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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나무 단면을 사용한 수레 바퀴

인간의 이동수단에 관한 지속적 발전은, 호모사피엔스사피엔스라 불리
는 현생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기원전 3500년전 나무의 단면
을 켜내 이용한 최초의 바퀴, 즉 나무수레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두 발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순수한 ‘탈 것’을 취하게 되었다.
이후 축력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마차가 인류의 주요 운송수단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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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상당한 최근’에 속하는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내연기관 자동
차의 등장 초기에는 마차 같은 기존 운송수단을 대체하지 못했다. 그러
다가 20세기 초 세계에 산재한 대도시의 물류, 교통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토탈솔루션’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마차 중심의 물류, 교통 시스템은 인구 100만 이상의 근대 대도시에서
동물을 동력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을 더 이상 해결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기술적 완성도는 낮
았으나 마차도로를 사용하고, 연료수급과 유지보수에서 마차에 비해 탁
월한 효율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마차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포드에 의한 대량생산 시스템은 이 ‘대체 프로세스’를 더욱 가속
화시켰다. 약 10여년의 ‘동거기간’을 거쳐 마차에서 자동차로 모빌리티
운용시스템을 바꾼 도시는 곧 자동차위주의 인프라스트럭쳐를 갖추며 자
동차도로와 주정차, 도로와의 접근성 등을 도시 삶의 중요 축으로 여기
는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형태와 구조에 있어 초기의 자동차는 마차의 것을 차용하였으나, 내연
기관과 변속기의 탑재공간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어 곧 엔진룸-객실-트
렁크의 형식을 갖춘 구조로 변화되었다. 내연기관자동차만의 형태와 구
조는 점진적 개량을 거쳐 분화되기는 하였으나 큰 변형 없이 10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을 정도로 보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도시의 모빌리티 요소인 내연기관자동차와 이에 기반한 인프라
스트럭쳐는 공해, 교통과 물류포화, 안전문제로 130여년 만에 다시 대변
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바뀌고 충전인프라가
급속히 구축되고, 자율주행기술과 모바일인터넷환경이 차량의 중요요소
로 도입되고 있다. 운전이 필요 없고, 엔진룸이 없는 미래모빌리티는 그
형태와 구조, 새로운 인프라시스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적 변화를
겪을 것이다.
단순한 스타일의 변화가 아니라 모빌리티 공급자와 사용자, 충전소와
A/S 센터, 보험과 법규, 여행이나 이동방식, 소비 패턴에 이르기까지 사
회문화 전체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시발점이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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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인간의 모빌리티 변화 양상을 두가지 관점(1. 문제 해결을 위
한 신기술 개발과 도입, 2. 도입과 확산에 따른 사회변화)으로 통사적 연
구를 수행하여 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끌어낸 키펙터를 찾고, 대변화의 시
점(Grand turning point)이 현재임을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 통사적 연구
자료와 근미래 기술혁신, 인프라변화 예측을 토대로 미래 모빌리티의 형
태와 구조를 디자인 혁신의 구체화 관점으로 제시하는 것은 결론이다.
미래 모빌리티는 운전과 통제의 역할을 사용자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형태와 구조를 취하게 되며, 항상 3차원 시공간의 제약에
머무른 사용자에게 시간과 공간이동의 자유를 선물하는 인류최초의 탈것
으로써, 그 디자인 연구와 결과의 가치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주요어 : 모빌리티, 자동차디자인, 자율주행차, 전기차, 미래자동차
학 번 : 2014-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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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같은 현대 첨단기술은 모빌리티와 결합하여
자율주행차나 모바일오피스처럼 같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운송수단을 제
시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기차로 대표되는 자동차 에너지원의
변화는 현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단계
를 넘어 직접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사용하지 않고 전기만을 에너지원으
로 사용하는 순수전기차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변화의 각각을 서로 관련 짓지 않고 개별정보로 인지하여 단순히
‘운전하기 쉽거나, 운전이 필요 없는 자동차’가 돌아다니며 ‘주유소’가 ‘충
전소’로 바뀐 거리의 모습이 미래 모빌리티와 그 인프라라고 생각하기
쉽다.
본 연구의 배경은, 단편적 신기술개발과 도입현상으로 인지하고 간과
하기 쉬운 오늘날 모빌리티의 변화는, 직접 신체를 사용하지 않고 바퀴
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탈것이 등장했던 BC3500년전과 마차에서
내연기관자동차로 바뀐 19세기말 이후 130여년 만에 일어나는 대변환의
시점에 도래하였으며, 모빌리티가 사회 문화 전체에 걸쳐 큰 변화를 유
발하는 핵심인자라는 가치에 있다.
모빌리티를 미래 사회문화의 변화를 유발하는 핵심인자로 보는 관점에
서, 모빌리티와 그 디자인을 형태와 구조, 통사적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
해 규명하고, 사회문화의 변화예측과 더불어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미래 모빌리티의 형태와 구조, 관련 사회문화의 변화점 규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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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에 관한 통사적 연구를 수행한다. 방대한 양의 자료에서 수집될
정보를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가치화하기 위해 인간의 모빌리티 변화양
상에 관한 통사적 연구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 번째는 모빌리티의 변화가 문제해결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도입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는, 물리적 변경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모빌리티의 변화는 곧 신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따른 사회변
화를 유발한다는 관점으로써 간접적 영향과 인프라 변화에 관한 것이다.
이 통사적 연구를 통해 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끌어낸 핵심요소를 찾고 규
명한다. 그리고 현재시점의 변화양상이 핵심요소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다시 발현하는 것임을 근거자료 제시를 통해 증명함으로써, 대변화의 시
점이 현재임을 규명한다. 이 통사적 연구 자료와 근 미래 기술혁신, 인프
라 변화예측에 관한 자료에 기반하여, 미래 모빌리티의 형태와 구조를
디자인혁신의 구체화 관점과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순서다.
모빌리티 변화와 관련된 통사적 연구를 통한 문헌 및 기타자료의 수집
과 분석, 예측이 정량적 연구범위에 해당한다.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요소
(Key factor)와 대전환의 시점(Grand turning point)을 규명하며, 사회문
화 전체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의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의 현상을 제
안하는 것은 본 연구의 정성적 연구범위로 둔다.

<표 1> 연구 프로세스

- 2 -

Ⅱ. 용어정의
2.1. 모빌리티 Mobility
모빌리티는 A에서 B로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움직임
의 능력을 일컫는다. 자동차와 비행기, 기차, 배가 그러한 동력을 가진
형태의 모빌리티들이다.1)

2.2. 호모사피엔스사피엔스 Homo sapiens sapiens
Homo sapiens의 사전적 의미는 '현대 인류가 속해있는 호모 속(屬)의
아종'이다. 그들은 호모 속(屬)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이다. Homo
sapiens sapiens의 적응력과 독창성은 그 종을 지구에서 최고로 영향력
있는 피조물로 만들었다. 그 적응력은, 그들의 삶을 화려하게 물들여줄,
수많은 사회와, 도구, 종교, 체계를 만들어주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연과
그들 스스로에게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2)

2.3.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쳐 Infrastructure of cities
사회 기반 시설 또한 Infrastructure는 도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구조와 서비스, 시설들을 일컫는다. 기술적 구조는 도로와 다리,
터널, 수자원 공급, 하수관, 전기격자, 전자 통신을 포함한다. 사회 기반
시설은 사회적 거주환경을 돕고 개선시키는데 필요한 물리적 요소로 이
루어진 체계이다. 기술의 발달은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반 시설을 발
1) Mobility. 2016. In Dictionary.com Retrieved April 11, 2016,
http://www.dictionary.com/browse/mobility?s=t
2) Homo Sapiens Sapiens. 2016. In 두산백과Retrieved April 11, 201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2552&cid=40942&categoryId=3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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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시키는데 일조한다.3)
특히 가솔린에서 전기로 이어지는 차량구조의 변화는, 사회 기반 시설
에서 따라야 할 아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태양 전지 판 도로와 충
전소 그리고 멤버십 서비스는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예시들이다.4)

<그림 2> 태양 전지 판 도로

2.4. 내연기관 자동차 Internal Combustion Engine
(ICE) vehicle
흔히 열기관 연소실에서의 화학 반응으로부터 나오는 고온 및 고압의
힘으로 Kinetic energy로 전환하는 엔진이 있는 자동차를 내연 기관
(ICE) 자동차라고 한다. 자동차의 움직임은 피스톤이 주는 Kinetic
energy에서 시작해서, 바퀴의 움직임으로 전달이 된다. 1859년에 Etienne
3) Plumer, B.. (2014, November 11) The Netherlands built a bike path entirely
out of solar panels. Retrieved from
http://www.vox.com/2014/11/11/7193737/solar-power-bike-path-netherlands-sol
aroad
4) Craven, J.. (2016, April 11) What is Infrastructure? Why is it Important?
Retrieved from
http://architecture.about.com/od/engineeringconstruction/g/infrastructur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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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oir가 만든 ICE 엔진이 세계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작동한다. 이것으
로 인하여, Siegfried Marcus는 1864년에 현대의 ICE 엔진을 설계하게
되었다. 1879년에는, Benz는 개인이 만든 첫 엔진에 대한 특허를 받게
되었고, 그 후로 Benz의 많은 자동차에 탑재되었다.

<그림 3> ICE 엔진

<그림 4> 1885 Benz Motorwagen

1885년에 Benz는 독일 Mannheim에서 Motorwagen 이라는 ICE 자동
차를 처음 선보였다. 대부분 오늘날의 자동차는 ICE 자동차이지만, 환경
오염, 사회적인 이슈, 기술의 발달 때문에 조금씩 내연 기관 자동차가 아
닌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변화가 될 전망이다.5)

2.5.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Hybrid/ Plug-in hybrid
전기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의 조합으로 자동차의 힘을 주는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불린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으며, Hybrid Electric Vehicles (HEV) 와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s (PHEV) 가 있다.
5) Brain, M..(2000, April 5) How Car Engines Work Retrieved from
http://auto.howstuffworks.com/engine.htm

- 5 -

HEV 종류의 하이브리드는 주로 ICE에서부터 작동이 되고, 전기모터
는 필요할 시 같이 작동을 하게 된다. 배터리는 주행 시 회생제동으로
충전을 한다. 자동차가 천천히 주행 할 시에는 전기모터로 주행을 하게
되고 고속주행 시에는 전기 모터에서 엔진으로 변환하게 된다. 언덕 및
향상된 성능이 필요할 시에는 전기모터와 엔진이 동시에 작동된다.

<그림 5> 1999 HEV 혼다 인사이트

HEV 종류의 하이브리드는 주로 전기모터에서부터 작동이 된다.
PHEV는 전기모터를 배터리가 일정 레벨까지 소진이 될 때까지 운행을
하며, ICE가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ICE는 배터리를 충전 시켜주
고 또한 회생제동 시스템과 같이 전기주행거리를 늘려준다. HEV와는 다
르게, PHEV는 power grid에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 측면
에서도 PHEV 가 HEV 보다 앞서있다.6)

6) McEachern, A.. (2015, November). Hybrids: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raditional and Plug-in? Retrieved from
http://www.fleetcarma.com/hybrids-what-is-the-difference-between-traditionaland-plu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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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09 PHEV 도요타 프리우스

2.6.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Electric/Fuel Cell vehicle
내연기관 엔진에서부터 벗어나, 친환경적인 연료에 대한 관심이 늘어
나고 있고, 가장 유력한 두 가지 연료는 전기와 수소이다.
전기자동차는, 전기로 작동되는 자동차이며, power grid나 자동차 자체
에서 배터리를 충전 할 수가 있다. 전기자동차의 기본 구조는 밑에 제시
된 그림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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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기 자동차 구조

전기자동차는 운송 수단 역사에서의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림에 나오듯이, 기본 구조는, 배터리 집합체가 전기모터에 스위치로의
연결이다.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힘의 양은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컨트롤
러에서 제어함으로써, 배터리에서 바퀴로의 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도와준다.7)

7) Thakur, A.. Electric Cars. Retrieved from
http://www.engineersgarage.com/articles/what-is-electric-cars-structure-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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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FCV 구조

Fuel Cell Vehicles (FCV)는 수소 연료를 전기로 전환해서 전기모터를
작동하는 방식이다. 수소 자동차 내에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
함으로써 전기, 물, 열이 발생하게 되고, 모터에게 전기를 공급한다.
FCV의 장점은 ICE 자동차의 주행거리와 비슷하고, 충전시간이 10분 이
하인 것이다. 하지만, 수소 연료는 눈에 보이지 않고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이다.
밑에 예시된 그림은, FCV 구조를 보여준다. 수소 연료가 전지를 채운
다음, 전기가 발생해, 전기모터를 작동시키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
이다.8)

8) Lampton, C.. (2009, April 9) How Hydrogen Cars Work. Retrieved from
http://auto.howstuffworks.com/fuel-efficiency/hybrid-technology/hydrogen-car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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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빌리티와 운용시스템의 변화
3.1. 20세기 초 대도시의 모빌리티
3.1.1. 20세기 초 대도시 모빌리티 운용시스템의 한계

<그림 8> 1905년 시카고 시내 전경: 마차와 자동차, 전차가 혼재하는 교통 인프라

마차가 이동과 물류의 주 수단이었던 근대 대도시는, 20세기 초에 이
르러 한계에 봉착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생명체인
말을 운송수단으로 운용하기 위한 물과 먹이의 공급, 배설물의 신속한
처리와 도로 및 도시 환경의 위생 관리, 마차간 사고, 전차와 공존해야하
는 운송수단 인프라 관리 등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근대도시의 해결이 시
급한 문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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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문제 해결의 열쇠 - 내연기관 자동차

<그림 9> 20세기 초기 자동차 생산 공장: 공장제 대량생산의 초기 형태

19세기 말 다임러와 벤츠의 내연기관자동차가 등장한 곳은 유럽이었
다. 하지만 앞 단락에서 제시된 대도시의 문제점, 특히 말과 마차 중심의
운송과 물류 시스템에 기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핵심으로써 내연기관자
동차가 선택된 곳은 뉴욕이나 시카고와 같은 북미의 대도시였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전 세계 대도시로부터의 폭발적 수요증가는
포드에 의한 대량생산 시스템이 고안되고 전 세계에 걸쳐 자동차를 생산
하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등장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3.1.3. 자동차중심 모빌리티 운용시스템의 구축
내연기관자동차의 급속한 보급은, 대도시의 교통과 물류 인프라를 자
동차도로를 중심으로 구성되게끔 유도하였으며 도시와 배후를 잇는 기존
의 수운 및 철도 중심의 교통로 역시 자동차도로중심의 육상교통로로 바
뀌는 변화를 낳았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전 세계는 자동
차도로의 보급과 확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현대의 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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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로 중심의 인프라로 구성되어있다.

3.2. 현대의 모빌리티
3.2.1. 자동차중심 모빌리티 운용시스템의 구축

<그림 10> 1952년 런던 시내 전경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량 공급은 곧 환경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현대 도시의 교통인프라는 자동차도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
대도시의 교통인프라에서 도로와 내연기관자동차는 곧 시대의 사회, 경
제, 문화를 구축하는 혈관과 적혈구에 해당한다. 지하철과 같은 도시철
도, 운하, 심지어 항공교통시설인 공항도 연계망과 인프라로써, 도로교통
을 뒷받침한다. 특정 인프라 시설의 접근성이나 어떤 지역의 상업적 가
치, 주거단지로서의 기능 등이 주로 도로교통망의 발달여부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은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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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중심의 현대 모빌리티는 19세기말 급속히 팽창하는 대도시에
서 인구와 사용자 과밀화에 의해 포화상태에 이른 말과 마차 시스템이
야기한 수십만 마리 분의 말먹이 공급과 배설물 처리, 교통로 포화에 따
른 물류 시스템의 통제력 상실과 같은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였다.
하지만 계속된 도시인구 증가와 거대도시의 등장, 운행차량 증가 및 과
밀화에 따른 배출가스 증가, 상습적 대기오염 현상발생과 러시아워의 교
통체증, 주차공간 부족 등 포화점에 이른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고, 21세
기로 진행된 현재까지도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인프라를 강화하거나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시행되고 있으나 효
과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2.2. 기술진보에 따른 모빌리티의 변화

<그림11> 자율주행 기능을 반영한 벤츠 F150

인공지능기술과 센싱, 프로세싱, 컨트롤 기술이 결합된 자율주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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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용자의 인식과 판단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카 등은 모빌
리티 영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급속한 기술진보 현상에 해당한다.
센서를 통한 인식기술과 컴퓨터를 통한 정보 분석과 처리기술, 엑츄에이
터를 통한 물리적 컨트롤기술의 결합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새로운 모빌리티를 만들어내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은 해석에 따라, 단순히 운전이 필요 없는 편리
적 기능을 가진 자동차의 의미를 넘어, 인간의 3차원 이동이 시간의 제
약에서 벗어나는 인간사회의 변혁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또한 3D프린터 산업의 급속한 성장, 소재 및 재료 기술의 발전과 보급
은 자동차의 제조 환경과 방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초기 수공예적
공장제 자동차생산에서, 포드에 의해 대량생산으로 전환되었던 자동차
제조방식은 고도화를 거듭하여, 현재 로봇 공정이 포함된 매우 효율성이
높은 대량생산 방식으로 발전하였으나, 프레스 금형에 의해 찍어낸 차체
와 모듈 화되어 공급되는 각종 부품들을 컨베어 벨트 라인에서 조립하는
형식에서 탈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3D프린터가 자동차의 제조 공정에 배치된다면, 프
레스 금형과 각종모듈의 조립 공정을 대체하게 됨으로써 현재의 컨베어
벨트방식의 생산라인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띄게 될 것이다. 차체를 구
성하는 소재 또한 철에서 비철 금속으로, 다시 비철금속에서 탈 금속의
고분자합성 소재로 바뀌게 됨으로써, 로봇용접과 같은 공정은 사라지고,
본딩이나 핀 접합공정이 급속하게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오프라인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온에어와
같은 무선 통신 기술의 발달과 혁신 또한, 모빌리티의 변화를 급속하게
이끌어내고 있다. 자동차의 컨트롤이 과거 물리적 기계장치의 조절에 의
해 이루어졌다면, 급속하게 전자화되고 있는 현상의 기술은 내연기관임
에도 대부분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현상에 한발
더 나아가, 원격 컨트롤이나 클라우딩 컨트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이용한 차량의 컨트롤과 운전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 15 -

3.2.3. 과도기의 도래(하이브리드카와 전기자동차)
앞 단락에서 기술한 내연기관 중심의 현대 모빌리티가 양산한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대기오염의 확산과 화석에너지자원 고갈에
대한 불안은 인류적 생존과 현상영위를 위해 즉각적 대응이 필요
한 부분이다. 에너지 사용효율을 높이려는 의도와 함께, 전기차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해당하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개발되었다.
2000년대 초반 도요타에 의해 상용화된 하이브리드 카는 높은
연비와 에너지 효율, 기존의 내연기관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에 의해 급속하게 보급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도요
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메이커가 하이브리드카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에너지소비 효율 향상에 대한 브랜드간의 하이브
리드카 기술 경쟁은 플러그인 기능을 갖추어, 화석연료에 의한 내
연기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플러그를 통한 직접 충전을
통해 전기 모터만을 사용하여 주행이 가능한 일종의 하프-전기차
라고 볼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의 개발과 보급을 유도하
였다. 배터리를 비롯한 전기파워트레인 기술의 계속적 발전은 내
연기관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100%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를 가능
하게 하였고, 현재 많은 제조사들이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전기자
동차를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배터리의 사용성과 경제성이 전기차 구성에 장애물이 되
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배터리 대체 기술
이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무선전력 송출에 관한 연구이며,
태양 전지 등의 직접적 전원 생산 장치를 차량에 탑재하는 연구도
이에 해당한다.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배
터리 대체 기술은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이 충전된 수소의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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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를 통해 필요한 전력을 얻도록 한 수소연료전지차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12> 푸조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일반적으로 자동차 형태와 구조의 변화는 파워트레인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동류현상으로 수반되는 과정이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등장한
이후, 초기의 말없는 마차 형태에서 별도로 구획된 엔진룸과 객실, 트렁
크 공간을 갖춘 형태와 구조로 일반화 되었는데, 엔진과 변속기의 크기
변화와 배치형식에 따라, 구동축이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차량 형태와
구조는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엔진룸을 객실공간 뒤에 배치한 미드십 레이아웃이다.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그림 배치할 것) 객실의 사용자 수, 정원
의 증감에 따라 형태가 변하기도 하고, 승하차에 사용하는 도어의 숫자
와 위치, 트렁크 룸의 크기와 위치, 개폐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구조를 갖
추기도 한다.(세단과 웨곤, 해치백과 쿠페 비교) SUV와 일반 승용차와의
비교를 통해 나타나듯 사용목적에 따라 크기와 높이가 다른 형식으로 변
화하기도 한다. 다양한 차체 양식과 형태, 구조의 변화는 통사적 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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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오늘날 내연기관 차량을 구분하는 다양한 형식으로 정형화되었다.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으로부터 전기를 사용하는 모터로
바뀌는 파워트레인 변경에 따르는 차체 구조의 변화는 앞서 설명하였던
약 100여년의 기간 동안 통사적 진보를 통해 정형화된 내연기관 차량내
세그먼테이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매우 큰 변화에 해당한다.
엔진과 변속기의 형태와 구조, 원리에 따라 배치되었던 내연기관 엔진
룸의 레이아웃이 모터를 사용하는 엔진룸 레이아웃과 유사성을 찾기 어
려울 만큼 다르거나 경우에 따라, 인휠 모터를 적용할 경우 아예 엔진룸
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피의 직접화가 효율성
을 보증하는 연료탱크의 형식 또한, 공간분산을 목적으로 얇게 바닥에
깔아 배치하는 배터리 레이아웃과 다르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큰 구조 중 하나인 흡기와 배기 시스템은 전기자동
차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형태와 구조는 내
연기관차량의 그것과 매우 다른 모습을 갖추는 것이 정상이다. 의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내연기관이 배치된 엔진룸이 없어 작은 차체이지
만 거주 공간이 넓은 박스형태의 전기차 형식이 주를 이룬다. (일반적인
전기 차들을 나열할 것, 미쯔비시 아이마브, 닛산 리프 등)
하지만 내연기관 차량의 형태와 구조를 탈피하고 전기차 고유의 형태
를 갖추어 나가는 변화에 반하는 현상 또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
례가 혁신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모델디자인이다. 테슬라의 전기차 모
델 S, X 와 3 의 디자인을 보면 일반적인 내연기관자동차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비율의 엔진룸, 승객공간, 트렁크룸 구조를 갖추
고 있는 것은 물론, 헤드램프와 그릴, 안개등과 휠 등의 디테일까지도 내
연기관 자동차의 그것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모습이다. 내연기
관자동차를 생산,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전기차의 혁신을 이끌어낸 아이
콘으로 가장 성공한 신생 전기자동차 기업이 왜 기존내연기관 자동차와
거의 동일한 형태와 구조, 디자인을 갖추고 있을까? 이는 소비자가 재빠
르게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는 기술 의 진보에 의한 신기술 확산양태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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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디자인에 있어 형태와 구조의 이질감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속도는
상당히 더디거나,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저항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3> 테슬라의 모델 S

<그림14> BMW의 전기자동차 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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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전기자동차나 BMW의 전기자동차 I3는 현재 가장 진보된 형
식과 기술을 가진 양산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현상적 자동차의 겉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3.3. 미래의 모빌리티
3.3.1. 모빌리티 제조기업의 특성변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빌리티의 변화 핵심은 제조사의 다변화에 있다.
우리는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사가 연속해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의 생산자 역할과 위치를 영위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자는 통사적 자료연구와 분석을 포함한 현상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다양한 배경의 제조사가 미래 모빌리티 생
산자와 공급자의 역할과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19세기말 마차시대에서 내연기관자동차시대로의 전환기에서도, 대규모
마차 제작사와 공급사가 후에 내연기관자동차 제작사로 존속하지 못하였
다. 이것은 운송수단을 제조하는 기업이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화하더라
도 서스펜션을 포함한 차대 제조 노하우, 인테리어 디자인과 설계역량
등이 신규 경쟁자의 역량에 비해 계속적 우위를 점할 것이므로, 마차 제
조사가 자연스럽게 자동차 제조사로 변화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측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GM, 메르세데스 벤츠, 포드, 토요타, 현대자동차그룹 등 현재의 주요
자동차기업들은 모두 과거 마차 제조업과 전혀 관련 없는 신규사업자로
자동차 사업에 진출한 기업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새로운 모빌리티의 등
장과 구 모빌리티의 쇠락을 이동수단의 기술적 연장선상에 놓고 그 형태
와 구조, 산업과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즉 모빌리티를 견인하는 동력원이 말에서 내연기관으로 달라졌을 뿐 인
간이라는 사용자가 탑승하는 공통의 4바퀴달린 객실 형태의 이동수단임
에도, 마차의 설계와 생산 노하우 같은 기술-산업의 비교우위가 내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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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자동차 기술-산업의 비교우위로 연장되지 않은 것처럼, 전기차나 자
율주행차 기술-산업으로의 변화 또한 현재의 자동차 기업이 계속해서
주도적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내연기관으로부터 전기로의 파워트레인 변화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핵
심이라 할 수 있는 엔진과 변속기 기술의 종말을 가져왔고, 내연기관 차
량의 중량범위를 벗어난 전기차 모빌리티의 중량은 현재 내연기관자동차
의 현가장치 기술 노하우를 무력화시켰다. 또한 첨단 센서 연동과 분석
을 통한 자율주행기술은 더 이상 차량 간 충돌, 차량과 보행자간의 충돌
이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이는 현재 충돌을 가정하여 탑승자와 보행자, 상대 차량의 상해를 최
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충돌안전설계로부터 충돌을 미연에 감지하
고 회피할 수 있는 예방안전설계로 설계 패러다임을 바꾸게 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모빌리티산업은 전통적인 기계설계와 메카닉 기술 중심의
완성차기업보다 배터리와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 중심의 전기, 전자기술
기업에게 기술우위를 부여하게 되었다.
미래모빌리티를 제안하는 기업의 시각차도 미래 모빌리티 변화를 예
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내연기관과 운전’에서 ‘전기와 자율주행’으

로 주요 요소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기업들은 여전히 A
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는 물리적 도구인 ‘탈 것’으로서의 미래모빌
리티를 구성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제시되었던 아래 이미지 GM의 전기차 플랫폼은 10
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사는 물론 여러 완성차기업에서 미래 전기차
플랫폼의 기본, 유사 개념으로 보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다양한 가
능성 제시에 의한 혁신적 변화를 주목하고 시각화하기보다는, 물리적이
고 구조적, 기계적 메커니즘의 변화를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형태로 제
시하는 자동차 제조사 시각의 미래 모빌리티 제안을 가늠하는 좋은 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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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GM이 제안한 미래 모빌리티의 모듈형 파워트레인 플랫폼

<그림 16> 2015년 미디어를 통해 발표된 구글 자율주행차의 형태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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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미래 모빌리티의 형태에 관한 스케치

<그림 18> 미래 모빌리티에 관한 토요타의 컨셉트카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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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글의 자율주행차나 애플사의 미래 모빌리티에 관한 연구와
대외 발표를 분석해보면, 전자 기업이나 인터넷 서비스기업이 제시하는
미래의 모빌리티는 자동차 기업이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개념인 단순히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물리적 이동수단으로서의 ‘탈 것’이 고도화, 지
능화된 것이 아니라 물리적 컴퓨팅이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구글
을 이동하면서 가능하게 만드는 플랫폼’ 이라던가, ‘인간이 타고 다니는
아이폰’과 같은 ‘애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스트럭쳐’의 모바일버
전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빌리티에 관한 제조사 배경의 다변화와 모빌리티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사업자를 재편하는 중요한 틀로 작
용할 것이다.

3.3.2. 모빌리티 운용시스템 환경의 변화
내연기관을 탑재하고 직접 운전을 하는 자동차로부터 전기기관을 갖추
고 스스로 운전하는 기능을 갖춘 미래 모빌리티로의 변화는 모빌리티를
직접 제조, 공급하는 관련산업 이외의 영역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석유에서 전기로의 파워트레인 변화에 따라 우리는 단순히 주유소가 전
기 충전소로 바뀔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에너지 가격에서 휘발유, 경유의 가격과 전기의 가
격격차가 매우 크고, 2차적으로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간에서 더욱 큰
차이가 난다. 즉 60리터의 휘발유나 경유를 가득 채우는 데에 걸리는 시
간은 대략 3분 이내이지만, 동일한 용량의 전기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
은 현재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더라도 최소 30분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동일한 에너지 공급 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때, 매출과 수익규
모는 큰 차이가 난다. 결국 주유소의 사업성과 전기충전소의 사업성은
모빌리티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개념과 형태만 동일할 뿐, 매출과 이익
규모의 차이가 커서 현재 주유소의 사업 형태와 입지가 그대로 전기 충
전소의 사업형태와 입지로 유지될 수 없다. 충전시간과 장소의 지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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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의 충전시설은 쇼핑몰이나 식당, 그밖
의 상업시설 주차장과 결합한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량 충전과 관련해서 더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
는데, 테슬라의 경우처럼 충전소 주변에 설치된 태양 전지판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들고 자사 전기차 모델 사용자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는 슈퍼스
테이션과 같은 서비스시스템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일반화될 경우, 전기
자동차의 에너지 공급은 무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띌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다만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화석연료가 아닌, 청정 자연에
너지로부터의 공급으로 가능할 때 유효한 예측 시나리오이다.
현재 형태의 자동차AS와 정비산업의 변화도 큰 폭으로 진행될 것이
다. 2만여 개의 복잡한 기계부품으로 구성된 현재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주기적인 점검과 교체, 개선부품으로의 교환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으로써,
자동차의 사후서비스센터는 차량판매와 브랜드이미지 관리,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물리적 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많은 물리적 정비인력과 사후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설
비가 갖춰진 규모의 AS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 전자 부품의
비율이 훨씬 높고, 내연기관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물리적 AS가
필요한 빈도가 절대 감소한다는 점이 변화의 핵심이다. 전기자동차는 엔
진 이외에도 흡기계, 배기계, 조향계, 변속기관 및 공조, 발전계 등 내연
기관 차량이 갖추고 있었던 복잡한 많은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모빌리
티 전체의 제어를 담당하는 요소는 물리적 조향, 제동, 기동 장치로부터
프로그램된 소프트웨어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의 물리적 AS설비
만 갖추고, 대부분의 AS는 소프트웨어적 업데이트나 프로그램 설치와
운용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AS센터로 변화할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
로, 테슬라가 자사의 전기자동차 모델S에 시행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다. 간단히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로딩 하는 해당 업데이트를 완료한
모델 S는 즉시 자율주행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정비 산업의 경우, 현재 차량 간 충돌이나 충돌로 발생한 고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한 사업내용이다. 따라서 충돌 사고로 인해 부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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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를 용접, 판금, 도장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하는
작업 수행이 가능한 공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미래 모빌리티
의 경우, 자율주행기능의 적용은 곧 차량 간의 충돌사고가 더 이상 생기
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장부스 중심의 정비공장
형태는 모두 사라지고, 어셈블리 형태의 부품을 교체하는 분해조립 공장
위주의 형태로 정비 산업이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보험 산업도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게 만들 것이다. 현
재의 보험설계는 자동차 사고와 수리, 피해 보상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미래 모빌리티의 자율주행이 보편화된 환경에서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보행자 충돌이 일어지 않게 됨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업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3.3. 사용자 관점의 모빌리티 개념변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의 공유개념 확산은 시간단위의 초단기렌트
카 사업, 개인-개인 택시운송사업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미래 모빌리티의 주요한 내용이 될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자동차가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기반한 근 미래 공유 서비스를 가정할 때, 필요할
경우 얼마든지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주차공간과 운
용하지 않는 시간을 부담해야 하는 개인소유차량은 매우 비효율적 이동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시간, 근거리 교통수단은 상당량이 공유개
념 모빌리티로 전환될 것이며, 오늘날의 택시 서비스가 무인-자율주행차
량 서비스로 바뀐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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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래 모빌리티 연구와 제안
4.1. 미래 모빌리티의 입체적 운용시스템
4.1.1.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의 기술요소

<표 3> 미래모빌리티의 특징을 표기한 도표

미래 모빌리티는 동력원으로 100%전기에너지를 사용하며 자율주행기
능을 기반으로 사용자와 차량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
을 것이다. 도심지용 모빌리티와 구분되어 도시와 도시간, 도시와 지방을
잇는 장거리 구간의 미래 모빌리티는 고속, 대량 운송수단의 모습을 띌
것이다.
도심지용 미래 모빌리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을 예측해보면,
사용자 요구에 따라 용도 전환을 목적으로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
변형 차체가 타당성이 있다. 초도심 구간에서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크기의 확장이나 축소가 가능한 가변 기능이 필요할 것이며, 모빌리티의
일부 요소로 미리 탑재된 마이크로모빌리티가 분리-결합되는 구조도 예
측해볼 수 있다. 보다 편리한 충전을 위한 새로운 전자소재기술이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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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리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공간이동 중 사용자가 수행하던 활동이나
업무, 휴식 등이 끈김없이 지속되도록 VR, IOT 등의 서포팅 기술은 미
래 모빌리티가 갖추어야 할 것으로 예측하는 부가적 기술요소에 해당한
다.

4.1.2.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의 운용요소

<그림 19> 폴크스바겐이 제안하는 미래 전기차의 모습

전기 차와 자율주행기능을 미래모빌리티의 기반기술로 가정할 때, 모
빌리티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기술적, 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형태일 것이
다. 일상에서 수요와 공급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 병목현상이나,
필요한 차량의 대기, 충전공간을 수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
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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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입체운용시스템 구성개체로서의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제안
4.2.1. 미래 모빌리티 운용시스템의 특성
Greenery 녹지화
모빌리티의 변화와 연관된 미래 도시의 구조는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
였을 때 큰 두 가지 차이점을 갖는다. 도심지의 녹색 화와 도로 및 공용
공간의 용도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뉴욕, 런던, 파리 등 현재 전
세계 주요 대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녹지 확대, 자동차 도로 축소, 보행자
전용 도로 확대, 대중교통 전용 도로의 확대 활동 등에 근거한다.

<그림 20> 도심지의 녹지화가 진행되는 모습을 설명하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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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통행을 차단함으로써 녹색화가 가능한 장소가 되었다.

<그림 21> 상해 중심가의 도로

상해 중심가의 도로에서 보행자 거리를 확장하고, 트램 선로의 녹
화를 진행한 모습

<그림 22> 도심지의 일반도로를 대중교통전용로로 전환하는 형식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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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림 23> 서울에서 적용중인 대중교통전용로의 모습

현재 서울에서 적용중인 대중교통전용로에 해당하는 버스전용차선이
시행되고 있는 도로의 모습이다. 위 사진을 보면, 거의 비어있는 대중교
통 전용로와 달리 일반도로의 교통 정체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도로 사용자의 불편을 유발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끌어올림으로
써, 다시 교통 정체를 낮추게 만드는 결과를 유도한다.
이것은 기존 교통 인프라의 확장, 예를 들어 차선을 늘린다거나 신규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일반차량 사용자에게 의도적 불편인자를 유발시켜
대중교통으로 흡수함으로써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현대 각국
대도시에서 시행중인 보편화된 교통 정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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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플랫폼의 대중교통 인프라
따라서 미래의 대중교통 수단은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
는 형태와 구조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휄체어나 유모
차, 자전거, 세그웨이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교통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모빌리티 사용자와 일반사용자간의
충돌이나 교차 탑승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수직적 공간 구획 레이아웃을 갖춘 2층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발
달하게 될 것이며, 승하차 시퀀스는 현재와 달리 탑승자 분류에 따라 구
분하여 1층과 2층에서 각각 입체적 플랫폼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24> 미래 모빌리티 대중교통 2층 버스가 수용하는 키워드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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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미래 도심지에서 사용하게 될 복합적 운송수단
미래 도심지에서 사용하게 될 복합적 운송수단은 초도심구간에서 이용될 수
있는 자전거 등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무인택시, 드론택시 및 대중교통용 2층
버스 등이다.

<그림 26> 미래 2층 버스의 입체 플랫폼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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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2층 버스의 입체 플랫폼개념은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1층에, 일반
승객 사용자를 2층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공간 운
용과 모빌리티사용자와 일반사용자간 혼재로 인한 불편함을 없앨 수 있
다. 모빌리티를 수용하는 1층 데크는 모빌리티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스
테이션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의 효율적 시스템을 구성하
는 요소가 된다. (아래 도표의 기능 요약 참조) <그림 27>

<그림 27> 모빌리티의 효율적 시스템 구성 요소

4.2.2. 구성개체 디자인 제안
Concept 1: 가변형 개인교통수단 MF EV
앞 단에서 제시된 미래 도심 교통 환경을 바탕으로 대중교통과 연계할
수 있으면서, 도심지 개인 이동수단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가변
형 모빌리티를 제안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세그웨이나 자전거 등이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모빌리티는 사용성 관점에서 크게
부족한 단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날씨, 기후의 영향을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
에 비가 오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매우 더운 환경에서는 사용하기 어렵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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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 가지는 자전거, 전기 바이크, 세그웨이와 같은 마이크로모빌리
티가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환자와 같은 교통약자가 사용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모빌리티는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모빌리티의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
고 운용이 가능하고, 교통약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차별 점을
갖춘 가변형 개인 모빌리티에 해당한다.

<그림 28> 제안 컨셉의 특장점을 설명하는 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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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제안 컨셉의 특장점을 설명하는 도표 2

도식(위)을 통해 제시된 가변형 개인 모빌리티는, 라운지체어 같이 기
대어 누운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와 세그웨이와 같이 서서 운전하는 자
세 모두 운용이 가능하다.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는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고, 세그웨이와 같은
기립자세의 운용 상태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혹은 보행자 구역으로의 진
입이 가능함으로써,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진행됨에도 발생할 수밖에 없
는 개인 사용자의 불편요소를 해결하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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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기립자세로 보행자와 함께 운용될 수 있는 예시

<그림 31> 자전거 도로 및 전기차도로 혹은 일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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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ing

Seating

Lounging

<그림 32> 컨셉1에 관한 형태와 구조를 설정하여 진행 중인 세부 이미지들

<그림 33> 컨셉 시각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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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nging

Standing

Seating

<그림 34> 컨셉 시각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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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nging

Standing

Seating
<그림 35> 컨셉 시각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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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nging

<그림 36> 컨셉 시각화 이미지

Concept 2 : 자가용 다인승 가변 모빌리티
컨셉 2는 다인승용 가변 모빌리티로써, 사용자 수요가 충분한 2인+1인
단위의 이동수단과, 모빌리티간 접합-분리를 통해 공동 목적지 공동 운
행 등의 장점을 모색해볼 수 있다. 개인 이동수단과 대중교통 이동수단
의 장점을 모두 취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동일 목적지를 운행하는 차량 간 결합을 통해, 대중교통 전용로를 달
리도록 할 수 있는 합목적성이 획득되고, 사용자간의 정서적-물리적 네
트워킹이 부여되는 것은 미래 모빌리티에 관한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한
독창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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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BTW EV의 컨셉

BTW EV의 컨셉은 4가지 특성-1. 집 2. 타차량 3. Iot 4. 경량소재와
구조를 갖는다.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자율 주행 상태에서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는
차량은 전후방의 Docking slot 을 통해 연결된다. 적게는 2대, 많게는 10
여대까지 연결하여 운행함으로써 단일 개체의 대중교통 차량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도로 점유율과 에너지 사용량을 갖는다. 따라서 도시
의 교통정책의 승인을 받을 경우, 대중교통 전용로를 운행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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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연결과 분리 개념설명

<그림 39> 차체구조 및 결합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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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컨셉 시각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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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컨셉 시각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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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3: 모바일 물류 시스템 차량
이 전기자동차는 각 가정의 문 앞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 및 배달이
가능한 신개념 택배물류 시스템이다. 유저는 특정 목적지만 설정하면, 이
차량은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 후 모듈
들은 해체되어 이동할 수 있다.
이 컨셉을 통해 택배차량이 순차적으로 방문하지 않고, 중간 지점에서
모듈들이 해체 또는 통합되면서 동시에 각각 배송하거나 중간 합승이 가
능하다. 이는 배송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한 혼잡을 줄여주고, 배송시
간 역시 절약할 수 있다.

<그림 42> 컨셉 시각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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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컨셉 시각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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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4: 사용자 복합 대중교통 시내버스

<그림 44> 컨셉 시각화 이미지

2층으로 구성된 전기버스는 세그웨이 같은 급증하는 초소형 개인이동
수단 및 노인보조이동수단을 수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1층은 다
양한 모빌리티와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2층은 안전을 위해 사
람만 탑승할 수 있다. 이 버스 내에는 이동 중에도,수용한 모빌리티(소형
전기차 등)가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동식 충전 기능이 있으며, 여러
교통수단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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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컨셉 시각화 이미지

<그림 46> 컨셉 시각화 이미지

- 51 -

4.2.3. 미래 모빌리티 시나리오
앞 단에서 제시된 Concept 1부터 Concept 4 까지의

모빌리티가 상호

연관성을 가진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한 영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2030년 한 가족의 일상을 사례로 각 컨셉이 어
떻게 작동하는 것인가를 시퀀스를 통해 설명하는 영상물로, 아래의 인터
넷 링크를 통해 상시 열람할 수 있다.
https://youtu.be/tEA2Bc-Xl9E

<그림 47> 시나리오 도입부 시퀀스 영상

<그림 48> 시나리오상 가족 구성원을 소개하는 시퀀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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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미래 Iot 주거환경 인프라를 보여주는 시퀀스 영상

<그림 50> Concept3(화면상 위)와 Concept 2(화면상 아래)를 설명하는 시퀀
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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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후속연구의 가능성
5.1. 결론

<그림 51> 시간에 따른 모빌리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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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년전 마차로부터 구조와 형태적 특성을 차용한 자동차는 내연기
관 중심의 파워트레인과 설계, 사용자 운용요소를 중심으로 점차 고유한
특성을 가진 모빌리티로 변화하였다.
오늘날의 자동차에서 마차의 구조나 형태적 원형을 찾기 쉽지 않은 것
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자동차 또한 전기 동력원에 바
탕을 둔 파워트레인과 설계, 자율주행 기능이 부가된 사용자 운용요소를
갖추기 시작함으로써, 미래의 모빌리티는 점차 오늘날의 자동차와 전혀
다른 구조와 형태를 갖출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적 접근 없이 각 이동수
단별 요구 점에 따라 개발되어 오늘날에 이른 현대 교통수단과 인프라의
모습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과거 마차와 보행자로 구분하기 시작한 차도-인도의 개념은 큰 변화
없이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공공성과 효율성에
근거한, 인위적 차별을 둔 버스전용차로와 일반도로, 고속도로와 지선간선로, 전기차 전용로, 자전거 전용로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으며, 시공
간적 요구에 따라 변하는 가변차로 및 지정 진입구역 (Congestion Zone)
등이 새로운 교통 인프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급변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보급은 운전자 없는 주행로를 구체화할 것
이기 때문에, 무인주행차와 유인운전차가 각각 구분되거나 혼재하는 모
빌리티의 등장은 물론, 교통로의 운용도 더욱 입체적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림 52> 미래 모빌리티의 입체적 운용시스템 적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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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미래 도시의 교통인프라와 시스템 특성은 이러
한 변화에 최적화된 개인 이동수단과 승용차,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일반
승객을 함께 수용하는 대중교통수단 및 육상 로봇배송차량이 상호 연관
성을 갖는 유기적 통합체라는 점이다.

5.2. 후속연구와 미래예측

<그림 53>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혁신의 시발점이 되었던 GM의 스케이트보
드 시스템 제안. 2001. GM

미래 모빌리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통 인프라와 시스템의 변화는 예
측하기 힘들만큼 큰 폭으로 관련 산업과 사업의 변화까지 수반할 것이
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석유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주유소는 전기에너
지의 시장가격으로 입지에 기반한 수익을 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되지 못해 사라지고, 전기차 충전소는 주차장과 겸하는 형
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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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주차장과 결합한 테슬라의 수퍼차징스테이
션(좌), 가로등 하단부에 부착된 형식의 충전 인프라 (가운데) 및 주차장 벽체에
부착된 형태의 충전 인프라(우)

자율주행차의 보급은 곧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현재 사고 수리를 중요한 이익창출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자
동차 정비사업과 애프터서비스사업 또한 도태하게 되고, 단순 모듈 교환
이나 소프트웨어적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서비스센터가 등장할 것이다.
차량 간 충돌과 차량-보행자 충돌사고를 전제로 사업을 전개하는 보험
과 금융, 각종 제도적 장치 사업 또한 도태되거나 관리 위주의 다른 형
태로 변화할 것이다. 자율주행차를 활용하는 통신사업자, 네트워크 사업
자의 차량공유서비스나 다이렉트 승객운송 사업은 택시라는 전통적인 현
대교통 인프라의 한 축과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는 여가차량을 활용한 다이렉트 승객운송 사업에 해당하는 ‘우버
(Uber)’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택시사
업의 급격한 쇠퇴현상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고, 본격적인 ‘무인택
시’ 서비스가 등장하면 현재의 택시사업의 형태는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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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미래 모빌리티의 시퀀스: 택시표시등(왼쪽 위), 페이스북 친구들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개인 차량의 카쉐어링 서비스를 표현한 Mini (오른쪽 위),
통신사업자와 약정 계약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고 네트워킹 사업자에게 일정시
간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차량이 돈을 벌어올 수도 있음을 설명하는 이미
지 ( 왼쪽 아래) 및 이동중 광고영상을 시청하면 무료탑승을 제공하는 통신사업
자의 비즈니스모델 (오른쪽 아래)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와 그 환경은 사회 시스템의 변화
를 촉발하는 매개가 되므로,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혁신에 관한 본 연구
는 다양한 관점의 후속 연구와 연관 연구의 가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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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연구 컨셉의 각 모빌리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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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ree-dimensional Operation
System and the Design Innovations
of the Future Mobility.
-The analysis of the traffic system of the
downtown area and the proposalJung, Yeon-woo,
Department of Industrial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means of moving of the human
beings began from the time of the origin of the modern humans
called "Homo sapiens sapiens".

3,500 years Before Christ, with the

appearance of the first wheel using the cross-section of an wood- or,
in other words, the wooden cart, there, at last, appeared a pure 'thing
to ride' without having to personally use the two legs.
Afterwards, the carriage that uses the axial force as the power
source became the main transportation means for the mankind.

And

this continued until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which belongs
to the considerably recent.

In the beginning after the appearance of

the

engine

internal

combustion

car,

the

previously

transportation means like the carriage could not be repl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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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ent
Then,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t got around to receiving the
attention

as a

total solution

that

solves the

problems of

the

distribution and traffic systems of the big cities, which are scattered
in the world.
This was because the distribution and traffic systems centered on
the carriages could no longer solve the many problems that are
created by using the animals as the power sources in the modern big
cities with the populations of over 1 million people.

Although the

degrees of the technological completions of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automobiles at the time were low, they used the carriage
roads and they started replacing the carriages at a quick speed as
they possessed the excellent efficiency compared to the carriages with
regard to the supply and demand of fuel and the maintenance and
repair.

And the large-amount production system of Fore accelerated

the replacement process even more.

The cities, which changed the

mobility management system from the carriages to the automobiles
by going through the 'period of living together' of around over 10
years, got around to possessing the infrastructure centered on the
automobiles right away and got around to arriving at the today
which considers the accessibility of the automobile roads and the
stopping and parking roads and others of the like as the main axis of
the urban life.
Although,

with

regard

to

the

form

and

the

structure,

the

automobiles borrowed those of the carriages, because the loading
spaces for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and the transmission
became needed separately, soon, there was the change into the
structure

possessing

the

form of

the

engine

room-cabin-trunk.

Although the form and the structure of only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automobile had been differentiated by going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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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l

improvements,

the

automobile

possesses

the

special,

conservative characteristics to the extent that it has been maintained
until today without any transformations after over 100 years have
passed.
Today,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automobile

and

the

infrastructure based on this, which are the mobility elements of the
cities, got around to directly face the big changes again within only
over 130 years because of the pollution, the traffic, the distribution
saturation, and the safety problem.

In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it changes into the electric motor, the charging infrastructure gets
established rapidly, and the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and the
mobile Internet environment have been introduced as the important
elements of the cars.

The future mobility, which does not need any

driving and does not have an engine room, will go through the
innovative changes through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form, the
structure, and the new infra system.
Today is the starting point when the big changes take place
throughout the entire society and culture encompassing the supplier
and

the

user

of

the

mobility,

the

charging

station

and

the

after-service center, the insurance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the
travels or the traveling methods, and the consumption patterns and
not the simple changes of the styles.
I, the writer, intend to, first, confirm that the time point of the big
change (The grand turning point) is the present by finding the key
factors that led to the innovations of the mobility by carrying out a
syntactic research on the aspects of the changes of the mobility of
the human beings through the two view points (1. The developmen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new technologies for the solving of the
problems. 2. The social changes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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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ading).

Based on the syntactic research data and materials and

the predictions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the infrastructure
changes of the near future, the presentation of the form and the
structure of the future mobility through the viewpoints of the
cancerization of the design innovations is the conclusion.
By liberating the users from the roles of driving and controlling,
the future mobility gets to have a completely new form and
structure.

And, it is because, as the first vehicle for the mankind

that gives the freedom of the time and the movements between the
spaces to the users who have always stayed within the constraints of
the three-dimensional time and space, the values of the design
researches and the results are 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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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car, and future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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