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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사고·가치관의 변화, 인구 및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로 21세기에
들어 교통환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IT 기술발전과 함께 센서, 빅데이터, AI, 배터리 등 모빌리티 각 분야의 눈부신 기술발전으로 스스
로 움직이는 자율자동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
화적인 자동차 보급과 함께 전동킥보드, UAM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수단이 개발·보급되고 있다.
또한, 교통서비스 측면에서도 IT 플랫폼 기반의 카셰어링/라이드셰어링 등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으며, 여러 수단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된 모빌리티 서비스(MaaS)도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시도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곧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
며,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 수도권 광역화 지속, 삶의 여유와 초개인화 중시 경향 등으로 시민들의
통행 특성도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속출, 대기오염
증가 등에 따라 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에너지 효율적인 그린 모빌리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재해재난 발생 시에도 신속한 회복 탄력성을 갖는 교통환경 구축에 대한 요구도 점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과 더불어 사람들이 이동 자체를 꺼
리고 이동하더라도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 전동
킥보드, 자가용 등 개인교통수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원격근무나 원격수업이
늘어나고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소비의 형태가 진화하고 있어 통행의 패턴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도시의 공간구조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또 다른 전염병의 팬데믹
에 대응하여 사람들이 사는 곳, 일하는 곳 주변에서 생활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 사고·가치관의 변화, 인구 구조 및 도시 공간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
사회여건의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뉴노멀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으며, 뉴노멀 시대의 서울
시 교통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다양하고 새로운 개인 이동수
단의 개발·보급은 그동안 자동차가 전용하다시피 하고 있던 도로의 공간 이용 및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동수단 간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이다. 자율자동차의 등장은 사람
중심으로 설계·구축된 도로/교통시설이 기계도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
할 것이다. 인구의 감소와 인구 구조의 변화, 수도권의 광역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팬데믹
등 사회여건의 변화는 총통행량을 감소시킬 개연성이 크며, 이에 따른 기존 교통인프라의 활용성과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지속가능성 및 효용성에 대한 우려와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뉴노멀 시대에 대응, 향후 20~30년 후를 준비하기 위한 서울의 중장기 교통정
책 방향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서울의 총통행량과 통행 특성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 이를 토대로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수단의 정책 방향과 교통인프라의 발전 방향
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요 약
서울시 통행특성, 인구·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광역통행 증가 등 크게 달라질 듯
고령화, 출산율 및 혼인율 감소 현상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장래 서울시 인구와 가구구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인구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흐름에 힘입어 한때 천만을 돌파
하였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서울시 근교 신도시 개발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통계청에서는 서울시 인구를 2045년 845만 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함께 가구구조 또한 크게 바뀌었는데, 2000년대부터 시작된 혼인율 감소 및 저출산
가속화로 1·2인 가구가 과거보다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서울시에서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구구성비도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유소년인구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고령인
구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래에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생산연령
인구의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고령인구의 비율은 2045년 약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에 따라 총통행량 역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17년 국토교통부의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에 따르면 2045년 서울시 관련 하루 총통행량은 약 2천 6백만 통행으로 2019년 총통행
량 대비 약 308만 통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에서 활용한
통행량 예측 모델에는 2017년 이후에 발생한 사회여건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사회여건 변화
중 크게 두 가지 사항이 장래 통행량 전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서울시 인근
수도권 신도시 지속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줄이거
나 원격근무 등 비대면 활동을 늘리는 것이다.
최근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 시 경기도와 서울 간 광역통행이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원격근무와 원격수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통근·
통학 통행이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장래 통행 패턴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장래 총통행량 예측에 반영한 결과, 2045년
서울시 관련 총통행량은 기존 예측치에서 143만 통행이 추가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통행
목적별로는 정기적인 통근·통학 통행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여가·쇼핑 통행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행 거리별로는 서울시 내부 통행은 통행거리가 길어질수록 통행량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수도권 광역통행은 초장거리 통행의 감소율은 낮게 예측되었으나, 중·장거리 통행의
감소율은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버스의 단거리 통행은 다양한 교통수단이 담당, 중·장거리 통행은 철도가 수용 전망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도시 중 한 곳으로 10개의 도시철도 노선과 600개 이상의 버스
노선을 갖추고 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만큼 전체 수단분담률에서 대중교통이 차지하
는 비율은 2019년 기준 65.6%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중 도시철도의 수단분담률은 철도 건설
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버스의 수단분담률은 차츰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 통행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서울시도 한때 50% 정도의 통행량
감소율을 보였으나 2021년 11월 현재는 많이 회복한 상황이다.
2017년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에서 예측한 장래 서울 관련 수단통행량과 수단분담률을 살펴보
면,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약간 감소하고, 승용차 수단분담률은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이 예측치는 2017년에 분석되어 최근의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최근 변
화를 반영해서 분석해보면, 대중교통 중 도시철도의 수단분담률은 증가하고, 버스의 수단분담률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대중교통의 미래 전망이 해외에서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중
교통에 대한 수단 선호도가 낮아지고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대중교통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도시화 현상에 따라 도시에 몰리는 많
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낙관적인 견해가 공존하
고 있다.
최근 기술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도입·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과 초소형 차량(MM: Micro Mobility)은 기존 버스의 단거리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수요대응형 서비스인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또한 정식운행이 시작
됨에 따라 단거리 버스 수요의 일부가 DRT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서울시 도시철도의 지
속 확충으로 인한 수단경쟁력 감소로 버스의 전반적인 수요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즉,
버스의 단거리 통행은 PM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전환되고, 중·장거리 통행은 도시철도가 대부분 수
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에 따른 적절한 대중교통 대응 정책이 필요한데, 도시철도의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차내/외 쾌적성, 환승 편리성 등을 편익으로 반영한 시설투자 기준의 개선
이 필요하고, 수단 간 환승의 편리성을 위해 거점 역 중심의 모빌리티 허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역통행의 비중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효율적인 광역통행 처리를 위해
모빌리티 허브에서 다양한 수단으로 쉽게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승시설의 확대 구축 및 개
선이 필요하다. 버스의 경우 도시철도 연계를 위한 보조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DRT, 자
율주행 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기존
지·간선 중심의 버스 노선 체계를 지선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버스
체계 변화에 따라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 방식의 개선과 수요 감소에 따른 적자 보전을
위한 신규수익 창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뉴노멀 시대 개인교통수단 포용하는 도로공간 변화, 친환경체계로 전환 지원 필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서울의 통행량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서울의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이용량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서울의 도시교통이 중단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PM 시장은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북미와 유럽
등 해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생활권이 확대되고 단거리 교통이 증가하는 뉴노
멀 시대에는 개인교통수단의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고 증가와 보도 혼잡과 같
은 다양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행과 주차 공간이 부족한 개인교통수단의 문제는 단속
과 규제 강화 등 제도적 방안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 도시교통체계의 물리적·
공간적 한계도 검토하여야 한다.
뉴노멀 시대의 올바른 개인교통수단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개인교통수단을 포용할 수 있도록 도로
공간이 변화해야 한다. 현재 서울의 도로는 대부분 자동차와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에서는 PM과 자전거의 보도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와의 사고를 우려하는 개인교통 이용자들이 여전히 보도를
주요 주행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속도와 크기가 다른 교통수단들이 같은 공간에 뒤섞여 다니는 불
안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이동권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PM, 자전거와
같이 비슷한 이동 특성을 갖는 새로운 수단이 분리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개인교통수단 형태도 서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는 도로상의 작은 이물질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무거운 차
체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형태 개선을 통해 개인교통수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률
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낙엽, 비, 눈이 잦은 서울의 기상환경과 복잡한 도로환경, 높은 경사
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서울형 개인교통수단”으로의 형태 변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제공될 것으로 전망되는 새로운 개인교통수단에 대응하여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따릉이와 같은 공공서비스도 지속·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도시교통의 친환경·저탄소 체계로의 전환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요소이다. 환경이슈와
개인의 경제적 혜택을 이유로 향후 승용차 시장은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전기차의 단점으로 제기되었던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시간은 기술발전과 함께 상당 부분 해소되
어 전기차에 대한 수용성은 현재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로의 완벽한 전환을 촉진하
기 위해서는 부족한 충전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주거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충전시설 구축과 급속방식의 전용충전시설 설치를 제안
한다. 특히, 전용충전시설은 기존의 주유소와 달리 건물 내부, 주차장 등 여러 장소에 다양한 규모
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심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교통 인프라간 통신 기반으로 교통량·이용자 요구에 따라 가변적인 도로공간 활용
뉴노멀 시대의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의 역할 및 기능 변화 전망에 따라 교통인프라의 변화도 불가피
하다.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관련 인프라에 요구되는 사항은 주로 기존의 교통인프라를
변화에 대응하여 개선하는 것이고, 개인교통수단은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해외에서 연구·전망하는 미래의 교통인프라는 ‘Flexible’과 ‘Sensible’ 두 단어로 대표할 수 있다.
차로,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장 등 하나의 목적으로 활용되던 교통인프라를 교통량이나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실시간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Flexible). 이렇게 가변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주변 물체들이 서로를 감지하고 통신(I2X)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Sensible).
이 두 원칙을 토대로 뉴노멀 시대의 교통인프라를 전망하면, 도로공간은 smart panel을 이용하여
차로의 구분 없이 차량이 도로 공간을 활용하며, 전용차로가 필요한 경우 Pop-up 형태의 전용차
로를 제공하여 수요에 따라 다양한 수단에 우선 통행권을 부여하여 도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도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들을 도로 주변 건물의 1층부를
이용하여 정리함으로써 보행 쾌적성을 높일 수 있다.
도로의 폭이 좁은 생활권도로는 ‘Shared Streets’의 개념을 적용하여 차량 통행은 최대한 배제하
고 다양한 형태의 PM과 보행자들이 융화되어 활용하는 공간인 동시에,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뉴노멀 시대에 가장 크게 변화가 요구되는 교통시설은 주유소와 주차장으로, 주유소는 친환경 교통
수단의 활성화로 그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 주차장은 모빌리티 허
브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차량을 모빌리티 허브에 주차하고 허브 내에 있는
PM, 자전거나 허브와 연계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면 승용차 수요감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친환경 수단 이용으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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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뉴노멀 시대의 인구·가구구조 및 통행량 변화
1. 인구·가구구조 현황
2. 인구·가구구조 전망
3. 서울시 통행 현황
4. 서울시 통행 전망

이 장에서는,
고령화·저출산 현상 심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시민들의 수단 선호도 변화, 원격근무·원격수업
활성화로 인한 정기적인 통근·통학 통행 감소,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등 장래 다양한 사회환경 변
화를 살펴본다. 통계청과 ‘장래교통수요 공동사업’에서 발표한 통행량 현황 및 전망치를 활용하여 최
근의 사회환경 변화가 서울시 관련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뉴노멀 시대 서울시 관련 총통행
량 및 통행 특성을 통행목적별 거리별로 전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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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구구조 현황

서울시 인구 현황
서울시 인구는 2010년 이후 지속적 감소 / 1인 가구 대폭 증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서울시 인구는 한

지고 있다. 2000년대부터 대두된 고령화, 출

때 천만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1990년대 이

산율 및 혼인율 감소 현상이 점차 심해짐에

후 서울시 근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광

따라 가구구조도 크게 바뀌고 있다. 2000년

역화로 인해 지속 감소하였다.

당시 1인 가구는 약 50만 가구였으나, 2020

2016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가 천만 명 밑

년 현재 140만 가구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

으로 떨어졌고, 인구 감소율 또한 점점 높아

였다.

출처: 통계청

< 서울시 인구 추세 >

출처: 통계청

< 서울시 가구원수별 가구수 추세 >

뉴노멀 시대 준비하는 서울의 교통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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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구구조 현황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인구구성비 크게 변화

출처: 통계청

<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구성비 추세 >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연령대별 인구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 속도가

구성비 또한 크게 바뀌었는데, 0세부터 14세

점점 빨라지고 있다. 유엔(UN)은 전체 인구

를 아우르는 유소년인구의 비율은 2000년

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

18.6%에서 2020년 10.3%로 큰 폭 감소하

령화 단계를 구분하는데, 7% 이상은 고령화

였고, 15세부터 6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까

76.0%에서 73.6% 소폭 감소하였다. 반대

지 높아지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서울시

로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구성비

는 이미 2020년 이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

는 5.4%에서 16.1%로 3배 가까이 증가하

였고,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였는데,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추이를

볼 때 이른 시일 내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살펴보면 서울시 인구구성비에서 65세 이상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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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구구조 전망

서울시 인구 전망
서울시 인구는 2045년 약 850만 명으로 지금보다 100만 명 감소 전망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와 2018년에 발

래 인구를 예측하는데, 그중 출산력에 해당하

간한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 보고서에 따르

는 장래 합계출산율1)은 실제 출산율보다 높

면 서울시 인구는 장래에도 지속 감소하는 것

게 예측되어 있어 실제로는 더 가파르게 인구

으로 예측됐다. 특히 통계청 전망치를 살펴보

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면, 2045년에 서울시 인구는 845만 명으로

가구원수별 가구수 전망을 살펴보면, 2000년

2020년 대비 100만 명 이상 감소하는 것으

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던 1인 가구수가 유

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청 자료는 2017년 인

지되고, 2인 가구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

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출산력, 사망

로 예측되었다.

력, 국내이동 총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장

출처: 통계청 / 전국 여객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수도권)

< 서울시 인구 전망 >

1)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뉴노멀 시대 준비하는 서울의 교통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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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구구조 전망
2045년 서울시 1인 가구수 유지, 2인 가구수 증가 / 고령 인구비율 35.3%

출처: 통계청

< 서울시 가구원수별 가구수 전망 >

출처: 통계청

<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구성비 전망 >

통계청의 서울시 장래 연령대별 추계 인구를

고령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고, 나머지 연령대

살펴보면 유소년인구의 비율은 8%대에서 크

는 모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

게 바뀌지 않으나 생산연령인구는 2025년

별 인구구성비 변화에 따라 통행 패턴도 달라

71%에서 2045년 56.3%로 감소하고, 65세

질 것으로 전망되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은 19.9%에서 35.3%

이 연구에서는 뉴노멀 시대 통행 특성을 예측

로 큰 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장

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

래에는 총인구는 감소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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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행 현황

총통행량 현황
2019년 서울시 관련 목적통행량은 하루에 약 3천만 건, 그중 약 60%는 통근·통학통행
2019년 서울시 내부 통행과 서울과 수도권

60%의 통행이 가정기반 통근·통학 통행이기

을 오가는 목적통행량은 약 3천만 통행이고,

때문에 장래 근무 형태나 수업 방식에 변화가

그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447만 통행이 통

생길 때 시민의 통행 패턴도 크게 바뀔 것으

근통행이었다. 통학통행까지 고려하면 약

로 전망된다.

< 2019년 서울시 관련 통행목적별 통행량 >
(단위: 통행)

구분

가정기반

통행목적

통행량

통근통행

14,472,578

기타통행

5,069,993

통학통행

2,956,257

쇼핑통행

1,717,436

학원통행

976,350

구분

비가정기반

통행목적

통행량

업무통행

2,604,643

기타통행

1,249,604

쇼핑통행

247,571

계
출처: 서울연구원, 2020, 2020년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

출처: 서울연구원, 2020, 2020년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

< 2019년 서울시 관련 통행 목적별 비율 >

29,294,431

뉴노멀 시대 준비하는 서울의 교통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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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행 현황
내부 통행은 3km 미만 단거리 비율이 높고, 광역통행은 15km 이상 초장거리 비율이 높아
2019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목적통행을 통행

비율이 약 79%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내

거리별로 구분한 결과, 서울시 내부 통행은

부 통행과 광역통행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초

3km 미만 단거리 통행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장거리, 단거리, 중장거리, 장거리, 중거리 순

광역통행의 경우 15km 이상 초장거리 통행

으로 통행이 많이 발생하였다.

< 2019년 서울 관련 통행 거리별 통행량 >
(단위: 통행)

구분

시내통행

광역통행

총합

3km 미만 단거리

856만

2만

858만

3km~5km 중거리

321만

14만

335만

5km~10km 중장거리

457만

56만

513만

10km~15km 장거리

256만

87만

343만

15km 이상 초장거리

283만

597만

880만

2,172만

756만

2,929만

계

주: 수치를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계산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출처: 서울연구원, 2020, 2020년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

출처: 서울연구원, 2020, 2020년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

< 2019년 서울시 관련 통행 거리별 비율 >

8

01 뉴노멀 시대의 인구·가구구조 및 통행량 변화

서울시 통행 전망

총통행량 전망
2019년 대비 2045년 서울시 관련 하루 총통행량은 약 308만 통행 감소 예상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에서 예측한 2045년

폭으로 감소하고, 기타통행과 쇼핑통행은 오

서울시 관련 하루 총통행량은 약 2천6백만

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즉, 앞에

통행으로, 2019년 대비 약 308만 통행이 감

서 언급한 고령화, 출산율·혼인율 감소와 같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 통행량을 통행

은 사회 환경변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정기적

목적별로 살펴보면, 생산연령인구와 학령인구

인 통행은 줄어들고, 소득증가 등으로 인한

감소로 통근·업무통행과 통학·학원통행이 큰

여가통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2019년, 2045년 서울 관련 통행목적별 통행량 비교 >
(단위: 통행)

구분

가정기반

비가정기반

통행목적

2019년(현황)

2045년(전망)

변화량

통근통행

1,447만

1,227만

-220만

기타통행

507만

525만

+18만

통학통행

296만

236만

-60만

쇼핑통행

172만

222만

+50만

학원통행

98만

81만

-17만

업무통행

260만

183만

-77만

기타통행

125만

122만

-3만

쇼핑통행

25만

25만

-

2,929만

2,621만

-308만

계
주: 수치를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계산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출처: 전국 여객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수도권)

뉴노멀 시대 준비하는 서울의 교통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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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행 전망
하지만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에서 예측한 통행량 전망은 최근 사회여건 변화 반영 안 돼
2017년에 수행된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에

장래 서울시로 유입되는 통행량 증가에 영향

서는 통행수요 예측모형을 활용해 추정한 장

을 줄 것으로 보인다.

래 목표연도별 여객 O/D를 제시하였는데, 이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이 종료된 이후, 코로

때 서울시 인구 감소, 학생 수 감소, 고령화

나19 팬데믹 등 사회여건이 급격히 변화됨에

현상, 경기·인천 인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따라 사람들의 통행 패턴이 크게 달라져 앞서

등의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였다. 여러 요인

살펴본 장래 통행량 예측치의 수정 보완이 필

중에서 경기·인천 인구의 경우 서울시 예측치

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여건 변화 중

와는 다르게 203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크게 두 가지 사항이 장래 통행량 변화에 큰

그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기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서울

인구는 2016년 약 1,250만 명에서 2035년

시 인근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이고 두 번째

에 1,373만 명을 기록하고 이후 2045년 약

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람들의 정기

1,338만 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

적인 통근·통학통행량 감소이다. 이 연구에서

고, 인천시 인구의 경우, 2016년 약 289만

는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요인들을 개략적으

명에서 2035년 316만 명까지 증가했다가,

로 고려하여 장래 통행량 예측치를 수정 보완

이후 2045년 311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였다.

전망되었다. 이러한 경기·인천 인구의 증가는

출처: 전국 여객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수도권)

<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 반영 항목 >

<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 미반영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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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행 전망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한 3기 신도시 개발추진으로 광역통행 증가 전망

출처: 3기 신도시 공식 홈페이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불안해진 시민

유·출입될 것으로 보여 서울 관련 통행량에 많은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추진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도시 입주 인

계획이 2018년 9월에 발표되었다. 이 계획에 따

구수, 통행목적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3

르면 2021년 8월 기준, 주택 약 26.7만 호가 과

기 신도시 개발의 영향을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

천, 안산, 남양주, 하남, 고양 등 서울 인근 수도

에서 제시한 광역통행량 예측치에 반영하고자 하

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래 이들 신도

였다.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서울시로

뉴노멀 시대 준비하는 서울의 교통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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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행 전망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원격근무, 원격수업 증가로 통행 감소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업무통행이 감소하는 대신, 출퇴근 시간이 절

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재택근무, 원격수

약되는 만큼 여가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

업 등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다수의 사람과

된다. 원격수업도 일정 부분 계속 유지된다면

접촉하게 되는 대중교통의 수요가 한때 급감

정기적인 통학, 학원통행도 감소할 것이다.

하였고,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개인교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 3기 신도시 개발추

통수단의 수요는 큰 폭 증가하였다. 코로나

진 등의 사회환경 변화요인들은 2045년 장

19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선택하

래 통행량 예측이 이루어진 2017년 이후에

는 기준이 바뀌었고, 비대면 생활에 적응하면

발생한 일들이라 해당 영향들을 반영한 통행

서 생활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

량 예측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

가 앞으로 사람들의 통행 패턴에 크게 영향을

구에서는 더 세밀한 장래 통행량 전망을 위해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중에서도 재택근

해당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들의 통행

무, 원격수업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

패턴 변화를 장래 통행량 예측치에 반영하여

측된다. 재택근무의 영향으로 출퇴근 통행과

재산정하였다.

출처: 서울시, 2020, 서울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단별 통행량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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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행 전망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 시 약 32만 통행이 서울시로 추가 유입 전망
최근 발생한 사회환경 변화가 장래 통행량에

키는 서울시 유입 통행량은 1기 신도시인 분

끼치는 영향을 반영하고자 몇 가지 가정을 통

당에서 서울로 통행하는 통행목적별 유입 통

해 통행목적별 통행량을 수정하였다. 첫 번째

행량 원 단위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

로 장래 3기 신도시의 주택 26.7만 호 입주

과, 3기 신도시에서 약 32만 통행이 서울시

시 약 32만 통행이 서울시로 유입될 것으로

로 추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통행목

추정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45년

적별로는 통근통행이 약 21.6만 통행으로 가

경기·인천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3기

장 많았고, 업무통행, 기타통행, 통학통행이

신도시에는 약 61만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

그 뒤를 이었다.

으로 추정된다, 거주 인구 61만 명이 발생시

< 3기 신도시 입주 시 통행목적별 추가 서울시 유입 통행량 전망 >
(단위: 통행)

구분

가정기반

통행목적

통행량

통근통행

+21.6만

기타통행

+3.5만

통학통행

+1.6만

쇼핑통행

+0.4만

학원통행

+0.8만

구분

통행목적

비가정기반

계
주: 수치를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계산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출처: 전국 여객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수도권)

통행량

업무통행

+3.7만

기타통행

-

쇼핑통행

+0.4만
+3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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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행 전망
원격근무 활성화와 원격수업으로 통근·통학 및 업무·학원 통행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뉴노멀 시대 원격근무 영향 반영 >
(단위: 통행)

항목

가통 전망치

보정치

차이

통근통행

1,249만

1,165만

-84만

업무통행

187만

174만

-13만

기타통행

529만

546만

+17만

주: 수치를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계산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출처: 전국 여객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수도권)

< 뉴노멀 시대 원격수업 영향 반영 >
(단위: 통행)

항목

가통 전망치

보정치

차이

통학통행

238만

190만

-48만

학원통행

82만

65만

-17만

주: 수치를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계산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출처: 전국 여객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수도권)

장래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로 인한 영향을

시간이 절약되고, 절약된 시간에 집 근처에서

반영한 통행량 예측치에 뉴노멀 시대 원격근

여가통행(기타통행)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

무 활성화에 의한 영향을 추가로 반영해주었

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소한 통근통행량에 가

다. 앞에서 살펴본 직업별 종사자 수 비율을

정기반 기타통행의 원 단위를 곱하여 기타통

참고하여 원격근무가 가능한 사무종사자의

행량을 증가시켜 주었다. 그 결과, 통근통행

비율 22.4%에 원격근무 비율을 30%로 가정

은 약 84만 통행, 업무통행은 약 13만 통행

하였을 때, 장래 통근통행과 업무통행의 약

이 감소하였고, 기타통행은 약 17만 통행 증

6.7%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직

가하였다.

장과 집의 거리가 멀수록 원격근무를 할 가능

마지막으로 장래 주 4일 등교를 전제로 원격

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원격근무자의 약

수업 20% 시행을 반영한 결과, 통학통행은

50%는 15km 이상 초장거리 통행자로 가정

약 48만 통행 감소하였고, 학원통행은 약 17

하였다. 또한, 원격근무를 함에 따라 출퇴근

만 통행 감소하였다.

뉴노멀 시대 준비하는 서울의 교통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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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행 전망
최근 사회여건 변화 반영 시 2045년 기준 약 143만 통행 추가 감소
< 2045년 통행량 보정 후 통행목적별 통행량 비교 >
(단위: 통행)

구분

가정기반

비가정기반

계

2045년(전망)2)
ⓑ

시내통행

2019년
ⓐ

통근통행

1,447만

1,249만

기타통행

507만

통학통행

2045년(보정)3)
ⓒ

변화량 ⓒ-ⓑ

변화량 ⓒ-ⓐ

1,165만

-83만

-282만

529만

546만

+17만

+39만

296만

238만

190만

-48만

-106만

쇼핑통행

172만

222만

222만

-

+50만

학원통행

98만

82만

65만

-17만

-33만

업무통행

260만

187만

174만

-13만

-86만

기타통행

125만

122만

122만

-

-3만

쇼핑통행

25만

25만

25만

-

-

2,929만

2,653만

2,511만

-143만

-418만

주: 수치를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계산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출처: 전국 여객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수도권)

장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주택이 계속 공

으로 전망되었고, 그중에서도 통근, 통학, 업무,

급되고,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한 원격

학원통행의 감소 폭이 컸고, 기타통행과 쇼핑

근무 활성화와 원격수업이 일정 부분 지속할

통행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래수요예측 공동사

서울시 총통행량을 서울 내부 통행과 광역통

업의 2045년 서울시 관련 총통행량에 해당

행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서울 내부 통행은

요인들의 영향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애초

서울시 인구 감소로 인해 약 16.4% 감소할

예측치보다 2045년 약 143만 통행이 추가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경기·인천 인구의 증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9년 대

로 인해 서울시로 유입되는 통행은 약 2.7%

비 2045년에는 총 418만 통행이 감소할 것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2) 가구통행실태조사 전망치에 3기 신도시 입주 영향을 반영한 결과
3) 위의 3기 신도시 입주 영향을 반영한 결과에 원격근무, 원격수업을 반영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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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행 전망

통행 특성 변화
정기적인 통근·통학 통행의 비율이 줄어들고, 여가·쇼핑 통행의 비율은 증가
2019년과 2045년 서울 관련 총통행량을 통

타통행), 쇼핑통행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

행목적별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통근통행

데, 그로 인해 총통행량에서 기타통행과 여가

과 통학통행의 비율이 약 60%로 높았지만,

통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2045년에는 생활 방식의 변화 및 생산인구,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장래

학령인구의 감소로 약 55.3%로 감소하게 될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사회환경 변화가 사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근·통학통행의 감

들의 통행 패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소로 여유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여가통행(기

있었다.

출처: 전국 여객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수도권)

< 2019년, 2045년 서울시 관련 통행목적별 비율 비교 >

뉴노멀 시대 준비하는 서울의 교통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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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행 전망
서울 내부 통행은 3km 미만 단거리는 약 13% 감소, 15km 이상 초장거리는 약 26% 감소
서울 내부 통행량의 변화를 통행 거리별로 살

통학 통행이 줄어들고 특히 통근 거리가 멀수

펴보면, 통행거리가 길어질수록 통행량이 더

록 원격근무를 선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뉴노멀 시

기 때문에 초장거리 통행이 가장 큰 비율로

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통근·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서울 내부 통행의 통행 거리별 통행량 변화 >
(단위: 통행)

구분

2019년 ⓐ

2045년(전망) ⓑ

2045년(보정) ⓒ

변화량 ⓒ-ⓑ

변화량 ⓒ-ⓐ

3km 미만 단거리

856만

774만

742만

-32만

-114만

3km~5km 중거리

321만

284만

273만

-11만

-48만

457만

397만

381만

-16만

-76만

256만

220만

210만

-10만

-46만

283만

240만

209만

-31만

-74만

2,172만

1,916만

1,816만

-100만

-356만

5km~10km
중장거리
10km~15km
장거리
15km 이상
초장거리
계

주: 수치를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계산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출처: 전국 여객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수도권)

출처: 전국 여객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수도권)

< 2019년 대비 2045년 서울 내부 통행의 통행 거리별 변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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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행 전망
서울 유출입 광역통행의 경우 3km 이상 15km 미만 통행의 감소율이 높아
서울과 경기·인천을 오가는 수도권 광역통행

이하 단거리 통행과 15km 이상 초장거리 통

의 2045년 전망치는 2019년 대비 약 8.2%

행의 감소율은 광역통행 전체 감소율보다 낮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광역통행의 통

게 나타났으나, 중거리, 중장거리, 장거리 통

행량 변화를 통행 거리별로 살펴보면, 서울

행의 감소율은 전체 감소율보다 더 높게 나타

내부 통행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3km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서울 유출입 광역통행의 통행 거리별 통행량 변화 >
(단위: 통행)

구분

2019년 ⓐ

2045년(전망) ⓑ

2045년(보정) ⓒ

변화량 ⓒ-ⓑ

변화량 ⓒ-ⓐ

3km 미만 단거리

2.3만

2.3만

2.3만

-

-

3km~5km 중거리

14만

13만

12만

-1만

-2만

5km~10km 중장거리

57만

55만

51만

-4만

-6만

10km~15km 장거리

87만

82만

76만

-6만

-11만

15km 이상 초장거리

597만

554만

554만

-

-43만

계

757만

706만

695만

-11만

-62만

주: 수치를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계산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출처: 전국 여객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수도권)

출처: 전국 여객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수도권)

< 2019년 대비 2045년 서울 광역통행 통행 거리별 변화율 >

제 2 장

뉴노멀 시대의 대중교통 전망 및 정책 방향
1. 대중교통 현황
2. 대중교통 전망
3. 대중교통 정책 방향

이 장에서는,
장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2045년 서울시 통행 특성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1장의 통행목적별·거리별 통행량 전망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행 특성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분석하였다. 장래 서울시 대중교통 통행 특성의 변화를 가늠하기 위해 서울시
대중교통 현황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해외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통행 변화, 뉴노멀 시대 대중교
통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 대중교통의 수단별 전망과 함께 그에 대응하는 대중교
통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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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현황

서울시 대중교통 현황
버스 통행은 감소하고 도시철도 통행은 지속 증가하는 중
서울시는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도시철도의 수단분담

도시 중 한 곳으로 10개의 도시철도 노선과

률은 36.2%에서 41.6%로 지속 증가하는 추

600개 이상의 버스 노선을 갖추고 있다. 대

세이다. 수단통행량은 2010년 하루에 약

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덕분에 대중교통

3,116만 통행에서 2014년 3,269만 통행까

수단분담률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2010년부

지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2019년 3,216만

터 2019년까지 교통수단별 수단분담률을 살펴

통행으로 감소하였다.

보면 버스 수단분담률은 28.1%에서 24%로

출처: 서울시, 개별통행 수단분담률

< 서울시 개별통행 수단분담률 연도별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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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현황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대중교통 통행량 변화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도권 정류장 방문 통행 약 50%까지 급감, 이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
구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람

정류장에 방문하는 횟수와 체류 시간은 대중

들의 이동패턴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자 국가

교통 통행량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별로 통행 관련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 있다. 수도권의 정류장 방문 데이터를 살

장소는 식료품점 및 약국, 공원, 정류장, 소매

펴보면, 2020년 2월 코로나19 1차 유행 시

점 및 여가 시설, 주거지, 직장으로 구분하였

급격히 감소하였고, 2020년 8월 중순 코로나

고, 사람들이 이들 각 장소에 방문하는 횟수

19 2차 유행 시 다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와 체류하는 시간이 기준값과 비교했을 때 어

있다. 이후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가

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2020년 12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해짐

때 기준값은 2020년 1월 3일부터 2월 6일까

에 따라 다시 감소하였고 2021년 11월 현시

지 5주 동안 수집된 해당 요일 데이터의 중앙

점에서는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값을 사용하였다. 그중에서 사람들이 대중교통

출처: Google, COVID-19 Community Mobility Reports

< 수도권 평일 대중교통 정류장 방문 통행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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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전망

서울시 대중교통 전망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에서는 2045년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약간 감소 전망
2017년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에서 추정한

2045년 25.6%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

장래 서울 관련 수단통행량 및 수단분담률을

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래수요예측

살펴보면, 2045년 모든 수단의 통행량이 감

공동사업은 2017년에 시행되어 최근 사회여

소하지만 다른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

건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현재 발생하고

율이 낮은 수단은 장래에 수단분담률이 더 높

있는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예측치를 수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철도의 경우

정 보완해본다면, 도시철도 인프라의 지속 확

2025년 수단분담률이 40%에서 2030~

충으로 도시철도의 수단분담률은 증가할 가

2035년에

증가하나

능성이 크고, 버스 통행의 약 절반을 차지하

2045년 39.8%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는 3km 미만 단거리 통행의 대체 수단 등장

다. 버스의 수단분담률도 마찬가지로 2025년

및 보급으로 버스의 수단분담률은 하락할 가

24.2%에서 24.1%로 약간 하락하는 반면 승

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40.1%로

미세하게

용차의 수단분담률은 2025년 25.3%에서

출처: 전국 여객O/D 전수화 및 장래수요예측 공동사업(수도권)

< 서울시 개별통행 수단분담률 연도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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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전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주요 대도시 대중교통 정류장 방문 급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데이터를

점차 회복하여 2021년 11월 현재 기준값 대

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중교통 정류장

비 약 46% 감소 수준까지 회복한 상황이다.

방문 통행량이 기준값 대비 60~80%까지 감

이외에도 캐나다 토론토, 일본 도쿄 등도 다

소하였고, 이후 점차 회복하고 있으나 아직

른 대도시와 비슷하게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전 수준의 50%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을

정류장 방문 통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아직

알 수 있다. 영국 런던도 마찬가지로 2020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

3월에 기준값 대비 90% 이상 감소하였다가

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Google, COVID-19 Community Mobility Reports

< 미국 샌프란시스코 평일 대중교통 정류장 방문 통행 추이 >

출처: Google, COVID-19 Community Mobility Reports

< 영국 런던 평일 대중교통 정류장 방문 통행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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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전망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소했던 정류장 방문 통행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도시도 존재
프랑스 파리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

이후 감소율이 다시 한 자릿수대로 회복하였

류장 방문 통행이 80% 이상 감소하였으나,

으나 11월 중순 현재 감소율이 다시 커지고

샌프란시스코나 런던의 경우와는 다르게 빠

있다.

르게 20% 감소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하지

독일의 수도 베를린도 파리와 비슷한 양상을

만 2020년 겨울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

보이나, 파리와 다르게 코로나19 확산 이전

서 6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21년에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하였고, 2021년 11

2020년 패턴과 비슷하게 봄이 되면서 대중

월 현재 약 20~30% 감소 수준을 계속 유지

교통 정류장 방문 통행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

하고 있다.

였다가 여름에 40% 수준으로 감소하고 9월

출처: Google, COVID-19 Community Mobility Reports

< 프랑스 파리 평일 대중교통 정류장 방문 통행 추이 >

출처: Google, COVID-19 Community Mobility Reports

< 독일 베를린 평일 대중교통 정류장 방문 통행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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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전망
McKinsey는 향후 수단분담률 변화가 지역별로 다를 것으로 전망
McKinsey and Company(2020)에서는 지

도시의 경우 대중교통의 분담률은 유지되고

역별로 2030년 세계 대도시별 수단분담률을

승용차 분담률의 일정 부분이 새로운 수단으

서로 다르게 전망하고 있다. 승용차 분담률이

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남미와 중국

높았던 북미 도시들의 경우 버스의 분담률이

대도시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대도시와 비슷

큰 폭으로 감소하고 새로운 수단의 분담률은

한 변화를 보이고, 필리핀, 태국 등 남아시아

크게 증가한다고 예측하였다. 반면, 유럽의

의 경우 혼잡한 도로 상태로 인해 자율주행차

경우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인해

의 주행이 어려워 자율주행택시와 같은 새로

승용차의 분담률이 큰 폭 감소하는 대신 신교

운 수단은 도입되지 않고 대신 공유 마이크로

통수단의 분담률이 큰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모빌리티가 소량의 철도 수요를 대체할 것으

전망하였다. 일본의 도쿄와 같은 동아시아 대

로 전망하였다.

출처: McKinsey & Company, 2020, Five COVID-19 aftershocks reshaping mobility’s future

< 대도시별 장래 수단분담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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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전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중교통의 미래 전망이 서로 엇갈려
코로나19 등 최근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

대중교통의 전망 자료를 살펴보면, 비관적인

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영국 런던의 사례

전망과 낙관적인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 비관

를 보면 대중교통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

적인 전망에서는 새로운 수단의 등장과 자율

준의 50% 정도로만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다.

주행 같은 신기술이 대중화되면 대중교통의

반면에 낙관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전

경쟁력이 낮아져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도태

세계적으로 도시화는 진행 중이고, 도시에 몰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리는 많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

적용으로 택시의 인건비가 사라져 대중교통

서는 대중교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태도다.

보다 가격경쟁력에서 택시가 우위를 차지할

특히 소음·공해, 혼잡, 주차 공간 부족 등 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경쟁수단의 발

계 여러 대도시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

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다수와 접촉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중교통

되는 대중교통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 이전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출처: Global Convenience Store Focus, 2020.06 / Boston Consulting Group. 2020, How COVID-19 Will Shape Urban Mobility

< 장래 대중교통에 대한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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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전망
PM, MM 등 경쟁수단 도입 확산에 따라 버스 수단분담률 감소 전망

출처: 킥고잉 / 중앙일보, 2020.09.01.

< 공유 전동킥보드 >

< 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현황 >

출처: 초소형차 현황과 국내 입법화 동향, KAMA 웹진, 2018 / TRANSPARENCY MARKET RESEARCH

< 주요 마이크로 모빌리티 개발 사례 >

<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 전망 >

최근 기술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교통수단들

싶은 통행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킨 것이 주효

이 도입·활성화되고 있다. 그중 2018년부터

하였다. PM뿐만 아니라 전기동력 기반의 초

도입되기 시작한 개인교통수단(PM)의 경우

소형 차량인 Micro Mobility(MM)는 기존

2021년 현재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

차량보다 크기가 작고 가격이 저렴해 향후 대

면서 주요 단거리 교통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

중화 가능성이 있는 수단이다. 특히 기존의

김하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예약 및 결제

소유 개념 대신 공유 기반의 서비스가 활성화

와 주차에 제약이 없는 Free-Floating 방식

된다면 버스의 단거리 수요가 상당수 전환될

을 적용하여 가까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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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전망
수요대응형 서비스인 DRT 도입으로 단거리 노선버스 수요감소 전망

출처: 현대오토에버, 2020, 국토교통부 2020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 현대오토에버 I-MOD >

출처: HMG JOURNAL

< 현대자동차 DRT 서비스 셔클 >

DRT(Demand Responsive Transit)는 수

고려하여 최적의 경로를 산출해 이동하며 다

요대응형 교통체계를 뜻하는 단어로 기존의

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정류장, 역사 기반의 교통서비스가 아닌 수요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기업들이 정부 혹은 지

기반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의미

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범 사업을 거쳐 정식

한다. 주로 6~15인승 밴 형태의 교통수단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현대오토에

이용해 수요가 있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태우

버는 인천시와 협업하여 영종 국제도시를 시

고 목적지에 내려주며, 중간 경로에 탑승을

작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히고 있고, 현대자동

요청한 승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승객을 태워

차 또한 서울시 은평구와 세종시에서 셔클이

서 이동한다. 기존의 콜택시와 다른 점은 버

라는 DRT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스처럼 여러 사람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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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전망
도시철도의 지속 확충 및 개선으로 버스의 수단분담률 감소 전망
서울시에서는 「도시철도법」 제5조 제1항에

계획에서 선정된 노선이다. 기존에 구축된 노

의거 10년마다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

선 또는 계획된 노선을 연장하는 노선이 2개

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1차 서울특별시

선정되었고, 기존 노선을 개량하는 사업도 2

10개년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은 2008년에 수

건 선정되어 총 10개의 노선을 구축·연장·개

립되었고, 2018년에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

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렇듯 서울시 도

년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지역

시철도 노선은 꾸준히 확충되고 있고, 급행

균형 발전을 위한 신규 노선은 총 6개가 선정

화, 직결화와 같은 기존선 개량사업도 동시에

되었는데, 그중 강북횡단선은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고 있어 장래 버스의 수단경쟁력 및 수

선정된 노선이고, 나머지 5개는 제1차 기본

단분담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선정노선 결과 >
노선명

구간

연장
(km)

정거장수
(개소)

수송수요
(인/일)

총 사업비
(억원)

비고

강북횡단선

목동 ~ 청량리

25.72

19

213,006

20,628

신규

우이신설연장선

우이동 ~ 방학동

3.50

3

26,068

2,830

기확정

면목선

청량리 ~ 신내동

9.05

12

89,931

9,936

기확정

난곡선

보라매공원 ~ 난항동

4.08

5

59,595

4,316

기확정

목동선

신월동 ~ 당산역

10.87

12

86,808

11,692

기확정

서부선

새절 ~ 서울대입구역

15.77

-

170,766

16,040

기확정
보완

연계/연장
/강화
(2개)

서부선 남부연장

서울대입구역 ~
서울대 정문

1.72

1

20,966

1,330

연장

신림선 북부연장

샛강역 ~ 서부선

0.34

1

11,285

561

연장

기존선
개량
(2개)

4호선 급행화

당고개 ~ 서부선

-

-

118,288

2,372

급행화

5-5호선 직결화

둔촌동역 ~
굽은다리역

-

-

81,105

2,678

직결화

71.05

-

-

72,384

-

구분

지역균형
발전 노선
신설
(6개)

총계

-

출처: 서울특별시, 2019,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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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전망
버스의 단거리 통행은 다양한 수단으로 전환, 중·장거리 통행은 도시철도가 수용할 듯
뉴노멀 시대 사회여건 변화와 서울시 대중교

3km 이상 중·장거리 통행은 상당 부분 도시

통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았을 때, 최근 몇 년

철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는 버스 통행수요와 새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3km 미만 단거리 통

롭게 등장한 다양한 교통수단, 그리고 지속

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13.5%로 상대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도시철도로 인해 뉴노멀 시대

낮고, 대부분이 3km 이상 중·장거리 통행을

버스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

담당하고 있으며, 경전철 등 새로운 노선이

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버스 통행의 46.7%

계속 건설되고 있어 뉴노멀 시대에도 버스와

를 차지하는 3km 미만 단거리 통행의 경우

는 달리 중·장거리 공공·대중교통의 역할을

개인교통수단(PM), 마이크로모빌리티(MM),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전거, DRT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전환되고,

자료: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교통카드 트립체인 데이터

< 2019년 버스 통행 거리별 비율 및 장래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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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정책 방향

뉴노멀 시대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 방향
대중교통 전망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정책 마련 필요
뉴노멀 시대 서울시 도시철도는 기존의 중·장

투자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수단 간 편리

거리 공공·대중교통 역할을 지속하면서 거점

한 연계를 위해 거점 역 중심의 모빌리티 허

간 대량 수송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

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철

다. 하지만 버스는 현재처럼 거점 간 수송을

도 취약지역에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

담당하는 간선 기능보다는 인프라가 지속 확

시철도 인프라 확충이 계속되어야 한다.

충되고 있는 도시철도/광역철도를 연계하는

버스의 경우 도시철도 연계를 위한 보조, 지

단거리, 지선 보조수단 기능을 담당하고, 기

선 기능을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DRT,

존 중·장거리 운송기능은 도시철도로 대체될

자율주행 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행 비율이 높았던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지·

3km 미만 단거리 통행의 경우 새로 도입되

간선 버스 노선 체계를 지선 중심으로 재편하

는 다양한 교통수단과 경쟁하게 됨에 따라 버

고,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준공영제 버

스의 분담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 운영방식의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도시철도가 뉴노멀 시대

또한, 수요 감소에 따른 적자를 완화하기 위

에도 중장거리 공공·대중교통 역할을 지속하

한 신규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시설

< 뉴노멀 시대 서울시 대중교통 수단별 전망 및 대응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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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정책 방향

도시철도 정책 방향
인프라의 지속적 투자를 위해 도시철도의 새로운 편익항목 발굴 필요
새로운 철도 인프라를 건설하려면 해당 사업

불쾌함을 불효용 수치로 계산하고, 환승 시간

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사전 검증과

절감 편익은 새로운 철도사업에 의해 바뀌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환승 시간의 가치를 산출하여 반영하고 있다.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

영국의 철도투자평가제도에도 혼잡 완화 편

익 분석을 통해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투자

익과 환승 시간 절감 편익이 포함되어 있고,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독일도 고용영향, 국제적 관계 향상, 교역 개

장래 서울시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총통

선과 같은 편익항목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

행량 감소가 전망되는데, 도시철도 수요도 함

미국은 철도 지연 감소 편익, 건널목 사고감

께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수요

소 편익을 편익항목에 추가 지정해 놓고 있

감소로 인한 편익 감소로 향후 새로운 도시철

다. 이 중에서 일본과 영국에서 활용하고 있

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

는 혼잡 완화 편익과 환승 시간 절감 편익은

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뿐만 아니라 감염병

현재 우리나라 교통시설 타당성 조사 편익항

우려에 따른 도시철도 차내 혼잡 완화를 위해

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 추후 심도 있는

요구되는 추가 비용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

연구를 통해 이들 항목을 편익항목으로 추가

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뉴노멀 시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

에도 도시철도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비

히, 차내 혼잡은 지금과 같은 감염병 팬데믹

용 절감과 함께 도시철도 사업의 편익을 높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꺼리는 가장

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큰 요인이 되고 있어 반드시 편익항목에 넣을

해외 국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 제도를 살펴

필요가 있고, 환승 시간 절감 편익은 향후 교

보면, 일본은 교통시설 투자의 이용자편익 항

통수단의 다변화로 환승 시간의 가치가 더 높

목에 여객 쾌적성 변화에 따른 혼잡 완화 편

아질 것을 고려하면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타

익과 환승 시간 절감 편익을 포함하고 있다.

당성 조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가

혼잡 완화 편익의 경우 혼잡도에 따른 승객들의

능성이 크다.

< 해외 국가별 참고할만한 철도사업 편익항목 >
국가
일본
영국

편익항목
여객 쾌적성 변화

내용
혼잡 완화 편익
환승 시간 절감 편익

여객 쾌적성

혼잡 완화 편익

환승 편리성

환승 시간 절감 편익

국가

편익항목

내용

독일

공간적 이점

고용영향, 국제적 관계
향상, 교역 개선

미국

비 이용자편익

열차 지연 감소, 고속도로
유지보수비용 절약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2011, 해외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현황 및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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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정책 방향
도시철도 중심의 간선/광역 통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수단 간 환승시설 확대 구축 필요

출처: 서울연구원, 2021, 지속가능한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 모빌리티 허브 조감도 >

뉴노멀 시대 사회여건 변화와 통행행태 전망

업무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으로 이루어질 수

을 토대로 향후 서울시 대중교통은 도시철도

있다. 모빌리티 허브는 위치, 기능, 역할에 따

중심으로 PM, MM, 자전거, 버스 등 다양한

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축될 것으로 보이는

수단을 연계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

데, 광역 통행 수요가 많은 거점은 기존의 복

다. 따라서 뉴노멀 시대에는 도시철도 거점

합환승센터를 개선하여 장래 새로운 광역교

역 중심으로 모빌리티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

통수단 도입에 대비한 기능을 강화하고, 간선

모빌리티 허브는 다양한 교통수단과 서비스

통행 수요가 많은 주요 환승역은 간선 통행의

를 연계하여 시민들의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

효율적인 처리와 함께 지역 생활물류의 거점

하는 거점시설로써, 대중교통, UAM, GTX,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타 수단과의 환승시설과

승용차, 자전거, PM 등 다양한 수단 간 환승

소규모 물류시설 등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을 지원하는 교통연계시설과 행정편의시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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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정책 방향
10분 내 철도역 접근이 어려운 동북권/서북권/서남권 취약지역 등에 도시철도 추가 구축

출처: 서울특별시, 2019,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 서울시 장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도 >

서울시 도시철도는 총 10개의 노선으로 이루

지역이 포함된 서남권 등이 대표적인 도시철

어져 있고, 노선 길이는 약 350km에 달한

도 서비스 취약지역이다. 향후 버스의 역할이

다. 서울시 곳곳에 도시철도 노선이 구축되어

축소된다면 현재 도시철도 취약지역의 경우

있지만, 아직 도보 10분 이내에 철도역 접근

시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기 어려워지고, 지

이 어려운 지역도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 서

역 간 서비스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

대문구 일부가 포함된 동북권, 강북구와 노원

문에 이들 취약지역에도 도시철도 노선의 지

구가 위치한 서북권, 금천구와 관악구 일부

속적인 신설이 필요하다.

뉴노멀 시대 준비하는 서울의 교통정책 방향

35

대중교통 정책 방향

버스 정책 방향
수요 감소, 중·장거리 운송역할 축소에 대응하여 DRT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필요
뉴노멀 시대 축소가 예상되는 노선버스의 역

류장으로 배정하여 승하차시키는 Bubble

할을 고려하여 DRT와 같은 새로운 버스 서

Dan 서비스를 2019년 4월부터 운영 중이

비스의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

다. 미국의 뉴저지에서는 시 당국이 두 지역

요 도시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전철

을 오가는 수요가 적은 버스 노선을 취소하는

기업인 Odakyũ는 스페인의 모빌리티 스타트

대신에 Via와 협업하여 2020년 2월부터

업 기업인 Shotl과 협업하여 철도역 중심으

DRT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기존에 운영 중

로 DRT 서비스의 시범 운행을 두 차례 진행

인 대중교통과의 경쟁을 피하고자 기존 버스

하면서 DRT 서비스로 철도 접근성을 개선하

노선처럼 두 지역을 오가는 통행만 예약을 받

고자 하였다. 미국의 공유 모빌리티 솔루션

는다. 그 외에 영국 런던에서는 민간기업이

업체 Via는 다양한 도시들과 손잡고 도심 내

2019년 4월에 TfL(Transport for London)

에서 DRT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스라엘의

로부터 3년 면허를 취득하여 DRT를 운영 중

텔아비브에서는 대중교통 운영사인 Dan

이고, 독일 베를린에서는 베를린 교통 당국과

Transportation과 협업하여 승객이 pick

협업하여 2018년 9월부터 운영 중이다.

up, drop off 위치를 찍으면 가까운 버스 정

자료: http://ridewithvia.com

< 세계 주요 도시 DRT 운영 사례 >

36

02 뉴노멀 시대의 대중교통 전망 및 정책 방향

대중교통 정책 방향
장래 통행 전망에 따라 간선 통행은 도시철도, 지선 통행은 버스로 대응

출처: 서울특별시, 2015,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 버스 노선 체계 개편방안 >

뉴노멀 시대 버스의 중·장거리 운송역할 축소

같은 신교통수단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

에 대응하여 기존의 지·간선 버스 노선 체계

된다. 기존 간선 버스의 수요는 지속 확충되

를 지선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고 있는 도시철도가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

가 있다. 간선 및 광역 통행은 도시철도와 광

로, 간선 버스 노선은 점진적으로 정리·통폐

역버스가 전담하고 단거리 통행은 지선 버스

합하고 도시철도 연계 지선 버스 위주로 운영

와 DRT, 개인교통수단,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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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정책 방향
버스 노선 체계 개편과 함께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방식 검토
< 해외 주요 국가·도시 버스 운영제도 >
구분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홍콩

꾸리찌바

운영체제

노선 입찰제

위탁운영제

민영·공영제

공영제·
위탁운영제

프렌차이즈

노선 입찰제

노선계획

공공

공공

공공

공공

공공

공공

노선운영

민간기업

민간/공공기업

민간/공공

민간/공공

민간

민간

차량소유

민간

민간

민간/공공

민간/공공

민간

민간

요금수입

공공(총비용
입찰제의
경우)

민간

민간/공공

민간/공공

민간

공공

공공재정

계약에 의한
운영비

계약에 의한
운영비와
요금 수입의
차이

민간은
공공지원이
없고 공공은
100%

계약에 의한
운영비(민간)

공공지원
없음

계약에 의한
운영비

인구밀도

중간

중간

중간

낮음

높음

중간

버스 수요

중간

중간

중간

적음

많음

많음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2007, 버스준공영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해외 주요 국가 및 도시들의 버스 운영제도를

일본 도쿄는 대부분 노선이 민간기업에 의해

살펴보면, 주로 노선 입찰제와 위탁운영제로

운영되고 있고, 일부 공영버스가 주민의 대중

운영하는 나라가 많고, 노선계획은 공공, 운

교통 이용권 확보 차원에서 운행되고 있다.

영은 민간기업 위주로 하되, 시민들의 이동성

향후 서울시도 해외 국가의 버스운영 사례를

보장을 위해 일부 수요가 적은 적자 노선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뉴노멀 시대에도 재정적

공공 주도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 런던은 산

으로 지속 가능한 버스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

하 공공기관인 런던교통공사(TfL)가 노선 및

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의 준공영제를

서비스 계획, 관리를 담당하고 경쟁입찰 방식

기반으로 수요가 적은 적자 노선은 공공이 직

을 통해 버스 사업권을 민간회사에 한시적으

접 운영하고, 일부 노선은 노선 입찰제 등을

로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프랑스 파리는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등 운영제도 개선

기초지자체가 대중교통 운영의 책임과 권한

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지속 필요할 것으

을 갖고, 민간기업과 20~50년간의 계약을 통

로 보인다.

해 독점운행권을 위임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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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정책 방향
공영차고지, 역사 등 대중교통 시설의 입체 복합개발 등을 통해 신규수익 창출 추진

출처: 서울연구원, 2021, 서울시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고도화 방향 연구(재구성)

< 공영차고지 입체 복합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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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정책 방향
2004년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서울시에

아니라 다양한 교통기능을 통합하여 서울시

서는 개편된 버스노선체계에 맞춰 공영차고

외곽에서 관문형 교통터미널로 광역버스 회

지를 시 외곽에 신규로 건설하거나 기존의 민

차, 환승 등 미래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영차고지를 매입하여 공영차고지로 조성하는

다. 유형 B는 시가지 내 위치한 중·소규모 차

등 차고지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시 외

고지를 대상으로 기존 기능의 수요를 고려한

곽에 조성된 공영차고지는 시가지의 지속 확

계획적 복합화를 통해 추가 주차면 수 확보

장으로 다수의 차고지 주변이 이미 시가화된

또는 이전 가능성을 파악, 고도화 방향을 재

상황이다. 또한, 차고지 본래의 기능만을 수

설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형 C는 중·

행하고 있어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

소규모지만 인접한 차고지가 있는 경우, 인접

인 실정이다. 최근에는 시가화된 지역의 공영

차고지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기능을

차고지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상업공간 확보,

재설정하고, 통합 복합개발 계획을 설정하는

주택 공급, 물류시설 확충 등 토지이용 효율

것이다.

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렇듯 공영차고지의 복합개발을 통해 얻을

법/제도도 정비되고 있다.

수 있는 추가 수익의 일부를 버스 교통에 재

서울시에서도 최근 일부 공영차고지를 대상

투자하여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환경

으로 기존 차고지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민영차고지도 복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거나 공공주택을 공

합개발을 통해 버스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

급하는 복합화 사업이 계획된 바 있다. 또한,

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뉴노멀 시대에도 양질

차고지의 위치나 주변 환경, 차고지의 규모,

의 버스 서비스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버스 노선,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로 보인다.

‘계획’, ‘교통기능’, ‘미래대응’이라는 3가지

차고지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사 등 크고 작은

고도화 틀에서 공영차고지의 복합적인 고도

대중교통 시설의 입체화, 복합화를 통해 새로

화 개발 방향이 제시되기도 하였다.4) 여기에

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대중교통에 재투자

서 제시된 고도화 유형 A는 버스 노선들의 접

함으로써 미래에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근성이 낮은 외곽 차고지를 대상으로 버스뿐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4) 서울연구원, 2021, 서울시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고도화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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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의 개인교통 정책 방향
1. 개인교통 현황 및 전망
2. 개인교통 주요 이슈
3. 개인교통에 대한 시민의견
4. 개인교통 정책 방향

이 장에서는,
생활권이 확대되고 단거리 통행이 증가하는 뉴노멀 시대에는 보행의 기능을 강화해주는 개인교통수단
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면서 도시교통의 친환경·저탄소
체계로의 전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장에서는 PM(Personal Mobility), 자전거, MM(Micro
Mobility), 전기차 등 다양한 개인교통 수단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개인교통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42

03 뉴노멀 시대의 개인교통 정책 방향

개인교통 현황 및 전망

PM(Personal Mobility)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PM
PM은 전동휠, 세그웨이 등 다양한 형태로 개

서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유형 전동킥

발되었으나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도입

보드 시장은 연평균 51.3% 성장하여 2025

되면서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년에는 40.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PM 시장은 2019년 18.6만 대로 2017년

있다.

대비 약 122.4%가 증가하였는데, 이 중 전

뉴노멀 시대에는 단거리 교통 수요가 더욱 증

동킥보드가 16.4만 대로 88.3%를 차지하고

가하여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하는

있다. 이러한 추세는 북미와 유럽 등 해외에

PM 이용량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단위: 천 대)

항목

전동휠(ⓐ)

전동킥보드(ⓑ)

PM(ⓐ+ⓑ)

2017년

9.8 천 대

73.8천 대

83.6천 대

2018년

17.9 천 대

135.3천 대

153.2천 대

2019년

21.7천 대

164.2천 대

185.9천 대

합계

49.4천 대

373.3천 대

422.7천 대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2020 06,

< 개인형 이동수단 국내 시장 현황 >

출처: Kick Scooter Sharing Market Research Report - Industry Trends and Growth Forecast to 2025

< 공유 킥보드 시장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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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공공 공유자전거 따릉이와 함께 성장한 서울 자전거

< 따릉이 대여소 현황 >
< 서울시 따릉이 연도별 기본 운영 현황 >
(단위: 대, 개소, 개, 건, 건)

항목
자전거 대수(대)
대여소(개소)
거치대(개)
이용건수(건)
일평균 이용건수(건)

2016년
5,968
450
5,600
1,611,631
4,403

2017년
16,000
1,028
13,118
5,031,039
13,784

2018년
20,000
1,537
19,293
10,061,684
27,566

2019년
25,000
1,540
19,545
19,074,794
52,260

2020년
37,500
2,228
28,365
23,705,176
64,768

출처: 서울시, 2021.4,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

서울시 공공자전거(이하 따릉이)는 2014년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등 다른 교통수단

11월에 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의 통행량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따릉이는 코

시작되었으며, 2017년에 서울시 전역으로 서

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최대 135%

비스 지역이 확대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

이용량이 증가하여 서울의 도시교통이 중단

자전거 37,500대, 대여소 2,228개소가 운영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되고 있으며 일평균 이용건수가 64,768건

따릉이와 함께 성장한 서울의 자전거는 향후

(2016년 대비 14.7배 증가)에 달하고 있다.

뉴노멀 시대에도 중요한 개인교통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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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도로 등 자전거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시민의 생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자전거

또한,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

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확대하기 위한 서울시

반을 마련하였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

자전거 정책은 지속적인 인프라 확보를 목표

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택지개발, 주

로 하고 있다. 특히 승용차와 분리된 자전거

거환경개선, 도로의 신설 및 확장 등 각종 개

의 독자적 주행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

발 사업 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을 반영하도

전역에 ‘간선자전거도로(CRT)’를 확충할 계

록 하고 있다. 지속적인 자전거 인프라의 확

획이며, CRT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생활네트

충을 통해 서울의 자전거 이용은 더욱 활성화

워크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

추
가
계
획

구분

해당 도로

연장

현황

한강 및 하천도로

266.2

기계획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마포대로, 경의선
옛철길/수색로
청계천로/왕산로,
천호대로, 한강대로
마포대로,
신촌로/공항대로,
통밀로, 반포대로 외
13개 축

31.4

단기
(우선시행)

장기

58.6

246.6

< 서울시 자전거 간선자전거도로(CRT) 계획 >

< 기존 간선자전거도로 : 266.2㎞ >

< 기계획 간선자전거도로 : 31.4㎞ >

< 간선자전거도로 추가 계획구간 : 246.6㎞>

출처: 서울시, 2021.4,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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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지속적으로 비중을 높여가는 서울시 전기차

서울시 신규 차량 중 전기차 비율은 2016년

근의 전기차 등록 비율은 더욱 급격히 증가하

0.1%(347대)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

고 있다. 향후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전기

가하여 2021년 10월 기준 6.8%(11,674대)

차 기술 발전으로 서울시 승용차의 전기차 비

에 달하고 있다. 이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다

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른 지자체에 비해 1.9~2.8% 높은 것이며, 최

< 신규차량 대비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 비율 >
(단위: 대, %)

항목
신규
전기차
등록대수
신규차량
중 전기차
비율

서울
인천
경기
제주
서울
인천
경기
제주

2016년
347
78
337
3,260
0.1%
0.0%
0.1%
4.8%

2017년
3,299
335
1,640
3,577
1.4%
0.2%
0.4%
5.1%

2018년
4,767
742
4,093
6,343
2.0%
0.3%
1.0%
6.3%

2019년
5,388
1,314
5,367
2,629
2.4%
0.6%
1.3%
2.7%

<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 추이 >
출처: 국토교통부, 2016~2021.10, 자동차 등록현황 통계

2020년
8,441
2,768
8,727
3,107
3.6%
1.3%
1.9%
3.1%

2021년 10월
11,674
5,929
16,607
3,125
6.8%
3.9%
4.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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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서울시 계획

최근 서울시는 교통 부문 탄소 배출량 감축을

충전 인프라는 2025년까지 급속 5천 기, 완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 대를 보급하

속 19만 5천 기를 보급하여 전기차 구매에

고 충전기 20만 기를 설치하는 ‘전기차 보급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활성화 계획(2021.08)’을 발표하였다.

교통거점 및 공공장소에는 급속 충전기를, 주

전기차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택배

거 및 업무시설에는 완속·콘센트형 충전기를

용 화물차, 배달용 이륜차를 중심으로 보급할

보급하여 생활주변 ‘도보 5분 거리 충전망’을

예정이며, 개인 승용차의 전기차 보급률도 연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0% 수준 증가하도록 구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계획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
들의 편의성이 향상되면 승용차의 전기차 전
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 서울시 전기차 보급 계획(2025년, 26만 9천 5백 대) >
(단위: 대)

구분

보급대수

승용차

175,000대

· 매년 50% 수준으로 보급량 대폭 증가

화물차

19,000대

· 2022년부터 신규 등록 택배용 화물차는 100% 전기화물차로 전환

10,000대

· 서울시 전체 택시(약 66,364대)의 15% 수준 전환
: 2021년 630대 → 22년 2,000대
· 법인택시 차고지에 충전 인프라 공급

택시
버스
이륜차
어린이
통학버스

설명

3,500대
·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약 8,980, 마을버스 포함)의 40% 이상 전환
(마을버스 490대 포함) · 노후버스(9~10년 이상)를 전기버스로 우선 전환
62,000\대
-

· 전업 배달용 전기이륜차 3만 5천 대 100% 집중 전화
· 2023년부터 신규 등록 어린이 통학차량 100% 전기차로 전환 예정

출처: 서울시, 2021.8.31, 보도자료

< 서울시 충전 인프라 보급 계획(2025년, 20만 기) >
(단위: 기)

구분

보급대수

급속

5천 기

완속

19만 5천 기

출처: 서울시, 2021.8.31, 보도자료

설명
· 주요 교통거점 : 환승주차장
· 공공장소 : 공공주차장/ 주요 체육시설/문화시설 등
· 차고지, 물류센터 (택배 등 상용차의 전기차 전환 촉진)
· 주거시설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주택가 공영주차장
· 업무시설

뉴노멀 시대 준비하는 서울의 교통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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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icro Mobility)
PM과 승용차의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MM
MM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아주 작은 초소형

이용 용도 역시 56.0%가 단거리 통행에 집

차량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승용차 대비 좁

중되어 향후 PM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은 공간에서도 주행과 주차가 가능한 장점이

반면 MM이 공유 서비스로 도입되는 경우에

있다. 하지만, MM을 전동킥보드와 비교하면

는 응답자의 54.4%가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

필요한 공간이 오히려 크고 이용이 번거롭다

로 나타났으며, 특히 현재의 전동킥보드와 같

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 자유롭게 대여, 반납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

상용화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유형 도크리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Dockless) 방식의 MM은 주차로 인한 도

MM의 도입방안을 전망하면, MM은 개인소

로혼잡 등 현재의 전동킥보드 이상의 부작용

유보다는 공유 형태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

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화

다. MM이 상용화되어도 구입 의사가 있는

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우가 35.7%로 높지 않고, 구입 의사가 있

한편 향후 PM의 형태가 바퀴 수와 크기가 증

는 경우에도 지불가능한 비용을 아주 낮게 예

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상하고 있기 때문이다(300만 원 이하 61.7%).

는 경우 MM과 PM의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

MM을 구입한 후에도 기존 차량을 유지하겠

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M을

다는 응답률이 87.6~98,3%로 높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PM과 통합하여 고려

MM이 승용차 교통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하였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상되는 MM의

출처: SOFTPEDIA NEWS.

출처: VOLKSWAGEN

< MM(Micro Mobility)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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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마이크로 모빌리티 관련 설문조사 결과

< MM 구입 의사 >

< MM 구입 시 비용 지불 의사 >

< MM 구입 시 기존차량 처분 여부(차량 1대 보유 시) > < MM 구입 시 기존차량 처분 여부(차량 2대 이상 보유 시) >

< MM 공유 서비스 이용 의향 >

< MM 이용 용도 >
< 마이크로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선호 형태(5점 만점) >
항목

왕복

편도

정해진 지점 없이 자유롭게 대여·반납

점수

2.9점

3.9점

4.1점

뉴노멀 시대 준비하는 서울의 교통정책 방향

49

개인교통 주요 이슈

급증하는 개인교통 사고
공유형 전동킥보드 서비스 도입 지역을 중심으로 PM 관련 사고 증가
서울의 교통사고는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

관악구 등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조기 도입된

이고 있으나, PM과 자전거 등 개인교통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강남, 왕십리, 신촌, 신림 등 PM의 주요 이용

PM 관련 사고의 경우 2017년 61건만이 발

계층인 20~30대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사

생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

고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약 982% 증가한 660건이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지역을 살펴보면 강남구, 송파구,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출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7~2020년, PM 가해자 및 피해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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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 주요 이슈
차대사람사고와 단독사고 비율이 높은 PM
PM 사고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

충을 발생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

은 특성을 도출하였다. 우선 PM이 피해자인

으로, 보행자가 PM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보다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에는 가해사고(387건)가 피해사고

마지막으로 PM은 ‘단독사고’ 비율이 다른 수

(193건)보다 2배 이상 발생하여 PM이 사고

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작

의 가해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은 바퀴 등 현재의 PM 형태가 불안정함을 보

또한, 가해 사고 중 ‘차대사람사고’ 비율이 자

여주는 특징으로, 향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전거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있도록 PM 형태가 변화할 필요성을 보여주

다. 이는 현재 법적 제한이 있음에도 PM이

고 있다.

보행로를 주로 이용하면서 보행자와 잦은 상
< PM 관련 가해자 및 피해자 사고 건수 >
(단위: 건)

구분

소계

PM이 가해자인 경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PM이 피해자인 경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망

1

0

1

1

0

0

0

3

중상

9

12

37

87

6

13

32

72

경상

15

25

72

231

13

27

64

105

부상

4

13

24

68

1

1

6

13

29

50

134

387

20

41

102

193

72.4%

168.0%

188.8%

105.0%

148.8%

89.2%

건수
전년대비 증감

출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7~2020년, PM 가해자 및 피해자 사고

< PM 가해자 사고종류별 비율(2020년) >
출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7~2020년, PM 가해자 및 피해자 사고

< 자전거 가해자 사고종류별 비율(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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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 주요 이슈
따릉이 운영 확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자전거 사고
자전거 관련 사고는 2018년까지 꾸준히 감

면 자전거 사고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

다. 특히 보행, 자동차 등 특성이 다른 교통수

났다. 이는 2017년 이후 따릉이 서비스 지역

단과 공간을 함께 이용하게 되면 사고증가율

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자전거 이용

이 더욱 높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도로공

이 증가하며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 재편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향후 뉴노멀 시대에 자전거 이용량이 증가하

있다.

< 2015년 >

< 2016년 >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단위: 건,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자전거 가해자 및 피해자 사고건수 추이 >
출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5~2020년, 자전거 가해자 및 피해자 사고

사고건수
건수
전년대비 증감
7,981
7,171
-10.1%
5,758
-19.7%
4,382
-23.9%
4,751
8.4%
5,09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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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 주요 이슈
※ [참고] 이륜차 관련 사고 현황 분석
완만히 감소하던 이륜차 사고는 2017년 이

사고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서초,

후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2019년에는 전년

송파 등 배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주거지역

대비 18.7%가 급증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인근에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륜차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고의 새로운 특징이다.

이륜차 사고의 증가는 배달산업 활성화로 인

현재와 같은 이륜차의 운행 행태는 향후 보행,

해 이륜차 통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

PM, 자전거 등 개인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협

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배달산업이 플랫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추후 개인교통수단을

폼 기반의 성과제로 운영되고 수익 극대화를 위

위한 도시 공간 제공 시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

한 과속, 신호위반 등 불법운행이 자행되면서

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015년 >

< 2016년 >

< 2017년 >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단위: 건,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5~2020년, 이륜차 가해자 및 피해자 사고

< 이륜차 가해자 및 피해자 사고건수 추이 >

건수
7,553
7,359
7,370
7,672
9,103
9,274

사고건수
전년대비 증감
-2.6%
0.1%
4.1%
18.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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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 주요 이슈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여론 변화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증가로 새로운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인식 악화
개인교통수단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새

이러한 인식의 악화는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로운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악화

과도한 규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입 초기인

특정 수단에 대한 사회적 퇴출과 새로운 수단

2019년에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좋다’

에 대한 도입 거부 현상도 발생시킬 수 있다.

등 긍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이었으나, 관련 사

따라서, 향후 올바른 개인교통수단 정책을 수

고가 급증하면서 2020년부터 부정적인 여론

립하기 위해서는 개인교통수단의 특성뿐 아니

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특히 고라니처럼 튀어

라 수단과 관련된 시민의 인식을 정확하게 파

나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위협한다는 의

악하여, 개인교통수단 이용으로 발생하는 부

미로 전동킥보드를 ‘킥라니’로 부르는 신조어

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 생기는 등 개인교통수단 안전과 관련한 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닐슨코리아클릭, 2019.10 ~ 2020.10 조사

< 전동 킥보드 관련 연관 검색어 변화 >

출처: KBS, 2020.12.2.

출처: 중앙일보, 2019.05.22.

<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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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 주요 이슈

개인교통 규제의 한계
물리적 제약의 한계에 직면한 개인교통 규제 방안
개인교통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여론이 악화

하지만 현재의 도시교통체계에서는 제도를

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규제방

통한 개인교통수단 관리에 한계가 있다. 자동

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고가 급증

차와 보행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도시 공간구

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규제하기 위해 2020

조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갖는 개인교통수단을

년 12월과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

수용하기에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과

여 이용자격과 통행가능구간을 명시하였고,

도한 규제는 보행자와 개인교통수단 이용자,

안정장비 미착용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하

자동차 이용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을 뿐

였다. 서울시에서도 2021년 7월부터 ‘PM

아니라 개인교통수단의 쇠퇴와 퇴출로 이어

불법 주·정차 즉시견인’ 제도를 시행하여 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도시 공간구조 개편 등

도 위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는 등 적극

물리적 제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적인 관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과정 >
구 분

개정 전

1차 개정

2차 개정

시행시기

-

2020.12.10.

2021.5.13.

분류 및 정의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격

운전면허 필요(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불필요(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필요(만 16세 이상)

통행

차도

차도, 자전거도로, 길가장자리구역

차도, 자전거도로, 길가장자리구역

인명보호장구

필요

필요

처벌조항 신설

출처: 서울시, 2021.11., 공유형 전동킥보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즉시견인 제도 >
PM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시행
서울시에서는 2021년 7월 15일부터 6개 자치구(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를 대상으로
도로 또는 보도 위 등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즉시 견인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있음
견인된 대여업체에 4만 원의 견인 비용과 보관료 30분당 700원이 부과
출처: 서울시, 2021.7.13.,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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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 주요 이슈

부족한 전기차 인프라
충전 인프라 구축이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
과거 전기차 관련 주요 이슈는 짧은 주행거

지원과 적정한 차량용 전기요금 등 지속적인

리, 긴 충전시간, 배터리 안전성 등 차량의 한

전기차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계와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관

무엇보다 부족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 시

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기차 차체의 문제는

대로의 전환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 향후에는 보조금

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등 경제성, 충전소 등 인프라 확보가 전기차

기존의 주유소와 달리 다양한 공간에 탄력적으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 중요한 조건이 될 것으

로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리성

로 전망된다.

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점에 다양한

2019년 EV트렌드 조사결과, 이용자들은 경

형태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제적 혜택을 전기차 구입 시 가장 크게 고려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출처: EV트렌트 코리아, 2019

< 전기차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 >
<전기차 관련 종합 이슈>
구분
경제적 측면

전기차 한계

도시 인프라

내용
구매 비용

보조금 삭감

주행거리

짧은 주행거리

충전시간

긴 충전시간

안전성

배터리 화재

인프라 시설

충전 기반시설 부족

시설 관리

충전기 관리·감독 부재

< 전기차 배터리 발화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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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에 대한 시민의견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PM 등 개인교통수단은 뉴노멀 시대 도시교

따라서 개인교통수단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

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

으나, 최근 전동킥보드의 사고 증가와 무단방

하고 종합하여 합리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

치 사례와 같이 각종 부작용 발생도 우려되고

과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있다. 특히 공간적 한계가 큰 서울의 도시구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에서는 새로운 개인교통수단 도입 시 다른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PM, 자전거, 전기차에

교통수단의 양보와 희생이 발생할 수 있기 때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방

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

안을 제시하였다.

록 유의해야 한다.
< 조사개요 >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서울시민 18-59세 중 면허소지자

표본 수

1,000명

표본 추출

동별/성별/연령대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조사

< 응답자 특성 >
(단위: 명, %)

성별

연령

월
가구소득별

구 분

사례 수

비율

전체

1,000

100.0

남자

494

49.4

여자

506

50.6

18-29세

265

26.5

30-39세

241

24.1

40-49세

246

24.6

50-59세

248

24.8

200만 원 미만

93

9.3

200~300만 원 미만

126

12.6

300~500만 원 미만

319

31.9

500~1,000만 원 미만

380

38.0

1,000만 원 이상

8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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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에 대한 시민의견

PM(Personal Mobility)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PM, 장점은 자유로운 대여·반납과 빠른 이동
PM 이용 목적을 조사한 결과, ‘운동·레저(31.

인해 최근 PM의 무단방치 문제가 사회적 이

3%)’, ‘출퇴근(26.8%)’, ‘접근통행(19.6%)’

슈가 되고 있다.

순으로 나타나 PM이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

한편 PM 미이용자는 자동차·보행자와의 충돌

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고위험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PM 이용자는 PM의 장점으로 ‘대여/반납의

PM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필

편리’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하지만 이로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PM을 이용하는 목적(이용자) >

< PM을 이용하는 이유(이용자) >

< PM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미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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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에 대한 시민의견
PM 이용 시 비싼 요금과 헬멧 착용, 충돌위험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
PM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는 ‘비싼 요금

‘바퀴 수 증가’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21.0%)’과 ‘헬멧 착용의무(20.6%)’가 가장

변경되면 향후 이용 의사가 크게 증가하는 것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이륜차와의

으로 분석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PM 이용자

사고위험(15.5%)’, ‘주행공간 부족(12.6%)’,

는 차체 변화에 대한 이용 의사 변화가 40~

‘보행자와의 사고위험(11.8%)’ 순으로 나타

50%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PM 미이용자

났다.

는 이용 의사 변화가 20% 수준에 머물러

한편 PM 이용자와 미이용자 모두 PM이

PM 이용에 대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PM 이용 시 불편한 점(이용자) >

< PM 형태 변화에 따른 이용 증가 의향(이용자) >

< PM 형태 변화에 따른 이용 증가 의향(미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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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에 대한 시민의견
PM 이용자, 미이용자 모두 사고위험과 방치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
PM 관련 이슈에 대한 심각성 조사 결과, PM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PM 미이용자는 ‘보

이용자와 미이용자 모두 사고위험 및 PM 방

행자와의 사고위험’을 ‘자동차와의 사고위험’

치문제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PM 방치

났다. 특히 ‘보행자와의 사고 위험’은 전체 응

에 대해서도 ‘이용자 책임(52.8%)’이라는 의

답자의 84.4%, ‘자동차와의 사고 위험’은

견이 가장 높았다. 반면, PM 이용자는 PM방

83.5%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치 문제는 ‘운영업체가 해결해야 한다(39.4

흥미로운 사실은 PM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PM 관련 문제 심각성 인지 >

< 보행자 사고 위험 심각성(이용자 VS.미이용자) >

< PM 방치 관련 의견(이용자 VS.미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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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에 대한 시민의견
PM 속도는 10~20㎞/h가 적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행환경, 보험문제, 안전성 등 개선 필요
헬멧 착용 의무화 관련 조사결과, PM의 속

는 16.1%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상관없이 헬멧 착용을 의무화(29.4%)

PM의 적정속도에 관한 설문에서는 10~20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만 PM

㎞/h가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여 현재 기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

준인 최고 25㎞/h에서 하향조정이 필요하

으로 나타났는데, ‘속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며, PM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행환경, 보험,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PM 미이용

차체 안전성을 우선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자는 41.9%로 가장 높은 반면, PM 이용자

나타났다.

< 헬멧 착용 의무화 관련 의견 >

< PM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 적정 속도 관련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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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에 대한 시민의견

자전거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높으나, 사고위험 및 무거운 차체 문제도 존재
공유자전거도 PM과 마찬가지로 ‘운동·레저

한편 공유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38.6%)’ 목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12.0%)’과 ‘무거운

나, ‘출·퇴근(19.1%)’, ‘접근통행(17.4%)’ 등

자전거로 인한 불편함(10.1%)’ 때문에 자전

교통수단의 역할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유자전거 이용 목적(이용자) >

< 공유자전거 이용 이유(이용자) >

< 공유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미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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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에 대한 시민의견
공유자전거 무게 경량화, 도로 환경 개선으로 공유자전거 활성화 증진
공유자전거 이용자와 미이용자 모두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가 도입될 경우 이용 의향(이용자는

한편 공유자전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

69.3%, 미이용자는 35.2%)이 가장 높아지

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자전거 도로 환경 개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눈 등을 피할 수

선’이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험

있는 가림막’보다는 개인이 이동할 때 힘이

문제 개선(14.5%)’, ‘대여소 증대(11.2%)’

적게 드는 ‘전동화’나 ‘경량화’를 더 선호하는

등이 뒤를 이었다.

< 공유자전거 형태 변화 시 이용 증가 의향(이용자) > < 공유자전거 형태 변화 시 이용 증가 의향(미이용자) >

< 공유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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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에 대한 시민의견

전기차
서울시민은 전기차 구입에 긍정적, 충전 인프라와 전기차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전기차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서울 시민은

한편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인

전체의 71.6%로 높게 나타났다. 구입 시기

으로는 ‘충전 인프라(37.0%)’, ‘차량가격

의 경우도 ‘3~5년 내’가 35.6%, ‘1~3년

(19.3%)’, ‘주행거리(14.9%)’, ‘충전시간

내’는 33.9%로 나타나, 비교적 가까운 시일

(12.4%)’ 순으로 나타나, 2019년 조사결과

에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에 비해 충전 인프라의 확충이 더욱 중요해

되었다.

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차 구입 의사 >

< 전기차 구입 시기 >

< 전기차 구매 시 주요 고려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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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에 대한 시민의견
전기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 시급, 집에서 충전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
전기차 구입 의사가 없는 이유로도 ‘충전 인

한편 전기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프라 부족(45.8%)’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할 사항으로는 ‘충전 인프라 문제(37.6%)’,

나타나 충전시설이 가장 큰 장애요인인 것으

‘안전성

로 나타났다.

(16.3%)’ 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문 조

충전 방식에서는 집에서 급속 또는 완속으로

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민들은 현재 충전

충전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전용시설

인프라 확보 여부를 전기차 활용에 가장 중요

의 경우 급속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한 요소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전기차 구입의사가 없는 이유 >

향상(17.8%)’,

‘충전시간

< 선호하는 전기차 충전방식 >

< 전기차 활용도 향상 방안 >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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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 정책 방향

PM, 자전거 등 개인교통수단 정책 방향

뉴노멀 시대에는 생활권이 확대되고 단거리

서울형 교통수단으로 형태 변화 유도

교통이 증가함에 따라 PM, 자전거 등 다양한

서울의 특성에 맞도록 개인교통수단의 형태

개인교통수단의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가 변화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전동킥보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 도

드는 높은 단독사고 비율에서 나타난 바와 같

입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고 증가와

이 도로상 작은 이물질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

무단 방치로 인한 보도 혼잡 등 각종 부작용

생할 우려가 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무거

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의 서울 도시교

운 자전거로 인해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통체계는 PM 등 개인교통수단의 주행 및 주

있으며, 경량화 및 전동화 시에는 이용이 크

차 공간이 부족한 물리적·공간적 제약이 있기

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규제강화 등 제도적으로도 해결하기

따라서, 형태 개선을 통해 수단 자체의 안전

어려운 한계도 있다.

성을 확보하고 개인교통수단 이용률을 높여
야 한다. 사계절이 뚜렷해 낙엽, 비, 눈이 잦

개인교통수단을 포용하는 도로공간 변화 필요

은 서울의 기상환경과 복잡한 도로환경, 높은

현재의 도로교통법은 PM과 자전거의 보도

경사도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서울형 개인교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PM과

통수단”의 요건을 마련하여 형태변화를 유도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동차와의 사고위험을

하여야 한다.

우려하며 보도를 주요 주행 공간으로 이용하
고 있다. 주행 속도도 크기도 다른 교통수단

공유자전거 등 공공서비스 지속

들이 같은 도로 공간을 이용하면서 모든 이용

새로운 개인교통수단은 대부분 민간사업자를

자들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통해 제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따릉이 등

따라서 PM, 자전거 등 유사한 이동 특성을

공공서비스도 지속·확대되어야 한다. 설문조

갖는 개인교통수단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공

사 결과 비싼 요금으로 PM을 이용하지 않는

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교통량과 시간대

비율(12.0%)이 따릉이(6.4%)의 경우보다 2

(주간/야간)에 따라 차선과 도로 폭을 가변적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서비스를

으로 운영하여 서울의 제한된 도로공간 한계

통한 보편적 이용의 장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를 극복하는 방안도 적용해야 한다.

개인교통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서비스

폭이 좁아 전용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생활권

가 필요한 수단을 선정하고 안정적인 개인교

도로의 경우, 차량을 통제하고 보행 및 개인

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수단 통행만 허용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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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교통 정책 방향

전기차 정책 방향

탄소배출, 환경오염 등 사회적 이슈 증가와

확보를 위한 주거지 완속 충전기 설치 방식

차량 유지관리비 절감 등 개인의 경제적인

도 마련되어야 한다.

혜택을 이유로, 향후 승용차 시장은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도시 미관을 고려한 전용 충전시설 확충

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전기차에

충전 전용시설의 경우 완속(2.9%)보다는 급

대한 수용성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

속 충전방식(17.9%)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

으나,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 제약사항도 여

에, 주거지 이외의 충전시설은 급속 전용 충

전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시설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 특히, 전기차

향후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충전

전용 충전시설은 별도의 지상 공간에만 설치

서비스가 현재의 주요소 이상으로 제공되어

가 가능한 주유소와 달리 건물 내부, 주차장

야 한다.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는

등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규모로 설치가 가

2020년 12월 기준 488개5)로, 425개 행정

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주유소 이상의 서비스

동당 약 1.15개의 주유소가 위치하고 있어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용자는 언제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주유소

번잡한 충전시설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

를 이용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가이드라인

주유소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

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수단이 집결하는 모빌
리티 허브에 전용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

주거지 중심 충전시설 우선 구축

승용차와 다른 교통수단의 환승 편의성을 향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집에서 ‘급속

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해야 한다.

(32.6%)’ 또는 ‘완속(24.9%)’으로 충전하
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60% 가까운 응답자
가 주거지 충전 방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충전시설은 직장이나 공공시설이 아닌
주거지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급속 충전방식은 완
속에 비해 높은 충전요금6) 등 경제성과 안전
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성

5) 공공데이터포털, 한국석유공사_지역별_주유소 수
6) 급속 충전기 사용요금은 100㎞당 2,700원, 완속 충전기(개인용) 사용요금은 100㎞당 1,100원임 / 자료: EV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제 4 장

뉴노멀 시대의 교통인프라 발전 방향
1. 교통인프라 개선 요구사항
2. 교통인프라 개선 필요 시설
3. 교통인프라 발전 방향

이 장에서는,
뉴노멀 시대의 교통환경, 대중교통 및 개인교통수단의 변화 전망에 따라 현재 구축·운영되고 있는
교통인프라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한 교통인프라의 개선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기준이 되는 개선원칙과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각 요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인 교통인프라의 미래상을 제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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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개선 요구사항

교통인프라 개선 요구사항
뉴노멀 시대 변화 요구사항에 대응한 도로공간(line)과 교통시설(point)의 개선 필요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청

< 뉴노멀 시대의 교통환경 변화 >

뉴노멀 시대의 교통환경 변화를 살펴본 바,

미래에도 이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개인

뉴노멀 시대에는 통행에 필요한 교통수단이

교통수단 이용자들을 위한 도로공간 배치가

지금과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필요할 것이다.
한편 세계적으로 친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장거리 통행은 뉴노멀 시대에도 도시철도가

도로교통 부문에서도 친환경 관련 정책에 따

주된 통행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

라 전기차 이용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나 중·단거리 통행수단은 뉴노멀시대에 보다

전기차와 수소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량 이

다양해지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용의 가장 큰 이슈는 충전시설이며, 이를 해

의 중·단거리 통행을 담당하던 버스의 역할이

결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고민

축소되고 자전거, PM 등 개인교통수단이 중·

도 필요하다.

단거리 통행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중
교통의 역할 변화에 따른 인프라 개선이 필요

이러한 이슈들을 토대로, 뉴노멀 시대에 필요

하다.

한 교통인프라를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수단을

중·단거리 통행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

중심으로 도로공간(Line)과 교통시설(Point)

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 이용이 간편한 개

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인교통수단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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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개선 요구사항
대중교통 인프라는 기존 인프라 개선, 개인교통은 새로운 인프라 구축
뉴노멀 시대의 대중교통 이용 변화에 따라 기

이동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용도로의

존 대중교통 시설도 변화가 필요하다. 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시설 측면에서

역할 변화에 따라 버스만을 위한 기존의 공간

는 개인교통수단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환

및 시설을 다른 수단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공간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은 기존 인프라를 개선

또한 개인교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공

하고 개인교통은 새로운 인프라를 설치·확대

간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버스·자전거 전용차

하는 방향으로 인프라의 변화 필요성이 요구

로와 같이 공간 분리를 통해 개인교통수단의

되고 있다.

< 대중교통 개선 요구사항 >
항목
버스 전용차로
버스 정류장
도심외곽 차고지

개선 요구사항
다양한 교통수단의 등장에 따른 기존 공간의 활용성 증대 필요
고정 공간이 아닌 다목적 공간의 이용하도록 기능 부여
환승, 주차, 물류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 개인교통수단 개선 요구사항 >
항목
차로
자전거도로
보도
지하철역(역사)

개선 요구사항
[간선도로] 다양한 수단을 시·공간적으로 유연하게 활용
[생활권도로] 보행자와 개인교통수단의 혼합 이용을 위한 공간구성
기존 도로공간을 활용한 전용도로 확보
사람(보행자) 중심의 활동공간 조성
PM/자전거 등 환승 편의 시설

주유소

전기, 수소차에 대응한 충전 시설 확충

주차장

유형별 완속 충전시설(공동주택, 공용 등) 확충
다른 수단과의 환승시설, 편의시설 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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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개선 요구사항
※ [참고] 해외 뉴노멀 교통인프라 발전 방향 예측

출처: Ford

미래의 교통인프라 변화를 예상하는 시각은

각 차량과 보행자가 자신들의 주행공간을 만

매우 다양하다.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한정

들면서 주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된 도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

마치 도로공간은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운

으로 예측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편의를 위

동장과 같으며, 자신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해 시설물의 개선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있는 최소한의 공간만을 표시하며 주행하고,

예상도 있다.

지나온 길은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선을 지우고 이동하는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기업인 Ford를 비롯한 여
러 기관 및 단체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정형화된 차도와 보도가 필요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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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개선 요구사항
※ [참고] 해외 뉴노멀 교통인프라 발전 방향 예측

출처: Lindholmen Science Park

요즘 백화점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것

고자 하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은 물론이고 배고플 때 식사도 가능하며, 영

시설을 개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UAM, 개

화·공연 등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인교통수단을 연계하여 모든 교통의 거점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복합공간이다.

할을 수행하고, 지상부는 업무, 상업, 주거 등

이와 같은 복합 개념은 교통분야에도 접목되

을 해결할 수 있는 복합 건축물로, 지상부 주

어 한 공간에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고 원하

변 공간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

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요구되고

성하는 등 복합공간에 대한 계획도 꾸준히 추

있다.

진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하철역인 삼성역에 쇼핑몰, 호
텔 등 상업시설과 더불어 고속철도를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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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개선 요구사항
※ [참고] 해외 뉴노멀 교통인프라 발전 방향 예측

출처: Marketandresearch.biz

해외에서는 자율주행을 위해 모든 주체와 객

또한 오늘날은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체들 사이의 통신과 관련한 많은 연구를 수행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위치정보, 보

하고 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차량이 주체

행속도 등 다양한 정보를 주변 시설물이 영상

(V2X)가 되어 주변의 보행자(V2P), 인프라

장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

(V2I) 그리고 네트워크(V2N)와 주변 정보를

폰과의 통신을 통해 보행자들에게 위험상황

전달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기 위해 끊임

을 미리 전달할 수도 있게 된다.

없이 통신하게 된다. 더 나아가 도로 인프라
와 주변 물체들 간의 통신(I2X)을 통해 자율

이와 같이 도로상의 통신은 자율주행을 위해

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성

도 지속되고 있다.

증대와 인접 건물 주차정보 제공을 통한 주차
문제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뉴노멀 시대 준비하는 서울의 교통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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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간
다양한 수단을 시공간적으로 유연하게 활용 가능한 간선도로

< 뉴노멀 간선도로의 인프라 개선 요소 >

현재의 도로공간은 크게 차도와 인도로 구분

단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활용 방안

되며, 서울시 일부 도로 구간에서는 버스전용

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차선에 의한

차로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버스와

고정된 공간이 아닌 실시간 수요 기반의 가변

자전거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형태의 차로를 적용하여, 도로 공간의

지원하고 있다.

용량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에는 교통수단의 기능과 역할이

보도는 도로다이어트 등을 통해 공간의 확장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버스전용차로는 다

없이도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자전거 거치대,

양한 수단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가로수 등 지장물을 정리·재배치하여 보행 쾌

것이 바람직하다.

적성을 높일 것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차로는 한정된 공간을 다양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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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 다양한 개인교통수단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생활권도로

자료: The New York Times

< 뉴노멀 생활권도로의 인프라 개선 요소 >

현재의 생활권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물리적

요구되고 있으나 통행수단의 우선권 부여나

으로 구분되지 않고 차량과 자전거, PM, 보

도로 공간의 재배치 없이는 개선이 어려운 것

행자 등 다양한 수단이 혼재되어 이용하고 있

이 현실이다.

다. 도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생활권도로는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뉴노

양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과 보행자, 주변 건

멀 시대의 생활권도로는 가능한 차량의 통행

물의 출입구에 위치한 시설물 등으로 도로가

을 제한하고 보행자와 개인교통수단을 중심

더욱 혼잡하고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다. 특

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보행자를 위한 휴식공

히, 생활권도로에는 인근 주거시설이나 상업

간을 제공하고 개인교통수단에 손쉽게 접근·

시설에서 유발되는 차량의 주차공간이 부족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로 곳곳에 거치대와 충

하여 불법주정차가 빈번히 이루어지며, 이는

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행자와 개인교통수

사고 발생 위험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단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

이유에서 생활권도로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간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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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시설
교통수단의 기능 다변화에 맞게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로 시설 정비

< 뉴노멀 도로 시설의 인프라 개선 요소 >

신호등 및 가로등은 미래에 차량과의 통신 매

물류 조업 등 시민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개체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시설물로서, 다양

목적으로의 활용이 필요하다.

한 ICT 기술 적용이 요구된다. 현재는 차량과

서울시의 도로는 지방부 도로와는 달리 대부

보행자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로

분 도로의 양 옆으로 건물이 위치하며, 필요

활용되고 있으나, 뉴노멀 시대에는 차로를 관

에 따라 주변 도로와는 독립된 상업, 업무, 주

리하고 시설을 제어하는 등 유연한 도로 운용

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도로와 인접한 건

을 위한 통신 허브로 활용할 수 있다.

물을 활용하여 차량과의 통신, 지하철 역 등

버스전용차로의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정류

교통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

장(정차대) 또한 그 역할이 변화할 것으로 예

법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

상된다. 변화된 공간은 개인교통수단의 주차,

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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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지원시설
차량의 친환경화로 인한 주유소 퇴출 전망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Volkswagen

< 장래 주유소의 변화 >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확대

영업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1만 1천

되면서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여개의 주유소 가운데 2030년까지 2,053개,

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

2040년까지는 8,529개가 퇴출되어야 할 것

한 주유소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유소는 친환경 차량 이용을 적극 장려하기

주유소는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

설이므로 공공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을

는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

것으로 판단되나, 주유소 산업경쟁력 확보를

재의 주유소 영업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위해 민간사업자 스스로 친환경 차량 충전시

주유소 1개소당 적자가 2030년에는 약 3억

설로 변경하거나, 카페, 편의점과 같은 부대

7천만 원, 2040년에는 12억 7천만 원 발생

시설 운영을 병행하여 운전자 편의시설로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대로 현재의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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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개선 필요 시설
주차공간 활용을 통한 차량 충전과 수단 환승
전기차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주차

하지 못한 차량들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공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전기차 충전시설

업무를 보는 동안 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이 요구된다. 전기차의 발전만큼이나 전기차

시설 마련도 필요하다.

충전기술도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휴대

대규모 주차장이나 도심외곽에 위치한 차고

폰 보조배터리와 같은 이동식 충전기나 주차

지는 다양한 수단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전환

면 바닥에 충전 패드가 설치되어 차량과 별도

이 요구된다. 특히, 서울시는 친환경 교통수

의 연결 없이 무선으로 고속 충전이 가능한

단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내연기관 차량의 퇴

형태도 개발되고 있다.

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도심외곽에 위치한
대규모 주차공간을 활용하여 친환경수단을

대부분의 전기차는 집이나 회사 등 장기간 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

차하는 공간에서 충전하여 운행하고 있지만,

의 차량을 주차하고 전기차, 자전거, PM 등

현재에는 충전시설 설치 비용이나 공간 마련

친환경 개인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으로 손쉽

차원에서 다양한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

게 환승하고 이용하여 도심의 환경문제 및 교

다. 물론 집과 회사에 충전시설이 지속적으로

통혼잡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시설로의 전

확충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환·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이나 회사에서 충전을

출처: Volkswagen, 서울특별시

< 주차장의 개선 요구사항 및 개선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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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향
한정된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Flexible’
앞서 살펴본 해외사례와 대중교통, 개인교통

로를 생성하고 후행 차량들이 새롭게 생성된

에서 필요한 인프라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결

차선으로 통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과, 뉴노멀 시대의 인프라 개선은 기본적으

미래의 도로가 지금처럼 페인트로 표시된 불

로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추진하

변적인 구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

고자 한다.

로 도로의 폭이나 심지어는 도로의 용도까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

첫 번째 원칙은 기존 인프라를 정형화된 규격

히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지는 공상과학이 아

에 따라 하나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

니라 관련 연구가 진행되며 현실화되고 있다.

니라 한정된 인프라를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시간대에 따라

게 활용하는 ‘Flexible’이다.

진행방향을 달리하는 가변차로제가 시행되고

애니메이션 영화 ‘WALL-E’에서는 1인용 개

있는 것처럼, 뉴노멀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인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정해진 차선을 따라

유연하게 도로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동하다가 사고와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하

예측되고 있다.

면,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우회차

출처: urdesign, Carlo ratti Associati

< ‘Flexible’한 교통인프라 개선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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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가 사람, 수단을 감지하고 통신하여 연계하는 ‘Sensible’

출처: urdesign, Carlo ratti Associati

< ‘Sensible’한 교통인프라 개선 방향 >

뉴노멀 시대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또 하나의

주변 인프라의 정보를 센서를 통해 수집하여

원칙은 ‘Sensible’이다. ‘Sensible’은 도로

인근 차량에게 정보를 제공해 교통혼잡을 완

상에 있는 모든 주체와 객체, 시설들이 서로

화하거나 인프라 자체의 요소를 조정하거나

를 감지하고 통신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

변화시켜 교통흐름을 제어한다.

미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물론, 자율주행이 상

자율주행 차량은 차량 자체에서 주변의 다른

용화되기 전에도 주변 여건을 스스로 감지하

차량과 교통신호 정보, 인근 보행자 등 자율

여 상황에 대응하는 교통인프라는 운전자들

주행차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감지하고 그들

의 운전 피로감을 줄이고 보행자들에게는 확

과 통신(V2X)하여 주변의 위험한 상황을 회

실한 안전을 제공하는 등 도로 이용자들이 편

피하여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주행한다. 이와

리하고 안전하게 도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뉴노멀 시대의 ‘Sensible’한 교

시스템으로 활용될 것이다.

통인프라는 인프라 자체에서 보행자,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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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요소
원칙을 고려한 뉴노멀 인프라 세부 요소 개선
뉴노멀 시대를 위한 인프라 개선 원칙인

하여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정보를 주고받을

‘Flexible’하고 ‘Sensible’한 인프라를 구축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별로 다양한 구성요소

마찬가지로 도로 주변에 위치한 건물들은 차

의 개선이 필요하다.

량, 교통인프라와의 통신으로 교통환경 개선

먼저, 도로공간에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도로변 건물의 1층

주변 시설물 및 건물과 통신할 수 있는 장치

공간을 지하철 출입구와의 연계나 개인교통

들이 필요하며, 도로를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수단의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이용자들

있도록 첨단화된 노면 시설(LED 등)이 필요

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다. 또한 보도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기존의 버스 정류장은 승객의 승하차 목적 이

위해 보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제거·이동

외에 물류 조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시킬 필요가 있다.

로 예상되며, 주차장 및 주유소에는 전기 및

한편, 서울시 도로에는 수많은 신호등과 가로

수소로 대표되는 친환경차량의 충전시설 확

등이 설치되어있으며, 신호정보 및 조명을 제

충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공하는 본연의 목적 이외에 통신장비를 장착

< 뉴노멀 인프라의 세부 개선요소 >
구분

구성요소

세부요소

차도

· 일부 수단 전용차로 유지(가변적 활용)
· 노면 LED

보도

· 지장물 정리
· 보행자 휴게시설

도로공간

신호등/가로등
도로시설

도로변 건물
버스정류장(정차대)

· 통신시설
· 통신시설
· 1층 공간의 교통 연계
· 물류 조업

주차장

· 전기차 충전시설
· 수단 환승 기능

주유소

· 친환경차량 급속 충전 시설

교통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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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간
차량 및 교통 특성에 맞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뉴노멀 간선도로

< 뉴노멀 시대의 도로면, smart panel >

뉴노멀 시대의 인프라 개선 원칙을 적용하여

신하여 차량의 주행 상태를 인식하여 주행 정

도로공간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보를 바탕으로 도로면에 설치된 LED(LED
smart panel)를 통해 개별 차량이 주행하는

본 연구에서 예상하는 뉴노멀 시대 도로공간

데 필요한 개별 영역을 표시하면서 도로공간

의 가장 큰 특징은 차로의 가변성이다. 가변적

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도로는

인 도로는 현재에도 일부 구간에서 갓길차로,

차량의 크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가변차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

설정된 차로를 개선하여 차량의 폭에 따라 기

존의 가변차로는 고정되어있는 차로를 차량이

존의 차로보다 더 많은 차로를 생성하여 이용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여 운영하는

할 수도 있고, 신호교차로에서 좌회전 대기차

형태로 실시간 변형이 불가능하다.

량이 많아 좌회전베이를 넘어 직진차로까지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는 미래 차로는 고정된

대기행렬이 이어져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문

차선으로 구분되지 않고 바닥에 설치된 LED

제점을 해소할 수 있어 도로의 확장 없이도

를 통해 차량이 주행공간(차로)을 만들면서

도로 용량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

주행하는 형태이다. 차량과 주변 시설들이 통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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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발전 방향
동일한 공간이 수요에 따라 변화하는 전용차로
고정된 차로 구분을 없애 교통혼잡을 어느정도

노면의 smart panel과 신호등 및 교통안내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

표지판이 지속적으로 통신하여 교통수요에 따

해서는 일부 수단을 위해 통행 우선권을 부여

라 전용차로 운영 필요성을 판단 후 교통안내

하는 공간은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지판을 통해 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음을

특히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시간대에는 지금과

안내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같이 버스(DRT)를 위한 전용차로를 제공하여

한편, 여객수요가 적고 물류의 이동이 필요한

혼잡한 도로에서 대중교통의 이동성을 제고하

심야시간대에는 물류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고, 자전거나 PM 등 개인교통수단이 안전하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단이 전용으

게 이동할 수 있는 저속의 멀티모달차로를 제

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이

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금과 같이

용량이 적은 개인교통수단은 도로상에서 일

고정되어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용 수요에 따라

반 차량들과 혼재되어 주행하며, 버스(DRT)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Pop-up Lane의

는 지금과 같이 가로변을 활용하여 승객을 승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차하도록 한다.

< 통행 우선권이 부여된 도로(위)와 혼합 운영 도로(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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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단이 공존·공유하는 생활권도로

< 보행과 개인교통 중심의 생활권도로 >

차량의 교행과 보행자가 안전히 통행할 수 있

의 폭이 충분하지 않은 생활권도로는 차량과

도록 도로폭이 확보된 도로는 간선도로의 개

다른 수단이 혼재되어 이용하게 되면 사고의

선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승용차 통행은 차단
하고 보행자와 개인교통수단을 위한 공간으

그러나 도로 폭이 좁아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

로 활용하여야 한다.

하거나 충분한 보행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도

생활권 도로의 곳곳에 보행자가 쉴 수 있는

로는 ‘Shared Streets’의 개념을 적용하여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보행쾌적성을 높이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도

‘Shared Streets’는 동일한 도로공간을 모

로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며, 개인교통수단의

든 수단이 공유하여 이용한다는 의미로, 별도

주차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생활권도로를

의 물리적인 구분 없이 보행자, 자전거, 차량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성도 확보할 수 있을

등이 혼재되어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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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시설
Pop-up Lane에 대응하는 가변적 부속시설

< Pop-up lane 운영에 따른 부속시설 >

도로의 시설물 개선은 도로공간의 개선에 따

설이 마련되어있었으나 버스가 DRT 형태로

라 긴밀하게 연계된다.

변화하면 이용자가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승차를 위한 편의공간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Pop-up Lane의 형태

필요없게 된다. 따라서, 정류장의 형태도 차

로 시간대에 따라 DRT를 위한 전용차로나

로와 물리적 구분 없이 노면에 정류장임을 알

물류차량을 위한 공간 등으로 역할이 바뀌어

수 있게 표시함에 따라 도로 공간을 보다 효

가며 활용됨에 따라 정류장 또한 DRT 정류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장과 물류 조업공간으로 가변적인 활용이 가

물류 조업에 있어서도 DRT와 동일한 방식으

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로 상하차 공간을 부여하면, 별도의 구조물이

기존의 정류장은 차로와 물리적으로 구분되

없더라도 시간대에 따라 도로공간이 승객 및

어있으며,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화물의 상하차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게된다.

이나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의자 등 편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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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연계를 위한 다목적 통신 시설 구축
도로의 공간과 시설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

IoT 센서, 통신장비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된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시설물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구

의 정보를 수집하고 연계하는 시설이 필수적

축·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 주변 건물과 통

으로 요구된다.

신한다면 앞서 언급한 도로 공간의 다목적 활

서울시 도로에는 무수히 많은 신호등과 가로

용뿐만 아니라 상류도로의 소통상황, 주차정

등이 존재하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S-Pole’

보 등을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정확하게 제

이라는 이름으로 가로등 및 신호등, CCTV,

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서울특별시

< 인프라 간 통신을 기반으로 한 교통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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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건물을 활용한 보행 쾌적성 및 교통수단 연계 향상
보행자를 위한 보도는 주변 건물과 연계하여

넓은 보행공간이 확보되고 자전거와 보행자

개선할 수 있다. 기존의 보도에는 도로관리를

의 상충이 감소하게 된다. 보도의 정리를 통

위한 설비시설, 공공자전거나 PM의 주차 등

해 넓은 공간이 확보된 보도에는 벤치 등 보

보행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행자를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보행만족

일부 장치나 시설들은 도로 운영에 필수적인

도를 높일 수도 있다.

것으로 도로상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

또한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1층으로 연결하

문에 별도의 구간(Furniture Zone)을 마련하

게 된다면, 출입구로 인해 좁아진 인도가 넓

여 설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도

어지며 지하철 이용자도 더 쾌적하게 지하철

로와 인접한 건물로 옮긴다면, 보행자의 안전

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성과 쾌적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자전거·PM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예를 들어 공공자전거 대여소와 같은 시설물

하고 있다.

을 건물 1층(또는 필로티)에 설치하면 보다

< 건물 1층부를 활용한 개인교통수단 주차·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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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지원 시설
이동식 충전 장치를 통한 소규모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충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충전시설과는 다른 형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여 전기차가 불편함 없

태의 충전방식이 고안되어야 하는데, 해외의

이 주행하기 위해서는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여러 기업에서는 휴대전화의 보조배터리와

것이 중요하다. 전기차의 가장 큰 한계로 지

같이 이동식 충전 장치나 주차면에 매설하여

적되고 있는 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하는 것만으로도 충전이 가능한 무선 충

집이나 회사 이외의 소규모 주차장에서도 전

전 장치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기차를 급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

집이나 회사와 같이 차량을 장시간 주차하는

되어야 한다.

공간이 아닌, 상업시설이나 여가시설 등 단기

그러나 기존의 지주식 충전시설은 설치 비용

간 주차를 요하는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이러

과 공간이 많이 소요되며, 모든 주차면에서

한 이동식 충전기를 마련하여 전기차의 충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슈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출처: 닛산, VolksWagen

< 소규모 주차장의 급속 충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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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개선을 통한 다양한 수단 이용 공간 조성

< 대규모 주차장의 환승 시설 >

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한 대규모 주차장이나

모빌리티 허브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버스 차고지는 모빌리티 허브로 활용이 가능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교통수단의 연계 효

하다.

율을 극대화하고 수단의 충전·유지관리·보관

모빌리티 허브 내에는 개인의 전기차를 충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 마련되어 개인 전기차

그러나 모빌리티 허브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의 급속 충전이 가능하며, 공유의 형태로도

존재하는 공간으로 일정 부지 이상의 면적이

전기 승용차의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자

필요하며, 단순히 친환경수단의 주차공간이

전거나 PM 등 단거리 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아닌 수단 간 연계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고, DRT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도

지하철역과 인접하여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입지 조건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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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의 교통인프라 미래상
뉴노멀 시대의 Flexible, Sensible한 도로 인프라

< 버스와 개인교통수단에 통행 우선권이 부여된 뉴노멀 도로공간 >

뉴노멀 시대의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의 요구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의 용량을 극대

사항을 종합하여 인프라의 발전방향을 제시

화할 수 있어 도로공간을 확장할 필요 없이

하였다. ‘Flexible’하고 ‘Sensible’한 미래의

교통혼잡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교통인프라는 한정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

되며, 전용차로를 비롯한 Pop-up 형태의 공

로 활용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도로

간 운영은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자들의 이동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

이용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로 활용한 공간

게 된다.

을 물류차량 전용차로로 바꾸어 운영하거나
멀티모달 차로는 DRT 승하차 공간으로 제공

도로상의 차량과 인프라, 주변 건물들이 끊임

하는 등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활용 가능여

없이 통신하여 차량들은 차선에 구애받지 않고

높은 공간 활용성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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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발전 방향
Flexible, Sensible한 인프라 활용에 따른 공간 활용 극대화

< 화물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부여된 뉴노멀 도로공간 >

이러한 운영을 위해서는 도로 이용자들이 가

공간을 재편하지 않고도 충분한 보행 공간을

변적인 도로 공간을 혼란 없이 이용할 수 있

마련하며, 보도 내에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도록 도로의 운영 상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

보행 쾌적성을 높일 수 있다.

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하철역과 인접한 건물의 1층 공간을
활용하여 지하철역과 연계하거나 DRT 운영

보행 공간은 기존의 보도를 이용하되 보행을

등을 통해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대중교통의

방해하는 자전거거치대, PM 충전시설 등을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주변 건물의 1층부로 위치를 이동하여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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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발전 방향
녹색교통의 거점, 모빌리티 허브

< 뉴노멀 시대의 녹색교통을 위한 모빌리티 허브 >

서울시는 내연기관 퇴출이라는 목표를 내세

하면 서울시의 승용차 수요감소를 통한 교통

워 도심을 시작으로 향후 서울시 내부에서는

혼잡 완화와 친환경 수단 이용으로 인한 대기

친환경 수단의 통행만 가능하도록 정책을 계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획·수립하고 있다.

또한 모빌리티허브는 단순 교통수단을 이용

개인 소유의 내연기관 승용차는 지하주차장

하거나 환승하는 공간에서 나아가 지상부에

에 주차하고, 모빌리티허브와 연결되어있는

는 업무·상업·물류시설이 공존하는 복합서비

도시철도, 보행 출입구에서 바로 이용할 수

스를 제공하여 한정된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

있는 DRT와 같은 대중교통 또는 허브 내의

화하는 서울시의 통행과 활동의 거점이 될 것

PM,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으로 환승하게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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