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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헌

들어가며

최근 네덜란드의 거리에서 자전거만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모페드(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모페드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중간 형태로, 예전에는 원동기가 결합된 자전거를 일컬었다.
그러나 요즘은 페달의 유무와 관계없이 50cc 미만의 원동기 또는 4KW 이하 전기모터를
장착한 이륜차를 뜻한다. 네덜란드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1994)에서는 모페드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최대 시속이 25km/h로 제한되는 경형 모페드(Snorfiets)와 최대
시속 45km/h의 일반 모페드(Bromfiets)이다. 페달을 밟는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최대
속도에 따라 위의 두 범주로 구분한다 (Pedelec: 25km/h, Speed pedelec: 45km/h).
최근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및 주문배달 서비스의 성장에 따라 네덜란드에서는 특히 경형 모
페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그림 1], 이에 따라 모페드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네덜란드의 모페드 교통안전 현황 및 관련 법제도 그리고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그림 1

연도별 모페드 등록 대수 (판매량)

출처: 네덜란드 통계청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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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네덜란드에는 약 80만 대의 경형 모페드와 48만 대의 일반 모페드가 등록되어
있다. 7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할 때, 경형 모페드 수요는 약 33%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른
폭으로 성장하는 반면 일반 모페드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경형 모페드는
도입 초반에 자전거 사용이 힘든 고령층을 중심으로 자전거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판매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연령층에 관계없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 모페드와는 달리 최대
속도가 25km/h로 제한되는 경형 모페드는 법적으로 헬멧 착용 의무가 없으며 네덜란드의
우수한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단, 보험가입 전제)으로 인해 도
심 내 단거리 이동 및 레저활동의 수단으로 젊은 소비자층에서 각광받고 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도 새로 판매되는 자전거의 4대 중 1대는 Pedelec 및 Speed Pedelec이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일반 모페드(좌)와 경형 모페드(우)

출처: Van der Goes (2021)

그림 3

모페드와 일반 자전거가 공존하는 암스테르담의 자전거 도로

출처: 암스테르담 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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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페드 관련 규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차량등록 및 운전면허취득은 의무이며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 증서, 차량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 또한,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 모페드의 경우 헬멧
착용이 의무이며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없고 모페드 주행이 가능한 겸용 도로인 경우는
주행이 가능하다. 경형 모페드의 경우는 자전거와 같이 공도 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표 1

모페드 관련 규정
자전거도로 이용가능

분류

번호판

최대속도

최소연령

면허소지
의무

보험소지
의무

헬멧착용
의무
자전거
전용

자전거

없음

없음

없음

경형
모페드

25

만16세

일반
모페드

45

만 16세

모페드
겸용

출처: 네덜란드 도로교통법 1994 (2021.7.2. 개정)

교통안전문제
및 대책

한편, 실제 경형 모페드 주행 속도는 제한 속도인 25km/h보다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교통안전연구소(SWOV)에 따르면 일부 경형 모페드 이용자들의 평균 주행속도는
허용속도인 25km/h를 초과한 35km/h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 Lange 외 2011).
또한, 2012-2014년 암스테르담 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형 모페드의 평균주행속도는
31km/h 이었으며 약 74%의 이용자들이 허용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fe, 2015). 현재는 일반 자전거보다 높은 속도 및 가속 기능이 있는 경형 모페드가 일반
자전거와 자전거 도로를 혼용하고 있으며 [그림 3], 증가하는 경형 모페드의 수요에 따라 자
전거 도로에서의 통행량도 증가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은 특히 경형 모페드의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자전거 이용자와의 상충과 더불어 혼잡한 상황을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혼잡 감소와 기존 자전거 이용자들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2019년 암스테르담 시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경형 모페드 주행을 금지하였으며, 모페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공도를 이용하도록 했다(암스테르담 시, 2021).

마치며

다양한 신 교통수단들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정형화된 교통수단 구분 및 정의에 따른 법제는
효율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의 등록 및 관리 주체, 사용
신고, 책임보험, 운전면허 등과 같은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며,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도시 규
모에 따라 교통량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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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화물 적재 차량 관련 법
Imperial College London 박사

송준우

서론

도로상에서 다양한 자재 및 물품을 운반하는 화물 차량은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
다. 특히 적재 불량 화물차의 경우 도로상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하다. 지난해 12
월 화물차에서 철제 코일이 떨어져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1]. 최근 한국에서 5
년간 발생한 적재 불량 화물 관련 사고 건수는 총 206건이었고, 사상자 수는 17명이었다[2].
또한 낙하물 사고 주요 원인이 되는 적재 불량 적발 건수는 2016년 7만 2,120건에서 2019
년 8만 352건으로 11% 늘었다[2].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재 방법의 위반’
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화물 고정조치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사고 예방 활동을 하였지만, 확실한 예방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1].
특히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에 의하면 운송업자는 적재된 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해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거나 “덮개/포장 및 고정장치” 등을 사용하여 운송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적재 내용과 불량 유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적재 관련 법을 규정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론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본론

DVSA(Driver and Vehicle Standards Agency, 운전자 및 차량 표준 기관)가 주도적으로
적재 차량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DVSA의 가이드에 따르면 먼저 적재해야 할 물량이 차량
에 적합한지를 운반업자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동적 상태의 경우 적재 물량이 가지고
있는 하중이 정적일 때보다 커 불량 적재 후, 운전 시,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지만, 대부분 차
량의 동적 상태를 정적 상태보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물량을 적재할 수 없는
차량에 과도하게 적재하여 높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화물 크기에 맞게 차량에
장착된 헤드보드, 사이드보드 및 테일 보드가 적절히 구성된 차량에 적재하는 경우 안전하게
화물을 운반할 수 있다. DVSA 검사자는 고정된 화물이 안전한지 평가하기 위해 다음 6가지
에 대한 항목을 확인한다[3].

1) 화물이 앞뒤로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수 있는가?
2) 화물이 미끄러지거나 측면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3) 화물이 불안정적으로 실려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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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물 고정 장비의 상태가 안 좋은가?
5) 화물이 떨어질 수 있는 느슨한 부분이 있는가?
6) 차량 화물 안정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즉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가?

검사자가 해당 평가 문항 중 하나라도 “예”라고 체크할 경우 다음의 3개 화물 보안 테이블을
참조해야 한다. 해당 테이블은 화물 위험에 기초하여 화물별 적절한 행동 방침을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여기서 세 번째 테이블은 첫 번째 테이블과 두 번째 테이블의 조합하여 정리한 표
로써 각 화물 유형에 따른 불량 분류별 DVSA 화물 점검자의 조치사항을 정의한 것이다.

표 1

첫 번째 안전 테이블[5]
화물 Type A

화물 Type B

화물 Type C

금속 파이프, 시트, 또는 철강 바
철근 콘크리트

목재
FIBC/벌크 파우더

의류
목재 칩

벽돌, 돌 또는 콘크리트
폐차 포함 차량
공장 기계
강철 포함된 틀, 철사나 종이

롤 케이지
백골재
3단 높이 스택
무거운 팔레트 상품(400kg이상)

폐 종이
석탄 포대
벌크 재료
포장재

표 2

두 번째 안전 테이블[5]
불량 분류 1

불량 분류 2

불량 분류 3

화물 고정 없음

다른 화물 전진 방지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화물과 차량 헤드보드
사이의 간격은 최대 30cm이어야 함

로프 후크의 묶음들 (올바른 작업은
아니지만, 다른 적절한 부착 지점이
없을 경우 허용)

다른 화물 전진 방지 수단을 사용하지
벌크 또는 통 안에서 포장되지 않은
않았다면, 화물과 차량 헤드보드
화물
사이의 간격은 최대 30cm이어야 함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헤드보드의 경미한 손상

차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차량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불안전한 화물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화물
고정

고정 불가능한 화물의 무리한 고정

헤드보드의 심각한 구조적 손상

사고 위험이 있는 적재 물품의
부적합한 적층

장비 고정 상태 불량

헤드보드 높이를 초과하여 적재된
화물(화물 분리가 불가능한 단일 항목
경우, 헤드보드가 무게 중심 높이까지
해당 화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함)

차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물 높이

적재하기에 부적합한 차량

표 3

세 번째 안전 테이블[5]
화물 type
화물 Type A
화물 Type B
화물 Type C

불량 분류 1

불량 분류2

화물 적재 금지
화물 적재 금지
화물 적재 금지

화물 적재 금지
화물 적재 금지/ 권고
권고

세 번째 테이블에서 언급한 DVSA의 조치 외에도 도로 안전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DVSA는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검문할 수 있다. 해당 검문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조
치가 발생할 수 있다.
1) 운전자에 대한 법적 절차
2) 교통 경찰 국장 (Traffic Commissioner)에게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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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A 보고서를 검토한 후, 경찰 국장은 안전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징계 조치
를 내릴 수 있다. 징계 조치에는 면허 정지, 축소 또는 취소가 포함된다. 금지의 경우 화물 운
영자의 교통 규정 준수 위험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화물 적재 불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5,000파운드(한화 800만원) 및 벌점 3점(총 7점)이 부과와 함께 2년 실형
선고를 받는다[3]. 만약 상대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10년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3].

그림 1

화물 고정 예1[3]

그림 2

화물 고정 예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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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적재 불량은 도로상의 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상대 운전자에게 상당한 위협과 사고 위험을
높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화물 적재 불
량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하여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지
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단순 적재 불량의 경우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에 불과하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영국의 경우 관련 사고 시, 운전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운전자에게 800만 원의 벌금과 벌점 3점이 부과된다. 만약 화물
적재 불량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10년 실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처벌이 가벼운 편이다. 비록 해당 안건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을 하지만, 법 개정 전 화물 적재 불량은 도로상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처벌에 대
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1] https://news.nate.com/view/20210603n04070
[2]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177100001
[3]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
857507/safety-loads-on-vehicles.pdf
[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oad-securing-vehicle-operator-guidance/load-securi
ng-vehicle-operator-guidance#load-security-matrix
[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verhanging-loads-on-vehicles/overhanging-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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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안전운전 서포트차량
도쿄대학 환경학 박사

김재열

들어가며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2016년 11월에 내각 총리대신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관계 각료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대책의 필
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경찰청은 2017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제언을 정리하여 「80세 이상의 운전 리스크가 특히 높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실차
시험의 도입」, 「안전운전 서포트 차량 한정면허의 도입」 등 고령자의 특성 등에 따른 대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일본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
하고 있는 안전운전 서포트 차량의 기능과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특징

일본 경찰청 교통국에서 발표한 보고서 「2017년 교통 사망사고의 특징 등에 대해서」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① 면허 인구당 사망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75세 미만의 운전자에 비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② 75세 이상(75∼79세)·80세 이상(80∼84세)의 면허 보유자수는 모두 증가하였으며, 2017년의 보유자는
2009년과 비교하여 75세 이상(75∼79세)은 약 1.9배, 80세 이상(80∼84세)은 약 2.3배로 증가하였다.
③ 75세 이상(75∼79세)·80세 이상(80∼84세)의 고령운전자 모두 면허 인구당 사망사고 건수는 감소경향에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5세 이상(75∼79세)·80세 이상(80∼84세)의 고령 운전자는 75세 미만의 운전자
에 비해 약 2.1배, 약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운전자일수록 사망사고를 일으키기 쉬운 경향을 보
이고 있다.
④ 2017년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년과 비교하여 사망사고 건수·구성비 모두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지만, 사고 건수는 큰 변화가 없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⑤ 2017년의 8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년과 비교하여 사망사고 건수·구성비 모두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지만, 사고 건수와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⑥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75세 미만의 운전자에 비해 차량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
며, 구체적으로는 공작물 충돌, 도로 외 이탈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⑦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조작 실수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브레
이크와 액셀을 실수로 잘못 밟아 발생한 사고가 75세 미만에서는 전체의 0.8%에 불과한 반면,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서는 6.2%로 높게 나타났다.
⑧ 사망사고를 일으킨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전체 수검자와 비교하여 최근의 인지기능검사 결과가 제 1분류
(인지증의 가능성 있음)·제 2분류(인지기능 저하의 우려가 있음)인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인지기능의 저하가 사망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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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서포트 차량은 일본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충돌피해
저감 브레이크 등의 선진안전기술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한 차량이다
<표 1>. 일본 정부는 안전운전 서포트 차량의 보급과 홍보를 위해서 각 도도부현의 경찰 등의
관계기관·단체가 연계하면서 시승회 등의 각종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센터, 운
전면허학원 등의 시설도 홍보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제조업체는 안전운전 서
포트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이 다양한 차량을 개발하면서 차량 판매
시에 조건에 따라서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해당 안전운전 기술을
맹신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표 1

안전운전 서포트차량의 구분
구분

필요한 기능

와이드

·자동(피해경감) 브레이크(対 보행자·対 차량)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의 가속제어장치
·차선 이탈 경보
·선진라이트

베이직+

·자동(피해경감) 브레이크(対 차량)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의 가속제어장치

베이직

·저속자동(피해경감) 브레이크(対 차량)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의 가속제어장치

서포트카S

서포트카

그림 1

·자동(피해경감) 브레이크

토요타의 안전운전 서포트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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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법인 교통사고 종합분석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충돌피해 경감 브레이크를 탑재한 자
동차와 탑재하지 않은 자동차를 비교한 결과, 2016년과 2017년에 등록·신고한 차량 10만
대당 사륜 추돌 사상 사고의 제 1당사자가 되는 건수는 충돌피해 경감 브레이크를 탑재한 자
동차 쪽이 52.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보정예산
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충돌피해 경감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의 가속
제어장치가 탑재된 안전운전 서포트차량을 구입할 때 자가용,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엔을 보조할 수 있도록 약 1,139억 엔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또한, 안전운전 서포트차
량의 보조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운전 서포트차량 중에는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차선 유지 지
원 장치를 장착한 차량도 있다[표 2].

표 2

안전운전 서포트차량의 보조금제도

구분

안전운전 서포트차량
(①対 보행자 충돌피해 경감 브레이크,
②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의 가속제어장치)
①+②

대상

보조금
신청절차

등록차량 : 10만 엔
경자동차 : 7만 엔
중고차 : 4만 엔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의 가속제어장치 설치

②
등록차량 : 6만 엔
경자동차 : 3만 엔
중고차 : 2만 엔

(1) 보조대상 차량의 등록 및 신고
(2) 차량 검사증의 사용자에 의한 보조금신청
서류 작성
(3) 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에 우편으로 신청
(4) 심사 및 보조금 교부대상 결정
(5) 보조금 교부

4만 엔
(보조대상 차량이 중고차로 구입시 ①의 보조금으로
2만 엔이 지급된 경우에는 2만 엔을 보조 )
(1) 인증취급사업자의 점포 등에서 설치
(2) 구입자는 보조금 상당 분을 공제한 비용을
점포에 지불
(3) 인증취급자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작성
(4) 차세대자동차진흥센터에 우편으로 신청
(5) 심사 및 보조금 교부대상 결정
(6) 인증 취급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안전운전 서포트차량에 대한 보조금제도과 선진안전기술의 개발 촉진을 지원하는 정책은 고
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데 공헌하고 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애
착을 가지고 있는 고령 운전자가 얼마나 안전운전 서포트차량으로 교체할지에 대해서는 의견
이 분분한 상황이다. 또한, 안전운전 서포트차량에 대한 보조금제도의 적용대상을 65세 이상
의 고령 운전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감소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보조대상
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마치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2017년부터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 차량에 안전장치를 추가로 장착한 안전운전 서포트차량의 보급과 홍보에 힘쓴
결과, 안전운전 서포트차량의 보급 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 자동차제조업체의 차량에도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전운전 서포트차량을 지원하는 자동 제동, 전
방 보행자 감지, 급가속 방지 등의 선진안전기술은 일본 자동차제조업체들이 1990년대부터
개발해 온 기술로, 안전운전 서포트차량 보조금제도 실시 이후 고령 운전자들 사이에도 이러
한 사고방지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2020년부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는 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운전면허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제도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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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것보다 일본의 보조금제도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활용하면서 자발적으로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1. 国土交通省 홈페이지, https://www.mlit.go.jp/
2.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ITARDA) 홈페이지, https://www.itarda.or.jp/
3. 안전운전 서포트차량 홈페이지,https://www.safety-support-car.go.jp/
4. 토요타의 안전운전 서포트차량,
https://www.kobetoyopet.com/file/special/15401/8495/sapocarkinou/%E3%83%88%E3%83%A8%E
3%82%BF%E3%81%AE%E3%82%B5%E3%83%9D%E3%82%AB%E3%83%BC.pdf
5. 토요타의 안전운전 서포트차량 라인업,
https://www.p-sendai.co.jp/file/special/12301/12260/pdf/supportcar_lineup202105.pdf

13

KOTI Vision Zero Brief

네덜란드

영국

일본

부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분과 이용 방법
한국교통연구원 도로운영연구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이나 사고 등과 관련된 규정을 잘 모르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본 고에서는 개
인형 이동장치의 구분 기준 및 기본 통행 방법과 운전 예절, 관련 도로교통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본 통행 방법과
운전 예절

(1)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2)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함
- 우리나라는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보행자부터 자동차까지 오른쪽 통행이 기본 원칙
이다.
- 길에서 서로 마주칠 때, 각자의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다.
(3) 앞에서 달리는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동차등과 적절한 간격을 유지해야 함
- 앞 차의 갑작스러운 급정거 시 충돌 없이 정지할 수 있는 안전거리 확보는 운전의 가장
기본 중 하나이다.
(4) 2명 이상이 가로로 나란히 달리지 않아야 함
- 병렬주행 허용 표지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1열로 통행해야 한다.
(5) 좌회전, 우회전, 정지, 서행 등을 할 때는 방향지시등이나 수신호로 알려야 함
- 수신호시 균형을 잃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지시한 후에 회전
하는 것을 권장한다(특히 전동킥보드).
(6)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가급적 도로의 오른쪽 부문으로 붙어서 통행하는 것 권장
- 뒷 차가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는 왼쪽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양방향 교행 시 서로의 안전 간격 확보 등을 할 수 있다.
(7)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간 또는 상황에서는 추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앞의 운전자가 죄회전 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
- 급경사나 급커브 구간
- 양방향 통행 자전거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가까
이 다가오고 있는 경우
- 앞의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른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월 중인 경우
(8) 야간, 악천후시 또는 터널을 통행할 때는 안전을 위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주행
- 전조등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햐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해야 한다.
(9)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고 걸어갈 때는 보행자 통행로로 통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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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끌고 갈 때는 차가 아니라 보행자가 된다.
- 따라서 자전거 통행로나 차도에서 벗어나 보도 등 보행자의 통행로로 걸어가야 한다.
(10)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정지하고 있을 때는 자전거도로나 차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함
- 자전거 통행로나 차도에 서 있으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고 사고위험이 있다.
- 따라서 자전거 통행로나 차도에서 벗어난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전거도로나 차도에 서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 가장자리 쪽에 서서 통행하는 차량에
주의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분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고 속도 25km/h 미만, 차체중량 30kg 미
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
전거” 3가지로 구분된다.
* 속도 25km/h 이상인 전동킥보드나 원휠 등의 장치들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며, 이에
따라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표 1

현행 법규정 상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구분
교통수단 구분

종류*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전동이륜평행차
Throttle 전기자전거
Throttle/PAS 전기자전거**
PAS 전기자전거

자전거
(자전거법***)
일반용 자전거

추가 요건
-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
- 1인용
- 최고속도 25km/h 미만
- 차체중량 30kg 미만

- 최고속도 25km/h 미만
- 차체중량 30km 미만
-

* 안전 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0(이륜자전거), 72(전동보드)의 구분
** PAS:Pedal Assist System
*** 자전거법: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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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
- 전동킥보드: 배터리를 동력에너지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
고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있고 붙잡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부착되어 있으며
좌석이 없고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타는 이동기구
-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자기평형장치(자이로스코프) 및 전기모
터로 구동되며 각 측면에 바퀴가 있고 그 사이에 발판 및 핸들이 있어 입식자세로 탑승
하여 핸들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이동기구
안전기준 부속서 40(이륜자전거)
- 전기자전거: 반드시 페달 주행기능이 있으며, 전기 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를 말하며, 구동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Throttle 전기자전거: 가속기 레버를 조작하여 전기 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b) PAS(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기 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c) Throttle / PAS 전기자전거: Throttle과 PAS 구동방식 모두를 지원하는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a와 c의 방식으로 구동되는 전기자전거를 의미하며, b는 자전거로 구분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상 ”차“, ”차마“, ”자전거등“, ”자동차등“,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표 2

차마의 구분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

차마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

자전거등

}

자동차등

건설기계
그외
우마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2조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 자전거
4)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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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
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
외한다.
(중략)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
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 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는 제외한다.
19의 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착 제2조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 행정안전부령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알림 : 이 글은 정경옥 외(2021), 2021 친환경 개인교통 정책지원 사업 중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 FAQ 2021」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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