 따른 교통 혼잡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신체적 약자 및 고령자의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적합하다. 관절을 움직
이기 힘든 고령자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여 그 위에 서서 이동하거나,
의자에 앉듯이 앉아서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기능은 초고
령 사회의 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신체적 약자 및 고령자의 보행 보조 기능을
수행하여 노약자 및 개인의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자료: https://youtu.be/XvG_356itPs(2016.11.5)

<그림 2-3> 고령자의 보행성을 높인 Walk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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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아직은 레저의 성격이 강하다. 한강공원, 일산 호수공원 주변에
서는 레저용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자가평형이륜차) 등 전동휠 대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이미 세그웨이 등을 이용한 관광 상품이
있으며, 이러한 관광 상품이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한 지방의 지역 관광 진흥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3)

6. 퍼스널 모빌리티의 확대
세그웨이를 시작으로 세그웨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무릎으로 조절할 수 있
는 형태, 바퀴가 하나인 형태, 기존 자전거나 킥보드에 전동모터를 단 형태 등
여러 가지 퍼스널 모빌리티가 등장하였으며 판매대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림 2-4>는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국내 및 국외에서 판매된 퍼스
널 모빌리티의 판매 대수이다.4) 싱글휠, 투휠(세그웨이) 및 전기자전거의 해외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판매량 또한 투휠의 경우 2014년
1,000대에서 2016년에는 10월까지 20,000대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3) 국토교통성(2012.3) p. 70
4) 이천(2016.10.25)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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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대)

자료: 이천(2016.10.25.) p.38

<그림 2-4>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대수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연히 관련사고도
증가하였다. 아시아투데이(2016.8.31)에 따르면 경찰청에 접수된 전동휠 사고
는 2014년 2건에서 2015년에는 2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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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인식 조사
퍼스널 모빌리티는 차세대 이동수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급증
하고 있으며 국내 이용자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자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이슈도 증가하고 있어 일반인 및 퍼스널 모빌리티이용자를
대상으로 통행방법과 관련한 인식 조사를 시행하였다.
일반인은 2,334명을 대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으로 지역을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는 실제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들
을 대상으로 총 77명의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교통수단으로써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통행방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일반인 설문조사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조사를 위해 2,334명을 대상으로, 연
령별, 성별, 도시규모별로 구분하여 설문5)을 진행하였다.

5)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는 한국교통연구원(2016) 2016 국가자전거교통정책지원사업 중 자전거
이용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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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설문 응답자 특성
구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성별

연령

도시구분
전체

사례수
1201
1133
281
405
447
449
445
307
534
1153
647
2334

비율%
51.5
48.5
12.0
17.4
19.2
19.2
19.1
13.2
22.9
49.4
27.7
100.0

연령별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20~30대에서 이용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연령대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 이
용해 본 적은 없지만, 잘 알고 있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 연령별 퍼스널모빌리티에 대한 인식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이용경험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지
역적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될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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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지역별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인식

퍼스널 모빌리티의 적정 통행 위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 자전거도
로라고 응답했으며, 공원 등의 공도(31%), 보도(6%), 차도(6%), 이면도로(5%)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10대,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적
정 통행 위치를 보도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50, 60대의 경우 이면도
로로 통행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7> 퍼스널 모빌리티의 적정 통행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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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의 교통수단으로써의 유용성에 대한 응답에 66%가 유용하
다는 응답을 했으며, 연령별로는 상대적으로 어린 10대, 20대에서 유용하다는
평가가 많고, 60대 이상 고령자층에서는 유용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8> 퍼스널 모빌리티의 교통수단으로써의 유용성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 군지역> 대도시 순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교
통수단으로써의 유용성이 높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가
능 거리가 중소도시 규모에 적합하다는 인식에 기반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9> 도시규모별 퍼스널 모빌리티의 교통수단으로써의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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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통행여부에 대해서는 67%가 찬성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중소도시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0>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통행여부

현재까지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해본 사람은 설문응답자의 1.7% 수준이었
으며, 10~20대의 젊은 층일수록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교통수단으로써는 유용하다는 의견이 높았으며 통행 위치로는
자전거도로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2.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설문조사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77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구
체적인 이용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의 성비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두 배 정도 많이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이용자 비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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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퍼스널 모빌리티이용자 설문 응답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사례수

비율%

남성

52

67.5

여성

25

32.5

10대

1

1.3

20대

23

29.9

30대

36

46.8

40대

15

19.5

50대

2

2.6

60대 이상

0

-

77

100

전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한 공간에 대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의 60%가
공원이나 광장 등의 공도가 아닌 곳에서 이용하였으며, 19%가 자전거도로,
12%가 보도, 9%가 차도에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등에서 대여하여 이용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의 보급이 활성화될 경우, 자전거도로 및 보도에서의 통행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11>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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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시 우려사항으로는 자동차(30%)나 보행자(30%)와의
충돌사고가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도턱, 노면불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독사고(26%)가 높았고, 자전거와의 충돌(12%), 통행
방법의 미숙지(1%) 순으로 나타냈다.

<그림 2-12>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시 우려사항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적정한 통행 위
치로는 자전거도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43%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원
(33%), 보도(17%), 차도(7%)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2-13>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가 생각하는 적정 통행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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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관련법개정을 통한 퍼스널 모빌리티
의 자전거도로 운행 여부에 대해 찬/반 의견을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 찬성하
는 비율이 66%였으며, 반대의견은 34%로 나타나 자전거도로의 통행허용을 원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이용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4> 퍼스널 모빌리티이용자의 자전거도로 이용 의견

퍼스널 모빌리티이용자를 대상으로 보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품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의료용 스쿠터(24%), 모두 불가(16%)가 높았으며, 그다
음으로 무게 및 속도가 낮은 기가휠(11%), 나인봇미니(11%)등으로 나타났으
며, 부피가 큰 세그웨이는(8%)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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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왼쪽부터 순서대로):
http://theselfbalancingscooters.com/reviews/ruichy-self-balancing-2-wheel-electric-unicycle-scoo
ter-review/(2016.10.16)
http://www.ninebot.com/Korea(2016.10.16)
http://www.segway.com/products/consumer-lifestyle/minipro(2016.10.16.)
http://www.jackhot.kr/shop/goods/goods_view.php?goodsno=3&category=001(2016.10.16)
http://www.ninebot.com/Product-ninebot.html(2016.10.16)
https://buyasegway.com/store/product/segway-i2-se(2016.10.16)
http://wheeling.kr/business/case_con.php?ptype=view&code=case&idx=5163(2016.10.16)

<그림 2-15>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여부 설문에 사용된 퍼스널 모빌리티의 종류

보도통행 여부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용 스쿠터를 제외한 다른 퍼스널
모빌리티의 보도통행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상대적으로 무게
및 속도가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닐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었다.
자전거도로에서는 통행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많았으며, 의
료용 스쿠터나 상대적으로 속도가 낮은 기가 휠 제품 등은 상대적으로 가능하
다는 의견이 적게 나타났다. 차도에서는 대부분의 퍼스널 모빌리티가 통행하
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나, 예외적으로 전동킥보드의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
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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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보도 통행 가능 퍼스널 모빌리티 (PM 이용자 설문)

<그림 2-17> 통행 위치별 적정 통행가능 퍼스널 모빌리티

보도통행이 가능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무게 및 속도에 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 보도 통행이 가능한 제품의 무게는 10kg 이하가 30명(42%)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15kg 이하가 15명(21%)으로 나타났다.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응답이 30명(42%)으로 높았으며, 40km/h 이하가 13명
(1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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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보도 통행이 가능 퍼스널 모빌리티 무게 및 속도(PM 이용자)
10kg
이하

15kg
이하

20kg
이하

25kg
이하

30kg
이하

40kg
이하

제한
없음

계

5km/h 이하

3

-

1

-

-

-

-

4

10km/h 이하

1

-

-

-

-

-

-

1

15km/h 이하

4

-

1

-

-

-

1

6

20km/h 이하

4

1

2

-

-

-

25km/h 이하

2

1

-

-

1

-

2

6

30km/h 이하

2

1

-

-

-

2

5

40km/h 이하

3

7

-

-

1

-

2

13

제한없음

11

5

4

1

2

-

7

30

계

30

15

8

1

4

0

14

72

7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무게 및 속도에 대해서
는 15kg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19명(27%)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응답이 13명(19%)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25km/h 이하가 18명(26%), 15km/h 이하가 17명(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퍼스널 모빌리티 무게 및 속도 (PM 이용자)
행 레이블

10kg
이하

15kg
이하

20kg
이하

25kg
이하

30kg
이하

40kg
이하

5km/h 이하

3

10km/h 이하

4

4

1

15km/h 이하

1

11

2

1

1

1

17

20km/h 이하

1

1

6

1

2

2

13

25km/h 이하

1

1

5

8

3

18

30km/h 이하

2

1

1

1

4

9

2

2

제한없음

9

1
9

계
3

40km/h 이하
계

제한
없음

19

12

8

12

0

1

2

13

73

퍼스널 모빌리티 중 자동차와 함께 차도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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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무게제한은 필요 없다는 의견이 33명(47%)으로 가장 높았으며, 속도제한
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29명(41%)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8> 차도 통행이 가능한 퍼스널 모빌리티 무게 및 속도 (PM 이용자)
행 레이블

10kg
이하

5km/h 이하

3

10km/h 이하

1

15kg
이하

20kg
이하

25kg
이하

30kg
이하

40kg
이하

제한
없음

계

1

4
1

15km/h 이하

3

2

1

6

20km/h 이하

1

2

1

2

25km/h 이하

1

1

1

1

2

6

30km/h 이하

1

1

2

2

6

1

2

40km/h 이하
제한없음

1

계

2

1

2
4

11

3

6

1

4

4

13

1

1

24

29

9

5

33

67

퍼스널 모빌리티이용자가 생각하는 자전거도로 이용 시 자전거와의 문제점
에 대해서는 회전반경 등 주행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우려
(40%), 속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 위험성(35%), 가속/감속 능력에 따라 발
생하는 사고 위험성(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8> 자전거도로 주행 시 예상 문제점(PM 이용자)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 위치별 보험이 필요한지 설문하였다. 통행 위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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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6명으로 72%였으며 차도로 통행하는 경
우만 보험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14명(18%)으로 나타났다.

<그림 2-19> 퍼스널 모빌리티이용 시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PM 이용자)

면허는 기존의 운전면허와는 다른 기본적인 차도에서의 통행방법(도로교통
법 관련)에 대하여 간소화한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면허로 진행하는 경
우라 전제하였다. 모두 차로에서 면허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0명으로 53%가
통행 위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차도로 통행할 경우
만 적용하자는 의견이 24명(32%)으로 나타났다. 또 모두 필요 없다는 의견도
7명(9%)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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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퍼스널 모빌리티이용 시 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PM 이용자)

3. 소결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인식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교통수단으로써 유용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도시규모(퍼스널 모빌리티만으로 통행이 가능한
통행권) 특성상 조금 더 유용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및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의 경우 퍼스널 모빌리티의 적정 통행 위
치로는 자전거도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도
로를 이용할 경우 회전반경 등 주행특성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이 지적되었으
며, 보도/자전거도로/차도 통행 위치별 적정한 무게제한 및 속도제한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전용면허 및 전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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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퍼스널 모빌리티의 보급에 따른 이슈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용자의 급증과 함께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 크
게 나누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로교통법상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된 규정
이 없기 때문에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공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등에서 무분별하게 운행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셋째,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규정과
안전교육이 미비하며,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관련 전용 보험과 전용 면허가
없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수단 분류
도로교통법에서 “차마”란 차와 우마를 지칭하는데, “차”란 자동차, 건설기
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의 5가지로 분류되고,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이중 퍼스널 모빌리티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
동기를 단 차”로 분류되고 있다.6)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기모터 동력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대부분 최고속력이
10~40km/h로 저속으로 주행하게 되어있어 차도로 통행할 경우에 추돌 등 자
동차와의 사고 위험이 있다.
6) 도로교통법 제2조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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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
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
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1.6.8.]

즉, 현행법상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실
질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자동차 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규정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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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형전기차와 같이 차의 특성에 가까운 퍼스널 모빌리티와 호버보드와
같이 보행자의 성격에 가까운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분류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조항에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명확한 정
의와 더불어 주행 가능 공간, 기기 등록 여부, 안전규정, 면허 필요여부 및 보
험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 공간
퍼스널 모빌리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차도에서 통행하도
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등에서 무
분별하게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 가능 공간에 관한 규정이 없고 퍼스널 모빌
리티 이용자들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운행 관련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에서 6월까지 발생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사고만 26건이 발
생하였다(<그림2-21> 참조).

자료: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925002500038/?did=1825m(2016.10.15)

<그림 2-21> 2016년 4월~6월까지의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사고(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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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로 운행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자들 또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2-22> 참조).

자료: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826001828578(2016.10.15)

<그림 2-22> 자전거 이용자의 퍼스널 모빌리티통행 관련 우려(아시아투데이 인터뷰)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 가능 공간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표 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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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퍼스널 모빌리티 주행 가능 공간 해외사례
(1) 영국
영국에서는 일부 소형이륜차 등에 대하여 도로상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
운행을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세그웨이, 스웨그웨이, 호보보드, 유휠, 전동미니스쿠
터(고페드), 전동외 바퀴자전거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 및 인도에서의 사용이 금지
되어 있으며 소유주의 허가를 받은 개인 사유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독일
독일 또한 영국과 같이 자동차의 경우 형식승인과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개인용 교통수단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갖춘7) 전동 이동 보조기기는 도로 및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투어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행자 구역 및 인도에서 운행하고자 할 경우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3) 미국
미국은 주마다 규정이 다르다. 뉴욕주의 경우 전기동력 보조 이동장치는 일반 도로, 주를
연결하지 않는 간선도로, 이륜자동차, 자전거 및 인라인스케이트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서는 30마일 이하의 속도로 통행할 수 있으며 좌회전을 하거나 교차로를 횡단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아칸소주, 등록 여부주, 와이오밍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전기동력보조 이동기기(Electric
Personal Assistive Mobility Device, EPAMD)에 대하여 통행 장소, 통행 방법, 운행자
연령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EPAMD를 “750W(1마력)인 전기추진
장치에 의하여 1인만 이동할 수 있으며 최고속도가 170파운드의 이용자가 운행할 때
평탄면에서 20mph 이하인 자체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두 개의 비직렬식 바퀴로
되어 있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거나 이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고 워싱턴주의 경우 한
개의 바퀴로 구성된 차량을 추가하여 정의하였다.
전기동력보조 이동기기의 운행 장소 및 운행조건 등은 주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법
으로 별도의 규정이 가능하다. 주법으로 기기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
서 운행에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행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제할 수 있다.
애리조나주 등 17개 주는 전기동력보조 이동기기를 운행하는 자를 보행자로 정의하거나
기기 운행 시 보행자로 간주하고 보행자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미시건주, 뉴욕
주, 오리건주만이 차량 운행 시 운전자로써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전기동력보조 이동기기의 도로운행에 관하여 자전거도로와 보도, 도로 등에서의 보행자
또는 인력 장비이용자에게 통행우선권을 양보하여야 하며 보행자 앞지르기 또는 통과 시
음향경고의 의무를 부여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운행 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하와이주나 워싱턴주, 뉴욕주는 중심업무지구 혹은 인구 100
만 이상인 도시 등에서의 보도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경우는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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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든 도로가 아닌 제한속도 기준을 정하여 그 이하인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뉴욕 등 일부 주는 자전거도로나 인도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은 도로횡단 시에만 도로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델라웨어주, 켄터키주, 메인주,
텍사스주, 버지니아주, 위스콘신주는 도로 운행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일본
일본에서는 세그웨이와 같이 이륜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지 못한 개인용 이동기기는 도로
를 주행할 수 없다.
국토교통성과 경찰청은 2015년 산업경쟁력 강화법에 따른 탑승형 이동 지원 로봇의 도로
실증 실험에 관한 규제의 특례 조치의 정비로 세그웨이 등 탑승형 이동지원 로봇의 도로
주행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2015년 7월 10일부터 전국의 세그웨이 등 ‘탑승형 이동
지원 로봇’에 대하여 도로 주행을 허가하였다. 탑승형 이동지원 로봇의 도로주행은 각
도도부현(都道府県)별로 허가하며, 장소, 시간, 안전시설 및 안전 요원 배치, 시험용 차량
구조, 운전자, 기타, 허가 기간에 따라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8)
(5) 호주
호주의 경우에는 퀸즐랜드주와 노던준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자동차
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등록하여야 공도에서 운행가능하다. 세그웨이 및 자기균형
전동보드 등과 같은 이동기기는 도로차량 국가표준인 호주디자인표준에 따라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공도에서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상업용 투어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도에서 운행 가능하며 이때 헬멧 착용, 12km/h 이하 주행,
12세 이상, 몸무게 45kg~117kg, 음주운전 금지, 핸들바를 잡고 서 있을 만큼의 키 등의
조건이 부과된다.
자료: 도로교통공단(2015) pp. 40- 68

7) 자기균형, 추진, 조타, 정지 기능이 있는 2바퀴의 차량으로 운전자의 지지 면으로써 플랫폼이 있고 핸드레일
과 핸들바가 장착된 최고속도 20km/h 이하의 차량
8) 장소 :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 상황에서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 탑승형 자동지원 로봇의 크기
및 구조가 일정 조건(길이 120cm, 너비 70cm 이하, 최고속도 6km/h 미만, 보행자에게 위해를 끼칠
날카로운 돌출부가 없는 것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전거 보행자 전용 도로, 일반 자전거 보도 통행
가능의 교통 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음
시간 : 도로 운송 차량의 보안 기준을 준수하거나 이 기준의 완화 조치를 받은 조명 장치를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일출 때부터 일몰까지의 시간. 다수의 유아 통행이 예상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을 것
운전자 : 크기 및 구조 및 원동기의 크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것. 조종 방법에 관한 강습을 받아 충분한
조종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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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의 요약 내용은 <표 2-10>과 같다.

<표 2-10> 국가별 퍼스널 모빌리티가 이용 가능한 도로 규정
미국
구분

영국

독일

일본

도로
이용
가능
여부

도로
이용
불가

형식승인
받은 기기에
한해 허용

허가된
운행기기,
운행지역에
대한 제한적
허용

이용
장소

-

보행자
통행
방식

차의 통행
방식

호주
퀸즐랜드주,
노던준주

그외

형식승인 받은 기기에
한해 허용

형식 승인받은
기기에 한해
허용

도로
이용
불가

허용된 도로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구간(폭원 2m
보도,
우선 이용,
일반 차로,
이상, 보행량이 자전거
좌우측차로
24km/h~48
1m 당 120명인 도로
이용
km/h 이하
보도)

보도,
자전거도로
(퀸즐랜드주),
공유경로
(노던준주)

-

자료: 도로교통공단(2015), pp. 70- 71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개인용교통수단에 관한 규정이 시급한 실정
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5호에
서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로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
용하여 차도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
는 행위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조례로 한강공원 내의 전동휠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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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한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자료: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925002500038/?did=1825m(2016.10.15)

<그림 2-23> 한강공원 내 전동휠 운행 금지행위 안내표시(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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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가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속
도 이하의 퍼스널 모빌리티만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도로교통공
단(2015)에 따르면 독일은 20km/h 이하로 자전거도로 또는 최우측차로를 이
용할 수 있으며, 일본은 6km/h 이하로 허용된 도로(폭원 2m 이상, 보행량이
1m당 120인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최대
24km/h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호주 퀸즐랜드주와 노던준주의 경우
12km/h 이하로 보도, 자전거도로(퀸즐랜드주), 공유경로(노던준주)를 이용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장소에 따라서 주행 가능공간을 규정하고 있다. 시가지구
역 내에서는 보호구역, 자전거차로,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운행
할 수 있으며, 해당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시가지구역
외에서는 자전거차로,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길이 없을 경우 연방도로, 지방 간선도로가 아닌 차도에서 운행이 가능
하다.9)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퍼스널 모빌리티의 속도, 무게, 크기 등에
따른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등 주행 가능 공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
다.

3.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규정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 증가에 따라 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안전교육, 안전규제 및 보험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접수된 전동휠 사고는 2014년 2건에서 2015년에는 22건으로 급
증하였으며, 사고 피해 유형도 뇌진탕과 골절이 약 50%를 차지할 정도(아시아
투데이, 2016.8.31)로 심각한 상황이다.

9) 도로교통공단(2015),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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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826001828578(2016.10.15)

<그림 2-24> 퍼스널 모빌리티관련 경찰청 사고 접수 현황(아시아투데이)

자료: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826001828578(2016.10.15)

<그림 2-25>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사고 피해 유형(아시아투데이)

현행법상 퍼스널 모빌리티는 만16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으며, 안전장치 및 보호 장비를 구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동휠 대여점 등
에서는 대여고객의 면허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며 대여고객은 마땅한 보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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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여서(아시아투데이, 2016.8.31) 사
고 발생 시 위험이 예상된다.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보행자에 비하여 이동속도가 빠르고, 전기를 동력
으로 하는 전동휠은 이동 시 소음이 거의 없어 퍼스널 모빌리티가 다가와도
보행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높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행미숙에 의한 사고도 일어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18세 남학생이 호버보드를 타다가 중심을 잃고 실수로 총을 발사한
사촌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 발생하였다(CNN, 2016.2.11).

자료: http://edition.cnn.com/2016/02/11/us/florida-hoverboard-shooting/(2016.10.15)

<그림 2-26> 호버보드 총기사건(CNN)

한국에서는 2015년 10월 경기도 용인의 한 공원에서 양발 전동휠을 대여해
타던 A씨(41)가 조정 미숙으로 넘어져 쇄골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수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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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으며, 같은 달 광주광역시에서 외발 전동휠을 타고 출근하던 B씨(30)는 교
차로에서 마주 오던 트럭에 부딪혀 무릎과 손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노컷뉴스, 2015.11.15).

자료: http://www.nocutnews.co.kr/news/4502673(2016.10.15)

<그림 2-27> 운전미숙으로 인한 전동휠 사고(노컷뉴스)

2016년 7월에는 한강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강에 빠져 중태에 빠진
사건도 발생하였다(연합뉴스TV, 201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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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925002500038/?did=1825m(2016.10.15)

<그림 2-28> 한강공원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연합뉴스TV)

이처럼 사고가 발생하여도 전동기로 분류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보험 분
류가 명확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규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표 2-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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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규제 해외사례
미국
구분

영국

독일

일본

종류

-

세그웨이

세그웨이

규모

-

너비
70cm

최고속도

-

형식승인

보행자
통행방식

호주
차의
통행방식

퀸즐랜드주,
노던준주

그외

세그웨이(워싱턴주는
전동휠 포함)

세그웨이

-

길이 120cm,
너비 70cm 이하

-

너비 85cm 이하,
공차중량
80kg이하

-

20km/h
이하

6km/h 이하

20km/h~
32km/h

20km/h 이하

-

-

필요

대상아님

대상아님

대상아님

-

기타안전
기준

-

브레이크
등화,
경음기

-

최고출력 750kw이하,
전조등 및 반사경

속도제어장치(12k
m/h 이하), 등화
및 반사경

-

운행속도

-

-

-

13km/h~
24km/h
이하

12km/h 이하

-

운전자
요건

-

운전면허(
모파)

운전면허(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14-16세 이상

12세
이상(12~15세는
보호자 동반 필요)

-

안전모
착용

-

필요

필요

일부 주 필요

필요(자전거
안전모)

-

보험

-

필요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필요 없음

-

24km/h
이하

자료: 도로교통공단(2015), pp. 70-71.

독일에서는 브레이크와 등화, 경음기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안전모
착용 및 보험이 필수이며 운전면허(모파)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상이하지만, 전조등 및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세그웨이
를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을 14~16세 이상으로 정하였다. 호주에서는 속도제어
장치(12km/h)와 등화, 반사경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12세 이상만 세그
웨이를 운행할 수 있으며 안전모의 착용이 필수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퍼스
널모빌리티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점점 늘어나는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에 대비하여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면
허 제도 도입,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의 나이를 제한, 일정 시간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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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후 운행가능 등의 안전관련 규정 및 조치가 필요하다. 사고 방지를 위하
여 차량이나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에게 퍼스널 모빌리티 접근을 알릴 수 있는
반사등, 퍼스널 모빌리티 접근 알림음(저소음성 대책)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부상을 대비한 헬멧과 팔꿈치 보호대의 착용 의무화 등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사고에 대한 보험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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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제1절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 검토
1. 퍼스널 모빌리티는 교통수단인가?
앞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개인교통수단으로 정의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과연 퍼스널 모빌리티가 교통수단으로써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
찰이 필요하다. 이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며
현행 법제도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2016년 11월 현재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
되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
이다.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한 기준이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인정
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인데, 퍼스널 모빌리티도 그렇지만 앞으로 나타나게 될
새로운 형태의 자전거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된다.
그런데, 자전거의 정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는 것이 문
제이다.
자전거는 먼저 한국산업규격에서 정의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가 모
두 ‘도로교통법상의 자전거’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생산하는 모든 자전거 종
류가 자전거로 인정되더라도, 이 중에서 모든 자전거가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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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며, 유아차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생산품으로써의 자전거와 교
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전거는 현재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이하
자전거법)에서 동일하게 정의되고 있다. 법률의 성격과 적용범위가 다른데 동
일하게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로교통법상에서의 자전거는 교통수단으
로써의 자전거를 정의해야 하고 자전거법에서는 그보다 넓은 범위에서 자전거
를 정의해야 한다. 이용 활성화가 필요한 자전거가 꼭 교통수단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공원을 달리는 탠덤차나 삼륜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
성화에 중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써 도로를 달릴 때에는 부적
절할 수 있다. 자전거법에 자전거를 정의하더라도 도로에 달리는 교통수단으
로써의 자전거는 별도로 도로교통법에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퍼스널 모빌리티도 제품으로써의 퍼스널 모빌리티와 레저
용의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수단으로써의 퍼스널 모빌리티가 각각 다른 정의
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제품으로써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산업규격에 따르면
되고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제품으로써의 안전성, 즉 폭발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 레저용 퍼스널 모빌리티는 보다 좁은 범위에서 정의되
나, 역시 도로를 달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써의 퍼스널 모빌리티
보다는 폭넓게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수단으로써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다른 교통수단, 차와 보행자와의 관계 속에서 통행과 안전을 고려해야하기 때
문에, 보다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수단으로써의 퍼스널
모빌리티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를 위주로 서술하며 이후 개인
교통수단과 퍼스널 모빌리티를 동일한 것으로 통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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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퍼스널 모빌리티의 범위

2. 교통수단의 분류에 관한 현행 법제도의 이해
본 연구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교통수단으로 보고 관련 현행 법제도를 살펴
보고자 한다.
현재 법제도상으로 볼 때 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의하면 “차마”는 차와 우
마로 구분되고,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등으로
나뉘고, “우마”는 교통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제2조 제18호에 의하면 “자
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
는 차로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혹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
기계로 구성된다. 제2조 제19호에 의하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자동차관리
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cc) 이하의 이륜자동차
혹은 배기량 50시시(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
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그리고 제2
조 제20호에 의하면 "자전거"란
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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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 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써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
의 원동기를 단 차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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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에서 볼 때 우마나 건설기계처럼 특수한 경
우를 제외하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로 구분된다. 여기서 자동
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적용되며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의
하나 자전거는 다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의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3-1>과 같다.

<표 3-1> 교통수단의 적용법규
교통수단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조(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이처럼 각 교통수단이 다른 법률에 의해 적용받기 때문에 새로운 교통수단
이 등장하면 어느 법률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의되지 않을 때 어느 법률에서 정의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앞서 서술된 대로 정의
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나 전형적인 퍼스널 모빌리티인 세그웨이나 원휠처럼
자이로스코프의 원리로 가는 전기 동력의 1인용 교통수단으로 본다면, 현행
법제상으로 볼 때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무엇보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전거로 보는 데에 무리가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의하면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
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
퀴가 둘 이상인 차로써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
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사람의 힘”, 즉 인력으로 구동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률상 전형적인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한다는 점에
서 자전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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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자동차로 보는 데에도 무리가 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정의된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써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
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
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써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
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여기서 제3조 2항 및 3항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 별표1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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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1 000
미만으로써 길이 3.
6미터·너비 1.6미
터·높이 2.0미터 이
하인 것

㏄

소형

중형

대형

배기량이 1,600cc 미
만인 것으로써 길이
4.7미터·너비 1.7미
터·높이 2.0미터 이하
인 것

배기량이 2,000
배기량이 1,600cc 이상 2,
이상이거나,
000 미만이거나 길이·
길이·너비·높이
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
모두 소형을 초과
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써 길이 3.
6미터·너비 1.6미
터·높이 2.0미터 이
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
하인 것으로써 길이
4.7미터·너비 1.7미
터·높이 2.0미터 이하
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
인 이하이거나, 길이·너
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
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
이·너비·높이 모
두가 소형을 초과
하여 길이가 9미
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써 길이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
6미터·너비 1.6미 하인 것으로써, 총중
터·높이 2.0미터 이 량이 3.5톤 이하인 것
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
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
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써 길이 3.
총중량이 3.5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총중량이 10톤 이
6미터·너비1.6미
인 것
미만인 것
상인 것
터·높이 2.0미터 이
하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 미
만(최고정격출력 4
킬로와트 이하)인
것

㏄

㏄

㏄

㏄

㏄

배기량이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킬
로와트 이하)인 것으
로 최대적재량(기타형
에만 해당한다)이 60
킬로그램 이하인 것

자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
이하(최고정격출력 11
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
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
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

배기량이 260cc
(최고정격출력 15
킬로와트)를 초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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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승용
자동차

유형별

세부기준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
형인 것

승용겸화물
형
다목적형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일반형

보통의 화물 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
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 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 운송용인 것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
써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 운송용인 것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
조인 것

특수작업형
이륜
자동차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
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써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
이 아닌 것

기타형

특수용도형

특수
자동차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써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써 최대적재량이 100kg 이하인 것

자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여기서 퍼스널 모빌리티와 가장 가까운 것은 경형의 이륜자동차이나 그 정
의가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로써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
다. 따라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가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해석상의 문제가 나온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따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정의하
고 있지 않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정의하면서 자동
차관리법상의 경형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배기량 50시시(cc) 미만의 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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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단 차(정확히는 이륜자동차) 혹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정의하
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가 없고 도로
교통법에만 정의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자동차관리법을 볼 때 퍼스널 모빌리티를 자동차의 범주에 넣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지위 신설 방안
앞에서 살펴본 대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법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전거나 자동차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퍼스널 모빌리티를 자동차관리법, 도
로교통법, 혹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법적으로 새로 정의할 필요
가 있다. 또는 별도의 법제화를 통하여 특별법 형태로 다루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컨센서스도 명확하지 않고, 도로로 통행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이나 도로교통법 등에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한다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
은 실효성이 적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중 하나에 퍼스
널 모빌리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 자전거법에 정의하는 방법
먼저,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정의를 자전거법에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 퍼
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속성상 전기자전거와 비슷하다.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의 영역에 포함된다
면 퍼스널 모빌리티도 전기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그 정의를 자전거법에 포함하고 자전거와 비슷
하게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몇 가지 논리적 문제가 있다. 먼저 자전거법의 명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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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가 아닌 다른 수단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명칭을 보다 포괄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
단상의 특성에 따른 논리적 문제가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교통수단으로 정
의한다면 레저형의 퍼스널 모빌리티와는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자전
거법에서 정하는 자전거는 교통수단이외에도 레저형을 포함한다. 따라서 자전
거법을 변경한다면 교통수단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발생하고 자전거법에 퍼
스널 모빌리티의 정의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정의를 추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현실적인 문제로 자전거 이용자의 반
발을 각오해야 한다. 자전거 단체들은 오랜 기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사람들로써 이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때에 자
전거 이용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에서 운행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률을 변경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자전
거법에 정의한다면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자동차관리법에 정의하는 방법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유사
한 이륜자동차의 정의를 살펴보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수송하기에 적합하
게 제작한 이륜의 자동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는 것만
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자동차관리법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이렇게 포함되었을 때 생기는 법적 이익이다. 자전거도로나 레저용으
로 쓰이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자동차관리법에 정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그러나 여전히 퍼스널 모빌리티가 교통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서 다른 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안전기준, 자기인증,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하는 것이 퍼스널 모빌리티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
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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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로교통법에 정의하는 방법
자동차관리법이나 자전거법의 적용대상은 자동차나 자전거로 명확한데 반
하여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
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도로교통법 제1조)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정의하기에 좋다. 앞서 지적한대
로, 제품으로써의 퍼스널 모빌리티와 레저수단으로써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제
외하면 결국 퍼스널 모빌리티는 교통수단의 기능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
통수단으로써 도로교통법에 정의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또한, 현재도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
에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분리하여 퍼스널모빌리티를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다.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자전거의 중간단계에서 규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
(법제연구원 내부자료)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자전거법과의 관계도 원활
해지고, 경찰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도로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
에 대응하는 것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도
로교통법에 수용되기 곤란하기 때문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고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으로는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고시되나 교통수단으로써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거꾸로 이 법에서 교통
수단으로써의 안전기준을 모두 적용한다면 레저형이나 다른 기능을 하는 퍼스
널 모빌리티를 모두 교통수단으로 정의함에 따라 퍼스널 모빌리티시장을 위축
시키고 새로운 퍼스널 모빌리티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소결
퍼스널 모빌리티의 도로 이용 조건과 안전을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수밖에 없다. 각 법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법의 목적에 맞게 법과 그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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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는 교통수단으로써의 퍼스널 모빌리티에 방점을 두었으나, 앞에서
서술한대로 제품과 교통수단으로써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달리 정의하고 관리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통수단 전체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라 할 수 있으
므로 교통 측면에서의 활성화나 안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퍼스널 모빌리
티의 주무부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68

제2절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위한 조건
현재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이 진행 중이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전
기동력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의 정의를 변경시
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데는 기존 자전
거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혀 개정이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야 했다.
모양 및 형태가 기존의 자전거와 많이 다른 퍼스널 모빌리티의 경우, 자전
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고 관련법을 개정한다면, 전기자전거보다 사회적 합의
를 위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자전거이용자들로부터 자전거도로에 퍼스널 모빌리티가 주행
할 경우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주행테스
트를 통해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가 어떤 다른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
다.

1. 자전거도로 이용조건 설문조사
일반인 설문결과 및 퍼스널 모빌리티이용자의 설문결과 자전거도로로 주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이용자 입장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와 함께 자전거
도로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자전거이용자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자 중 약 77%
는 남성이었으며, 30대의 비율이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하였다. 자전거 이용
횟수는 월 2~4회 이용한다는 응답이 약 25%, 5회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이
55%(110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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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자전거이용자 설문 응답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자전거
이용횟수

사례수

비율%

남성

155

77.1

여성
10대

46
5

22.9
2.5

20대

40

19.9

30대

102

50.7

40대

39

19.4

50대

10

5.0

60대 이상
월1회

3
41

1.5
20.4%

월2회~4회

50

24.9%

월5회~10회

49

24.4%

월11회~20회미만

30

14.9%

월20회 이상

31

15.4%

201

100%

전체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 통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
는 사람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찬성 51%, 반대 49%). 퍼스널 모빌리티
의 적정 통행 위치에 대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37%), 공원/광장에서만 이용(33%), 보도
(16%), 차도(1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퍼스널 모빌리티의 적정 통행 위치 (자전거이용자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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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예상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우려되
는 것은 속도 차에 의한 사고 위험성(32%), 가감속 능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
고 위험성(31%), 회전반경 등 주행특성에서 나타나는 사고 위험성(31%) 순이
었다. 이는 정성적인 평가로써 실험을 통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으로 실험데이
터로 검증하였다.

<그림 3-3>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예상 문제점

자료(왼쪽부터 순서대로):
http://theselfbalancingscooters.com/reviews/ruichy-self-balancing-2-wheel-electric-unicycle-scooter-review/(2016.10.16)
http://www.ninebot.com/Korea(2016.10.16)
http://www.segway.com/products/consumer-lifestyle/minipro(2016.10.16.)
http://www.jackhot.kr/shop/goods/goods_view.php?goodsno=3&category=001(2016.10.16)
http://www.ninebot.com/Product-ninebot.html(2016.10.16)
https://buyasegway.com/store/product/segway-i2-se(2016.10.16)
http://wheeling.kr/business/case_con.php?ptype=view&code=case&idx=5163(2016.10.16)

<그림 3-4>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여부 설문에 사용된 퍼스널 모빌리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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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 중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
는 유형에 대해 질문을 했다. 자이로센서 기반의 자체균형유지 제품 중 기가
휠, 나인봇원, 나인봇프로, 나인봇E, 세그웨이, 일반 모터 동력의 킥보드, 의료
용 스쿠터 등에 대해 설문하였다(복수응답허용).
이중 복수응답을 포함하여, 전동킥보드, 나인봇, 나인봇미니, 세그웨이는
40% 넘는 사람들이 자전거도로에 이용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기가휠, 나인
봇원, 의료용 스쿠터는 약 30~37%의 응답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27%는
모두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5> 퍼스널 모빌리티별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여부

현재 시판 중인 퍼스널 모빌리티는 그 형태와 속도, 무게가 다양하고 향후
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것을 감안하여, 특정 제품이 아닌 안전상 큰 영향을
미치는 무게와 속도를 기준으로 자전거도로 또는 보도 통행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 설문을 시행하였다.
자전거도로 이용 시 자전거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자전거와 비슷
한 속도와 비슷한 무게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도로 이용
이 가능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속도는 25km/h 이하, 무게는 20kg 이하라고 응
답한 사람이 많았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72

<표 3-5>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무게 및 속도제한
행 레이블

10kg
이하

5km/h 이하

12

10km/h
이하

9

8

1

1

1

15km/h
이하

4

23

6

1

2

1

37 (21)

20km/h
이하

2

16

13

4

5

3

43 (24)

3

11

12

9

1

6

42 (23)

5

3

3

1

1

6

21 (12)

2

4 (2)

25km/h
이하
30km/h
이하

2

제한없음

1

계(비율%)

15kg
이하

20kg
이하

25kg
이하

30kg
이하

40kg
이하

21(12)

18 (10)

계
(비율%)

1

13 (7)
20 (11)

1

30 (17) 55 (31) 35 (19)

제한
없음

2 (1)

19 (11) 180 (100)

통행 위치별 퍼스널 모빌리티의 보험필요성에 대해서는 통행 위치와 상관
없이 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7%로 높게 나타났으며, 차도를 이용하는 퍼
스널 모빌리티만 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보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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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약 과반수가 통행 위치에 상관없이 모
두 면허가 필요하다(49%)는 응답이 많았으며, 차도로 통행하는 퍼스널 모빌리
티에 대해서만 면허필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28%, 모두 필요없다는 의견은
17%로 나타났다.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면 기존의 자동차 면허보다는 보다 단
순화해서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를 위주로 면허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이용자의 설문응답 중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를 함께 공유하
기 위한 기타의견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6>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추가조건(설문응답)
- 교육을 통해 안전적으로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 야함
- 퍼스널 모빌리티를 포함시켜 기존 자전거도로 시설의 개선 및 확장으로 안전성 확보
노력 필요
-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장비착용(헬멧 등) 및 전조등, 후미등 등의 도로이용을 기본구비
항목에 대한 규정 필요
-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 및 보험개발이 필요
- 자전거도로 이용자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2. 퍼스널 모빌리티/자전거 주행 비교 실험
자전거이용자 중 많은 사람들이 속도, 가감속, 회전반경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의 운동특성과 자전거의 특성이 달라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설
문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나인봇 제품
군과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주행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퍼스널모빌리티는 최근 이용자가 가장 많은 제품으로 나인봇미
니, 나인봇원S2, 전동킥보드가 대상이며 상대비교를 위해 자전거(로드사이클)
와 함께 비교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테스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약 2주간의
주행능력 습득의 시간을 갖고 가감속, 정지, 회전 등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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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나인봇원S2
․무게 : 11.4kg
․최고속도 : 24km/h
․출 력 : 500W
․휠사이즈 : 14인치
․특징 : 자이로센서에 의
한 자체균형유지기능

․이름 : 나인봇 미니프로
․무게 : 12.8kg
․최고속도 : 18km/h
․출력 : 800W
․휠사이즈 : 10.5인치
․특징 : 자이로센서에 의
한 자체균형유지기능

․이름 : 미니무라 킥보
드
․이름 : 로드사이클
․무게 : 9.3kg
: 6.7kg
․최고속도 : 30km/h ․․무게
휠사이즈 : 28인치
․출력 : 180W
․휠사이즈 : 8인치

자료(왼쪽부터 순서대로):
http://www.ninebot.com/Korea(2016.10.16)
http://www.segway.com/products/consumer-lifestyle/minipro(2016.10.16)
http://www.roboway.co.kr/(2016.10.28)
https://www.evanscycles.com/bmc-teammachine-slr01-dura-ace-di2-2014-road-bike-EV192626(
2016.10.28)

<그림 3-7> 주행 테스트 퍼스널 모빌리티 종류

첫 번째 감속 실험에서는 각 제품군의 속도별 제동거리를 측정하였다.
10km/h, 15km/h, 20km/h 일 때 제동거리를 비교 실험한 결과, 저속
(10km/h 이하)에서 자이로센서를 이용해 자체균형유지(Self Balancing) 기능
이 있는 나인봇 제품의 감속능력이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15km/h 이상에서
는 비교 대상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인봇미니의 경우 최고 속도가
18km/h로 제한되어 있어 15km/h까지만 실험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자
전거의 속도가 15km/h임을 감안하면 퍼스널 모빌리티와 자전거와의 제동거
리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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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속도별 제동거리
속도

자전거
(로드사이클)

나인봇원S2

나인봇미니

전동킥보드

20km/h

2.0m

2.3m

-

2.2m

15km/h

1.5m

1.3m

1.4m

1.7m

10km/h

1.1m

0.6m

0.5m

1.0m

두 번째 실험에서는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의 회전반경 차이를 검토하
였다.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의 회전반경 비교실험에서 제자리회전이 가능
한 나인봇 미니프로의 회전반경이 가장 작았으며, 상대적으로 앞/뒤 바퀴까지
의 길이가 긴 자전거의 회전반경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품별
회전반경의 차이는 회전반경이 작은 퍼스널 모빌리티가 갑작스럽게 방향전환
을 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림 3-8> 퍼스널 모빌리티별 회전반경 비교

퍼스널 모빌리티와 자전거의 세 번째 주행 비교 실험은 노면충격 실험이다.
각 교통수단별 노면충격 실험을 위하여 스마트폰의 자이로센서를 이용해 3축
의 충격량을 측정하였다. 노면충격 실험결과 이용자에게 오는 충격은 바퀴사
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휠 사이즈가 큰 자전거(28“)의

INSIDabcdef_:MS_0001MS_0001

76

충격이 가장 작고(1.7degree/s) 휠 사이즈가 작은 전동킥보드(8”)가 가장 노면
충격이 큰 것(4.7degree/s)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퀴가 횡방향으로 설치된 셀프벨런싱 나인봇 제품(나인봇, 나인봇미
니)들은 작은 턱에도 충격으로 인한 이용자가 균형을 잃는 등 노면상태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퍼스널 모빌리티 노면 충격 비교

이 실험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 할 때 안정적 주행을
위해서는 노면의 포장상태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턱낮춤 지역에서는 단차를 최소화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가.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에서 운행되기 위한 조건
1)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와 유사한 통행특성을 보여야 한다
설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와 무게 및 속도,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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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제동거리, 가감속 능력 등이 유사해야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및 실험을 통해 자전
거도로 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무게 20kg이하, 제품의 제한속도 20km/h 이하의
제품이 자전거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속도 10km/h
이하의 제품의 경우 자전거도로 이용 시 상대속도 차이가 많아 자전거도로보
다는 보도로 통행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설문되었다. 다만, 10km/h 이내
의 속도에서 감속할 경우 자전거보다 빠르게 감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서는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자 및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만큼 안전해야 한다
자전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갖추고, 전조등과 후미등(또는 반
사판)을 붙여야만 공도에서 주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
다. 이와 마찬가지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 주행하기 위해
서는 최소한자전거와 동등한 안전관련 사항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
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브레이크 장착의무, 전조등 및 후미
등 등의 장착의무를 명시해야 상호 안전성이 보장될 것이다.

3) 자전거이용자와의 협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수
년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왔으며 현재 법률개정이 진행 중에 있다. 주행 특성이
다소 상이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단체
등 자전거 이용자와의 보다 많은 세미나, 공청회 등 소통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되며, 전체적 시행보다는 시범사이트를 만들고 자전거와의 상충되는 문
제점들을 찾아가며 개선점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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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조건
설문 및 간단한 실험으로 제시된 내용만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자전거도로에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가 통행한다는 전제하에 시설개선
항목, 퍼스널 모빌리티 시설개선 항목, 통행가능 퍼스널 모빌리티의 종류에 대
한 깊은 연구와 이해당사자의 공감대형성을 통한 통합적 통행방법 제시가 필
요할 것이다. 다음은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시 필요한 조건
이다.

1) 자전거도로의 확대 및 노면 평탄성 개선
우리나라의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보행자겸용도로(76%)이며10), 보행자 겸
용자전거도로의 경우 보도블럭 포장이 많아 노면 충격에 상대적으로 약한 퍼
스널 모빌리티운전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추가확보 및 기존 노면이 불량한 지점에
대해서 노면 평탄성을 확보하는 시설개선 사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전거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특성에
맞춰 항목을 개선 및 추가해야 할 것이다.

2) 관련 교육의 확대
무엇보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와 함께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
는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의 확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장난감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통행방법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

10) 행정자치부(2016), 2015년 기준 자전거 통계조사 자료(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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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현재의 도시교통은 자동차 중심이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교통은 교통 혼잡
과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나 공간상의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다. 그 대안 중 하나로 나타
난 것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 개인교통수단)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아직 레저용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으나 도시교통수단으로 이용
되기에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교통수단으로써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아직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제품 자체적으로도 안전성 문제를 극복해야 하지만 법률적 문제가 존재
한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속하여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 이
동하여야 한다. 또한 차도 이용 시 속도가 자동차에 비해 낮아 자동차와의 충
돌 시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고 있으
며 2016년 들어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
문결과, 66%가 퍼스널 모빌리티가 교통수단으로 유용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문제는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법률화를 위해서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나,
아직 퍼스널 모빌리티의 정의나 분류가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퍼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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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나열하고 분류방식에 따라 정리하였으
며, 좁은 범위와 넓은 범위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정의하였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정의가 본 연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나 1인용의 전기동
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속을 갖는 기기로 잠정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특징은 휴대성 및 이동성이 좋고 친환경적이며, 교통약자
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야기할지 모르
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퍼스널 모빌리티의 정
의에 대한 컨센서스도 없는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단기 처방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자전거 도로 이용에 대한 찬반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인은
67%가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찬성하였고,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는 43%가 찬성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자도 50%가 넘었다.
실험을 통한 자전거도로 진입여부 검토에서도 제동거리나 회전반경에는 문
제가 없고 가감속 능력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면충
격 시험에서 휠사이즈가 작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노면 충
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전거도로에 퍼스널 모빌리티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턱낮춤이 필수적이고(인프라의 개선 필요), 자이로스
콥의 원리를 이용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경우 노면 평탄성에 의한 사고위험
이 크므로 인프라의 개선뿐만 아니라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체적인 안전성 개
선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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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 제언
퍼스널 모빌리티의 도로 이용 조건과 안전을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수밖에 없다. 각 법은 그 목적이 다르기 때
문에 법의 목적에 맞게 법과 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에서 운행되기 위한 조
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전거와 비슷할 필요가 있다. 교통류의 안정화를
위하여 적정 최고속도를 15~25km/h로 정하고 최고무게는 15~30kg으로 규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이외에 크기 등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법정 최소 폭인 1.2m에 맞추어 퍼스널 모빌리티의 폭이 자전거와 비슷한 수준
의 폭 이상이어서는 곤란하다.
둘째,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전거보다 안전해야 한다. 자전거가 이용자 개개
인의 능력에 의하는 부분이 많다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기기 자체에서 그 부분
을 마련해야 한다. 등화장치나 벨, 주행제어를 높이기 위한 핸들의 설치 등은
물론이고,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검토할 부분이 많다. 본 연구는 수시연구로써
모든 부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였으나, 면허나 나이제한,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여부 및 보험가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전거 이용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지난 5년간 계속된 전기자전
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2016년 11월 현재 통과되지 못한
것을 볼 때, 자전거 이용자의 반대는 입법화의 가장 큰 변수이다. 따라서 퍼스
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자와의 공감대 형
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인프라의 개선이 필수적인데, 턱낮춤 이외에도 포장과 주차장, 대여
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가 교통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도입되어 이용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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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이
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특징 및 이용여건, 관련

․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
시하였다. 특히 자전거도로 이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바람직한 대안
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효율적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와 다른 교
통수단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공간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수시과제의 특성상 본 연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대응의 성격을 갖고
있어 시급한 과제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운행조건을 중점적으로 다
루었으나,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는 정의부터 법률상의 문제, 인식문제까지 다
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기초 연구로써 향후 장
기 과제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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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for
Personal Mobilities

․

․

Heecheol SHIN Jaeyong LEE Sari KIM
Urban transportation in modern cities is car-oriented. This
auto-oriented system is convenient but makes environment more
problematic, so that paradigm shift to green transport system is needed.
However, motorized transport system is inevitable. Electric vehicles are
the result. Electric vehicles have disadvantages such as large parking
space compared with that of bicycles. Therefore, personal mobilities
(PM) have appeared to solve space problem of cars as well as
inconvenience of human power transport.
This kind of personal mobilities are getting more popular in not only
domestic but also global market. However, lack of legislation makes
PM inconvenient. Road Transport Act forces people to use driveway
than sidewalk or bikeway, but PMs are slow and dangerous on
driveways. License and helmet are necessary, but users ride without
license and helmet.
Survey results show that PM has high potential for transport purpose.
This research suggests several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safer and
more convenient transport use. Especially,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conditions for PMs to use bikeway since Korean government cons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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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keway as a candidate. First, PMs must be similar with bicycles in
size, weight, and speed. Second, PMs must be safer than bicycles.
Third, consensus between bikeway users is essential.
The result is not a final one but beginning and foundation stone for
more use of 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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