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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판 뉴딜과 교통부문의 도전

오재학 원장
한국교통연구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봉쇄조치(lock down)로 생산과 소비가 붕괴
되고 전 세계 경제는 불황의 장기화로 진입하였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시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비대면 사회활동의 증가, 온라인 경제체제로의
전환,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 및 변화 등은 방역·의료 및 사회안전망의 중
요성을 더욱 생각하게 되었고 공공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충격에 대한 회복방안으로 1,2차 추경에 이
어 3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3차 추경에서는 디지털 전환적 한국
판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크게 디
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
전 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
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
고 강력히 추진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02

월간 교통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판 뉴딜과 교통부문의 도전

디지털 뉴딜에서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이라는 이른바
DNA를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구축,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 비대
면 산업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으로 경제구조를 구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린 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뜻한다. 현재 화석에너
지 중심의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에너
지·환경분야의 신산업 창출과 고용을 늘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목표이다.
휴먼 뉴딜은 사람의 안전과 행복, 건강과 역량 등 사람 중심 경제를 구축하는 데 투
자하는 것이다.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데 본격적으로 투자 하는 것으로 국민의 행복
과 삶의 질 향상에 우선의 사회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3대 뉴딜은 인구절벽과 불평등 심화, 혁신성장의 부재, 환경문제 악화 등 자본중심
이 양적 성장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사람 중심의 전환적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동
시에 해소하는 위기전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
격과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우리나라 혁신성장 동력의 기반이 되고 나아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발전하기 위
하여 교통부문의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
 통부문에서의 디지털 뉴딜은 기존 교통SOC의 디지털화와 함께 4차산업혁
명이 시험대라 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혁신경제의 주요 과업으로 추진되었던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은 기존 산
업과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모빌리티 서
비스 혁신이 성공하려면 혁신서비스와 기존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포용, 즉 사회복지안전망이 구축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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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통부문에서의

그린 뉴딜은 녹색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여야 한
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지난 4월 말 열린 제11차 피터스버그 기후각료회의
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 경기 부양책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도 파리협정 이행과 국제적 연대강화, 환경 가치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
하여 더욱 적극적인 교통에너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최초로
제정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차 공급 및
수소충전 시설의 조기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 노후화된 경유 화물차를 친
환경차로 전면교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
셋째, 교통부문에서의

휴먼 뉴딜은 온라인 경제체제에 대한 투자이다. 생활물류나
모빌리티 서비스와 같은 스타트업 양성과 교통물류 빅데이터 분석가와 같은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일 것이다. 코로나19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
사회활동과 사람들의 이동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반면에 온라인 쇼핑 주문 증
가 등으로 배달차량 이동은 많이 증가하였다. 미래 여건이 바뀌는 만큼 근로자
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감당할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것
은 디지털 뉴딜의 기반이 된다.
코로나19는 지난 몇 달간 국민과 국가에 큰 시련임과 동시에 G5로 성장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가 되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 전 세계가 주목한 K
방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와 대응 방식은 새로운 선진국 모범사례로 부
족함이 없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
게 되었다.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 불확실하지만 세계 경제와 산업은 재편되
고 있고 국제협력이 분열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
공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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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공유 비즈니스’ 현황과 전망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국
내외 관심이 높아가고, 관련 기업들의 가치가 자동차 제조사 가치를 휠씬 뛰
어넘는 시점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공유 비즈니스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제까지 이동수단은 자동차로 대표되는 형태로 더욱 먼 거리를 더욱 빠르
게 이동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개인형 이동수단은 더욱 편리하고 효
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는 단어가 아직은 정확한 용어 정의가 되지 않아 ‘개인형 이동장
치(도로교통법 개정(안)’,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용 이동장치’ 등으로 사용
되고 있으나, 향후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모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5
월 21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최고속
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을 넘지 않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
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그동안 이슈였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 운전면허, 안전보장구 등의 관련 문제들이 일부 해소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관련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다양한 제
품개발을 준비 중이다.

용어정리
2020년 ITF(International Transport Forum)에서 발표한 ‘Safe Micromobility’
를 통하여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용어와 제품
하일정

의 유형에 대한 용어집을 제안하였다. 이 내용이 특정 국가의 법률 용어와 규
사무국장

스마트모빌리티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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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아니다.

특집 ➊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공유 비즈니스’ 현황과 전망

용어 및 유형
Micromobility

최대 350kg의 중량과 45km/h 이하의 최고속도로 운행되며, 속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전력공급 감소 및 차
단 장치를 장착한 개인 이동수단으로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킥보드를 포함

Micro-vehicle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사용되는 장치 또는 차량

Powered (adj.)
(Synonym: motorised)

사람의 힘이 추가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의 형태로 스로틀 제어 또는 자이로센서로 이동하는 마이크
로모빌리티는 포함되고, 자전거와 PAS 전기자전거는 제외

Motor scooter

전륜부와 후륜부 사이에 발판 형태의 낮은 플랫폼 구조의 형태 또는 외관을 갖춘 것으로 파워와 속도에 따라
법적으로 ‘moped’와 ‘motorcycle’로 분류

Powered two-wheeler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포함하는 자동차 종류로 내연기관과 전기구동을 포함

Motorcycle

최고속도 45km/h 이상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2~3개의 바퀴와 좌석을 갖춘 동력식 온로드(On-road) 차량

Moped

2~3개의 바퀴와 좌석을 갖춘 전동식 온로드(On-road)차량으로 페달을 장착하기도 함. 내연기관(50cc 이
하), 최대속도는 일반적으로 45km/h로 제한되며, 번호판 장착은 국가마다 상이함

Bicycle
(Synonym: bike, cycle)

2개 이상의 바퀴가 있고, 일반적으로 사람의 힘, 특히 페달 시스템, 레버 또는 핸들에 의해 추진되는 제품으
로 보조 동력 장치(전기자전거, Pedelec)가 있는 사이클 포함

E-bike
(Synonym: electric bicycle)
Pedal assisted bicycle

PAS 또는 스로틀 제어로 동력이 전달되는 보조 전원 장치가 있는 자전거 유형
사용자가 페달을 밟을 때만 동력을 제공하는 전기자전거의 한 종류로 pedelecs 및 speedpedelecs와 같은
다양한 출력 레벨의 모델도 포함

Pedelec
(Synonym: slow e-bike)

속도가 25km/h에 도달하면 전력이 차단되는 페달 보조 자전거의 유형
(속도에 대한 규정은 지역마다 다름)

Speed-pedelec
(Synonym: fast e-bike)

속도가 45km/h에 도달하면 전력이 차단되는 페달 보조 자전거의 유형

Mobility scooter

이동성이 제한된 사람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전동 차량으로 스쿠터라는 용어는
발판이나 평평한 차량 프레임과 관련하여 사용

Standing scooter
(Synonym: kick scooter,
push scooter)

사용자가 바닥을 밀면서 동력을 추진하는 핸들바, 데크, 바퀴(2개, 3개, 4개)가 달린 제품으로 중앙 제어 컬럼
과 핸들바 세트가 있어 스케이트보드와 구별

E-scooter
(Synonym: Standing
Electric Scooter)

사용자의 힘과는 상관없이 전기모터 자체의 추진력으로 주행하는 제품으로 서서 타는 제품과 좌석이 있는
제품이 있음

Skateboard
Electric skateboard
(e-skateboard)
Self-balancing (adj.)

2개의 차축에 4개의 바퀴가 있는 보드
전기배터리, 모터 및 무선 리모컨이 장착된 스케이트보드
자이로센서를 통하여 똑바로 세운 위치가 유지되는 다수의 전동 마이크로 제품으로 단일 차축에 하나 이상의
휠이 장착될 수 있고, 모션은 사용자가 기울이는 방향에 따라 제어되지만 전동 휠체어의 경우 조이스틱으로
제어할 수 있음. 소수의 제품에는 중앙 기둥과 핸들바가 장착되어 있음

Hoverboard
사용자가 발을 놓는 한 쌍의 관절형 패드에 연결된 두 개의 전동 휠로 구성된 셀프 발란싱 제품으로 몸을 앞
(Synonym: self-balancing board) 뒤로 기울여 속도를 제어하고 패드를 비틀어 방향을 제어
Onewheel
Electric unicycle
(abbreviated: EUC)
Electric skates (e-skates)
Skates

사용자가 서 있고, 발판을 이동 방향 직각으로 놓은 셀프 발란싱 제품
외륜으로 구성된 셀프 발란싱 제품으로 사용자가 앞뒤로 기울여 속도를 제어하고 발을 사용하여 방향을 제
어함. 일부 이중 휠로 구성된 제품도 있지만, 이동 방향으로 발을 사용하고 휠 양쪽에 배치된 단일 차축 장치
의 원리가 그대로 유지
전기 배터리 및 모터가 장착된 스케이트로 사용자가 앞뒤로 기울이거나 리모컨을 사용하여 제어
바닥에 고정된 바퀴 세트가 있는 부츠

출처 : ‘Safe Micromobility _ Corporate Partnership Board Report’ ITF,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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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개인형 이동수단 글로벌 시장 현황
구분
2019년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합계

수량(천 대)

7,600

22,000

13,533

43,133

금액(억 원)

76,000

222,000

203,000

501,000

후지경제연구소

Future Market Insights

allied market research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근거

표2•개인형 이동수단 국내 시장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수량(천 대)

9.8

73.8

13.9

97.5

금액(억 원)

102.1

578.6

138.7

819.4

수량(천 대)

17.9

135.3

13.3

166.5

금액(억 원)

153.4

869.1

132.0

1,154.5

수량(천 대)

21.7

164.2

10.3

196.2

금액(억 원)

146.9

832.4

86.9

1,066.2

수량(천 대)

49.4

373.3

37.5

460.2

금액(억 원)

402.4

2,280.1

357.6

3,040.1

합계

* KEMA의 26개 관련 업체(전체시장의 85%로 추정)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제품 판매 현황

만 건 → 2017년 35백만 건 → 2018년 84백만 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을 중심으로 관련

으로 증가하였으며, 유형별 이용건수는 공유 전동

제품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해외

킥보드가 38.5백만 건, 거치식(Station-based) 공

시장은 43,133,000대(501,000억 원) 판매된 것으

유자전거가 36.5백만 건, 도크리스(Dockless) 공

로 파악되며, 국내 시장은 196,200대(1,066억 원)

유자전거가 9백만 건으로 조사되어 공유 전동킥

로 파악되었다.

보드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BCG(Boston
Consulting Group,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공유서비스 시장 현황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기반으로

미국의 NACTO(National Association of City

이러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한 공유서비스 시

Transportation Officials, 전국 도시 교통 관리 협

장규모는 2025년 400~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회)에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추정하고 있다.

수단을 이용한 공유서비스 이용 건수가 2010년 32

표3•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한 공유서비스 시장규모 전망(2025년)
(단위 : 십억 달러)

구분

미국

유럽

중국

기타

합계

시장 규모

12~15

12~15

6~8

10~12

40~50

출처 : Shared Micromobility in the U.S : 2018, NA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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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➊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공유 비즈니스’ 현황과 전망

그림1•해외 주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지역 _ 2018년 기준
출처 : The electric scooter wars of 2018 _ techcrunch.com

국내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공유서

중에 있다. 2018년 9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킥

비스는 2019년 말 기준으로 19개 서비스 사업자가

고잉’을 출시한 스타트업 울롤로는 2019년 5월 가

21,410대 제품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 표에서 그

입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성장가능성을 눈치 챈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공유서비스

대기업들 역시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중

사업자 수의 증가에 따른 업체별 인수합병을 진행

으로 카카오, 네이버, 현대자동차 같은 업체들도

표4•국내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업체 현황
연번

사업자명

서비스명

운영수량

연번

사업자명

서비스명

운영수량

1

울룰로

킥고잉

4,300

11

㈜더스윙

swing

700

2

지빌리티

지쿠터

1,500

12

빔모빌리티코리아

빔(Beam)

1,000

3

매스아시아

고고씽

5,000

13

다트쉐어링

다트

100

4

알파카

알파카

100

14

현대자동차

Zet

2,300

5

피유엠피

씽씽(PUMP)

3,540

15

카카오

T바이크

1,000

6

디어코퍼레이션

디어

20

16

이브이패스

EV-Pass

150

7

나인투원

일레클

150

17

윈드모빌리티코리아

윈드

150

8

플라잉

플라워로드

100

18

어반밴드

무빗(Moveit)

100

9

런처스

RYDE

100

19

비피엠그룹

부스티

100

10

라임코리아

Lime

1,000

출처 : K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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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지역
출처 : ‵19.末 기준, KEMA

시장에 뛰어들었고, 해외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업

폰을 활용한 모바일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개인형

체들 중 라임(Lime)과 빔(Beam)이 국내에 진출하

이동수단의 이용과 공유서비스는 성장해 나갈 것

였다.

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한국형 공유서비스 플랫폼
을 구축하고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공유서비스 시장 전망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개인
형 이동수단의 성능 및 안전, 이용 방법, 공유서비
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 정책을 마련
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공유서비스에 적합한 제
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
품시장은 공유서비스와 잘 어우러져 급격하게 성
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인프라 구축, 안전캠페인, 교육과 같은 지원정
책과 더불어 공유서비스에 적합한 보험서비스도
병행되어야 하며, 사후관리(A/S) 지원체계도 갖추
어야 한다. 거대도시화, 공유서비스 확대, 스마트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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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집 ➋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문제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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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문제와
개선 방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생
겨나고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의 상황을 기준으로 개인
형 이동수단의 안전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나아가 전동보드, 개인형 이동장
치, 개인형 이동수단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용어를 함께 정의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도 정비는 최근 몇 년간 이
슈가 되어 왔으며,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안 및 추진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의 통행 및 안전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었다. 이는 이용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차도보다는 자전거도로나 보도에
서 더 많이 이용하는 현실과 차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의
괴리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2020년 5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기자전거와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
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르면 연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러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의 상황을 기준
으로 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 한가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논의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전동보드, 개인
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정경옥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있고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
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괄하는 용어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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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중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특히, 전동킥보드

어 특별한 교육이나 연습 없이 이용을 할 수도 있

를 대상으로 하여 현황과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개

으며, 최근에는 제품의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는 것

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
되고 있는 민간 공유서비스가 있는 지역에서는 쉽

표1•본 글에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분류와 정의

게 전동킥보드를 빌려서 탈 수 있어 그 이용은 크

개인형 이동수단

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전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정의)
일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안
에 정의)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경찰청 자료 기준으
로 2018년 225건으로 보고되고 있어 자전거 사고
(2018년 약 12,000건)와 비교할 때 아직은 매우 적
은 상황이나, 2017년 117건에 비해서는 2배 가까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과 사고 현황

수준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국토

자료를 통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특징을 살

교통부)에서 2019년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펴보면,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독사고의 비중이 높

전동보드의 보유대수는 가구당 0.2대 미만으로 나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행자와의 사고도

타나 보급 수준이 자전거(가구당 0.9대)에 비해서

사망사고 8건 중 1건, 중상사고의 27%로 높은 비

는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동보드를 한

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경우가 60%를 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사고 위치에 대한 설문조

나타나고 있다.

사 결과(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

그러나 전동보드 중 원휠을 제외한 제품들은 자전

구, 국토교통부)를 보면 자전거와 비슷하게 교차로

거보다 매우 쉽게 배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

와 횡단도보가 주요 사고 위험지점임을 알 수 있다.

표2•개인형 이동수단 보유 현황
(대/가구)

구분

일반자전거

보유대수

0.84

전기자전거

전동보드

PAS

쓰로틀+겸용

전동킥보드

월휠

나인봇/세그웨이류

0.03

0.03

0.15

0.01

0.01

*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 2019, 국토교통부(2019년 설문조사 자료)

표3•경찰청 접수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사고 (2017~2018년)
(단위: 건)

구분

합계

차 대 PMD

PMD 대 사람

PMD 단독

사망사고

8

2

1

5

중상사고

110

59

30

21

경상사고

171

-

-

-

자료: 한국경제, 2019.10.13 기사 자료 재정리 / www.hankyung.com/life/article/201910130289Y,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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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사고 위치
(단위 : %)

구분

사고건수

도로
중간

전체

(234)

38.0

교차로

횡단
보도

터널

교량

기타

14.5

38.9

1.3

5.6

1.7

*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 2019, 국토교통부 (2019년 설문조사 자료)

자전거도로의 새로운 위험 요인과 안전 개선 방안

이러한 새로운 위험 요인의 추가는 일반차도와 비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자전

교할 때 안전설계, 안전시설, 안전표지 등이 매우

거도로의 통행에 새로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부족한 자전거도로의 안전 문제와 맞물려 자전거

먼저 일반자전거에 비하여 빠른 속도, 높은 가속

도로 통행의 위험을 높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 무거운 중량 등은 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그 피

특히, 여러 종류의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보행자겸

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된다. 가장 대표

용도로에서 그 문제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자

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작은 바퀴

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자전

크기와 제품 구조로 인하여 도로 노면의 단차나 포

거도로 연장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장 파손 등의 영향을 자전거보다 크게 받게 된다.

보도와 다름없는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그리고 교통흐름의 측면에서도 자전거도로의 통행

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도로는 좁은 도로

량이 증가하고 주행 성능이 다른 여러 수단이 섞여

폭, 포장불량, 단차, 고정 및 이동 장애물, 보행자

통행하는 것은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는 요인이 된

혼재 등 시설 안전도가 특히 낮은 자전거도로이다.

다. 마지막으로 허용 규격(25km/h, 30kg 미만)을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

초과하는 고속, 고중량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통

출입로와 교차로 등 위험구간의 안전 개선 시설을

행도 사고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의 파손이나 통행의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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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

그리고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의 시설기준을 강화

와의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하고 안전설계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용되도록 하

의 상충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자전거와

여야 한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양방향 통행

보행자의 통행공간을 시각적, 물리적으로 보다 명

과 추월, 보행자 충돌 위험 등을 고려하여 유효폭

확하게 구분하고 충분한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것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자전거와 보행자 통

도 필요하다.

행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완충공간을 확보하

014

자전거보다 바퀴가 작은 전동킥보드에게
훨씬 큰 위험요소가 되는 장애물

안전시설과 표지가 전혀 없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와 자전거, 보행자와 자전거가 상충하는 위험구간)

자전거도로의 횡단보도

안내 표지 사례

보조 안내표지 사례

분리(완충) 공간이 있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월간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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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진출입로, 교차로, 보행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른 성능을 보일 수 있으므

자 횡단구간 등 위험구간에 대하여 안전을 강화한

로, 안전 측면에서는 출력보다는 최대 가속력을

설계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와 같은 자전거도로 안전 개선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 규정도

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 지침으로 되

추가로 보완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

어 있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

치자전거에는 “50cc 미만(11kW 미만)의 원동기를

반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단 차”가 포함되는데, 이 외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
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격을 만족하지 못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하게 되는 전동보드류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동

방안

수단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또는 차도를 통행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하여야 하는) 근거 규정이 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

제도 정비 이슈였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문제가

한 상황이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통과로 해결되었

두 번째는 자전거등 이용자의 통행권을 보다 명확

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히 확보하고 자동차등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

후속 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정비가 필

와 자전거를 포괄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을

요하다.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하

•자전거등을 앞지르기 시 안전거리 확보(「도로교

고자 한다.

통법」 제19조)

첫 번째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세부규격에 대한 규

- 안전간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규정 필요(예:

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규정할 때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바퀴 크기 : 작은 바퀴는 주행 안정성이 떨어지
는 주요 원인, 8“(10”) 이상 규격 필요
•제동장치 : 안전을 위하여 독립된 2개 이상의 제

1.5m 등)
•자전거횡단도 설치(「도로교통법」 제10조)
- 자전거등의

주행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필수
시설인 자전거횡단도 설치 규정을 권장이 아
닌 의무 규정으로 강화 필요
•자전거도로상 정차 및 주차의 금지(「도로교통법」

동장치 장착 규정이 바람직함(자전거는 이를 명

제32조)

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전동킥보드는 모호하게

- 자전거도로에

주차 시 사실상 통행로 전체를

규정되어 있음)
•제동등, 방향지시등 : 전동킥보드는 주행 중 수
신호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지시 등화 장치 필요
•미등 : 현재 미등 또는 후방 반사경을 장착하도
록 하고 있으나 안전을 위하여 반사경 제외 필요
•출력과 가속력 : 같은 출력일 경우에도 전기모터

차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강력한 관리 필요
-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하고 4대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에 추가하는 방안 검토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관련 규정 정비
검토
-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라기보다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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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이 허용된 “보도”에 가까운 시설이므로,
보행자와 자전거 등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
해 통행 규정 개선 필요
세 번째는 자전거 등 이용자의 의무 규정 정비를
통한 안전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개선
이 필요하다.
•등화의 점등(「도로교통법」 제37조, 50조, 시행령
19조)
- 자전거

운전자가 전조등과 미등을 켜도록 명

홍보/교육 자료–자전거교통 FAQ (한국교통연구원)

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자전거는 야광띠 등 발광장치로 등화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승차 인원 초과 금지

도 이용(보도 이용 금지), 차도 이용 시 우측 가장
자리로 주행, 교통법규 준수 등이 홍보 내용에 포
함되어야 한다.

-자
 전거(전기자전거 포함)에 대해서도 규정 필요

현재 학교나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보행자의 자전거도로 통행 규제(「도로교통법」 제

안전교육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교육으로

8조)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안전한 이용 방

- 보행자와

자전거등의 혼재로 인한 사고 위험

법 등이 자전거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중학생 이상

을 줄이기 위하여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와 다른 점 등

보행자의 통행을 명확히 규정(보행자 통행로

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

이용) 필요

된다. 실제 주행 교육에 있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가 배우거나 타기 쉬운 반면에 단독사고가 많은 특

이용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동 장치 등의 단순 조작

전동보드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방법을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장치를 눈으로 보지

보면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운전 가능 연령이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지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표12•이용자와 일반인의 전동보드류 통행요건별 인식 조사 결과
(단위 : %)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 통행 방법에 대하여 논란과

구분

응답 (N=2000)
O

X

혼란을 겪은 점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개정안

13세 이상만 이용 가능 (X)

80.1

19.9

시행 초기 단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

운전면허 필요 (O)

49.5

50.5

수단의 이용 방법에 대하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할

전동보드의 무게는 30kg 미만 (O)

63.7

36.3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만 13세 이상 이용, 안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X)

76.4

23.7

전확인 신고된 인증 제품 사용, 자전거도로 및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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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통환경과 문화를 정착하려면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모든 교
통수단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구현하는 원칙이 도로설계뿐만 아니라 교통 정책,
계획, 설계, 운영, 유지관리 등 전반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않고도 능숙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행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맺음말
2010년을 전후하여 적극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
화 정책은 자동차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에 자
전거가 끼어들면서 많은 혼란과 안전문제를 야기
한 바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장과 교통수단
으로의 수용은 교통체계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체계의 변화 속에서 교통안전을 개선
하기 위해서는 보행자–개인형 이동수단–자동차
등이 혼재된 상황에 맞는 안전한 교통환경과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모든 교통수단 이용자가 안전
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구현하는 원칙이
도로설계뿐만 아니라 교통 정책, 계획, 설계, 운영,
유지관리 등 전반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
고 자동차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동차와
동등하게 통행권한을 갖는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놀
이기구를 타는 것이 아니라 교통수단을 운전한다
는 생각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알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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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의
안전과 제도 개선 방안
지난 5월 21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
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로써 지난 3년 동
안 논란이 된 규제 그레이존(Gray zone)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관련 업계
의 주가가 급등하였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한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 공
유 서비스 시장이 확산하면서 교통사고 등 안전 문제, 도로 이용자 간 갈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교통수단이나 교통서비스
의 등장에 수반되는 문제로서 도입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을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자전거,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정부의 개입 및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자전거 공유 서비스
해외 사례

유럽을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일환으로 공공자전거를 도
입한 것이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의 시작이다. 공공자전거는 시스템
운영이나 기술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루어 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었고 거치식 시스템이 중심
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지는 않았다. 이후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비거치식 자전거 공유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었다.
•중국

비거치식 자전거 공유서비스는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2016년 비
거치식 자전거 공유서비스가 도입된 후 모바이크, 오포를 중심으로 수많은 자
명묘희

전거 공유서비스 스타트업 기업이 등장하였다. 중국은 자전거 대수의 급격한
연구처장

도로교통공단 교통공학연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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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과도한 투자, 중국 규재의 부재 등으로 2017년 8월까지 약 1,600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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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자전거 서비스 중단

공유자전거에 대한 정부의 관리

그림1•자전거 공유서비스 관련 중국 정부의 개입 사례

의 공유 자전거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수익성 있는

가를 통하여 운영면허 발급 및 승인규모 책정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와 수요를 초과하는 자전거

있다1). 공유서비스 면허 허가 조건은 i)적절한 주차

들이 투입되면서 이익 창출에 한계가 드러났다. 중

방법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포함한 주차관리 계획,

국 정부는 2017년 8월 교통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

ii) 기기 기준 및 전동 PMD 화재 안전 요건 준수,

회 등 10개 정부 당국 공동으로 최초 가이드라인을

iii) 공유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와 주차 공

발표하고 공유자전거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다.

간의 가용성을 포함한 사용률 유지 능력, iv)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운행된 수단을 불법적으로 배

•싱가포르

치하는 것과 같은 규제위반 기록을 포함한 신청자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자전거 공유서비스 허가제

의 실적이다. 운영사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운영중

를 도입하였고 다시 2019년 1월에는 개인형 이동

단, 수단 압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이 부과된다.

수단 공유서비스를 허가범위에 포함하였으며, 평

운영면허 평가

허가업체 및 승인규모

그림2•싱가포르 자전거 공유 서비스 허가제도

1)	LTA(2019), “LTA to Open Licence Applications for Device-Sharing Services on 4 January”, https://www.lta.gov.sg/content/ltagov/en/newsroom/2019/1/2/ lta-toopen- licence-applications-for-device-sharing-services-on-4-janua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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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차시설의 일정 부분을 무상 제공하고 시민 편의

지자체 중심의 거치식 공공자전거는 도입 및 유지

제고와 안정적 서비스 운영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수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로 기존

수원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도로점용 및

지자체의 서비스 확대, 중소 도시의 공공자전거 도

운영방법에 대하여 협의 후 시행하였다. 공유자전

입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에 민간이 운영하는

거 주차의 경우 시는 자전거 주차 시설을 구축하고

비거치식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하여 시설 사용료를 받

모색되었다.

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수원시는 2017년 오바이

서울시는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 시행에 따른 이용

크 및 모바이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7년 12월 민

자 안전, 자전거 관리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

간이 운영하는 비거치식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도

하여 지자체 최초로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 표준안

입하였다.2) 업무협약 시 수원시와 기업 간 ‘자전거

을 마련하고 매스아시아와 2017년 11월 협약을 맺

주차장 사용승인 협약’을 맺고 수원시 자전거 이용

고 시범사업을 개시하였다. 민간사업자는 운영표준

활성화의 조례에 따른 주차장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의 필수준수사항에 따라 운영하고 권고사항을 지

공용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3).

키도록 하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공자전거

표1•서울시 민간 공유자전거 운영기준(안)
구분

현행법상 준수사항

내용
• KC인증 취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 시도지사는 수거 또는 파기명령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전거 단말기 전파 적합성 인증(전파법 제58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신고(위치정보법 제5조 및 제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필수
준수사항

• 이용자 안전확보 방안 제시
• 주차공간 확보 및 공공주차시설 독점사용 제한
• 공유자전거 운영에 따른 데이터 공유
• 기존 자전거 대여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권 침해 제한
• 협약사항 이행계획 등에 대한 이용자 안내

권고사항

• 자전거 손해보험 가입
• 보증금 담보방안 마련
• 서비스 품질 수준 확보
• 사업지속성 확보
• 보급지역 편중 제한 및 공공자전거와 연계 보완성 제고

2)	운영 규모는 각각 1,000대씩 총 2,000대를 시작으로 2018년 말에는 모바이크가 5,000대까지 확대하여 총 6,000대의 공유자전거가 운영되었다.
3)	이러한 수원시의 노력은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오바이크는 경영악화로 2018년 7월 공유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일부 사용자에게 보증금이 환급되지 않는 등 피
해가 발생하였다. 수원시는 ‘자전거 주차장 사용승인 협약’이 종료된 12월 12일부터 오바이크 자전거를 압류한 후 공매 등을 통하여 취득한 자전거 매각 대금 등으로 보증금을
환급하였다. 모바이크는 해외사업장 철수로 9월 30일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나 이용자의 보증금과 잔여 충전금은 10월 중 자동 환불되어 금전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원
시는 2019년 10월부터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고 한 달간 750대의 규모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11월부터 기존의 자전거 공유서비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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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수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 또는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주차사용료 부과
구분

1일 사용료

월 사용료

년 사용료

사용료(원/대)

100

1,000

10,000

• 자전거 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전거 주차장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함

전동킥보드 및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4월에는 공유

미국

킥보드 사업 허가 조례6)를 마련하고 2개의 기업

미국의 공유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비롯한 정

(Skip, Scoot)을 선정하고 2018년 10월부터 전동

부의 개입은 연방이 아닌 주나 지자체 단위에서 이

킥보드 공유서비스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하였

루어지고 있다. 공유서비스가 최초로 시작된 캘리

다. 1년의 사업 시행 후 2019년 운영 업체 재공모

포니아주에서는 2019년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

를 실시하였으며 4개의 기업(JUMP, Lime, Scoot,

비스와 관련하여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모빌

Spin)을 허가하였다. 시 교통국은 시범사업 공개

리티 공유서비스에 대한 지방법 제정 근거를 마련

입찰 시 운영 계획 및 보험가입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차량법」을 개정하는 것과,4) 모빌리티 공유

하였으며 주차방법, 사회공헌계획, 데이터 보고,

서비스 운영 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량배치, 지속가능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의무를 「민법」에 추가하는 것이다.5)

하였다7).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시가 주도하는 공유 서비스
표3•공유 모빌리티 관련 캘리포니아 법안 발의 현황
법안
차량법
(Vehicle Code)
(AB-1112)
민법
(Civil Code)
(AB-1286)

내용
• 공유 모빌리티 장치에 대한 정의(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전기 전동 보드 또는 기타 유사한 개인 이동 장치)
• 장비에 기기별 고유 id 부여, 지방정부와 이동 및 운영 데이터 공유
• 지방정부에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허가 및 규제 권한 부여
• 공유 모빌리티 장치의 정의(전기전동보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자전거 및 기타 유사 개인형 이동수단)
•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시행 시 공급자는 관할구역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함
• 공급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 해당 지자체는 운영, 주차 및 유지보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함

4)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에 사용되는 장비를 정의하고 지방 자치 단체가 공유서비스 기업이 제공하여야 하는 데이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서비스 운영기업 또
는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의 종류를 제한한다. 또한 공유서비스 수단의 범위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수단인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이외에 전기전동보드
및 기타 유사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 시를 대비하였다.
5)	이 법안에 따르면 공유서비스 운영 기업은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 정부의 허가를 받거나 합의를 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6)	2019-2020 허가 프로그램에서는 운영 기업을 4개로 늘렸고 전체 운영 규모는 최대 4,000대로 확대하였으나 1개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최대 규모는 1,000대로 축소되었다.
또한 허가 수수료의 일부로 도시 전역에 새로운 거치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설치비를 요구하고 있다(San Franscisco Municipal Transportation Agency Board of Directors
resolution no. 190716-098)
7)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모빌리티 허가 표준화(Mobility Permit Harmonization)’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모빌리티 허가 표준화’는 각종 공유 모빌리티가 안전
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구역 내의 서비스 운영자가 서비스 시행 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하여 교통국은 i)표준화된 절차로 공유서비스 허가 프
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및 교통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ii) 공유서비스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절차를 조정하며, iii) 공유서비스
허가를 관리·감독·제재할 수 있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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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샌프란시스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시범사업

NACTO 가이드라인

샌프란시스코 공유서비스 허가 조건

그림4•미국의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관리

한편 각 지자체별로 마련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공유서비스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모바일앱이나

의 통일성을 높이고 각 지자체 관계자가 참고할

키오스크를 통하여 대여되며 공공도로에서 이용되

수 있도록 2018년 북미 전국도시교통관리협회

고 단거리 지점 이용을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

(NACTO)8)는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를 관리하는 가

다. 이 가이드라인은 도시가 공유서비스 운영 허가

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 개인형

시 조건에 포함하거나 운영자에게 요구하여야 하

이동수단 공유서비스(Shared microobility)는 소

는 규제 또는 정책을 권고하고 현행 운영사례를 제

형이며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와 같이

시하고 있다9).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인력으로 움직이는 차량의


8) 전국도시교통관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ity Transportation Officials; NACTO)는 81개의 북미 도시 교통관리기관 연합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전
략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9)	NACTO(2019), “Guidelines for Regulating Shared Micro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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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➌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의 안전과 제도 개선 방안

프랑스

파리시는 2018년부터 정부차원의 입법을 주장하여

프랑스에서는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관리 관련 근

왔으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권장하여야 하지

거 법령 부재를 해결하고자 2019년에 「교통개혁

만 보행자를 포함한 다른 도로 이용자를 방해하여

법(LOI n° 2019-1428 du 24 décembre 2019 d’

서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합

10)

orientation des mobilités)」 을 공포하고 새로운

법적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본 방침을 제시하게 되

교통서비스 관리 감독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었다12). 공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2018년 6월 자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관리는 「교통개혁법」

전거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을 위한 ‘자전거 공유서

의 41조 및 4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차량 대여 사

비스 운영에 관한 헌장’13)을 발표하였는데, 시와 사

업, 장비 개조 제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11)

업자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파리시는 2018년부터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다

2019년 3월 21일에 모든 비거치식 공유서비스 운

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8년 자전거 공유

영자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서비스 헌장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 중

실질적인 허가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14)

앙정부와는 별도로 전동킥보드 운행에 관한 규제
를 시행하였으며 최근 2019년 9월에는 전동킥보드

정부의 개입을 통한 안정적 정착방안

공유서비스 운행업체 허가제 시행을 결정하였다.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

그림5•파리시의 전동킥보드 및 공유서비스 규제

 법률은 일상에서의 자전거 이용률 제고, 기반시설 개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마련 및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판매 촉진, 카풀 또는 자동차
10) 이
공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패키지 개발, 자전거 계획 시행, 새로운 교통 서비스(자율주행차량, 비거치식 공유서비스 등) 관리 감독, 고밀집지역에 저공해 구역(ZFE) 설정, 이
동수요 실시간 데이터 제공, 운전면허제도 개혁 등이다.
11) 이 법률의 41조는 「운송법(Code des transports)」 상 동력 육상 교통차량 및 비 육상교통수단의 공유에 대한 규정에 비거치식 공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보충한 것이다. 제
42조는 「도로법」 상 장비 및 개조에 대한 규정이다. 「도로법」상 속도제한 장치 부착 의무 대상은 ‘도로운행차량’에서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과 페달 보조 자전거로 확대하고 이
륜자동차 관련 차량 개조 및 개조 차량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에서 모페드, 이륜자동차, 사륜형 이륜자동차에 추가로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한다.
12) 도로운행에 관하여 2019년 1월부터 전동킥보드 보도통행 금지, 3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 주차한 경우 벌금 부과 및 차량 압수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2019년 7월
1일부터는 보도에서 주차 금지, 속도 제한, 전동킥보드 수의 안정화 및 안전 운행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규제조치를 시행하였다(파리시, 2019, “De nouvelles mesures
pour réguler l'usage des trottinettes électriques”)

13) Mairie
de Paris(2018), “Charte de bonne conduite relative a la location de velos en libre-service sans stations”

14) Mairie
de Paris(2019), “Direction de la Voirie et des Déplacements 2019 DVD 50 Engins à deux ou trois roues en libre-service sans station d’attache. Fixation des
tarifs de redevance d’occupation temporaire du domain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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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유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친환경 대

뿐만 아니라 개인 이용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안교통수단으로서 서비스 확대 및 이용활성화 지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정의 및 도로이용방법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서비스 제공 업

에 대한 규정이 없이는 도로상 혼란이 더 가중될 것

체 및 규모의 증가, 차량 방치 및 환경훼손, 안전사

이다. 둘째, 지자체가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공유서

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고 제

비스 관리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마련하여야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지원, 민간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

기업과의 협치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개인

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정부의 개입형

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사업허가제를 도입하여야

태 및 개입 수준에 대해서는 현행 공유서비스 운영

한다. 이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단인 자전거, 전

형태와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

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토가 필요하다.

등장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포괄할 수 있고 새롭

이를 제도적 측면에서 장단기로 나누어 볼 때 단기

게 등장하는 형태의 공유서비스를 모두 아우를 수

적으로는 첫째, 공유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형 이

있도록 하며 법적으로 공유서비스의 정의, 허가 절

동수단에 대한 정의 및 도로 이용방법을 확립하여

차, 요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각 지역에

야 한다. 현재 수단의 정의가 없는 전동킥보드 등

맞는 세부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전동기가 부착된 개인형 이동수단은 공유서비스상

다.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림6•모빌리티 공유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및 지원 형태

표4•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법제 정비사항
구분

법제 정비사항

공유수단에 대한 정의 및 도로 이용방법 확립

• 현재 운영 중인 공유서비스에 사용되는 수단(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의 법적 정의 및 도로이용방법 확립

공유서비스 관리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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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방식별 공유 수단별 적용 가능
• 관리기관(지자체)의 권한 및 책임 명시
• 운영 기관의 책임 명시

특집 ➍ 개인형 이동수단의 리스크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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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의 리스크와
보험
최근 코로나 19 유행과 지난 5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는 ‘원
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동시에 사고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로운 이동수단이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안전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
회적 안전망인 국내·외 보험상품 개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동킥보드의 리스크 수준은 자전거와 비슷함
새로운 이동수단이 출현하게 되면 대부분 이용의 편리성과 얼리어답터라는
자부심이 강조되지만, 실제 이용에 따른 안전성은 뒷전으로 미루기 십상이
다. 개인형 이동수단 중에 최근 가장 이용이 많이 되는 기기는 전동킥보드이
다. 전동킥보드의 리스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주행실험과 실차 충돌실험
을 통하여 측정하여 보았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주행실험 결과, 정지상태
에서 시속 10km/h 속도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보다
조금 빨랐고(전동킥보드 2.04초, 자전거 2.43초), 시속 20km/h 주행 중 급정
지할 때 거리도 전동킥보드가 더 짧았다(전동킥보드 2.0m, 자전거 3.0m). 충
돌실험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시속 10km/h로 차량측면과 충돌하여 자전
거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상해를 측정하였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치명 상
해값(머리, 목, 흉부)은 약식상해등급(AIS: Abbreviated Injury Scale) 2등급
최소기준의 1/10 수준이고, 다리에 찰과상을 입을 정도수준의 상해가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동킥보드의 치명 상해값은 자전거의 60%
이수일

수준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전동킥보드의 주행성능과 충돌사고에 대한 리스
연구위원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크는 자전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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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자전거,전동킥보드 실차 충돌실험
표1•충돌실험 결과값
측정부위

측정항목

상해기준값

자전거

전동킥보드

머리상해

HIC*36

650~1000

63

36

목상해
인장력 (kN )

전단력 (kN )

1.9~3.1

0.3

0.2

2.7~3.3

0.6

0.8

흉부
압박속도 (m/s)

압축변위량 (mm)

22~50

0.03

0.5~1.0

0.0

0.0

대퇴부압축하중 (Kn )

3.8~9.1

0.11

0.88

무릎압축변위 (mm)

6~15

0.37

0.43

압축하중 _상부 (kN )

2~8

0.23

0.32

압축하중 _하부 (kN )

2~8

0.23

0.32

뼈지수 _상부 (index)

0.4~1.3

0.39

0.25

뼈지수 _하부 (index)

0.4~1.3

0.28

0.06

상부다리

왼쪽
하부다리
(정강이뼈 )

독일의 전자 이동 보조 장치 규정(Electronic
mobility assistance devices Regulation)과
세그웨이 중심의 기기보험 상품 판매
독일은 초창기 퍼스널 모빌리티(이하 PM이라함)의
중심이 세그웨이가 될 것으로 전망하여 독일보험협
회(GDV)와 독일 국토교통부(BASt)에서 공동으로
충돌실험을 시행하여 전자 이동 보조 장치 규정을
만들었다. 전자 이동 보조 장치는 최고속도에 따라
3개로 분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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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독일 전자 이동 보조 장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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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독일 전자 이동 보조 장치의 보험

표4•취리히 보험사의 세그웨이 보험상품

최고속도
구분

6Km/h
↓

6~20Km/h

21~50Km/h

번호판
(관리주체)

비대상

독일손해보험협회
(GDV)

독일손해보험협회
(GDV)

의무보험

비대상

자율가입

제3자 배상책임

제
3자

-

23세 미만: 86유로
23세 이상: 54유로

23세 미만: 72유로
23세 이상: 61유로

자차

-

23세 미만: 185유로
23세 이상: 144유로

23세 미만: 171유로
23세 이상: 151유로

합계

-

23세 미만: 271유로
23세 이상: 198유로

23세 미만: 243유로
23세 이상: 212유로

연
간
보
험
료

※ 연간보험료는 Allianz 기준을 준용함

구분

기본
(Basis)

중급
(Kompakt)

고급(Top)

보험료

€ 190

€ 270

€ 325

부가
사항

•연 19% 부가세
별도
•본인부담금:
10%/최소 €
250

•연 19% 부가세
별도
•연 19% 부가세
•본인부담금:
별도
€ 150
•본인부담금:
•도난/강도/절도
5%/최소 € 150
시: 5%/최소
€ 150

이 활성화되어 있다. 세그웨이에 번호판을 부착하
고 보험에 가입하고 제3자 배상책임과 자기 차량
파손, 도난 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

독일에서는 최고속도 50km/h 이하의 전자 이동

로 생각하는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보험이

보조 장치는 운행 전 독일 보험협회(GDV) 발급 보

다. 알리안츠와 취리히 보험사에서 나이와 보장등

험가입 번호판 부착하게 하고 매년 갱신 시 번호판

급별로 보험료를 차등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

색상을 변경하고 있다(2017년 흰색). 이는 경찰의

근 독일에서도 세그웨이보다는 전동킥보드 수요가

무보험차 단속 용이성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늘고 있어 여기에 따른 충돌실험들을 통한 규정 마

최고속도가 20km/h를 초과하는 이동장치는 운

련과 보험상품을 개발 중이다. 독일은 새로운 이동

행 전 제3자 배상책임(MTPL: Motor Third Parts

수단이 활성화 이전 단계에서 주행실험과 충돌실

Liability, 자동차 제3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험 등을 통하여 이동수단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이

하여야 하고, 최고속도 6Km/h 이하 장치는 보험

동수단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이용 초기부터 안전

가입 의무가 없다. 단 최고속도 50Km/h를 초과하

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는 이동장치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독일의 PM보험은 세그웨이 중심의 기기보험 상품

싱가포르의 PM보험은 상해에 중점을 둔
상품으로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보험료 수준으로 개발
싱가포르는 PM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사고1)를
계기로 2017년 「Active Mobility Bill」이란 법을 제
정하였다. 싱가포르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강제하지 않고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경중에
따라 벌금형(1,000~10,000싱가포르달러)과 징역

그림2•세그웨이 번호판(독일 보험협회, 2017)

형(3~6개월 이하)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지속적으

1) 2015년 이후 심각도가 높은 사고 증가, 2016 년 10월 27일, 고속 주행하는 PM을 트럭이 추돌한 사고(2명 사망, 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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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지하철 탑승 가능 PM 크기 표시

표5•싱가포르 보험사의 PM 정의

정하였다고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공유 전동킥보

구분

내용

탑승인원

1인승

바퀴 수

싱글 휠 이상

하철에서도 들고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중

구동방식

전동 모터에 의함 (인력에 의한 것, 모터+인력도 포함)

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인 것도 PM 이용을 더욱 확

형상

전기자동차나 전동바이크와 닮지 않을 것

산시켰다. 싱가포르의 PM보험은 어떤 종류의 PM

기타

•휠체어, 호버보드, 전동스쿠터, 전동 외발휠, 롤러블레
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스쿠터,
외발자전거 포함
•자전거, 트롤리, 유모차, 전기차, 전동바이크는 불포함

드의 빠른 보급과 일정 크기 이하인 PM의 경우 지

을 탈 때에도 적용되며 타인과 자신의 상해에 대해
서 보장되는 보험상품이다. 8세에서 70세까지 가
입할 수 있다.

로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PM 사망

국내 PM보험은 사람 중심의 상해보험이고 향후

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

MaaS 등과 연계한 상품개발 예상

점에 개발을 시작하였다.

국내 PM보험은 독일의 세그웨이 기기보험과 싱가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신이나 남을 다치게 하는 상

포르의 상해보험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국내 여

해사고가 잦아 상해에 중점을 둔 상품을 개발하였

건에서도 고가의 세그웨이 이용자가 많지 않아 가

으며, 보험요률은 기존 상해보험을 기준으로 PM

장 이용이 많은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상해보

이용자가 지불할 만한 보험료 수준을 고려하여 책

험형태로 개발되었다. 개발 당시 국내 수요는 퍼스

표6•싱가포르의 PM보험 상품
NTUC Income

구분
담보

보험 목적물
가입연령
보험료

028

•배상책임: S$ 1,000,000
•사망/장해: S$ 200,000
•의료비: S$ 2,500 (자기부담금 S$ 100)

eTiQa
•배상책임: S$ 500,000
•사망/장해: S$ 150,000
•의료비: S$ 3,000 (자기부담금 S$ 200)

•자전거, PM(세그웨이 포함), 소유, 렌트 여부무관, 이용자 기준
•좌동
(* 별도 자전거보험 없음)
•8~65세 (갱신: ~70세, 보험료 인상)

•8~70세 (70세 이상도 의료검사 상 이상이 없으면 갱신가능)

•1년 S$ 96 (부가세 7% 포함)

•1년 S$ 78 (1개월 S$ 26, 3개월 S$ 39, 6개월 S$ 59)

월간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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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M보험은 독일의 세그웨이 기기보험과 싱가포르의 상해보험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국내 여건
에서도 고가의 세그웨이 이용자가 많지 않아 가장 이용이 많은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상해보험형태로
개발되었다.

표7•해외 PM보험 비교

표9•손해보험사별 자전거보험 상품내용

구분

독일

가입
기준

기기
[세그웨이 , 나인봇 , e 자전거 등 ]
-원휠 , 손잡이 없는 투휠 불가

사람

특징

20~50km/h 기기는 보험사 발급
번호판 부착, 배상책임보험 필수,
20km/h 미만은 번호판 불필요

기기 소유 ,
렌트 여부 무관

배상책임 , 자차 (도난포함)

배상책임,
자기신체상해

담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명품
녹색자전거

녹색사랑

자전거상해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

○

○

일반상해 사망/
후유장해

×

○

○

싱가포르

가입
연령

14세 이상 (23세 이하 할증)

보험료

1 년 €144~185
(자차 제외시 €54~86)

보장항목

8~70세 (65세 이상
갱신조건 有)
1 년 S$78 ~ 96

일반상해 의료실비

×

○

○

자전거사고 입원일당
(3일 초과 180일 한도)

×

×

○

교통사고 입원일당
(3일 초과 180일 한도)

○

×

×

자전거사고

×

○

○

형사합의지원금

○

○

×

벌금

○

○

×

방어비용

○

○

×

5천만 원

자전거파손, 도난손해

×

×

×

상해입원일당

3만 원

약 7만 원

골절수술위험보장

5십만 원

개인 보험료 (기본형,
Standard형 기준)

약 2만
5천 원

표8•H손보사의 PM보험상품
구분
상해사망후유장애

인수한도액

상해진단위로금

3만 원

배상책임보장

3백만 원

교통사고벌금

2천만 원

변호사선임비용

5백만 원

비고
4일 이상 입원

약 7만 원

4주 이상

년 1월 1일에 출시되었다. H손보사의 PM 정의는
자기부담금 20만 원

최고속도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전기자동차, 어린이용 장난
감 등은 제외하고 있다. 보험료는 연간 5~7만 원

널 모빌리티 동호회와 판매업체 등 단체보험이 주

으로 자전거보험과 비슷한 수준이다.

요 고객이었다. 하지만, 최근 공유 전통킥보드 업체

최근 PM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지

가 늘어나면서 PM보험 상품도 공유업체에 맞게 개

위가 자전거로 되어 기존 자전거보험과의 차이점

발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PM 공유

에 대해서도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자전거보험

업체는 11개 사로 전국에서 1만7130여 대의 전동킥

은 대체로 지자체의 공유 자전거에 대한 단체보험

보드를 운영 중이다. (자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가입이 많은 형태이고, 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가능

국내 최초 퍼스널 모빌리티(PM) 보험상품은 2018

인구와 자전거 대수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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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인형 이동수단의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보험가입 가이드 라인 마련이 필요하고, MaaS(통합모빌리
티 서비스)는 예약, 호출, 결재에 보험을 추가한 플랫폼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하고 있다. 개인용 자전거보험이 5~7만 원 정도의

한 이동수단으로 현재 개발 중인 MaaS(통합모빌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단체보험은 1/10 수준

리티 서비스)의 예약, 호출, 결재시스템에 보험을

의 보험료에 이용 가능 인구를 곱하는 형태로 전체

추가한 플랫폼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편리함과 안

보험료가 책정된다. PM의 경우는 공유업체의 이용

전망을 함께 구축할 때 개인형 이동수단이 우리 생

현황을 고려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데 보험료는 대

활 속에 무리 없이 수용될 것이다.

당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사후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향후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이 출현할 때 최고속
도에 따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가입 가이
드 라인이 필요하다. 독일의 전자 이동 보조 장치
보험 가이드를 벤치마킹하면 국내 적용한다면 <표
10>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인형 이동수단의 리스크와 보험상품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에 대하여 충돌실험과 국내·
외 보험상품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
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성은 최고속도와 상관성이
높으므로 보험가입 여부도 기기의 최고속도에 따
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수
단의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보험가입 가이드 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PM은 스마트시티의 중요
표10•PM 보험가입 가이드 라인(안)
구분

최고속도
6~25Km/h

26~50Km/h

51Km/h ↑

비대상

비대상

민간기관 위탁관리
(손해보험협회)

국가 직접관리
(국토교통부)

의무보험

비대상

자율가입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제3자 배상책임
(자차, 자손 특약선택)

제3자 배상책임
(자차 특약선택)

참고사례

독일 법제도
(보험의무 無)

싱가포르 형사책임
(벌금/징역형 강화)

영국(자기차량 손해 보장)
미국(자기신체손해 보장)

국내 이륜자동차
보험제도 유사

번호판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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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 방안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커
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안을 느끼
면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자전거 등은 친환경적이
기까지 하다. 친환경성과 개인수단이라는 장점을 가진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
성화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자.

들어가며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 PM)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PM이 도시교통의 혼
잡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전기를 사용하여 보다 편리하다
는 전통적인 이유 이외에 최근 두 가지 변화가 있다.
하나는 지난 5월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 통과된 「도로교통법」이다. 개인
형 이동수단은 일반도로를 다녀야 하였고, 이를 위험하다고 느낀 많은 사람들
이 인도를 이용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오래도록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는데, 이게 통과된 것이다. 이제 개
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전문제가 해결되었
다고 느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다. 국내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의 개정이 이슈였다면,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lockdown)가 커다란 이슈였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하려면 대중교통은
불안하니 자전거 등 친환경적이면서 남과 부딪히지 않는 개인용의 이용 교통
신희철

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

수단이 필요하고 따라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도시혼잡에 환경문제를 생각하면서도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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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맞게 최근 나타난 것이 개인형 이동수단이다.

는 PM이라는 말이 가장 익숙하나 한국어로는 개

그런데 이 기계는 친환경성과 개인수단이라는 양

인형 이동수단이라는 말 이외에 개인형 교통수단,

쪽의 장점을 갖지만 양쪽의 단점도 갖다보니, 박쥐

개인교통수단으로도 불린다. 그런데 최근 통과한

와 같은 신세가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용어를 쓰고 있다. 영어의 PMD에서 D에 해당하는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device가 장치이니 그것을 번역한 것으로 보이니
틀린 것은 아니나, 용어의 대잔치에서 혼란스러운

용어정리부터

용어를 하나 더 붙인 셈이 되었다.

세그웨이가 등장한 이후 한때 나인봇과 같은 자이

학문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향후 정리가 필요해

로스코프 장치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여기에는 원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PM이라는 영어가 익숙하고

휠(나인봇원)과 호버보드 등이 포함되는데, 이제

짧아서 편하긴 하나, 한국어로 용어를 정하는 것이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가 대세가 되었

옳다면, 몇 가지 대안을 놓고 학계와 업계에서 용

다. 그림 1과 2를 보라. 누가 봐도 1인이 탈 것처럼

어를 통일하여야 한다.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보이고, 그렇다고 오토바이는 아닌 것으로 보여 직

「도로교통법」의 ‘장치’라는 표현은 기계장치에 지나

관적으로 이해가 가는 이 기계들은 그러나 하나의

치게 매몰되어 교통수단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

정의로 묶기도 어렵고, 용어도 통일되지 않은 상태

지 않아 보여 여기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이라는 용

이다.

어를 썼다. 교통차원에서는 ‘수단’(mode)이라는 말

여기서 개인형 이동수단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이 더 적합해 보인다.

기계(장치)는 보통 퍼스널 모빌리티 또는 PM이

이쯤 용어에 대한 문제를 보고나서, 현재 국내 기

라고 부른다. 이 말은 영어 Personal Mobility

존 연구를 보면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정의를 살펴

Device(PMD)에서 왔다. 영어를 약간 줄여서 부르

보면,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1인 혹은 2인이 이용

그림1•전형적인 PM의 모습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정책담당공무원 워크숍, 2017.

032

월간 교통

특집 ➎ 미래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 방안

그림2•전형적이지 않은 PM의 모습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정책담당공무원 워크숍, 2017.16~17.

할 수 있는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

의 컨센서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으로 정의하고, 도로교통공단이나 다른 기관에서
도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다. 해외사례도 살펴볼 필

특별법 제정

요가 있는데, 법제화를 완료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필자는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개인형 이

하나인 싱가포르에서는 1인이 사용하는 바퀴수가

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형 교

1~2개로 제한되고 하나의 차축을 가지며 자동차

통수단의 도로이용과 안전기준에 관한 다양한 사

또는 모터사이클과 외형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

항에 대하여 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상당

는 최대속도 25 km/hr, 최대폭원 700mm, 최대

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해당 기

중량 20kg인 교통수단을 필수요건으로 지정하였

준들을 준용하였고, 해외사례들을 참조하였다. 국

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

내에서는 도로교통공단과 국가기술표준원 등이 참

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25km/hr 이상으로 운

여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국회에서 「도로교통

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

법」이 통과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달릴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기존의 원동기장치자전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교통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거의 범주에서 새롭게 속도와 중량 제한을 하고 있

서 다양한 PM의 상황을 담고 미래를 위한 산업 활

다. 이는 필자가 당초 제안한 속도와 중량을 받아

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림2에서

들인 것으로, 속도와 중량 모두 약간 과다한 측면

보듯 PM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이 있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었다고 본다. 다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존의 도로교통법의 범주에

만, 이를 동력이나 크기, 통행특성에 따라 별로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1).

분류하는 것도 학문적으로 필요하며 연구자들 간

반면, 현재 자동차 관리법은 시속 25km이상을 대


1) 다행히
2017년을 기점으로 국내 판매량의 대부분(판매자의 추정으로는 90% 이상)은 전동 킥보드로 수렴되어, 뒤에 서술할 공유PM사업도 모두(예외 없이) 전동킥보드 사업으
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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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여 현재 25km/hr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난해 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국내 개인형 이동

교통수단(자전거 제외)을 관리하는 법은 없는 상태

수단 시장은 5년 안에 연 30만 대 수준에 도달할

이다. 「도로교통법」이 교통수단을 정의하고 관리하

것으로 예상되었다(단, 이는 법제화 이전의 전망이

는 국토부의 법률에 의거하여 다양한 교통상황 하

다). 퍼스널모빌리티의 2018년 시장 규모는 12만 6

에서 도로상의 교통을 운영하는 법률이라면, 현재

천 대 수준이었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6.3%

의 「도로교통법」 상의 규정들은 미비할 수밖에 없

성장한 13만 4천 대로 추정되었다. 판매대수를 종

는 셈이다.

류별로 보면, 업계에서는 2019년 전동휠 1만 8천

또한, PM은 산업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현재 새

대, 전동킥보드 9만 6천 대, 전기 자전거 2만 대를

로운 교통수단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면, 새로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동휠

운 교통수단에는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드론과

1만 7천 대, 전동킥보드 14만 6천 대의 수요가 있

개인형 이동수단도 포함된다고 봐야 하며, 각국은

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대세가 전통킥보드임을

이들 수단(장치)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중

알 수 있다.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적 차원에서 PM 이용

서울시의 발표자료를 보아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

는데, 법제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더 많은 수요가

는 관련 일자리 창출과도 연관되어 있다.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공유PM사업이 활성

참고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비 전망을 살펴보자.

화되면 양상은 또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표1•퍼스널모빌리티 제품별 연간 시장 규모 및 전망
2019년

2020년

2024년
(5년 후)

2029년
(10년 후)

추이

원휠자이로타입
(핸들바 없음)

7,694대

7,428대

8,902대

16,729대

↑

투휠자이로타입
(핸들바 없음)

2,359대

2,064대

1,737대

1,551대

↓

자이로타입
(무릎 컨트롤바 있음)

7,059대

6,266대

5,273대

5,140대

↓

자이로타입
(핸들바 있음)

589대

1,368대

1,671대

2,344대

↑

전동 킥보드

96,175대

145,708대

239,928대

402,208대

↑

전기 자전거

19,639대

24,915대

39,401대

65,482대

↑

133,515대

187,749대

296,912대

493,454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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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퍼스널 모빌리티 예상 수요
자료: 서울시, 퍼스널 모빌리티 현황 및 쟁점사항, 서울시의회 공청회 자료, 2019.4.19.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장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라임과 버드가 이미 유니콘

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으로 성장하여 우버와 협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시설에 대한 관리, 이용방

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서울 등에서 사업을 진행하

법, 그리고 대여사업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고 있다.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나 고고씽을 운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앞서 지적했듯이 용어가 개

영하는 매스아시아는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시범

인형 이동장치보다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바람직해

사업에 선정되어 시흥시와 동탄 신도시를 대상으

보이며 안전한 이용과 산업활성화가 모두 중요한

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대자동차나 카카오 모빌

만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촉진과 산업

리티 등 많은 대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이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

다. 관련 규제가 문제가 되어 대기업이 뛰어 들기

람이다.

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관련 법령이 정비
되면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자본투자로 관련 산업

PM공유제도 활성화

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에 지적하였듯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형

이처럼 공유PM은 업계 차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이동수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에어비앤비나 위워

것으로 보이나, 공유PM의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

크와 같은 공유경제의 핵심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지자체와의 협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하여 공유교통의

력이 우선시된다. 미국에서도 그러하였고, 현재 서

일종으로서 공유PM산업은 비교적 문제없이 전개

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나, 무질서한 전동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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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대표적인 국외 공유PM사업
회사

서비스 지역

특징

라임

미국 샌프란시코 등과 미국외 19개 국가

-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공유사업
- 자전거는 30분 1달러,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빌리는데 1달러, 이후 분당 15센트

버드

북미와 유럽에 100개 넘는 시스템 운영중

- 전동킥보드 공유회사로 2017년 캘리포니아 산타 모니카에서 창업
- 빌리는데 1달러, 이후 분당 15센트

표3•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업체 현황
구분

국내
기업

해외
기업

사업자명

서비스명

운영 모델명

운영 수량

운영 지역

울룰로

킥고잉

전동킥보드

2,000

서울(강남, 마포, 송파, 영등포)
경기 성남 판교, 부산 해운대구

지빌리티

지바이크,
지쿠터

전동킥보드
(나인봇 es2)

1,500

서울, 인천 송도, 대구 등

메스아시아

고고씽

전동킥보드

5,000

서울(강남), 경기 판교, 부산, 제주 등

알파카*

알파카

전동킥보드

100

대전, 제주

피유엠피

씽씽(PUMP)

전동킥보드

2,000

서울(강남), 경기 판교

디어코퍼레이션

디어

전동킥보드

20

서울(광진)

나인투원

일레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150

서울(관악, 성북)

플라잉

플라워로드

전동킥보드

100

서울(송파)

런처스**

RYDE

전동킥보드

100

서울(구로디지털단지, 이태원 부근)

㈜더스윙

swing

전동킥보드

700

서울(관악, 성동, 광진, 동대문)

다트쉐어링

다트

전동킥보드

100

서울(신촌)

현대자동차

Zet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2,300

제주, 대전, 순천, 광주 등

카카오

T바이크

전기자전거

1,000

서울(송파, 위례신도시), 인천(연수구, 남동구), 울산, 경기(성남, 하
남 위례신도시, 광주 오포읍, 용인 수지구 및 기흥구), 전북(전주)

이브이패스

EV-Pass

전동킥보드

150

제주도

윈드모빌리티
코리아

윈드

전동킥보드

150

부산

어반밴드

무빗(Moveit)

전동킥보드

100

서울

비피엠그룹

부스티

전동킥보드

100

서울

빔모빌리티 코
리아

빔(Beam)

전동킥보드

1,000

서울(강남, 송파 등)

라임코리아

라임(Lime)

전동킥보드

500

서울(강남, 송파, 서초 등)

우버(Uber)

Jump

전기자전거

도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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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PM은 업계 차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공유PM의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지자체와의 협력이 우선시된다. 미국에서도 그러하였고, 현재 서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나, 무질서한 전동킥보드의 주차나 미성년 이용자 등 부적격자나 음주 이용자에 대한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공유업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드의 주차나 미성년 이용자 등 부적격자나 음주 이

안전한 이용이나 이용활성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용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뜻이다. 앞으로 인프라에 대하 투자가 지속적으로

는 공유업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

이루어져야 한다.

히, 특정한 주차공간이 필요 없다는 것이 현재 공

한편, 안전한 이용이든 이용활성화이든 결국 문제

유PM의 커다란 장점이긴 하나 업체가 난립하고

는 문화라고 생각된다. 기존에 전동 킥보드가 원

가로 공간을 무단점유하는 문제가 커지면 공유업

동기장치 자전거의 일종으로 일반도로만을 달려야

체나 관련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되므로 더욱

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이용자는 보도를 이용하였

그러하다. 무질서 속의 질서로 규정을 지키는 것이

고 지금도 그러하다. 여기에는 제도적인 부분뿐만

필요하다. 그 다음은 제도적 측면에서 타다와 같

아니라 이용자의 문화가 같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

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중

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도 이

요하다. 허가제가 필요한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

용을 일부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 너무 많은 업체와 킥보드 장치들이 시장에 진

(실제 쉬운 부분이 아님은 잘 알지만), 이는 제도와

입한 후에 정비를 시도하면 늦을 수도 있다.

문화가 어우러져야 함을 알기 때문이다.
최근 아주 가까운 지인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

맺으며

어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일주일 이상을 입원해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수단

있었다. 필자 역시 심하지는 않지만 어깨를 다친

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적이 있다. 다른 분들이 많이 다루었을 것으로 보

보다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

여 여기서는 다루지 않지만 안전 문제는 소홀히 할

직도 걱정스러운 부분은 남아 있다. 먼저 인프라의

수 없다.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도로는 일반도로
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이의 80%가량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이다. 이 말은 애초에 자전거도로
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개인형 이동수단
이 달릴 수 있는 안전한 도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즉, 제도 개선만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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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함부르크

글·사진 _

정병두

교수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
『CITY 50-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교통』, 〈한숲(2016)〉 저자

독일 북부에 위치한 함부르크(Hamburg)는 베를린에 이어 독일 제2도시로 면적 755km2, 인구는 약 185만
명이며, 역사적으로는 중세 한자동맹의 중심적 역할을 한 도시로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항구도시이다. 함부
르크 항은 북해(Nordsee)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엘베(Elbe)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고속철도(ICE), 정
기 Feeder선 운항 등 내륙수송망이 발달되어있다. 또한 로테르담에 이어 유럽 제2의 항구로 2019년 컨테이너
물동량이 930만 TEU에 이르러 독일 최대의 물류거점이 되고 있다.

Hamburg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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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함부르크에는 수변 도시재생 사례로 하펜시티
(Hafencity)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시내에서 불과
800m 떨어진 이곳은 과거 창고 거리와 쇠퇴한 항
구지역이었지만, 1997년부터 국제공모로 시작된
재개발 프로젝트로 157ha에 업무와 주거, 교육, 문

➌

화 및 여가, 관광, 상가들이 잘 어우러진 수변공간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 세련된 도시성(Urbanity)
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함께 고려한 성공
적인 통합 도시개발로 적어도 유럽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➋ 항구도시를 뜻하는 하펜시티(Hafencity), 수로변 역사적 건축물
➌ 함부르크에서 가장 오래된 성 피터 교회(St. Peter’s Church)
➍ 널찍한 보도에 버스가 정차하기 쉽게 설치된 버스베이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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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함부르크(Hamburg)

하펜시티(Hafencity)에는 부산과 함부르크 간
우호협력도시를 기념하여 한국거리와 부산교
(Busanbruecke) 명칭이 있는 것도 특이하였지만,
2000년 오픈한 정보센터 케셀하우스(Kesselhaus
InfoCenter)에는 1/500 거대한 도시모형 외에도 규
모는 작지만 계획 당초부터 도면 및 정보 열람과 자
료제공 등 정보공유와 친절한 홍보활동들이 과거 잘
➎

갖추어진 베를린 포츠담지구 개발 정보센터를 마치
본 것처럼 인상 깊게 받아들어졌다.

➏

함부르크는 독일 북부 교통거점으로 스칸디나비아로
이어지는 철도노선의 주요 분기점이다. 시내 대중교
통서비스는 함부르크 교통연합(HVV)에서 운영하며
급행전철 S-Bann은 6개 노선(147km), 1912년 운
행을 시작한 U-Bann은 4개 노선(101km)에 1일 67
만 명이 이용한다.
➎ 시내 중심역 융페른슈티크(Jungfernstieg), S-Bann과 U-Bann 환승역
➏ U-Bann은 4개 노선연장 101km 가운데 60Km가 지상구간 운행
➐ 이면도로에 차량속도를 줄이기 위한 노면 돌 포장한 곳이 많음

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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➑

➒

특히 메트로 버스가 배차간격이 양호하게 철도역을
연계 서비스하고 있다. 함부르크에는 현재 트램이
나 트롤리버스는 없지만, CHIC(Clean Hydrogen in
Europe Cities) 프로젝트에 의하여 독일에서 처음 수
소버스 Evobus 4대, Solaris 굴절버스가 2013년 시
범 운행한 바 있다. 2021년에는 메인 버스 운영회사
인 HHA에서 신형 메르세데스 eCitaro 굴절버스를

➓

본격 도입하는 등 독일 북부의 그린 수소경제를 선도
할 계획이다.

➑ 2009년 도입된 공용자전거 StadtRAD
➒ 노면 돌포장의 버스베이, U-Bann 환승연계 메트로 버스
➓ 독일 대부분 지역 간 철도에는 자전거 전용칸을 운영
 버스 전용차로를 운행하는 굴절버스, Xpress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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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행사

‘포스트코로나 –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 개최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국토교통분야 정책을 논
의하는 심포지엄이 6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개최되었다. 국토교통부
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본원과 국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축도시
공간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
로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
학과 교수, 김기훈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민·관·학 전문가가 모여 코로나19로 의
한 국토교통분야 변화 양상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제 및 논의하였다.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는 본원 소재현 부연구위원, 장재영 신한카드 빅데이터사업본부장, 김은
① 단체 기념촬영

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하여 빅데이터, 플랫

② 자유토론 현장

폼 등의 IT기술을 통한 건축·교통의 새로운 운영 방식을 제안하였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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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행사

2019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상 수상
한국교통연구원은 5월 26일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9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포
상식’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다. 매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아래 26개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되는 연구기관평가에서 본원은 2018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함께 진행된 우수 연구보고서 및 우수 국가정책 기여 과제 포상식에서는 본원 민연주 연
구위원의 『스마트 생활물류 신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연구』와 유정복 경영부원장, 장한별 부연구위원의 『아파트 단
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 교통안전 제도개선방안 연구』가 각각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었다.
① 최우수기관상 수상 기념촬영 중인
본원 오재학 원장(좌)과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우)

②

② 우수 연구보고서 수상 기념 촬영
③ 우수 국가정책 기여 과제
수상 기념 촬영

①

③

2019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자 국무총리표창 수상
한국교통연구원은 5월 26일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1층 중강당에서 개최된 ‘2019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
관 유공자 포상은 정부정책과제 개발을 통하
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연구자 및 연구
기관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본원은 이번 포
상식에서 국가 교통정책 개발을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단체
①

표창으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① 단체 표창 수상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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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민식이법,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①

본원 성낙문 선임연구위원의 기고문이 『민식이법,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는 제목으로 5월 21일(목) 한겨레신문
지면에 게재되었다.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며, 성낙문 선임연구위원은 이 규정에 대하여 고의성이 있거나 잘못이 명확한 위반행위만을 가중
처벌 대상으로 한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성낙문 선임연구위원 기고문(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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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교통수단,
틀을 깨야한다
본원 문영준 선임연구위원의 기고문이
『언택트 교통수단, 틀을 깨야한다』 라는
제목으로 5월 25일(월) 디지털타임스 지
면에 게재되었다. 문영준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교
통체증을 심화시키고 도심 내 혼잡과 주
차난, 크고 작은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인
한 사회적 비용이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
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친환경 개
인교통수단 보급 확대 및 실시간 교통수
단 선택 및 예약서비스 도입 등 포스트 코
로나 시대에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
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영준 선임연구위원 기고문(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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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대중교통 거리두기’
본원 예충열 연구부원장의 기고문이 『효
과적 ‘대중교통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5
월 26일(화) 머니투데이 지면에 게재되었
다. 예충열 부원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
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대중교통 이
용 시에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혼잡정보 제공, 열차 운행
시간 조정, 유연근무제와 차등요금제의
병행 시행 등 대중교통 이용 중 감염병 확
산을 막기 위해서는 교통수단 방역활동
외에도 다양한 교통대책을 검토하고 시행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충열 연구부원장 기고문(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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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적재불량 ‘인센티브 배제’
본원 오재학 원장의 기고문이 『화물차 과적·적재불량 ‘인센티브 배제’』라는 제목으로 6월 1일(월) 파이낸셜뉴스 지
면에 게재되었다. 오재학 원장은 기고문을 통해 2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화물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주
목하며, 화물차의 과적과 적재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법규 위반, 운전자 의무 미이행 등의 인적원인 발생의 개선
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오재학 원장은 화물차 운전 법규 위반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벌금과 벌점 일
회성인 ‘단속’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에 대한 혜택을 ‘제한’하는 인센티브 기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며 교통법규 준수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오재학 원장 기고문(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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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저의 역할은
연구자를 위하여
좋은 연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몸담고 있는 원광연 이사장은 연구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미래사
회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산·학·연이 힘을 모으고, 연구자들에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스스로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원광연 이사장이 그리는 연구회의 미래와 추진
중인 융합연구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대담 _ 장원재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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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연
구기관들이 관련 연구에 속도를 더해가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
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선진적인 연구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기관들이 한국교통연구원과 접점을 가지고 있
습니다. 우리 연구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서 미래사
회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겠습
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소회를 밝혀주신
다면요?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참 바쁘게 달려온 것 같
습니다. 2년 8개월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굵
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2018년부터 4
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
R&R(Role & Resposibility)을 재정립하기 시작했
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미세먼지, 여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까지 해
결하여야 할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출연연과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하였습니
다. 4차 산업혁명, 미세먼지, 기술자립, 코로나19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짬을 내어 인터뷰에

와 같은 이슈들은 한 연구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행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하고 있는 교통종합저널 『월간교통』 독자분들께 인사말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연

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뿐 아니라 산·학·연이 힘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

•안녕하세요. 『월간교통』 독자 여러분, 국가과학

죠. 지난 2년 8개월을 돌이켜보면 서로를 연결하는

기술연구회 원광연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성과를 거둔

나19 사태로 많이 지쳐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에

것도 있고 아직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습

더하여 항공과 물류, 교통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니다. 4개월 정도 남은 임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송, 대중교통 방역 등 코로

서 남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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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이사장님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취임 이후 줄곧 연구

40년을 연구자로 살아오면서

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회의 역할을 강조해오셨습니다.

발전해온 것도 많지만 개선하여야 할 연구환경과

이와 관련하여 그 기조와 집행하셨던 정책은 무엇이 있

제도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을까요?

앞으로 연구를 이어나갈 연구자들을 위하여

•40년을 연구자로 살아오면서 발전해온 것도 많

좋은 연구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지만 개선하여야 할 연구환경과 제도가 많다고 생

생각하였습니다.

각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이어나갈 연구자들을
위하여 좋은 연구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저의 역
할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크게 세 가
지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는 효율성 위주의 경영 중심 연구기관이 아닌 효과

세 번째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연구행정선진화

성 위주의 연구 중심으로 발돋움하자는 것이었습

추진센터를 설치하여 25개 출연연의 공통행정을

니다. 두 번째는 연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할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을 바라보고 국가·사회

노력하였습니다.

적 현안을 해결하는 국민중심 R&D체계로 전환하

네 번째는 연구과제평가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자는 것이었습니다.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연구과제평가가 기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처음으로 한 것이 출연연

경영평가 주기에 맞춰 3년 주기로 이뤄졌지만 연구

의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는 것이었습니

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주기를 6년으로

다. 출연연이 이 시대에 지향하여야 하는 5대 가

늘려,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치인 과학적 모험정신, 사람중심, 미래개척, 한반

인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도 평화와 외교,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섯 번째는 연수직 도입, 4차 인재양성 사업 등을

R&R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출연연의 역할과

통하여 미래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기반으로 기관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재정

미래 과학기술 핵심역량인 젊은 연구자들을 출연

전략인 수입구조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PBS 운

연이 책임지고 육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방

영을 개선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안을 마련하였으며, 출연연의 우수인력과 인프라

두 번째는 출연연 간 융합연구, 협력연구가 가능한

를 활용하여 청년층 미취업자 1,400여 명에게 직무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기획했습니다. 과학기술 한

훈련과 취업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계돌파를 위하여 프로젝트, 기술 자립을 위한 출연
연 소·부·장 핵심기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

현재 사회는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연구자들 또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연연의 융합연

한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다분야, 다학제, 다부처 영

구,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민생활문제, 지역문

역을 포괄하는 주제의 융합연구가 일반화되고 있는 흐

제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름입니다. 이런 융합연구에 대해서도 이사장님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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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시스템 등 진단,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다양

계신 융합연구 관련된 사업과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연구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출연연뿐 아니라 산·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꼽힙니다. 과거에는

학·연이 협력하여 국가, 사회적 현안을 해결할 수

단일 학문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으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융합과 협력의 문

사회가 급변하면서 빈곤, 고령화, 기후변화, 감염

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노력도 중요하

병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문제는 과거의 방식으로

지만 제도를 통하여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자연스럽

AI, IoT, 로봇, 자율주행차와 같이 미래를 이끌 기

게 소통하고 마음껏 융합할 수 있는 연구환경과 문

술들은 특정 학문만으로 발전할 수 없으며, 수학,

화가 조성되어야겠죠. 이를 위해서 수평적 협력강

물리학, 컴퓨터공학,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학문

화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우

이 접목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겪고 있

선 연구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출연연 간의 협

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다차원적

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융합연

인 접근이 필요하며 융합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바

구사업을 다변화하였습니다. 융합클러스터를 통해

이러스 감염 문제이기에 의약·바이오 분야로만 국

서 같은 관심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연구주

한할 수 있겠지만 진단을 위한 센서·검출 기술, 감

제를 발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고, 통합적 솔

염경로를 예측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뮬레

루션이 필요한 연구를 산학연이 협력하여 연구할

이션 및 모델링 기술, 방역을 위한 건설자재, 공조

수 있도록 융합연구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국

052

월간 교통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에 퍼져있는 출연연 지역조직이 대한민국 R&D의

하여 연구 활동에 위축되지 않고 연구에 전념할 수

허브가 되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산업계를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부흥시킬 수 있도록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그

융합연구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국가R&D사업 대

동안 추진되어 온 정책과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비 논문은 2.8배, 특허는 1.7배, 기술이전·사업화는

목표입니다.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일

3.7배가량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들을 해왔지만 그런 일들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연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고 연구현장에 문화로 착근되어 연구자들이 체감할

있지만 앞으로는 기초, 개발, 응용, 상용화와 같이

수 있어야 진정한 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단계별로 이어지는 형태의 융합연구로 확장하는 방

통하여 출연연의 연구자율성을 더욱 높이고 연구자

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들이 도전적 연구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
다드에 걸맞은 연구문화, 연구환경, 연구윤리를 정

그간의 추진하셨던 성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와

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020년 혹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하실 사업 계획은?

•취임사를 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간의

끝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소관

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듣게

연구기관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른 협력을 통하여 관계

되니 감회가 남다르네요.

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연구원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면 최근에 국회에서 법안

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

이 통과된 감사선진화가 떠오릅니다. 국가적인 미

니다.

션을 수행하는 출연연의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의 속도를

전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전념할 수

더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시티 교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사로 인해서 연

통, 차세대 철도, 자율주행 같은 교통 기술이 기반

구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때가 있죠. 출연연마다

이 되어야 하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난 30년간

감사기관 또는 감사에 따라 감사 기준이 달라서 업

계획수립, 정책분석, 기술개발을 통하여 교통SOC

무처리 기준에 대한 혼란과 불확실성이 생기면 연

발전을 이끌어주신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변

구자가 연구에 소극적이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

화를 주도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

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출연연의 감사

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

기능을 연구회로 일원화하고 출연연 특성을 반영한

출연연과의 교류, 협력이 더 빠른 도약을 이루는 데

선진화된 감사를 추진하고자 관련 계획을 수립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출연연과

였습니다. 이번 5월, 각 출연연에서 수행 중인 감사

의 협력과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

를 연구회로 일원화하는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며, 한국교통연구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연구 이어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습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니다. 법안 개정에 따라 출연연의 특성에 맞는 감사
제도가 구축될 것이며, 이는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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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의 힘으로 움직이다
- 브레이크
이상우

문화평론가

흔히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잘 달리고, 잘 멈추고, 잘 도는 것이라고 한다. 잘 달리는 것만큼이나
잘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엔진의 성능을 높이는 것만큼이
나 브레이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멈추는 것의 중요성

트다. 잘 달리는 것만큼이나 잘 멈추는 것도 중요

요즘 광화문을 지나면 교보문고 앞에서 이런 글을

한 것이다.

읽을 수 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
으로 피어난다” 백무산 시인의 <정지의 힘> 중에서

자동차 초기의 브레이크 시스템

마지막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모

자동차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는 멈추는 기능이 제

든 것이 멈춰 있는 요즘, 때로는 정지하는 것이 다

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1769년 프랑스의 니콜라 조

시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

제프 퀴뇨(Nicolas-Joseph Cugnot)는 제임스 와트

는 글이다. 시의 전문은 이렇다.

의 증기기관을 보고, 이를 이용한 증기자동차를 발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 시

명하였는데, 브레이크가 없어서 운전하기 매우 어

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

려웠다고 한다. 결국 이 자동차는 테스트 중에 돌벽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과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는 인류 최초의

것인가를 안다 /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자동차 교통사고로 기록되었다. 이후로 자동차를

나는 내가 된다 /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

만드는 사람들은 엔진 못지않게 브레이크 시스템에

리는 달린다 /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도 공을 들였다. 1800년대 증기자동차 시절에는 ‘슈

이유를 안다 /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

브레이크’가 주로 사용되었다. 타이어의 가장자리

으로 피어난다”

부분에 벽돌처럼 생긴 브레이크 슈(shoe)를 바퀴에

교통수단의 존재 이유는 사람이나 화물을 원하는

마찰시켜 속도를 줄이는 방식이었다. 이 시기에는

장소까지 정확하게 이동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빨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15km 정도로 느렸기 때문에

리 달리더라도 정작 원하는 지점에 멈출 수 없다면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도 속도를 제어할 수 있었다.

그 교통수단은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탈

이후 벤츠가 1886년에 만든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

것에는 움직이게 하는 장치와 더불어 멈추는 장치

차에는 가죽 벨트를 사용한 ‘밴드 브레이크’가 사용

가 함께 마련되어 있다. 움직임과 멈춤은 늘 한 세

되었다. 엔진에 연결되어 회전하는 커다란 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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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에 가죽 벨트를 감고 이를 당기거나 풀어서 자동

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모터 레이싱을 통해서

차의 속도를 조절하였다. 1891년 르노에서는 이 밴

였다.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한 ‘재규어D타입’이

드 브레이크를 구동축과 구동 바퀴에 각각 붙여 제

1955년부터 1957년까지 르망24에서 3년 연속 우승

동력을 더욱 높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점차 자동차

을 차지한 것이다. 당시 르망24에서 가장 빠른 자

의 엔진 성능이 좋아지고 차체가 무거워지면서 보

동차는 역설적으로 가장 잘 멈추는 자동차였다. 그

다 강력한 브레이크 성능이 요구되었다.

야말로 멈추는 힘으로 달린 셈이다. 이후 디스크
브레이크는 자동차의 표준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드럼 브레이크에서 디스크 브레이크로

정착되었다.

현대적인 제동장치는 190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
작했다. 오늘날에도 일부 차량에서 사용되는 ‘드

잘 멈춰야 잘 달릴 수 있다

럼 브레이크’는 1904년 영국의 롤스로이스에서 개

최근의 브레이크는 단순히 차를 멈추는 것에서 끝

발하였다. 휠 안쪽에 드럼을 장착하고 드럼 내부에

나지 않고 각종 전자 장치를 조합하여 주행 안정

다시 브레이크 슈를 장착한 다음, 슈를 드럼 바깥

성까지 제어한다. 각 바퀴로 제동력을 보내거나 끊

쪽으로 조이면 마찰력이 생겨 차량이 멈추는 방식

는 것은 물론, 유압까지 조절할 수 있는 ABS 모

이다. 드럼 브레이크는 기존 브레이크보다 제동력

듈이 대표적이다. ABS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

이 뛰어났으나 발열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드

을 밟으면 디스크를 계속해서 죄는 기존 방식과 달

럼 안쪽은 거의 밀폐 상태이며, 냉각이 쉽지 않기

리, 디스크를 빠르게 잡았다 풀었다를 반복하여 최

때문이다. 그래서 250도 이상의 열이 발생할 때 마

적의 제동효과를 얻는 장치다. 이를 통하여 급정

찰계수가 낮아지면서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페

거 시 바퀴가 고착되어 제어불능 상태가 되는 현상

이드 현상’이 나타나기 쉬웠다. 이런 단점을 보완

을 막을 수 있다. 그밖에도 구동력 제어장치(TCS),

하기 위하여 디스크 브레이크가 만들어졌다. 오늘

자세 제어장치(ESC) 등은 모두 특정 조건의 바퀴

날 자동차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브레이

에 제동력을 더하거나 빼는 장치다. TCS는 ABS와

크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원반 형태의 ‘디스크’가

는 반대로 바퀴가 접지력을 잃을 정도로 다른 바

바퀴와 함께 회전하다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

퀴보다 더 빠르게 회전할 경우 해당 바퀴에 제동력

을 밟으면 디스크 패드라는 마찰재가 양쪽에서 디

을 보내 접지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스크를 압박하여 제동하는 방식이다. 디스크 브레

ESC는 제동 시에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

이크는 1900년대 초 영국의 랭카스터에 의하여 처

행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을 돕기 위하여 계속해서

음 고안되었으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곧

작동한다. 최근에는 센서 기술과 접목해서 장애물

바로 실용화되지는 못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당

을 만나면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긴급자

시 항공기에 적용되면서 그 성능이 입증되었으며,

동제동장치(AEB)가 사용되기도 한다. 백무산 시인

전쟁 이후 항공기 기술이 자동차에 도입되는 과정

이 노래했듯이 모든 존재는 멈춤의 힘으로 달린다.

에서 자동차에도 적용이 되었다. 디스크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그 멈춤의 힘이 시작되는 곳이다. 언제

를 시판되는 자동차에 최초로 채용한 것은 크라

나 그렇듯이 잘 멈춰야 잘 달릴 수 있다.

이슬러였다. 하지만 디스크 브레이크가 전 세계적

자동차도,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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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01 교통정책
움직이는 활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더구나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등은 이동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들을 위한 교통정책 마
련이 시급하다. 본 원고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을 예로 들어 앞으로 우리나라가
마련해야 할 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이동(移動), 즉 움직이는 활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제14조)고 정하여 이를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같은 신체적 조건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 조건이 저하된 장애인,
진명구 법학박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등의 경우에는 이동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
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의 이동편의시설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
동주택, 통신시설에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
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물 등 시설물과 기차, 버스 등 교통수단은 법 제정 이전부
터 설치및 운용되어 왔고, 법 제정 이후에는 이들 전체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
치나 장애물 제거 등 개·보수 조치를 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편의시설 설치
에 대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온 실정이다.
문제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즉 고령자에게도 나타나는

056

월간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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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전체 인구 중에서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5년마다

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고령인구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현재 ‘제

비율이 14.2%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불과 5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이 시

년 후인 2025년 고령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

행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 제4차

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통계청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통하여 2017년과

이들 기본계획에 고령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2067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정책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초고령사회에 대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감소(73.2%→45.4%)하는 반

비하는 교통 정책목표와 실효적인 추진과제를 제

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크게 증가(13.8%

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고령화에 대응하는 교

→ 46.5%)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령인구

통 정책수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2017년 707만 명에서 2025년에 1,000만 명을

는 먼저 변화하는 고령자 주거 정책이 고려되어야

넘고, 2067년에는 1,827만 명까지 증가하고, 고령

한다. 고령자의 이동은 주거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인구 구성비는 2017년 13.8%에서 가파르게 늘어나

되기 때문이다.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를 초과할

현재 정부의 고령자 주거정책은 ‘에이징 인 플레

것으로 전망된다.

스(Aging In Place)’개념에 기반한 지역사회 중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자가 대부분의 사

심의 자치 ·돌봄 ·재생 추진, 즉 ‘커뮤니티케어

회 구성원이 되는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주

(Community Care)’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여기

고 있다.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지만, 우

서 고령자의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을 위한

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이동

내고 있어 정부의 범국가적이고도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해당 지역사회는

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대통령자

‘장애물 없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1974

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설치 이후, 2005년

년 UN의 장애인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장애

연령별 인구구조, 1960~2067년

연령별 인구구성비, 1960~2067년

출처: 통계청, 2019년『장래인구특별추계』

그림1•인구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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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접근성을 위한 배리어프리 디자인(Barrier Free

구분되며, 이들 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공공단

Design Accesbility for the Handicapped)’ 보고

체가 협조하여 보조를 실시한다. 정부는 여객시설

서를 통하여 소개된 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과 차량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각각 마련하여 이

정책으로 일반화되었다.

를 근거로 베리어프리 사업을 전개하였고, 이에 따

배리어프리 정책의 적용 사례는 이미 우리보다 먼

라 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대한 베리어프리는 상당

저 201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을 통하여 살

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저상버스 도입은 49.4%로

펴 볼 수 있다.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 진입 이

미비된 것으로 나타나 저상버스 확충을 위한 ‘논스

후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

텝버스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고령자

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하트빌

가 복지차량(좌석배치 및 휠체어를 자동적으로 트

딩법), 2000년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공공교통

렁크에 적재하는 등 이동편의 증진 기능이 장착된

기관을 이용한 이동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배

차량)을 구입 시,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소득

리어프리법)을 제정하고, 이후 2006년 두개 법을

세 5% 비과세, 자동차 취득세(지방세) 감면(사업

통합한 「고령자장애인 등의 이동등의 원활화 촉진

용 차량 제외), 차량본체가격 90%의 5%감면 등)을

에 관한 법률」(배리어프리신(新)법)을 제정하여 고

실시, 고가 장비가 장착되었지만 기존 일반 차량과

령자의 이동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가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하여 보급을 활성화하

「배리어프리신(新)법」에 따르면 일본의 고령자 교

였다.

통정책은 △고령자의 독자적 자립 모빌리티가 가

또한, 대중교통 수익성 악화에 따른 노선폐지로 공

능한 사회기반 정비, △예방적 차원의 적극적 사회

공교통서비스 공백이 발생한 경우, NPO 등에 대

참여 지원, △교통 공백지역의 해소 및 맞춤형 교

하여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의 예외허가를 두

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일본의

어 복지수송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도시철

모든 공공교통 사업자들은 여객 시설을 신설 또는

도, 버스의 경우, 지자체별로 고령자에게 직접 대

개량하거나 새로운 차량 도입 시, 법정 기준을 준

중교통 요금을 보조하는 ‘경로승차권제도’를 운영

수하여야 한다.

하였다.

배리어프리 사업은 공공교통수단과 시설 등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확보에 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표1•일본의 고령화 대응 교통정책
연도

대응

1994년

- 「하트빌딩법」 제정

1996년

- 고령사회 대책 대강 발표

2000년

- 「배리어프리법」 시행
- 고령자 전용 주차구간 제도 시행

2004년

- 논스텝버스 인증제도 도입

2005년

-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대강 발표

2006년

- 「배리어프리 신법」 제정

2007년

- 고령자 면허갱신 시 인지기능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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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고령사회 진입(고령화율14%)

*초고령사회 진입(고령화율20%)
(구)「하트빌딩법」 + (구)「베리어프리법」 통합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교통정책

추진하였다. 고령자 교통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에

(Active Aging)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그리고 있

달하는 보행(步行)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고

다. 이에 따라 ‘적극적 사회참여 지원’, ‘교통 공백

령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고령자 교

지역의 해소 및 맞춤형 교통서비스’가 연계된 목표

통안전 모델지구’로 지정하고, 통과교통량 감축,

로 설정이 된다. 이 경우 고령자의 욕구를 고려한

주행속도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신호기, 도로

무장애설계가 수단으로 정해지게 되고, 단순히 일

표지, 보행시설의 면적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어

률적인 시설·설비 확충이 아닌 고령자의 수요에 따

고령운전자 관리에 관하여는 75세 이상은 자동차

른 능동적인 무장애설계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에 고령자 운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미부착

교통 공백지역 역시 정책의 핵심이 된다.

시 범칙금 및 벌점 부여하였다. 아울러, 고령자 사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고원인 가운데 인지능력이 떨어져 발생하는 경우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수단이 목표가 된 것

에 대하여 운전면허 갱신 시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으로 부적절하고, 일부 고령자의 노화로 인한 신체

운전적성검사와 함께 고령자 강습을 의무화하고,

적 기능의 저하에 대한 보완(補完) 또는 시혜적 관

75세 이상의 경우 인지기능검사를 의무화하여 기

점이 형성된다. 이 경우 정책대상과 수혜자가 괴리

능 이상 판단 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하도록

될 우려가 있고 수동적인 무장애설계의 적용으로

하였다. 주차와 관련해서는 ‘고령자 전용주차공간’

정책효과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교통

제도를 두고 고령운전자의 주차장 이용부담 경감

공백지역은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어 가용예산에

을 목적으로 관공서, 병원 등 불특정 다수의 고령

따라 부수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현재의 정

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에 전용구간을 설

책목표로는 초고령사회, 나아가 고령자가 전체 인

치, 전용장소 주차표장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 주차

구의 절반에 가까운 2050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 없다.

위와 같이 일본의 「배리어프리신법」은 명확한 정

따라서 우리나라도 ‘고령자의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책목표를 제시하고, 배리어프리를 전면적으로 적

활동을 위한 사회’를 목표로 고령자의 욕구에 부합

용하였으며, 그에 따르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추구하도록 하여야 할

부담에 대해서는 세제 및 금융지원 혜택을 통해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의 범위, 고령자의

보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령자 교통안전

행동양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우선되

을 위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

어야 할 것이다. 이에 기반하여 해당 지역과 고령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고령화 대응

자 거주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서비스를 지원하

교통정책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다.
둘째, 배리어프리의 전면 적용이다
첫째, 고령자의 니즈를 파악한 정책목표의 설정이다

일본은 「배리어프리신법」 이후 모든 대중교통 수단

일본은 고령자의 ‘독자적 자립 모빌리티가 가능한

에 배리어프리를 전면 적용하도록 하였다. 반면 우

사회기반’을 목표로 하여 고령자의 액티브에이징

리나라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하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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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라고 한다)’를 두고, 인증(認證)을 통한 배리

아울러 일본의 ‘고령자 교통안전 모델지구’와 유사

어프리를 유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대

한 우리의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의 범위와

규모 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나 기존에 장애인 편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이 이

시설 설치를 통하여 관리되어 온 경우를 제외하고

뤄져야 한다. 나아가 AI(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융합기술을 적용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연구개

이에 우리나라도 배리어프리를 모든 대중교통 수

발 투자를 확대하고 실증을 통한 선진 사례를 만들

단에 전면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하되, 앞서

어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언급한 고령자의 교통이동 욕구에 대한 데이터베
이스에 기반하여 시설 및 교통수단의 시급성, 중요

당면과제에 대한 대응과 달리 미래를 위한 대응과

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

제는 정부의 적극적 의지 없이는 추진되기 힘들다.

여야 한다. 또 사업주체에 대한 각종 세제 및 금융

하지만 ‘초고령사회’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비전

지원 혜택을 통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지속적

(vision)이 아니라 필연적이고도 현실 가능한 위험

인 사업추진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risk)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부양비 증가, 건
강보험 및 연금재정 고갈 등 이미 예견되고 논의

셋째, 보행안전 중심의 정책 개발이다

되는 우려들은 차고 넘친다. 그러나 생산적 고령

일본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책은 우리나라도 유

화(productive aging), 제론테크놀로지1), 실버산

사한 제도로 이미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과

업 등 무한한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 이를 위기

같이 우리나라도 교통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고

로 만들 것인지 기회로 만들 것인지는 미래를 준비

령자다. 특히, 2017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4,185

하는 정부에 달려 있다. 앞으로 5년 정부의 특단의

명 중 보행사망자 40%(1,675명) 중에 고령자가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45%(906명)에 이르고, 그중 37%(335명)는 무단횡
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획기적
인 대책이 없다 보니, 일선 파출소장이 ‘장수의자’
(신호대기 중 앉을 수 있도록 고안된 신호기에 부
착된 접이식 의자)를 아이디어로 낸 것이 전국적으
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장수의자’의 정책사례처럼
무단횡단을 줄이고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효
과적인 정책수단의 발굴이 필요하다.

1) Gerontology(노년학)과 Technology(공학기술)의 합성어로 고령자를 위한 생활자립 지원 기술연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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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시대에서의 교통연구

온라인 쇼핑시대에서의
교통연구

서론
이번 기고에서는 온라인 쇼핑의 발달로 비롯된 교통 연구에 대하여 이야기하
고자 한다. 온라인 쇼핑은 1990년대에 도입된 이후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성
장세를 보여왔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택배 물량은
2012년(약 14억 개)에서 2019년(약 28억 개)까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김우중

해외통신원

렌셀레어 공대 박사과정

류승한

해외통신원

버지니아대 박사과정

매년 8~1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1)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가 발생했던 2007년~2009 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온라인을 통한 거래액
이 두 자릿수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2)
앞서 언급한 택배와는 별개로 최근 들어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및 배달음
식 주문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New York C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NYC DOT)의 201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4%가 주 1회 이상 일반 택배를 받고 있으며 21%가 식료품, 33%가 음식을
동일 주기로 받는다고 답하였다.3)
일반 택배, 식료품, 그리고 음식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 연구 주제는 주로 상경
계열에서 다뤄졌으며 교통분야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상기 배달문화의 발달로 인한 통행량 및 통행패턴의 변화는 교통연구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소비행태 변화는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쇼핑통행패턴, 배달차량 주차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온라
인 쇼핑 소비자들의 주거지선택과 지역의 토지이용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통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택배, 식료품, 그리고 음식 배
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교통분야 해외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배달의 종류
택배(Parcel delivery)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과 배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일반적인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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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미국 맨하탄의 택배 차량

그림2•미국의 Instacart 앱 주문화면

배(Parcel delivery) 이다. 책, 음반부터 의류, 가전

Instacart, Fresh Direct 등의 서비스가 인기를 끌

제품, 가구까지 거의 모든 상품들이 온라인으로 주

고 있다.

문이 가능하다. 한국의 G-Market과 11번가, 미국
의 Amazon과 eBay등이 대표적인 온라인 third-

음식 배달 (Food delivery)

party 플랫폼이며 하이마트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한국은 이미 유선상으로 음식 주문 및 배달 서비스

third-party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문이 가능한

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지만, 배달 스마트폰 애플리

형태도 있다. 최근 들어 당일배송, 2시간 배송, 심

케이션의 보편화 이후로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서

야배송, 드론배송, Crowd-sourced 배송(쿠팡 플

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는 배달의 민

렉스) 등 점차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족과 요기요, 미국에서는 Grubhub, Uber Eats,
DoorDash가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리

식료품 배달(Grocery delivery)

잡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와

기존에는 전화 또는 매장에서 배달 요청을 통하여

로봇(e.g. Starship) 등 음식배달이 다양한 형태

식료품 배달이 이루어졌으나 온라인 플랫폼의 발

로 시도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달로 가정에서도 손쉽게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를

(COVID-19) 사태로 뉴욕시 등에서는 식당 안에서

이용하여 식료품 주문이 가능해졌다. 한국에서는

의 식사를 금지함에 따라 음식 배달 수요가 기하급

마켓컬리, 쿠팡 로켓프레시, SSG닷컴, 미국에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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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지표를 찾아내기 위
하여 가통자료를 이용하여 Count model을 개발
하였다.4) 국가에서 실시한 가통조사 이외에도 지
자체별 혹은 연구목적으로 개별실시한 설문조사를
이용한 연구들도 이루어 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젊
은 연령층, 여성, 고등교육의 군집에서 더 많은 택
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통행과의 관계

초기의 연구들은 ‘온라인 쇼핑과 배달이 소비자 쇼
핑통행에 미치는 영향’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일방향적 관계가 아닌 쌍방향적 관계가
주목받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배달과 쇼핑통행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관계가 보완 관계 혹은
그림3•미국의 Grubhub 앱 주문화면

대체 관계인지가 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다. 아직까
지 배달과 쇼핑통행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자들 간
의견이 일치한 일반적인 결론은 없으며 품목별, 지

관련 연구 동향

역별 등 연구 목적과 범주에 따라 모두 다른 결과

온라인 쇼핑 및 배달음식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

를 보여주었다. Dias et al.(2020)은 다변량 순서형

며 해외 교통분야 배달 관련 연구가 이전보다 활발

프로빗 모형을 통하여 택배, 식료품, 음식주문과

히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택배에 한정되

같은 온라인 쇼핑들이 일반소매점, 식료품점, 식당

어 있어 식료품과 음식배달 관련 연구는 미미한 실

으로의 기존 쇼핑통행들과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

정이다. 이에 필자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연구를 네

다는 것을 밝혀내었다.5)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COVID-19로 인한 소비행태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McKinsey (2020)는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배달 수요 분석

변화와 쇼핑채널 변화 (품목별 온라인쇼핑으로의

미국은 5~8년 마다 가구통행실태조사(이하 가통)

전환)을 조사하였다.6) 대체로 의류, 악세서리와

를 시행한다. 최근 2회에 해당하는 2009년과 2017

가구에 대한 지출은 줄어들며 온라인을 통한 식료

년에는 택배와 관련한 질문들이 설문조사에 포함

품과 일반 생활용품에 대한 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되었다. 한 달 동안 받은 택배 횟수와 인터넷 사용

나타났다.

빈도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 정보를 이용한
택배 수요 분석이 2010년 이후부터 활발히 이루어

주차

지고 있다. Wang & Zhou(2015)는 개인의 택배수

뉴욕시 통계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에 United

2020 06 VOL.268

063

해외통신원 소식

초기의 연구들은 ‘온라인 쇼핑과 배달이 소비자 쇼핑통행에 미치는 영향’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는 일방향적 관계가 아닌 쌍방향적 관계가 주목받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배달과 쇼핑통행이 어떻게 상호작
용하는지, 그 관계가 보완 관계 혹은 대체 관계인지가 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다.

욕시는 매년 백만 건이 넘는 상업용 차량 주차위반
(이중주차, 자전거도로 위반 등)으로 인한 Traffic
Court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Stipulated
Fine Program” 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까지 한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업체들은 Court
에서 appeal하는 권리를 전부 포기하는 대신 주
차위반 과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는다.
택배차량 외에도 최근 워싱턴 D.C.에서는 Ondemand delivery(음식 배달) 차량들이 주차공간
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
다.8)
그림4•뉴욕시 자전거도로 위에 불법 정차한 택배 차량

미국의 대도시들은 배달 차량들로 인한 주차 문제
로 고통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배달 차량들의 주

Parcel Service (UPS)가 25.5만 건, Federal

차수요와 주차위반 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도 증가

Express (FedEx)가 11.4만 건, 그리고 Fresh

하고 있다. Chen et al. (2017)은 뉴욕시의 토지이

Direct가 2.8만 건의 주차위반 티켓을 받았다.7) 뉴

용, 시간대별 택배 차량들의 주차수요와 주차위반

그림5•보스턴시의 아마존 Hub Locker(대체배송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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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였다.9) 상업지역보다는 주거지역에서 택

맺음말

배차량 주차수요가 더 높으며, 이와는 반대로 주차

본 기고에서는 지금까지 교통분야에서 큰 주목을

위반은 상업지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받지 못했던 온라인쇼핑과 배달에 관한 소개와 관
련 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들이 교통분
야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만큼 해외에서는 활발한

대체 배송지 (Alternative Delivery Location)

뉴욕시에는 매일 150만 개의 소포가 배달되며 이
10)

중 약 9만 개의 소포가 분실된다고 한다.

또한,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인한 여러 번의 배송시도가 택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국내 온라인 쇼핑의 수
요가 최근 5년간 급증한 만큼 교통연구자들의 관
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배회사의 시간과 비용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
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대체 배송지
(Alternative delivery location)가 주목을 받고 있
다. 대체 배송지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마존의 Hub
locker와 UPS의 Access Points가 있다. Wang et
al. (2018)은 대체 배송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인구학적 특성 파악과 소비자들의 용인 가능한
대체 배송지까지의 통행거리를 분석하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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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문 등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

4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48명 발생하여 전년

전년 동기대비 8.4% 감소

동기(131명) 대비 13.0%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강원(58.3%↓)·인천(50%↓) 감소,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5.9%(5,715→6,055

광주(100%↑)·울산(16.7%↑) 등은 증가

건)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4월 말 기준 교통사고

도로 종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특광역시도·지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2019년 1~4월, 1,037명)에 비

방도·시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3

하여 8.4% 감소한 950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

명으로 전년 동기(814명) 대비 11.7% 감소하였으며,

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하여 보행자(△13.6%), 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령자(△18.1%), 화물차(△19.0%) 사망사고는 크게 감

수는 각각 5.4% (56→59명, 3명↑), 3.0%(167→172명,

소한 반면, 음주운전(△1.0%)은 소폭 감소하였고, 이

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륜차(13.0%)와 고속도로(5.4%) 교통 사망사고는 증

참고로, 지난 2년간 20% 감소해온 교통사고 사망자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 올해에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간 큰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357

폭으로 감소해왔던 음주운전 감소율이 낮고, 이륜

명으로 전년 동기(413명) 대비 13.6% 감소하였고, 전

차·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등 발생 특성이

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7.6%를 차지하였다. 65

예년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390명으로 전년 동기(476명)
대비 18.1% 감소하였다.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

자료 | 국토교통부, “2020년 4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
기대비 8.4% 감소”, 2020. 5. 22.

는 6명으로 전년 동기(8명) 대비 25% 감소하였다. 음
주운전 사망사고는 98명으로 전년 동기(99명)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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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폭 감소하였고,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으

20개 국토·인프라·교통 기술(20-Wonder)

로 인한 사망자는 180명으로 전년 동기(193명) 대비

개발 착수

6.7% 감소하였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 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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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0대 유망기술(20-Wonder) 기술 중 교통분야 기술
전략프로젝트

프로젝트 정의

1

완전 자율협력주행

레벨 5단계의 자율주행차 사용화 및 관련 인프라 구축

2

도로인프라 스마트유지관리

ICT 기술과 융합한 선제적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및
도로인프라 장수명화

3

미래형 교통관리 시스템(FTMS)
Futre Transport Management System

디지털트윈, AI 등에 기반하여 모든 이동체에 대한
완전한 재현·관제를 통한 교통관리

4

스마트 Mobility 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제공을 위한 플랫폼,
환승인프라 기술개발

5

고부가가치 융복합 생활물류 혁신기술

빅데이터 등 기술을 현장(배송/인프라 등)에 융복합하여 자동화,
안전성 강화 등 고부가가치 창출

6

초연결초고속 철도시스템

최고 시속 1,200km로 아진공 튜브를 주행하는 철도시스템 개발

7

데이터기반 철도안전관리

인력 및 경험 위주의 현행 철도안전관리를 대상으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철도안전관리 기술

8

PAV Flying Car Air Taxi

도심 공중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기체·운항·정비 등 관련 인증제도
고도화를 통한 운용 기반 구축 및 단계적 확장

9

스마트공항 4.0

ICT 기술을 통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공항 체계 구축

10

미래비행체(PAV) 부품개발 및 인증

미래비행체 소재·부품·장비 및 후속 정비산업 연계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M.E.C.A)하는 기술과, ③비대면(Untact) 경제에 대

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 확보를 위한 20대 유망기술

비한 기술과 ④그린 에너지(Green) 기술 등으로 구

(20-Wonder 프로젝트)을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성된다. 이번에 선정한 20-Wonder 프로젝트는 축적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전문

된 연구역량과 코로나19 대응 시 입증된 산업 역량

가 설문 및 공모전을 통하여 발굴된 아이디어(1,050

을 집중하여 세계 선도형 연구를 목표로 추진되며,

개)와 각종 미래예측보고서 상 기술(300개 기술) 중

국토부는 즉시 연구개발 사업 기획에 착수하고, 많

미래시장 규모와 기술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

은 관련 부처와 다부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려하여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할 50대 미래전략 프로

예정이다.

젝트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2030년까지 집중할 20대
유망기술(20-Wonder)을 확정한 것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20개 국토·인프라·
교통 기술 (20-Wonder) 개발 착수”, 2020. 5. 6.

20대 유망기술(20-Wonder)은 세계 일등 기술력을
목표로 하며, ①인공지능을 국토·교통 전 분야에 접
목(AI+)하고, ②이동수단의 전동화·자율운행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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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된다.

「물류시설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이번에 개정된 「물류시설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

본회의 통과

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

「물류시설법」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

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화물자동차법」은 공

정지원 근거 명문화

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법」 공영차고지 등 재정지원 대상에 공
공기관·지방공사 추가

자료 | 국토교통부, “「물류시설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 5. 20.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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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도로·철도·댐 등 사회기반시설,

먼저,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물류시설의 개

도로와 철도, 댐 등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

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보면, 현행 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이 과밀 집중된

국토교통부는 5월 12일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

지자체의 도로 유지 보수,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재

획(2020~2025)’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참고

정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

로, 기본계획은 올해 1월 시행된 「기반시설관리법」에

비지구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

따라 마련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여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

기본계획은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

함으로써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

제, 고품격 생활안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기반시

악화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기반시설 안전등급 ‘미흡’ 및

재정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불량’ 없도록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다음으로, 공영차고지 등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

관·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감을 4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시설별로 산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공영차고

발적으로 수립되어 온 기반시설 15종의 유지관리계

지 설치권자에 대하여 지자체 단독에서 공공기관·

획이 기본계획-관리계획-실행계획으로 구성된 입

지방공사가 추가(2018.4.17 법 개정)됨에 따라, 재정

체적·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된다. 시설별로 각기

지원 대상의 경우도 공공기관·지방공사가 추가되도

다른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록 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지

기준 설정을상향하여 관리주체의 선제적이고 체계

방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공

적인 유지보수를 촉진한다. 아울러 관리감독기관 간

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건설 추진 시 재정지원이

유기적 협력과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기반시설관리

가능해져 화물차 휴게시설의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위원회 운영을 비롯하여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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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합동 기반시설관리협의체 구축 등 이행 조직도

5월 14일 첫 회의는 모빌리티 혁신의 제도적 기반인

정비한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의 의의와 내용, 플랫폼 운송사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

업의 허가제도 운영 방안,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

안전등급 부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시설들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산정방식, 플랫폼 가

얼마나 오래됐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

맹사업 활성화 방안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

는지를 중점으로 평가한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

들과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공유 중심으로 진행되

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준공 후 20년이 넘은 지하시

었다. 특히 회의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10년

설물은 5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30년 이상 경과한

후의 미래상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

시설물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체

도 있었다. 이는 「모빌리티 혁신법」을 기반으로 세부

계적으로 관리된다. 교량과 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

제도화 방안이 완성되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

전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나, 편리하게 이동’하는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비

구축된다. 지하지도 정확성 검증 등 기반시설 관리

전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정보체계도 강화한다.

면, 첫째, 언제 어디서든 고도화된 플랫폼이 모든 이

아울러 올해부터 20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

동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모빌리티 환경이 정착될 예

화에 연평균 13조 원을 투자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

정이다. 둘째, 고객이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한 기반시설 관리 체제를 만든다. 기본계획은 각 부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

처와 광역지자체 등 관리감독 기관의 관리계획을 통

상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셋째, 모빌리티 서비스

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의 품질이 대폭 개선되어 국민 모두가 자가용에 버금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철도·댐 등 사회기반시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20. 5. 12.

가는 쾌적한 이동 서비스를 누리게 될 예정이다. 마
지막으로, 우리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닌 경쟁력과 자립 역량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지속 발전하는 생태계로 변화될 예정이다.

더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정부는 이러한 미래를 위해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일상으로

2030년까지 현재의 8조 원 규모에서 15조 원 이상으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여 모빌리티 혁신의

로 확대하고,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만 대 이상으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로 확충하는 한편, 승차거부 민원을 제로화하는 등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

의 목표를 설정하고 모빌리티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사업법」(2020. 4. 7 공포)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

계획이다.

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
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5월 14일 개최하였다

자료 | 국토교통부, “더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
으로”, 2020. 5. 14.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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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똑똑한 도전, 교통·환경 등 문제

경남 김해, 부산광역시, 제주도 등 4곳을 선정하여

해결 나선다

사업마다 3년간 215억 원을 투입한다. 강릉시는 지

관광객이 스마트폰으로 관광지의 카페를 예약하고

역 상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이 스마트폰

교통약자가 지하철역에서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

으로 지역 내 음식점과 카페의 빈자리와 대기시간

게 무장애 길안내 서비스를 하는 등의 『스마트 챌린

을 확인하고 예약·주문과 함께 경로안내·교통편 결

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관광형 MaaS(Mobility As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스마트 챌린지』 공모결과

A Service)인 ‘스마트 골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 18건의 과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

김해는 의료기기 제조특구인 골드루트 산업단지에

다. 『스마트 챌린지』는 기업과 시민, 지방자치단체

서 물류창고와 운송차량 등을 공유하고 출·퇴근 수

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에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

요와 최적경로 분석을 통한 수요기반형 교통서비스,

인 아이디어를 적용, 교통·환경·안전 등 도시문제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시는 장애인과 노

해결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에 따라 시티(대), 타운

약자 등 교통약자가 지하철역에서 어려움 없이 이동

(중), 솔루션(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와 단말기를 통하여 무장애

사업규모가 가장 큰 시티챌린지는 민간기업의 혁신

(Barrier Free) 길안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교

적인 아이디어로 교통 등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

통약자 전용 정거장과 승차공유 서비스도 추진한다.

그림1•강릉에서 추진할 관광·상권과 MaaS 통합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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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도시 종합솔루션 조성사업이다. 강원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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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주유소와 편의점 등을 거점으로 친환경 공

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

유모빌리티와 신재생에너지 거래플랫폼 연계서비스

여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광역

를 제공한다.

교통시설의 적기 준공을 도모하였다. 또한, 지하철

지자체와 시민이 일정 구역의 수요에 최적화된 솔루

개통 전 입주 초기에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

션을 구축하는 타운챌린지는 마을단위 리빙랩을 통

화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광역버스 운행비용 등

한 체감형 솔루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타운챌린지

을 지원토록 하였다.

에는 강원 원주, 충남 서산, 전남 광양, 경남 창원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하남교산지구는 기

4곳의 사업이 선정돼 2년간 43억 원이 투입된다. 중

존 잠실방면 50분, 강남역 65분가량 소요되던 통행

소도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나 놀이터 등과

시간이 잠실 20분, 강남역 30분으로 단축되고 동남

같이 시민체감도가 높은 단일 솔루션을 구축하는 솔

로, 서하남로 등 기존도로의 교통여건도 개선될 것

루션챌린지 사업에는 1년간 6억 원이 투입된다. 솔

으로 기대된다. 과천지구는 철도·버스 대중교통시

루션챌린지는 강원 양구, 서울 강동과 양천, 경남 거

설을 통하여 서울 강남 등 주요 도심까지 20분 이내

제·사천 등 총 10건의 사업이 뽑혔다. 분야별로 교통

접근이 가능해지고, 과천대로(서울시계~관문사거

5개, 관광 2개, 물류·보건·환경이 각 1개씩이다.

리) 양재대로 구간의 교통혼잡이 개선될 것이다. 광

자료 | 국토교통부, “18개 지자체의 똑똑한 도전…교통·환경 등
문제 해결 나선다”,  2020. 5. 28.

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2021년 도시철도망 구
축계획 승인, 실시계획착수 등을 거쳐 2023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하남교산 신도시, 과천지구

자료 | 국토교통부, “하남교산 신도시,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
책 확정”, 2020. 5. 22.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2020.

국토교통부

5. 8)를 거쳐 하남교산 3기 신도시(3만 2천호)와 과천

정부-지자체 협업 도로

지구(7천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였다. 광역

스마트 복합쉼터 사업 첫걸음

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조성 및 신규 교통대책 추진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에 따른 교통량 변화 등에 대한 교통전문기관 용역,

쉼터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지방자치단체 협의, 위

있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

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기존의 국도 졸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잠실·강남 등 서울

음쉼터에 문화체험, 경관조망 등 지역 자원을 연계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하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편의시설로, 일반국도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지구지정부터 대책확정

편의시설 조성과 관련된 최초의 중앙정부-지자체

까지 15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

간 협력을 통한 시범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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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우선 전국에 5개소를 선정하여 착공할 예정

튜닝 승인 및 검사가 면제되는 자율튜닝 항목 확대

이며, 사업 대상지는 강원 인제, 충북 옥천, 전북 부

(전조등 변경, 보조발판 너비 확대 등 27건)로 지난

안, 전남 고흥, 경남 하동이다. 지자체가 기획하여

해 10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약 1만 1천 건 이상의 튜

신청한 사업들에 대하여,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의 의

닝이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견수렴을 거쳐 건축, 도로, 지역 등 다양한 분야의

번에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튜닝 일자리 포털 구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타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 하이브리드 및 저

당성, 가능성,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개

공해자동차로의 튜닝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이다.

소를 선정하였다.

이밖에도 이번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개정

선정된 사업은 1개소 당 약 30억 원 이상(정부 20억

을 통하여 ‘하이브리드’ 튜닝(내연기관→하이브리드)

원+지자체 10억 원 이상)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

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과거 원동기 튜닝은 출

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지속

력이 이전과 같거나 증가되는 것만 허용하였으나,

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LNG 등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

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지자체 협업 도로 스마트 복합쉼터 사
업 첫걸음”, 2020. 5. 1.

국토교통부

동차는 예외 적용(엔진출력이 낮아지는 튜닝도 허
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하였다.
자료 | 국토교통부, “5.27일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서비스 시행,
화물차‘캠퍼’튜닝도 허용”, 2020. 5. 26.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 시행,
화물차 ‘캠퍼’ 튜닝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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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튜닝시장

국토부, 관계부처·민간과

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튜닝 관련 산업을 일자리 창

청정 수소물류체계 구축 맞손

출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정부가 도로분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위하여, ‘튜닝 일자리 포털(cyberts.kr)’ 서비스를 시

대형 화물차의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10톤 이상

작하고,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을 신설·허

대형 수소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용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체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시)」을 개정·시행한다.

현대자동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등 관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2019. 8월,

계기관과 『수소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

12월) 시행 이후 주요 튜닝시장은 성장 추세에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용자동차 튜닝은 규제완화 시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에 출시될 수소 화물차로 대

행(2020. 2. 28.)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하

형 화물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마

여, 새로운 비대면 관광수단으로 주목받는 등 튜닝

련되었다. 대형 화물차 1대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M 2.5) 량은 자동차 평균의 40배를 초과하고, 대

월간 교통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형 화물차 전체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량은 자동차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북측의

전체의 24.2%를 차지한다. 특히 마땅한 대체 차종이

경우 2005년 예정지역 지정시 軍비행장(고도제한구

없어 대형 화물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저감에 어

역), 농업진흥구역, 연기천 등 법적보호구역, 지형지

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10톤급

세를 고려하여 경계가 설정됨에 따라, 상습안개구역

대형 수소 화물차 5대를 군포-옥천 구간 및 수도권

(연평균 45일)인 미호천 교량구간이 급격한 S자 곡

지역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선(R=700~900m)으로 계획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을

이를 위하여, 3개 부처는 수소 화물차의 운영 부담

제기하여 왔고, 세종특별자치시도 군비행장 이전이

경감을 위한 연료 보조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

확정됨에 따라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 등을 위한 예

소 화물차 개발 및 실증 지원, 수소 화물차 구매 보

정지역 변경을 건의한 바 있다.

조금 지원, 수소 화물차 충전 지원에 협력할 계획이

이에 국토부, 행복청, 세종시, LH 등 관계기관 간 협

다. 현대자동차는 수소 화물차를 출시하고, 각 물류

의를 거쳐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현행

사는 수소 화물차를 구매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차량 성능개선 등을 거쳐 2023

은 현재 계획된 외곽순환도로와 임난수로와의 접속

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 화물차를 양산하여 보급할

지점을 북측으로 약 300m 가량 이동시켜 미호천 구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청정

간 도로 최소곡선반경을 완화(R=700~900 → 1,500m)

수소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시켰다. 이에 따라 2005년 고시한 행복도시 예정지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

역을 일부 변경하여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 약

리 기업이 글로벌 수소차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확

9.8만㎡를 편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선안은

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환경부

도로 안전성 제고 외에도 도심 내 접근성 향상 및 교

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화물차 무공해화 사업을

통흐름 개선, 미호천 생태습지 훼손 면적 최소화(1.2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만㎡ → 0.7만㎡, △42%) 등 다양한 부수적 효과도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부처·민간과 청정 수소물류체
계 구축 ‘맞손’ “, 2020. 5. 20.

국토교통부

행복도시 북측 외곽순환도로,

기대된다.
자료 | 국토교통부, “행복도시 북측 외곽순환도로, 안전하게 만듭
니다”, 2020. 5. 7.

행정안전부

안전하게 만듭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인센티브’ 원스톱으로

국토교통부는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의 북측 구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에 대하여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 교통흐름 개선 등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을 위하여 현재 계획된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이를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위하여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를 변경할 예정이라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

고 밝혔다.

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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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하여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 지역 내 5등급 차량 운

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많은 지자

행제한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5등급 차량의

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

통행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있다고 밝혔다.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제도 시행 이후

다.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차량통행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통행량, 5등급 통행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량, 단속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통행량 등이 모두 감

도입·운영해 왔는데, 201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소추이를 나타냈다. 전체 통행량은 시범운영을 시

2020년 4월 말 기준,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

작한 2019년 7월 일평균 778,302대에서 2020년 4월은

례를 제정하였다.

703,612대로 9.6%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5등급 통행

이 결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는 2014년

량은 2019년 7월 15,113대에서 2020년 4월 9,360대로

1,022명에 불과하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7만 3,221명

38.1% 감소하였다. 이 중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

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착차량은 일평균 8,740대에서 1,938대로 77.8% 감소

아울러 경찰청에서도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하여

하여 운행제한 제도가 도심 교통량 감축에 큰 영향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 원을 59개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지자체에 지원하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

과태료 부과 차량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단속 첫 날

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

416건이던 단속대수는 12월 일평균 230여 대에서 4

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새롭게 도

월에는 일평균 80여 대 수준으로 68.1% 감소하였다.

입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

5등급 차량의 감소추이는 등록대수의 변화에서도

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전국

확인할 수 있다. 전국 5등급 차량 등록대수는 20.9%

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선 6월 한 달간

감소하였고, 서울시 등록대수는 25.0% 감소한 것으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로 나타났다. 아울러, 5등급 통행량 감소실적을 반영

사전 제작 등을 통하여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하여 녹색교통지역 대기질 개선효과를 산출한 결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782kg/일, 초미세먼지

자료 | 행정안전부,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인센티브’ 원스톱으
로”,  2020. 5. 27.

배출량은 39kg/일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으로 매연저감장치 장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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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와 교통량 감소 등 도시교통 환경에 긍정적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가시적 효과 뚜렷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여, 녹색교통지역 운행

5등급 통행량 38.1%,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 77.8%

제한 시작 시 약속한 유예 종료를 당초대로 6월까지

감소, 운행제한 효과 뚜렷

이행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월간 교통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가시적 효과‘
뚜렷’… 7.1일부터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2020. 5. 29.

BIT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노후되고 장애발
생이 잦은 2010년 이전 설치된 BIT에 대해서는 연차
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디자인을 개선하
여 한강대로, 망우로 중앙차로 등 200대를 우선적으

서울특별시

핸드폰 재활용한 ‘미니 버스정보 안내기’ 설치,
친환경·교통소외 해소

로 교체한다.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 핸드폰 재활용한 ‘미니 버스정보 안
내기’ 설치…친환경·교통소외 해소”, 2020. 5. 4.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에서의 막연한 기다림을 해소
해 준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의 540대 추가 설치를

부산광역시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핸드폰을 재활용한

시민이 공감하는 무장애 교통 도시 부산

‘고효율 미니형 BIT’를 설치하는 등 소외된 외곽 지역

스마트시티

에도 교통 복지를 실현한다.

부산시는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스마트

BIT는 2007년 6대 시범설치를 시작해 2019년까지

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의 예비사업 대상도시로 선

4,878개소에 총 4,930대의 BIT를 운영하며 78.2% 정

정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민

류소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BIT 설치

간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발굴한 아이디어로 기존 도

가 어렵고, 소외된 외곽 지역, 1개 노선 정류소에 노

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예비사업에서 1년

후 휴대폰을 재활용한 고효율 미니형 BIT를 설치한

간 사업계획 수립과 대표사업을 시범운영하고, 본

다. 고효율 미니형 BIT는 내부 제어보드 대신 노후

사업에서 3년간 스마트시티 사업을 본격 추진하

휴대폰을 재활용하여 소비전력 및 제작단가를 낮추

는 사업이다.

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2019년에 11

부산시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하여 9개 기관 및 기업

개 정류소에 노후 휴대폰 업사이클링한 BIT를 시범

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서비스를 기획하여 국토

설치하여 동절기 시범운영과 성능 테스트 및 효과

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시가 제안한 사업은 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에 확대 설치하는 것이

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교

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노후 휴대폰을 활용함으로

통환경 구현을 위한 서비스로 배리어프리 내비게이

써 자원을 재사용하고, 기존 알뜰 BIT에 비하여 LED

션, 배리어프리 스테이션, 배리어프리 승차공유 플

규격을 축소하여, 전력소모 및 제작단가를 절감하게

랫폼 등 3가지 실증서비스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

되었다.

기 위한 통합 데이터 랩 구축 등이다.

또한 2020년부터 서울시내 광역버스 정류소 270개소

부산시는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참여기업들과 서

에 BIT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서울시

비스를 실증하고 본 사업 상세기획을 추진하여 2단

에서 우선 투자하여 BIT 120대를 설치하고, 2021년

계 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에는 국비 등을 확보하여 150대를 추가 보급 전지역

자료 | 부산광역시, “시민이 공감하는 무장애 교통 도시 부산 스마
트시티”,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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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도로는 50

인천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 개통 탄력

㎞/h(필요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선 2단계 사

h 이하로 도시부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업(L=0.82km, 정거장 1개소)의 철도종합시험운행을

따라 조정하는 안전정책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이

위한 사전점검을 시행하여 2020년 12월 조기 개통에

를 도입하여 제1순환도로 내부 59.2㎞에 대하여 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하향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국비 20억 원

금번 시행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 제

을 확보하여 주요 간선도로 326㎞에 대한 설계착수

38조에 따라 도시철도 개통 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일환으

법적 절차로 올해 6월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위

로 지난 3월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

한 분야별 사전점검을 완료하고 시설물검증시험 및

도를 30㎞/h로 낮춘데 이어, 하반기에 설계 용역이

영업시운전(인천교통공사)을 시행하여 연말까지 개

완료되면 광주시 소통이 필요한 곳을 제외한 간선도

통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로의 제한속도 변경을 통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현재 인천도시철도 1호선 기존 노선과 철도레일 연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을 완료하였으며, 5월 초에는 신설 노선에 시험 전

한편, ‘안전속도 5030’ 사업은 영국, 스웨덴 등 일찍

동차를 투입하여 기존 영업 구간과의 시스템 연동

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부에서 교통사고가

및 스크린도어 작동 시험 등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위

76.4% 집중 발생하고, 보행사고가 92% 집중되는 우

한 분야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리나라 실정에 맞게 2016년 경찰청의 정책제안을 통

자료 | 인천광역시, “인천시, 인천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 개통
탄력”, 2020. 5. 3.

하여 도시부 차량속도를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시
작되었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부산 영도의 경우 전
체 사망사고 24.2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

광주광역시

시내 도로 속도하향 설계 용역 착수

가 63.6%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반면, 교통정체

일반도로 시속 50㎞·생활도로 30㎞로

는 평균 2분, 택시요금은 106원 증가하는 등 부작용

제한속도 조정,‘안전속도 5030’

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관내 주요 간
선도로 326㎞의 제한 속도를 조정하는 속도하향 설
계 용역에 착수하였다. 시는 내년 4월 도시부 도로의
통행속도를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적용을
앞두고 지난달 27일부터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정책사업의 설계용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

076

하였다. 특히, 전국 68개 시범지역의 전체 사망자 수

월간 교통

자료 | 광주광역시, “광주시, 시내 도로 속도하향 설계 용역 착수”,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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