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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공유 개인교통수단 안전주행 방안

공유 개인교통수단 시장 급성장

공유 개인교통수단은 대한민국에서 2018년 9월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한 이래, 2020

년 현재 서울에서만 3만대 이상의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를 제공한다. 초창기

에는 업무단지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면, 지금은 주택가와 관광지에도 퍼져

나가도 있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는 자전거도로에서 개인교통수단 이용이 가능

해. 이를 이용하고자하는 사람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

하지만, 공유 개인교통수단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교통사도고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교통수단 교통사고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 약 2배가 증가하였으며, 부상자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사망사고는 2018년

에서 2019년 2년간 약 2배 증가하여, 이에 대한 언론 보도도 증가하였다.

또한, 공유 전동킥보드는 아무 장소에서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이

와 관련하여 주차 비매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몇몇 공원이나 아파트단지에서는 

서비스 업체에 주차 금지 구역 설정을 요청할 정도이며, 업체에서도 주차 허용 구역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몇몇 지자체에서는 주차구역을 개설하여 안전 주차를 

통해 기존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서도 이를 심각하게 인지하여 국민 공모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문제를 해결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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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대속도보다 더 낮은 속력으로 주행해야

전동킥보드의 제한속도는 법적으로 25km/h 이하로 출고하게 되어있다. 공유 전동킥

보드 업체들도 대부분 이 속도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나, 교통

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감속 운행이 필요하다. 몇몇 업체는 자체적으로 제한속도를 상

황에 맞게 출력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감으로 익혀야만 한다. 

해외에서도 전동킥보드의 도로주행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며, 허용하는 국가는 

12~24km/h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도로나 자전거도로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금천구는 자전거도로가 벚꽃로 연선과 안양천, 금하마을 일대를 제외하면 전무한 실

정이다. 하지만 무작정 도로 주행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민원도 예상되며, 헬멧을 쓰지 

않은 주행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경찰의 허가 전제하에, 보도 12km/h 이하, 자전거도로 20km/h의 속

력으로 주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고 심각도 감소를 위해 헬멧 

착용 또한 권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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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1) 개인교통수단 시장 확대

최근 젊은층 및 광광지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이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연평균 20% 이

상 고속 성장 중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 9월 ‘킥고잉’에서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등장하였으며, 20년 8월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만 16개 업체,  약 36,000대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수도권 

이외에도 전국 20개 이상 업체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세종, 울산, 창원, 청

주, 안동, 춘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2) 개인교통수단 관련 교통사고 급증

하지만 관련 법적 규제 및 근거가 미비하며,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매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용자 및 언론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공유전동킥보드로 

인한 뺑소니 충돌사고, 도로파손 또는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 등 뉴스가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통해 2021년

까지 PM법(「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PM을 제

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안전기준 또한 마련한 예정이다.

또한, 주행 및 주차에 따른 보행자와 운전자와의 갈등도 존재하며, 언론에서도 수차례 

보도되었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도전.한국」2차 

공모전’을 진행하여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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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공유 개인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방안을 금천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속도를 제시하여, 공유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운전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기존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위

하여 주차 문제도 같이 언급하였다.

2) 연구방법

선행 문헌검토, 법령(입법예정 포함) 검토와, 공유 개인교통수단과 비슷한 자전거의 

사례와 비교하여 안전주행속도를 제시하였다. 현재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운

행을 가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범안도 발의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자전거가 개인교통수단과 비교 대상으로 가장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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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선행 연구 고찰

1_안전 주행 방안 연구

개인교통수단의 안전 주행에 관련한 연구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서비스 시작 이전인 

2016년부터 개인 이용자들의 세그웨이 주행,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등의 이용과 관

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후 2018년 공유 서비스 도입 이후 공유 서비스와 관련

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최민혜외(2020)는  “Personal Mobility 공유서비스 이용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고 위험도에 따라 이용 의향이 달라짐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보험 

적용 등 안전에 관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신희철외(2019)는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형 이동수

단 관련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고, 설문을 통한 이용실태조사를 토대로 주행안전기준

(안)과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안전 주행 관련

(1) 공학적 측면 연구

김영민외(2018)는 “보도에서의 개인교통수단 통행 허용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

교통수단의 보도통행을 허용함에 있어, 개인교통수단 사용자가 안전을 위하여 준수해

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수일외(2017)은 “개인이동형 교통수단(PM) 유형별 사고특성 및 위험도 연구”에서 

PM의 사고 특성을 분석하고, 이용자 주행실험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전거 대

비 최대 1.5배의 사고 심각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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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묘희외(2016)는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안전대책 연구”에서 외국의 사례와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보도 통행의 허용 여부는 속도와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보행자의 보행 편의와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허용 범위의 최소화

를 주장하였다.

(2) 제도적 측면 연구

박원규(2019)는 “위험방지법으로서의 도로교통법 –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적 규

율체계 개선방안 -”에서 위험방지법적 관점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차도 통행을 바람

직하지 않음을 주장. 또한 독일의 사례를 들어 안전장치 및 보험가입, 음주단속 등의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유경상외(2018)는 “개인교통수단 보급확대에 따른 대응방향”에서 안전기준 및 인증

절차가 마련된 이후 차도 운행을 허용해야 한다 주장하였다.

정경옥외(2018)는 “2018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에서 개인형이동수단 

법적지위 및 통행, 안전규정 마련을 위한 법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박종준(2017)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제에 대한 고찰”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별도의 단일 법제를 구성하여 안전성 확보와 활

성화를 동시에 잡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신희철외(2016)은 “개인용 교통수단의 보급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에서 개인교통수

단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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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국내외 개인교통수단 입법 사례

1) 정의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개인형이동수단”이라 명칭을 정의

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법

-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개인형이동수단”이란 전기를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2) 개정안 및 입법 예고

(1) 도로교통법 개정안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개인형이동수단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만 13세 이상 주행 가능하며,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다.

- 최고 정격출력 11kW 이하(배기량 125cc 이하), 최고 속도 25km/h 미만, 차체 

무게 30kg 미만이어야 한다.

-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 등 형사 처분을 할 수 있다.

-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대상 사고 및 뺑소니 사고 

시에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2) 주차 관련 법령

2020년 11월 현재 입법예고한 개인형이동수단 주차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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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형이동수단관리법 제정

철도역사, 환승센터 등의 교통시설과 다중이용 시설에 주차 공간 및 거치 공간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개정

차도와 구분되어 있는 보도에도 거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 통행 관련 입법 시도

(1) 국내 입법 시도

20대 국회에서는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자전거법), 자동

차관리법 등 다양한 법률로 개인교통수단의 통행방식을 지정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다.

개정 
법률

통행 장소 개정 법률(안)
발의정보

(발의자/의안번
호/발의일자)

도로
교통
법

자전거도
로, 보도

제13조의3(전동 이동 장치) ① 전동 이동 장치의 운전자는 
제13조1항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전거도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전동 이동 장치의 운전자는 보도에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1.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운행
 2.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사이에 위치하여 통행
 3.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표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운행
 4.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보도 통행 금지
 5.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
③ 전동 이동 장치에는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동 이동 장치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전동 이동 장치에서 내려서 보행하여야 한다.

홍의락의원 등 
10인/
제2004167호
/(2016.12.7.)

자전거도
로, 차도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이하 자전거의 통행관련 항의 “자전거”를 “자전거등”으로 
바꾸어 현행 자전거의 통행방법 적용)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윤재옥의원 등
10인/
제2007273호
/(2017.6.8.)

[표 2-1] 20대 국회 개인교통수단 입법 발의 내용(통행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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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관련 입법 사례

① 일본

일본에서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의하며, 경찰

성 소관이다.  경찰청은 2015년 세그웨이 등 ‘탑승형 이동지원 로봇’에 대하여 도로

에서의 주행을 허가하였으나, 대다수의 개인형 이동수단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 전

동평행보드 등은 일본의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별도로 개인형 

이동수단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의 제반규정 및 도로운송차량법의 세부규정

에 따라 국토교통대신(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장관에 해당)의 형식승은을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상

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규정을 따르고 있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전
거 
이용 
활성
화에 
관한 
법률

(개인형 
이동장치
의 
통행제한 
구간 지정 
가능)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윤재옥의원 등
10인/
제2007267호
/(2017.6.8.)

자동
차관
리법

차도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은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륜자동차의 범주에 속하므로 이륜자동차의 통행방법 과 
동일하다고 해석됨)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2014583호
/(201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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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가장 선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한 국가로, 

도로교통법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Active Mobility Act를 제정히였다. 이 법안은 2016년 입법, 이후 2018년 수정하여 

개인교통수단 통행안전 및 갈등관리를 수행하였으며, 보행자 안전 문제가 대두되자 

2019년 11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제한하였다.

③ 독일

2006년 함부르크 지역 정부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로에서의 세그웨이 운

행을 허가하였으며, 점차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 전제로 부분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진 

것이 개인교통수단 관련 입법의 첫 번째 사례이다. 이후 2009년, ‘전기적 이동수단의 

교통참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 국토에서의 세그웨이 등의 공공도로에서의 이용을 

허가하였다.

2019년 6월, 경전동 차량과 관련하여 “도로상의 경전동 차량 참여에 관한 조례

(eKFV)를 시행하여 전동킥보드를 제도권으로 편입하였다.

[그림 2-1] 개인형 이동교통수단 관련 독일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 홈페이지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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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본 싱가포르 독일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Active Mobility Act eKFV

주행가능공간 도로 보도 이외 도로 자전거도로

제한속도 30km/h 25km/h 20km/h

운전가능연령 만 16세 이상 만 16세 이상 만 14세 이상

운전면허여부 의무 해당없음 해당없음

번호판 부착의무 의무 등록표지 별도 보험표지 필요

차량등록 의무 의무 해당없음

보험 의무 해당없음 의무

헬멧착용 의무 의무 의무

[표 2-2] 해외 개인교통수단 관련 규정 현황

구분1) 독일 싱가포르

통행금지 구역 이용 15~30유로
보도 최대 2,000SGD/6월 이내 징역
차도 최대 5,000SGD/6월 이내 징역

운행허가 미부착 10~70유로 최대 2,000SGD/3월 이내 징역

보행자 위협 15~25유로 최대 5,000SGD/6월 이내 징역

속도제한 미준수 - 최대 2,000SGD/6월 이내 징역

야간 전조등 미사용 20유로 최대 2,000SGD/6월 이내 징역

[표 2-3] 독일, 싱가포르의 도로이용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④ 호주

호주 퀸즐랜드주에서는 퍼스널모빌리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퍼스널모빌리티는 오직 1인만 승차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함

- 사용자가 이용하는 동안 자체균형유지가 가능해야 함

- 전기모터에 의해 추진력을 얻어야 함

- 단일축에서 최소 2개의 바퀴에 의해 운행되어야 함

- 속도는 12km/h이하로 운영되어야 하며, 최고시속은 20km/h 이하

- 최대너비는 85cm, 무게는 60kg이하이어야 함

또한 다음과 같은 이용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1) 일본은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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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연령제한
- 12세 미만 어린이 이용 금지
- 12~15세 이용자는 어른의 지도 아래 운용 가능
- 최소 16세 이상 이용 가능

주행규정

- 일반적으로 도로이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50m까지 도로이용 가능
- 보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좌측통행을 해야 함
- 보행자에게는 길을 양보해야 함

안전장치
- 헬멧 착용
- 경음기 같은 경고 장치를 장착해야 함

등화장치
- 야간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운행할 경우 이동수단의 전방에는 백색등, 후방에는 적색등 

및 반사경을 장착해야 함

금지사항

- 운행속도는 12km/h로 제한
- 동승자 탑승 금지
-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음주운행 금지
- 개인용 이동수단 금지구역 이용 금지

[표 2-4] 호주 퀸즐랜드주의 퍼스널모빌리티 이용규정

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원동기 장치가 장착된 이동수단기기를 모페드(Moped)로 정의하고 있으

며,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를 뜻한다. 이 중 모페드와 특성이 비슷하면서도 세

그웨이, 전동스쿠터 등의 수단은 Light Moped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

구분 내용

허가
- 도로운행을 위해서는 인프라환경부에 허가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 안전과 환경보호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명시
- 인프라환경부장관은 신청서 접수 3주 이내 허가 결정

등록의무
- 2007년부터 모든 모페드에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번호판을 장착
- 2011년부터 세그웨이 등 자기균형조절 이동장치에 대한 등록의무 폐기
- 자기균형조절 이동장치는 보험가입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안전장치
- 야간 및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명장치를 장착해야 함
- Moped에 한해서만 헬멧 의무 착용

주행허가
도로

- Light Moped는 보험가입을 전제로 도로운행을 허가

[표 2-5] 네덜란드 Moped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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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Moped

-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AM면허증(16세 이상 발급) 및 헬멧 필수
- 최대설계속도 및 제한속도 45km/h
- 단, 자전거도로 주행 시 도심 30km/h, 외곽 40km/h.
- 외곽 지역에서는 자전거도로 주행 원칙이나,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에만 차로 통행 가능

Light 
Moped

- 최대설계속도 25km/h
- AM면허증 필수이나, 헬멧 착용의무는 없음

[표 2-6] 네덜란드 개인용 이동수단 분류

⑤ 미국 캘리포니아

국내에서 이용되는 주요 퍼스널모빌리티인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나인봇, 투휠, 원휠, 

전동킥보드를 캘리포니아 주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통행규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전기자전거 세그웨이/나인봇 투휠 원휠 전동킥보드

캘리포니아 
주 구분

전기가전거 전기동력보조 이동장치 전기전동보드 전동스쿠터

주행 가능 
공간

highway
roadway
bike lane

highway / roadway
street /bike lane
bike path / trail
pathway /sidewalk

Highway / bikeway
bike path / sidewalk
trail

highway / roadway
bike lane / bike 
path / trail

규정

- roadway에서는 오
른쪽 연석이나 가장자리
에 가깝게 운행해야 함
- 만 16세 미만은 전기
자전거(class 3)를 운행
할 수 없음
- 헬멧 착용
- 알콜 및 약물 섭취
시 운행 불가

- 보행자를 고려한 적절한 
속도로 주행
-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
을 제공해야 함

- highway 제한속도가 
56km/h인 곳에 전기전
동보드 운행 가능
- bikeway. bicycle, 
path, sidewalk, trail에
서는 24km/h 이상으로 
운행 불가
- 만 16세 미만은 전기
전동보드 운행 불가
- 자전거헬멧 착용
- 알콜 및 약물 섭취 시 
운행 불가
- 보행자를 고려한 적절
한 속도로 주행

- highway 제한속도
가 40km/h인 곳에서 
운행 가능
- 알콜 및 약물 섭취 
시 운행 불가
- 전동스쿠터는 자동
차로 분류되지 않으므
로 차량등록이나 보험, 
번호판 부착 의무 없음
- 만 16세 미만은 전
동스쿠터 운행 불가
- 헬멧 착용

[표 2-2] 해외 개인교통수단 관련 규정 현황

⑥ 스웨덴

스웨덴은 퍼스널 모빌리티(PM)를 Moped로 분류하며, Class I과 Class II로 구분한

다. Class I은 2륜 또는 4륜 자동차로 정의하며, 최대속도 45km/h로 설계된 것을 

의미한다. Class II는 유럽연합이 승인한 2륜 또는 4륜자동차로 최대속도 25km/h 

이하로 설계된 모페드, 또는 스웨덴에서 2003년 6월 17일 이전에 승인한 최대속도 

30km/h 이하로 설계된 모페드로 정의한다. 이 중 전동킥보드 장치는 Class II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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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며, 스웨덴 정부에서 제시한 기술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제동장치 - 제동감속도 3㎨의 서비스 제동시스템과 주자브레이크를 갖추어야 함

등화장치
- 적색 후미등을 갖추어야하며, 후면 300m 거리에서 명확하게 인식해야 함
- 후미등은 최소 분당 200회 이상의 점멸
- 전조등은 백색 또는 황색, 전면 300m까지 빛을 방출할 수 있어야 함

반사장치 - 전방 및 후방에 반사장치 장착

경적 - 모페드가 경고 신호를 방출할 수 있는 경적장치 장착

조향장치
- 파손이나 오작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향장치를 장착 
- 조향장치는 운전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오작동 의 
위험이 없어야 함

규격 - 길이 1.6m, 너비 0.75m 이하

[표 2-7] 개인형 이동수단(Moped Class II)의 기술적 기준

스웨덴의 개인형 이동수단 입법 동향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정의
- 최대 동력 1kw를 초과하지 않으며 최대 속력 25km/h까지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스쿠터로서 유럽연합이 승인한 모페드 
- 최대속력이 30km/h로 설계된 스쿠터로서 스웨덴에서 승인한 모페드 

면허 - 15세 이상인 자에게 운행자격이 주어지며 면허 취득을 요구하지 않음 

제한속도 - 설계속도 25km/h 미만 

차량등록
-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의무가 없음 
-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됨 

차량검사 - 차량검사 의무 없음 

자동차 
보험 가입

- 자동차손해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함 
- 운전 시 책임보험증권 소지 

특별교통 
규칙

- 운전자와 승객 헬멧을 착용해야 함 
-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 가능 
- 대중교통차량 이동방향을 따라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 가능 
- 고속도로에서 운행 불가 
- 자전거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 가능 

[표 2-8] 스웨덴 Moped Class II 입법동향



16

02

선
행
 연
구
 고
찰

3_기타 관련 이슈

1) 보험

국내에서는 2018년 현대해상이 최초로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을 출시하였으며, 이후 

메리츠화재 등에서 관련 상품을 개발하였다. DB손해보험은 기존의 오토바이 보험에 

전동킥보드를 보장을 추가하는 형태로 상품 제공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해당 보험은 개인형 이동수단

을 개별로 구매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을 뿐, 공유 전동킥보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관련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은 2017년 약 215억에서 2019년 약 1128

억 이상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2020년 12월 현재까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조항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보험업체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보험명 스마트 전동보험 퍼스널모빌리티 상해보험

가입대상
개인형 이동수단 상품구입자들에게 

보험 선택가입
개인형 이동수단 상품판매업체에서 

구매자들로부터 보험 가입 적용

판매업체 미니모터스 이브이샵, 아이카봇

가입자수 약 800건 약 4,300건

보험료 월 9,900원 1년 무료

[표 2-9] 개인제품 대상 전동보드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상품 출시현황 (19년 2월 기준)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1)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개요

한국교통연구원은 2019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실태조사’에 관하여 일반인, 전동보

드류 이용자, 전동보드류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업체, 공유서비스 시행업체 등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2)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 경험

2019년 10월 현재 일반인의 약 10%만이 공유 개인교통수단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다

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30대가 1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

상은 5.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11.9%)가 남자(9.7%)보다 이용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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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에 대한 이용자와 일반인의 비교 결과, 

이용자가 30.2%로 일반인(10.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동보드의 이용 경험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2020년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확산 이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로, 현재는 보

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 경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응답수 예(%) 아니오(%)
전체 2000 10.8 89.3

성별
남자 1023 9.7 90.3
여자 977 11.9 88.1

연령대

10대 108 10.2 89.8
20대 380 12.6 87.4
30대 366 15.3 84.7
40대 412 11.2 88.8
50대 429 8.4 91.6

60대 이상 305 5.9 94.1

도시구분
대도시 905 14.3 85.7

중소도시 964 8.5 91.5
군지역 131 3.1 96.9

[표 2-10]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 경험

구분 응답수 예(%) 아니오(%)
이용자 500 30.2 69.8
일반인 2000 10.8 89.3

[표 2-11] 이용자와 일반인의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 경험여부 비교 결과 

(3)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 비이용 이유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비이용 이유는 ‘서비스 지역이 아니

라서’가 36.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용이 불편해서’(32.2%), ‘(주변이 서비

스 지역이지만) 대여소가 멀어서’(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가 더욱 많은 활용도를 지니기 위해서는 전동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전동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아야 함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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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수 요금을 
내야해서

전동보드 
성능이 좋지 

않아서

대여소가 멀어서
(서비스지역)

이용이 
불편해서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서

전체 1785 10.6 4.9 15.7 32.2 36.6

성별
남자 924 11.6 4.8 15.8 31.6 36.3
여자 861 9.5 5.0 15.7 32.9 369

연령
대

10대 97 11.3 4.1 11.3 29.9 43.3
20대 332 13.9 4.8 16.3 24.7 40.4
30대 310 9.7 5.8 19.0 29.4 36.1
40대 366 11.2 6.0 16.4 31.4 35.0
50대 393 9.4 4.3 14.8 36.4 35.1

60대 이상 287 8.4 3.5 13.6 40.1 34.5

도시
구분

대도시 776 13.0 4.3 16.8 35.6 30.4
중소도시 882 9.0 5.7 15.1 30.5 39.8
군지역 127 7.1 3.1 14.2 23.6 52.0

[표 2-12]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 비이용 이유 (응답수 제외 단위 %)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이용자와 일반인의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 비

이용 이유 비교 결과, 이용자와 일반인 모두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서’가 각각 29.5%,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용이 불편해서’라는 비이용 이유는 일반인이 

32.2%로 이용자(23.8%)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응답수 요금을 
내야해서

전동보드 
성능이 좋지 

않아서

대여소가 멀어서
(서비스지역)

이용이 
불편해서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서

이용자 349 16.9 9.2 20.6 23.8 29.5
일반인 1785 10.6 4.9 15.7 32.2 36.6

[표 2-13]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 비이용 이유 (응답수 제외 단위 %)

위 설문조사는 2019년에 시행하였으므로, 2020년 현재 서비스 지역이 수도권, 세

종,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안동, 청주, 순천, 춘천 제주 등 전국으로 확대됨

에 따라, 위 비율은 현재 바뀌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 향후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 의향

향후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 의향을 5점 평균으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 

2.82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40대가 2.92점으로 이용 의향이 가장 높

았으며, 60대 이상은 2.6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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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수 전혀 
없음

없는 
편임 보통 있는 

편임
매우 
많음 5점 평균

전체 2000 13.7 22.7 34.7 25.9 3.1 2.82

성별
남자 1023 12.4 22.9 36.1 25.1 3.5 2.84
여자 977 15.0 22.4 33.2 26.7 2.7 2.80

연령
대

10대 108 16.7 20.4 34.3 23.1 5.6 2.81
20대 380 12.4 22.4 32.4 28.4 4.5 2.90
30대 366 11.2 20.8 37.4 27.3 3.3 2.91
40대 412 10.9 20.4 38.1 27.2 3.4 2.92
50대 429 14.5 26.1 33.3 24.2 1.9 2.73

60대 이상 305 200 24.3 31.5 22.6 1.6 2.62

도시
구분

대도시 905 12.4 21.5 3.1 26.4 2.5 2.85
중소도시 964 14.6 23.5 32.2 25.8 3.8 2.81
군지역 131 16.0 23.7 35.9 22.9 1.5 2.70

[표 2-14]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 비이용 이유 (단위 : %)

향후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 의향을 5점 평균으로 환산하여 이용자와 일반인

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용자가 3.45점으로 일반인(2.82점)보다 향후 전동보드 공

유 서비스 이용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응답수 전혀 
없음

없는 
편임 보통 있는 

편임
매우 
많음 5점 평균

이용자 500 2.6 7.2 40.2 42.4 7.6 3.45
일반인 2000 13.7 22.7 34.7 25.9 3.1 2.82

[표 2-15] 이용자와 일반인의 향후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 의향 비교 결과 (단위 : %)

(5)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 시 통행 목적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보통 이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향후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레

저/운동’이 55.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통근’(36.9%), ‘업무’(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 시 이용 목적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10대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레저/운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대는 ‘통학’이 

54.4%, 30대는 ‘통근’이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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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수 통근 통학 업무 학원 레저운동 기타

전체 1273 36.9 9.9 18.9 5.6 55.2 0.5

성별
남자 662 36.3 10.9 19.0 4.5 55.7 0.2
여자 661 37.6 8.8 18.8 6.7 54.7 0.8

연령
대

10대 68 - 54.4 10.3 19.1 50.0 -
20대 248 35.1 21.8 17.7 8.5 51.6 0.4
30대 249 50.2 3.6 20.1 3.2 47.0 0.8
40대 283 41.0 4.6 20.5 4.9 55.1 0.7
50대 255 37.3 3.5 19.6 3.9 61.6 -

60대 이상 170 27.6 2.4 18.8 2.9 65.3 0.6

도시
구분

대도시 598 36.3 10.4 18.9 5.0 54.2 0.2
중소도시 596 38.1 9.9 19.1 6.2 55.4 0.7
군지역 79 32.9 6.3 17.7 5.1 62.0 1.3

[표 2-16]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 목적(복수응답) (단위 : %)

전동보드 이용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향후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용자와 일반인 모두 ‘레저/운

동’이 각각 48.1%,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통근’

과 ‘업무’ 목적의 이용이 각각 46.6%, 27.7%로 일반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응답수 통근 통학 업무 학원 레저운동 기타

이용자 451 46.6 10.9 27.7 5.5 48.1 0.2
일반인 1273 36.9 9.9 18.9 5.6 55.2 0.5

[표 2-17] 이용자와 일반인의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 목적 비교 결과(복수응답) (단위 : %)

(6) 1회 평균 에상 이용 시간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보통 이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1회 평균 예상 이용 

시간을 분석한 결과, ‘30~60분 미만’이 43.9%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34.7분으

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앞서 전동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보다 더욱 1회 

평균 예상 이용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는 것으로, 1회당 예상시간이 길수록 통근/

통학 등의 목적통행보다는 레저/운동 등의 1회성 이용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

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앞선 “전동보드 공유 서비스 이

용 시 통행 목적”의 응답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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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수 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이상 평균(분)

전체 1273 35.5 43.9 20.6 34.7

성별
남자 662 34.6 43.8 21.6 35.1
여자 661 36.5 44.0 19.5 34.3

연령
대

10대 68 39.7 39.7 20.6 34.1
20대 248 44.0 37.9 18.1 32.6
30대 249 37.8 44.2 18.1 32.4
40대 283 32.5 45.2 22.3 35.7
50대 255 28.2 47.5 24.3 38.0

60대 이상 170 34.1 46.5 19.4 34.8

도시
구분

대도시 598 34.9 45.8 19.2 34.1
중소도시 596 36.9 41.8 21.3 35.2
군지역 79 29.1 45.6 25.3 36.3

[표 2-18] 1회 평균 예상 이용 시간 (단위 : %)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보통 이상인 이용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1회 평균

예상 이용 시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반인이 평균 34.7분으로 이용자(28.1분)보

다 높으며, 향후 전동보드의 이용활성화가 진행되면서 퍼스트/라스트마일 모빌리

티 또는 초단거리 이동수단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1회 평균 이용시간은

짧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응답수 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이상 평균(분)

이용자 451 47.7 37.9 14.4 28.1
일반인 1273 35.5 43.9 20.6 34.7

[표 2-19] 이용자와 일반인의 1회 평균 예상 이용 시간 비교 결과 (단위 : %)

(7) 공유 안전모 착용 의향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보통 이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 서비스 이용 

시 안전모를 비치할 경우, 공유 안전모를 착용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 ‘착용의향 

있음’ 66.1%, ‘착용의향 없음’ 13.7%, ‘개인 소유의 안전모를 착용’ 20.2%로 나

타났다. 공유 안전모를 착용할 의향이 있는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이 72.9%로 가장 높았으나, 20대는 6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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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수 착용의향 있음 착용의향 없음
개인 소유 

안전모 착용
전체 1273 66.1 13.7 20.2

성별
남자 662 65.0 14.2 20.8
여자 661 67.4 13.1 19.5

연령대

10대 68 63.2 17.6 19.1
20대 248 61.7 16.5 21.8
30대 249 63.5 14.1 22.5
40대 283 66.1 15.2 18.7
50대 255 69.4 10.6 20.0

60대 이상 170 72.9 9.4 17.6

도시구
분

대도시 598 67.4 14.5 18.1
중소도시 596 64.3 13.1 22.7
군지역 79 70.9 11.4 17.7

[표 2-20] 공유 안전모 착용 의향 (단위 : %)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보통 이상인 이용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 안전

모를 착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구분 응답수 착용의향 있음 착용의향 없음
개인 소유 

안전모 착용
이용자 451 60.5 19.5 20.0
일반인 1273 66.1 13.7 20.2

[표 2-21] 공유 안전모 착용 의향 (단위 : %)

공유 안전모 착용 의향이 없거나, 개인 소유의 안전모를 착용하겠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 안전모 착용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를 조사한 결과, ‘위생 문

제’가 6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땀 등으로 불편함’(44.5%), ‘헤어스타일

이 망가짐’(2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유 안전모 착용 의향이 없거나, 개인 소유의 안전모를 착용하겠다는 이용자와 일

반인을 대상으로 공유 안전모 착용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용자와 일반인 모두 ‘위생 문제’가 각각 60.7%,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는 2019년에 시행하였으며, 2020년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위생 

문제로 인하여 공유 안전모 착용 의항이 없는 비율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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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수 필요성을 
못 느낌

위생 
문제

땀 
등으로 
불편함

헤어 
스타일 
망가짐

보기에 
좋지 
않음

기타

전체 431 11.1 63.1 44.5 20.9 6.7 0.7

성별
남자 232 11.6 62.5 46.6 18.1 6.9 0.4
여자 199 10.6 63.8 42.2 24.1 6.5 1.0

연령
대

10대 25 12.0 56.0 52.0 24.0 12.0 -
20대 95 11.6 69.5 51.6 18.9 7.4 1.1
30대 91 11.0 61.5 38.5 23.1 6.6 -
40대 96 13.5 60.4 47.9 20.8 4.2 -
50대 78 9.0 61.5 42.3 20.5 6.4 2.6

60대 이상 46 8.7 65.2 34.8 19.6 8.7 -

도시
구분

대도시 195 8.2 61.0 41.0 22.6 8.7 0.5
중소도시 213 13.1 63.4 47.9 19.2 5.2 0.9
군지역 23 17.4 78.3 43.5 21.7 4.3 -

[표 2-22] 공유 안전모 착용 의향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응답수 필요성을 
못 느낌

위생 
문제

땀 
등으로 
불편함

헤어 
스타일 
망가짐

보기에 
좋지 
않음

기타

이용자 178 15.7 60.7 45.5 29.2 6.2 0.6
일반인 431 11.1 63.1 44.5 20.9 6.7 0.7

[표 2-23] 이용자와 일반인의 공유 안전모 착용 의향이 없는 이유 비교 결과(복수응답)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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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 전동킥보드 현황

1_개인교통수단 분류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기존의 이동수단의 전형적인 특성과는 다른 이동수단을 통칭하는 

용어로 ‘스마트모빌리티’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스마트모빌리티를 전기자전거, 마이크로

모빌리티, 퍼스널모빌리티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전동킥보드는 퍼스널모빌리티에 해당

하여, 전동이륜평행차(세그위에 등), 원휠보드, 투휠보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림 3-1] 스마트모빌리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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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퍼스널모빌리티 특징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퍼스널모빌리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퍼스널모빌리티는 내연기관 교통수단에 비해 크기 및 무게가 소형화 및 경량화되어 

휴대가 용이

- 보행자 평균속도(4km/h)에 비해 빠른 속도(10~20km/h)로 이동하며, 차량으로 이

동하기에는 가깝고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먼 중단거리를 이동하기에 적합하므로, 

대중교통 승하차장에서 최종목적지까지 이동해야하는 라스트마일(Last mile) 문제

의 해결책의 가능성

- 전기를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에너지 소

비 절감효과가 있음

- 퍼스널모빌리티는 그 위에 서서 이동하거나 앉아서 이동할 수 있어, 초고령 사회의 

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신체적 약자 및 고령자의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적합함

2)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는 바퀴 2개 이상이 앞, 뒤로 배치하며, 앞바퀴 쪽에 핸들이 있어 이동 방

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킥보드에 전기 동력 기능을 부가한 제품이다. 기존

의 . 기존의 수동 킥보드와 달리 핸들에 달린 레버를 당기면 전기모터의 힘으로 가속

과 감속을 할 수 있어 힘들이지 않고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핸들이 있어 원휠이나 투휠 등 다른 퍼스널모빌리티 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향이 용이하고, 자이로스코프 센서 기능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탑승자는 주행 중 

자신의 무게중심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자이로타입의 제품보다는 더 긴 거리를 이동

하기에도 적합하다. 때문에 출퇴근용으로 전동킥보드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으며 최고

속도는 20km/h~80km/h 정도로 다양하다. 사람이 발을 디딜 수 있는 보드의 너비 

또한 한 발 만 얹을 수 있는 너비부터 양 발을 나란히 둘 수 있는 너비까지 다양하다.

휠 사이즈는 8인치~10인치 정도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류)나 원휠 등에 비해 작

아 휴대하기 좋다. 하지만 휠 사이즈가 작은 만큼 노면의 요철에 민감하여 승차감이 

떨어진다.

최근에는 자전거나 스쿠터처럼 전동킥보드도 앉아서 탈 수 있도록 안장을 탈·부착 할 



28

03

국
내
 전
동
킥
보
드
 현
황

수 있는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안장의 부착은 서서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전동킥보드

의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퍼스널모빌리티의 분류 측면에서 전동킥보

드와 전동스쿠터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이슈가 되고 있다.

3) 전동이륜평행차

최근 유행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첫 시작은 2001년 딘 카멘(Dean Kamen)이 

발명한 세그웨이라고 할 수 있다. 세그웨이는 투휠보드에 조향장치가 장착된 형태의 제

품으로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기계가 스스로 발판의 평형을 맞출 수 있다. 

또한, 기기에 달려있는 핸들(조향장치)을 좌우전후로 움직여 이동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세그웨이를 시작으로 에에휠 S5, 도요타 윙렛, 인모션 R1EX 등 여러 회사에서 비슷

한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시장에 출시하였으며, 약 500~1,000만원에 판매되는 

세그웨이에 비해 약 100만원에 팔리는 등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양한 가격대 만큼이나 제품의 제원 또한 다양한데, 무게는 20kg~50kg, 최대 속도

는 6㎞/h~20㎞/h, 최대 주행거리는 4㎞~38㎞ 정도이다.

이러한 제품은 기존의 교통수단과 달리 새롭게 나타난 형태이기 때문에 일원화된 명

칭이 없어,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직립이륜휠, 전동입식이륜차, 전동직립이륜차, 직립

형 이동수단, 왕발통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전동이륜평행차로 

분류하여 전동 기능이 있는 보드류의 KC 안전기준 입안을 예고했으며,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4) 원휠

원휠은 퍼스널모빌리티 중 휠(Wheel)이 1개인 형태의 제품군을 일컫는다. 원휠은 자

이로스코프 센서가 내장되어 제품 자체적으로 평형을 맞출 수 있으며, 이동하고 싶은 

곳으로 몸을 기울이면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무게중심의 변화를 감지하여 몸을 기울이

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휠 사이즈는 12인치 정도의 작은 제품부터 사람이 앉아

서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사이즈까지 제품마다 다양하다. 대부분의 제품은 조향장

치가 없기 때문에 세그웨이(류), 전기자전거 등에 비해 부피가 작고 가벼워 휴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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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며, 최고속도는 15km/h~60km/h 정도로 다양하다. 휴대성과 빠른 속도 때문에 

야간에 영업하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이동수단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향장치가 없으며 외발 이라는 특성때문에 탑승자가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 다른 

퍼스널모빌리티 제품군에 비해 초보자가 능숙하게 탑승할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5) 투휠보드

투휠보드는 퍼스널모빌리티 중 바퀴가 2개이며, 탑승자의 양쪽에 바퀴가 수평으로 배

치된 제품으로, 조향장치가 없다. 원휠과 세그웨이(류)와 마찬가지로 자이로스코프 센

서를 사용하며, 양 발의 기울기와 방향을 조절하여 이동경로를 조정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10km/h에서 20km/h정도로 다른 퍼스널모빌리티 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

로 속도가 낮으며, 조향장치가 없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 휴대하기 좋다. 또한 휠사이

즈가 작고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사용하여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노면평탄성에 민감하

여, 투휠보드는 노면이 평평한 실내에서 즐기는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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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 현황

1) 국내 업체 현황

2018년 9월 올룰로 사에서 ‘킥고잉’이라는 이름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시작하

였고, 약 2년이 지난 현재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은 현재 20 이상의 업체가 서비스

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현재 시장 점유율이 높은 13개 업체가 코리아스타

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를 구성하여 자율적 규제를 시행하

고자 한다. SPMA 회원사로는 다트(다트쉐어링), 디어(디어코퍼레이션), 빔(빔모빌리

티코리아), 라임(라임코리아), 스윙(더스윙), 씽씽(피유엠피), 알카파(매스아시아), 윈

드(윈드모빌리티코리아), 일레클(나인투윈), 지쿠터(지바이크), 킥고잉(올룰로), 플라

워로드(플라잉), 하이킥(오렌지랩)이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16개 업체가 진출였으며, 약 36,00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보유하고 있다.

2) 국내 서비스 지역

수도권 대학가, 강남권 등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는 현재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원주, 춘천, 청주, 공주, 아산, 천안, 전주, 순천, 안동, 영주, 진주, 창원 등의 지역에

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도 도심지, 대학가 및 

관광지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3) 금천구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 현황

금천구에는 2020년 현재 2개 업체가 금천구 권역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씽씽

을 운영하는 피유엠피 사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라임코리아 사의 라임은 금천구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말~2020년 초 현대자동차 계열의 제트(ZET)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시

범운영하였으나, 겨울철 수요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서비스 수요 감소로 인하

여 시범운영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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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국내 개인교통수단 교통사고 분석

1)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개인교통수단 관련 사고를 분

석한 결과, 사고건수는 연평균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부상자수 역시 매해 2배 가

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사망자수는 2017년과 2018년의 변화가 없었으나, 2019년은 

전년대비 2배 증가하였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합계 연평균 증감률

사고건수(건) 117 225 447 789 95.5%

사망자수(명) 4 4 8 16 41.4%

부상자수(명) 124 238 473 835 95.3%

[표 3-1] 국내 개인교통수단 교통사고 분석

2) 한국교통연구원 충돌 상해 시뮬레이션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의 정면충돌 상황, 측면충돌 상황, 후방추돌 상황을 가정하여 충격량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상해 평가 기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안전도평가 기준 중 부분정면충돌 안정성 값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정면 충돌 측면 충돌 후방 충돌

[표 3-2] 충돌 상해 시뮬레이션 상황

(1) 정면 충돌

정면 충돌 시, 충돌 직전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서로 속도를 감속할 수 있다고 가정

하여 각각의 속도를 15km/h로 설정하였다.(상대속도 3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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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정면 충돌 상해치

(2) 측면 충돌

전기자전거의 전동기 사용 가능 제한 속도인 25km/h에 맞춰 상대속도를 설정하였

다. 상황1의 경우, 정지된 자전거를 전동킥보드가 25km/h로 충돌하는 설정이며, 상

황2의 경우, 정지된 전동킥보드를 자전거가 25km/h로 충돌하는 설정이다.

[그림 3-3] 측면 충돌 (상황1) 상해치

[그림 3-4] 측면 충돌 (상황2) 상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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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방 충돌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 했을 때, 뒤 차량이 조금 감속하였다는 가정 하에, 정지된 

앞 차량을 뒤 차량이 20km/h로 충돌하였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3-5] 후방 충돌(상황1) 상해치

[그림 3-6] 후방 충돌(상황2) 상해치

(4) 결론

정면 충돌 및 측면 충돌 시에는 목과 다리의 상해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후방 추돌 

시에는 머리와 목, 다리 부위의 상해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탑승자 모두 헬멧과 다리보호를 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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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서울시 자전거도로 설계 기준

2_국내외 전동킥보드 주행속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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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안전 주행 방안 검토

1_서울시 자전거도로 설계 기준

서울특별시는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에서 자전거도로의 다양

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전동킥보드 안전주행 속도 연구에 앞서 자전거도

로 설계 기준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자전거도로는 서울시의 다양한 지역특성인 주변 토지이용, 도로여건 및 교통상

황,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관련기관의 의견 등 

사회적 합의절차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향상을 제고하고 서울시 자

전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설치․개선된 자전거도로를 의미한다.

1) 설계속도

매뉴얼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따라 설계

속도를 구분하고 있다.

구분 설계속도 비고

자전거전용도로 30km/h

부득이한 경우, 10km/h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음

자전거전용차로 20km/h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20km/h

[표 4-1]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계속도

2) 속도관리

매뉴얼에서는 20km/h에서 30km/h 사이의 속도로 주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

지만 도시부의 경우에는 보행자, 타 교통수단, 다양한 상충요인으로 인해 서행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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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안전항 주행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한강자전거도로의 자전거 제한속도는 

20km/h로 명시하고 있다.

3) 자전거 정지시거

자전거 운전자가 같은 자전거도로 위에 있는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 자전거도로의 중심선 위의 1.4m 높이에서 그 자전거도로의 

중심선 위에 있는 높이 0.15m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자전거도로

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다.

정지시거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양방향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정지시거는 

하향경사를 기준으로 한다.

경사(도)

정지시거(m)

설계속도
10km/h 이상

설계속도
20km/h 이상

설계속도
30km/h 이상

2 9 20 37

3 9 21 38

5 9 22 40

8 9 23 41

10 9 26 44

[표 4-2] 서울형 자전거도로 정지시거

4) 자전거 전용도로

(1) 독립형

- 독립형 자전거 전용도로는 양뱡향 설계가 원칙이나, 주변여견 및 지역주민의 의견

에 따라 편방향 설계도 가능하며, 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 자전거도로의 유효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m 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

우 폭을 1.2m까지 설계할 수 있다.

- 양측으로 0.5m씩 최소 측방여유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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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도높이형

- 차도높이형 전용도로는 양측 편방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주변여건 및 지역주민

의 의견에 따라 편측 양방향, 양측 양방향도 가능하며, 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으로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의 유효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m 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

우 폭을 1.2m까지 설계할 수 있다.

- 편측으로 최소 0.25m의 측방여유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분리공간의 폭은 차량 제

한속도 60km/h 이하의 경우 0.5m(복선)를 적용하며, 60km/h 초과의 경우는 

1.0m(복선)를 적용한다.

- 분리공간에는 연석, 펜스, 안전봉 등의 분리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도로를 구분한

다.

(3) 보도높이형

- 보도높이형 전용도로는 양측 편방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주변여건 및 지역주민

의 의견에 따라 편측 양방향, 양측 양방향도 가능하며, 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으로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의 유효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m 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

우 폭을 1.2m까지 설계할 수 있다.

- 자전거도로 설치이후 유효보도폭은 2.0m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는 최소 1.5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보도의 양측으로 최소 0.25m씩의 측방여유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분리공간의 폭은 

0.5~1.0m를 적용한다.

- 분리시설을 부득이하게 펜스 등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리 공간(가로시설물 공간

포함) 및 측방여유폭을 제외하고 보행공간을 포함하여 3.5m 이상인 경우에도 설치

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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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유효

자전거도로폭
(m)

최소 
유효보도폭 

(m)

분리공간 
(m)

최소 
측방여유폭 

(m)

합계
(m)

독립형
양방향 3.0 - - 1.0 4.0

편방향 1.5 - - 1.0 2.5

차도높이형
양방향 3.0 - 0.5~1.0

복선

0.25 3.75~4.25

편방향 1.5 - 0.25 2.25~2.75

보도높이형

양방향 3.0 2.0 0.5~1.0 0.5 6.0~6.5

편방향 1.5 2.0 0.5~1.0 0~0.5
4.5~6.0

(분리시설이 펜스일 
경우 3.5m 가능)

[표 4-3] 서울형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폭원

유형 구분 횡단구성

독립형

차도높이
형

보도높이
형

[표 4-4] 서울형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횡단구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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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 분리형

- 보도부에 설치하고, 양측 편방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하천변 등 주변여건 및 지

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편측 양방향, 양측 양방향도 가능하며. 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의 유효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m 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

우 폭을 1.2m까지 설계할 수 있다.

- 자전거도로 설치이후 유효보도폭은 2.0m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는 최소 1.5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보도의 양측으로 최소 0.25m씩의 측방여유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분리시설은 노면

표시 또는 마감재 등을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분리한다.

(2) 비분리형

-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효보도폭은 3.0m 이상 확보하며, 보행자와 

자전거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서로간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표지, 노면

표시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 보도의 양측으로 최소 0.25m씩의 측방여유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따로 분리공간은 

두지 않는다.

유형 구분
유효

자전거도로폭
(m)

최소 
유효보도폭 

(m)

분리공간 
(m)

최소 
측방여유폭 

(m)

합계
(m)

분리형

양방향 3.0 2.0 - 0.5 5.5

편방향 1.5 2.0 - 0.5 4.0

비분리형 3.0 (자전거보행자겸용) - 0.5 3.5

[표 4-5] 서울형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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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횡단구성

분리형

비분리형

[표 4-6] 서울형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횡단구성(예시)

6) 자전거 전용차로

-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전거 외에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지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하는 형태로, 제한속도 60km/h 초과인 도로에는 자

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지 않는다.

- 양측 편방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주변여건 및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편측 양방

향, 양측 양방향도 가능하며, 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의 유효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m 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

우 폭을 1.2m까지 설계할 수 있다.

- 자전거 전용차로의 최소설치 폭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측구를 일부 포함하여 설치 

할 수 있다. 단, 측구는 최소 0.25m이상 확보 해야된다.

- 편측으로 최소 0.25m의 측방여유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분리공간의 폭은 차량 제

한속도 60km/h 이하일 경우 0.5m(복선)를 적용하며, 50km/h 이하의 경우는 

0.2m(단선)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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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유효

자전거도로폭
(m)

최소 
유효보도폭 

(m)

분리공간 
(m)

최소 
측방여유폭 (m)

합계
(m)

양방향 3.0 - 0.25
0.2 – 단선
0.5 - 복선

3.45
3.75

편방향 1.5 - 0.25
0.2 – 단선
0.5 - 복선

1.95
2.25

[표 4-7] 서울형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폭원

차량 제한속도 50km/h 초과, 60km/h 이하 차량 제한속도 50km/h 이하

[표 4-8] 서울형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횡단구성(예시)

7)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도로에 노면표시 설치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기법을 적용하여 자동차와 자전거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

치되는 자전거도로의 유형이다.

자전거 우선도로의 설치는 교통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경찰을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검토 후 진행한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도로(혹은 차로)구역 전체를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차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영역의 통행을 

권장한다.

(1)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자동차도로

의 일부 구간 및 일부 차로를 자전거와 다른 차가 도로를 공유하면서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통행구간을 구분한 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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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기준 – 특수조건

일일 통행량이 2,000대 이상인 경우 경찰이 포함된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자전거도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한편, 자동차의 평균 교통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자전거 및 자동차 운전자의 시인성

이 확보되는 주간 시간대 오전 7시~오후 7시, 단 동절기인 11월~2월에는 일출 후~

일몰 전에만 자전거 우선도로를 운영하는 시간제 운영방안도 가능하다.

(3) 기타 검토 사항

-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구간에 대한 정기적인 교통량조사는 향후 환류과정

(Feedback)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서, 자전거 우선도로 운영 단계에서도 

1년에 1회 이상 교통량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자전거 우선도로 

운영 구간의 자전거 이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교통량조사 과정에 ‘자전거’를 추

가하여 수행할 수 있다.

- 한편, 자전거 우선도로 관련 업무에서 85% 평균속도의 조사 및 활용이 필요한 경

우, 「교통 조사지침」의 ‘속도조사’ 항목을 참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기타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를 위한 협의 절차 및 항목, 예시 등은 “행정자치부, 국

토교통부(2015.01)「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한다.

(4) 자전거 우선도로 횡단구성

-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가 차로 구역 전체를 활용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하

며, 우선도로의 특성상 자동차와의 상충이 잦기 때문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

표지 및 노면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 4.0m 미만의 좁은 도로를 우선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도로의 중앙에 노면표

시를 자전거의 주행 방향별로 설치한다.

- 자전거와 자동차가 주행(병진)이 가능한 차로폭(4.0m 이상 ~ 4.5m 미만)이 확보

되는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 구역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영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일방통행 구간일 경우 자전거가 차량 주행방향에 따라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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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횡단 구성

표준
(도로폭 3.0m 이상 2차로 
또는 다차로 도로)

중앙부 설치
(도로폭 3.0m 이상 2차로 
또는 다차로 도로)

좁은 도로
(도로폭 4.0m 미만 1차로 
도로)
: 도로중앙에 자전거주행, 
방향별로 노면표시 시행

넓은 도로
(도로폭 4.0m 이상 4.5m 
미만 2차로 또는 다차로 
도로)
: 자전거와 자동차가 
병진주행 가능한 구간

[표 4-9] 서울형 자전거도로 자전거 우선도로의 횡단구성(예시)

8) 자전거도로 폭 특례 적용

기존 차도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의 폭은 공사비의 현격한 증가나 지역여건상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특례 적용을 할 수 있다.

(1) 특례의 기본원칙

자전거도로 폭은 1.5m(최소 1.2m)를 확보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자체 건설기술심

의위원회 등의 심의절차를 거쳐 도로관리권자는 측구를 포함하여 1.2m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측구는 자전거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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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례 인정요건

자전거도로 폭의 특례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 보상비 등 공사비용의 현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

- 기존 건물이나 터널, 교량 등으로 인해 자전거도로 폭 확보가 어려운 구간

- 자전거도로의 설치구간이 편도 1차로 등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폭 확보

가 어려운 구간

(3) 특례 적용 유형

자전거도로 폭의 특례 적용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기존 차도에 분리형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9) 금천구 자전거도로 현황

금천구에는 16.9km의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 중 보차 분리된 자전거전용

도로는 4.2km,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는 12.7km이다.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벚꽃로와 안양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외 지역에는 

자전거도로가 전무하다. 시흥대로 동쪽은 산지 및 언덕 특징에다 인도가 좁은 이유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았다. 차도에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는 기존 도로 용량 감소 

우려도 있으며, 또한 골목길의 경우는 특성상 자전거를 위한 도로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두산로 구간은 차도에 펜스를 설치한 형태로, 다만 주행 방향은 동에서 서 일방으로만 

조성되어 있다. 벚꽃로 구간은 경부선 철도에 보행자겸용 형태로 설치하였으며, 일부 

구간은 자전거전용도로로 조성하였다.

안양천 구간은 의왕, 군포, 안양을 출발해 금천구, 광명, 구로, 양천, 영등포를 지나는 

장거리 자전거도로(안양천자전거길)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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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구간 총연장(km)

안양천(우완) 자전거전용
기아대교 주변 시계 ~ 
광명대교 주변 구계

6.03

안양천(좌완) 자전거전용
시흥대교 주변 시계 ~ 

금천교 주변 시계
1.64

안양천변길 자전거보행자겸용
독산주공14단지 ~ 독산교

(독산1동분소지역)
0.60

독산1동 자전거보행자겸용
금하마을 ~ 독산주공14단지

(독산1동분소지역)
1.90

벚꽃로
자전거전용

(일부구간 겸용)
금천구청 ~ 독산역 ~ 

가산디지털단지역
3.30

두산로 자전거전용 시흥대로 ~ 빅마켓 ~ 벚꽃로 0.90

롯데캐슬 자전거보행자겸용 금나래중앙공원 ~ 시흥대로 2.48

[표 4-9] 금천구 자전거도로 정보

10) 소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가에 맞추어 자전거도로 현황을 확인하였다. 현재의 

법령에 따르면, 금천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구간은 안

양천과 벚꽃로, 두산로, 금하마을 일대, 금천구청 주변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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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금천구 자전거도로 구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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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국내외 전동킥보드 주행속도 관련

1) 국내 전동킥보드 주행속도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는 최대 25km/h의 속력으로 주행하도록 출고하고 있다. 

국내 공유 킥보드 업체들도 25km/h를 최고로 주행하고 있으며, 서비스지역에서 벗

어나면 자율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변속장치를 

장착하여, 최고속도를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제한할 수도 있다.

2) 해외 전동킥보드 주행속도

해외는 지역에 따라, 법령에 따라 속도제한이 다양하며, 최소 12km/h에서 최대 

30km/h까지 다양하다. 보도 통행 여부도 국가 사정에 따라 다양하다.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 시속 12km/h에서 24km/h 사이의 제한속도를 가지며, 도

로주행의 경우 최대 30km/h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만 네덜란드를 제외한 위에서 조

사한 사례의 대부분의 경우 헬멧 착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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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안전 속도 제안

1) 자전거도로에서의 기준

국내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와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도로의 경우 30km/h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20km/h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율적 권고사항

일 뿐이며, 서울시는 한강 자전거도로를 비롯한 대부분 구간을 제한속도 20km/h로 

권고하고 있다.

이에 비추었을 때,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는 제한속도 20km/h가 가장 적합하

다고 볼 수 있다.

2) 일반도로에서의 기준

현실적으로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은 어렵고, 이면도로에서의 주행은 고려해봄직 하

다. 이면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30km/h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공유전동킥보드의 

제한속도는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인 최대 25km/h로 주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보도에서의 기준

현재 보도는 원칙상으로는 전동킥보드의 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자전거도로의 미

비, 차도 이용의 어려움, 주차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인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다. 보도 통행이 추후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 하에, 호주에서는 12km/h의 속력으

로 제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보도주행 금지 이전에는 15km/h의 속력으로 

제한하였다.

이전에 김영민외(2018)는 ‘보도에서의 개인교통수단 통행 허용 방안에 대한 연구’에

서 개인교통수단의 최고속도와 주행성능 및 규격을 근거로 하여 보도통행 허용 기준

을 수립하며, 전동휠체어의 성능기준에 제시된 항목을 근거로 하여 기준을 수립하였

다. 그 결과, 최고속도를 15km/h로 제시하였으며, 교통약자가 이용하거나, 경사 등

에서는 8km/h까지 하향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헬멧 등 보호 장구의 착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최근 도로파손이나 장애물에 의한 사고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점을 비추어 

볼 때는, 보도에서의 제한속력은 15km/h보다는 12km/h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속력이 낮을수록 빠르게 정지할 수 있으며, 운동에너지 법칙에 따라 속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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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을수록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속력을 약 33% 낮추면, 사고 충격은 약 44% 감소할 

수 있다.

4) 금천구의 적용 – 주행 관련

금천구에는 자전거도로가 안양천 구간을 제외하면 독산1동 분소지역(금하마을 일대), 

금천구청 일대, 벚꽃로, 두산로 외에는 전무하다. 결국 일반 차도나 보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로 보도주행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등 관계 부

처의 허가를 전제로 해야하며, 이전에는 도로 주행 또는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인 “따릉이”도 대여소 대부분이 시흥

대로를 기준으로 서쪽에 집중된다. 물론 이는 금천구 동쪽 지역이  관악산, 삼성산, 

호암산으로 인해 도로가 큰 경사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림 4-2] 금천구 따릉이 대여소 위치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전기배터리를 이용해 작동하므로 자전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

덕길 주행이 훨씬 편하다. 이러 인해 한 업체는 금천구 전역을 대상으로 공유 전동킥

보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다른 한 업체가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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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천구에서는 시와 정부, 경찰청과 협력하여 자전거도로 이용, 헬멧 착용 등을 중심으

로 전동킥보드 이용을 독려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5) 금천구의 적용 – 주차 관련

안전주행에 있어서 보행자의 기존 권리도 매우 중요하다. 이로 인해 주차 관련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일부 지자체(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등)에서는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 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적용하여, 적절하지 않은 주

차를 노상적치물로 간주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수거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몇몇 건물주나 가게 점주와 계약을 맺고 주차 공간을 조성하기도 

한다. 서초구와 송파구에서는 전철역 출입구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그림 4-3]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 (좌 서초구/우 송파구)

[그림 4-4]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 (공유킥보드 서비스업체 제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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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에는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일대 건물을 중심으로 공유킥보드 주차장 조성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 조성으로 불법 주차를 줄이고, 이로 인한 보행 불편 최소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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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론

1_결론

이 연구에서는 2020년 최근 금천구에서 확산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의 현황과, 안전 

주행 방안을 검토하였다. 19년 말~20년 초 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업체가 가산

디지털단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방역 

문제와 겨울철 추위로 인한 수요 감소로 2월 중 운영을 중단하였다. 하지만 전국적인 

공유 전동킥보드 열풍이 불면서, 2020년 하반기 2개 업체가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중

심으로 금천구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금천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관리 문제 역시 중요해졌다.

금천구에는 자전거도로 연장이 경부선 주변과 금하마을, 안양천에 집중되어 있기 때

문에, 현재 법령으로는 자전거도로 이외에는 일반 차도나, 이면도로로만 주행해야 한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도 주행과 인도 주차를 무작정 금지하기도 어렵다. 이에 인

도주행 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이는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의 허가를 전제로 해야 한다.

자전거도로에서는 20km/h까지 주행이 가능하게 설정이 필요하며, 보도에서는 

12km/h로 주행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장치에서 변속을 쉽게 할 

수 있게 설정해야 한다. 다만 이 부분은 구 차원보다는 정부와 경찰청, 업체가 나서서 

제한속도를 설정해야 한다.

대신, 기존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주차 문제는 구에서 나설 수 있다. 전철역 

출구와 몇몇 빌딩 주변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전철역 출구 공터나 자전거 거치대, 

또는 따릉이 정류소 주변으로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금천구에 서비스하

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100대 미만으로 추정되나, 이후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확

대된다면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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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관련 법안과 경찰 방침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은 시시

각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찰의 단속 방침 역시 대응이 변화한다. 업체의 

운영 지침 역시 이에 맞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 세계 관련 시장 동향도 확인해야 한다. 이후에 보도주행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보도주행을 규제할 것인지, 허용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면서, 공유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 또한 법안 제정 및 방

침 수립 시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헬멧 대여 서비스의 경우 위생 문제로 헬

멧 착용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공유 개인교통수단의 손잡이를 잡

는 것부터 바이러스 감염 문제로 꺼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업체의 주기적 소독이 

있겠지만, 업체 소독 이전에 다른 사람이 대여를 하면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될 수 있

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방역 대비책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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