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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개인교통수단의 정의와 현황 조사

 기존에는 레저 및 여가활동 중심으로 이용되던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의 개인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이 최근에 전 세계 도심지를 중심으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시장 

규모의 성장과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법·제도와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며, 도심에서의 등장으로 다양한 종류의 개인교통수단을 기존의 교통수단에 맞춰 체계적으

로 분류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교통수단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 개정을 통하여 개인교통수단을 자전거와 유사한 법적지위를 

부여하였으며, 이용 방법, 주행 공간 등 기존의 이슈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금회 개정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개인교통수단이 주행 가능한 도로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자전

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행초기인 만큼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안전규정, 주행속도 등 지속

적으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교통수단 관련 안전 및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강남구 관내를 중심으로 한 개인교통수단의 활성화를 기대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면밀한 문제점 파악을 위해 관내 주요지점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개인교통수단 이용자들 대

부분이 공유 서비스 업체의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횡단보도 주행 등 다

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외 개인교통수단 정책 동향 조사 및 분석

 개인교통수단(PM) 시장의 확대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내외 개인교통수단 관련 정책 

동향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국내 사례의 경우, 중앙정부, 서울시 정책 동향과 강남구와 인접한 서초구, 송파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조

사하였으며, 국외 사례는 싱가포르, 미국, 독일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외에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업

체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국내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중앙정부는 개인교통수단 이용 공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교통

안전 및 주차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서울시의 경우 개인교통수단 주차 단속과 관련하

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유 서비스 업체와의 MOU협약체결과 

임시 주차 공간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울시 동작구, 강동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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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는 안전 사업, 안전규칙 등 수립을 위해 조례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경우 기업체와의 제휴 및 계약을 통해 이용자 모집을 하고, 앱에 특정구역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

하고 있다. 빨간색 혹은 빗금으로 표시하여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할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

며, 지하철역 부근이나 특정 지정구역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올바른 

주차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앱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에 관한 수칙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이용안전

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외 문헌조사 결과, 개인교통수단 주행 공간의 특성과 도시의 규모를 고려하여 통행 속도를 차등화 하였

다. 주차의 경우 주차 구역에 QR코드를 설치하여 주차 후 QR코드를 촬영하면 이용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

였으며, 안전 장구 미착용 또는 이용 가능한 도로가 아닌 곳을 이용 시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남구 개인교통수단 이용 실태조사 

 강남구 관내 개인교통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용현황과 

통행 특성, 사고 경험 및 목격 등을 분석하였다.

 개인교통수단 주 이용 목적은 여가(29.5%)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통근(22.3%), 업무

(14.5%), 귀가(13.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통근과 업무 이용률이 36.8%로 개인교통수단 주 

이용 목적은 직장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역삼동과 논현동을 중심으로 통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개인교통수단 평균 이용 시간은 5~20분, 월 평균 이용 횟수는 7.24회, 평균 이동 거리는 1~2.5km 미만

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교통수단 이용 전에 이용 했던 통행 수단 조사 결과 보행자를 중심으로 개인교통수단

으로의 통행수단을 전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경험 또는 목격 분석결과 5.5%정도 개인교통수단 관련 사고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피해 정도는 경미한 사고(단순물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대응 방안 선호도 조사 결과, 자전거도로 및 일반도로 노면정비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형 교통수단 거치대 및 주차 공간 확보, 자전거 도로망 확충으

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안전표지 신설 및 확충으로 조사되었다.

개인교통수단 제도 및 시설 단계별 대응방안 

 개인교통수단 관련 법·제도 및 규정 문헌조사 결과, 국내외 정책 동향 조사결과, 강남구 관내 개인교통수

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안전이용, 시설, 이용 활성화 등 주요 쟁점사항

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단계별로 제도 및 시설에 대해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 iii

 제도부분 단기 대응방안 5가지, 중장기 대응방안 2가지를 제시하였다. 단기 대응방안으로 첫 번째로 강남

구만의 개인교통수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을 통해 강남구 개인교통수단 관련 정책의 기초를 잡

고, 추가 개정을 통해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 두 번째로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업체

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나 개인 소유의 이용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 정보와 상품이 미흡하고 개인 소유

의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자전거 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개인 소유의 이용자들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세 번째로 현재 도심에 이용 중인 개인교통수단 대부분 기존에 레저에서 

이용되었으나 도심에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교통법규 교육 및 홍보와 안전문화 조성이 필요하

다. 교육 및 홍보 이외에 부적절한 이용자에게 책임 강화 관련 규제도 필요하다. 네 번째로 주행도로 별로 

통행속도의 차등화가 필요하다. 강남구는 2019년 자전거 도로 기준 자전거전용도로 비율이 6%, 자전거·보

행자 겸용도로 91%, 자전거 전용차로 3%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비율이 월등히 높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보행자와 개인교통수단 이용자들과의 혼재로 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

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에서도 분리형과 비분리형, 보행자 도로를 구분하여 제한속도 설정에 대해 검

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시설 주변 공간에 주차 시설을 도입

하고 주차 시설마다 QR코드를 설치하여 QR코드를 촬영하면 반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장기 대

응방안으로 첫 번째 개인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교통수단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이 중요하므

로 건물 내 개인교통수단 주차 시설 확보, 출퇴근 이용 등의 기존의 교통유발부담금 정책을 활용한 변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시설 부분 단기 대응방안으로는 도로 노면 점검과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지 정비가 필요하다. 중장기 

대응 방안으로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송파구와 서초구의 자전거 도로망과 연계하여 강남구내 자

전거 도로망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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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 ∙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1인용 개인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기존에 레저 및 여가용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도심에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주로 단거리 및 교통정체가 심각한 구간 회피, 걷기에 

모호한 거리 등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부각됨

‐ 개인교통수단의 장점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기존 교통수단보다 보행 거리를 줄여주

고 목적지까지의 접근성이 뛰어난 점 등의 특징이 있음

‐ 향후 서울시 통합이동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1)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개인교통수단은 2019년에는 113,876대, 2029년 427,972대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향후에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단위 : 대

자료: 신희철, 2020, 「미래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 방안」, p 34, 표를 재구성한 것임. 

[그림 1-1] 퍼스널 모빌리티 예상 수요

1) 서비스로의 이동이라는 의미로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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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교통수단 관련법과 인프라 구축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개인교통수단 이용 증가에 따른 다

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개인교통수단 거치 및 주차 문제, 안전관련 시설의 부재, 시민의식 부재 등으로 안전사

고 예방과 사고 대응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개인교통수단 교통사고 건수가 2017년에는 117건, 2019년에는 447건으로 약 4배 가량 증가하였음

◦ 향후에도 개인교통수단 관련 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 및 운영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 개인교통수단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구분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감률

사고 건수(건) 117 225 447 95.5%

사망자 수(명) 4 4 8 41.4%

부상자 수(명) 124 238 473 95.3%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TAAS).

[표 1-1] 2017~2019 개인교통수단 교통사고 발생 현황

◦ 기존에는 개인교통수단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2020년 6월 9일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자전거법)」이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부터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게 됨

◦ 기존의 도로교통법에서 논란이 되었던 개인교통수단의 정체성에 대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

속 25km/h 이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정의하여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함

‐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의 개정으로 개인교통수단을 자전거와 유사한 지위에 부여함

‐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번 개정으로 개인교통수단의 법적지위가 확립됨에 따라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하여 강

남구의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함

2) 연구목적

◦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개인교통수단의 지위가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 개정으로 자전

거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시설 정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교통수단이 강남구 관내에서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

도록 개정된 법령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외 개인교통수단 정책 동향 조사, 강남구 관내 개인

교통수단 이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제도 및 시설 정비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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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개인교통수단 정의와 현황, 제3장 국내외 개인교통수단 

정책 동향, 제4장 개인교통수단 이용 실태조사, 제5장 개인교통수단 제도 및 시설의 단계별 

대응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 연구개요에서는 본 연구 수행 배경 및 강남구 관내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

한 제도 및 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목적을 제시함

‐ 제2장 개인교통수단 정의와 현황에서는 개인교통수단 관련 법·제도 동향을 다루며 특

히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다

루며, 개인교통수단 관련 사고, 강남구 관내 개인교통수단 공유 업체 현황, 현장조사 

등 현황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함

‐ 제3장 국내외 개인교통수단 정책 동향에서는 국내의 경우 중앙정부, 서울시 정책 동향

과 강남구 인접 서초구, 송파구, 그 이외에 타 지자체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조사하

였음. 국외의 경우 싱가포르, 미국, 독일 등을 대상으로 개인교통수단 관련 전반적인 

제도 현황, 이용 방법, 주차 정책 등 전반적 정책 및 법·제도 동향 조사를 수행함

‐ 제4장 개인교통수단 이용 실태조사 및 의견조사는 강남구 관내 개인교통수단 이용자

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 사고 경험, 통행 특성, 개인교통수단 관련 정책 개선방안 등

을 온라인 설문조사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제5장 개인교통수단 제도 및 시설 단계별 대응방안에서는 연구 수행결과를 토대로 개

인교통수단의 안전한 도입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요 쟁점사항을 분류하고 심도 있

게 검토하여 개인교통수단 관련 제도 및 시설의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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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문헌조사

◦ 강남구 개인교통수단의 이용 현황 및 국내 시장 동향 자료 조사

◦ 강남구 내 공유 서비스 업체 현황 조사

◦ 강남구 내 개인교통수단 관련 사고 현황 자료 조사

◦ 국내외 개인교통수단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동향 조사

(2) 현장조사

구  분 내  용

조사 범위 ▪ 강남구 관내 전 지역

조사 내용
▪ 개인교통수단 이용자들의 안전 수칙 이행 여부 및 이용 실태 현장 조사
▪ 자전거도로, 보도, 도로 노면 상태 및 안전표지 조사 

[표 1-2] 현장조사 주요 내용

(3) 온라인 설문조사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만 13세 이상 강남구 내 개인교통수단(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이용자

표본 구성 ▪ 총 400명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표  본
추출 방법

▪ 조사목적을 고려한 목적적 임의할당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최소 분석 단위를 고려하여 임의할당을 하였으나, 응답자 특성별 

개인교통수단 이용률에 따라 응답됨

조사 내용

▪ 관내 통행 현황 조사
▪ 이용 실태 및 통행 특성 파악
▪ 교통사고 경험 및 목격 
▪ 관련 제도 및 시설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선호도 조사
▪ 기초조사

[표 1-3] 강남구 개인교통수단 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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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개인교통수단 정의와 현황

1 ∙ 개인교통수단 정의와 분류

1) 개인교통수단 정의와 분류

(1) 개인교통수단 정의 

◦ 흔히 사용하는 PM의 정확한 명칭은 Personal Mobility Device로 PM은 PMD의 줄임말이

며,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혹은 2인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정의되고 있음

◦ PM은 한글로 번역 시 개인교통수단, 개인용 교통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장치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한국교통연구원(2020)에서는 1인 혹은 2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으로 정의하였으며, 도로교통공단(2020)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정의함

‐ 서울연구원(2018)에서는 1인용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서술함2)

◦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서 개인교통수단(PM)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정의하였으나, 

장치라는 용어는 영어의 ‘PMD’에서 ‘D’에 해당하는 ‘Device’가 장치이니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보이며, 하나의 용어가 더 생김3)

◦ 본 연구에서는 PM에 대해 유사한 단어들이 많아 개인이 주로 이용하고 향후 대중교통과의 연

계 및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 모빌리티로서의 일종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역할

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교통수단으로 정의함

‐ 개인교통수단의 종류는 많으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된 전동보드류를 대상으로 함4)

‐ 전기자전거의 경우 PAS5) 방식은 자전거에 속하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Throttle6)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제외함

2) 유경상 외 3인, 「개인교통수단 보급확대에 따른 대응방향」, p 2

3) 신희철, 「미래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 방안」, p 32

4) 전동보드란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레저 및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전동형 개인이동수단을 의미하며,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외륜/이륜보드로 나눔(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

5) 사용자가 페달을 밟으면 이를 감지해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Pedal Assist System)

6) 핸들 바에 버튼이나 레버 형태로 장착되어 이를 작동시키면 패달을 구를 필요 없이 오토바이처럼 주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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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교통수단 분류

◦ 개인교통수단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 해외

에서 수입되는 제품들도 다양하므로 쉽게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능과 출력, 무게, 바퀴 수, 안장 유무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가 

가능함

◦ 향후에도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보다 다양한 형태와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제품들이 출시될 것

으로 예상됨

자료: 서울연구원, 2018, 「개인교통수단 보급확대에 따른 대응방향」.

[그림 2-1] 개인교통수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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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연구원(2017)은 기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용 실태조사’를 실

시하여 기업체의 제품유형 분류 인식에 관한 조사를 수행함

◦ 조사 결과 기업체들은 자이로 타입 1휠과 2휠, 전동스케이트보드 2휠과 4휠, 전동킥보드 전

기자전거, 전동스쿠터로 분류함

‐ 자이로 타입은 바퀴의 개수에 따라 1휠, 2휠 등으로 나뉨

‐ 전동스케이트보드도 바퀴의 개수에 따라 2휠, 4휠 제품으로 나뉨

자이로 타입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1휠 2휠 2휠 4휠

주 : 한국교통연구원, 2017, 스마트모빌리티 브리프 2018 Vol.1 No.3 그림을 재구성한 것임.

[표 2-1] 기업체의 개인교통수단 제품 유형 분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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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인교통수단 관련 법·제도 현황

1) 도로교통법 개정 현황

(1) 개인교통수단 정의

◦ 2020년 6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 개정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개인교통수

단의 지위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였으며 해당 부분은 「도로교

통법」 제2조 19의 2를 신설함

‐ 「도로교통법」 제2조 21의 2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으로 정의함

개정 전 개정 후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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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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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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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신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표 2-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강남구 개인교통수단 이용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12

(2) 개인교통수단 통행 방법

◦ 개인교통수단 통행 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됨

개정 전 개정 후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표 2-3]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자전거 등의 통행 방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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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

②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표 2-4] 개인교통수단 통행 방법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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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교통수단 안전 관련

◦ 개인교통수단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1인용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2인 혹은 3인까지 탑승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으며, 승차정원 관련하여 신설함

◦ 자전거와 동일하게 전조등, 미등,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개정됨

개정 전 개정 후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표 2-5]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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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전거법 개정 현황

(1) 개인교통수단 이용 도로 관련 정의

◦  「자전거법」 또한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개인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법  령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제1호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제11조의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등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표 2-6] 자전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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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교통수단 이용 도로 제한 관련 정의

◦ 개인교통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해 금지 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

‐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

을 지정하여 개인교통수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법  령 신  설

제7조의 2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 구간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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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지사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표 2-7] 자전거법 제7조의 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 구간의 지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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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강남구 개인교통수단 현황

1) 개인교통수단 시장 동향 

◦ 미국 상업은행 ‘Bank of America’는 2019년 하반기 산업 동향 보고서에서 퍼스널 모빌리

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가 2020년 8억 달러(약 9,28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모빌리티업계에서는 세계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2030년 26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7)

◦ 한국교통연구원(2020)에서도 국내 개인교통수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8)

‐ 2019년 기준 개인교통수단 판매는 약 11만 대로 추정되며 그 중 전동킥보드가 9만 6

천 대로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됨. 향후 개인교통수단별로 상이하게 증가 또는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전동킥보드가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구  분 2019년 2024년 2029년 추  이

원휠자이로 타입
(핸들바 없음)

7,694대 8,902대 16,729대 ↑

투휠자이로타입
(핸들바 없음)

2,359대 1,737대 1,551대 ↓

자이로타입
(무릎 컨트롤바 있음)

7,059대 5,273대 5,140대 ↓

자이로타입
(핸들바 있음)

589대 1,671대 2,344대 ↑

전동킥보드 96,175대 239,928대 402,208대 ↑

합계 113,876대 257,511대 427,972대 ↑

자료: 신희철, 2020, 「미래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 방안」, p 34, 표를 재구성한 것임.

[표 2-8] 퍼스널모빌리티 제품별 연간 시장 규모 및 전망

7) 가장 가까운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 HMG JOURNAL, 2020.02.24

8) 신희철, 2020, 「미래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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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교통수단 공유 업체 이용 현황

◦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현재 공유 킥보드 앱 설치자 대다수가 서초구

(10%), 강남구(14%), 송파구(12%)를 중심으로 이용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용 고객은 주로 20~30대인 것으로 분석됨

자료: https://hd.mobileindex.com/report/?s=125&p=1

[그림 2-2]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사용자 현황

자료: https://hd.mobileindex.com/report/?s=125&p=1

[그림 2-3]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성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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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은 2020년 6월에 국내 서비스 현황에 대한 수치와 빅데이터가 반영된 시각화 지도

를 공개함. 사무실이 밀집한 강남구 신논현역, 강남역 등의 지역에서 이용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세곡동, 개포동, 일원동 등의 지역은 이용률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남

 

자료: 공유 전동 킥보드 라임, 국내 진출 8개월새 누적 주행 150만건↑(미디어펜 2020.6.4)               
     http://www.mediapen.com/news/view/530551

[그림 2-4] 국내 라임 서비스 현황에 대한 수치와 빅데이터가 반영된 시각화 지도(Heat map)

◦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씽씽’은 강남지역 80일 간의 시범 운영 기간(2019.4.26~2019.7.15) 

동안 가입자(4만명)의 이용(18만회)에 대해 이용 행태 분석 결과, 18~34세 이용자 비율이 

80%를 차지하고, 주말(2792회) 대비 주중(3383회) 이용 횟수가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공유 전동킥보드 ‘씽씽’, 사용자 80%가 밀레니얼 세대(이투데이 2019.7.30)                        
      https://www.etoday.co.kr/news/view/1782329

[그림 2-5] 공유 전동킥보드 ‘씽씽’, 사용자 80%가 밀레니엄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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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명)

킥고잉
(KICKGOING)

알파카
(ALPACA)

씽  씽
(XING XING)

빔
(BEAM)

다 트
(DART)

라 임
(LIME)

하이킥
(HIKICK)

스  윙
(SWING)

업체명 주식회사 올룰로
주식회사 

매스아시아
주식회사 
피유엠피

빔모빌리티
코리아(주)

다트쉐어링(주) 라임코리아 ㈜오렌지랩 ㈜더스윙

운영지역
강남, 서초, 송파, 
성동, 광진, 마포, 

부천

강남, 서초, 송파, 
광진, 동탄

강남, 서초, 송파, 
성동, 광진, 동작, 

영등포
강남, 송파 강남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강남, 대전
강남, 광진, 종로, 
서대문, 관악, 동대문
공주, 진주, 평택

운영대수 약 2,000대 약 1,000대 약 1,500대 약 1,000대 약 300대 약 1,500대 약 300대 약 400대
운영개시

(강남기준)
2018. 9. 2019. 5. 2019. 5. 2019. 6 2019. 7 2019. 10 2020. 8 2020. 10

이용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20시 이후 속도 
15km/h 이하)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이용요금
기본 5분 

1,000원 + 
100원/분

기본 5분 1,000원 + 
100원/분(프리미엄 

150원/분)

기본 5분 
1,000원 + 

100원/분(심야기
본 2,000원)

보증금 600원 + 
180원/분

(반납 시 보증금 
환불)

기본 5분 
1,200원 + 
150원/분

기본 10분 
1,200원 + 
180원/분

기본 5분 
1,000원 + 
150원/분

1,200(잠금해제) 
+ 180원/분

보험가입
○

(기기결함
사고만 해당)

○
(DB손해, 

파란우산공제보험)
○

○
(기기결함

사고만 해당)
○ ○ ○ ○

사  진

자료: 강남구 교통행정과, 2020.11

[표 2-9] 강남구 관내 개인교통수단 공유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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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남구 내 개인교통수단 사고 현황

(1) 연도별 개인교통수단 사고 현황

◦ 강남구 내에서 발생한 개인교통수단 교통사고는 지난 3년간(2017~2019) 피해 건수 29건, 가해 

건수 40건 등 총 69건이 발생함

단위 : 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2017 1 0 0 0 0 1 0 0 0 0 1 1 4

2018 0 0 0 1 1 0 0 0 0 0 2 2 6

2019 1 1 0 0 5 5 8 6 8 10 11 4 59

합  계 2 1 0 1 6 6 8 6 8 10 14 7 69

주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 GIS 분석 시스템 데이터를 재구성한 것임.

[표 2-10] 강남구 개인교통수단 연도별 사고 건수 현황

(2) 지역별 개인교통수단 사고 현황

◦ 강남구 동별 개인교통수단 교통사고는 역삼동 23건(33%), 논현동 12건(17%), 대치동 10건

(14%) 등의 순으로 교통사고가 발생이 높게 나타남

구  분 사고 건수 사고 비율

개포동 1건 1%

논현동 12건 17%

대치동 10건 14%

도곡동 3건 4%

삼성동 4건 6%

수서동 2건 3%

신사동 7건 10%

압구정동 3건 4%

역삼동 23건 33%

청담동 4건 6%

합  계 69건 100%

주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 GIS 분석 시스템 데이터를 재구성한 것임.

[표 2-11] 강남구(2017~2019) 개인교통수단 지역별 사고 발생 현황



강남구 개인교통수단 이용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22

(3) 개인교통수단 가해자와 피해자 사고 현황

◦ 개인교통수단 이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보행자 18건(45%) 및 승용차 16건(40%)으로 보행자

와 승용차의 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개인교통수단은 원칙적으로 도로를 이용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도로 주행하여 보행자와의 사고비율이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구  분 보행자 승  용 승  합 이  륜 자전거 기  타 합  계

개인교통수단
18건 16건 1건 3건 1건 1건 40건

45% 40% 3% 8% 3% 3% 100%

주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 GIS 분석 시스템 데이터를 재구성한 것임.

[표 2-12] 강남구(2017~2019) 개인교통수단 이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사고 현황 

◦ 개인교통수단 이용자가 피해자인 경우, 승용차가 27건(93%)으로 사고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남

구  분 승  용 승  합 화  물 합  계

개인교통수단
27건 1건 1건 29건

93% 3% 3% 100%

주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교통사고 GIS 분석 시스템 데이터를 재구성한 것임.

[표 2-13] 강남구(2017~2019) 개인교통수단 이용자가 피해자인 경우 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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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남구 내 개인교통수단 현장조사

(1) 현장조사 개요 

◦ 개인교통수단 이용 실태와 도로(보도, 자전거도로 등) 노면 상태,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함

구  분 조사 내용

조사 범위 ▪ 강남구 관내 전 지역

조사 일시 ▪ 2020년 4월 ~ 11월

조사 방법 ▪ 현장조사 및 사진촬영

조사 내용
▪ 개인교통수단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및 이용 실태조사
▪ 자전거도로, 보도, 도로 노면 상태 및 안전표지 조사 

[표 2-14] 현장조사 개요

(2) 현장조사 결과

[그림 2-6] 신논현역 4번 출구 앞 도로변에 거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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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신논현역 4번 출구 앞 보도에 거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그림 2-8] 가로수 길 주변 주차장 앞에 거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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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가로수 길에서 역주행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그림 2-10] 역삼역 주변 횡단보도에서 주행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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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보도에서 주행 중인 전동킥보드

[그림 2-12] 공유 전동킥보드 수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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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공유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그림 2-14]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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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사점 도출

1) 제도 부분

◦ 2020년 12월 부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였으나, 현재 개

인형 이동수단, 개인교통수단, 개인용 교통수단 등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용어에 대한 명확

한 정리가 필요함

◦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전․후를 기준으로 개인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변화된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공유 서비스의 경우 2020년 11월 30일 진행한 민·관·협의 킥오프회의에서 안전사고 우

려가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대여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하여 대여가 가

능 하도록 합의함9)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차  종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가능연령 만 16세 이상
만 13세 이상

(공유 서비스의 경우 만 16세, 17세 원동기장치 면허 소유자)

운전면허 필요
불필요

(공유 서비스의 경우 필요)

운행도로 차도 자전거도로, 차도

안전모 이륜차용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

[표 2-15] 도로교통법 개정 전·후 비교

2) 시설 부분

◦ 개인교통수단의 종류는 다양하나 주로 이용률이 높은 전동킥보드의 경우 바퀴가 10인치 정도

이거나 보다 작기 때문에 주행 시 이면도로 노면 또는 자전거도로 노면이 불량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음

9) 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보도자료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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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주변, 맨홀 옆, 버스정류장 주변, 공사장 출입구 주변 등 노면 손상이 빈번하

게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민원 발생과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모든 개인교통수단을 고려한 거치대 제작이 단기간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

선 많이 이용하는 개인교통수단을 기준으로 공간 확보 및 거치대 제작에 대한 방향 설

정이 필요함

◦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만큼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로 표시 설치 및 자전거도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단절구간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3) 강남구 내 개인교통수단 이용 현황

◦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개인교통수단 중 전동킥보드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음. 특히 공유 업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향후에도 유사하게 전동킥보드 위주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남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제시한 이용이 많은 지역 분석결과 신논현역, 강남역 등 강남대로 

일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10)

◦ 「도로교통법」 개정 전․후로 보도에서의 개인교통수단 이용이 금지되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이

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구분 없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개인교통수단 이용자 대부분이 도로, 보도, 자전거도로, 일부 실내 주행 등 주행공간

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 중임

◦ 최근 3년간 개인교통수단 이용자가 가해로 인해 발생한 총 40건의 사고 분석 결과 사고 대상

이 보행자가 18건(45%)으로 가장 높은 만큼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유 전동킥보드가 서비스 시작된 지 약 2년 가량 경과하였으나 안전보다는 서비스 확대가 

우선시되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올바른 이용 문화조성 및 교육이 필요함

‐ 전동킥보드 특성상 1인용으로 제작되었으나, 임의로 2인이 탑승하여 주행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음

‐ 또한 공유 서비스를 이용 후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자전거도로 및 보도 가운데 주차, 차량 

진출입구, 상가 앞 등 무단 주차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차량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역주행 및 횡단보도 주행 등의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음

‐ 대다수의 이용자가 안전헬멧, 보호장비 등의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개인 소유 및 

공유 서비스 개인교통수단을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10) 공유 전동킥보드 라임, 국내 진출 8개월 새 누적 주행 150만건(미디어펜, 2020.6.4) http://www.mediapen.com/news/view/530551 

http://www.mediapen.com/news/view/53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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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외 개인교통수단 정책 동향

1 ∙ 국내 동향

1) 중앙정부

◦ 2020년 5월, 개인교통수단의 지위와 이용하는 통행 장소 등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둔 「도로교

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임

◦ 2020년 8월, 국토교통부는 ‘개인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크게 

4가지의 정책방향을 수립함11)

‐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 환경 조성

‐ PM 친화적인 교통인프라 구축

‐ PM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추진

‐ PM 이용자 보호 강화

◦ 2020년 9월, 개인교통수단 통행구간 설치 및 제한, 무단방치에 대한 이동․보관․매각, 개인교

통수단 안전요건,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 교육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12)

‐ 개인교통수단 통행제한 구간을 설정하고, 거치구역을 지정․운영․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여사업

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임의로 개조한 자와 부적합 개인교

통수단을 도로에서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

◦ 2020년 11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 업체의 전동킥보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주정차 운영 가이드’를 마련함

‐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을 발표하였으며, 각 호에 불구하고 자치단체 상황에 적합하게 

주정차 가이드라인의 보완․적용을 가능하도록 발표함

11) 국토교통부, 개인형 이동수단(PM) 법률 새로이 제정된다 (보도자료 2020. 8. 20)

12)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https://open.assembly.go.kr)

https://ope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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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8차 규제·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 (보도자료, 2020.11.3.)

[그림 3-1]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

◦ 2020년 11월, 정부, 지자체, 업계,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안전한 개인교통수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13)

‐ 공유 PM의 대여 연령을 제한

‐ 주정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PM 이용 질서를 확립

‐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

‐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추진

◦ 개인교통수단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 또는 인증된 전동킥보드 등을 새로운 교통수단의 하나로 

그 지위를 확립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교통수

13) 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보도자료 2020.11.30)



강남구 개인교통수단 이용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34

단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14) 

◦ 2020년 12월, 추가적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15)

‐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 거

치대(주차 장치)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보도 주차 특례를 마련함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함

‐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경우, 야간에 전조등ㆍ미등을 등화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착용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약물 등의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어린이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 2019년 1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증가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안전사고를 예방

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

◦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해 규정함(제4조)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업추진 등에 관해 규정함(제5조)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에 대해 시범지구 등에 관해 규정함(제6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관해 규정함(제7조)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

함(제8조)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해 규정함(제9조)

◦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16개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교통수단 이용자 

문화조성에 나서고 있음

‐ 각 업체별 애플리케이션 상에 이용자가 전동킥보드 반납 시 지정된 장소에 정확히 주

14)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D0T1O1H1G3Q1Z4Z4M4S2N4X1R7A1)

15)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06255/detail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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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했음을 인증하는 사진을 업로드하고 인증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

과하는데 있어 합의함16)

◦ 보도 및 도로 등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미흡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

여 개인교통수단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 적극 단속할 방침임17)

‐ 기존 조례에서는 견인료 부과 대상을 승용차와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와 특수차 등만 

규정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임

‐ 개정된 조례는 2020년 11월 공포하여 2021년 1월 시행 예정에 있으며, 개인형 이동

장치 부분을 신설하고, 보관료는 30분당 700원, 견인료는 40,000원으로 책정함

자료: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https://legal.seoul.go.kr

[그림 3-2] 신·구 조문대비표

16) 한국경제 자동차 ‘전동킥보드, 반납시 인증샷 의무화된다’(2020.08.06)

17)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ttps://lega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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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남구

◦ 강남구는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법․규정 범위 내에서 개인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안내문 배포를 시행함

‐ 코엑스 일대에서 민·관·경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시행(2019. 7. 9.), 총 600여 명 참여

‐ 학교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개인교통수단 이용 관련 안전 교육 등 홍보문을 제작하여 배포함

자료: 강남구 교통행정과

[그림 3-3] 강남구 코엑스 일대 캠페인(2019. 9. 9.)(좌)과 개인교통수단 이용 관련 안내문(우)

◦ 2020년 2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질서 정착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7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함18)

자료 : 강남구, 공유킥보드 7개사와 업무협약...교통안전↑ (보도자료 2020. 2.19)

[그림 3-4] 강남구-공유 PM 서비스사 간 MOU 체결식(좌)과 양해각서(우)

18) 강남구, 공유 킥보드 7개사와 업무혐약.. 교통안전↑ (보도자료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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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초구

◦ 서초구는 서초구 관내 전동킥보드 6개 업체, 서초․방배경찰서와 개인교통수단의 올바른 교통

질서 정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존 주차 문화 개선을 위하여 전동킥보드 이용

자가 많은 지역 50곳을 선별하여 보도에 주차존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자료 : 신논현역 7번출구 앞(좌), “현수막달고, 계도하고…” 서초·방배경찰서, 전동킥보도 교통사고 예방 활동    
      (서초구민신문 2020.4.24) http://seochogu.co.kr/?p=2602(우)

[그림 3-5] 신논현역 앞 주차존(좌)과 서초구 관내 주차존 위치 안내문(우)

◦ 보도중앙, 횡단보도 진입로, 소방 및 장애인 시설 등 보도 중요부분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설

정하였으며, 그 이외에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가 자주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보행자의 불편이 

발생하는 지하철역 출입구 및 버스정류장 주변 등을 선정하여 보도 노면에 별도의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함

[그림 3-6] 교대역 주변에 부착된 전동킥보드 주차금지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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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파구

◦ 2020년 6월, 송파구는 공유 전동킥보드 5개사와 민·관 협약을 체결함19) 

‐ 간담회와 같이 ‘안전결의대회’를 진행하며, 공유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간의 협력을 다짐하였음. 송파구와 공유 전동킥보드사는 결의문을 통해 상호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호장구 착용 생활화 및 음주 운행 방지를 위한 캠페

인 추진 등을 약속함

◦ 또한, 전동킥보드 전용거치대 설치 후 별도의 관리인력 배치를 통해 이용 현황 모니터링과 

향후 송파구 관내 전용거치대의 확대 설치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임20)

자료: 송파구, 송파구-전동킥보드 5개사…안전 위해 머리 맞대 (보도자료 2020. 6. 3.)

[그림 3-7] 송파구-공유 전동킥보드사 간담회 및 안전결의대회(좌), 송파구에 운영되고 있는 5개 회사의 공유 
전동킥보드(우) 

◦ 2020년 10월, 송파구는 관내 주차 구역을 설정하여, 킥보드 전용 주차 구역을 노면에 표시

하였음.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3개사(빔, 씽씽, 킥고잉)와 민·관협약(MOU)을 체결하여, 전

용 거치대를 시범 설치함 

‐ 주요 설치지역은 총 12개소로 전동킥보드 이용량이 많고 주차 공간 확보가 용이한 올

림픽로 주변, 잠실역, 잠실새내역, 종합운동장역, 잠실나루역, 몽촌토성역, 올림픽공원

역, 석촌호수 일대 등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 구역을 표기하고, 총 23개의 전용 거치

대를 설치함 

19)  송파구, 송파구-전동킥보드 5개사…안전 위해 머리 맞대 (보도자료 2020. 6. 3.)

20)  송파구,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대’ 최초로 만든다! (보도자료,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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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송파구 주차 시설 설치 지역

[그림 3-9] 잠실나루역 1번 출구 [그림 3-10] 잠실새내역 2번 출구 [그림 3-11] 잠실역 2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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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 지자체  

◦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광역지자체 단체까지 안전 및 증진 관련하여 다양하게 개인교통수단

관련 조례들이 발의 중이거나 발의되었으며, 대부분 조례 제정에 대한 이유와 조례 내 목적

은 유사함

‐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장 확대, 이용자 급증, 자전거 도로의 이용 가능 등으로 안전교

육 및 안전문화 조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안전문화 조성, 안전교육, 안전원칙 등 안전관련 사항은 자치구 별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일부 조례 항목에 대해서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은평구, 동작구, 광진구의 경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조례에 포함하였으며, 동작구

는 추가적으로 협력체계 구축까지 조례에 포함

◦ 서울시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를 갖고 있는 자치구들의 조례 항목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구분 서울시 은평구 동작구 광진구 강동구

1조 목적 목적 목적 목적 목적

2조 정의 정의 정의 정의 정의

3조 시장의 책무 책무 책무 책무 책무

4조 이용안전계획 수립 다른 조례와 관계 다른 조례와 관계 다른 조례와 관계 다른 조례와 관계

5조 사업추진등 안전원칙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문화조성 안전교육

6조
시범사업의 실시 

등
안전교육 실태조사 등 안전원칙 안전문화 조성 등

7조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문화 조성 안전교육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안전원칙

8조 실태조사 시범구역 조성 안전문화 조성 등 시행규칙 시행규칙

9조 안전교육 등
의견수림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10조 재정 지원 시행규칙 시행규칙

11조 협력체계 구축

12조 시행규칙

[표 3-1]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 관련 서울시 내 자치구 조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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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교통수단 업체

(1) 주차 문화 조성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도 무분별한 주정차에 대해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하여 보조

금 및 주정차 금지지역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음

‐ 일부 지역에 학교, 아파트 단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해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하

여 해당지역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할 경우 또는 진입 시 경고음과 해당지역 반납 시 

추가 금액결제 등 이용 시 불편하도록 함

‐ 일부 업체에서는 지하철역이나 지정된 지역에 전동킥보드를 반납할 경우 300원을 지

급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일정 구역에 주차하도록 유도 중

자료: 빔 앱(좌), 킥고잉 앱(우)

[그림 3-12] 킥고잉과 빔 주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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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구조 특성상 쉽게 넘어지므로 전동킥보드가 넘어지지 않도록 일부 지역에 주차 

시설을 제공 중임

자료: 전동킥보드 점검하는 관계자들 (연합뉴스 2019.11.1) https://www.yna.co.kr/view/PYH20191101125300061 (좌),
     가로수 길 SPAO앞에 설치된 거치대(우)

[그림 3-13] 씽씽과 킥고잉 주차 시설

◦ 2020년 7월, 라임코리아가 '라임 파킹 스쿨 위크(Lime Parking School Week)' 행사를 서

울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진행함. 해당 행사에서 전동킥보드 주차 개선을 위해 시민들에

게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주차와 주행 교육을 진행함21)

‐ 시민들을 상대로 강남구청과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주행을 포함

하여 전동킥보드 관련 현행 법규, 올바른 주차 방법에 대한 1:1 교육을 진행함

자료: 라임코리아, 강남구 · 녹색소비자연대와 손잡고 전동킥보드 주차개선 캠페인 진행해 (한국경제, 2020. 7.12)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7129746i

[그림 3-14] 라임 파킹 스쿨 위크 행사 현장 사진

21) 라임코리아, 강남구 · 녹색소비자연대와 손잡고 전동킥보드 주차개선 캠페인 진행해 (한국경제, 2020. 7.12)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712974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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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 장려 정책

◦ 킥고잉 비즈니스는 임직원들의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2019년 9월 출시한 기업회원 전용 요금

제도임22) 

◦ 임직원은 할인된 가격에 출퇴근이나 단거리 외근 시 킥고잉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 앞 

킥고잉 전용 거치대 ‘킥스팟’을 도입한 기업에는 킥보드 배치 서비스도 제공

◦ 2020년 3월 기준 83곳에 불과했던 킥고잉 비즈니스 회원사는 9월 기준 326곳으로 6개월 

만에 3배 이상 증가함

‐ 회원사는 IT 52%, 유통 15%, 패션 10%, 금융 9%, 전문직군 8% 등의 업종분포를 보

이며 국내 10대 대기업부터 신생 스타트업까지 다양하게 포함

자료: 공유 전동킥보드 킥고잉, 기업 회원 수 300곳 돌파, (ZDnet Korea, 2020. 9.16)                    
     https://zdnet.co.kr/view/?no=20200916164041

[그림 3-15] 킥고잉 비즈니스 회원사 증가 추이(좌) 및 업종 분포도(우)

22) 킥고잉 비즈니스모델, https://kickgoing.io/service.html

https://kickgoing.io/servi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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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외 동향

1) 미국

(1) 제도 현황

◦ 미국의 경우 주(州)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개인교통수단에 대하여 전기 동력보조 이동기기

(EPAMD, Electric Personal Assistive Mobility Device)로 정의하고, 자동차법이나 도로

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기기의 물리적 특성은 유사함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전기 동력보조 이동장치(EPAMD)라고 하여 최고속도 20km/h  

미만이고 자기평형기능과 평균출력 0.75kw이하의 전동장치를 장착한 비직렬의 바퀴

가 있는 1인 이동기기로 정의함

◦ EPAMD는 대부분의 주에서 세그웨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투휠이나 싱

글휠을 법적 정의에 포함하거나 법률 해석 시 포함함

‐ 워싱턴주의 경우 싱글휠을 법적으로 명시하였고, 뉴욕주의 경우 호버보드를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함

■ 워싱턴주 EPAMD의 정의(Revised Code of Washington Title 46. 46.04.1695)

 (1) 750W(1마력)인 전기추진장치에 의하여 1인만 이동할 수 있으며, 최고속도가 170파운드의 이용자가 
운행할 때 평탄면에서 20mph 이하인 자체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두 개의 비직렬식 바퀴로 되어 
있는 장치, 또는

 (2) 2,000W(2 2/3마력)인 전기추진장치에 의하여 1인만 이동할 수 있으며 최고속도가 추진장치만으로 
운행하였을 때 평탄면에서 20mph 이하인 자체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한 개의 바퀴로 구성된 
장치

‐ 애리조나주 등 18개 주의 경우 EPAMD를 보행자로 정의하거나 기기 운행 시 보행자

로 간주하고 보행자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함

‐ 뉴저지주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시건주, 뉴욕주, 오리건주, 네브

라스카주, 버지니아주 등 5개 주는 도로 운행 시 운전자로서 지위를 부여함

‐ 기타 아칸소주, 노스다코타주, 와이오밍주의 경우 정의 및 운행 방법, 이용 규정에 대

한 내용이 법에 명시되지 않음 

◦ 전동킥보드의 경우, 11개 주(州)가 차량 및 교통법에 정의하고 있는데 명칭은 Motorized 

Scooter, Toy Vehicle, Motorized Skateboard or Scooter, Motorized Foot Scooter 

등 다양하게 명명하고 있으며 법적지위, 최고속도, 형태 등을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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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당 주정부

보 행 자
(18개주)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조지아, 아이다호, 일리노이, 캔자스, 캔터키, 메릴랜드, 
미네소타, 미주리, 네바다, 뉴햄프셔,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보도 운행 시),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자전거운전자
(1개주)

뉴저지

도로 운행 시 운전자
(5개주)

미시건, 네브라스카, 뉴욕, 오리건, 버지니아

차가 아님
(13개주)

콜로라도, 인디애나, DC,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타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니시, 워싱턴, 위스콘신(보행자 아님)

자료: 한국소비자원, 2018,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의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표 3-2] 미국 전기 동력보조 이동기기의 법적 지위

구  분 명  칭 지  위
최고속도
(mph)

캘리포니아 Motorized Scooter 자동차 아님 -

콜로라도 Toy Vehicle 자동차 아님 -

델라웨어
Motorized Skateboard or 

Scooter
차량/자동차 아님 -

플로리다 Motorized Scooter 자동차 아님 30

메  인 Motorized Scooter 자동차(자전거) -

메사추세츠 Motorized Scooter - -

미네소타 Motorized Foot Scooter 자전거 15

뉴저지 Motorized Scooter 소형자동차 -

오클라호마 Motorized Scooter 자동차 25

버지니아
Motorized Skateboard or 

Foot-Scooter
이륜차 아님, 보행자(보도 등 운행) -

워싱턴 Motorized Foot Scooter 차(도로 운행), 보행자(보도 운행) 20

자료: 도로교통공단, 2016,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안전대책 연구 – 개인형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

[표 3-3] 미국 전동킥보드 명칭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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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주는 2015년 10월 호버보드와 같은 전기 전동보드(Electrically Motorized 

Board)에 관한 규정을 미국 최초로 마련함

‐ 캘리포니아 차량법상에 정의, 이용 규정, 운행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조례

로서 전기 전동보드의 운행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도 있음

◦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전기 전동보드 사용의 안전에 대한 효

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 재산손괴, 사상사고 등 사고 데이터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

출하도록 함 

■ 캘리포니아주 전기 전동보드의 정의

 313.5 전기 전동보드(Electrically Motorized Board)는 깊이 60인치, 너비 18인치 이하이며, 주행 시 
서 있도록 설계된 바닥이 있는 바퀴달린 장치로서, 한 사람만 이동할 수 있고 평균 1,000W 이하인 
전기추진 시스템이 있으며 평지 이동 시 최고속도 20마일 이하로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기기는 인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2) 이용 규정

◦ 전기 동력보조 이동기기 운행을 허가하고 있는 경우, 차량법 또는 도로법상에 안전모 착용, 

야간 운행 시 전조등/반사경 장착, 운전면허, 제동장치 장착, 제한연령 등에 대하여 규정함

구  분 제한연령 안전모 전조등/반사경 제동장치 기  타

메사추세츠 - - ○ ○ 경음기

미네소타 16세 - - -
판매시 경고문 

통지

뉴저지 16세 ○ - ○
경음기, 야간 

밝은색 의복 착용

오클라호마 14세/16세 ○ ○ - -

버지니아 - - ○ - -

워싱턴 - - ○ - -

자료: 한국소비자원, 2018,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의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표 3-4] 전기 동력보조 이동기기 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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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또한 법으로 정의하고 있는 전기 동력보조 이동기기와 마찬가지로 안전규정이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이용 시 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함 

구  분 안전모 등  화 운전면허 제동장치 제한연령

캘리포니아 ○ ○ ○ ○ 16세 이상

콜로라도 - - - - -

델라웨어
○

(18세 이하)
- - -

12세 이상
12세 이하(18세 이상 보호자 

동반)

플로리다 - - - - -

메  인 - ○ ○ ○ -

메사추세츠 ○ -
○

(도로 운행시)
- -

미네소타
○

(18세 이하)
○ - - 12세

뉴저지 - - - - -

오클라호마 - - × - 16세

버지니아 - - - -
14세 이상

14세 이하(18세 이상 보호자 
동반)

워싱턴 ○ ○ × - -

자료: 도로교통공단, 2016,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안전대책 연구 – 개인형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

[표 3-5] 전동킥보드 이용 규정

‐ 인구 100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호버보드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16세 이상

만 이용할 수 있음

‐ 뉴욕주의 경우, 호버보드를 EPAMD로 해석하고 있으며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함. 하지만 최근 호버보드 폭발사고 발생 등으로 도로 운행과 대학 캠퍼스, 비행

기 및 기차, 지하철 등에서 보유 및 이용을 금지함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전기 전동보드 이용은 제한속도, 안전모 착용, 제한연령 등에 

있어서 전기 동력보조 이동기기와 유사하나 음주운전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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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안전기준
야간 도로 운행 시, 차량 또는 운전자에 부착된 전방 조명, 

후면 적색 반사경, 양측면 백색 또는 황색 반사경 부착

제한속도 15mph(24.1km/h)

안전모 착용 착  용

제한연령 16세

운행제한 음주운전 금지(250$ 이하의 벌금)

자료: 한국소비자원, 2018,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의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표 3-6] 캘리포니아주 전기 전동보드 이용 규정

(3) 운행 방법

◦ 미국의 경우, 자전거도로와 보도, 차도 등에서 개인교통수단의 운행을 허가하고 있음. 이중 

22개 주에서 차도 운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운행 시 최고속도를 최대 25mph (40.2km/h) 

이하로 제한함

‐ 델라웨어주 등 11개 주의 경우, 조건부로 제한속도가 최고 30mph(48.3 km/h) 이하

인 도로에서만 운행을 허용하고 있음

◦ 또한 일부 주에서는 도로 운행 시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함

‐ 뉴욕주의 경우, 보도, 자전거도로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도로를 횡단할 경우

에만 도로 운행을 허용하고 있음

‐ 알라바마 등 37개 주의 경우,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운행 시 최고속도는 

15mph(24.1km/h)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단, 메릴랜드주의 경우 5mph(8.1km/h)

로 제한함

‐ 코네티컷주의 경우, 장애인에게만 보도통행을 허용하며, DC, 하와이주, 메사추세츠주, 

뉴욕주는 기기유형에 따라 제한함

◦ 자전거도로는 알라바마주 등 36개주가 통행 허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행 속도는 최고 

15mph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하와이주, 워싱턴주, 뉴욕주의 경우, 중심업무지구 혹은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 등에서 보

도 통행을 제한함 

‐ 반면 보도통행을 허가한 경우, 전기 동력보조 이동기기 운행자는 보행자 또는 인력장

비 이용자에게 통행우선권을 양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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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앞지르기 또는 통과 시 음향 경고사용 의무를 부여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하

며, 일부 주에서는 보도 운행 시 속도를 제한하고 있음 

구  분 이용 장소(제한 속도/조건) 운행 속도 기  타

캘리포니아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상황에 맞는 적당한 속도

메사추세츠
차도(35mph), 보도(규모 제한), 

자전거도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상업지구(5mph)
추월 시 음향신호
사고 시 보고의무

뉴  욕
차도(30mph), 보도(인구 100만 

이하 도시), 자전거도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5mph)

추월 시 음향신호
야간주행 시 전조등
사고 시 보고의무

오리건 차도(35mph), 보도, 자전거도로 15mph

워싱턴 차도(25mph), 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혼잡지역 

속도제한)
추월 시 음향신호

뉴저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

자료: 도로교통공단, 2016,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안전대책 연구 – 개인형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

[표 3-7] 미국 전기 동력보조 이동기기의 운행 방법(일부 주)

◦ 전동킥보드의 경우, 메사추세츠주는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운행을 허용

하고 있는 반면 콜로라도주나 뉴저지주에서는 도로에서의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 전동킥보드 관련 법, 규정이 있는 주정부 중 메사추세츠주에서 보도주행을 허용함

‐ 캘리포니아 등 3개 주의 경우, 전기 동력보조 이동기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는 자전거도로 설치 시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함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전기 전동보드를 35mph 이하의 도로(전용 class II 또는 class IV 

자전거도로 제외)에서만 운행을 허용하고 있음

‐ 도로, 자전거도로, 자전거경로, 보도, 트레일 등에서 15mph 초과 운행이 금지됨

‐ 기상조건, 시야확보, 보행자 및 차량 교통량, 도로 표면 및 너비, 자전거도로의 폭 및 

넓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 통행 속도를 규정하고 있음

‐ 공공자전거경로, 보도, 트레일 운행 시, 사람이나 재물에 안전을 고려하여 과속을 금

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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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운행 장소 운행 속도

캘리포니아
▪도로 : 제한속도 25mph(우측 가장자리)
▪자전거도로 : 설치 시 반드시 이용

▪도로, 자전거 
도로 15mph

콜로라도 ▪도로 이용 불가

델라웨어 ▪도로 : 인력추진, 기관허가

플로리다 ▪도로 이용 불가

메  인 ▪도로 : 우측 가장자리 통행(갓길) ▪도로 20mph

메사추세츠 ▪모든 도로 이용 가능 ▪도로 20mph

미네소타
▪도로 : 우측 가장자리 통행, 보도 운행 금지
▪자전거도로 : 무동력 운행 전용이 아닌 도로 이용

뉴저지
▪장애인 이외 도로 운행 불가
▪지자체 허가 시 공공부지 운행 가능

오클라호마
▪도로 : 제한속도 25mph(우측 가장자리)
▪보도 및 횡단보도 : 운행 금지 가능

▪도로 25mph

버지니아
▪도로 : 제한속도 25mph(우측 가장자리)
▪보도, 공유도로 운행 가능

워싱턴
▪도로 : 우측 가장자리 통행(갓길)
▪자전거 허용 장소, 보도 운행 금지

자료: 한국소비자원, 2018,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의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표 3-8] 미국 전동킥보드 운행 장소

자료: https://brunch.co.kr/@dwcha7342/115

[그림 3-16] 샌디에이고 킥보드 전용 주차장 및 산호세 자전거 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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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 방법

◦ 공유킥보드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정된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반납함에 따라 주차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에는 스쿠터에 걸려 넘어진 시각장애인과 다른 

비장애인 보행자의 사고 사례가 보고되기도 함

‐ 부적절한 주차 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정지 및 벌금을 포함한 처벌 

부과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별도로 전동킥보드에 잠금장치를 설치함 

‐ 업체별 허가증을 발급(1개당 500대 운행가능)하여, 보도, 공공도로 등에 주차할 수 있

도록 허용함

◦ 미국 일부 주의 경우, 공유 전동킥보드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 교통정책 목표 실현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전에 민원을 방지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에 대비함

‐ 포틀랜드주의 경우,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후 보도의 가장자리 부분에 주차하여 보행

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제하였으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 방법과 

올바른 주차장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음(2018 E-Scooter Pilot Program)

‐ 워싱턴주의 경우,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한 HB1772 지침을 수립하였으며, 전동킥보

드 사업에 대한 주지사의 승인 결정 시 운영자는 주차 규칙을 설정해야 함을 규정함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도로 유지보수 비용 약 1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전동킥보드를 보도나 도로에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함

‐ 오스틴시의 경우, 시민에게 공유 전동킥보드의 바른 사용 에티켓을 홍보함

자료: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제455호(2019.5.7.), 461호(2019.8.7.).

[그림 3-17] 미국 오스틴시, 시카고시 공유 킥보드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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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업체의 경우 전동 스쿠터의 주차 및 배터리 충전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충전프로그램을 운용함

‐ 충전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원이 저녁때 서비스 지역에 있는 킥보드를 수거하여 자신의 

집에서 충전 후 다음날 아침 일찍 서비스 지역에 재배치함(충전 대가로 5~20달러 입금)

2) 독일

(1) 제도 현황

◦ 독일의 경우, 세그웨이와 같은 개인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 상 허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금지되어 왔으나 여건 변화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역적 이용을 허가함

‐ 2006년 6월 최초로 함부르그(Hamburg)에서 도시관광을 위하여 세그웨이를 허가하였

으며, 그 후 2007년 4월 자란트(Saarland)주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서 세그웨이를 

허가한 이후, 많은 연방주에서 예외적으로 지역적 이용을 허가함

◦ 연방정부는 개인교통수단 확대와 환경보호를 목표로 2007년 12월 연방차원에서 규율하고

자 하였고, 2009년 법령 제정 및 예외규정을 고시함

‐ 최고속도 20km/h 이하로 전기동력, 수평, 조향, 감속기술이 적용된 두 개의 바퀴가 

udgod하게 장착된 병렬구조 차량으로 정의

‐ 도로교통용 전자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법령(’09. 7. 16.) 및 세그웨이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노르트하인-베스트팔렌 경제, 에너지, 건설, 주거, 교통부

(Ministerium für Wirtschaft, Energie, Bauen, Wohnen und Verkehr des 

Landes Nordheinwestfalen)”의 예외규정(’09. 8. 11.)을 고시함 

◦ 2009년 9월 17일부터 “세그웨이”는 공공 도로교통상에서 운행될 수 있으며 행동규정들은 도

로교통령(StVO-Straßenverkehrs ordnung)을 기본으로 하되, 특별규정(제7조)이 제정됨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차량만이 독일의 공도에서 운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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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개의 바퀴가 평행하게 달려있는 이륜 차량으로 전 자동 균형기, 동력기, 조정기 및 속도제한기로 작동되는 
경우 

2. 전체 폭이 0.7m이하인 차량 
3. 플랫폼의 크기가 한 명의 차량운전자가 설 수 있는 정도 
4. 핸들과 유사한 손잡이가 있어서, 운전자가 중심이동을 하면서 가속도를 내거나, 브레이크를 걸거
   나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5. 차량으로 인한 기능장애(전자기장의 허용치, ABl. L152, 1972년 7월 6일, 15쪽)에 대한 회원국가들의 

법적 규정들을 보완하기 위해 1972년 6월 20일 처음으로 의회가 제정하고 2006년에 
개정한(2006/96/EG, ABl. L 363, 2006년 12월 20일, 81쪽) 유럽경제연합 지침(72/245/EWG)의 
요구에 상응하는 경우 

6. 에너지효율을 표시한 경우

‐ 1휠, 2휠은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

가 허가됨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구분되며 판매허가를 받고 차량 등록 허가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구조 및 기능에 따라 이륜 또는 삼륜 자동차, 사륜 오토바이와 동일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절차가 면제됨

‐ 규정에 따라 허가된 유형에 해당되거나 별도 허가를 받은 경우 공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을 공도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인증서 또는 개별 승인서가 필요함

‐ 설계 및 작동, 출력 등에 따라 FM/H 25나 경모파, 스쿠터류로 분류될 수 있음

구  분 내  용

차량
기준

형식승인 ▪차량정의 조건 준수

표  지 ▪유효한 보험표지판(Versicherungskennzeichen)

제동장치 ▪브레이크(3.5㎨으로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는 장치)

조명장치

1. 전방으로 비추는 백색 스포트라이트(TA 23)
2. 전방으로 비추는 백색 후부반사등(TA 18)
3. 후방에 있는 붉은색 후미등(TA 14b)
4. 후방에 있는 붉은색 후부반사등(TA 18)
5. 양쪽 옆을 비추는 황색 후부반사등(TA 18)

경음기 ▪경음기

운전자 면  허 ▪모파(Mofa) 면허 이상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9,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

[표 3-9] 독일 개인형 이동수단 공공도로 이용 가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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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 규정

◦ 개인교통수단을 공공도로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을 받고 보험표지판을 장착하여야 

하며, 차량기준에 맞는 기타 안전장치를 장착하여야 함. 또한 운전자의 경우 모파(Mofa) 이

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함

‐ 최고속도 45km/h 이상 이륜자동차로 승인 시 M(Mofa) 면허가 요구됨 

(3) 운행 방법

◦ 인구밀집지역의 경우, 별도의 보호선 또는 자전거도로에만 진입 가능하며, 이와 같은 시설이 

미비한 경우 차로 운행이 가능함 

◦ 비인구밀집지역의 경우, 별도의 보호선 또는 자전거도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시설이 미비한 경우, 국도ㆍ지방도 등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의 하위차로에서 운행이 가능함

◦ 다차선도로 운행 시, 우측 하위차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병렬주행 및 차량에 매달려 가

거나 손을 놓고 운전하는 것이 금지됨. 방향 변경 시 수신호가 필요함

◦ 자전거도로 상에서는 병렬주행이 가능하며, 자전거 운전자를 추월할 수 있음

◦ 모든 종류의 차량이 금지된 지역에서는 전자 이동보조기구 이용이 불가능함

◦ 차도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할 경우, 속도 조절이 필요함. 특히,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며, 보행자의 통행을 위협하거나 방해할 수 없음

◦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동차로 구분되어 허가받은 기기에 한하여 공도를 운행할 수 있으며, 

보도 운행은 제한됨

(4) 주차 방법

◦ 독일에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공공도로상 일반적인 사용으로 승

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위험하지 않고 통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주차할 수 있음

◦ 2009년 「함부르크 도로법(HWQ, Hamburgisches Wegegesetz)」 제16조 1항에 따라 전기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공공도로상 주차를 허용하고 있음

‐ 베를린 역시 ｢베를린도로법(Berliner Straßengesetz(BerlStrG))｣ 제10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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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함부르크

▪「함부르크 도로법」 16조 일반적인 사용
 (1) 공공도로는 공용이다. 다른 사람의 일반적인 사용을 부당하게 손상 입히지 않고 특수한 

용도와 충돌하지 않는 한, 도로교통규정 및 도로 공용지정 범위 안에서 특별한 허가 
없이 교통에 사용될 수 있다. 공용 환경에서 이동차량이 주차차량보다 우선한다.

베를린
▪「베를린 도로법」 10조 소유권 및 일반적인 사용
 (2) 공공도로의 사용은 교통 전용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공용). 공용 유지에 대한 법적 

청구권은 없다. 교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경우 공용이 아니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2019, 「공유교통 확산에 대비한 관련 정책 개선방안 연구」, p 59.

[표 3-10] 독일 도로법상 공공도로 이용에 관한 규정

3) 싱가포르

(1) 제도 현황

◦ 싱가포르 정부는 이동성 증진의 일환으로 2016년 말부터 자전거나 개인교통수단의 보도 주

행을 허가하였으나 2019년 11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장치는 보도 통행을 금지

하였으며, 그 이외에 일부 장치만 보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비 불법개조를 막기 위하여 동력보조 자전거의 등록, 보도 이용자들의 도로 공유 문

화 육성을 위한 교육 등도 함께 규정함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의 물리적 기준은 폭 70cm, 무게 20kg, 최고속도 25km/h

이며, 기준 미충족 시 공공도로 사용이 금지됨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은 정책 인식 확대를 위하여 Active 

Mobility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자전거 운전자 교육프로그램을 보완하여 학교, 지역단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배포함

◦ 부주의하게 이용하는 자전거 운전자 및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전용시행

팀을 구성하고 처벌 및 벌금을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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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속  도
▪보도 : 10km/h(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및 공유도로 : 25km/h

조  명
▪전면 전조등(백색)
▪후방 후미등(적색) 
▪형식승인을 받지 못한 전기자전거는 공공장소 운행 금지

안전운행지침 ▪항상 보행자 우선

제  원
▪너비 0.7m 이하
▪중량 20kg 이하

벌  칙

▪보도 및 금지 구역 운행 시 최대 2,000SGD / 6개월 이내 징역형
▪PM 등록 표지 미부착 시 2,000SGD의 벌금형 또는 3개월 이내 징역형
▪운행이 허용된 도로에서 보행자 등에 대한 위협 운행 시 최대 5,000SGD 벌금형 또는  
  6개월 이내 징역형
▪야간의 전조등 및 미등 미사용 시 최대 5,000SGD 벌금형 또는 최장 3개월 징역형

주 :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9,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 재구성한 것임

[표 3-11] 싱가포르 규제 기준

(2) 이용 규정

◦ 개인교통수단을 도로, 보도, 자전거도로 등 도로 유형별 주행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분류함

‐ 보도에서는 최대 시속 10km, 자전거도로에서는 시속 25km로 속도를 제한함

◦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안전운행지

침 정립으로 보도 진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점을 권고하고 있음

(3) 운행 방법

◦ 개인교통수단은 도로에서 운행은 금지되며, 자전거도로, 공유도로, 보도에서 허용됨

‐ 전면에 전조등(백색등)과 후면에 후사등(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반드시 

등화한 후 운전해야 함

‐ 최대중량이 20kg을 넘어서는 안 되며, 최대속도 25km/h를 초과할 수 없음

‐ 최대폭은 70cm까지 허용되며,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이 불가능함

◦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되고 있는 동안을 제외하고, 편도 2

차로 이상을 갖는 도로에서 자전거 및 개인교통수단은 최대 2대까지 나란히 운행할 수 있음

◦ 교통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운행될 수 없으며, 도로면의 왼쪽 측면에 접근하여 운행되어야 함

◦ 정지,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타 운전자에게 신호하기 위하여 운전자는 수신호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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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와 공유도로에서 항상 보행자가 우선권을 갖으며, 또한 교차로에서도 보행자가 우선권을 갖는다.
▪ 버스정류장과 같이 인파가 밀집한 장소에 접근하는 경우 속도를 낮추고 정지를 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 위와 같은 장소에서는 자전거에서 하차하고 자전거를 끌고 통과될 것이 권고된다.
▪ 횡단보도에 접근할 경우 정지 후 교통 상태를 주시한 후 도보속도로 통과할 것이 권장된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자세한 정보를 교환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자료: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e-scooter-ban-on-footpaths-singapore-lta-pmd-12061404

[그림 3-18] 싱가포르 도로 유형별 통행 허용 수단

구  분
보  도

(제한속도 10km/h)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제한속도 25km/h)
차  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 ×

자전거 ○ ○ ○

개인교통수단
(전동킥보드, 호버보드, 

싱글휠)

△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23)

○ ×

전기자전거 × ○ ○

주 : 국회도서관, 201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운행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일부 최신화.

[표 3-12] 싱가포르 이동 수단별 통행 허용 장소

23) 2019년 11월, Active Mobility Act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는 보도 통행 금지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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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 방법

◦ 공유 개인교통수단의 주차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이용 후에는 노란색 주차 Box Line, 거치대와 같은 지정된 주차 구역에 주차하여야 

하며, 공유 앱을 활용하여 주차 가능 구역 확인이 가능함

‐ 주차 후 Box line, 거치대 주변 QR코드를 찾아 스캔하여 반납 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스캔하지 않은 경우 추가 요금 5달러가 부과됨(3번 이상 미준수 시 1개월간 사용 금지)

자료: https://theaseanpost.com/article/singapore-regulates-its-personal-mobility-devices

[그림 3-19] 싱가포르 이동 수단별 통행 허용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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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https://www.sgsme.sg/news/nus-suspends-grab-e-scooter-trial-following-reports-accidents-involving-injuries

    2) https://www.lta.gov.sg/content/ltagov/en/getting_around/active_mobility/rules_and_public_education/rules_and_code_
        of_conduct.html

[그림 3-20] 싱가포르 공유 교통수단 주차 공간 및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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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강남구 개인교통수단 이용 실태조사

1 ∙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목적

◦ 본 조사는 강남구 관내 개인교통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

사를 수행함. 이용 중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민 편의성 제고와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인교통수단 이용 실태조사, 이용자 통행 특성, 이용 중 사고 경험 및 목격 등 조사

2) 설문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만 13세 이상 강남구 내 개인교통수단(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이용자

표본 구성 ▪ 총 400명

조사 지역 ▪ 서울특별시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표  본
추출 방법

▪ 조사목적을 고려한 목적적 임의할당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최소 분석 단위를 고려하여 임의할당을 하였으나, 응답자 특성별 

개인교통수단 이용률에 따라 응답됨

조사 기간 ▪ 2020년 11월 3일 ~ 2020년 11월 10일(7일간)

[표 4-1] 설문조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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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내용

◦ 설문조사 내용은 개인교통수단 이용 현황, 통행 특성, 개인교통수단 관련 교통사고 경험 및 

목격, 관련 제도 및 시설 개선방안을 위한 선호도 등으로 구성

◦ 개인교통수단으로 제시한 제품은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스케이트보드로 총 5가지를 제시함

구  분 내  용

관내 통행 현황
▪ 강남구 주 방문 지역
▪ 강남구 월평균 방문 횟수

이용 현황

▪ 개인교통수단 주로 이용하는 지역
▪ 개인교통수단 월 평균 이용 횟수
▪ 주로 이용하는 개인교통수단 종류와 주체(개인, 업체 등등)
▪ 공유 킥보드 만족도
▪ 개인교통수단 주 이용 목적
▪ 1회 평균 이용 시간 및 이용 거리

통행 특성

▪ 개인교통수단 이용 전 주 이용 교통수단 
▪ 개인교통수단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
▪ 개인교통수단 이용 시작지점
▪ 개인교통수단 이용 종료지점

교통사고
경험 및 목격 

▪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경험 및 사고 목격 경험 유무
▪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경험 및 사고 목격 경험 대상자
▪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경험 및 사고 목격 경험 장소
▪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피해 정도

관련 제도 및 
시설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선호도 조사

▪ 개인교통수단 주차 공간 필요 장소
▪ 이용 방법 관련 안전 교육 프로그램 
▪ 충전소 및 수리센터 설치 운영
▪ 개인교통수단 전용 면허 도입
▪ 기존의 대중교통과 공유 킥보드와의 연계 환승 제도 도입
▪ 공공에서 공유 킥보드 제공할 경우 이용 의향 조사
▪ 공공 공유 킥보드 이용 시 적정 가격

기초조사

▪ 나이
▪ 성별
▪ 거주지역
▪ 직업

[표 4-2] 설문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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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답자 특성

◦ 본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구  분  사례수(N) 비  율(%)

합  계 400 100.0

성  별
남  성 191 47.8 

여  성 209 52.3 

연  령

10대 27 6.8 

20대 115 28.8 

30대 125 31.3 

40대 82 20.5 

50대 이상 51 12.8 

거주지
강남구 158 39.5 

강남구 이외 242 60.5

개인교통
수단

주 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35.8

삼성 1, 2동 45 11.3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27.5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17.5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3.3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4.8

직  업

화이트컬러 278 69.5

블루컬러 34 8.5

학  생 65 16.3

기  타 23 5.8

[표 4-3]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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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응답자 강남구 주요 활동 지역24)

(1) 강남구 주요 방문 지역

◦ 응답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강남구 관내 지역 분석 결과 ‘역삼 1, 2동 및 논현 1, 2동’이 143

명(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명(28.8%), ‘도곡 

1, 2동 및 대치 1, 2, 4동’ 70명(1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전체(n=400), Unit: %]

[그림 4-1] 강남구 주 방문 지역

24) 응답자 강남구 주요 활동지역의 내용은 부록표1부터 부록표2까지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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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남구 월 평균 방문 횟수

◦ 강남구 월 평균 방문횟수는 약 16회로 나타남

◦ 구간별로는 ‘21회~31회’가 36.8%로 가장 많았으며, ‘1~5회(31.5%)’, ‘6~10회(18.0%)’, 

‘11~20회(13.8%)’의 순임

◦ 응답자 특성별로는 ‘도곡 1,2동 및 대치 1,2,4동’,‘ 개포 1,2,4/일원 1,2동’,‘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의 경우 주거지가 많은 지역이여서 상대적으로 월 평균 방문 횟수가 높게 나타남

[Base: 전체(n=400), Unit: %]

[그림 4-2] 강남구 월 평균 방문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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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교통수단 이용 실태25)

(1) 개인교통수단 주 이용 지역

◦ 개인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지역으로는 ‘역삼 1, 2동 및 논현 1, 2동’이 3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27.5%, ‘도곡 1, 2동 및 대치 1, 2, 4동’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0대 및 강남구 외 거주자를 중심으로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일원에서 개인교통수단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Base: 전체(n=400), Unit: %]

[그림 4-3] 개인교통수단 주 이용 지역

25) 개인교통수단 이용 실태 내용은 부록표 3부터 부록표 12까지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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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교통수단 월 평균 이용 횟수

◦ 개인교통수단 월 평균 이용 횟수 분석 결과 7.42회로 나타남

◦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지역은 ‘도곡 1, 2동 및 대치 1, 2, 4동’, ‘역삼 1, 2동 

및 논현 1, 2동’인 경우, 월 평균 이용 횟수가 다소 높게 나타남

◦ 직업별 월 평균 이용 횟수 분석 결과, ‘블루컬러’가 8.82회로 가장 높았으며, ‘화이트컬러’는 

7.78회로 나타남

[Base: 전체(n=400), Unit: %]

[그림 4-4] 개인교통수단 월 평균 이용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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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이용 개인교통수단

◦ 주로 이용하는 개인교통수단 분석 결과 ‘업체에서 운영하는 전동킥보드(공유 서비스)’가 1, 

2, 3순위 합산 기준 87.3%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 

23.0%. ‘전동 이륜평행차(개인 소유)’ 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는 주 이용 연령대는 ‘40대’와 ‘50대’로 나타났으며, 주 방문 지역은 

‘역삼 1, 2동 및 논현 1, 2동’ 지역에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Base: 전체(n=400), Unit: %]

[그림 4-5] 주 이용 개인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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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 전동킥보드 만족도

◦ 주로 이용하는 개인교통수단이 공유 전동킥보드라고 응답한 353명을 대상으로 공유 킥보드 

만족도에 대해 설문을 진행함. 매우 불만족스럽다(1점)부터 매우 만족스럽다(5점)까지 5점 

척도 선택지를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공유 전동킥보드 만족도 분석 결과, 5점 척도 기준 

평균 3.56점(만족스럽다 이상 59.2%)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개인교통수단 주 이용 지역 만족도 분석 결과,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의 경우 3.73점으

로 가장 높은 반면, ‘개포 1, 2, 4동 및 일원 1, 2동’,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의 경우 

각각 3.25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Base: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경험자(n=353), Unit: %]

[그림 4-6] 공유 전동킥보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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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 전동킥보드 불만족 이유

◦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불만족 이유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불만족 이유로는 ‘안전장비(헬

멧, 보호대 등) 제공 미흡’이 5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높은 가격’ 43.1%, ‘서비스 

지역이지만 주변에 자주 안 보임’ 3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높은 가격’의 경우,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큰 불만으로 나타남

[Base: 공유 전동킥보드 불만족 응답자(n=144), Unit: %, 중복응답]

[그림 4-7] 공유 전동킥보드 불만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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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교통수단 주 이용 목적

◦ 강남에서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주로 이용하는 목적에 대해 설문을 진행함. 분석 결과, 

‘여가(레저/운동)’가 2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통근’ 22.3%, ‘업무’ 14.5%, ‘귀가’ 

13.0%, ‘쇼핑’ 10.5%, ‘학원’ 4.5%, ‘통학’ 3.0%, ‘기타’ 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여가’의 경우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직장과 관련하여 통근과 업무를 합산하면 36.8%로 강남구 내에서 레저가 아닌 하나의 교통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것으로 나타남

‐ 통근, 업무, 귀가, 쇼핑을 합할 경우 60.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Base: 전체(n=400), Unit: %]

[그림 4-8]  개인교통수단 주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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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교통수단 1회 평균 이용 시간

◦ 개인교통수단 1회 평균 이용 시간 분석 결과 ‘10분 이상~20분 미만’이 36.0%로 가장 높았

으며, 다음으로 ‘5분 이상~10분 미만’ 33.8%, ‘20분 이상~40분 미만’ 1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40분 이상’의 경우 50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Base: 전체(n=400), Unit: %]

[그림 4-9] 개인교통수단 1회 평균 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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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교통수단 1회 평균 이동 거리

◦ 개인교통수단 1회 평균 이동 거리 분석 결과, ‘1km 이상~2.5km 미만’이 38.5%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2.5km 이상~5km 미만’ 33.0%, ‘5km 이상~7.5km 미만’ 11.8%, ‘1km 

미만’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전체(n=400), Unit: %]

[그림 4-10] 개인교통수단 1회 평균 이동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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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교통수단 통행 특성 조사26)

(1) 개인교통수단 이용 전 주 이용 교통수단

◦ 개인교통수단 이용 전 주 이용 교통수단 분석 결과 ‘보도’가 29.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지하철’ 19.0%, ‘시내버스’ 18.8%, ‘자가용’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보도’와 ‘시내버스’는 여성과 저연령층, ‘자가용’은 40대 연령층에서 이용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Base: 전체(n=400), Unit: %]

[그림 4-11] 개인교통수단 이용 전 주 이용 교통수단

26) 개인교통수단 통행특성조사 내용은 부록표13부터 부록표18까지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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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주 이용 교통수단에서 개인교통수단 변경 이유

◦ 과거 주 이용 교통수단에서 개인교통수단으로 변경 이유 분석 결과, ‘걷기에는 거리가 멀어

서’가 29.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다른 교통수단보다 이용이 편리해서’ 25.0%, ‘기존 

교통수단보다 도착 시간이 빠르거나 정확해서’ 22.0%, ‘차가 막혀서’ 10.3% 등의 순으로 나

타남

◦ 특히, ‘걷기에는 거리가 멀어서’의 경우 여성 집단을 중심으로, ‘기존 교통수단보다 도착 시

간이 빠르거나 정확해서’ 및 ‘차가 막혀서’의 경우는 남성 집단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남

[Base: 전체(n=400), Unit: %]

[그림 4-12] 과거 주 이용 교통수단에서 개인교통수단 변경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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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교통수단 구간 시작지점

◦ 개인교통수단 구간 시작지점 분석 결과, ‘지하철역’이 3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최

초 출발지’ 32.3%, ‘도로 주변’ 21.3%, ‘버스정류장’ 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초 출발지가 높은 이유는 강남구민의 설문조사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개인교통수단 구간 시작지점이 ‘지하철역’인 경우 삼성 1, 2동, ‘도로 주변’인 경우 개

포 1, 2, 4동 및 일원 1, 2동에서 시작지점이 높게 나타남

 

[Base: 전체(n=400), Unit: %]

[그림 4-13] 개인교통수단 구간 시작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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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교통수단 구간 도착지점

◦ 개인교통수단 구간 도착지점 분석 결과, ‘최종 목적지’가 5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로 주변’ 19.5%, ‘지하철역’ 17.8%, ‘버스정류장’ 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구간 도착지점이 ‘지하철’인 경우, 삼성 1 ,2동, 개포 1, 2, 4동 및 일원 1, 2동 지역에

서 도착비율이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Base: 전체(n=400), Unit: %]

[그림 4-14] 개인교통수단 구간 도착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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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간 시작지점까지 이용 교통수단

◦ 개인교통수단 이용 시작지점이 최초 출발지 이외의 응답자 271명을 대상으로 개인교통수단 

이용 시작지점까지 이용한 교통수단에 대한 질문 분석 결과, ‘보도’가 57.9%로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 ‘지하철’ 24.0%, ‘시내버스’ 7.4%, ‘마을버스’ 4.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구간 시작지점까지 이용 교통수단이 ‘지하철’인 경우,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에서 

타 지역 대비 개인교통수단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 구간 시작지점 최초 출발지 이외 응답자(n=271), Unit: %]

[그림 4-15] 구간 시작지점까지 이용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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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간 도착지점 이후 이용 교통수단

◦ 개인교통수단 이용 도착지점이 최종목적지가 아닌 응답자 197명을 대상으로 구간 도착지점 

이후 이용하는 교통수단 분석 결과, ‘보도’가 56.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하철’ 

21.3%, ‘시내버스’ 7.6%, ‘마을버스’ 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구간 도착지점 최종 목적지 이외 응답자(n=197), Unit: %]

[그림 4-16] 구간 도착지점 이후 이용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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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경험 및 개인교통수단 사고 목격 조사27)

(1)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경험 및 개인교통수단 사고 목격 경험

◦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경험 및 사고 목격에 대해 분석 결과, 400명 중 194명의 

응답자가 사고 경험 및 사고 목격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6명은 교통사고 경

험과 목격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둘 다 있음’은 10.3%, ‘사고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음’ 

5.5%, ‘사고를 목격한 경험이 있음’ 32.8%,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없음’ 51.5%

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 ‘저연령층’, ‘거주동’, ‘주 방문지역’, ‘개인교통수단 주 이용 지역’

이 ‘역삼 1, 2동 및 논현 1, 2동’인 경우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경험이 있거나 목격

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

[Base: 전체(n=400), Unit: %]

[그림 4-17]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경험 및 목격 경험

27)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경험 및 사고 목격조사 내용은 부록표19부터 부록표22까지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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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경험 및 개인교통수단 사고 목격 대상

◦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경험 및 개인교통수단 사고 목격자를 대상으로 사고 대상 

분석 결과, ‘보행자’가 3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개인단독사고’ 36.1%, ‘자동차 운

전자’ 22.2%, ‘자전거 운전자’ 17.5%, ‘개인교통수단 운전자’ 13.9%, ‘이륜자동차 운전자’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경험 및 목격 경험자(n=194), Unit: %]

[그림 4-18]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경험 및 목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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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경험 및 개인교통수단 사고 목격 장소

◦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경험 및 개인교통수단 사고 목격 장소 분석 결과, ‘보도’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횡단보도’ 35.6%, ‘교차로’ 28.9%, ‘차량 진출입로’ 

22.7%, ‘차도 중간’ 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경험 및 목격 경험자(n=194), Unit: %, 중복응답]]

[그림 4-19]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경험 및 목격 경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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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피해 정도

◦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피해 정도 분석 결과, ‘피해 정도가 미미한 정도의 사고’가 

5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상’ 36.5%, ‘경상사고’ 11.1%, ‘중상사고’ 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고 대상이 대부분 보행자 또는 개인단독 사고 비율이 높아 사고의 피해 정도가 미비한 것

으로 판단됨

[Base: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경험자(n=63), Unit: %]

[그림 4-20]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피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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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교통수단 관련 제도 및 시설 개선방안 선호도28)

(1) 개인교통수단 활성화 중요 요인

◦ 개인교통수단 활성화 중요 요인 분석 결과, 1, 2, 3, 4순위 합산기준 ‘자전거도로 및 일반도

로 노면 정비’가 8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거치대 및 주차 공간 확보’ 72.3%, ‘자

전거 도로망 추가’ 72.0%, ‘안전표지판, 노면표지 등 설치’ 6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전체(n=400), Unit: %, 중복응답]

[그림 4-21] 개인교통수단 활성화 중요 요인

28) 개인교통수단 관련 제도 및 시설 개선방안 선호도 내용은 부록표24부터 부록표30까지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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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호하는 개인교통수단 주차 장소

◦ 개인교통수단 주차를 위해 선호하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음

◦ 1, 2, 3순위 합산기준 ‘지하철역’이 7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버스정류장’ 56.5%, 

‘자전거 도로변’ 41.0%, ‘아파트 단지 입구’ 32.3%, ‘회사’ 23.5%, ‘학교’ 16.3%, ‘관공서’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위 응답 기준으로도 지하철역이 4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Base: 전체(n=400), Unit: %]

[그림 4-22] 선호하는 개인교통수단 주차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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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 관련 의견

- ① 이용 방법 안전 교육 프로그램

◦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 관련 의견 중  ‘이용 방법 안전 교육 프로그

램’에 대해 설문을 진행함. 매우 불필요하다(1점)부터 매우 필요하다(5점)까지 5점 척도 선택

지를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설문 분석결과 필요도는 5점 척도 환산 평균 4.21점(필요 

84.3%)으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과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Base: 전체(n=400), Unit: %]

[그림 4-23]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 관련 의견
- ① 이용 방법 안전 교육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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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 관련 의견

- ② 충전소 수리센터 설치 운영

◦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 관련 의견 중 ‘충전소 수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 설문을 진행함. 매우 불필요하다(1점)부터 매우 필요하다(5점)까지 5점 척도 선택지를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설문 분석결과 필요도는 5점 척도 환산 평균 4.16점(필요 85.3%)으

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 집단에서 충전소 및 수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남

[Base: 전체(n=400), Unit: %]

[그림 4-24]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 관련 의견
- ② 충전소 수리센터 설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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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 관련 의견

- ③ 개인교통수단 전용 면허 도입

◦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 관련 의견 중 ‘개인교통수단 전용 면허 도입’

에 대해 설문을 진행함. 매우 불필요하다(1점)부터 매우 필요하다(5점)까지 5점 척도 선택지

를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설문 분석결과 필요도는 5점 척도 환산 평균 4.23점(필요 

82.0%)으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 집단에서 개인교통수단 전용 면허 도입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 전체(n=400), Unit: %]

[그림 4-25]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 관련 의견
- ③ 개인교통수단 전용 면허 도입 -



강남구 개인교통수단 이용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90

(3)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 관련 의견

- ④ 기존의 대중교통과 공유 킥보드와의 연계 환승 제도 도입

◦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 관련 의견 중 ‘기존의 대중교통과 공유 킥보

드와의 연계 환승 제도 도입’에 대해 설문을 진행함. 매우 불필요하다(1점)부터 매우 필요하

다(5점)까지 5점 척도 선택지를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설문 분석결과 필요도는 5점 척도 

환산 평균 4.06점(필요 78.5%)으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높은 편임

◦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과 ‘20대 미만 연령층’에서 기존 대중교통과 공유 킥보드와의 연계 

환승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Base: 전체(n=400), Unit: %]

[그림 4-26]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 관련 의견
 - ④ 기존의 대중교통과 공유 킥보드와의 연계 환승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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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 공유 킥보드 이용 의향

◦ 공공 공유 킥보드 도입 시 이용 의향에 대해 설문을 진행함. 전혀 이용할 의향이 없다(1점)부

터 반드시 이용 할 것이다(5점)까지 5점 척도 선택지를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5점 척도 

환산 평균 4.07점(이용 86.3%)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 방문 지역이 ‘삼성 1, 2동’인 경우, 타 지역 대비 공공 공유 킥보드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Base: 전체(n=400), Unit: %]

[그림 4-27] 공공 공유 킥보드 이용 의향



강남구 개인교통수단 이용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92

(5) 공공 공유 킥보드 도입 시 1분당 적정 가격

◦ 공공 공유 킥보드 도입 시 1분당 적정 가격 분석 결과, ‘50원 이상~100원 미만’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0원 이상~50원 미만’ 22.9%, ‘100원 이상~150원 미만’ 22.6%, 

‘150원 이상~200원 미만’ 8.7%, ‘200원 이상’ 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공공 공유 킥보드 이용 의향자(n=393), Unit: Top3 %]

[그림 4-28] 공공 공유 킥보드 도입 시 1분당 적정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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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사점 도출

1) 응답자 강남구 활동 지역

◦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강남구 관내 지역 방문 횟수 분석 결과 월 평균 약 16회로 나타남. 

역삼동 및 논현동을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신사동·압구정동·청담동, 도

곡동·대치동 순으로 방문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2) 개인교통수단 이용 실태 분석

◦ 개인교통수단 주로 이용하는 지역은 강남구 주 방문 지역과 동일하게 역삼동, 논현동, 신사

동, 압구정동, 청담동, 도곡동, 대치동의 순이며, 이용 횟수는 월 평균 7.42회로 나타남

◦ 주 이용 개인교통수단으로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전동킥보드(공유 서비스) 이용이 가장 많으

며,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 이용률은 미미한 수준임. 공유 킥보드 미이용 사유로는 위험성과 

높은 가격, 자주 보이지 않음, 요금 체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개인교통수단의 안전하

고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미이용 사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용 목적은 여가, 통근, 업무, 귀가, 쇼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여가 및 레저에서 이용되던 제품에서 도심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것으로 분석됨

◦ 1회 평균 이용 시간은 5~20분 미만, 1회 평균 이동 거리는 1~5km 미만으로 나타남

◦ 공유 킥보드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며, 불만족 이유로는 안전장비 이외에 공유 

킥보드 미이용 이유와 유사하게 나타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개인교통수단 통행 특성 분석

◦ 개인교통수단 이용 전 주 이용 교통수단으로는 보도, 시내버스, 지하철, 자가용 등으로 다양

하게 나타났으며, 개인교통수단으로의 수단 전환 사유는 걷기에 거리가 멀어서, 편리성, 도

착 시간 고려 등으로 나타남

◦ 개인교통수단 구간 시작지점의 경우 지하철역, 최초 출발지, 도로 주변, 버스정류장으로 나타

났으며, 구간 도착지점의 경우 최종 목적지, 도로 주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으로 나타남 

‐ 도착지점이 최종 목적지인 경우 강남구민(53.2%)과 강남구 이외 거주자(49.2%)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교통수단 시작구간의 경우 강남구민은 최초 출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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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 이외 거주자는 지하철역(43.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구간 시작지점 및 도착지점까지의 이용 교통수단은 모두 보도,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4)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경험 및 개인교통수단 사고 목격 분석

◦ 개인교통수단 이용 시 직접 또는 간접 사고 경험 비율은 약 50%이며, 대상자는 보행자, 개인

단독사고, 자동차 운전자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장소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차량 

진출입로, 차도 중간이 주요 사고 장소로 나타남 

◦ 교통사고 피해 경험자의 경우 피해 정도는 미미한 수준의 비율이 높으나, 경상사고 이상의 

비율은 약 13%로 나타남

５) 개인교통수단 관련 제도 및 시설 개선방안 분석

◦ 개인교통수단 활성화 중요 요인으로는 자전거도로 및 일반도로 노면 정비, 거치대 및 주차 

공간 확보, 자전거 도로망 추가, 안전표지판, 노면표지 등의 설치와 같이 모두 중요한 요인으

로 나타남

◦ 개인교통수단 주차 공간 필요 장소로는 구간 시작지점 및 구간 도착지점을 고려하여, 지하철

역, 버스정류장, 자전거 도로변, 아파트 단지 입구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방법 안전 교육 프로그램, 충전

소 및 수리센터 설치 운영, 개인교통수단 전용 면허 도입, 기존 대중교통과 공유 킥보드와의 

연계 환승 제도 모두 필요성이 높게 응답됨

◦ 공공 공유 킥보드 도입 시 이용 의향은 약 86%로 높게 나타났으며, 1분당 적정 가격으로는 

50~100원 미만이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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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개인교통수단 제도 및 시설의 단계별 대응방안

1 ∙ 주요 쟁점사항 및 기본방향

1) 제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

(1) 개인교통수단 안전 관련 쟁점사항

◦ 개정된 「도로교통법」 상에서 개인교통수단은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이용해야 하나 자전거도

로가 미비한 일부 지역의 경우 보도로 주행을 하고 있으며, 이는 보행자 안전 보장이 어렵고 

개인교통수단 이용자에게는 도로보다는 안전해지므로 장점과 단점이 상존하고 있음

◦ 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보험제도가 운영 

중에 있으나 개인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보험제도는 대체적으로 미흡하

여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개인교통수단이 도입된 기간이 짧고, 개인 소유의 개인교통수단 

이용자가 많지 않으므로 수익 모델을 만들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개인교통수단 이용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교통수단에 대해서

도 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함 

◦ 공유 서비스 특성상 이용과 반납이 간편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장소 특성에 따라 사고 위험과 

편의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주차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있으

나 가게 앞, 자전거도로 가운데, 차량 진출입로, 주차장 출입구 등에 임의로 반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보행자 및 타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사고 위험과 통행에 불편함

을 야기하고 있음

◦ 타 교통수단에 비해 개인교통수단은 청소년이 구매하기에 가격대가 높지 않아 구매하기 쉽고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교통수단 이용 방법 및 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 기존의 경우 차도를 이용해야 했으나 자전거도로로 주행 환경이 변화된 만큼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 또한 헬멧, 보호대 등 안전장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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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이 필요함

◦ 교육 및 홍보의 경우 강압적인 벌칙이 아니므로 올바른 이용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

하나 공유 서비스 업체의 입장에서는 시장 확대, 정부 및 지자체 입장에서는 안전이 중요시 

되고 있음. 상호간에 상충되는 입장이나 이용자와 미이용자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생

각이 생긴다면 이용자가 늘어 시장도 규모도 더욱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됨

‐ 공유 서비스의 경우 일정 지역에 주차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용자나 부적절한 이용자에게 제재가 필요함

(2) 개인교통수단 시설 관련 쟁점사항

◦ 개인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개인교통수단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

로 자전거 전용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 주변 지자체의 자전거 도로망과의 연속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함

‐ 관내 개인교통수단 이용률이 높은 지역인 역삼동의 경우 자동차 통행량과 버스정류장이 

많아 자전거도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 개인교통수단은 블록 내부에 있는 목적지까지 간편하게 이동이 가능하며, 이면도로 위의 작

은 장애물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으므로 이면도로의 노면 관리가 중요함

(3) 개인교통수단 원활한 이용을 위한 활성화 정책 쟁점사항

◦ 개인교통수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간편하게 배터리 충전 또는 배터리 교체를 하여 이

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교통량이 많은 강남구 특성상 기존 교통수단인 버스, 택시, 자가용 

등의 탄소배출이 높은 교통수단에서 개인교통수단으로 전환된다면 탄소배출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자연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 버스, 보도 등의 기존 교통수단에서 개인교통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

책 등을 활용하여 유도해야 함 

‐ 일부 공유 업체에서는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하철역 주변에 반납할 경우 일

정의 인센티브를 이용자에게 지불하고 있음

◦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주행 공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법」에 정의가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개인교통수단 조례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서울시와 서울시 내 자치구는 개인교통수단의 이용안전 증진, 실태조사, 안전문화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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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교통수단의 장점인 라스트 마일(Last-Miles), 퍼스트 마일

(First-mile)을 극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통수단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

나 현재 교통수단 별로 운영 주체가 다르고 요금체계나 정보제공 방식 등이 다르므로 

연계체계 구축과 원활하게 이용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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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교통수단 관련 제도 기본방향 설정

구  분 쟁점사항 기본방향

안전
이용

보  험

▪ 개인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보험제도 미흡

▪ 개인교통수단 보험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보험회사에서 적정 가격선 판단 어려움

▪ 지자체 자전거 보험제도와 연계하여 
도입방안 모색

교육

▪ 이용이 쉽고, 레저용에서 넘어온 
수단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과 안전 
문화 조성 필요

▪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
▪ 강남구 개인교통수단 관련 조례 제정 

규제 ▪ 이용자 책임강화를 위한 규제 필요
▪ 민·관이 협력하여 이용자 책임강화를 위한 

규제 마련

도  로

▪ 개인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강남구 전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움

▪ 현재 최고속도만 설정 되어 도로 및 지역별 
상황에 맞게 반영 필요

▪ 지역별 유동인구 및 지역별 특성에 맞춰 
개인교통수단 제한 속도 설정

주  차

▪ 개인교통수단 이용자가 많은 지역이 
대부분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므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면서 
이용자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음

▪ 제도권 내에 주차를 위해서 명확한 
세부적인 가이드 및 근거 필요

▪ 자전거 주차 시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도입과 보행자 보호 방안 모색

이용 활성화

▪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공공에서 활성화 
정책을 장려하기 어려움

▪ 기존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기초로 
개인교통수단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검토하여 도입

▪ 강남구 개인교통수단 관련 조례 제정 

▪ 제도권 안에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기존의 대중교통과 공유 전동킥보드의 
결제 방식, 정보 제공 방식 등이 제각각임

▪ 마일리지 적립금 형태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

[표 5-1] 개인교통수단 관련 제도 측면 쟁점사항 및 기본방향

3) 개인교통수단 관련 시설 개선 방향

구  분 쟁점사항 기본방향

안전표지
▪ 도로교통법 내 개인교통수단 관련한 

안전표지 사항 미흡
▪ 자전거 이외에 개인교통수단 표지 도입이 

필요하나 기존의 안전표지 활용하여 정비

자전거도로, 
이면도로, 보도

▪ 개인교통수단 대부분 바퀴가 작으므로 
노면 관리 필요

▪ 지속적인 시설 관리와 연속성을 고려하여 
자전거 도로망 개선

주차 시설
▪ 기존의 자전거 주차 시설은 전동킥보드를 

거치하기에 어려움 
▪ 기존의 자전거 주차 시설과 호환 가능한 

시설로 대체 및 개발

[표 5-2] 개인교통수단 관련 시설 측면 쟁점사항 및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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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단계별 제도 대응방안

1) 단기 대응방안

(1) 강남구 개인교통수단 관련 조례 제정

◦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광역지자체 단체까지 개인교통수단 이용 안전 및 증진 사업, 이용안

전계획 수립 등으로 다양하게 개인교통수단 관련 조례들이 발의되고 있음

‐ 지자체별로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수단 용어가 나뉘어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르기 때문에 조례 제정시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개인교통수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민의 안

전과 개인교통수단 산업 발전을 통한 구민 생활 증진 등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관내에 개인교통수단 공유 사업자,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관련기관 

등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증진 사업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 이용안전 관련하여 계획 수립, 기준 마련, 증진 사업 3가지를 포함해야 하며 주요 내

용으로는 안전교육, 안전문화 조성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개인교통수단이 향후 MaaS(Mobility as a Service) 도입, 개인교통수단 운영 실태 

조사, 데이터 기반의 자료 구축 등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므

로 조례 내용에 실태조사 및 의견조사가 필요함

‐ 개인교통수단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구민의 편의 증대를 위해서 중앙정부,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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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안)

목적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조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책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관련 내용 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 적용

이용안전계획 수립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해 목표, 사업 및 지원, 재원조달 
및 운용, 등의 필요사항에 대한 내용 규정

이용안전 기준
(가이드라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을 마련하여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관해 규정

이용안전 증진 사업
(사업추진)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시범사업 및 시범구역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시범구역 조성 내용 규정

실태조사 및 의견조사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실태조사 및 의견조사 관련 내용 규정

안전교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교육 진행, 관련 기관에 위탁 내용 규정, 예산경비 
지원 관해 규정

안전문화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안전문화 행사 개최 등의 내용 규정

협력체계 구축 중앙정부,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 -

[표 5-3]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증진 사업 조례(안)

(2) 개인 소유의 개인교통수단 이용자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 개인 소유 자전거의 경우 다수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개인교통수단 또한 자전거와 

유사한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기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보험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단체 보험에 가입하는 

전략이 필요함

‐ 기존 공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경우 업체에서 단체 보험가입으로 이용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으나 개인 소유 교통수단의 경우 보험 가입에 있

어 어려움이 있고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보험 상품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 자전거의 경우 「강남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환 조례」에 보험 관련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나 개인교통수단의 경우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논의와 조례 개정에 대한 협의도 필요함

◦ 지자체에서 기존 자전거 보험과 개인교통수단 보험이 통합되도록 보험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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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으로 가입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교통수단도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강남구의 경우 2021년 선진 교통체제 확충 및 정비 예산에 편성함

구  분 내  용

제18조 
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자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표 5-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구  분 내  용

제18조 
자전거 등 보험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전거 등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자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표 5-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이외 전동킥보드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2020년 11월 10일부터 개정되었으며, 전동킥

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태 담보)으로 

보장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29)

29) 금융감독원,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등 관련), (보도자료 , 
2020.10.21.)



05 개인교통수단 제도 및 시설의 단계별 대응방안 103

(3)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과 이용자 책임 강화

◦ 안전한 개인교통수단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향을 설정해야 함 

◦ 첫 번째, 개인교통수단 이용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현재 개인교통수단이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 PM법안30)등이 자리가 잡히지 않은 초

기 산업인 만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므로 유관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교육

과 홍보가 필요함

◦ 두 번째,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함

‐ 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시되는 만큼 자전거도로에서도 자전거 이용자와 개인교통수

단 이용자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홍보가 필요함

자료: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http://www.safebike.or.kr/content.php?co_id=s1p2

[그림 5-1]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추진방향

◦ 교육과 홍보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기관, 유관기관, 사업체 

간의 협력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해야 함

◦ 미국의 경우 부적절한 주차 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벌금 부과 체계 구축 및 서비

스 정지를 할 수 있음

◦ 안전하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반납하는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지급과 부적절한 이용자에게는 

일정 기간 이용 제한 또는 불이익이 필요함 

30)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PM법안)



강남구 개인교통수단 이용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104

(4)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겸용도로에 대한 통행 속도 차등화

◦ 관내에 개인교통수단 이용이 많은 지역 중 자전거도로 설치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거나 자전거 겸용도로에 통행 속도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함

◦ 보행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자전거 겸용도로 설치 시 통행 속도 25km/h를 지킬 경우 사

고 위험이 높고 보행 교통량이 많은 지역 특성상 차량이동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설치 

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보행 교통량이 많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 및 서울시 

등 상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겸용도로에 대해 속도 제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합계

구간 3 21 2 - 26

길이(km) 3.1 48 1.5 - 52.6

자료: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https://data.seoul.go.kr/dataList/276/S/2/datasetView.do

[표 5-6] 2019년 강남구 자전거도로 현황

자료: 서울자전거지도, http://www.coolsite.co.kr/bike/contents/sub_seoul.php?gid=15

[그림 5-2] 강남구 자전거도로 현황

https://data.seoul.go.kr/dataList/276/S/2/datase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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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의 경우 개인교통수단 이용 시 도로별로 통행 속도를 차등화하여 이용하고 있음. 이에 

대해 참고하여 서울시와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함

국가 도로 별 통행 가능 여부 통행 속도

한국

도로 ○
25km/h

자전거도로 ○

보도 × -

싱가포르

도로 ○
25km/h

자전거도로 ○

보도 △
10km/h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이용 불가)

미국

뉴욕

도로 ○ 48km/h(30mph)

자전거도로 △ 8km/h
(인구 100만 이하 도시)보도 △

워싱턴

도로 ○ 40km/h

자전거도로 ○ 혼잡 지역 속도 제한
(추월시 음향신호)보도 ○

독일

도로 ○
20km/h

자전거도로 ○

보도 × -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9,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2019, 「공유교통 확산에 대비한 관련 정책 개선방안 연구」.
     도로교통공단, 2016,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안전대책 연구 – 개인형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

[표 5-7] 국가별 개인교통수단 통행 장소 및 통행 속도

도로 유형 통행 속도

도로

25km/h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우선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분리형

비분리형
10km/h

보도

[표 5-8] 개인교통수단 통행 장소 및 통행 속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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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절한 공간에 주차 시설 도입 방안 

◦ 자전거 주차시설은 대부분 보도에 위치하므로 기존 법 체계 내에서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으

나 향후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전거와 개인교통수단 주차 시설 선정 시 보

행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개인교통수단 이용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와 공용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주차 시설 도입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기존의 교통시설인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과 연계해서 활용해야 개인교통수

단 특징인 라스트 마일(Last-Miles), 퍼스트 마일(First-mile)의 장점이 증대되므로 지하철

역,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보행 환경이 침해받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도입이 필요함

‐ 지하철역의 경우 대부분 출입구 방향이 정해져 있으므로, 개인교통수단 주차 공간 설치 

시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출입구 후면 공간을 활용하고, 보행 공간이 넓은 지

역의 경우에는 지하철 출입구 측면 또는 후면 공간, 가까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주차 

공간을 설치해야함

‐ 중앙 버스정류장은 보도 폭이 작고 보행 환경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그 이외에 도로변에 있는 정류장의 경우 보도 폭을 고려하여 버스정류장

주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로 주차공간을 고려해야함

[그림 5-3] 9호선 봉은사역 주변 유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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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유 업체 이용질서 확립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하였으며, 체결 후 이용

질서 확립 및 활성화를 위해 배포한 주·정차 가이드라인31)에서 다양한 주차 공간을 권장함

◦ 주정차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한 주차 공간은 쉽게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정차 가이드 

라인에서 일정 구역 또는 특정 공간에 주차 구역으로 정하고 해당 구역에 별도의 QR코드를 

부착하여 반납 시 QR코드를 촬영해야만 반납이 가능토록 하고, QR코드 촬영 시 일정 인센

티브 지급으로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현재 업체마다 시행하고 있는 반납 후 공유 킥보드 주차 사진 촬영과 같이 QR코드를 촬

영하는 방안의 접근 필요함

‐ 이면도로 내에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건물 앞의 자투리 공간을 건물주 또는 사업주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확보가 필요함 

자료: https://twitter.com/allinonlifesite/status/1065538417453395968/photo/3

[그림 5-4] 싱가포르 주차 방법

31)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16개 공유퍼스널 모빌리티 업체, 이용질서 확립 및 활성화 MOU 체결, 2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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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 대응방안

(1) 개인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 이번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에서 자전거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 

시 적용되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서 개

인교통수단을 추가하여 개인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도심의 주차장의 경우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와 개인교통수단을 주차하기 

어려우므로 주차 시설 마련 시에도 지상 1층에 보행자의 통행 또는 1층 상업 활동에 방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대 상
최 대 
경감률

사업 내용

자전거 
이 용 

환 경
구 축

종사자

20% ▪ 자전거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시설물) 및 이용확인 장비를 구축

이 용 10% ▪ 소속 종사자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

자료: 서울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https://s-tdms.seoul.go.kr

[표 5-9] 기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대 상
최 대 
경감률

사업 내용

자전거 
등 이용 

환 경
구 축 종사자

20%
▪ 자전거 등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시설물) 및 이용 확인 장비를 
구축

10% ▪ 소속 종사자 출퇴근 시 자전거 등 이용이 용

[표 5-10]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안)

(2)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

◦ 2016년 핀란드에서는 MaaS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실행하였으며, 핀란드에서 출시된 ‘윔

(Whim)’은 모든 대중교통과 모빌리티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자들이 ‘윔(Whim)’ 앱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장 효율적인 이동수단과 최단 경로, 최저 운행요금이 산정되

고 결제도 한 번에 할 수 있음32)

‐ 윔(Whim)은 6만여 명의 이용자 수를 확보하고 계속해서 사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



05 개인교통수단 제도 및 시설의 단계별 대응방안 109

으며, MaaS의 목표대로 사용자의 자가용 이용률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윔 이용자들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자가용 이용 비율은 40%에서 20%로 줄었고, 반대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48%에서 74%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개인교통수단을 기존의 교통수단인 고속버스, 항공, 지하철, 택시 등과 연계 또는 공

유 플랫폼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라스트 마일(Last-Miles), 퍼스트 마일

(First-mile)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국내에서는 티머니 Go가 따릉이와 씽씽 킥보드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하며, 따릉이의 

경우 10분 이용권뿐만 아니라 일반 따릉이 정기권도 구매 가능33)

‐ 티머니 Go를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며 적립한 마일리지는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하여 사용 가능함

자료: 티머니 go, https://maas.tmoney.co.kr

[그림 5-5] 따릉이와 씽씽 킥보드가 결제 가능한 티머니 Go

◦ 적극적인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34)를 활용하여 공유 전동킥보드 업

체와 기존 교통수단 간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 환급을 활

용하면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수단 간의 이용이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됨

‐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

리지를 쌓고, 카드사 추가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까지 절감 가능

‐ 이용 방법은 집에서 나올 때 모바일 앱의 출발 버튼을 누르고, 광역알뜰교통카드로 대

32) 소유 아닌 공유 MaaS 이동수단 새그림 제시(정보통신신문, 2020. 3.26),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471

33) 티머니 go, https://maas.tmoney.co.kr

34) 광역알뜰교통카드 https://alcard.kr 

https://alcar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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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교통을 이용 후 도착지에서 도착 버튼을 누르면 종료

◦ 광역알뜰교통카드에 개인교통수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과 마일리지 

적립금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공유 서비스 업체를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의 이동거리 확인, 마일리지 지급 방안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인이 소유한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이 된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

자료: 서울특별시 내손안에 서울,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89162 

[그림 5-6]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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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단계별 시설 대응방안

1) 단기 대응방안

(1)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 표시 정비

◦ 자전거도로와 이면도로의 교차구간, 통행제한 구간 등 도로 노면 표시 및 안전표지판을 적극

적으로 설치하여 개인교통수단 이용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해야 함

◦ 특히 자전거 도로와 이면도로와의 교차구간이 사고 발생 요소가 높기 때문에 도로 노면 표시 및 

안전표지를 활용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노면 표시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

으로 정비가 필요함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많은 만큼 분리형과 비분리형에 대해 안내하는 안내표지판

과 자전거도로 노면 표시 정비가 필요함

‐ 강남구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구간에 지하철 환풍기, 버스정

류장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비해야 함

[그림 5-7] 자전거도로 노면표지 사례 [그림 5-8]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노면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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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노면 개선

◦ 개인교통수단 특성상 바퀴가 작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나 이면도로 내에 노면이 불량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특히 포트홀(Pothole)에 대해 점검 및 관리를 해야 함

‐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면도로 내에 포트홀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확률이 높으므로 주기적으로 노면 관리가 필요함

‐ 버스나 트럭 등 중장비 차량이 자주 지나가는 도로의 경우 포트홀이 생기기 쉬운 환

경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경우 주기적으로 포트홀 관리를 해야 함

‐ 포트홀 상습 지역인 도로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안전표지

를 설치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장애물을 쉽게 인지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료 : 서울 은평구, 친환경 포트홀 보수공법 개발,(경향신문, 2018.10.19.), www.yna.co.kr/view/AKR20181019048500004 (위) 

      콘크리트 포장으로 포트홀 예방, (ENB, 2020. 7. 9),  www.enb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1036 (아래) 

[그림 5-9] 은평구,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현장 재활용 친환경 보수 방법(위), 콘크리트 포장으로 포트홀 예방(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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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 대응방안

(1) 자전거 도로망 개선

◦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기존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서울형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을 활용하여 자전거도로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주요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인접한 서초구, 송파구 자전거도로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 간 단절된 자전거도로 구간을 

연결하여 통행에 제약 없이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지역별 교통 여건이나 도로 위계 등 현장 특성에 맞춰 자전거도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 「자전거 이용시설 점검 가이드」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활용 

‐ 자전거 이용자, 지역주민, 전문가, 경찰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현장 상황에 맞

게 적절히 적용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자료: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p11

[그림 5-10] 서울형 자전거도로의 사업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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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역삼1,2동
논현1,2동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도곡1,2동
대치

1,2,4동
삼성1,2동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개포 
1,2,4동

일원1,2동

합  계 (400) 35.0 28.8 15.8 9.3 6.5 4.8 

성  별
남  성 (191) 37.7 25.7 16.2 11.0 5.8 3.7 

여  성 (209) 32.5 31.6 15.3 7.7 7.2 5.7 

연  령

10대 (27) 22.2 40.7 14.8 7.4 11.1 3.7 

20대 (115) 36.5 30.4 13.0 5.2 6.1 8.7 

30대 (125) 38.4 30.4 12.8 10.4 5.6 2.4 

40대 (82) 36.6 19.5 19.5 13.4 7.3 3.7 

50대 이상 (51) 27.5 29.4 23.5 9.8 5.9 3.9 

거주지
강남구 (158) 33.5 13.3 24.7 7.0 10.8 10.8 

강남구 이외 (242) 36.0 38.8 9.9 10.7 3.7 0.8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88.1 7.0 2.1 1.4 1.4 0.0 

삼성 1, 2동 (45) 4.4 6.7 6.7 66.7 11.1 4.4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8.2 88.2 0.9 1.8 0.9 0.0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1.4 7.1 80.0 2.9 4.3 4.3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0.0 0.0 0.0 0.0 0.0 100.0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10.5 0.0 0.0 5.3 78.9 5.3 

직  업

화이트컬러 (278) 37.4 26.3 15.1 9.4 6.5 5.4 

블루컬러 (34) 35.3 26.5 11.8 20.6 0.0 5.9 

학  생 (65) 27.7 41.5 15.4 4.6 7.7 3.1 

기  타 (23) 26.1 26.1 30.4 4.3 13.0 0.0 

[부록표 1] 강남구 주 방문 지역
(단위 : 명,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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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1~5회 6~10회 11~20회 21회~31회 평균(회)

전체 (400) 31.5 18.0 13.8 36.8 16.01 

성별
남성 (191) 30.9 18.3 16.8 34.0 15.75 

여성 (209) 32.1 17.7 11.0 39.2 16.24 

연령

10대 (27) 40.7 29.6 14.8 14.8 10.59 

20대 (115) 34.8 16.5 7.8 40.9 16.30 

30대 (125) 24.0 16.8 16.0 43.2 18.02 

40대 (82) 35.4 14.6 13.4 36.6 15.55 

50대 이상 (51) 31.4 23.5 21.6 23.5 14.00 

거주구
강남구 (158) 10.1 9.5 6.3 74.1 24.63 

강남구 외 (242) 45.5 23.6 18.6 12.4 10.37 

거주동

역삼 1,2동/논현 1,2동 (51) 17.6 5.9 5.9 70.6 23.61 

삼성 1, 2동 (9) 11.1 11.1 0.0 77.8 24.78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3) 15.4 0.0 0.0 84.6 25.92 

도곡 1,2동/대치 1,2,4동 (41) 7.3 4.9 9.8 78.0 25.73 

개포 1,2,4동/일원 1,2동 (22) 4.5 22.7 0.0 72.7 24.09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22) 0.0 18.2 13.6 68.2 24.68 

개인 
교통 
수단   

주 이용 
지역

역삼 1,2동/논현 1,2동 (143) 34.3 14.7 14.7 36.4 15.80 

삼성 1, 2동 (45) 33.3 17.8 15.6 33.3 15.44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41.8 24.5 13.6 20.0 12.07 

도곡 1,2동/대치 1,2,4동 (70) 15.7 17.1 15.7 51.4 20.00 

개포 1,2,4동/일원 1,2동 (13) 7.7 15.4 0.0 76.9 24.46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21.1 10.5 5.3 63.2 21.11 

직업

화이트컬러 (278) 28.8 15.8 14.7 40.6 17.12 

블루컬러 (34) 29.4 20.6 14.7 35.3 16.18 

학생 (65) 41.5 24.6 10.8 23.1 12.03 

기타 (23) 39.1 21.7 8.7 30.4 13.52 

[부록표 2] 강남구 월 평균 방문 횟수
(단위 : 명,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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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역삼
1,2동
논현 
1,2동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도곡
1,2동
대치

1,2,4동

삼성 
1,2동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개포 
1,2,4동

일원
1,2동

합  계 (400) 35.8 27.5 17.5 11.3 4.8 3.3 

성  별
남  성 (191) 37.7 25.7 16.8 13.6 3.1 3.1 

여  성 (209) 34.0 29.2 18.2 9.1 6.2 3.3 

연  령

10대 (27) 22.2 40.7 22.2 7.4 3.7 3.7 

20대 (115) 35.7 27.0 14.8 13.0 5.2 4.3 

30대 (125) 38.4 28.8 14.4 11.2 5.6 1.6 

40대 (82) 39.0 24.4 19.5 9.8 3.7 3.7 

50대 이상 (51) 31.4 23.5 25.5 11.8 3.9 3.9 

거주지
강남구 (158) 34.2 11.4 28.5 11.4 7.6 7.0 

강남구 이외 (242) 36.8 38.0 10.3 11.2 2.9 0.8 

개  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  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100.0 0.0 0.0 0.0 0.0 0.0 

삼성 1, 2동 (45) 0.0 0.0 0.0 100.0 0.0 0.0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0.0 100.0 0.0 0.0 0.0 0.0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0.0 0.0 100.0 0.0 0.0 0.0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0.0 0.0 0.0 0.0 0.0 100.0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0.0 0.0 0.0 0.0 100.0 0.0 

직  업

화이트컬러 (278) 37.8 27.0 16.2 10.4 4.7 4.0 

블루컬러 (34) 41.2 26.5 17.6 11.8 0.0 2.9 

학  생 (65) 27.7 35.4 15.4 15.4 4.6 1.5 

기  타 (23) 26.1 13.0 39.1 8.7 13.0 0.0 

[부록표 3] 개인교통수단 주 이용 지역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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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1~5회 6~10회 11회 이상 평  균

합  계 (400) 59.3 25.0 15.8 7.42 

성  별
남  성 (191) 51.3 28.3 20.4 8.65 

여  성 (209) 66.5 22.0 11.5 6.29 

연  령

10대 (27) 63.0 7.4 29.6 8.30 

20대 (115) 62.6 26.1 11.3 6.37 

30대 (125) 58.4 24.0 17.6 7.70 

40대 (82) 61.0 24.4 14.6 7.59 

50대 이상 (51) 49.0 35.3 15.7 8.35 

거주지
강남구 (158) 46.2 32.9 20.9 9.37 

강남구 이외 (242) 67.8 19.8 12.4 6.14 

개  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  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61.5 21.7 16.8 7.94 

삼성 1, 2동 (45) 64.4 22.2 13.3 6.53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64.5 23.6 11.8 6.15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44.3 32.9 22.9 8.51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46.2 38.5 15.4 10.38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63.2 26.3 10.5 6.79 

직  업

화이트컬러 (278) 55.8 28.4 15.8 7.78 

블루컬러 (34) 50.0 29.4 20.6 8.82 

학  생 (65) 70.8 13.8 15.4 5.97 

기  타 (23) 82.6 8.7 8.7 4.96 

[부록표 4] 개인교통수단 월 평균 이용 횟수
(단위 : 명,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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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업체운영  
전 동
킥보드
(공 유)

전 동 
킥보드
(개 인)

전동이륜
평행차
(개 인)

전 동
이륜보드
(개 인)

전 동 
외륜보드
(개 인)

전동 
스케이트

보드
(개 인)

합  계 (400) 87.3 23.0 4.3 4.0 3.3 1.0 

성  별
남  성 (191) 85.9 24.6 4.7 4.7 5.2 1.0 

여  성 (209) 88.5 21.5 3.8 3.3 1.4 1.0 

연  령

10대 (27) 100.0 11.1 0.0 7.4 0.0 0.0 

20대 (115) 87.8 16.5 3.5 2.6 2.6 0.9 

30대 (125) 88.8 19.2 5.6 6.4 2.4 1.6 

40대 (82) 80.5 34.1 2.4 2.4 3.7 0.0 

50대 이상 (51) 86.3 35.3 7.8 2.0 7.8 2.0 

거주지
강남구 (158) 89.2 24.1 3.2 1.9 1.3 0.0 

강남구 이외 (242) 86.0 22.3 5.0 5.4 4.5 1.7 

개  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  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87.4 23.8 3.5 3.5 5.6 0.7 

삼성 1, 2동 (45) 93.3 17.8 0.0 2.2 2.2 0.0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83.6 23.6 6.4 6.4 1.8 2.7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90.0 25.7 7.1 2.9 2.9 0.0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84.6 15.4 0.0 0.0 0.0 0.0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84.2 21.1 0.0 5.3 0.0 0.0 

직  업

화이트컬러 (278) 86.0 24.1 4.0 2.9 2.9 0.7 

블루컬러 (34) 79.4 41.2 8.8 8.8 11.8 2.9 

학  생 (65) 95.4 10.8 1.5 3.1 1.5 1.5 

기  타 (23) 91.3 17.4 8.7 13.0 0.0 0.0 

[부록표 5] 주 이용 개인교통수단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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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매 우 
불만족

불만족 보 통 만 족
매 우 
만 족

불만족 보 통 만 족
5점 

평 균

합  계 (353) 0.6 6.5 33.7 54.7 4.5 7.1 33.7 59.2 3.56 

성  별
남  성 (165) 0.6 6.1 33.9 54.5 4.8 6.7 33.9 59.4 3.57 

여  성 (188) 0.5 6.9 33.5 54.8 4.3 7.4 33.5 59.0 3.55 

연  령

10대 (27) 0.0 7.4 18.5 66.7 7.4 7.4 18.5 74.1 3.74 

20대 (102) 1.0 3.9 44.1 48.0 2.9 4.9 44.1 51.0 3.48 

30대 (113) 0.9 8.0 33.6 51.3 6.2 8.8 33.6 57.5 3.54 

40대 (67) 0.0 9.0 29.9 56.7 4.5 9.0 29.9 61.2 3.57 

50대 이상 (44) 0.0 4.5 25.0 68.2 2.3 4.5 25.0 70.5 3.68 

거주지
강남구 (142) 1.4 9.2 26.8 57.7 4.9 10.6 26.8 62.7 3.56 

강남구 이외 (211) 0.0 4.7 38.4 52.6 4.3 4.7 38.4 56.9 3.56 

개  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  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25) 0.8 7.2 36.8 52.0 3.2 8.0 36.8 55.2 3.50 

삼성 1, 2동 (42) 0.0 2.4 33.3 57.1 7.1 2.4 33.3 64.3 3.69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95) 0.0 3.2 27.4 63.2 6.3 3.2 27.4 69.5 3.73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63) 0.0 9.5 36.5 49.2 4.8 9.5 36.5 54.0 3.49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2) 0.0 16.7 41.7 41.7 0.0 16.7 41.7 41.7 3.25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6) 6.3 12.5 31.3 50.0 0.0 18.8 31.3 50.0 3.25 

직  업

화이트컬러 (241) 0.8 7.5 34.9 53.1 3.7 8.3 34.9 56.8 3.51 

블루컬러 (28) 0.0 0.0 10.7 82.1 7.1 0.0 10.7 89.3 3.96 

학  생 (62) 0.0 3.2 40.3 50.0 6.5 3.2 40.3 56.5 3.60 

기  타 (22) 0.0 13.6 31.8 50.0 4.5 13.6 31.8 54.5 3.45 

[부록표 6] 공유 킥보드 만족도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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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안전장비
제공미흡

높은 
가격

대여가능
킥보드
부 족

요금체계
서비스 

지역협소
킥보드

성능불량

합  계 (144) 52.1 43.1 32.6 28.5 20.1 15.3 

성  별
남  성 (67) 52.2 37.3 32.8 23.9 22.4 19.4 

여  성 (77) 51.9 48.1 32.5 32.5 18.2 11.7 

연  령

10대 (7) 28.6 14.3 14.3 14.3 14.3 14.3 

20대 (50) 46.0 62.0 26.0 36.0 20.0 18.0 

30대 (48) 56.3 37.5 33.3 16.7 20.8 10.4 

40대 (26) 53.8 26.9 46.2 42.3 23.1 11.5 

50대 이상 (13) 69.2 38.5 38.5 23.1 15.4 30.8 

거주지
강남구 (53) 50.9 45.3 34.0 32.1 18.9 22.6 

강남구 이외 (91) 52.7 41.8 31.9 26.4 20.9 11.0 

개  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  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56) 48.2 44.6 25.0 30.4 16.1 12.5 

삼성 1, 2동 (15) 73.3 53.3 26.7 33.3 20.0 13.3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29) 48.3 41.4 55.2 13.8 24.1 17.2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29) 55.2 37.9 20.7 44.8 27.6 27.6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7) 42.9 57.1 42.9 28.6 0.0 0.0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8) 50.0 25.0 50.0 0.0 25.0 0.0 

직  업

화이트컬러 (104) 56.7 41.3 37.5 28.8 21.2 13.5 

블루컬러 (3) 33.3 33.3 0.0 33.3 33.3 0.0 

학  생 (27) 33.3 48.1 18.5 22.2 18.5 18.5 

기  타 (10) 60.0 50.0 30.0 40.0 10.0 30.0 

[부록표 7] 공유 킥보드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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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이용절차 

불 편
기기결함

사람이 
많아서 

이용하기 
어려움

차량이 
많아서 

이용하기 
어려움

보 험 
미적용

주차공간 
부 족

합  계 (144) 15.3 12.5 2.8 2.1 0.7 0.7 

성  별
남  성 (67) 19.4 14.9 3.0 1.5 1.5 1.5 

여  성 (77) 11.7 10.4 2.6 2.6 0.0 0.0 

연  령

10대 (7) 0.0 0.0 14.3 14.3 0.0 0.0 

20대 (50) 12.0 18.0 4.0 2.0 0.0 0.0 

30대 (48) 14.6 10.4 2.1 2.1 0.0 2.1 

40대 (26) 15.4 7.7 0.0 0.0 3.8 0.0 

50대 이상 (13) 38.5 15.4 0.0 0.0 0.0 0.0 

거주지
강남구 (53) 11.3 15.1 0.0 3.8 0.0 0.0 

강남구 이외 (91) 17.6 11.0 4.4 1.1 1.1 1.1 

개  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  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56) 14.3 10.7 7.1 1.8 1.8 0.0 

삼성 1, 2동 (15) 26.7 20.0 0.0 0.0 0.0 0.0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29) 20.7 6.9 0.0 0.0 0.0 3.4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29) 13.8 17.2 0.0 3.4 0.0 0.0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7) 0.0 0.0 0.0 0.0 0.0 0.0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8) 0.0 25.0 0.0 12.5 0.0 0.0 

직  업

화이트컬러 (104) 16.3 13.5 1.0 1.9 1.0 1.0 

블루컬러 (3) 33.3 0.0 0.0 0.0 0.0 0.0 

학  생 (27) 11.1 11.1 3.7 3.7 0.0 0.0 

기  타 (10) 10.0 10.0 20.0 0.0 0.0 0.0 

[부록표 8]] 공유 킥보드 불만족 이유(표 계속)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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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여 가
(레저
/운동)

통 근 업 무 귀 가 쇼 핑

합  계 (400) 29.5 22.3 14.5 13.0 10.5 

성  별
남  성 (191) 26.7 24.6 20.9 9.9 7.9 

여  성 (209) 32.1 20.1 8.6 15.8 12.9 

연  령

10대 (27) 22.2 11.1 0.0 14.8 11.1 

20대 (115) 25.2 27.0 10.4 17.4 8.7 

30대 (125) 25.6 25.6 14.4 13.6 13.6 

40대 (82) 40.2 22.0 17.1 8.5 6.1 

50대 이상 (51) 35.3 9.8 27.5 7.8 13.7 

거주지
강남구 (158) 29.1 26.6 10.1 20.9 5.7 

강남구 이외 (242) 29.8 19.4 17.4 7.9 13.6 

개  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  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26.6 29.4 16.1 14.0 6.3 

삼성 1, 2동 (45) 33.3 20.0 17.8 8.9 6.7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31.8 20.0 11.8 7.3 20.9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21.4 18.6 15.7 18.6 8.6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38.5 15.4 7.7 30.8 7.7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52.6 5.3 10.5 15.8 0.0 

직  업

화이트컬러 (278) 30.2 24.5 16.5 11.2 10.4 

블루컬러 (34) 35.3 26.5 17.6 8.8 8.8 

학  생 (65) 23.1 16.9 4.6 21.5 10.8 

기  타 (23) 30.4 4.3 13.0 17.4 13.0 

[부록표 9] 개인교통수단 주 이용 목적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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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학  원 통  학 기  타

합  계 (400) 4.5 3.0 2.8

성  별
남  성 (191) 4.2 3.7 2.1

여  성 (209) 4.8 2.4 3.3

연  령

10대 (27) 22.2 11.1 7.4

20대 (115) 4.3 4.3 2.6

30대 (125) 2.4 2.4 2.4

40대 (82) 3.7 1.2 1.2

50대 이상 (51) 2.0 0.0 3.9

거주지
강남구 (158) 2.5 3.2 1.9

강남구 이외 (242) 5.8 2.9 3.3

거주지
(동단위)

역삼 1, 2동, 논현 1, 2동 (51) 0.0 2.0 0.0

삼성 1, 2동 (9) 0.0 11.1 0.0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3) 0.0 0.0 15.4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41) 4.9 4.9 2.4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22) 0.0 4.5 0.0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22) 9.1 0.0 0.0

주방문
지  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0) 2.9 3.6 2.9

삼성 1, 2동 (37) 2.7 8.1 2.7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5) 4.3 0.9 2.6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63) 7.9 3.2 4.8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9) 0.0 5.3 0.0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26) 11.5 0.0 0.0

개  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  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2.1 2.8 2.8

삼성 1, 2동 (45) 2.2 8.9 2.2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4.5 1.8 1.8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10.0 2.9 4.3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0.0 0.0 0.0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10.5 0.0 5.3

직  업

화이트컬러 (278) 2.5 2.2 2.5

블루컬러 (34) 0.0 0.0 2.9

학  생 (65) 13.8 9.2 0.0

기  타 (23) 8.7 0.0 13.0

[부록표 10] 개인교통수단 주 이용 목적(표 계속)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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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10분 미만

10분 이상 
20분 미만

20분 이상 
40분 미만

40분 이상

합  계 (400) 6.0 33.8 36.0 18.5 5.8 

성  별
남  성 (191) 6.3 37.2 31.9 17.8 6.8 

여  성 (209) 5.7 30.6 39.7 19.1 4.8 

연  령

10대 (27) 7.4 29.6 55.6 0.0 7.4 

20대 (115) 10.4 38.3 35.7 13.0 2.6 

30대 (125) 6.4 36.0 35.2 15.2 7.2 

40대 (82) 1.2 31.7 30.5 34.1 2.4 

50대 이상 (51) 2.0 23.5 37.3 23.5 13.7 

거주지
강남구 (158) 7.0 36.1 35.4 18.4 3.2 

강남구 이외 (242) 5.4 32.2 36.4 18.6 7.4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5.6 32.9 41.3 17.5 2.8 

삼성 1, 2동 (45) 4.4 31.1 31.1 24.4 8.9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7.3 32.7 33.6 19.1 7.3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8.6 35.7 34.3 15.7 5.7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0.0 53.8 30.8 7.7 7.7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0.0 31.6 31.6 26.3 10.5 

직  업

화이트컬러 (278) 6.1 35.3 33.5 20.5 4.7 

블루컬러 (34) 0.0 32.4 32.4 20.6 14.7 

학  생 (65) 9.2 30.8 49.2 6.2 4.6 

기  타 (23) 4.3 26.1 34.8 26.1 8.7 

[부록표 11] 개인교통수단 1회 평균 이용 시간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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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1km
미 만

1
~2.5km

2.5
~5km

5
~7.5km

7.5
~10km

10km 
이상

합  계 (400) 10.0 38.5 33.0 11.8 5.0 1.8 

성  별
남  성 (191) 4.7 33.0 37.2 15.7 7.3 2.1 

여  성 (209) 14.8 43.5 29.2 8.1 2.9 1.4 

연  령

10대 (27) 22.2 44.4 25.9 7.4 0.0 0.0 

20대 (115) 12.2 44.3 31.3 9.6 2.6 0.0 

30대 (125) 8.8 39.2 32.8 11.2 5.6 2.4 

40대 (82) 9.8 30.5 36.6 17.1 3.7 2.4 

50대 이상 (51) 2.0 33.3 35.3 11.8 13.7 3.9 

거주지
강남구 (158) 8.9 40.5 33.5 12.0 3.2 1.9 

강남구 이외 (242) 10.7 37.2 32.6 11.6 6.2 1.7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7.0 39.2 39.9 11.2 2.8 0.0 

삼성 1, 2동 (45) 6.7 33.3 31.1 17.8 8.9 2.2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15.5 39.1 26.4 8.2 7.3 3.6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12.9 37.1 25.7 17.1 5.7 1.4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0.0 46.2 46.2 0.0 0.0 7.7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5.3 42.1 42.1 10.5 0.0 0.0 

직  업

화이트컬러 (278) 8.6 39.2 33.5 11.9 5.4 1.4 

블루컬러 (34) 0.0 32.4 38.2 14.7 11.8 2.9 

학  생 (65) 16.9 38.5 32.3 10.8 1.5 0.0 

기  타 (23) 21.7 39.1 21.7 8.7 0.0 8.7 

[부록표 12] 개인교통수단 1회 평균 이동 거리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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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보 도
시 내
버 스

지하철 자가용 자전거
마 을
버 스

택 시

합  계 (400) 29.8 18.8 19.0 13.0 7.8 7.0 4.8 

성  별
남  성 (191) 24.6 16.2 20.9 15.2 9.9 7.9 5.2 

여  성 (209) 34.4 21.1 17.2 11.0 5.7 6.2 4.3 

연  령

10대 (27) 33.3 29.6 18.5 3.7 7.4 7.4 0.0 

20대 (115) 37.4 20.0 16.5 6.1 7.0 12.2 0.9 

30대 (125) 32.0 20.0 20.0 9.6 9.6 3.2 5.6 

40대 (82) 22.0 12.2 19.5 26.8 6.1 6.1 7.3 

50대 이상 (51) 17.6 17.6 21.6 19.6 7.8 5.9 9.8 

거주지
강남구 (158) 36.7 17.7 9.5 13.9 9.5 8.2 4.4 

강남구 이외 (242) 25.2 19.4 25.2 12.4 6.6 6.2 5.0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28.7 25.9 17.5 14.7 3.5 4.9 4.9 

삼성 1, 2동 (45) 31.1 8.9 31.1 4.4 11.1 11.1 2.2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29.1 20.9 19.1 16.4 6.4 3.6 4.5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30.0 8.6 17.1 15.7 11.4 11.4 5.7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38.5 7.7 15.4 0.0 15.4 15.4 7.7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31.6 21.1 10.5 0.0 21.1 10.5 5.3 

직  업

화이트컬러 (278) 29.5 18.3 17.6 14.7 6.8 6.8 6.1 

블루컬러 (34) 23.5 8.8 26.5 17.6 17.6 0.0 5.9 

학  생 (65) 30.8 26.2 21.5 4.6 7.7 9.2 0.0 

기  타 (23) 39.1 17.4 17.4 8.7 4.3 13.0 0.0 

[부록표 13] 개인교통수단 이용 전 주 이용 교통수단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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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걷기에 
거리가 
멀어서

타 수단 
대 비 
편리함

고 속
정시성

교 통
체 증

건 강 
증 진

멋있어 
보여서

재밌어
서

합  계 (400) 29.3 25.0 22.0 10.3 6.8 5.0 1.8 

성  별
남  성 (191) 21.5 25.1 27.2 13.6 6.3 5.2 1.0 

여  성 (209) 36.4 24.9 17.2 7.2 7.2 4.8 2.4 

연  령

10대 (27) 33.3 29.6 7.4 7.4 7.4 11.1 3.7 

20대 (115) 31.3 21.7 27.8 9.6 4.3 2.6 2.6 

30대 (125) 32.0 29.6 20.0 9.6 2.4 4.8 1.6 

40대 (82) 25.6 22.0 19.5 12.2 11.0 8.5 1.2 

50대 이상 (51) 21.6 23.5 25.5 11.8 15.7 2.0 0.0 

거주지
강남구 (158) 28.5 22.8 24.1 9.5 7.6 3.8 3.8 

강남구 이외 (242) 29.8 26.4 20.7 10.7 6.2 5.8 0.4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23.8 30.8 21.7 10.5 7.0 4.9 1.4 

삼성 1, 2동 (45) 28.9 15.6 22.2 8.9 8.9 11.1 4.4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32.7 27.3 23.6 9.1 3.6 3.6 0.0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31.4 21.4 21.4 12.9 7.1 4.3 1.4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46.2 0.0 23.1 15.4 0.0 7.7 7.7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31.6 21.1 15.8 5.3 21.1 0.0 5.3 

직  업

화이트컬러 (278) 29.1 25.2 24.5 11.2 4.0 5.0 1.1 

블루컬러 (34) 20.6 23.5 20.6 5.9 20.6 5.9 2.9 

학  생 (65) 29.2 27.7 13.8 12.3 9.2 4.6 3.1 

기  타 (23) 43.5 17.4 17.4 0.0 13.0 4.3 4.3 

기존이용 
교통수단

도  보 (119) 50.4 16.8 19.3 2.5 3.4 5.0 2.5 

자전거 (31) 16.1 25.8 35.5 0.0 19.4 3.2 0.0 

마을버스 (28) 21.4 25.0 28.6 14.3 3.6 3.6 3.6 

시내버스 (75) 17.3 29.3 24.0 20.0 4.0 4.0 1.3 

자가용 (52) 19.2 21.2 13.5 21.2 17.3 5.8 1.9 

지하철 (76) 25.0 30.3 22.4 7.9 5.3 7.9 1.3 

택  시 (19) 21.1 47.4 21.1 10.5 0.0 0.0 0.0 

[부록표 14] 과거 주 이용 교통수단에서 개인교통수단 변경 이유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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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최 초 
출발지

지하철역
도로변
(보도 
포함)

버 스
정류장

자동차 
주차장

자전거 
주차구역

합  계 (400) 32.3 32.5 21.3 9.8 2.5 1.8 

성  별
남  성 (191) 32.5 35.6 18.3 8.4 2.6 2.6 

여  성 (209) 32.1 29.7 23.9 11.0 2.4 1.0 

연  령

10대 (27) 22.2 37.0 22.2 14.8 0.0 3.7 

20대 (115) 37.4 24.3 20.9 13.0 2.6 1.7 

30대 (125) 29.6 37.6 23.2 6.4 0.8 2.4 

40대 (82) 41.5 31.7 15.9 7.3 3.7 0.0 

50대 이상 (51) 17.6 37.3 25.5 11.8 5.9 2.0 

거주지
강남구 (158) 43.0 17.1 27.8 8.2 3.2 0.6 

강남구 이외 (242) 25.2 42.6 16.9 10.7 2.1 2.5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31.5 35.7 21.7 7.7 2.1 1.4 

삼성 1, 2동 (45) 24.4 40.0 22.2 11.1 0.0 2.2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35.5 32.7 13.6 12.7 1.8 3.6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34.3 21.4 28.6 8.6 7.1 0.0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30.8 15.4 46.2 7.7 0.0 0.0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31.6 42.1 15.8 10.5 0.0 0.0 

직  업

화이트컬러 (278) 32.0 33.5 21.9 8.6 2.9 1.1 

블루컬러 (34) 41.2 23.5 17.6 8.8 2.9 5.9 

학  생 (65) 30.8 32.3 16.9 16.9 0.0 3.1 

기  타 (23) 26.1 34.8 30.4 4.3 4.3 0.0 

[부록표 15] 개인교통수단 구간 시작지점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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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최 종 
목적지

도로변
(보도 
포함)

지하철
역

버 스
정류장

자동차 
주차장

자전거 
주 차
구 역

택 시 
정류장

합  계 (400) 50.8 19.5 17.8 6.8 2.8 2.0 0.5 

성  별
남  성 (191) 50.3 18.8 17.8 5.8 4.2 2.6 0.5 

여  성 (209) 51.2 20.1 17.7 7.7 1.4 1.4 0.5 

연  령

10대 (27) 48.1 25.9 11.1 11.1 0.0 3.7 0.0 

20대 (115) 49.6 18.3 17.4 9.6 2.6 2.6 0.0 

30대 (125) 48.0 25.6 19.2 5.6 0.8 0.8 0.0 

40대 (82) 56.1 17.1 13.4 3.7 7.3 1.2 1.2 

50대 이상 (51) 52.9 7.8 25.5 5.9 2.0 3.9 2.0 

거주지
강남구 (158) 53.2 18.4 15.2 6.3 5.1 1.9 0.0 

강남구 이외 (242) 49.2 20.2 19.4 7.0 1.2 2.1 0.8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50.3 22.4 13.3 9.1 1.4 2.8 0.7 

삼성 1,2동 (45) 46.7 11.1 35.6 4.4 0.0 2.2 0.0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50.9 19.1 18.2 4.5 4.5 2.7 0.0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57.1 18.6 12.9 5.7 4.3 0.0 1.4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30.8 23.1 30.8 7.7 7.7 0.0 0.0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52.6 21.1 15.8 10.5 0.0 0.0 0.0 

직  업

화이트컬러 (278) 52.9 18.7 16.2 6.5 3.2 1.8 0.7 

블루컬러 (34) 41.2 20.6 26.5 5.9 2.9 2.9 0.0 

학  생 (65) 47.7 23.1 16.9 9.2 0.0 3.1 0.0 

기  타 (23) 47.8 17.4 26.1 4.3 4.3 0.0 0.0 

[부록표 16] 개인교통수단 구간 도착지점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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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보 도 지하철

시 내
버 스
(광역 
포함)

마 을
버 스

자가용 자전거 택 시

합  계 (271) 57.9 24.0 7.4 4.4 3.3 2.2 0.7 

성  별
남  성 (129) 55.8 23.3 7.8 3.1 4.7 3.9 1.6 

여  성 (142) 59.9 24.6 7.0 5.6 2.1 0.7 0.0 

연  령

10대 (21) 52.4 28.6 14.3 0.0 0.0 4.8 0.0 

20대 (72) 50.0 23.6 9.7 9.7 1.4 4.2 1.4 

30대 (88) 64.8 25.0 4.5 2.3 2.3 1.1 0.0 

40대 (48) 62.5 20.8 6.3 4.2 4.2 2.1 0.0 

50대 이상 (42) 54.8 23.8 7.1 2.4 9.5 0.0 2.4 

거주지
강남구 (90) 75.6 5.6 5.6 10.0 1.1 2.2 0.0 

강남구 이외 (181) 49.2 33.1 8.3 1.7 4.4 2.2 1.1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98) 65.3 21.4 5.1 4.1 2.0 1.0 1.0 

삼성 1, 2동 (34) 61.8 17.6 11.8 2.9 0.0 5.9 0.0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71) 40.8 36.6 9.9 2.8 7.0 1.4 1.4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46) 65.2 13.0 4.3 8.7 4.3 4.3 0.0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9) 77.8 22.2 0.0 0.0 0.0 0.0 0.0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3) 46.2 30.8 15.4 7.7 0.0 0.0 0.0 

직  업

화이트컬러 (189) 59.8 23.3 5.3 5.3 3.7 1.6 1.1 

블루컬러 (20) 60.0 15.0 10.0 5.0 5.0 5.0 0.0 

학  생 (45) 53.3 28.9 13.3 2.2 0.0 2.2 0.0 

기  타 (17) 47.1 29.4 11.8 0.0 5.9 5.9 0.0 

구  간
시작지점

지하철역 (130) 50.0 36.2 6.9 3.1 0.0 2.3 1.5 

버스정류장 (39) 35.9 25.6 20.5 10.3 5.1 2.6 0.0 

자동차 주차장 (10) 50.0 0.0 0.0 10.0 30.0 10.0 0.0 

자전거 주차 구역 (7) 71.4 14.3 14.3 0.0 0.0 0.0 0.0 

도로 주변(보도 포함) (85) 80.0 8.2 2.4 3.5 4.7 1.2 0.0 

[부록표 17] 구간 시작지점 까지 이용 교통수단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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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보 도 지하철

시내
버스 
(광역
포함)

마 을
버 스

개 인
차 량

자전거 택 시

합  계 (197) 56.9 21.3 7.6 5.1 4.6 3.0 1.5 

성  별
남  성 (95) 57.9 14.7 6.3 7.4 7.4 5.3 1.1 

여  성 (102) 55.9 27.5 8.8 2.9 2.0 1.0 2.0 

연  령

10대 (14) 71.4 14.3 7.1 7.1 0.0 0.0 0.0 

20대 (58) 55.2 19.0 8.6 12.1 0.0 5.2 0.0 

30대 (65) 66.2 21.5 3.1 3.1 3.1 1.5 1.5 

40대 (36) 52.8 16.7 13.9 0.0 8.3 5.6 2.8 

50대 이상 (24) 33.3 37.5 8.3 0.0 16.7 0.0 4.2 

거주지
강남구 (74) 52.7 24.3 6.8 6.8 1.4 6.8 1.4 

강남구 이외 (123) 59.3 19.5 8.1 4.1 6.5 0.8 1.6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71) 70.4 15.5 5.6 2.8 2.8 1.4 1.4 

삼성 1, 2동 (24) 41.7 37.5 8.3 4.2 0.0 8.3 0.0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54) 50.0 20.4 13.0 3.7 9.3 1.9 1.9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30) 56.7 23.3 0.0 10.0 6.7 3.3 0.0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9) 55.6 33.3 11.1 0.0 0.0 0.0 0.0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9) 33.3 11.1 11.1 22.2 0.0 11.1 11.1 

직  업

화이트컬러 (131) 58.0 21.4 6.9 4.6 5.3 2.3 1.5 

블루컬러 (20) 60.0 15.0 15.0 0.0 5.0 5.0 0.0 

학  생 (34) 61.8 20.6 5.9 8.8 0.0 2.9 0.0 

기  타 (12) 25.0 33.3 8.3 8.3 8.3 8.3 8.3 

구  간
도착지점

지하철역 (71) 38.0 42.3 7.0 7.0 0.0 2.8 2.8 

버스정류장 (27) 40.7 7.4 25.9 14.8 7.4 3.7 0.0 

자동차 주차장 (11) 45.5 27.3 9.1 0.0 9.1 9.1 0.0 

자전거 주차 구역 (8) 50.0 12.5 12.5 0.0 12.5 12.5 0.0 

도로 주변(보도 포함) (78) 83.3 7.7 1.3 1.3 5.1 1.3 0.0 

택시 승하차장 (2) 0.0 0.0 0.0 0.0 50.0 0.0 50.0 

[부록표 18] 구간 도착지점 이후 이용 교통수단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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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사고 경험 

또는 목격한 
경험

사 고
직접 경험

사고 목격
(간접 경험 
포함) 경험

사고, 목격
미경험

합  계 (400) 10.3 5.5 32.8 51.5 

성  별
남  성 (191) 11.0 6.8 38.2 44.0 

여  성 (209) 9.6 4.3 27.8 58.4 

연  령

10대 (27) 3.7 3.7 37.0 55.6 

20대 (115) 11.3 4.3 29.6 54.8 

30대 (125) 12.8 4.8 30.4 52.0 

40대 (82) 7.3 6.1 35.4 51.2 

50대 이상 (51) 9.8 9.8 39.2 41.2 

거주지
강남구 (158) 10.8 4.4 30.4 54.4 

강남구 이외 (242) 9.9 6.2 34.3 49.6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11.2 6.3 29.4 53.1 

삼성 1, 2동 (45) 8.9 4.4 40.0 46.7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10.9 6.4 32.7 50.0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10.0 4.3 35.7 50.0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7.7 7.7 30.8 53.8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5.3 0.0 31.6 63.2 

직  업

화이트컬러 (278) 10.4 5.0 33.8 50.7 

블루컬러 (34) 20.6 14.7 26.5 38.2 

학  생 (65) 4.6 4.6 32.3 58.5 

기  타 (23) 8.7 0.0 30.4 60.9 

[부록표 19]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경험 및 목격 경험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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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보행자
개 인

단독사고
자동차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

개인교통
수단 

운전자

이륜
자동차 
운전자

합  계 (194) 39.2 36.1 22.2 17.5 13.9 12.9 

성  별
남  성 (107) 35.5 36.4 26.2 18.7 15.9 14.0 

여  성 (87) 43.7 35.6 17.2 16.1 11.5 11.5 

연  령

10대 (12) 50.0 25.0 8.3 8.3 8.3 8.3 

20대 (52) 34.6 40.4 25.0 19.2 15.4 3.8 

30대 (60) 46.7 35.0 16.7 16.7 18.3 13.3 

40대 (40) 25.0 35.0 22.5 15.0 10.0 20.0 

50대 이상 (30) 46.7 36.7 33.3 23.3 10.0 20.0 

거주지
강남구 (72) 36.1 43.1 20.8 12.5 12.5 12.5 

강남구 이외 (122) 41.0 32.0 23.0 20.5 14.8 13.1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67) 35.8 31.3 16.4 10.4 20.9 14.9 

삼성 1, 2동 (24) 37.5 37.5 16.7 12.5 8.3 8.3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55) 34.5 40.0 32.7 25.5 12.7 12.7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35) 51.4 37.1 25.7 28.6 5.7 14.3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6) 33.3 50.0 16.7 0.0 0.0 0.0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7) 57.1 28.6 0.0 0.0 28.6 14.3 

직  업

화이트컬러 (137) 40.1 35.8 19.7 16.8 16.1 14.6 

블루컬러 (21) 38.1 57.1 33.3 33.3 0.0 0.0 

학  생 (27) 40.7 25.9 25.9 7.4 14.8 3.7 

기  타 (9) 22.2 22.2 22.2 22.2 11.1 44.4 

[부록표 20]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경험 및 목격 대상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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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보 도
횡 단
보 도
(근처)

교차로
(근처)

차량 
진출로
(이면
도로 
포함)

차 도 
중 간

교 량 터 널

합  계 (194) 42.8 35.6 28.9 22.7 14.9 1.5 1.0 

성  별
남  성 (107) 43.0 40.2 28.0 25.2 14.0 1.9 0.9 

여  성 (87) 42.5 29.9 29.9 19.5 16.1 1.1 1.1 

연  령

10대 (12) 41.7 41.7 16.7 16.7 8.3 0.0 0.0 

20대 (52) 50.0 30.8 28.8 15.4 13.5 1.9 0.0 

30대 (60) 45.0 41.7 28.3 26.7 15.0 1.7 3.3 

40대 (40) 37.5 32.5 27.5 22.5 15.0 0.0 0.0 

50대 이상 (30) 33.3 33.3 36.7 30.0 20.0 3.3 0.0 

거주지
강남구 (72) 45.8 33.3 26.4 23.6 12.5 1.4 0.0 

강남구 이외 (122) 41.0 36.9 30.3 22.1 16.4 1.6 1.6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67) 43.3 31.3 29.9 13.4 16.4 0.0 0.0 

삼성 1, 2동 (24) 37.5 45.8 20.8 12.5 8.3 0.0 0.0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55) 40.0 38.2 32.7 29.1 16.4 3.6 3.6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35) 48.6 28.6 34.3 34.3 17.1 2.9 0.0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6) 33.3 33.3 0.0 16.7 16.7 0.0 0.0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7) 57.1 57.1 14.3 42.9 0.0 0.0 0.0 

직  업

화이트컬러 (137) 43.1 37.2 28.5 24.1 13.1 1.5 1.5 

블루컬러 (21) 42.9 33.3 33.3 23.8 33.3 4.8 0.0 

학  생 (27) 44.4 37.0 29.6 14.8 7.4 0.0 0.0 

기  타 (9) 33.3 11.1 22.2 22.2 22.2 0.0 0.0 

[부록표 21]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경험 및 목격 경험 장소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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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경미한
사 고

(단순물피)

부상
(5일 미만 

치료)

경상사고
(5일 이상 
3주 미만 
입원치료)

중상사고
(3주 이상 
입원치료)

합  계 (63) 50.8 36.5 11.1 1.6 

성  별
남  성 (34) 58.8 26.5 11.8 2.9 

여  성 (29) 41.4 48.3 10.3 0.0 

연  령

10대 (2) 50.0 50.0 0.0 0.0 

20대 (18) 44.4 38.9 16.7 0.0 

30대 (22) 59.1 27.3 9.1 4.5 

40대 (11) 45.5 36.4 18.2 0.0 

50대 이상 (10) 50.0 50.0 0.0 0.0 

거주지
강남구 (24) 54.2 33.3 12.5 0.0 

강남구 이외 (39) 48.7 38.5 10.3 2.6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25) 44.0 44.0 12.0 0.0 

삼성 1, 2동 (6) 66.7 33.3 0.0 0.0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9) 42.1 31.6 21.1 5.3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10) 80.0 20.0 0.0 0.0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2) 50.0 50.0 0.0 0.0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 0.0 100.0 0.0 0.0 

직  업

화이트컬러 (43) 53.5 32.6 11.6 2.3 

블루컬러 (12) 50.0 41.7 8.3 0.0 

학  생 (6) 16.7 66.7 16.7 0.0 

기  타 (2) 100.0 0.0 0.0 0.0 

[부록표 22] 개인교통수단 이용 중 교통사고 피해 정도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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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자전거 
도로 및 
일반도로 
노면 정비

거치대 및 
주차 공간 

확 보

자전거 
도로망
추 가

안전표지판
, 노면표지 
등 설치

안전교육

합  계 (400) 83.8 72.3 72.0 68.0 0.5 

성  별
남  성 (191) 82.7 73.3 74.3 63.4 1.0 

여  성 (209) 84.7 71.3 69.9 72.2 0.0 

연  령

10대 (27) 81.5 77.8 85.2 63.0 0.0 

20대 (115) 83.5 72.2 75.7 66.1 0.9 

30대 (125) 80.8 67.2 71.2 70.4 0.8 

40대 (82) 86.6 73.2 58.5 65.9 0.0 

50대 이상 (51) 88.2 80.4 80.4 72.5 0.0 

거주지
강남구 (158) 84.8 72.2 69.6 69.6 1.3 

강남구 이외 (242) 83.1 72.3 73.6 66.9 0.0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81.1 65.7 67.1 65.0 0.7 

삼성 1, 2동 (45) 84.4 77.8 68.9 64.4 0.0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83.6 69.1 78.2 69.1 0.0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84.3 80.0 67.1 68.6 1.4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84.6 76.9 69.2 69.2 0.0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100.0 94.7 100.0 89.5 0.0 

직  업

화이트컬러 (278) 83.8 72.3 71.6 69.8 0.0 

블루컬러 (34) 85.3 67.6 79.4 73.5 0.0 

학  생 (65) 80.0 73.8 73.8 61.5 1.5 

기  타 (23) 91.3 73.9 60.9 56.5 4.3 

[부록표 23] 개인교통수단 활성화 중요 요인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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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지하철

역
버 스
정류장

자전거 
도로변

아파트 
단 지 
입 구

회 사 학 교

관공서
(구청, 
시설

공단 등)

합  계 (400) 74.3 56.5 41.0 32.3 23.5 16.3 14.0 

성  별
남  성 (191) 73.8 55.5 35.1 28.8 26.7 16.2 20.4 

여  성 (209) 74.6 57.4 46.4 35.4 20.6 16.3 8.1 

연  령

10대 (27) 77.8 48.1 40.7 37.0 11.1 44.4 3.7 

20대 (115) 70.4 55.7 45.2 39.1 29.6 16.5 10.4 

30대 (125) 78.4 58.4 37.6 23.2 20.8 8.8 15.2 

40대 (82) 70.7 54.9 39.0 32.9 24.4 22.0 12.2 

50대 이상 (51) 76.5 60.8 43.1 35.3 21.6 9.8 27.5 

거주지
강남구 (158) 67.1 54.4 41.8 40.5 20.9 16.5 10.8 

강남구 이외 (242) 78.9 57.9 40.5 26.9 25.2 16.1 16.1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79.7 52.4 42.0 28.7 23.1 16.1 15.4 

삼성 1, 2동 (45) 73.3 62.2 42.2 24.4 22.2 13.3 17.8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70.0 52.7 39.1 30.0 28.2 20.0 13.6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68.6 61.4 38.6 42.9 24.3 17.1 10.0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76.9 69.2 46.2 46.2 7.7 0.0 15.4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78.9 68.4 47.4 42.1 10.5 10.5 10.5 

직  업

화이트컬러 (278) 72.7 59.7 40.3 28.8 22.7 13.7 14.4 

블루컬러 (34) 82.4 52.9 41.2 26.5 29.4 26.5 20.6 

학  생 (65) 75.4 46.2 46.2 46.2 23.1 23.1 9.2 

기  타 (23) 78.3 52.2 34.8 43.5 26.1 13.0 13.0 

[부록표 24] 개인교통수단 주차 시 선호하는 주차 공간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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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매 우
불필요

불필요 보 통 필 요
매 우
필 요

불필요 보 통 필 요
5점

평 균

합  계 (400) 0.5 2.5 12.8 44.5 39.8 3.0 12.8 84.3 4.21 

성  별
남  성 (191) 1.0 3.1 15.7 46.1 34.0 4.2 15.7 80.1 4.09 

여  성 (209) 0.0 1.9 10.0 43.1 45.0 1.9 10.0 88.0 4.31 

연  령

10대 (27) 3.7 0.0 14.8 33.3 48.1 3.7 14.8 81.5 4.22 

20대 (115) 0.9 0.9 14.8 47.0 36.5 1.7 14.8 83.5 4.17 

30대 (125) 0.0 6.4 12.8 37.6 43.2 6.4 12.8 80.8 4.18 

40대 (82) 0.0 1.2 12.2 45.1 41.5 1.2 12.2 86.6 4.27 

50대 이상 (51) 0.0 0.0 7.8 60.8 31.4 0.0 7.8 92.2 4.24 

거주지
강남구 (158) 0.0 5.1 10.8 39.2 44.9 5.1 10.8 84.2 4.24 

강남구 이외 (242) 0.8 0.8 14.0 47.9 36.4 1.7 14.0 84.3 4.18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0.0 2.8 11.9 43.4 42.0 2.8 11.9 85.3 4.24 

삼성 1, 2동 (45) 0.0 2.2 6.7 44.4 46.7 2.2 6.7 91.1 4.36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1.8 1.8 19.1 42.7 34.5 3.6 19.1 77.3 4.06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0.0 2.9 7.1 52.9 37.1 2.9 7.1 90.0 4.24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0.0 0.0 15.4 30.8 53.8 0.0 15.4 84.6 4.38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0.0 5.3 15.8 42.1 36.8 5.3 15.8 78.9 4.11 

직  업

화이트컬러 (278) 0.0 3.2 11.5 43.2 42.1 3.2 11.5 85.3 4.24 

블루컬러 (34) 0.0 2.9 23.5 55.9 17.6 2.9 23.5 73.5 3.88 

학  생 (65) 3.1 0.0 13.8 41.5 41.5 3.1 13.8 83.1 4.18 

기  타 (23) 0.0 0.0 8.7 52.2 39.1 0.0 8.7 91.3 4.30 

[부록표 25]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 관련 의견
- ① 이용 방법 안전 교육 프로그램 -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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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매 우
불필요

불필요 보 통 필 요
매 우
필 요

불필요 보 통 필 요
5점

평 균

합  계 (400) 0.3 2.8 11.8 51.0 34.3 3.0 11.8 85.3 4.16 

성  별
남  성 (191) 0.5 4.2 13.6 52.4 29.3 4.7 13.6 81.7 4.06 

여  성 (209) 0.0 1.4 10.0 49.8 38.8 1.4 10.0 88.5 4.26 

연  령

10대 (27) 0.0 3.7 14.8 40.7 40.7 3.7 14.8 81.5 4.19 

20대 (115) 0.9 2.6 14.8 45.2 36.5 3.5 14.8 81.7 4.14 

30대 (125) 0.0 1.6 11.2 53.6 33.6 1.6 11.2 87.2 4.19 

40대 (82) 0.0 4.9 8.5 52.4 34.1 4.9 8.5 86.6 4.16 

50대 이상 (51) 0.0 2.0 9.8 60.8 27.5 2.0 9.8 88.2 4.14 

거주지
강남구 (158) 0.0 1.3 8.2 55.1 35.4 1.3 8.2 90.5 4.25 

강남구 이외 (242) 0.4 3.7 14.0 48.3 33.5 4.1 14.0 81.8 4.11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0.0 3.5 15.4 50.3 30.8 3.5 15.4 81.1 4.08 

삼성 1, 2동 (45) 0.0 2.2 11.1 51.1 35.6 2.2 11.1 86.7 4.20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0.9 2.7 10.0 50.9 35.5 3.6 10.0 86.4 4.17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0.0 2.9 10.0 54.3 32.9 2.9 10.0 87.1 4.17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0.0 0.0 7.7 61.5 30.8 0.0 7.7 92.3 4.23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0.0 0.0 5.3 36.8 57.9 0.0 5.3 94.7 4.53 

직  업

화이트컬러 (278) 0.0 2.9 11.9 51.8 33.5 2.9 11.9 85.3 4.16 

블루컬러 (34) 0.0 2.9 11.8 52.9 32.4 2.9 11.8 85.3 4.15 

학  생 (65) 1.5 1.5 13.8 46.2 36.9 3.1 13.8 83.1 4.15 

기  타 (23) 0.0 4.3 4.3 52.2 39.1 4.3 4.3 91.3 4.26 

[부록표 26]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 관련 의견
- ② 충전소 수리센터 설치 운영 -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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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매 우
불필요

불필요 보 통 필 요
매 우
필 요

불필요 보 통 필 요
5점

평 균

합  계 (400) 0.8 5.0 12.3 34.5 47.5 5.8 12.3 82.0 4.23 

성  별
남  성 (191) 1.0 7.3 15.7 38.2 37.7 8.4 15.7 75.9 4.04 

여  성 (209) 0.5 2.9 9.1 31.1 56.5 3.3 9.1 87.6 4.40 

연  령

10대 (27) 0.0 0.0 14.8 44.4 40.7 0.0 14.8 85.2 4.26 

20대 (115) 0.9 6.1 9.6 35.7 47.8 7.0 9.6 83.5 4.23 

30대 (125) 0.0 8.0 12.0 29.6 50.4 8.0 12.0 80.0 4.22 

40대 (82) 1.2 2.4 12.2 34.1 50.0 3.7 12.2 84.1 4.29 

50대 이상 (51) 2.0 2.0 17.6 39.2 39.2 3.9 17.6 78.4 4.12 

거주지
강남구 (158) 1.9 7.0 10.8 28.5 51.9 8.9 10.8 80.4 4.22 

강남구 이외 (242) 0.0 3.7 13.2 38.4 44.6 3.7 13.2 83.1 4.24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1.4 4.2 10.5 35.7 48.3 5.6 10.5 83.9 4.25 

삼성 1, 2동 (45) 0.0 4.4 13.3 31.1 51.1 4.4 13.3 82.2 4.29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0.0 4.5 17.3 35.5 42.7 4.5 17.3 78.2 4.16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0.0 8.6 8.6 34.3 48.6 8.6 8.6 82.9 4.23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7.7 0.0 15.4 30.8 46.2 7.7 15.4 76.9 4.08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0.0 5.3 5.3 31.6 57.9 5.3 5.3 89.5 4.42 

직  업

화이트컬러 (278) 1.1 4.7 10.8 34.2 49.3 5.8 10.8 83.5 4.26 

블루컬러 (34) 0.0 8.8 23.5 35.3 32.4 8.8 23.5 67.6 3.91 

학  생 (65) 0.0 4.6 10.8 35.4 49.2 4.6 10.8 84.6 4.29 

기  타 (23) 0.0 4.3 17.4 34.8 43.5 4.3 17.4 78.3 4.17 

[부록표 27]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 관련 의견
- ③ 개인교통수단 전용 면허 도입 -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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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매 우
불필요

불필요 보 통 필 요
매 우
필 요

불필요 보 통 필 요
5점

평 균

합  계 (400) 2.5 5.3 13.8 41.0 37.5 7.8 13.8 78.5 4.06 

성  별
남  성 (191) 2.1 5.8 18.8 44.5 28.8 7.9 18.8 73.3 3.92 

여  성 (209) 2.9 4.8 9.1 37.8 45.5 7.7 9.1 83.3 4.18 

연  령

10대 (27) 0.0 3.7 7.4 44.4 44.4 3.7 7.4 88.9 4.30 

20대 (115) 1.7 7.8 11.3 38.3 40.9 9.6 11.3 79.1 4.09 

30대 (125) 3.2 4.8 15.2 40.8 36.0 8.0 15.2 76.8 4.02 

40대 (82) 3.7 3.7 19.5 41.5 31.7 7.3 19.5 73.2 3.94 

50대 이상 (51) 2.0 3.9 9.8 45.1 39.2 5.9 9.8 84.3 4.16 

거주지
강남구 (158) 1.9 7.0 16.5 35.4 39.2 8.9 16.5 74.7 4.03 

강남구 이외 (242) 2.9 4.1 12.0 44.6 36.4 7.0 12.0 81.0 4.07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2.1 7.0 10.5 49.0 31.5 9.1 10.5 80.4 4.01 

삼성 1, 2동 (45) 0.0 4.4 15.6 37.8 42.2 4.4 15.6 80.0 4.18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4.5 1.8 17.3 39.1 37.3 6.4 17.3 76.4 4.03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1.4 7.1 15.7 27.1 48.6 8.6 15.7 75.7 4.14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0.0 0.0 15.4 46.2 38.5 0.0 15.4 84.6 4.23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5.3 10.5 5.3 47.4 31.6 15.8 5.3 78.9 3.89 

직  업

화이트컬러 (278) 2.9 5.0 14.0 40.3 37.8 7.9 14.0 78.1 4.05 

블루컬러 (34) 0.0 2.9 23.5 47.1 26.5 2.9 23.5 73.5 3.97 

학  생 (65) 3.1 6.2 9.2 43.1 38.5 9.2 9.2 81.5 4.08 

기  타 (23) 0.0 8.7 8.7 34.8 47.8 8.7 8.7 82.6 4.22 

[부록표 28] 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설 개선 관련 의견
- ④ 기존의 대중교통과 공유 킥보드와의 연계 환승 제도 도입 -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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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전 혀 
이 용
안 함

이용할 
의 향 
없 음

보 통
이용할 
의 향 
있 음

반드시 
이 용

비이용 보 통 이 용
5점 

평 균

합  계 (400) 0.5 1.3 12.0 63.0 23.3 1.8 12.0 86.3 4.07 

성  별
남  성 (191) 1.0 0.5 14.1 60.2 24.1 1.6 14.1 84.3 4.06 

여  성 (209) 0.0 1.9 10.0 65.6 22.5 1.9 10.0 88.0 4.09 

연  령

10대 (27) 0.0 0.0 14.8 55.6 29.6 0.0 14.8 85.2 4.15 

20대 (115) 0.0 0.0 13.0 64.3 22.6 0.0 13.0 87.0 4.10 

30대 (125) 0.8 3.2 12.0 62.4 21.6 4.0 12.0 84.0 4.01 

40대 (82) 1.2 0.0 13.4 57.3 28.0 1.2 13.4 85.4 4.11 

50대 이상 (51) 0.0 2.0 5.9 74.5 17.6 2.0 5.9 92.2 4.08 

거주지
강남구 (158) 1.3 2.5 10.1 59.5 26.6 3.8 10.1 86.1 4.08 

강남구 이외 (242) 0.0 0.4 13.2 65.3 21.1 0.4 13.2 86.4 4.07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3) 1.4 0.7 11.9 61.5 24.5 2.1 11.9 86.0 4.07 

삼성 1, 2동 (45) 0.0 0.0 8.9 68.9 22.2 0.0 8.9 91.1 4.13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10) 0.0 1.8 12.7 62.7 22.7 1.8 12.7 85.5 4.06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0.0 0.0 14.3 62.9 22.9 0.0 14.3 85.7 4.09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0.0 0.0 15.4 61.5 23.1 0.0 15.4 84.6 4.08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9) 0.0 10.5 5.3 63.2 21.1 10.5 5.3 84.2 3.95 

직  업

화이트컬러 (278) 0.7 1.8 10.1 64.4 23.0 2.5 10.1 87.4 4.07 

블루컬러 (34) 0.0 0.0 14.7 58.8 26.5 0.0 14.7 85.3 4.12 

학  생 (65) 0.0 0.0 16.9 60.0 23.1 0.0 16.9 83.1 4.06 

기  타 (23) 0.0 0.0 17.4 60.9 21.7 0.0 17.4 82.6 4.04 

[부록표 29] 공공 공유 킥보드 이용 의향
(단위 : 명,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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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례수
10원 이상 
50원 미만

50원 이상 
100원 미만

100원 이상 
150원 미만

150원 이상 
200원 미만

200원 이 
상

합  계 (393) 22.9 41.5 22.6 8.7 4.3 

성  별
남  성 (188) 20.7 43.6 22.9 9.0 3.7 

여  성 (205) 24.9 39.5 22.4 8.3 4.9 

연  령

10대 (27) 25.9 48.1 11.1 11.1 3.7 

20대 (115) 25.2 46.1 16.5 7.8 4.3 

30대 (120) 24.2 44.2 20.8 7.5 3.3 

40대 (81) 17.3 38.3 30.9 9.9 3.7 

50대 이상 (50) 22.0 26.0 34.0 10.0 8.0 

거주지
강남구 (152) 25.0 39.5 23.7 6.6 5.3 

강남구 이외 (241) 21.6 42.7 22.0 10.0 3.7 

개인 
교통수단  
주이용 
지역

역삼 1, 2동
논현 1, 2동

(140) 26.4 39.3 25.0 5.7 3.6 

삼성 1, 2동 (45) 26.7 42.2 22.2 4.4 4.4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108) 21.3 41.7 15.7 15.7 5.6 

도곡 1, 2동
대치 1, 2, 4동

(70) 12.9 45.7 27.1 10.0 4.3 

개포 1, 2, 4동
일원 1, 2동

(13) 46.2 30.8 23.1 0.0 0.0 

수서동, 세곡동, 일원본동 (17) 17.6 47.1 29.4 0.0 5.9 

직  업

화이트컬러 (271) 22.5 39.9 24.0 9.2 4.4 

블루컬러 (34) 23.5 32.4 35.3 2.9 5.9 

학  생 (65) 24.6 50.8 13.8 9.2 1.5 

기  타 (23) 21.7 47.8 13.0 8.7 8.7 

[부록표 30] 공공 공유 킥보드 도입 시 1분당 적정 가격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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