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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교통: 
도시 모빌리티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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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당분간 자동차가 ‘개인 운송수단’의 최우선 순위 자리를 내줄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현황이 휘발유, 경유 등을 

사용하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일반 여행자와 자동차 구매자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강력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도시화다. 

유엔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복잡한 도시에 어울리는 작고 스마트한 청정에너지 

차량을 개발하지 못하면, 차량 구매가 감소하고, 교통강국이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를 강화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도시화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 

중 주거 선호도는 자동차에 의존한 교외 선호에서 도시 선호로 완전히 

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교통체증 해결이 어려운 것도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다. 교통체증은 더 이상 출퇴근 시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약 

40%의 교통체증은 대낮이나 한밤중에 발생해 효율적인 생산과 운송이 

중요한 비즈니스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새로운 교통 환경 

기술적 측면(소셜 네트워킹·스마트폰 보급 확산·커넥티드 카 기술의 

발전), 문화적 측면(‘공동 소비’에의 자발적인 참여 증가), 사업적 

측면(정부 단독으로는 교통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민간에 많은 사업 

기회가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교통환경을 변화시킬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교통방식을 양산하고 있는데 자동화된 

차세대 커넥티드 카부터 아베고(Avego)와 같은 낯선 이와의 라이드 

셰어링(riding sharing) 서비스, 릴레이라이드(RelayRide) 또는 

겟어라운드(Getaround)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Uber)와 같은 

새로운 택시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들이 이에 해당된다.

디지털 시대의 교통

혁명적인 변화가 정보기술(IT)과 교통 분야의 조합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 전화기가 스마트폰으로 진화한 것처럼 자동차 또한 정보를 접속, 

소비, 창조하여 운전자, 승객, 공공 인프라,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는 

커넥티드 카로 진화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의 SF파크(SFpark: 탄력 

요금 주차 시스템) 프로그램은 주차구역과 차고에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주차 정보를 수집하고,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시화 및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새로운 교통수단의 

발전과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차세대 도시 교통 시스템은 

다양한 운송 방식, 서비스, 

기술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묶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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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크라우드 기반의 내비게이션 서비스 

웨이즈(Waze)는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들은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는 방식에 대하여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의 

프로토타입 전기자동차인 EN-V와 같은 도시 주행 세컨드카,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 버스와 지하철 운행 정보 앱, 주차장 센서 등 많은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발전을 어떻게 이용해야 주행 또는 이동이 보다 

즐겁고 편리하게 변할 수 있을지를 완전히 파악한 것은 아니다. 미래의 

교통 시스템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기본적 특성을 가질 것임은 분명하다. 

디지털 시대, 교통 시스템의 특성들

대규모 네트워크화

여행자는 자신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교통 통제관과 운전자는 교통사고, 날씨, 교통 흐름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정보는 모빌리티(mobility)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네트워크화된 IT가 일상의 모든 사물에 침투하는 

것(사물인터넷)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물인터넷은 모빌리티를 

재정의하기 위한 방대한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네트워크화된 차량들

사물인터넷은 이미 자동차를 변환시키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존의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에 차량을 연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더 큰 성과는 자동차가 주행 차량과 환경을 인식하고 

운전자, 자동차, 인프라스트럭처(사회간접자본)와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때야 창출될 것이다. 

포드(Ford)는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Adaptive Cruise Control·ACC)’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중 하나인데, 이 장치는 자동으로 차간 거리를 

유지해준다. 

보다 진보된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USDOT)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차량 간 통신(Vehicle to Vehicle·V2V) 기술을 개발하고, 

2012년 8월 차량 충돌방지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 대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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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교통정체 해결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단 하나의 묘책은 없다 – 차세대 도시 교통 시스템은 다양한 운송 방식, 서비스, 기술을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묶어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실용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함께 타기 

(Ride Sharing)

스마트 주차 

(Smart Parking)

재택근무 

(Telecommuting)

실시간 교통 관리

(Real Time Traffic 
Management)

P2P 카 렌털 
(P2P Car Rental)

유인책 

(Incentives - 
Discounts, Travel, 

Vouchers, etc)

통합 요금 관리

(Integrated Fare 
Management)

개인 여행 지원 앱

(Personal Travel 
Assistant Apps)

자전거 공유 
(Bike Sharing)

무인자동차 
(Autonomous Vehicle)

도로 이용 과금 

(Road User Charging)

연결 차량

(Connected Vehicle)
실시간 여행자 정보 

(Real Time Traveler 
Information)

복합 운송 솔루션 

(Multi - Modal 
Transportation Solutions)

자동차 공유

(Car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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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교통 네트워크의 혜택

자동차의 진보가 새로운 운전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모바일 기술의 

발전, 특히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은 운송 방식의 변환을 창출하고 있다. 

대규모로 네트워크화된 시스템은 이미 기존의 차량과 인프라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창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공동 소비’ 

운동의 핵심으로 자리잡아 집카(Zipcar), 겟어라운드, 아베고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 모델은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딜로이트의 계산에 따르면 라이드 셰어링 참가자를 두 배로 늘리고 단독 

운전자의 10%를 카셰어링에 참여시키면 교통 혼잡으로 인한 비용을 

연간 7억 5,700만 달러 절감하고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약 2%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동적 가격 조정(Dynamic Pricing)

오늘날 소비자들은 도로, 교통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한 결과가 심각하다. 시스코(Cisco)의 

안드레아스 마이(Andreas Mai)와 더크 슐레진저(Dirk Schlesinger)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우리는 도로, 교통 서비스가 ‘무료’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사용한다. 

•  증가한 수요로 인한 실제 비용이 회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다.

•  결과적인 수요·공급 불균형은 도로 인프라를 훼손하고 심각하게 

모빌리티의 사회적 비용을 심각하게 증가시켰다.

모바일 기술과 사물인터넷의 발전으로 동적 가격 조정이 가능해졌고, 

시각, 도로 정체, 속도, 연료 효율성과 탄소 배출 등을 감안한 실제적인 

교통 비용을 유동적으로 산정해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시간 상황에 따라 도로 또는 지하철 노선의 요금을 다르게 책정해 

보다 저렴한 경로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동적 가격 조정을 

통해 수익자에게 

실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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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

자가용이 제공하는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전의 

불편함, 주차 문제, 연료비 등을 감내하고 있다. 정해진 기차 시각, 

지하철역의 위치, 버스 노선의 운행 빈도 등 현재 교통 시스템의 많은 

제약은 사용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발전에 힘입어 사용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스템은 교통과 관계된 모든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선택사항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해 보다 균형잡힌 최적의 시스템 활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동적이고 다양한 방식을 가진 교통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보 통제와 공유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사용자들은 

종합적인 정보 없이는 최선의 이동 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무료로 공유되는 최신 교통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 간의 통합

미래의 교통 정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질 것이다. 

스마트폰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사용자의 현재 위치 정보, 목적지까지의 

경로, 현재 교통 상황, 목적지 주변 가용한 주차공간, 버스나 기차 

운행 정보, 라이드 셰어링 운행 정보 등을 모두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보여주고 최적의 선택이 무엇인지도 제시해 줄 것이다.

라이드 아미고(RideAmigos Corp)란 회사는 이러한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목적지까지의 이동 

방안(지하철·라이드 셰어링·자전거, 도보 등)간 비용, 시간, 거리, 탄소 

배출량 등의 비교에 더해 직장 또는 지역 커뮤니티 내 카풀 주선, 목적지 

쇼핑 정보, 날씨, 교통 흐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Connected System of Systems

이동을 가능한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의 이전이 끊김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범위한 시스템 간 

통합이 필요하다.

뱅킹이나 리테일같이 연결성이 일상화된 오늘날의 상황에 비춰보면 

이는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전 I BM 최고경영자(CEO)인 샘 

팔미사노(Sam Palmisano)는 “우리는 전자자금이체와 가게, 웹사이트 

또는 산업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결제 수단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이들 시스템이 정보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과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시스템 간 

통합이 필수적이다.

미래의 교통 시스템은 

보다 강화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사용자 중심으로 

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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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부분은 아직 차량, 정부기관, 규제당국, 서비스 공급자, 운송업자, 

이동하는 상품과 사람들 등 다양한 구성요소 간 연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네트워크 효과의 실현 위해선 시스템 간 조정 필요

개별 시스템의 개발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실제 혜택은 시스템의 통합과 

확산에서 발생한다. 많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네트워크 효과와 

확장 문제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정부가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인텔리전트 도로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운전자들이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텔레매틱스 기능을 갖추지 않는다면 

유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광범위한 시스템 간 조정이 필요하다. 

민간-공공 협력이 만드는 새로운 교통 에코 시스템

교통의 미래에 대해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누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 단독의 자금 부담 및 

관리 책임은 현재의 과세 및 교통요금 수준에서는 불가능하다. 현상 

유지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다. 게다가, 새로운 교통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모두를 위한 차세대 교통 시스템은 복잡할 수밖에 없고 여러 단계로 

세분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 

증가할 것이다. 차량의 전자화와 운전자에 대한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라이드 셰어링, 대중교통의 고객 경험 개선 등 많은 부분에서 민간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아베고와 같이 라이드 셰어링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있고, 

카풀링(Carpooling.org)과 같이 카풀을 조직화해 36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확보한 경우도 있다. 비영리조직인 ITN아메리카(ITNAmerica)는 

노인들의 모빌리티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과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렇듯 모빌리티의 다양한 측면은 여러 관계자들이 

활동하는 각각의 ‘에코 시스템’을 창출하고 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아베고는 미국 지역정부, 연방정부와 협력해 시애틀 등의 지역에서 

라이드 셰어링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베고는 이를 통해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정부의 도움으로 충분한 참여자를 확보할 수 있었고, 

공공 부문은 새로운 방식의 ‘대중교통’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디지털 시대의 

교통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간-공공 협력을 통한 

새로운 에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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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자동차의 

연결을 통해 개인 오락,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프라와의 통신을 통한 

전체 시스템으로의 편입이 

이뤄질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교통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

앞에서 소개한 다섯 가지 특성(대규모 네트워크화·동적 가격 조정·사용자 

중심·시스템 간 통합·민간-공공 협력)이 결합된 결과는 무엇일까? 

미래의 모빌리티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예측은 어렵지만 이는 

현재의 트렌드에서 크게 벗어난 모습은 아닐 것이다. 

다음에 소개할 세 가지 시나리오는 별개의 상황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트렌드다. 차량 인터넷(internet of cars),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 조정, 교통 의사결정에 소셜 네트워크의 영향 확대 이 세 가지 

요소는 미래의 교통 시스템에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1. 차량 인터넷

최근 자동차의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정보 고속도로에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일 것이다. 스마트폰이 업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커넥티드 카도 자동차 산업에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커넥티드 카에 관련한 많은 노력은 스마트폰과의 연결, 인터넷 

라디오 등과 같은 인포테인먼트에 집중되어 있지만, 진정한 가능성은 

차량 간 연결과 도로 등 인프라와의 연결에 잠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자동으로 웹을 검색해 도로상의 문제를 사전에 확인한 후 

대안 경로를 제시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할 수도 있다. 

도시 모빌리티의 미래, 시나리오 1

자동화된 

자가용을 호출.

이동하는 동안 사용자에게 맞춰 개인화된 

차량 내에서 필요한 모든 곳에 접속이 가능.

목적지를 입력하면 교통량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 동적으로 경로 설정.

자동차는 집단화된 차량들과 함께 

자동화된 도로를 따라 이동.

목적지에 도착해 내리면 

차량이 자동으로 주차.

THE INTERNET OF 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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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한 연결성을 통해 자 동차 는 분리된 

교통수단이 아닌 보다 큰 교통 시스템의 일부로 

통합될 것이다. 라이드 셰어링과 차량 공유가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운전자들은 대안 교통수단을 보다 많이 인지하게 되며, 

업계나 정부는 교통을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단일 플랫폼으로 차량 커뮤니케이션 통합

차량 연결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단일 플랫폼의 활용이 보다 

효율적이다. 선도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은 스마트폰과 차량의 연결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 등을 위해 자동차연결컨소시엄(Car Connectivity 

Consortium·CCC)을 설립해 통신업체, 전자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차량 및 센서 네트워크, 차량 이상 분석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 정보 전송 

표준 개발을 위해서도 여러 분야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이슈들도 많이 있는데, 통신 기기의 차량 내장 또는 

스마트폰 이용 여부, 개발 표준 소프트웨어 문제, 보험사의 역할 등이 

대표적인 이슈다. 

2. 연결 표준의 진전

연결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 중이다. 구글(Google)의 

GTFS 1)가 대표적인데 이것이 광범위한 표준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하는 부담을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에 넘길 수 있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협력을 통한 표준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이 모두 빠른 시간 

내에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차량 간 통신 표준화는, 

유럽은 이르면 2015년, 미국은 2018년이 예상되지만 인프라 통신 표준 

확립은 가까운 미래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보안 문제 해결, 4. 사생활 문제 해결

한편 보안은 시스템의 안정성에 치명적일 수 있고, 대중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빅브러더’에 의해 감시 받는다는 개념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1)  General Transit Feed Specification의 약자. 대중교통 스케줄과 연관된 지리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구글이 제안한 표준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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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가격 조정을 통해 

실제 비용의 수익자 

부담과 수요에 따른 가격 

설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저항에 대한 대응, 사회 

전체적 합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시나리오 2. 동적 가격 조정

항공기 티켓이나 호텔 객실의 가격은 오랫동안 동적으로 조정되어 왔다. 

이제 교통 분야에서도 모바일 기술,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LBS), 무접촉 전자결제 서비스 등의 확산으로 동적 가격 조정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음의 두 가지 핵심 가치가 가격 산정에 

포함되었다. 

•  사용자들이 서비스와 교통 수단의 실제 비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부담 

•  교통 시스템의 전체적 효율성 증가를 위해 수요에 연동해 가격 조정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무선 지급결제의 활성화

베리폰(Verifone)은 터키에서 무접촉 버스요금 결제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고, 차이나텔레콤(China Telecom)은 자사의 모바일 네트워크를 

베이징의 교통카드에 통합해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한 결제를 구현했다. 

미국도 구글월렛(Google Wallet)이나 아이시스(Isis)와 같은 무접촉 결제 

시스템의 도입을 늘리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교통 

관련 기관이나 도시 계획자가 얻게되는 혜택이 더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개별 사용자들의 이동 경로 정보를 축적, 

분석하여 보다 동적인 가격 조정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도시 모빌리티의 미래, 시나리오 2

늦어서는 안 될 

중요한 회의가 있어 

직장까지 빠르지만, 

보다 비싼 경로를 선택.

점심시간 동안 

처리해야 할 개인적 

업무를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결정.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어 6시에 도심 

번화가로 출발한 후 

식당에서 가까운 

주차장을 안내 받음.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에 

모빌리티 비용 추적 앱이 자동차 

운행(위치·시각·승객 수), 지하철 

요금, 주차비, 운행 기준 보험료 등 

발생한 총 교통 비용을 구분해 보여줌.

DYNAMIC PRICING



72

2. 새로운 결제 모델의 탐색

보험사와 규제당국은 보험 가입자의 실제 차량 운행 정도와 보험료의 

연동을 탐색하고 있다. 종량제 보험이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보험사들은 최근에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보험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 상위10개 보험사 중 8곳이 이를 판매하고 있다. 

한 가지 부작용은 운전자들을 새 제도에 적응시켜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보험료 산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여줌으로써 운전자들의 빠른 

적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3. 사용자의 저항 예측 및 대응

동적 가격 조정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은 분명하다. 주차비의 동적 

조정에 대한 수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운행 비용에 대해서는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미네소타 주의 설문조사에서는 시각, 교통 혼잡도, 

운행 지역에 따른 가격 변동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크게 나타났다. 

텍사스 교통청의 설문조사도 기존 가격 산정 방식의 변경 필요성과 

정부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가격 책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보여주었다.

4. 교통 시장의 미래 모습에 대한 합의 도출

교통 시스템 사용자들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미미하다. 각각의 서비스나 교통수단 가격을 다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각자 편한 대로 산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회적 혜택을 

반영해 각각 다르게 매겨져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누가, 무엇이 

사회적 혜택이고 부정적 외부 효과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가? 가격 산정 

과정에서 각 교통수단의 전반적인 영향이 적절히 측정됐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시나리오 3. 사회적 교통(Social Transport)

미래 교통 시스템은 교통 계획부터 교통신호 체계까지 모든 부문에서 

이웃, 커뮤니티, 정부, 교통 관리자 간의 협력을 통해 구축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의 핵심은 ‘협력’으로, 운송이 수백만 개개인의 이동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의 단순 합 이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적인 사회적 미래의 교통 시스템은 사용자가 교통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이용 가능한 운송 대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교통 상황, 라이드 

셰어링 가용 여부, 가장 가까운 버스 또는 기차 시간표, 도보로 걸리는 

시간 등 관련 정보를 모두 보여준다. 

또한 이 네트워크는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 선호도 고려해 정보를 

교통 시스템의 

사회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게임화,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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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준다. 예를들어 친구나 이웃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회적 

공헌에 따른 보상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려줄 것이다. ITN아메리카의 

창립자인 캐서린 프룬드(Katherine Freund)는 이를 “단순히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넘어 인간의 동기를 운송에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사용자 대시보드의 설계

교통이 보다 자유롭고 사용자 중심적인 패러다임으로 변함에 따라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관점을 확장시켜 커뮤니티와 시스템 전체를 

고려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지가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도시 모빌리티의 미래, 시나리오 3

당신은 오전에 집에서 원격 업무를 

수행한 후, 클라이언트와의 오후 

미팅을 위해 시내로 나가야 함. 

미팅이 끝나자 비가 내리기 

시작, 업무 후 체육관으로 

이동하기 위해 라이드 

셰어링을 이용하기로 결정. 

실시간 라이드 셰어 앱을 

실행해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이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음을 확인.

집에 도착한 후 

인트라넷에 접속해 

리더보드에서 교통량 절감 

포인트를 직장 동료들의 

기록과 비교한 결과 

최상위권에 근접했음을 

확인. 포인트 누적에 

대한 상품인 산악자전거 

보상까지 300포인트 남음.

운동을 끝내고 나오자 개인 여행 도우미가 집에서 

반 마일 근처 위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정체가 

발생했다고 경보 발령. 정체가 해소되길 기다리기 

보다 추가로 운동할 겸 집으로 걸어가기로 결정.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들의 시간, 비용, 탄소 배출량, 

건강 혜택 분석, 보상 포인트 발생 등을 빠르게 

비교한 후, 클라이언트의 사무실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샤워 시설과 자전거 거치대가 있음을 발견하고 

도시 전역에 걸친 자전거 공유를 이용하기로 결정.

SOCIAL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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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정부, 커뮤니티 등 사용자의 행위를 바꾸는 데 관심이 있는 

기관들이 할인 쿠폰, 여행 상품권, 상점 쿠폰 등의 물질적인 동기 부여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라이드아미고스의 제프 체르닉(Jeff 

Chernick)은 정보 제공 자체가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된다고 주장한다. 

친환경 차량인 도요타(Toyota) 프리우스 운전자들의 운전 행동 변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동적인 실시간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 거시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2. 경험의 게임화

사 용자의 경쟁 본능을 이용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화(gamification) 기법은 다른 접근법이 성공하기 어려운 공익 

분야에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3. 네트워크 효과의 창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상호 

연결과 임계 규모의 축적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네트워크로 발전시켜야 

한다.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지만, 원래 소셜 사이트들은 이러한 역할을 계획한 바가 없고 

그러한 목적으로 설계되지도 않았다. 소셜 사이트들은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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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즐거운 인간 중심의 

모빌리티를 만들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존재한다.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원래 의도보다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보 격차(digital divide)’가 교통 분야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여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Looking Ahead
교통 시스템의 빠른 변화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업체, 

통신업체, 앱 제작자, 벤처 창업자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뛰어들어 

시스템을 변환시키고 새로운 참가자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고 있다. 

에너지 절약 등 다른 분야에서 문제 해결 경험이 풍부한 이들도 새로운 

인사이트를 이 분야에 불어넣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와 같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해 이미 윤곽을 파악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와 

기능 강화로 새로운 운송 방안들이 생겨나고 있다. 소셜 네트워킹은 

커뮤니티의 조직화와 변화 동기 부여를 지원하고 있다. 인간 행동에 

대한 통찰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을 바꾸고 있고, 신기술은 

이동 방식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테크놀로지의 표준화는 새로운 

모빌리티를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반드시 수립되고, 모니터링되며, 필요에 맞게 변경되어야 

한다. 차량이 아닌 사람의 모빌리티가 시스템의 중심이라는 단순한 

개념은 공공 교통기관 전반에 걸친 문화의 변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점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즐거운 인간 중심의 모빌리티를 만들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민간 및 공공 부문에 모두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길을 찾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시작점을 지났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