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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의 미래 : 

미래의 모빌리티 

생태계-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매끄럽게 자동화된 주문형 개인화 여행이야 말로 미래 모빌리티의 꿈이다. 그리고 확장된 자

동차 생태계의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져 예상보다 빨리 그 꿈을 실현하고 있다. 이는 기존 기업

들과 격변자(Disruptor)들 모두가 트렌드에 동참하기 위해 최대 속도로 움직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저자 Scott Corwin, Nick Jameson, Derek M. Pankratz, Philipp Willigmann

일러스트레이션 Traci Daberko

Special section: 모빌리티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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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완전히 지쳤다. 지금은 금요일 밤 9시이고

그는 13시간째 근무 중이며, 이번 주 총 근무

시간은 70시간이 넘었다. 

그가 오직 원하는 것은 급히 한 끼를 때우고 가능한 힘들

이지 않고 빨리 집에 가는 것이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모빌리티 앱이 제안하는 옵션을 빠르게 훑어 보았다. 기

차 혹은 버스? 정차하는 정류장이 너무 많다. 카풀 차량을

부를까? 낯선 사람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기분이 아니

다. 가격은 짜증나지만 그는 혼자 탈 자율주행 택시를 불

렀다. 늘 먹는 지역 피자전문점의 표준 주문도 추가했다.

몇 분 후 벤이 현관을 나서 인도 쪽으로 몇 걸음 나가자 운

전자가 없는 소형 전기자동차가 도착해 벤을 태운다. 차

내부의 탁자 위에 놓인 피자 상자를 열자 양파를 추가한

피자가 아직도 김을 모락모락 낸다. 벤이 타기 몇 분 전 택

시가 받아온 피자다. 벤은 느긋하게 앉아 택시가 그를 위

해 준비한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럽지만 좋아하는 리얼리

티 쇼를 즐긴다. 이 모든 운행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그의

계좌에서 즉시 차감된다. 20분 후, 그는 아파트 바로 문

앞에 도착한다. 30분 후 그는 근사한 주말을 꿈꾸며 이미

잠들어있다.

벤의 귀갓길과 같은 여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행위자

들의 복잡한 그물망이 필요한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상

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가능해질 수도 있다.

1년전 우리는 확장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모빌

리티 생태계로의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기정

사실화 했다.1 그 이후, 변화의 속도는 실로 엄청났다. 전

세계의 기업 경영진, 정부 지도자, 기술전문가, 학자들과

의 수백 건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미래 모빌리티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가장 앞 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현상을 목도했다.

이러한 진화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핵심 교리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회의론이 지속되고 불확실성도

크지만, 개인소유의 운전자 차량으로부터 자율주행차량

과 공유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하는(그러나 이들 요소로만

구성된 것은 아닌)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으로의 이동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놀라울 정

도로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다(삽입글 “모빌리티의 4가지

미래 상황” 참조). 그러나 이런 변환이 일어나는 속도, 미

래 생태계가 구조화되고 운영되는 방식, 그리고 기업 비

즈니스 모델의 적응 필요성에 대한 기업 리더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

정부가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의 부상을 촉진한다. 미 교

통국은 스마트 시티 챌린지(Smart Cities Challenge) 행

사를 개최해, 시와 주정부가 시민들을 위한 보다 저렴하

고, 빠르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효율적이고, 편리

한 교통수단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했다.2 최

종 우승자인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를 포함한 78곳 지자

체의 출품작들은 다양한 인터모달(Intermodal, 여러 가

지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수송방식) 혁신을 선보였으며,

새로운 형태의 교통 수단을 위한 인큐베이터 및 모빌리티

를 소비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했다. 이는 시장에만 맡

기는 접근법보다 더 빠른 상업화와 다양한 인터모달 혁신

을 가능하게 만드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3 이렇게 교통

국은 공공 안전이라는 우선적 사명의 수행을 지속하면서

도 투자와 규제를 통해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4 네바다5,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6 등과 같은 주정부들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발

해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도입을 앞당길 규제 변화를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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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중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

게 보다 다양한 더 나은 옵션을 제

공하고, 경제 발전의 촉진을 추구

하고 있다.

업계의 기존기업들과 격변자들이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움직

임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예상했

던 바와 같이, 기존기업과 혁신 기

업 모두가 협업만이 생태계 내에서

부가가치 역할을 획득할 수 있는

열쇠라는 점을 깨달았다. 이들 움

직임의 대부분은 투기적이고, 탐색적이며, 옵션 가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7

눈에 띄는 사례로는 GM의 리프트(Lyft)에 대한 5억 달러

투자와 자동차 공유 플랫폼인 메이븐(Maven)인수8, 포드

의 포드 스마트 모빌리티(Ford Smart Mobility) 런칭과

벨로다인(Velodyne), 사입스(SAIPS), 니렌버그 뉴로사이

언스(Nierenberg Neuroscience), 시빌 맵스(Civil Maps)9

에 대한 투자, 다임러(Daimler)의 무벨(Moovel)과 카2고

(Car2Go)에 대한 투자 등이10있다. 그리고 기술 기업과

자동차 제조사 양측 모두 자율주행차 개발에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중요한 진전이긴 하지만, 단지

전체 이행의 초기 단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는 앞으로 12-18개월 내에 시장에서 대규모의 시험사업

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며, 완전자율주행 전기자동차의

상용화(공유 차량선단의 일부 혹은 개인 소유 방식으로)

및 미래 도시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등장할 것으

로 예상한다. 구체적인 사례에는 불법 주차 감소, 지능적

인 교통신호, 매끄러운 인터모달 교통수단 선택권의 등장

등이 포함된다.

역동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 미래가 얼마나 빠르게 도래하

며, 이러한 변화의 파장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

• 새로운 생태계는 어떤 모습이

며,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 어디서 가치 창출과 획득이 가

능한가?

• 조직은 성공을 위해 전략, 비즈니스 모델, 상품 포트폴

리오, 역량 등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본고는 이들 질문에 답하기 위한 집단사고의 발전을 목표

로 한다. 이는 우리의 초기 관점을 확장하고, 변화를 주도

하는 주요 핵심 참여자들과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대화

를 통해 얻은 새로운 인사이트와 분석을 통합한다. 궁극

적으로 우리는 본고가 일종의 로드맵을 제공해 이해관계

자들이 어디서 활동할지와 어떻게 승리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만약 자율주행과 

공유 차량이 다른 기술 

(스마트폰, 핸드폰, 인터넷)

처럼 빨리 도입된다면, 5 년 

이내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며, 개인 

모빌리티 시장은 앞으로 

25년간 급변할 수 있다.

Special section: 모빌리티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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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의 4가지 상황

『모빌리티의 미래』11 에서 우리는 공존하는 4가지 ‘미래 상황’이 모빌리티 생태계 내에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4가지 

상황은 누가 차량을 소유하느냐와 누가 차량을 운영하느냐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 구분된다(그림1).

1. 개인 소유 운전자 주행: 이러한 미래상에서는 차량의 개인 소유가 여전히 가장 일반적일 것으로 본다. 소비자들이 차량

소유 시 얻어지는 사생활 보호, 유연성, 보안, 편의성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미래 상황에서는 운전자 지원 기술이 일

부 활용되지만, 완전자율주행이 인간 운전자가 통제하는 차량을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2. 공유된 운전자 주행: 두 번째 미래 상황에서는 승차공유와 차량공유를 통해 공유에 대한 접근 방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규모의 확대와 경쟁 심화가 차량공유 서비스의 신규지역 및 보다 특화된 소비자 부문으로의 진

출 확대를 추진한다. 공유된 모빌리티가 지역교통 니즈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켜 줌에 따라,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한 가

정은 차량을 줄일 수 있게 되고, 한편으로는 차량 소유를 아예 그만두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다.

3. 개인 소유 자율주행: 세 번째 미래 상황은 자율주행 기술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경제적이란 점이 입증된 한편, 사적 소

유가 여전히 대세인 경우다. 운전자들이 여전히 차량의 소유를 선호하지만 안전성과 편의성을 위해 자율주행 기능을 추

구한다. 이 미래에서는 고도로 맞춤화되고, 개인화된 차량이 가족 혹은 개인의 특정한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대세가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4. 공유된 자율주행: 네 번째 미래 상황에서는 자율주행과 차량공유 트렌드의 융합이 예상된다. 모빌리티 관리 회사와 차량

선단 운영자들이 차별화된 가격대로 매우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승객 경험을 제공한다. 처음에는 도

심지역에서 시작되어 외곽주택가로 확대되는 이러한 미래 상황은 매끄러운 모빌리티를 제공할 것이다.

* 정의: 자율화와 자율주행차량(AV, autonomous vehicle)에 관한 정의는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자율주행 단계 기준의 단계 4를 참조

했다. 전체 주행 과정을 통틀어 승객이 전혀 차량을 제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완전자율주행으로 상정했다.

임박한 변환

리의 자체 분석결과는 이들 변화가 많은 이들

이 준비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대규모로 일어

날 수 있으며,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서는 더욱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12 만약 자율

주행과 공유 차량이 다른 기술(스마트폰, 핸드폰, 인터넷)

처럼 빨리 도입된다면, 5 년 이내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며, 개인 모빌리티 시장은 앞으로 25년간 급변할 수

있다(부록 참조). 인구 증가와 이전에는 이동능력이 부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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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래 모빌리티의 상황

자율주행차량 기술의 
보급 수준: 

• 변화를 촉진하거나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에 
의해 좌우됨-예. 기술, 
규제, 사회적 수용도

• 차량기술은 점점 
“스마트”해지고 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의 
중심은 점차 기계가 
제어하는 쪽으로 옮겨감 

차량의 개인 소유 혹은 공유의 정도:

• 개인의 선호와 경제성에 의해 좌우
• 공유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총체적 자산 효율성은 증가

미래 모빌리티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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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르다. 위 그림에서는 명확한 경계선(“가로선, Equator”)로 구분된다.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그래픽: Deloitte University Press｜DUPress.com

했던 집단, 즉 청소년, 노년층,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교통수단 확대로 인해 주행거리가 2040년까지 25% 가

량 증가할 수 있다(그림 2, 그림 3 참조). 앞서 언급된 전

개상황으로 우리는 변화가 빠르게 오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었지만, 도입율을 독자적으로 모델링하

려 시도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소비자 태도, 소비 패턴,

공유와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 변화 등을 이용하

는 방식으로 말이다. 물론 이들 서비스와 기술이 전기, 라

디오, 텔레비전처럼 보다 느린 속도로 도입된다면, 변화

의 속도와 규모는 이에 따라 잠재적으로 크게 약화될 것

이다.

모빌리티의 미래를 그리다: 행동하는 생태계

유된 자율주행 모빌리티로의 변화가 도심 환

경에서 가장 빠르고 극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는 미래에 사람들과 상품들

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그런 움직임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어떤 유형의 차량, 기술, 데이터, 서비

스, 역량이 필요한지를 상상하기 위해 시야를 확대해보기

로 했다.

매끄러운 인터모달 교통을 오늘날보다 더 빨리, 더 저렴

하게, 더 깨끗하게, 더 안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미래 도심

모빌리티 생태계를 그려보기 위해, 우리 친구 벤을 다시

만나보자. 주말에 푹 쉰 벤은 월요일 직장으로 돌아와 이

미 사무실에서 하루를 보낸 상태다(그림 4).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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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의 미래에 판돈을 걸다 : 가치창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

론 개개인의 교통에 대한 니즈는 지문만큼이

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벤의 퇴근길은 하나

의 사례로서만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매끄러

운 인터모달 여정이 가능해지려면 오늘날의 확장된 자동

차 산업보다 훨씬 더 복잡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가 필요

할 것이다. 벤과 같은 고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등장할 것이다. 기업들은

각각의 미래 상황에 부응할 수 있고, 다양한 이동 방식에

동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서비스, 솔루션

의 설계를 추구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기업의 미래 지평은 좁아질

수 밖에 없다. 기존 기업들과 격변자들 모두 입지를 다지

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청사

진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5 참조). 그러나 그 첫 단계는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열망하는지, 그리고 내일의 생태계

에서의 성공을 위해 어떤 역량이 요구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차량의 개발

자동차 (그리고 트럭, 버스, 기차, 모터바이크)의 개발과 

제조는 앞으로도 핵심 가치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빌리티 생태계 전체와 같이, 자동차 제조업도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질 것이다. 소형의 실용적인 자율주행차량

인 ‘팟(Pod)’ 부터 고도로 맞춤화된 개인 소유 자율주행차

량까지 새로운 제품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변화가 승

객용 자동차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기차, 버스, 상용 트럭, 기타 다른 형태의 수송수단에 스며

들 것이며, 개발자들과 제조업체들은 이에 맞춰 역량을 키

워야 할 것이다. 기존 기업들과 신규 진입자들은 단독 또

는 공동으로 이러한 미래에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지

를 찾아야 한다. 거의 모든 자동차 제조사와 많은 기술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적극 투자 중이다.13 포드,

GM, 로컬 모터스(Local Motors), 기타 자동차 제조사들

모두 첨단 적층제조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해 맞춤형

차량의 엔지니어링 및 제조를 지원하고 있다.14 그리고 다

수의 기업들이 몇 년 안에 주행거리가 늘어난 적절한 가격

대의 전기자동차를 시장에 내놓을 준비를 갖출 것으로 보

인다.15

이런 동향이 시사하는 바는 차량 제조업체와 공급업체의

전통적 역량을 확대해 자율주행차량 기술 제공자, 소프트

웨어 개발자 등과 협업해 훨씬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대량생산 자가용 차량,

고도의 맞춤형 개인소유 자율주행차량, 도심 환경을 위한

실용적인 팟의 제조에는 복잡한 경제학이 작용한다. 제조

업체들은 오늘날의 전통적인 공급사슬뿐 아니라 첨단 저

비용 효율적 맞춤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제조역

량이 필요할 것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4가지 미래 상황

모두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재설계할 것

인지 아니면 한가지 상황에 집중할 것인지를 선택할 필요

가 있다. 이는 다음 역량의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적응성 높고, 유연한 제조 역량으로 맞춤화와 

폭넓은 범위의 제품 구성을 지원

• 간결한 공급사슬로 고객 도달 시간을 개선

• 자율주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첨단 전기차 

설계와 부품들

• 고객 중심 유통으로 고객을 제품 설계와 제조에 연결16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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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활동하는 모빌리티 생태계

좋아, 난 갈 준비가 됐어.

벤은 집에 가려는 참이다. 벌써 저녁 8시 가까이 되었다. 

예측 불가능한 그의 업무량을 보여주는 증거로 그는 

매일 다른 시각에 퇴근하는데, 그래서 날마다 다른 

교통상황에 직면한다. 벤은 바쁘게 살고 있고, 편한 통근이 

가장 중요하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면서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최상의 경로 옵션을 탐색한다.

오늘 통근길은…
벤의 모빌리티 앱은 늦은 퇴근시 

그가 선호하는 옵션을 이미 알고 있어 

해당 경로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최우선 

옵션으로 미리 골라둔다. 정확한 선택이다. 

주소도 이미 지정되어 있어 벤은 선택을 

최종 확정한다. 일주일 전에는 좀 일찍 

퇴근해서 ‘운동 옵션’을 선택해 

퇴근길에 피트니스에도 들르고 

한가로운 오후를 즐겼다.

사무실

수송 허브
기차

도로 & 
자전거 길

자전거, 기차, 자동차? 전부 다!
선호도에 따라 벤은 다양한 옵션과 이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그의 니즈에 가장 적합한 최상의 경로에 대한 제안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앱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 그가 걷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세 번째로 빠른 옵션을 

골랐는데, 기차 정거장에서 저녁거리 몇 가지를 전달 받기 

위해서다. 많은 상점들이 붐비는 기차역으로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며, 집까지 남은 나머지 거리를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면 

배달 받은 물건을 나르는데 도움이 된다.

고객의 여정

모빌리티 관리 서비스가 개인별 사용이력과 다른 수백만 

사용자들 및 도시를 주행하는 다른 여러 교통수단들에서 얻은 

현재 교통상황 데이터를 결합한다. 서비스는 고급 애널리틱스를 

사용해 개인에 맞춤화된, 매끄러운 옵션을 제공한다.

생태계 지원

출발

1

걷는 것보다는 낫지
건물 밖으로 나간 벤은 핸드폰 앱을 사용해 근처 

거치대에 있는 사용 가능한 자전거의 자물쇠를 푼다. 

도시에서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인기가 점점 높아

지고 있다. 자전거에 탄 벤은 빠르게 자전거 

전용도로에 합류한 후 여정의 두 번째 단계인 

기차역으로 향한다.

고객의 여정

물리적 기반시설

도시 기획자들은 민간부문과 긴밀히 협조해 자전거 

거치대부터 열차 플랫폼까지 주요 인프라를 운영 및 

관리한다. 이들 물리적 자산은 점점 스마트화되고 

연결되어 지속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생태계 지원

3

예산 내에서, 요금은 한 번만!
벤은 선택한 전체 여정에 대해서 각 단계별 비용에 대한 

상세사항을 보여주는 단일 요금견적을 받는다. 그는 거리당 

요금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는 단일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매끄러운 이동, 다양한 교통방식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경로를 확정한 즉시, 전체 여정에 대한 전자 티켓을 핸드폰으로 

전달 받는다.

고객의 여정

지원 생태계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가 벤의 거리당 요금제를 관리한다. 

보험사는 특정 경로와 벤이 사용할 이동 유형에 맞는 맞춤화된 

여정당 보험을 구체화하기 위해 모빌리티 관리회사와 제휴한다.

생태계 지원

2



55모빌리티의 미래: 다음은 무엇인가?

www.deloittereview.com l Deloitte Review

 

 

 

 

MART

 

 

별 다섯 개짜리 퇴근길!
마침내, 자율주행차가 벤을 

대문 앞에 내려주자마자, 모빌리티 앱이 

이번 여정을 요약해 그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그는 전체 여정의 경비가 얼마인지 볼 수 있고, 

소비패턴 및 이번 달 전체의 누적 금액도 볼 수 

있다. 그는 전체 여정과 개별 단계들에 대한 

평가점수를 매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시스템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문제점도 보고할 수 있다.

도로

유통업체

집

도착

음식은 어디에? 배고파
30분 후, 벤은 기차에서 내려 기차역의 식료품점 보관함을 

찾는다. 스마트폰 앱으로 문을 연 보관함 안에는 구매한 식료품이 

들어있다. 식료품이 든 쇼핑백을 꺼낸 밴은 주문한 물품이 다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향한다.

고객의 여정

유통업체와 물류회사가 운영 방식을 조정해 소비자들에게 거의 

실시간 주문(on-demand) 방식에 가깝게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생태계 지원

5

디지털 인프라는 유비쿼터스한 고속(5G) 연결성을 제공해, 매끄럽고 

보안된 온라인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벤의 퇴근길에는 수평적 운영 

시스템과 개선된 통신서비스가 필수적이다. 단순한 오락거리 이상을 

넘어, 이런 필수 인프라는 A지점에서 B지점으로의 여정에 있어 핵심 

부분이 되었다.

생태계 지원 내 차가 기다리고 있어…
쇼핑백을 든 벤은 기차역 밖의 승차공유 탑승지역으로 걸어간다. 

거기서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다. 집에 가는 시간은 짧지만, 그는 

차량의 TV로 좋아하는 팀의 승리 장면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었다.

고객의 여정

차량선단 운영자가 도시 전반에 걸쳐 공유 자율주행차량을 보관, 

관리하고 배차한다. 차량 제조업체는 벤과 수백만의 다른 

승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공유 자율주행 

대안들을 만든다. 차량 내 경험은 엔터테인먼트부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까지 콘텐츠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옵션으로 

향상되고, 광고와 구독료를 통해 비용이 부담된다.

생태계 지원

6

심부름 해 드릴게요.
무난히 자전거 주행을 마친 벤은 기차역 입구 근처의 거치대에 

자전거를 고정한다. 벤의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이 보낸 전자신호는 

그의 플랫폼 출입 및 승차를 승인해 준다. 집에 가는 길에 벤은 

저녁식사 거리로 몇 가지 식료품을 주문한다. 앱 내에서 고를 수 있는 

물품은 다소 한정된 편이지만, 이는 기차역에 도착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신선한 식료품의 속성상 자연스러운 한계다.

고객의 여정
4

그래픽: Deloitte University Press｜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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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와 필요 역량

디지털 인프라

모빌리티 자문

사무실

교통 허브

철도
유통업체

도로

집

도로 &
자전거 도로

출발 도착

관계 관리
예측적 애널리틱스
사용자 제어
모빌리티 데이터 수집 

물리적 인프라

고속도로 요금 징수 
교통혼잡료 가격책정
교통흐름 관리
주차 관리

에너지 인프라

공급사슬 관리
스마트 소비
배터리 라이프사이클 관리

생태계 성장 촉진 

정책
가격책정, 지급결제, 보험

차량

차량과 팟 제조업체
부품과 공급업체
자율주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차량 내 운송 경험

콘텐츠 제작
차량 내 서비스
예측적 콘텐츠  애널리틱스 

차량선단 운영

보안과 리스크 
연결성
수평적OS

조달
차량 추적
차량 금융과 보험
설정, 일정관리, 배정

차량 내(In-vehicle) 운송 경험의 개선

차량 내(In-vehicle) 운송 경험이 점점 더 모빌리티의 미래

를 정의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운전자들이 매

일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는데 대략 약 1억 6천만

시간을 소모한다.17 이는 1인당 매일 46분을 소비하는 것

이다. 공유 및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에

게는 콘텐츠, 오락거리를 판매하고, 운송에 쓰이는 시간

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다. 일례로 영

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중 약 20%가 통근 중에 이뤄

진다.18

“경험 실행자”는 콘텐츠 제공자, 차량 내 서비스 제공자,

데이터 및 애널리틱스 기업, 광고회사, 오락 설비 제공자,

소셜미디어 기업으로, 휴식, 생산활동, 오락 등 우리가 원

하는 차량 내 경험이 무엇이건 간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요란스럽게 활동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승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쟁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보고 있다. 볼보

(Volvo)는 2016년 1월 넷플릭스(Netflix)와 제휴를 통해

통근길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즐길 수 있게 만들겠다고 

기존 기업들과 격변자들 모두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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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했다.19 몇몇 자동차 제조기업들도 차량에 음악 스트

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 제공자들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영상, 웹 서핑, 기타 보다 발전된 형태의

콘텐츠 제공으로 쉽게 확대될 수 있다.20 증강현실 전면유

리는 현재 운전자를 위한 안전 및 내비게이션 보조 기능

제공수단으로 실험 중이나, 자율

주행 세계에서의 활용을 위해 쉽게

목표 변경이 가능하다.21

이 분야의 많은 기능들이 이미 존

재하고 있지만 더욱 광범위하게 확

장되어 더욱 몰입적인, 상호작용

서비스로 발전할 것이다. 고품질

콘텐츠 제작, 효과적 콘텐츠 조달,

표적 광고, 간접 광고 등이 이에 속

한다. 데이터 및 애널리틱스가 오

락뿐 아니라 더 폭넓은 경험을 지

원함에 따라 새로운 니즈도 생길 것이다.

콘텐츠 제작은 앞으로도 핵심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차

량 내부가 자율주행에 맞춰 변형되면서 몰입적이고 인터

랙티브한 영상, 음악, 게임 개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2016년 3월, 포드는 ‘자율주행차량 오락 시

스템’의 특허를 등록했다. 이 시스템에서는 차량의 앞유리

전체가 오락용 디스플레이 창으로 사용된다.22 증강현실

기술을 내장해 객실의 벽과 천장을 고해상도 터치스크린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가장 성공적

인 경험 제공자들은 단지 차량에서 소모되는 시간만 활용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무

수히 많은 독특한 방법들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될 것이다.

오늘날의 콘텐츠 및 경험 제공의 선도적 기업들은 차량 소

유자들이 브랜드화된 경험을 제공받기 원함에 따라 엄청

난 성장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차량 내 서비스는 식사부터 쇼핑 그리고 그 이상으로 확대

될 수 있다. 이미 음식점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실시

간 주문형 음식배달 서비스들에 대한 1차 시도가 목격되

고 있다.23 미래에는 운행 시간이 충분한 경우 이런 서비

스가 차량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벤이 문제없이 피자

와 식료품을 배달 받은 것을 생각

해보라.

예측적 콘텐츠 애널리틱스가 차량

내 경험의 극대화를 위해 필수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빌리티 매니

저와 (59페이지 “모빌리티 관리”

참조) 협업하여 콘텐츠를 매끄럽

고 직관적으로 제공해 목적지, 이

동수단, 여정 중에 할 일 등의 정보

로 승객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는 곧 맞춤형 콘텐츠 제안이

오늘날의 추천 시스템과 같이 사용자의 과거 사용이력에

만 기반하지 않고 또한 여정의 특징, 오락 및 생산활동의

패턴, 사회적 상호작용 등과 같은 훨씬 종합적인 정보를

사용함을 의미한다.

인프라 실행자

사람과 상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은 특히 기반 인프

라에 좌우되며, 이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변하지 않

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 인프라와 에너지 인프

라 제공자의 역할은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갈수록 복합(Multimodal) 운송을 더 원하게 되면서, 대

중교통 정거장, 도로, 고속도로, 상수도, 공공 주차장은 더

욱더 긴밀히 상호 연결될 것이다. 이는 곧 다음과 같은 제

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공유 및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에게는 콘텐츠, 

오락거리를 판매하고, 

운송에 쓰이는 시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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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요금징수와 동적 통행료 가격책정이 등장할 것으

로 보이는데, 도로 건설이 수요 공급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형태 (대로 vs 간선도로), 영향 받는 승객의

수, 환경적 영향, 인프라의 마모 정도 등에 좌우되기 때문

이다. 이 시스템은 인프라의 사용에 대한 실질 비용을 회

수하면서 경로 최적화와 흐름에도 도움이 되며, 다른 수

입원(교통 벌금, 주유세, 주차)의 매출 감소 상쇄에도 도

움이 된다.24

교통 흐름 관리는 많은 도시들이 이미 실시 중이며, 실시

간 데이터, 혼잡상황, 기상, 기타 변수에 대한 분석을 기반

으로 한다.25

에너지 제공자와 유통업체는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를

포함한 전체 차량선단이 효과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현

존 인프라와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배터리

충전 및 교체를 포함해 갈수록 복잡해지는 종단 간 공급사

슬의 전체 과정을 밀착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들 물리적 자산뿐 아니라, 이와 동등한 디지털 인프라

또한 등장할 것이며 도로와 교량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데이터가 석유 같은 존재가 되면서, 통신, 사이

버보안, 운영체제 제공자를 포함한 기업들은 미래 모빌리

티 생태계가 요구하는 빠르고, 안전하며, 신뢰성 있는, 유

비쿼터스한 데이터 연결성을 제공함으로써 가치를 포착

할 수 있다.

이미 통신 대기업들은 커넥티드카 기술을 상업적으로 이

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 중이다. 버라이즌(Verizon)은

미시간 대학교와 제휴해 무인 차량을 실험하고 있는 15

개 기업들 중 하나로, 특히 자율주행차가 다른 차량, 행인,

자전거, 주변의 인프라와 어떻게 의사소통 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6 AT&T는 2015년 말에 스마트폰을 포함해

어떤 다른 무선분야 항목보다 많은100만대 이상의 차량

들을 상호 연결했다.27 양 사 모두 대안적 수익 모델을 탐

색 중이다. AT&T는 공유 데이터 풀에 차량을 추가적인 기

기로 번들링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고, 한편 버라이즌은

사용하는 앱의 수에 따라 요금을 받는 모델을 실험 중이

다.28 이미 통신사, 자동차 제조사, 모빌리티 관리 서비스

기업들 간의 제휴가 맺어지고 있다. 넷플릭스와의 제휴관

계 촉진을 위해 볼보는 스웨덴 통신회사 에릭슨(Erics-

son)과 제휴해 자율주행차량 전용의 더 스마트한 스트리

밍 기술을 구축하려 한다.29

디지털 인프라 제공자로서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은 다음

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매끄러운 연결성은 시간, 장소, 이동 방식과 관계없이 고

객의 온라인 접속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연결된 공유 자

율주행차의 확산과 서로 연결되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증

가에 수반되는 데이터 사용량 급증도 감당할 수 있다. 이

는 곧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에서 국지적인 온라인 연결 장

애를 막기 위해 스마트 요금 측정과 할증요금제(Surge

pricing) 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30

수평적 운영 체제는 ‘기술의 수직적 각 계층에 특정되기

보다 생태계 전반의 모든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다.31 이는 곧 차량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와 사물 인터넷

구조를 연결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여러 방식을 통해 하

나로 이어지는 인터모달 모빌리티 실현의 전제조건이다.

네트워크 보안은 고객 데이터와 전반적 모빌리티 시스템

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연결성이 갖춰진 차량은 승객의

위치와 목적지, 이동 방법, 시간, 동행자 등 지금까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산출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가 필수

적이다.32 그리고 다양한 잠재적 사이버 공격과 소소한 불

편사항부터 생명에 대한 위협 요소까지 다양한 요인들로

부터 자율주행차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모빌리티의

미래를 실현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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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관리

오늘 날, 승차공유서비스 기업들은 네트워크 조정자로서

활동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들을 연결해준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들과 같이 이들 기

업이 추구하는 것은 보다 통합된 모빌리티 옵션과 서비스

다. 우버는 대부업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 신용카드

업체와의 연계를 확장하고, 자체적인 지도제작 역량에 투

자하며, 주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들과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33 GM은 승차공유서비스 회사 리

프트(Lyft)에 5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차량공유 플랫폼 메

이븐(Maven)을 인수했다.34 2016년 4월, 포드는 차량 제

어, 차량 공유, 주차 예약, 차량 내 오락 옵션, 고객 지원 담

당자와의 실시간 채팅까지 아우르는 원스탑 모빌리티 장

터를 목표로 한 앱이자 플랫폼인 포드패스(FordPass)를

출시했다.35 이와 유사하게, 다임러(Daimler)는 경로 계

획, 예약, 여러 교통수단의  통합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

인 무벨(Moovel)을 북미 지역으로 확대했는데, 이는 “대

중교통 기관, 앱 개발자, 최종 소비자를 위한 상호운용 상

품”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회사의 야심을 반영

한 전략이다.36

이러한 노력은 모빌리티 관리의 미래 에 대한 구체적 실례

다.37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하고, 자

율주행 기술이 시험을 통해 성능을 입증하고 있으며, 차

량 내 경험이 개선됨에 따라, 곧 통합자가 등장해 자율주

행차량 및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최종 소비자들에 연결시

킬 것이다. 현실화를 이룬 모빌리티 조언자들이 매끄러운

인터모달 교통 경험, 용이한 접근의 보장, 모범적인 차량

내 경험, 원활한 지급결제 절차, 전반적 고객 만족을 가능

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고객의 

선호도, 교통 데이터, 기타 환경을 고려해 가장 편리하고,

비용 효과적인 모빌리티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여기에는

공유 차량, 기차, 모터바이크, 혹은 그 모든 수단들이 포함

될 수 있다.

우리는 모빌리티 관리에 있어 고객대면 차원과 자산소유

차원을 모두 보고 있으며, 그 두 역할이 분명히 다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두 역할 모두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모빌리티 조언자는 맞춤형 경험

을 기대하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데, 이런 경험은 여정

계획의 실행, 교통상황과 혼잡 정도를 고려한 경로 조정,

지급결제 관리 등을 수행하는 모빌리티 보조자의 능력에

좌우된다. 소비자 비즈니스 데이터(예를 들어, 장소 및 활

동 정보)를 수집하는 다양한 기술 기업들이 모빌리티 매

니저 및 최종 소비자 기업들과 협업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

시킬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는 여정의 설계를 위한 소비

자의 기호를 제시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것이다. 내비

게이션 서비스 제공자들도 환경 및 기상정보 회사에서 받

은 기본 데이터를 이용해 경로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 있는 기업은 다음 기능들

을 개발해야 한다.

모빌리티 데이터 수집은 맞춤 경로의 제안을 가능하게 하

며, 방대한 양의 정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센서는 교차로 및 교

통정체 상황부터 운행소요 시간 측정과 이산화탄소 배출

량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더 스마트

한 경로 제안으로 통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 목적지, 이동수단, 여정 중에 할 일 등의 정보로 승객들을 매끄럽게 

직관적으로 지원

Special section: 모빌리티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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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적 애널리틱스는 사용자의 선호도에 맞춰 이동에 대

한 권고를 제공한다. 사용자 습관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 마이닝이 생태계 전반에 걸쳐 흐

름을 매끄럽게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용자 제어에는 디자인 및 직관적인 고객 인터페이스의

배치가 포함된다. 하지만 앱이 확산되면서 사용자들 스스

로 이들 역량을 갖추게 될 수도 있다.

관계 관리 역량은 고객을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다. 네

트워크 효과가 모빌리티 관리자의 성공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보이므로, 광범위한 사용자의 빠른 호응

과 채택이 필수적일 것이다.38 따라서 세일즈와 마케팅 팀

이 플랫폼 구축에 핵심이 된다.

공유된 자율주행차량이 미래 모빌리티 환경, 특히 도시에

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므로, 차량선단의 운영은 모빌

리티 관리와 관련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

가 된다. 차량선단 운영자는 사용자의 선호에 맞는 다양

한 차량을 배치하고, 차량의 유지와 보관을 관리하며, 개

선된 스마트 경로 역량을 활용해 수요공급을 효과적으로

일치시킨다.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활동이

필요하다.

조달 역량은 계약 관리를 포함한다.

차량 추적 기능은 차량선단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

게 한다. 기업들이 차량의 위치, 연료 사용, 속도, 주행거

리, 기타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

해 차량선단 관리기업이 차량과 사용자를 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39

금융 및 보험은 해당 업계의 파트너와 협업한다.

설정, 일정관리, 배정은 서비스 지역에 걸쳐 차량을 운영

하는 능력으로, 차량이 승객을 내리고 다른 승객을 태울

때 차량의 오락거리와 기타 옵션을 원격으로 재설정하는

기능도 포함된다. 

여기서 언급된 역할과 역량은 일례일 뿐, 완전한 것이 아

니며, 많은 참여자들이 이들 새로운 기회를 차지하기 위

해 경쟁할 것이다.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비즈니스 시스템

지원 생태계

모빌리티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에 중요한 역할들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은 본고가 다루는 범위 밖이다. 금융, 보

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들도 사업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며, 변하는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상품과 서

비스의 등장을 보게 될 것이다. 자동차 금융은 공유 차량선단의 대량 구매가 발생하면서 갈수록 B2B 거래가 중심이 될 것이다.40

자동차가 안전해 짐에 따라, 자동차 보험은 승차자의 주행 건당 보장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제품 책임보험도 자율주행차의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41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들은 차량 내 구매를 지원하게 될 것이며, 계정

을 고객과 직접 연결해 총 여정에 대해 한 번의 결제로 지불을 완료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정부 역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규제를 설정하고 일종의 ‘지휘자’ 역할을 함으로써 생태계의 기본 구성요소들이 원활하

게 작동되게 만들 것이다. 시 및 지역의 관리자들도 공공 인프라가 유지되도록 다른 기능 주체들과 협력할 것이다 (앞의 ‘인프라

실행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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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운영 모델의 대대적인 변환이 필요할 것이다. 일부 이

해관계자들은 태생적으로 특정 기회나 가치 포착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겠지만, 다른 기업들

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

가 항상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어디서 활동하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생태계의 급박한 니

즈에 대응하는 기업의 역량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42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전략 구축

업의 관점에 따라 여기서 논의한 변화들, 즉 

공유 모빌리티, 자율주행차량, 매끄러운 인터

모달 교통수단 등이 흥미로울 수도, 위압적으

로 느껴질 수도 있다. 단지 작년만해도 많은 일들이 일어

났고, 앞으로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

다. 사람 및 상품의 수송에 관련된 모든 활동 주체들은 새

로운 모빌리티 생태계의 어떤 영역에서 활동할 것인지를

‘지금’ 생각해봐야 한다.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라: 모빌리티 산업의 참여자들은 모

빌리티의 미래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들의 현재

사업 혹은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해봐야 한다.

변화의 규모는 상당할 것이고, 변화의 속도는 빠르며, 기

업과 정부는 융통성과 적응력을 요구하는 다단계, 복합형

미래에서 활동해야 할 것이다. 변화가 먼 것처럼 보일 수

도 있지만, 모빌리티의 도입 시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

게 줄어들 수 있다. 분석을 통해 경영진은 보다 실증적인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로의 전환

이 얼마나 긴급한 사안인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원하는 역할을 정하라: 변화

가 임박한 가운데, 새로운 기회도 계속 나타나고 확장될

것이다. 생태계의 복잡성 속에서, 우리는 차별화된 가치

창출 역할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역할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고객 서비스를 위한 협업을 필

요로 할 것이다. 자동차 중심의 확장된 자동차 산업은 고

객 중심의 모빌리티 생태계가 되어가고 있는데, 생태계에

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 차량 그 자체가 아닌 A지점에서 B

지점으로의 이동 경험이다.

현재의 역량이 미래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량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평가하라: 모든 기회가 동등하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역할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비교해 자신들의 역량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본고는 단지 극히 일부 기회만

을 살펴봤을 뿐이다. 실제로 생태계를 지원하고 실행할 수

있는 많은 참여자 및 역량들이 존재한다.

경쟁의 강도를 평가하고, 해당 영역에서 기존 기업과 어

떻게 견줄 수 있을지 냉정하게 살펴라: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가치를 포착하고자 하는 참여자는 당신 외에

도 많다. 기존 기업들과 격변자들 모두 이미 활동하기 시

작했다.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개발하라: 기업의

변환이 하룻밤에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시간과 계

획이 필요하다. 광범위한 생태계와 요구되는 역량을 이해

하면 기업과 정부가 성공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인수, 제휴, 또는 자체 개발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여정의 일부는 승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열망

에 대한 어려운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변화는 곧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확장된 자동차 산업은

소비자의 증가하는 기대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자동차

공유 앱부터 자율주행차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의 요소들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교통기술

이 어떻게 바뀔지 추측하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다. 많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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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업무종료 후에 자신을 태우러 오고, 자신의 선

호도와 니즈를 이미 알고 있는 시스템이 집으로 오는 길을

편안히 즐길 수 있게 해주며, 효율적으로 집 현관 바로 앞

에 내려주는 미래 모빌리티의 구상을 매력적으로 느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실현하려면 새로운 사고, 능력,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광범위한 도입을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매끄러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

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재고해야만 가치창출 기회를 가

질 수 있을 것이다. 생태계에서 조직의 역할이 무엇이냐

에 따라, 비즈니스 리더들은 기존 역량으로 고객이 요구

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그

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새로운 역량을 구축할지 고민해야

한다.

부록

리는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 운행 거리와 자

동차 판매량에 미치는 4가지 미래 상황의 영

향력을 계산했다. 

지방 및 도시 지역의 운행거리는 미국 교통부 연방고속도

로 관리국의 고속도로 통계를 참조했다. www.fhwa.do

t.gov/policyinformation/statistics.cfm. 도심지역 데이

터가 교외지역의 데이터도 포함하므로, 우리는 경제학자

제드 콜코(Jed Kolko)의 방법론을 이용해 교외지역이 차

지하는 부분을 제외했다. 콜코 “미국 대도시의 교외지역

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파이브써티에이트(FiveThir-

tyEight), 2015년 5월 21일, http://fivethirtyeight.com/

features/howsuburban- are-big-american-cities/.

공유 차량 데이터는 렌탈 차량 차량선단의 규모와 차량주

행거리 데이터의 조합을 이용해 렌탈 차량의 연간 주행

거리를 계산했다. 오토 렌탈 뉴스(Auto Rental News),

“2015년 미국 차량 대여시장,” 팩트북 2016. 8페이지.

www.autorentalnews. com/fileviewer/2229.aspx, 스

캇 매카트니(Scott McCartney), “주행거리가 긴 렌탈 차

량들이 훨씬 많다” 월스트리트 저널, 2013년 8월 28일,

www. wsj.com/articles/SB10001424127887324463

60457 9040870991145200

우리는 연간 택시 주행거리 데이터도 포함시켰다. 교통 연

구 위원회, “공공 및 민간 모빌리티 사이: 기술기반 교통

서비스의 등장 연구,” 국립과학공학의학아카데미, 2016

년 5월 13일. www.trb.org/Main/Blurbs/173511.aspx.

우리는 우버(Uber)와 리프트(Lyft)의 주행거리도 조사했

다. 파비트라 모핸(Pavithra Mohan), “우버는 당신의 생

각보다 훨씬 거대하다” 패스트 컴퍼니, 2015년 9월 8일.

www.fastcompany.com/3050784/elasticity/uber-

iseven- bigger-than-you-realize; 앤 프레이어(Anne

Freier), “우버 사용 통계와 매출” 비즈니스 오브 앱스,

2015년 9월 14일. www.businessofapps.com/uber-

usage-statistics-and-revenue/; 쉐르파쉐어(SherpaS

hare) “우버의 주행이 점점 길어지고 빨라지고 있다. 그러

나 수익성도 더 개선되는가?’ 쉐르파쉐어 블로그, 2016

년 2월2일. http://sherpashareblog.com/2016/02/02/

uber-trips-are-becoming-longer-and-faster-butare-

they-more-profitable; 맷 로소프(Matt Rosoff) “우버는

포드, GM, 기타 다른 거대 주식회사들보다 더 가치 있다

", 비즈니스 인사이더, 2015년 12월 4일, www.busi-

nessinsider.com/uber-valuationvs-market-cap-of-

publicly-traded-stocks-2015-12, 앨리슨 그리스월드

(Alison Grisworld); “왜 GM은 리프트에 5억 달러를 투

자했나”, 쿼츠, 2016년 1월 4일. http://qz.com/58552

0/why-general-motors-justmade- a-500-million-bet-

on-lyft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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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 예측에 있어 우리는 월드뱅크의 추정치를 이용

했다. “보건 영양과 인구: 인구 추정과 예측” 월드뱅크,

http://databank.worldbank.org/data/reports.

aspx?source=Health Nutrition and Population Statis-

tics: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우리는 자율주행차량의 출시 시기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

기술 기업, 관련 전문가의 진술을 면밀히 조사하고, 다른

최근 혁신의 확산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도입율을 추산

했다. 

월드뱅크의 세대별 데이터뿐 아니라 미국 통계국의 빈곤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는 어떤 추가적인 인구 집단이 미

래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을지를 추정할 수 있었다.

“보건 영양과 인구: 인구 추정과 예측” 월드뱅크; 카르멘

드나바스-월트(Carmen DeNavas-Walt)와 버나데트 D

프록터(Bernadette D. Proctor), “2014년 미국의 소득과

빈곤” 미국 통계국, 2015년 9월, www.census.gov/li-

brary/ publications/2015/demo/p60-2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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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코윈(Scott Corwin)은 딜로이트 컨설팅 LLP의 매니징 디렉터로 딜로이트 모빌리티의 미래 추진계획을 이끌고
있다. 

닉 제임슨(Nick Jameson)은 딜로이트 컨설팅 LLP에 속한 모니터 딜로이트 전략 사업부의 매니저다. 

디렉 M. 팬크래츠(Derek M.Pankratz)는 딜로이트 서비스 LP의 통합 연구센터의 리서치 매니저다. 

필립 윌리그만(Philipp Willigmann)은 딜로이트 컨설팅 LLP에 속한 모니터 딜로이트 전략 사업부의 시니어 
매니저이며 딜로이트 모빌리티의 미래 사업부의 리더 대리다. 

우리는 차량 당 평균 승객 수에 대해 다양한 정보 출처를

사용했다. 교통 연구 위원회, 공공 및 민간 모빌리티 사이;

고속도로 정책정보국, “연간 차량 운행거리와 관련 데이

터-2014,” 미 교통부 연방고속도로 관리국, 2015년 12

월 www.fhwa.dot.gov/policyinformation/statistics/

2014/vm1.cfm; 테일러 소퍼(Taylor Soper), “리프트의

카풀링 서비스가 현재 샌프란시스코 차량 운행의 50%,

뉴욕시의 30%를 차지,” 긱와이어, 2015년 4월 22일

www.geekwire.com/2015/lyfts-carpooling-servi-

cenow-makes-up-50-of-rides-in-san-francisco-30-

innyc/.

차량 수명을 예상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 정부의 데이터를

이용했고, 수명 연장율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미래에 적

용했다. 국립 통계 및 분석센터, “차량 생존율 및 주행거리

계획”,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2006년 1월, www-

nrd. nhtsa.dot.gov/Pubs/809952.pdf

마지막으로, 소비자 태도 등을 이용해 도입율을 “완전히

새로” 계산하려 노력하기 보다, 우리는 공유 및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이 기타 최근 기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으

로 가정했다. 우리의 분석에서 세가지 가능한 도입 속도

인 고속, 중속, 저속을 상정했는데, 이는 각각 미국내의 스

마트폰, 일반 휴대폰, 전세계 인터넷 도입율의 실제 수치

를 대용치로 이용해 계산한 것이다. 이들 기술은 충분한

역사적 데이터를 가졌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빌

리티 혁신과도 매우 중요한 유사성을 가졌다. 이들은 최

초 도입 시에 매우 비쌌고, 상당한 수준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했으며,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중

요한 차이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대부분의 가정이

상대적으로 매우 천천히 교체하는 고정자본자산이다. 따

라서 그 도입 속도에 대한 서로 다른 가정을 적용하면 추

산 모델의 결과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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