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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 new transportation paradigm based on the shared traffic called MaaS (mobility as

a service) has been attempted, especially in leading countries. The initial forms of MaaS are 

first-mile mobility (FMM) and last-mile mobility (LMM) services that link trip O/Ds and 

transit nodes with smart mobility such as public bikes, electric bikes and electric scooters. 

FMM and LMM services using smart mobility are aimed at dockless systems that do not rely on

cradles, but service providers do not disclose how to define service areas. This study suggests a

methodology to define FMM and LMM service area in a way to maximize the public benefit by

comparing the gradient of the target area with the maximum gradability of the smart mobility 

and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rget area and the road network and the 

existing service area. As a result of applying this method to Haeundae-gu in Busan, smart 

mobility can serve 94.6% of the Haeundae-gu population to transit nodes and connect 382 

tourism-related points.

Keywords: electric bicycle, electric scooter, first-mile mobility (FMM), last-mile mobility 
(LMM), mobility as a service (MaaS), public bicycle, smart mobility

초록

최근 교통선진국을 중심으로 MaaS (mobility as a service)라는 공유교통을 기반으로 한 새로

운 교통패러다임이 시도되고 있다. MaaS의 초기형태는 통행의 기종점과 대중교통 결절점을 연

계하는 출발 접근(First-mile mobility, FMM)과 도착 접근(Last-mile mobility, LMM) 서비스

로써 공공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와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들이 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한 서비스는 거치대에 의존하지 않는 비고정형 거치대(dockless)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지만 서비스 사업자들은 서비스 권역의 정의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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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의 구배와 스마트 모빌리티 수단의 최대 등판능력을 비교하고 대상지역과 도로 네트워크 및 

기존 서비스 권역과의 관계를 통해 공공의 편익이 최대가 되는 새로운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

스 권역을 정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이 방식을 적용한 결과, 해운대구 인구의 94.6%가 스

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결절점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해운대구 382개의 관광관련 지점을 서비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출발 접근 서비스(First-mile mobility, FMM), 도착 접근 서비스(Last-mile 

mobility, LMM), MaaS, 공공자전거, 스마트 모빌리티

서론

다수의 교통선진국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의 교통문제를 극복하고 스마트 시티 시대에 요구되는 지속가능

한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개인의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공유교통수단을 이용한 다수단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기호에 특화된 기종점 이동 서비스를 제

공하는 MaaS (Mobility as a Service) 체계가 대표적이다.

MaaS의 초기형태는 출발지와 대중교통 결절점 그리고 대중교통 결절점과 목적지 구간에 제공되는 출발 접근

(First-mile mobility, FMM)과 도착 접근(Last-mile mobility, LMM)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출발 접근

(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은 공공자전거이지만 최근에는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최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 수단을 이용한 공유 비즈니스가 활발하

게 진행 중이며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공공자전거는 오포(ofo), 모바이크(Mobike), 스핀(SPIN), 점프(Jump), 라임

바이크(Limebike) 등을 통해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버드(Bird)와 라임(Lime) 등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특히 이들 

서비스는 대여와 반납이 거치대 중심이 아닌 사전에 정의된 공간 어디에서나 가능한 비고정형 거치대(dockless) 서

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단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이 높고 적은 대수로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서비

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들은 비고정형 거치대(dockless) 서비스 구현을 위한 권역정의 방식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 수단 제공을 위한 공익적인 서비스가 우선인지 수단 제공주체의 

상업적인 서비스가 우선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의 편익이 우선시 되는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의 기본적인 정의와 

한국의 도시특성에 부합하는 비고정형 거치대(dockless) 형식의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 권

역 설정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생활형 그리고 관광형 서비스 권역을 차별적으로 설정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적용하여 한국형 MaaS 시스템의 기초연구로써 역할을 수행한다.

이론적�고찰

본 연구에서는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를 위한 수단으로써의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평가

와 비고정형 거치대(dockless) 공유자전거의 수요에 대한 시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유자전거의 재배치기

법 및 스마트 모빌리티의 서비스 권역을 정의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Zuo et al.(2018)은 신시네티 광역권에서 수행한 2009년과 2010년 GPS기반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통행의 기점과 종점을 기준으로 자전거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행을 통해 대중교통시설에 접근하는 것보다 1.7

배와 2.3배 더 넓은 범위를 서비스할 수 있어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 수단으로써 공공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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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Kamarginanni et al.(2016)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거나 도입 준비 중인 15개 MaaS 체계를 4가지 기준(지불

수단의 통합, 지불계좌의 통합, 이용수단의 통합, 이용 단말기의 통합)으로 평가한 후 헬싱키의 Whim을 가장 우수

한 MaaS로 선정하였고 대부분의 MaaS 체계는 공유자전거를 공통적으로 포함하여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

(LM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Utriainen and Pollanen(2018)은 2018년 6월 기준 Scopus와 ScienceDirect

에 출판된 31편의 MaaS관련 논문과 학술발표자료를 분석하여 공공자전거는 대도시에서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단 간의 적극적인 통합을 통해 그 이용가치를 높여야 

할 것으로 정의하였다. 공공자전거와 더불어 Shiv(2018)는 핀란드 에스푸(Espoo)시 사모캣(Samocat)사에서 3개월 

동안 수행한 공유 킥보드 파일럿(pilot) 서비스 이용객들을 분석한 결과, 킥보드 서비스는 해당 지역 통행의 기종점

을 연계하는 이상적인 수단이며 킥보드 서비스가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는 관계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McKenzie(2018)는 거치대 기반과 비고정형 거치대(dockless) 공유자전거 서비스의 이용행태를 워싱턴 D.C.에

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거치대 기반 공유자전거 서비스는 출퇴근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반면 비고정

형 거치대(dockless) 공유자전거 서비스는 레저 혹은 비출퇴근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차이를 보여 도시계획가나 교

통공학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Sun(2018)은 중국 북경을 대상으로 최근 크게 성장한 

비고정형 거치대(dockless) 공유자전거 이용자의 특성, 통행행태의 변화, 설문조사를 통한 해당 서비스의 수용성 등

을 분석하였다. 그는 비고정형 거치대(dockless) 공유자전거의 접근성, 효율성, 경제성은 통행시간을 단축시키고 환

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Zhang and Mi(2018)는 스마트 모빌리티 특히 공유자전거의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

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6년 중국 상하이시 모바이크(Mobike) 자전거 자료를 이용하여 빅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2016년 상하이시에서 휘발유 사용량 8,358톤과 이산화탄소와 질

소산화물 배출량의 25,240톤과 64톤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유자전거의 이용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과 

매연을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조성 또한 기대된다.

Pan et al.(2019), Ai et al.(2018), Xu et al.(2018)은 중국 오포(ofo), 모바이크(Mobike) 등과 같은 실제 비고정

형 거치대(dockless) 공유자전거 이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대에 자전거 수요가 집중하는 불

균형성을 확인하고 기존의 분석방식으로 고려하지 못 했던 공간정보까지 포함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자

전거의 시공간분포를 예측하였고, Caggiani et al.(2018)은 신경망이론을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재배치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비고정형 거치대(dockless) 공유자전거의 재배치 기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

해서는 교통분석죤 단위로 날씨, 공기질, 토지이용 등의 변수를 고려한 10분, 15분, 20분, 30분 단위의 자전거 분포

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Zhang et al.(2019)은 비고정형 거치대(dockless) 공유자전거의 장점과 더불어 이용자의 부적절한 주차위치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울타리(electric fence)를 정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정의되지 않

은 공간에 주차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림메세지가 전달되는 체계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을 2017년 9월 15

일 하루 동안 상하이시의 모바이크(Mobike) 자료에 적용한 결과, 7,500개의 전자울타리를 통해 91.8%의 자전거 수

요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 설정된 전자울타리는 연속된 공간의 형태가 아니며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의 기본적인 개념인 대중교통 결절점으로의 연결에 대한 고려가 부족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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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의�설정

1. 스마트�모빌리티�수단을�통한�서비스�구현

MaaS의 완벽한 구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지만 MaaS의 초기형태로 기점(출발지)에서 대중

교통 결절점까지 그리고 대중교통 결절점에서 종점(목적지)까지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

근(LMM) 서비스의 제공이 우선적으로 가능하다. 전형적인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를 위한 

교통수단으로는 공공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 수단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사업

화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대중교통 결절점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근거리 기종점의 이동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수단은 전 세계적으로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의 

제공수단으로 활용 중인 공유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로 한정하고,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 권역의 정의방식은 각 수단의 등판능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1에서 공공자전거의 등판능력은 이용자 개인의 주행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

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시된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른 제한 길이 산정기준에 따라 최대 경사인 4도

(7%)로 정의하였다. 전기자전거의 등판능력은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시된 최대 종단경사 10

도(17%)를 사용하였고,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국내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에서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의 제

원을 참고하여 20도를 최대 등판능력으로 정의하였다.

Table 1. Smart mobility modes and maximum modal gradability

Mode Maximum gradability Reference for criteria

Public bicycle 4° Structure of facilities for bicycle riding and standards for facilities

Electric bicycle 10° Criteria, etc., for structure and facilities of roads

Electric scooter 20° Specifications from social commerces

2. FMM과� LMM 서비스�권역의�정의

본 연구에서는 공공의 편익과 출발 접근(FMM) 및 도착 접근(LMM) 서비스의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

스 권역을 정의하기 위하여 도로와 접하면서 개별 수단의 등판이 가능한 공간을 연속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을 사용

하였다. 따라서 등판능력이 우수한 수단은 등판능력이 부족한 수단의 서비스 권역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에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주민중심의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는 주거에서 대중교통 결절점을 연계하는 생활형 

서비스로 정의하였고 관광객중심의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는 관광관련 지점을 연계하는 관

광형 서비스로 정의하였으며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 권역이 공간적으로 중첩되어 생활형과 관광형을 아우르는 통합

형 서비스 권역의 정의도 가능하다.

Figure 1은 주민을 위한 공공자전거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 권역을 정의하는 과정으로 대

상지의 단위 지형(Ci)(ex, 10m×10m)의 구배(G(Ci))를 공공자전거의 최대 등판능력(G(B))과 비교한 후, 단위 지

형의 구배가 만족(G(Ci)<G(B))되고, 단위 지형이 도로망에 연결(Intersect(Ci, L))되어 있거나 기존의 공공자전거 

서비스 권역에 연결(Intersect(Ci, S(B))되어 있으면 공공자전거 서비스 권역을 갱신하는 방식이다. 전기자전거와 전

동킥보드에 해당하는 서비스 권역 또한 같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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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i = 1

G(Ci) < G(B)

i = i + 1

Intersect(Ci, L)

S(B)=S(B)+Ci

Intersect(Ci, S(B))

END

i > MYes

No

Yes

Yes

No

No

No

Yes

Figure 1. Algorithm for defining first-mile and last-mile mobility service area for residents

Figure 2는 관광객을 위한 공공자전거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 권역을 정의하는 과정으로 

우선 대상지에 위치한 관광관련 지점들을 지정하고 그 영향권을 설정한다. 관광에 관련된 지점으로는 주차장, 관광

지, 숙소, 상가, 대중교통 정류장 등이 될 수 있으며 주민을 위한 서비스 권역의 정의 방식과는 달리 관광에 관련된 

지점들의 영향권 내에 위치한 단위 지형의 구배와 해당 스마트 모빌리티 수단의 최대 등판능력, 도로망과 기존 서비

스 권역과의 연결관계에 따라 해당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권역의 갱신이 이뤄진다.

START

j = 1

G(Cj) < G(B)

j = j + 1

Intersect(Cj, L)

S(B)=S(B)+Cj

Intersect(Cj, S(B))

END

j > Ni
Yes

No

Yes

Yes

No

No

No

Yes

i = 1

i > M

i = i + 1

Figure 2. Algorithm for defining first-mile and last-mile mobility service area for tourists

부산광역시�해운대구�출발�접근(FMM)과�도착�접근(LMM) 서비스�권역의�정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한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 권역의 정의방식을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에 적용하였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의 16개 구 ‧ 군 중 인구가 가장 많고 연중 관광객 

수가 2천만을 넘는 곳으로 생활형 그리고 관광형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의 적용이 가장 용이

한 곳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또한 Figure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앙에 경사가 급한 장산을 제외한 완만한 주

변지역을 중심으로 거주인구와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스마트 모빌리티와 같은 단거리 이동수단의 제공을 

통해 대중교통 결절점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 개선과 관광객의 이동성 개선이 기대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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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radient and population distribution in Haeundae-gu in 2018

해운대구 스마트 모빌리티의 적용에 대한 공간분석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과 해운대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취

득하였으며, Arc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생활형�출발�접근(FMM)과�도착�접근(LMM) 서비스�권역

해운대구 주민의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운대구의 경사도와 인구분포를 파

악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수단의 등판능력에 따른 서비스 권역을 정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주거지로부터 대중교통 

결절점까지 스마트 모빌리티 수단을 통해 연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사지의 면적과 서비스 권역에 위치하는 인

구분포를 도출하였다.

Figure 4에서 공공자전거 서비스 권역은 경사가 자전거 등판능력인 4도 이하이면서 도로와 접하는 면적으로 정의

하였으며, 전기자전거 서비스 권역은 경사가 전기자전거 등판능력인 10도 이하이면서 공공자전거 서비스 권역 및 도

로와 접하는 면적으로 정의하였다.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20도를 기준으로 서비스 권역을 정의하였다.

Figure 4. First-mile and last-mile mobility service area and population for residents in Haeundae-gu

Table 2에서 공간적인 측면의 서비스 권역은 경사가 전동킥보드 등판능력보다 가파르거나 경사는 가파르지 않지

만 도로와 접하지 않는 지역에 해당하는 28.0%의 면적을 제외하고, 수단별 서비스 권역은 공공자전거 28.5%, 전기

자전거 43.8%, 그리고 전동킥보드 72.0%의 면적으로 산정되었다. 그리고 개별 수단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인구는 

공공자전거가 해운대 전체인구의 55.6%, 전기자전거가 85.6%, 그리고 전동킥보드가 94.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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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rst-mile and last-mile mobility service area and population for residents in Haeundae-gu

Mode Service area (m2) Rate (%) Cumulative rate (%) Service population (person) Rate (%)

Public bicycle 14,907,943  28.5  28.5 225,931 55.6

Electric bicycle  7,997,979  15.3  43.8 121,905 30.0

Electric scooter 14,701,878  28.2  72.0  36,572  9.0

No service 14,636,616  28.0 100.0  21,942  5.4

Sum 52,244,416 100.0 406,350 100.0

2. 관광형�출발�접근(FMM)과�도착�접근(LMM) 서비스�권역

관광객 입장의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는 주거가 아닌 관광관련 특정장소에서 또 다른 특

정장소로 이동하는 수단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Figure 5는 해운대구에서 관광관련 통행활동의 기종점으로 설정할 

수 있는 주차장, 관광지, 숙소, 상가, 버스정류장(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도시철도역(부산 도시철도 2호선, 

동해선) 등으로 서비스 권역 설정을 위해 총 382개 지점이 선정되었다. 관광형 서비스 권역 정의에 사용된 382개 관

광관련 지점의 좌표정보는 NAVER Developer API를 활용하여 확보하였다.

Figure 5. First-mile and last-mile mobility service area for tourists in Haeundae-gu

Figure 5에서 해운대구 관광관련 지점들을 중심으로 반경 1km 범위에서 산악지형(장산)을 제외한 후, 생활형 출

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 권역의 정의와 같은 방식으로 관광형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

(LMM) 서비스 권역을 설정하였다.

3. 통합형�출발�접근(FMM)과�도착�접근(LMM) 서비스�권역

주민중심의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는 주거에서 대중교통 결절점을 연계하는 생활형 서비

스이며, 관광객중심의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는 관광관련 지점을 연계하는 관광형 서비스이

지만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 권역이 공간적으로 중첩되어 생활형과 관광형을 아우르는 통합형 서비스 권역을 정의

하였다.

관광형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 권역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 관광지점으로부터 1km 버퍼

를 100m 단위로 축소시켜 가면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관광지점으로부터 500m 크기의 버퍼에서 생활형 서

비스 권역의 주민 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Figure 6과 같이 통합형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 권역을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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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tegrated first-mile and last-mile mobility service area and population in Haeundae-gu

결론

최근 들어 공유교통수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의 

많은 도시들과 기업들을 중심으로 개별 교통수단들을 유연하게 연계하는 MaaS 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MaaS 체계

의 초기 형태는 스마트 모빌리티 수단을 이용한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와 같은 스마트 모빌리트를 이용하여 공공의 편익을 기본으로 하

는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 권역의 정의 방법을 제안하고 부산광역시 16개 구 ‧ 군 중 인구가 

가장 많고 매년 2천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해운대구에 적용하였다.

생활형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는 해운대구 인구의 55.6%가 공공자전거, 30.3%가 전기

자전거, 9.0%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결절점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운대구에 위치

한 382개 관광관련 지점들을 연계하는 관광형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 권역의 정의도 가능하

였다.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 수단의 선호 및 이용 패턴은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예를 들면,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형적 조건과 모빌리티 수단의 등판능력을 중심

으로 서비스 권역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는 지역별 이용자 특성 및 서비스 

수단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한 출발 접근(FMM)과 도착 접근(LMM) 서비스 권역의 정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의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버려지는 수단이나 부적절한 장소에 주차하는 이용행

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접근이나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와 MaaS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서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

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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