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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 규모 및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자체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도시계획 및 개발, 관광의 전략으로 활용 

2016년 규모 6만 대를 형성한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은 2022년 판매량 2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

상하고 있으며, 2018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31만 명, 누

적 탑승 횟수 148만 회를 기록했다. 

현재 국내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체는 약 20여 곳으로 늘었으며 서비스 지역 선점 등 업체 간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미국 등 국외 퍼스널 모빌리티 기업의 한국 진출 역시 이어지고 있

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스마트도시, 공유도시의 실현을 위해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경주시, 전주시 등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개념을 정립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안전기준, 규제의 대상과 수준, 단속 형식 등 

촘촘한 보완 및 개선 필요 

2019년 5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5차 규제·해커톤 회의에서 ‘개인용 이동 장치’를 규정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2020년 2월 18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퍼스널 모빌리티에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비한 안

전 관련 제도를 확립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선진 사례로 살펴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보험 적

용, 개인이 소유한 이동 장치 등록제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 및 규범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

히 퍼스널 모빌리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진화하는 가운데, 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 30kg 미

만에 해당하지 않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제도적 구속 및 보장 역시 향후 해결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설문조사 결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과 휴대의 편리성, 친환경성 등 퍼스널 모빌

리티의 이점으로 인해 향후 이용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상당수였던 만큼, 사회적 수요와 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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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에서는 성수동 등 핫플레이스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이 압도적으로 높고 

방문자들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업체 수가 많은 것에 가장 큰 만족도를 보인 반면, 

대여·반납 공간,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성동구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는 성수역, 서울숲, 카페거리 등 성수동 일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고, 

성동구 방문자들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장점으로 이동에 적합한 편리성을 꼽았으며, 퍼스널 모빌리티를 개인 

일정에 따른 방문지·목적지까지의 이동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도에서 퍼

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으나,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및 광장 등 현재 법적 

허용 구간이 아닌 공간에서의 이용 응답 합계가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성동구 안에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수가 많다는 점에 가장 큰 만족을 보인 

반면, 대여·반납 공간 미비,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성수동에 본사를 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더 스윙은 성수동의 도로 폭과 포장상태가 전동킥보드를 타

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더 스윙에 접수한 사고는 20만 라이드 기준 5건이며, 피해 보상은 보

험으로 처리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골목상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매개가 될 수 

있으며, 성동구의 특성을 전제로 안전하고 편리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환경 구축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함

설문조사 결과, 성동구의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관련 개선점으로 도로정비 및 포장 관리에 대한 의견과 함

께 안전장치 대여 서비스 도입, 퍼스널 모빌리티 주행 전용 구역 지정 등이 도출되었다. 실제 성동구에서의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2.75점으로 성동구 외 지역에서의 이용 만족도 보다 0.24점 

낮았다. 

더 스윙은 성수동의 유동 및 상주인구, 평일과 주말 방문자의 수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전동킥보드 기

업 운영의 장점으로 꼽았다. 향후 전동킥보드의 이동 범위가 확대되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힘든 골목상

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성수동의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퍼스널 모빌리티로 인한 관내 사고를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동구는 관련 기업 등과 협력하여 안전 

매뉴얼 관리, 거치대 정비 등을 시도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 구역 지정에 대한 관련 사업과의 연계, 독

자적 전략 모색 등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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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1 ∙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관련 산업의 확대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가 국내에 등장

하고, 보급과 이용이 확대되고 있음 

‐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규모는 2016년 6만 대를 형성한 이래, 판매량은 2017년 7만 

5천 대를 기록했고, 2022년경에는 22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2018년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량은 2018년 14만 5천 대를 기록했고, 2019년에는 20만 대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함

◦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대여하는 공유업체 역시 확대되고 있음

‐ 2018년 9월, ‘올룰로’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작했고 2019년 현재 

20여개의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업체가 영업 중

‐ 싱가포르의 ‘빔 모빌리티(Beam Mobility)’와 미국의 ‘라임(Lime)’ 등 국외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업체의 국내 진출 역시 활발해 지고 있음

[그림 1-1] 퍼스트-라스트 마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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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스트 마일(Last Mile)’의 실현,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퍼스널 모빌리티는 목적지까지 남은 마지막 1마일을 이동할 수 있는 최후의 이동수단으로써 

버스나 지하철 등에 비해 단거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음

‐ 퍼스널 모빌리티는 라스트 마일뿐만 아니라 퍼스트 마일(First Mile)1)의 이동 교통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음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심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전기를 

동력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3)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 및 산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제도적 기반 미비로 

사회적 이슈가 양산되고 있음

◦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교통사고 및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퍼스널 모빌리티의 특성을 

고려한 주행 구간 및 도로 등 물리적 기반의 정비가 미비함

◦ 특히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 사고 방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늘어나는 사회적 

이슈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4) 지자체 차원에서는 관련 수요 전반을 고려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퍼스널 모빌리티는 주민 생활의 질과 방문자의 이동 편리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 창출의 

잠재력을 가진 교통수단인 만큼,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과 

시도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전주시 한옥마을, 경주시 보문관광단지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관광 상품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경기도 화성시 및 시흥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자체는 

민간과 협력하여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아래 이 연구는 국내외 국가와 도시의 퍼스널 모빌리티 활용 및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한 성동구의 정책적 시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함

1) 퍼스트-라스트 마일은 개인이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전체 여정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가까운 역으로 이동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단거리 이동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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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조사 방법

1) 문헌 고찰을 통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기초 이해 

◦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이동 수단이라는 점에서 개념, 특징, 종류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교통수단별 특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모빌리티(E-Mobility), 스마트 모빌리티

(Smart Mobility) 등 유사 개념과 혼재되고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 등 문헌 고찰을 진행하여 

개념과 범주의 차이를 명확하게 해야 함

2)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정책 및 제도, 이슈 분석 

◦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의 한계 및 향후 과제의 하나로 제도적 기반 확충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국가 및 도시의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고찰을 진행함

‐ 국내 관련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

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고찰함

‐ 서울시 내 자치법규로써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살펴봄

‐ 국외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권 국가와 미국, 아시아권으로는 일본과 싱가

포르의 제도적 기반을 고찰함

◦ 현재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검토하여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쟁점을 

분석함

‐ 퍼스널 모빌리티의 보급 및 이용 확산 속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과 관련된 이슈를 다각도로 조사·분석함

‐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업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의 한계를 

도출하고, 향후 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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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및 활용 관련 사례연구 

◦ 서울특별시, 경기도 화성시 및 시흥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국내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공유도시 연계 실증사업을 검토함

‐ 현재 사업 초기 단계이고 시범운영인 만큼 사업 효과로부터의 시사점 모색보다는 사업 

기획 의도와 내용 등을 검토하여 성동구에 필요한 함의를 도출함

◦ 퍼스널 모빌리티는 2001년 미국 ‘세그웨이(Segway)’를 시작으로, 유럽권 국가와 일본, 싱가

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며, 국외의 운영 및 활용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미국, 독일 및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권 국가,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의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찰함

‐ 도시 차원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의 각 도시별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사례를 

조사·분석함

4)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활성화 모색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 설문조사를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경험과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

‐ 성동구 방문자 1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성동구 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환경 및 여건, 이용 목적 등을 파악하고 성동구의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함

◦ 성동구 성수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업체, ‘더 스윙(The 

Swing)’ 대표와 성동구의 기업 환경 및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 

‐ 더 스윙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성동구 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현황 및 이용자 

만족도, 기업 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성동구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언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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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이해

1 ∙ 퍼스널 모빌리티의 개념 및 분류

1) 정의

◦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에 대한 법적 정의는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나 일반적으

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며 최고 속도 25㎞/h 미만으로 주행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을 말함

◦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는 아래 표 2-1과 같이 동력원, 주행 형태 및 거리, 

최고 속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정의하고 있음

연구자 정의

전황수(2013)
근거리 및 중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구동 방식의 개인용 이동수단을 통칭하며, 소형 
전기자동차, 세그웨이(Segway), 전기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는 이동수단

최환용(2017)
현대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교통체증이나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인 교통수단

도로교통공단(2016)
기본적으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사용신고의 등록이나 보험, 안전기준 등의 문제가 명확한 교통수단을 제외한 것

이동민(2018) 단거리 통행을 담당하며,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1인용 보조 교통수단

한국교통연구원(2019)
기존 및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단일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맞춤형 
door-to-door 통행을 제공하고 맞춤형 통행 계획 및 결제 옵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교통서비스

[표 2-1] 퍼스널 모빌리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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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널 모빌리티는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 ‘이 모빌리티(E-Mobility)’ 등 유사 개념과 혼용되고 있지만, 각 개념 마다 강조

하는 차별점이 존재함

‐ 퍼스널 모빌리티는 개념 상 스마트 모빌리티와 가장 유사하나, 전자가 자이로스코프 

기능2)을 탑재하여 이용자의 이동 편리성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자율주행 등 최첨

단 기능의 탑재를 강조함

‐ 퍼스널 모빌리티와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개인용 이동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마

이크로 모빌리티가 전기차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이 모빌리티는 유사 개념 중 내용적 범위가 가장 포괄적이며, 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는 점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와 구분됨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7), “스마트모빌리티 브리프 No.3”

[그림 2-1] 퍼스널 모빌리티의 유사 개념 

2) 자이로스코프(gyroscope)는 각도와 각속도의 변화를 감지하여 방향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전동 외륜보드, 전동 이륜보드, 전동 이륜평행
차는 이 기능을 통해 별도의 조향장치 없이 이용자 신체의 기울기를 감지하여 이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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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스널 모빌리티의 분류

◦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분류 체계는 한국교통연구원(2016)에서 제시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동

력 유무, 크기, 속도에 따라 이동수단을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퍼스널 모빌리티는 동력 사용 유무에 따라, 전기 또는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이동

수단(Motorized Transport)과 추가적인 동력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비동력 이동

수단(Non-Motorized Transport)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비동력 이동수단은 사람이 페달, 바퀴, 지면에 물리적인 힘을 직접적으로 가해 작동하

는 장치로 크기에 따라 수동 휠체어,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등으로 구분

‐ 동력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기기를 포함하지만 넓은 범위에서 기

존 내연기관의 구동방식을 가진 오토바이를 포함하기도 함

‐ 전기 동력원을 가진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배터리의 출력(Torque)과 용량(Capacity)

에 의해 최대시속과 주행거리 또는 주행시간이 결정됨

‐ 제품 형태에 따라, 페달과 브레이크 없이 몸의 기울기를 감지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자

이로스코프(Gyroscope) 타입의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이륜보드, 기존 기기에 전기 동력

원이 결합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로 구분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6), “개인용 교통수단(personal Mobility)의 보급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그림 2-2] 퍼스널 모빌리티의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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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Electric Personal Mobility)에 관한 안전규정

을 수립하여 2019년 11월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72」를 고시함

‐ 전동보드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레저 활동 및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을 의미하고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이

륜보드로 구분하고 있음

‐ 이 기준은 개인용 전동이동기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연료를 사용하여 작동되는 이동기

구와 장애인 및 노약자가 사용하는 스쿠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구분 정의

전동킥보드
배터리를 동력에너지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있고 붙잡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부착되어 있으며 좌석이 없고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타는 이동기구

전동외륜보드
전기에너지를 동력에너지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자기평형능력(자이로스코프)을 
이용한 개인용 이동기구로 내장된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차체의 자세 상태를 판단하고 
제품의 운동 상태를 제어하며 가운데 바퀴가 있으며 그 양 옆으로 발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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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이륜보드

‘투휠 보드’라고도 하며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고 전기모터로 구동하며 자기평형능력을 
이용한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내장된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차체의 자세 상태를 판단하고 
제품의 운동 상태를 제어하며 양사이드에 각각 바퀴가 있으며 그 사이에 발판이 있는 
이동수단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가속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두 개의 수레와 바퀴가 있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연결 갑판으로 구성된 이동기구

자료: 국가기술표준원(2019),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72”

[표 2-2] 전동보드(Electronic Personal Mobility) 구분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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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선행연구

◦ 퍼스널 모빌리티는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이용 환경 및 주행 안전성 분석, 법제화 및 보험 

상품 검토, 이용 활성화, 교통약자 편의 향상과 관련한 분야에서 연구되었음

‐ 특히 퍼스널 모빌리티를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

고, 기존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기보다 특성에 맞는 별도의 이동수단으로 정의

되어야 한다고 제안

‐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 촉진 요인과 잠재 소비자에 

대해 분석된 바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공유 사업 모델을 제안

저자 주요 내용

차주천(2011)

§ 기존의 대중교통과 공공 인프라만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도시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퍼스널 모빌리티 디자인을 연구

§ 지속 가능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4가지 타입(인간 친화적, 통합 지향적, 순환체계, 
기술 혁신적)으로 유형화 할 수 있음

고선영(2017)
§ 국내외 퍼스널 모빌리티 운행기준 사례조사와 이용환경 실태분석을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 이동환경 조성 방향 제안
§ 유니버셜 디자인을 통해 인도와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도로의 구분이 필요함을 주장

김영민 외(2017)

§ 개인 교통수단은 보행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보행환경 상 통행 장애요인 현황과 수준을 조사하여 기기 성능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자 함

§ 고령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횡단보도의 연석 경사로 등 ‘경사’ 관련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전복 사고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성봉석 외(2017)

§ 차세대 이동 기술로 각광받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데 어떤 요인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

§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용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혁신성, 서비스 품질, 제품 
체험 효용, 기능 유사성, 대체성이 중요하게 나타났고, 사용량이 만족도와는 직접적인 
정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송승현(2017)

§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방법 결정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보고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관계를 살펴봄

§ 「도로교통법」 상의 차는 일반적인 것이고, 퍼스널 모빌리티 등은 특수한 것으로써 
예외적인 교통수단으로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차로 분류하여 차로서의 통행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박종준(2017)

§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제 구성에 필요한 입법 내용으로 정의, 개념 범주, 안전 
기준, 도로 이용 가능성 및 통행 방법, 보험가입 의무화 여부를 검토

§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는 결국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적의 방안임

[표 2-3] 퍼스널 모빌리티 선행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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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요 내용

최환용(2017)
§ 퍼스널 모빌리티를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퍼스널 

모빌리티의 개념과 주요 외국 입법 사례를 검토
§ 이동 수단 자체의 안전과 다른 보행자 또는 다른 이동 수단과 조화를 이뤄야 함

김상일(2018)
§ 퍼스널 모빌리티가 대중화되면서 입법개선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할 필요가 

있으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상 규율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도출함
§ 퍼스널 모빌리티의 보험 계약과 관련한 약관의 계약편입, 위험변경증가 등을 검토

박범진 외(2018)

§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써 탑승자의 주행 안전성에 대한 
평가 기준과 지표를 수립하여 3종의 퍼스널 모빌리티(휠체어, 킥보드, 스쿠터)에 
대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함

§ 향후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주행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며 운전자 중심뿐만 아니라 
기기 자체에 대한 주행 안전성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함

이수일 외(2018)

§ 퍼스널 모빌리티의 리스크 산정을 위해 사고분석과 현장실험 연구, 보험 고객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고 특성은 1) 자전거 사고와 유사하나 사고 심각도는 조금 높은 
편, 2) 안전성과 편의성은 자전거와 비슷한 수준, 3) 보험 가입 의향이 높고 특히 
타인배상 부분 보장은 의무화를 고려해야 하므로 조사됨

김하영 외(2019)

§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한 서비스는 비고정형 거치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역의 도로 
네트워크와 기존 서비스 권역과의 관계를 통해 공공의 편익이 최대가 되는 출발 
접근(first mile mobility)과 도착 접근(last mile mobility) 서비스를 정의

§ 부산 해운대구에 적용한 결과, 해운대 인구의 94.6%가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결절점까지 이동할 수 있고 해운대구 382개 관광 지점을 서비스할 수 있음

네모토마사쯔구 
외(2019)

§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교통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사항과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교통약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차 공간을 추가 설계할 필요가 있고, 
생활공간에 개인용 이동 수단의 왕래가 가능하도록 액티브 모빌리티 정책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와 연계해야 함

박원규(2019)

§ 도로교통법을 위험 방지론 이론을 중심으로 재해석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등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에 대해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연구

§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비교해 낮은 정도의 교통 
위험을 야기한다면 그 수준의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도만 규제해야 함

조윤지 외(2019)

§ 차세대 기술인 블록체인을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에 도입하여 비즈니스의 
신뢰성, 안전성, 보안성을 향상시킨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안

§ 이용자의 데이터를 가치화하여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 한계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극복하고, 지속적인 축적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최병규(2019)

§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자동차로 간주하여 상해보험으로 사고를 보상할 수 
있는지를 검토

§ 고지의무, 통지의무,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보험 업계에서 전동킥보드의 존재 및 
특성을 반영하여 분쟁 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함

홍승혜 외(2019)

§ 공유 모빌리티 시장 선점을 위해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고 향후 확장될 시장의 잠재 소비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함

§ 조사 결과,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는 4가지 모형(효율적인 이동 우선형, 경계하는 
안전추구형, 합리적인 여가활용형, 호기심 많은 재미 추구형)으로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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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퍼스널 모빌리티의 특징 및 종류

1) 퍼스널 모빌리티의 특징

◦ 퍼스널 모빌리티는 기존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한 이동수단과 구별되는 휴대성, 이동성, 친환

경성과 차세대 이동수단으로서의 특징을 가짐3) 

◦ 퍼스널 모빌리티는 휴대가 용이하도록 소형화, 경량화 된 형태로 제작되어 운반과 보관이 

쉬우며 대도시의 교통체증과 주차문제를 해결할 대안수단으로 주목받음

‐ 2016년도에 판매되어 유통 중인 퍼스널 모빌리티의 무게는 싱글휠 9.8~14.8㎏, 투휠 

10~10.8㎏, 세그웨이 15.5~62㎏ 으로 조사됨4)

‐ 초소형 전기차는 경량이면서 강성이 큰 프레임 차체를 사용하고 내연기관차보다 구조

적으로 단순한 형태로 조립되어 향후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함5)

◦ 보행 속도와 차량 속도의 중간 범위에 속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최고 25㎞/h 이하로 주행

가능하며 중단거리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의 연계수단으로서 활용성이 큼

‐ 서울시 내 승용차는 10㎞(46%), 5㎞(17.6%) 단거리 통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퍼스널 모빌리티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승용차의 일정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

‐ 특히 도시철도와 노선버스 간 연계가 부족하고 도보 이동이 어려운 교통 사각지대에

서 퍼스널 모빌리티는 기존 교통체계의 연계보조수단으로 활용 가능함6)

◦ 전기로 운행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이동수단이라는 인식이 

높고 수도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16년 기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0.8%가 교통 분야에서 소비되었고, 그 중 도로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4.4%를 기록하며 교통 분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신기후체제 출범과 함께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7% 감축을 목표로 설

정하고 저탄소 교통물류 체계 구축 방안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제시7)

◦ 퍼스널 모빌리티는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개인용 이동수단의 수요 증가와 편리함이 맞물

리면서 교통약자와 고령자를 위한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발전 가능함

3) 한국교통연구원, 2016, 「개인용 교통수단(Personal Mobility)의 보급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4) 도로교통공단, 2016,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안전대책 연구」

5) 이근 외, 2017, 「퍼스널 모빌리티로서 마이크로 EV 디자인 연구」

6) 서울연구원, 2018, 「개인교통수단 보급확대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향」

7) 국토연구원, 2019, 「국토 4월호: 교통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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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시력, 청력, 근력, 관절 약화)과 장애요인(집중력, 기억력, 판단

력 저하 등등)을 고려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디자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8)

2) 퍼스널 모빌리티의 종류

◦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동보드 분류 기준에 따른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제품 중 2018년 이후 

발매된 제품의 종류별 특징은 표 2-3과 같음

◦ 전동킥보드는 안정적이고 주행성이 뛰어나 가장 많은 수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비교적 

크지만 운반이 용이하도록 접이식으로 디자인되어 출시됨

‐ 안장의 유무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분류할 수 있고 안장이 있는 이지휠과 자이로콥의 

두 제품은 최대 시속이 40~80㎞로 고사양의 전기 모터를 장착하고 있음

◦ 전동외륜보드는 휴대성이 뛰어나고 최근 제품은 18인치의 광폭 타이어를 도입해 주행감이 

높고 제동거리 확보와 공회전 방지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 전동이륜보드는 일명 호버보드로 불리며 모터의 최대출력은 0.7㎾ 이하로 제품의 무게가 가

볍고 비교적 낮은 속도 15~25㎞/h로 주행하도록 설계됨

◦ 전동이륜평행차는 전동이륜보드에 핸들바 혹은 무릎 컨트롤바가 부착된 형태로 자이로스코

프 방식에 의해 작동하여 움직임과 조작이 용이함

◦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기존 스케이트보드에 전기모터가 결합한 제품으로 바퀴 수에 따라 3륜, 

4륜으로 구분되고 무선 리모컨으로 작동이 가능하며 중량이 가벼운 것이 특징임

◦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굴리면 전기모터가 작동하여 적은 힘으로 주행할 수 있는 PAS(Pedal 

Assist System)와 핸들에 달린 레버를 당겨 전기모터를 작동시켜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작동

하는 스로틀(Throttle) 방식으로 구분됨

8) 송인호·노재승, 2018, 「고령자를 위한 개인교통수단 디자인 개발연구」

종류 제품명

전동
킥보드

Nano Wheel NQ-01 Plus+ Premiem ninebot kickscooter ES4

제품무게: 18.5㎏ 최대하중: 120㎏ 제품무게: 14㎏ 최대하중: 100㎏

주행거리: 70㎞ 최대출력: 0.7㎾ 주행거리: 45㎞ 최대출력: 0.8㎾

[표 2-4] 퍼스널 모빌리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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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제품명

EZ-Wheel Taurus GYRO CORP G-pro Plus+

제품무게: 30㎏ 최대하중: - 제품무게: 23㎏ 최대하중: 120㎏

주행거리: 120㎞ 최대출력: 5.8㎾ 주행거리: 80㎞ 최대출력: 1㎾

전동 외륜보드

ninebot one z10 킹송 KS-16S

제품무게: 24㎏ 최대하중: 150㎏ 제품무게: 16.9㎏ 최대하중: 100㎏

주행거리: 100㎞ 최대출력: 1.8㎾ 주행거리: 65㎞ 최대출력: 3㎾

Inmotion V10F Gotway MCM5

제품무게: 20.6㎏ 최대하중: 120㎏ 제품무게: 16.9㎏ 최대하중: 100㎏

주행거리: 100㎞ 최대출력: 2㎾ 주행거리: 60㎞ 최대출력: 1.5㎾

전동 이륜보드

The Zone Outdoor EURO mini Hummer

제품무게: 13.6㎏ 최대하중: 100㎏ 제품무게: 12㎏ 최대하중: -

주행거리: 15㎞ 최대출력: 0.7㎾ 주행거리: 20㎞ 최대출력: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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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제품명

Nano Wheel Easy Way NE-03 GYRO CORP G-top

제품무게: 10.5㎏ 최대하중: 110㎏ 제품무게: 10.5㎏ 최대하중: 120㎏

주행거리: 20㎞ 최대출력: 0.7㎾ 주행거리: 20㎞ 최대출력: 0.7㎾

전동 
이륜평행차

Airwheel S3 Nano Rover A6

제품무게: 22.4㎏ 최대하중: 120㎏ 제품무게: 26㎏ 최대하중: 120㎏

주행거리: 30㎞ 최대출력: 1㎾ 주행거리: 25㎞ 최대출력: -

Segway S-plus ninebot miniPRO

제품무게: 16.3㎏ 최대하중: 100㎏ 제품무게: 12.8㎏ 최대하중: 85㎏

주행거리: 35㎞ 최대출력: 0.8㎾ 주행거리: 30㎞ 최대출력: 0.7㎾

전동 
스케이트보드

샤오미 ACTON Teamgee H3 mini

제품무게: 5㎏ 최대하중: 100㎏ 제품무게: 3.8㎏ 최대하중: 100㎏

주행거리: 12㎞ 최대출력: 0.5㎾ 주행거리: 10㎞ 최대출력: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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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제품명

Tomoloo iseven7 MEEPO BOARD V3

제품무게: 10.6㎏ 최대하중: 120㎏ 제품무게: 7.2㎏ 최대하중: 136㎏

주행거리: 18㎞ 최대출력: 0.25㎾ 주행거리: 18㎞ 최대출력: 1.8㎾

전기자전거

Phantom Econ 24 HIMO V1S

제품무게: 20.4㎏ 최대하중: - 제품무게: 17.6㎏ 최대하중: 100㎏

주행거리: 30㎞ 최대출력: 0.25㎾ 주행거리: 40㎞ 최대출력: 0.25㎾

 Lankeleisi G650 NIMO FD

제품무게: 22㎏ 최대하중: - 제품무게: 19.6㎏ 최대하중: -

주행거리: 60㎞ 최대출력: 0.4㎾ 주행거리: 30㎞ 최대출력: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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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현황 및 활용 사례

1 ∙ 관련 정책 및 제도

◦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미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행안전성 

확보와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 관련 법안 및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도심과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퍼

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단일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안전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미흡한 상황임9) 

◦ 이 장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법률상의 운행 기준과 

규정을 조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한 법으로는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률」, 「자동차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공원 내 운행 근거가 명

시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있음

‐ 서울시 내 자치법규로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서울특별

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시행중임

1) 「도로교통법」 (2018.12.24.,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

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상 차(車)의 한 

종류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음

◦ 제2조19호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주를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

량 50cc 미만(동력원이 전기일 경우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보고 있음

‐ 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주

에서 제외됨

9) 파이낸셜뉴스, 2019.08.15., “위험천만 전동킥보드 인도·도로주행…도로교통법 개정 2년째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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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1항에 의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6항에서는 자전

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80조2항에 의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

야 하고 운전면허 발급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 다만, 교통약자가 원동기를 단 차를 최고속도 20㎞/h 이하로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

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음

◦ 제50조에 의거하여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기준에 적합한 승

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함

◦ 즉 「도로교통법」 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규정을 퍼스널 모빌리티에 적용하면,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진 사람이 0.59㎾ 미만의 제품을 운행할 수 있으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어 차가 지켜야할 모든 규정(인도 운행 금지, 안전장비 착용 등)을 준

수해야 함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자전거법’)」 (2017.7.26., 타법개정)

◦ 「자전거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을 목표로 하며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자전거로 간주하여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손 페달을 포함한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되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시속 25㎞ 이상으로 움직인다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함

‐ 부착된 장치를 모두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 미만일 것

◦ 제20조의2에 의해 전기자전거의 구조와 성능은 안전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안전요건에 적합

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금지됨

‐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 확인을 신고한 

전기자전거를 말함

◦ 제22조의2에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 상기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에 속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중량이 30㎏ 미만이고 안전기

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13세 이상의 사람이 페달과 전동기 동력을 사용하여 시속 25㎞ 미만

으로 주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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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관리법」 (2018.02.21., 일부개정)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퍼

스널 모빌리티는 제3조1항에 의해 이륜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음

‐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

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의미함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와 번호판 부착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은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상인 이륜자동차만을 신고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제50조는 이륜자동차가 충족해야 할 구조와 장치의 성능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

고 일반형인 이륜자동차의 총 중량은 6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자동차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을 표 3-1와 같이 규모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때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 상태에서 측정된 출력 값을 의미함

◦ 즉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시속 25㎞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번호판 부착 등의 의무사항이 적용

되지 않으나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 기준은 퍼스널 모빌리티 규모 결정 시 준용할 수 있을 

것

종류 이륜자동차

규모

경형 배기량이 50cc 미만(최고정격출력 4㎾ 이하) 인 것

소형
배기량이 10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이하) 이고, 최대적재량(기타형의 경우만 해당한다)이 
60㎏ 이하인 것

중형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 초과 15㎾ 이하) 이고, 최대적재량이 60㎏ 
초과 100㎏ 이하인 것

대형 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출력 15㎾)를 초과하는 것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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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하인 것

[표 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 이륜자동차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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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2019.2.8., 일부개정)

◦ 전기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은 퍼스

널 모빌리티의 한 종류인 전동보드와 이륜자전거(전기자전거)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있음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069호에서는 「자전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기자전거 안전

요건과 일치하도록 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을 개정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전기자전거의 최고 시속을 25㎞ 미만으로 변경하고 중량 기준은 30㎏ 미만으로 제한

‐ 모터출력은 기존 330W 미만에서 350W 이하로 완화

‐ 유아용 자전거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소관품목에 해당함에 따라 삭제하고 전기

자전거의 적용범위 및 표시사항 등을 구체화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387호에서는 스케이트보드의 안전기준을 수동형과 전동형으

로 분리하였고 전동보드의 자전거도로 사용 시 필요한 제품안전 요구사항을 신설하였음

‐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2는 전동과 수동 스케이트보드를 

동일하게 관리했으나, 개정안에서 수동 스케이트는 부속서 32, 전동스케이트보드는 신

설된 부속서 72에서 관리됨

‐ 신설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는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

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이륜보드를 관리대상으로 규정함

‐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는 최대무게 30㎏ 제한, 등화장치, 반사경, 경음기 장착 

의무 등 추가적인 안전요구사항이 신설되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2(스케이트
보드)
  제1부 스케이트보드(전동/수동 포함)
  제2부 전동킥보드
  제3부 전동이륜평행차
  제4부 전동보드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2(스케이트
보드)(수동식에 한정함)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
  제1부 전동스케이트보드(전동식에 한정함)
  제2부 (현행과 같음)
  제3부 (현행과 같음)
  제4부 전동외륜/이륜보드

[표 3-2]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대상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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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2018.12.18., 

일부개정)

◦ 퍼스널 모빌리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아니나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퍼스널 모빌리

티에 준하는 동력장치가 공원 내에서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제50조5항은 도시공원에서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제한적으

로 허용하고 있음

‐ 중량 30㎏ 미만,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의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제시한 안

전기준을 준수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일부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하지만 공원 내에서 동력장치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

고 각 지자체가 공원별로 주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규정하여, 현

재 주행이 가능하다고 확정된 도시공원은 없는 상황임

‐ 성남 탄천, 안양천에서는 출퇴근 또는 레저 목적으로 전동휠과 전동킥보드가 이용되고 

있으나 도내 지자체 공원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근거로 규제와 단속을 하고 있음10)

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2019.5.2., 일부개정)

◦ 이 조례는 한강공원의 생태적 보전과 시민 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바퀴

가 있는 동력장치, 즉 퍼스널 모빌리티가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한편, 「자전거법」 제2조제1호의2에 정의된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도로에 출입하는 행위는 제

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7)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019.7.18., 일부개정)

◦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고 이용 안전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 조례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에 근거한 원동기장치자

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주행할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

만인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저속 이동장치를 말함

10) 중부일보, 2019.06.10., “공원 전동킥보드 제한적 허용… 탑승자들 여전히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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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범사업과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통행 가능 구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제9조에서 서울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함

8) 법률 및 제도 개정 현황

◦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를 완화하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의 일부개정법률안11)이 발

의되어 행정안전소위 제3차12)에서 논의되었음

‐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여 

자전거도로 및 보도 통행, 운전면허 면제 조항을 제시하였음

‐ 「자전거법」 개정안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의 통행량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통

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도로를 효율적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이후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와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법」의 일부개정법률안13)이 발의되었음

‐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로 정의하고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조건으로 시속 25㎞

와 중량 30㎏ 제한 조건을 제시함

◦ 5차 규제제도 개혁 해커톤에서는 시속 25㎞ 이하의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합의점 도출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2019.7월)에서 교통소외지역 중 동

탄역과 정왕역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승인함

‐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과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으나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

왕역 일대가 실증특례 지역으로 선정됨

‐ 실증특례 참여자는 중량 30㎏ 미만의 전동킥보드를 보도가 아닌 자전거도로에서 시속 

25㎞ 미만으로 주행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다인 탑승 금지 등 경찰청에서 

제시한 안전 조치를 준수해야함

11) 「도로교통법」, 「자전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2017.6.8.)

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9.4.4.) 

13) 「도로교통법」, 「자전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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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 정책 및 제도 종합분석

◦ 퍼스널 모빌리티는 현행 법령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 ‘이륜자동차’, ‘전동보

드’, ‘동력장치’,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한 단어로 정의되어 언급되고 있음

‐ 「도로교통법」에서 정의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와 자동차의 범주에 속하되 

배기량과 정격출력의 크기가 작고, 페달과 전동기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전기자전거

와는 구별되어 별도로 관리됨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상의 전동보드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으로 정의되고 

세부항목으로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 외륜·이륜보드를 

두고 있음

‐ 「공원녹지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상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력 혹은 내연기관으로 작동하는 동력장치로 준용할 수 있음

◦ 퍼스널 모빌리티의 최고속도와 중량은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이는 「공원녹

지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

어 있음

‐ 「자전거법」의 전기자전거 요건 중 시속 25㎞ 미만으로 주행하고 자전거 전체의 중량

이 3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함

◦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행구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도로 주행 여부로 구분할 수 있음

‐ 전기자전거로 분류된다면, 한강공원을 포함한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고 자전거도

로가 없을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할 수 있음

‐ 전기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면, 자전거도로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통행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도에서만 허용되고 있음

◦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내 퍼스널 모빌리티의 출입은 각기 다른 법에 의해 관리되고 도시공원

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규격을 갖추었을 때 차도 외 장소에서의 주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

고 있음

‐ 반면 한강공원은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다른 퍼스널 모빌리티의 차도 외 장소 출입을 

일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규격과 주행속도는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성격을 갖

지만 현행법과 제도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행구간, 면허, 이용 연령 규정을 준

수해야하기 때문에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 측면에서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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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상 정의 및 규격 운행구간 기타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동력원이 
전기일 경우 정격출력 

0.59㎾)의 원동기를 단 차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통행금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6세 이상

전기자전거 「자전거법」과 상동
자전거도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
-

자전거법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함

시속 25㎞,
전체중량 30㎏ 미만

자전거도로 13세 이상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자동차 및 

유사한 구조로 된 자동차

-
사용신고·번호판 부착

(시속 25㎞ 이상)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전동보드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레저 및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 -

전기자전거
시속 25㎞, 전체중량 

30㎏ 미만,
모터출력 350W 이하

- -

공원녹지법 시행령 동력장치
시속 25㎞, 전체중량 

30㎏ 미만
도시공원 내 차도 외의 

장소 제한적 허용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전기자전거 「자전거법」과 상동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

동력장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
차도 외의 장소

통행금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전체중량 30㎏ 
미만의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저속 
이동장치

- -

[표 3-3]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령 및 조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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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국내 이슈 분석

1)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사고 및 운행 단속 민원 증가

◦ 2018년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92% 이상 증가했고14) 이용자의 주행환

경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

‐ 2017~2018년, 퍼스널 모빌리티로 인한 인명사고는 289건으로 사망 사고 8건 중 5건

은 도로 장애물이나 운전 미숙으로 인해 기기가 전도되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였음

‐ 사고유형 별 발생 건수는 전동킥보드-차량 간 141건, 전동킥보드-사람 간 61건으로 

집계됨

◦ 현재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에서 운

행이 이뤄져야 하지만 인도와 도시공원을 주행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음

◦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최근 3년간 총 1,292건 집계되었는데, 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야외 활동이 많은 4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함15)

‐ 지역별 민원 신청 현황은 서울이 36.7%(416건), 경기가 27.1%(300건)로 많았고 인

천, 부산, 대구 순으로 집계됨

‐ 관련 민원은 경기도 성남(탄천), 수원(광교), 화성(동탄), 안양(안양천)이 기초지자체 가

운데 상위를 차지했고 주로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요청 민원이 접수됨

<광역지자체 기준> <기초지자체 기준>

자료: 권익위원회(2019),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분석”

[그림 3-1] 3년간(2016~2018년)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14) 중앙일보, 2019.04.28., “길걷다 전동킥보드 '쾅'···1년새 85%나 늘었다”

15) 국민권익위원회, 2019,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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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의 운행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은 전체의 39%(501건)로 가장 많았고 시민들은 특

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느꼈음

‐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 민원은 176건으로 한강공원에서의 단속 요청이 가장 많았음

‐ 운행구간에 대한 단속 요청은 자전거도로 48%(238건), 공원 27%(134건), 인도 

19%(95건) 순으로 집계됨

2) 자전거도로 운행 수요는 증가하나 제도적·물리적 기반 미흡

◦ 도로교통공단(2016)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종류에 관계없이 운행구간으로 자전거도

로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80% 이상을 차지한 반면 도로와 보도 통행은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더 높았음

‐ 일반국민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도로와 보도 등 기타 도로를 이용

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다고 평가했음

‐ 전문가들은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

도의 허가와 인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음

◦ 한국교통연구원(2016)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레저목적을 제외

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은 주로 자전거도로와 인도에서 이뤄지고 적정 운행 장소로는 자

전거도로를 꼽음

‐ 적정 운행 위치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체의 52%가 자전거도로를 선택했고 보도, 차도, 

이면도로는 10% 미만의 응답률을 보임

◦ 한편 경기연구원(2018)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행구간을 속도에 따라 구분하였고, 시속 25

㎞ 이하로 운행하는 기기는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함

자료: 도로교통공단(2016),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안전대책 연구”

[그림 3-2] 일반국민 대상 전동킥보드 운행구간별 찬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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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이용 도로 예시

10km/h 이하 보도 전동 휠체어

25km/h 이하 자전거 도로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일반 전동 개인형 

이동수단

25km/h 초과 일반 차도 고사양 전동 개인형 이동수단, 전기모페드

80km/h 이상 간선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불허

자료: 경기연구원(2018),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증가에 따른 자전거도로 개선방안”

[표 3-4] 퍼스널 모빌리티 도로이용 구분

◦ 제5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16)에서 시속 25㎞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의 자전거도로 사용을 합의했으나,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인도와 병행한 구간이 많고 단절

된 구간도 많아 자전거도로에서의 원활한 운행에 한계가 있음

‐ 서울시 자전거도로는 총 562개 구간에 설치되어 연장 916㎞를 잇고 있음

‐ 보행자겸용도로는 611.6㎞로 전체 연장의 67%, 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자전거 

전용 도로와 차로는 각 138.8㎞와 55㎞으로 전체의 21%에 해당함

◦ 성동구 내 자전거도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연장보다 짧으나, 중랑천과 한강공원으

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음

‐ 서울시의 평균 자전거도로 연장은 25.7㎞로 자치구 중 송파구가 91.7㎞로 가장 길고 

성동구는 20.6㎞로 평균보다 짧음

‐ 성동구는 인근 중랑천과 한강공원 변으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향

후 자전거도로의 주행이 허가된다면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활용하여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동 범위가 확대될 것임

자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data.seoul.go.kr/)

[그림 3-3] 서울시 자치구별 자전거도로 총 연장 (단위: km)

16)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제5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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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가입 의무화 및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 개발 필요

◦ 국내와 달리 네덜란드, 독일 등은 보험 의무가입을 전제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보험 상품은 ‘자동차보험’과 ‘개인배상상품’으로 구분됨

◦ 보험사 금융위원회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보험 상품 검토계획’을 발표한 이래 국내에서도 보

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으나 손해율 산정을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한 보험 상품은 개인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퍼스널 모빌리

티 판매 업체와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고 구매자 중 보험가입을 원하는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임17)

‐ 현재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가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현대해상은 2017년 12월에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2018년 

1월부터 상품을 판매했으며, 출시 후 1년간 누적판매 건수가 4,300건을 기록함

‐ 메리츠화재는 2018년 3월부터 ‘스마트 전동보험 플랜’을 판매하고 있으며 출시 후 1

년간 800건의 보험을 판매하였음

◦ 2018년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보험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상품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회사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어 상품을 검토하고 있음

‐ 매스아시아(고고씽 운영사)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중 최초로 개인보상보험을 도입하

여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보상금, 치료비, 배상책임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국가 (보험사) 상품명 / 내용 보험료 보험종목

네덜란드
(anwb)

· 세그웨이 보험
· 대인: 사고당 3만 유로(3,600만원)
· 대물: 사고당 350 유로(42만원)

49유로
(약 6만원)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독일
(AXA)

· 스쿠터 보험
· 대인: 인당 750만 마르크(10억원)
· 대물: 1,500만 유로(2억5천만원)

54유로
(약 6만5천원)

일본
(三井住友) 

· 세그웨이를 위한 자동차 보험
· 사망: 3,000만 엔(3억원)
· 부상: 120만 엔(1,200만원)

9,510엔
(약 9만5천원)

싱가포르
(Income)

· 퍼스널 모빌리티 보험
· 사망: 20만 싱가폴달러(1억6천만원)
· 부상: 2,500 싱가폴달러(2백만원)
· 배상책임: 100만 싱가폴달러(8억원)

96싱가폴달러
(약 7만7천원)

개인배상 및 
개인상해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7b) “스마트 모빌리티 브리프 No. 2”

[표 3-5] 해외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보험

17) 한국일보, 2019.02.22., “보험사들 ‘전동킥보드 보험 상품’ 주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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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대해상화재 보험 메리츠화재 보험

보험 상품명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 스마트 전동보험 플랜

대상제품 업체 별 상이 일륜전동휠 제외

가입비용(1년) 무료 118,800원

사용목적 업무목적 제외 제한 없음

최고속도 시속 25km 제한 없음

판매사 유로휠/나노휠 이브이샵 미니모터스

배상책임 
담보

대인
3백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1천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대물
1천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형사사고 
비용손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 최대 3천만원

변호사선임 비용 5백만원 5백만원 3백만원

벌금 2천만원 2천만원 5백만원

상해담보

상해사망후유장애 2천만원 - 1천만원

상해입원일당 - - 1만원

골절수술비 30만원 50만원 10만원

상해진단 위로금 3만원 3만원 -

자료: 나노휠(http://www.nanowheel.co.kr), 미니모터스(http://www.minimotors.co.kr), 
이브이샵(http://www.evshop.co.kr), 유로휠(https://www.eurowheel.co.kr)

[표 3-6]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보험 상품

4) 세부 이용기준은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 규정을 적용

◦ 외국과 달리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는 현재까지 자격기준, 등록 의무, 안전교육, 주차 등의 

이용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기준을 준

수하도록 되어있음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행 자격기준은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

거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팔꿈치나 무릎 보호대 등 기타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규정은 없음

‐ 한국소비자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의 

92%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설문조사 인원의 27%가 보호 장비를 보유하지 

있지 않다고 응답함

‐ 그럼에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시 보호 장비 미착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착용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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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은 시속 25㎞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등록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속 25㎞ 미만으로 주행한다면 등록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음

‐ 도로교통공단(2016)의 찬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용자 중 퍼스널 모빌리티 등록을 찬

성하는 인원은 5~15%에 지나지 않았고 전문가 의견조사 역시 30~40%에 그쳤음

◦ 한편,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는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준수되지 않

고 있으며 대부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있음

‐ 대다수의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들이 구역을 정해놓고, 서비스 이용 후 반납 시 일정 

장소에 주차하도록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좁은 골목길이나 보행자도로에 방치된 기기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 송

파구는 업체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지자체와 협의 없이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있

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실제 이용자 중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건은 22%에 불과함

‐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시, 간단한 조작방법 안내, 헬멧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기

본적인 수준의 공지만 있을 뿐 그 외 세부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음

‐ 국가에서 제공하는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13개 시도지부에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고 관련법규 및 안전운행에 대한 강의 및 실습교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

고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음

자료: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9.02.14.),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해야”

[그림 3-4]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관련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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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내 운영 현황

◦ 현재 국내에서 개인적으로 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크게 관광지 내 대여 서비스 및 공유 서비스로 이용되고 있음

◦ 관광지 내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여하는 서비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액티비티

(activity) 또는 지역 관광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관광지 내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 서비스는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함

‐ 짧은 시간동안 장비를 대여하고 별도의 고객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대여 장소에서 

반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비 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덜 소요됨

◦ 교통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공유하는 서비스는 해당지역의 거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

로 하며 지속적인 이용과 고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관광지 내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 서비스와는 대조적으로 회원가입을 통한 지속적인 

고객관리가 필요하며 대여 및 반납 장소가 일정하지 않아 기기 회수를 비롯한 유지관

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수도권을 비롯한 지자체는 시민에게 대중교통과 연계한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 이동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자료: 영덕뉴스(2018.03.30.), 
“산림생태공원 전동휠 체험장 개장”

자료: 매일경제(2019.05.20.), “요즘 강남 일대는 
‘공유킥보드’ 천지-레버 누르면 슝~ 가까운 거리 버스 안 타요”

[그림 3-5] 퍼스널 모빌리티 국내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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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규모

◦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산업은 2016년 6만 대의 시장 규모를 형성했고 향후 5년 내 연

간 판매량이 20만 대에 도달할 만큼 성장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됨18)

‐ 한국교통연구원(2017c)에 따르면, 주요 구매자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관심도와 구매력이 

높은 30~40대 남성층으로 나타났고 전기자전거는 50대 이상 노년층의 구매율이 높게 

나타남

‐ 또한 일반인에게 조작이 쉽고 익숙한 전동킥보드가 전체 판매량의 약 40% 이상을 차

지하고 있으며, 전기자전거는 약 25%로 두 번째로 많이 판매 됨

◦ 한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서 집계한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 판매량은 한국교통연구원 

보도 자료에 나타난 수치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고, 2019년에 20만 대 판매량을 달성할 것으

로 전망19)

‐ 2017년 판매량은 총 8만 5천 대이고 2018년은 전년 대비 6만 대 증가한 14만 5천 

대의 퍼스널 모빌리티가 판매되었음

‐ 2019년 예상 판매량은 20만 대 안팎으로, 이는 한국교통연구원 보도 자료의 예상에 

비해 2년 앞선 수치이며 해당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을 알 수 있음

[그림 3-6]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의 연간 판매량

종류

자이로타입 전동 
스케이트

보드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전기 자전거전동

외륜보드
전동 

이륜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판매량
6,000~
7,000대

최대 
2,000대

판매량 미미
최대 

1,000대
24,000~
26,000대

6,000~
7,000대

15,000대 
내외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7c) “스마트 모빌리티 브리프 No. 3”

[표 3-7] 퍼스널 모빌리티 품목별 판매량 (2016년도 기준)

18) 한국교통연구원 보도자료, 2017.09.06., “국내 퍼스널모빌리티 시장, 2016년 6만대에서 2022년 20만대로 3배 이상 증가 예상”

19) 한국경제, 2019.06.14., “"카카오가 밀어준다"…'주가 충전' 자전거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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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공유 업체 현황

◦ 최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대여해주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업체가 늘

어나고 있고 국내 운영 업체는 20여 곳 이상으로 신규 서비스 지역 선점 및 운영기기 추가 

투입 등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2018년 9월, 국내 최초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을 선보인 올룰로는 출시 1

년 만에 이용자가 31만 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탑승 횟수는 148만 회에 달함20)

‐ 일부 업체는 8월 중 서울에 3천 대의 신규 기기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며 그중 씽씽 

운영사인 피유엠피는 서초와 강남 지역에 새 전동킥보드 2천 대를 추가 투입할 계획

임을 밝힘21)

◦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업체는 주로 서울시 내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구와 중심업무지구를 위

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최근 세종시, 인천시, 부천시 등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운

영지역을 확대하고 있음

[그림 3-7] 서울시 내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업체수 (2019.9월 기준)

20) 지디넷코리아, 2019.10.14., “1년 달린 킥고잉...31만 명 탔다”

21) 지디넷코리아, 2019.07.28., “전동킥보드 춘추전국시대...8월에만 서울에 3천대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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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모빌리티는 인천시 연수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했고 카카오 T바이크 400대를 배치하여 시범운영을 진행함

‐ 일레클 운영사인 나인투원은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신도심 1·2 생활권을 대상으

로 전기자전거 200대를 제공하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향후 신도심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 킥고잉 운영사인 올룰로와 부천시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부

천시 신흥동 일부 구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임

◦ 서울 내에서는 공유 업체의 서비스 지역이 대부분 강남구, 송파구에 밀집해 있고 자치구별 

운영 업체의 수는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각 5곳, 성동구 4곳 순으로 많음

‐ 강남구는 주로 양재천을 경계로 북쪽 지역(압구정동, 신사동, 청담동, 논현동, 삼성동, 

역삼동, 대치동, 도곡동)에서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송파구는 롯데월드와 롯데타워가 위치한 잠실동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광진구

는 성동구와 인접한 자양4동과 화양동을 비롯하여 건국대, 세종대 인근 지역까지 확장

됨

3) 외국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기업의 국내 진출 현황

◦ 싱가포르 기업인 빔 모빌리티(Beam Mobility)가 지난 8월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

어 미국의 라임(Lime)이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음

‐ 빔 모빌리티는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에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에서는 24시간 논스톱 운영과 주차 가능지역 마련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음

‐ 세계 120개 이상의 도시에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운영 중인 라임은 2019년 내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

함22)

22) 블로터, 2019.09.18., “韓진출 앞둔 전동킥보드 스타트업 ‘라임’, 누적 탑승횟수 1억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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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서비스 서비스 지역 운영대수(대) 기타

올룰로
킥고잉

(KICKGOING)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교대), 마포구, 
영등포구(여의도), 성동구, 광진구, 
성남시(분당) 부산시(센텀시티) 등

3,000
전동킥보드
국내기업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T바이크
송파구, 성남시, 인천(연수구, 남동구), 

전주시, 울산시 
1,800

전기자전거
국내기업

나인투원
일레클

(ELECLE)

마포구, 영등포구(여의도), 서대문구(신촌), 
용산구(서울역), 종로구, 성북구(고려대), 

세종시
1,000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국내기업

피유엠피
씽씽

(XING XING)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1,000

전동킥보드
국내기업

빔모빌리티 
코리아

빔
(BEAM)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1,000
전동킥보드

외국기업(싱가포르)

더 스윙
스윙

(SWING)
성동구(성수동), 광진구(건대입구), 
관악구(서울대), 동대문구(회기역)

760
전동킥보드
국내기업

매스아시아 고고씽 강남구 600
전동킥보드
국내기업

현대자동차
제트
(ZET)

제주도 100대 안팎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국내기업

다트
쉐어링

다트
(DART)

강남구 100대 안팎
전동킥보드
국내기업

디어
코퍼레이션

디어
(DEER)

성동구(성수동), 광진구 100대 안팎
전동킥보드
국내기업

지빌리티
지쿠터

(G-COOTER)
송파구, 광진구, 마포구, 인천시(송도), 

군산시, 수원시, 제주도, 대구시
100대 안팎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국내기업

런처스
라이드

(RYDE)
구로구(구로디지털단지), 
금천구(가산디지털단지)

100대 안팎
전동킥보드
국내기업

[표 3-8]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 (2019.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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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상품으로써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현황

◦ 관광지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한 투어 상품은 세그웨이를 시작으로 전동킥보드, 전동

스쿠터 등으로 확대되었고 크게 영업 방식은 두 가지로 진행함

‐ 첫 번째는 제주도 일부 업체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코스를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시간동안 투어 하는 형식

‐ 다른 하나는 전주 한옥마을, 경주 보문관광단지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이드 안

내 없이 기기만 대여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동하는 방식

◦ 관광지 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이 증가하자 경북 영덕군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퍼스

널 모빌리티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홍보와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음

지역 종류 이용 요금 시간 이용가능 대상

제주도 
올레길 10코스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7,000~20,000원 1시간 내외
신장 150㎝, 

연령 8세 이상

전주 
한옥마을

세그웨이, 
전동스쿠터 등

12,000~20,000원 1시간 내외 미성년자 운행 불가

경상북도
영덕군

세그웨이 9,000원 1시간 내외
16세 이상으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

[표 3-9] 관광지 내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 운영 현황

5) 성동구 내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현황

◦ 성동구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성수동을 위주로 운영되고 이동구간은 영동대교와 성수

대교를 통해 강남구로 연결되거나 인접한 광진구와 왕십리로 확대됨

‐ 성동구에는 킥고잉, 씽씽, 스윙, 디어 총 4개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운영 중이

고 서비스 지역은 주로 서울숲부터 건대입구를 잇는 구간임

‐ 성동구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윙은 기존 서비스 지역 이외에 추

가적으로 사근동(한양대)과 마장동 일대까지 서비스를 확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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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성동구 내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운영 지역 (2019.9월 기준)

◦ 서울숲과 한강공원 운영국은 전동킥보드의 진입과 주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윙과 디어는 운행구간에서 서울숲을 제외하였고 업체 4곳 모두 한강공원에서 전동킥보드

의 주행이 제한된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있음

‐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각 공원관리청이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구간을 지정하여 주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서울숲과 한강공원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차도 외 출입을 허용하지 않음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 기구를 이용하여 공원에 출입하는 행위는 공원 내 금

지 행위로 간주하여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음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

[그림 3-9] 서울숲 및 언더스탠드 에비뉴 전동킥보드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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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고잉> <씽씽>

<스윙> <디어>

[그림 3-10] 성동구 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현황 (2019.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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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내 운영 사례

◦ 2019년 초부터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

이 협력하여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초기 단계인 만큼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위 실증사업의 내용 및 운영계획을 조사하여 성동구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지역 서비스/시행기관 운영 기간 주요 사항 시행 근거

서울특별시
마곡지구

스테이션 기반의 
스마트시티형 IoT 

1인 교통수단 
운영방안 연구/

서울시

’19년 10~12월
(시범운영)

· 충전 스테이션 설치
· 근거리 이동을 위한 공유 

전동킥보드 도입

· 민선7기 서울시장 공약 
「마곡 R&D 시티에 
스마트인프라 시범단지 
조성」

· 서울시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계획’

경기도 
화성시, 시흥시

고고씽/
매스아시아

’19년 11월~ 
(시범운영)

· 실증특례 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전거도로 
주행 허가

· 민간(전동킥보드 운영), 
공공(시설개선, 책임보험 
가입) 역할 구분

·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19.7.10.)

·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비전 및 전략’

킥고잉/
올룰로

’19년 12월~ 
(시범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전거 쿠키/
인천시 연수구

’18년 4월~
· 공공/민간 동시 비거치 

공유 자전거 운영
· 구민대상 자전거교실 

(일반/주말과정) 운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카카오T바이크/
카카오모빌리티

’19년 3월~
(시범운영)

세종특별자치시 
신도시 1·2 

생활권,
5-1생활권

어울링/
세종시

’14년 10월~
· 공공/민간 동시 공유 

자전거 운영
· 두 공유 자전거는 

거치/비거치 구분 운영
· 5-1생활권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계획 내 퍼스널 
모빌리티 포함

· 「세종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일레클/

나인투원
’19년 9월~
(시범운영)

[표 3-10] 국내 지자체별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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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마곡지구

◦ 서울시는 4차산업 신기술을 직접 실증·실험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곡지구를 스마

트시티 시범단지로 선정하고 시민 참여형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민선 7기 시장공약 ‘마곡 R&D 시티에 스마트인프라 시범단지 조성’을 추진근거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기술을 실증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living lab) 

방식의 프로젝트 5건을 선정하였으며 약 6개월간 테스트베드를 진행함23)

◦ 모빌리티 분야 프로젝트는 “스테이션 기반의 스마트시티형 IoT 1인 교통수단 운영방안 연

구”로 전동킥보드 공유플랫폼과 충전스테이션을 도입하여 마곡 지구 내 근거리 이동 수단 

제공을 목표로 함

‐ 전동킥보드 전용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

고 편리하게 대여와 반납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 조성

‐ 전동킥보드의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해 이용자의 주행환경과 이동경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 운행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할 계획임

‐ 하지만 허가와 비용 문제로 인해 마곡지구 내 충전스테이션을 직접 설치하는 것이 불

가능했으며 인근 카페와 편의점의 협조를 얻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

◦ 과제 수행기관인 대시컴퍼니는 마곡 지구 인근 거주자를 대상으로 리빙랩 프로젝트의 시민 

참여자를 모집했고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을 수렴하여 발표할 예

정임

‐ 지원자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과제 기간인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주 3회 이상 전동킥보드를 사용해야함

자료: 한국경제(2019.07.25.), 
“대시컴퍼니, 마곡 스마트시티 리빙랩 프로젝트 통해 스테이션 기반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시작”

[그림 3-11] 서울특별시 마곡지구 전동킥보드 충전스테이션 이미지

23) 서울시 보도자료, 2019. 07. 22., “서울시, 마곡을 '스마트시티 시범단지'로…5개 프로젝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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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퍼스널 모빌리티 확대에 앞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일

정 기간 동안 사업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서울시 교통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2018년 실시한 ‘퍼스널 모빌리티 시범지구 조성에 대한 계획과 가이드라인 제작’ 용

역은 서울대공원, 여의도공원, 뚝섬공원, 마포석유비축기지 총 4곳을 테스트베드(test 

bed) 후보지로 선정하여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하였음24)

‐ 2019년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외 구역으

로 설정되는 대학 캠퍼스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임25)

◦ 또한 서울시는 한양도성, 여의도, 강남 3도심을 2021년까지 녹색교통지역으로 확대할 계획

이며 여의도와 강남은 자전거와 공유교통 수단을 중점으로 맞춤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강남은 나눔카, 따릉이,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등 단거리 이동수단이 타 지역보다 풍

부하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자동차 없이도 이동이 자유로운 스마트 모빌리티 및 공유 

교통 중심의 녹색교통지역을 조성하고자 함

‐ 여의도는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가 주행할 수 있는 31.6㎞의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3도심을 연계한 자전거도로망을 활용할 수 있는 녹색교통지역을 

조성하고자 함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2019.11.25.),
 “서울시, 12.1.부터 도심 진입 5등급 차량 과태료… 친환경 녹색교통 천국 탈바꿈”

[그림 3-12]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3도심 확대 계획

24) 서울특별시, 2019, 「서울시 퍼스널 모빌리티 시범지구 조성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제작」

25)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2019, 「2019 주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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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화성시 및 시흥시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자전거도로에서의 주행이 금지되어있지만 제4차 규제특

례심의위원회는 경기도 화성시와 시흥시를 전동킥보드 실증특례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주행을 허용함

‐ 두 지역은 주택·산업단지와 지하철역 사이 이동거리가 길고 이용자 수에 비해 버스 

노선이 부족하고 배차 시간이 김

‐ 해당 실증은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보도 주행과 다인 탑승을 금

지하고 시행사는 실증 참여자의 자격 확인과 교육 활동을 실시해야 함

◦ 매스아시아는 시범운영 3개월 동안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에 고고씽 200대를 도입하여 

출퇴근 시간 동안 대중교통을 대체하고 이동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동킥보드는 청계중앙공원 일원에서 동탄역까지 자전거도로 1.85㎞ 구간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향후 왕배산 일원에서 동탄역까지 5.63㎞ 구간을 확대할 예정임

‐ 대여와 반납은 이용구간 내 위치한 공유 주차장 17개소에서 가능하고 안전사고에 대

비하여 책임보험 가입과 킥보드 체험 및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구분 서비스/기업 구간 규모 교통 환경

화성시
(동탄역 일대)

고고씽/
매스아시아

화성시 동탄역~
동탄 2신도시 일원

시범운영 200대,
총 400대 규모

· 출퇴근 주요도로 1차선과 긴 버스 배차시간
· 주거단지에서 동탄역까지 약 50여분 소요

시흥시
(정왕역 일대)

킥고잉/
올룰로

시흥시 정왕역~
군자 12교 일원

시범운영 200대,
총 400대 규모

· 정왕역에서 산업단지까지 적은 버스 노선과 
긴 배차시간

· 출퇴근 시간 교통 및 주차 혼잡

자료: 산업통산자원부(https://www.motie.go.kr)

[표 3-11] 경기도 화성시, 시흥시 전동킥보드 실증특례 비교표

자료: 화성시 보도자료(2019.11.01.) 
(http://www.hscity.go.kr/www/user/bbs/BD_selectBbs.do?

q_bbsCode=1051&q_bbscttSn=20191101174130354)

자료: 화성시 포토갤러리 
(http://photo.hscity.go.kr/photo)

[그림 3-13] 화성시 전동킥보드 운영 허가 구간 및 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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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룰로는 2019년 12월부터 초기 6개월 동안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 킥고잉 200대를 도입하

여 시범운영한 뒤 총 400대 규모로 실증사업을 진행하여 시화 산업단지의 교통체증 해결에 

앞장설 예정

◦ 경기도는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수립하여 전동킥보드를 비롯

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를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있으나 제품중량, 최대속도

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2019년 11월에 발표한 ‘경기도형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 및 전략’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유 전동킥보드 실증사업 추진, 공공건물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등 구

체적 실행 계획을 밝힘

‐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 연구용역은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 주행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주차장 표준 디자인 개발, 시범지구 선정 및 설계를 진행

‐ 시범적으로 경기행복주택 내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을 운영하고 화성시와 시흥시 일

대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도입하여 체감 가능한 이용환경을 조성

‐ 모빌리티를 이용한 공공건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사, 전철역, 학교 등 주요 건물

에 선도적으로 차양막, 충전기, 거치대 등을 갖춘 모빌리티 전용 주차장을 설치

자료: 경기도 보도자료(2019.11.14.), “도,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착수”

[그림 3-14] ‘경기도형 스마트모빌리티 비전 및 전략’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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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역 맞춤형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2019년까지 판교와 광

교 테크노벨리, 광교 중앙역에 주차장 7개소를 설치하고 전기자전거 118개, 전동킥보드 42

개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26)

◦ 또한 2020년 상반기 개통예정인 하남선 미사역 자전거주차장 두 곳에 퍼스널 모빌리티 보관

이 가능한 다목적 보관함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이용률을 파악하여 향후 건설 예정인 

철도역에 보관함 보급 사업을 확대할 예정27)

<판교 테크노벨리> <광교 중앙역>

[그림 3-15] 경기도형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안)

26) 경기도 보도자료, 2019.09.20., “도, 광교 판교에 스마트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추진”

27) 경기도 보도자료, 2019.10.07., “도, 하남선 미사역에 ‘스마트 모빌리티’ 다목적보관함 설치‥144개 공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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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시 연수구에서는 공영 자전거 ‘쿠키’와 민영 전기자전거 ‘카카오T바이크’가 함께 운영되

고 있으며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 무료 교육, 자전거 수리 센터 운

영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두 서비스는 연수구 구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유 자전거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쿠

키’는 지자체 예산이고 ‘카카오T바이크’는 민간 카카오모빌리티 투자로 운영된다는 차

이점이 있음

‐ 연수구 전체 자전거도로는 181㎞로 구도심(58.4㎞)에 비해 송도국제도시(122.6㎞)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겸용도로가 더 길게 구축되어 있음

◦ 공영자전거 ‘쿠키’는 잠금장치와 통신장비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함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는 ‘쿠키’를 대여하는 자

전거로 정의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제11조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쿠키’ 등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시행 근거가 제시되어 있음

◦ 연수구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 카카오모

빌리티와 업무협약을 맺고 민영 전기자전거 ‘카카오T바이크’ 400대를 송도 국제도시에 도입

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음

‐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전기자전거 600대를 추

가 배치하는 등 확대 운영 계획을 밝힘

자료: 연수구 문화관광(www.yeonsu.go.kr/tour/)

[그림 3-16] 인천 연수구 쿠키 자전거 및 자전거 도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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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자전거 ‘쿠키’의 운영기간 1년에 대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73.9%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이용요금에 대해서도 50.3%가 저렴하다고 응답하였음28)

‐ 전용 애플리케이션 가입자 5만 5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전체 

가입자의 1.84%에 해당하는 1천 20명이 응답함

‐ 불만사항으로 자전거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과 관외 반출 제한을 지적했고 올바른 

자전거 주차방법 홍보와 자전거 신고 기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것임을 밝힘

◦ 가격 측면에서 두 자전거 모두 보증금 만원을 지불해야 하고 기본 이용 시간은 ‘쿠키’가 10

분 250원, ‘카카오T바이크’가 15분에 1,000원으로 20분 이용 시 가격 차이는 3배에 달함

‐ 공영자전거 ‘쿠키’는 삼천리자전거에서 운영하고 20분 이용 시 보증금 만원과 이용료 

500원이 부과됨

‐ 민영 공유 전기자전거 ‘카카오T바이크’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운영 중이고 20분 이용 

시 보증금 만원이 동일하게 부과되고 보험료 130원과 이용료 1,500원을 결제해야 함

◦ 이용자들은 주행 편의성 측면에서 ‘카카오T바이크’를 선호하지만 이용요금이 다소 비싸기 

때문에 ‘쿠키’ 이용횟수가 ‘카카오T바이크’ 보다 1.6배 높게 나타남29)

‐ ‘카카오T바이크’의 시범운영 1개월을 기준으로 일평균 이용횟수는 1.35회, ‘쿠키’는 

2.25회로 집계되었고 평균 이용시간은 각각 15.4분과 20분(‘쿠키’의 요금 개정 전 기

본요금은 250원/20분)으로 서비스별 기본 이용시간과 유사했음

‐ 반면 평균 이동거리는 ‘카카오T바이크’가 1.98㎞로 ‘쿠키’에 비해 0.6㎞ 길었음

◦ 연수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자전거 도로와 편의시설 확충에 힘쓸 뿐만 아니라 

자전거교실과 자전거보험을 시행하여 안전한 이용을 독려하는 등 자동차 외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구분 서비스명 위탁/운영 사업자 가격 운영대수(대)

공공 ‘쿠키’ 삼천리자전거 10분 250원 1,000

민간 ‘카카오T바이크’ 카카오모빌리티
15분 1,000원

추가 5분 500원
400

[표 3-12] 인천 연수구 공공 공유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비교표

28) 한국경제, 2019.08.05., “인천 연수구 공유자전거…"만족하지만 위치찾기 어려워"”

29) 한국경제, 2019.04.19., “공유 전기자전거 '카카오T 바이크' 시범운영 성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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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종특별자치시 신도시 1·2 생활권 및 5-1 생활권

◦ 세종시는 공영 자전거 ‘어울링’과 민영 전기자전거 ‘일레클’을 함께 운영하되 거치 형식에 

차이를 두어 각 서비스의 불편함을 보완하고 있으며 5-1생활권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등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세종시 자전거도로는 2018년을 기준으로 335.5㎞가 개통되었고 생활권 223.18㎞, 광

역도로 9.39㎞, 조치원읍 13.86㎞, 하천 89.07㎞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종시 공영 자전거 ‘어울링’은 2014년 서비스를 시작했고 고정 대여소 72개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가능했으나 새로 시작한 ‘뉴어울링’은 약 400여개의 일반거치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확대함

‐ 「세종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공영 자전거의 설치와 운영

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 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시민은 동 조례 제25조를 

근거로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중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세종시는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을 운영하는 나인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2019년 9월부

터 신도시 1·2생활권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음

‐ ‘일레클’은 페달을 밟아 전기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 오르막길에서도 편리하게 주행할 

수 있음

‐ 또한 비거치(dockless)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정 거치대를 이용하지 않고 허용 구

역 내에서 전기자전거를 자유롭게 대여·반납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음

◦ ‘어울링’이 정회원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버스 환승 마일리지 등 대

중교통 연계 요금할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레클’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대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할인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

자료: 세종포스트(2019.09.10.), 
“세종시 공유 ‘전기자전거’, 대안 교통수단 되나”

자료: 세종시 어울링(www.sejongbike.kr/)

[그림 3-17] 세종특별자치시 공유 자전거 및 자전거 도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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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 자전거 ‘어울링’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권은 일일권과 

정회원권으로 구분되고 정회원 가입 시 이용요금은 1년에 3만원

‐ 민영 전기자전거 ‘일레클’은 나인투원에서 운영 중이고 이용요금은 최초 5분 이용 시 

500원으로 이후 1분마다 100원이 추가되고 회당 120원의 전기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야 하며 별도의 보증금은 없음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된 세종시는 모빌리티 분야를 포함한 7대 핵심요소를 

선정했고 특히 첨단 교통수단 도입을 통해 이동시간 절감을 지향점으로 설정30)

‐ 모빌리티는 특히 공유 서비스, 자율주행, 통합 모빌리티 구축에 중점을 두고 공유기반 

자동차와 1인 바이크, 스마트 신호시스템과 같은 기술을 도입할 계획임

‐ 5-1 생활권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신기술을 구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로 카쉐어링(car sharing), 카헤일링(car hailing), 프리 플

로팅(free floating)을 제시하고 있음

‐ 5-1 생활권은 외곽순환도로와 BRT가 도시 중앙을 통과하고 모든 소유 자동차는 도시

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여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자전거 등을 이용

하도록 계획

구분 서비스명 위탁/운영 사업자 가격 운영대수(대)

공공 ‘어울링’ 세종도시교통공사
일일권 1,000원
1년 30,000원

1,058

민간 ‘일레클’ 나인투원
5분 500원

추가 1분 100원
200

[표 3-13] 세종특별자치시 공공 공유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비교표

자료: 정재승(2018) “세종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안”

[그림 3-18] 세종 5-1 생활권 도시 기본구상

30) 세종특별자치시, 2019,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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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소결

◦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은 이미 판매량 6만 대를 넘어섰고 25만 명 이상의 시민이 공유

형태로 제공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음

◦ 수요와 공급은 증가하는 반면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단일 법률은 현행법상 

없고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자전거법」의 전기자전거에 준하여 관련 규정을 

퍼스널 모빌리티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 퍼스널 모빌리티의 가장 큰 이슈인 운행구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제외한 공원, 자전거

도로, 보도에서 원칙적으로 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현재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전

기자전거에 준하는 조건에서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단, 「도로교통법」 개정은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품 

안전기준 마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퍼스널 모빌리티는 최근 신설된 전동보드 안전기

준을 기반으로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수준의 이동수단으로 정의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성동구는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4곳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행이 가능한 지역

은 서울숲부터 영동대교, 한양대에서 왕십리 정도로 이동범위가 제한적이고 서울숲, 한강공

원, 중랑천 자전거도로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이 매우 한정적임

◦ 현재 도시공원과 한강공원은 각기 다른 법에 의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출입을 규정하고 있는

데 자전거도로 다음으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의 운행단속 요청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

아 이용자들이 주행공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이용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국내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는 20곳 이상으로 대부분 서울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는 통행 가능 구간에 대

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전기자전거 규격에 준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공원 내 출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도시공원은 레저이용이 가능한 구간을 별도로 지정하여 최

대속도를 제한하는 등 공원특성을 고려한 모빌리티 운영 기준이 필요

◦ 안전사고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한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나 단체보험 외 개인사용

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용 보험은 전무한 상황으로,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확대를 위해

서는 전용 보험 상품 개발과 의무가입 제도화에 대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이의 이용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된다면 현재 적용되는 최소 연령 제한, 면허, 안전장비 착용에 대하여 새로

운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지역 내 퍼스널 모빌리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운영 현황 조사분석 52

◦ 국내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교통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민간 업체와 협력하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이며 아직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음

‐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존의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거단지

와 도시철도역을 잇는 단거리 이동수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인천시와 세종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던 공유 자전거의 기능적인 면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일정기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하

여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음

◦ 서울시 마곡지구와 경기도 화성시·시흥시는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 거치 스테이

션 설치를 계획하였고, 향후 성동구 또한 보행자의 통행 보호와 도시 미관 유지를 위해 전동

킥보드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한 거치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성동구 내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 수립 시, 공공에서 운영 중인 공유 서비스와 

중복되는 기능은 최대한 피하되 기존의 서비스를 보완하도록 하여 공영과 민영 서비스가 최

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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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국외 퍼스널 모빌리티 활용 사례

1 ∙ 국가별 제도 및 운영 현황

◦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앞서 관련 법제도, 운행 규정을 정하여 퍼스널 모빌리티를 관리하

고 있으며 전동킥보드의 비중이 큰 우리와는 달리 세그웨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정의와 운행 조건은 각 국가의 문화와 교통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는데 안전 규제, 도로 규제, 기타 제한 사항 등을 토대로 국외의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제도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국가 안전 규제 도로 규제 기타 제한 사항

독
일

· 제동장치: 조정기, 속도제한기
· 등화장치: 후미등, 전조등
· 기타장치: 경음기

· 보도 주행 금지
· 차도,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 규격: 폭 70㎝ 이하
· 속도: 20㎞/h 이하
· 12세 이상, 보험 필수

프
랑
스

· 등화장치: 후미등, 전조등
· 기타장치: 경음기
· 안전장치: 헬멧, 조끼

· 보도 주행 금지 
· 차도,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 속도: 25㎞/h 이하
· 12세 이상

네
덜
란
드

· 등화장치: 반사경, 전조등 ·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 모터출력: 4㎾ 이하
· 속도: 25㎞/h 이하
· 16세 이상
· 보험, 등록 필수

미
국

-
· 차도 허용: 캘리포니아 등 7개 주
· 자전거도로 허용: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레곤, 워싱턴

· 속도: 15 ~ 25mph
· 12 ~ 16세 이상

일
본

· 안전장치: 헬멧
· 보도, 자전거도로 주행 금지
· 차도 주행 가능

· 속도: 30㎞/h 이하
· 면허, 보험, 등록 필수

싱
가
포
르

· 등화장치: 적색후미등, 
백색전조등

· 안전장치: 헬멧

·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 차도, 보도 주행 금지

· 규격: 폭 70㎝ 이하
· 무게: 20㎏ 이하
· 속도: 25㎞/h
· 등록 필수

자료: 도로교통공단(2015) “교통수단의 구분 및 관리에 대한 도로교통법령 개정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2017b) 
“스마트모빌리티 브리프 No.2”,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9) “퍼스널 모빌리티(PMD) 시장 분석”을 이용하여 재구성

[표 4-1] 주요 국가별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규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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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 독일은 2006년 함부르크(Hamburg) 주에서 도시 관광을 위한 세그웨이 운행을 허용한 이래 

잘란트(Saarland) 주에서 2007년 세그웨이의 통행을 허용하였고 이후 독일의 많은 도시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에 관한 규정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음

◦ 독일 정부는 2019년 5월 「초소형 전기차의 도로 교통 참여 규정」31)을 승인하여 새로운 유

형의 도시 모빌리티가 차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독일은 기본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운행이 원칙이며 자전거도로 외에는 

차도 오른편에서 운행하되 병렬주행이나 차량에 매달리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 보도

는 이용할 수 없음

‐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나이는 만 12세 이상으로 14세 이하의 운전자는 최고 시

속이 12㎞로 제한된 전동킥보드만 주행할 수 있고 14세 이상은 시속 20㎞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음

‐ 시속 20㎞ 이하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에는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도로에서 

주행하기 위해서는 1년에 35~40 유로 수준의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독일의 전기자전거 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전기자전거 임대(leasing), 물류

(cargo), 공유(sharing)와 같은 새로운 산업 모델이 생기고 있음32)

‐ 일반자전거의 판매 수가 최근 3년간 매년 9%씩 감소하는 반면, 전기자전거 판매 수는 

매년 상승하여 2017년에는 전년 대비 판매 증가율 19%를 기록

‐ 유럽 내 장거리 여행 시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여행상품이 주목받고 있으며 산과 숲으로 

트레킹 가는 독일 문화 특성을 반영하여 트레킹용 전기자전거 또한 인기를 얻고 있음

◦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한 이후, 일주일 만에 독일 40여개 도시에서 전동킥보

드 대여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500 유로 이하의 중저가 상품 판매를 

개시함33)

‐ 공유서비스를 시작한 주요 기업으로는 미국의 버드(Bird)와 라임(Lime), 유럽 매출 최

대 기업인 스웨덴의 보이(Voi), 독일 스타트업 기업 티어(Tier)와 서크(Circ)가 있음

‐ 특히 디젤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기 시작한 독일은 친환경 이동수단에 관심이 많고, 

환경 친화적이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선호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전동킥보드는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됨 

31)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von Elektrokleinstfahrzeugen am Straßenverkehr und zur Änderung weiterer 
straßenverkehrsrechtlicher Vorschriften

32)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스, 2019.07.22., “독일, 전동킥보드가 시내 풍경을 바꾸다”

33)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스, 2018.07.10., “독일 전기자전거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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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 프랑스는 2018년부터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고 파리 시내에서 운용되는 전동킥

보드의 수가 2만대에 이르렀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인명사고

가 발생함

◦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한 규제를 다루고 있는 「개인용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34)을 2019년 

10월에 발표하여 보도에서의 주행과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도시 안팎에서 퍼스널 모빌리

티 운행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전동킥보드의 속도는 최소 6㎞/h에서 최대 25㎞/h로 제한함

‐ 도시 내에서는 자전거도로와 최고 속도 50㎞/h 이하의 차도에서 주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도시 외에서는 차도에서의 주행을 금지하여 자전거도로 주행만을 허용함

‐ 프랑스에서는 12세부터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이 가능하고,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는 

날에는 조끼와 개인용 보완 조명 장치를 휴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3)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내연기관 또는 전동기가 부착된 이륜 퍼스널 모빌리티를 ‘모페드(moped)’로 부

르며 일반 모페드, 스페셜 모페드로 구분하여 규정 속도, 운행 구간, 헬멧 착용 의무, 번호판 

등에 차이를 두고 있음

‐ 오토바이와 고속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는 일반 모페드의 최고 속도는 45㎞/h으로 제한

하고 노란색 번호판 부착과 헬멧 착용이 의무 사항임

◦ 이 연구에서 다루는 전동킥보드, 세그웨이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는 스페셜 모페드에 해당

하고 2019년 4월 자전거도로에서 스페셜 모페드의 주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개정되었음35)

구분 종류 규정 속도 비고

모페드
(moped)

오토바이, 
고속전기자전거

· 도시 내 지역
 (차도) 45㎞/h, (자전거도로) 30㎞/h
· 도시 외 지역
 (차도) 45㎞/h, (자전거도로) 40㎞/h

면허, 번호판 필요
헬멧 착용 의무

스페셜 모페드
(special moped)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일반전기자전거

· 도시 내외 지역
 (자전거도로) 25㎞/h

면허, 번호판 불필요
헬멧 착용 권고

[표 4-2] 네덜란드 모페드 관련 규정

34) Décret n° 2019-1082 du 23 octobre 2019 relatif à la réglementation des engins de déplacement personnel

35) 네덜란드 중앙정부 홈페이지 (https://www.rijksoverheid.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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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모페드는 자전거도로에서 시속 25㎞ 이하로 주행해야하고 전기를 동력으로 하

는 모페드는 최대 모터 출력이 4㎾로 제한됨

‐ 반면 호버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모노휠과 같이 조향장치가 없는 자기 균형 장치는 

공공 도로에서의 주행을 금지하여 오직 사유지에서만 주행이 가능함

◦ 스페셜 모페드는 인프라수자원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and Water Management)

의 승인을 받은 기기만 공공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며, 기기 등록과 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

가입증서(insurance plate)와 기기 고유 번호(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

아야 함

[그림 4-1] 네덜란드 고속전기자전거 주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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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 미국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개인용 전동보조이동기구(electronic personal assistive 

mobility device)와 전동킥보드류(motorized skateboard or scooter)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주 정부는 자동차 및 도로 관련 법령에서 그 정의와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 전동보조이동기구는 일반적으로 개인 이동을 위해 제작된 1인용 자기 균형 장치

(self-balancing device)로 두 개의 바퀴와 전기 동력장치를 가진 세그웨이, 전동휠체

어를 의미함

‐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는 두 개 이상의 바퀴가 부착된 발판(deck)이 있는 이

동기구로 정의되며 전동보조이동기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관리됨

◦ 개인용 전동보조이동기구는 초기 세그웨이에 한정되었으나 워싱턴주에서 전동외륜보드를 법

적으로 허용하면서 범주가 확대되었고 운행구간은 차도, 자전거도로, 보도를 허용하고 있으

나 유동인구가 많아 혼잡한 도시에서는 보도에서의 주행을 제한하기도 함36)

‐ 델라웨어주 등 22개 주에서 차도 통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최고 제한속

도 25~35mph(40~56㎞/h) 이하의 차도에서만 조건부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음

‐ 알라바마주 등 36개 주에서는 자전거도로의 통행을 허용하고 개인용 전동보조이동기

구의 최고 주행속도를 5~15mph(8~24㎞/h)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음

‐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37개 주는 전동보조이동기구보다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시하고, 

하와이주, 워싱턴주, 뉴욕주는 인구수와 업무지역을 기준으로 보도에서의 주행을 제한

하기도 함

◦ 전동킥보드류의 운행을 허용하는 지역은 전동보조이동기구 보다 제한적이며 오토바이와 동

일하게 취급하는 주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하고, 퍼스널 모빌리티를 전동 

놀이기구(motorized toy)로 분류하는 일리노이주는 공공도로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 등 7개 주에서는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면허와 기기 등록을 전제로 차도

에서의 주행을 허용하고, 매사추세츠주 등 일부는 야간 주행을 허용하지 않음

‐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오레곤주, 워싱턴주는 자전거도로에서의 주행을 허용하고 

주행속도는 20~25mph(32~40㎞/h) 사이로 제한하고 있음

36) 도로교통공단, 2016,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안전대책 연구」, 
도로교통공단, 2018,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한 도로이용자 교육 및 운전면허 체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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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 일본은 이륜자동차로 형식 승인을 받지 못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도로주행을 금지하였으나 

이바라키 현 츠쿠바에서 실시한 세그웨이의 시범운행 결과 및 규제완화를 통해 2015년 7월

부터 일본 전역에서 탑승형 이동지원 로봇의 도로 주행을 허가하고 있음37)

‐ 이바라키 현 츠쿠바는 2011년부터 3년간 모바일 로봇 시험 특구(モビリティロボット實

驗特區)로 지정되어 세그웨이의 주행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실시하였음

‐ 2015년 「산업경쟁력 강화법」에 따라 규제 특례조치를 실시하여 탑승형 이동지원 로봇

이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음

◦ 일본 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되고, 차량 안전 기준에 적

합한 기기만 최고속도 30㎞/h 이하로 공공도로를 이용할 수 있음

‐ 이륜 또는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정격출력 0.6㎾ 이하의 원동기로 작동하며 철길 

또는 가공선을 이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차로, 자전거, 휠체어, 보행 보조기구는 원동

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지 않음

‐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반드시 원동기 일종 면허 또는 자동차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자

동차 보험 또는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공제에 가입해야만 함

◦ 현재 일본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후쿠오카, 요코하마 등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미국의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인 라임은 2019년 9월 후쿠오카 공원에서 실증실험을 

실시하였고 향후 일본 전역으로의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함

‐ 루프(Luup)와 모비 라이드(Mobby Ride)는 2019년 10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승인을 

얻어 요코하마 국립대학과 큐슈 대학 캠퍼스 내에서 실증을 시작하였음

자료: TC(2019.09.09.), 
“電動キックボードのLimeが日本に初上陸、全国的な展開を視野に、まずは福岡市でのサービス提供を目指す”

[그림 4-2] 일본 후쿠오카 카이즈카 교통공원(貝塚交通公園) 실증실험 

37) 박종준, 2017,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관련 법제에 대한 고찰」



지역 내 퍼스널 모빌리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운영 현황 조사분석 60

6)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전동스쿠터의 이용을 장려

하고 있으며 2015년 구성한 자문단(Active Mobility Advisory Panel)은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여론조사, 표적 집단면접을 실시하여 법률 개정 권고안을 마련함

◦ 자문단은 위 활동을 통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에 관한 규제 및 안전운행 지침에 

관한 보고서38)’를 발간하였고 이는 퍼스널 모빌리티 운행의 법적 기반이 되어 2017년 「액티

브 모빌리티 법률(Active Mobility Act)」이 본격 시행됨

◦ 「액티브 모빌리티 법률」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의 행동수칙, 운행 구간, 등록 의무화, 판

매가능 제품 기준 등을 다루고 있음

‐ 관리대상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s, PMDs), 동력장치

가 부착된 자전거(Power-assisted Bicycles, PABs), 개인형 보행 보조장치(Personal 

Mobility Aids, PMAs)이고 도로 종류에 따라 주행 가능여부가 다름

◦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Ds)로 분류되어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였

으나 육상교통청은 2019년 11월부터 보도 주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전동킥보드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의무적으로 기기를 등록해야 함

구분 정의 종류

기기

자전거
(Bicycle)

- 두 개의 바퀴가 있고 앞쪽 휠에 부착된 핸들에 의해 방향
이 조정되는 장치

- 페달이 있고 오로지 사람에 의해 동력을 얻는 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PMDs)

-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장치
- 전기모터가 부착되어 추진력을 얻거나 사람에 의해 동력

을 얻는 장치

킥보드,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등

동력장치가 부착된 자전거
(PABs)

- 전기모터가 장착된 자전거
- 전기모터가 부착되어 추진력을 얻거나 사람에 의해 동력

을 얻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개인형 보행 보조장치
(PMAs)

-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이동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
- 최대시속 10km 이하로 주행

전동휠체어

도로

차도 (Roads)
- 공공 이용을 위한 모든 도로
- 차도 내 규정 속도 준수

보도 (Footpaths)
- 보행자 또는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운행을 위한 도로
- 시속 10km 제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Shared Paths)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이용가능한 도로
- 시속 25km 제한

자료: 싱가포르(2017) “액티브 모빌리티 법률(Active Mobility Act)”

[표 4-3] 싱가포르 퍼스널 모빌리티 및 도로 정의

38) Recommendations on rules and code of conduct for cycling and the use of personal mobility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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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가별 운영 사례

1) 미국 캘리포니아

◦ 미국의 주요 대도시는 높은 인구밀도와 교통량 증가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겪

고 있으며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공

유 서비스가 등장하였음

◦ 대표적인 사례로는 초기 전동킥보드 스타트업이 등장한 캘리포니아와 민간 자본 투자를 통

해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뉴욕이 있음

◦ 캘리포니아는 인도를 제외한 차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의 주행을 허용하고 있어 편

리함과 신속한 이동을 원하는 시민들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스타트업 기업이 경쟁

적으로 전동킥보드의 수를 늘리면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

◦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기 사용 등록, 보험 가입과 같은 제

약 사항을 완화하였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에서의 주행은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

음39)

‐ 캘리포니아 자동차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은 규정 속도 25mph(40㎞/h) 

이하의 차도와 자전거도로에서 15mph(24㎞/h) 이하의 속도로 운행할 것을 명시

‐ 공공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기 위해 별도의 등록이나 보험가입이 필요하지 않으

나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18세 이하의 이용자는 헬멧을 착용해야 함 

 

자료: Los Angeles Times(2019.09.17.), 

“Did your rented e-scooter suddenly shut down? Blame the invisible geofence”

[표 4-3]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주행 환경

39) 캘리포니아 자동차국 홈페이지(www.dmv.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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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용자의 헬멧 미착용과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로 인

해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도시는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발의하

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함

‐ 2018년 7월, 베버리힐스에서는 6개월간 전동킥보드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통과하였고 로스엔젤레스는 공유 사업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함

‐ 샌프란시스코는 전동킥보드 업체에 영업중단 명령을 내렸고 교통청에서는 스타트업의 

전동킥보드 300여 대를 압류, 수거하는 조치가 이뤄졌음

◦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전동킥보드로 인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을 허가제40)로 운영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2019년 10월부터 JUMP, 

Lime, Spin, Scoot 총 4개 기업에 허가제를 적용함

‐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교통청의 허가를 얻은 업체에 한해 공유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허가증 1장당 전동킥보드는 최대 500대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전동킥보드 공유 기업은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동시에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할 수 

있도록 1만 달러(약 1,100만 원)의 시설환경 개선비용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함

◦ 교통청은 운영조건을 준수하는 허가제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하면서 저

소득층을 포용하는 교통정책에 기여할 것을 유도함

‐ 교통청의 허가제 운영 조건을 준수하는 기업은 전동킥보드 최대 운영대수를 늘릴 수 

있으며 2020년 2월까지 최대 1,000대로 확대할 예정임

‐ 저소득층, 학생,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계약직 혹은 임시직 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량 이용자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독려하고 기업은 이

용자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관리하여 교통청에 통계 자료를 보고해야 함

구분 내용

발급 주체 - 샌프란시스코 시 교통청 (San Francisco Municipal Transportation Agency)

발급 대상 - 4개 전동킥보드 공유 기업 (JUMP, Lime, Spin, Scoot)

시행 절차
- 2018년 6~8월, 기업 Scoot 시범사업 계획 검토
- 2018년 10월~2019년 10월, 기업 Scoot 시범사업 시행
- 2019년 10월, 4개 기업 허가제 시행

기업 준수 사항
- 저소득 이용자 및 지역 일자리를 위한 대책
-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위한 대책
- 안전 및 보도 경관 유지를 위한 대책

[표 4-4] 샌프란시스코의 전동킥보드 허가제 개요

40) 공유 전동킥보드 허가 시범사업(Powered Scooter Share Permit and Pilo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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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싱가포르

◦ 자동차 구매 비용이 높은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의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 노력과 함께 통

근·통학 및 업무지역 간 이동을 목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2040 육상교통 마스터 플랜에서는 새로운 비전 ‘Walk-Cycle-Ride’를 통해 2040년

까지 도심을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동킥보드가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현재 440㎞에서 2025년까지 750㎞ 규모로 확대할 예정임

‐ 단거리 이동을 목적으로 자전거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일일 사용자 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사이에 220만 명에서 260만 명으로 증가함

◦ 싱가포르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여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을 허용

하였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이유로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분기

까지 잠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주행을 금지하였음

‐ 이동범위는 보도 5,500㎞를 제외하여 자전거도로 440㎞로 한정하고, 전동킥보드를 이

용한 음식 배달서비스가 활발한 싱가포르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육상교통청은 감시반을 파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주행을 단속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최대 S$ 2,000의 벌금형과 3개월 징역형을 부과할 예정임

◦ 싱가포르는 「주차장법(Parking Places Act)」에 의해 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나 면허(licence) 

없이 전동킥보드를 공유지에 주차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전동킥

보드 공유 사업자의 부주의한 운영으로 인해 기업이 기소되는 상황이 발생함

‐ 텔레포드(Telepod)와 뉴론 모빌리티(Neuron Mobility)는 토지 소유주의 합의를 얻어 

일정 사유지 내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면책 특례를 얻음

‐ 그러나 두 회사 모두 공유지에서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혐의가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육상교통청은 두 회사의 기기 각 68대, 131대를 압류함

 

자료: Straits Times(2019.11.05.), “E-scooters banned from footpaths: 
Over 100 PMD riders get warnings; riding on paths' grass patches can be an offence”

[그림 4-4] 싱가포르 전동킥보드 주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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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에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일부 기업에 면허를 부여하여 공유지에서 합법적으로 공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관리의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함41)

‐ 2019년 1월, 육상교통청은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14개 기업으로부터 제안서를 접

수 받아 주차 관리 방침, 「액티브 모빌리티 법률」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2020년부

터 면허를 발급할 예정

‐ 면허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육상교통청에서 제시하는 조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운영대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 또한 2019년 6월부터 개인이 소유한 전동킥보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여 성능과 안전성

을 확인받은 전동킥보드만이 고유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와 인증서(approval 

seal)를 발급받아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음

‐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대상은 전기 모터와 핸들바가 있는 전동킥보드이고 전동외

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휠체어는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총 8만 5천 대의 전동킥보드가 등록되었고 등록인의 연령별 구성은 21~50세 75%, 

51세 이상 21%, 16~20세 5% 미만으로 집계됨

◦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안전기준 UL2272을 인증받은 전동킥보드를 구매하여 이용

해야 하고 2020년부터 싱가포르 전 도로에서는 비인증 제품의 주행을 금지할 예정임

‐ 법안 개정 이후 강화된 인증기준으로 인해, 법안 개정 이전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소

유주 혹은 판매업자는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상당 수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육상교통청은 구 인증제품의 폐기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신청한 건에 대하

여 전동킥보드 1대 당 S$ 100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음

구분 내용

발급 주체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Singapore Land Transport Authority)

발급 대상 - 신청서를 제출한 전동킥보드 공유 기업 14곳

시행 절차
- 2019년 1월, 기업 14곳으로부터 제안서 접수
- 2020년 초, 면허 발급 대상 발표 예정

주요 내용

- 사업자는 1년 혹은 2년 동안 공유지에서 대여 사업 운영 가능
- 각 기업의 최대 전동킥보드 운영대수 제한
- 제품안전기준 UL2272 인증받은 기기만 공유 서비스에 이용하도록 제한
- 적절한 주차 공간 마련 및 이용자 대상 QR코드를 이용한 주차방법 안내

[표 4-5] 싱가포르의 전동킥보드 면허 부여 제도

41)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홈페이지(https://www.lta.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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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파리, 마르세유

◦ 2018년 프랑스에 첫 등장한 전동킥보드(trottinettes eléctrique)는 경제성과 편리함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의 큰 인기를 얻었고, 현재까지 12개의 공유 서비스 업체가 파리 시내에 2만 

대가 넘는 전동킥보드를 운용하고 있음

◦ 파리 시 정부는 시장의 자유경쟁에 따라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나 도시에 

급격하게 늘어난 전동킥보드로 인해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기기가 증가했고 높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인해 절반 이상의 업체가 파리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철회하였음

◦ 새로운 교통 법안이 의회에서 채택되는 동안, 파리 시 정부는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10곳과 

선행 규범(code of good conduct)을 체결하여 전동킥보드가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고 보행

자도로에 방치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방침을 마련함

‐ 공유 업체는 전동킥보드의 대여·보관 장소 데이터를 수집하여 파리 시 정부에 공유해

야 하며 이는 교통 동향을 이해하고 적합한 주차 장소를 선정하는데 활용될 예정임

‐ 또한 업체는 전동킥보드 운영 규모에 따라 1대 당 50유로에서 65유로의 연간 이용 

요금을 파리 시에 납부해야 함

◦ 프랑스 정부는 2019년 10월 전동킥보드를 고속도로 법규(highway code)에 포함시켜 보도

에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거나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함

‐ 프랑스 정부는 전동킥보드의 최대 속도를 25㎞/h 이하로 정하여 자전거도로와 규정 

속도 50㎞/h 이하의 차도에서 주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파리 시 정부는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전동킥보드의 속도를 20㎞/h 이하로 제한했

고 보행자 구역에서는 최대 속도를 8㎞/h으로 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함

 

자료: BBC News(2019.10.25.), 

“Electric scooters: France introduces new rules to 'restore tranquillity”

[그림 4-5] 프랑스 전동킥보드 운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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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정부는 허가받은 업체만 파리에서 공유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면허(licence)를 부여하는 정책을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임42)

‐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3개의 공유 서비스 업체를 선정하고 파리 시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총 기기 수를 1만 5천대 규모로 제한할 예정임

‐ 전동킥보드 이용자보다 운영되고 있는 기기의 수가 많아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는 유

휴 기기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업체 또한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프랑스 마르세유는 파리보다 앞서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에 면허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고 현재 보이(Voi), 버드(Bird), 서크(Circ) 총 3개 업체가 면허를 승인받아 공식적으로 마

르세유 시내에서 공유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마르세유는 유럽 내 최초로 면허 부여제도를 시작한 도시이며 지자체의 엄격한 감독 

아래 3개의 업체는 각 2천 대의 전동킥보드를 도시에 제공하고 있음

‐ 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은 제동장치와 경음기 부착 여부를 고려한 기술 점수 70%와 기

업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도시에 이전 하겠다는 지역 공헌 점수 30%로 구성됨

‐ 특히 마르세유는 주변 해안가에 버려지는 전동킥보드의 수가 상당했기 때문에 야간 

운영을 제한하고 버려진 기기를 반드시 4일 내 수거해 갈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라임(Lime)은 공유서비스와 함께 파리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방법을 교

육(L'Académie Lime)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전 학습으로 구성된 1시간짜리 교육은 파리 시

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음

구분 내용

발급 주체 - 프랑스 마르세유 시 (France Ville de Marseille)

발급 대상 - 3개 전동킥보드 공유 기업 (Voi, Bird, Circ)

시행 절차
- 2019년 4월, 기업 11곳으로부터 제안서 접수
- 2019년 7월, 전동킥보드 공유 기업 3곳 채택
- 2019년 10월, 면허를 받지 못한 기업 철수

주요 내용
- 면허 부여 기간은 1년이며 2회 갱신 가능
- 각 기업의 최대 전동킥보드 운영대수 제한

기업 준수 사항

-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상 안전 및 사고예방 훈련 제공
- 보도 및 버스 전용차선 위 주차 행위자에 대한 벌금 부과
- 해안가에 버려진 전동킥보드 4일 내 수거
- 공공 기물 파괴 방지를 위해 운영시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

[표 4-6] 프랑스 마르세유 전동킥보드 면허 부여 제도

42) Wired, 2019.11.08., “Paris Ends an E-Scooter Melee With New Rules of th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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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소결

◦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여섯 국가의 법제도 현황

과 전동킥보드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네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성동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일본, 싱가포르 총 여섯 국가를 중심으로 퍼스널 모빌

리티 관련 법제도와 이용 현황을 조사

‐ 캘리포니아, 싱가포르, 파리, 마르세유 총 네 도시는 정부에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

스를 관리하기 위해 허가 제도를 운영한다는 공통점을 가짐

◦ 일본을 제외한 다섯 국가는 전동킥보드를 기존 도로교통 법률에 포함시키거나 새로운 법률

을 제정하여 개념, 운행구간, 제한연령 등의 이용 규정을 정의하고 있으며 주로 전기자전거

에 준하는 이동수단으로 간주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일본은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있고 시속 30㎞ 이하의 속도로 차

도에서 주행해야하며 세그웨이의 주행 안전성을 먼저 검토함

‐ 그 외 다섯 국가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 최대 시속 20~25㎞ 이하로 주

행할 수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차도를 주행공간으로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음

◦ 여섯 국가는 공공도로에서 전동킥보드의 주행을 허용하는 만큼 제품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기기만을 운행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네덜란드, 일본, 싱가포르는 개인 소유의 전

동킥보드까지 등록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최소 연령제한은 12~14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독

일, 네덜란드, 일본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함

‐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는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동킥보드 사용 시 면

허 취득을 요구하지 않는 등 제한사항을 완화하고 있음

◦ 미국의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인 라임과 버드는 국내보다 약 1년 앞서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

고, 이로 인해 발생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또는 지방정부는 전동킥보드 운영 

제한, 압류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네 도시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큰 인기를 얻었으나 

빠른 속도로 전동킥보드가 증가하면서 도로에 방치되거나 보행자를 위협한다는 민원도 

늘어남

‐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제한적 운영 제도를 최초로 검토했으

며, 약 1년의 시범운영을 거쳐 4개 기업을 대상으로 허가 제도를 시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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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허가 제도의 개념은 도시에 공급되는 전동킥보드의 총 대수를 

제한하고, 정부의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를 할당하는 

방식임

‐ 현재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마르세유는 전체 전동킥보드를 2천 대

로 제한하고 3~4개의 업체가 이를 나누어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싱가포르와 파리 또한 동일한 개념의 허가제를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허가 제도에 참여한 민간 기업은 지역 일자리 마련,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납부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허가제도 갱신, 운영대수 확대

를 검토할 예정임

◦ 위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공유 업체가 성동구에 진입하면서 도시 내 전동킥보드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을 비롯하여 기기 방치, 주차, 보행자 방해

로 인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 프랑스 파리는 과잉 공급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된 기기가 늘어

났고 이로 인해 공유 업체 12곳 중 절반 이상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됨

◦ 샌프란시스코 교통청은 허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민간에서 수집한 전동킥보드 이용 데이터를 

제공받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 이용통계, 거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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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성동구 내 퍼스널 모빌리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 분석

1 ∙ 조사 개요

◦ 이 연구는 성동구 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경험과 인식 등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성동구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성동구에 위치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인 

더 스윙(The SWING)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지역 내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하였음

1)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2019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성동구 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점(성

수역, 뚝섬역, 한양대역, 왕십리역 등)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한 일반인 151명을 대상으로 대

면조사를 실시했음

◦ 이번 설문조사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된 경험 전반과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함

구분 내용

퍼스널 모빌리티 
소유 및 이용 현황

-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경험
- 퍼스널 모빌리티 소유 및 대여 서비스 이용 여부
-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시 헬멧 착용 여부
-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보험 적용 인지 여부
- 대중교통수단과 비교하여 퍼스널 모빌리티의 장점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경험

- 성동구 내/외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경험, 목적 및 이용 지역
- 성동구 내/외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동 수단으로 선택한 이유
- 성동구 내/외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여 이동한 목적지 및 주행 공간
- 성동구 내/외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분야별 만족도
- 성동구 내/외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

퍼스널 모빌리티 
인식

- 퍼스널 모빌리티로 인한 사고 유무, 발생 공간, 원인
-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이 허용/금지되어도 되는 공간
-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 여부
-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의향 유무

인적사항 - 성별, 연령, 직업, 성동구 거주 여부, 통근/통학 여부, 성동구 방문 경험 여부

[표 5-1] 설문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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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체 의견조사

◦ 성동구 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지역 내 본사가 있는 더 스윙의 대표

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및 운영 경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 더 스윙은 2019년 5월부터 전동킥보드 스윙을 성동구에 배치하여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과 제휴를 맺고 제휴기업 건물 앞 도킹 스테이션(docking station)의 설치, 

마일리지 서비스 시행 등 차별화 전략을 실시하고 있음

‐ 더 스윙은 현재 성동구에서 가장 넓은 서비스 제공 권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운영구역

은 크게 성수동(성수역, 뚝섬역, 서울숲역), 한양대 일대(한양대역), 왕십리(왕십리역), 

마장동(마장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의견조사 항목은 성동구를 운영지역으로 선정한 이유, 전동킥보드 이용현황 및 활성화를 위

한 제언, 성동구 내 기업 입지 및 지역 여건에 대한 의견과 평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함

자료: 더 스윙 홈페이지(https://theswing.co.kr/)

[그림 5-1] 전동킥보드 더 스윙의 성수동 운영 구간

구분 내용

성동구 지역 
선정 사유 및 실적

- 성동구, 성수동을 사업 대상지로 결정한 이유
- 업력 및 사업 실적

성동구 지역 내 운영 
경험 및 평가

- 사업대상지로써 성동구에 기대했던 점과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
-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지역으로써 성동구-성수동에 대한 평가

성동구 지역 내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

-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운행 공간 및 안전에 관한 의견
- 성동구의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제언 사항

[표 5-2] 기업체 의견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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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현황 조사 및 분석

1) 설문 응답자 인적 사항

◦ 전체 설문 응답자 151명 중,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01명(66.9%),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50명(33.1%)이였고 성별은 여성 37.7%, 남성 62.3%로 집계됨

◦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9.86세로 20대 53.0%, 30대 40.4%, 40대 6.6% 순이며 응답자의 

연령은 20대와 30대를 위주로 분포되어 있음

◦ 직업 별 응답자 분포는 직장인 46.4%, 학생 27.2%, 프리랜서 11.9%, 자영업자 11.3%, 주부 

2.0%, 파트타임 1.3%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76.2%가 성동구로 통근 또는 통학하고 있음

　 분류 빈도 비율(%)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경험 여부

있음 101 66.9 

없음 50 33.1 

성별
여성 57 37.7 

남성 94 62.3 

연령

10대 0 0.0 

20대 80 53.0 

30대 61 40.4 

40대 10 6.6 

50대 0 0.0 

60대 이상 0 0.0 

　 평균(표준편차) 29.86(6.17)

직업

학생 41 27.2 

직장인 70 46.4 

프리랜서 18 11.9 

자영업자 17 11.3 

주부 3 2.0 

파트타임 2 1.3 

기타 0 0.0 

성동구 거주여부
거주 72 47.7 

비거주 79 52.3 

성동구내
통근/통학여부

통근/통학 중임 115 76.2 

통근/통학과 관계없음 36 23.8 

성동구 방문 경험 유무
있음 151 100.0 

없음 0 0.0 

[표 5-3] 퍼스널 모빌리티 설문 응답자 개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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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현황 

◦ 퍼스널 모빌리티를 소유(8명, 5.3%)하기보다는 대부분 대여 서비스를 이용(85명, 56.3%)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유와 대여를 동시에 이용(8명, 5.3%)하는 응답자도 있음

◦ 연령별 이용경험은 20대가 73.8%로 가장 높고 30대 62.3%, 40대 40% 순으로 나타났으며 

퍼스널 모빌리티를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는 40대가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대는 대여 서비스 이용자가 70.0%, 개인 소유자가 1.3%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구매 

보다는 대여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

‐ 30대 이용자 또한 대여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0대 이용자는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 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 이용경험은 학생이 80.5%로 가장 높고 직장인 71.4%, 프리랜서 50.0%, 자영업자 

47.1%, 주부 33.3%순으로 나타났으며, 퍼스널 모빌리티를 소유하여 이용하는 직군은 자영

업자가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생 이용자 중 퍼스널 모빌리티를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없었고 스마트 기기에 대

한 빠른 적응력을 토대로 가장 높은 대여 서비스 이용률을 나타냄

‐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퍼스널 모빌리티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각각 11.1%, 29.4%로 높게 나타났고 자영업자는 대여 서비스 이용보다 기기 소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됨

구분
응답자 수
(단위: 명)

이용 경험
없음

이용경험 있음

소유 대여 소유 & 대여

전체 151 (100) 50 (33.1) 8 (5.3) 85 (56.3) 8 (5.3) 

연령

20대 80 (100) 21 (26.3) 1 (1.3) 56 (70.0) 2 (2.5)

30대 61 (100) 23 (37.7) 4 (6.6) 28 (45.9) 6 (9.8)

40대 10 (100) 6 (60.0) 3 (30.0) 1 (10.0) - (0.0)

직업

학생 41 (100) 8 (19.5) - (0.0) 33 (80.5) - (0.0)

직장인 70 (100) 20 (28.6) 1 (1.4) 41 (58.6) 8 (11.4)

프리랜서 18 (100) 9 (50.0) 2 (11.1) 7 (38.9) - (0.0)

자영업자 17 (100) 9 (52.9) 5 (29.4) 3 (17.6) - (0.0)

주부 3 (100) 2 (66.7) - (0.0) 1 (33.3) - (0.0)

파트타임 2 (100) 2 (100.0) - (0.0) - (0.0) - (0.0)

[표 5-4] 연령·직업별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경험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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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101명 중 

79%(80명)는 성동구 내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78%(79명)는 지역 외에

서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일반 대중교통 수단과 퍼스널 모빌리티를 비교했을 때, 퍼스널 모빌리티의 장점으로 휴대와 

이동이 간편하고 개인을 위한 이동수단이라는 점을 꼽음

‐ ‘휴대와 이동의 간편성’이 1순위와 2순위에서 각 52건, 36건을 얻었고, ‘개인을 위한 

이동수단이라는 점’이 3순위에서 31건을 얻으면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장점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함

‐ 반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장점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낮은 점’, ‘육체적 피로 정도가 낮

은 점’, ‘친환경적 측면’은 비교적 낮은 순위를 차지함

‐ 기타 장점으로는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는 곳에 활용하기 좋다’, ‘교통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다’가 있었음

[그림 5-2] 성동구 내·외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경험

[그림 5-3] 퍼스널 모빌리티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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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동구 지역 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경험

◦ 성동구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경험이 있는 80명의 지역별 이용도는 성수역이 25.1%로 

가장 높았고 서울숲 13.0%, 카페거리 10.3%로 성수동 일대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핫플레이스 밀집 지역에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역 부근 이용도는 성수역 25.1%, 서울숲역 8.5%, 뚝섬역 4.5% 순으로 나타남

‐ 왕십리 일대는 한양대 8.1%와 왕십리역 4.9% 부근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외 옥수·금호·용답·송정동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운영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개인 소유의 기기를 이용했을 것으로 생각됨

[그림 5-4] 성동구 내 주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지역

지역명 빈도 %

성수동 일대

카페거리 23 10.3 
서울숲 29 13.0 

수제화거리 21 9.4 
뚝도시장 9 4.0 
성수역 56 25.1 
뚝섬역 10 4.5 

서울숲역 19 8.5 

왕십리 일대
왕십리역 11 4.9 

상왕십리역 4 1.8 
한양대 일대 18 8.1 

마장동 일대 마장역 8 3.6 

옥수·금호동 일대
옥수동 3 1.3 
금호동 3 1.3 

용답·송정동 일대 자동차시장 1 0.4 

청계·중랑천 일대
청계천 주변 6 2.7 
중랑천 주변 2 0.9 

[표 5-5] 성동구 내 지역별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현황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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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내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한 목적은 ‘개인 일정에 의한 방문지·목적지까지 이동’이 

전체의 58%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그 외 ‘통근·통학’ 18%,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호기심 해소’ 12%, ‘취미활동’ 

10%, ‘관광’ 1%로 응답됨

‐ 조사 결과, 통근·통학을 위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수단으로는 생각보다 덜 이용되고 

있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기존 교통수단 불편으로 인한 대체 이용’이 있었음

[그림 5-5] 성동구 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목적 (중복응답)

◦ 성동구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동수단으로 선택한 이유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이동목적에 

적합한 편리성’을 제공하고 ‘최신 기술의 이동수단’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 ‘이동목적에 적합한 편리성’은 1순위에서 70건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이는 퍼스

널 모빌리티의 장점에 대해 조사한 일반적 인식과 부합함

‐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선택한 이유로는 ‘최신 기술의 이동수단’과 ‘퍼스널 모빌리티

의 유행성’이 2순위와 3순위로 나타남

‐ ‘친환경성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비교적 적었고, 

기타 의견으로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건 있었음

[그림 5-6] 성동구 내 퍼스널 모빌리티 선택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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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이동한 목적지는 ‘성동구 내 지역’ 86%, ‘성동구 내·외 

지역’ 14%로, 주로 단거리 이동에 사용하지만 인접 자치구로 이동한다는 응답도 있었음

◦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시 주행 공간으로 차도(36%)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및 광장 등 주행 금지 장소에서 이용한다는 응답이 64%로 나타남

‐ 성동구 내 위치한 한강과 중랑천 일대에서 이용한다는 응답은 3%로 낮았음

[그림 5-7] 성동구 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목적지 및 주행 공간 (중복응답)

◦ 성동구에서 경험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만족도 평가 점수는 평균 2.75점으로 ‘이용 업체 수’

에 대한 만족도가 2.94점으로 비교적 높았고 ‘도로정비 및 포장상태’와 ‘주행 공간’은 2.83

점, ‘대여·반납 공간’과 ‘안전성’은 각 2.60점과 2.55점으로 낮게 평가되었음

◦ 지역별 만족도 평가는 청계·중랑천 일대가 ‘주행 공간’을 제외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

고 성수동과 마장동 일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점수를 받음 

‐ 성수동 일대의 평점은 2.76점으로 ‘주행 공간’, ‘도로정비 및 포장상태’, ‘안전성’ 부문

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왕십리 일대의 평점은 2.80점으로 ‘안전성’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지역 전체보다 높

은 만족도를 기록함

‐ 마장동 일대 평점은 2.58점으로 비교 지역 중 가장 만족도가 낮았으나 ‘이용 업체 수’

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 옥수·금호 일대 평점은 2.76점으로 ‘주행 공간’, ‘대여·반납 공간’, ‘안전성’에 대한 만

족도는 높은 반면, ‘도로정비 및 포장상태’, ‘이용 업체 수’ 점수는 매우 낮았음

‐ 용답·송정동 일대 평점은 2.80점으로 ‘주행 공간’을 제외한 항목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청계·중랑천 일대 평점은 2.93점으로 높았고 ‘안전성’이 높은 점수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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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성동구 내 지역 별 만족도 평가 (단위: 점)

◦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 ‘도로정비 및 포장 관리’를 1순위로 꼽았고 

‘퍼스널 모빌리티 주행 전용 구역 지정’과 ‘안전장치 대여 서비스 도입’을 각각 2순위와 3순

위로 선택함

‐ 기타 의견으로는 ‘대여 서비스 이용 시 GPS 위치 정확도 문제’, ‘한강에서 자전거와 

같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숲과 하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도로 

필요’와 같은 응답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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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성동구 내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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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동구 지역 외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경험 

◦ 성동구 외 지역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79명은 서울과 제주도에서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구체적으로는 강남구 32.0%, 광진구 19.0%, 송파구 16.3%에

서 이용 빈도가 높았음

지역명 빈도 %

서울특별시

강남구 47 32.0 

관악구 3 2.0 

광진구 28 19.0 

금천구 1 0.7 

동대문구 10 6.8 

마포구 4 2.7 

서대문구 1 0.7 

서초구 18 12.2 

성북구 4 2.7 

송파구 24 16.3 

영등포구 2 1.4 

제주도 제주 1 0.7 

[표 5-6] 성동구 외 지역별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현황 (중복응답)

◦ 위 지역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한 목적은 '개인 일정에 의한 방문지·목적지까지 이동'

이 전체 응답의 54%로 가장 높았음

‐ 그 외 이용 목적은 '취미활동' 18%,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호기심 해소' 1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동구 내 이용 목적에 비해 '통근·통학'을 위한 이용률은 낮았고 '관광'을 위한 이용

률은 높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동행자와 함께 이동을 위해 이용'이 있었음

[그림 5-10] 성동구 외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목적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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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시 주행공간으로는 보도 33%와 차도 30%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현재 주행 허용 공간인 차도 외 이용률은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자전거도로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20%로 성동구 이용률 15% 보다 높았고 기타 

의견으로는 ‘골목길’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그림 5-11] 성동구 외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주행 공간 (중복응답)

◦ 성동구 외 지역에서 경험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만족도는 2.99점으로 성동구 전체 평가에 비

해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총 만족도는 8.0%(0.24점) 더 높았음

‐ 특히 ‘이용 업체 수’와 ‘대여·반납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3.43점과 3.05점으로 높았

고 이는 성동구 대비 14.3%(0.49점), 14.8%(0.45점) 높은 값임

‐ ‘도로정비 및 포장상태’와 ‘주행 공간’의 만족도는 2.94점이고 ‘안전성’은 비교적 낮은 

2.61점으로 평가됨

[그림 5-12] 성동구 외 지역 만족도 평가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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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안팎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만족도는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이용 업체 

수’와 ‘대여·반납 공간’에 대한 성동구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성동구 내 ‘이용 업체 수’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

었으나,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등 성동구 외 지역과 비교할 때 큰 점수 차를 보임

‐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 주행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평가 점수도 성동구에서 낮게 평가

되었으며 향후 도로 정비를 통한 안전한 주행 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5-13] 성동구 내·외 만족도 평가점수 차이 (단위: 점)

5)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안전 분야 인식

◦ 응답자의 과반수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퍼스널 모빌리티가 보험 적용 대상인 것을 모른다

고 응답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안전 이슈에 대한 이용자들의 민감 정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됨

‐ 퍼스널 모빌리티 주행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비율은 88%, 헬멧을 착용하는 비율은 

12%이고 그 중 항상 헬멧을 착용하는 응답자는 1%에 불과함

‐ 퍼스널 모빌리티가 보험이 적용되는 이동수단인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31%, 모르

고 있는 응답자는 69%로 보험 가입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응답자가 더 많았음

[그림 5-14]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시 헬멧 착용 및 보험 적용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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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총 10건으로 전체 응답의 7%에 해당했고 주로 

노면상태, 장애물과 같은 주행환경 요인으로 인해 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함

‐ 사고 경험 여부는 경험 있음 7%, 없음 65%, 사고경험은 없지만 위험한 순간이 있었

음 28%로 조사됨

‐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보도 8건, 차도 2건이고 그 외 자전거도로, 공원, 하천에서의 

사고 발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주행환경 7건, 다른 퍼스널 모빌리티와의 충돌 2건, 보행자와의 

충돌 1건으로 조사됨

[그림 5-15]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시 사고발생 현황

◦ 이용 경험 유무에 따른 사고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사고 경험이 없었으

나 위험한 순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각 31건, 12건으로 나타나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로 

인한 잠재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림 5-16]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경험 유무에 따른 사고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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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 인식

◦ 퍼스널 모빌리티가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하는 현행법 상,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의 주행, 

헬멧 미착용 등을 관리하는 규제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설문대상자는 ‘필요하다’ 54%, 

‘불필요하다’ 11%, ‘잘 모르겠다’ 35%로 응답함

‐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의 응답은 규제가 ‘필요하다’와 ‘불필요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유사한 비율로 구성되었으나, 비이용자의 ‘필요하다’는 응답은 70%로 실제 이

용자와 비교할 때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컸음

[그림 5-17]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규제 필요성

◦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 적합 장소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124건), 차도(111건), 하천(72건) 

순으로 응답되었고, 공원 및 광장은 찬반 비율이 각각 65건, 58건으로 비슷한 반면, 보도 

주행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127건으로 매우 높았음

‐ 현행법 상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제한되지만 

설문응답자는 자전거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 95%, 반대 5%로 응답하여 가장 적절

한 주행 장소로 평가함

‐ 차도에 대한 찬성 응답수는 자전거도로 다음으로 많았으나 반대에 대한 응답수 또한 

적지 않았으며, 찬반 비율은 79%, 21%로 나타남

‐ 하천의 찬반 비율은 87%, 13%로 찬성 비율이 더 높음

‐ 보도에서의 퍼스널 모빌리티 주행은 반대 응답수가 가장 많았고, 찬반 비율 또한 

13%, 87%로 반대 의견이 지배적임

‐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공간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전용공간 또는 전용도로에서 타

야 함’ 2건,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해야 함’이 1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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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을 금지해야 하는 공간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주행공간을 제한하지 않아야 함’ 

9건, ‘주차장’ 1건이 있었음

[그림 5-18] 퍼스널 모빌리티 주행 공간에 대한 찬반 의견

◦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의향에 대해서는 ‘있다’ 73%, ‘없다’ 13%, ‘잘 모르겠다’ 14%로 

나타나 향후 이용의향이 없는 응답자 27%를 대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조사함

[그림 5-19]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의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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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이용 의향이 없는 응답자는 개선방안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

는 ‘전용구역’과 ‘전용 주행선’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안전장치 대여 서비스’, 

‘도로정비 및 포장관리’와 같은 안전 확보 또한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기타의견으로는 ‘연습공간이 필요’, ‘안전하지 않음’,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의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함’, ‘이용료가 비쌈’ 등이 있었음

[그림 5-20]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의향 ‘없다’, ‘잘 모르겠다’ 응답자의 개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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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업체 의견조사

◦ 성수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더 스윙은 성동구를 사업 대상지로 결정한 

이유로 트렌디한 지역 이미지와 인구 특성,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타기 적합한 물리적인 주행 

환경을 꼽았음

‐ 성수동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 비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고 여가, 상업, 주거 기능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평일과 주말 방문자가 꾸준히 많아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함

‐ 또한 성수동은 보행 인구수와 차량 통행량이 적절하고 골목상권 내 이면도로가 많이 

위치해 있으며 폭과 포장상태 등이 전동킥보드를 타기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임

◦ 더 스윙의 전동킥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점(point), 카페

거리와 연무장길을 따라 선(line), 서울숲 인근 상가는 면(plane) 형태로 이용패턴이 나타남

‐ 특히 성수역, 뚝섬역, 서울숲역을 중심으로 이용 빈도가 높았고 맛집과 카페가 위치한 

카페거리와 연무장길을 따라 전동킥보드 대여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음

‐ 주말에 성수동에 방문하는 관광객은 전동킥보드로 카페와 맛집에 갔다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동일 장소에 반납하는 사례가 많았고 총 이용시간은 주말이 평일보다 높음

◦ 주요 이용객은 킥보드 사용이 익숙한 20대층으로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6:4 정도이며, 성수

동 내에서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이용률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됨

자료: 더 스윙(The SWING) 내부자료

[그림 5-21] 성수동 지역 내 전동킥보드 이용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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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스윙이 겪은 사고경험은 첫 10만 라이드(ride)까지 1건, 20만 라이드까지 5건 정도이고 

피해 정도는 찰과상·타박상 수준으로 가해보다 주로 피해의 입장이 많았으며, 피해보상이 필

요한 상황에는 더 스윙이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음

‐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서울숲,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기를 원하지만 현행법 

상 주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제한속도를 

낮춰서 운행하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더 스윙의 기존 사업구상은 성수동 카페거리에 전동킥보드를 배치하는 것이었으나 사용자의 

도착지가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인 것으로 확인되어 대학 캠퍼스로 이용지역을 확대하고 

있음

‐ 전동킥보드 1대는 하루 평균 6~7회 운행되는데, 더 스윙에서 분석한 이동 패턴에 따

르면 최대 1.5~2회 정도가 라스트 모빌리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동킥보드는 단거리 이동에도 많이 사용되지만 성동구를 벗어나 광진구로 이동

하는 경우도 많아 기존에 인식되던 라스트 마일 이동을 위한 보완적 교통수단 보다는 

점차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주로 자전거 거치대 주변이나 가로수 옆에 거치해두

고 있으나, 더 스윙과 올룰로는 성동구에 위치한 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거치대를 설치하거

나 자전거 거치대를 활용해 전동킥보드를 보관하고 있음

‐ 더 스윙은 지역 내 제휴를 맺은 카우앤독, 헤이그라운드 등 일부 기업의 사유지를 활

용해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했으며 서비스 연계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2019년 11월, 더 스윙을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기업 10곳은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

스 협의회’를 설립하였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주행 공간 및 안전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그림 5-22] 성수동 내 전동킥보드 거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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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결

◦ 성동구의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성동구 방문객 151명을 대상

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목적과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업체와의 인터뷰

를 진행함

◦ 설문 조사결과, 대상자 중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과 남성 모두 약 

67%로 나타났고 연령별 이용자 비율은 20-30대에서 높게 나타남

◦ 20-30대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함에 있어 공유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40대 이용자는 개인이 기기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음

◦ 퍼스널 모빌리티는 개인 일정에 맞춰 이용하기 편리하고, 간편한 이동수단이라는 인식이 있

었으며,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는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성동구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는 성수역, 서울숲, 카페거리와 같이 핫플레이스가 밀집되어 있

는 지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반면, 주로 차도와 보도에서 주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한 사고는 주행환경으로 인해 보도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았고 이용

자의 35%가 퍼스널 모빌리티를 보도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절한 주행 공간과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는 성동구 내 주행공간으로 차도와 보도를 각각 36%와 35%

로 유사하게 선택했으나 사고 발생 경험은 차도보다 보도에서 4배 더 높았음

‐ 성수동, 서울숲, 카페거리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가 많기 때문에 차

도 이용률(36%)이 기타 지역(3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성동구 내 퍼스널 모빌리티 만족도 점수는 평균 2.75점으로 기타 지역의 만족도가 2.99점인 

것과 비교할 때 평가 항목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동구는 평가항목 중 ‘이용 업체의 수’가 2.9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기

타 지역의 만족도 3.43점과는 가장 큰 차이(0.49점)를 보였음

‐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인 더 스윙과 올룰로는 지역 기업과 제휴를 맺고 성수동 일대에 

전용 주차 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성수동의 ‘대여·반납 공간’ 점수는 성동구 지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확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만족도 평가에서 ‘대여·반납 공간’과 ‘안전성’에 대한 항목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나 이용자

가 선택한 개선사항으로는 도로정비와 포장관리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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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이마트 앞 자전거 거치대 활용> <카페 도렐 앞 전용 거치대 설치>

[그림 5-23] 성수동 내 전동킥보드 보관소 운영

◦ 자전거도로, 차도, 하천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 공간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된 반면, 보도

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으로 나타남

‐ 자전거도로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비율은 기타 지역(20%)에 비해 성동구

(15%)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전거도로를 가장 적합한 주행 공간으로 인식하는 

만큼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 시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의향이 없는 응답자는 전용구역과 전용 주행선 마련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실하게 지정되기를 원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연습 공

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음

◦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도로에 무분별하기 방치되지 않도록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장소에서 대여와 반납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더 스윙’은 성수동 인근에 위치한 유명 카페, 음식점과 협력을 맺고 해당 업체의 사

유지를 활용하여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있음

‐ 성수동 이마트와 제휴를 맺은 ‘올룰로’는 기존 자전거 거치대를 활용하여 전동킥보드 

전용 보관대를 설치했고 킥세권이라는 명칭을 붙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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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론 및 향후과제

1) 삶의 질과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써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수요와 정책 도입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수는 물론 관련 산업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 2016년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 규모는 6만 대를 형성한 이래 판매량은 2022년까지 

2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18년 국내 최초로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울룰로’가 등장하여 출시 1년 만에 이용

자 수 31만 명, 누적 탑승 횟수 148만 회 기록

◦ 국내 지자체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계 및 접목하여 관광도시, 공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을 

진행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와 전주시 한옥마을,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등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

스쿠터 대여 서비스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에서는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성동구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73%(110명)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151명 중,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6.9%(101명)이

었으나, 향후 이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이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됨

2) 해외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의 편리와 보행자의 안전 모두를 고려한 규제 

기반을 마련함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일본, 싱가포르는 모두 퍼스널 모빌리티의 보도 주행을 금지

하였으나,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차도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에서의 주행을 허용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수요 모두를 충족함 

‐ 특히 이들 국가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속도를 제한하고, 헬멧 착용, 후미등, 전조

등 설치 등의 안전 사항에 대한 규제를 마련함

‐ 독일, 네덜란드, 일본, 싱가포르는 개인 소유를 포함한 모든 퍼스널 모빌리티에 등록

제와 보험 가입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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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프랑스 마르세유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가 공공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내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프랑스, 

파리 역시 2020년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밝힘 

3) 국내 역시 강화된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지는 등 수요에 부합한 제도적 기반이 점차 마련될 것

◦ 2019년 5월,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회의에서 최고

속도 25km/h,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이동 수단을 ‘개인형 이동 장치’로 정의함

◦ 2019년 12월,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개정된 이후, 2020년 2월 18일부터 전동

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에 대해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될 예정

‐ 특히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가 잦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

와 업체가 쉽게 안전기준 내용을 파악하도록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별도로 신설함 

◦ 향후 저속 및 소형 이동기기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자전거에 준하는 통행 

방법 및 규제를 적용할 계획

‐ 개인형 이동 장치를 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 30kg 미만으로 규정하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됨

◦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퍼스널 모빌리티 이·활용 및 관련 산업

은 더욱 확대될 것임

4) 편리하고 안전한 성동구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함

◦ 성동구 내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만족도는 성동구 외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 

기타 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동구의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만족도는 2.75점으로 성동구 외 지역에서의 만족도 

2.99점 보다 0.24점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도로정비 및 포장상태, 주행 공간에 대한 만족도, 이용 업체 수, 대여·반납 공간에 대한 

만족도, 안전성 등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가 성동구 외 지역보다 낮아,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전동킥보드로 인한 관내 사고를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해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기업 등과 

협력하여 안전 매뉴얼 마련, 거치대 정비 등을 위한 협력적 체계 구축을 시도해 볼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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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 도로정비 및 포장관리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안전장치 대여 서비스 도입 등이 도출됨 

◦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구역 지정에 대한 수요가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기존 

관련 사업과의 연계나 성동구 차원의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 있음

‐ 서울시 퍼스널 모빌리티 시범지구 조성, 차 없는 거리 추진 등 연계 가능한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대중교통전용특구 조성 등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구역 지정에 필요한 구 차원의 

전략적 시도를 다각화해야 함 

5) 퍼스널 모빌리티 운영·관리와 이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보다 성동구의 특성을 

전제로 모색해야 함

◦ 퍼스널 모빌리티를 개인 일정에 의한 방문지 이동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동 패턴이 대부분 

관내 단거리인 것으로 조사·분석되어, 대중교통에 대한 구민의 수요와 성동구의 지리적 여건 

및 특성을 연계한 퍼스널 모빌리티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대중교통 접근 사각지대에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장점을 살린 생활밀착형 이동 수단의 

도입 등을 구상해 볼 수 있으며, 교통 관련 민원 내용을 분석하고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성수동 일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바탕으로 성수동 

골목에 위치한 맛집과 카페 방문 접근성 향상을 위한 퍼스널 모빌리티 활용 프로그램

의 기획을 시도할 수 있음

◦ 향후 자전거도로 주행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면 성동구 내 서울숲, 한강공원, 중랑천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이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제도적 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물리적 정비를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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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for the Vitalization of Personal Mobility Device Usage in 

Seongdong-gu

Hyunjin ParkㆍAeijung SongㆍHyounho KoㆍJeonghoon LeeㆍSangbaek Chu

“The scale of the domestic personal mobility industry and the number of users are 
continuously expanding,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using personal mobility as a 
strategy for urban planning, development, and tourism.”
The domestic personal mobility industry, which manufactured 60,000 units in 2016, is 
expected to have sold more than 200,000 units by 2022. In addition, the electric 
kickboard sharing business, which was launched in 2018, recorded 310,000 users and 
1.48 million cumulative rides within a year.
The number of electric kickboard sharing companies in Korea has increased to about 20, 
forming a competitive structure among companies, such as preoccupation of the service 
areas. Moreover, foreign personal mobility companies from Singapore and the U.S. are 
also entering Korea.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Gyeonggi Province,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have been promoting a demonstration project that 
utilizes personal mobility to realize a smart and shared 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yeongju, and Jeonju are offering tourism products associated with personal 
mobility.
“The institutional basis for the use of personal mobility is being established by defining 
the concept of personal mobility and reinforcing safety standards, but  it is necessary 
to elaborately supplement and improve specific safety standards, the targets and levels 
of regulation, and forms of enforcement.”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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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y 2019, the 5th Regulatory and Institutional Reform Hackathon formulated a policy 
that defines “personal mobile device.”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Safety 
Standards of Consumer Products Subject to Safety Verification」, on February 2020, a 
safety-related system is expected to be established following the application of the 
enhanced safety standard and the future application of personal mobility on bicycle roads.
Compared to Germany, France, Netherlands, USA, Japan, and Singapore, however, which 
are examples of advanced cases, Korea is still not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of 
detailed safety standards and norms, such as insurance coverage and a registration 
system for privately owned mobility devices. As there are diverse types of personal 
mobility devices and as their functions are evolving, the institutional restraint and 
guarantee of personal mobility not corresponding to a maximum speed of 25 km/h and 
a body weight of less than 30 kg remain a challenge.
The survey that was conducted revealed that despite concerns about safety, a large 
number of respondents were willing to use personal mobility devices due to the 
advantages of personal mobility, such as mobile and portable convenience and 
eco-friendliness. Thus,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system, which 
reflects social demand for personal mobility devices and a change in their use 
environment.
“In Seongdong-gu, the use of personal mobility devices is overwhelmingly high in hot 
places, such as Seongsu-dong, and visitors are most satisfied with the large number of 
personal mobility companies whereas their satisfaction with rental, the return places, and 
safety is not high.”
In Seongdong-gu, personal mobility is most frequently used in the Seongsu-dong area, 
such as Seongsu Station, Seoul Forest, and Café Street, and the visitors to Seongdong-gu 
cited the convenience of personal mobility devices as an advantage. It was found that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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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s are most often used as transportation means. 36%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used personal mobility devices on the roadway, but 64% answered that they used 
these in the spaces where their use is currently not legally permitted, such as on 
sidewalks, bicycle roads, parks, and squares.
The respondents were most satisfied with the large number of personal mobility 
companies in Seongdong-gu, but they were concerned about the lack of rental and return 
spaces, and the safety issues.
Meanwhile, The Swing, an electric kickboard sharing company headquartered in 
Seongsu-dong, noted that the road width and pavement of Seongsu-dong are suitable 
for riding electric kickboards. Further, the number of accidents registered to The Swing 
were 5 cases out of 200,000 rides, and the damage compensation is covered by insurance.
“Personal mobility devices can be a medium for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by 
improving access to alleys, and various attempts must be made to establish and revitalize 
a safe and convenient environment for personal mobility devic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eongdong-gu.”
The reason for this, according to The Swing, is that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floating and settled populations of Seongsu-dong, and between the numbers of weekday 
and weekend visitors to the area. If the moving range of electric kickboards will be 
expanded, the local businesses in the alleys that are difficult to reach through public 
transport will become more accessible, boosting the local economy of Seongsu-dong.
To prevent the personal accidents caused by personal mobility devices within the area, 
Seongdong-gu needs to; 1) come up with safety manuals, 2) cooperate with related 
companies to maintain kickboard racks, 3) hook up with related projects on the 
designation of dedicated areas for personal mobility devices, and 4) seek independ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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