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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은 어떠한 조직인가?  

딜로이트의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센터'(Future of 

Mobility Solution Center, FoM 솔루션 센터)는 싱 

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다. FoM은 모빌리티(Mobi- 

lity)에 대한 심도 있고 폭 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 

며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모빌리티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컨설팅에 필요한 고도화된 서비 

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싱가포르 경제개발청(The Sin- 

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EDB)과 

협력하여 딜로이트의 고객 및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다

양한 모빌리티 오퍼링을 제공하고 있다.

이제 모빌리티는 단순히 완성차 제조사(OEM)나 자 

동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에너지와 사물인터넷

(IoT), 인프라, 배터리,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산업을 

포괄한 하나의 생태계를 일컫는다. FoM 솔루션 센터

는 딜로이트 내의 많은 이노베이션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일례로 그린하우스(Greenhouse)는 고객사 임 

원들을 초청하여 다른 관점에서 자사를 바라보고 혁

신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한다. 딜로이트 카탈리스트(Deloitte Cat- 

alyst)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밀접히 연계하여 인재 확

보와 신사업 발굴, 기업혁신 등의 대기업 및 중견 기업

의 공통적인 고민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1

FoM의 에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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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 솔루션 센터는 이런 네트워크와 더불어 산업

계와 학계, 데이터 파트너와 협업하여 '디지털 이노베

이션'이라는 공동의 미션을 향한 솔루션 개발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 이노베이션은 3E로 함축할 수 
있다.

① Ecology  친환경

② Equitable  평등성

③ Economical  경제성

싱가포르는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어느 나라보다 

진보적이며 경제재건 정책으로 그린 뉴딜을 채택함으

로써 모빌리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갈 것

으로 보인다.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요소 다섯 가지

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FoM 솔루션 센터의 주요 오퍼링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모빌리티 생태계 활성화(Mobility Eco- 

system Engineering)로서 고객 및 협력기관과 함

께 모빌리티 전환에 대한 이슈를 탐색 및 파악 후 미래 

모습에 대한 인사이트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더

불어 모빌리티에 관한 팟캐스트도 제공을 하고 있다.1  

이 오퍼링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R&D 센터 및 연구

실 형태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로서 고객과 이노베이션 

연구센터를 함께 신설하여 신사업 발굴 및 새로운 시

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Mobility Solu- 

tion Development)로써, 데이터 과학자, UI/UX 디

자이너 등이 참여한 모빌리티 관련 다양한 디지털 기술

(플랫폼) 구축 서비스이다. 고객에 전기차 충전소 최적 

화 플랫폼의 제공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

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논한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연결(Mobility Connect)이 

다. 고객과 모빌리티 벤처 연결(Mobility Venture-  

Connect)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타트업과 고객을 연

결하여 오픈이노베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며 여기엔 액

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

장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미래의 도전과제를 위한 도

시 건설(City Architecture of Future Challenge)'

는 토요타 모빌리티 재단과 그랩(Grab), 그리고 말레

이시아 정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쿠알라룸푸르

에 최첨단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시

를 설계하는 것이다. 

FoM 솔루션 센터의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 중 대표

적인 서비스는 모빌리티 센싱(Mobility Sense)과 모 

빌리티 충전(Mobility Charge), 모빌리티 공유(Mo- 

bility Share)가 있다. 모빌리티 센싱은 빅데이터, AI 

기술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모빌리티 트렌드와 생태계, 

생태계 참여자, 그리고 고객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

링이 가능하다. 모빌리티 충전은 실제 시뮬레이션 플

1  https://www2.deloitte.com/sg/en/pages/strategy/articles/future-of-mobility.html

초·커넥티드 도시로 전환

자율주행차로 패러다임 전환

커넥티비티 기술의 발전 속도의 가속화

모빌리티의 선호도에 대한 변화

파워트레인 기술의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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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으로서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영향을 가장 크

게 미칠 수 있는 전략과 최적화된 충전소 구축 전략 수

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공유 솔

루션은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플랫폼

을 제공한다. 

딜로이트 FoM 솔루션 센터의 서비스 중 가장 차별

화된 서비스는 전기차 충전에 대한 서비스이다. 현재

까지 어느 기업도 충전소의 보급화를 위해 투자규모

와 충전소 위치 최적화 및 충전기 수에 대한 예측과 시

뮬레이션을 하고 있진 않다. 하지만 FoM 솔루션 센

터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프로그램을 통

해 전기차 수요와 충전소의 공급을 매칭시키는 유일

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소유주가 

운전에 가장 최적화된 충전소 설치 위치 제공 서비스

까지 제공한다. 

더 나아가 충전 시설을 하나의 '에너지 플랜트'로 생

각할 수 있다. 에너지 플랜트 가동률에 따라 투자자본

수익률(ROI)을 산출할 수 있는데 충전 시설도 사용량

에 따른 투자자본수익률이 책정된다. 따라서 FoM 솔

루션 센터는 운전자가 가장 많이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 설치 위치 제공서비스를 비롯하여 수요에 

따른 충전 시설 이용률도 가장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

시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 2

FoM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솔루션

Mobility SENSE

Mobility CHARGE

Mobility SHARE

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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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에 기반한 FoM 솔루션 센터
의 3가지 솔루션

전기차 시장에 대해 논할 때 전기차의 증대로 인한 

수요가 먼저인지 아니면 충전 시설의 충분한 공급이 

먼저인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

지만 전기차 시장은 환경규제와 보조금을 통해 수요를  

높이고, 충전 시설은 수요에 맞춰 투자하는 것이 보편

적인 인식이다. 동남아시아 설문조사 결과, 전기차를 

구매하지 못하는 요소로 전기 충전소에 대한 문제가  

응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전기차 시

장 보급에는 충전시설이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

하는데 FoM 솔루션 센터는 충전시설에 대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FoM 솔루션 센터의 전기차 충전소 최적화 플랫폼

(EV charging optimization platform)은 3개의 솔

루션 모듈을 제공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업에 대한 서비스이다. FoM 솔루션 센터의 독특한 점은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충

전소 설치 방안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여타 솔루션은 충전소에 대한 공급을 늘려 전기차 시장 자체의 외형

을 키우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면, FoM 솔루션 센터는 전기차 공공 충전소의 최적화를 위해 수요 예측

으로서 교통 시뮬레이션과 소비자 패턴(충전 시간대, 충전 장소, 충전 시간, 소비자의 소득수준)분석을 통

한 예측을 한다.

반면에 에너지 그리드를 통해 어느 위치에 충분한 전력 및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포함

한 수요와 공급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완속(AC) 충전기와 급속(DC) 충전기 구축 요건이 다르기에 충전 

인프라 설치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급속 충전에는 한번에 많은 전력을 송전할 수 있는 

여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 예이다.

그리고 단순 수요·공급 매칭에 대한 예측에 머물지 않고 ROI를 극대화하고자 기업별 핵심성과지표(KPI)에 

따른 단계별 계획의 기획 또는 제안을 해준다. 이를 테면 기업이 정한 KPI가 충전 시설의 개수일 경우 전기

차 수요가 많은 곳에 충전소 위치 선정 후 향후 10년 계획을 기획해준다.

전기차 충전소의 전기화를 통해 어떤 주유소를 전기 충전소로 전환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서비스이다. 이

는 충전 시설 운영자를 위한 서비스로서 내연차의 운영비용과 비교했을 때 전기차의 65%가 비용 우위를 

지니고 있는데 운영비용 및 유지비용이 장기적으로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 모듈은 전기차를 장기적으

로 이용했을 경우 전기차 비용이 저렴할 수 있도록 충전 시설의 전기화 및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충전 시기와 충전소 이용 방식 등의 충전소 매니지먼트 모듈(Fleet Ma- 

nagement Module)을 제공한다. 이를 테면 배달을 하는 전기차의 경우 언제 어디서 충전을 하는 것이 가

장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전소가 멀리 위치한 경우에는 운전 경로의 많은 변경으로 

시간 증가나 에너지 효율이 큰 폭으로 저하되므로 전기차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주행하는 경로에 공용 충전

서비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AI 분석력도 보유하고 있다.

모듈 01

모듈 02

모듈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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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림 4

전기차량 집중도에 따른 충전소 설치 위치 설정 서비스

인구밀도에 따른 충전소 위치와 유형 설정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