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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인교통수단, 단기로는 시민안전 위해 규제
중장기로는 지역 교통여건별로 맞춤형 대응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교통수단, 계속 늘어 시민안전 위협

1인용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개인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그 종류도 계속 

다양화되며 젊은이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세그웨이와 같이 고가의 장비에서부터 전동

킥보드 등 비교적 저렴한 장비까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같은 유형의 장비도 손잡이가 

있기도 하고 안장이 부착되기도 하는 등 그 형태를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교통수단이 레저용뿐만 아니라 이동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도로에서 운

행 시 운전면허의 필요성이나 안전기준, 운행 가능한 공간 등을 명확히 알고 있는 이용자는 

드물다. 현재 개인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에서 운행하

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으로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채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는 물론이고 판매자나 대여업체에서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개인이 장치를 임의 개조해 속도를 지나치게 높여 운행하거나, 차도, 보도, 자전거도

로, 공원 등 장소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통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면허 없이는 운행할 

수 없는 16세 미만 아동에게도 탑승을 권유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보행자 및 

타 수단과의 사고 위험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관련법 개정 대응해 서울시도 효율적 대책 마련 필요

중앙정부는 2017년 6월에 개인교통수단의 법적 지위와 도로에서의 운행방법을 규정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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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동시에 개인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

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한, 2018년 

1월에는 개인교통수단을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

법」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수요관리 수단에 추가하는 법률개정안도 발의

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의 관계 법령개정안에는 개인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도로관리청이 일정 구간을 정하여 개인교통수단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 차원에서 개인교통수단의 서울시 교통체계 내 위상과 역할, 기능과 성능 등을 

고려하여 운행공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Test-bed 구축‧운영 등을 통해 개인교통수단

의 주행 안전성과 잠재적인 위험요소, 안전시설의 설치 필요성 등을 사전에 파악해 도로시설물 

정비 등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개인교통수단 중 전기자전거 등은 이동용 교통수단 활용 잠재력 커

개인교통수단은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나 이용자의 이용행태 조사결과를 고려해 볼 때 기술적

으로 주행성능과 충돌 안전성이 비교적 좋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특정 제품군은 이동용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도, 차도, 자전거도로 등 도로 공간별로 운행이 가능한 개인교통수단은 제품의 성능, 

최고속도, 주행 및 충돌 안전성 등에 따라 차별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교통수단과 보행자 충돌 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상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모든 개인교통수단의 보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손

잡이가 없는 개인교통수단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충돌 시 두 운전자 모두 상해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 제품의 자전거도로 통행은 제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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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망 잘 갖춰진 서울시에선 대중교통 연계수단 역할은 미미

서울시에서는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잘 구축되어 있고, 도시철도 연계수단으

로 이미 다양한 수단이 5km 이내의 단거리 통행을 큰 무리 없이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로 인해 추가 비용 없이도 단거리 통행에 노선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주로 

중․단거리 통행에 이용되는 개인교통수단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버스와 도시철도의 수단분담률을 높이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 방향을 고려해 볼 때, 도시철도 연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노선버스와 경쟁하는 

구도의 개인교통수단 활성화 정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도시철도역까지 도보거리가 지나치게 길거나, 노선버스 서

비스가 열악한 지역, 노선버스의 통행 거리가 비교적 긴 지역 등에 한하여,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보조교통수단으로 개인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최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안 도심지역과 같이 승용차 통행

을 억제하고, 도로 공간재편에 따른 버스 노선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이동권 보장 차원

에서 정책적으로 개인교통수단 이용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문제 유발하는 승용차 통행의 일정 부분 대체 역할은 가능

도시 내 과도한 승용차 통행은 도로 위 혼잡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소음 등 각종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적극적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승용차 통행은 최근 사회적

인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기도 하다. 이에 서울시는 자동차보다 보행자 위주

로 도로 환경을 개선하거나,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

으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개인교통수단이 승용차 통행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면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5km 이내 단거리 승용차 통행이 전체 승용차 통행의 17.6%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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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평균 통행 거리는 3.58km로 나타났으며, 이 중 20~40대 젊은 층의 통행이 49%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일부라도 개인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승용차 통행 감

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 규제와 함께 개인교통수단 안전운행 위한 미래환경 조성

최근 다양한 형태와 성능을 가진 수많은 개인교통수단 제품이 시중에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전문가들도 각 제품의 법적인 지위와 갖춰야 할 요건 등을 혼동할 만큼 아직은 관련 법․제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 시민이나 이용자들도 현행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장소에 상관없이 운행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 등 법․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현행법 체계를 기준으로 무분

별하게 운행되고 있는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운행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시민안전 측면에

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개인교통수단의 운행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규제만 

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 운행규제를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법․제도정비 이후 개인교통수단과 

타 교통수단, 보행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효과적인 운행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Test-bed 구축‧운영을 통해 다양한 개인교통수단의 주행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사

전에 파악하여 향후 개인교통수단 형태와 종류, 성능에 따라 적절한 운행공간을 제시하고, 운

행공간별 적정 운행속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개인교통수단 도로 운행지침’을 미리 만들 어야 

한다. 이 지침에는 타 교통수단과의 분리 등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운행 가능 및 금지 공간

에 대한 안내표지, 노면표지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중장기: 공공 PM 도입 등 지역별 교통여건에 따른 맞춤형 대응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법․제도가 정비되어 개인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고 개인교통수단 제품의 주행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여의도나 강남 일대처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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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차 단거리 통행이 집중된 지역이나 자동차 통행제한 및 도로 공간재편이 추진되고 있는 도심 

등을 대상으로 공공자전거와 같은 공공 PM(Personal Mobility) 도입을 통해 승용차 통행 감

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구파발역, 금천구청역, 상월곡역 등 도보 접근이 취약하고, 버스 노선이 현저히 부족하거

나 노선이 있더라도 미처 서비스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개인교통수단이 보조연계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도시철도역사 내 또는 주변에 개인교통수단을 보관하고 충전할 수 있는 시

설을 공공이 마련하여 제공해 준다면, 개인교통수단을 소지한 시민이 거주지에서 도시철도역까

지 접근하거나 도시철도역에서 거주지까지 돌아가는 데 있어 보조연계수단으로 이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홍제역, 상월곡역 등 공공자전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굴곡이 심한 지형적

인 조건 등으로 공공자전거 이용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에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공공 PM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교통수단 운행 시 도로환경 정비 등으로 시민안전 확보해야

향후 단거리 승용차 통행이 집중된 지역이나 대중교통 보조연계수단으로 지원하는 지역, 그리

고 지형적인 조건으로 공공자전거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지원하는 지역 등에서 공공 PM 및 

개인보유 개인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행되려면 반드시 도로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개인교통수단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시의 

자전거도로는 단절된 곳이 많아 이동용 교통네트워크로 주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

라서 개인교통수단이 도로 운행 시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차도(도로 우측 가장자

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차도를 이용할 때에는 주변 자동차와의 속도 차이가 크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간선도로는 가능한 한 통행을 제한하고, 생활권 이면도로로 우회해서 통행하도록 안내하고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이면도로는 운행속도를 보행속도와 비슷

하게 유지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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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낮추고, 자전거 등 중저속 교통수단이 많은 도로나 지역은 가장 오른쪽 차로를 특별히 

저속차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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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개인교통수단의 운행 증가에 적절한 대응 필요

1_이용자 급증에도 체계적인 관리방안 부재

1) 개인교통수단 이용자,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어

1인용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개인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그 종류도 

계속 다양화되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세그웨이와 같이 고가의 장비

에서부터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비교적 저렴한 장비까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같은 

유형의 장비에서도 손잡이가 있기도 하고 안장이 부착되기도 하는 등 그 형태를 다 나열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배터리 지속시간이나 최고속도 등 성능도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발전하

고 있어 이용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마니아 계층에서 이용되

던 개인교통수단은 이제 대중화되어 한강공원, 대학가 주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교통수단이 레저용뿐만 아니라 이동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도로에서 운행 시 운전면허의 필요성이나 안전기준 등을 명확히 알고 있는 이용자는 

드물다. 현재 개인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에서 운행

하려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하지만, 이용자는 물론이고 판매자나 대여업체

에서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개인교통수단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도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개인교통수단의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개인교

통수단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운행 관련 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미 제품이 시장에 

보급되어 운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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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년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부재

이처럼 관련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한 채 개인교통수단 이용자가 매년 늘어나는 과정에

서 교통사고 발생, 자전거 등 타 수단 이용자와의 갈등, 운행단속에 따른 불만 등 수 많

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29건이던 개인교통수단 사고 발생 건수

는 2016년 137건으로 4.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행 관련 기준이 모

호한 수단에 대한 보험상품이 거의 없으며, 도로교통공단(2016)의 연구에 의하면 개인교

통수단 이용자 가운데 약 7%만이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행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여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등 장소에 상관없

이 통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타 수단과의 충돌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림 1-1] 개인교통수단의 이슈 예시

해외에서는 이용연령 제한, 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헬멧 등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운행안전에 대한 기준이 제

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와 판매자의 현행 법․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개인이 

장치를 임의 개조해 속도를 지나치게 높여 운행하거나, 면허 없이는 운행할 수 없는 16세 

미만 아동에게도 탑승을 권유하는 대여업체가 나타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개인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고, 타 수단 이용자들과의 

상충과 갈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관련 법․제도

정비와 더불어 서울시의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세부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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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중앙정부의 관련 법ㆍ제도정비에 맞춰 미리 준비

1) 개인교통수단의 안전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이에 중앙정부에서도 개인교통수단의 운행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교통

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2017년 6월 개인교통수단의 법적 

지위와 도로에서의 운행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동시에 개인

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하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8년 1월에는 개인교통수단을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에 추가하여 활

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법․제도 개정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개인교통수단의 세부 운행안전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 관련 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서울시 차원의 대응 필요

중앙정부의 관련 법․제도정비 추진에 대응하여 서울시에서도 현재의 서울교통체계 내에서 

개인교통수단이 갖는 위상과 역할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시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미

리 마련, 향후 관련 법 개정안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또 현재 국회에 상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개인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도로관리청이 일정 구간을 정하여 개인교통수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 차원에서 개인교통수단의 위상과 역할, 기능

과 성능 등을 고려, 운행공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법 시행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Test-bed 구축‧운영을 통해 개인교통수단의 주행 안전성과 잠재적인 위

험요소, 안전시설의 설치 필요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도로시설물 정비 등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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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개인교통수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정립이 우선

중앙정부의 법․제도정비에 대응한 서울시 차원의 개인교통수단 정책 기본방향 마련을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이 비교적 잘 갖춰진 서울시에서 개인교통수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선 정립해야 한다.

개인교통수단의 기능과 성능, 안전성, 운행공간 등을 고려하여 출발지 또는 목적지와 도

시철도역 등 대중교통 결절점까지 잇는 연계수단으로써의 역할이나 Door-to-Door 승용

차 중‧단거리 통행 대체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함께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운행을 규제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개인교통수단의 종류와 이 연구의 연구범위 설정, PM 보급현황, 관

련 법․제도, 해외사례 등 일반현황을 우선 살펴보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앞둔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타 연구기관의 설문조사, 안정성 시험 결과, 대중교통 카드데이터 등 각종 데이

터를 분석하여 교통수단으로써의 개인교통수단의 잠재력, 대중교통 결절점을 잇는 연계수

단으로써의 역할, Door-to-Door 이동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그 위상

을 정립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교통수단의 정립된 위상에 맞춰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연계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과, 승용차 중‧단거리 통행을 대체하는 이동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지역을 분석하여 향후 서울시 차원의 개인교통수단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 4장에서는 1~3장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중앙정부의 법․제도 개정 추진에 따른 서

울시 차원의 단계적인 대응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서울시가 현재 계획 

중인 개인교통수단 Test-bed 구축‧운영과 운행공간 지침마련에 대해 몇 가지 정책을 제

언하고자 하였다.



02
개인교통수단의 현황과 

관련 법․제도
1_개인교통수단은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해

2_개인교통수단의 빠른 보급에 따른 안전 위협

3_해외 도시별로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대응방식 달라

4_국내에서는 16세 이상 운전, 차도로 통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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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개인교통수단의 현황과 관련 법ㆍ제도

1_개인교통수단은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해

개인교통수단은 그 종류를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와 성능을 가지고 있으

며,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형태와 성능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다양한 종류의 개인교통수단

1) 개인교통수단을 일률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려워

다양한 종류의 개인교통수단을 한 가지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이며, 연구자, 이용자, 판매자 등 이해관계자에 따라 형태, 속도 등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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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2016)은 [그림 2-2] 및 [표 2-1]과 같이 개인교통수단을 동력 및 크기, 

운행속도, 형태와 성능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형태에 따라서는 신발에 장착하는 장착형, 바퀴가 1개인 외발형, 바퀴가 2개 이상이고 

제품 위에 서서 운행하는 직립형, 앉아서 운행할 수 있는 안장이 장착된 안장형, 자동차의 

형태를 지닌 자동차형으로 분류하였다. 성능에 따라서는 전기모터 동력을 사용하는 개인

교통수단을 Smart PM(Personal Mobility)과 Micro Mobility로 분류하였고 Smart PM

의 경우 속도에 따라 저속, 중속, 고속으로 분류하였다.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6, 개인용 교통수단(Personal Mobility)의 보급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그림 2-2] 개인교통수단의 형태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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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품 특징

장착형 rocket skates 신발에 장착하여 운행

외발형
ninebot one 바퀴가 달린 발판을 피고 운행

motopogo 바퀴 위에 앉아 발판에 발을 딛고 운행

직립형

워크카 노트북 사이즈의 발판 위에 발을 딛고 운행

호버보드 바퀴 2개가 달린 발판을 딛고 운행

세그웨이 자이로스코프 원리를 이용

전동킥보드 기존 킥보드에 전동기를 장착

안장형

안장형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에 안장이 달려있는 형태

전동휠체어 장애인용으로 이용

전기자전거 기존 자전거에 전동기를 장착

전동스쿠터 전동기로 운행되는 스쿠터

자동차형 초소형 전기차 전동기로 운행되는 초소형 자동차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6, 개인용 교통수단(Personal Mobility)의 보급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표 2-1] 개인교통수단의 형태에 따른 분류

자이로타입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1휠 2휠 2휠 4휠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7,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

[표 2-2] 기업체의 개인교통수단 제품유형 분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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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교통연구원(2017)은 기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마이크로모빌리티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체의 제품유형 분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기업체들은 [표 

2-2]와 같이 전동보드(전동휠)와 나인봇 제품군을 모두 자이로 타입으로 분류하였고 전동

스케이트보드는 4휠을 주류로 하고 2휠은 파생형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는 상호 경계가 모호한 제품군이 다수 출시되어 

명확한 기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 연구에서는 중저속 Smart PM만을 연구대상으로 함

이 연구에서는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최근 운행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개인교통수단으로 전기모터를 동력으로 하는 최고속도가 25km/h 이하인 중저속의 

Smart PM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개인교통수단인 자전거와 최고속도가 25km/h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

법, 자동차관리법 등 현행 법체계 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초소형 전기차를 포함한 

Micro Mobilty도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적 관리대상으로 포함되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또 Smart PM 중에서 PAS 방식으로 작동되는 전기자전거는 이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자전거와 같은 법적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스로틀 방식

으로 작동되는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의 관리대상이므로 연구대상에서 함께 제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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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개인교통수단의 빠른 보급에 따른 안전 위협 

1) 개인교통수단의 보급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한국교통연구원(2017)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개인교통수단 판매량의 업계 추정치는 

약 6만~6만5천 대 수준이며, 2017년에는 약 7만~8만 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또 동 연구에서는 2022년 개인교통수단 판매량 전망치가 2016년 현재의 3배 

수준인 약 20만 대까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류 판매량(대)

자이로타입 14,000~16,000

전동스케이트보드 1,000

전동킥보드 24,000~26,000

전기자전거 6,000~7,000

전동스쿠터 15,000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7,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

[표 2-3] 2016년 개인교통수단 품목별 추정 판매량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7,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

[그림 2-3] 개인교통수단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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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천(2016)에 따르면 국내 전동휠 판매량은 2014년 약 3,500대에서 2015년 17,000대, 

2016년 7월 기준 28,000대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휠 제품보다는 2휠 

제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이천, 2016

[그림 2-4] 국내 전동휠 판매량 추정치

한편, 일본 후지경제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개인교통수단 시장은 2020년까지 

1억 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직립탑승형 개인교통수단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4천억 원에서 2030년 26조 원까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 후지경제, 현대증권 

[그림 2-5] 글로벌 직립탑승형 개인교통수단 시장 규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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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교통수단의 보급에 따라 사고의 위험 증가

이처럼 개인교통수단의 보급이 확대되고 운행이 늘어날수록 보행자와 타 교통수단과의 

상충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개인교통수단 자체의 불안전성으로 인한 전복 

등 단독 사고의 위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2016)에 따르면, 2011~2015년까지 발생한 개인교통수단 사고의 약 31%

가 자동차 이외 보행자 등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69%는 자동차와 발생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와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가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장소도 74% 이상이 일반도로에서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수단의 차도 운행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2016 

[그림 2-6] 개인교통수단 사고 유형 및 사고 장소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개인교통수단 사고는 2013년 

3건에서 2016년 174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유형은 기능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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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부품탈락 등으로 인한 제품 관련 사고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리적 충격 유형

의 사고가 119건으로 그다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그림 2-7] 개인교통수단 관련 사고접수 건수 추이

자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그림 2-8] 개인교통수단 관련 사고접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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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해외 도시별로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대응방식 달라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해외 국가 및 도시의 대응방식은 보유하고 있는 교통 시스템 현황이

나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크게는 법적으로 허가된 제품에 

한정하여 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와 이와 반대로 전면적 혹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로 나뉜다. 싱가포르, 미국 일부 주, 호주 퀸즈랜드 주 등은 도로교통법을 통해서, 

독일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개인교통수단의 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는 허가 대상 기기를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고 있다. 반면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등은 개인교통수단의 도로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도로 운행이 가능한 

개인교통수단의 성능 규제와 안전요구사항에 관한 규정도 [표 2-5]와 같이 국가별로 서

로 다르다.

국가 통행방법

영국 도로 이용 불가

스위스
차도/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장애인은 보도 이용 가능

스웨덴 도로 이용 불가

네덜란드
차도/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장애인에 한하여 보도 이용 가능

독일 차도/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프랑스 자전거도로/보도 이용 가능

호주
(퀸즈랜드) 자전거도로/보도 이용 가능
(노던준주) 공유경로 이용 가능
(그 외) 도로 이용 불가

미국

(워싱턴) 차도/자전거도로/보도 이용 가능
(전동킥보드는 보도 이용 불가)

(뉴욕) 차도/자전거도로/보도 이용 가능
(캘리포니아) 차도/자전거도로/보도 이용 가능
(그 외) 차도 이용 가능

싱가포르 차도/자전거도로/보도 이용 가능

중국 도로 이용 불가

일본 자전거도로/보도 이용 가능

자료: 도로교통공단, 2015, 교통수단의 구분 및 관리에 대한 도로교통법령 개정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7, 스마트모빌리티 브리프

[표 2-4] 국가별 개인교통수단 통행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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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성능 규제 안전요구사항

스위스
모터출력: 2kw 이하
무게: 200kg 이하
속도: 20km/h 이하

-

스웨덴
모터출력: 1kw 이하
규격: 75cmx160cm

제동장치: 감속도 3㎨, 주차브레이크
등화장치: 적색후미등, 백/황전조등
기타장치: 경적장치, 조향장치
개인안전장구: 헬멧 착용

네덜란드

모터출력: 4kw 이하
속도: (도시 내) 차로 45km/h, 

         자전거도로 30km/h
 (외곽) 차로 45km/h, 
       자전거도로 40km/h, 
      LightMoped 25km/h

등화장치: 반사경, 전조등

독일 규격: 폭 70cm

제동장치: 조정기 및 속도, 
         제한기(감속도 3.5㎨,) 필수
등화장치: 후미등, 전조등
기타장치: 경음기

프랑스
속도: 25km/h 이하
(보도 이용시 6km/h 이하)

등화장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조명장치
개인안전장구: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모, 조끼

호주 -
등화장치: 후미등, 전조등
기타장치: 경음기
개인안전장구: 자전거안전모

미국

모터출력: (1휠) 0.75kw, (2휠) 2kw
속도: 32km/h 이하
속도: (차도) 48km/h 이하

(보도/자전거도로) 8km/h 이하

개인안전장구: 안전모
기타장치: 경음기

싱가포르

무게: 20kg 이하
속도: (도로/자전거도로) 25km/h

(보도) 15km/h
규격: 폭 70cm

등화장치: 적색후미등, 백색전조등

일본

모터출력: (이륜) 1kw
(기타) 0.6kw

속도: 10km/h 이하
규격: 70cmx150cm

-

자료: 도로교통공단, 2015, 교통수단의 구분 및 관리에 대한 도로교통법령 개정방안 연구

[표 2-5] 국가별 개인교통수단 성능 규제 및 안전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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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수단의 운행이 폭넓게 허용되는 대표적인 나라는 싱가포르로 내무부장관령에서 

개인교통수단을 “1인용으로 설계되었고, 단축에 의해 작동되는 하나 이상의 바퀴를 가졌

으며, 전기모터 또는 인력으로 추진력을 얻고,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와 외형 면에서 유

사성을 갖지 않는 이동수단”으로 정의하여 운행을 관리하고 있다. 개인교통수단이 보도

를 통행 시에는 보행자가 뛰는 속도와 자전거를 여유롭게 타는 속도에 맞춰 15km/h 이

하로 제한하였고, 공유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자전거의 일반적인 속도인 25km/h 이하

로 제한하였다. 또 개인교통수단에는 조명장치 설치의 의무가 있으며 설치가 불가능할 경

우 야광조끼나 헬멧, 조명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원동기 장치가 장착된 교통수단을 Moped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그웨이, 나인

봇과 같은 개인교통수단을 Light Moped로 분류하고 있다. Light Moped의 운행은 인

프라환경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번호판 부착의 의무가 있으나, 헬멧 착용의 의무는 없다. 

종류 내용

Moped

- 원동기 장치 교통수단(오토바이)
- 16세 이상 면허증 발급
- 헬멧 착용 필수
- 최대 설계속도 45km/h(배기량 50㎤ 이하, 출력 4kw 이하)
- 번호판 부착(노란색)

Light Moped

- Moped와 유사한 이동수단으로 분류(도로교통법)
- 16세 이상 면허증 발급
- 헬멧 착용 필수 X
- 최대 설계속도 25km/h(배기량 50㎤ 이하)
- 번호판 부착(파란색)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7, 스마트모빌리티 브리프

[표 2-6] 네덜란드의 개인교통수단 분류

호주에서의 개인교통수단은 1인용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자체균형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전기모터에 의해 추진력을 얻어야 하고, 단일 축에서 최소 2개의 바퀴에 의해 운행되어야 

한다. 속도는 12km/h 이하로 운행되어야 하며 제품의 최대 너비는 85cm, 무게는 60kg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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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연령 제한
- 16세 이상 이용 가능
- 12세 미만 어린이 이용 금지
- 12~15세는 어른의 지도 하에 운행 가능

주행 규정
- 차도 이용 금지
- 보도 및 자전거도로 이용 시 좌측통행

안전 장치
- 헬멧 착용
- 경음기와 같은 경고 장치 장착 의무

등화장치 - 야간운행 시 전방 백색등, 후방 적색등 및 반사경 장착 의무

금지사항

- 속도 12km/h로 제한
- 동승자 탑승 금지
-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음주운행 금지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7, 스마트모빌리티 브리프

[표 2-7] 호주의 개인교통수단 이용규정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전기동력으로 움직이는 개인교통수단을 전기자전거, 전기전동보드, 

전기동력보조 이동장치, 전동스쿠터로 구분하고 제품별 정의 및 규격을 제도화하였다. 또

한 제품의 종류에 따라 운행 가능한 공간이 정해져 있으며 관련 운행규정을 따르도록 하

고 있다.

구분 내용

전기자전거 - 750w 이하의 전기모터가 장착된 자전거

전기전동보드

- 직립할 수 있는 판과 바퀴가 달린 전기이동장치
- 길이 60in, 너비 18in 이하
- 평균 정격출력 1kw 미만
- 최고속도 32km/h 이하

전기동력보조 
이동장치

- 2륜 구동인 자가 균형 이륜 장치
- 길이 20in, 너비 25in 이하
- 평균 정격출력 750w 미만
- 최고속도 20km/h 이하

전동스쿠터
- 핸들바를 장착한 2륜 전기이동장치
- 이륜자동차 또는 moped가 아닌 것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7, 스마트모빌리티 브리프

[표 2-8]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개인교통수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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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행가능공간 규정

전기자전거 차도, 자전거도로
- 16세 미만은 최고속도 32km/h 이하만 

운행 가능
- 헬멧 착용 의무

전기전동보드 차도, 자전거도로, 보도

- 차도는 제한속도 56km/h인 곳에서 운행 
가능

- 자전거도로는 24km/h 이상 운행 불가
- 헬멧 착용 의무
- 보행자를 고려한 속도로 주행 

전기동력보조 
이동장치

차도, 자전거도로, 보도 - 보행자를 고려한 속도로 주행

전동스쿠터 차도, 자전거도로

- 차도는 제한속도 40km/h인 곳에서 운행 
가능

- 16세 미만 운행 불가
- 헬멧 착용 의무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7, 스마트모빌리티 브리프

[표 2-9]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개인교통수단 운행규정

한편, 개인교통수단과 관련된 보험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보험가입 시 국가 위탁기관인 독일 손보협회(GDV)에

서 발급하는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매년 다른 색상의 번호판으로 갱신하도록 하여 단

속의 용이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속도 6km/h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최고주행속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대표 보험사인 NTUC INCOME사가 1년 약 8만 원 수준의 상품을 출시하여 

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보상을 8억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가입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어 이용자 스

스로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보험가입 대상이 세그웨이로 한정되어 있으며, 제3자 배상책임과 가해자의 자기신

체상해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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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국내에서는 16세 이상 운전, 차도로 통행해야

1) 현행법상 개인교통수단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주행 안전기준 없어

(1) 도로교통법상 개인교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차도로 통행해야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제17항에 따라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차와 우마로 

구분하고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기타로 구분한다. 차의 종류

별 정의는 [표 2-10]과 같이 관련 법에 따른다. 

구분 관련법 정의 및 구분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

건설기계
「건설관리기계법」 
제26조 제1항

관련법 단서에 따름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항

가.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
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
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
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

자료: 관련 법령집

[표 2-10] 차의 종류별 정의

「도로교통법」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표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한 

형태 또는 원동기를 단 차로 정의한다. 따라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정격출력 0.59킬로

와트 미만의 모든 개인교통수단은 동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 등”으로 정의하여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에 따른 방법으로 통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개인교통

수단은 현행법상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경우 차도로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22 / 개인교통수단 보급확대에 따른 대응방향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도로교통법」

[표 2-11]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따라 16세 이상인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

허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인명보호 장구를 착

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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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자료: 「도로교통법」

[표 2-12]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 「도로교통법」

[표 2-13]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개인교통수단을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2) 25km/h 미만인 개인교통수단은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안전기준 충족 의무 없어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는 [표 2-14] 및 [표 2-15]와 같이 규모별, 유형별 세부 기준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교통수단은 일반적으로 이륜자동차의 한 형

태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배기

량 및 최고정격출력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며, 사용유형에 따라 일반

형, 특수형, 기타형으로 구분한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6장에 의거, 최고속도가 25km/h 이상일 경우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안전기준 충족의 의무를 지닌다. 이들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부터 제85조에서 명시하는 이륜자동차의 

중량,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개인교통수단은 최고속도가 25km/h 이하로 사용신

고, 번호판 부착 및 안전기준 충족의 의무가 없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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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 1,000㏄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배기량 1,600cc 미만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배기량 1,600cc 이상 
2,000㏄ 미만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배기량 2,000㏄ 이상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승합
자동차

배기량 1,000㏄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승차정원이 15인 이하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미만

승차정원이 36인 이상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
가 9m 이상

화물
자동차

배기량 1,000㏄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총중량이 10톤 이상

특수
자동차

배기량 1,000㏄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

총중량이 10톤 이상

이륜
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

배기량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최대적재량(기타형에
만 해당한다)이 60kg 
이하 

배기량 100cc 초과 
260㏄ 이하(최고정격
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
최대적재량이 60kg 
초과 100kg 이하

배기량 260cc(최고정
격출력 15kw)를 초과

자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표 2-14]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 이하인 것

자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표 2-15] 이륜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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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 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자동차관리법」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표 2-16] 이륜자동차의 법적 의무

제98조의2(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표 2-17] 사용신고 및 관리대상 이륜자동차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자동

차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는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자동

차에 한정된다고 해석되고 있어,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인 대부분의 개인교통수단은 

명시적인 보험가입의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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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표 2-18]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 의무

(3) 25km/h 미만인 개인교통수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 및 안전인증 받아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다. 제품의 품질 및 안전 인증을 위해 동법 제15

조 제3항(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규

정하고 있다.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의 부속서에서 생활용품별 안전기준을 명시

하고 있으며, 개인교통수단은 부속서 32(스케이트보드)와 부속서 40(이륜자전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2(스케이트보드)」에서는 스케이트보드를 “탑승자의 힘이나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레저 및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스케이트보드와 전기에

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드류로 나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속서에서는 스케이

트보드를 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보드류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

해 정의하고 있다.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0(이륜자전거)」은 자전거를 일반용 자전거, 유아용 자전거, 

산악용 자전거, 전기자전거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전기자전거를 개인교통수단의 한 종

류로 볼 수 있다.



02 개인교통수단의 현황과 관련 법ㆍ제도 / 27

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보드류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2(스케이트보드)」

[표 2-19]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2(스케이트보드)」에 따른 분류

구분 정의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20㎏을 초과하는 탑승자 혼자의 힘이나 전기에너지를 동력으
로 가속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수레와 바퀴가 있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연결 갑판으로 구성된 놀이기구

전동킥보드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있고 붙잡고 방향을 조정
할 수 있는 핸들이 있으며 좌석이 없고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타는 이동기구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자기평형장치(자이로스코프) 및 
전기모터로 구동되며 각 측면에 바퀴가 있고 그 사이에 발판 
및 핸들이 있어 입식자세로 탑승하여 핸들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이동기구

전동보드류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자기평형
능력을 이용한 개인 이동 수단으로 내장된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차체의 자세 상태를 판단하고 제품의 운동 상태를 
제어하는 손잡이 없이 바퀴 및 발판으로 구성된 이동기구

이륜자전거 전기자전거
반드시 페달 주행기능이 있으며 전기 모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및 페달과 전기 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2(스케이트보드)」,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0
(이륜자전거)」

[표 2-2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분류 및 정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을 

시험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교통수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종류에 따라 스케이트보드류 또는 이륜자전거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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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
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
고”라 한다)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
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
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
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자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표 2-2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의무

안전확인의 대상이 되는 개인교통수단은 25km/h 미만의 스케이트보드류 네 종류와 이륜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주요 안전요구사항의 항목은 [표 2-22]와 

같이 겉모양, 구조, 내부 배선 등이며 주요 성능확인 항목은 1회 충전주행거리, 최고속도, 

제동성능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개인교통수단 중 25km/h 미만의 안장이 부착된 전동킥보드 등 일부 제품은 안전

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대상제품

이더라도 이는 제품 자체의 성능이나 화재 위험성 등 안전에 대한 인증으로, 이동용 교통

수단으로써 도로에서 운행을 위한 주행 안전기준에 대한 인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교통수단이 교통수단으로써 타 수단과 함께 도로에서 운행되기 위해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화장치, 음향장치 등 기본적인 주행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한 안전인

증기준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인교통

수단이 도로에서 운행 시 야간에 식별이 잘되지 않는 등 많은 위험이 존재한다.



02 개인교통수단의 현황과 관련 법ㆍ제도 / 29

구분
안전요구사항 
주요 항목

성능확인 주요 항목

스케이트보드

겉모양, 구조, 내
부 배선, 합선보
호, 배터리의 밀폐
성, 배터리의 정격
전압

바퀴마찰력 시험, 1회 충전주행거리, 최고속도, 제동성능,  
방수성능, 등판시험, 항온항습시험, 저온시험, 고온시험, 
낙하시험, 바퀴의 부착강도, 정하중 시험, 절연저항, 누설
전류, 충전기, 제어 불능 방지기능, 저전압 보호기능, 배터
리 단락시험, 배터리 과충전시험, 배터리 충돌시험, 배터
리 진동시험, 배터리 충격시험

전동킥보드

겉모양, 구조, 내
부 배선, 합선보
호, 배터리의 밀폐
성, 배터리의 정격
전압, 잠금장치, 
핸드 브레이크

1회 충전주행거리, 최고속도,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방수
성능, 등판시험, 항온항습시험, 저온시험, 고온시험, 낙하
시험, 핸들시험, 바퀴의 부착강도, 접는 장치의 안전성, 
정하중 시험, 절연저항, 누설전류, 충전기, 제어 불능 방지
기능, 저전압 보호기능, 배터리 단락시험, 배터리 과충전시
험, 배터리 충돌시험, 배터리 진동시험, 배터리 충격시험

전동이륜평행차

겉모양, 구조, 내
부 배선, 합선보
호, 배터리의 밀폐
성, 배터리의 정격
전압, 잠금장치

1회 충전주행거리, 최고속도,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전원
안전성, 안내음, 방수성능, 등판시험, 항온항습시험, 저온
시험, 고온시험, 낙하시험, 핸들시험, 바퀴의 부착강도, 정
하중 시험, 절연저항, 누설전류, 충전기, 제어 불능 방지기
능, 저전압 보호기능, 배터리 단락시험, 배터리 과충전시
험, 배터리 충돌시험, 배터리 진동시험, 배터리 충격시험

전동보드류

겉모양, 구조, 내
부 배선, 합선보
호, 배터리의 밀폐
성, 배터리의 정격
전압

1회 충전주행거리, 최고속도,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전원
안전성, 안내음, 방수성능, 등판시험, 항온항습시험, 저온
시험, 고온시험, 낙하시험, 바퀴의 부착강도, 정하중 시험, 
절연저항, 누설전류, 충전기, 제어 불능 방지기능, 저전압 
보호기능, 배터리 단락시험, 배터리 과충전시험, 배터리 
충돌시험, 배터리 진동시험, 배터리 충격시험

전기자전거

※ 안전요구사항(성능, 구조 및 모양‧치수를 포함한다)
<일반(일반용 자전거의 기준을 따름)>
일반(선예부, 돌기물, 와이어, 각 부의 고정), 브레이크, 조향부, 앞포크, 바퀴, 
타이어 및 튜브, 구동부, 좌석부, 보호 장치, 등화 및 반사경, 경음기, 스탠드, 
실용 종합 성능, 차체
<전기자전거 부가적 요구사항>
최고속도, 모터 출력, 모터 제어기 보호기능, 전지, 충전기, 절연성능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2(스케이트보드)」,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0
(이륜자전거)」

[표 2-22] 전안법상 개인교통수단의 안전요구사항 및 성능확인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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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개인교통수단과 관련된 현행법령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교통수단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둘째, 도로에서 개인교통수단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으로써 제2종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보유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셋째, 최고속도가 25km/h 이상인 개인교통수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관계기관에 사

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주행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넷째,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인 개인교통수단은 사용신고, 번호판부착, 주행안전기준 

충족, 보험가입의 의무는 없으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스케이

트보드류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개인교통수단이 교통수단으로써 도로에서 운행되기 위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화장치 등 주행안전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개인교통수단 중에서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이지만 스케이트보드에 해당

하지 않으며 일부 개인교통수단은 품질이나 안전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

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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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현행법의 개인교통수단 운행환경(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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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 추진 중

현행법상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재 및 차도 통행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 등

을 이유로 2017년 6월 윤재옥 의원 등이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에는 개인교통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명명

하고 용어의 정의와 통행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원동기장

치자전거에 대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의 최고정격출력 조건을 추가하였고, 제2조 

제19호의 나목에서 원동기를 단 차에 대한 배기량 및 최고정격출력 조건을 변경하였다.

개인교통수단은 제19호의2를 신설하여 제19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형태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로 명명하여 최고속도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일 

것을 명시하였다. 

현행 개정안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19. -----------------------------------------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
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가. ------------------------------------------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
트 이하)의-----------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
기를 단 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
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
하)의---------------

<신  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
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등 10인)

[표 2-23]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개인교통수단의 정의

또한 「도로교통법」 21의2를 신설하여 “자전거등”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

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의 통행방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80조에서 

운전면허에 대한 예외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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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될 수 있는 차”로 변경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면허가 없이도 운행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단, 어린이의 경우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 없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두었다.

현행 개정안

<신  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
치를 말한다.

<신  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
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
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
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⑥ -----자전거등은--------------------------
---------------------------------------------
--------------------. ------------------------
---------------------------------------------
----------------------------.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
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
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운전면허) ① -------------------------
---------------------------------------------
------------. ------------------------원동기
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
으로만--------------------------------------
-------------.

자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등 10인)

[표 2-24]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개인교통수단의 운행자격 및 통행방법

동시에 윤재옥 의원 등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여 

동법 개정안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를 통해 자전거도로상 개인

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자전거도로의 통행량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

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도로관리청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로관리청이 일정 구간을 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에서의 통행을 제한하거

나 해제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반드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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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  설>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
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
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등 10인)

[표 2-2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사항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관련 법령 개정안에도 개인교통수단(개인형 이동장치)이 도로에

서 교통수단으로써 운행하기 위한 주행안전 기준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개인교통수단의 주행안전 

기준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

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포함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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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현행법 개정안의 개인교통수단 운행환경(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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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차원에서도 관련 법령개정안 시행에 미리 대비해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교통수단의 안전운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

만,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

되더라도 일부 개인교통수단은 품질이나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에서의 주행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여전히 안전이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에 대비하여 서울시에서도 개인교통수단의 종류, 형태, 법적인 지위, 

품질 및 안전 인증 여부, 도로주행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교통수단별 자

전거도로의 통행방법에 대한 시 차원의 지침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지침에 따라 관련 법령개정안 시행공포 시 개인교통수단별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전거도로의 형태, 구간, 운행 제한속도 등에 대해 신속히 결정하고 고시하여,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돈을 줄이고,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안장이 있는 전동킥보드 등 품질 및 안전 관리의 사각지

대에 있는 개인교통수단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행안전 기준에 대한 중앙정부의 논의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여 서울시 교통상황과 부합되는 개인교통수단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법률개정안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없는 개인교통수단일지라도 교

통사고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사고당사자 간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개인교통수단을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03
서울시에서 

개인교통수단의 역할은?
1_이동용 교통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은 보유

2_대중교통 연계수단으로서 역할은 크지 않아

3_승용차 통행의 일부를 대체하는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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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 서울시에서 개인교통수단의 역할은?

1_이동용 교통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은 보유

1)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개인교통수단을 교통수단으로 활용 중

한국교통연구원(2017)은 2017년 국내 개인교통수단 이용자 57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 이용자 57명이 이용하고 있는 제품은 모두 70개이며, 전동

킥보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핸들바가 없는 자이로타입 제품과 

전기자전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7,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

[그림 3-1] 개인교통수단 이용 현황

한국교통연구원(2017)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이유는 교통비 절약과 

다른 교통수단의 불편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용 용도 또한 교통수단용

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레저/운동/여가/오락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수단용 이용자 중 레저/운동/여가/오락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교통수단용으

로 구매하였거나, 내구성, 불편함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레저/운동/여가/오락용 이용

자 중 교통수단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통행 공간의 부재, 통행 거리가 장거리, 안

전성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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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7,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

[그림 3-2] 개인교통수단의 이용 이유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7,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

[그림 3-3] 개인교통수단의 주요 용도

한국교통연구원(2016)의 개인교통수단 이용자 77명 대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60%가 공원이나 광장 등 도로가 아닌 곳을 이용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자전거도로, 보도, 

차도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개인교

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도로의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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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의 사고 위험,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 관계 법령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부

족,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도, 차도, 자전거도로의 구분 없이 무질서하게 통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6, 2016 국가자전거교통정책지원사업 자전거 이용실태조사

[그림 3-4] 개인교통수단 이용공간

하지만 현재 개인교통수단 이용자의 이용 이유나 용도, 이용공간을 살펴보았을 때 개인교

통수단은 레저용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으로서의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2) 일반인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교통수단으로써 유용성을 다르게 인식

한국교통연구원(2016)에서는 일반인 2,334명을 대상으로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인식조사

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도시 거주 조사대상자들은 개인교통수단 이용경

험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가 개인교통수단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전

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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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6, 2016 국가자전거교통정책지원사업 자전거 이용실태조사

[그림 3-5]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인식(대도시 거주 대상)

또한, 대도시 거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수단으로서의 개인교통수단 유용성에 대한 조사결

과,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41.8%, 그저 그럴 것이라는 의견이 마찬가지로 41.8%, 유용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16.5%로 각각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아직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나, 개인교통수

단의 이동용 교통수단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6, 2016 국가자전거교통정책지원사업 자전거 이용실태조사

[그림 3-6] 교통수단으로서의 개인교통수단 유용성(대도시 거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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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교통연구원(2017)이 2017년 일반인 865명을 대상으로 개인교통수단의 제품별 

대중교통 대체 적합성을 조사한 결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핸들바가 있는 자이로타

입이 상대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무릎 컨트롤바가 있는 자이로타입 제품이나 

핸들바가 없는 자이로타입 제품은 상대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숙한 제품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이들 제품이 자이로타입의 제품보다 조향이나 제동 등 비교적 주행 안정성이 높

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7,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

[그림 3-7] 개인교통수단의 대중교통 대체 적합성

또 한국교통연구원(2017)이 개인교통수단 이용자 57명을 대상으로 제품 종류별 적정 주

행거리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장거리에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제품은 전기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였고, 나머지 제품은 중거리나 단거리에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교통수단 제품별로 배터리 성능이나 최고속도, 제동 및 조향 등 주행 안정성, 

운행공간의 연속성 확보 용이성 등에 차이가 있어 적정 주행거리를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

로 보이며, 배터리 성능이 좋고 주행 안정성이 클수록 장거리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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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7,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

[그림 3-8] 개인교통수단의 제품별 적정 주행거리

3) 개인교통수단의 안전성은 제품별로 다르게 나타나

개인교통수단이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려면 도로에서의 주행성능과 충돌 안전성이 확보되

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2018)은 「개인형 이동수단 자전거도로 이용 안전성 평가 연구」

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품질 및 안전 인증 대상인 개인교통수단 종류

별 도로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실험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동외륜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이륜보드 네 가지 종류의 

개인교통수단에 대해 정지거리, 최소 회전반경, 장애물 회피능력, 경사주행 및 턱 넘기, 

자전거도로 주행 등의 실증실험을 진행하였다.

실증실험 결과, 전동외륜보드는 도로에서 빠르고 안정된 주행이 가능하나 낮은 속도에서

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빠르고 안정된 주행이 가능하면서도 

자전거와 가장 유사한 주행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바퀴가 작고 두 바퀴 축 

간 먼 거리로 회전반경이 비교적 커 장애물 회피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동이륜평행차는 자이로 센서에 기반을 두고 있어 독특한 제동행태를 보였고, 기

기 폭에 비해 작은 회전반경으로 장애물 회피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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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이륜보드는 주행성능과 안전성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여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교

통수단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 실험 결과

전동외륜보드
-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남
- 낮은 속도에서 균형 유지 곤란 현상이 관측

전동킥보드
- 안전성 측면에서 두 번째로 뛰어남
- 최소 회전반경 및 장애물 회피능력에서 다소 불리함

전동이륜평행차
- 다른 수단에 비해 속도가 높아질수록 정지거리가 크게 증가
- 큰 제품 폭에 비하면 회전반경이 작아 장애물 회피능력이 비교적 

양호함

전동이륜보드 - 주행성능과 안전성 모두 부정적이어서 교통수단으로 부적합

자료: 도로교통공단, 2018, 개인형 이동수단 자전거도로 이용 안전성 평가 연구

[표 3-1] 개인교통수단 종류별 실험 결과

도로교통공단(2018)에서 개인교통수단 제품의 종류별 주행 실증실험 결과, [표 3-2]와 같

이 자전거도로, 보도, 차도 등 도로의 공간별 제품별 통행허용 여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로 유형
개인교통수단 유형별 도로 통행 허용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자전거
도로

자전거전용도로 ◯ ◯ △ ☓
자전거전용차로 ◯ ◯ △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 △ ☓

자전거 
우선도로

◯ △ △ ☓
보도 ☓ ☓ ☓ ☓
차도 △ △ ☓ ☓

주) ◯: 적합, X: 부적합, △: 추가연구 필요

자료: 도로교통공단, 2018, 개인형 이동수단 자전거도로 이용 안전성 평가 연구

[표 3-2] 도로 공간별, 개인교통수단 유형별 통행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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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ltair(2017)는 보도와 자전거도로 등 도로 공간별 개인교통수단 이용자와 보행자, 

자동차, 자전거 사이의 충돌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인체 상해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세

그웨이나 전동킥보드와 같이 손잡이가 있는 개인교통수단과 원휠보드, 투휠보드처럼 손

잡이가 없는 개인교통수단을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와 각각 전방, 측방, 후방에서의 가

상 충돌실험을 진행하였다.

Altair(2017)의 충돌실험 결과, 멈춰선 자동차와 개인교통수단의 충돌 시 제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상해 가능성은 크지 않았지만, 충돌위치에 따라 머리 상해에 큰 차이를 보여 

추가 실험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와의 정면 및 후방 충돌에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이용자의 상해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손잡이가 없는 개인교통수단과 자전거 충돌 시에는 두 운전자 모두 상해 가능성

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측면 충돌에서는 자전거가 전동킥보드보다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와의 정면 및 측면 충돌실험에서는 보행자가 개인교통수단 운전자보다 상해 가능

성이 컸으며, 후방 충돌의 경우 개인교통수단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상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Altair, 2017,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이용자 간 충돌상해에 관한 해석적 연구

[그림 3-9] 원휠보드와 자동차 간 충돌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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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교통수단과 보행자 충돌 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상해 가능성이 크므로 향

후 모든 개인교통수단의 보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손잡이가 없는 개인교통수단은 자전거와 충돌 시 두 운전자 모두 상해 가능성

이 커 자전거도로에서의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4) 서울시에서 개인교통수단의 역할 검토

개인교통수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나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고

려해 볼 때, 기술적으로 주행성능과 충돌 안전성이 비교적 좋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특정 제품군은 이동용 교통수단으로써 일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보도, 차도, 자전거도로 등 도로 공간별로 운행이 가능한 개인교통수단은 성능, 최고속도, 

주행 안전성 등에 따라 차별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교통수단이 교통수단으로서 갖는 역할은 크게 출발지 또는 목적지와 대중교통 결절

점까지 연계해 주거나(대중교통 연계수단), 중‧단거리에서 Door-to-Door 직접 이동수단

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교통체계 내에서 개인교통수단이 대중교통 연계수단의 역할을 담

당할 수 있는지와 Door-to-Door 이동수단으로써 중‧단거리 승용차 통행을 대체하는 역

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현재 교통카드 데이터, 공간데이터, 공공자전거 이용 실적 데이터 등을 활용하

여 도시철도역까지의 연계수단 현황을 분석하고, 5년마다 수행되는 가구통행실태 조사 데

이터를 활용하여 승용차 통행 거리를 분석하여 서울시에서 기대되는 개인교통수단의 위상

과 역할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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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대중교통 연계수단으로서 역할은 크지 않아

1) 연계수단으로서의 개인교통수단 위상은 기존 연계수단과 상당히 겹쳐

개인교통수단이 서울시 교통체계 내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현재 연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노선버스, 도보, 공공자전거 등 

다양한 수단을 우선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철도 탑승

자의 연계수단별 이용 비율 및 통행 거리 등을 분석하고, 최근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공공

자전거 이용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림 3-10]은 도시철도 연계수단별 통행 거리 분포를 분석한 결과로, 각각 통행 거리의 

최소-최대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막대에 표기된 값은 15퍼센타일과 85퍼센타일의 통행 

거리를 의미하고 막대 중간의 점은 통행 거리 평균을 의미한다.

[그림 3-10] 도시철도 연계수단의 통행 거리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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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도시철도에 탑승하기 위한 접근수단만을 살펴보았을 때, 2017년 5월 18일 

기준 도시철도 최초 승차 약 550만 통행 중 약 19.2%가 노선버스를 이용하였고, 나머지 

약 80.8%가 도보 등을 이용하여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서울시 도시철도 접근수단 분포

광역 노선버스를 제외한 시내 노선버스를 이용하여 도시철도역에 접근하는 경우 평균 접

근통행 거리는 1.56km이며, 이 중 마을버스는 평균 1.25km, 간선 및 지선 버스는 평균 

1.78km로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버스의 접근통행 거리 분포 측면에서는 대

부분의 통행이 약 700m에서 2.5km에 분포하여 비교적 단거리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도시철도에서 하차 후 노선버스로 갈아타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버스 평균 

통행 거리는 1.44km이고, 이 중 마을버스는 평균 1.21km, 간선 및 지선 버스는 1.63km

이며 대부분의 통행이 약 600m에서 2.4km 정도의 통행 거리 내에 분포한다.

공공자전거 이용자의 경우 대부분 710m에서 3.34km의 통행 거리를 나타내고 있고 평균 

통행 거리는 1.88km로 노선버스와 유사하거나 약간 먼 거리까지의 통행을 담당하고 있

다. 도보의 경우 시내 각 필지에서 가장 근접한 도시철도역까지의 거리는 평균 738m로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1km 이내에 도시철도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도로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 이용에 대한 시민의 비용 추가부담이 없으므로 도시철도역과 출발지 또는 목적지 

간의 거리가 도보거리 이내로 짧더라도 노선버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교통카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봐도, 평균 도보거리가 0.8km인

데 비해, 1km 이하 통행 거리를 갖는 노선버스 통행이 [그림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노선버스 통행의 31%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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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서울시 도시철도 접근수단 통행 거리 분포

이처럼 서울에는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잘 구축되어 있고, 이미 도시철

도 연계수단으로써 다양한 수단들이 5km 이내의 단거리 통행을 큰 무리 없이 담당하고 

있어 주로 중․단거리 통행에 이용되는 개인교통수단의 역할은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더군다나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버스와 도시철도의 수단분담률을 높이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 방향을 고려해 볼 때, 도시철도 연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노선버스

와 경쟁하는 구도의 개인교통수단 활성화 정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도시철도역까지 도보거리가 지나치게 길거나, 노선버

스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 노선버스의 통행 거리가 비교적 긴 지역 등에 한하여,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보조교통수단으로써 개인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도심과 같이 

자동차 통행을 억제하고 도로 공간재편에 따른 노선버스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연계수단별 상세 분석을 통해 도시철도역 접근 통행특성을 파악하

고, 대중교통 연계수단으로써 개인교통수단이 노선버스 또는 도보의 보조교통수단 역할

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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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심에서 승용차, 버스의 보조 교통수단으로 일부 역할 가능

(1) 버스-도시철도 환승 통행 분석

수도권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15,703,229 통행 중 광역 노선버스를 제외한 버스에서 하

차하여 도시철도역으로 갈아타는 ‘버스-도시철도 환승’은 1,617,629 통행이며, 이 중 최

초 버스 탑승지와 도시철도 환승이 모두 서울 내부인 통행이 792,462건으로 나타났다. 

85퍼센타일 이상을 제외한 평균 버스 통행 거리는 1.56km이며, 15퍼센타일과 85퍼센타

일은 각각 688m, 2.56km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버스-도시철도 환승 통행의 버스 통행 거리 누적분포

노선버스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간선/지선버스는 483,010 통행으로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1.78km를 탑승한 후 도시철도로 환승한다.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도시철도로 환승하는 통행은 223,385 통행으로 약 32%에 해당하며, 약 1.25km를 이용

하고 있어 간선/지선보다 약간 짧은 통행 거리를 보인다.

도시철도역을 기준으로 노선버스를 이용해 접근하는 통행의 평균 접근 거리가 긴 도시철

도역을 살펴보면, 버티고개역, 을지로입구역은 접근 거리가 각각 4.94km, 4.93km로 평균 

접근 거리보다 상당히 먼 출발지에서 버스를 이용해 통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 

시간도 약 20분, 17분으로 분석되었다. 통행 거리 상위 25개 도시철도역의 접근 통행특성

은 [표 3-3] 및 [그림 3-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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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역명 평균 통행 거리(m) 평균 통행시간(분) 통행 수
1 버티고개 4,939 17 325
2 을지로입구 4,919 20 945
3 삼각지 4,862 18 3,368
4 복정 4,803 17 450
5 명동 4,735 18 423
6 을지로3가 4,619 19 364
7 회현(남대문시장) 4,438 18 602
8 을지로4가 4,157 17 416
9 동대문역사문화공원 4,104 16 1,992
10 종각 4,086 16 2,110
11 마포구청 3,988 13 1,958
12 시청 3,975 16 4,066
13 광화문(세종문화회관) 3,964 15 2,711
14 종로3가 3,880 16 2,373
15 종로5가 3,847 16 1,048
16 강남 3,842 16 7,466
17 서대문 3,841 14 2,409
18 충무로 3,713 15 846
19 약수 3,641 14 1,851
20 동묘앞 3,595 15 634
21 숙대입구(갈월) 3,591 14 3,539
22 합정 3,564 13 6,607
23 청구 3,552 14 519
24 서울역 3,546 14 6,715
25 광흥창(서강) 3,542 11 1,317

[표 3-3] 버스-도시철도 환승 통행 거리 상위 25개 도시철도역 통행특성

[그림 3-14] 버스-도시철도 환승 통행 거리 상위 25개 도시철도역 통행 수 및 통행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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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철도-버스 환승 통행 분석

반면, 도시철도에서 하차하여 노선버스로 환승한 후 서울 내부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도시철도-버스 환승’ 통행은 일일 776,247 통행으로, 85퍼센타일 이상을 제외한 평균 버

스 통행 거리는 1.44km이며, 15퍼센타일과 85퍼센타일은 각각 619m, 2.38km로 분포되

어 ‘버스-도시철도 환승’ 통행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그림 3-15] 도시철도-버스 환승 통행의 버스 통행 거리 누적분포

노선버스의 종류별로 간선/지선버스를 이용하는 통행과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통행을 구

분하여 살펴보면 간선/지선버스는 395,066 통행으로 평균 1.63km를 탑승한 후 도시철도

로 환승하고 있으며, 마을버스는 217,932 통행으로 간선/지선보다 짧은 평균 1.21km를 

탑승하고 있다.

도시철도역을 기준으로 하차 후 최종 목적지까지 노선버스를 이용해 통행하는 평균 거리

가 먼 25개 도시철도역을 분석한 결과, 김포공항역, 삼각지역은 평균 통행 거리가 약 

4.87km로 다른 도시철도역보다 하차 후 최종 목적지까지 버스를 이용해 장거리 통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 시간도 약 16분, 17분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도시철도-버스 환

승 통행의 버스 평균 통행 거리 상위 25개 도시철도역 환승 통행특성은 [표 3-4] 및 [그림 

3-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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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역명 평균 통행 거리(m) 평균 통행시간(분) 통행 수
1 김포공항 4,873 16 363
2 삼각지 4,872 17 2,917
3 을지로입구 4,011 17 718
4 마포구청 3,957 11 1,266
5 광화문(세종문화회관) 3,780 15 2,913
6 국회의사당 3,731 13 274
7 시청 3,668 15 2,127
8 무악재 3,633 15 330
9 충무로 3,572 14 885
10 동대문역사문화공원 3,503 15 1,815
11 종각 3,354 14 1,782
12 한강진 3,288 11 1,854
13 서울역 3,219 13 4,797
14 서대문 3,213 13 2,082
15 합정 3,202 12 5,726
16 강변(동서울터미널) 3,184 12 2,274
17 강남 3,171 13 6,207
18 남영 3,162 14 3,454
19 광흥창(서강) 3,118 10 1,075
20 잠실(송파구청) 3,073 13 13,923
21 강동 3,045 11 1,015
22 종로3가 3,030 14 1,688
23 회현(남대문시장) 3,008 13 603
24 영등포구청 3,005 13 1,687
25 동대문 2,972 14 1,518

[표 3-4] 도시철도-버스 환승 통행 거리 상위 25개 도시철도역 통행특성

[그림 3-16] 도시철도-버스 환승 통행 거리 상위 25개 도시철도역 통행 수 및 통행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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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철도 연계 노선버스 통행특성 종합 및 개인교통수단 활용 방향

도시철도를 탑승하기 위해 최초 출발지로부터 버스로 통행하는 거리가 멀고, 또 도시철도 

하차 후 최종 목적지까지 버스 통행 거리가 공통으로 먼 도시철도역은 [그림 3-17]과 같

이 서울 도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도시철도 연계 버스 통행 거리 상위 25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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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울 도심부가 인왕산, 북악산, 남산 등으로 둘러싸인 지리적인 특성으로 도시철도 

노선 및 역사가 도심부에 집중되어 있고, 청운효자동, 부암동, 삼청동, 후암동 등 그 주변 

거주지에는 도보로 도시철도역 접근이 어려워 노선버스를 이용하여 도심의 도시철도 역사

에 접근하거나, 도심 도시철도에서 하차 후 거주지까지 노선버스로 이동하는 통행이 잦은 

것으로 보인다.

최초 노선버스 승차와 최종 노선버스 통행 거리가 모두 상위권에 속하는 광화문역, 시청

역, 을지로입구역, 종각역, 종로3가역, 충무로역 등은 특히 한양도성 사대문 안 지역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2017년 3월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자동차 운행 

제한 등 교통 수요관리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차로 수 축소 등 도로의 공간재편

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특히, 도로 공간재편 시에는 승용차를 이용한 도심 통행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되

며, 노선버스도 우회, 운행 대수 감축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도심 내에서 승용차 통행을 대신하거나 노선버스가 서비스하지 못하는 지역의 통행

권 확보를 위해 새로운 보조교통수단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보조교통수단으로는 도심순환버스 노선 신설, 노면전차 도입, 공공자전거 확충 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운행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전기를 동력으로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

며 지형에 상관없이 운행 가능한 개인교통수단의 도입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검토

해 볼 만하다.

만일 개인교통수단을 도심에서 승용차와 버스 통행의 보조교통수단으로 도입하고자 할 

때는, 공공자전거처럼 저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공에서 관련 인

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 [그림 3-18]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인 도심에서의 보조

교통수단 서비스 개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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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에서의 개인교통수단 활용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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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보거리가 길고 노선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보조 연계수단으로 활용

(1) 도시철도역 도보 접근 거리 분석

2017년 5월 18일의 교통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도시철도에 탑승하는 약 

550만 통행 중 80.8%는 도보나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가까운 도시철도역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철도역까지의 도보 접근 거리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과세 대장 기준 

총 5,118,952개의 개별 필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을 찾아 직선거리가 아닌 보행 

네트워크상에서 해당 역까지의 실제 도보거리를 산출하는 공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의 각 필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까지의 도보거리는 평균적으로 

737m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도보거리가 긴 반경을 가지는 도시철도역은 석수역으

로 최대 2.88km까지가 접근 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 접근 거리의 평균이 1km 이상

인 도시철도역도 모두 37개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상위 25개 도시철도역은 [그림 

3-19] 및 [표 3-5]와 같다.

필지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주거용 필지에서 가장 인접한 도시철도역까지 도보 

접근 거리 평균은 765m, 상업용 및 업무용 필지에서는 676m, 산업용 및 기타 특수용 

필지에서는 705m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도시철도역 인근에 상업 및 업무 시설이 분포해 

있고 주거지는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분석한 상위 25개 도시철도역과 비교해볼 때 석수역, 구파발역, 독

산역 등 대부분은 필지 용도와 관계없이 도보 접근 거리가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필지 기준 상위 도시철도역 이외에도 녹천역, 서빙고역, 남영역, 가양역 등은 특히 인근 

주거용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역까지 도보로 접근하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

계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회기역 등은 인근 상업/업무 필지에서 도시철도역까지 도보로 

접근하는 거리가 비교적 먼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및 [그림 3-20] 참조).

주거지에서 도시철도역까지 도보거리가 먼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역 주변에 개인용 

PM 지원시설 구축을, 상업/업무 지역에서 도시철도역까지 도보거리가 먼 지역의 경우에

는 연계수단으로 공유 PM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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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평균 도보 접근 거리 상위 25개 도시철도역

순위 도시철도역
도보 접근 거리 

평균(m)
순위 도시철도역

도보 접근 거리 
평균(m)

1 석수 2,876 14 천왕 1,366 

2 구파발 2,535 15 녹천 1,362 

3 금천구청 2,431 16 양천구청 1,360 

4 독산 2,273 17 홍대입구 1,351 

5 복정 2,058 18 용산 1,351 

6 수서 1,803 19 구로디지털단지 1,350 

7 봉화산 1,749 20 봉천 1,324 

8 마곡 1,578 21 중계 1,296 

9 청계산입구 1,566 22 광운대 1,285 

10 홍제 1,551 23 상월곡 1,277 

11 하계 1,523 24 신대방 1,263 

12 서빙고 1,378 25 돌곶이 1,238 

13 북한산보국문 1,376 

[표 3-5] 상위 25개 도시철도역 및 평균 도보 접근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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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주거용 건물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산업용 및 기타특수용 건물

도시철도역
평균접근
거리(m)

도시철도역
평균접근
거리(m)

도시철도역
평균접근
거리(m)

1 석수 2,919 석수 2,799 금천구청 2,393

2 독산 2,372 구파발 2,618 북한산보국문 2,316

3 수서 2,003 독산 2,100 석수 2,315

4 하계 1,709 청계산입구 1,393 홍제 2,114

5 청계산입구 1,596 봉천 1,367 봉화산 2,113

6 홍제 1,580 북한산보국문 1,360 청계산입구 1,979

7 양천구청 1,474 홍제 1,351 천왕 1,824

8 녹천 1,438 천왕 1,331 마곡 1,750

9 서빙고 1,422 상일동 1,314 구파발 1,640

10 구로디지털단지 1,406 상월곡 1,285 개화 1,570

11 북한산보국문 1,358 양천구청 1,201 봉천 1,451

12 천왕 1,321 구로디지털단지 1,199 독산 1,433

13 광운대 1,314 중계 1,172 경복궁 1,282

14 신대방 1,312 광운대 1,147 상일동 1,275

15 봉천 1,308 신정네거리 1,126 양천구청 1,240

16 양재시민의숲 1,303 구룡 1,118 방화 1,208

17 상월곡 1,278 구일 1,087 신정네거리 1,202

18 남영 1,185 신대방 1,069 송정 1,198

19 오류동 1,179 양재시민의숲 1,056 구로디지털단지 1,197

20 장한평 1,178 수서 1,010 하계 1,189

21 구일 1,175 디지털미디어시티 995 구일 1,174

22 가양 1,168 오류동 984 광운대 1,167

23 불광 1,140 회기 983 상월곡 1,162

24 구룡 1,134 신이문 976 도봉 1,133

25 경복궁 1,120 장한평 958 구룡 1,119

[표 3-6] 용도별 필지-도시철도역 간 도보 접근 거리 상위 25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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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용도별 필지-도시철도역 도보 접근 거리 상위 25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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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선버스와 도보를 이용한 도시철도역 접근통행 거리 분석

노선버스와 도보를 이용한 도시철도역 접근통행 거리 분석 결과를 함께 살펴볼 때, 각 

필지에서 도시철도역까지 약 70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보통 노선버스를 이용해 도시

철도역으로 접근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약 700m는 버스 정류장 기준으로 약 두 정류

장에 해당하며, 한 정류장 이내는 걸어서 접근하지만 두 정류장 이상 걸어가야 하는 경우 

노선버스를 타고 도시철도역에서 하차한 후 갈아타는 통행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

다. 더군다나 서울시는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환승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도보로 

갈 수 있는 단거리도 노선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철도역까지 도보 접근 거리만을 가지고 개인교통수단을 보조 연계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개인교통수단이 보조 연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보 접근 거리가 비교적 긴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해당 역까지 접근

하는 버스의 노선과 운행지역, 수단분담률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개인교통수단을 도시철도 연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도시철도역과 연계되는 버스 노선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버스 노선의 굴곡이 심하여 

우회 거리가 너무 먼 경우, 도보거리가 길더라도 부득이하게 도보로 도시철도역까지 

접근해야 하는 지역

 노선버스 접근 비율이 비교적 높은 도시철도역 중에서도 해당 역까지 평균 도보거리

가 긴 경우나 버스 노선이 미처 서비스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림 3-21]은 연계 버스 노선이 적어 도보 접근 비율이 높지만, 도보거리가 비교적 멀어 

개인교통수단이 보조 연계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뚝섬유원지역 사례이다. [그림 

3-22]는 노선버스 접근 비율이 높으면서도 도보 접근 거리가 상당히 길지만, 버스 노선이 

서비스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아 개인교통수단이 보조 연계수단으로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금천구청역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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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통행 수: 10,347통행/일 버스 접근 비율: 3.7% 평균 도보 접근 거리: 1,143m

[그림 3-21] 개인교통수단 활용 가능 지역 사례(뚝섬유원지역 주변)

총 통행 수: 13,376통행/일 버스 접근 비율: 30.3% 평균 도보 접근 거리: 2,431m

[그림 3-22] 개인교통수단 활용 가능 지역 사례(금천구청역 주변)

서울시에서 위 두 사례와 유사한 도시철도역을 교통카드 및 공간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보면 [그림 3-23], [표 3-7] 및 [그림 3-24]와 같다. [그림 3-23]에서는 막대그래프로 표

시된 버스 접근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정렬된 서울시 전체 지하철역 가운데 보도 접근 거리

가 상위 15퍼센타일에 속하는 지하철역을 보여준다. 도보 접근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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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버스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도보거리가 부득이하게 긴 지역을 유형 1로, 도보 

접근 비율이 높고 도보 접근 거리도 긴 지역을 유형 2로 구분하였다.

역명 총 통행 수 버스 접근 비율(%) 도보 접근 거리(m)
상일동 13,646 56.4 1,148
복정 13,342 49.9 2,058

상봉(시외버스터미널) 14,541 48.4 975
화곡 32,637 36.8 1,009
개봉 26,768 35.5 967

구로디지털단지 70,753 34.9 1,350
봉화산(서울의료원) 10,930 33.9 1,749

홍제 22,962 33.8 1,551
종합운동장 20,606 32.4 1,181

수서 23,656 32.4 1,803
구파발 22,074 31.4 2,535

금천구청 13,376 30.3 2,431
장한평 21,161 28.3 1,085
신대방 30,294 27.1 1,263
목동 20,914 26.5 970
회기 31,486 24.9 982

신정네거리 10,654 23.7 1,041
하계 22,311 21.9 1,523

경복궁(정부서울청사) 28,685 18.8 1,035
가좌 5,568 18.8 1,094
구로 22,939 18.7 1,000

돌곶이 10,844 18.0 1,238
녹천 5,899 18.0 1,362

서빙고 2,252 17.9 1,378
광운대 12,879 17.4 1,285
봉천 25,762 16.1 1,324
남영 14,122 15.6 1,094

신이문 10,695 15.0 975
불광 22,450 14.7 1,077

홍대입구 78,534 14.2 1,351
중계 17,846 14.2 1,296

양천구청 7,761 12.4 1,360
마곡 6,745 11.6 1,578
가양 23,409 11.3 1,048

잠실새내 28,256 10.8 1,013
양재시민의숲(매헌) 8,616 10.1 1,198

청계산입구 3,860 7.1 1,566
오류동 13,164 6.6 1,146
용산 34,363 5.6 1,351

뚝섬유원지 10,347 3.7 1,143
상월곡(한국과학기술연구원) 7,366 3.6 1,277

구룡 2,554 3.4 1,129

[표 3-7] 도보 접근 거리 상위 15퍼센타일 도시철도역(버스 접근 비율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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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도시철도역별 버스/도보 접근 비율 및 도보 접근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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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유형별 도보 접근 취약지역 및 도보 접근 거리 범위

[표 3-7]의 도시철도역 중에서도 [그림 3-24]의 유형별 상위 10개 지역에서는 도시철도 

연계수단으로 개인교통수단 지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유형 1에 속하는 복정역, 

구파발역, 금천구청역은 노선버스를 이용한 접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도보

를 이용해 접근하는 일부 통행은 최대 2km 이상 먼 통행 거리를 보인다. 반대로 유형 

2에 속하는 구룡역, 상월곡역, 뚝섬유원지역 등은 평균 도보 접근 거리가 1km 이상임에도 

노선버스를 이용해 도시철도역까지 접근하는 비율은 약 3% 수준으로 상대적이며 접근이 

취약한 지역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은 우선 버스 노선을 추가하거나 노선을 조정하여 도시철도역의 접근성을 개

선해야 한다. 하지만 버스 노선의 추가나 조정은 이용수요나 비용, 수익성 등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중심

으로 개인교통수단을 도시철도역 보조 연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보 접근이 취약한 지역 중에서 [그림 3-25]와 같이 구파발역, 홍제역이나 상월곡

역처럼 지형적으로 굴곡이 심하여 걷기 힘들고 자전거 이용도 어려운 경우에 전기를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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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개인교통수단이 도시철도역 보조 연계수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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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도보 접근이 취약하고 지형이 열악한 도시철도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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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자전거와 함께 중․단거리 보조교통수단으로 이용도 가능

(1) 공공자전거 이용 현황분석

개인교통수단의 이동 거리나 형태, 성능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유사한 교통수단은 자전거

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017년 서울 시민이 

뽑은 서울 10대 뉴스에 1위로 선정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으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자전거 이용 현황분석을 통해 개인교통수단이 공공자전거처럼 중․단거

리 통행에 활용될 수 있을지 가늠해 보고, 공공자전거와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운영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26]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거치대

공공자전거 이용 현황은 서울시에서 제공한 2017년 10월의 하루 총 11,352건의 이용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데이터에는 개별 이용 건에 대한 대여소명, 반납소

명, 이용 거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 결과, 공공자전거 평균 이용 거리는 약 2.9km로 

나타났으며, 길게는 5km까지 이용하고 있어 도시철도역과 연계되는 노선버스의 통행 거

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7] 공공자전거 통행 거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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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소는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 결절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

치하여 대중교통 연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여소를 가장 가까

운 도시철도역과 결합하여 역별 공공자전거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누적 이용 거리가 가장 많은 곳은 여의도역으로 대여 건수가 하루 257건, 누적 이용 거리

는 429km에 달해 공공자전거 이용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누적 이용 거리 상위 25위 안에 여의나루역, 뚝섬유원지역 등 한강변에 있는 도시철도역이 

다수 포함되어 공공자전거가 이동용뿐만 아니라 한강공원 등에서 레저용으로도 많이 사

용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나 혜화역, 안국역, 광화문역, 청량리역 등 인근 대여소 이용 빈

도도 높게 나타나 한강변이 아니더라도 업무/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대여소 등 공공자전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지역에서는 중‧단거리 이동용 교통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8] 공공자전거 누적 이용 거리 상위 25개 도시철도역

반면, 공공자전거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용 빈도가 낮은 도시철도역은 녹번역, 

온수역, 한강진역 등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공공자전거 이용 빈도가 낮은 이유 중에는 

지형적으로 경사가 심해 자전거 이용이 불편하거나 자전거도로 인프라 미비 등 통행 여건

이 좋지 못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9]는 대여 또는 반납 빈도가 일 10회 미만으로 공공자전거 이용 빈도가 낮은 

도시철도역 위치와 주변 지형을 나타내며, 특히 약수역, 금호역, 신금호역, 행당역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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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대여소가 여러 개 있음에도 지형이 좋지 못해 공공자전거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교통수단은 자전거와 기능, 성능 면에서 유사하고, 향후 관련 법령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전거도로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 공공자전거처럼 한강변을 중심으로 레저용뿐만 아니

라 업무/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용 중‧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교통수단을 공공자전거처럼 중․단거리 공유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공공자전거 스

테이션을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지형이 좋지 못해 공공자전거 

이용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자전거 보완 수단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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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상위 하위

도시철도역
누적 

이동거리
누적 빈도 도시철도역

누적 
이동거리

누적 빈도

1 여의도 429,740 257 도봉산 2,890 1

2 성수 372,760 220 우장산 3,410 3

3 국회의사당 365,360 167 온수 3,460 1

4
디지털

미디어시티
347,450 220 가오리 4,050 3

5 가좌 326,040 192 수서 4,560 1

6 광화문 251,840 178 녹번 4,910 4

7 잠실 246,900 108 상계 5,170 5

8 영등포구청 241,470 153 상일동 5,560 2

9 홍대입구 224,660 140 당고개 5,570 3

10 수색 221,570 131 동작 5,950 3

11 여의나루 221,230 138 효창공원앞 6,780 6

12 신촌 216,840 126 광명사거리 6,920 3

13 혜화 216,520 130 삼각지 7,280 4

14
어린이대공원

(세종대)
195,110 113

419
민주묘지

7,450 3

15 안국 192,460 112 천왕 7,900 5

16 신설동 170,390 104 석수 8,400 2

17 증산 169,770 75 회기 9,100 6

18 구로디지털단지 169,210 66 미아 9,320 4

19 당산 162,730 93 한강진 9,420 4

20 건대입구 161,720 91 정릉 9,710 5

21 망원 156,520 91 삼성중앙 9,860 8

22 청량리 153,560 92 신금호 10,120 5

23 마포구청 147,920 79 솔밭공원 10,240 3

24 뚝섬유원지 146,700 93 도곡 10,330 7

25 종로5가 145,230 87 월계 10,620 3

[표 3-8] 공공자전거 누적 이용 상위 및 하위 25개 도시철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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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공공자전거 이용 빈도 하위 도시철도역 위치 및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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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승용차 통행의 일부를 대체하는 역할 기대

1) 중‧단거리 통행을 위한 Door-to-Door 교통수단으로서 역할 가능

이 절에는 개인교통수단이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Door-to-Door 통행을 담당하는 이동수

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내부 승용차 통행특성을 살펴보았다. 

도시 내 과도한 승용차 통행은 도로 위 혼잡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소음 등 

각종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적극적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기도 하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자동차보다는 보

행자 위주로 도로 환경을 개선하거나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어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환경친화적인 개인교통수단이 승용차 통행의 일

부라도 대체할 수 있다면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2016년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도권 내 승용차 통행 조사표본 총 1,009,427건 

중 서울시 내부에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함께 타는 통행은 36,879건으로 나타났

다. 이들 서울시 내부 승용차 통행을 대상으로 통행 거리를 산출한 결과, [그림 3-30]과 

같이 통근, 통학 및 업무 통행은 평균 11.9km1), 쇼핑, 여가 등 기타 통행은 평균 8.6km

의 통행 거리를 보인다. 15퍼센타일과 85퍼센타일 값으로 볼 때 통근, 통학 및 업무 통행

은 대부분이 4.8~18.5km 사이의 통행 거리를 가지며, 쇼핑, 여가 등 기타 목적 통행은 

이보다 약간 짧은 4.0~12.1km 사이의 통행 거리를 가진다.

서울시 내부 승용차 통행의 약 46%는 10km 이하 중․단거리 통행에 해당하며, 5km 이하 

통행도 17.6%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주로 

중‧단거리용으로 인식되는 개인교통수단이 주행의 안전성과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서울시 

내부의 승용차 통행의 일부를 충분히 대체할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승용차 통행 시간을 ‘2016 차량통행속도 보고서’의 서울시 자동차 평균 통행속도 24.2km/h를 
전제로 하여 통행 거리로 환산한 값임



03 서울시에서 개인교통수단의 역할은? / 73

[그림 3-30] 승용차 통행의 통행 거리 분포

특히, 17.6%를 차지하고 있는 5km 이내 단거리 승용차 통행의 경우, 통근, 통학 및 업무 

목적의 20~40대 젊은 층의 통행이 개인교통수단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이

며, 단거리 승용차 통행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2) 단거리 승용차 통행은 20~40대의 통근‧통학‧업무 통행이 상당수를 차지 

개인교통수단 이용자들이 단거리로 인식하는 5km를 기준으로 2016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의 서울시 내부 5km 이하 단거리 승용차 통행의 평균 이동 거리는 3.58km로 나타났다. 

또 단거리 승용차 통행자는 50대 이상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개인교통수단의 주 

이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20~40대도 약 4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전체
610 196 1,327 1,626 2,751 6,510

9.4% 3.0% 20.4% 25.0% 42.3% 100%

통근/통학/업무
534 166 933 1,171 2,248 5,052

10.6% 3.3% 18.5% 23.2% 44.5% 100%

쇼핑/여가 등 기타
73 28 251 275 425 1,052

6.9% 2.7% 23.9% 26.1% 40.4% 100%

[표 3-9] 서울시 내부 단거리 승용차 통행 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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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40대의 단거리 승용차 통행은 통근, 통학 및 업무 목적이 78.8~85.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부 승용차 총 통행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이들을 

환경친화적인 개인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승용차 통행 감축 효과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1] 20~40대 승용차 단거리 통행의 통행 목적

3) 단거리 승용차 통행이 집중되는 지역에 개인교통수단 도입 검토 필요

2016년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5km 이내 단거리 승용차 통행이 많이 발생하

는 지역을 서울시 행정동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출발지 및 도착지 기준 단거리 

통행이 잦은 행정동은 광장동, 방학동, 용신동 등으로 서울시 곳곳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림 3-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의도동, 영등포동, 목동 등이 속한 여

의도 일대(군집 지역 1), 대치동, 역삼동, 양재동, 개포동 등이 속한 강남 일대(군집 지역 

2), 자양동, 잠실동, 광장동 및 고덕동 등이 속한 송파‧강동‧광진 일대(군집 지역 3)에 단거

리 승용차 통행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단거리 승용차 통행이 많이 발생하는 데에는 직장과 주거지 사이의 거리, 평균적인 소득

수준, 도로교통 상황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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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은 단거리 승용차 통행이 집중된 지역을 통과하는 버스 노선의 수를 나타내는

데, 별도로 표기된 노선 이외에는 10개 미만의 노선이 분포되어 있어 통행이 빈번하게 발

생하는 지역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통과 노선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의도 일대인 

군집 지역 1에는 전체적으로 지역 내 통행 노선 수가 적고, 송파‧강동‧광진 일대인 군집 

지역 3에도 버스 노선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단거리 승용차 통행이 집중되어 있고,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서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자전거처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개인교통수단을 도입한다면, 이것이 단거리 승용차 통행 수요의 일부를 대체하

여 이 지역에서의 승용차 통행 감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32] 단거리 승용차 통행이 잦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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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기준 평균 거리 통행 수 전체통행 수 단거리 비율(%)
대치2동 3,478 77 241 32.0
역삼1동 3,382 70 630 11.1
여의도동 3,762 58 580 10.0
목1동 3,803 56 261 21.5

문정1동 3,458 54 133 40.6
신정6동 3,645 53 107 49.5
대치1동 3,692 52 200 26.0
광장동 3,662 51 224 22.8

시흥제1동 3,367 49 127 38.6
일원본동 3,724 47 192 24.5
고덕제1동 3,078 46 112 41.1
양재2동 3,668 43 210 20.5
신도림동 3,276 41 149 27.5
자양제2동 3,711 40 138 29.0
영등포동 3,287 40 215 18.6
개포4동 3,754 39 86 45.3
개포2동 3,434 39 134 29.1
방학1동 3,927 38 104 36.5
방배3동 2,845 37 112 33.0
용신동 3,946 37 190 19.5

도착지 기준 평균 거리 통행 수 전체통행 수 단거리 비율(%)
역삼1동 3,413 80 637 12.6
대치2동 3,525 77 251 30.7
목1동 3,841 65 245 26.5

여의도동 3,580 65 569 11.4
문정1동 3,284 56 138 40.6

고덕제1동 3,090 50 127 39.4
대치1동 3,498 49 202 24.3
광장동 3,722 48 222 21.6
신정6동 3,420 46 108 42.6

시흥제1동 3,505 45 125 36.0
영등포동 3,396 43 216 19.9
장안제1동 3,755 42 174 24.1
신도림동 3,364 41 150 27.3
양재2동 3,630 41 210 19.5
개포4동 3,751 40 88 45.5
문래동 3,761 40 172 23.3

일원본동 3,761 40 189 21.2
용신동 3,661 39 204 19.1
서교동 3,878 39 252 15.5
길동 3,895 38 147 25.9

[표 3-10] 단거리 승용차 통행이 잦은 행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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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단거리 승용차 통행 군집 지역의 버스 노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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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개인교통수단 증가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향

1_단기: 규제와 함께 운행안전을 위한 미래환경 준비

1) 법․제도가 완비되기 전에는 법적 요건을 갖춘 제품에 한해 운행토록

개인교통수단의 법적 지위, 운행공간 등에 관한 관련 법령 개정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

되고 있는 현시점에도 다양한 형태와 성능을 가진 수많은 개인교통수단 제품이 자연스럽

게 시중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는 개인교통수단은 만 16세 이상으로 제

2종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보유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 차도로 운행해

야 한다. 또한, 최고속도가 25km/h 이상인 개인교통수단은 사용신고와 번호판 부착, 안

전기준 충족, 보험가입 등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개인교통수단으로 출시되고 있는 제품의 형태와 성능이 매우 다양하여 전문가들

도 각 제품의 법적인 지위와 갖춰야 할 요건 등을 혼동할 만큼 아직은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개인교통수단의 구매자나 이용자, 판매자, 대여자 등 이해당사자들도 현재의 법체

계나 제품이 갖춰야 할 요건 등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다양한 개인교통수단

이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등 장소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불법 운행되

고 있어 항상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교통수단 이용자가 

제품 구매 후 불법 개조를 통해 운행속도를 높여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사고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와 신속한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보험가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현재 개인교통수단 이용자들을 위한 보험

상품도 부족하고, 대부분이 보험가입 없이 운행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피해복구도 쉽지 

않고 사고당사자 간에 심각한 분쟁 소지도 있다.



04 개인교통수단 증가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향 / 81

따라서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 등 법․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무

분별하게 운행되고 있는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운행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시민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개인교통수단과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의 충돌시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무런 보호 장비가 없는 보행자 등과 도로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인 개인교통수단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에서 요구하는 품질 및 안전 인증을 통과한 제품에 한해 「도로교통법」에서 제시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방법에 따라 가능한 한 차도로 운행하도록 하되, 타 교통수단과

의 속도 차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간선도로 이용보다

는 생활권 이면도로 이용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생활권 이면도로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성이 높은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특구 등 특정 지역에서는 개인교통수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운행속도를 

규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인 제품 중에서 안장이 있는 전동킥보드 등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교통수단의 도로 운행을 전면금지하고, 공원이나 공터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레저용 또는 체험용으로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교통수단 운행이 가능한 공간과 그렇지 못한 공간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

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최고속도가 25km/h 이상인 개인교통수단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 후 번호판

이 부착된 제품에 한해 보도 운행은 금지하고 도로의 차도로 운행하도록 해야 하며, 사용

신고와 번호판 부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도로 운행을 전면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제품의 최고속도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이거나, 만 16세 이상이더라도 제2종 운전면허

가 없는 이용자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히 최고속도가 25km/h 이상인 

제품 이용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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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수단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등 현행법 체계 내

에서 개인교통수단 종류에 따른 합법적인 운행공간과 운행방법, 이용자격 등에 대한 적극

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이해를 돕도록 하여야 한다.

2) 증가하는 개인교통수단의 운행안전을 위한 대비 필요

중앙정부의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개인교통수단의 운행에 

대해 규제만 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 운행규제를 하더라도 시장에 자연스럽게 출시되어 

운행되는 개인교통수단과 타 교통수단, 보행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운행관리방안 마련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Test-bed 구축‧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개인교통수단의 주행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향후 개인교통수단 형태와 종류, 성능에 따라 적절한 운행공간을 

제시해야 하며, 운행공간별 적정 운행속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개인교통수단 도로 운행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타 교통수단과의 분리 등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운행 가능 및 금지 공간에 대한 안내표지, 노면표지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앙정부의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정비에서, 개인교통수단의 도로 운행을 위한 

주행안전 기준, 안장이 있는 전동킥보드 등 관계 법령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

의 관리, 불법 개조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울시 교통의 현실이 법․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교통수단 이용자

들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게 민간

과 협력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개인교통수단 Test-bed 구축 및 운영

개인교통수단의 주행 안전성, 이동용 교통수단으로서의 효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Test-bed는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안 지역이나 여의도 일대 등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지역, 또는 도시공원이나 대학가 주변 등 특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구축‧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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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 내부 자료, 2017

[그림 4-1] 도시교통본부 개인교통수단 시범사업 검토 대상지

[그림 4-1]은 2017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검토한 개인교통수단 운행 시범사업 대상

지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로를 중심으로 율곡로와 창경궁로의 차도와 보도 공간

의 일부를 개인교통수단 전용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한 바 있다.

Test-bed 구축 시 개인교통수단의 운행을 위한 전용공간을 따로 조성하거나, 기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개인교통수

단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중앙정부나 경찰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Test-bed 운영 방안을 함께 마련하거나 현재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규제 Sandbox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세종시 합강리 일대와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특화구역 일대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하면서 해당 지역을 규제 완화 특례지역으로 지정, 기존 규제를 면제

하거나 유예시켜 자율 주행차, AI(인공지능) 등 현재 법 체계 안에서는 시행할 수 없는 

다양한 미래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Sandbox 제도’ 도입 등 관련 법 제정

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참조하여 개인교통수단 Test-bed 구축 지역을 

설정하고 현재 제도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운영 방안을 펼쳐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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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bed의 구축‧운영을 통해 개인교통수단의 안전성, 효용성 등을 검증‧평가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교통수단이 차량과 보행자와 분리되어 운행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노면표지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운행 가능한 개인교통수단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주행 안정성이 좋고 사고의 위험성이 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에 한정

하고, 다른 형태의 개인교통수단은 보행자 및 타 교통수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규

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교통수단 운행은 현행법을 벗어나지 않도록 만 16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를 보

유한 이용자로 제한하고, 운행 시 반드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며 운행속도

는 25km/h 미만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에 대비하여 가능한 한 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공공자전거처럼 일반 시민도 쉽게 이

용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공공에서 ‘공유 개인교통수단’도 함께 제공하여 이동용 

교통수단으로서의 가능성과 효용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2) 개인교통수단 운행 지침 마련

개인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도로관리청이 일정 구간을 정하여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정부의 관계 법령 개정에 대비하여 서울시

에서도 개인교통수단의 종류에 따른 운행공간, 통행방법, 운행속도 등에 대한 지침을 미

리 준비한다면, 개정안 시행 이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개인교통수단 운행지침을 마련하는 데 있어 첫째, 제반 법적 요건 구비 여부, 둘째, 개인

교통수단 종류별‧형태별 주행 및 충돌 안전성, 셋째, 운행공간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형태와 성능이 다른 개인교통수단은 서로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행공간을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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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은 이 연구에서 살펴본 관련 법․제도, 주행 안전성 및 충돌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교통수단별 운행공간을 배정한 예시이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

행차는 자전거전용도로(또는 자전거전용차로)와 차도를 이용하여 운행의 연속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등은 공원이나 대학가 등 제한된 

지역에서만 체험 또는 레저용으로 운행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안이다.

구분
자전거전용
도로/차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차도
체험존

(공원 등)
보도

전동킥보드 O X O O X

전동이륜평행차 O X O O X

전동외륜보드 △ X △ O X

전동이륜보드 X X X O X

안장형전동킥보드 △ X △ O X

기타 PM X X X O X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운행 시 6km/h 이하로 운행 제한 필요

주) O: 허용, X: 금지, △: 추가검토 필요

[표 4-1] 개인교통수단 종류별 운행공간 배정 예시

또 지침에는 개인교통수단 운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 요철이 있거나 지형

이 좋지 않은 구간 등에 대한 인프라 정비 방안, 개인교통수단과 자전거가 공존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노면표지, 속도제한 등 관리방안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교통수단의 운행 연속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 일정 구간의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이용도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운행속도를 보행자와 

비슷한 속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개인교통수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등 운행공간의 주기적인 점검, 포트

홀/요철 정비, 칼라아스콘포장 등 유지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 유형별로 운행허용 개인교통수단, 제한속도, 통행 가능 시간대 등에 대한 안

내표지판 설치와 노면표지도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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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중ㆍ장기: 지역별 교통여건에 따른 맞춤형 대응

1) 단거리 승용차 통행 집중 지역에 공유 개인교통수단(공공 PM) 도입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법․제도가 정비되어 개인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제반환경이 마련되고 개인교통수단 제품의 주행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여의도나 강남 일

대처럼 승용차 단거리 통행이 집중된 지역이나 자동차 통행제한 및 도로 공간재편이 추진

되고 있는 도심 등을 대상으로 공공자전거와 같은 공공 PM 도입을 통해 승용차 통행 

감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

요되며, 버스 노선을 확충하는 데에도 이용수요에 따른 수익성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 

현재 승용차를 이용해 단거리 통행을 하는 이용자 중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20~40대 연령대의 일부만이라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환경문제 완화, 

미세먼지 감소 등 도시 전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확대되고 있는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공공 PM과 함께 이용할 수 있

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여의도 일대처럼 공공 PM이 운행할 수 있는 자전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부터 도입한다면 큰 비용 없이도 공공 PM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도심처럼 향후 도로 공간재편으로 자전거도로 인

프라가 제대로 정비된다면, 이 지역을 ‘공공 PM 특구’로 조성하여 대중교통과 공공 PM, 

공공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만으로도 도심에 쉽게 접근하고 도심 내 어디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용차 통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공공 PM 사례



04 개인교통수단 증가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향 / 87

2) 대중교통 결절점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보조연계수단으로 지원 

이 연구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서울시에서 개인교통수단은 

출발지 및 목적지와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 결절점까지 연계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

이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구파발역, 금천구청역, 상월곡역 등 도보 접근이 취약하고, 버스 노선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노선이 있더라도 미처 서비스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등

을 중심으로 개인교통수단이 보조연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도시철도역사 내 또는 주변에 개인교통수단을 보관하고 충전할 수 있

는 시설을 공공에서 마련하여 제공해 준다면, 개인교통수단을 소지한 시민이 거주지에서 

도시철도역까지 접근하거나 도시철도역에서 거주지까지 돌아갈 때 보조연계수단으로 이

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3] 개인교통수단 보관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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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형적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이 지역에 보완 수단으로 공공 PM 도입 

승용차 통행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연계수단으로 도입하여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 

공공자전거의 보완 수단으로도 개인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3장에서 분석하였듯이 홍제역, 상월곡역 등 공공자전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

지만, 지형적인 조건 등으로 공공자전거 이용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에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공공 PM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림 4-4] 공공자전거 보완 지역(상월곡역)

[그림 4-5] 접근 교통 보완 지역 사례(홍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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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교통수단 운행에 따른 안전 확보 방안

앞서 기술한 단거리 승용차 통행이 집중된 지역이나 대중교통 보조연계수단으로 지원하는 

지역, 그리고 지형적인 조건으로 공공자전거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지원하는 지역 등에서 

공공 PM 및 개인보유 개인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행되려면 도로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개인교통수단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시

의 자전거도로는 단절된 곳이 많아 이동용 교통네트워크로써 주행의 연속성을 완벽히 확보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지금도 자전거도로가 계속 확충되고 있지만, 자전거도로 조

성에는 비용뿐만 아니라 공간 확보의 문제, 자동차 소통의 문제 등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인교통수단이 도로 운행 시 주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뿐

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차도(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차도를 

이용할 경우 주변 자동차와의 속도 차이로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사고 발생 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주행하는 교통수단 간 속도가 20km/h 이상 차이 날 때 사고의 위험성이 상

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울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서는 제

한속도가 60km/h로 운영되고 있어, 25km/h 미만으로 운행하는 개인교통수단이 이 도로

에서 다른 차량과 나란히 통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때문에 개인교통수단의 간선도로 통

행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교통수단이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해야 할 때는 제한속도 30km/h 이하의 

생활권 이면도로로 우회해서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생활권 

이면도로이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이 큰 곳은 개인교통수단의 운

행을 제한하거나, 운행속도를 보행속도와 비슷하게 유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낮추고, 특별히 자전거 등 중저속 교통수단이 많은 도로나 지역에서는 

가장 오른쪽 차로를 특별히 저속차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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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간선도로의 저속차로 운영 예시

3_결론 및 정책제언

이 연구에서는 최근 급속히 늘어나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

교통수단의 운행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의 관계 법

령 개정 및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서울시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교통수단의 보급실태와 전망, 해외 국가 및 도시의 개인교통수단 대응 현

황,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개인교통수단이 갖는 법적 지위와 도로에서의 운행을 위한 조건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개인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계 법령개정안의 세부내용과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검토하

였다.

그러나 개인교통수단 운행에 대한 규제 또는 이용 촉진 등, 서울시의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잘 구축된 서울시 교통체계 내에서 개인교통수단이 이동용 교통수

단으로서의 효용성이 있을지 판단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통카드 

데이터, 공공자전거 이용실적 데이터, 공간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서울시 교통체계 내에서

의 개인교통수단의 위상과 역할을 우선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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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개인교통수단은 출발지 및 목적지와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 결절점까지의 연계

를 위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보거리 내에 도시철도역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선버

스가 연계수단으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도시철도역까지 도보거리가 상당히 멀고 버스 노선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버스 노선

이 있더라도 미처 서비스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은 지역에서는 개인교통수단이 보조 

연계수단으로써 일부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중교통 연계수단으

로 이미 제공되고 있는 공공자전거가 지형적 조건 등으로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도시철도역 주변에서도 개인교통수단이 공공자전거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최근 강조되고 있는 승용차 수요관리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여의도 일대 등 단거

리 승용차 통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하면 승용차 통행 

감축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 살펴본 개인교통수단 관련 현행 법․제도, 중앙정부의 관계 법령개정

안 검토 결과와 서울시 교통체계 내에서의 개인교통수단의 역할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서울시 대응 기본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법 체계 내에 개인교통수단의 도로주행에 대한 안전기준과 인증절차가 없는 상

태에서 차도로 운행하는 것은 보행자 및 타 교통수단 이용자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관련 법․제도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보도 등 개인교통수단의 무

분별한 운행은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단기적인 운행규제와 함께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자연스럽게, 계속 늘어나게 될 다

양한 형태의 개인교통수단 운행안전과 시민안전을 위해 Test-bed 구축‧운영, 세부적인 운

행지침 마련 등 교통환경 변화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의 관련 법․제도가 완비된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개인교통수단을 무조건 규

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중교통 연계 보조수단이나 승용차 통행 대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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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동킥보드 등 주행 안전성이 

비교적 좋은 개인교통수단에 한해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개인교통수단의 운행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운행의 연속성 확보

를 위한 도로 환경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자전거도로의 지속적인 확충과 더

불어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에 따라 

저속차로의 도입․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관련 법․제도정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과 품질관리

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개인교통수단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서울시의 도로 및 교통여건이 

법․제도에 사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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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ategies to Cope with the Spread of Personal Mobility

Gyeongsang Yoo ․ Sangyeon Hong ․ Oksun Kim ․ Sehyun Park

Electric-motored personal mobility devices(PM) market has rapidly 

grown in Korea recently. This study analyzes problems PM can cause 

and introduces strategies to manage PM in Seoul.

In order to decide whether to promote or regulate the use of PM in 

Seoul,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role of PM as a means of transport 

in Seoul.

It turned out that PM is not useful as a transportation mode to be 

utilized for first & last miles of subway trip in most regions. However, 

to whom have to walk long distances to access or egress from subway 

stations because of the poor bus network, PM can be a useful mode. 

PM can be also useful in regions where public bike can not be utilized 

for first & last miles of subway trip because of geographical barriers.

Meanwhile, In regions where private cars travel short distance, PM 

could be used instead of them. Private car usages in such regions are 

expected to partially decrease if PM were promoted to use.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strategies to manage PM in Seoul.

First, PM should be regulated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sets the 

legal framework for PM. Without this legal framework, PM could 

threaten the safety of other road users such as pedestr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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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Even if PM are regulated, Seoul should cope with the 

continuous increase of PM usage. Seoul need to operate Test-beds to 

test safety of PM and build a guideline for PM.

 

Third, after the central legislations for PM are enacted, Seoul could 

support PM as a transportation mode for first & last miles of subway 

trip and as an alternative mode to private car with short trip distance.

Fourth, in order to support PM, roads need to be maintained to 

provide continuity of the space on which PM operates. To ensure 

continuity of the space for PM operation, Seoul need to build more 

bike lanes, reduce speed limits, and adopt low speed lanes in PM 

supportive regions.

Lastl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legal discussions on PM. It is necessary, through this, that PM-related 

legislation must include safety standards for all types of PM and 

consider Seoul’s road and traff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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