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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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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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