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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모빌리티 소개
김 사 리 연구원 ㅣ 한국교통연구원

전동이륜평행차*
최근 유행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첫 시작은 2001년 딘 카멘(Dean Kamen)이 발명한 세그웨이라고 할
수 있다. 세그웨이는 투휠보드에 조향장치가 장착된 형태의 제품으로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기
계가 스스로 발판의 평형을 맞출 수 있다. 또한, 기기에 달려있는 핸들(조향장치)을 좌우전후로 움직여 이동방
향을 조절할 수 있다.
세그웨이를 시작으로 에에휠 S5, 도요타 윙렛(Winglet), 인모션
R1EX 등 여러 회사에서 비슷한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시장
에 출시하였으며, 약 500~1,000만원에 판매되는 세그웨이에 비
해 약 100만원에 팔리는 등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SEGWAY I2 SE
Weight : 47.3kg
Max Speed : 20㎞/h
Range : up to 38 ㎞
출처 : Segway

Winglet
Weight : 20kg
Max Speed : 6㎞/h
Range : up to 4 ㎞
출처 : TOYOTA

*전동입식이륜차, 전동직립이륜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아직 확정된 명칭은 아직 없으며 향후 정리 예정
**12p 스마트모빌리티 상식의 용어해설 참조
<이미치 출처>
TOYOTA, https://www.toyota.co.jp/jpn/tech/personal_mobility/road-ride/
Segway, http://www.segway.com/products/professional/segway-i2-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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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격대 만큼이나 제품의 제원 또한 다양한데
무게는 20kg~50kg, 최대 속도는 6㎞/h~20㎞/h,
최대 주행거리는 4㎞~38㎞ 정도이다.
Inmotion R1EX
Weight : 15.5kg
Max Speed : 15㎞/h
Range : up to 20 ㎞
출처 : Inmotion

이러한 제품은 기존의 교통수단과 달리 새롭게 나타
난 형태이기 때문에 일원화된 명칭이 없어, 전동이륜
평행차, 전동직립이륜휠, 전동입식이륜차, 전동직립
이륜차, 직립형 이동수단, 왕발통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퍼스
널 모빌리티를 전동이륜평행차로 분류하여 전동 기
능이 있는 보드류의 KC 안전기준 입안을 예고했으며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세그웨이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제품의 크기
와 길이, 무게 등을 줄인 나인봇 미니, 에어휠 S6 등
의 제품들도 전동직립이륜휠에 속한다. 이러한 제품
들은 무릎으로 이동방향을 조절을 할 수 있다.
Airwheel S6
ninebot miniPRO

Weight : 14kg

Weight : 13kg

Max Speed : 17㎞/h

Max Speed : 16㎞/h

Range : up to 60 ㎞

Range : up to 25 ㎞

출처 : Airwheel

출처 : Ninebot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20호,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239&mode=view&page=15&cid=19084
<이미치 출처>
Inmotion, http://www.inmotion-france.fr/r1-design.php#
ninebot, http://www.ninebot.com/Korea
Airwheel, http://www.airwheel.net/home/product/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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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용 전문연구원 ㅣ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출처: 개인용 교통수단의 보급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한국교통연구원, 2016

퍼스널모빌리티 인식조사

나타남
-	퍼스널 모빌리티가 교통수단으로서 유용할 것인

-	퍼스널 모빌리티는 차세대 이동수단으로서, 전

지를 묻는 질문에 66%가 유용할 것이라 응답했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 이용자

으며, 연령별로는 상대적으로 어린 10대, 20대에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서 유용하다는 평가가 많고, 60대 이상 고령자 층

-	이용자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이슈도 증

에서는 유용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가하고 있어 일반인(2,234명)및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77명)를 대상으로 통행방법과 관련한 인식

[그림 2] 퍼스널 모빌리티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유용성

조사를 2016년 10월 실시

0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적정
통행위치로는 자전거도로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52%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도(공원)가 31%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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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퍼스널 모빌리티의 적정 통행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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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하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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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전거도로 주행시 예상 문제점 (PM이용자)

나타남
-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에 이용이 가능한 퍼스널모빌리티의 기준에 대한

회전반경 등
주행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위험성

설문을 진행함
-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한 퍼스널 모빌리티

35%

40%

의 무게 및 속도에 대해서는 15kg이하라고 응답

속도차에서
발생하는
사고위험성

25%

한 비율이 19명(27%)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한을
가속/감속 능력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위험성

두지 말자는 응답이 13명(19%)으로 두 번째로 많
았음
-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25㎞/h이하가 18명(26%),

-	일반인 및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설문결과 퍼

15㎞/h이하가 17명(24%) 순으로 나타남. 이보다

스널 모빌리티의 적정 통행위치로는 대부분 자전

빠른 교통수단이나 무거운 교통수단의 경우 자전

거 도로의 통행허용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

거도로 보다는 차도에서 통행하는 것이 적정하다

며,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경

는 의견임

우 회전반경 등 주행특성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을
우려함

-	퍼스널 모빌리티이용자가 생각하는 자전거도로
이용 시 자전거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전반경

-	보도/자전거도로/차도 통행위치별 적정한 무게제

등 주행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

한 및 속도제한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며 안

한 우려(40%), 속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위험

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전용면허 및 전용보험 등에

성(35%), 가속/감속 능력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위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험성(25%) 순으로 나타남

[표 1]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퍼스널 모빌리티 무게 및 속도 (PM이용자)
행 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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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 일 연구위원 ㅣ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개인형 이동수단(PM)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도 안전문제일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해외의 PM사고사례와
보험상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해외에서는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의무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자신의 사고
는 보험을 강제화 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위원회에서 PM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개인형이동수단(PM)의 사고 사례

[표 2] 세그웨이 위험성 관련 연구
연구명 (연구기관)

-	해외에서는 PM의 사망사례가 보도 되고 있으며, 상해
사고의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발표되고 있음. 하지만, 세그웨이 주행실험 연구
에서는 자전거보다 안전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음
[표 1] 해외 PM 사망사고 보도자료
국가 (일시)
차종
미국 (2010.9.26)
세그웨이
미국 (2014.7.22)
E-스케이트보드
싱가폴 (2015.11.17)
E-스케이트보드
영국 (2015.12.10)
호버보드
싱가폴 (2016.3.19)
E-스쿠터
싱가폴 (2016.10.27)
E-bike

사고내용

주행 중 절벽추락 (세그웨이사 대표)

“Serious Injuries Related
to the Segway Personal
Transporter. A Case
Series” (Annals of
Emergency medicine,
2010)

•세그웨이 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24.4%, 그 중 중환자실 입원율이
40%, 부상자들의 헬멧 착용률은
17.1%로 조사됨
•일반상해 사고에 비해 세그웨이 사
고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일
으킬 가능성 높음

Segway related injuries in
Vienna (the Lorenz Bohler
Trauma Centre, 2016)

•골절률 23.5%, 타박상 24.6%, 최
빈도 진단은 요골·골두·골절
15.1%

Segway 보행자 충돌 안전
성 실험 (독일 사고보험조
사협회, 2009)

•15㎞/h 속도의 세그웨이와 보행자
가 충격 후 전도 시 상호 모두 두부
에 심각한 손상 발생

Pilot Project for Evaluating
the Segway (캐나다 퀘
백 전기자동차 실험센터
2006)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부드럽고 긴
급상황에서 빠르게 정지 가능
•자전거보다 안전성 면에서 긍정적
으로 평가

Segway in public spaces
(독일연방도로공단 BASt
2006)

•세그웨이는 교통시스템에 매우 적
합하며 천천히 움직일 수 있으며
쉽게 정지 가능함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보다 충
돌 잠재성이 낮음

주행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사망
도로주행 중 기기에서 넘어지며 머리
부상 후 사망

연구결과

주행 중 넘어지며 버스에 역과하여
사망
도로주행 중 기기에서 넘어지며 머리
부상 후 사망
고속도로 주행하는 PM을 트럭이 추
돌한 사고

해외의 PM 보험상품
-	해외의 PM 보험상품은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보험
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과 ‘개인 배상 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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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하는 상품으로 구분되며, PM에 대한 의
무보험을 규정한 국가들(네덜란드, 독일)은 자동차
기반의 상품으로 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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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해외 PM보험 상품
국가

상품명

보험료

보험

(보험사)

내용

(연간)

종목

세그웨이 보험

-	PM 산업 및 법제도 등이 발달한 싱가폴에서는 최
근 잇따른 사망사고를 계기로 이용자 안전을 위한
PM법률을 제정하여 기기별 ‘정의규정’ 및 ‘주행구

네덜란드 •대인: 사고당 3만유로 한도 (3천
49유로
6백만원)
(anwb)
(약 6만원)
•대물: 사고당 350 유로 한도 (42
만원)
스쿠터 보험

간 확정’, 사고시 징역형을 포함한 ‘엄격한 처벌규
정’을 도입하고 있으나 보헙가입은 비강제로 하고

독일
(AXA)

있음(Active Mobility Bill, 2017.1.11)
-	해외의 PM보험 상품은 운송기기의 특성상 운행
위험과 관련하여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상품이
구성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PM보험 상품이
없어 기존의 보험으로는 배상처리 할 수 없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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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인당 750만 마르크 한도
(10억원)
•대물: 1,500만 유로 (2억5천만원)

세그웨이를 위한 자동차 보험
일본
(三井住友) •사망: 3,000만엔 한도 (3억원)
•부상: 120만엔 한도 (1천2백만원)
PM 보험
•사망: 20만 싱가폴달러 (1억6천
싱가폴
만원)
(Income)
•부상: 2,500 싱가폴달러 (2백만원)
•배상책임: 100만 싱가폴달러 (8억원)

54유로
(약 6만
5천원)

자동차
보험
(의무
보험)

9.510엔
(약 9만
5천원)
96싱가폴 개인
달러
배상 및
(약 7만
개인
7천원)
상해

[그림 1] 싱가폴의 도로 유형별 운행가능 PM기기
구분

구역
인도

자전거·보행
주행구간 자 겸용도로
도로

허용기기

불허가기

•PM, 전동휠체어, 자전거

전기자전거

•PM, 전동휠체어, 자전거,
전기자전거
•자전거, 전기자전거

PM,
전동휠체어

공로주행기기 조건
최대중량 20kg / 최대 폭 70cm / 최고속도 25㎞/h

[표 3] 국내 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보험종류

상품

배상한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일반보험

계약별 상이
영업배상책임보험
자전거보험

장기보험

일상생활중배상책임

자동차보험

개인용·영업용·업무용/
이륜자동차/취급업자

사고당 1억원한도
•의무: 대인1억5천만원, 대물 2천만원
•임의: 무한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면책 여부
•자동차사고로 생긴 손해는 면책
•시설 내 주차로 생긴 손해 중 일부는 담보
•자동차에 의한 손해는 면책
•구내용 이동장치(mobile equipment)는 담보
•원동기 장치에 의한 사고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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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법제도 현황
양 수 정 연구원 ㅣ 한국교통연구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그로닝겐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있으며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원동기 장치가 장착된 이동수단기기를 모페드(Moped)로 정의하고 있으며, 모페드는 Classic Moped와 세그
웨이와 나인봇, 스쿠터 등을 포함하는 Light Moped로 분류된다. 2010년부터 모페드는 자동차 등의 기타 교통수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Light Moped가 괄목할 만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2014년 특수모페드 규칙을
제정하여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네덜란드의 Moped/Light Moped 기준과 입법동향,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네덜란드 개인용 이동수단 분류

Moped

●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로, 운행을 위해 AM 면허증(16세 이상 면허증발급)과 헬멧착용이 필수
● 최대설계속도 45㎞/h, 배기량 50㎤ 이하의 내연기관·스파크 점화기관, 4kw 이하의 하이브리드 기관·전기모터
● 최대 속도 및 이용가능 도로
- 도시 내 차로 통행 시 최대속도 45㎞/h
- 도시 내 자전거도로 주행 시 최대속도 30㎞/h
- 외곽지역 주행 시 자전도로를 이용해야하며 최대속도 40㎞/h
- 자전거도로가 없는 외곽지역에서는 최대속도 45㎞/h

Light Moped

● 네덜란드 도로교통법에서는 모페드와 특성이 유사한 이동수단으로 분류
● 세그웨이, 나인봇 등 본 연구의 스마트모빌리티가 이에 해당됨
● 최대설계속도 25㎞/h , 배기량 50㎤ 이하의 전기모터
● AM면허증은 필수조건이나, 헬멧은 착용의무가 없음

입법 동향
● 허가
- Light moped 도로운행을 위해서는 인프라환경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에는 안전과 환경보호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될 수 있는 지 명시되어야 함
- 인프라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3주 이내에 결정
● 등록의무
-	2007년 부터 모든 Moped에 대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번호판을 부착할 의무가 있음 (Moped-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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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Moped-파란색)
-	2011년 1월부터 Segway와 같은 자기균형조절 이동장치에 대한 등록의무는 폐기되었으나, 보험가입증서를
요구하고 있음
● 안전모 및 조향장치
- Moped 운전자는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나, Light Moped 운전자는 적용되지 않음
- 야간 및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명장치를 장착해야함
● 주행허가도로
- Segway를 포함한 Light Moped는 보험가입을 전제로 도로운행이 허가됨

네덜란드 개인용 이동수단 현황
○ 번호판 장착 Moped 수 증가
- 2016년 번호판을 부여받은 Moped 차량 수가 전년 대비
2.3% 증가

연도별 Moped 대수

x1,000
1,200
1,000

- 집계된 이동수단으로는 Moped/Light Moped/초소형자동
차로 구성

800
600
400

- 일반 Moped와 초소형자동차의 대수는 줄어들었으나, Light
Moped 등록대수는 증가하여 총 Moped 차량 대수는 매년
증가추세

200
0

2007
2010
2013
2014
2015
2016
Source: CBS, 2015b, ROW. / 출처: Transport and mobility 2016

○ 전기 Moped 판매대수 증가

- 2016년 전기 Moped 수는 30,300대로 5년전에 비해 약 2.5
배 증가
- 2016년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총 자전거 판매대수는 100만
대, 4대 중 1대는 전기자전거가 판매됨

x1,00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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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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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연도별 전기-Moped 대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Source: CBS, 2015b, ROW. / 출처: Transport and mobility 2016

본문출처
- CBS, “Transport and mobility 2016”, https://www.cbs.nl/en-gb/publication/2016/25/transport-and-mobility-2016
- Institute for road and safety research, https://www.swov.nl/en/facts-figures/factsheet/moped-and-light-moped-riders
- 한국법제연구원(2016),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정책과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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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캔버라, 음주 후 세그웨이 운행 불법
-	오 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의회(Australian Capital
Territory Legislative Assembly)에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ACT 도로법(ACT road rules)를 적용 범위를 트램운전자와
세그웨이 탑승자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세그웨이 탑승자도 다른 운전자들처럼 음주 후
운전을 하는 것이 불법이 됨
-	2016년 12월 소비자법무부(Justice and Consumer
Affairs) 장관은 세그웨이 탑승자를 안전모 등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필요한 “보행자”로 분류하도록 법을 개정하겠
다고 밝혔지만, 2017년 ACT 도로법(ACT road rules) 적
용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세이웨이 운전자는 차량운전자나
다른 대중교통수단 운행기사와 같은 대우를 받게됨
출처:	The Canberra Times, ‘Drinking while riding a segway will soon be illegal in Canberra’(2017.6.8)에서 재인용,
http://www.canberratimes.com.au/act-news/drinking-while-riding-a-segway-will-soon-be-illegal-in-canberra-20170608-gwmycv.html

영국, 세그웨이로 뉴키 해변 순찰
-	영국 콘월(Cornwal)주 뉴키(Newquay)의 경찰은 2대의 세그웨이를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지역
순찰을 위해 사용하기로 함
-	세그웨이를 이용한 순찰은 올해가 2번째로, 조사관 Dave Meredith에 의하면 뉴키 지역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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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범위를 담당할 수 있고, 방문객과 거주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함
-	그러나 세그웨이 순찰은 도심지나 도로, 순찰로가 아닌 해안가에 한정하여 운행할 예정임
출처:	Cornwall Live, ‘Segways back to patrol Newquay beaches this summer’(2017.6.17)에서 재인용, http://www.cornwalllive.com/segwaysback-to-patrol-newquay-beaches-this-summer/story-30394280-detail/story.html

트위지, 국내 고객 인도 시작
-	르노삼성자동차는 6월 16일, 초소형전기차
인 ‘트위지’의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고 밝힘
-	올해 트위지의 판매 목표인 1,000대는 전기
차 공모를 통해 이미 소진됨
-	특히 개인고객의 신청이 80% 가까이 몰려
도심 근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신교통 수단의
잠재적 수요를 보여줌

출처: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차, 부산서 뉴 모빌리티 미래 쏘다’(2017.6.16)에서 재인용,
http://m.renaultsamsungm.com/2016/bbs/news/view.jsp?seq=1021
이미지 출처: renault UK, https://www.renault.co.uk/vehicles/new-vehicles/twizy/design.html

시흥시에 퍼스널모빌리티 도로 구축 예정
-	시흥시는 친환경수단인 퍼스널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해 배곧신도시 수변공원 내 자전거도로 및 보도에
퍼스널모빌리티 운행규정 및 안전표지판 등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중
-	또한 월곶역~시흥프리미엄아울렛~수변공원~캠핑장 구간을 기존 자전거도로에서 퍼스널모빌리티
겸용도로 구간으로 조성하여 도심 관광에 활용하는 계획도 마련중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퍼스널모빌리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대로
시흥시는 퍼스널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
출처: 시흥시청, ‘시흥시, 친환경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추진’(2017.6.14)에서 재인용, http://www.siheung.go.kr/media/?p=12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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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모빌리티 상식
전동평행이륜차는 이용자가 제품 위에 편안하게 서서 조향장치를 움직여 이동하는 형태의
퍼스널모빌리티이다. 제품이 경사로를 이동하여도 이용자가 넘어지지 않고 서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전동평행이륜차의 중요한 원리인 자이로스코프 센서에 대해 알아본다.

자이로스코프 센서(Gyroscope Sensor)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각도의 변화와 각속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이다.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통해 외부요인에 의해 변화된 각도와 각속도 정보를 측정할 수 있고, 이 정보를 전자신호로 바꿔 활용
하면 이용자의 발 기울기 등에 따라 퍼스널모빌리티의 조향이 가능하다.

자이로스코프 센서 활용 퍼스널모빌리티의 장단점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활용하면 경사로를 이동하더라도 경사로에 맞게 발판의 각도가 자동적으로 조절
되어 신체가 평지와 수직이 되게 하여 이동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타이어 펑크, 요철구간 통과
등으로 인해 기기의 균형이 무너졌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크다.

AST 시스템(Automatic Straight Travel System)
국내 기업 로보쓰리에서는 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이로스코프 센서의 균형이 무너졌을때 발생
하는 쏠림(급회전)현상을 방지하고 직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 AST 시스템을 세계최초로
개발하여 퍼스널모빌리티 기기에 접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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