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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율주행 셔틀은 ‘사람, 공유, 환경’을 고려한 미래형 보행자 친화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이동의 편의와 안전,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 입체적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시 환

경을 만든다. 최근 유럽 도시들을 중심으로 도심 내의 속도를 낮추고 교

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는 미래 이동수단으로서 공공 자율주행 셔틀

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정해진 구간을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하는데는 아직 제도적, 기술적

한계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서울의 한양도성 내 역사도심을

자율주행 셔틀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설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운행 시스

템 디자인을 제안한다.

한양도성 내 역사도심은 지난 60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폭

발적인 인구증가, 무분별한 도심개발, 원칙 없는 도로 확장 등으로 600년

고도로서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은 상시

교통체증, 고농도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 수준이 최악의 상태이

다. 그동안 서울시가 한양도성 내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오

염물질 배출 차량 유입을 제한하고 평균주행속도를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교통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아

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16.7Km2 면적의 한양도성을 경계로 4대문 안 서울 역사도

심 공간을 ‘자율주행 셔틀 전용지구’로 설정하고 셔틀 운행에 필요한 노

선 선정, 사회적 비용 분석, 운행시스템 디자인 등을 제안한다. 이를 위

해 첫째, 기존의 교통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 및 시설 변경 없이 현실적

으로 당장 실현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둘째, 서

울시 ‘서울 교통 비전 2030’,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의 4대문 안

의 도로 다이어트 계획’ 등을 근거로 자율주행 전용차선을 운영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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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량, 유동인구, 공간 인프라에 대한 정량 데이터를 근거로 주행노선, 정

류장, 셔틀 종류, 크기를 결정한다. 셋째, 한양도성 내 거주민 이동성, 관

광지, 상권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수요대응형 가변 셔틀 노선을 정

하고 기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서

울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드러내는 도시의 상징으로서 자율주행 셔틀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살린다. 전기구동 방식 20인승 셔틀을 기본 모델로

마을버스, 택시, 물류 배달 키오스크 등 다양한 서비스와 사용성으로 손

쉽게 변형이 가능한 모듈러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한다. 또한 ITS와 ICT

의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접목하여 서울이 에너지, 환경, 안전 등 지속가

능한 저탄소 녹색 스마트 시티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친환경 교통수단으

로서 역할을 확대한다.

그러나 도시마다 인구, 지형, 역사적 맥락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

율주행 운행시스템 디자인을 일률적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미국식

자율주행 기술이 곧바로 서울에 적용되기 어렵고 기술적 근거도 미약하

다. 더구나 한양도성 내 역사도심은 다양한 도로 폭과 굴곡이 심한 지형

조건으로 경사도 편차가 커서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하기에 불리하다. 그

러나 이러한 악조건이 오히려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을 축적하는데 좋은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대기

오염문제, 교통문제, 공간재생문제에 대해 저비용 투자로도 단기간에 효

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서울식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 자율주행 셔틀, 도심의 이동성, ITS, ICT. 스마트시티,

V2X, VIT, 군집 주행, 퍼스널 모빌리티

◾  학 번 : 2015-3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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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서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친환경 자율주행 셔틀 연구

쾌적한 도시공간은 쾌적한 친환경 이동수단 운행체계 구축이 선행되어

야 한다. 도시의 이동성은 도시민 생활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기의

질이 깨끗한 저탄소 녹색 도시로서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이동환경이 미

래 교통 정책의 중요한 이슈이다. 서울 한양도성 내 역사도심은 600년간

한반도의 수도이자 정치, 문화의 중심지이며,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하

고 있는 역사공간이다. 그러나 지난 60년간 역사도심은 압축적인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증가, 무분별한 도시개발, 늘어나는 교통량 등으로

그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다. 특히 상시 교통체증,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

기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양도성 내 오염물질 배

출 차량 유입 제한, 평균주행속도 낮추기와 같은 소극적인 교통 대책으

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한양도성 내 자율

주행 셔틀(Autonomous Shuttle) 도입은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이고 보

행자 중심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보다 능동적인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다.

2. 실현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저속 셔틀 연구

복잡한 도심에 완벽한 자율주행 운행시스템을 적용하려면 여러 교통

환경 변수를 빠르게 이해하고 학습해야 고급 기술 적용과 데이터 축적을

위한 시행착오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많은 변수를 정량화하고 규격

화한다면 낮은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로도 효과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한양도성 내 도로체계, 교통체계, 정보체계, 공

간인프라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당장 적용가능한 저속 자율주행 셔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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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다. 현재의 버스 전용차선과 자율주행 전용차선을 탄력적으로 활

용하여 도로의 돌발 변수 요인을 가급적 줄여서 대중교통과의 환승 연계

성을 높인다. 특히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관광, 역사, 지역

정보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 제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외국인,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한다.

3. 서울의 스마트 교통체계를 지원하는 자율주행 셔틀 연구

도시의 상징이자 움직이는 공공 디자인으로서 자율주행 셔틀은 서울시

의 도시계획, 도시건축 환경, 교통인프라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한

다. 미래 서울의 스마트 교통 비전을 잘 드러내고 안전과 편리를 보장하

는 새로운 서비스와 경험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 자율주행 셔틀의 실내외 디자인과 도로, 시설

인프라, 정보체계 디자인 등을 일관성 있게 통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특히 ITS, ICT의 스마트교통 시스템과 접목하여 서울형 미래 대중교통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빌리티 대안으로서 사용자 교통 경험 미래 시나리

오를 제안한다.

<그림 1> 자율주행 셔틀은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 제공하는 움직이는 생활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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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한양도성 역사도심을 자율주행 셔틀 전용지구로 선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16.7Km2 한양도성을 경계로 4대문 안 역사

도심 공간을 ‘자율주행 셔틀 전용지구’로 설정하고 셔틀 운행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 디자인을 연구한다. 첫째, 4대문의 동서축 8개, 남북축의 11

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전용차선을 설치하여 기존 버스, 지하

철 등 대중교통 노선과 연계성을 검증한다. 둘째, 한양도성 내 도로 및

교통기반 시설, 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교통량, 유동인구, 공간 인프라

에 대한 정량 조사를 근거로 주행노선, 정류장, 셔틀 종류, 크기를 결정

한다. 셋째, 한양도성 내 거주민, 외국인 관광객, 시민의 이동성, 상권, 지

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수요대응형 가변적 셔틀 노선을 선정한다. 넷째,

20인승 셔틀을 기본 모델로 모듈러 디자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무인택시

셔틀, 키오스크 셔틀, 배달 물류 셔틀, 야외 버스킹 공연 셔틀 등 다양한

사용성으로 변형이 가능한 ‘모바일 스트리트 퍼니처’를 제안한다.

2. 서울시 스마트 대중교통 정책과 연계한 방안 제시

자율주행 셔틀 운행에 따른 제반 이동 환경 및 운영 시스템을 포함하

여 서울시 교통정책 방향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서울 한양도성 내 공

간적 특성과 교통체계를 대입하여 자율주행 셔틀 운행 시나리오를 도출

한다. 본 연구는 ‘2014년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의 역사도심

기본계획’, 2018년 서울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2018년 녹색교

통진흥지역 도로다이어트 계획’ 등의 정책 비전을 근거로 자율주행 셔틀

운행에 필요한 운행 서비스, 노선 선정, 도로 및 시설인프라 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다양한 이동 수단들과 공존하는 탄력적인 교통체

계로서 통행 수단 간의 연계성을 높여 미래 서울의 스마트 도시 환경에

맞는 자율주행 셔틀의 사용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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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내용 

3. 연구의 흐름과 절차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표 1]처럼 총 6단계의 연구 절차를 거쳐 수행

된다. 1단계에서는 국내외 자율주행 관련 정책자료, 연구 논문, 통계자료

등의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2단계에서는 서울 한

양도성 내의 지형적, 인구 통계적, 교통 인프라 실태 등 정량 지표를 토

대로 자율주행 셔틀 운행에 필요한 실행 가능성을 검증한다. 3단계에서

는 자율주행 셔틀 운행 노선 선정을 위한 3가지 분석 대안을 통해 2개

노선을 정하고, 기존 ‘서울시 도로 다이어트 계획’과 연계한 8개 노선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총 10개 노선 중 남산 순환선을 표본 노선으

로 정하여 도로 다이어트 디자인 시안을 적용하고 사회적 비용 가치를

추정하였다. 4단계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 디자인에 필요한 디자인 원칙,

서비스 경험 디자인 절차를 통해 자율주행 셔틀에 필요한 요구사항

(requirement), 스펙(Specification), 내 외장 디자인, 제반 인프라 디자인

을 결정하였다. 5단계에서는 각각 완성된 디자인 시안을 교통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정성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운행

시스템 디자인에 필요한 정량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6단계

에서는 사용자 페르소나를 5개 스토리로 구분하여 자율주행 셔틀 운행시

스템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한 시나리오 분석을 하였다.



- 5 -

연구단계 조사분석  연구내용

1단계
문헌 조사 및 

경향분석

국내외 자율주행 기술동향 분석, 자율주행 

셔틀 개발 및 운행 사례조사, 

2단계
한양도성 내  

교통 인프라분석

지형적, 인구 통계적, 교통 인프라 실태 등 

정량 지표를 토대로 실행 가능성 검증.

3단계
노선 선정 및 

사회적 비용분석

최단거리 환승대안 분석. 대중교통 환승체

계 분석, 사회적 비용분석

4단계
운행시스템

디자인제안

사용자 서비스 경험디자인. 내외장 디자

인, 관련 인프라 디자인 제안

5단계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디자인 시안 타당성 검증

6단계 
운행시스템

시나리오분석

5단계의 사용자 페르소나 스토리를 통한 

시나리오 분석

[표 1] 연구의 단계 및 분석 절차

<그림 3>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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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존 연구와 차별성

1. 대중교통 연구와 시스템 디자인이 연계한 융합 연구

자율주행의 관련 연구 및 문헌자료를 분석하면 기술적, 산업적 특성

과 이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 시장 수용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일반적 논의가 주류를 이룬다. 이를 교통 정책을 위한 대안으로서 필요

성을 강조하는 정량적 실증 연구는 많으나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대도

시 생활 현장에서 도로, 보행자,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적용 가능성

을 검토하는 디자인 융합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본 연구는 자율

주행 교통 정책, 기존 연구 분석을 토대로 자율주행 셔틀의 디자인, 운

행 체계, 서비스 및 사용성, 도로 및 시설인프라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교통 정책과 운행시스템이 결합된 디자인을 제안

하는데 연구의 차별점이 있다.

2. 국제 컨버런스 및 모터쇼에서 디자인 타당성 확인

이러한 정책적 검증사례로 연구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디

자인재단에서 주최한 ‘스마트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학술

적 담론을 토대로 서울형 자율주행 셔틀의 시스템 디자인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미래 스마트 교통 환경 예측 시나리오를 토대로 제작된 2

편의 동영상(유튜브:Seoul Smart Mobility)은 서울형 자율주행 셔틀의

기본적 방향을 이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서 나아가 2019년 4월 서울 모터쇼에서 연구자 팀이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회사인 ㈜언멘드솔류션과 협업하여 6인승 저속 자율주행 셔틀을

디자인하여 시범 운행을 통해 시민들 의견과 반응을 피드백 받았다.

3. 서울형 자율주행 셔틀 연구의 초석

각 도시마다 인구, 지형, 역사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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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률적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즉, 미국식 자율주행 기

술이 서울에 곧바로 적용되기 어렵고 그 이론적, 기술적 타당성도 미약

하다. 때문에 서울의 도심을 기반으로 하는 본 연구는 베이징, 상하이,

뭄바이 등과 같은 천만명 이상 거주하는 메가시티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교통문제, 대기문제, 도시문제를 상정하고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

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차별점이 있다.

기존연구 본 연구의 차별성

• 자율주행 셔틀의 구체적인 개념과 

디자인을 도시 특성, 도시 인프라 

교통 체계에 근거한 구체적인 디자

인 대안 제시 연구가 부족함

• 자율주행 셔틀과 도시 환경과의 

상관성보다는 개별 자율 주행 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변화와 정량적 

데이터에 의한 정책적 타당성 조사

연구가 주류를 이룸

•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

스에서 발표된 서울형 자율주행 셔틀

의 시스템 디자인의 선행 연구를 통

해 타당성을 확인하고, 한양도성 내  

실현가능한 자율주행 솔루션 제시

• 자율주행 셔틀의 디자인체계, 사용

성, 운행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시

나리오를 제시하여 교통 정책과 디자

인이 융합된 연구 제안

<그림 4> 2019년 4월에 서울모터쇼에 선보인 홍익대학교 문희창교수와 본 연구

자가 공동 개발한 자율주헹 셔틀 Withus(클리오디자인+언멘드솔류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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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자율주행 융합기술 경향 분석

1. 자율주행 융합기술 일반적 고찰

자율주행 셔틀(Autonomous Shttle)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해 위

험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주행 경로를 계획하고 변경하는 스마트 이동수

단을 의미한다. 자율주행 셔틀 연구의 기술적 배경은 크게 4가지 항목의

기술 동향을 근거로 적용 타당성을 검토한다. 첫째, V2X(Vehicle to

everything) 무선차량통신기술로 차량 간 통신, 차량과 도로인프라 간 통

신, 차량과 모바일기기 간 통신, 정보 수집 및 제공 체계를 고찰한다. 둘

째, VIT(Vehicle Information Technology) 기반 위치 정보와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및 콘텐츠 동향을 조사한다.

셋째, 차량 스스로 환경을 인식, 판단, 제어하여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차

량 간 통신을 통한 군집 운행 체계를 분석한다. 넷째, 빅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정리 처리 프로세스를 조사한다.

<그림 5> 자율주행 셔틀은 이동수단 간의 연계성을 높여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사

용성으로 변화가 가능하다(출처 : 움직이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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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의 기술적 단계

자율주행의 기술적 단계는 전 세계적으로 공식 통용되는 명확한 기준

과 규격이 없고 국가별, 기관별 기술 적용 단계가 조금씩 다르다. 운전자

가 유일한 자동차 제어자로서 주행하는 레벨 0부터 운전자 제어를 배제

하고 자동차 스스로 모든 것을 제어하고 책임을 지는 레벨 4-5 단계로

구분한다. 현재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는 대부분 기업들은 주로 미국

도로안전국(NHTSA),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의 단계를 기준으로

채택한다.1)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앞서 자율주행 셔틀은 운행 목적, 장

소, 도시 인프라에 맞춰 어떤 단계의 기술을 적용할 지를 사전에 계획하

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본 연구는 운전자가 거주하며 기술적으로 당장 실

현이 가능한 레벨 2, 3단계 기술을 적용하여 자율 주행 셔틀의 실현 가

능성을 검토한다.

<그림 6> 자율주행 단계별 정의(자료 : NHTSA 분류기준 KT 경제연구소 재구성)

1) mobilista 3. 2017. 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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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 프로세스

자율주행 셔틀은 센서 등을 통하여 주변 환경을 정확히 인지하고 여기

서 수집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거리, 도로상황 등을 매핑(Mapping)하여 조

향, 가속, 감속, 정지 등의 적절한 제어를 통하여 운행한다. 즉 사람이 자동

차를 직접 운전할 때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인식, 판단, 제어의 과정을 기계

언어로 자동화한다. 센서로 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 센서 정보와 지

도정보를 바탕으로 위치를 인식하는 기술, 도로와 주위 차량 정보를 바탕

으로 운행 경로를 생성하는 기술, 운행 경로에 맞는 주행을 위해서 차량을

종방향, 횡방향으로 제어하는 기술로 나눈다2)

단계 주요기술특성

인지단계

(Sensor)

V2X 플랫폼을 사용하여 도로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실

시간 수집한다. GPS,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센서, 카메라 

등이 사용되어 차선, 차량, 보행자, 장애물, 대상물과의 거

리 및 상대 속도 등을 파악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정밀 디

지털 지도로 매핑되어 더 정확하게 주변 상황을 인식한다. 

판단단계

(Processor)

수집된 정보를 융합시키고 디지털 지도와 비교해 자동차 

전후방 차량과 신호등, 장애물, 보행자에 대한 대응을 판단

한다. 이를 위해 정밀 지도, 센서 데이터, GPS 정보, 위치 

정보 등의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며, 그것을 통하여 주행 

경로 계획을 결정한다.

제어단계

(Actuator)

결정된 판단을 통해 자동차 운전의 기계적 시스템과. 가속 

및 감속, 정지 및 출발, 방향의 조향 등을 제어한다. 응급상

황에 대비한 비상용 센서와  백업 시스템을 준비해 돌발적

인 오류 발생 시를 대비한다. 모든 과정은  인공지능 기반

의 딥러닝 소프트웨어 기술로 이루어진다.3)

[표 2] 자율주행 프로세스 

2) 윤명현(2017), 자율주행차량,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 Vol.30

3) 김현철(2017),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법. 세창출판사. 36-3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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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주행에 필요한 요소 기술

지정된 공간과 구간을 저속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셔틀은 이를 지원

하는 C-ITS 기술이 기존의 교통 운영체계에 적절히 접목되어야 한다.

차량 자동화에만 의존하는 독립형 자율주행차량은 그 인지 범위가 시･공

간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C-ITS와의 접목을 통한 안전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다. 개별 차량의 센서 및 지도 정보 등에 의존하는 독립형 ADAS

는 근거리의 위험 요소를 즉각적으로 감지하여 대응하는 데에는 적합하

나,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고요인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4) 본 연구의 자율주행 셔틀 운행시스템은 센서,

제어기 등을 통한 셔틀 자체 자동화 기술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 또는 도

로 인프라와 통신을 통해 운행 조건을 스스로 인지, 판단, 자동 제어하는

협력형 시스템을 적용한다.

<그림 7> 자율주행 셔틀에 필요한 융합 기술

4) 오성호, 박종일, 윤태관(2017), 자율주행차량에 대응한 첨단교통인프라 정책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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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자율주행 셔틀에 필요한 요소 기술(참조 : 언멘드 솔류션 Withus) 

①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 기술

도로에서 다른 차량, 교통 인프라와 지속적이고 끊김없는 통신으로 교

통정보, 위험성,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한다. 차량과 보행자,

도로 및 시설물과 통합교통정보 센터를 포함하는 C-ITS 관점에서는 보

행자와 차량 간 통신(P2V), 보행자와 운전자간 통신(P2D), 보행자와 인

프라 간 통신(P2I), 도로 센서 네트워크와 인프라 간 통신(R2I), 등을 포

함하는 포괄적인 연결성을 고려한다.5) 5G통신망에 연결된 다른 자동차

의 센서, 교통 인프라에 설치된 센서, 빌딩에 연결된 센서, 주차장, 그리

고 보행자의 스마트폰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공한다. 가상현

실과 증강현실이 통합된 맞춤형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간 지연 없이 제공

하려면 5G 무선통신 서비스 플랫폼과 초고속 기반 시설(Hyper-connected

Infrastructure)이 갖춰져야 한다.6)

5) 오현서, 최현균, 송유승(2016), 협력 자율 주행을 위한 V2X 통신기술. 한국통

신학회지, 제33권 제4호
6) 퀄컴코리아(2016). 5G 시대를 이해하는 3가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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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자율주행 네트워크 통신 기술 개념 

③ C-ITS 융합기술

차량 간 통신을 이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제공 서비스로서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도심 정체감소, 안전 향상에

기여한다. 운행에 필요한 정보제공(Information), 인식(Awareness), 경고

(Warning) 서비스를 지원하며 교통 사고율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

을 유도한다. 교통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오픈 플랫폼 시스템이다.7) 특히

대중교통 통합정보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이용자 위치를 파악하여 위치기

반의 맞춤형 통합대중교통정보 서비스와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

다.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도시의 인구, 자동차 등

록대수, 교통안전, 교통정체, 주차 등과 같은 교통 문제와 현행 도로, 교

통 인프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7) 조순기(2014). C-ITS의 정의와 구성요소, 교통과 기술정책, 제11권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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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자율주행 셔틀과 C-ITS 기술(출처:조순기. C-ITS의 정의와 구성요소)

④ IVI(In-Vehicle Infotainment) 기술

IVI는 차안에서 음악과 영화, 게임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능과 네비게이

션, 모바일 기기와 연동하여 사용자정보, 공간과 이동에 대한 정보를 축적

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정확한 인지정보를 제공하는 기술과 서비스이

다.8) 이중 ‘생활환경지능(AI : Ambient Intelligence)’ 서비스는 날씨, 캘린

더, 뮤직, 라디오 등 상황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음성을 인식

해 목적지 검색과 길 안내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준다.

차량 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플랫폼에 미러링 기술이 결합되어 인공

지능 내비게이션 및 차량 추적 장치, 동작 인식, 차량 간 통신(V2V), 클라

우드 접속 등을 포함한다.

8) 김동환(2017), 자동차 생태계에 보네는 생활환경지능, 네이버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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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자율주행 셔틀은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변화한다(출처:motortrend.com)

⑤ 3D 공간 정보 시스템 기술

공간정보는 위치정보와 결합된 융합데이터로 공간분석과 시각화를 통해

인지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돕는다. 3차원 정밀 지도를 구현하는 로봇을

활용하여 실시간 3차원 지도를 제작한다. 레이저 스캔을 이용해 실시간으

로 3차원 실내지도를 만들고 지도상에서 로봇의 위치를 파악하는 실시간

3D를 이용한다. 스캔한 무수한 많은 점 데이터(Cloud Data)를 3차원 메시

(Mesh) 데이터로 변환하여 3차원 레이저 스케너나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맵핑하여 3차원 지도를 만든다. 이 지도 기술과 자율주행이 결합

하여 GPS가 끊기는 지하나 터널 같은 곳에서 오차와 끊김없는 자율주행

을 가능하게 하고 반복 운행을 통해 공간 정보가 측적되면 도로 공간의 실

시간 정보화가 가능하다.9)

9) 국가공간 정보 포털(www.nsd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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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 셔틀과 스마트 교통 환경

1) 자율주행 셔틀 운행에 따른 교통 시스템의 변화

자율주행 셔틀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환경

안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이동수단 뿐 아니라 거기에

탑재되는 시스템과 서비스, 그리고 교통 인프라 관련된 공공 정책 등을

포괄한다. 국제교통포럼(ITF)의 루이스 마르티네스(Luis Martinez)는 자

율주행 차량이 운행되면 지금보다 자동차 수는 28% 정도 감소하고, 이

동시간은 30%, 주차장 면적은 48%까지 줄어든다고 한다. 또한 택시와

버스 등 모든 형태의 도심 속 대중교통을 대체할 것이며, 더 적은 차량

으로 같은 수준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한다.10) 스마트

교통 환경에서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5G통신 등 ICT 기술을 바탕

으로 사람-수단-인프라 간 연결성이 강화된다.11)

<그림 12> 스마트 기술 환경에서 교통시스템의 변화 

10) The Economist,(2015), From Horseless to Driveless” in The World If
11) 홍상연, 김원호, 유경상, 박세현(2019),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방안, 서울연구원,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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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교통�상황 자율주행�셔틀� 운행교통�상황

승용차가� � 도심� 통과의�주류 개인�소유차량은�복합� 이동의�한� 종류

선택�교통수단이�제한적 다양한�형태의�교통수단�이용

정부�주도의�대중교통�계획 정부�민간,� 개인� 병행� 주도

교통�수단간�비효율적�연계성 교통�수단간�통합� 관리로�효율성�극대화

자동차�중심� 도로�설계 보행자와�공존하는�이동수단

[표 3] 자율주행 셔틀 운행 특성(출처:맥킨지보고서:Urban Mobility at tipping 

Point, 2015)

① 자동차 수 감소 및 1대 당 활용률 증가

영국왕립자동차클럽재단이 세계 84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승용차 하루 평균 운행 시간은 61분이고 95.8%에 이르는 나머지

23시간은 주차된 상태로 있다고 조사되었다. 운전자 없이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는 주차되어 있는 시간을 운행이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가 가능하여 대당 하루 평균 운행 시간을 늘릴 수 있다. 1대의 공유

형 자율주행차는 9.3대의 개인 승용차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장애인과 노

인 같은 이동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카세어링 고객층이 폭 넓어진다.

② 교통사고 감소

미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94%가 운전자 실책이었고 차량의 기계적

결함 원인 사고는 전체의 2%에 그친다고 한다.(NHTSA) 자율주행차는

과속도 신호위반도 없이 차선과 진로 변경을 예측할 수 있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인다.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미국에서 발생하

는 교통사고의 90%가 줄어들고, 년간 1,900달러(약 218조)의 경제 효과

가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미국 멕킨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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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차장 기능과 면적의 변화

자율주행 전용주차장은 건물 내에 사람들의 이동을 위한 시설이 필요

없으며 차량 문을 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차 면적이 훨씬 적어진다.

진입도로 폭이나 램프의 곡선 반경이 훨씬 짧고 주차장 층간 높이도 최

소 높이만 필요하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 많은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다.

굳이 주차비가 비싼 도심의 공영주차장이나 건물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필요가 없다. 기존의 도심 지상주차장은 보행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

고, 건물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토지 효율이 향상된다. 때문에

운전자, 자동차, 주차장 간의 정보 제공과 공유를 위해 시설이 고도화될

것이다.12)

<그림 13> 자율주행 전용 주차장의 변화 개념도(출처:Designing Parking 

Facilities for Autonomous Vehicle, 2017, University of Toronto)

④ 도로 공간 활용성 증대

자율주행차량을 일반차량과 분리 운영 시 자율주행차량 군집주행은 차

로의 용량을 약 2.5배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정체 감소

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인한 대기 질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2) (WSP/Parsons Brinckerhoff,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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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교통 흐름 속에서는 차도 공간의 약 20%가 감소가 예상되며

도로 폭은 3.5m에서 2m 정도로 줄어도 정확한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노상주차 공간도 필요 없게 되어 그 여유 공간을 주택, 자전거 도로, 보

행전용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13)

<그림 14> 자율주행과 일반차량 혼재 및 분리 상황비교(참조:오성호,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첨단도로 인프라 정책방안, 국토정책, 국토연구원) 

⑤ 도로 교통 시스템의 변화

자율주행 셔틀은 언제 어디서든 무엇과도 환승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승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타기 위해 환승 주차

장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어디서든 정차하여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수

있으며 개인교통수단이나 보행으로 교통수단을 전환할 수 있다. 또한 물

류회사나 유통회사들을 위한 다양한 배달용 셔틀 로봇의 운행으로 도심

내의 배달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사라질 것이다.

13) https://www.itfglob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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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자율주행 자동차 주요 파급효과 (출처 : 박지영 외2명, 자율주행자동

차 도입의 파급효과와 대응전략 한국교통연구원, 2018)

파급효과 주요내용

주행편의성 운전 편의성이 증가되고 차내 시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주행안전성
돌발 상황에 대한 자동 대응으로 운전자 인지반응 한계를 극

복해 사고 발생 건수 감소

주행효율성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최단거리 검색 및 주변 사고 상황 파

악 등을 총한 통행시간 단축

저속주행성 노약자, 장애인 중심의 보행친화적인 도심 속도 유지

도로효율성 짧은 차두거리 유지로 도로 용량 극대화로 정체 감소

도로안정성 보행자와 공존하는 공유도로로써 사용성과 기능 확대

친환경성
정체 감소로 불필요한 가감속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표 4] 자율주행 셔틀 도입에 따른 도심 내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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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 셔틀의 운영 체계

①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it)

자율주행 셔틀은 탑승 조건에 맞춰 기존의 대중교통 운영의 시간적,

공간적 문제점을 보완한다. 고정된 노선 없이 이용자의 개별적인 통행

목적 및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같은 목적

지 여러 명의 수요자가 합승 택시처럼 공간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규

격화된 사이즈보다는 수요 조건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차량이 운행된다.

택시와 기존버스의 중간 사이즈로서 시간대, 수요량에 따라 개별 주행을

군집주행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이동 공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그림 16> 다양한 크기의 자율주행 셔틀은 수요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된

다(출처:서울디자인재단. 유튜브:Seoul Smart Mobility)

② 복합이동 교통 체계(Multimodal Mobility)

사용자의 이동 양상에 맞춰 알맞은 교통수단을 적절히 조합하여 이동

의 흐름이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전 구간의 끊

김없는 연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초-최종 마일(First Mile &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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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 이동 수단과 연계성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서비스를 통해 도보, 퍼

스널 모빌리티. 자율주행 셔틀, 대중교통 등 다양한 모드(Mode)의 이동

방식이 이동 경로에 따라 최적화된다. 사용자의 시간, 비용 등의 조건에

따라 최적 이동 경로 선택하여 이동 효율을 높인다.

③ 교통 서비스 통합 체계(MaaS. Mobility as a Service)

사용자가 집을 나서서 최종 목적지까지 모든 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구매하면, 수단별 비용 지불 없이 전 구간을 이동한다. 자율주행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가능한 서비스지만, 자율주행이 실현되면 더욱 쉽고 원활

하게 운용될 수 있다. MaaS에 포함된 통합 서비스를 구매한 사용자는

집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와 최적의 환승을

안내 받으며 지체없는 원활한(Seamless) 이동이 가능하다.14)

<그림 17> 저속 자율주행 셔틀은 도로에서 보행자 및 개인용 이동수단과 공존

하기가 용이하다(출처:서울디자인재단. 유튜브:Seoul Smart Mobility)

14) 이승하(2018), 스마트모빌리티, 서울디지털재단, 미래 서울 Vol2.pp-16-17



- 23 -

④ 모듈러 디자인 체계(Modular Design System)

모듈 조립 개념은 사용자의 편리와 기능에 맞춰 크기와 구조가 손쉽게

바뀔 수 있다. 개별 이동수단 모듈에서 나아가 모빌리티 모듈 서비스 시

스템을 사업화할 수도 있으며, 기술 단위로 모듈 융합을 통해 이동수단,

이동인프라 등 이동성 전반을 하나의 모듈 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기

존의 자동차 생산 방식과 다르게 제작자가 직접 옵션 선택과 업그레이드

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응용 기술에 따라 다양한 사용성으로 기

능 확대를 할 수 있다.

<그림 18> 자율주행 셔틀 모듈은 대중교통 수단뿐 아니라 물류, 배달, 푸드트

럭 등과 같은 용도로 변형이 가능하다(출처:designboom.com)

⑤ 3D 프린트 부품 체계(3D Printing Component System)

자율주행 셔틀은 지정된 도시 공간을 운행하는 특성 상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제작된다 적은 수의 부품으로도 도시 단위로 소규모 맞춤형 변

종 모델을 생산할 수 있고, 모듈러 부품 체계를 근간으로 3D 프린트 출

력으로 기능을 세분화할 수 있다. 해당 모델 OEM사로부터 설계된 부품

을 바로 3D 프린터로 전송해 제조하기 때문에 기존 공법에서 어려운 복

잡한 디자인도 가능하다. 부품 생산도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량만 맞

춤 제조할 수 있어 부품 제고수를 없애고 부품을 서로 결합하기 위한 볼

트, 너트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어 경량화를 통해 연비 절감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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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자율주행 셔틀 운영체계

3) 자율주행 셔틀의 공간적 특성

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공간

사용자 요구에 맞춰 찾아가는 인공지능 셔틀로서 연계 교통수단과의

환승경로, 스케줄, 운행시간, 소요시간 등에 대한 최적의 환승경로 정보

를 제공한다. 정보, 외국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를 배려한 포용적 디자인

(Inclusive design)을 적용하고 교통수단이나 환승시설과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다. 이동수단과 보행환경 개선과 더불어 생활을

지원하는 배달서비스, 정보 키오스크, 스마트쉘터(Smart Shelter)로서 기

능을 확대하여 가변적 도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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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장애인과 노약자를 기준으로 포용적 디자인 적용(출처:클리오 디자인, 

자율주행 연구)

②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 공간

스스로 움직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인공물과의 새로운 신

뢰 관계(Artificial Relationship)를 설정한다. 승객이 셔틀에 탑승할 때

셔틀이 친근한 인사를 건네고, 이동 중에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승객과

개인적 유대를 쌓는다. 노약자 및 교통약자를 지원하고, AI 서비스를 제

공하여 승객과 신뢰를 구축하여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한다.

<그림 21> 여러 사용자가 한 공간에서 개별적 체험이 가능하다(출처:클리오 

디자인, 자율주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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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체험 공간

승객 정보와 개인 프로필을 저장하여 이동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하도록

돕는다. 셔틀 안의 인터랙티브 화면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도록 돕고, 통

근 시간 활용 팁을 제공하고, 관련 디지털 콘텐츠 음악, 비디오, 전자책

등을 제공한다. 인터랙티브 창문 위쪽, 천장, 문 같은 공동 공간에 일반

적인 관심사와 콘텐츠를 표시해 승객의 개별 활동을 지원한다.

④ 도시 브랜드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

도시를 누비는 공공 시설물인 셔틀은 도시의 개성을 살리면서 사람들

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움직이는 체험공간이다. 외형에서 느끼는 인상 뿐

아니라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 경험은 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 향

상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외향적 디자인에서 나아가 상호작용 관

점에서 운행 서비스 디자인이 연구되어야하고 제2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서 도시를 느끼는 사용자 경험(UX)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그림 22> 자율주행 셔틀은 도시의 시설과 이동 수단 간에 디자인이 하나의 정체

성을 가지고 맥락적으로 어울려야 한다(출처:클리오 디자인, 자율주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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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 및 국내외 개발 사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나라마다 도시마다 교통인프라와 법규가 제각

각 달라 하나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정해진

노선과 전용차선을 운행하는 셔틀은 낮은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로도 충

분히 실현 가능하여 사회적 수용성이 높다. 나라마다 셔틀(Suttle), 팟

(Pod), 미니버스(Mini Bus) 등 다양한 용어로 그 의미와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각 도시의 교통상황, 도로인프라 체계에 맞춰 크기

(Dimension)와 사양(Specification)을 정하고 가장 적합한 요소 기술들을

적용하여 시범 운행 중이다. 이중 유럽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시범 운행

한 시티모빌2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지원 하에 2012년부터 11개 국가, 12개 도시, 5개 기업이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7개 도시가 시범운행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시범운행 기간

동안 자율주행셔틀에 총 6만 명이 탑승하였고, 2만 6천 대/km를 운행하

였다.

시티모빌2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주행셔틀이 성공적으로 운행되기 위

해서는 크게 4단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우선 해당 지역

의 교통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교통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다른 교통수

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경로, 안전시스템을 고려하여 물리적으로

설계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해관계자들 간의 역할 분담을 정의

한다. 셋째, 운행 준비 단계로 운영자를 교육하고 시스템을 테스트하여

운영 준비를 한다. 마지막으로 운영 단계에는 앞의 3단계를 기반으로 안

전하게 운영하며, 운행 후 사후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15) 세계 각

국의 자율주행 셔틀의 특성과 운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반미영(2017) 자율주행셔틀 시범운행사례와 시사점. 국토연구원. 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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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① 올리에(Olli. 2016)

미국의 로컬 모터스(Local Motors)사가 2016년 3D 프린팅 기술을 일부

적용해 개발한 8-12 인승 자율주행 전기 셔틀 컨셉 모델이다. 초기에는 주

로 대학 캠퍼스의 한정된 도로 환경에서 시범 운행되다가 워싱턴 DC에서

일반도로 운행을 시작으로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와 라스베거스를 왕복

하는 노선에 확대되었다. IBM 왓슨 IoT가 제공하는 인지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에 내장된 30개의 센서를 통해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음성, 텍스트 변환, 자연어 분류, 엔티티 추출, 텍스트-음성 변환 등의 4개

의 API를 활용하여 승객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림 23> 다품종 소량생산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셔틀은 3D 프린팅 기술이 적극 

도입 된다. (출처 : localmot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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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city Campus Shuttle((2017)

엔 하버(Ann Harbor) 미시간대 교내에서 운행하는 15인승 셔틀로 프랑

스 나브야(Navya)사 모델을 기본으로 시험 테스트 중이다. 이 셔틀은 미

시간대 노스 캠퍼스 리서치 컴플렉스와 루리 엔지니어링 센터간 3.2Km 구

간을 운행한다.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엠시티(MCity)와 미시간

대학교와 합작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센서는 라이다와 GPS

RTK, 스테레오 비전 등으로 360도 교통상황 및 표지판, 보행자와 자전거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한다. 최고 속도는 45km/h로 제한되며, 셔틀 외

관에 설치된 카메라로 사람들이 무인 셔틀 주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 관찰한 관련 데이터는 미시간대학교 자율주행 연구진이 활용한다.

<그림 24> M-시티(출처: www.nytimes.com)

2) 유럽

① 네덜란드 WEpods((2016)

네덜란드의 위팟(WEpods)은 세계 최초로 일반 도로에서 운행된 무인

셔틀로 12인(6인 좌석, 6인 입석) 수송이 가능하고 최대 시속 40km/h이다.

겔더랜드(Gelderland) 지방의 와게닝헌(Wageningen) 대학과 에데(Ede) 기

차역간을 운행하고 있다. 운행 관리는 원격중앙 제어실에서 통제되며, 차

량 스스로는 레이더, 레이더 센서, 카메라 등 여러 장치를 통해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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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WEpods(출처: news.europawire.eu)

② 영국 Ultra Pod((2016)

GATEway 프로젝트로 명명된 자율주행 셔틀 해리는 옥스포드 대학 스

타트업 옥스보티카(Oxbotica)가 개발하여 런던 그리니치에서 3주간 시범

운행하였다. 최대 16km 속도로 이동하며, 5대의 카메라와 3개의 레이저를

장착해 최대 100m 앞에 위치한 셔틀 경로상의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다.

핸들과 브레이크가 없는 4인승으로 차량으로 자율주행 레벨5에 해당하는

완전 자율주행 방식으로 동작한다. 그리니치 이외에도 밀턴케인스, 코벤트

리, 브리스톨 등을 자율주행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시험 주행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26>] 런던에서 테스트 중인 Ultra pod(출처: Oxbo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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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위스 Smart Shuttle(2016)

스위스 시온(Sion)에서 2015년 6개월 테스트를 마친 뒤, 2016년부터 시

온 구시가지에서 약 1.5km의 노선을 시험 운행 하고 있다. 프랑스 Navya

사와 스위스 스타트업인 BestMile사가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대 20km/h의 속도로 최대 15명을 수송할 수 있다.

<그림 27> 스위스 Smart Shuttle(출처: germany.co.kr)

④ 프랑스 EZ10(2016)

Easy Mile사의 무인 셔틀 EZ10은 2016년 12월 세느 강변 도로에서 시

범 운행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대교에서 3

개월간 약 3만명의 승객을 수송하며 시범운행을 마쳤다.

<그림 28> EZ10 (출처 : easymi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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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

① 일본 Robot Shuttle(2016)

Robot Shuttle은 2016년 7월에 도입하여 쇼핑몰과 공원, 대학 내에서 시

범운행을 하고 있으며, 요코하마 현의 카나자와 동물원에서 동물원 방문객

들을 대상으로 우리를 따라 도는 약 180m의 노선을 운행하는 시승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림 29>Robot Shuttle(출처 : robot-shuttle.com)

② 호주 Intellibus(2016)

애들레이드(Adelaide) 공항의 자율주행 셔틀로, 영국 RDM그룹과 제휴

하여 애들레이드 공항과 장기주차장 간을 이동하는 3대의 전기무인 셔틀

을 운영한다. 플린더스 대학교(Flinders University)에서도 캠퍼스 내 자율

주행 셔틀 운행과 함께 이를 지역의 대중교통 허브로 확장할 방안이다.

<그림 30> RAC Intellibus(출처 : rac.com.au)



- 33 -

③ 한국(2016. 2019)

판교, 송도, 세종시, 울릉도에서 자율주행 버스의 시험 운행을 계획하

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판교 제로시티를 자율주행 셔틀 시범 운행 단지

로 지정(2016.7.29.)하여 실생활속의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하고 이와 관

련된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시범운행 구간은 신분당선 판교역∼판교제

로시티 입구 2.5㎞ 구간을 시속 30km로 운행하였다.

<그림 31> 판교 제로 셔틀(출처: yna.co.kr)

<그림 32> 언맨드 솔류션 Withus. 2019(출처: klio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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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모델 주요개념 및 시사점

미국  

Olli

(2016)

 

 - 3D 프린팅 기술 일부 적용

 - IBM 인공지능 기술 왓슨 기반 인지 컴퓨팅 이용

 - 12인승, 30개의 센서로 주변상황 인식

 미국 

M-city  

Shuttle

(2017)

 - 미시간대 교내에서 운행하는 15인승 셔틀

 - 프랑스 Navya사 모델로 주행테스트 

 - MCity)와 미시간대학교의 합작사업으로 진행

네덜란드 

WEpods

(2016)

 - 세계 최초로 일반 도로에서 운행된 무인 셔틀

 - 6인승, 시속 40Km

 - 3년간 실증 운행 후 다른 도시로 확대 예정

스위스 

S-Shuttle 

 

 - Navya사와 스타트업인 BestMile)사가 공동 개발

 - 시옹(Sion)에서 실제 노선에 투입

 - 11인승, 시속 20km

프랑스 

EZ10

(2016)

 - 세느 강변 도로에서 시범운행

 -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대교에서 시범운행

 - 12인승, 시속 40km

일본 

R-Shuttle

(2016)

 - 일본 최초 무인 자율주행 셔틀 시범 운행

 - DeNA사가 테마파크 운행목적으로 개발

 - 12인승, 시속 40km

한국

Z-Shuttle

(2017)

 - 국내 최초 자율주행 셔틀 운행

 - 판교 제로시티를 자율주행 셔틀 시범 단지 지정  

 - 11인승, 시속 40km

[표 5] 세계 각국의 자율주행 셔틀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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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주행 셔틀 컨셉 모델

③ Micro MAX(린스피드 2012)

작으면서(micro) 큰(max) 상반된 개념을 하나로 통합시켜 실내 공간

을 새롭게 정의한다. 전장 3.7m, 전고 2.2m의 초소형 공간을 최소 필요

도구만 배치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출근하며 가벼운 토스

트와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차내에 커피 메이커와 소형 냉장고도

탑재돼 있다. 엉덩이만 걸칠 수 있도록 설계된 ‘수직 좌석’ 시트는 공간

을 크게 절약하고 가변성을 높였다. 하만(Harman)이 개발한 응용프로그

램을 통해 차량의 노선이나 속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 상

황에 최적화된 이동 경로를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탑승객에 대한

정보를 소셜 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실시간 받아볼 수 있다.

<그림 33>  수직 좌석 배치로 공간 활용성을 높임(출처: rinspeed.eu) 



- 36 -

② Cedric(폭스바겐. 2017)

‘여행을 도와주는 비서’라는 컨셉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갖춘 라운

지형 실내가 특징이다. 승객은 목적지, 이동방법, 이동시간, 현재의 교통

상황에 대해 차량과 수시로 대화 할 수 있다. 전, 후면의 대형 OLED 윈

드 스크린은 이동하는 동안 증강현실을 통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거나

업무를 볼 수 있고, 휴식도 가능하다. 2+2 레이아웃으로 배치된 좌석은

4명의 승객이 독립적으로 앉거나, 서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사용

자 중심 디자인 철학을 반영했다.

<그림 34> 움직이는 장난감처럼 친근한 디자인으로 어린이들의 통학 버스로도 활

용할 수 있다(출처:en.volkswagen.com)

③ Snap(린스피드, 2018)

스케이드 보드 위에 포드(Pod)를 얹는 모듈 구조로 실내 공간이나 적재

공간을 용도에 따라 바꿔 사용한다. 승객이 타는 미니버스, 짐을 싣는 밴,

식물을 운반하는 온실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포드는 차량 탑승 장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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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동시에 정류장의 역할도 한다. 자체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어 독립적

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포드는 바퀴가 없기 때문에 달릴 수는 없지만, 스

케이트보드가 오기 전까지 독립적으로 화면을 송출하고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16)

<그림 35> 이동성과 정차 거주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구조(출처: rinspeed.eu) 

④ WOW(Work on Wheels) Pod(2018)

유연한 ‘직장 결합’ 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미래의 모바일 오피스를 제시

한다. 휴식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디지털 인터렉티브(interactive) 가구

를 배치하여 직원들에게 친숙한 업무 공간을 스스로 꾸미도록 한다. 주차

장이나 해변 공원 등 언제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오피스로서 도시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다. 각각의 오피스 무선 충전 스테이션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아 충전한다. 사무실은 전망, 녹색공간, 대중교통, 거주지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일광과 자연 환기에 훌륭한 접근성을 제공한다.17)

16) http://www.dailycar.co.kr
17) https://tho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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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장소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모바일 오피스(출처: thod.tistory.com)

⑤ Robomart(2018)

미국 캘리포니아 스타트 업 기업이 창안한 모바일 스토어 개념을 통해

고객이 배달 및 장보기 앱으로 주문을 하면 자율주행 식료품점이 스스로

고객을 찾아간다. 고객이 현장에서 직접 신선한 농산물과 식료품을 직접

고르게 하여 유통의 보관 및 배송 과정을 생략한다. 유통업체는 새로운 점

포를 오픈하는 것보다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운

영자는 기술 라이센싱 및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

<그림 37> 택배, 물류, 모바일 스토어 셔틀(출처:robomar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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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일본 도요타 Pallettes(2018)

다목적 모듈식 전기차로 전동화, 커넥티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량공유부터

배달, 택시, 이동식 상점, 업무공간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구

현이 가능하다.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으로 실제 생활에서 필요

한 병원, 사무실, 상점, 호텔까지 만들 수 있다.

<그림 38> 대중교통 이동 수단 뿐 아니라 다양한 공간 서비스를 제공한다(출처 

global.toyot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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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일본 무인양품(MUJI Gacha, 2019)

무인양품(MUJI) 핀란드 유럽법인과 핀란드 자율주행 기업 Sensible 4

가 만든 자율주행 셔틀로 폭우, 안개, 폭설 등의 악천후 날씨에서 테스트

한다. 무인양품 디자인 특성에 맞춰 단순하고 부드러운 디자인에 전후면

3D 라이다와 레이더를 탑재했다.

<그림 39> 혹한기 테스트를 거친 무인양품 모델(출처: muji.net)

⑧ 독일 Bosch(2019)

다임러와 합작으로 개발한 자율주행 컨셉으로 2019 CES에서 선보였

다. 자체개발한 360도 레이더 센서와 카메라, 브레이크 콘트롤 시스템 등

이 탑재됐고 인텔리전트 운영 시스템은 차량 스스로 전력 상황을 체크하

고 스스로 충전소까지 운행한다.

<그림 40> 부품업체 Bosch 개발한 셔틀(출처: bosch.com)



- 41 -

 해외사례 모델 주요개념 및 시사점

 폭스바겐

Cedric

- 보행자 친화적인 외형과 디자인으로   

  사용자를 도와주는 로봇비서 역할을   

  담당

- 안전규정이 해소되면서 좌우 글라스   

  슬라이딩 도어를 인터페이스 화면으로  

  사용하여 모바일디바이스 이미지 강조 

- 라운지형 실내 좌석 배열은 휴식, 업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

- 스쿨버스, 장애인 전용 택시에 적합한  

  기능과 디자인 특징을 갖춤

린스피드

 Snap

- 동력부와 이동공간을 분리한 모듈형 구  

  조로 다양한 사용성 제시

- 용도에 따라 미니버스, 화물 밴, 푸드트  

  럭 등으로 기능 확대 가능

- 차량 탑승과 정류장 기능을 혼합해 도  

  시 인프라 역할 기능

- 린스피드는 다양한 자율주행 셔틀 컨셉  

  모델을 오래전부터 선보인 전문 회사로  

  서 자율주행 셔틀 디자인을 리드함 

 Ideo

 Future 

Automobility  

- 모바일 오피스의 개념을 통해  자율주  

  행차가 비즈니스와 도시의 삶을 얼마나  

  다양하게 변화시킬지를 예측

- 유리로 된 간결한 외형으로 근무 공간  

  과 관련된 기술과 이동성을 결합하는 3  

  가지 비전을 제시

[표 6] 세계 각국 자율주행 셔틀 컨셉 모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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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omart 

- 모바일 스토어 개념을 통해 고객이 현  

  장에서 신선한 농산물과 식료품을 직접  

  고르게 하여 유통의 보관 및 배송 과정  

  을 생략

- 새로운 점포를 오픈하는 것보다 찾아가  

  는 배송 서비스로 운영자는 임대 수익  

  으로 운영 

도요타
 Pallettes

- 차량공유부터 배달, 택시, 이동식 상점,  

  업무공간 등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Mobility Service Platform)’ 구현

- 다양한 공간 구성으로 실생활에서 필요  

  한 병원, 사무실, 상점, 호텔까지 모바일  

  비즈니스 가능성 타진

 무인양품 
Gacha

- 폭우, 안개, 폭설 등의 악천후 날씨에  

  도 운행 가능한 셔틀 테스트 수행

- 이케아, 무인양품 등 생활공간의 일부  

  로서 자율 주행 셔틀 제안

보쉬
셔틀

- 미래의 자율주행 기술을 주도할 부품  

  업체에서 제안한 모델

- 다품종 소량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저  

  속 자율주행 셔틀은 OEM과 부품업체  

  간의 협업으로 개발되는 사례가 늘어  

  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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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운행사례 연구 분석 및 시사점

① 자율주행 연구는 구글, 테슬라. GM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레벨 5

의 본격적인 자율주행 연구와 중소 벤처 기업 및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저속 셔틀 자율주행 연구로 나눌 수 있다.

② 저속 자율주행 셔틀은 나라마다 프로젝트 이름은 다르지만 테스트 차

량은 대부분 Nvya사, Easymile사 모델을 채택하여 각 도시의 교통

환경에 맞게 프로그램하여 운행된다.

③ 주로 지정된 구간, 단지 등을 운행하기 때문에 도로 변수와 기술적,

법률적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워 앞으로 다양한 사용성을 갖는 셔틀이

개발이 출현 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저속 자율주행 셔틀은 간결한 외형으로 개성

보다는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이동 서비스에서 나아가 도시 환경을

이루는 공공 구조물로서 키오스크, 푸드트럭, 배달 물류 셔틀, 노상

공연 무대 키오스크 등의 용도 활용될 수 있다.

④ 특히 3D 프린팅 제조 공법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차체개발, 모듈화 파

워트레인, 개방형 모빌리티 플랫폼 등 여러 가지 개발 소스에 의한

부품 수급이 가능해서 자율 주행 요소 기술을 가진 전문 중소기업 및

대학 간의 컨소시움 개발도 가능하다.

⑤ 교통이 한가한 특정 지역이나 지방 소도시. 농어촌 단위로 맞춤형 개

발을 통해 군집주행, 수요대응형 주행 등으로 맞춤형 대중교통과 교

통 소외지 물류 수송에 기여할 수 있다.

⑥ 평균 4억여 원의 라이다, 레이더 등 핵심 부품의 높은 가격으로 초기

시장에는 개인보다는 차량 공유업체 및 공공기관, 지자체를 중심으로

복지형 이동수단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⑦ 저속 자율주행 셔틀 개발은 차량의 전장 부품 비율을 높이고 타 산업

과 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의 연결성, 융합성, 생태성을 강

조하는 중소기업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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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율주행차 선택 수단 분석

미래의 자율주행차 이용 의향과 수단 선택 조사에 대한 교통연구원 연

구결과에 따르면 자율주행택시와 자율주행셔틀에 대한 이용 의향이 약

5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실행 방안으로는 카풀서비스,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정책, 공유형 모빌리티 서비스의 친환경차 우선 보

급, 지역단위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사업 확대, 실증사업을 위한 자율주행

전용차로 확보를 제시하였다. 중장기 실행방안으로는 자율 주행기반 서

비스와 대중교통의 통합운영체계 지원, 주행거리 기반 세제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중심 연구개발 지원, 순차적인 자율주행차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도시계획단계에서 대중교통, 중심 네트워크 강화, 주차

공간 축소에 따른 공간 활용과 서비스 차량을 위한 전용 공간 확보를 제

시하였다18).

그러나 자율주행 택시와 셔틀에 대한 크기, 스펙, 운영 서비스 체계,

교통 인프라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

연구원 연구19)에 따르면 완전자율주행 기술에 따른 핵심 스마트 모빌리

티 서비스는 자율주행 택시와 자율주행 셔틀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로 인해 Door-to-Door 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대중교통은 높은 정시성, 가격 경쟁력, 자율주행 서비스로 인한

접근성 높아지고 미래 도로 환경 변화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

다. 특히 멀티 모달(Multi nodal) 통행패턴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연령층과

교통약자 층의 이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41>은 컨설팅

회사인 Bax&Company의 자율주행기술이 완성되면 로봇택시와 자율주행

셔틀이 미래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을 전망하였다.

18) 박지영 외2명(2017)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의 파급효과와 대응전략, 한국교통

연구원
19) 홍상연, 김원호, 유경상, 박세현(2019),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방안, 서울연구원,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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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단계별 교통시스템의 변화(출처https://baxcompany.com)

① K-City 자율주행 시험 테스트 도시 조성

미국 기술조사업체인 내비건트 리서치는 자율주행차 관련 세계 시장규

모가 오는 2020년 210조원, 2035년 1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 M-City, 일본 J-Town, 중국의 Nice-City 등 주요 선진

국은 자율주행차 시험장을 이미 구축했으며 운영 중에 있다20). 이런 추

세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도 경기도 화성에 자율주행차 실험을 위한 가

상 도시인 K-City를 2018년에 완공하였다. K-City는 미국의 M-city 보

다 2.7배 큰 규모(36만 m2 약 11만평)이다. M-city는 주로 시가지 중심

으로 평가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자율주행차 실험이 어려운 반면

K-city는 자동차 전용도로, 도심부, 스쿨존, 교외도로, 자율주차 등 5가지

평가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세계 최초로 5G통신망을 구축하여 자율주

행에 따른 도시교통환경. 도로에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기

술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으며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누구나 K-City

의 모든 환경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실증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21)

20) 자료 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1) 문영준 외6명 (2017),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실험환경기획, 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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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City
(한국)

M-City
(미국)

Nice-City
(중국)

J-Town
(일본)

구축
년도

 2018년 2015년 2016년 2017년

운영
기관

자동차안전
연구원
(KATRI)

미시간대학교 상해국제기차
일본자동차

연구소
(JARI)

면적
36만m2

 (약 11만평)
13만m2

 (약 3.9만평)
500만m2

 (약 151만평)
15만m2

 (약 4.5만평)

특징

-14개 시험로   

 운행

-ITS 시험로 시  

 가지. 국도 등  

 재현

-자율주행 연속  

주행 시험 가능

-5개 교통 환경

구축(도심부, 커

뮤니티부 등)

-학교부지에 별  

 도의 실험도시 

구축

-도로, 가전물,  

 교차로, 횡단

보도,지하차도 

등으로 구성된

도시와 자길길, 

철도건널묵,  4

차선도로 등교

외부를 재현

-자딩자동차 파

크 통지대 자딩 

캠퍼스 일대 시

험 도로 15km 

조성

-스마트 커넥티

드 차량에 29

종 테스트 환경

을 제공

-영화세트장과 

비슷한 빌딩모

형, 도로, 무선

통신 교란 장비 

등으로 구성

-일본자동차연

구소(JARI) 관할 

구역 내 벌도의 

실험도시 구축

개요

[표 7] K-City와 해외 유사 시설 비교( 출처:국토교통부)

② 서울시 상암 DMC 자율주행 셔틀 시범운행

서울시 마포구 상암 DMC 단지 내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기점

으로 주요 거점을 순환하는 버스로 대중교통에 '커넥티드카'기술을 적용

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커넥티드카는 5G 기술의 빠른 속도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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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도 정보처리 속도를 0.1초 내로 처리가 가

능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 경고 할 수 있다. 시범 운영은 셔틀 버

스 1600대, 셔틀 택시 100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셔틀은 중앙차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방 추돌, 차로 이탈, 무단횡단 보행자 알림 등 위험

알림 서비스를 적용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미국 등 선진국도 자율주

행 서비스를 무인 택시와 무인 택배에 가장 먼저 도입했다. 민간 차량에

자율주행 센서를 달기에는 비용 부담이 커 상용화의 첫 단계로 택시나

셔틀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셔틀은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적

은 신도시, 연구단지 등에 지하철을 구축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

에 순환 셔틀 개념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효율적이다.22)

<그림 42> 서울시 상암 DMC 내에 자율주행 셔틀 운행노선(출처:서울시)

22) 신우재 (2019), 서울시 5G 자율주행(C-ITS) 테스트배드 구축, 서울디지털재

단, 디지털 미래 서울, Vol6,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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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한양도성 내 교통 인프라 체계

1. 한양도성 내 교통 인프라 현황

1) 지역현황

한양도성 내 역사 도심은 총면적 16.7km2으로 600년간 수도 서울의 정

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이다. 지리적으로 내사산(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으로 인구는 9만 6천

명이이며 인구밀도는 7,930인/km²이다. 한양도성 내 도시평면의 변천 과

정을 보면 크게 3가지 권역별 특성이 공존한다. 첫째, 조선시대부터 내려

온 유기적 형태의 골목과 소규모 필지로 된 평면이다. 그동안 도심 재개

발에서 불규칙하고 무질서한 도시 조직으로 취급되며 대대적으로 철거되

어 그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둘째, 격자형 소가구 소필지로 구성된

도시평면으로 대부분 한국전쟁 후 복구계획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된 지구로, 관철동지구와 명동지구가 대표적이다. 셋째, 격자형의 중

가구 대필지 도시평면으로 도심재개발로 만들어진 대규모 가구들로 1970

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형태로 20층 내외의 대형 업무용 건물이 주

를 이루는 도시평면이다.23)

한양도성 내 역사 도심은 서울의 중심으로써 오랜 생활 터전이었기 때

문에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2.9％)과 인구(1％)에 비해 사업체와

종사자가 밀집되어 있다. 지역 내 사업체는 7만 8천개(9.5％), 종사자는

59만3600명(11.6％)이다. 이 중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수는 6만 5천

개로 전체 사업체 중 92.1%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이용을 보면 상업 및

업무지역이 약 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송·물류가 중요한

도매, 소매업이 한양도성 내 전체 업체의 절반(45.6％) 정도다. 제조업은

14.9％를 차지한다. 숙박, 음식점도 13％에 달하고 주거면적은 7.0%이다.

23) 김기호(2015), 역사도심 서울. 한울출판사,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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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 지역의 시가화 면적은 13,238,500㎢로, 주로 주거지 용도지역

(60.23%)과 상업용도지역(39.77%)으로 지정되어있다. 시가화 지역 중 일

반상업지역의 비율이 37.34%로 한양도성 내 가장 넓은 면적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36.78%,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63%, 제3종 일반주거지역 4.27%, 중심상업지역 2.43%, 준주거지역

1.55%로 용도지역 지정 운영 중이다.24)

<그림 43> 한양도성 내 권역별 특성(출처:서울연구원, 용도지역지구도, 2017 기준)

24) 서울특별시(2018),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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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체 종사자

수(개) 비율 수(명) 비율

 농업, 임업 및 어업 1 0.0% 16 0.0%

 광업 3 0.0% 5 0.0%

 제조업 11,637 14.9% 32,257 5.4%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13 0.0% 1,435 0.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 0.0% 154 0.0%

 건설업 474 0.6% 31,028 5.2%

 도매 및 소매업 35,596 45.6% 109,529 18.4%

 운수업 1,707 2.2% 21,066 3.5% 

 숙박 및 음식점업 10,116 13.0% 52,968 8.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94 2.2% 43,950 7.4%

 금융 및 보험업 1,720 2.2% 85,530 14.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26 2.7% 14,317 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021 5.2% 58,454 9.8%

[표 8] 한양도성 내 산업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자료: 서울연구원. 2017년 기준

구 분 면적(㎡) 비율

제1종일반주거지역 4,868,575 36,78%

제2종일반주거지역 2,334,348 17.63%

제3종일반주거지역 565,505 4.27%

준주거지역 205,239 1.55%

중심상업지역 321,418 2.43%

일반상업지역 4,943,415 37.34%

시가화지역 13,238,500 100.00%

[표 9] 한양도성 내 용도지역별 면적 및 비율

     자료: 서울연구원, 2017년 기준(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시가화 지역만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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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 현황

한양도성 내 단위면적당 교통량은 뉴욕 도심의 1.5배, 도쿄 도심의 1.9

배, 런던 도심의 3.7배로 매우 높은 편이다. 뉴욕 맨해튼의 미드타운과

다운타운, 런던의 혼잡통행료 징수구역, 도쿄의 지요다구 일원 등 도시

마다 서울 도심권 한양도성 안 지역과 비슷한 면적을 갖는 지역의 교통

량을 비교한 것이다.25) 반면에 서울 대중교통은 지하철역 밀도나, 단위

면적당 버스 노선 수에서 해외 유수 도시와 견주어도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한양도성 내 일평균 자동차 유입량 비교

                  자료 : 서울연구원. 보행친화 도시 시즌2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25) 유경상, 김승준, 윤규근(2016), 도로 공간 재편에 다른 승용차 이용자 행태

변화. 서울연구원,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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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등록

대수
112,164 113,425 116,337 108,007 105,592 102,805 101,075 102,368

[표 10] 한양도성 내 자동차 등록 댓수(단위: 대)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12월 기준)

① 유출입통행량

한양도성 내 총교통량은 1,300,143대이며 승용차가 839,655대로 64.6%

를 차지한다. 화물차 및 버스가 298,586대로 22.9%, 택시가 161,902대로

12.5%이다. 이중 하루 역사도심을 통과하는 차량은 1,253,712대로 96.4%

를 차지하는 반면 내부 교통량은 46,431대로 3.6%에 불과하다.26)

주이용수단 통행 수 비율

승용차 416,620 25.6%

대중

교통

버스 226,176 13.9%

지하철 428,783 27.0%

버스+지하철 199,169 12.2%

택시 199,740 12.3%

화물/기타 88,193 5.4%

기타 버스 31,284 1.9%

도보/자전거 22,763 1.4%

철도/KTX 3,422 0.2%

합계 1,626,152 100.0%

[표 11] 이용수단별 한양도성 내 지역 유입통행 수 및 비율(서울 및 수도권 기준)

26) Ibid., pp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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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목적통행량

목적별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귀가(35.9%), 출근(22.0%), 업무(14.3%)

의 통행 순으로 높은 통행량 비율 차지한다. 총 목적 통행량은 2010년부

터 2013년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다.

③ 수단통행량

수단별 통행량은 한양도성 내에서는 지하철/전철 수단분담률이 47.9%

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지하철/전철 수단분담률 다음으로 승용차 18%,

버스 16%로 나타난다.

구분 도보 자전거 버스 지하철 승용차 택시 기타 합계

통행량 187,320 8,392 809,115 2,300,550 867,867 433,887 193,335 4,800,465

분담률 3.9% 0.2% 16.9% 47.9% 18.1% 9.0% 4.0% 100.0%

[표 13] 한양도성 내 수단 분담률 현황 (단위: 통행)

  자료: 수도권교통본부, 2017, 2016년도 수도권 여객기·종점 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

통행목적 통행 수 비율

배웅 8,620 2.1%

귀가 11,500 2.8%

출근 184,198 44.2%

등교 6,055 1.5%

학원 3,639 0.9%

업무 112,623 27.0%

귀사 15,631 3.8%

쇼핑 22,995 5.5%

여가 30,183 7.2%

기타 21,177 5.1%

합계 416,620 100.0%

[표 12] 통행목적별 한양도성 내 지역 유입 승용차 통행 수 및 비율

   자료: 수도권교통본부, 2017, 2016년도 수도권 여객기·종점 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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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중교통

◾지하철
한양도성 내의 지하철은 1-5호선으로 총 5개의 도시철도 노선 통과하

고 15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며 2017년 기준 승하차 인원이 10만명을 넘는

지하철역은 종로3가(1, 3, 5호선)이며 시청, 을지로입구, 동대문역사공원

역이 일평균 9만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역명 승하차인원 구분 역명 승하차인원

1
종로3가

(1,3,5호선)
116,588 9

회현
(4호선)

62,000

2
시청

(1,2호선)
96,636 10

을지로3가
(2,3호선)

59,263

3
을지로입구

(2호선)
96,516 11

안국
(3호선)

53,606

4
동대문역사문화공원

(2,4,5호선)
90,126 12

종로5가
(1호선)

52,252

5
종각

(1호선)
87,897 13

경복궁
(3호선)

50,819

6
명동

(4호선)
82,467 14

을지로4가
(2,5호선)

34,782

7
광화문
(5호선)

74,699 15
동대입구
(3호선)

25,005

8
충무로

(3,4호선)
64,520 합계 1,047,177

[표 14] 한양도성 내 도시 철도 승하차 인원 (단위: 명/일)

     자료: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지하철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 2017년 기준

구분 서울 도쿄 뉴욕 런던

역밀도
(개/㎢)

0.5 0.46 0.59 0.17

평균 수송인원
(명/일·km)

22,287 30,359 12,954 8,894

[표 15] 주요도시 지하철 인프라 비교(출처: 서울연구원, 2017, 서울과 세계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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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현재 한양도성 내 버스노선 수는 가로별로 2-59개까지 운영 중이며,

세종대로 남측 구간에 가장 많은 약 60개의 노선이 운행 중이다. 특히,

세종대로 및 주변도로를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운행 횟수는 일일 약

4,400회(첨두시 387회)로 높으며, 많은 버스 노선들이 도심을 회차 공간

으로 이용한다. 이와 같은 특정 도로구간에 버스 운행이 집중되어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 특히 세종대로, 남대문로, 종로, 삼일대로

구간에 시간당 약 200대 이상의 버스가 운행 중이다. 버스 정류장 승하

차 인원은 롯데백화점, 롯데영프라자, 종로2가, 종로3가 정류장의 총 승

하차 인원이 10,000명을 초과하며, 노선버스 운행 횟수가 많은 도로 구간

과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7)

<그림 45> 도심권 가로별 버스 노선 수

                   출처: 서울연구원, 2016, 보행친화도시 시즌2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27) 서울특별시(2018)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 pp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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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류장명 승하차인원 구분 정류장명 승하차인원

1 롯데백화점 12,648 6 종로1가 9,403

2 롯데영프라자 11,672 7 명륜3가, 성대입구 8,714

3 종로2가 10,244 8 북창동, 남대문시장 8,400

4 종로3가 10,222 9 세종문화회관 8,293

5 남대문시장.신한은행 9,762 10 종로3가 8,033

[표 16] 한양도성 내 상위 10개 버스정류장 승하차 인원(단위: 명/일)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17년 기준

3) 도로 인프라 현황

① 주요간선도로

현재 한양도성 내를 경유하는 도시고속도로 노선은 없고, 19개의 주요

간선도로가 있다.

◾동서축(8개) : 사직로, 율곡로, 새문안로, 종로, 청계천로, 서소문로, 을
지로, 퇴계로

◾남북축(11개) : 세종대로, 우정국로, 남대문로, 소공로, 삼일대로, 돈화
문로, 충무로, 창경궁로, 대학로, 동호로, 장충단로

주요 간선도로의 구간별 교통량은 세종대로 세종대로 사거리와 시청교

차로 구간의 교통량이 6,408대/시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 구간이다.

현재 종로, 율곡로, 청계천로, 을지로, 퇴계로 등 5개의 도로가 도심의 주

요 동서 간선축의 역할 담당하고 있으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 등 도로별 진행 사업 등으로 간선 기능이 약화되어 우회

간선 기능 사라지고 있다. 역사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의 보도 폭원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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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5m 이하로 운영되며, 도로 양측의 보도 폭원이 다르거나, 구간마다

폭원이 달라지는 곳도 많다. 또한 주로 생활도로여서 다양한 도로폭, 유

형과 체계, 굴곡이 심한 지형 조건으로 경사도 편차를 가지고 있어 자율

주행 셔틀이 운행하기에는 악조건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불리한 조

건이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을 축적하는데 좋은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

다. 자율주행 셔틀 운행에 맞춰 복합교통기능을 고려한 도로 위계 체계

가 만들어져야 한다. 28)

<그림 46> 한양도성 내 도로 및 보도 폭원 현황

                                 출처: 서울시. 2018.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

28) Ibid.,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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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간
연장
(m)

차로
수

교통량
(대/시)

속도
(km/h)

퇴계로

서울역 회현사거리 820 6 3,909 26.11

회현사거리 퇴계로2가교차로 620 8 5,194 25.45

퇴계로2가교차로 퇴계로5가교차로 1,230 6 3,964 26.51

퇴계로5가교차로 한양공고앞교차로 770 6 1,980 23.23

청계천로
청계광장교차로 청계2가사거리 834 2 870 18.29

청계2가사거리 청계7가교차로 1,541 4 932 19.98

우정국로 안국동사거리 종각역 565 6 3,051 23.98

남대문로

종각역 을지로입구역 460 8 2,716 20.48

을지로입구역 한국은행앞사거리 473 8 2,983 22.16

한국은행앞사거리 숭례문교차로 474 6 2,550 22.07

새문안로 서대문역교차로 세종대로사거리 947 6 3,827 32.02

종 로

세종대로사거리 종로2가교차로 952 8 4,574 24.44

종로2가교차로 종로5가교차로 1,268 8 3,509 27.28

종로5가교차로 흥인지문사거리 636 8 4,011 26.09

을지로
서울광장 을지로3가역 993 6 2,977 24.72

을지로3가역 한양공고앞교차로 1,668 6 2,589 27.22

세종대로

광화문삼거리 세종대로사거리 605 10 5,231 29.04

세종대로사거리 시청교차로 681 10 6,408 25.88

시청교차로 서울역 878 8 4,681 27.53

삼일대로
안국역교차로 종로2가교차로 742 6 1,634 20.6

종로2가교차로 퇴계로2가교차로 1,010 6 3,619 18.85

돈화문로 창경궁삼거리 을지로3가역 1,234 2 1,013 23.79

충무로 청계3가사거리 충무로역 783 4 993 24.77

창경궁로
원남동사거리 종로4가사거리 568 4 1,817 24.38

종로4가사거리 퇴계로4가교차로 935 4 1,132 23.09

대학로
혜화동로터리 이화사거리 1,000 6 2,556 24.71

이화사거리 청계5가교차로 709 4 1,526 20.59

동호로 청계5가교차로 퇴계로5가교차로 716 8 2,336 24.4

소공로

서울광장 한국은행앞사거리 400 5 1,765 20.15

한국은행앞사거리 회현사거리 186 10 1,765 20.15

회현사거리 남산3호터널북단 485 8 2,990 57.68

서소문로 덕수궁앞사거리 경찰청앞사거리 671 6 764 29.89

사직로 독립문역사거리 안국동사거리 2,153 6 5,103 32.64

율곡로 안국동사거리 흥인지문교차로 2,663 6 5,503 30.66

장충단로
청계6가사거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사거리 600 8 2,953 18.64

동대문역사문화공원사거리 광희동사거리 230 8 2,956 20.35

[표 17] 한양도성 내 주요 간선도로 구간별 교통량 및 속도
     자료: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TOPIS), http://topis.seoul.go.kr (통행속도), 2016년 기준

http://top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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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 셔틀 운행을 위한 요구사항

1) 포용적 디자인(Inclusive Design)을 적용한 복지교통 도입

서울 시민 4명 중 1명은 교통약자, 그중 고령자가 50.4%, 영유아 동반

자가 18.4% 이다.29) 고령자, 휠체어사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

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포용적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버스정류장, 도로

시설, 교통정보체계 등의 교통 인프라를 재정비한다. 승하차가 용이한 구

조와 장비 설치로 언제 어디서든지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

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생활도로 지역에서 복지차원의 공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배려한다.

<그림 47> 서울시 교통약자(출처:서울연구원 도시정보 센터)

2) 퍼스널모빌리티를 통한 연결성 확대

집을 나서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을 위해 자율주행 셔

틀이 비어 있는 서비스 공간을 퍼스널모빌리티가 끊김없이 연결

(Seamless Mobility)한다. 퍼스널모빌리티는 도시의 이동의 흐름과 평균

속도를 낮춰주고 주차 공간의 제약도 적어 대중교통 시스템과 연계하는

데 적합하다. 다양한 형태로 운행이 가능하고 휴대가 간편해서 마을버스

와 지선버스의 대체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 셔틀의 공간 구성도 퍼스널

모빌리티로 휴대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29) 서울연구원(2018), 데이터로 그리는 서울 2, p34



- 60 -

3) 공유도로 개념 도입

공유도로는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도

입해 방문객 유도나 교통안전 측면에서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기존

도로를 차선 조정,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대중교통, 보행자와 자율주행차

가 공존하는 커뮤니티 도로로 재정비한다. 업무용. 상업용 차량은 시간대

별, 요일별 운행 시간을 배정하여 전용 주 정차시스템을 도로 설치하여 생

업에 지장을 최소화한다. 도로공간 재편은 기본적으로 4차로로 운영하고,

버스 통행이 많은 도로는 6차로로 운영한다.

4) 공유교통체계 운영

8인승 및 16인승 차량을 힘께 타면 현재 차량수의 10%만으로도 도시

의 일반적 일일 이동 패턴을 충당할 수 있다.(2016, 2015년, OECD 국제

교통포럼). 자동차 공동 이용시스템과 수요대응형 교통시스템을 포괄하

여 모든 교통수단을 네트워크로 연계시킨 통합 교통서비스를 제공한

다.30)

<그림 48> 오픈 플랫폼 자율주행 셔틀은 공유경제, 공유 교통으로 다양한 사용성을 

제시하여야 한다(출처:클리오 디자인)

30) 오재학, 박준식, 김거중(2014). 공유기반 교통시스템 구상. 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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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간교통 인프라

역사도심 외곽에 있는 환승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바로 위로 올라

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퍼스널모빌리티를 타고 한양도성 내로 이동할

수 있다. 도심의 주요 대중교통 결절점에 대형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지하와 지상부의 대중교통 시설과 연계한 환승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

시 거점에서 외부 교통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시설, 인공지반에 의한 보

행 네트워크, 그리고 여러 층의 보행공간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시설 등

은 공간교통의 개념을 바탕으로 구상할 수 있다.

3. 자율주행 셔틀 전용지구 지정 시 고려사항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시민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등급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많은 시민은 현재 서울시 방안보

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를 바라고 있

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민 인식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반대 의견을 가

진 시민의 특성을 살피고 공공 협의를 바탕으로 수용성을 더욱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31) 따라서 자율주행 셔틀 전용 차선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

민의 자발적인 호응이 중요하다.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

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노선 선정과 운영체계를 계획해야 한다.

1) 전용지구 운영 목표

① 셔틀 운행에 따른 보행자 친화 거리를 조성함으로서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도심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주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점을 적극 홍보

31) 황인창외2명(2019),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방안. 서울연구원



- 62 -

② 도로 다이어트로 늘어나는 공간 및 주차장, 보도 공간을 이해관계자

들이 공유경제 기반 인센티브 대여 공간 및 사회 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③ 자율 주행 셔틀 전용지구 내 승용차 전면 통제보다는 생업에 필요한

차량들에 대한 부분적 출입 허용과 거주자의 친환경 자동차 구입 지

원 등 탄력적 운영 방안

④ 기존의 지하 교통 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도심 관통 지하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도심 통과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⑤ 교통관련 정보를 통일성 있게 단순화하여 불필요한 표시판, 교통 시

설물들을 정비하고 보행 안전 및 활동에 지장을 주는 요소들 최소화

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동 패턴 분석으로 시민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 및 교통수요관리 정책 시행

2) 역사도심내 거주자 및 이해관계자

① 기존 승용차 및 화물차 접근성 저하에 따른 거주자 및 이해 관계자

불편 사항 해소 대책

② 고객 접근 수단 변경에 따른 상권 및 상인간의 이해 관계 상충을 해

소할 방안

③ 한양도성 밖 주변 지역의 교통량 증가로 지역 주민들의 불만 야기 해

소와 환승 및 우회도로 체계

④ 운행 허용 혹은 금지 차량 선정을 시간대별, 요일별로 차등 운영하여

정책의 유연성 확보

⑤ 상인들의 생업을 위한 제품 운반을 고려한 시설물의 적절한 공간 배

치 및 인프라 개선

⑥ 제도 운영에 따른 위반 차량 벌금 및 과태료 수입의 분배 및 재투자

를 통한 교통 기반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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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율주행 셔틀 운영 체계

1. 자율주행 셔틀 노선 선정 기준

자율주행 셔틀 전용 노선 운영은 승용차 도심 진입을 억제하는 교통수

요관리를 통해 통행 수단에 따라 달라지는 교통의 편의 안전, 쾌적함으

로 교통의 질을 높여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도심을 활성화 하는

것이 일차 목표이다. 그동안 버스, 지하철 등 기존의 대중교통 운영체계

는 교통량, 이동 인원수, 통행 빈도수에 따른 경제성, 효율성 측면을 고

려하였다면 자율주행 셔틀은 도심내 거주민, 외국인 관광객,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과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노선을 운영한다. 실시

간 제공되는 교통정보, 개별 맞춤형 교통 수요를 토대로 시간대별, 요일

별로 탄력적으로 노선을 조정한다. 노선은 도로의 길이, 폭원, 활력도, 생

활권, 역사적 명소 등으로 구분하여 셔틀 운행의 지선과 간선, 환승 지역

을 설정한다. 셔틀의 통행속도, 운행 횟수 등을 가변적으로 조정하여 언

제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한 보행자와 공존하는 운영체계를 제공한다.

노선 선정 기준은 서울시가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 종합대책 일환으로

계획 중인 19개 간선도로의 도로 다이어트 계획에 따라 일차적으로 정한

다. 이후 교통수요관리, 도심활성화, 대중교통 연계성, 보행환경 개선 등

을 기준으로 세부 지표를 설정한다. 또한 역사도심 내 교통량 평가를 위

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 교통 DB 데이터를 근거로 차량주행거리, 온실

가스배출량, 혼잡, 지체 등의 가공된 2차 데이터를 참조하고 나아가 차량

운행비용, 혼잡비용 등과 같은 3차 지표를 고려하여 정한다.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대부분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이동성(mobility), 정시성(Reli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안전성

(Safety) 환경성(Environment), 경제성(Cost)의 6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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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 관광객 수, 주차장 면적. 교통수단 분담률, 도

로 인프라 등은 기타 항목으로 추가 구성하였다. 6대 노선 선정 기준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교통 네트워크 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국

가들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들 참조한다.

<그림 49> 자율주행 셔틀 노선 선정 평가기준

2. 자율주행 셔틀 노선 선정 평가지표

앞서 선정한 6대 노선 선정 기준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존 교통 네트

워크 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들 참조하

여 7대 항목별 29개 세부지표로 선정하였다. 객관적 기준에 의한 노선

선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변수와 정량적 지표를 산정해야만 정확한 노선

선정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은 정량적 지표에 의한

검증보다는 기존 DB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일반지표를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 참조하여 우선순위 및 가중치를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도로 다이어트 계획과 기존 차량이 빈번한 사업

밀집지역 및 관공서 지역은 지표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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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기준 평가지표

이동성

(Mobility)

평균주행속도

평균주행시간

교통량

대중교통 이용객수

정시성

(Reliability)

차량주행거리

여객차량 주행거리

대중교통 혼잡률

대중교통 주행속도

접근성

(Accessibility)

평균접근 통행시간

대중교통 노선수

대중교통 노선수

연계지하철 역 및 버스정류장 개수 밀도

VKT(대/km)

환승율

안전성

(Safety)

VKT(대/km)당 사고율

VKT(대/km)당 사고건수

VKT(대/km)당 사망자수

VKT(대/km)당 부상자수

환경성

(Ecology)

VKT(대/km)당 온실가능 배출량

VKT(대/km)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경제성

(Cost)

VKT(대/km)당 교통혼잡비용

VKT(대/km)당 연료소모비용

VKT(대/km)당 교통사고비용

VKT(대/km)당 차량이용비용

인프라

(Infra))

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주차면수/교통량

교통수단 분담률

도로 길이 및 면적

주차장 면적

[표 18] 자율주행 노선선정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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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 주행 셔틀 노선 제안

자율 주행 노선은 도로의 유형, 이동 점유 주체, 이용자 특성, 기능 등

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기본적으로 간선경로와 지선경로로 분류하고 간

선경로는 버스, 지하철 정류장 환승과 연계한 경로가 2개 이상인 다중경

로로서 통행시간대, 교통량, 환승통행량을 기준으로 최단거리를 산출하여

결정하고 시간대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행한다. 지선 경로는 고궁, 박물

관, 관광지, 관공서 등을 경유하는 순환적 경로로서 주로 외국인과 관광

객을 중심으로 운행된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도로

다이어트 계획과 연계하여 순환선 4개, 다중경로 4개 등 총 8개 노선을

정하였다.

1) 자율주행 셔틀 노선 선정 프로세스

셔틀의 노선선정 방법은 1단계로 서울역을 기점으로 역사도심 내 16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간선 순환 노선을 선정한다. 도심의 네트워크 형태

와 이용 수요 특성을 기반으로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으로 최

적의 노선 대안을 설정한다. 첫 번째 분석 대안으로는 지하철 역간을 최

단거리로 순환하는 노선이다. 두 번째 분석 대안은 최단거리에 승차인원

을 더하여 순환 노선을 설정한다. 세 번째 분석 대안은 역간 통행거리와

승차인원 영향도를 고려한 중력모형 기반으로 순환노선을 설정하였다. 2

단계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을 연결하는 기능별 지선 순환노선을 선정

하였다. 역사도심 내 242개 버스정류장 중에서 승차인원이 많은 56개 버

스정류장을 대상으로 간선 순환선과 연계된 지선순환체계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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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간선 순환노선(도심 지하철역 중심)

분석기준 역사도심 내 16개 지하철 역(출발지점 :서울역)

분석방법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

⦁분석대안 1 : 지하철역 간 최단거리 순환노선

⦁분석대안 2 : 최단거리 + 승차인원 순환노선

⦁분석대안 3 : 중력모형 기반 순환 노선

2단계

지선 순환노선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을 연결하는 중심)

분석기준 역사도심 내 242개 버스정류장

분석방법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

⦁승하차 인원이 많은 56개 정류장을 대상으로 간선 순환노선과   

  연계된 지선 순환체계 설정

⦁역사문화 순환노선

⦁관광명소 순환노선

⦁도심내부 상권노선

[표 19] 간선-지선 순환노선 체계 선정 프로세스

2) 간선 순환노선(도심 지하철역 중심의 간선 순환노선) 설정

① 분석대안 1: 지하철역 간의 최단거리 순환노선

16개의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역간 최단거리를 중심으로 노선

을 선정하였다. 지하철역간 통행거리는 [표 20]과 같으며, 최단거리로 모

든 역을 통과하는 노선은 [표 21]와 같다.

Minimize Z

 






subject to :

  
  

여기서  : 역간 통행거리(km)

i, j : 16개 지하철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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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지하철역간 통행거리(2018년 5월)                            (Km)

　 서울역 회현 명동 충무로 을지로3가을지로4가동대문역사 동대문

거리(km) 0 0.89 1.46 1.17 0.79 0.66 0.84 1.15

누적(km) 0 0.89 2.35 3.52 4.31 4.97 5.81 6.96

[표 21] 최단거리 수단노선

종로5가 종로3가 종각 광화문 경복궁 안국 을지로입구 시청 서울역

0.75 0.86 0.79 0.61 0.85 1.09 1.28 0.5 1.7

7.71 8.57 9.36 9.97 10.82 11.91 13.19 13.69 15.39



- 69 -

지하철역 (2018년 5월)
유임 총인원 

(인/월)
무임 총인원 

(인/월)
총인원 (인/월)

1 시청 2,670,151 312,464 2,982,615

2 서울역 4,961,901 668,063 5,629,964

3 광화문(세종문화회관) 2,077,499 171,749 2,249,248

4 경복궁(정부서울청사) 1,543,659 196,380 1,740,039

5 안국 1,486,931 281,637 1,768,568

6 종로3가 2,648,325 1,139,347 3,787,672

7 회현 1,567,544 481,955 2,049,499

8 명동 2,371,280 158,825 2,530,105

9 을지로입구 2,805,561 226,510 3,032,071

10 을지로3가 1,631,908 303,930 1,935,838

11 을지로4가 836,653 282,536 1,119,189

12 동대문역사문화공원 2,589,433 286,561 2,875,994

13 동대문 2,042,124 629,585 2,671,709

14 종로5가 1,087,025 576,505 1,663,530

15 충무로 1,835,334 269,760 2,105,094

16 종각 2,296,668 320,489 2,617,157

최대 4,961,901 1,139,347 5,629,964

최소 836,653 158,825 1,119,189

[표 22]  지하철역별 승하차 인원 (2018년 5월)

② 분석대안 2 : 최단 거리•승하차인원 순환노선

분석 대안 2는 최단거리만을 중심으로 최선노선을 산정한 것(대안 1)은

이용자들에게 효율성을 낮을수도 있는 만큼 최단거리에 역사별 승하차

인원을 고려하여 노선을 선정하였다. 승하차 인원은 각 지하철역사의 승

하차인원 별 가중치(1.0 – 2.0)를 부여한 뒤 최단 노선에 적용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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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적용한 결과 [표 23]과 같으며 최단거리로 모든 역을 통과

하는 노선은 [표 24]과 같다.

M inimize Z → Z = 




 

subject to :  > 0

     

 
 > 0 i ≠ j

 : 역간 통행거리 (km)  : 지하철역 i의 승하차인원 (인/월)

 : 지하철역 i의 승하차인원 가중치 (1.0–2.0) i, j : 16개 지하철 역사

[표 23]     } : 지하철역의 승하차인원 가중치 입력자료 

　 서울역 회현 명동 충무로 을지3가 을지4가
동 대 문
역 사

동대문

가중치 0 1.34 1.03 0.95 0.57 0.45 0.42 1.02

누적 0 1.34 2.37 3.32 3.89 4.34 4.76 5.78

[표 24] 최단거리 수단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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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5가 종로3가 종각 광화문 경복궁 안국 을지입구 시청 서울역

0.63 0.53 0.86 0.51 0.64 0.7 0.82 0.46 1.55

6.41 6.94 7.8 8.31 8.95 9.65 10.47 10.93 12.48

③ 분석대안 3 : 중력모형 기반 (역간 통행거리와 승하차인원의 영향도

최대화) 순환노선

분석 대안 3은 역간 통행거리와 승하차인원의 최대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중력모형인 승하차 인구가 커질수록 영향력이 늘어나고, 거리가 멀

어질수록 영향력이 줄어드는 이론적 기반으로 산정하였다. 중력모형 기

반은 분석대안 1및 분석대안 2와는 달리 승하차 인원 및 통행거리에 가

중치를 적용하여 실제 이동량의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이다.

Maximize ZZ → ZZ = 



 



  

→ M inimize Z → Z = 




  


  

subject to:  > 0

  

 ⨯   

 ⨯
 > 0 , > 0,  > 0 , i ≠ j

 : 역간통행거리 (km)  : 역간통행거리의가중치 i, j : 16개 지하철역사

 : 지하철역 i의 승하차인원 가중치  : 지하철역 i의 승하차인원 (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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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   


  
 }: 중력모형의 거리와 승하차인원 가중치 입력자료 

　 서울역 회현 명동 충무로 을지로3가을지로4가동대문역사 동대문

중력 0 0.11 0.66 0.41 0.24 0.32 0.35 0.27

누적 0 0.11 0.77 1.18 1.42 1.74 2.09 2.36

[표 26] 최단거리 수단노선

종로5가 종로3가 종각 광화문 경복궁 안국 을지로입구 시청 서울역

0.2 0.19 0.1 0.1 0.29 0.62 0.49 0.04 0.27

2.56 2.75 2.85 2.95 3.24 3.86 4.35 4.39 4.66

④ 분석대안 설정 결과

1, 2, 3 분석대안 별 노선 누적지표 산출 결과는 최적해가 모두 동일한

노선 대안을 도출하였다. 모든 산출 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표 27]처럼

결과가 드러났다. 산출된 결과에 따른 한양도성 내 최적화된 셔틀노선은

<그림 50>]에서 처럼 서울역을 기점으로 퇴계로, 충무로 을지로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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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종로, 세종로를 통해 광화문, 안국역을 거쳐 우정국로 시청, 남대문로

에서 서울역을 이르는 순환 노선을 보여준다.

경유노선 순서

대안 1. 
최단거리 노선

대안 2. 
거리•승하차 인원노선

대안 3. 
중력모형 기반노선

거리 누적 가중치 누적 중력 누적

 2. 서울역 0 0 0 0 0 0

 7. 회현 0.89 0.89 1.34 1.34 0.11 0.11

 8. 명동 1.46 2.35 1.03 2.37 0.66 0.77

15. 충무로 1.17 3.52 0.95 3.32 0.41 1.18

10. 을지로3가 0.79 4.31 0.57 3.89 0.24 1.42

11. 을지로4가 0.66 4.97 0.45 4.34 0.32 1.74

12.동대문역사공원 0.84 5.81 0.42 4.76 0.35 2.09

13. 동대문 1.15 6.96 1.02 5.78 0.27 2.36

14. 종로5가 0.75 7.71 0.63 6.41 0.20 2.56

 6. 종로3가 0.86 8.57 0.53 6.94 0.19 2.75

16. 종각 0.79 9.36 0.86 7.8 0.10 2.85

 3. 광화문 0.61 9.97 0.51 8.31 0.10 2.95

 4. 경복궁 0.85 10.82 0.64 8.95 0.29 3.24

 5. 안국 1.09 11.91 0.70 9.65 0.62 3.86

 9. 을지로입구 1.28 13.19 0.82 10.47 0.49 4.35

 1. 시청 0.5 13.69 0.46 10.93 0.04 4.39

 2. 서울역 1.7 15.39 1.55 12.48 0.27 4.66

[표 27] 최적노선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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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최적노선 분석결과

2) 지선 순환노선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을 연결하는 노선의 기

능별 지선 순환노선) 설정

① 후보정류장 선정 및 지선 순환노선 설정

역사도심 내의 242개 버스정류장을 대상으로 [표 28]에 나타나는 승하

차 인원 범위별 정류장 수 분포의 변곡점을 기준으로 56개 버스정류장

을 선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지선 순환노선 선정은 역사 도심의 문화

관광, 쇼핑을 중심으로 기능별 8개 노선을 설정하였다.

① 역사문화 탐방 순환노선 : 고궁/박물관/미술관 체험 순환선, 북촌/서

촌 순환선

② 관광 명소 순환노선 : 창경궁로선, 북악스카이웨이선, 남산 순환선

③ 도심내부 상권 순환노선 : 대학로선, 종로선, 내부 도심 순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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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승하차 인원 범위별 정류장 수 분포 

승하차 인원

(천인/일)

정류장 수

(개소)

승하차 인원

(천인/일)

정류장 수

(개소)
0.0~0.5 73 10.0 1

0.5 24 10.5 3
1.0 26 11.0 2

1.5 20 11.5 1
2.0 17 12.0 0
2.5 10 12.5 2
3.0 7 13.0 1
3.5 9 13.5 0
4.0 5 14.0 0
4.5 6 14.5 0

5.0 4 15.0 0
5.5 4 15.5 0
6.0 3 16.0 1
6.5 5 16.5 0
7.0 1 17.0 0

7.5 5 17.5 0
8.0 3 18.0 0

8.5 2  18.5 1

9.0 3 19.0~20 2

9.5 1

[표 29] 정류장별 일일 승하차 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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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한양도성 내 버스 정류장 분포

<그림 52> 지선 노선도



- 77 -

3) 자율주행 셔틀의 간선-지선 순환노선 체계

<그림 53> 간선-지선-순환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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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환노선

한양도성 역사도심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환노선을 정한다. 체험

관광 목적으로 북촌, 서촌 순환선, 고궁, 박물관, 미술관을 순회하는 외곽

순환선과 도심 상가 밀집지역을 짧게 순환하는 내부 순환선 등이 있다.

또한 자연생태 및 전망 산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남산 순환선이 있다.

총연장 9.4Km

시발점

서울역을 시발점으로 남대문로, 세종대로를 거처 광화문,

경복궁, 창덕궁, 흥인지문, 동대문 시장,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명동 남대문 시장을 순환하는 노선

순환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순환점으로 관공서, 고궁, 전통

시장을 순환,

주요주변시설
7017 고가보행로, 덕수궁, 세종문화회관, 경복궁, 인사동, 

창덕궁, 흥인지문, DDP, 동대문 패션 타운, 남대문 시장

도로특성 왕복 16차선, 8차선

선정 사유 외국인, 문화 체험 관광 및 쇼핑

① 고궁, 박물관, 미술관 체험 순환노선

총연장 6.4 Km

시발점
삼청공원 삼청로를 시발점으로 북촌 지역을 거쳐 광화문 

사직로를 돌아 서촌의 자하문에 이르는 구간

순환점
자하문을 순환점으로 창의문로, 효자로를 거쳐 사직로, 

율곡로, 북촌로를 거쳐 삼청공원에 이르는 구간

주요주변시설
삼청공원. 북촌 한옥마을. 경복궁. 국립현대 미술관, 민속

박물관, 서촌, 옥인시장, 인왕산

도로특성 왕복 4차선

선정 사유 외국인, 체험 관광 및 산책, 등산, 

② 북촌 및 서촌 순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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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5.1 Km

시발점
창덕궁을 기점으로 돈화문로, 충무로를 거쳐 퇴계로에서 

,명동에 이르는 구간 

순환점
명동을 순환점으로 남대문로, 우정국로를 거쳐 인사동, 

창덕궁에 이르는 순환 노선

주요주변시설
창덕궁, 청계천, 남산한옥마을, 명동, 남대문시장, 인사동

거리, 익선동 한옥마을

도로특성 왕복 4차선

선정 사유 외국인, 체험 관광 및 쇼핑 

③ 도심 내부 순환선

총연장 8.4 Km

시발점
서울역을 기점으로 남대문시장, 명동 퇴계로를 거쳐 남산 

순환도로를 따라 남산을 끼고 순환하는 노선

순환점 서울역을 순환점으로 반복적으로 운행

주요주변시설
남대문 시장, 명동, 남산 식물원, 안중근기념관, 국립극장, 

서울타워, 남산한옥마을

도로특성 왕복 6차선, 4차선

선정 사유 쇼핑, 자연 생태 체험 및 경관 산책 

④ 남산 자연생태 순환선

<그림 54> 북촌 순환선 예시( 삼청로 시뮬레이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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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심 간선도로 왕복 노선

총연장 3.7 Km

시발점
혜화동 로터리를 기점으로 대학로, 동호로를 거쳐 퇴계로

에 이르는 구간

순환점 퇴계를 순환점으로 다시 대학로를 왕복하는 구간

주요주변시설 대학로, 광장시장, 청계천 

도로특성 왕복 8차선

선정 사유 체험, 문화탐방, 쇼핑 

총연장 8.9 Km

시발점
혜화동 로터리를 시발점으로 북악 스카이 웨이를 따라 

사직 공원에 이르는 구간

순환점 사직공원 기점으로 혜화동 로터리까지 반복 운행구간

주요주변시설
한양도성 성곽길, 와룡공원, 팔각정, 인왕산, 수성계곡, 사

직공원

도로특성 왕복 4차선

선정 사유 휴식, 자연탐방, 등산 트레킹 

① 북악스카이웨이 선

 ② 대학로선

총연장 4.4 Km

시발점
혜화동로터리를 기점으로 창경궁로를 거쳐 퇴계로에 이르

는 구간

순환점 퇴계로를 순환점으로 다시 혜화동로터리로 왕복하는 구간

주요주변시설 창경궁, 종묘, 광장시장, 청계천

도로특성 왕복 4차선

선정 사유 외국인, 체험 관광 및 쇼핑 

③ 창경궁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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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3.5 Km

시발점
서대문 역을 기점으로 새문안로 , 세종로사거리, 종로를 

거쳐 흥인지문에 이르는 구간

순환점 흥인지문을 순환점으로 서대문역까지 왕복하는 구간

주요주변시설
돈의문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더수궁 돌담길, 보신각, 

종묘, 광장시장,흥인지문

도로특성 왕복 4차선

선정 사유 외국인, 체험 및 관공, 쇼핑 

④ 종로선

<그림 55> 흥인지문을 기점으로 운행하는 종로선 사례(시뮬레이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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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선별 이동 수단 유형

기존의 마을버스나 지선버스를 대체하고 주로 승용차를 접근하던 생활

도로, 이면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한다. 평지보다는 구릉지, 경사면이

많은 역사도심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셔틀의 스펙, 크기를 정한다.

20인승 마을버스 대체 형을 기본 모델로 택시, 물류 배달용 셔틀, 푸드

트럭 셔틀, 가로의 상점용 셔틀, 야외 버스킹 공연 셔틀 스마트 쉘터 셔

틀 등 수요와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하도록 모듈러 디자인을

적용한다. 교통 수요에 맞춰 군집주행도 가능하여 탄력적으로 운행된다.

셔틀 유형 기능적 특성

∎4-6인승 자율주행 

택시로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생활도로, 

이면도로를 중심으

로 운행되고 노약

자, 장애인을 중심

으로 수요대응형 운

행을 한다.

∎기존 버스를 대

체하는 20인승 자

율주행 셔틀로 가

변적인 실내구성으

로 다양하게 바꾸

어 옵션별로 운행

이 가능하다

[표 30] 자율주행 셔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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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주행 셔틀 운행 비용 분석

1) 비용 분석 노선 선정

자율주행 셔틀 비용 분석을 위해 서울시에서 2020년에 도입 예정인 반

값 도심버스노선에 적용하였다. 녹색순환버스 노선 안은 도심 외부순환,

도심 내부순환, 남산연계, 남산 순환의 4개의 노선이 있으나 본 연구는 4

번 남산순환선에 이를 적용하였다.

녹색순환버스 노선안 적용노선

<그림 56> 녹색순환버스 노선안 및 본 연구 적용노선

적용 노선은 총 8.4km로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하기 위한 운행 회수

및 배차 간격은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운영시간은 총 19시간으로 도

심버스 평균속도를 감안한 통행 시간은 35분이 소요되었다. 도심버스 속

도는 보간법을 적용하였다. 속도관련 서울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 전

체는 승용차 및 버스 속도정보가 제공되어 있으나 도심은 승용차만 제공

되어 이를 활용하여 버스 도심 속도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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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 도심

승용차 23.9km/h 18.4km/h

버스 18.7km/h -

[표 31] 서울시 속도(자료: 서울시 2018) 

배차 간격은 10분으로 운행 횟수는 일 114회로 차량 댓수는 4대가 필

요한 것으로 산정하였고, 일일 총 운행거리는 958km를 운행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운영시간 첫차 5:00 ~ 막차 11:50 운영시간 19시간

노선길이 8.4km 소요시간 35분

배차간격 10분 차량대수 4대

운행횟수 114회/일 총운행거리 958km/일

버스규모 대형버스 속도
도심 버스 평균속도 

14.4km/h

[표 32] 자율주행 셔틀 운행을 위한 조건

2) 운영비용 산정

자율주행 셔틀의 비용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4종류의 버스를 비교

분석하였다. 경유버스, CNG버스, 전기버스 및 본 연구에 적용된 자율주

행 셔틀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각 버스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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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버스 압축천연가스(CNG)

이미지

차량가 92,263천원 240,821천원

유류비 1350(원/ℓ) 803(원/N㎥)

연비 2.85(㎞/ℓ) 2.02(㎞/N㎥)

정비비 30원/km 30원/km

기사비 3,000천원/월 3,000천원/월

오염물질

(단위：g/㎞)

C02 NOX THC CO C02 NOX THC CO

965.2 1.9 0.0 1.8 960.1 1.3 0.1 0.3

전기버스 자율주행셔틀

이미지

차량가 450,000천원 600,000천원(예상가)

유류비 173(원/kWh) 173(원/kWh)

연비 0.8(㎞/kWh) 0.8(㎞/kWh)

정비비 11원/km 11원/km

기사비 3,000천원/인 -

오염물질

(단위：g/㎞)

C02 NOX THC CO C02 NOX THC CO

- - - - - - - -

[표 33] 비용 분석을 위한 각 버스 특성별 요약(자료: 천발전연구원 2018, 박재

석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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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버스 종류별 운영 비용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총 주행거리는

958km로 각 버스종류별 연비, 연료비용 등을 적용하면 일일연료비는 경

유는 27만원, CNG는 34만원, 전기는 20만원, 자율주행은 전기차를 기반

으로 운행되므로 전기와 동일한 20만원이 산출되었다. 일일 연료비를 기

반으로 한달간 연료비, 정비비, 기사인건비를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으

며, 자율주행 셔틀은 기사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유 CNG 전기 자율주행

①총주행거리 958km 958km 958km 958km

②연비(보조금 적용) 2.85㎞/ℓ 2.02㎞/N㎥ 0.8㎞/kWh 0.8㎞/kWh

③연료소모량(=①/②) 336ℓ 474N㎥ 1,198kWh 1,198kWh

④연료비용 825원/ℓ 720원N㎥ 173원/kWh 173원/kWh

⑤일일연료비용(원/일)

(=③*④)
277,316 341,465 207,168 207,168

월간
비용
(천원/월)

연료비용 8,319 10,244 6,215 6,215

정비비용 853 853 324 324

기사인건비 12,000 12,000 12,000 -

 합계 21,172 23.097 18,539 6,539

[표 34] 버스종류별 운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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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용 정비비용

기사인건비용 운영비용(잔체)

<그림 57> 연료 및 항목별 운영비용 비교

3) 오염물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 산정

버스 종류별 배출되는 오염 물질은 상이하므로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한 뒤 버스 종류에 따른 비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버스 종류별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C02, NOX, THC, CO로 각 발생량은 다음과 같다.

전기 및 자율주행 셔츨은 오염물질의 발생량은 제로이다.

오염물질발생량 C02 NOX THC CO

경유 965.2 1.9 0 1.8

CNG 960.1 1.3 0.1 0.3

전기 - - - -

자율주행 셔틀 - - - -

[표 35] 버스종류별 오염물질 발생량(자료: 인천발전연구원, 2018)  (단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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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비용은 상이하다. 각

오염물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하

여 적용하였다(년간 물가상승률 평균 1.9% 적용)

사회적 비용 C02 NOX THC CO

2015년기준 원단위 8.3 45,971 2,825 2,825

2016년기준 원단위 8.4 46,756 2,873 2,873

2017년기준 원단위 8.6 47,644 2,927 2,927

2018년기준 원단위 8.8 48,549 2,983 2,983

2019년기준 원단위 8.9 49,472 3,039 3,039

[표 36] 오염물질별 단위당 사회적 비용(자료: 인천발전연구원, 2018)(단위: 원/g)

년간 주행거리에 버스종류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사회적 비용을 적용

한 결과 다음과 같다.

연료별 사회적 비용(전체) = 년간주행거리 × 오염물질발생량 × 사회적 비용

C02 NOX THC CO 합계

경유 3,014 32,868 - 1,913 37,794

CNG 2,998 22,488 106 319 25,911

전기 - - - - - 

자율 - - - - - 

[표 37] 버스종류별 오염물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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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사고발생 따른 사회적 비용 산정

본 연구는 자율주행 셔틀은 경제성 분석이므로 교통사고 발생비용에

대한 편익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버스의 10억 주행거리 당 인적

사고 발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억km 주행거리 당 발생 건수는 약

1000건, 사망자 수는 약 22명, 부상자 수는 약 1,650명으로 산정되므로

본 연구의 적용 노선은 연간 35만km를 주행하는 만큼 이를 적용한 결과

발생건수는 0.35건, 사망자수는 0.01명, 부상자수는 0.58명으로 산정되었다.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10억km주행거리당 987.2건 22.2명 1657.4명

평가노선 주행거리(=35만km/년) 0.35건 0.01명 0.58명

[표 38] 버스 10억km 주행거리 당 사고발생률(자료: 한국운수산업연구원, 2019)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정도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으므

로 이를 물적사고 비용 및 인적사고 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물적

사고 비용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분석한 서울시 건당 사고 비용인 2300

만원/건을 사용하였다. 이외 인적사고 비용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교통사고 인적 피해 심각도에 따른 1인당 평균사고 비용을 사용하였다.

사망자수 1인당 약 4.3억원, 중상 약 5천만원, 경상 약 3백만원, 부상 약

150만원으로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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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고 비용 물적사고비용

심각도 사고비용(천원) 발생비중

서울시의 

건당사고비용

23,174천원/건

사망자수 427,040 -

부상 

자수

중상 52240 2%

경상 2990 33%

부상 1530 65%

평균 2,959 100%

[표 39] 물적사고 및 인적사고 비용(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6, 교통안

전공단, 2016)

총 주행거리에 따른 교통사고별 물적사고 비용 및 인적사고 비용을 고

려한 사고발생 비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 셔틀은 년간 1.3천만원의

사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물적사고 인적사고
합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건수 0.35건 0.01명 0.58명 -

원단위 23,174천원 427,040천원 2,959천원 -

사회적비용 8,000천원 3,315천원 1,715천원 13,029천원

[표 40] 버스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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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종별 비용 분석

①경유버스

2019년을 기준 사업비는 버스구입비용 92,263천원(보조금적용)의 4대

를 가용하는 것으로 산정하였고, 운영기간은 20년을 적용하였다. 이후 연

도별 총 비용으로 운영비용은 연료비, 정비비, 기사인건비를 적용하였고,

년도별 사회적 비용으로 환경비용, 사고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다

음과 같다. 현금유출은 20년간 총 6,466,826천원으로 산정되었고, 순 현재

가치는 20년간 총 3,327,319천원으로 산정되었다.

　 구 분 계 2019 2020 2021 ~ 2037 2038 2039

1 총사업 369,025 369,025 - - ~　 - - -

　버스구입비용 369,025 369,025 - - ~　 - - -

2 운영비용 5,081,334 - 254,067 254,067 ~　254,067 254,067 254,067

　 연료비 1,996,674 - 99,834 99,834 ~　 99,834 99,834 99,834

　 정비비 204,660 - 10,233 10,233 ~　 10,233 10,233 10,233

　 기사인건비 2,880,000 - 144,000 144,000 ~　144,000 144,000 144,000

3 사회적비용 1,016,467 - 50,823 50,823 ~　 50,823 50,823 50,823

　 환경비용 755,880 - 37,794 37,794 ~　 37,794 37,794 37,794

　 사고비용 260,587 - 13,029 13,029 ~　 13,029 13,029 13,029

4 현금유출계 
(1+2+3) 6,466,826369,025 304,890 304,890 ~　304,890 304,890 304,890

　 순현재가치 3,327,319369,025 291,761 279,197 ~　 97,078 92,897 88,897

[표 41] 경유버스 비용 분석                                  (단위: 천원)



- 92 -

② CNG버스

2019년을 기준 사업비는 버스구입비용 120,975천원(보조금 적용)의 4

대를 가용하는 것으로 산정하였고 운영기간은 20년을 적용하였다. 이후

연도별 총 비용으로 운영비용은 연료비, 정비비, 기사인건비를 적용하였

고, 년도별 사회적 비용으로 환경비용, 사고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다음과 같다. 현금유출은 20년간 총 6,805,918천원으로 산정되었고, 순 현

재가치는 20년간 총 3,550,971천원으로 산정되었다.

　 구 분 계 2019 2020 2021 ~ 2037 2038 2039

1 총 사 업 비 483,900 483,900 - - ~　 - - -

　버스구입비용 483,900 483,900 - - ~　 - - -

2 운영비용 5,543,210 - 277,161 277,161 277,161 277,161 277,161

　 연료비 2,458,550 - 122,928 122,928 ~　122,928 122,928 122,928

　 정비비 204,660 - 10,233 10,233 ~　 10,233 10,233 10,233

　 기사인건비 2,880,000 - 144,000 144,000 ~　144,000 144,000 144,000

3 사회적비용 778,807 - 38,940 38,940 ~　 38,940 38,940 38,940

　 환경비용 518,220 - 25,911 25,911 ~　 25,911 25,911 25,911

　 사고비용 260,587 - 13,029 13,029 ~　 13,029 13,029 13,029

4 현금유출계 
(1+2+3) 6,805,918483,900 316,101 316,101 ~　316,101 316,101 316,101

　 순현재가치 3,550,971483,900 302,489 289,463 ~　100,647 96,313 92,166

[표 42] CNG버스 비용 분석                                  (단위: 천원)



- 93 -

③ 전기버스

2019년을 기준 사업비는 버스구입비용 250,000천원(보조금 적용)의 4

대를 가용하는 것으로 산정하였고 운영기간은 20년을 적용하였다. 이후

연도별 총 비용으로 운영비용은 연료비, 정비비, 기사인건비를 적용하였

고, 년도별 사회적 비용으로 환경비용, 사고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다음과 같다(전기버스는 환경비용은 제로로 산정하였음). 현금유출은 20

년간 총 5,709,993천원으로 산정되었고, 순 현재가치는 20년간 총

3,285,012천원으로 산정되었다.

　 구 분 계 2019 2020 2021 ~ 2037 2038 2039

1 총 사 업 비 1,000,0001,000,000 - - ~ - - -

　버스구입비용1,000,0001,000,000 - - ~ - - -

2 운영비용 4,449,406 222,470 222,470 ~ 222,470 222,470 222,470

　 연료비 1,491,606 - 74,580 74,580 ~ 74,580 74,580 74,580

　 정비비 77,800 - 3,890 3,890 ~ 3,890 3,890 3,890

　 기사인건비 2,880,000 - 144,000 144,000 ~ 144,000 144,000 144,000

3 사회적비용 260,587 　- 13,029 13,029 ~ 13,029 13,029 13,029

　 환경비용 - - - - ~ - - -

　 사고비용 260,587 　- 13,029 13,029 ~ 13,029 13,029 13,029

4 현금유출계 
(1+2+3) 5,709,9931,000,000235,500 235,500 ~ 235,500 235,500 235,500

　 순현재가치 3,285,0121,000,000225,359 215,654 ~ 74,984 71,755 68,665

[표 43] 전가버스 비용 분석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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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율주행 셔틀

2019년을 기준 사업비는 셔틀 구입비용 400,000천원(보조금 적용)의 4

대를 가용하는 것으로 산정하였고 운영기간은 20년을 적용하였다. 이후

연도별 총 비용으로 운영비용은 연료비, 정비비, 기사인건비를 적용하였

고, 년도별 사회적 비용으로 환경비용, 사고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다음과 같다(자율주행 셔틀은 기사인건비, 환경비용, 사고비용은 제로로

산정하였음). 현금유출은 20년간 총 3,169,406천원으로 산정되었고, 순 현

재가치는 20년간 총 2,361,383천원으로 산정되었다.

　 구 분 계 2019 2020 2021 ~ 2037 2038 2039

1 총 사 업 비 1,600,0001,600,000 - - ~ - - -

　셔틀구입이용1,600,0001,600,000 - - ~ - - -

2 운영비용 1,569,406 - 78,470 78,470 ~ 78,470 78,470 78,470

　 연료비 1,491,606 - 74,580 74,580 ~ 74,580 74,580 74,580

　 정비비 77,800 - 3,890 3,890 ~ 3,890 3,890 3,890

　 기사인건비 - - - - ~ - - -

3 사회적비용 - - - - ~ - - -

　 환경비용 - - - - ~ - - -

　 사고비용 - - - - ~ - - -

4 현금유출계 
(1+2+3) 3,169,4061,600,000 78,470 78,470 ~ 78,470 78,470 78,470

　 순현재가치 2,361,3831,600,000 75,091 71,858 ~ 24,985 23,909 22,880

[표 44] 자율주행 셔틀 비용 분석                               (단위: 천원) 



- 95 -

6) 비용 비교 분석 결과

자율주행 셔틀 도입에 대한 비용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사업비는 버스 구입비만 적용하였고 차고지 비용 및 인프라 비용(충전

소, 주유기 등)은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산정하였다. 운영비

용은 연료비, 정비비, 기사인건비, 오염물질, 사고비용을 중심으로 적용하

였다. 이외 비용은 모든 버스에 유사하게 적용되는 비용으로 해석하였다.

비용 분석을 위한 운영 기간은 20년으로 산정하였고, 할인율은 4.5%를

적용한 결과 순 현재 가치는 다음과 같다. 5년 미만(단기간)에서는 경유

버스의 도입타당성이 높으나 중단기간(10년 이상)일수록 자율주행 셔틀

의 도입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10년 15년 20년

경유 1,479,679 2,234,934 2,840,989 3,327,319

CNG 1,635,393 2,418,419 3,046,759 3,550,971

전기 1,857,879 2,441,244 2,909,366 3,285,012

자율 1,885,852 2,080,234 2,236,216 2,361,383

[표 45] 자율주행 셔틀 도입을 위한 비용 분석                  (단위: 천원)

[표 46] 년도별 순 현재가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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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율주행 셔틀 운행시스템 디자인 제안

1. 자율 주행 셔틀 운행시스템 디자인 체계

1) 자율주행 운행시스템 디자인 원칙

일반 승용차나 대중교통에 비교해 자율주행 셔틀 디자인의 두드러진

특징은 크게 3가지의 질문을 통해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형태와 소재로 만들어야 할까?

∙어떤 기능과 특징이 있어야 할까?

∙사람들은 자율주행 셔틀과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방향은 기존의 자동차와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 조형

언어로 외관과 실내디자인이 바뀌어야 한다. 공공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

기 때문에 좌우, 앞뒤 구분이 필요 없는 단순한 구조가 되어야한다. 안전

으로부터 자유로와져 외판은 다양한 소재 적용이 가능하며 창문은 스크

린처럼 쓸 수 있다. 결국, 화려한 개성보다는 스마트 디바이스처럼 사용

자 경험(UX) 디자인이 더 중요해진다. 자율주행 셔틀은 다음과 같은 디

자인 원칙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전개한다.

<그림 58> 자율 주행 셔틀 디자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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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정의 세부 사항

공평한 
사용

⦁모든 사용자에게 공평한 사용수단을 제공할 것
⦁어떤 사용자도 격리나 배제가 없도록 할 것
⦁모든 사용자에게 프라버시,  안전을 동일하게 보장할 것
⦁모든 사용자에게 매력적일 것

사용의 
융통성

⦁사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
⦁치우치지 않는 사용자 신체적 특성을 배려할  것
⦁사용자가 정밀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것
⦁사용자 관점, 스피드에 맞추도록 할 것

직관적 
사용과 

정보인지

⦁불필요하게 복잡하지 않을 것
⦁사용자의 기대나 직관에 따라 사용 할 수 있을 것
⦁사용자의 이해능력이나 언어능력의 차이를 수용할 것
⦁중요성에 따라 정보를 배열 할 것
⦁사용중, 사용후에 조작 방법의 지시나 피드백을 효과적으   
  로 제공할 것

실수에 대해 
관대함

⦁필요한 정보를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을 통해 제공할 것
⦁필수적인 정보를 최대한 읽기 쉽게 할 것
⦁차별화된 사용법으로 방향 지시를 알기 쉽게 할 것  
⦁감각 장애자들이 사용하는 도구나 수단에 호환성을 줄 것

적은 신체적 
노력

⦁위험이나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요소들을 배열할 것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순서대로 접근하기 쉽게 배열할 것
⦁위험 요소는 사전에 제거, 격리하여 차단할 것
⦁위험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경고를 할 것
⦁실수를 하더라도 안전할 것
⦁주의를 요하는 과제를 수행 할 때 부주의한 조작을 유발하  
  지 않게 할 것

적정 공간과 
크기

⦁사용자가 자유스러운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것
⦁무리하게 힘을 쓰지 않고 있을 것
⦁반복적인 동작을 최소화할 것
⦁지속적인 신체적 노력을 최소화 할 것

[표 47] 자율주행 셔틀 디자인  세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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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이동 
과 접근

⦁모든 사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동선을 효율화할 것
⦁재난, 화재 등 위험 상황 시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탈출  
  경로를 보장할 것
⦁정신적, 신체적 싱해를 방지할 것
⦁범죄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성을 보장할 것

감성적인 
배려

⦁모든 사용자에게 채광,환기 등 쾌적함을 제공 할 것 
⦁모든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주도록 배려할 것
⦁심미적인 완성도를 고려할 것

열린 참여
와 소통

⦁모든 사용자에게 열려있고 참여 가능할 것
⦁모든 사용자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것
⦁모든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연결되도록  할 것

지속가능한 
운영

⦁모든 사용자가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구조와 디자인 환기시설을 계획할 것
⦁친환경적인 소재, 공간, 서비스를 제공할 것

[참조 편집:서울디자인재단. 유니버설디자인 DB 기준체계 및 활용방안,2016]

① 사람 중심의 공공 디자인

자율주행 셔틀 디자인은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서 도시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공공 시설물로서 시민의 이동성과 삶의

모습을 바꾸고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한다. 때문에 셔틀 디자인도 어느

특정 주체가 주도해가는 부분이 아니라 조형적 개성을 드러내는 일반적

승용차와 같이 유행이나 트랜드에 맞추기 보다는 공공의 사용성과 지속

가능성에 디자인 중점을 둔다. 공간 활용성에 충실한 공공 디자인 원칙

과 기준을 정하고 공유 공간으로서 차체 디자인뿐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공간 인프라, 정보 시스템, 서비스 등이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디자인되

어야 한다. 도시의 주체인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지속가능한 디

자인이 완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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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자율주행 셔틀은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의 미비점을 지원하면서 환경문

제, 자원절약,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유의 합목적성을 드러내야 한다. 이

를 통해 사람들이 인적 교류 기회를 증가시키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이동수단이 되어야한다. 역사도심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함께 운영해가는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셔틀의 기능도

다양해져야 한다. 한 대의 자율주행 셔틀은 이동 기능 외에도 시간대별,

요일별, 계절별 특성에 맞춰 정보 키오스크, 팝업 스토어. 배달 셔틀, 푸

드 트럭 등 다양한 용도로 기능을 확장하여 시민과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사회 연결망 역할을 하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그림 59> 이동 공공 시설물로서 가판대 및 키오스크 아이디어 연구

<그림 60> 도심의 스마트 쉘터(Smart Shelter)로서 커뮤니티 공간 아이디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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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접근성에 중점을 둔 포용적 디자인

자율주행 셔틀은 일단 교통약자 중심의 대중교통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지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안전해야 한다. 보행자에 맞춘 저속 주행으로

신속성보다는 이동의 질을 통해 도심의 여유로움을 즐기는 공간이 되어

야 한다. 때문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행복한 삶과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

는 포용적 디자인(Inclusive Design)을 목표로 한다. 간단하게 습득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성, 누구에게나 공정한 융통성,

오동작에 대한 안전성 등이 적용되는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용도에 따

라 서로 다른 크기와 기능으로 각기 독립적이면서도 결합, 분리할 수 있

는 가변적 공간 사용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휠체어 및 다양한 개인용

이동수단들의 접근과 결합이 쉽고 기존의 지하철, 버스와의 환승도 용이

해야 한다.

<그림 61> 자율주행 셔틀의 교통약자 승하차 개념 아이디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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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심의 대기를 정화시키는 친환경 디자인

이동 공간에서 나아가 스마트 셀터, 공기 청정기, 산소방 등과 같이 도

심의 대기를 정화 시키는 시설 공간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일별, 월

별 계절별 보행자 이동 행태 및 경로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

인 수용 응답형 서비스로 불필요한 운행을 줄인다. 셔틀 디자인 구상 단

계부터 제작, 운영, 폐기까지 전 과정을 환경 유해 요소 평가를 시행한

다. 셔틀 내 외장 판넬 및 교통 인프라 필요한 소재도 절약(Reduce), 재

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이 가능한 재료를 적극 사용하여 환경적,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디자인(Sustainable Design)을

실현해야 한다.

⑤ 다양한 변종모델로 확장이 가능한 모듈러 디자인

플랫폼을 구성하는 배터리팩, 구동계, 조향계, 섀시 등의 서브 모듈은

조합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제공한다, 1- 2인승 퍼스

널 모빌리티부터 4-6인승 택시, 20인승의 자율주행 셔틀까지 확장이 가

능하다. 모듈 단위의 조합을 통해 완제품을 만드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고객 맞춤식 주문 생산이 가능하고 변종 모델로 사용성을 확장한다. 디

자인 단계부터 조합과 해체를 고려하여 구상하기 때문에 조립 과정의 문

제를 최소화하고 부품 수와 조립 공정을 간소화한다. 공공성을 살리는

대중교통 셔틀로서 조립, 유지 보수 관리가 편리한 디자인을 고려한다.

<그림 62> 어퍼 바디는 다양한 사용성으로 변경 가능 하다(출처: 클리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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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 주행 셔틀 운행 시스템 디자인 경험 요소

자율주행 셔틀에서 사용자 이동 경험은 하나의 서비스 디자인 플랫폼

이 된다. 정해진 구간만을 정시 운행하는 대중교통과는 달리 원하는 시

간과 장소에 언제든 호출할 수 있고 승하차가 가능한 커뮤니티 중심 이

동서비스를 제공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사용자 이동수

요, 경로, 패턴 및 교통 상황을 학습해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고 더욱더

안전하고 정교한 운행이 가능하다. 사용자 행동, 감성, 공간 심리, 커뮤니

케이션,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인간중심의 경험 디자인(Experience

Design)을 반영한다. 서비스를 구상하고 전달하는 과정 전반에 디자인을

활용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 낸다. 때문에 서비스 디자인 체계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

디자인 실체에 대한 기능적 최적화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사용자가 느끼도록 시각화, 실제화 시키고 표준화하여 사용자

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그림 63> 자율 주행 셔틀 서비스 경험 디자인 체계 도출 

2) 사용자 경험 기반 서비스 디자인

자율주행 셔틀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보다 쾌적한 이동 환경과 색다른 경험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공간과 사람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물리적

상호작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분석을 토대로 서비스 유형을 나누고

경험 디자인 요소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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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서비스 단위서비스

운영플랫폼

⦁셔틀 운행 관리

⦁교통 데이터 공  

  유 플랫폼

⦁통합영상 정보  

  플랫폼

⦁ICT, IOT,GPS 위  

  치 측정 인프라

⦁셔틀의 운행계, 실시간 운행  상황   

  및 정류장 도착예정 시간 등의 정보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대중교통의 실시간 운행정보를 이용  

  하여 교통상황에 탄력적으로 운행계  

  획을 조정하고, 준법운행을 유도하여  

  정시성과 안정성 제고 

운행시스템

⦁대중교통 자동  

  지불시스템

⦁교통 혼잡 예보  

  시스템

⦁셔틀 운행 시스템의 실시간 관리로   

  운행의 정시성, 안전성, 효율성 제고  

  와 이용자 편의성 확대 

어플리케이션

⦁통합 예약 및   

  결제 앱

⦁관광객 교통 안  

  내앱

⦁대중교통 연계 전자결제 서비스로    

  요금체계 통합과 시스템 합리성개선

교통시설

인프라

⦁퍼스널모빌리티

⦁스마트 쉘터

⦁키오스크

⦁스마트횡단보도

⦁외국인 및 여행자의 편의성 제고 

⦁˙택시, 장애인택시, 수요대응 셔틀 등  

  여행자 요청에 의해 운행되는 준대   

  중 교통수단의 편리한 이용 지원

정보서비스 

인프라

⦁3D지도

⦁위치측정

⦁콘텐츠공간정보

⦁교통정보유통, 부가교통정보제공 서  

  비스 분야에 필요한 대중교통정보    

  수집, 분석 서비스 

[표 48] 사용자 경험 서비스 유형

3) 서비스 경험 디자인 절차

아이디어 구상단계부터 자율주행 관련 교통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찾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안한다. 새로운 이동 환경에 맞는 사용자 서

비스와 가시적, 비가시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

나리오를 구상하고 서비스 디자인 절차에 따라 자율주행 디자인 컨셉을



- 104 -

정의한다. 자율주행 셔틀 안에서 사용자 경험은 상황별로 시시각각 달라

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행위주체, 행위대상, 행위도구, 행위 상황을 표현

하는 상황기반 스토리 모델링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

<그림 64> 서비스 경험 디자인 절차 

4) 자율주행 셔틀 사용자 경험 배려사항 및 여정 맵

자율주행 셔틀 사용자 특성을 분석하고 배려사항을 이해하여 디자인에

반영한다. 아래 [표49] 은 포용적 디자인 관점에서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배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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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정의 인지적배려 신체적배려 심리적배려

시각

장애

고령자
⦁시각 인지불가

⦁낮은 가독률 

⦁색인지 어려움

⦁시각기능약화

⦁청각 배려 기능

,⦁촉각 배려 기능

⦁움직임의 시  

  간 여유 필요시각장애인

색구별, 장애인

이동

배려

고령자

⦁접근 장애

⦁신체 장애

⦁정보 난독

⦁손근력이 약함

⦁공간 확보 필요

⦁시간 여유 필요

⦁움직임의 시  

  간 여유 필요
휠체어사용자

지팡이사용자

수족장애자

활동

배려

유모차

⦁제한된 손 사용

⦁제한된 움직임

⦁불안감

⦁피로감
임산부, 부상자

양손 샤용중인 자

언어

배려

유아동반자

⦁가치관, 상식

  지식 차이로

  인한 인지문제

⦁가독의 어려움 ⦁불안감 

⦁차별적 시선

다른문화권자

외국인

한국어 난독자

한국어만 해독자

언어장애자

특수

상황

청각배려자

⦁직관적 사용

⦁유연한 사용

⦁안전한 사용

⦁압박감

⦁초초함 
긴급상황자

조작법 미숙자

모바일기기 

사용불가자

일반

인

통근자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직시적 정보 제공 고려
일반이용자

[표 49] 사용자별 배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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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 셔틀 디자인

1) 외관 디자인

① 목표 컨셉(Target Conception)

셔틀의 외관은 전기구동 방식으로 언더바디(under body)의 베터리 구

동계와 어퍼 바디(upper body)의 거주 공간으로 나뉘는 수평식 모듈 구

조이다. 가능한 단순한 외형으로 공간 활용성을 높인 구조로 레이아웃

조정에 따라 다양한 사용성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충돌 안전 법규

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외판은 투명하고 가벼운 소재 사용도 가능하다.

창문은 AR, ,VR 기술이 적용되어 차량 정보, 교통정보, 거리정보. 관광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 알려주는 화면 역할을 한다. 조명, 램

프, 칼라 등 다양한 모드(Mode)로 표현하여 보행자 친화적인 표정으로

소통하고 주변 도시건축 환경과 맥락적으로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공공성

을 살린다.

② 아이디어 전개(Ideation)

◾좁은 골목길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4-6인승 택시형 자율주행 셔틀부터

20인승 중형버스형 셔틀까지 기능과 사용성을 정의한다.

◾한양도성 내 역사도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디자인으로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상징으로서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한양도성 내 역사도심의 자연경관 및 주변 환경에 색채, 외관 등이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맥락적 디자인을 추구한다.

◾사용자에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도심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공

간을 조성한다.

◾한양 도성 내 역사도심의 도로 폭, 경사도 가로시설의 특성에 맞춰 자

율주행 셔틀의 칫수(Dimension)와 스펙(Specification)을 정의하고 외

장 판넬과 실내 마감재에 재활용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경량화와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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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조 개념을 도입한다.

◾공간 활용성을 높이는 실내 레이아웃(layout) 구성으로 승객 이동과

함께 물건배달, 음식판매 등 도로시설물로도 활용이 가능한 가변적

디자인을 구상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좌우 개폐식 슬라이딩 도어로 휠체어

하차가 용이한 구조로 공간 접근성을 높인다.

◾유리 재질의 차체 외판으로 개방감을 높이고 실시간 정보를 전달하는

디스플레이 패널로 활용한다.

◾사용의 융통성을 위해 조립, 이동, 해체가 용이한 간단한 구조가 되어

야 한다.

<그림 65> 차체 구조을 이루는 외판은 커뮤니케이션 화면으로 활용한다.

③ 패키지 레이아웃 및 사양(Package Layout & Specification)

◾휠체어 치수와 회전 반경을 고려한 교통약자 탑승 가능 공간과 승하차

사용성 연구

◾접이식 의자와 기대는 허리 의자로 일반인은 장시간 탑승보다는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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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타고 내리는 개방적인 공간 레이아웃 연구

◾공공 공간으로서 청소와 세차가 손쉽고 청결, 오염이 덜되는 소재 및

구조 연구

◾승하차가 복잡하지 않고 주행 중 돌발 정차, 사고 시 신속한 하차가

가능한 안전한 입출구 디자인 연구

◾공간심리, 인지심리에 따른 심리적 공간감을 높이고 공공성과 개인적

인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적정 치수와 사이즈로 에너지 비용 효율을 높

이는 최적화된 공간 구성 연구

<그림 66> 인클루시브 디자인을 적용한 페키지 레이아웃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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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지표

외판 및 프레임 재활용 및 경량소재

파워트레인 전기 및 태양열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승차인원 최소 20인승 –최대 25인승

주행속도 최고 40Km/h

주행목적 관광순환, 대중교통연계, 휴식 및 업무

전장(OL) 4,700mm

전고(OH) 2,540mm

전폭(OW) 2,150mm

휠베이스(WB) 3,410mm

무게(W) 2,650kg

[표 50] 자율주행 셔틀 기본 요구사항 

④ 외관 디자인 모델

◾ 20인승 중형 셔틀

<그림 67> 기존 마을버스 대체하는 20인승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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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인승 소형 택시 셔틀

<그림 68> 4-6인승 택시 모델 

<그림 69> 서로 다른 크기의 셔틀은 군집주행을 통해 다양한 승객 수요에  탄

력적으로 이동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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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키오스크 및 물류 배달용 셔틀

<그림 70> 상업용 캐빈 

<그림 71> 도심의 자판기, 키오스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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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모듈 디자인 체계

<그림 72> 자율주행 셔틀 모듈 체계 

<그림 73> 모듈 조합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사용성으로 변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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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 디자인

① 가변적 공간 활용성

모든 이동체는 공간이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곧 비용이다. 자율주행 셔

틀의 적정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국 비용과 예산을 절약하

는 문제와 직결된다. 배차 시간과 이동 공간, 최단 거리 노선을 설계하는

것인 만큼 적정 공간을 찾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

목적, 사용시간, 사용인원 수에 따라 공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내 레이아웃이 되어야 한다. 공간의 중첩, 치환, 적층 등이 용이한 플

러그인/아웃(Plug in & out) 방식을 채택하여 필요한 좌석 및 장비를 사

용 목적에 따라 손쉽게 변형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 74> 사용목적, 시간대, 기능에 따라 가변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

② 커뮤니케이션 체험 공간

단위 공간의 이동성에서 탈피하고 도시속에서 움직이는 커뮤니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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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역할을 확장한다. 사용자가 셔틀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분석

하고 유형화하여, 실내공간의 배치에 따른 실내 행위와 대중교통의 공공

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 디자인을 계획한다.

<그림 75> 생활공간처럼 셔틀은 움직이는 소통 공간이 된다.

행위 특성 실내 공간 디자인 요소

업무 및 학습

⦁실시간 정보를 검색하고 전송할 수있는 대형 모니터

⦁공간의 중첩, 적재, 치환이 가능한 가변적 시트 배열

⦁주변 지형 및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AR,MR 윈도우

개인 행위 

⦁임산부, 유아를 위한 편의 장치

⦁장에인 휠체어 탑승을 위한 슬로프, 턴테이블 스토퍼 장치

⦁노약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모니터,

⦁애완동물 관련 편의 시설 장치

 관광 

키오스트

⦁실시간 관광 정보 다국어 정보 모니터

⦁시간대 지역별로 바뀌는 실내 감성 조명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인공지능 음성인식 ,터치스크린, UX 디자인으로 최적화

스마트 쉘터
⦁사이버틱 디지털 고급감과 시각화에 맞춘 재질감

⦁탑승자 개인활동과 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지원되는 시트

[표 51] 자율주행 셔틀 실내에서 발생 가능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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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간배치 및 동선 연구

<그림 76> 승객 동선과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연구

<그림 77> 탑승 인원 승차 자세 분석

<그림 78> 최대 탑승 인원 패키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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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공간 사용성 레이아웃 연구 

<그림 80> 실내 공간 활용 사례 스케치

<그림 81> 1:1 스케일 Ergo-Buck 사용자 UX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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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율주행 셔틀 실내디자인 모델

<그림 82> 20인승 자율주행 셔틀 도어 개폐 및 접근성 연구

<그림 83> 4-6인승 택시 사향 도어 개폐 및 실내 공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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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및 인프라 디자인

1) 도로 인프라 디자인체계

사람의 이동을 위한 ‘동적인 공간’과 체류하거나 휴식하기 위한 ‘정적

인 공간’으로 분류하여 이동체계를 계획한다. 북악스카이웨이 순환선, 남

산 순환선과 같은 자연 생태계 순환선을 경사 고도가 높아 장애인이나

노약자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3차원 보행공간을 만

든다. 보행 외에도 휴식, 전망 등 다양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

도심 진입위한 환승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분류기준 활용방안 개념도

이동측면

(Movement)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공간과 

연계하여 더블 스트리트를 조

성하여 주위 건물과의 연계, 

보차분리에 의한 보행전용 공

간 확보, 지상 공간의 공원 산

책로 꾸미는 기능 유도 

장소측면

(Place)

이동 흐름에 맞춰 스트리트 

퍼니처, 공공시설 배치하여 쾌

적한 보행 환경을 보장하고 

유럽의 도시처럼 키오스크 노

천카페 등으로 쇼핑, 관광 거

리 조성

수단측면

(Mode)

보행,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

티, 자율주행셔틀, 버스, 지하

철이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는 

입체 도로 네트워크 구축.

[표 52] 도로 디자인 활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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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 다이어트

승용차 1대당 주차 공간을 12m2(6m×2m)로 본다면, 100만 대의 차량

이 줄어들 경우 12km2의 주차 공간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시가지 면적의 약 3%, 여의도 면적의 4배를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단순히 자동차가 차지하는 주차 면적 이외에 주차장 진

출입구 등 부대시설까지 고려한다면 그 면적은 더욱 커진다. 특히 군집

주행은 차량들이 전후좌우로 바짝 붙어서 운행하기 때문에 도로 용량이

최대 2.5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Rodoulis, 2014). 즉 기존 2차선 도로를

5차선 도로처럼 사용할 수 있어 도시공간의 효율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

을 줄인다. 따라서 늘어나는 공간은 사람들의 사회적 이익을 나누는 개

방공간으로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림 84> 왕복 6차선 도로 다이어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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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체 도로 공간

이동수단 간의 크기 속도, 이동능력과 서비스의 질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 공간상에 여러 이동수단들이 공존하려면 이동수단 간의 상충적 요

소를 파악하고 도로에서 마찰없는 이동환경을 우선적으로 구성한다. 중

앙에 버스전용차선을 중심으로 이동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지상공

간은 자율주행 셔틀, 보행자, 개인교통수단, 자율배달차량 등 단거리 통

행을 담당하는 친환경교통 수단으로 활용하고 지하공간은 장거리 통행을

담당하는 광역버스와 급행도시철도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구분한다. 지상

공간은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공간, 생업공간, 관광, 정차공간으로

재편한다. 각 가로변 주요시설의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역사공간, 문화

활동 지원 등으로 분류하여 각종 활동을 지원한다.

<그림 85> 이동 속도에 따른 3차원 지하 환승 정류장 개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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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마트 셀터 정류장

자율주행 셔틀은 기본적으로 현행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간선 교틍 전

용 주차장이 없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사 정류장을 같이 사용한다.

기존의 버스전용차선을 노선에 따라 탄력적으로 같이 사용한다.

<그림 86>] 스마트 셀터 타입 정류장 제안

<그림 87> 디지털 키오스크 타입 정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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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디자인 체계

본 연구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보디자인을 계획한다. 첫째, 정보파악

의 직관성과 인지율을 높이는 것으로 승객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판단

하고 최소의 안내만으로 정보를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러

한 직관적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정보의 접근 위계 설정, 정보기재방식,

정보전달력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계획의 일관성

으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요자 개개인의 목

적에 맞게 스스로 재구성하도록 개방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전달을 개인의 여정 경험 흐름 안에서 목적지까지 일관성 있게 제공되어

야 한다. 정류장 사이의 간격, 정류장을 표기하는 방법, 환승 지하철역을

우선적으로 알려주는 연계 정보매체의 일관성, 컬러, 폰트의 일관성이 수

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승객들은 다음 행선지, 행선지까지의 예측시

간, 환승 경로 등의 정보를 재설정할 수 있다. 셋째, 정보계획의 통합 연

계성으로 각자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정보체계를 통합적으로 알려주는 연

계 정보가 중요하다.

<그림 88> 사용자 중심의 정보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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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 인지의 직관성 :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 방

법의 단순화, 체계통합을 통해 정보의 병렬적 위계구조를 정리한다.

② 정보예측의 일관성 : 정보계획은 확고한 논리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추측 가능토록 확고한 일관성을 지닌 정보디자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③ 정보계획의 통합 연계성; 다양한 대중교통과의 환승연계를 위해서응

각 이동수단 간 정보 연계성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정보 서비스 유형 세부서비스

통합정보제공 

및 통행

의사 결정 

지원서비스

통행계획서비스

교통정보서비스

수단별 통합교통 정보

생활편의 정보

대중교통 예약정보

실시간 교통 정보

에약 및 콜 서비스

안전운행 

지원서비스

승객 상태를 이지한 종합젇보제공

승객 특성을 인지한 종합 정보제공

안전 운행 지원서비스

사고 및 차량고장 등의 돌발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차량간격 제어 및 주행

보행자 충돌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정보

교통약자 장애인 

통행지원서비스

통행 중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및 예약

음성안내 서비스

보행 중 교통정보

기타서비스

관광정보 서비스

교통 편의 정보 및 다양한 언어지원

재난 발생 시 자동구난 요청서비스

[표 53] 자율주행 셔틀 정보 서비스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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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내용

인지적 

배려

⦁사용의 통일성과 직관적인 인지에 도움을 주는 디자인       

  기준을 마련 한다. 

⦁사용자 특성에 맞춰 개별 정보를 제공하되 너무 많은        

  선택 옵션은 피한다. 

⦁편견과 선입견 등 개인의 사유 판단 없이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험적 

배려

⦁후천적 장애인이나 고령 사용자를 고려야하여 접근성 테스트  

  시행하여 검증한다.. 

⦁시각 장애인을 고려하여 Voice over 기능을 고려하여, 정보  

  구성을 명확하게 구조화 한다. 

⦁조작성이 뛰어난 어포던스(affordance) 디자인을 구현한다. 

⦁감성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구현한다. 

관계적

 배려

⦁사용 과정뿐만 아닌, 전후 단계의 사용성을 고려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제공받는 정보의 시간을 최소화 하여 신뢰성을 높인다. 

⦁사용언어에 상관없이 이해하기 쉬운 통일된 정보체계를      

  활용한다. 

⦁오류발생시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한다.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정보를 제공하여 목적지 도착까지     

  일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용적 

배려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계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권장한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발전 및 변화 과정에서도 서비스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는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시대상,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한 정보 체계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54] 정보 디자인 배려 원칙



- 125 -

4.자율주행 셔틀 운행시스템 디자인 설문 조사 분석

1) 전문가 심층 인터뷰 조사 (부록 참조)

전문가 조사는 크게 한양도성 내 자율주행 셔틀 도입에 따른 교통서

비스의 변화와 교통 부문 전반에 걸친 영향 및 파급 효과에 대해 실시하

였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 단계에 따른 이동 서비스 변화 전망과, 교통

부문에서 예견되는 주요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중요도를 질문하고 질

문 항목에 대한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정책적 지원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중요도와 변화 정도를 예측하였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는 아래와 같이

질문을 토대로 시행되었다.

① 자율주행 셔틀 등장으로 나타나는 교통체계의 변화에 대한 전망

② 자율주행 기술 발전 단계에 따라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

③ 자율주행 셔틀의 실현가능성과 정책적 지원 사항

④ 기존 거주민 및 시민이 겪어야 할 예상되는 불편사항

⑤ 자율주행셔틀 운행에 따른 예상되는 사회적 편익가치 및 파급효과

⑥ 자율주행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필요한 대응책

⑦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3가지 셔틀 유형을 기준으로 적정한 사이즈 및

규격 여부 검증

⑧ 순차적으로 시행 가능한 노선 선정 및 제안 사항

본 조사는 자율주행 셔틀 운행에 따른 교통체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

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교통 분야 전문가와 자동차 엔지니어, 자동차 디자이너 50

여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조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웹코딩한 온라

인 조사 형식으로 이메일을 통한 1차 설문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심

층 인터뷰 형식의 대면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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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 셔틀 운행에 따른 설문 조사 결과

① 한양도성 역사도심 내 개인용 승용차 운행을 제한한다면 어떠한 방식

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개인용

승용차는 전면 통제하고 생업 및 공무에 필요한 승용차 허용 40% 시간

대별, 요일별로 부분 통제하는 응답이 28.9%로 총 68.9% 이상이 한양도

성 내 차량 억제와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9> 승용자 운행 제한 방식 설문 결과 

② 한양도성 역사도심 내 개인용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대중교통

과 공유기반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

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6%가 긍정적인 답변 결과를 보여준다.

[표 55] 한양도성 내 개인 승용차 진입 금지 지지도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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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율주행 셔틀 운행에 찬성하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하여 찬성하십니

까? 라는 질문 항목에는 응답자 35.6%가 미세먼지, 도로소음, 대기오염

감소를 1순위로 하고 31.1%는 보행자 친화적인 공간을 확대하는데 찬성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국내외 관광객,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동

권 확대를 위한 배려도 20%이상 나타났다.

<그림 90> 자율주행 운행 찬성 고려사항 설문 결과

④ 자율주행 셔틀 운행 중 예상되는 불편 사항과 사용자는 누구라고 생

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응답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서 모든 이해관계

자가 서로간의 불편 사항을 기꺼이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

러내고 있다.

<그림 91> 자율주행 운행에 따른 사용자 불편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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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율주행 셔틀 운행 서비스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구분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1, 매우 동의하

는 경우는 5로 가정했을 때 대부분 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준다.

[표 56] 자율주행 셔틀 운행 효과 동의 정도 설문 결과

⑥ 자율주행 셔틀 운행 서비스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구분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1, 매우 동의하

는 경우는 5로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응답 분포를 보여준다,

[표 57] 자율주행 셔틀 운행 부정 효과 동의 정도 설문 결과

⑦ 한양도성 내 주요 방문 목적은 출퇴근 및 쇼핑, 여가 관광 등에 따

른 방문이 42.2%이고 다른 지역으로 통과하기 위한 단순 이동은 28.9%

로 나타나 대부분 이동주체자들은 한양도성 역사도심을 의도적인 목적

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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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한양도성 내 방문 목적 설문 결과

⑧ 만약 자율주행 셔틀 운행에 따른 도심권의 차로 수 감소로 인하여 이

동 시간이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귀하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이 이동시간이 늘어

날수록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표 58] 도심권 차로 수 감소 불편사항 감수 정도 설문 결과

3) 자율주행 셔틀 운행 시스템 디자인 설문 결과

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율주행 셔틀 디자인이 한양도성 내에서 운행

된다면 귀하께서는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84.4%가 긍정

적인 설문 결과를 보여준다.



- 130 -

[표 59] 한양도성 내 자율주행 셔틀 이용 의향 설문 결과

②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율주행 셔틀 디자인이 운행된다면 어떤 사

용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외국인

관광객, 노약자, 기존의 대중교통 이용 청년층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

는 응답이 82.3%로 나타났다.

<그림 93> 자율주행 운행에 따른 사용자 편익 설문 결과

③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율주행 택시 디자인이 운행된다면 어떤 사용

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자율주행

셔틀과 비슷하게 외국인 관광객, 노약자 순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는 응

답이 67.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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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자율주행 택시 운행 여부 설문 결과 

④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물류, 택배, 판매를 위한 자율주행 키오스크가

운행된다면 귀하께서는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71.1%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줘 도심의 상권을 살리고 가변적 스트리트 퍼니쳐

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0] 한양도성 내 자율주행 키오스크 이용 의향 설문 결과

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율주행 키오스크 디자인이 운행된다면 어떤

사용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48.9%

가 물류 유통 관련 업체와 15.6% 청년창업 준비자라는 응답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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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자율주행 키오스크 운행 여부 설문 결과 

⑥ 최종적으로 자율주행 셔틀의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질문에서 71.1%가 압도적으로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가장 중요한 선정 요인으로 웅답 하였다. 이 항

목의 설문 결과는 본 연구의 대중교통 연계성에 근거한 3개 분석 대안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표 61] 자율주행 셔틀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최우선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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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 결과 분석 시사점

① 한양도성 내 자율주행 셔틀이 어떤 형태로 상용화되고 사람들의 이동

패턴을 변화 시킬지에 대한 연구는 이미 학술적으로 선행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으므로 자율주행 셔틀 운행에 따른 기술적, 경제적 가치 평

가보다는 정책적 의지와 법제도적 지원이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

한 요인이라고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② 자율주행 셔틀이 사용자 측면에서 이동 편의와 교통사고 감소, 다양

한 콘텐츠 제공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사용자들이 자율주행 셔틀

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따라 부정적 우려

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 경제, 환경적 파장에 대한 공공적

합의가 필요하며 단순히 개별 사용자의 편익뿐 아니라 사회적 편익 가치

측면에서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③ 그러나 조사자들은 자율주행 셔틀 운행이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해

소 할 수 있다면 다소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기꺼이 쾌적

한 도시 환경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했다. 특

히 1인 가족,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개인 차량 구매가 감소

하고 대중교통과 개인용 이동수단 연계성이 더 높아지면 도시 공간 활용

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④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서비스 유형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다

양한 서비스 개발은 한양도성 내 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 특정 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춤형 이동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이동수단 선택은 어떻게 달라지며 그 결과 통행 패턴과 전체 교통

시스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공유 모빌리티가 활성

화 되면 일자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존 대중교통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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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율주행 셔틀 운행 시나리오

1) 시나리오 기본 방향과 프로세스

본 연구에서는 예측 가능한 기술적, 사회적 변화 요인을 대입하여 시

나리오를 구성한다. 자율주행 셔틀 운행에 따른 미래 시나리오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쳤다. 시나리오 구성을 위해 자율주행

운행 서비스 유형과 개념, 사용자 경험 디자인 분석, 인프라 구성요소 등

을 고려한다. 교통약자를 자율주행 셔틀의 최우선 사용 주체로 하여 내

국인,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통행 전-중-후와 같은 통행 여정을 설

정한다. 각 사용자 별 시범 노선을 정하고 앞장에서 열거한 자율주행 셔

틀 관련 기술, 디자인 원칙, 개념, 서비스 디자인 등을 토대로 시나리오

를 구성한다. 이를 토대로 사용자에 맞는 개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자

율주행 셔틀의 사용성 및 시스템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그림 96> 자율주행 셔틀 디자인 시나리오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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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험단위상황 테스크

셔틀

탑승전

정보탐색

앱 설치

목적지 탐색

목적지 설정

시간 및 경유지 확인

사용가능한 셔틀 예약 정보 확인

이동 셔틀 정류장까지 이동 앱 지도활용

정류장 도착
셔틀 앱과 정거장 이용정보 리스트 비교

정보 재공여부 확인

승차대기
남은대기시간 확인

셔틀이 오는지 확인

서틀 

탑승후

탑승
탑승 시 배려 받을 수 있는 범위 확인

탐승 시 불편한 상황 /감정 체크

셔틀이동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해당역할에서 정보 체크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정류장 확인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시간 확인

목적지 도착에 대한 알림 여부 확인

이동시 불편 상황 감정 체크

하차준비
정확한 타이밍에 내릴 수 있는지 여부 확인

하차시 불편한 상황/감정체크

정류장하차
하차 후 즐겨찾기 및 기록서비스 필요 여부 확인

앱종료

[표 62]  자율주행 셔틀 운행에 따른 시나리오 관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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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주행 셔틀 디자인 시범노선

시범 노선의 대중교통 수단 및 도로 조건, 교통인프라, 정류장 현황 등

을 분석하여 자율주행 셔틀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교통 기술과 디자인 시

스템을 적용한다.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시범노선은 남산을 순

환하는 노선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남산 주변 경사 지역에 거주하는 노약

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남산의 자연환경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을 검

토한다. 남산순환노선은 서울역 환승센터를 기점으로 남대문시장, 명동,

퇴계로를 거쳐 남산타워에 이르는 쇼핑 상권과 남산 자연 경관 구역을

아우르는 노선이다. 도로의 경사 고도도 편차가 심해 자율주행 성능과

편의성을 검토하는데 좋은 지형적 테스트 조건을 제공한다. 순환 노선

중 퇴계로 구간 왕복 6∼8차로 도로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기존 대중

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 자율주행 셔틀 전용 도로로 전환하여 새로운

도로 환경을 제시한다.

<그림 97> 자율주행 셔틀 시범 노선(남산순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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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역  현장 도로 현황 이동주체

1구역
서울역

환승센터

일반인

출퇴근자

외국인 관광객

2구역 남대문시장

쇼핑 이용자

외국인 관광객

주변 상인

3구역 명동역

쇼핑이용자

외국인 관광객

자녀 동반자

4구역 충무로

주변상인

외국인 관광객

자녀 동반자

5구역 남산길

노약자

외국인 관광객

자녀 동반자

[표 63] 시범 노선 도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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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현황

시범노선구간 서율역-남대문시장-명동역-충무로-남산길-남산서울타워

총연장 8.4 Km

도로 6차선. 4차선

지하철
역사 5개

노선 1.3,4 호선

버스
정류장 14개(투어버스, 공항버스 정류장 제외)

노선 6개(서울역 퇴계로 관통버스)

[표 64] 시범노선 교통 인프라 현황 

구간
연장
(m)

차로수
교통량
(대/시)

속도
(km/h)

서울역 - 남대문시장 820 6 3,909 26.11

남대문시장 - 명동역 620 8 5,194 25.45

명동역- 퇴계로5가 1,230 6 3,964 26.51

퇴계로5가- 동대입구 교차로 770 6 1,980 23.23

[표 65] 시범 노선 구간별 교통량 및 속도
     자료: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TOPIS), http://topis.seoul.go.kr (통행속도), 2016년 기준

3) 자율주행 셔틀 스마트 기술 적용 시나리오

자율주행셔틀 운행은 단일 기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합적으

로 조합하여 운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테스크가 복합적으로 엮인 시스템

이다. 예측하기 힘든 도로 교통 상황을 자율주행 연산을 통해 제대로 수

행하려면 센싱, 인지, 로컬라이제이션, 개체인식, 개체추적, 트래픽 예측,

경로 계획, 장애물 회피,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실시간 교통 운영 시스템

이 연동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이 운행되려면 통신과의 원활

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http://top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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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자율주행 셔틀 기술 서비스 개념

① 외관 디자인 적용 시나리오

자율주행 셔틀 외관 디자인은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이

상 운전자를 위한 헤드램프, 조명, 전방 시계 확보를 위한 가시범위 고려

가 무의미해진다. 외부 충돌에 의한 사고 위험도 현저히 줄어 운전자 안

전 법규에 따른 각종 규제 사항도 한층 자유스러워 진다. 때문에 범퍼,

측면 충돌, 글라스 등 외관을 이루는 소재와 조형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

화가 예상된다. 특히 자율주행 셔틀은 움직이는 도시의 공공 시설물로서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하기 보다는 사용자 편리, 정보 디자인, 서비

스 디자인 등 보이지 않는 사용자 경험이 중요한 디자인 요소가 된다.

외관 디자인도 철판 중심의 외판이 아니라 강화 플라스틱, 재생 플라

스틱, 등 재활용 소재의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보다 긴밀한 이용자 정보

소통을 위해 터치스크린 화면으로 활용되는 글라스 부분이 커지고. 승객

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교감하는 움직이는 스마트 디바이스처럼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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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된다. 스스로 움직이는 과정에 도로 상의 보행자와 다른 차량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표정과 정보를 표현하는 유연한 외관 디자인

언어가 필요하다. 이처럼 셔틀은 다양한 정보 네트워크 속에서 무수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주고받으며 존재하는 하나의 도시 공유 시설물로서의

공공적 역할이 커진다.

<그림 99> 자율주행 셔틀 외관 디자인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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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내 디자인 적용 시나리오

자율주행 셔틀은 움직이는 생활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실내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용적 요소가 모두 디자인 대상이다. 때문에 승객과 실

시간 소통하고 교감하는 행위로서 서비스 디자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시간 끊김없는 정보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정보의 전달, 인지, 확인에

대한 인터페이스 정보디자인이 스마트 디바이스 처럼 필요하다. 특히 교

통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포용적 디자인 개념이 셔틀 실내 및 인프

라 디자인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실시간 사용자 수요대응 기반 운

행은 다양한 승객의 승차 요구사항에 맞춰 공간을 가변적으로 사용하도

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 통근, 틍학으로 인한 첨두 시간대에 많은 입석자

들을 위한 ‘입석자 안전보조 장치’를 손잡이와 바닥부분에 도입하여 입석

자의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출입문 근처에 ‘교통약자 전용좌석’을 배치하

여 승하차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교통약자 전용 좌석에 탑승하는

승객여부를 교통약자 전용 앱에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교통약자들이 좌석

확인 후 탑승 전 해당 좌석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하는 차량의 교통

약자 전용 좌석을 예약할 수 있다.

차량 내에 ‘회전 좌석’을 도입하여 하차 순서에 맞춰 탑승 승객자의 좌

석배열을 변경 및 수정하여 이용자의 승하차 시간 감소와 편의를 높이

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 차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통행 중에

도 이용자 개인 또는 다수가 버스 내에서도 다양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노약자 운전자 건강측정시스템’ 구비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의 바이오리듬을 확인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 시 실시간 119나

병원 의사와 연결 되는 진단 시스템을 구비한다. 셔틀 내부에 다양한 터

치 스크린 정보 키오스크는 증강현실, 홀로그램 기술을 적용하여 이용자

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고 소통한다. 탐승을 준비하는 장

애인을 자동으로 인지하여 장애인이 승하치 시 ‘출입구 자동발판’은 셔틀

이 정차 시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와 같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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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 자율주행 셔틀 실내 디자인 주요 기능

③ 정류장 디자인 적용 시나리오

버스정류장 디자인에 수요대응형 공간 확장, 무장애물(Barrier-free),

이용자 자동 인식과 같은 스마트 쉘터로서 기능을 도입한다. 단순한 승

객 대기 위주의 정류장이 아니라 대기하는 승객 수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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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수가 많은 경우에는 차양막과 벤치가 확장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대

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 공간으로서

에어커튼, 냉난방기, 공기정화기, 감응식 공간 개폐 기능 등을 설치하여

외부로 부터 오염 물질을 자동으로 차단한다. 내벽에 설치된 스마트 게

시판은 셔틀 노선 정보를 지도와 함께 실시간 확인하고 터치스크린으로

온라인 교통 정보와 IoT센서 정보 수집으로 현재 위치의 정확한 주변

환경 정보를 화면에 표시한다. 날씨, 미세먼지, 외부 기온에 따라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지붕에 태양광 감응식 발전 설비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도심 속의 쉼터로서 셔틀 이용자 뿐 아니

라 보행자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서 기능을 한다. 구급 상황이나 재난 발생 시, 대피소로서의 역할 뿐 아

니라 응급 처치가 가능한 의료 설비와 병원 네트워크를 구비한다.

각 셔틀 정류장의 상황을 중앙관제 센터에서 자율주행 셔틀 운행과 더

불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언제나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환경을 구축한다. 어린이, 노약자, 외국인에게 보다 친숙하고 상세한 설

명이 가능한 홀로그램 음성 안내 기능을 제공한다. 도로와 보도사이 단

차를 없애 노약자와 휠체어 장애인들의 셔틀 정류장 진입을 돕고 승하차

위치 에 장애인 안내 아이콘을 바닥에 표기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승하차

시 혼잡을 분리시킨다. 교통약자 자동인식 기능은 정류장 내 자동인식

RFID 칩을 내장시켜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이 휴대전화 또는 웨어러블 기

기를 이용하여 교통약자의 탑승 대기 여부를 셔틀에 전달하고 사전에 승

차 예약을 한다. 디지털 키오스크로서 셔틀 노선 정보와 도착 및 대기,

위치 등 운행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들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 및

자막 다국어 서비스, 고령자를 위한 자막 확대 서비스, 색약 또는 색맹을

위한 시각장애인용 정보제공 화면 서비스를 제공된다. 또한 실시간 정보

공유, 민원 업무 가능한 환경에서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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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자율주행 셔틀 정류 장 디자인 주요 기능

④ 도로 인프라 디자인 적용 시나리오

도로 맨 가장자리 보도에 이어서 퍼스널모빌리티 전용차선을 만들고 자

율주행 셔틀은 비슷한 속도로 주 정차 시 차선을 공유한다. 중앙의 버스

전용차선과도 공유하여 수요에 맞춰 군집주행도 가능하고 중앙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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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광장을 조성하여 보행자 중심인 거리 풍경을 만든다. 지상의 오픈 스

페이스는 사람의 이동을 위한 동적공간과 체류하거나 휴식하기 위한 정적

공간으로 나누어 동선의 흐름을 원활하게 계획한다. 중앙의 보행자 중심

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역할을 한다. 이동식 자율주행 가판대는 버

스킹 공연, 바자. 플리 마켓(Flea Market) 등 각종 문화 행사를 가능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도시를 활기차게 한다. 분수, 조명, 스마트 쉐터 등

가로 시설물로 밤과 낮이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어 도시 경관의 개성

과 정체성을 살린다. 확장된 도로 공간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

화적 행위 등이 일어나도록 하고, 다양한 생활을 상호 공유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한다. 또한 지상 공간과 더불어 지하 공간의 썬큰(Sunken), 지하가

로, 지상 공간의 가로, 광장, 공원, 보행로, 공중에 있는 공중가로, 스카이

워크(Sky Walk), 입체 보행로, 인공지반 보행로, 브리지, 옥상 정원, 옥상

광장 등 도시의 ‘오픈 스페이스’들 간의 연계성을 높인다.

<그림 102> 이동수단 간의 차선 구분은 원활한 이동 흐름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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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군집 주행

<그림 104>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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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모바일 스토어 및 키오스크 

<그림 106> 자전거 고가 하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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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범 노선 적용사례

① 서울역 구간(1구역)

<그림 107> 서울역 구간 8차선 디자인 적용(위 사진 : 현행 아래사진 :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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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남대문 시장 구간(2구역)

<그림108> 남대문 구간 디자인 적용(위 사진 : 현행 아래사진 :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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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명동 구간(3구역)

<그림 109> 명동 구간 8차선 디자인 적용(위 사진 : 현행 아래사진 :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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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충무로 구간(4구역)

<그림 110> 충무로 구간 디자인 적용(위 사진 : 현행 아래사진 :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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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남산구간 구간(5구역)

<그림 111> 남산 구간 4차선 디자인 적용(위 사진 : 현행 아래사진 :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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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주행 셔틀 사용자 시나리오

사용자 시나리오는 자율 주행 셔틀 운행 시 대표적인 특성을 모아 주

로 일반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맞는 시나리오

를 구성한다. 이용 대상자 별로 구체적인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페르소나

에 맞는 이동 여정을 구성하였다, 특히 자율주행 셔틀 뿐 아니라 기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가장 큰 시각장애인, 휠체어 장애인,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를 대상으로 보다 상세한 사용성과 이동 여정을 구성하였다.

또한 대학생 창업 준비생을 사용자로 설정하여 셔틀을 이동수단 뿐 아니

라 공유 이동식 임대 시설물로서 다양한 사업과 행사, 옥외 활동이 가능

한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구분 특징 이용수단

일반인(대학생 창업 지원자)
김인식(25세 남성)
창업 준비 및 비즈니스 경험

지하철-PM-키오
스크

교통약자

장애인

휠체

어
박진팔(40세 남성)
전동 휠체어 이용

지하철-버스-셔틀

시각
김정인(35세 남성)
주로 음성 안내 서비스에 의지

택시-버스-셔틀

노약자
한화숙(76세, 여성)
거동 시 체력소모가 크며 의료 
웨어러블 모니터 기기 착용

셔틀-버스-지하철

아이동행 부모
김인배( 45세 남성)
어린아이 동행으로 양손을 자
유롭게 쓸 수 없음

지하철-버스-셔틀

외국인관광객
리차드(25세 남성)
한국어 미숙, 서울 처음 방문

지하철-PM-셔틀

[표 66] 사용자 페르소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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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인 이동 시나리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김인식 군은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으로 자율주행 키오스크 대여 앱을 통해 이번 주말에 팝업 스토어를 대

학로에서 오픈 할 예정이다. 원하는 장소와 판매 물품을 입력하면 다가

오는 일정과 장소 및 상권 분석을 자동으로 하여 최적의 장소를 알려준

다. 알려준 장소의 그동안 판매 실적, 사용자 취향, 날씨 등 다양한 정보

를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상권 분석이 끝나고 집

을 나서면 목적지까지 최적의 이동수단과 경로를 키오스크 앱에서 자동

적으로 알려준다. 모바일 키오스크는 한양도성 내 기존의 상권과 더불어

도심의 팝업 스토어로서 다양한 먹거리 즐길 거리를 행사에 따라 배치하

여 대학생 창업 지원 뿐 아니라, 소상공인, 노점상들을 사업을 돕는다.

업종과 형태로 변형이 손쉬워 창업을 원하는 대학생들이 소자본 투자

로도 수시로 비즈니스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역사도심 경계 지역에 자

율주행 모바일 스토어 스테이션을 두고 상권별, 업종별 무인 자율 이동

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되기 때문에 대여자는 원하는 장소에 가서 대기

하면 된다. 군집 주행과 소형 택배 차량을 이용한 무인 배송 서비스로도

가능하고 기간별로 대여를 통해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한다.

사용자 정보 연계 이동수단

주거지 서울 외곽

이동노선 대학로 선

이동목적 가로 판매

이동서비스

날씨 기상 정보

결제시스템

쇼핑정보

관광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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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일반인 이동 여정 시나리오 

② 장애인 이동 시나리오

하반신 마비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박진팔씨(40세)는 서촌에 살면

서 종로에 위치한 공공기관으로 츨근하는 공무원이다. 아침에 집을 나서

기 전에 사전에 예약한 자율주행 택시 셔틀이 집 앞에 대기하고 탑승을

위한 슬로프가 자동으로 작동돼서 승차를 돕는다. 셔틀 택시 안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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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 같은 방향으로 출근하는 동네 지인이 이미 탑승해 있다가 진

팔씨를 반갑게 맞이한다. 서촌의 골목길을 지나면서 한 두명 예약 승객

들이 더 타고 광화문 세종대로에 이르면 다른 자율주행 셔틀과 군집으로

합류하여 목적지인 종로 근무지로 이동하게 된다. 하차 정류장에 가까워

오자 스마트폰으로 하차 알람이 울리며 휠체어 안전 고정 장치를 해제하

고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림을 준비하는 안내 음성이 들린다. 하차 후에

는 개인맞춤형 정보제공 안내기에서 근무지까지 휠체어가 이동하는데 노

면 장애가 없는 최적의 이동 경로를 안내하여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

장애인 자동인식 횡단보도를 지나 근무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된다. 퇴

근 후에는 모처럼 동창생들과 저녁모임을 남산 근처 레스토랑에서 가게

되어 부득이 자율주행 셔틀 버스를 이용해야 된다. 퇴근 전에 교통약자

버스 좌석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여 탑승할 셔틀 시간과 좌석을 예약한

다. 정류장 도착 후, ‘무장애 기능’이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일반 승객들

과 분리되어 승차하며, 승차 시 단차가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셔틀에 승

차가 가능하였으며 예약해 놓은 좌석에 바로 착석할 수 있었다. 셔틀 탑

승 후 교통약자 전용 좌석에 구비되어 있는 개인PC를 이용하여 오늘 레

스토랑 정보를 검색하면서 목적지로 이동하였다.

사용자 정보 연계 이동수단

주거지 서울 서촌

이동노선 서촌 북촌 노선

이동목적 통근

이동서비스

대중교통 정보

기상 정보

건강 의료 정보

장애인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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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휠체어 장애인 이동 여정 시나리오 

③ 노약자 이동 시나리오

한양도성 역사도심 내 북촌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한화숙(76세, 여성)

씨는 지병인 관절염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다. 평소 이동 시 체력 소모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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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료 웨어러블 모니터 기기 착용하여 의료진들과 실시간 도움을 받는 중

증 교통약자이다.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취미 미술 수업을

위해 집을 나선다. 자율주행 셔틀을 타기 전에 미리 내부 혼잡도 체크하

고 가장 낮은 차량을 예약한다. 탑승 후 이동하는 동안 증강 현실 스크

린 윈도를 통해 미세먼지 정보 주변 식당 및 정보를 검색하고 오늘의 여

정을 직장에 있는 딸에게 전송한다. 웨어러블 모니터 기기에서 하차 알

림 진동이 울리고 하차 하니 국립현대 미술관 입구에 로봇형 보행 안내

도우미가 변경된 수업 장소로 안내한다. 계단을 최소로 이용하는 고령자

전용 이동 경로를 통해 수업 장소로 이동한다. 수업을 마치고 화숙씨는

쇼핑을 위해 지하철을 이용해 명동을 가기로 길을 나선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는 보행자 디지털 안내기가 안내하는 계단이 없고 미끄럽지 않

은 고령자 보행경로를 이용하여 지하철역까지 힘들지 않게 도착했다.

혼자 이동하는 사이에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오늘 일정을 딸에게 알려 주었고 먼 여정을 걱정하는 딸에게 현재 이동

경로 정보를 알려준다. 동시에 집 근처 노인복지센터 담당자에게도 화숙

씨의 이동 경로 정보가 전달되어 병원, 여가, 쇼핑 친지 방문 등의 일상

을 도울 수 있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와 연계한 이동 모니터링 서비스

를 받게 된다.

사용자 정보 연계 이동수단

주거지 북촌 한옥

이동노선 내부순환선

이동목적 산책 및 쇼핑

이동서비스

택시호출 정보

쇼핑정보

건강의료 정보

노약자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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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노약자 이동 여정 시나리오

③ 외국인 관광객 이동 시나리오

한양도성 내 역사 도심을 즐기러 온 외국인 부부 관광객은 아침 일찍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호텔을 나선다. 디바이스에서 예약한 자

율주행 택시가 곧 도착할 것을 알려준다. 목적지인 경복궁에 도착할 때

쯤 디바이스에서 제공해 주는 관광지 홀로그램 안내양의 서비스로 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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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에 관한 사전 관광 정보를 얻는다. 또한 디바이스에 부부의 정보를 입

력해 두었기 때문에 모든 안내는 모국어로 제공된다. 지하철을 갈아탄

부부는 차내 혼잡 안내 정보를 보고 한적한 차량에 탑승하여, 빈자리에

앉아 탑승한다. 의사소통과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실시간 통역

정보 제공과 원하는 장소로 쉽게 이동 할 수 있다. 사용자 요청에 따라

다양한 자율주행 교통수단의 가격,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

해 주며,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선택도 유연하다.. 공유 탑승, 언제 어디

서든 타고 내릴 수 있는 탄력적 운행이 가능하고 외국인이 자주가는 관

광지 이동 패턴, 소비 패턴, 관광 추세를 분석하여 맞춤형 관광 정보 제

공 한다 체류기간, 선호하는 숙박시설, 평균 이동거리를 산출하여 빅데이

터로 활용 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모든 매체에서 다국적 언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키오스크나 개인휴대용 단말기 등과 같이 일대

일 정보제공 매체에서 사용자의 국적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제공하도록 한다.

이용자 정보 연계 이동수단

주거지 명동호텔

이동노선 남산순환선

이동목적 여행 관광 쇼핑

이동서비스

명소, 맛집 정보 

쇼핑 정보

통역 서비스 정보

 환승안내 정보



- 161 -

<그림 115> 외국인 관광객 이동 여정 시나리오

5) 자율주행 셔틀 시나리오 분석 시사점

현행 대중교통 체계와 도로 인프라를 기준으로 시범노선과 운행 시나

리오를 설정하여 디자인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 기반 시

스템 디자인은 보다 세부적인 지침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위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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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동시간이 이동 결과 중심의

소모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자율주행 셔틀에서의 이동은 이동가치를

높여주는 보다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꿔준다. 또한 기존의 도로 차선을

줄이고 공공 공간을 넓히더라도 자율주행 차량들은 전후좌우로 바짝 붙

어서 군집주행이 가능하기에 도로용량이 최대 2.5배까지 증가시키고 기

존 2차선 도로를 5차선 도로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때문에 오히려 도로

용량을 증가시키고 교통사고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

다. 자율주행 셔틀의 미래 발전 방향과 그에 대한 디자인 원칙과 기이드

라인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디자인 혁신 계획 수립과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서울 대중교통 현황 분석 및 미래의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과 연

동하여 자율주행 셔틀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연차별 실행계획을 제시해

야 한다. 둘째 자율주행 셔틀 시스템 디자인을 위해서는 교통수단 및 시

설물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원칙을 마련되어야 한다. 이용

자 중심의 디자인 원칙과 규정을 정립하여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디자인 시범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별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사용성을 검증하고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교통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스마트

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법·제도 기반의 조성계획 제시 및 소요재원 규모,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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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제 1절 연구의 요약

새로운 도시 이동수단은 도시의 형태를 바꾸고 사람들의 공간인지와

이동패턴을 바꾼다.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행 셔틀 도입은 가까운 미래에

교통접근성, 안전성, 편리성을 높이고 도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희망적 단서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 기술의 산업적 파급 측

면보다는 쾌적한 도시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현실적으로 당장 적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지정 루트를 따라 저속 순환하는 자율주

행 셔틀은 자율주행 요소 기술들을 지역 대중교통 인프라 특성에 맞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이미 상당 부분 실현이 가능하다. 승객 수요

에 맞춘 응답형 교통 체계로 불필요한 운행 시간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

을 높여서 도시의 이동 속도를 낮출 수 있다. 전용차선, 전용공간 전용인

프라로 공간을 구분하여 도로상에서 돌발 변수를 줄이고 복합주행, 군집

주행 등 다양한 모드로 변형하여 탄력적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결국 자율주행 셔틀 시스템이 실제 도로에서 실증적으로 운행되려면

크게 3가지 향후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자율주행 서틀과 연계되

어 운행하는 이동 수단 간의 안전 대책, 운행속도, 운행 구역 등에 관한

법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교통수단들이 동시에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차로, 교차로 등의 기하 구조 정비와 신호 운영시

스템 등 관련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적절한 장소와 시기에

적정 규모의 시범 사업이 추진되어 이동에 관한 빅데이터 정보를 지속적

으로 축적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붐비는 도심을 갑자기 통행을 제

한하거나 새로운 제도나 교통수단을 도입할 경우 기존의 거주자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저항과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한양도성 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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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상권, 생활권이 얽혀 있는 복합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정책적 실행

의지만큼이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익 관점에서 자율주행 셔틀 도입은 미래의 산업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에서도 꼭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청계천 복원, 대중교통 전

용지구, 서울역 고가 공원화 등의 사업을 보더라도 모든 사업이 초기에

저항이 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애초 우려한 만큼의 교통 혼잡

이 빚어지지 않은 이유도 사회적 편익 가치가 더 많다는 것을 시민들이

스스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양도성 내 역사도심의 도로 공간이

재편되어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도심의 매력을 한층 높여서 도심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서울시의 교통 정책

뿐 아니라, 주택, 환경, 물류 등의 도시 시스템의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져야하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 정보 플랫폼을 기반

으로 최적화된 다양한 시민 교통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디자인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삶

을 한층 더 행복해지고 윤택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에서 출

발하였다. 태생적으로. 디자인은 사회적이자 공공적 속성을 갖는다, 때문

에 한양도성 역사 도심 안을 디자인으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서울의 디자인 정체성을 살리고 도시 환경 개선에 부합하는

길이다. 그동안 산업 발전으로 야기된 모든 비환경적 문제를 또 다른 기

술 혁신과 학문적 융합으로 자연적 원형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

로 이어가야 한다. 서울의 역사적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는 한양도성 내

역사도심은 서울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대외적 이미지이다. 우리가 생

각하는 좋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는 도시의 이동 속도를 줄이고 공간을

재편하여 도시의 본래의 원형을 되살리고 역사와 자연을 보존하여 쾌적

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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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자율주행 셔틀이 승용차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승용차 이용이 줄어들 것이고 일상에서 유사한 이동 패턴을 갖는 시민들

간에 자연스러운 소통으로 이어져 좋은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 상황에 반해 자율주행 셔틀이 안전 문제를

충분히 해소되려면 아직도 상당 시간이 필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현

실적으로 기술 문제 뿐 아니라 관련 법규 및 인프라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에 논의된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기술적, 학술적,

정책적 이슈들을 근거로 자율주행 셔틀 운행 가능성을 디자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여기에 보다 실증적 해결 방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

정책적 합의 등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도시문제의 방

대한 변수와 이해관계는 개인 연구로는 자료 부족과 정책적 제한을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시나리오 시뮬레이션과 디자인 프로토타입 연

구를 도출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시범사업, 실증 모델

개발을 통해 기술, 디자인, 교통 정책이 어우러진 협업 연구로 발전되어

야 할 것이다. 더구나 자율주행 셔틀이 하나의 도시 디자인을 드러내는

상징물로 자리 잡으려면 일관성 있는 사용자 경험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

원칙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미래 교통 정책과 디자인

이 융합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자율 주행 셔틀에 대한 구체

적인 담론과 정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앞으로 자율주행 운행

시스템 디자인 연구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길 바라며, 자

율주행 셔틀이 단순히 시민들에게 편리와 쾌적한 도시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서울의 디자인 정체성을 살리고 미래 자율주행 기술의 선

도 도시로 나아가는데 학술적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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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한양도성 역사도심 내 자율주행셔틀 운행 
시나리오를 위한 전문가 심층인터뷰

1. 전문가 조사의 주요내용 

전문가 조사는 크게 한양도성 역사 도심 내 자율주행 셔틀 도입에 따른

교통서비스의 변화와 교통부문 전반에 걸친 영향 및 파급 효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문하였다.

1) 자율주행 셔틀 등장으로 나타나는 교통체계의 변화에 대한 전망

2) 자율주행 기술발전 단계에 따라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

3) 자율주행 셔틀의 실현가능성과 정책적 지원 사항 및 주요 영향요인

4) 기존 거주민 및 시민이 겪어야 할 예상되는 불편사항

5) 자율주행셔틀 운행에 따른 예상되는 편익가치 및 파급효과

6) 자율주행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필요한 대응책

7) 제시된 2가지 유형의 셔틀을 기준으로 적정한 사이즈 및 규격여부

8) 순차적으로 시행 가능한 노선 제안

2. 전문가 조사  방법

본 조사는 자율주행 셔틀 운행에 따른 교통체계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

이 있는 교통 분야 전문가와 자동차 엔지니어, 자동차 디자이너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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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미래 모빌리티 관련 전문가, 통신

및 네트워트 회사 모빌리티 전문가, 학회 및 현장에서 현재 자율주행자

동차 관련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방법은 모든 조사대상자들에 대해 전화로 사전 섭외한 이후 이메일을 통

한 1차 설문조사와 이를 토대로 대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전문

가 조사자는 모두 20명이며, 응답자들의 해당분야 경력은 평균 15년으로

교통 및 자율주행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설문조

사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반 학생, 시민, 노약자 등 50여명의 잠재

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전문가 조사  대상

 구분 성명 소속

1 강병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2 문희창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 업체 언멘드 솔루션 대표

3 이상엽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 전무

4 황기연 전)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홍익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7 윤정채 자율주행 셔틀 개발 디자이너(클리오 디자인 실장)

9 송인호  국민대학교 자동차 디자인학과 교수

10 구상 홍익대학교 모빌리티 디자인 전공 교수

11 박기철  삼성전자 모빌리티 UX 사업 책임연구원

12 이돈태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부사장

13 주병철 기아자동차 디자인 센터 상무

14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대표

15 이철배 LG 전자 선행 디자인 사업부 전무

17 노기한 한국 자동차 연구원 본부장

18 김형욱 KT 모빌리티 상무

표 77 ] 전문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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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동계법 13조( 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한양도성 역사도심 내 자율주행셔틀 운행 
시나리오를 위한 사용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한양도성 역사 도심 내 자율주행 셔틀 운행에 따

른 사용자 분석, 사용성 연구, 이동패턴, 활동방식 등 시나리

오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귀하의 답변과 견해는 미래 

한양도성 역사도심 내 자율주행 도입 연구를 위한 참고 자

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개인 정보 및 응답해 주신 내용은 학술적 통계 목적 이외에

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

호)에 의거 엄격히 보호 됩니다. 

    

                                       2019년 11월10일

                                       연구자 이근 교수

                       홍익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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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답자 선정 

[질문1-1] 서울에서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서울(               ) 구

[질문1-2] 귀하의 성별과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성별  (2) 연령          세

① 남  ② 여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질문1-3] 응답자 정보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소속기관

디자인 및 교통분야 경력

[질문1-4] 귀하는 현재 운전면허 및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승용차 보유는 귀댁에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입   

         니다.

         ① 운전면허는 있지만 승용차는 없음

         ② 운전면허도 있고 승용차도 있음

         ③ 운전면허는 없지만 승용차는 있음(선문 3-2로)

         ④ 운전면허도 없고 승용차도 없음(선문 3-2로)

[질문1-5] (질문1-4에서 운전면허가 있는 ① ②의 경우) 귀하의 실제 운  

         전경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                  ) 년 정도

[질문1-6] (질문1-4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③ ④의 경우) 귀하는 장래 운  

          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취득 가능  ② 취득 불가능(신체적 여건, 고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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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양도성 역사도심내 자율주행 이동체 운행 

[질문2-1] 한양도성 역사도심 내 개인용 승용차 운행을 제한한다면 어떠  

         한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면 통제한다.

         ② 시간대별, 요일별 부분 통제한다.

         ③ 개인용 승용차는 전면 통제하고 생업, 공무 등에 필수 차량  

            만 허용한다.

         ④ 기존의 녹색 교통 지역지정 방식을 유지한다.

         ⑤ 기존 역사도심 내 거주자만 운행한다.

         ⑥ 기타(                         )

[질문2-2] 한양도성 역사도심 내 개인용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대중교통과 공유기반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한다면 이용할 의  

          향이 있으십니까?

[질문2-3] 자율주행 셔틀 운행에 찬성하신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하여 찬  

         성하십니까?

         ① 미세먼지, 도로 소음 등 대기오염 감소

         ② 보행자 친화적인 공간 확대

         ③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④ 역사도심 내 국내외 관광객 편의

         ⑤ 역사도심 내 유동인구 확대로 상권 활성화 

         ⑥ 기타(                         )



- 178 -

[질문2-4] 한양도성 역사도심 내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한다면 가장 불편  

         이 예상되는 사용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역사도심 내 기존 거주자

         ② 통근, 통학 학생, 회사원 및 공무원

         ③ 역사도심 내 기존 사업자 및 소상공인

         ④ 물류, 택배 등 유통관련 업무자

         ⑤ 자가용 출퇴근자.

         ⑥ 기타(                         )

[질문2-5] 귀하는 평소에 한양도성 역사도심 내로 이동 시 어떤 교통 수  

         단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② 승용차(직접운전 및 타인운전)

         ③ 택시

         ④ 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

         ⑤ 도보.

         ⑥ 기타(                         )

[질문2-6] 자율주행 셔틀 운행 서비스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1, 매우 동의하는 경우는 5로 가  

          정했을 때 1~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용량 효율성 향상 ① ② ③ ④ ⑤

교통사고 감소 ① ② ③ ④ ⑤

차대시간 생산성 향상 ① ② ③ ④ ⑤

교통약자 이동성 향상 ① ② ③ ④ ⑤

공유서비스로 자동차 수 감소 ① ② ③ ④ ⑤

[질문2-7] 자율주행 셔틀 운행 서비스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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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1, 매우 동의하는 경우는 5로 가  

          정했을 때 1~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실직으로 고용축소 ① ② ③ ④ ⑤

보험업계 수익 및 고용감소 ① ② ③ ④ ⑤

차량정비유지보수 
감소 및 고용축소

① ② ③ ④ ⑤

자율차의 범죄 테러 
이용 등 보안 문제

① ② ③ ④ ⑤

[질문2-8] 귀하는 평소 서울의 도심권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 편이십니  

          까?

         ① 일주일에 5회 이상

         ② 일주일에 3~4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한 달에 1~2회 정도

         

[질문2-9] 귀하의 무슨 목적으로 주로 역사도심을 방문 하십니까?

         ① 출퇴근 업무 또는 학교 및 학원에 통학하기 위해 

         ② 쇼핑, 여가, 관광 등을 위해 

         ③ 통과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질문2-10] 귀하가 역사도심을 통과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신다면 어  

          떤 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① 승용차 

          ② 택시

          ③ 버스

          ④ 지하철 

          ⑤ 버스+ 지하철

          ⑥ 그 외(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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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11] 귀하께서 역사도심을 통과하는 시간대는 주로 어느 시간 대  

          에 속합니까?

          ① 오전 5시 이전      ② 오전 5~7시 사이

          ③ 오전 7~9시 사이    ④ 오전 9~12시 사이

          ⑤ 오후 12~2시 사이   ⑥ 오후 2~4시 사이

          ⑦ 오후 4~6시 사이    ⑧ 오후 6~8시 사이

          ⑨ 오후 8~10시 사이   ⑩ 그 외 시간

[질문2-12] 만약 귀하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역사도심의  

          목적지까지 이동하시는 데에 걸린 시간과 요금, 환승 횟수는  

          각각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래 수단들 중 이용 가능한   

          것에 대해 체크하신 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버스만 이용

          ② 지하철만 이용(노선 환승 포함)

          ③ 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이용

[질문2-12-1] 버스만 이용하실 때의 소요시간, 요금, 환승 횟수를 숫자로  

            만 입력해주세요.

          ① 소요시간 ____________분 

          ② 요금           원 

          ③ 환승 횟수 ____________회

[질문2-12-2] 지하철만 이용(노선 환승 포함)하실 때의 소요시간, 요금,   

          환승 횟수를 숫자로만 입력해주세요.

          ① 소요시간 ____________분 

          ② 요금           원 

          ③ 환승 횟수 ____________회

[질문2-12-3] 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이용하실 때의 소요시간, 요금, 환승  

          횟수를 숫자로만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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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소요시간 ____________분 

          ② 요금           원 

          ③ 환승 횟수 ____________회

[질문2-13] 역사도심을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와 비교하였을 때, 승용차 이용의 편의성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① 승용차를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다

           ② 승용차를 이용하면 다소 편리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별 차이가 없다

           ④ 승용차를 이용하면 다소 불편한 편이다

           ⑤ 승용차를 이용하면 매우 불편하다

[질문2-14] 만약 자율주행 셔틀 운행에 따른 도심권의 차로수 감소로 인

하여 이동 시간이 다음과 같이 변한다고 가정할 경우 귀하는 어떤 선택

을 하시겠습니까?

도심권 이동시간

구간별 에상 

이동시간

구간 현재 에상

동↔ 서 흥인지문˜서대문역 20분 30-50분

남↔북 광화문-서울역 10분 15-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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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황별 도심권 

이동시간 변화

 승용차 계속이용

대중교

통으로

전환

통행

포기목적지 

경로

유지

목적지 

경로

변경

도심권 

이외로

목적지 

변경

상황 

1

동↔서 20분→30분

(이동시간 50%증가)
① ②  ③ ④  ⑤ 

상황 

2

동↔서 20분→35분

(이동시간 75%증가)
① ②  ③ ④  ⑤ 

상황 

3

동↔서 20분→40분

(이동시간 100%증가)
① ②  ③ ④  ⑤ 

상황 

4

동↔서 20분→45분

(이동시간 125%증가)
① ②  ③ ④  ⑤ 

상황 

5

동↔서 20분→50분

(:이동시간150%증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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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주행 택시 이용 의향

다음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자가 필요 없는 택시처럼 이용하는 

‘자율주행 택시’ 유형에 대한 설문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

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차량은 출발지 앞에서 승객을 태우고 목

적지까지 무인 운전으로 이동하는 서비스입니다.

■ 자율주행 택시 기능

- 운전자가 없으므로 기존 택시보다 비용이 저렴

- 수요응답형 차량 호출 및 자율주행 MaaS 요금 체계로 정기지급

- 차량 내 개인 맞춤형 컨텐츠 옵션 선택 및 활용 기능

- 개인 이동 경로 입력으로 정해진 시간, 날짜에 정기적으로 활용 

■자율주행 택시 디자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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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1] 위와 같은 유형의 자율주행 택시가 한양도성 역사도심 내에서  

         운행 된다면 귀하께서는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3-2] (질문3-1에서 ① ② 응답인 경우만) 이용의향이 없는 주된 이  

         유가 무엇입니까?

         ① 이용가격이 비싸서

         ② 자율주행차의 기계 오류나 기술안정성이 우려돼서

         ③ 대기시간이 길거나 호출이 어려울까봐

         ④ 자가용 승용차가 있어서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⑤ 기타(                       )

         

[질문3-3] 만약 위와 같은 형태의 자율주행 택시가 이용 가능하다면 귀  

         하의 통행빈도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현재보다 통행이 늘면 증가, 통행이 줄면 감소, 변화가 없다면  

         변화 없음에 응답해 주시고 예상되는 증감비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          )% 증가 ② 변화 없음  ③ (           )% 감소

[질문3-4] 위와 같은 형태의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된다면 어떤 사용자에  

         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노약자 및 장애인

         ② 외국인 관광객

         ③ 역사도심내 거주자

         ④ 기존의 택시 이용자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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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주행 셔틀 이용 의향

다음은 소규모 저속 셔틀버스처럼 이용하는 ‘자율주행 셔틀’ 유형에 

대한 설문입니다. 이용자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차량을 호

출하면, 해당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차량으로 출발에서 승객을 태우

고 이동합니다. 이동 경로가 같은 여러 사람들이 합승할 수 있어서 

대중교통과 유사하며‘ 자율주행 택시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 자율주행 셔틀 기능

- 대중교통보다 편리하고 환승 없이 출발지 목적지까지 이동 가능

- 택시보다 저렴하고 수요가 많아질 경우 대중교통과 유사한 비용

으로 이용 가능

- 차량 호출에 따른 대기시간과 다른 승객과 합승으로 통행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

■자율주행 셔틀 디자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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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1] 위와 같은 유형의 자율주행 셔틀이 한양도성 역사도심 내에서  

         운행 된다면 귀하께서는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4-2] (질문4-1에서 ① ② 응답인 경우만) 이용의향이 없는 주된 이  

         유가 무엇입니까?

         ① 이용가격이 비싸서

         ② 자율주행차의 기계 오류나 기술안정성이 우려돼서

         ③ 대기시간이 길거나 호출이 어려울까봐

         ④ 이용비용이 비쌀까봐

         ⑤ 자가용 승용차가 있어서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⑥ 기타(                       )

         

[질문4-3] 만약 위와 같은 형태의 자율주행 셔틀이 이용가능하다면 귀하  

         의 통행빈도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현재보다 통행이 늘면 증가, 총행이 줄면 감소, 변화가 없다면  

         변화 없음에 응답해주시고 예상되는 증감비율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          )% 증가 ② 변화 없음 ③ (            )% 감소

[질문4-4] 위와 같은 형태의 자율주행 셔틀이 운행된다면 어떤 사용자에  

         게 가장 도 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노약자 및 장애인

         ② 외국인 관광객

         ③ 역사도심내 거주자

         ④ 기존의 대중교통 이용 청년층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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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율주행 키오스크 이용 의향

다음은 자율주행 키오스크 유형에 대한 설문입니다. 이용자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상업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 

스토어입니다. 기간별, 지정된 장소별로 언제 어디로든 이동하여 팝

업스토어, 정보 키오스크, 스마트 쉘터 등 거리에 특성에 따라 다양

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 자율주행 키오스크 기능

- 대규모 도로 공간, 광장 등을 상업공간, 문화공간으로 일시적으로 

변모시켜 도심을 활성화 한다.

- 도심 내 택배, 배달 로봇처럼 상업적 물류서비스 지원

- 스트리트 퍼니처로서 공공목적에 맞춰, 스마트쉘터, 모바일 스토

어, 정보키오스크등 다양한 용도와 목적에 맞게 활용 가능

- 기존의 노점상,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사업 체험기

회 제공

■자율주행 키오스크 디자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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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1] 위와 같은 유형의 자율주행 키오스크들이 한양도성 역사도심  

         내에서 운행된다면 귀하께서는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4-2] (질문4-1에서 ① ② 응답인 경우만) 이용의향이 없는 주된 이  

         유가 무엇입니까?

         ① 이용가격이 비싸서

         ② 자율주행차의 기계 오류나 기술안정성이 우려돼서

         ③ 대기시간이 길거나 호출이 어려울까봐

         ④ 이용비용이 비쌀까봐

         ⑤ 자가용 승용차가 있어서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⑥ 기타(                       )

         (질문4-3으로 이동)

[질문4-3] 만약 위와 같은 형태의 자율주행 셔틀이 이용가능하다면 귀하  

         의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현행 길거리 노점상을 활성화하는 모바일 스토어 

         ② 휴식, 지역정보, 관광 등 다양한 정보와 컨텐츠를 제공하는  

            도심의 스마트 쉘터

         ③ 청년창업 및 다양한 길거리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팝업 스토어

         ④ 도심 내 배달, 택배 등 물류 로봇의 허브 스테이션 기능

         ⑤ 기타 (                            )



- 189 -

[질문4-4] 위와 같은 형태의 자율주행 키오스크가 운행된다면 어떤 사용  

         자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존의 노점상

         ② 물류 유통 업체

         ③ 청년 창업 준비자

         ④ 소상공인

         ⑤ 기타(                       )

    

5. 자율주행 셔틀의 노선 선정 

다음은 자율주행 셔틀이 역사도심내 운행되면 다음과 같은 8개 노

선이 운행될 예정입니다. 

■ 예상노선

번

호
 노선명 경유코스

1 관광 투어 순환선 서울역-퇴계로-DDP- 창경궁-광화문-세종로

2 대학로선 대학로-동대문시장-청계천-퇴계로

3 북악스카이웨이선 혜화동로터리- 팔각정-인왕산길- 사직공원

4 종로선 서대문-세종로-종로-흥인지문

5 북촌 서촌 순환선 삼청로-경복궁- 자하문로-효자로

6 창경궁로선 창경궁-종묘-광장시장-청게천-남산

7 남산순환선 서울역-남산순환-서울역

8 내부도심순환선 인사동-시청-명동-충무로- 인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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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노선표

질문5-1] 운행노선이 선정한다면 다음 중 어떤 노선이 최우선적으로 시  

         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노선 만 선정)

          (                              )노선

[질문5-2] 운행 노선를 아래 순서대로 우선 순위를 선정해 주십시오? 

         ①                       ⑤                           

         ②                       ⑥                       

         ③                       ⑦                       

         ④                       ⑧                          



- 191 -

[질문5-3] 자율주행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아래 항목 중 3가지만 선정해 주십시오 

         ① 대중교통과 환승 연계성     

         ② 고궁 및 미술관, 관광지 연계성

         ③ 상업시설 및 쇼핑센터 연계성

         ④ 자연환경 및 역사유적 연계성  

         ⑤ 거주자 생활편의 연계성

         ⑥ 기타(                     )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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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한양도성 역사도심 내 노선 운행 
시나리오 선행연구 사례

본 시나리오는 북촌에서 광화문, 종로를 거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간을 운행하는 자율주행 셔틀 노선을 근거로 승하차 과정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시뮬레이션한 선행 연구이다. 연구 결과는 ‘2016

년, 2017년 국제 스마트모빌리티 컨퍼런스’에서 제안한 선행 연구 결과

를 재구성하였다. 연구자가 연구 책임자로 참여한 본 선행 연구 시나리

오는 정량적 근거보다는 자율주행 셔틀 운행에 따른 대중교통 사용성 및 

시설인프라 변화에 관한 미래지향적 컨셉을 제안하였다. 8개의 예측가능

한 개념을 각 스토리로 나누어 설명하고 각 개념 별로 어떠한 기술과 디

자인 필요한 지룰 설명한다. 이 선행 연구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대중교

통, 보행자,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도로, 골목길, 도보 등의 통행을 전

제로 사용자 경험에 중점을 두었다. 

원본 동영상 출처 : 유튜브( Seoul Smart Mobilit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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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나리오 1 – 자율주행 셔틀 예약 및 정보 이용

시나리오 1 적용기술 스토리

⦁대중교통 통합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개인이 원하는 교통수

단을 원하는 시간에 호출할 수 

있다. 예약 버튼을 누르면 집

안에서 예약한 셔틀의 현재 위

치와 도착 시간 등이 표시되

고, 도착하기 전 알람 등을 통

해서 알려준다.

⦁휴대폰에서 언어를 선택하면 

관광객 자국어로 정보가 제공

된다. 여행 숙소 등에 비치된 

정보제공 매체를 통해 간편하

게 셔틀을 예약할 수 있고, 셔

틀과 연계한 관광지나 쇼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순환형 셔틀은 대중교통과 

연계한 노선을 설정하여 관

광・문화・쇼핑・오락 등 다양

한 카테고리를 나누어 관광객

이 기호에 따라 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여행자는 목적지설정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을 알려

주고 날씨도 고려하여 최적화

된 이동수단 경로를 추천한다.

⦁대중교통 통합 어플리게이션 
  Integrated Multi-Modal Application 

⦁보안 서비스 
  Security Service

⦁관광 정보안내 시스템 
  Traveling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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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시나리오 2 – 좁은길도 운행되는 커뮤니티 셔틀

시나리오 적용기술 스토리

⦁북촌 및 서촌 한옥마을, 삼

청로 등은 길이 좁아 대중교통

을 운행할 수 없는 곳까지 셔

틀이 운행된다. 좁은 길에서는 

속도, 정차, 주행이 가변적으로 

운행되며 보행자 속도에 맞춰 

조정된다. 

⦁좁은 골목까지 퍼스널 모빌

리티, 미니셔틀 등이 기존의 

마을버스처럼 대중교통 정류장

까지 연결된다. 차량끼리 서로 

센서로 정보를 주고받아 사고

가 일어날 확률이 낮아 이용자

들의 편의성은 훨씬  커진다. 

이용자는 예약한 셔틀이 도착

한다는 알람을 확인하고 나서 

집 앞의 지정된 장소로 나가면 

곧바로 탑승할 수 있다. 셔틀 

외관에는 자신이 호출한 셔틀

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방표

시장치HUD에 목적지가 표시

되고, 동시에 속도와 내비게이

션 등이 함께 나타나 이용자의 

판단을 돕는다. 

⦁커뮤니티 셔틀 
  Autonomous Community Mo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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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 시나리오 3– 디지털 정보 안내 시스템

시나리오 적용기술 스토리

⦁셔틀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커다란 모바일 기기로서 

컨텐츠 이용하는 공유 공간으

로 인식한다. 실시간으로 정보

를 주고받고 비슷한 취향의 사

람끼리 모여 이동 중 커뮤니티

를 즐긴다.

셔틀 내부는 콘셉트별로 꾸며

질 수도 있고, 이용자들은 휴

식이나 자기계발 등에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실내에서 편하

게 보낸다.

차량 내부에 비치된 디스플레

이나 차량 유리 등을 통해 디

지털 정보 안내 시스템을 이용

해 실시간 위치와 목적지 정보

를 얻을 수 있으며, 여행객은 

여행지와 관련한 역사나 영상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디지털 정보안내 시스템 
  Digital Information System 

⦁실시간 위치 및 목적지 정보 
  Realtim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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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 시나리오 4–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시나리오 적용기술 스토리

셔틀이 공공교통이라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공유교통으로 전용차선으로 안

전한 운행을 보장받는다. 코드 

연결없이 주차면에 차를 세우면 

자동 충전이 되어 누구든 사용

할 수 있는 복지교통의 개념이 

적용된다.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차선은 원

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어주며, 

대중교통과 목적지를 이어 단절 

없는 통합 교통체계를 이어준다.

태양전지 패널 주차 표면은 충

전을 위해 멈춰 있을 필요가 없

고 주차장 바닥에 무선 충전 시

스템을 설치 주차시간 동안 충

전할 수 있다‘

⦁

⦁개인용 운송수단 확대
  Personal Mobility

 
⦁개인용 운송수단 전용차선
   Personal Mobility Lane

⦁스마트 공용 충전시스템
   Smart Public Charging System



- 197 -

⓹ # 시나리오 5 – 군집주행

시나리오 적용기술 스토리

 차량 간격 제어를 통해 연속되

는 차량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

하며 동시에 주행한다. 교통량, 

시간대, 요일별로 탄력적인 운행

이 가능하다. 차량 간의 간격이 

좁혀져서 도로 공간 효율을 높

인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

할 때도 동시 출발이 가능해 출

발 지연 현상을 없애 에너지를 

절감한다.

셔틀은 각자의 장소에서 출발해 

도심으로 진입하면 같은 목적지

까지 가는 차들끼리 서로 모여 

군집주행을 하고, 다시 목적지 

노선에 따라 갈라져 개별주행을 

한다. 전용차선의 군집주행은 지

하철 만큼 도착 정시성을 높여 

준다.

⦁군집주행
  Platooning to rescure Cong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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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 # 시나리오 6- 교통약자를 배려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시나리오 적용기술 스토리

 셔틀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

고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이 용

이한 복지교통 개념을 도입한

다..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이동

수단 자체는 물론 이동의 편의

를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을 적용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Design for Disabled

⓻ # 시나리오 7- 입체 공간 환승 시스템

시나리오 적용기술 스토리

 

친환경 도시를 위해 주행도로와 

환승 시스템등은 지하에 구축된

다. 지상은 여유로워지고, 사람

들은 안전하게 도심 생활을 즐

긴다. 셔틀안에서 대중교통 환승 

위치를 안내하여 바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환승 동선 설계를 

해준다.

입체화 된 환승시스템
Undergroung Trans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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⓼ # 시나리오 8 - 통합화된 스마트 교통 정보

시나리오 적용기술 스토리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 네트워크

를 통해 출발 시점에 따른 도착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용자 

각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각 정류장의 모니터링

이 가능해져 운행이 혼잡한 곳

을 피할 수 있다. 길 안내 서비

스가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유

도한다.

셔틀에서 다음 정류장의 고객 

유무를 알 수 있어 불필요하게 

문을 열 필요가 없다. 관재 입장

에서 대기자의 수를 실시간 파

악 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게 증

차 할 수 있다.

셔틀 하차 후 목적지로 이동하

거나 환승할 경우에 목적지에 

대한 실시간 안내를 개인 단말

기의 증강현실(AR)등을 활용하

여  방향과 위치를 안내한다.

 

⦁지능형 횡단보도
  Intelligent Crosswalk

⦁경로안내 시스템
  Route Guid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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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onomous shuttle is a futuristic pedestrian-friendly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people, sharing and the

environment.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it creates a comfortable

pedestrian-oriented urban environment through the convenience and

safety of transportation, the efficient use of urban space, and the

improvement of three-dimensional infrastructure. In recent years,

public autonomous shuttle service has emerged as a future means of

transport to reduce the speed in the city center and promote the

movement of the weak. Although some designated sections are piloted

in Korea, there are still institutional and technical limitations in using



- 201 -

them as full-scale public transport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sets up the Seoul Metropolitan City's historic center as a test bed for

autonomous shuttles and proposes the necessary operating system

design.

The historical urban center has undergone rapid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60 years, and its prototype has been largely damaged

in 600 years due to explosive population growth, reckless urban

development, and road expansion. In addition, the increasing amount

of traffic is the worst air pollution level due to constant traffic jams

and high concentration of dust. Although Seoul has established

various transportation measures such as designating a green

transportation promotion zone within the historical city center,

restricting the inflow of pollutant emission vehicles and lowering the

average driving speed, the actual citizen's haptic effect is still

insignificant.

This study sets up Seoul's historic center space within the four

gates as an autonomous shuttle district around the 16.7km2 area of 

Hanyangdosung and discusses the development of routes and

technical feasibility required for the shuttle operation. First,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that can be realized in reality without

any major investment and facility change is applied to existing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Second, in line with the Seoul's ‘ Road

Diet Plan in the Four Gates of the Special Measures for the Green

Traffic Promotion Zone,’ the establishment of autonomous driving

lanes and the use of driving routes, stops, shuttle types, determine

the size. Third,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residents' mobility, sightseeing spots, and commercial areas in the

historical city, a variable shuttle route that meets the demand will be



determined, and the conne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such as the

existing bus subway will be examined. Through this, the design

characteristic of the self-driving shuttle is utilized as a symbol of the

city that reveals Seoul's identity and historicity. Based on the electric

drive type 20-seater shuttle, the modular design system, which can

be transformed into various usability such as village bus, taxi, and

courier service, is applied. In addition, the smart transportation

system of ITS and ICT will be combined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to eco-friendly transportation that Seoul needs to develop

into a sustainable smart city such as energy, environment and safety.

However, the uniform application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is meaningless because each city has a different population,

topography, and historical context. US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is difficult to apply to Seoul immediately, and the technical basis is

weak. In addition, roads in the historic center are disadvantageous for

operating the autonomous driving shuttle due to the wide variation in

slope due to various road widths and severe terrain conditions. But

rather, these bad conditions can be a good testbed for accumulating

sophisticated autonomous driving techniques. Through this, it can be

a solution to Seoul-style problems that can be effec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with little investment in various pollution problems,

transportation problems, and space regeneration problems that Seoul

has.

◆Key words: autonomous driving shuttle, urban mobility, ITS, ICT.

Smart Mobility, V2X, VIT, Cluster Driving, Personal Mobility

◆ Student Number: 2015-3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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