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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모빌리티 소개
김 사 리 연구원 ㅣ 한국교통연구원

원휠*
원휠은 퍼스널모빌리티 중 휠(Wheel)이 1개인 형태의 제품군을 일컫는다. 원휠은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내장되
어 제품 자체적으로 평형을 맞출 수 있으며, 이동하고 싶은 곳으로 몸을 기울이면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무게중
심의 변화를 감지하여 몸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휠 사이즈는 12인치 정도의 작은 제품부터 사람
이 앉아서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사이즈까지 제품마다 다양하다. 대부분의 제품은 조향장치가 없기 때문에
세그웨이(류), 전기자전거 등에 비해 부피가 작고 가벼워 휴대
성이 좋으며, 최고속도는 15km/h~60km/h 정도로 다양하다.
휴대성과 빠른 속도 때문에 야간에 영업하는 대리운전 기사들

GOTWAY 22
MONSTER

이 이동수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향장치가

Weight : 28kg
Max Speed : 60km/h
Range : 160km
Wheel Size: 22 in

없으며 외발 이라는 특성때문에 탑승자가 균형을 맞추기가 어
려워 다른 퍼스널모빌리티 제품군에 비해 초보자가 능숙하게
탑승할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출처 : 갓웨이코리아

MOTOPOGO

IPS MINI

Weight : 33kg
Max Speed : 25km/h
Range : 35km
Wheel Size: 17 in

Weight : 8.8kg
Max Speed : 16km/h
Range : 15km
Wheel Size: 12 in

출처 : MOTOPOGO

출처 : 킥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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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휠보드**
투휠보드는 퍼스널모빌리티 중 바퀴가 2개이며, 탑승자의 양쪽에 바퀴가 수평으로 배치된 제품으로, 조향장치
가 없다. 원휠과 세그웨이(류)와 마찬가지로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사용하며, 양 발의 기울기와 방향을 조절하여
이동경로를 조정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10km/h에서 20km/h정도로 다른 퍼스널모빌리티 제품군에 비해 상대
적으로 속도가 낮으며, 조향장치가 없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 휴대하기
좋다. 또한 휠사이즈가 작고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사용하여 균형을 맞
추기 때문에 노면평탄성에 민감하여, 투휠보드는 노면이 평평한 실내
에서 즐기는 사람이 많다.
미국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팩의 과열, 화재 및 폭발사고로 화제가 되었
던 제품군으로, 안전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었다. 이에 UL(Underwriters
Laboratory)에서는 2016년 2월 호버보드(투휠보드)에 대한 UL안전
기준***을 만들었으며 같은해 7월에는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의 결정에 따라 문제
가 되는 제품들의 대규모 리콜이 이루어졌다.

호버보드 배터리 폭발 사진
출처 : Mashable Asia

* 원휠, 싱글휠, 외발휠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주로 “원휠”이라고 불림
** 미국에서는 주로 호버보드로 불리우며, 한국에서는 “투휠보드”로 불림
*** 12p. 스마트모빌리티 상식 참조
<이미지출처>
갓웨이 코리아, http://gotway.co.kr/product/detail.html?product_no=145&cate_no=42&display_group=1
킥보이, http://kickboy.co.kr/product/ips-mini-미니-전동휠외발-전기-스쿠터-킥보드-퀵보드-어린이-성인용-세그웨이-나인봇원-에어휠-나인봇-원/446/
MOTOPOGO, http://motopogo.com
Mashable Asia, http://mashable.com/2017/03/18/hoverboard-fire-second-death-federal-investigation/#vGtNigRsd5q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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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
김 사 리 연구원 ㅣ 한국교통연구원

본 장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 실시한 조사 결과를 간략
하게 정리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의 대상은 퍼스널모빌리티이다.

관련 용어 정리
-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용어는 스마트모빌리티, 퍼스널모빌리티, 마이크로모빌리티,
이모빌리티 등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정의가 다름
-	이에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용어들의 범주를 알아보기 위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대면조사(20개) 및 설문조사(35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이모빌리티(E-Mobility)
- 퍼스널모빌리티 및 스마트모빌리티보다 넓은 개념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모든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용어
<전동휠체어>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용어
- 다만 전동휠체어는 의료기구에 속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자동차에 속하기 때문에 퍼스널모빌리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스마트모빌리티(Smart Mobility)
-	자이로스코프 기능을 활용하거나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등 기존의 이동수단 보다 스마트(Smart)한 기능을
탑재한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용어
-	일부에서는 퍼스널모빌리티와 동일한 개념이나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 협회차원의 마케팅 용어라는 의견도 있음

<자율주행전기차>

마이크로모빌리티(Micro Mobility)
- 초소형 전기차(1인용 포함)를 지칭하는 용어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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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 이슈
-	퍼스널모빌리티는 기존의 이동 수단의 전통적인

1) 분류

형태에서 벗어나거나 변형된 제품들이 많으며, 앞

-	일대일 대면조사 결과 업계에서는 퍼스널모빌리

으로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형태의 제품이 많이

티 제품들을 크게 자이로스코프를 활용한 자이로

출시될 것임

타입,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

-	특히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의 경

거, 전동스쿠터로 분류함

계가 모호하며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음

-	자이로타입은 바퀴의 개수에 따라 원휠, 투휠 등

-	일부 업체들은 영구안장이 없는 경우 전동킥보드

으로 나뉨

로 분류하고, 영구안장이 있으며 체인이 있으면

-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바퀴가 4개인 4휠이 주류이며,

전기자전거, 영구안장이 있으며 체인이 없는 경우

그에 파생된 형태의 제품으로 2휠 제품들이 있다는

전동스쿠터로 분류함

의견임
퍼스널모빌리티 제품 유형
전동 스케이드보드

자이로 타입

전동킥보드
1휠

2휠

2휠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2

4휠

1)

일대일 대면조사 시 퍼스널모빌리티의 분류는 현재 시장에 나온 제품 종류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진으로 제시하여 분류하도록 함.

2)

전동스쿠터를 퍼스널모빌리티에 포함하는 것은 관련업계의 의견이며,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전동스쿠터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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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모빌리티 시장 동향

퍼스널모빌리티 품목별 추정 판매량(2016년)
2016년
판매량

1) 퍼스널모빌리티 시장 구조
-	퍼 스널모빌리티 구매자의 대다수는 남성이며,

품목별
추정

60,000~65,000대

30~40대가 가장 많음
6,000~
7,000대

-	이 는 퍼스널모빌리티 제품들이 수십만 원에
서 백만 원대를 호가하기 때문에 구매력이 높은
30~40대가 10대, 20대에 비해 고객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전기자전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대 이상의

Max
2,000대
자이로
타입
판매량
미미

노년층이 많이 구매함

2) 2016년 판매량

6,000~
7,000대

-	업계에서 추정하는 2016년도의 전체 퍼스널모빌
리티 판매량은 약 6만대~6만 5천대 수준
전동
스케이트 보드

Max
1,000대

전동킥보드

24,000~
26,000대

전동스쿠터

6,000~
7,000대

전기자전거

15,000대
내외

3) 2017년 시장 전망
-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5천대~1만 5천대가
증가한 7만대~8만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됨
-	특히 2015년 말부터 판매량이 증가하여 퍼스널모
빌리티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
동킥보드의 판매량은 약 1만대 이상 증가할 것으
로 추정됨

퍼스널모빌리티 시장 전망

판매량(대)

200,000

4) 5년 후 시장 전망
-	5년 후 퍼스널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만대~30
60,000

75,000

만대 수준일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함
-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증제도 및 각종 규제로 인한

2016년

2017년

2022년

시장 위축의 두려움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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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모빌리티의 특성
조향 용이성

주사용 목적

이동 거리

주행 속도

휴대성

대중교통

LOW

레저

5km 이내

20km/h 내외

HIGH

연계이용

전동 스케이트 보드
자이로 타입 (핸들바 X)
자이로 타입 (핸들바 O)

MIDDLE
MIDDLE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HIGH

대중교통

5~15km

40km/h 이상

LOW

대체이용

1) 조향 용이성

의 초근거리 운행용이며, 이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	퍼스널모빌리티 제품군 중 핸들바가 있는 제품들은

제품군은 주로 5km이상의 근거리 운행용이 많음

조향이 상대적으로 쉬움
-	핸들바, 무릎컨트롤바가 있어도 자이로센서를 활용하여

4) 주행 속도

움직이는 제품들은 항상 평형을 유지하려는 특성이

-	전동휠 제품군은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되기 때문

있기때문에 경사로, 요철구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제품 속도가 20km/h 내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에 비해 조향 용이성이 떨어짐

외 정도로 낮음

-	원휠, 전동스케트보드 등 핸들바, 무릎컨트롤바가
없는 제품군은 상대적으로 조향이 어려움

-	반면 이동을 목적으로 사용 되는 제품군은 소비자
들이 요구하는 주행 속도가 40km/h 이상으로 높음

2) 사용 목적

5) 휴대성

-	전동스케이트보드 및 자이로타입 제품군은 레저

-	전동스케이트보드, 원휠, 투휠보드 등은 조향장치가 없

용으로 많이 사용됨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아 휴대성이 용이함

-	그러나 원휠의 경우 심야 대리운전기사들의 이동
수단으로 많이 사용됨
-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는 주로 이동
을 목적으로 사용됨

6) 대중교통 연계성
-	조향장치가 없는 제품군은 휴대성이 용이하기 때
문에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연계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이동거리
-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제품군은 주로 2~3km 수준

-	그러나 상대적으로 휴대성이 떨어지는 제품군은
대중교통을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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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법제도 현황
양 수 정 연구원 ㅣ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출처: 김미혜, 마이크로모빌리티 7차 세미나 -해외의 개인형 이동수단 정책 및 법제도, 2017년 7월

스웨덴은 유럽 내 타국가와는 달리 전기자전거 모터의 최대 출력을 250W로 엄격히 제한해왔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부터 최대 1kw 모터까지 장착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면서 관련업계에서는 크게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
기자전거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스웨덴의 개인형 이동수단 정의와 기술적 기준, 입법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스웨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	스웨덴의 도로교통수단으로 자동차, 버스, 자전거, 전기자동차, 모페드, 트레일러 등이 포함되며, 퍼스널 모빌
리티도 도로교통수단으로 분류됨
●	스웨덴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Moped로 분류되며, Moped는 Moped ClassⅠ/Moped ClassⅡ로 구분
●	Moped ClassⅠ는 2륜 내지 4륜 자동차로 정의하며 최대속도 45km/h 이하로 설계된 것을 의미
●	Moped ClassⅡ는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되고 있음
- 유럽연합이 승인한 2륜 내지 4륜 자동차, 최대속도 25km/h 이하로 설계된 모페드
- 스웨덴에서 2003년 6월 17일 이전에 승인된 최대속도 30km/h 이하로 설계된 모페드

개인형 이동수단(Moped Class Ⅱ)의 기술적 기준
구분

적용기준

제동장치

- 제동감속도 3m/s2의 서비스 제동시스템(기기의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고 신속하
게 정지할 수 있는 장치)과 주차브레이크를 갖추어야 함

등화장치

- 적색 후미등을 갖추어야 함
- 후미등은 후면 300m 거리에서도 명확하게 인식이 가능해야 하며, 적어도 분당
200번 점멸을 요구함

스마트모빌리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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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등화장치

- 백색 또는 황색 전조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면 300m 까지 빛을 방출할 수 있어야 함
- 자전거 트레일러가 부착된 기기는 적색 후미등
- 사이드카카 부착된 기기는 적색 후미등과 백색 전조등

반사장치

- 전방 및 후방에 반사장치 장착

경적

- 모페드가 경고 신호를 방출할 수 있는 경적장치를 장착

조향장치

- 파손이나 오작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향장치를 장착
- 조향장치는 운전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오작동
의 위험이 없어야 함

규격

- 길이 1.6m, 너비 0.75m 이하
- 장애인이 운행하는 모페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길이와 너비 조정 가능

개인형 이동수단(Moped Class Ⅱ) 입법 동향
구분

적용기준

정의

- 최대 동력 1kw를 초과하지 않으며 최대 속력 25km/h까지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스쿠터로서 유럽연합이 승인한 모페드
- 최대속력이 30km/h로 설계된 스쿠터로서 스웨덴에서 승인한 모페드

면허

- 15세 이상인 자에게 운행자격이 주어지며 면허 취득을 요구하지 않음

제한속도

- 설계속도 25km/h 미만

차량등록

-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의무가 없음
-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됨

차량검사

- 차량검사 의무 없음

자동차 보험 가입

- 자동차손해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함
- 운전 시 책임보험증권 소지

특별교통 규칙

- 운전자와 승객 헬멧을 착용해야 함
-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 가능
- 대중교통차량 이동방향을 따라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 가능
- 고속도로에서 운행 불가
- 자전거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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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 수 정 연구원 ㅣ 한국교통연구원

르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한국 생산 추진
-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 르노가 초소형 전기자동차 ‘트위
지(Twizy)’의 국내 생산 추진
- 생산업체는 르노삼성이 아닌,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외
주를 맡기는 방식 채택
- 2017년 7월 23일, 르노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반제
품조립방식(SKD) 생산이 가능한 업체 방문과 정부 정책 등
시장 현황 전반 점검
-	계획대로면 올 하반기 공개 입찰을 통해 트위지 전담 생산 업체 선정 후 2018년 물량부터 한국산 트
위지를 시장에 투입하게 될 전망
출처:	전자신문, ‘르노 트위지 국내생산 초읽기,한국 전기차 생산·테스트베드로 부상’(2017.07.23.)에서 재인용
http://www.etnews.com/20170721000307
이미지 출처: 르노삼성, http://m.renaultsamsungm.com

강원도, 국내 최초 수출주도형 e-mobility 클러스터 조성
-	강원도는 e-mobility 산업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횡성 우천산
업단지에 전기자동차와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를 유치하고 수출 전문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17년 7월 7일, 강원도와 횡성군, 강원연구원은 횡성 우천산업단지 준공식에 맞추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SJ테크와 e-mobility 투자 협약을 체결
-	총 1,005억원을 투자하고, 우천산업단지내 4만 3천평 규모의 e-mobility 생산공장 건립, 앞으로 35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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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천산업단지 및 원주권역에 연관된 소재/부품기업 집적을 통해 소형 e-mobility산업의 생태계(소재부품-완제품)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
출처: 강원도청, 국내 최초 전기구동차량 산업단지가 강원도에 생겨요!(2017.07.17.) 보도자료 재인용
http://www.provin.gangwon.kr/gw/gnews/sub04_05?articleSeq=20170717153343533&mode=readForm&sccode=34&mccode=4

대전시, 공영 전기자전거 도입
-	대전시는 무인 공영자전거 시스템인 ‘타슈’에 전기자전거를 도입한다고 밝힘
-	2017~2019년까지 28억원을 투입하여 무인 대여 시스템과 충전시설 등을 구축한 후, 2019년부터
전기자전거 500대를 시범운영할 계획
- 전기자전거의 도입으로 경사로 주행이 어려운 교통약자들도 자전거 이용이 더 편리해 질 것으로 전망
출처:	대전광역시청, ‘타슈 공영전기자전거도입 4차산업혁명,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2017.8.3.)에서 재인용
http://hankookilbo.com/v/30f95832e707443a96203e91ddf2bacc

나인봇 MiniPRO, 해킹에 취약
- 	사이버 보안회사 IOActive는 나인봇 MiniPRO가 모바일 앱
으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연결할 경우 해킹
및 외부통제에 취약하다고 밝힘
-	해커의 조작으로 호버보드의 배터리 폭발이 발생하지는 않
지만, 원격시스템으로 탑승자의 운행방향을 바꾸거나 급정
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IOActive는 위의 보완 결함사항을 공개함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펌웨어도 발표함
-	Synopsys의Chris Schmidt는 보완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블루투스 연결 시 기본 자격증명으로 작동해
서는 안되며,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경우 인증되지 않은 원격 액세스를 허용하지 말고 암호화하여 실
행해야 한다고 권고함
출처:	IOActive, Finds Critical Security Vulnerabilities in Segway/Ninebot MiniPRO Hoverboard(2017.8.23.)에서 재인용
Chris Schmidt,Security Flaws Discovered In Ninebot Segway Hoverboards(2017.8.28.)에서 재인용
https://www.ioactive.com/news-events/ioactive-finds-critical-security-vulnerabilities-in-segway-inebot-minipro-hoverboard.html
http://www.informationsecuritybuzz.com/expert-comments/security-flaws-discovered-ninebot-segway-hoverboards/
이미지 출처: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lq3EPiG5guk&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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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모빌리티 상식
스마트모빌리티의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품 안전 규정 및 이용 안전 대책은 미
흡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호버보드의 배터리 폭발사고가 여러 건 접수되었고, 이에 UL에서는
2016년 1월 투휠보드에 대한 UL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UL인증과 투휠보드에
부여된 UL2272 인증에 대해 알아본다.

UL 인증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이하 UL)은 미국에서 최초로 안전
규격을 개발한 국제적 안전인증 시험기업으로 제품의 전기·화재 안전
테스트 및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UL의 안전기준은 미국 국립규격
연구소로부터 국가규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UL 2272
UL2272는 개인형 이동수단 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배터리 팩, 충전기 및 전원 공급 장치와 같은 개별 구성 요소
들이 결합했을 때,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성 테스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성 테스트에는 온도, 절연 내압
등의 전기 시험, 진동과 충격에 대한 기계적 결함 시험, 물 튀김에 대한 노출과 급격한 온도변화에 대한 환경
시험, 재료 및 성분 시험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2016년 1월 공표한 UL2272 초기버전은 호버보드만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제시하였고, 2016년 11월에 일부 개인형 이동수단 장치에 적용될 수 있는 안전기준 최종버전을
공표했다. 페달이 있는 전기자전거나 전기스쿠터, 페달이 없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UL 2849 안전기준이 있다.
* UL 시험 및 인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ul.com/hoverboards 참고

스마트모빌리티 브리프 : 2017년 8월호 Vol.3 발행일 : 2017년 8월 31일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Tel 044)211-3114 Fax 044)211-3222 l www.koti.re.kr

www.ko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