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논문

카셰어링 서비스의 전과정 평가 기반

환경영향 변화 요인에 관한 연구

- 다계층 LMDI 분석을 중심으로 -

2021년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심 형 욱

8





국문초록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인 저탄소 친환경 교통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카셰어링 서비스는 1대의 차량을 다수가 공유하는 자원

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한 친환경 교통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

의 대표적인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인 ㈜그린카는 최근 4년간 전기자동차

운행을 통해 약 7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정부

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공공 카

셰어링 서비스 보급확대, 수소전기차 전용 카셰어링 서비스 시범운영 등

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외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이용자 확대 및 시장

규모의 증가에 따라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실제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카셰어링 서비스 이

용실적 자료를 통해 특정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증분석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유럽은 다양한 환경영향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카셰어링

서비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민간 중심의 서비스 운영으로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실적 자료 수집에 한

계가 있으며, 유관 전문연구기관에서도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한 온실가

스 배출량 총량 산출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연간 온실가스에 대한 변동성, 증감량에 대한 모니터링은 가능하지만 분

석결과를 활용하여 카셰어링 서비스의 친환경성 확대, 서비스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도구로써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카셰

어링 서비스의 친환경성을 입증하고, 더 나아가 수송부문의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써 카셰어링 서비스의 보급·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카세어링 서비스의 환경영향 요인 도출 및 영향력 분석을

수행하였다.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이 기존 도로교통체계에 미치는 환경

영향 분석을 위해 거시적/미시적 분석이 가능한 환경영향 분석모형을 제

시하였으며,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시 차종과 연료생산 단계에서의 CCS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분



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분석모형(도구)은 교통수단의 전 생애주기 단

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한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였다. 전

과정 평가는 기존 연료소비 중심의 WTT(Well To Tank), TTW(Tank

To Wheel) 단계에 더해 교통수단 자체에서 발생되는 차량생산-폐기 단

계를 추가하여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분석결과 카셰어링 서비스

의 도입은 도로교통 부문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4,915tCO2 수준

으로 감축하였으며, 전 생애주기에서 차량생산 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

량이 가장 크게 감소된 것으로 산출되었다. 차량운영 단계는 버스, 지하

철 등 카셰어링 서비스보다 단위 환경부하량이 적은 수단의 교통수요가

카셰어링 서비스로 유입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하였으나 연료생

산 단계에서는 지하철의 교통수요가 카셰어링 서비스로 유입되는 효과로

연간 8,865tCO2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되었다. 카셰어링 서비

스의 차량이 모두 전기자동차로 보급될 경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는 약 126,791tCO2 수준으로 나타났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차량운영

단계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나, 연료생산 단계에서는 전기연

료의 단위 환경부하량이 다른 연료보다 높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CCS 적용에 따른 효과는 연료생산 단계에

서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지하철, 카셰어링 서비스의 이산화탄

소 배출량 감소 효과로 인하여 총 134,721tCO2가 감소되었다. 이를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의 친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송부문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의 전생애주기와 관련된 타분야의 참여가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

였다.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 효과는

약 94,915∼134,721tCO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시 수송부문의 연

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비교할 경우 연간 약 4.7∼6.7% 수준이며, 카셰

어링 서비스 이용자의 증가추세와 함께 정부의 친환경 정책적 지원이 확

대된다면, 감소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분석모형

(도구)은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감 요인

을 도출하고 증감량에 대한 영향력(기여도)을 추정하기 위해 로그평균디

비지아지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분석 대상인 환경



영향 요인은 교통수요 전환 효과, 생산효과,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화 요

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화 요인은 카셰어링 서비스

의 핵심 구성요소인 인프라, 이용자, 서비스 운영 3개 요인으로 설정하였

다. 분석결과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시 환경영향 요인에 대한 영향력의

총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산출되었다. 요인중 승

용차의 생산효과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카셰어링 서비

스 특성화 요인의 경우 이용자수 확대효과 요인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컸다. 그러나 환경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수를 감소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인 활용도가 매우 낮은 요인으로 분석된다.

차량보급 효과 요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였으며, 이용자수 대비 적정 차량을 대여소/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핵심

이다. 아울러, 적정대수의 보급은 차량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인프라 유지보수 등에 따른 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일 수 있어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높은 요인으로 판단된다. 마

지막으로 운영효율 개선효과 요인은 최대 이용자수를 평균 이용자수와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핵심으로써 특정 대여소에 이용자수가 집중되지

않도록 배분·평준화하기 위해 대여소간 지역적인 연계성을 높여 차량 대

여 가능 대여소를 유연하게 제공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를 검증함과 동시에 카셰어링 서비스의 환경영향 요인별

영향력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모형은 향후 신규

공유 교통서비스 도입시 친환경 분석을 위한 대표 모형으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분석결과는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카셰어링 서비스 보급 활성화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주요어 : 카셰어링 서비스, 전과정 평가,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환경

영향 요인, 로짓모형, 이산화탄소 배출량

학 번 : 2016-3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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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기후변화는 “장기간 동안 나타나는 강수량, 기온 등의 변화”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슈이자 시급히 해결

이 필요한 전지구적인 미션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지구 온난화로 빙

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국가가 수몰되

고 물과 식량의 부족, 질병에 노출되는 등 2100년도 말에는 지구 생

물의 50%가 멸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OECD, 2003)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인 IPCC1)는 기후변화의 시작은 경제 및 인구성장이

불러온 산업화에 있으며, 산업 활동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인 화석연

료 사용량의 증가를 주요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4년도에 발표한

“제5차 평가 보고서”에서도 재화의 생산, 운반 등 경제활동을 위한

화석연료의 사용이 대기중 온실가스 배출량 및 농도를 지속적으로

증가 시켰으며,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온실효과가 점차 확대되고 있

다고 평가하였다. 세계기상기구(WMO) 발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는

산업화 시대 초기부터 2011년까지 약 460∼630GtCO2e가 배출되어

2016년 11월 파리협정2)에서 발표한 기준량의 50% 이상을 이미 배출

한 상황이다. 최근 2018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배출격차 보고서”

에서도 2017년 배출량은 사상 최고치인 53.5GtCO2를 기록하였으며,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2100년 기준 온도상승 목표치인 “1.5℃”를

초과한 “3.2℃”에 이를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1)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

년에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규명에 기여

2) 2015년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3)에서 만장일치로 선택된 협정으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

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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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산업부문별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은

23%로 에너지 부문(42%)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3). 2014년을 기준으

로 유럽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5% 수준이며, 북남미 지

역은 33%, 아시아 지역은 19%라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교통안전공단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

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대비 약 14% 수준이며, 이중 도

로분야가 전체 수송부문 배출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수송부

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다수의 국가들은 기존 수송력, 신속

성 중심의 수송체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수송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2009년 전기자동차와 관

련된 재생가능 에너지, 연료품질, 청정차량 관련 지침을 제정하였으

며, 2020년까지 연료 내 이산화탄소 비율을 6%까지 감소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4년부터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규제 규정인 Euro6를

도입하여 2015년 9월부터 모든 신차에 적용하였으며, 주행거리 당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4)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차원의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1963년에 수립한 “Clear Air Act” 법령을 근거

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2025년까지 주행거리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163g/mile 수준까지 강화할 계획이며, 일

정 기준을 충족시킨 차량에 대해서만 등록을 허가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평균연비제도인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를

통해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연비를 2025년까지 23.2km/l 수

준으로 규제할 계획이며, 캘리포니아 주 등은 친환경 차량의 의무판

매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는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이산화탄소 배출허용

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다. 본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2020년부터 모든 차량에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정부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97g/km, 연비 24.3km/l 수준까지 달성할 계

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6),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4) 2015년 130g/km, 2020년 95g/km, 2025년까지 70g/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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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수립하였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

획”을 통해 2020년까지 친환경자동차 100만대 보급 및 이산화탄소

380만 톤을 감축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30 국가 이산화탄소 감

축 기본 로드맵(수정안)”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약 3,100만 톤의 이

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제적인 저탄소 친환경 교통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교통체계의 패러다임은 기존 양적 확충에서 고효율, 친환경 패러다임

으로 전환되고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가 상용운행 중이며, 최근

에는 1대의 차량을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이하 카

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되어 급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카셰어

링 서비스의 경우 효율적인 차량이용, 경제적인 통행과 함께 통행억

제, 승용차 대체 효과가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고효

율·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UC Berkeley(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세계 46개국, 2100여개 도시에서 카셰어링 서

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자수 1,500만명, 차량대수 16만대를 돌

파 하였다. 국내는 2011년 ㈜그린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사업 착수 당

시 회원수 1만 3천명에서 8년 만에 140만명을 달성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의 양적확장과 함께 사업의

다각화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나눔카, 수원시 나누미 등 지자체에

서 자발적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공공 카셰어링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친환경 차량을 카셰어링

서비스에 접목하는 등 카셰어링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인 저탄소 친환경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카셰어링 서비스

는 승용차를 대체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입지를 넓혀

가고 있다. CAR2GO 연구보고서5)에 따르면 밴쿠버, 시애틀 등의 도

시에서는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1대가 평균 8.8대의 일반차량을 대체

5) CAR2GO (2016), Impacts of car2go on Vehicle Ownership, Modal Shift, Vehicle

Miles Traveled,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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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서울연구원 보고서6)에서도 서울시 나눔카의 차량 1대가

약 3.5대의 승용차를 대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제 카셰어링 서비

스는 단순히 차량을 공유하는 수송 서비스가 아닌 국가 교통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써 미래의 친환경 수송체계 마련을 위한

핵심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꼽히는 “국가 이산화탄소 감축 로드맵”을 살펴보면, 수송부

문의 감축목표치는 74백만 톤으로 BAU 대비 감축률이 29%에 해당

되면서도,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전략으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아직까지 민간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

셰어링 서비스의 감축효과가 정량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정부정

책 목표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효성 높은 국가

친환경 교통체계 수립을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의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정량적인 정책 목표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실효성 있는 실증적인 환경영향 분석이 시급하다.

6) 서울연구원 (2014), 서울시 나눔카 도입 효과 평가 및 운영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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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카셰어링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입

증하여 미래 도로교통 부문에서 핵심 교통수단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국가 이산화탄소 감축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다. 카셰어링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은 교통수단에 대

한 이용현황과 카셰어링 서비스를 포함한 이용계획을 조사하고 카셰

어링 서비스의 이용수요 확대 가능성과 타 교통수단 수요의 유입, 승

용차 보유대수의 변화 등을 통해 입증한다. 다음으로, 카셰어링 서비

스의 친환경성은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의 전 생애주기 동안의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통해 평가하며,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수단

분담률, 승용차 구매수요의 변화 등 직간접적인 환경영향 요인들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를 통해 평가한다. 아울러,

환경영향 요인별 영향력을 평가하여,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시 친환경

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효과적

인 감축을 위한 정책적 기반자료를 마련함에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시간적·기술적·정책적 범위로 구분된다.

공간적인 범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하는 지역적인 범위를 의

미하며, 시간적인 범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하기 위한 산출기

간 및 시점 등을 의미한다. 기술적인 범위는 온실가스의 종류 및 교

통수단 등 연구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범위는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인 활용대상, 카셰어링 서비스와 관련된 상위계

획을 의미한다. 첫 번째로, 공간적인 범위선정은 카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된 지역(행정구역중 인구 50만 이상)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현

재까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 중 서비스 가입자 및 이용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 내 1개의 도시를 선정한다. 시간적인 범위는 국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된 시점부터 서비스가 운영 중인 2019년 현

재까지로 설정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는 분석의 정확도를 위

해 연간 배출 및 변화량을 단위로 선정한다. 기술적인 범위는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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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데이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통수단으로

한정하며, 온실가스 중 교통부문에서 배출 비중이 높은 이산화탄소만

을 대상으로 한다. 정책적인 범위는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대

중교통기본계획」,「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등 국내 교통관련

법정계획을 고려하였다.

카셰어링 서비스의 환경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써 요인분해 분석

방법 중 하나인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Logarithmic Mean Divisia

Index) 분석을 수행한다. 환경영향 요인은 Kaya(1997)의 항등식을 응

용하여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다계층 위계구조로 정의 하

였으며, 기존 단일계층보다 실증적이고 정확도 높은 분석을 수행하였

다. 요인분해 분석을 위한 카셰어링 서비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과정 평가를 통해 차량의 생산-운영-폐기 및 연료생산 공정을 포

함한 전생애주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산출하였다[그림1].

[그림 3] 전과정 평가 범위(시스템 경계)



- 7 -

제 3 절 연구대상 정의

가. 카셰어링 서비스 정의

카셰어링 서비스는 1948년 스위스 취리히 지역의 조합원(Sefage)들이

차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부터 최초의 개념적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

후 1987년 스위스 ATG(Auto Teilet Genossenschaft) 카셰어링 서비스

조합과 1988년 독일 StattAuto 등에 의해 공유경제의 개념을 기반으로한

본래의 개념이 정착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스위스 Mobility, 2000년

Zipcar를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카셰

어링 서비스를 [표 1]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공통적인 키워드를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음”

- “1대의 차량을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

- “시간단위 차량 렌탈 서비스”

기관 정의

국
외

Drivenow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차량이 필요할 때에만 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단기 렌탈서비스

TCRP Report
자동차 소유의 대안으로 개인단체 회원에게 시간단위로
차량의 공동 이용권한을 제공하는 서비스

Carsharing
Association

소유권 없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 기반 서
비스로, 서비스 이용시 운전시간 및 거리에 대한 비
용을 지불

국
내

서울시(나눔카)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에서나
내차처럼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
가능한 차량 제공 서비스

수원시(나누미)
여러사람이 자동차를 잠깐씩 빌려 쓰는 제도로 회원
제로 운영되며 주택가 근처에 보관소가 있어 시간단
위로 자가운전으로 사용 후 차를 반납하는 서비스

김숙희(2014)
서비스 공급자가 차량 및 주차 공간 등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용료를 이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체계

[표 1] 카셰어링 서비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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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서비스의 서비스에 대한 범위는 [그림 2]와 같이 정의할 수 있

다(Schwarz, 1999). 먼저 “통행거리” 특성에서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자

전거, 택시보다 장거리 통행 위주로 이용되고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자전거 보다 통행속도가 높고 주행중 편의성이 높아 장기간 운행이 가능

하다. 택시와 비교하면 카셰어링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에 따른 부담이 덜하며, 시외 운행에 대한 제약이 적

다. 아울러, 대중교통 수단 및 렌탈 차량과 비교할 경우에는 오히려 요금

적인 측면으로 인하여 카셰어링 서비스가 비교적 단거리 통행에 이용되

고 있다. “유연성(Flexibility)” 부문에서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Last

mile” 통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대중교통 수단 보다 유연성이 높다.

아울러, 편도이용이 가능할 경우 대여 지점이 아닌 목적지 인근에 자유

로운 차량 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서 택시, 렌탈 차량과 유

연성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카셰어링 서비스는 기존 교통수단

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서비스 영역을 보유

하고 있다.

[그림 4] 카셰어링 서비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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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카셰어링 서비스 유형

카셰어링 서비스는 [표 2]와 같이 Free-floating(이하 FF), Stationary

(이하 S), Peer to Peer(이하 P2P)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저, FF 카셰어링 서비스는 이용자가 어떤 장소에서나 차량의 탑승 및

반납이 가능하며, 편도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택시의 이용행태와 가장

유사하다. 국내외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의 최종적인 서비스 모델이며, 일

부 업체가 특정 조건에서 추가 요금을 부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국내의 경우, (주)그린카, (주)소카에 해당한다. S 카셰어링 서비스는

지정된 구역에만 차량의 탑승 및 반납이 가능하며, 탑승한 장소에 반납

을 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왕복운행을 해야한다. 따라서 승용차 이용행

태와 가장 유사하며, 주차시간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택시

와 구분된다. S 유형은 주차공간, 서비스 차량 등의 인프라가 충분히 확

보되지 않은 서비스 업체가 갖게 되는 형태로써 FF 서비스로 가기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P2P는 차량이 협약단체에 소속된 개인들

에게만 제공되며, 차량 이용시 탑승 장소로 반납해야 하는 특성을 띄고

있다.

구분 Free-floating Stationary Peer to Peer

승·하차 제한없음 다수의 지정된 구역
다수의 지정된 구역

(승차는특정구역만가능)

요금

지불
개인(실시간) 개인(실시간) 소속단체

운행

방식
편도, 왕복 왕복 왕복

[표 2] 카셰어링 서비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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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외 주요업체 현황

국내 카셰어링 서비스 주요업체는 [표 3]과 같다. 국내 시장은 ㈜

쏘카, ㈜그린카 업체가 양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수의 지자체가

민간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와 협력하여 서울시 나눔카, 수원시 나누

미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리스와 결합한 “카메오”, 카셰어링 서비스 플랫폼 “딜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으며, 수소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차

량을 이용한 카셰어링 서비스도 도입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친환

경 수소전기차 넥쏘를 이용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

제이카는 광주, 창원에서 20, 30대층을 타겟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최근에는 수소충전 인프라가 구축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영역

을 확대하고 있다.

구분
시작

연도
가입자 인프라 요금

쏘카 2012 450만명 11,000대

(시간) 1,000원내외/10분

(거리) 150원 내외/km

그린카 2011 300만명 6,500대

피플카 2013 15만명 350대

서울시

나눔카
2013 150만명 3,881대

수원시

나누미카
2012 2만명 117대

인천시 2013 112만명 944대

제이카

(수소차)
2017 7천4백명

65대

(전기차 포함)

[표 3] 국내 카셰어링 서비스 주요업체

* 2019년 기준 주요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 및 언론사 자료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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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는 국내보다 한발 앞서 2000년 초반부터 카셰어링 서비스 시장

이 형성되었다. 현재 유럽은 카셰어링 서비스 국외 시장의 70% 이상

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도하여 카셰어링 서비스 확대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UC Berkeley, 2018). 국외 카셰어링 서비스 주요 업체

는 [표 4]와 같다. Zipcar는 2018년 기준 10개 국가 내 500개 이상의

도시와 600개 이상의 대학 캠퍼스에서 서비스를 운영중이며, Car2Go

는 북미, 유럽, 중국 등 26개의 도시에서 DriveNow의 2배가 넘는 규

모로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구분 서비스 국가 가입자 인프라 요금

Zipcar

(2000)

미국, 영국,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대만, 터키,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100만명

이상

12,000대

이상

(시간) $10/hr∼

(거리) $0.45/mile(180mile 이후)

Car2Go

(2008)
북미, 유럽, 아시아

250만명

이상

14,000대

이상

(시간) $15/hr(SMART 기준)

(거리) $0.45/mile(150mile 이후)

Drive-Now

(2011)

독일, 호수, 영국,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이탈

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100만명

이상

6,000대

이상

(시간) 9€/hr

(거리) €0.29/km(80km 이후)

Autolib

(2011)
프랑스

13만명

내외

4,000대

내외
(시간) 6€/30min

[표 4] 국외 카셰어링 서비스 주요업체

* 2019년 기준 주요업체별, 언론사 등의 자료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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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필요성 선행연구 고찰

① 공유경제 패러다임의 대두와 함께
민간 중심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지속 확대

② 카셰어링 서비스의 승용차 대체,
통행억제 효과 등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전망

③ 카셰어링 서비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에대한실효성검증필요

ㅇ 민간 중심 산업구조로 이용실적
기반 이용특성 분석에 한계

ㅇ 카셰어링 서비스 대상 환경영향
요인분해 분석 연구 전무

⇩

연구목표 및 범위 설정

ㅇ (목표)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 변화 요인 분석

ㅇ (대상수단)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카셰어링 서비스

제 4 절 연구절차 및 논리구조

본 연구의 절차 및 논리적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먼저, 카셰어링

서비스를 대상으로 관련분야의 배경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한다(1단계).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를 갖는 선행연구 분석(2단

계)을 통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진보성 등을 도출하고 본 연구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검증 후 연구 목표 및 주요 내용 등을 구체화(3

단계) 한다.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은 ①환경영향 요

인 도출(4단계), ②환경영향 요인별 변화량 추정(5단계), ③환경영향

요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6단계), ④요인별 영향력 분석(7단계)

순으로 수행된다. 환경영향 요인은 Kaya 항등식으로 유도하며, 교통

수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중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특성을 선정

한다.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에 대한 요인별 변화량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한 로짓모형 등을 통해 추정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과정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요인별 영향력은 로그평균

디비지아지수를 통해 비교하며,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분석결과를 통

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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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지역) 2018년도 수원시
ㅇ (분석지표) 이산화탄소 배출량

⇩

환경영향 요인 도출

요인① : 교통수요 전환효과 요인② : 생산효과

ㅇ (정의) 에너지 소비량 변화에 따른

영향력

ㅇ 에너지 소비량 변화 항목

- 교통수요 전환(유출입)

- 카셰어링 서비스 교통수요 신규

유입

ㅇ (정의) 생산량 변화에 따른 영향력

ㅇ 생산량 변화 항목

- 승용차 구매량

- 카셰어링 서비스 보급 대수

※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화 요인 반영

(보급률, 이용률, 이용자수 요인)

⇩ ⇩

요인별 변화량 추정

ㅇ (정의)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의

수단분담률의 변화

ㅇ (추정방법) 다항로짓 모형

ㅇ (정의)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의

교통수단(승용차, 카셰어링) 생산량

차이

ㅇ (추정방법) 이항로짓 모형

⇩

환경영향 요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
환경영향 요인 영향력 분석

ㅇ (산출방법) 전과정 평가

- 연료생산-차량생산-차량운영-

차량폐기

ㅇ (분석방법)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모형

- 교통수요 전환효과(요인①), 생산효과

(요인②), 카셰어링 특성화 요인 효과

(요인②-1∼3)

⇩

결과 분석

ㅇ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의 환경영향 요인별 영향력 비교분석

[그림 5] 연구 논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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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 1장은 본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학술적, 산업적, 사회적 배경요인 등을 도출하고,

배경요인으로부터 발생된 문제나 이슈에 대해 해결 및 대처가 필요

한 이유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분

석하고, 연구의 방향, 대상, 절차 등을 수립한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

를 고찰하여 유사성이 높은 기존 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연계

및 개선요인 등을 분석한다. 선행연구 분야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환

경성 분석, 교통수단 전생애주기 환경영향 평가, 교통수단 환경영향

요인 분해분석 연구 3개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각 분야별 연구범위,

대상, 자료 및 방법 등을 비교분석 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환경영향요인 도출, 요인

별 변화량 추정(전과정 평가),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분석으로 구성

되며, 각각의 연구내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 산술적 추정·산출방법 등

의 세부적인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연구수행을 위해 사용

된 자료를 설명하고, 자료구성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5장에서는 3장

과 4장의 연구자료 및 방법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

로 6장에서는 결과의 의의, 한계 및 향후과제 등을 설명한다.

Ⅰ Ⅱ Ⅲ Ⅳ Ⅴ Ⅵ

서론
선행연구

고찰

연구

방법론
연구자료 분석결과 결론

[그림 6] 논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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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카셰어링 서비스의 환경영향 분석 연구

Lessig(2008)이 제시한 현대적 의미의 공유경제란 재화나 서비스를 교

환하기 위한 매개체인 기존의 화폐가 인간관계의 유대감, 자기만족감 등

으로 변모한 형태로써, 금전적 보상 목적의 교환이 아닌 재화, 서비스 자

체의 기여로 작동한다. 즉, 공유경제는 교환은 이루어지지만, 화폐를 교

환의 매개로 하지 않으며, 교환의 동인이 이타성을 전제한 복합적인 형

태를 갖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Lessig(2008)의 공유경제의 개

념이 다양한 상업분야의 비즈니스 모델로 적용됨에 따라 상업경제와 구

분되는 기준점이 사라지게 되었다. Botsman(2011)은 다양한 형태로 산

재되어 있는 공유경제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접근경제,

순환경제, 협력적 소비 등의 형태로 분류하였으며, 정해진 자원의 소비를

효율적으로 개선시키는 협력적 소비 형태로써 차량공유 서비스가 대두되

었다고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국가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 마련

등의 필요성으로 차량공유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환경적인 효과분

석 추정연구와 실제 서비스 운행실적 자료를 통해 서비스 지역의 온실가

스 배출량 분석 연구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 이승훈(2013)은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카셰어링 서비스의 이용특성을 추정하고 대체 수요에 따른 환

경적 측면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정지연(2017)은 카셰어링 서비스 도

입이 미치는 환경영향 요인을 대중교통 및 승용차에서 전환되는 통행수

요와 승용차 판매량의 감소로 설정하여 통행수요 전환량, 승용차 판매

감소량의 추정을 위해 충전소 보급, 연료종류, 차종, 편도운행 여부, 비용

등 다양한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였다. 국내의 경우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미래의 환경 영향을 추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인 반

면, 국외는 지역단위의 카셰어링 서비스 운행실적을 바탕으로한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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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효과 분석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Hans(2017), Marcucci(2016)은 국

가를 환경영향 측정 범위로 설정하여 카셰어링 서비스의 실제 운영 결과

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등을 분석하였으며, Joerg(2011)은 Car2go

기업의 운행실적을 기반으로 독일 자치구 단위에서의 환경 영향을 분석

하였다.

본 연구와 방법론, 분석결과 등과 연계되는 선행연구는 [표 5]과 같다.

정지연(2017)은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으로 야기되는 이동수단 선택 구조

의 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카셰

어링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충전소 보급, 연료종류,

차종, 편도운행 여부, 비용을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포함한 교통수단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통수단별 선택

확률은 혼합로짓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배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승용차 보유자가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

통 이용자가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승용차 판매량이 감소되

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Hans(2017)는 P2P, B2C 등 카셰어링 서비스 종

류별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네덜란

드 국가로 한정하였으며, 서비스가 운영중인 Zipcar, Car2go, Drivejoy

등의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TTW(Ta

nk to Wheel), WTW(Well to Wheel) 2가지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배

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차량의 운행, 차량의 소유(생산, 폐기 포함)

로 설정하였다. 통행거리, 차량소유 등에 대한 변화량은 통계자료를 이용

하여 산술적으로 도출하였다. Joerg(2011)은 독일 Ulm 지역의 Car2go

카셰어링 서비스를 대상으로 편도 서비스(free-floating)의 환경관련 다양

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환경영향 요인은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카셰어링

서비스운영, 폐기 공정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축단계는 에너지의 소

비변화 효과, 운영단계는 온실가스 배출, 소음 및 진동과 주차공간 등의

토지사용 변화효과를 산출한다. 폐기단계에서는 자원의 재활용 공정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효과분석은 시나리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

용하였으며, 시나리오별 Car2go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량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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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 연도 논문명 비고

1 정지연 2017

Analyzing the Effects of Car

Sharing Services on GHG

Emission Reduction

-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

- 수단분담률 변화

추정(로짓 모형)

2 Hans N. 2017

Mobility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car sharing in

the Netherlands

- 실증 지역으로 범위

산정

- 전과정 평가 수행

3 Joerg F. 2011

What will be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new free-floating car-sharing

systems?

- 편도에 대한 효과

중심 분석

[표 5] 카셰어링 서비스의 환경영향 연구 관련 선행연구 리스트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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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교통수단 전과정 평가 연구

전과정 평가는 1963년 Harold Smith에 의해 화학제품 및 원료 생산에

소비되는 에너지 누적 총량을 계산하기 위한 용도로 최초로 개념화 되었

다. 이후 1969년 코카콜라사에서 유리병과 플라스틱병에 대한 전과정 평

가를 수행한 것이 오늘날 전과정 평가의 기초가 되었으며, 1990년대 국

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작업에 따라 제품 전과정에 걸쳐 투입, 산출되는

오염물질을 목록화 하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시키고 개선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전과정 평가가 사용되는 분야는 건축

자재, 전자제품, 약품제조 등 다양하다. 교통부문에서 전과정 평가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00년대 후반 자동차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폐차 처리에

대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부터이다. 허탁(1998)이 자동차 산업에

전과정 평가를 시도한 이후 이지용(2007)이 자동차 연료를 이상용(2001)

이 자동차 가공공정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정찬교(2004)는 차종별 전과

정 평가를 수행하였다. 철도분야에서는 김용기(2005)가 전과정 평가를

통해 철도 전동차 전기모터 유닛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

며, 김초영(2012), 박경진(2017)이 여객수요 대상 철도 차량 운영에서의

경영향을 전과정 평가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김준범(2020)

이 도로, 철도, 해상운송 교통수단별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여 최근 사회

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와 방법론, 분석결과 등과 연계되는 선행연구는 [표 6]과 같다.

먼저, 김초영(2012)은 철도 교통수단으로의 수요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과정 평가 방

법을 이용하였으며, 호남선 서울-목포구간의 KTX 여객수요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과정 평가 단계는 차량제작, 노선건설, 차량운영, 차량폐기 4개

로 구분하고, 각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산출하여 1인의 통행수

요가 전환될때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특

징적으로 차량제작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신규도입차량을 생산하는

경우만을 고려하였으며, 내구연한 30년을 적용하였다. 차량폐기는 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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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재활용을 환경 이득으로 변환하여 차량제작 공정에 반영하였다. 박경

진(2017)은 고속철도 구축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

으로써의 가치 추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도구로 간략 전과정 평가(S

-LCA)를 활용하여, 운행 중인 여객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였

다. 분석 목록은 철도, 도로, 항공 등의 교통수단간 에너지 원단위, 에너

지 소비량 산출을 위한 운행종별, 운행구간, 연비, 여객교통량 등을 포함

하였으며, 도로부문의 승용차와 고속버스, 철도부문의 KTX, 새마을, 무

궁화, 메이저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IP

CC Tier1 모형을 이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원단위를 산출하여 교통수단

간 비교분석하였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대상으로한 전과정 평가 연구는

국외 중심으로 실증 데이터 기반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 위주로 수행되

었다. Olivier(2017)은 카셰어링 서비스의 전과정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

였으며,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의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인 "Emov"의

운행결과를 분석하여 제조, 운행, 폐기 등에서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Ding(2019)은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전과정 평가 모형을

제안하였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휘발유 등 연료종류에 따라 세분화하였

으며, 승용차 대체 수준(10%, 50% 등)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시나리

오별 전 생애주기 동안의 환경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구분 저자 연도 논문명 비고

1 김초영 2012

도로에서 철도로의 교통수요

전환에 따른 생애주기 탄

소배출 저감효과

- 전과정 평가 방법

을 교통수단에 적용

- 교통수단의 에너지

소비 요인의 영향

력 분석
2 박경진 2017

전과정평가(LCA)에 기반한

교통수단의 환경성 분석

3 Olivier G. 2017

Methodology for the Life

Cycle Assessment of a

Car-sharing Service

- 카셰어링 서비스의

전과정 평가 방법

론 개발

4 Ding N. 2019

Life cycle assessment of

car sharing models and

the effect on GWP of

urban transportation

- 카셰어링 서비스의

전과정 평가 모형

개발

[표 6] 교통수단 전과정 평가 연구 관련 선행연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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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교통수단 환경영향 요인 분해분석 연구

요인분해 분석은 1970년대 이후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개발되었다. 이후 Ang(1998)은 잔차가 남지

않는 완벽한 분해가 가능한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방법론을 제안하였으

며, 에너지 소비 요인, 온실가스 배출 요인 분해 분석 연구에 많이 이용

되고 있다. 교통부문의 경우 이재민(2011)이 도로, 철도, 해운, 항공부문

의 에너지 사용 실적, 부가가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수분해 분석법

을 이용하여 에너지 소비요인별 에너지 소비량 변화 효과를 분석하였으

며, 이재형은 철도 수송부문에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분석 방법을 적용

하였다.

본 연구와 연관성이 높은 주요 선행연구는 [표 7]과 같다. 이재형

(2018)은 로그평균디비지아 모형을 이용하여 철도수송부문에 대한 온실

가스 배출 요인 분해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철도운영기관 단위

의 간선철도,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이며, 분해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철도

통계연보의 에너지소비량, 수송실적 등을 이용하였다. 철도차량 운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요인은 배출계수 효과(), 에너지 집약도 효과

(), 수송집약도 효과(), 경제활동 효과()로 설정하였다.

Ying(2015)은 중국의 1980∼2010년 기간동안 물류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평가를 위해 로그평균디비지아 모형을 이용하였다. 온실가스를 배

출하는 대상수단은 고속도로(highway), 철도(railway), 수상(waterway),

항공(aviation) 등으로 설정하였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영향요인은 물

류활동 효과(logistics activity effect), 수송집약도 효과(transport

intensity effect), 교통수단전환 효과(transport mode shift effect), 에너

지 집약도 효과(energy intensity effect), 연료믹스 효과(fuel mix effect),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효과(CO2 emission factors effect)로 구분하였다.

서울연구원(2008)은 로그평균디비지아 모형을 이용하여 서울시 도로 수

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 변

화를 일으키는 중점 교통수단으로 승용차를 설정하여, 승용차의 변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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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별 영향력에 따른 수송부문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영향요인은 배출계수 효과, 에너지효율 효과, 주행거리 효과,

인구 효과로 설정하였다. Zhu(2019)는 6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를

대상으로 LMDI(Logarithmic Mean Divisia Index) 방법을 이용하여 도

로교통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영향요인은

경제산출 효과(economic output effect), 교통집약도 효과(transportation

intensity effect), 에너지 집약도 효과(energy intensity effect), 이산화탄

소배출계수 효과(carbon emissions coefficient effect), 인구규모 효과

(population size effect)로 설정하였다.

구분 저자 연도 논문명 비고

1 이재형 2018
철도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 요인

분해분석

- 철도 교통수단의

영향요인(운영)

도출

2 Ying D. 2015

Using LMDI approach to analyze

changes in carbon dioxide

emissions of China's logistics

industry

- 교통수단 전환

효과 적용

3
서울

연구원
2008

서울시 수송부문 CO2 배출 변화

요인 및 감축잠재량 분석

- 특정 지역을 대상

으로 실증연구

수행

4 Zhu C. 2015

A Research on Driving Factors

of Carbon Emissions of Road

Transportation Industry in Six

Asia-Pacific Countries Based on

the LMDI Decomposition Method

[표 7] 교통수단 환경영향 요인 분해분석 선행연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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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시사점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표 8]과 같다. 연구목표는 기존 선

행연구와 달리 카셰어링 서비스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이 야기시키는 환경영향 요인을 도출하고 요인별 영향력을 분석한

다. 연구범위의 경우 선행연구는 연료의 소비 과정에 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교통수단 자체의 전 생애주기를 범위로 설정하여

차량생산, 운행 등 실제적으로 교통수단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온실가

스 배출량을 고려한다. 연구방법은 카셰어링 서비스 환경영향 요인에 대

한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모형을 구축하고 전과정 평가를 통한 환경영향

요인별 카셰어링 서비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활용하여, 분석결과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미시적/거시적인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구분 선행연구 본 연구

목표
종합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효과 분석

전과정 평가 기반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 요인 도출

및 요인별 영향력 분석

범위

ㅇ 차량 운행(연료의 소비)

- TTW : 연료의 소비에 따른 차량

운행 과정만을 포함

- WTW : 연료의 생산에서부터 차량

운행 과정을 포함

ㅇ 차량의 전 생애주기

- 전과정 평가(TTW, WTW 및 차량의

생산, 폐기를 포함한 전 생애주기)

대상
ㅇ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카셰어링

- 수단별 개별적인 환경영향을 분석

ㅇ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카셰어링

- 5개 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영향을 분석

자료

ㅇ SP 조사자료(설문)

ㅇ 통행자료

- 국내 민간업체 통행자료를 기반으로

수행된 연구는 2013년이 유일

ㅇ SP 조사자료(설문)

ㅇ 통행자료

- (주)그린카의 통행자료 활용(2018년)

방법

ㅇ 개별적으로 적용

- (변화추정)　로짓모형

- (환경영향) 개별모형(전과정 평가,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모형)

ㅇ 종합적으로 적용

- (변화추정)　로짓모형

- (환경영향) 통합모형(전과정평가+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모형)

[표 8]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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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론

제 1 절 개요

본 연구는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 요인별 영향력 평가

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모형을 이용하여 카셰

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에 대한 요인분해 분석

을 수행한다. 요인분해 분석을 위한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프레임워크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7]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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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단계인 환경영향 요인 정의

를 위해 선행연구, 교통통계 조사결과, 통행OD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산

화탄소 배출과 관련이 있는 교통수단별 환경영향 요인과 카셰어링 서비

스 특성화 요인을 선정하고 Kaya 항등식으로 유도하여 환경영향 요인

정의 및 모형화 한다. 환경영향 요인은 교통수요 전환효과, 생산효과 2개

의 요인으로 선정하고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화 요인은 서비스 인프라,

운영, 이용자에 대한 3개 요인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로그평균디비지

아지수 분석을 위한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과 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량을 산출을 위해 전과정 평가를 수행한다. 전과정 평가를 위한 시

스템 경계는 연료생산-차량생산-차량운영-차량폐기 4개의 단계로 구분

되며, 교통수단별 해당되는 시스템 경계는 [표 9]와 같이 정의할 수 있

다. 일반적인 제품에 대한 전과정 평가의 경우 원료 채취-가공-생산-운

반-제조-사용-폐기와 같은 시스템 경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교통수단의

경우 전과정 평가 대상인 차량에 대한 생산-운영-폐기 단계와 함께 차

량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의 생산단계(원료 채취-생산-운반 포

함)를 추가로 포함한다.

구분 연료
시스템 경계

①연료생산 ②차량생산 ③차량운영 ④차량폐기

승용차

휘발유

○ ○

○

○
경유 ○

LPG ○

전기

버스 CNG ○ ○

지하철 전기 ○

택시 LPG ○ ○

카셰

어링

휘발유

○ ○

○

○
경유 ○

LPG ○

전기

[표 9] 전과정 평가 시스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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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평균 가중치는 전과정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카셰어링 서

비스 도입 전후의 연료생산, 차량생산, 차량운영, 차량폐기 단계에서 산

출된 환경부하량과 교통수단별 교통수요 전환효과, 생산효과 요인의 변

화량을 이용하여 환경영향 요인별 로그평균 가중치를 추정한다. 카셰어

링 서비스 특성화 요인은 카셰어링 서비스의 생산효과에 대한 하위 요인

으로 각 요인별 영향력의 합은 카셰어링 서비스의 생산효과 요인의 영향

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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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분석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 분석은 카셰어링 서비스가 환

경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한 요인분해 분

석 방법을 이용하며, 요인분해 분석 방법중 디비지아지수 모형의 시간·

요소 역검증 문제를 개선한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모형을 이용한다. 디

비지아지수 모형은 주로 에너지 소비 변화에 대한 요인분해 분석에 사용

되는 모형(라스파이레스지수, 디비지아지수)중 하나로써 라스파이레스지

수 모형이 특정요인에 대한 변화 분석을 위해 다른 요인들을 기준연도에

고정하는 반면, 디비지아 지수는 두 시점간의 에너지소비량 변화를 분해

하는 장점이 있다(김성준, 2018). 디비지아 지수 모형은 가법분해, 승법분

해 방법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가법적 방법은 특정 변수 변화의 절대적

크기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고 승법적 방법은 변화율을 고려함에 따라 편

차가 큰 경유에 유용하다. 본 연구는 디지비아 지수 모형중 로그평균 가

중치를 이용하는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에 대한 환경영향 요인별 영

향력을 분석한다. 환경영향 요인별 절대적 크기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가

법분해 방법을 적용하며, 교통수요 전환 요인, 생산변화 요인에 더하여

카셰어링 서비스의 특성화 요인을 추가로 반영하였다[그림 6].

[그림 8]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모형 위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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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모형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모형은 Ang(2001)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을 기반

으로 정립한다. 먼저,  가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승용차, 버스, 카

셰어링 서비스 등 교통수단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고 한다

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로 정의할 수

있으며, 요인 에 대한 계량변수들은 로 표현이 가능하다. 요인별 이산

화탄소 배출량이  라고 한다면, 이는 요인 가 가지는 다양한 계량변

수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일반적인 지수 모형은 식(1)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  (1)

식(1)에서 두 시점 0과, 까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각 식(2), (3)으

로 나타낼 수 있으며, 두 시점간의 변화량은 승법분해, 가법분해 방법에

따라 식(4), (5)로 표현된다.

  


 
   

 ⋯
 (2)

  



  

 ⋯ 
 (3)

  

 

 ⋯ (4)

∆    ∆ ∆ ⋯∆ (5)

식(4), 식(5)에서 j번째 요인의 영향력을 산출하기 위한 식은 식(6), (7)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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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정의될 수 있다. 요인의 영향력은 두 시점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의 로그 평균값과 두시점간의 요인의 로그 변화량을 곱하여 양적인 변화

의 비교측정이 가능한 지수값으로 나타낸다.

 exp








    


 

 





 








(6)

∆ 
 

ln
 



 


 (7)

 lnln


(8)

승법분해와 가법분해의 경우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며, 연구목적에 따른

결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정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요인별 절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분

석하기에 적절한 가법분해 모형을 이용한다.

나. 환경영향 요인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모형을 정립하기위해 환경영향 요인 는 식(9)

와 같이 도출이 가능하다. 교통수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2계층 모형

(Level 2)으로 1계층(Level 1) 교통수단의 생산-운영-폐기단계에 대한

배출계수, 교통수요 전환효과, 수송 집약도, 생산효과 요인을 모형에 적

용하고 있다. 배출계수 요인 은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이

산화탄소 배출량의 비중을 나타내고, 교통수요 전환효과 요인 은 교통

수요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의 비중, 수송 집약도 는 생산량에 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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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요의 비중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생산효과 는 승용차 및 카셰어

링 서비스 차량의 생산량을 의미한다.




 












 



 (9)

-  : 이산화탄소 배출량(kg)

-  : 에너지소비량(TJ)

-  : 수송인(인)

-  : 생산량(대)

-  : 교통수단

기존 2계층에 대한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모형은 먼저, 식(9)로부터 요인

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양변을 시간에 대해 미분

하고, [0, t]기간까지에 대해 적분하면, 0∼t 기간까지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에 대한 각 요인별 영향력을 식(10)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 ∆ ∆ ∆ (10)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로 변화되지 않는 ∆ 와 ∆ 요인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식(11)과 같이 정리된다.

∆∆ ∆ (11)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서는 고려하지 않던 카셰어링 서비스 신규 교통수

단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교통수단과는 다른 서비스 특성을 요인으로 모

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계층 구조로 3계층(Level 3) 카

셰어링 서비스 특성화 요인을 반영하였으며, ∆ 에 대한 하위계층 요

인으로 반영하였다.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화 요인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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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2)와 같이 항등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요인별 영향력은 식(13)과 같다.

 


max


max  (12)

∆ ∆
∆

∆
(13)

최종적으로 각 요인의 영향력을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형태로 나타내면

식(14)∼(1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ln





 (14)

∆ 


 ln 


 


 (15)

∆
 ln






 (16)

∆
 ln






 (17)

∆
 ln






 (18)

∆
 ln






 (19)

 
ln

l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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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요인에 대한 정의는 [표 10]과 같다. 교통수요 전환효과 요인은

연간 수단별 에너지소비량을 연간 총 수송인으로 나눈 값으로 교통수단

별 수송인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의미하며 값이 클수록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커진다. 생산효과는 승용차 생산대수와 카셰어

링 서비스 차량 보급대수로써 승용차 및 카셰어링 차량 생산대수가 커질

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커진다.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화 요인중 첫 번째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수 대비 차량 보급대수를

의미하는 차량 보급효과 요인()은 카셰어링 서비스 단위 이용에 대한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보급대수의 비중으로써 정의된다. 즉, 교통수요 1

인이 특정지역, 특정 대여소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특정지역

및 대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차량의 대수를 의미한다. 만약 비

중이 낮을 경우 서비스 가입자가 모든 서비스 차량이 이용중이어서 필요

한 시간대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으며, 반

대로 비중이 높을 경우 과대하게 서비스 차량이 보급되어 서비스 차량이

이용되지 않고 대여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유휴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이 요인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는 값이 클수록 차량의 보급대수가 증가하

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로 작용된다. 두 번째

운영효율 개선효과 요인()은 카셰어링 서비스의 일간 최대 이용자수

대비 일간 평균 이용자수의 비중으로써 정의할 수 있다. 일간 최대 이용

수요는 특정 지역 또는 대여소가 보유해야 하는 서비스 차량의 최소대수

로써, 만약 최대 이용수요만큼의 서비스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일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일간 평균 이용수요

는 서비스 운영시 서비스 차량 보유대수를 결정하는 최적화 수치를 제시

한다. 만약 최대 이용수요가 일간 평균 이용수요와 같다면, 서비스 차량

은 일간 평균 이용수요 만큼의 서비스 차량만을 보유하면 되며, 최대 이

용수요가 평균 이용수요보다 낮아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요인

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는 비중이 1보다 작아질 수록 최대 이용수요와 평

균 이용수요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커진다. 세 번째 이용자수 확대효과 요인()은 카셰어링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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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이용량을 의미하며,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는 일간 최대 이용대수에

비례하여 차량 보유대수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값이 클수록 이산화탄

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커진다. 아울러, 각 요인은 승용차 보유/

비보유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버스를 이용하는 것과,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버스를 이용하는 의미는 매우 다르다. 또한, 승용차 보유자가 승용

차를 구매하는 것은 재구매, 승용차 비보유자가 승용차를 구매하는 것은

신규구매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실제

통행자의 통행환경을 반영하여 승용차 보유 여부에 따라 요인을 세분화

하였다.

요인 정의

교통수요전환효과() 교통수단별 교통수요 전환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승용차( ) 승용차 수송인 대비 에너지 소비량

버스() 버스 수송인 대비 에너지 소비량

지하철( ) 지하철 수송인 대비 에너지 소비량

택시( ) 택시 수송인 대비 에너지 소비량

카셰어링( ) 카셰어링 서비스 수송인 대비 에너지 소비량

생산효과( ) 차량 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승용차( ) 승용차 구매에 따른 생산량

카셰어링( )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보급에 따른 생산량

차량 보급효과( )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수 대비 차량 보급대수

운영효율개선효과( ) 카셰어링 서비스 최대 이용자수 대비 평균 이용자수

이용자수확대효과( )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수

[표 10] 환경영향 요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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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그평균 가중치 산출

카셰어링 서비스의 환경영향 요인은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모형의 위

계구조에 따라 2계층은 교통수요 전환효과 요인, 생산효과 요인, 3계층은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화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모

형을 이용한 요인분해분석을 하기 위해 식(21)의 요인별 로그평균 가중

치  산출이 필요하며, 로그평균 가중치는 전과정 평가를 통해 카셰어

링 서비스 도입 전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을 이용하여 산출한

다. 전과정 평가는 교통수단의 전생애주기를 연료생산, 차량생산, 차량운

영 및 차량폐기 단계로 구분하고, 생애주기 단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한다.

 
ln

 ln







(21)

환경영향 요인별 로그평균 가중치는 전과정 평가 결과를 이용하며, 환경

영향 요인과 관련된 단계의 환경부하량만을 포함한다. 교통수요 전환 요

인은 승객을 수송하고, 수송함에 따른 연료 소비와 관련된 차량 운영 및

연료생산 단계의 환경부하량을, 생산효과 요인은 차량생산, 차량폐기 단

계의 환경부하량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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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전과정 평가

전과정 평가의 프레임워크는 [그림 7]과 같다. 전과정 평가의 첫 번째

단계인 목적 및 범위 정의에서는 대상 제품, 제품의 기능, 제품의 시스템

경계 및 데이터 범주를 제시해야 한다. 대상은 교통수단, 교통수단이 배

출하는 이산화탄소이며, 대상의 기능은 연료를 소비하여 승객을 이동시

키는 것이다. 기능단위는 통행인, 통행거리 등으로 설정하며, 기준흐름은

속도, 소재, 무게 등을 고려한다. 시스템 경계는 제품의 단위공정으로써

연료 생산, 차량의 생산, 운영, 폐기로 정의한다. 데이터 범주는 환경영향

과 관련된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두 번째 목록

분석 단계는 단위공정별 투입 및 산출자료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환경부

하량을 산출한다. 마지막 영향평가 단계에서는 목록분석 자료를 기반으

로 분류화, 특성화, 정규화, 가중치 부여 단계를 통해 최종적인 이산화탄

소 배출량을 산출한다.

[그림 9] 전과정 평가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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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범위 정의

전과정 평가의 첫 번째 단계인 범위 정의는 2018년도 수원시 지역, 승

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카셰어링 서비스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며,

연료생산-차량생산-차량운영-차량폐기 단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중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을 산출한다. 기능단위는 1대의 차량을 제조하는 필

요한 연료 및 연소공정(차량생산 및 폐기 단계), 연간 차량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연료 및 연소공정(차량운영 및 연료생산 단계)로 설정하였다. 시

스템 경계는 연료생산-차량생산-차량운영-차량폐기 공정을 범위로 공정

별 투입물과 배출물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데이터 범주는 생산/폐기 단

계에서 승용차,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철강, 알루

미늄, 그리고 운영 단계에서는 차량을 구동하기 위해 투입되는 휘발유,

경유, LPG, CNG, 전기 등의 연료이다. 산출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한정한다.

나. 목록분석

두 번째 단계인 목록분석에서는 교통수단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을

위한 연료생산-차량생산-차량운영-차량폐기 단계별 자료를 제시한다. 먼

저, 연료생산 단계는 교통수단별 연료종류 및 비중, 1km 통행시 발생되

는 단위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1인 수송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으로 단위를 환산하기 위한 평균 통행거리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연

료생산 단계에서의 단위 환경 부하량은 [표 11]의 에너지경제연구원, 경

기도 교통정보 센터의 조사자료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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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료 비중(%) 단위 환경부하량
1인 수송

평균통행거리

승용차

휘발유 59.8 17gCO2/km

7.7km
경유 28.0 15gCO2/km

LPG 9.0 12gCO2/km

전기 3.2 108gCO2/km

버스 CNG 100.0 12gCO2/km 6.9km

지하철 전기 100.0 108gCO2/km 10.5km

택시 LPG 100.0 12gCO2/km 6.2km

카셰

어링

휘발유 39.0 17gCO2/km

6.8km
경유 31.3 15gCO2/km

LPG 12.5 12gCO2/km

전기 17.2 108gCO2/km

[표 11] 교통수단별 연료(비중) 및 단위환경 부하량, 평균통행거리

생산단계는 승용차 구매대수 및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보급대수와 승용

차 1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를 이용하며, 차량 제조 공정에서 발생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한다. 대표 차종은 승용차, 카셰어링 서비

스 모두 승용차로 가정하고 국토교통부 2018년 차량등록 현황보고 자료

에서 가장 비중(63.7%)이 높은 1600∼2000CC 미만을 대표차종으로 선정

하였다. 소재별 생산공정 및 배출계수는 IPCC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으

며, [표 12]와 같다.

철강 알루미늄

공정 배출계수 공정 배출계수

코크스로 0.56 Prebake 1.60

소결로 0.2 Soderberg 1.70

고로 1.35
-

전로 1.46

[표 12] 공정별 배출계수

[단위 : tCO2/ton]

* 출처 : IPCC 가이드라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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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자료(명) 출처

연료

생산

연료 및 비중 교통수단별 연료종류 및 비중
통계자료(경기도,

수원시)

평균통행거리 교통수단별 평균통행거리
통계자료(경기도,

수원시)

단위 환경부하량

자동차의 전력화(electrification) 확

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차량

생산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
차량 등록대수(’17, ’18) 국토교통부

승용차

구매확률
설문조사, 구매확률(이항로짓모형) -

카셰어링

교통수요

운영단계 카셰어링 서비스 수단

분담률
-

내구연한 내구연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계자료

부하율 (주)그린카 수원지역 통행실적 DB (주)그린카

[표 13] 전체 자료목록

운영단계는 연간 교통수요(인), 교통수단별 수단분담률, 1인당 이산화탄

소 배출량 자료를 이용하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7년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의 수송량당 에너지소비량 자료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을

기준으로 수단별 연료비중, 연료별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폐기

단계는 자료의 수집이 어렵고 명확한 방법론이 부재하기 때문에

ISO14040의 컷오프(Cut-off) 방법을 적용하여 컷오프 기준으로 “환경성

적표지 지침”의 재활용률 95%를 반영, 생산단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총

량의 5% 수준으로 반영한다. 아울러, 실제 차량 제조 공정에서는 이산화

탄소뿐만이 아니라 산성화, 해양 독성, 부영양화 등 다양한 영향범주별

환경영향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연구목적에 따라 지구 온난화 영향범

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을 산출한다. 단계별 자료 목록은 [표 1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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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자료(명) 출처

철강공정

배출량

철강업종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

정 가이드라인
에너지관리공단

알루미늄 공정

배출량
IPCC 가이드라인 IPCC

차량

운영

연간 통행인 경기도 수단별 통행인(1일)
통계자료(경기도,

수원시)

수단분담률
설문조사, 수단선택확률(다항로짓

모형)
-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17년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자동차 등록현황 통계, 국가온실

가스 배출계수 등

통계자료(에너지

경제연구원 등)

차량

폐기

폐기단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생산단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

다. 영향평가

세번째 영향평가 단계에서는 [그림 8]과 같이 분류화-특성화-정규화-

가중치 부여 순으로 수행된다. 분류화 단계에서는 목록분석의 결과를 환

경영향 범주별로 분류하고, 범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특성화 작

업을 수행한다. 아울러, 영향범주별 환경영향을 지역적인 인자, 시간적인

인자, 인구수 인자 등 기여한 환경영향으로 나누는 정규화를 거쳐 상대

적인 기여도를 결정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분류화 ⇨ 특성화 ⇨ 정규화 ⇨ 가중치 부여

[그림 10] 영향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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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화는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환경영향요인을 영향범주과 연결하는 과

정으로, [표 14]와 같이 분류화가 가능하다. 보호대상으로 천연자원, 인간

보건, 생태계로 구분하며, 보호대상에 대한 환경영향 세부범주는 자원고

갈, 유독성 영향, 지구온난화, 생태독성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영향

범주는 생태계 영향범주의 지구온난화이며, 교통수단 이용부터 이산화탄

소 배출에 따른 온실가스 방출까지 원인-결과 사슬로 묶여져 있다.

영향범주 세부내용

천연자원
- 자원고갈(에너지, 물질 등)

- 물, 토양(습지 포함)

인간보건

- 유독성 영향(작업환경 제외)

- 비유독성 영향(작업환경 제외)

- 작업환경에서의 인간보건영향

생태계

- 지구온난화

- 오존층 파괴

- 산성화

- 부영향화

- 생태 독성

- 생물종 다양화

[표 14] 영향범주(일부 발췌)

특성화는 영향범주별로 분리된 목록에서 영향범주별 상응인자를 이용하

여 잠재적인 영향력를 분석할 수 있다. 기여도는 식(22)와 같이 산출되

며, 지구온난화로 상응인자는 GWP(kgCO2-eq)에 대응된다. 본 연구는

최종 산출물인 이산화탄소에 대한 특성화 작업을 수행한다.

  × (22)

-  : 산출물 로부터 발생되는 영향범주 에 대한 영향력

-  : 목록 의 환경부하량

-  : 항목별 상응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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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는 특성화 결과를 정규화인자인 특정시간, 특정지역,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정규화 값의 산출은 식(23)에 따라 산출되

며, 정규화를 통해 특정상황을 기준으로 한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

여준다. 본 연구는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환경영향 범위인 대상기간

(2018년)에 대한 정규화를 수행한다.




(23)

-  : 정규화값

-  : 번째 영향범주에 속한 목록들이 기여하는 영향

-  : 해당지역, 일정기간에 배출되는 번째 영향범주에 속한 모든

목록들이 기여하는 영향

가중치 부여 단계는 영향범주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하는 단계로

사회적, 도덕적,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해석을 하는 단

계로, 식(24)를 통해 가중치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일 영

향범주를 갖기 때문에 가중치 부여 단계를 생략한다.

 × (24)

-  : 가중치 부여값

-  : 영향범주별 가중치

-  : 영향점수 값

영향평가를 위한 연료생산-차량생산-차량운영-차량폐기 단계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 산출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9]와 같다. 각 수단별 공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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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승용차와 카셰어링 서비스는 연료생산-차량생산-차량운영-차량폐기

전 공정을 모두 포함하며, 버스와 택시는 연료생산-차량운영, 지하철은

차량운영 공정만을 포함한다.

.

[그림 11] 전과정 평가 영향평가 프레임워크

(1) 연료생산 단계

연료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금까지 전과정

평가를 이용한 다수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유관 전문



- 42 -

기관에서 국내 환경을 고려한 정확도 높은 선행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

에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인용한다. 선행연구는 전과정 평가 도구를 이

용하여 국내의 교통부문 및 전력부문의 통계자료와 국내외 사회, 기술,

정책 등 다양한 부분의 자체적인 환경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신뢰도 높은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2017)7)의 자료를 인용하였

으며, 본 연구의 방법론에 적용시키기 위해 기존 통행거리 단위 수치를

인 단위로 변환하여 활용한다. 아울러, 시나리오 분석 수행시 전기 연료

의 생산 단계에서 분석된 단위 환경부하량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을

수행하는 CCS(Carbon Capture & Storage) 비중을 반영하였다. 이산화

탄소 포집·저장 효과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시에 연소 공정 후 배

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지중 및 해양에 저장하여 실질적으

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효과를 의미하

며, 저장된 이산화탄소는 생물학적, 화학적 전환과정을 통해 유용한 유기

또는 화학물질로 전환하여 활용된다. 국내의 경우 당진화력발전소 시험

운영을 시작으로 2020년 이후 CCS 기술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을 수립하는 단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CCS의 이산화탄소 포집율을 반영

하는 것은 최신 기술을 반영한 실증적인 분석결과로써 의미가 있으며,

신뢰도 높은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습식 CCS 실증 플

랜트 운전결과를 기준으로 90%의 포집율을 반영하였다.

(2) 생산단계

생산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 승용차

및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한다.

승용차 생산량은 연간 승용차 생산량, 이항로짓 모형의 구매확률을, 카셰

어링 서비스 차량 생산량은 카셰어링 서비스 교통수요와 부하율을 이용

하여 산출한다. [그림 10]은 교통수요 전환 요인의 변화량 추정을 위한

7) 에너지경제연구원(2018), 자동차의 전력화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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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짓 모형의 구조도이다. 생산량 변화는 승용차 구매계획, 카셰어링

생산량 증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승용차 구매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카

셰어링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서비스 차량 증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승용차 구매계획은 먼저, 구매계획의 유무를 추정하고, 구매 예정인 경우

에만 신규 구매와 재구매 수요를 산출한다. 다음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의 생산량 증가는 카셰어링 서비스 보급대수로부터 추정하며, 보급

대수는 카셰어링 서비스로 전환된 교통수요와 (주)그린카 수원지역의 서

비스 차량 보급대수 비중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그림 12] 이항로짓 모형 구조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 생산 변화량 추정 절차를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과정 1 과정 2 과정 3

교통수단 생산량

변화요인 선정
⇨

승용차 구매량,

카셰어링 보급량 변화

추정

⇨ 생산 변화량 추정

[그림 13] 차량생산 단계의 환경영향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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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수단 생산 범위 및 대상

교통수단 생산 변화량 추정을 위해서는 먼저,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이

교통수단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수단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생산

량의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각 교통수단별 법·제도적인 측면을 검토하

는 것이 필요하다. 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준공

영제를 실시하여, 추가적인 사업자, 노선 확대 등에 제약이 있다. 택시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이용자가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도 택시의 보급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울러 지하철은

열차 신규편성이 열차간 시격과 관계된 신호시스템, 열차 속도, 무게 등

과 관련된 제동시스템 등 승객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요인들까지 종합

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열차 신규편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반면, 승용차는 총량에 대한 제한없이 이용자의 의

지가 승용차 구매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승용차 보유

자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재구매 및 신규구매 의사를 포기

함에 따라 승용차 구매대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구매대수의 감소는

생산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표 15]와 같이

총량을 제한하는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환대상 총량 제한 근거법령

승용차 제한없음 -

대중교통 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 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사업

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

[표 15] 전환대상별 총량제한 여부 및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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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서비스 업체는 카셰어링 서비스로 유입되는 통행수요를 고려하

여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차량을 확보해야 한다.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는 신규 가입자 및 교통수요가 유입될 경우 서비스 차량을 신규로

구매 및 보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차량의 생산량이 발생된다. 최종적으로

교통수단 생산범위 및 대상은 [표 16]과 같다.

대상 주요내용

승용차 구매포기 수요
- 신규구매 포기(승용차 비보유자)

- 재구매 포기(승용차 보유자)

카셰어링 신규보급 수요 -

[표 16] 교통수단 생산 범위 및 대상

(나) 교통수단 생산량 추정

승용차 생산량은 이항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이항로짓 모형

은 앞 절에서 정의한 다항로짓 모형에서 대안이 2개인 경우에 해당되므

로, 추정식의 도출 과정은 생략하며 대안선택 확률은 식(25)와 같다.

 


  



exp

exp 
(25)

-   : 대안(구매, 비구매)

이항로짓 모형의 대안선택 확률에 따른 승용차 구매 수요는 연간 승용차

생산대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원시 지역의 2018년도 신규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승용차 구매확률을 적용하여 승용차 생산대수를 산출한다.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의 생산량은 카셰어링 서비스 교통수요를 고려한



- 46 -

신규 보급대수를 의미한다. 신규 보급대수는 카셰어링 서비스 교통수요

와 함께 기존 수원시 지역의 2018년도 대여소별 평균 부하율을 고려하였

다. 부하율이란 카셰어링 서비스 인프라가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서비스 인프라는 대여소별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을 의미한다. 현재 (주)그린카의 인프라 수준을 고려해도,

2019년 기준 가입자 300만명, 보유차량 7천여대 수준이며, 경제적인 운영

을 위해 대여소 입지선정, 적정 대수 보급 및 배치, 편도차량 재배치 등

의 서비스 운영 최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의 생산 변화량을 산출하기 위해, 실제 카셰어링 서비스 환

경과 유사한 보급 대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그린카

수원시 지역의 일간 부하율을 적용하였다. 부하량은 대여소별 일간 차량

대여 대수로 정의할 수 있으며, 식(26)과 같이 산출된다.

max



 

(26)

-  : 대여소 의 일간 이용대수(대)

-  : 대여소 의 정규화 계수

-  : 대상지역의 대여소 총수

- max : 일간 최대 승용차 이용대수(대)

[그림 12]의 부하율이 다른 2개의 지역을 예로 들면 지역 B는 부하율 1

을, 지역 A는 0.5의 부하율을 나타낸다. 이때, A, B 모두 일간 이용대수

의 총량을 동일하다. 지역 A의 경우 특정시간대의 이용수요가 평균값보

다 2배가 높기 때문에 N대의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만약 N대의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한다. 반면, 지역 B의

경우 일간 이용수요가 2/N대로 고르게 일정하다. 따라서 서비스 운영을

위해 2/N대의 차량만을 필요로 하며, 지역 A의 보유대수의 절반의 차량

을 이용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즉, 부하율을 통해 서비스 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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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최소 보유 필요대수의 산정이 가능하며, 기존 서비스 실증 운행

자료를 반영하여 필요대수 산정의 정확도를 대폭 개선할 수 있다.

[지역 A] [지역 B]

[그림 14] 부하율 개념도

승용차에 대한 신규 구매계획이 있는 사람의 경우 구매계획을 포기한

것이 미래 구매시점에서 승용차 1대의 생산량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없

다. 예를들어, [그림 15]와 같이 모든 차량이 내구연한에 도달하는 동안

동일한 이동거리를 갖는다고 가정할 경우, 택시(A)와 승용차(B)의 내구

연한과 이동거리는 그림()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서 면적은 교통

수단 이용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승용차가 구매 후

평균 기간 까지 운행하고, 택시가 까지 운행한다고 하면, 승용차 구

매 포기가 영향을 미치는 기간과 택시의 기간과의 차이로 식(27)에 따라

 만큼에 대한 환경영향력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에

대한 기본 단위(1년)를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림 13] 내구연한-이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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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현재 택시, 버스,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은 [표 17]의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자동차 차령)에 따라 내구연한 적용을 받는다. 차령 연

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택시는 3.6년∼9년, 버스는 9∼10.5년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대여 사업용에 해당되는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은 5∼8년에 해당된다. 반면 개인 승용차는 차령제한이 없으며, 평균적으

로 약 15년 내외로 조사되고 있다.

차 종 사 업 의 구 분 차 령

승용자동차

여 객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전기자동차)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전기자동차) 6년

자 동 차 대 여

사 업 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

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표 17]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 최대 2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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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기 위해, 모든 차량은 내

구연한 동안 이동거리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택

시, 카셰어링 등)의 경우 비사업용 차량(승용차) 대비 짧은 내구연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간 운행거리(시간)가 비사업용 차량보다

길다. [표 18]의 한국교통안전공단8) 자료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의 연평

균 주행거리는 약 80.5km로 조사되었으나 반면, 비사업용 차량의 주행거

리는 33.6km로 사업용 차량의 주행거리가 대비 절반 이하의 수준을 보

이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 분석을 위해 내구연한과 함께 연평균 주행

거리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구분
1일 평균주행거리(km) 연간 평균주행거리(km)

비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승용

합계 33.6 80.5 12,264 29,383

휘발유 30.0 59.5 10,950 21,718

경유 39.5 71.7 14,418 26,171

LPG 36.5 95.8 13,323 34,967

기타 42.8 70.0 15,622 25,550

[표 18] 사업용 차량의 차종별 평균주행거리

사업용 차량과 비사업용 차량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에 따른 총 주행거리

는 [그림 14]와 같이 산출되었다. 사업용 차량은 내구연한 이후 중고차

시장 등을 통해 비사업자로 판매되어 비사업용 차량과 같은 연평균 주행

거리를 주행하다고 가정하였다. 비사업용 차량인 승용차의 내구연한(15

년)에 도달하기까지의 사업용 차량의 총 주행거리는 약 27만km로 분석

된다. 반면, 비사업용 차량은 사업용 차량보다 약 9만km 적은 18만km

수준을 보인다. 따라서, 비사업용 차량인 승용차의 내구연한 15년을 기준

으로 사업용 차량의 내구연한, 연간 이동거리를 산출할 수 있다.

8) 2017년 자동차주행거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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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사업용 차량/비사업용 차량의 연도별 주행거리(km)

본 연구에서는 식(28)과 같이, 보정계수 를 도입하여, 교통수단의 내구

연한과 연평균 주행거리를 보정하여 교통수단 생산량을 산출한다.

 ′ (28)

- ′ : 연간 교통수단 생산량(대)

-  : 보정계수

(3) 차량운영 단계

운영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 교통수단

별 통행량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한다. 통행량은 연간 수송인

으로 정의하며, 연간 총 수송인과 다항로짓 모형의 수단 분담률, 1인 당

이산화탄소 단위 배출량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한다. [그

림 15]는 교통수요 전환 요인의 변화량 추정을 위한 다항로짓 모형의 구

조도이며, 응답자는 승용차 보유자, 비보유자로 구분된다. 승용차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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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로 교통수요가 전환되는 모든 경

우의 수를 포함하고, 승용차 비보유자는 승용차를 제외한 지하철, 버스,

택시 교통수단만의 교통수요 전환을 고려한다.

[그림 15] 다항로짓 모형 구조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교통수단별 통행량의 변화는 모든 수단간

교통수요가 전환되는 경우와 대체 수단간 교통수요가 전환되는 2가지 경

우로 가정하였다. 즉, 모든 수단간 전환은 승용차, 버스 등의 교통수요가

카셰어링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승용차-버스, 버스-지하철간

수요 전환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체 수단간 전환은 통행환경, 통행특성이

유사한 수단간 이루어지는 전환을 의미하며, 통행목적, 통행거리가 유사

한 통행에 적합한 수단간, 통행요금이 유사한 수단간 전환이 이루어진다.

후자의 경우 대체 수단의 선정이 필요하며, 대체 수단의 분석 방법은

[그림 16]과 같이 수행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교통수단별 이용특성

조사
⇨ 대체 수단 선정 ⇨ 수요 전환량 추정

[그림 16] 차량운영 단계의 환경영향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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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수요 전환 범위 및 대상

기존 교통체계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될 경우, 교통수단간 전환되

는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교통수

단의 개별적인 이용특성을 도출하여 수단간 전환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

을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교통수단별 통행거리

에 대한 이용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19]의 수원시 교통수단별 통행거리

비중9)을 보면, 승용차 67.3%, 버스 72.6%, 택시 77.4%로 지하철을 제외

한 교통수단 대부분의 통행이 5km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

하철의 경우 30km 이상 통행거리에서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며, 타수

단과 비교하였을 경우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택시는

15km 이후의 구간에서 비중이 급감하며, 30km 구간까지 비중이 약 1%

대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카셰어링 서비스는 전체 구간

에서 일정 수준 내외의 통행거리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행거리에 대한 특성이 비교적 낮은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교통수단의 평균 통행비중이 80% 이상을 나타내는

30km 까지를 범위를 선정하였다.

구분 0∼5km 5∼10km 10∼15km 15∼20km 20∼25km 25∼30km 합계

승용차 67.3 13.6 4.9 4.1 2.9 2.3 95.1

버스 72.6 10.9 3.4 2.8 2.1 2.1 93.9

지하철 6.5 20.8 3.9 6.5 9.1 13 59.8

택시 77.4 16.7 3.4 0 0.5 0 98.0

카셰

어링
7.6 8.4 8.2 7.1 6.0 4.7 42.0

[표 19] 수원시 교통수단별 통행거리 비중(2016년도) [단위 : %]

9) 경기도교통정보센터(https://gits.g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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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특성에 따른 수요전환 대상(대체수단)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라 나타나는 수요전환 현상을 가장 현실

적으로 모사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관련 선행연구의 특성 분석결과를 반

영하였다. 김경범(2010)은 통행비용이 대중교통 및 승용차 통행수요를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분석하였으며, 주진호(2015) 등은 통행시간(거리)에

따라 철도, 승용차, 버스 등의 통행수요가 변동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장

성만(2019)에서도 통행수단별 소요시간과 비용이 통근통행자의 수단선택

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도 관련 선행연구 내용과 같

이 교통수단별 이용요금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전환 대상을 선정하였으

며, 이용요금의 경우 지불비용만을 고려하였다.

교통수단별 요금산정 내역은 [표 20]과 같다. 승용차 이용에 따른 비용

은 고정비, 변동비로 구분되며 고정비는 운행거리, 운행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변동비는 운행시간과 운행거리에 따라 변하

는 연료비, 주차료, 통행료,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요금은 차량 이용시

발생되는 연료비, 주차비, 통행료 등의 변동비만을 고려하였으며, 요금

내역은 이범규(2014)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 택시, 지하철, 버스의

경우 2018년도 기준 관련법령에 따른 운영주체별 산정기준을 반영하였으

며, 카셰어링 서비스는 그린카의 요금기준을 따른다.

구분 요금 내역 산정근거

승용차
- 유류비 + 주차비 + 통행료
· 유류비 : 127원/km
· 주차비/통행료 : 200원/시간

- 이범규(2014)

택시
- 2km 이내 : 3,800원
- 2km 이후 : 100원/132m
· (15km/h 이하 운행시(병산요금) : 100원/31초)

- 국가대중교
통정보센터
등지하철 - 10km 이내 : 1,250원 / 10∼50km : 100원/5km

버스 - 10km 이내 : 1,250원 / 10km 이후 : 100원/5km

카셰
어링

- 거리요금 + 시간요금 + 보험료 + 편도 + 주차비 + 통행료
· 30분 이내 : 3,390원(기본요금)
· 거리요금 : 180원/km / · 시간요금 : 1,130원/10분
· 편도 : 9,000원 내외(5km 구간은 제외)
· 주차비/통행료 : 200원/시간

- ㈜ 그 린 카
홈 페 이 지
등

[표 20] 교통수단별 요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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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거리별 요금수준은 [표 21]과 같다. 통행거리는 5km 단위로 30km를

범위를 대상으로, 통행거리 외 요금산정 요인인 통행속도 등은 경기도

교통통계 자료의 교통수단별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카셰어링 서비스의

경우 운행특성을 고려하여 편도요금, 왕복요금/2 요금에 대한 산술평균

값을 적용하였다.

통행거리
카셰어링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A B

(기본요금) 12,400 3,400 0 1,300 1,300 3,800

5 14,000 5,000 700 1,400 1,400 6,100

10 15,600 6,600 1,300 1,500 1,500 9,900

15 17,200 8,200 1,900 1,600 1,600 13,600

20 18,800 9,800 2,600 1,700 1,700 17,400

25 20,400 11,400 3,200 1,800 1,800 21,200

30 22,000 13,000 3,900 1,900 1,900 25,000

[표 21] 교통수단별 통행거리 요금

[단위 : km, 원]

※ A : 편도요금 적용 / B : 왕복요금/2

카셰어링 서비스로의 타교통수단 통행수요의 유입 대상은 교통수단별 이

용요금 특성을 이용하며,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method)을 통한 교통수단간 이용요금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대상(군집)을

선정한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군집에 대한 거리측정 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본 연구는 단순한 거리 기준이 아닌 분산을 이용하는

Ward 방법을 적용하여 구성가능한 군집과 개별대상을 모두 포함하였다

(이정우, 2015). Ward 방법에서 군집의 형성은 각 군집별로 모든 개체들

의 평균을 구하고 이 평균과 군집에 속한 각 개체간의 유클리드 거리제

곱 합이 가장 적게 증가하는 방식으로 군집을 형성하며, 이를 식으로 표

현하면 식(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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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편차제곱합

-  : 번째 군집에 속한 번째 관측벡터

-  : 번째 관측벡터의 번째 변수의 측정값

-  : 자료수

-  : 군집의 수

-  : 변수의 수

군집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의 계층적 군집분석 툴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그림 17]와 같다. 군집간 거리에 따라 1차적

으로 묶인 군집은 지하철-버스, 카셰어링 서비스-택시이며, 이는 다시

카셰어링 서비스-택시 군집과 승용차 교통수단으로 묶을 수 있다. 따라

서 최종적으로 “지하철-버스”, “카셰어링 서비스-택시-승용차” 2개의 군

집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림 17] 군집분석 결과(덴드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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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 결과에 따라,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전환될 수 있는 대체수단은

승용차, 택시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대체수단인 승용차의 경우,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카셰어링 서비스와 승용차 교통수단간 통행수요

의 전환이 발생된다. 따라서 군집분석 결과에 더하여 승용차 보유 유무

에 따라 전환되는 수단을 세분화 하여 교통수요 전환 대상을 [표 22]와

같이 설정하였다.

구분 전환 대상

교통수요

전환

승용차

보유

승용차 → 카셰어링

택시 → 카셰어링

승용차

비보유
택시 → 카셰어링

[표 22] 승용차 보유 유무에 따른 교통수요 전환 대상 선정

마지막으로 승용차, 택시의 전환수요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 승용차를 이

용하는 통행의 경우 반드시 목적지를 경유하여 출발지로 차량을 가지고

와야 한다. 이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왕복이용과 유사하며, 현재 수원시의

카셰어링 서비스 통행의 97%가 왕복에 해당된다. 반면, 택시는 출발지에

서 목적지로, 목적지에서 출발지로의 편도 운행이 가능하며, 카셰어링 서

비스의 편도이용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승용차 보유자가 승용

차에서 카셰어링 서비스, 택시에서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으로 전환되는

비중은 [표 23]의 카셰어링 서비스 통행의 왕복/편도 비중을 반영한다.

구분
대상

모든수단간 전환 대체수단간 전환

대상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카세어링 서비스

승용차, 택시→카셰어링 서비스

전환
비중

기존 비중
승용차→카셰어링서비스(카셰어링전환수요의97%)
택시→카셰어링서비스(카셰어링전환수요의 3%)

[표 23] 대체수단별 교통수요 전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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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단분담률 추정

교통수단별 통행량을 추정하기 위한 수단분담률은 McFadden의 이산

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중 하나인 다항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다항로짓 모형은 대안이 3개 이상인

경우 적용가능한 개별행태 모형중 하나로써 개인이 선택 가능한 모든 대

안 가운데 효용수준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한다는 효용 극대화의 원리를

따르며, 로짓 모형의 대안별 효용의 정도는 효용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효용함수는 관측 가능한 결정적 효용 과 관측 불가능한 확률적 효용

(오차항) 로 구분되며, 식(3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0)

-  : 대안

가 을 선택할 확률을 나타내면 식(3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r   ∀   ⋯ 

 Pr     

(31)

식(31)에서 는 결정적 효용과 같이 확정적인 수치로 표현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일정한 분포를 지닌 확률적인 변수로 가정한다. 다항로짓 모

형의 경우 는 웨이블 분포로 가정하며, 정규분포로 가정 할 경우 프로

빗 모형(probit model)이 된다. 가 어떠한 상수 보다 작을 확률은 식

(32)와 같으며, 웨이블 분포의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은 식(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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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pexp  
 

(32)

  exp  (33)

이때  가 될 확률을 나타내기 위한 확률밀도함수는 식(34)와 같다.

 exp  expexp (34)

모든 대안 에 대해서 대안 가 선택될 확률은 식(33), (34)에 의해 식

(35)와 같이 산출된다.

 
 ∞

∞

expexpexp
  



exp  (35)

적분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해 변수를 치환하면, 다시 식(36)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exp 


(36)

exp  
  



exp   (37)

식(36), (37)로부터 수단 의 선택확률은 최종적으로 식(38)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exp

ex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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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8)의 결정적 효용  는 비용, 시간 등의 측정 가능한 효용을 의미하

며, 대안특성을 고려한 선형함수의 형태로 가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식

(3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9)

-  : 대안일반변수

-  : 개인특성변수

-  : 대안특성상수

-  : 계수

다항로짓 모형의 검정은 모수의 부호 검토, 모수의 유의성 검정, 모형의

유의성 검정 단계를 거친다. 먼저, 모수의 부호 검토 단계에서는 도출된

효용함수에서 독립변수 모수의 부호가 합리적인지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은 모든 수단에 대해 음의 부호를 갖는 것이 타당하

며, 대안특성변수는 대안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대안특별상수가 자녀의 유무이

라고 한다면,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승용차의 필요성이 높

기 때문에 양의 부호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 모수에 대한 추정치가 통계

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정은 t 검정을 이용한다. 모형의 유의성 검정

은 Mcfadden's LRI(우도비 지수)를 이용하며, 0.2∼04의 값을 나타낼 경

우 적정하다고 판단한다(Hensher, 1981).

(4) 폐기단계

폐기단계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차량 소재의 95%가 재활용

되는 것으로 반영하여, 생산단계에서의 산출자료를 활용하여 생산단계에

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 수준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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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항목 자료 출처

교통수단
이용특성
분석

- 통행시간/비용
- 접근(대기)시간
- 카셰어링 이용차종/목적/시간

- 수원시 ㈜그린카 통행O/D
- 국가, 지자체 교통통계

웹사이트

전과정
평가

- 교통수단선택/승용차구매확률 - 설문자료

[연료생산 단계]
- 연료별 단위 환경부하량
- 교통수단별 연료 및 연료비중
- 평균 통행거리

- 에너지경제연구원(2017)
- 수원시 평균 통행거리(경기도교
통정보센터)

[차량생산 단계]
- 승용차 소재비중
- 생산 단계별 배출계수

- Steel & Automobile(OICA)
- 철강업종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가이드라인(에너지관리공단)

[표 24] 주요 연구자료

제 4 장 연구자료

제 1 절 자료구성

본 연구의 자료는 교통수단 이용특성 분석, 전과정 평가 및 로그평균

디비지아지수 분석 자료로 구분된다. 이용특성 분석 자료는 교통수단별

기초적인 통행시간, 비용 등의 자료로써 정부 및 지자체의 교통통계 자

료와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의 통행실적 자료 등을 활용한다. 전과정 평

가를 위한 자료는 SP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통계적 추정방법에 의해 도

출되는 교통수단 선택확률, 승용차 구매확률 등이 있으며, 교통수단의 생

애주기 단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을 위한 환경부하량, 배출계수 등

이 포함된다. 환경영향 요인별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분석을 위한 자료

로는 로그평균 가중치, 교통수요 전환효과, 생산효과,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화 분석을 위해 전과정 평가 결과와, (주)그린카의 통행실적 및 인프

라 현황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자료를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 61 -

구분 분석항목 자료 출처

[차량운영 단계]
- 교통수단별 연료비중
- 에너지소비량
- 연료별 배출계수
- 평균 재차인원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환경부)

- 서울시 자동차 등록현황 통계
(서울시)

- 수원시 통행실적(경기도 교통
정보센터)

- 평균 재차인원(국가교통통계,
서울통계정보시스템)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

- 로그평균 가중치
- 교통수요 전환효과
- 생산효과
- 카셰어링 차량 보급효과
- 카셰어링 운영효율 개선효과
- 카셰어링 이용자수 확대효과

- 전과정 평가 결과
- (주)그린카 통행실적 및 인프라

현황자료



- 62 -

제 2 절 RP 자료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환경 영향 분석에 있어서 카셰어링 서비

스가 실제로 운행된 지역의 통행자료를 이용한 이용특성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카셰어링 서비스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

고 있으며, 그 간 인프라가 충분히 보급되지 못해 실제 통행자료를 기반

으로한 이용특성 연구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카셰어링 서비

스는 국내 회원수 5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네이비, 딜카 등 서비스의 종

류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제 국내 통행자료를 기반으로한 이용특성 분석

은 카셰어링 서비스의 실제적인 통행 특성을 나타내는 유의미한 결과 도

출이 가능하며,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특성 및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국내 카셰어링 서비스를 대표하는 업체중 하나인 (주)그린

카의 2018년도 수원시 운행자료를 이용하여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이

용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수원시에 설치된 (주)그린카의 카셰어링 서

비스 인프라는 [그림 18]과 같이 총 86개의 대여소, 158대의 차량이 보급

되어 있다.

[그림 18] 수원시 (주)그린카 대여소 위치



- 63 -

대여소 유형은 [그림 19]와 같이 지하철역 등의 교통스테이션, 시청 등의

정부기관, 학교, 병원, 주거지 등 10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원

시에는 쇼핑 16개소, 문화시설 8개소 등 여가활동 지역에 가장 많은 대

여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할 수 있는 지하철역 등

의 교통 스테이션에 15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민간기관 유형의 대여소는

KT, 쌍용자동차 등의 기업 인근에, 정부기관 유형 대여소는 시청, 주민

센터 등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 유형은 카셰어링 서비스의 주요 이용자

인 20∼30대가 밀집되어있는 대학교에 인근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 주차가 편리한 공영주차장이나, 주유가 가능한 주유소 인근에도

다수의 대여소가 구축되어 있다.

[그림 19] 수원시 (주)그린카대여소 유형

[그림 20]의 유형별 연간 이용 비중은, 교통 유형 대여소의 이용실적 비

중이 26%로 가장 높으며, 연평균 약 1만4천회의 대여가 발생됐다. 이어

정부시설(15%), 문화시설(12%) 유형 대여소에서의 이용실적이 높게 나

타나며, 특징적으로 쇼핑이 가능한 지역의 대여소가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교통 유형 보다 낮은 12%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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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수원시 (주)그린카 유형별 연간 비중

[그림 21]의 대여소별(부록3) 이용실적을 보면 “수원역 7번출구” 대여소

가 연간 4200회 수준으로 다른 대여소와 비교하여 2배 이상 높게 나타났

다. 또한 동일 유형 대여소인 “망포역 8번출구”, “영통역 7번출구” 대여

소에서도 연간 1100회 이상의 이용실적을 보인다. 학교 유형의 경기대,

경희대 캠퍼스 대여소는 수원역에 이어 연간 2000회 수준을 보이고 있으

며, 정부기관 유형의 영통구청, 법원사거리 대여소도 높은 이용실적을 보

이고 있다.

[그림 21] 수원시 (주)그린카의 대여소별 연간 이용실적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시 통행시간은 [그림 22]와 같다. 통행시간은 대여

한 시점에서부터 반납한 시점으로 산출되며, 주차시간을 포함한다.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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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5시간 이상 통행의 비중이 37%로 가장 높으며, 3∼5시간, 1∼2시

간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통행거리는 80km 이상 통행의 비중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0km 구간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2] 수원시 (주)그린카의 통행시간/거리 비중

[그림 23]의 주간 이용특성은 주중에 이용되는 비중이 67.2%로 주말 이

용비중 32.8%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높았으며, 통행범위는 시내통행이

93.3%로 시외통행 보다 대부분 시내통행 위주로 이용된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23] 수원시 (주)그린카의 주간/주말 이용비중

일평균 대여/반납 실적은 [그림 24]와 같다. 대여의 경우 오전 5시부터

증가하여 오후 1시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반납은 오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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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여는 오후 9시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반납

은 오후 11시부터 감소하였다. 특징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여가 반납보다 많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반납이 대여실

적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24] 수원시 (주)그린카의 일평균 대여/반납 실적

요금특성은 타교통수단의 이동거리별 요금곡선과 비교하였으며, 택시, 지

하철, 버스,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그림 25]. 카셰어링 서비스 요금은

대여시간을 기준으로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 대여 4개의 경우로 구분

하였다. 분석결과 이용요금은 4개의 경우 모두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과 버스가 가장 낮았으며 증가하는 비율도 타 교통수단 보다 낮다. 승용

차는 이용요금 증가 비율이 카셰어링 서비스와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이용요금은 1/4 수준으로 낮다. 택시는 60km 이하의 이동거리 범위에서

카셰어링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용요금 증

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30분 대여의 경우 30km 이하에서는 택시의

이용요금이 저렴하지만 30km 이상에서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이용요금이

저렴하며, 60km에서는 약 1.5배 수준으로 이용요금의 격차가 발생된다.

또한 대여 시간이 길수록 카셰어링 서비스의 이용요금이 택시보다 저렴

해지는 시점이 더욱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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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수원시 (주)그린카의 대여시간별 요금특성

그린카의 이용방식은 왕복과 편도운행으로 구분된다. 왕복운행은 차량

을 대여한 곳에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 운행방식이며, 편도는 목적지 어

디에든 자유롭게 주차가 가능하지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수원

시의 경우 [그림 26]처럼 운행의 약 96.6%가 왕복운행에 편중되어 있으

며, 주중, 주말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림 26] 수원시 (주)그린카의 왕복/편도운행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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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그린카의 경우 아직까지 왕복운행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으며, 편도 서비스 이용비중은 2.6∼3.8%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

다. 그러나 편도 방식은 카셰어링 서비스의 효용을 증대하는 가장 중요

한 운영기술 중 하나이며, 최근까지도 Frances(2019) 등이 편도이용에

제약이 되는 비용, 재배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 편도운행에 대한 이용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카셰어

링 서비스 도입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원시 인근의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간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분석이란 대상 간의 관계와 연결 구조 등을 체계적

으로 평가 및 설명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대상간의 복잡한 관계를 수

학적으로 계량화하고 시각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수단 특성분석 연

구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Crucitti(2006)). 네트워크 분석에 사용되는

측정 지표로는 연결망 결속을 나타내는 지표와 중심성을 나타내는 지표

가 대표적이며 그 외 중심화, 연결성 등에 대한 지표도 사용된다. 결속을

나타내는 지표는 연결정도, 밀도, 포괄성 등이 있으며, 중심성은 연결 중

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등이 대표적이다. 중심성

지표는 노드간 연결수, 거리, 통행경로 등 분석요인에 따라 [표 25]와 같

이 구분된다.

구분 주요내용

연결

중심성
The number of links incident upon a node

매개

중심성

The number of times a node acts as a bridge along the

shortest path between two other nodes

근접

중심성

The average length of the shortest path between the node and

all other nodes in the graph

위세

중심성

Assigns relative scores to all nodes in the network based on

the concept that connections to high-scoring nodes contribute

more to the score of the node

[표 25] 네트워크 중심성 종류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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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서비스는 대여소간 자유로운 반납·대여가 가능함에 따라 인접

한 대여소간의 직간접적인 영향 고려하여 위세 중심성 지표를 이용한다.

위세 중심성은 식(40)과 같이 산출되며, 상대 노드의 중심성에 가중치를

두어 중심성을 분석하여 노드간 영향력이 클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다.

  





 (40)

- ,  : 노드

-  : 노드간 연결관계(노드 , 가 연결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

-  : 노드의 중심성

-  : , 노드 간 매트릭스의 최대 고유값

위세 중심성 분석 결과는 [표 26]과 같다. 지역 경계는 시단위로 구분하

였으며, 실제 편도 운행이 발생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수원시의 중심성 지수는 0.7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원시내 편도

이용실적이 적은데 반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중심성 지수가 높

은 서울, 인천, 김포 지역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수원시는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교통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형성

될 수 있는 위계를 갖고 있으며, 향후 편도 이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

대될 가능성이 높다. 타지역의 중심성 지수는 수원시에 이어 서울, 인천,

김포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징적으로 지역적으로 인접한 용인, 의왕, 화

성 등의 중심성이 서울, 인천, 김포 등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수원 서울 인천 김포 고양 성남 안산 안양 광명

0.751 0.530 0.361 0.115 0.064 0.058 0.042 0.029 0.022

용인 화성 의왕 시흥 광주 오산 구리 의정부
-

0.020 0.013 0.009 0.009 0.009 0.007 0.007 0.002

[표 26] 수원시 (주)그린카의 위세 중심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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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대

[표 27] 설문조사 대상 특성

제 3 절 SP 자료(설문조사)

SP(Stated Preference)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

며, 설문지역은 카셰어링 서비스가 운영되는 지역중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실적 및 가입자수 등을 고려하여 유의미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

능한 연령대와 카셰어링 서비스에 가입된 가입자의 연령대를 고려하

여 20∼50대 300명으로 선정하였으며, 2019.7.01.∼7.31. 기간 동안 온

라인 조사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개인이 직접 조사할 경우

특정집단에 치우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의

인력 Pool을 보유한 컨설팅 전문업체에 위탁하였으며, 응답자가 PC/

스마트폰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웹상에서 설문 조사지를 설계 및 제

공하였다. 설문조사 집단의 특성은 [표 27]과 같으며, 성별의 경우 남

성 43.7%, 여성 56.3%, 연령대는 20대 25%, 30대 42%, 40대 28%, 50대

5%의 비율로 나타났다. 직업은 직장인이 75.7%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

며, 월소득은 100만원 이하 13%, 101∼300만원 42%, 301∼500만원 21%,

501∼700만원 14%, 701만원 이상 5%, 소득이 없는 응답자가 4.7%로 조

사되었다. 혼인여부는 기혼자가 47%, 미혼자가 53%로 나타났으며, 동거

수는 3인 가족이 30%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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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 항

통행환경

조사
1. 차량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표 28] 설문 문항

직업 월소득

혼인여부 가족 구성원수

설문지는 [표 28]과 같이 통행환경 조사, 일반 통행특성 조사, 카셰어

링 서비스 이용특성 조사 3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통행

환경 카테고리에서는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배경과 사회경제 활동

등을 위한 기본사항을 조사하며, 일반 통행특성은 평일과 주말에 대

한 주요 교통수단, 통행목적, 거리 등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카셰어

링 서비스 통행특성은 카셰어링 서비스의 수단분담률, 카셰어링 서비

스 이용에 따른 승용차 구매계획 변경 여부,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시

선호하는 속성 등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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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 항

2. 보유 차종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3.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향후 차량 재구매 계획이 있으

십니까?

4.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차량 구매 계획이 있으십

니까?

5. 귀하께서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일반

통행특성

조사

1. 주요 교통수단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 주요 통행목적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3. 주간 통행 빈도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4. 1일 평균 통행거리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5. 1일 평균 이동시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6. 통행시 평균 환승 횟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특성

조사

1.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빈도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2. 카셰어링 서비스 평균 통행거리(km/회) 및 시간(분/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이용하신 차량종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4. 카셰어링 서비스의 주요 이용목적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5.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시 향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으시겠습

니까?

6.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카셰어링 포함)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특성 부문의 교통수단 선호도 조사(6번 항목)는

특징적으로 응답자에게 다수의 프로파일로 구성된 선택집합(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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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이 무작위로 제시되며 대안별 속성들을 인지하여 본인에게 가장

효용이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선택집합은 응답자의 정확한 의사결정

을 위해 적정한 개수의 프로파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질문의 수를 최소화하여 응답에 대한 효율성과 정확성 높이

기 위해 부분배치요인 설계 방법을 이용하여 선택집합을 제시하였다.

선택집합에 대한 부분배치요인 설계를 위한 3수준 직교표는 [표 29]

와 같으며, 교호작용열(ab, ab2) 요인의 수준을 고려하여 부분배치요

인 설계를 수행하였다.

구분 1 2 3 4

1 1 1 1 1

2 1 2 2 2

3 1 3 3 3

4 2 1 2 3

5 2 2 3 1

6 2 3 1 2

7 3 1 3 2

8 3 2 1 3

9 3 3 2 1

성분 a b ab(교호작용항) ab2(교호작용항)

[표 29] 2요인 3수준 직교표(
)

가. 통행환경 조사 결과

차량보유자와 비보유자의 비중은 각각 70%, 30%로 나타났으며, 보유

차종의 경우 중형차량을 보유한 비중이 25% 가장 높았다. 차량을 보유

한 응답자가 향후 재구매 계획이 있는 비중은 78%이며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가 신규로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비중이 73%로 나타났

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자와 비경험자는 각각 50%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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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기초조사 결과는 [표 30]과 같다.

문 항 선택지 응답수 응답비율(%)

1. 차량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예 209 69.7%

② 아니오 91 30.3%

2. 보유 차종을 선택하여 주십

시오.

① 경형 32 10.7%

② 준중형 57 19.0%

③ 중형 75 25.0%

④ 대형 14 4.7%

⑤ SUV/RV 53 17.7%

⑥ 승합차 2 0.7%

⑦ 해당없음 67 22.3%

3.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향후 차량 재구매 계획이 있

으십니까?

① 있음 162 78%

② 없음 47 22%

4.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차량 구매 계획이 있

으십니까?

① 있음 66 73%

② 없음 25 27%

5. 귀하께서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150 50.0%

② 없음 150 50.0%

[표 30] 기초조사 결과

나. 일반 통행특성 조사 결과

평일의 주요 교통수단은 승용차, 지하철, 버스의 비중이 88% 수준으로

나타나며, 주말은 대부분의 통행이 승용차(55%)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

행목적은 평일 통근, 주말 여가의 비중이 높으며, 주간 통행빈도수는 5회

가 48% 수준이다. 평균 통행거리와 통행시간은 주말이 다소 높게 나타

나며 통행시 평균 1회 이상 환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통행특

성 조사 결과는 [표 31]과 같다.



- 75 -

문 항 선 택 지
응 답 수 응답비율(%)

평일 주말 평일 주말

1. 주요 교통수단을 선택

하여 주십시오.

(평일/주말)

① 승용차 91 166 30.3% 55.3%

② 지하철 104 59 34.7% 19.7%

③ 버스 70 41 23.3% 13.7%

④ 카셰어링 16 20 5.3% 6.7%

⑤ 택시 1 4 0.3% 1.3%

⑥ 기타 18 10 6.0% 3.3%

2. 주요 통행목적을 선택

하여 주십시오.

(평일/주말)

① 통근 227 21 75.7% 7.0%

② 여가 21 223 7.0% 74.3%

③ 업무 24 4 8.0% 1.3%

④ 쇼핑 12 38 4.0% 12.7%

⑤ 기타 16 14 5.3% 4.7%

3. 주간 통행 빈도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평일/주말)

① 1회/주 8 99 2.7% 2.7%

② 2회/주 28 142 9.3% 9.3%

③ 3회/주 32 16 10.7% 10.7%

④ 4회/주 23 19 7.7% 7.7%

⑤ 5회/주 143 2 47.7% 47.7%

⑥ 6회/주 12 1 4.0% 4.0%

⑦ 7회/주 이상 47 9 15.7% 15.7%

⑧ 해당없음 7 12 2.3% 2.3%

4. 1일 평균 통행거리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단위:km)

① 평일 33.4 -

② 주말 46.3 -

5. 1일 평균 이동시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단위:분)

① 평일 58.5 -

② 주말 76.0 -

6. 통행시 평균 환승 횟
수를 기재하여 주십시
오.(단위:회)

① 평일 1.3 -

② 주말 1.1 -

[표 31] 일반 통행특성 조사 결과

다.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특성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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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서비스는 주 1회 이용 빈도수 비중이 평일 27%, 주말 41%

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중 약 40%가 주1회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차종은 준중형, 중형 차량위주로 이용하였으며, 주된 이용목적은

여가(51%)였다.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특성 조사 결과는 [표 32]와 같다.

문 항 선 택 지
응 답 수 응답비율(%)

평일 주말 평일 주말

1.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빈

도수를 선택하여 주십시

오.

① 1회/주 40 62 26.7% 41.3%

② 2회/주 23 19 15.3% 12.7%

③ 3회/주 8 2 5.3% 1.3%

④ 4회/주 3 4 2.0% 2.7%

⑤ 5회/주 7 2 4.7% 1.3%

⑥ 6회/주 1 0 0.7% 0.0%

⑦ 7회/주 이상 4 2 2.7% 1.3%

⑧ 해당없음 64 59 42.7% 39.3%

2.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시

평균 통행거리(km/회) 및

시간(분/회)을 기재하여 주

십시오.

평균 통행거리 40.6 -

평균 통행시간 58.7 -

3. 이용하신 차량종류를 선

택하여 주십시오.

① 경형 23 15.3%

② 준중형 48 32.0%

③ 중형 51 34.0%

④ 대형 14 9.3%

⑤ 승합차 7 4.7%

⑥ 전기자동차 2 1.3%

⑦ 해당없음 5 3.3%

4. 카셰어링 서비스의 주요

이용목적을 선택하여 주

십시오.

① 통근 35 23.3%

② 여가 77 51.3%

③ 업무 25 16.7%

④ 쇼핑 5 3.3%

⑤ 기타 8 5.3%

5.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시

향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①구매하지않음 46 30.7%

② 구매 104 69.3%

[표 32]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특성 조사 결과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시 선택차종은 대부분의 통행목적에서 중형차량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업무 통행목적은 중형차량이 40%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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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인원 비중

① 통근

① 경형 5 14.3%

② 준중형 7 20.0%

③ 중형 13 37.1%

④ 대형 7 20.0%

⑤ 승합차 2 5.7%

⑥ 전기자동차 0 0.0%

⑦ 기타 1 2.9%

합계 35 23.3%

② 여가

① 경형 13 16.9%

② 준중형 28 36.4%

③ 중형 22 28.6%

④ 대형 5 6.5%

⑤ 승합차 5 6.5%

⑥ 전기자동차 2 2.6%

⑦ 기타 2 2.6%

합계 77 51.3%

③ 업무

① 경형 4 16.0%

② 준중형 9 36.0%

③ 중형 10 40.0%

④ 대형 2 8.0%

⑤ 승합차 0 0.0%

⑥ 전기자동차 0 0.0%

⑦ 기타 0 0.0%

합계 25 16.7%

④ 쇼핑

① 경형 0 0.0%

② 준중형 2 40.0%

[표 33] 카셰어링 서비스 선택 차종 조사결과

통행량이 가장 많은 여가 통행목적은 준중형 차량이 36%, 경형 차량이

17%를 차지하였으며, 대형, 승합차, 전기자동차 등은 사용비중이 10%

미만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조사결과는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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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인원 비중

③ 중형 3 60.0%

④ 대형 0 0.0%

⑤ 승합차 0 0.0%

⑥ 전기자동차 0 0.0%

⑦ 기타 0 0.0%

합계 5 3.3%

⑤ 기타(의료,

친가방문

등)

① 경형 1 12.5%

② 준중형 2 25.0%

③ 중형 3 37.5%

④ 대형 0 0.0%

⑤ 승합차 0 0.0%

⑥ 전기자동차 0 0.0%

⑦ 기타 2 25.0%

합계 8 5.3%

구분　 평일 비중 주말 비중

① 20대

① 1회/주 8 18.2% 16 36.4%

② 2회/주 8 18.2% 6 13.6%

③ 3회/주 1 2.3% 2 4.5%

④ 4회/주 1 2.3% 1 2.3%

⑤ 5회/주 1 2.3% 1 2.3%

⑥ 6회/주 0 0.0% 0 0.0%

⑦ 7회/주 이상 1 2.3% 0 0.0%

⑧ 해당없음 24 54.5% 18 40.9%

합계 44 29.3% 44 29.3%

[표 34] 연령대별 카셰어링 이용 빈도수

연령대별 카셰어링 이용 빈도수는 전체 연령대에서 주 1회 이용 비중이

가장 높고,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아울러, 평일 대비 주말 이용

비중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대와 40대에서 2

배 이상의 증가율 보인다. 조사결과는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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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일 비중 주말 비중

② 30대

① 1회/주 27 38.0% 30 42.3%

② 2회/주 8 11.3% 7 9.9%

③ 3회/주 3 4.2% 0 0.0%

④ 4회/주 1 1.4% 3 4.2%

⑤ 5회/주 4 5.6% 1 1.4%

⑥ 6회/주 1 1.4% 0 0.0%

⑦ 7회/주 이상 2 2.8% 2 2.8%

⑧ 해당없음 25 35.2% 28 39.4%

합계 71 47.3% 71 47.3%

③ 40대

① 1회/주 5 18.5% 12 44.4%

② 2회/주 4 14.8% 4 14.8%

③ 3회/주 3 11.1% 0 0.0%

④ 4회/주 0 0.0% 0 0.0%

⑤ 5회/주 2 7.4% 0 0.0%

⑥ 6회/주 0 0.0% 0 0.0%

⑦ 7회/주 이상 1 3.7% 0 0.0%

⑧ 해당없음 12 44.4% 11 40.7%

합계 27 18.0% 27 18.0%

④ 50대

① 1회/주 0 0.0% 4 50.0%

② 2회/주 3 37.5% 2 25.0%

③ 3회/주 1 12.5% 0 0.0%

④ 4회/주 1 12.5% 0 0.0%

⑤ 5회/주 0 0.0% 0 0.0%

⑥ 6회/주 0 0.0% 0 0.0%

⑦ 7회/주 이상 0 0.0% 0 0.0%

⑧ 해당없음 3 37.5% 2 25.0%

합계 8 5.3% 8 5.3%

카셰어링 서비스의 주요 이용목적은 여가(77%), 통근(35%), 업무(2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용목적을 연령대로 세분화한 결과는 [표 3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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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인원 비중

① 20대

① 통근 5 11.4%

② 여가 32 72.7%

③ 업무 5 11.4%

④ 쇼핑 0 0.0%

⑤ 기타(의료, 친가방문 등) 2 4.5%

합계 44 29.3%

② 30대

① 통근 21 29.6%

② 여가 30 42.3%

③ 업무 15 21.1%

④ 쇼핑 1 1.4%

⑤ 기타(의료, 친가방문 등) 4 5.6%

합계 71 47.3%

③ 40대

① 통근 8 29.6%

② 여가 11 40.7%

③ 업무 2 7.4%

④ 쇼핑 4 14.8%

⑤ 기타(의료, 친가방문 등) 2 7.4%

합계 27 18.0%

④ 50대

① 통근 1 12.5%

② 여가 4 50.0%

③ 업무 3 37.5%

④ 쇼핑 0 0.0%

⑤ 기타(의료, 친가방문 등) 0 0.0%

합계 8 5.3%

[표 35]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목적 조사결과

같으며, 카셰어링 서비스는 전 연령대에서 여가목적 통행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이용빈도가 여가 통행이 많은

주말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과 연관되며, 카셰어링 서비스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평일보다 주말에 많이 이용된다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여가 목적 다음으로 통

근, 업무 순을 보이고 있으나 50대의 경우 업무의 비중이 통근보다 높은

특성을 보이며, 40대의 쇼핑 목적(15%)이 업무 통행(7%)에 비해 2배 이

상 높게 나타난다.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향후 승용차의 신규 구매 또는

재구매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69%로 나타났다. 이는 [표 36]의 카셰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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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경험이 없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76%)와 산술

적으로만 비교하면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경험이 약 7% 정도의 승용차

구매 확률을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세분화하여 승용차 보유 여부를 구

분할 경우에는 승용차 보유자의 재구매 계획이 78%, 승용차 비보유자의

신규구매 계획이 73%로 각각 9%, 4%가 감소되었으며,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 차량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더욱 많게 분석된다.

구분 응답인원 비중

①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46 30.7%

② 구입할 것이다. 104 69.3%

[표 36]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경험자의 승용차 신규 구매/재구매 의사 조사결과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시 업무와, 쇼핑목적 통행의 평균 통행시간은 80분

이상으로 나타났다. 업무, 쇼핑목적 통행은 상대적으로 통행거리 대비 통

행시간이 길었으며, 여가목적의 통행과 비교할 경우 통행거리는 유사하

지만 통행시간은 약 20분 이상 높다. 의료, 친지방문 등의 기타 통행목적

은 20분 이하로 가장 낮았다. 조사결과는 [표 37]과 같다.

구분 통행시간 통행거리

① 통근 31.1 26.9

② 여가 65.9 48.6

③ 업무 83.3 45.4

④ 쇼핑 87.2 42.4

⑤ 기타(의료, 친가방문 등) 19.1 5.4

[표 37] 카셰어링 서비스 통행목적별 통행시간/거리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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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전과정 평가 자료

전과정 평가를 위한 자료는 연료의 생산 공정과, 차량의 생산, 운영,

폐기 3개의 단위공정으로 단계를 구분한다. 연료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표 38]과 같으며, 1단위 증가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량을 의미하는 단위 환경부하량은 승용차 0.15kgCO2/인,

버스 0.08kgCO2/인, 지하철 1.13kgCO2/인, 택시 0.07kgCO2/인, 카셰어링

서비스 0.73kgCO2/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단별 재차인원은 국가교통통

계(2018)의 승용차 1.24인/대, 버스 15.03인/대, 지하철 160인/량, 택시

2.24인/대의 평균 재차인원을 적용하였다. 시나리오 분석 수행시 전기 연

료의 생산단계에 CCS 기술적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율 반영이 필요

하다. 포집율은 한국전력의 습식 CCS 실증 플랜트 운전결과를 기준으로

90%로 반영하였으며, 환경부하량은 승용차 0.12kgCO2/인, 버스

0.08kgCO2/인, 지하철 0.07kgCO2/인, 택시 0.07kgCO2/인, 카셰어링 서비

스 0.07kgCO2/인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구분 연료 비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균통행

거리

단위 환경부하량

(1인 수송시)

승용차

휘발유 59.8% 17g/km

7.7km
0.15kgCO2/인

(0.12kgCO2/인)

경유 28.0% 15g/km

LPG 9.0% 12g/km

전기 3.2%
108g/km

(11g/km)

버스 CNG 100.0% 12g/km 6.9km 0.08kgCO2/인

지하철 전기 100.0%
108g/km

(11g/km)
10.5km

1.13kgCO2/인

(0.12kgCO2/인)

택시 LPG 100.0% 12g/km 6.2km 0.07kgCO2/인

카셰

어링
전기 100.0%

108g/km

(11g/km)
6.8km

0.73kgCO2/인

(0.07kgCO2/인)

[표 38] 연료생산 단계의 단위 환경부하량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2017) / ()는 CCS 적용시의 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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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생산단계에서는 차량을 구성하는 재료와 차량 1대당 소요되는 재료

별 비중을 이용한다. [그림 27]의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자료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철강이 차량소재의 64%를 차

지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이 9%, 알루미늄이 8%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차량의 소재별 소요량은 준중형 차량의 공차중량을 이용하며, 국내 K3

가솔린 차량의 재원표를 참조하여 1,200kg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7] 승용차 소요 재료 및 비중(%)

대상소재는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철강과 알루미늄 소재만을 고려한다, 소재별 생산공정 및 배출계수

는 IPCC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으며, [표 39]와 같다.

철강 알루미늄

공정 배출계수 공정 배출계수

코크스로 0.56 Prebake 1.60

소결로 0.2 Soderberg 1.70

고로 1.35
-

전로 1.46

[표 39] 철강, 알루미늄 생산공정별 배출계수 [단위 : tCO2/ton]

* 출처 : IPCC 가이드라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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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중량 비중

팩

(100.0%)

스택

(69.6%)

모듈

(68.7%)

셀

(57.3%)

양극, 음극, 전해질등 135,427 45.9

플라스틱류 33,643 11.4

소계 169,070 57.3

전극 및 볼트류 12,331 4.2

플라스틱류 21,329 7.2

소계 33,660 11.4

연결단자 2,048 0.7

플라스틱류 642 0.2

소계 2,690 0.9

외부커버, 그릴, 볼트류 79,447 27.0

기타장치류 및 플라스틱류 10,133 3.4

합계 295,000 100.0

[표 40]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구성요소별 중량 및 중량비 [단위 : g, %]

승용차의 차종이 전기자동차인 경우, 내연차량과 소재 및 비중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기자동차는 내연차량 대표차종 K3와 중량이 비슷한

테슬라 S의 소재별 비중을 적용하였으며, 중량 1,200kg으로 환산하여 적

용한다. 테슬라 S의 소재별 중량비는 강철 40%(480kg), 알루미늄

52%(624kg)으로 한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에 탑재하고 있는 배터리의 경

우 중량이 크고 제조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도 상당하다. 따라서, 내연기

관차와 달리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제조과정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2018) 등의 선행연구

에서도 전기자동차의 전과정 평가 수행시 배터리 생산에 따른 이산화탄

소 배출량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자동차 생산과정

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시 국내 중형 전기자동차에 탑재

중인 총 중량 295kg, 26.6kWh의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를 적용한다. 또

한 차량 생산에서의 재활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재활용 특

성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과정에서 포함하였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구성요소별 중량 및 중량비는 [표 4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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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단위(1kW)에 대한 단위 환경부하량은 [표 41]과 같다. 리튬이온폴리

머 배터리의 경우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오존층, 산성비, 부영양화 등 다

양한 영향범주를 갖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와 관련 있는 지

구온난화 영향범주의 환경부하량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26.6kWh 저장용

량의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차량 1대당 351kgCO2의 환경부하량을 갖는다.

구분 환경부하량*(kgCO2) 비고

지구온난화 영향 13.2 - 배터리 재사용

[표 41]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기능단위(1kWh) 환경부하량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2018),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거래시장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차량 운행단계는 교통수단을 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고려

하며, 승용차, 버스 등 모두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한다. 운영 공정상 기

초자료는 교통수단별 연료(에너지)소비량, 연료종류 및 비중, 연료별 배

출계수 등으로 구성되며, 에너지소비량(부록2)은 2017년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택시, 시내버스, 지하철)와 e-나라지표(승용차)에서 참조하였으며,

연료별 배출계수는 2018년도 국가 승인 온실가스 배출계수(부록4)를 이

용하였다. 연료비중은 연료별 차량 등록현황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승

용차의 연료별 등록대수는 서울시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버스는 경

기도 CNG 보급률 및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 100% 전환되었다고 설

정하였다. 지하철은 수도권의 경우 100% 전철화, 택시는 한국교통연구원

의 조사결과에 따라 법인택시 기준 100% LPG를 이용하는 것으로 설정

하였다. 카셰어링 서비스의 연료별 비중은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의

국내 렌터카의 유종별 비중자료10)와 EU의 카셰어링 서비스 통계 자

료11)를 참조하였다. 국내 렌터카 유종별 대수를 보면 휘발유가 3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경유 36.4%, LPG 22.7% 순으로 나타났다. 친

환경 차량의 경우 하이브리드와 전기가 포함되며, 각각 2.3%, 1.1% 수준

10) 2018년도 업계현황(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11) Car sharing in europe(Hris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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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렌터카 카셰어링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연료비중대수 비중 비중

휘발유 285,302 37.5% 40.4% 39.0%

경유 276,876 36.4% 26.2% 31.3%

LPG 172,685 22.7% 2.4% 12.5%

전기 25,898 3.4% 31.0% 17.2%

합계 760,761 100.0% 100.0% -

[표 42]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연료비중

이다. 국외 유럽의 경우 국내와 같이 휘발유 차량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전기 차량의 비중이 31%로 국내에 비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유럽의

경우 카셰어링 서비스를 대상으로한 연료비중 자료가 있으나, 국내 환경

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국내는

렌터카 자료가 있으나 카셰어링 서비스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카셰어링 서비스 연료비중을 기

준으로 국내 렌터카의 조사결과를 산술평균하여 [표 42]와 같이 연료비

중을 도출하였다.

※ 차종은 승용, 승합 모두 포함

교통수단별 연료비중은 [표 43]과 같다.

구분 연료비중

승용차

휘발유 59.8%

경유 28.0%

LPG 9.0%

전기 3.2%

버스 CNG 100.0%

지하철 전기 100.0%

택시 LPG 100.0%

카셰어링

휘발유 39.0%

경유 31.3%

LPG 12.5%

전기 17.2%

[표 43] 교통수단별 연료비중 및 배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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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별 연료비중 및 연료별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단위 환경부하량을

산출하면 [표 44]와 같다. 승용차의 경우 1인 수송시 1.8kgCO2, 버스

0.7kgCO2, 택시 1.2kgCO2, 카셰어링 서비스 1.5kgCO2로 산출되었으며,

지하철은 전기 연료만을 100%로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구분 연료비중 연료별 배출계수
단위

환경부하량

승용차

휘발유 59.8% 71,676

1.8
경유 28.0% 73,740

LPG 9.0% 63,998

전기 3.2% -

버스 CNG 100.0% 56,144 0.7

지하철 전기 100.0% - -

택시 LPG 100.0% 63,998 1.2

카셰어링

휘발유 39.0% 71,676

1.5
경유 31.3% 73,740

LPG 12.5% 63,998

전기 17.2% -

[표 44] 교통수단별 단위 환경부하량

[단위 : KgCO2/TJ, KgCO2]



- 88 -

제 5 장 분석결과

제 1 절 환경영향 요인 변화량 산출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환

경영향 요인은 [표 45]와 같이 정의하였다. 2계층 운영단계의 환경영향요

인인 교통수요 전환효과는 교통수단별 교통수요 대비 연간 에너지 소비

비중으로 나타내며, 생산단계의 생산효과 요인은 승용차 생산량, 카셰어

링 서비스 차량 생산으로 나타낸다. 3계층 요인은 카셰어링 서비스의 생

산효과 요인의 하위 요인으로 차량 보급효과, 운영효율 개선효과, 이용자

수 확대효과로 정의하였다.

요인 정의

교통수요전환효과() 교통수요 전환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승용차( ) 승용차 수송인 대비 에너지 소비량

버스() 버스 수송인 대비 에너지 소비량

지하철( ) 지하철 수송인 대비 에너지 소비량

택시( ) 택시 수송인 대비 에너지 소비량

카셰어링( ) 카셰어링 서비스 수송인 대비 에너지 소비량

생산효과( ) 차량 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승용차( ) 승용차 구매에 따른 생산량

카셰어링( )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보급에 따른 생산량

차량 보급효과()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수 대비 차량 보급대수(인/대)

운영효율개선효과() 카셰어링 서비스 최대 이용자수 대비 평균 이용자수(-)

이용자수확대효과()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수(인)

[표 45] 환경영향 요인 정의

* i : 교통수단, j : 승용차 보유여부, k : 특성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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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 환경영향 요인의 산출결과는 [표 46]과 같다.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후 교통수요 전환효과 요인은 승용차가

11.727MJ/천인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카셰어링 서비스는 0.868MJ/

천인으로 승용차의 약 1/10수준으로 나타났다. 생산효과 요인은 승용차

36,274대/year, 카셰어링 서비스는 11,820대/year로 승용차의 1/3수준으로

나타났다.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화 요인중 차량 보급효과 요인은 약 81

대/인, 차량 운영효율 개선효과 요인은 0.4, 이용수요 확대효과 요인은

340인/day로 산출되었다.

구분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카셰어링

도입전도입후도입전도입후도입전도입후도입전도입후 도입전 도입후

교통
수요
전환
효과

승용차
보유

12.152 11.727 2.046 1.974 0.876 0.846 0.777 0.750 - 0.868

승용차
비보유

　 　 3.155 3.085 1.996 1.952 0.888 0.868 - 0.546

생산
효과

승용차
보유

25,325 20,412

- 11,820
승용차
비보유

55,463 15,862

카셰
어링
특성
화

차량
보급
효과

　 　 - 80.959

운영
효율
개선
효과

　 　 - 0.429

이용
자수
확대
효과

　 　 - 340.000

[표 46]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 환경영향 요인 산출 결과

대체수단을 고려할 경우 환경영향 요인 산출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6]과 비교하여 승용차, 택시의 교통수요 전환효과 요인의 산출값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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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감소하였으며, 생산효과,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화 요인은 변동이 없

다.

구분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카셰어링

도입전 도입후 도입전 도입후 도입전 도입후 도입전 도입후 도입전 도입후

교통
수요
전환
효과

승용차
보유

12.152 11.353 2.046 2.046 0.876 0.876 0.777 0.726 - 0.868

승용차
비보유

　 　 3.155 3.155 1.996 1.996 0.888 0.481 - 0.546

생산
효과

승용차
보유

25,325 20,412

- 11,820
승용차
비보유

55,463 15,862

카셰
어링
특성
화

차량
보급
효과

　 　 - 80.959

운영
효율
개선
효과

　 　 - 0.429

이용
자수
확대
효과

　 　 - 340.000

[표 47]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 환경영향 요인 산출 결과(대체수단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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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환경영향 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경영향 요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과정 평가를 통해 산출한다.

전과정 평가를 통해 차량 생산-차량 운영-차량 폐기-연료생산 단계별

단위 환경부하량을 도출하고, 단위 환경부하량을 이용하여 카셰어링 서

비스 도입 전후의 단계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를 최종적으로

분석한다.

가. 차량생산 단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차량생산 단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

른 승용차 구매수요와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의 보급대수 변화에 따른 차

량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로 정의한다. 승용차 생산량은 이

항로짓 모형을 이용한 구매확률 추정 결과를 이용하며, 카세어링 서비스

차량의 생산량은 카세어링 서비스 교통수요와 서비스 부하율 및 차량 내

구연한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승용차, 카세어링 서비스 생산량에 따른 이

산화탄소 배출량은 승용차 1대 생산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단위

환경부하량)과 승용차,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생산대수를 이용하여 산출

가능하다. 산출과정을 수식적으로 정리하면 식(41)∼(44)와 같다. 식(41)

의 는 생산단계에서의 교통수단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는 승

용차 생산량, 는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생산량, 
는 단위 환경부하

량을 의미하며, 식(42)는 은 연간 총 수송인, 는 승용차 구매확률을

의미한다. 식(43)의 는 카셰어링 서비스 교통수요, , 는 각각 부하

율, 내구연한 보정계수를 의미하며, 식(44)의  , 는 강철, 알루미늄

소재 중량을 나타낸다.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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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 (43)


·· (44)

1) 승용차 생산량 추정

가) 모형 설정

승용차 생산량 추정을 위한 승용차 구매확률은 이항로짓 모형을 이용

한 승용차 구매확률 추정결과를 이용한다. 이항로짓 모형은 승용차 구매

대안 설정과 대안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선정, 변수의 수준 선정

단계에 따라 수행되며, 의사결정 트리는 [표 48]과 같다. 대안은 승용차

구매, 비구매로 구분하며, 승용차 보유자는 재구매, 비보유자는 신규 구

매에 해당한다.

의사결정 트리 선택대안

1. 비구매

2. 구매

[표 48] 승용차 구매 의사결정 트리

이항로짓 모형의 변수는 [표 49]와 같이 대안특성상수(alternative

specific constant), 대안특성변수(alternative specific variable)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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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안특성상수는 대안이 2개이므로 승용차 구매 대안을 선택하는 경

우만이 존재하며, 대안특성변수는 승용차 구매 대안에 연령, 수입, 카셰

어링 이용경험 3개의 더미변수를 선정하였다. 연령은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특성 분석결과를 통해 20, 30대 위주의 이용률을 보인 결과로써 대

안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으며, 수입은

카셰어링 서비스의 높은 요금특성, 이용경험은 카셰어링 서비스가 신규

교통수단으로써 이용경험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

다. 변수에 대한 값은, 연령의 경우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연

령층을 고려하여 40세를 기준으로 40세 이하는 ‘1’, 이상은 ‘0’으로 설정

하였으며, 수입은 통계청의 국내 월평균 가구소득 조사결과 500만원 이

상은 ‘1’, 이하는 ‘0’으로, 마지막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경험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경험이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나타냈다.

변수명 설명
적용

대안

대안

특성

상수

 상수 승용차 구매(1), 비구매(0) 구매

대안

특성

변수

 연령 40세 이하(1), 40세 이상(0) 모든대안

 수입 500만원 이상(1), 500만원 이하(0) 모든대안


카셰어링

이용경험
경험(1), 경험없음(0) 모든대안

[표 49] 이항로짓 모형 변수

선택가능 대안과 선정한 변수를 고려한 대안별 효용함수는 [표 50]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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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승용차 보유 승용차 비보유

비구매 -

구매       

[표 50] 이항로짓 모형 대안별 효용함수

효용함수의 변수선정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

였다. 상관분석은 독립변수 간 상호관계의 방향, 강도 등을 나타내며,

변수가 등간비율, 척도 및 서열특성을 가질 때 적절한 스피어만 상관

계수(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표 51]과 같

이 상관계수는 모두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며, 0.2∼0.4수준으로 산

출되어 변수간 상관성이 낮아 변수선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구분   



상관계수 1.000 .264** .395**

유의확률(양측) -　 .000 .000



상관계수 .264** 1.000 .349**

유의확률(양측) .000 -　 .000



상관계수 .395** .349** 1.000

유의확률(양측) .000 .000 -　

[표 51] 이항로짓 모형 변수간 상관분석 결과

* 유의수준 < 0.05 / ** 유의수준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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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항로짓 모형 계수 추정 결과

① 승용차 보유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계수 추정(parameter estimates) 및 모형의 적

합도 결과는 [표 52]와 같다. 먼저,  계수는 양(+)의 부호를 띄며 이를

통해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승용차 구매 대안을 더욱 선호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반면,  계수는 음(-)의 부호를 보이며 카셰어링 서비

스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에 승용차 구매 대안이 더욱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를 제외하고 모든 계수는 t-검정 결과 유의수준 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모형은 우도비 검정결과에 따라 우

도비 지수가 0.2∼0.5 이내의 값을 보여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수는 유의수준 5%를 초과하지만 대안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써 모형

에 포함하였다.

Paramete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t｜

 1.5208 0.4139 3.67 0.0002

 1.5884 0.4448 3.57 0.0004

 -0.5741 0.4216 -1.36 0.1733

Mcfadden’s LRI 0.3893

[표 52] 이항로짓 모형 추정 결과(승용차 보유)

② 승용차 비보유

승용차 비보유의 경우 계수 추정 및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표 53]과

같다. 계수의 부호는 승용차 보유의 경우와 동일하며, 모든 계수는 t-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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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결과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모형

은 우도비 검정결과에 따라 우도비 지수가 0.2∼0.5 이내의 값을 보여 적

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Paramete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t｜

 -0.9163 0.483 -1.9 0.0578

 0.9163 0.5821 1.57 0.1155

 -1.204 0.654 -1.84 0.0657

Mcfadden’s LRI 0.1456

[표 53] 이항로짓 모형 추정 결과(승용차 비보유)

다) 대안선택 확률 추정 결과

추정결과 대안선택 확률은 [표 54]와 같다.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승용

차 구매 확률은 80.6%로 산출되었으며,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의

승용차 구매 확률은 28.6%로 나타났다.

구분 구매 비구매

승용차 보유자 80.6 19.4

승용차 비보유자 28.6 71.4

[표 54] 승용차 구매/비구매 확률

[단위 : %]

라) 승용차 생산량

승용차 생산량은 수원시의 연간 승용차 등록대수 80,788대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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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구매 확률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표 55]와 같이 산출되었다. 카셰

어링 서비스 도입 전, 승용차 보유자의 연간 승용차 재구매 대수는

25,325대 이며, 승용차 비보유자의 신규구매 대수는 55,463대 이다. 카셰

어링 서비스 도입 후에는 승용차 보유자의 구매대수는 약 5천대가 감소

한 20,412대로 산출되며, 승용차 비보유자는 약 4만대가 감소한 15,862대

로 나타났다. Worst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승용차 생산량이 승용차 구매

대수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시 승용차 보유자

보다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감소되는 승용차 생산량이 약 10배

정도 크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는 승용차 보유자 보다

비보유자에게 승용차를 감소시키는 영향력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이 가

능하다.

구분
연간 승용차 구매대수 증감

(B-A)카셰어링 도입 전(A) 카셰어링 도입 후(B)

승용차 보유 25,325 20,412 △4,913

승용차비보유 55,463 15,862 △39,601

합계 80,788 36,274 △44,514

[표 55]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 승용차 연간 생산량 변화량

[단위 : 대/year]

2)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생산량 추정

기존 타교통수단의 교통수요가 카셰어링 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카셰

어링 서비스 사업자는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신규로 유입된 교통수

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 카셰어링 서비스

사업자가 구축해야 하는 인프라는 차량, 대여소(주차장), 서비스 제공 지

역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 요인중 하나인 차량만을 고려

한다.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업자가 보급 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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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수 는 카셰어링 서비스로 유입되는 교통수요와 서비스 부하율

및 내구연한 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보급대수

선정을 위해, 부하율은 2018년도 수원시 지역의 (주)그린카의 일평균 부

하율을 적용하였으며, 내구연한은 승용차 내구연한(15년)을 기준으로 카

셰어링 서비스의 내구연한 및 통행거리 비중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보급대수 산출결과는 [표 56]과 같다. 승용차 보

유의 경우 모든 수단간 교통수요 전환이 발생한다면, 카셰어링 서비스로

유입되는 교통수요에 따른 보급대수는 승용차 4,822대, 버스 1,526대, 지

하철 3,079대, 택시 413대로 나타났다. 승용차 비보유의 경우에는 버스

473대, 지하철 1,411대, 택시 96대로 나타나며, 총 11,820대의 차량이 신

규 보급되어야 한다. 대체수단간 교통수요가 전환되는 경우에는 총 보급

대수는 11,820대로 동일하며, 승용차 보유는 승용차로 유입되는 교통수요

로 인하여 9,062대, 택시는 780대, 승용차 비보유는 택시 1,978대로 산출

되었다.

구분 전환대상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보급 대수

대체수단 비고려 대체수단 고려시

승용차

보유

승용차→카셰어링 4,822 9,062

버스→카셰어링 1,526 -

지하철→카셰어링 3,079 -

택시→카셰어링 413 780

승용차

비보유

버스→카셰어링 473 -

지하철→카셰어링 1,411 -

택시→카셰어링 96 1,978

합계 - 11,820 11,820

[표 56]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보급대수 산출결과

[단위 : 대]

* 2018년도 국토교통부 인구수대비 차량보유 비중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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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위 환경부하량

승용차와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1대 생산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의미하는 단위 환경부하량은 차량의 소재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단위 환경부하량 산출시 차

종은 단일 대표차량을 선정하며, 대상 소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비중

이 가장 높은 철강과 알루미늄만을 대상을 한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의

경우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소재비중, 부품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

기자동차의 소재비중 및 배터리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포함한

다.

가) 철강 생산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생산 공정은 [그림 28]과 같이 가열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제선, 제강

공정만을 고려하였다. 철강 공정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 방법은

[표 57]과 같이 BF Route, EAF Route로 구분되며, 본 연구는 차량 생산

과 밀접한 BF Route 방법을 이용한다.

구분 주요내용

BF(Blast

Furnace)

원료의 소결, 코크스 공정 및 고로, 전로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

EAF(Electric

Arc Furnace)

고철을 이용한 전기로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

[표 57] 철강공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 방법

* 출처 : 철강업종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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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선

공정

Sinter

(소결로)

Coke Making

(코크스로)

Blast Furnace

(고로)

제강

공정

BOF Steel Making

(전로)

[그림 28] 철강 생산 공정

- 코크스로 철강 생산 공정

코크스 공정은 역청탄을 고온으로 구어 고로에서 반응하기 알맞은 크

기로 조업하는 공정으로써, 코크스는 고로 내에서 철광석을 녹이는 열원

역할인 동시에 철광석에서 철을 분리하는 환원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코크스 공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식은 식(45)와 같다.

  ∙ (45)

·  : 코크스 생산량

·  : 배출계수(0.56tCO2/tcoke)

- 소결로

소결 공정은 30∼70% 수준으로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철광석을 고로로

주입하기 전, 철광석 가루를 균일한 크기와 균일한 성분으로 만드는 과

정이다. 소결 공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식은 식(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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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sin ∙sin (46)

· sin : 소결 생산량

· sin : 배출계수(0.2tCO2/tsinter)

- 고로

코크스, 소결을 녹여 선철(쇳물)을 생산하는 과정으로써 이산화탄소 배

출량은 식(47)과 같이 산출된다.

sin sin ∙sin (47)

· sin : 선철 생산량

· sin : 배출계수(1.35tCO2/t선철)

- 전로

선철에 산소를 주입하여 산화반응을 통해 선철내 탄소를 제거하여 조

강으로 만드는 과정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식(48)과 같이 산출된

다.

sin sin ∙sin (48)

· sin : 조강 생산량

· sin : 배출계수(1.46tCO2/t조강)

철강 생산 공정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표 58]과 같다. 선철을 강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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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전로과정에서 가장 많은 1,460kgCO2/ton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

며, 전체 공정에서 발생되는 총 배출량은 3,025kgCO2/ton으로 산출된다.

구분
1단계

(코크스로)
2단계
(소결로)

3단계(고로) 4단계(전로)

생산량
코크스 생산량

0.5ton

소결생산량

1.7ton

선철 생산량

0.7ton

조강 생산량

1ton

이산화탄소

배출량
280 340 945 1,460

합계 3,025

[표 58] 철강 1ton 생산시 공정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 kgCO2]

나) 알루미늄 생산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알루미늄 제조 공정은 [그림 29]와 같이 1차, 2차로 구분되며,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1차 생산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만을 고려한다. 알

루미늄 공정은 알루미늄 원석인 보크사이트(AL2O32H2)를 공정처리하여

알루미나(Al2O3)를 생산하고, 빙정석(Na3AlF6)과 혼합 용융하여 전기분해

로 알루미늄을 생산한다. 이때, 대부분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Prebake 공

정, Soderberg 공정에서 발생되며, Prebaked 탄소극과 Soderberg 페이스

트 소모에 의해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

보크사이트

(AL2O32H2)
⇨

알루미나

(Al2O3)

⇨
+

Na3AlF6
알루미늄

[그림 29] 알루미늄 제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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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bake 공정

1

Prebake 공정은 Prebaked 양극 소모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써

산출식은 식(49)와 같다.

  ∙ (49)

·  : 알루미늄 생산량(ton)

·  : 배출계수(1.6tCO2/tAL)

- Soderberg 공정

Soderberg 공정은 Soderberg 페이스트 소모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로써 산출식은 식(50)과 같다.

  ∙ (50)

·  : 알루미늄 생산량(ton)

·  : 배출계수(1.7tCO2/tAL)

알루미늄 생산 공정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표 59]와 같으며, 총

3,025kgCO2/ton으로 산출된다.

구분 1단계(Prebake) 2단계(Soderberg)

이산화탄소 배출량 1,600 1,700

합계 3,300

[표 59] 알루미늄 1ton 생산시 공정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 결과

[단위 :　kg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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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운영 등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포함하여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18) 등의 선행연구에서도 전기

자동차의 전과정 평가 수행시 배터리 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배터리 운영방식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도

상당히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과정 평가시

배터리 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포함하였다. 전기자동차 배터

리의 사양은 국내 중형 전기자동차에 탑재중인 총 중량 295kg, 26.6kWh

의 저장용량을 갖는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를 기준으로 하며, 차종별 1대

생산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51.1kgCO2으로 산출된다[표 60].

구분 배터리 용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고

배터리 26.6 351.1 - 배터리 재사용

[표 60]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　kWh, kgCO2]

※ 기 사용한 전지를 전처리하여 신규 전지를 대체

라) 차량 1대 생산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World Steel Association(2018) 등에서 내연기관 차량 1대당 철강 소

요량이 900kg(64%), 알루미늄이 98kg(7%) 수준이므로, 이를 고려할 경

우 차량 1대 생산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표 61]에 따라 약 3,024kg

으로 산출된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A2mac1(2018)의 철강, 알루미늄 등의

소요비중과 배터리를 포함하고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차량 중량 1,200

kg에 적용할 경우, 차량 1대당 2,835kgCO2로 산출되어 내연기관 차량보

다 약 94% 수준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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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재 중량 및 비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고

강철 알루미늄 기타 배터리

내연기관

차량

900

(75.0%)

98

(8.2%)

202

(16.8%)
- 3,045

전기자

동차

340

(28.3%)

441

(36.8%)

68

(5.7%)

351

(29.3%)
2,835

배터리

용량

(26.6kWh)

[표 61] 차량 1대 생산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1,200kg 기준)

[단위 : kgCO2]

* 출처 : A2mac1(2018), Aluminum wrestles with steel over electric vehicle market

4) 단위 환경부하량 결과 검증

전과정 평가에서 단위 환경부하량은 생산단계에서의 환경부하량을 결

정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준이 되는 자료로써, 산출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증은 유사분야 논문, 공인기관 보고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기존 결과를 이용하여 값의 크기, 범위 등을 종합

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첫 번째로 생산단계의 단위 환경부하량에 대한 검

증을 수행하며, 검증자료는 2018년 “환경성적표지 인증안내서” 제품군별

탄소배출량 및 탄소감축률 기준을 참고하였다. 검증자료에서 1600∼2000

CC 미만의 승용차는 12만km 주행시 23,230kg/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한다. 여기서 한국자동차공학회12) 자료에 따라 생산·폐기에서의 배출량

이 전체 배출량의 18% 수준임을 반영한다면 승용차 1대당 생산단계에서

의 배출량은 약 3,900kgCO2 수준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검증자료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 대비 약 125% 수준으로 분석되나 대상 차종 선정, 차

종별 연료비중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오차의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카셰어링 서비스 1대당 승용차 대체 수준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

행하였다. 경기연구원(2015)13) 보고서에 따르면 카셰어링 서비스 1대당

12) Auto Jouna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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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7.1대를 대체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서울연구원(2015)14) 보고서

에서는 서울시 나눔카 1대당 약 3.5대의 승용차를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본 연구는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이 11,820대 보급될 때, 승용차

44,514대가 감축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통해 카셰어링 서비스 1대

가 승용차 3.8대를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경기연구원 자료의 50%, 서울연구원 분석결과의 약 109% 수준

으로 나타났다[표 62]. 본 연구의 결과와 검증자료 분석결과의 차이는 분

석지역 및 설문 대상자의 차이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오차 수준으로

분석된다.

구분 검증자료 검증결과

단위환경부하량
환경성적표지

인증안내서

- 환경성적표지 인증안내서(3,900kgCO2/대)>본

연구(3,024kgCO2/대)

대체효과
경기연구원(2015) - 서울연구원(3.5대)<본

연구(3.8대)<경기연구원(7대)서울연구원(2015)

[표 62] 차량생산 단계 단위 환경부하량 검증결과

5) 이산화탄소 배출량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표 63]과 같

이 산출된다. 승용차,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생산량에 단위환경 부하량을

적용할 경우, 승용차 생산량 감소에 따라 약 134,586tCO2의 이산화탄소

가 감소되었으며,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생산으로 35,738tCO2의 이산화

탄소가 증가되었다. 종합하면, 생산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으로 98,848tCO2가 감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13) 경기연구원(2015), 카셰어링의 사회경제적 효과

14) 서울연구원(2015), 공유도시 상징사업 나눔카 효과평가와 서비스의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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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입전 도입후 증감

(B-A)생산량 배출량(A) 생산량 배출량(B)

승용차 80,788 244,261 36,274 109,675 △134,586

카셰어링 - - 11,820 35,738 35,738

합계 80,788 244,261 48,094 145,413 △98,848

[표 63] 생산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량

[단위 : 대, tCO2]

나. 차량운영 단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교통수단간 교통수요의 전환, 수단 분담

률의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산출한다. 교통수요의 전환량

은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한 교통수단 선택확률 추정결과와 교통수단별 1

인 수송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산출과정을 수식

적으로 정리하면 식(51)∼(52)와 같다. 식(51)의 는 운영단계에서의

교통수단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는 수원시 연간 수송인, 는 교

통수단 선택확률, 
는 교통수단별 1인 수송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의미한다. 식(52)의 는 교통수단별 에너지소비량, 는 교통수단별 차

종(휘발유, 경유 등) 비중, 는 연료별 배출계수를 의미한다.

 ··
(51)


·· (52)

1) 교통수단 선택확률 추정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의 교통수단간 교통수요 전환량 추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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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하였다. 모형은 실제 통행자 환경에 맞는 선택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승용차 보유자와 승용차 비보유자 모형으로 구분

하였으며, 카셰어링 서비스가 신규로 도입된 상황에서 승용차(승용차 비

보유자는 제외), 버스, 지하철, 택시, 카셰어링 서비스 5개 교통수단에 대

한 선택확률을 추정하였다.

가) 모형 설정

교통수단 선택 모형은 교통수단 대안의 설정과 대안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선정, 변수의 수준 선정 단계에 따라 수행된다. 첫 번째로 교

통수단 대안은 [표 64]와 같이 승용차 보유자, 비보유자로 구분된다. 승

용차 보유자는 교통수단 대안에서 승용차를 포함하며, 비보유자는 승용

차가 제외된다.

의사결정 트리 선택대안

(승용차 보유) 승

용차, 버스, 지하

철, 카셰어링, 택시

(승용차 비보유)

버스, 지하철, 카

셰어링, 택시

[표 64] 교통수단 선택 의사결정 트리

다항로짓 모형의 변수는 [표 65]와 같이 대안특성상수, 대안특성변수 및

일반변수(generic variable)로 구성된다. 대안특별상수는 대안의 개수가

개일 때 개를 갖으며, 일반변수는 대안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행시간, 통행요금으로 선정하였다. 대안특성변수는 대안과 무

관하게 하나의 값을 갖는 개인별 변수로 연령, 통행목적을 선정하였으며,

연령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는 20∼30대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승용차, 카셰어링 서비스 수단선택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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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것으로 판단되어 포함하였으며, 통행목적 또한 선행연구에서 카셰어

링 서비스가 주말, 여가 통행 비중이 높다는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포함

하였다. 연령은 주민등록 기준 2018년도 전국 평균연령인 41세를 참고하

여 40세를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40세 이하는 ‘1’, 이상은 ‘0’으로 설정하

였다. 통행목적은 주요 통행목적인 통근, 업무, 여가, 쇼핑을 통행/업무,

여가/쇼핑으로 재분류하여 연령과 같이 통행/업무는 ‘1’, 여가/쇼핑은 ‘0’

의 더미변수로 나타내었다. 일평균가구수입  은 설문조사의 월평균

가구소득(100만원 이하, 101∼300만원, 301∼500만원, 501∼700만원, 701

만원 이상) 응답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수준별 최대값인 100만원, 300만

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을 2018년 월평균 근무일수15)(20일)로 나

누어 산출하였다.

변수명 설명 적용대안

대안

특성

상수

 상수 버스(1), 그 외(0) * 승용차 비보유시 제외) 버스

 상수 지하철(1), 그 외(0) 지하철

 상수 택시(1), 그 외(0) 택시

 상수 카셰어링(1), 그 외(0) 카셰어링

일반

변수


통행

시간

대안별 3수준(분)

-  :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카셰어링)

모든수단





통행

비용/

가구

수입

대안별 3수준(통행비용(천원)/일평균가구수입

(천원))
모든수단

  가구수입 5수준(천원) - :개인 모든수단

대안

특성

변수

 연령 40세 이하(1), 40세 이상(0)
승용차,

카셰어링



통행

목적
통근/업무(1), 여가/쇼핑(0) 승용차

[표 65] 다항로짓 모형 변수

15) 고용노동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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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수준은 통행자가 대안 선택시 대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성, 편의성, 정시성 등에 대해 현실적인 비교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선

정되어야 하며, 통행자의 대안선택 결과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

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안별 교통통계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수원시 교통상황을 반영하여 변수의 수준 간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일반변수인 통행시간(분)은 차내시간, 차외시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

요하다(이범규, 2014). 차내시간은 교통수단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의 통

행하는 시간으로 정의되며, 수원시 평균통행거리에 대한 교통수단별 평

균속도를 고려하여 소요시간을 산출하였다. 먼저, 승용차, 버스, 택시의

평균속도는 서울시 “차량통행속도 보고서”에 따라 각각 25.7km/h,

19.6km/h, 25.7km/h로 설정하였으며, 지하철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33.5km/로 설정하였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승용차와 동

일한 속도로 가정한다. 교통수단별 차내시간은 [표 66]과 같다.

구분
차내 통행시간

승용차 보유 승용차 비보유

승용차 50 -

버스 65 65

지하철 30 30

택시 40 40

카셰어링 50 50

[표 66] 교통수단별 차내 통행시간

[단위 : 분]

차외시간은 교통수단까지의 접근시간과 교통수단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대기시간, 대중교통의 경우 환승시간을 포함한다. 버스, 지하철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2018년 대중교통현황조사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승용차, 택

시, 카셰어링 서비스는 김숙희(2016)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승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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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외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며, 택시는 접근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교통

수단별 차외시간은 [표 67]과 같다.

구분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카셰어링

대기시간 - 10 7 10 28

접근시간 - 15 13 - 12

합계 - 25 20 10 40

[표 67] 교통수단별 차외 통행시간

[단위 : 분]

통행비용(천원)은 수단별 요금산정 방식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지불비용

에 대한 개인별 효용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1일 가구당 평균소득(천원)으

로 나눈 값을 적용 하였다. 최종적인 교통수단별 통행시간 및 통행비용

은 [표 68]과 같다.

구분 수준　　 (분) 
*(천원)

승용차

1 30 2.80

2 80 3.00

3 130 3.20

버스

1 30 1.35

2 90 1.55

3 150 1.75

지하철

1 30 1.35

2 50 1.55

3 70 1.75

택시

1 30 13.20

2 60 17.60

3 90 21.00

카셰어링

1 50 21.40

2 110 23.80

3 170 26.20

[표 68] 교통수단별 통행시간 및 통행비용(3수준)

* 일평균 가구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통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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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별 선택 모형은 [표 69]와 같다. 모든 대안은  , 


항

을 포함하며, 교통수단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승용차 보유의 경우 승

용차는    ,   항을, 승용차 비보유의 경우에는 카셰어링 서비

스 대안에    항을 포함시켰다.

구분 승용차 보유 승용차 비보유

승용차  


     

-

버스   


 



지하철   


  



택시   


  



카셰
어링   


  


  

[표 69] 다항로짓 모형 교통수단별 선택 모형

나) 다항로짓 모형 계수 추정 결과

모형의 변수선정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

다. 상관분석은 독립변수 간의 상호관계의 방향, 강도 등을 나타내며,

변수가 등간비율, 척도 및 서열특성을 가질 때 적절한 스피어만 상관

계수(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표 70]과 같

이 상관계수는 모두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며, 0.062 수준의 계수가

산출되어 변수간 상관성이 낮아 변수선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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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관계수 1.000 .062**

유의확률 - .000



상관계수 .062** 1.000

유의확률 .000 -　

[표 70] 다항로짓 모형 변수간 상관분석 결과

* 유의수준 < 0.05 / ** 유의수준 < 0.01

① 승용차 보유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계수 추정 및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표 71]과

같다.  , 계수는 모두 음(-)의 부호를 갖게 되어 값이 커질수록 대안

의 효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는 음(-)의 부호를, 는 양

(+)의 부호로 나타나 통행/업무 목적인 경우와 30세 이상의 연령인 경우

에 승용차 교통수단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든 계수는

t-검정 결과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모형은 우도비 검

정결과와 우도비 지수(Likelihood Ratio Index)에 따라 0.2∼0.5 이내의

값을 보여 적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Paramete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t｜

 -1.0945 0.0866 -12.65 <.0001

 -1.0917 0.076 -14.37 <.0001

 -2.4163 0.1252 -19.3 <.0001

 -2.4517 0.1385 -17.71 <.0001

 -0.00194 0.000532 -3.65 0.0003

 -2.3333 0.8747 -2.67 0.0076

 0.4217 0.127 3.32 0.0009

 -0.1976 0.0819 -2.41 0.0158

McFadden’s LRI 0.2233

[표 71] 다항로짓 모형 추정 결과(승용차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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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용차 비보유

승용차 비보유의 경우 계수 추정 및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표 72]와

같다.  , 계수는 모두 음(-)의 부호를 갖게 되어 값이 커질수록 대안

의 효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추정결과는 적절하다고 분석된다. 카

셰어링 서비스 선택 모형에 포함된 대안특성변수 는 양(+)의 부호로

나타났으며, 30세 이상의 연령에게 선택 대안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든 계수는 t-검정 결과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으며, 모형은 우도비 검정결과와 우도비 지수(Likelihood Ratio

Index)에 따라 0.2∼0.5 이내의 값을 보여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Parameter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t｜

 1.0242 0.0858 11.93 <.0001

 -1.2363 0.2315 -5.34 <.0001

 -1.9876 0.3707 -5.36 <.0001

 -0.00437 0.001167 -3.75 0.0002

 -2.775 0.9741 -2.85 0.0044

 1.4396 0.4121 3.49 0.0005

McFadden’s LRI 0.4034

[표 72] 다항로짓 모형 추정 결과(승용차 비보유)

다) 교통수단 선택 확률 추정 결과

수단별 선택 확률 추정 결과는 [표 73]과 같다.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

승용차가 54.4%로 수단선택확률이 가장 높고, 지하철과 버스가 각각

19.5%, 18.3%로 유사하며, 카셰어링 서비스는 3.5%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승용차 비보유의 경우는 지하철이 70.6%로 높은 선택확률을 보이고

있으며, 카셰어링 서비스는 2.2%로 승용차 보유의 경우보다 1.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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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구분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카셰어링
서비스

승용차 보유 54.4 18.3 19.5 4.3 3.5

승용차 비보유 - 22.6 70.6 4.6 2.2

[표 73] 교통수단 선택 확률

[단위 : %]

라) 통행시간가치

본 연구는 다항로짓 모형의 추정결과를 통해 통행시간가치(Value of

Travel Time)를 산출하여, 산출된 결과값의 비교분석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한다. 통행시간가치는 개인이 1단위의 통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

불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통행시간가치는 일반적으로 교통

수요, 통행자 행태 등을 예측하는 매개변수로 활용되며, 도로교통 사업의

편익분석(통행시간 절감 편익 등) 등에서 사용된다. 통행시간가치는 한

계임금율법, 한계대체율법(수단선택법)을 이용하여 통행시간가치를 산정

한다(KDI, 2012). 한계임금율법은 절감된 통행시간을 자신의 생산 활동

에 투입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통행자의 단위 업무시간당 한계임

금으로 산정하며 업무통행의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반면 한계대체율법

은 통행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임금율법 보다 합리적인

통행시간가치의 산출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대체율법을 이용하

며, 추정계수  , 와 승용차 보유 및 승용차 비보유 집단의 일평균

가구소득 을 산술평균한 값을 식(54)에 대입하여 통행시간가치를 산

출하였다. 통행시간가치는 승용차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카셰어링 서비

스가 통행시간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모든 수단의 값을 표

준화한 하나의 값으로 산출하였으며, 승용차 보유 및 비보유 집단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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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시간가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승용차를 보유한 집단의 통행시간가

치가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은 집단보다 통행시간가치가 크다면 추정모형

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교통시설 투

자평가지침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 비업무 통행목적으로 구분하여

통행시간가치를 산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통행목적을 업무, 비업무로 구분

하지 않았다.

 


 (53)







 (54)

통행시간가치 산정 결과는 [표 74]와 같다.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의 통행

시간가치는 18,967원이며, 승용차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15,178원으

로 산출되었다. 두 집단의 통행시간가치의 차이는 4,000원 미만으로, 승

용차 보유 대비 승용차 비보유 경우의 통행시간가치의 차이는 약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분 통행시간가치

승용차 보유 18,967원

승용차 비보유 15,178원

[표 74] 통행시간가치 산정 결과

마) 탄력성

추정된 다항로짓 모형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통행비용의 탄력

성(elasticity)을 분석한다. 탄력성은 독립변수가 1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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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본 연구에서는 통행비용이 1

단위 증가하였을 때 특정대안을 선택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한다. 탄력성

은 직접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이 있으며, 대안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동일여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승용차의 통행비용 변화에

대한 승용차 선택확률의 변화는 직접탄력성( 
)을 의미하며, 승용차 통

행비용 변화에 대한 버스의 선택확률 변화는 교차탄력성( 
)을 나타낸

다. 직접·교차탄력성은 식(55), (56)을 통해 산출할 수 있으며, , 는 대

안을 는 대안 의 선택확률을 의미한다.

 
 


 (55)

 
 


 (56)

통행비용에 대한 탄력성 산정결과는 [표 75]와 같다. 승용차를 보유한 집

단의 경우, 택시와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탄력성이 승용차,

버스, 지하철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승용차, 버스, 지하철의 통

행비용이 택시, 카셰어링 서비스 보다 비교적 낮고, 통근 및 업무 목적의

통행에 높은 비중으로 이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승용차 비보유

집단의 경우 대안은 승용차를 제외한 버스, 지하철, 택시, 카셰어링 서비

스이며, 택시와 카셰어링 서비스의 탄력성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승용

차를 보유한 경우보다 통행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높아졌다. 아울러,

승용차 보유하거나 보유하지 않는 경우 모두, 카셰어링 서비스의 탄력성

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는 통행목적이 여가, 쇼핑 등 비업무 통행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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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승용차
통행비용

버스
통행비용

지하철
통행비용

택시
통행비용

카셰어링
통행비용

승
용
차
보
유

승용차 -0.016* -0.010 -0.010 -0.125 -0.154

버스 -0.007 -0.015* -0.003 -0.042 -0.052

지하철 -0.007 -0.004 -0.015* -0.045 -0.055

택시 -0.002 -0.001 -0.001 -0.220* -0.012

카셰어링 -0.001 -0.001 -0.001 -0.008 -0.273*

승
용
차
비
보
유

버스 - -0.036* -0.010 -0.131 -0.162

지하철 - -0.033 -0.014* -0.408 -0.504

택시 - -0.002 -0.002 -0.551* -0.033

카셰어링 - -0.001 -0.001 -0.013 -0.698*

[표 75] 통행비용에 대한 탄력성 산정 결과

* 직접탄력성

2) 교통수요 전환량 산출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교통수단별 수요 전환량은 교통수단선택

확률 및 승용차 구매확률 추정 결과를 적용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교통

수요 전환에 대한 수요 전환량은 수원시 연간 총 수송인과 카셰어링 서

비스 도입 전후의 수단분담률 차이를 통해 산출한다.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의 수단분담률은 설문조사시 응답자들이 선택한 카셰어링 서비스

전의 주요 교통수단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산출결과는 [표 76]과 같으

며, 승용차 보유의 경우 카셰어링 서비스의 도입으로 승용차 1.7%, 지하

철 1.1%, 버스 0.5%, 택시 0.1% 감소되며, 승용차 비보유는 지하철

1.6%, 버스 0.5%, 택시 0.1% 순으로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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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입전 도입후 전환율

승용차

보유

승용차 49.0 47.3 △1.7

버스 15.5 15.0 △0.5

지하철 31.3 30.2 △1.1

택시 4.2 4.1 △0.1

카셰어링 - 3.5 3.5

승용차

비보유

버스 23.9 23.4 △0.5

지하철 71.3 69.7 △1.6

택시 4.8 4.7 △0.1

카셰어링 - 2.2 2.2

[표 76] 교통수단별 교통수요 전환율

[단위 : %]

2018년도 수원시 연간 통행량을 반영한 교통수요 전환량은 [표 77]과 같

다. 승용차 보유의 경우 카셰어링 서비스로 전환되는 연간 총 수요는 약

2,512만인이며, 승용차 1,231만인, 버스 389만인, 지하철 786만인, 택시

106만인이 유입되었다. 승용차 비보유는 지하철 360만인, 버스 121만인,

택시 24만인이 유출되어, 약 505만인의 수요가 카셰어링 서비스로 유입

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구분 도입전 도입후 증감량

승용차

보유

승용차 351,628 339,321 △12,307

버스 111,229 107,336 △3,893

지하철 224,612 216,750 △7,862

택시 30,140 29,085 △1,055

카셰어링 - 25,117 25,117

승용차

비보유

버스 54,839 53,633 △1,206

지하철 163,599 160,000 △3,599

택시 11,014 10,771 △243

카셰어링 - 5,048 5,048

[표 77] 교통수단별 교통수요 전환량

[단위 : 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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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단을 고려할 경우 교통수요 전환량은 [표 78]과 같다. 승용차 보유

의 경우 카셰어링 서비스로 전환되는 대상은 승용차 3.2%, 택시 0.3%이

며, 승용차 비보유는 2.2% 모두 택시에서 전환된다.

구분 도입전 도입후 전환율

승용차

보유

승용차 49.0 45.8 △3.2

버스 15.5 15.5 -

지하철 31.3 31.3 -

택시 4.2 3.9 △0.3

카셰어링 - 3.5 3.5

승용차

비보유

버스 23.9 23.9 -

지하철 71.3 71.3 -

택시 4.8 2.6 △2.2

카셰어링 - 2.2 2.2

[표 78] 교통수단별 교통수요 전환율(대체수단 고려)

[단위 : %]

2018년도 수원시 연간 통행량을 반영한 교통수요 전환량은 [표 79]와 같

다. 승용차 보유의 경우 카셰어링 서비스로 전환되는 연간 총 수요는 약

2,512만인이며, 승용차에서 약 2,313만인, 택시에서 약 198만인이 유입되

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아울러, 승용차 비보유의 경우 택시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로 유입되는 수요가 505만명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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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입전 도입후 증감량

승용차

보유

승용차 351,628 328,495 △23,133

버스 111,229 111,229 -

지하철 224,612 224,612 -

택시 30,140 28,156 △1,984

카셰어링 - 25,116 25,116

승용차

비보유

버스 54,839 54,839 -

지하철 163,599 163,599 -

택시 11,014 5,966 △5,048

카셰어링 - 5,048 5,048

합계 947,061 947,061 -

[표 79] 교통수단별 교통수요 전환량(대체수단 고려)

[단위 : 천인]

3) 단위 환경부하량 산출

교통수단별 1인 수송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의미하는 단위

환경부하량은 1인 수송인당 에너지 소비량, 연료비중, 연료별 배출계수를

이용해 산출한다. 배출계수의 경우 2018년 승인 국가 이산화탄소 인벤토

리 보고서의 수치를 활용하며,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카셰어링 서

비스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LNG, LPG에 대한 배출계수를 이

용한다(부록4). 연료비중은 차량 등록현황 통계자료16)에 따라 승용차의

연료는 휘발유, 경유, LPG, 전기 4개로 분류하며, 버스, 지하철, 택시는

각각 CNG, 전기, LPG를 100%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카셰어링 서비스는 현재 국내에서 조사된 결과가 전무하여, 한국렌터카

16) 경기도교통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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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합연합회의 국내 렌터카의 유종별 비중자료17)와 EU의 카셰어링

서비스 통계 자료18)를 참조하였다. 교통수단별 1인 수송인에 대한 이산

화탄소 배출량은 [표 80]과 같이 산출된다. 는 교통수단 의 수송 1인

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는 연료 의 비중, 는 연료 의 배출계

수를 의미하며, 산출식에 따라 승용차는 1.8kgCO2/인, 버스는 0.7kgCO2/

인, 택시 1.2kgCO2/인, 카셰어링 1.5kgCO2, 지하철은 100% 전기를 연료

로 사용함에 따라 배출량이 없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구분 단위 환경부하량 비고

승용차 1.8

- (산출식)  ·




- 전기의 경우 발전단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 포함

버스 0.7

지하철 -

택시 1.2

카셰어링 1.5

[표 80] 교통수단별 단위 환경부하량 산출 결과

[단위 : kgCO2/인]

4) 단위 환경부하량 결과 검증

단위 환경부하량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위해 환경영향 분석 전문 연구

기관 보고서 자료를 검증자료로 활용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대상은 승용차, 버스, 택시로 선정하였으며, 지하철은 전기를 연료로 사

용하여 운영단계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고, 카셰어링 서비스는

기존 분석결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검증자료는 국립환

경과학원(2019)19), 서울연구원(2018)20), 에너지경제연구원(2017)21)의 자료

17) 2018년도 업계현황(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18) Car sharing in europe(Hrison 2020)

19) 국립환경과학원(201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00749



- 123 -

를 이용하여, 1인 수송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단위로 환산하여 비교분

석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결과 단위 환경부하량은 승용차

1.7kgCO2/인, 버스 1.2kgCO2/인, 택시 1.1kgCO2/인로 나타났다. 서울연구

원은 승용차 1.9kgCO2/인, 버스 0.6kgCO2/인, 택시 1.0kgCO2/인, 에너지

경제연구원은 승용차 2.2kgCO2/인, 버스 1.5kgCO2/인, 택시 1.0kgCO2/인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분석결과와 비교분석하면 [표 81]과 같으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검증자료 분석결과의 범위안에 포함되거나 유사하게

산출되어 적정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구분 본 연구
에너지경제
연구원

서울연구원
국립환경
과학원

승용차 1.8 2.2 1.9 1.7

버스 0.7 1.5 0.6 1.2

택시 1.1 1.0 1.0 1.1

- 승용차 : 국립환경과학원<본논문<서울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 버스 : 서울연구원<본논문<국립환경과학원<에너지경제연구원

- 택시 : 에너지경제연구원=서울연구원<본논문=국립환경과학원

[표 81] 차량운영 단계 단위 환경부하량 검증결과 [단위 : kgCO2/인]

5) 이산화탄소 배출량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 교통수단별 교통수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표 82], [표 83]과 같이 산출된다. [표 82]는 모든 수단간 교통

수요의 전환이 발생되는 경우이며, 승용차 보유의 경우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는 승용차가 22,381tCO2, 버스와,

택시는 각각 2,726tCO2, 1,265tCO2 수준으로 감소폭이 미미했다. 반면 카

셰어링 서비스의 교통수요에 따른 배출량이 37,676tCO2으로 승용차, 버

20) 서울연구원(2018), 교통부문 탄소배출 감소추세 ‘뚜렷’ 교통수요관리 정책 지속추진 필요

21) 에너지경제연구원(2017), 자동차의 전력화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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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택시의 이산화탄소 감소량보다 크게 산출되었다. 승용차 비보유의 경

우에는 버스, 택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가 각각 844tCO2, 290tCO2

이었으며, 카셰어링 서비스의 증가량은 7,572tCO2으로 버스, 지하철, 택

시의 감소량보다 약 7배 수준으로 크게 나타났다. 승용차 보유, 비보유

경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감은 17,742tCO2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도입전 도입후 증감

(B-A)교통수요 배출량(A) 교통수요 배출량(B)

승용차

보유

승용차 351,628 639,456 339,321 617,075 △22,381

버스 111,229 77,861 107,336 75,135 △2,726

지하철 224,612 0 216,750 0 0

택시 30,140 36,167 29,085 34,902 △1,265

카셰어링 - - 25,117 37,676 37,676

승용차

비보유

버스 54,839 38,387 53,633 37,543 △844

지하철 163,599 0 160,000 0 0

택시 11,014 13,216 10,771 12,926 △290

카셰어링 - - 5,048 7,572 7,572

합계 947,061 805,087 947,061 822,829 17,742

[표 82]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 운영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량

[단위 : 천인, tCO2]

[표 83]은 대체수단간 교통수요의 전환이 발생되는 경우이다. 승용차 보

유의 경우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는 승

용차가 42,070tCO2로 가장 컸으며, 택시는 2,379tCO2로 나타났다. 반면

카셰어링 서비스의 교통수요에 따른 배출량이 37,676tCO2으로 승용차,

택시의 감소량과 유사하게 산출되었다. 승용차 비보유의 경우에는 택시

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가 6,057tCO2로 나타났으며, 카셰어링 서비스

의 증가량은 7,572tCO2으로 택시의 감소량보다 다소 크다. 승용차 보유,

비보유 경우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감은 5,258tCO2가 감소하여 모

든 교통수단간 전환되는 경우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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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입전 도입후 증감

(B-A)교통수요 배출량(A) 교통수요 배출량(B)

승용차

보유

승용차 351,628 639,456 328,495 597,386 △42,070

버스 111,229 77,861 111,229 77,861 0

지하철 224,612 0 224,612 0 0

택시 30,140 36,167 28,157 33,788 △2,379

카셰어링 - - 25,117 37,676 37,676

승용차

비보유

버스 54,839 38,387 54,839 38,387 0

지하철 163,599 0 163,599 0 0

택시 11,014 13,216 5,966 7,159 △6,057

카셰어링 - - 5,048 7,572 7,572

합계 947,061 805,087 947,061 799,829 △5,258

[표 83] 운영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량(대체수단 고려)

[단위 : 천인, tCO2]

다. 차량폐기 단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폐기단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생산단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 수

준으로 산출결과는 [표 84]와 같다.

구분
도입전 도입후

증감
(B-A)생산단계

배출량
폐기단계
배출량(A)

생산단계
배출량

폐기단계
배출량(B)

승용차 244,261 12,213 109,675 5,484 △6,729

카셰어링 - - 35,738 1,787 1,787

합계 244,261 12213 145,413 7,271 △4,942

[표 84] 폐기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량

[단위 : tCO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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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료생산 단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교통수요의 전환으로 변화된 연료생산량

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한다. 연료생산 단계에서의 이산화탄

소 배출량은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카셰어링 서비스 교통수단이 보

유하고 있는 차종을 대상으로 하며, 휘발유, 경유, LPG, CNG, 전기 5개

의 연료를 포함한다. 각 연료별 단위 환경부하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자료22)를 인용하여 식(57)과 같이 단위를 환산하였으며, 

′ 는

단위 환산 전의 단위 환경부하량을 는 연료비중, 는 평균통행거리

를 의미한다. 단위 환경부하량은 [표 85]와 같다.




′ ·· (57)

구분 연료 비중
단위

환경부하량*
1인 수송
평균통행거리

단위
환경부하량

승용차

휘발유 59.8% 17gCO2/km

7.7km
0.15kgCO2/인
(0.12kgCO2/인)

경유 28.0% 15gCO2/km

LPG 9.0% 12gCO2/km

전기 3.2%
108gCO2/km
(11gCO2/km)

버스 CNG 100.0% 12gCO2/km 6.9km 0.08kgCO2/인

지하철 전기 100.0%
108gCO2/km
(11gCO2/km)

10.5km
1.13kgCO2/인
(0.12kgCO2/인)

택시 LPG 100.0% 12gCO2/km 6.2km 0.07kgCO2/인

카셰어
링

휘발유 39.0% 17gCO2/km

6.8km
0.21kgCO2/인
(0.10kgCO2/인)

경유 31.3% 15gCO2/km

LPG 12.5% 12gCO2/km

전기 17.2%
108gCO2/km
(11gCO2/km)

[표 85] 연료생산 단계 단위 환경부하량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2017) / ()는 CCS 적용시의 부하량

22) 에너지경제연구원(2017), 자동차의 전력화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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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표 86], [표 87]과 같이 산출된다.

[표 86]의 산출결과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499,356tCO2로 도입전 508,221tCO2 보다 8,865tCO2 감소한다.

구분
도입전 도입후 증감

(B-A)교통수요 배출량(A) 교통수요 배출량(B)

승용차

보유

승용차 351,628 51,178 339,321 49,387 △1,791

버스 111,229 9,210 107,336 8,887 △323

지하철 224,612 254,710 216,750 245,795 △8,915

택시 30,140 2,242 29,085 2,164 △78

카셰어링 - -　 25,117 5,363 5,363

승용차

비보유

버스 54,839 4,541 53,633 4,441 △100

지하철 163,599 185,521 160,000 181,440 △4,081

택시 11,014 819 10,771 801 △18

카셰어링 - - 5,048 1,078 1,078

합계 947,061 508,221 947,061 499,356 △8,865

[표 86] 연료생산 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량

[단위 : 천인, tCO2]

대체수단간 교통수요의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510,774tCO2로 도입전 508,222tCO2 보다

2,552tCO2 증가한다[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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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입전 도입후 증감

(B-A)교통수요 배출량(A) 교통수요 배출량(B)

승용차

보유

승용차 351,628 51,178 328,495 47,811 △3,367

버스 111,229 9,210 111,229 9,210 0

지하철 224,612 254,711 224,612 254,711 0

택시 30,140 2,242 28,157 2,095 △147

카셰어링 - 　- 25,116 5,363 5,363

승용차

비보유

버스 54,839 4,541 54,839 4,541 0

지하철 163,599 185,521 163,599 185,521 0

택시 11,014 819 5,966 444 △375

카셰어링 - -　 5,048 1,078 1,078

합계 947,061 508,222 947,061 510,774 2,552

[표 87] 연료생산 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량(대체수단 고려)

[단위 : 천인, tCO2]

마. 전과정 평가 결과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전과정 평가 결과는 [표 88]과 같다. 단

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단일 영향범주 지구온난화(GWP)와 대응하며,

지구온난화 상응인자인 kgCO2(tCO2)로 단계별 환경 부하량을 이용하여

특성화 단계를 수행하였다. 특성화 단계를 통해 도출된 이산화탄소 배출

량은 수원시 지역, 연간, 차량 대수, 수송인 등을 기준으로 정규화 하며,

단일 영향범주로 가중치 부여는 생략하였다. 전과정 평가 결과 전 생애

주기에서 차량운영 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80만tCO2 내외로 가

장 크며, 개별 교통수단으로는 차량운영 단계의 승용차(약 60만tCO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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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생산 단계의 지하철(약 40만tCO2)이 높게 나타났다. 카셰어링 서비

스 도입에 따른 변화는 차량생산 단계에서 약 10만tCO2 수준으로 가장

크게 발생 되었으며, 차량생산 단계 대비 연료생산, 차량운영, 차량폐기

는 1∼3만tCO2 수준으로 비교적 적게 변화되었다. 개별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의 전 생애주기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량이 약 16만tCO2로

나타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구분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
①연료생산 ②차량생산 ③차량운영 ④차량폐기

도입전

승용차 51,178 244,261 639,456 12,213 947,108

버스 13,751 - 116,248 - 129,999

지하철 440,231 - - - 440,231

택시 3,061 - 49,383 - 52,444

카셰어링

합계 1,569,782

도입후

승용차 49,387 109,675 617,075 5,484 781,621

버스 13,328 - 112,678 - 126,006

지하철 427,235 - - - 427,235

택시 2,965 - 47,828 - 50,793

카셰어링 22,153 35,738 45,248 1,787 104,926

합계 1,490,581

[표 88]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 전과정 평가 결과

[단위 : 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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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영 단계에서 교통수요의 전환이 대체수단간 이루어질 경우, 전과

정 평가 결과는 [표 89]와 같다. 차량운영 단계에서의 승용차, 택시의 이

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대비 약 3만tCO2 수준으로 더욱 감소함에 따라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467,581tCO2로

기존(1,490,581tCO2) 보다 낮게 나타났다.

구분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
①연료생산 ②차량생산 ③차량운영 ④차량폐기

도입전

승용차 51,178 244,261 639,456 12,213 947,108

버스 13,751 - 116,248 - 129,999

지하철 440,231 - - - 440,231

택시 3,061 - 49,383 - 52,444

카셰어링

합계 1,569,782

도입후

승용차 49,387 109,675 597,386 5,484 761,932

버스 13,328 - 116,248 - 129,576

지하철 427,235 - - - 427,235

택시 2,965 - 40,947 - 43,912

카셰어링 22,153 35,738 45,248 1,787 104,926

합계 1,467,581

[표 89]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 전과정 평가 결과(대체수단 고려)

[단위 : 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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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환대상 카셰어링 차종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존 - 해당없음(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전)

시나리오 1

- 전체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

카셰어링 서비스)

- 휘발유 39.0%, 경유 31.3%,

LPG 12.5%, 전기 17.2%
-

시나리오 2 - 전기 100.0% -

시나리오 3 - 전기 100.0% - CCS 적용

[표 90] 시나리오(전과정 평가)

제 3 절 시나리오 분석

가. 전과정 평가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 요인별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

해 카셰어링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반영하여, [표 90]과 같

이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다. 시나리오 1은 기존 교통체계에 카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된 경우로써, 카셰어링 서비스는 현재와 같이 휘발유, 경

유, LPG, 전기 등 다양한 차종을 보유한다. 카셰어링 서비스로 유입되는

교통수요는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 대비 카셰어링 서비스 차종이 전기자동차로 100% 보급

된 경우을 나타내며, 서울시 나눔카의 2022년도 전기자동차 100% 보급

계획(녹색교통지역), 환경부의 수소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 시범사업 등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급확대 정책 요인을 반영하였다. 시나리오 3에서

는 연료생산 단계에서 CCS 기술을 적용한 경우를 나타내며, 국가 CCS

종합추진 계획(2010), 에너지 신산업 및 핵심기술 개발 전략(2015) 등

CCS 보급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정책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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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통수단 연료생산 차량생산 차량운영

시나

리오1

승용차 0.15 3,024 1.8

버스 0.08 - 0.7

지하철 1.13 - 0

택시 0.07 - 1.2

카셰어링 0.21 3,024 1.5

시나

리오2

승용차 0.15 3,024 1.8

버스 0.08 - 0.7

지하철 1.13 - 0

택시 0.07 - 1.2

카셰어링 0.73 2,835 0

시나

리오3

승용차 0.12 3,024 1.8

버스 0.08 - 0.7

지하철 0.12 - 0

택시 0.07 - 1.2

카셰어링 0.07 2,835 0

[표 91] 시나리오별 단위 환경부하량

[단위 : kgCO2/인, kgCO2/대]

단계별 단위 환경부하량은 [표 91]과 같다. 시나리오 2의 카세어링 서비

스 연료생산 단계의 단위 환경부하량은 시나리오 1 0.21kgCO2/인 대비

0.73kgCO2/인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반면 차량생산 단계의 단

위 환경부하량과 차량운영 단계의 단위 환경부하량은 각각 3,024kgCO2/

대, 1.5kgCO2/인에서 2,835kgCO2/대, 0kgCO2/인으로 감소하였다. 시나리

오 3에서는 연료생산 단계의 카셰어링 서비스의 단위 환경부하량이 시나

리오 1 0.21CO2/인, 시나리오 2 0.73CO2/인보다 낮은 0.07CO2/인로 산출

되었으며, 승용차 또한 0.15CO2/인에서 0.12CO2/인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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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생산, 차량생산, 차량운영, 차량폐기 단계별 단위 환경부하량을 이용

한 단계별 환경부하량(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산출 결과는 [표 92]의 식에

의해 산출이 가능하다. 연료생산 단계는 단위 환경부하량 
와 전체

교통수요  , 수단선택 확률 로 산출이 가능하며, 차량생산은 승용차

생산대수   , 카셰어링 차량 생산대수  와 단위 환경부하량 
로

산출된다. 차량운영은 전체 교통수요  , 수단선택 확률 , 단위 환경부

하량 
으로 산출되며, 차량폐기 단계는 차량생산 단계의 5% 수준으

로 산출한다.

구분 산출식

연료생산  · · 

차량생산
승용차  · 

카셰어링  · 

차량운영  · · 

차량폐기
승용차  · 

·

카셰어링  ·
·

[표 92] 단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식

1) 시나리오 1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 요인과 관련된 운영

및 생산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를 종합하면 [표 93]과 같다. 연료

생산 단계에서는 승용차 보유의 경우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으로

5,744tCO2의 이산화탄소가 감소되며, 승용차 비보유 경우에서도

3,121tCO2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한다. 차량 생산단계에서는 승용차 생산

대수의 감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저감효과가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생산대수의 증가 효과보다 커 98,849tCO2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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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입전 도입후
증감
(B-A)교통수요/

생산량
배출량
(A)

교통수요/
생산량

배출량
(B)

연료
생산
단계

승용차
보유

승용차 351,628 51,178 339,321 49,387 △1,791

버스 111,229 9,210 107,336 8,887 △323

지하철 224,612 254,710 216,750 245,795 △8,915

택시 30,140 2,242 29,085 2,164 △78

카셰어링 - -　 25,117 5,363 5,363

소 계 △5,744

승용차
비보유

버스 54,839 4,541 53,633 4,441 △100

지하철 163,599 185,521 160,000 181,440 △4,081

택시 11,014 819 10,771 801 △18

카셰어링 - - 5,048 1,078 1,078

소 계 △3,121

차량
생산
단계

승용차

승용차
보유

25,325 76,570 20,412 61,715 △14,855

승용차
비보유

55,463 167,692 15,862 47,960 △119,732

카셰어링 - - 11,820 35,738 35,738

소 계 △98,849

[표 93] 시나리오 1 분석 결과

[단위 : 대, 천인, tCO2]

감소시켰으며, 차량 폐기단계는 생산단계의 5% 수준인 4,943tCO2의 이

산화탄소가 감소 되었다. 운영단계에서는 승용차 보유 경우의 이산화탄

소 배출량은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의 교통수요 감소에 따라 감소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카셰어링 서비스 교통수요 유입에 따라 증가된 이

산화탄소 배출량보다 작게 나타나 11,304tCO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승용차 비보유 경우 또한 유사하며, 승용차 보유의 경우 보다 작은

6,438tCO2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켰다. 전생애주기 단계의 증감

효과를 종합하면 94,915tCO2 감소 되었으며,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전 전

체 이산화탄소 배출량(1,027,849tCO2)과 비교 할 경우 약 9.2%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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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입전 도입후
증감
(B-A)교통수요/

생산량
배출량
(A)

교통수요/
생산량

배출량
(B)

차량
운영
단계

승용차
보유

승용차 351,628 639,456 339,321 617,075 △22,381

버스 111,229 77,861 107,336 75,135 △2,726

지하철 224,612 0 216,750 0 0

택시 30,140 36,167 29,085 34,902 △1,265

카셰어링 - - 25,117 37,676 37,676

소 계 11,304

승용차
비보유

버스 54,839 38,387 53,633 37,543 △844

지하철 163,599 0 160,000 0 0

택시 11,014 13,216 10,771 12,926 △290

카셰어링 - - 5,048 7,572 7,572

소 계 6,438

차량
폐기
단계

승용차

승용차
보유

25,325 3,829 20,412 3,086 △743

승용차
비보유

55,463 8,385 15,862 2,398 △5,987

카셰어링 - - 11,820 1,787 1,787

소 계 △4,943

합 계 △94,915

[표 93]을 그래프로 도식화 하면 [그림 30]과 같다. 는 승용차 연료생

산에 따른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는 버스 연료생산에 따른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는 지하철 연료생산에 따른 연간 이산화탄소 배

출량, 는 택시 연료생산에 따른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는 카

셰어링 서비스 연료생산에 따른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는 승용차

폐기에 따른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는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폐

기에 따른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의미한다. 아울러, 는 승용차

운영에 따른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는 버스 운영에 따른 연간 이

산화탄소 배출량, 는 지하철 운영에 따른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는 택시 운영에 따른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는 카셰어링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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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운영에 따른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는 승용차 생산에 따른 연

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는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생산에 따른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의미한다.

[그림 30] 단계/교통수단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시나리오 1)

2) 시나리오 2

시나리오 2 분석결과는 [표 94]와 같다. 시나리오 1과 비교하여 연료생

산 단계에서의 카셰어링 서비스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차량의 모

든 연료가 전기로 변화됨에 따라 단위 환경부하량이 108gCO2/km으로

증가하여 기존 6,441tCO2에서 22,153tCO2로 15,712tCO2 만큼 증가하였다.

차량생산 단계에서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전기자동차 1대 생산시 배출되

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3.024tCO2/대에서 2.835tCO2/대로 약

0.188tCO2/대 감소하여 시나리오 1의 35,738tCO2 대비 33,510tCO2으로 감

소하였다. 운영 단계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45,248tCO2/인에서 전기자동차 100% 보급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를 배

출하지 않으며, 차량폐기 단계의 감소량은 기존 4,943tCO2 대비

5,055tCO2으로 112tCO2 만큼 더욱 증가하였다. 전생애주기 단계의 증감

효과를 종합하면 126,791tCO2로, 시나리오 1 대비 31,876tCO2 만큼 추가로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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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입전 도입후
증감
(B-A)

교통수요/
생산량

배출량
(A)

교통수요/
생산량

배출량
(B)

연료
생산
단계

승용차
보유

승용차 351,628 51,178 339,321 49,387 △1,791

버스 111,229 9,210 107,336 8,887 △323

지하철 224,612 254,710 216,750 245,795 △8,915

택시 30,140 2,242 29,085 2,164 △78

카셰어링 - -　 25,117 18,446 18,446

소계 7,339

승용차
비보유

버스 54,839 4,541 53,633 4,441 △100

지하철 163,599 185,521 160,000 181,440 △4,081

택시 11,014 819 10,771 801 △18

카셰어링 - - 5,048 3,707 3,707

소계 △492

차량
생산
단계

승용차

승용차
보유

25,325 76,570 20,412 61,715 △14,855

승용차
비보유

55,463 167,692 15,862 47,960 △119,732

카셰어링 - - 11,820 33,510 33,510

소계 △101,077

차량
운영
단계

승용차
보유

승용차 351,628 639,456 339,321 617,075 △22,381

버스 111,229 77,861 107,336 75,135 △2,726

지하철 224,612 0 216,750 0 0

택시 30,140 36,167 29,085 34,902 △1,265

카셰어링 - - 25,117 0 0

소계 △26,372

승용차
비보유

버스 54,839 38,387 53,633 37,543 △844

지하철 163,599 0 160,000 0 0

택시 11,014 13,216 10,771 12,926 △290

카셰어링 - - 5,048 0 0

소계 △1,134

차량
폐기
단계

승용차

승용차
보유

25,325 3,829 20,412 3,086 △743

승용차
비보유

55,463 8,385 15,862 2,398 △5,987

카셰어링 - - 11,820 1,675 1,675

소계 △5,055

합계 △126,791

[표 94] 시나리오 2 분석결과

[단위 : 대, 천인, 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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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4]를 그래프로 도식화 하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단계/교통수단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시나리오 2)

3) 시나리오 3

시나리오 3의 분석결과는 [표 95]와 같다. 전기생산 단계의 단위 환경

부하량이 기존 108gCO2/km에서 11gCO2/km로 약 1/10 수준으로 감소하

였기 때문에, 승용차 보유의 경우, 승용차는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시나리오 2의 49,387tCO2 대비 41,277tCO2로

8,110tCO2 감소하였으며,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과 비교할 경우

1,497tCO2 감소하였다. 지하철은 CCS 적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효과가 가장 컸으며, 시나리오 2와 비교할 경우 카셰어링 서비스 도

입 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5,035tCO2로 시나리오 2의 245,795tCO2

대비 220,760tCO2 대폭 감소하였다. 카셰어링 서비스 또한 1,879tCO2로

18,446tCO2 대비 16,567tCO2 감소하였다. 승용차 비보유의 경우에도 승용

차, 지하철,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시나리오 2 대비

감소하였으며, 지하철은 162,960tCO2, 카셰어링 서비스는 3,229tCO2 만큼

감소하였다. 전생애주기 단계의 증감효과를 종합하면 134,721tCO2이 감

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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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입전 도입후

증감
(B-A)

교통수요
/생산량

배출량
(A)

교통수요
/생산량

배출량
(B)

연료
생산
단계

승용차
보유

승용차 351,628 42,774 339,321 41,277 △1,497
버스 111,229 9,210 107,336 8,887 △323
지하철 224,612 25,943 216,750 25,035 △908
택시 30,140 2,242 29,085 2,164 △78
카셰어링 - -　 25,117 1,879 1,879

소계 △927

승용차
비보유

버스 54,839 4,541 53,633 4,441 △100
지하철 163,599 18,896 160,000 18,480 △416
택시 11,014 819 10,771 801 △18
카셰어링 - - 5,048 378 378

소계 △156

생산
단계

승용차

승용차
보유

25,325 76,570 20,412 61,715 △14,855

승용차
비보유

55,463 167,692 15,862 47,960 △119,732

카셰어링 - - 11,820 33,510 33,510

소계 △101,077

운영
단계

승용차
보유

승용차 351,628 639,456 339,321 617,075 △22,381
버스 111,229 77,861 107,336 75,135 △2,726
지하철 224,612 0 216,750 0 0
택시 30,140 36,167 29,085 34,902 △1,265
카셰어링 - - 25,117 0 0

소계 △26,372

승용차
비보유

버스 54,839 38,387 53,633 37,543 △844
지하철 163,599 0 160,000 0 0
택시 11,014 13,216 10,771 12,926 △290
카셰어링 - - 5,048 0 0

소계 △1,134

폐기
단계

승용차

승용차
보유

25,325 3,829 20,412 3,086 △743

승용차
비보유

55,463 8,385 15,862 2,398 △5,987

카셰어링 - - 11,820 1,675 1,675

소계 △5,055

합계 △134,721

[표 95] 시나리오 3 분석결과

[단위 : 대, 천인, 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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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를 그래프로 도식화 하면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단계/교통수단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시나리오 3)

나.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분석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는 단편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석 대비 2개

이상의 특정 시점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환경영향

요인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기여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교통수단 등의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 요인 도출

및 정의, 변화량 등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며, 환경영향 요인별 영향력을

분석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 본 연

구는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 요인

중 교통수요와 연관된 교통수요 전환효과, 차량 생산대수와 연관된 생산

효과 요인에 대하여, 차량생산, 및 운영 단계의 환경영향 요인에 대한 로

그평균디비지아지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환경영향 요인별 로그평균디비

지아지수 산출식은 [표 96]과 같이 정의할 수 있으며, 카셰어링 서비스

생산효과의 하위요인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화 요인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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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비고

교통수요 전환효과()

- ∆ 


 ln 









 ln   ln

   

* n : 승용차 비보유

승용차(∆ )

버스(∆, ∆)

지하철(∆ , ∆)

택시(∆ , ∆)

카셰어링(∆ , ∆)

생산효과()

- ∆ 


 ln 
 



 


승용차(∆, ∆)

카셰어링(∆)

차량 보급효과(∆) - ∆ 
  ln 









운영효율 개선효과(∆) - ∆ 
  ln 









이용자수 확대효과(∆) - ∆ 
  ln 









[표 96]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산출식

교통수요 전환효과 요인 에 대한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 는 차량

운행 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부터 산출되는 로그평균 가중치 

와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에 대한 교통수요 전환효과 로그 값의 차

이를 이용하여 산출 가능하다. ∆ 는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카셰

어링 서비스 모든 수단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효과 로그평균디비지아지

수 ∆ 는 승용차, 카셰어링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생산 단계

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부터 산출되는 로그평균 가중치  와 승용차

생산량,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생산량에 대한 로그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화 요인 ∆은 차량 보급효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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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개선효과, 이용자수 확대효과 3개 요인으로 정의하였으며, 차량 보

급효과 는 특정지역/대여소의 차량보급대수와 일간 평균 이용자수

비중으로, 운영효율 개선효는 는 일간 평균 이용자수와 일간 최대 이

용자수의 비중, 마지막  이용자수 확대효과 요인은 일간 최대 이용자

수로 정의하였다.

시나리오 분석은 카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을 의미하는 기존, 휘

발유, 경유, LPG, 전기 차종을 모두 보유한 현재와 같은 조건을 의미하

는 시나리오 1,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이 전기자동차로 100% 보급된 경

우인 시나리오 2, 전기 생산시 CCS 기술을 적용한 시나리오 3으로 [표

97]과 같이 전과정 평가와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구분 전환대상 카셰어링 서비스 차종

기존 - 해당없음(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전)

시나리오 1

- 전체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 카셰어링 서비스)

- 휘발유 39.0%, 경유 31.3%,

LPG 12.5%, 전기 17.2%

시나리오 2 - 전기 100.0%

시나리오 3 - 전기 100.0%(CCS 적용)

[표 97] 시나리오 분석(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시나리오 1∼3의 환경영향 요인은 [표 98]과 같이 산출된다. 교통수요 전

환효과는 승용차 보유의 경우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라 승용차, 지

하철, 택시의 교통수요 전환효과가 감소하였으며, 승용차가 0.5MJ/천인

으로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0.9MJ/천인으로

산출되었다. 승용차 비보유는 버스가 3.2MJ/천인에서 3.1MJ/천인로 감

소, 카셰어링 서비스는 0.5MJ/천인로 산출되었다. 생산효과는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라 승용차가 36,274대로 44,514대 감소하였으며, 카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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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서비스는 11,820대로 산출되었다. 특성화 요인은 그린카 통행실적

및 인프라 현황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차량 보급효과이 81.0대/인, 운영효

율 개선효과 0.4%, 이용자수 확대효과 340.0인으로 산출되었다.

구분 도입전 도입후

교통수요

전환효과

(MJ/천인)

승용차

보유

승용차 12.152 11.727

버스 2.046 1.974

지하철 0.876 0.846

택시 0.777 0.750

카셰어링 - 0.868

승용차

비보유

버스 3.155 3.085

지하철 1.996 1.952

택시 0.888 0.868

카셰어링 - 0.546

생산효과

(대)

승용차 80,788 36,274

카셰어링 - 11,820

차량 보급효과 - 80.959

운영효율 개선효과 - 0.429

이용자수 확대효과 - 340.000

[표 98]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 환경영향 요인 산출 결과

가.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은 카셰어링 서비스 차종이 휘발유 39.0%, 경유 31.3%,

LPG 12.5%, 전기 17.2%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하며, 카셰어링 서비스 도

입으로 기존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의 교통수요가 카셰어링 서비스

로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는 [표 99]와 같이

산출되며,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에 대

한 환경영향 요인의 영향력 합계는 –134,457tCO2으로 나타났다. 요인별

영향력을 보면, 승용차, 버스, 택시의 교통수요 전환효과 효과와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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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효과는 음의 부호를 갖게 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영향력 미치고 있으며, 카셰어링 서비스의 생산효과는 양의 부호로 이산

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을 미친다. 영향력은 카셰어링 서비

스의 생산효과가 20,847tCO2으로 가장 크며, 승용차 구매에 대한 생산효

과가 –134,586tCO2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영향력이 가장 크

다. 지하철의 교통수요 전환효과 효과는 지하철이 전기를 연료로 100%

사용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다.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화

요인의 영향력은 서비스 차량 보급률 요인의 영향력이 4,005tCO2, 서비

스 이용률에 대한 영향력이 21tCO2, 이용수요 요인의 영향력은

16,820tCO2로 분석되었다.

구분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비중

교통수요

전환효과

(△)

승용차

보유

승용차 -24,172 18.0%

버스 -3,047 2.3%

지하철 -8,915 6.6%

택시 -1,344 1.0%

카셰어링 18,335 -13.6%

승용차

비보유

버스 -944 0.7%

지하철 -4,081 3.0%

택시 -309 0.2%

카셰어링 3,761 -2.8%

생산효과

(△)

승용차 -134,586 100.1%

카셰어링 20,847 -15.5%

카셰어링

특성화

(△)

차량 보급효과 4,005 -3.0%

운영효율 개선효과 21 0.0%

이용자수 확대효과 16,820 -12.5%

합 계 -134,457 100.0%　

[표 99]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 환경영향 요인 산출 결과(시나리오 1)

[단위 : 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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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산출결과는 도식화 하면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산출결과(시나리오 1)

나. 시나리오 2

시나리오 2는 카셰어링 서비스 차종이 기존 휘발유 39.0%, 경유 31.

3%, LPG 12.5%, 전기 17.2%에서 전기 100% 차종으로 보급된 경우를

의미하며,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는 [표 100]과 같이 산출된다.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에 대한 환경영향 요인의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합계는 –143,158tCO2으로 시나리오 1 보다 8,701tCO2

이 더욱 감소하였다. 요인별 산출결과를 보면,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

시의 교통수요 전환효과 효과와 승용차의 생산효과는 시나리오 1과 동일

하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영향력 미치고 있으며, 카셰어링

서비스의 생산효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력

을 미친다.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생산효과가 19,58

2tCO2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영향력이 가장 크며,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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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에 대한 생산효과가 약 –134,586tCO2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

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화 요인은 차량 보급효

과 요인이 3,762tCO2, 운영효율 개선효과 요인에 대한 영향력이 20tCO2,

이용수요 확대효과 요인이 약 15,800tCO2로 시나리오 1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구분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비중

교통수요

전환효과

(△)

승용차

보유

승용차 -24,172 16.9%

버스 -3,047 2.1%

지하철 -8,915 6.2%

택시 -1,344 0.9%

카셰어링 12,998 -9.1%

승용차

비보유

버스 -944 0.7%

지하철 -4,081 2.9%

택시 -309 0.2%

카셰어링 1,662 -1.2%

생산효과

(△)

승용차 -134,586 94.0%

카셰어링 19,582 -13.7%

카셰어링

특성화

(△)

차량 보급효과 3,762 -2.6%

운영효율 개선효과 20 0.0%

이용자수 확대효과 15,800 -11.0%

합 계 -143,156 100.0%　

[표 100]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 환경영향 요인 산출 결과(시나리오 2)

[단위 : 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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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산출결과는 도식화 하면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산출결과(시나리오 2)

다. 시나리오 3

시나리오 3은 카셰어링 서비스 차종이 모두 전기 차량이고 전기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 및 활용하는 CCS 기술이 적용된

경우를 나타낸다. 전기 생산시 이산화탄소가 포집되는 비중은 90%로 설

정하였으며,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는 [표 101]과 같이 산출된다. 카셰어

링 서비스 도입 전후 환경영향 요인의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합계는 약

–144,395tCO2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의 교통수요 전

환효과 효과와 승용차의 생산효과는 시나리오 1, 2와 동일하게 이산화탄

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영향력 미치고 있으며, 카셰어링 서비스의 생산

효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승

용차 보유의 경우 승용차의 교통수요 전환효과 요인은 시나리오 2의 –

24,172tCO2 대비 약 294tCO2 증가하였으며, 카셰어링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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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8tCO2 감소하였다. 승용차 비보유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교통수요

전환효과 요인이 1,662tCO2에서 187tCO2로 감소한다. 승용차 구매에 대

한 생산효과와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화 요인의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산

출결과는 시나리오 2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분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비중

교통수요

전환효과

(△)

승용차

보유

승용차 -23,878 16.5%

버스 -3,047 2.1%

지하철 -908 0.6%

택시 -1,344 0.9%

카셰어링 1,269 -0.9%

승용차

비보유

버스 -944 0.7%

지하철 -416 0.3%

택시 -309 0.2%

카셰어링 187 -0.1%

생산효과

(△)

승용차 -134,586 93.2%

카셰어링 19,582 -13.6%

카셰어링

특성화

(△)

차량 보급효과 3,762 -2.6%

운영효율 개선효과 20 0.0%

이용자수 확대효과 15,800 -11.0%

합 계 -144,394 100.0%　　

[표 101]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 환경영향 요인 산출 결과(시나리오 3)

[단위 : 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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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산출결과를 도식화 하면 [그림 35]와 같다.

[그림 35]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산출결과(시나리오 3)

다. 종합결과

시나리오 1∼3 분석 결과로부터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으로 환경영향

요인별 영향력 합계는 각각 –134,457tCO2, –143,158tCO2, -144,395tCO2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시나리오에 대하여 교통수요 전환효과 요인의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의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와 생산효과 요인의

승용차의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는 모두 음의 영향력을 갖는다. 반면 카

셰어링 서비스의 교통수요 전환효과 요인과 생산효과 요인은 양의 영향

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카셰어링 서비스의 친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해

음의 영향력을 갖는 요인을 확대, 다양화 하고, 양의 영향력을 갖는 요인

을 축소,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음의 영향력을 갖는 요인중

승용차의 교통수요 전환효과 요인의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가 모든 시나

리오에서 가장 크다. 승용차는 타교통수단 대비 교통수요가 많고 휘발유,



- 150 -

경유의 연료 비중이 높아 1인 수송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기 때문

에 교통수요의 유출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폭이 크기 때문이

다. 따라서 승용차의 교통수요를 카셰어링 서비스로 유입시키기 위한 노

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승용차의 교통수요 전환효과 요인은 CCS가

적용된 시나리오 3에서 시나리오 1, 2 보다 3tCO2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양

의 영향력을 갖는 요인은 카셰어링 서비스로 유입된 교통수요에 따른 영

향력을 의미하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교통수요 전환효과 요인이 크기 측

면에서 승용차의 교통수요 전환효과 요인 다음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

하다. 승용차 보유의 경우 시나리오 1은 18,335tCO2, 시나리오 2는

12,998tCO2, 시나리오 3는 1,269tCO2로 나타났으며, 카셰어링 서비스가

전기자동차로 보급됨에 따라, 승용차 보유 및 비보유의 경우 모두 2배

이상의 감소폭을 보였다. 더 나아가 CCS 기술을 적용한 시나리오 3에서

시나리오 2 대비 약 90%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화 요인의 경우 서비스 이용수요에 대한 요인의 영

향력이 약 16tCO2 수준으로 가장 크게 산출 되었으며, 차량 보급률이 약

4tCO2 수준으로 나타났다. 카셰어링 서비스의 이용자수 요인의 경우 카

셰어링 서비스 차량의 보급 및 생산량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써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화 요인중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차량 보급률은 및 서비스 이용률은 적정대수 산정 및 운

영 효율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보급 및 생산량 산

출을 위한 보정계수로써 이용자수 요인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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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감)에 대해 거시적/미시적인 방법을 이용한 종합적인 실증분석을 수행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가 카셰어링 서비스 단일 수

단에 한정하거나 연료소비 중심의 단편적인 효과 추정 중심 분석을 수행

하였다면, 본 연구는 수원시 지역단위에서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주요 교통수단을 대상으로한 교통체계에 미치는 거시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분화·계층화하여 요

인별 미시적인 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공유경제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서비스로써 친환경

성을 내세워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 정부에서도 수소경제, 그린빅딜 등의

친환경 정책 대응 수소전기차량을 이용한 카셰어링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나눔카, 나누미카

등 지역 카셰어링 서비스를 운영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 카셰어링 서비스 선도 기업 중 하나인 (주)그린카에서도 연간 약

500ton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

내는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실제적인 지역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한 연구 사례가 적고, 카셰어링 서비스 단일 수단이 아닌 교통

체계 전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

한 가장 큰 이유는 민영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 산업에

서 통행 특성 분석을 위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카셰어링 서비

스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 도구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상호 비교 가능한

연구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과정 평가를 기반으

로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을 위한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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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모형은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화 요인을 고려한

다계층 구조를 가지며, 전과정 평가의 시스템 경계를 고려한 로그평균

가중치를 이용하여 요인별 환경 영향력을 추정한다. 카셰어링 서비스의

환경영향 분석은 정부 및 민간의 주요 정책을 고려하여 3개의 시나리오

로 구분하였으며, 시나리오별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고 전과정 평가 결과

를 이용하여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을 가정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다음과 같

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시나리오 1에서 카셰어링

서비스의 도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감소요인은 승용차 교통수요 전환효과 요인이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값 –24,172tCO2로 가장 컸으며, 이는 승용차의 교통수요가 타 교통수단

보다 카셰어링 서비스로 유출되는 규모(12,307천인)가 큰 요인이 반영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차량운영 단계에서의 단위 환경부하량

은 승용차가 1.8kg/인으로 버스의 약 2배, 택시의 1.5배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유출된 교통수요로부터 감소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타교통수

단보다 월등히 크다. 생산효과 요인은 승용차 생산효과의 로그평균디비

지아지수가 –134,586tCO2로 카셰어링 서비스 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영향력이 더욱 크게 산출되었다. 이는 승용차의 생산 감소량

이 44,514대로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생산 증가량 11.820대 보다 약 3.8

배 크게 감소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카셰어링 서비

스 특성화 요인에서는 환경영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카셰

어링 서비스 이용자수 확대효과 요인(16,820tCO2)이며, 카셰어링 서비스

보급 활성화에 따라 이용자수가 증가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

차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용

자수를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용자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을 억제하고 기업의 수익 역시 감소시킨다. 따라서 이용자수 확대효

과 요인은 정부나 기업에서 개입할 수 없는 요인으로 판단하였다. 차량

보급효과 요인은 이용자수 요인에 이어 두 번쨰로 영향력(4,005tCO2)이

큰 특성화 요인으로써, 이용자수에 맞는 서비스 차량의 적정 보급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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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간 차량 보급효과 요인은 공유 교통서비스에

서 경제성,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 적용되어 왔

다. 대표적인 공유 교통서비스의 성공사례로 언급되는 서울시 따릉이 공

유자전거 서비스의 경우에서도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 등을 반영한 지역/

대여소별 보급대수 산정 방안, 지역/대여소별 서비스 불균형을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을 개발 및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카셰어링

서비스는 최근들어 편도 서비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왕

복 이용시 주차 공간 사전 확보에 대한 이슈 등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공유 교통서비스의 물리적인 인프라 개선에 더하여 연간 서비스 수요 계

획 수립을 통해 전략적인 이용자수 평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운영효율 개선효과 요인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운영효율을 높

이기 위해 특정 대여소에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를 분석하여, 사전 유

휴 서비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근 지역/대여소로 유도해야 한다.

시나리오 2는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이 전기자동차로 100% 대체되는

경우이며, 시나리오 1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환경영향력

이 더욱 커진다. 전기자동차는 차량운영 단계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

지 않기 때문에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과 비교하여 약 45,248tCO2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차량생산 단계에서는 전기자동차 1대 생

산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적기 때문

에 생산효과 요인의 영향력이 20,847tCO2에서 19,582tCO2로 감소되며, 요

인들의 효과를 종합한 결과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는 시나리오 1보다

8,701tCO2 작은 –143,156tCO2로 산출되었다. 카셰어링 서비스의 전기자

동차의 보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핵심 요인이다. 최

근 국제적으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관한 “친환경자동차법” 개

정(안)이 발의된 사례가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서도 2020

년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비중이 3%를 초과하여 5년 전 대비 약 5배 이

상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기자동차 확대에 큰 문제가 없어 보

인다. 그러나 카셰어링 서비스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수익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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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다. 전기자동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서비

스 운영 기업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아울

러, 카셰어링 서비스는 차량 1대를 여러 가입자가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유휴시간이 매우 적고,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차량을 충전해야 하는 경

우가 많이 발생된다. 따라서 신속한 충전이 필요하고 손쉽게 충전소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시

나리오 1과는 다르게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산출결과표에서는 보이지 않

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효과가 존재한다. 이 효과는 연료생산 단계

에서 전기연료에 대한 단위 환경부하량이 0.21kgCO2/인(시나리오 1)에서

0.73kgCO2/인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된다. 카셰어링 서비스의 교통수요

가 타 교통수단 대비 낮기 때문에 연료생산 단계에서 증가되는 이산화탄

소 배출량의 영향력이 작게 나타나 산출결과에서 뚜렷이 보이지 않지만

향후 카셰어링 서비스의 보급 확대로 교통수요가 급증하게 될 경우 연료

생산 단계에서의 환경영향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시나리오 3에서는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 합계가 –144,395tCO2로 시나

리오 2 보다 1,238tCO2 감소하였다. 이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전기자동차

보급과 전기 연료생산 단계에 CCS 기술 적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

출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요인별 산출 결과를 보면,

시나리오 3는 시나리오 2 대비 승용차, 지하철, 카셰어링 서비스 교통수

요 전환효과 요인의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반면,

생산효과, 카셰어링 서비스 특성화 요인의 로그평균디비지아지수는 동일

하다. 연료생산 단계에서의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승용차, 지하

철, 카셰어링 서비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CCS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대비 감소한다. 그러나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전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는 CCS 기술 적용시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으로 이산화탄

소 배출량이 감소하였고 CCS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시나리오 2)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따라서 승용차, 지하철, 카셰어링 서비스의 교통수요

전환효과 요인의 영향력이 낮아지더라도 전과정 평가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총량의 변화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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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카셰어링 서비스가 선행 도입 및 활성화된 유럽, 미국의 경우, 민

간 중심으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의 실효

성 있는 실증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 국가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지자체 단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요인으로써,

지자체 단위의 실증연구는 감축계획 및 목표의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최근 유럽은 카셰어링 서비스 민간업체와 협업하여

지자체 단위를 넘는 국가 차원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에 대한 연구

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이 OECD 국가 중 1위, 1인당 탄소배출량 4위임에도 불구하고, 파리

협정의 비준국으로써 오명을 씻기 위한 학술적인 노력은 부족한 실

정이다. 정부는 친환경, 공유경제 패러다임의 융합으로 카셰어링 서

비스가 도입되어 가입자와 이용률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와 향후 교통체계에서의 카셰어링 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적다. 본 연구에서도 카셰어링 서비스의 운행 특성을 도출하

기 위해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민간 업체의 운행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분석방법이었으나 민간업체의 운행자료

는 운영 수익과 직결된다는 사유로 지자체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없

었다. 따라서 수원시 카셰어링 서비스의 통행특성은 (주)그린카 단일

업체의 일부 통행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도

출된 통행특성은 수원시의 카셰어링 서비스 전체에 대한 특성을 대

표하기에 부족하다. SP 조사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SP 조사의 한계요인

은 설문지, 대상, 기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문지는 설문대상자의

의사를 묻는 문답지로 가장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고 대상자가 상

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응답이 가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문지 설계시 SP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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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체를 통해 아웃소싱 하였으나 설문지의 선택지는 실제 응답자의

통행특성을 100%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교통수단을 선

택할 경우 본 연구에서는 승용차, 버스, 지하철, 택시, 카셰어링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환승의 경

우도 존재한다. 아울러 통행환경을 가정할 때 통행목적, 요일, 시간대 등

다양한 상황을 모두 반영할 수 없으며, 로짓 모형의 주요 변수인 통행시

간 및 거리의 경우 개별적인 통행환경마다 값의 편차가 발생한다. 설문

대상에서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 카셰어링 서비스를 한번 이용했던 응답자, 매일 이용

하는 응답자 모두 설문결과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며, 예외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응답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마지막 기타 요인으로는 대부분

의 응답자는 본인의 교통특성을 대변하는 선택지를 선택하겠지만 일부

응답자의 경우 설문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응답을

하거나 선택지를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주요 교통수단으로 승용

차를 선택하는 경우,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경험이 없음에도 카셰어링 서

비스의 월간 이용횟수를 기입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설문결과는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는 검토과정을 거치지만,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

기 때문에 일부분이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

구는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모든

경우의 수를 반영하기 어려운 항목에 한해서 몇 가지 가정을 세웠다.

생산단계에서 승용차 구매,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 도입 관련 차량 대

수를 산정하는 경우, 승용차를 구매하지 않는 것과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을 도입하는 것을 승용차 생산량이 감소하고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시 이러한 가정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용차

등록량을 승용차 생산량으로 적용하였지만, 분명 실질적인 구매대수

와 생산량간의 차이는 존재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교통분

야 공유 서비스 중 카셰어링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 등 다양한 공유 교통 서비스가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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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서비스 활성화 따라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계

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카셰어링 서비스 교통수단만을

고려한 수단분담률 및 생산량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량 추정은 단편적인 효과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카셰어링 서비

스에 대한 정책적 활용성을 높인다는 본 연구의 목적을 퇴색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카셰어링 서비스뿐만이 아닌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 등 공유 교통 서비스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환경영향 평가

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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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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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카셰어링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오직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작성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 카셰어링 서비스 개요

ㅇ 카셰어링 이란 :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기관 또는 기업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보유한 차량을 서비스

가입자에게 일정 시간동안 대가(요금)를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ex :

소카, 그린카 등)입니다.

- 카셰어링 서비스의 이용요금(편도)은 중형차 이용시 최소이용시간

30분을 기준으로 14,000원 수준(동일조건시 택시요금은 30,000원

수준)이며, 추가이용 10분당 약 8,000원(택시는 9,000원 수준) 정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구분 문항
보
기

1
성별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남자, ② 여자

( )

2
연령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 )

3
직업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직장인, ② 학생, ③ 무직

( )

4
월소득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100만원 미만, ② 101∼300만원 미만, ③ 301∼500만원 미만, ④
501∼700만원 미만, ⑤ 701만원 이상, ⑥ 없음

( )

5
혼인여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O, ② X

( )

6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⑤ 5인 이상

( )

[통행환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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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보

기

1
차량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O, ② X
( )

2

보유 차종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경형, ② 준중형, ③ 중형, ④ 대형, ⑤ SUV/RV, ⑥ 승합차, ⑦

기타()

( )

3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향후 차량 재구매 계획이 있으십니

까?

① O, ② X

( )

4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차량 구매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O, ② X
( )

5
귀하께서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O, ② X
( )

구분 문항 보기

1

주요 교통수단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승용차, ② 지하철(철도포함), ③ 버스, ④ 카셰어링, ⑤ 택시, ⑥

기타(자전거, 도보 등)

평일
( )
주말
( )

2

주요 통행목적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통근, ② 여가, ③ 업무, ④ 쇼핑, ⑤ 기타(의료, 친가방문

등)

평일
( )
주말
( )

3

주간 통행 빈도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1회/주, ②2회/주, ③3회/주, ④4회/주, ⑤5회/주, ⑥6회/주, ⑦7회/

주 이상, ⑧ 해당없음(1회/주 이하)

평일
( )
주말
( )

4 1일 평균 통행거리를 기재하여 주십시오.(단위:km)

평일
( )
주말
( )

5 1일 평균 이동시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단위:분)

평일
( )
주말
( )

6 통행시 평균 환승 횟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평일
( )
주말
( )

[일반 통행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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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보기

1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빈도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1회/주, ②2회/주, ③3회/주, ④4회/주, ⑤5회/주, ⑥6회/주, ⑦7회/

주 이상, ⑧ 해당없음(1회/주 이하)

평일(

)

주말(

)

2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시 평균 통행거리(km/회) 및 시간(분/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거리(

)

시간(

)

3

이용하신 차량종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경형, ② 준중형, ③ 중형, ④ 대형, ⑤ 승합차, ⑥ 전기자

동차

( )

4
카셰어링 서비스의 주요 이용목적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통근, ② 여가, ③ 업무, ④ 쇼핑, ⑤ 기타(의료, 친가방문 등)
( )

5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시 향후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으시겠습

니까?

①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② 구입할 것이다.

( )

6

구

분
1.승용차 2.버스 3.지하철 4.택시 5.카셰어링

선

택

속성 통행
시간

통행
비용

통행
시간

통행
비용

통행
시간

통행
비용

통행
시간

통행
비용

통행
시간

통행
비용 -

set1

130 3200 180 1350 30 1350 90 17600 50 26200

30 2800 30 1550 30 1750 90 13200 170 21400

30 2800 30 1350 30 1750 60 17600 170 21400

50 2800 180 1750 70 1350 60 21000 50 21400

130 2800 90 1350 70 1750 30 21000 90 21400

교통수단 중 가장 선호하는 수단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8set 중 1set(8개

프로파일)를 랜덤으로 선택하여 응답자에게 제시)

[카셰어링 통행특성 조사 1]

※ 1~4번은 카셰어링 이용경험이 있으신분만 작성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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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00 180 1350 30 1350 60 13200 170 21400

130 2800 90 1750 70 1550 30 13200 170 21400

30 3200 30 1350 70 1550 60 13200 170 23800

set2

30 3200 30 1750 70 1750 90 17600 90 23800

130 2800 30 1350 30 1550 90 13200 50 23800

130 3200 180 1350 30 1550 30 13200 90 26200

130 3000 30 1550 50 1550 60 13200 50 21400

130 3200 180 1750 30 1750 30 21000 170 26200

30 2800 30 1750 30 1550 90 13200 90 21400

50 3000 90 1550 30 1550 30 17600 90 23800

50 3200 30 1350 50 1550 90 17600 50 21400

set3

30 2800 90 1350 50 1350 60 21000 170 26200

30 2800 30 1550 30 1350 30 21000 50 21400

130 2800 30 1750 30 1350 30 13200 170 23800

30 2800 180 1350 50 1750 30 13200 50 23800

30 3200 90 1350 30 1550 30 21000 50 21400

50 3000 90 1350 30 1750 30 13200 170 23800

130 3000 30 1350 50 1350 30 13200 90 21400

30 2800 180 1750 50 1550 30 21000 50 23800

set4

30 2800 90 1550 50 1750 30 17600 50 26200

130 3200 180 1550 30 1350 60 13200 50 26200

50 2800 180 1350 70 1350 90 13200 50 21400

30 3000 180 1350 30 1750 30 17600 50 21400

50 3200 30 1350 50 1350 30 13200 170 21400

30 2800 90 1350 50 1550 30 13200 50 26200

30 2800 90 1750 50 1350 90 13200 90 26200

30 3000 30 1350 70 1750 60 13200 90 26200

set5

130 2800 30 1550 30 1750 60 21000 50 23800

130 2800 30 1350 30 1350 30 17600 90 23800

130 3000 30 1350 50 1750 90 21000 50 21400

50 3200 30 1550 50 1350 30 21000 90 21400

30 2800 180 1550 50 1350 90 13200 170 23800

30 3000 180 1550 30 1550 30 13200 50 21400

50 3000 90 1750 30 1350 60 13200 50 23800

30 3000 180 1750 30 1350 90 21000 90 21400

set6

30 2800 180 1350 50 1350 60 17600 90 23800

50 2800 30 1750 30 1550 60 17600 50 26200

50 3000 90 1350 30 1350 90 21000 50 23800

30 3000 30 1350 70 1350 30 17600 50 26200

30 2800 30 1350 30 1350 30 13200 50 21400

30 3000 30 1550 70 1550 90 21000 170 26200

30 2800 30 1350 30 1350 30 13200 50 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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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200 30 1350 70 1350 30 21000 50 23800

set7

50 2800 30 1550 30 1350 30 13200 90 26200

30 2800 30 1750 30 1350 30 17600 50 21400

50 2800 30 1350 30 1350 30 21000 170 26200

30 2800 30 1350 30 1550 60 21000 90 21400

130 3000 30 1750 50 1350 30 17600 170 21400

50 2800 180 1550 70 1750 30 13200 90 21400

50 3200 30 1750 50 1750 60 13200 50 21400

50 2800 30 1350 30 1750 90 13200 50 26200

set8

30 3200 90 1750 30 1750 30 13200 50 21400

30 3200 90 1350 30 1350 60 13200 90 21400

30 3200 90 1550 30 1350 90 17600 170 21400

30 3000 30 1750 70 1350 30 13200 50 26200

50 2800 180 1350 70 1550 30 17600 170 21400

130 2800 90 1550 70 1350 60 17600 50 21400

30 3200 30 1550 70 1350 30 13200 50 23800

130 2800 90 1550 70 1350 90 21000 50 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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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교통수단별 1인당 에너지소비량

ㅇ 택시, 시내버스, 지하철

구분 연간 수송인원(천인)
연간 총 연료소비

(Tcal)

에너지소비

(MJ/인)

택시 3,718,000 16,420 18.5

시내

버스
5,600,000 17,650 13.2

지하철 2,523,000 1,670 2.8

* 출처 : 에너지총조사 보고서(2017년)

ㅇ 승용차 (2,000CC 미만 기준)

구분 연간 수송인원(천인)
연간 총 연료소비

(Tcal)

에너지소비

(MJ/인)

승용차 18,426,156 109,237 24.8

* 출처 : 국토교통통계(2019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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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카셰어링 서비스((주)그린카) 요금체계 

ㅇ 카셰어링 서비스 요금체계

- ①대여요금 + ②주행요금 + ③보험료 + ④통행료/주차비+⑤편도

※ 대여요금(탑승전 15분 이내, 예약시 즉시결제), 주행요금(반납후

3시간 이내), 하이패스(사용일로부터 2∼3일내), 주차요금(사용일

로부터2∼3일 이내)

- 대여 및 주행요금(기본 30분)

차종 모델
대여요금
(10분 당)

할인대여요금(10분 당)
주행요금
(1km 당)주중

주중
심야

주말

경형 모닝 등 1,200∼1,250원 600원∼ 300원∼ 840원∼ 170∼180원

소형 엑센트 등 1,430원 770원∼ 385원∼ 1,110원∼ 150∼180원

준중형 K3 등 1,580∼2,870원 810원∼ 405원∼ 1,190원∼ 150∼210원

중형 K5 등 2,170원 1,130원∼ 565원∼ 1,580원∼ 140∼190원

대형 그랜저 HG 등 4,000원 1,300원∼ 650원∼ 1,730원∼ 170∼190원

SUV 투산 등 2,870원 1,000원∼ 500원∼ 1,330원∼ 120∼190원

승합 올뉴카니발 3,500원 1,910원 955원 2,300원 220원

수입 BMW118D 등 3,830원 1,140원∼ 570원∼ 1,580원∼ 90∼160원

전기 아이오닉 등 3,000∼5,830원 1,080원∼ 540원∼ 1,600원∼ -

* 편도서비스는 반납 위치에 따라 요금 추가

· 주중 : 일 19시∼금 18시 50분

· 주말 : 금 19시∼일 18시 50분(공휴일은 주말요금 적용)

· 심야할인 : 00시∼6시 50분(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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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 자기부담금 5/30/70만원별 상이

- 통행료 : 하이패스 후불(직접지불 가능)

- 편도비용

구분 그린존 편도 프리존 편도 무료 편도

개념

내용
그린존 출발/그린존

반납

그린존 출발/

원하는 장소에 반납

이전편도고객의

대여존에반납

요금
8,000원∼(거리별

차등)

15,000원∼(거리별

차등)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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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ㅇ 목적

-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국내 에너지원

및 기기 특성을 반영한 국가 고유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Country Specific Emission Factor) 개발

ㅇ 추진경위

-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의 이산화탄소 의무감축에 대비

하고 국내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이산화탄소통계 보고서 작성에 활용

-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 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에너지·

산업공정부문 국가 고유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를 개발·

관리

※ IPCC는 세계 평균치인 기본 배출계수(default)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이용토록 권고

(선진국은 국가 고유 계수 활용)

ㅇ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5조 및 시행령 제36조(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체계의 구축 및 관리)

-「환경부훈령」제935호(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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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8년 승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일부발췌)

구분 에너지원 단위 배출계수

석유
휘발유 kg C/TJ 19,548

경유 kg C/TJ 20,111

가스 도시가스(LPG) kg C/TJ 1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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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2018년 차량등록 현황

ㅇ 2018년 차량등록 현황

승용일반형 등록대수 비중

800CC 미만 - -

1000CC 미만 41,121 5.7%

1500CC 미만 12,498 1.7%

2000CC 미만 461,468 63.7%

2500CC 미만 52,605 7.3%

3000CC 미만 104,148 14.3%

3500CC 미만 35,910 5.0%

4000CC 미만 14,959 2.0%

4500CC 미만 - -

5000CC 미만 20 0.0%

5000CC 이상 1,320 0.2%

전기 577 0.1%

합계 724,62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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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2018년도 수원시 ㈜그린카 대여소

대여소

수원역 7번출구 법원사거리 화서역 화서환승주차장(EV)

KT북수원지사 롯데마트 천천점 수원역 후문

롯데렌터카 수원지점 쌍용자동차 서수원영업소 쌍용정비 사업소(화서)

동수원병원 옆 망포역 8번출구 권선2동 주민센터

수원샘내공원 앞 영통구청 앞 GS칼텍스 대창

KT영통지사 동남보건대학교C 영통공영주차장(EV)

구운동 주민센터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영통역 2번출구

장안구청 롯데하이마트 수원터미널점KT수원지사 앞

수원시청 화서역 꽃뫼환승주차장(EV) 인계동 공영주차장(EV)

매봉공원 공영주차장(EV) 수원 라이프스포츠 삼익 S-OIL

교동 공영주차장 홈플러스 동수원점 GS칼텍스 평화

경기대C 홈플러스 영통점 영통도서관

매탄권선역 2번출구 파장동 주민센터 홈플러스 북수원점

쌍용자동차 신영통영업소 화홍문 공영주차장 쌍용자동차 광교영업소

성균관대역 수원역 롯데슈퍼 영화점

광교1동 공영주차장 신나무실5단지 주공아파트 롯데하이마트 북수원점

KBS수원아트홀 옆 정자3동 주민센터 수원 산업1단지

망포역 8번출구(롯데프라자)유신 S-OIL 2001아울렛 수원점

KT동수원지사 롯데마트 영통점 서수원버스터미널 옆

롯데몰 수원점 영통구청 롯데아울렛 광교점

롯데마트 권선점 수원우만동 양우 내안애애플망포역 1번출구(더판타지움)

매교역 5번출구 광교대학로 공영주차장 GS칼텍스 기분좋은

영통역 7번출구 경기도건설본부 GS칼텍스 호매실

롯데하이마트 수원시청점 동수원사거리 옆 광교 따복하우스

매탄1동 주민센터 경희대 수원캠퍼스 앞C 서둔동주민센터 옆V

태장동 주민센터 홈플러스 원천점 권선초등학교 뒤

GS칼텍스 영통 경기대학교정문 영통황골마을주공1단지아파트

수원선경도서관 광교1동 주민센터 옆 롯데몰 수원점 앞

쌍용자동차 수원장안영업소 세류역 환승주차장(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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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nvironmental Impact Change Factors of Car-sharing Service

Based on Life Cycle Assessment

Shim, Hyung-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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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need to prepare an international low-carbon, eco-friendly

transportation system is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the

car-sharing service is recognized as an eco-friendly transportation

service that enables efficient use of resources shared by many people

in one vehicle. Green Car Co., Ltd., a representative car sharing

service company in Korea, announced that it has reduced about 7

million tons of GHG(Green House Gas) emissions through the

operation of electric vehicles over the past four years. Also as part of

the eco-friendly vehicle dissemination and activation policy,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expansion of public car-sharing services

for electric vehicles and pilot operation of car-sharing services for

hydrogen electric vehicles. Recently, as the number of users of

car-sharing services increases and the market size increases, efforts

are being made to prove the actual environmental improvement effect

of car-sharing service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empirical

analysis of GHG emissions in specific regions is being conducted

through car-sharing service usage performance data. In Europe,

various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tools are used to pro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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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reducing GHG emissions of car-sharing services. However,

in Korea, there is a limit to the collection of actual service usage

performance data due to the private service operation, and the

analysis is being conducted focusing on the calculation of the total

amount of GHG emissions for calculating the carbon footprint. In the

end, although it is possible to monitor the annual GHG variability and

increase/decrease, it is difficult to use the analysis results as a policy

tool to expand the eco-friendliness of the car-sharing service, supply

and activate the service.

In this paper, in order to prove the eco-friendliness of the

car-sharing service as the number of domestic car-sharing service

users continues to expand, and furthermore, to prepare the policy

basis for dissemination and activation of the car-sharing service as

an eco-friendly means of transportation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the car-sharing service of environmental influence factors were

derived and influence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car-sharing service on

the existing road transportation system, two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tools capable of macro/micro analysis were used. First, for

the first analysis tool, LCA(Life Cycle Assessment) was performed to

calculate the carbon dioxide emission for each stage of the entire life

cycle of transportation. In LCA, in addition to the WTT(Well To

Tank) and TTW(Tank To Wheel) stages centered on fuel

consumption, the vehicle production-disposal stage generated by the

means of transportation itself was added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troduction of

the car-sharing service reduced the annual carbon dioxide emission of

the road transportation sector to 94,915tCO2, and the carbon dioxide

emission of the vehicle production stage in the entire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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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d the most. In the vehicle operation stage, transportation

demand for means with a lower unit environmental load than

car-sharing services such as buses and subways flowed into the

car-sharing service, resulting in an increase in carbon dioxide

emissions. However, in the fuel production stage, the annual 8,865

tCO2 of carbon dioxide emissions is reduced due to the effect of the

subway transportation demand flowing into the car-sharing service.

When all vehicles of the car-sharing service are supplied with electric

vehicles, the effect of reducing carbon dioxide emissions is about

126,791tCO2. The car-sharing service does not emit carbon dioxide in

the vehicle operation stage, but on the other hand, in the fuel

production stage, the unit environmental load of electric fuel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fuels, so carbon dioxide emission has increased. As

for the effect of CCS(Carbon dioxide Captureand Storage) application,

a total of 134,712tCO2 was reduced due to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passenger cars, subways, and car-sharing

services that use electricity as fuel in the fuel production stage.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eco-friendliness of the car-sharing service, participation and

connection of not only the transportation sector but also other sectors

related to the entire life cycle of transportation is essential. Summing

up, the effect of reducing carbon dioxide emissions for each scenario

is about 94,915 to 134,712tCO2. This is about 4.7∼6.7% per year

compared to the annual carbon dioxide emissions of the transportation

sector in Suwon, and if the government's eco-friendly policy support

is expanded along with the increasing trend of car-sharing service

users, the reduction effect will further increase. Second,

LMDI(log-average divisia index) analysis was performed to derive

factors that increase or decrease carbon dioxide emissions ac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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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introduction of car-sharing services and to estimate the

influence(contribution) of the increase or decrease. The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subject to LMDI analysis were divided into transport

demand conversion effect, production effect, and car-sharing service

specialization factors. The factors specializing in car-sharing services

were set as three factors: infrastructure, users, and service operation,

which are core components of car-sharing servic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um of the influences on environmental factors when

car-sharing service was introduced was calculated in the direction of

reducing carbon dioxide emissions. Among the factors, the factor of

the production effect of passenger cars showed the largest influence,

and in the case of the factor specializing in car sharing service, the

factor of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number of users had the

greatest influence. However, since it is not appropriate to reduce the

number of users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it is analyzed as

a factor with very low policy utilization. The influence of the vehicle

supply effect factor is the second highest after the factor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users. The vehicle supply effect factor acts

as a factor that increases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the key is to

arrange an appropriate vehicle relative to the number of users in the

rental office/region. In addition, the supply of an appropriate number

of vehicles can have the effect of reducing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vehicle production and improving the profitability of business

operators due to infrastructure maintenance, etc., so it is judged to be

a factor with high policy priority. Lastly, as the key factor for the

improvement of operational efficiency is to set the maximum number

of users equal to the average number of users. It is considered a

factor that requires a strategic approach.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paper, the effect of redu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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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dioxide emissions by the introduction of car-sharing services

was verified, and at the same time,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car-sharing services by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It is thought that the analysis model

can be used as a representative model for eco-friendly analysis when

new shared transportation services are introduced in the future, and

the analysis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to promote the supply of car-sharing services to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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