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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6.5%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중대형 화물차는 대부
분 경유차량으로 노후차량의 비율이 높고, 주행거리가 길어 심각한 온실가스 배출원임
 수송 부문의 저탄소화 정책은 승용차 중심으로 전개되어 도로물류 수송 부문은 상대적으
로 소외되고 있으며, 이 부문의 정책은 수소 화물차의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등 수단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이 연구에서는 추진체계, 수단, 경로 부문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추진체계 부문) 통합적인 추진체계 구축
- 도로물류 수송 부문의 저탄소화를 담당할 컨트롤 타워 지정과 전문연구단 운영
- 부처별로 추진중인 계획과 사업을 통합계획으로 수립
 (수단 부문) 무탄소 화물차 보급 확대
- ERS(Electric Road System, 전기도로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수소 화물차 중심의
정책 리스크를 완화
- 무탄소 화물차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내연기관 화물차 규제정책 시행을 통해 무탄소 화물
차의 보급 유도
 (경로 부문) 혼잡없는 탄소중립 물류도로망 관리
- 물류 수송의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를 ‘탄소중립 물류도로망’으로 지정
- 화물차 전용도로(ERS 설치와 군집주행의 실현 공간으로 활용) 운영 및 화물차 전용 IC
건설을 통해 경로 부문의 저탄소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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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UMMARY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30년까지 2018년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37.8%을 감축하여야 하
며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6.5%는 도로부문에서 발생
-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발표ㆍ추진되고 있
으나 도로물류 부문은 상대적으로 소외
- 화물차는 도로물류 수송을 대부분을 처리하며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이 미흡한 도로물류 수송 부문에서 그린 뉴딜을 실현할
수 있는 저탄소 추진전략을 제안하고자 함
- 복잡하고 광범위한 도로물류 수송부문을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규범적
대안 제시
- 도로물류 수송부문의 저탄소화 추진전략을 추진체계, 수단, 경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
□ 연구의 주안점
∙ 그린 뉴딜의 핵심 요소인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사회적 불평등 해소 중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집중
- 도로물류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추진전략 도출을 우선으로 판단
하였으며 추진전략별 일자리 창출,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효과는 정책의 시행
을 검토단계에서 별도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
∙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수단, 경로, 지점이라는 규범적 대
안 중 수단과 경로에 중점을 둠
- 물류의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수단이 경로상을 운행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수단과 경로 부문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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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물류 수송체계 분석
□ 일반 현황
∙ 수송 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3.5%를 배출하고 있으며, 그중
도로 부문이 96.5%를 배출
∙ 화물차는 도로물류의 대부분을 처리하며 승용차 대비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
하여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
- 화물차는 대부분 경유 차량(93.5%)이며 노후 차량의 비율(38.5%)도 높고
영업용 중대형 화물차는 주행거리(400km 내외)가 길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
하며 빠르게 판매량이 증가(3.4%)하고 있어 온실가스 저감 대책 마련 시급
□ 화물차 혼잡구간 분석
∙ 고속도로, 국도 등을 대상으로 구간별 그림 1 | 화물차 혼잡구간 분석 결과
혼잡도, 화물차 교통량을 이용하여
IPA 분석을 수행하여 화물차 혼잡구간
을 도출
- 화물차 교통량이 많으면서 혼잡한 구간
은 화물차 온실가스 배출량이 심각한
구간으로 추정 가능
∙ 수도권, 경부선의 주요 도로와 국도, 경
부축의 경부선, 중북내륙선 등이 도출
- 고속도로는 경부축(경부선, 중부내륙
선 등), 수도권(제1순환선, 평택시흥
선 등), 경남권(경부선 등)에서 도출
- 국도는 수도권의 주요 국도가 도출되
었으며, 특히 수도권 제1외곽선과 접
속하는 국도들이 도출
【 화물차 혼잡도로망 】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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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 고속도로 노선 중 CO2를 포함한 오염물질 배출은 경부축과 수도권의 주요 노선
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 총 배출량 기준으로 경부선 17.2%, 중부내륙선 8.8%, 영동선 6.7%, 서해
안선 6.1% 순으로 추정
- 상위 6개 노선이 고속도로 총 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50%, 상위 12개 노선이
약 70%를 배출
∙ 지역별로는 경기, 경북, 경남,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강원 순임
∙ 화물차 혼잡구간 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구간과 오염물질 배출량이 심각한 구간
은 유사한 결과를 보임
그림 2 | 구간별 오염물질 배출량

【 총 배출량(일) 】

【 Km당 배출량 】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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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정책 및 동향 분석
□ 분석 결과
∙ 탈탄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는 매우 확고하나 도로물류 수송 부문은 정책적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 수송 부문은 승용차 중심의 정책
- 도로물류 수송 부문은 수소 화물차 중심의 정책
∙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도로물류 수송 부문과 관련된
사업은 총 38개 사업, 총 3조2천억원 규모
- 환경부는 저탄소 수단의 보급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 국토부는 도로의 혼잡
완화와 물류체계 효율화, 산업부는 무탄소 수단의 개발에 집중
- 각 부처별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나 각 부처의 논리에 따
라 추진되고 있어 사업 효과, 예산배분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 필요
그림 3 | 도로물류 수송부문 저탄소화 관련 사업 분석결과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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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적 대안 설정
∙ 도로물류 수송체계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정책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규범적 대안 설정이 필요
∙ 수단(Mode), 경로(Link), 지점(Node)으로 구분하는 규범적 대안을 제시
- 규범적 대안에 따라 정책, 사업의 담당 부처, 예산, 관련 법ㆍ제도 등 체계화 가능
그림 4 |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규범적 대안

출처: 저자 작성

□ 핵심 과제 도출
∙ 부처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
-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처별 정책이 예산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
고 있는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추진체계 필요
∙ 수단(특히, 수소 화물차) 중심의 정책 리스크 완화
- 수소 화물차 기술이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므로 다양한 저탄소 및
무탄소 수단에 대한 지원 필요
∙ 장거리를 운행하는 중대형 화물차의 경로 관점의 저탄소 정책 부재
- 중대형 화물차의 속도 편차를 줄이고 60~80km/h의 속도로 항속주행할 수 있
는 경로 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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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탄소 도로물류 추진전략: 추진체계 부문
□ 컨트롤 타워 지정
∙ 영국은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가 탄소감축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기후변화위원회는 정책결정 및 입법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이지만 정부와 의회
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는 정부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를 강화할 필요
- 대안1) 국가전략 수립 또는 국가계획 수립의 주체를 탄중위로 변경(「탄소중
립기본법」제16조 개정)
- 대안2) 탄중위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조치에 대한 탄중위
의 조사권한 강화(「탄소중립기본법」제9조 관련 하위법령 개정)
□ 전문연구단 운영
∙ 영국 지속가능한 도로물류센터(Centre for Sustainable Road Freight; 이하
SRF)는 기후변화위원회의 도로물류 부문 탈탄소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원
- 케임브리지 대학 등 3개 대학교가 협력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장거리 중대
형 화물차의 전동화,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탈탄소화 기술 개발 등을 연구
∙ 전문연구단의 신설(대안1)과 기존 연구기관의 활용(대안2) 가능하며, NRC 탄
소중립연구단을 전문연구단으로 지정하고 전문성 확대 제언(대안2) 필요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연구기관간 협력방식으로 NRC 탄소중립연구단 운영중
- 독립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
록 전문연구단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탄소중립기본법」제19
조 개정)
-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 중 도로물류 수송체계 관련 연구원을 포
함하여 전문연구단으로 운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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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물류 수송체계 통합계획 수립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계획(California Sustainable Freight
Action Plan)을 수립함
- 2015년 7월,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주 교통국, 주 환
경 보호국, 주 천연 자원국,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 주 에너지 위원회
등은 물류 부문의 저탄소 통합계획을 수립
- 통합적인 관점에서 계획과 사업을 제시하고 정책수단과 실행기관을 명시
∙ 「탄소중립 도로물류 수송체계 종합계획(가칭)」 수립 필요(「탄소중립기본법」제
3장 개정)
- 부처별 탄소중립 로드맵이 발표되고 있으나 해당 부처의 역할에 충실하게 작
성된 것으로 도로물류 수송체계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재작성 필요
- 컨트롤 타워와 전문연구단의 추진체계하에 범부처 차원의 통합계획 수립
-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탄소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현 정책과 사업의 탄소 감
축 효과 추정이 필요하며, 목표 감축량 달성을 위한 사업의 재조정 및 신사업
발굴 필요

5. 저탄소 도로물류 추진전략: 수단 부문

□ ERS(Electric Road System, 전기도로시스템) 기술 개발과 실증 실험 추진
∙ 무탄소 화물차는 전기 화물차, 수소 화물차, ERS 등이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수소 화물차를 중점적으로 육성 중
- 수소 산업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며,
수소생태계 구현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수소 모빌리티 보급 및 확대에 주력
- 수소 화물차의 일반화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시점에
서 기술우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특정 수단에 정책역량은 집중하는 것은 위험
∙ ERS는 기술 준비도가 높고 경제성이 높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독일, 영
국, 스웨덴 등은 국가 차원의 실증 실험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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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S는 화물차 상부 쪽에 설치된 전차선을 팬터그래프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
아 운행하는 시스템
- 기 구축된 전력인프라에 기반하여 전기를 직접 충전하므로 효율성이 높고 배
터리 크기 및 무게로 인한 운행거리 제약도 해소 가능
- 배터리 크기를 최소화하여 화물 적재량 측면에서 손해가 적고, 전기 및 수소
화물차에 비해 기술 준비도가 높음
∙ 수소 화물차 개발과 별개로 ERS 기술개발 및 실증실험 추진 필요
- 수소 화물차 중심의 정책 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소 화물차로의 구조적 전환까
지 소요되는 시간까지의 간극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경로와 수단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바이모달 트램, 무간
선 저상트램 개발 사례가 있는 국토교통부 R&D를 통해 추진
그림 5 | ERS 예시

출처: PIARC(2018) p.14 재구성

□ 무탄소 화물차 인센티브 정책 추진
∙ 저탄소 및 무탄소 중대형 화물차 구입 보조금 지원 관련법1)의 개정과 「저탄소
(무탄소)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정 필요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 「동법시행령」 제48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
28조, 「동법 시행규칙」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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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Plug-in Grant 등), 미국(Hybrid and Zero-Emission Truck and Bus
Voucher Incentive Project 등)은 저탄소 및 무탄소 화물차 구입을 보조
- 우리나라는 수소화물차 구매 보조금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저
탄소 및 무탄소 수단에 대한 구입 보조금 확대 필요
∙ 저탄소(무탄소) 화물차 연료 보조금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3조 개정
및 「저탄소(무탄소) 화물차 연료 보조금 관리 규정」 제정
- 영국은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화물차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우리나라는 수소 상용차에 대해서만 연료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중이므로
다양한 저탄소 및 무탄소 화물차에 대한 연료 보조금 신설 필요
□ 내연기관 화물차 규제 정책 추진
∙ 내연기관 화물차 판매금지 시점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필요
- 영국은 2040년 내연기관 대형 화물차의 판매 금지하였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는 2045년 내연기관 화물차의 판매를 금지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2035~2040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제안하였으나,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음
- 내연기관 화물차의 판매금지 시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자동차 제조사, 물
류회사, 운송사업자 등에게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며, 정부
도 판매금지 시점에 맞춰 각종 지원책(보조금 등)을 준비할 수 있음
∙ 내연기관 화물차의 특정경로 운행 제한 검토
- 국내외에서 특정 지역으로의 노후 경유차(화물차 포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제2항의 개정
을 통해 특정 경로에 내연기관 화물차의 운행 제한 가능
- 내연기관 화물차와 저탄소(무탄소) 화물차의 경로 분산에 따른 혼잡 완화, 저
탄소(무탄소) 화물차의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 배치, 저탄소(무탄소) 화물차
로의 전환 유도 등의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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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탄소 도로물류 추진전략: 경로 부문

□ 도로법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물류도로망(가칭)의 지정 및 혼잡 관리
∙ 국외는 핵심도로망을 지정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집중 관리
- 영국은 전략도로망(Strategy Road Network), 일본은 중요물류도로를 지정
하여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망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적인 관리
- 미국 캘리포니아는 주요 물류경로의 혼잡을 관리하기 위한 병목지점 선정, 우
선순위 도출, 맞춤형 개선대책 시행 등 전략적 관리 시행
∙ 중대형 화물차의 주요 경로를 탄소중립 물류도로망으로 지정하고 체계적 혼잡
관리를 통해 혼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필요
- 2장의 화물차 혼잡구간 분석에서 도출된 구간은 총 도로연장의 8.8%이지만
화물차 통행거리의 28.3% 처리
- 탄소중립 물류도로망 도출을 위한 방법론 정립과 관련 법ㆍ제도 개정 필요
□ 화물차 전용차로 설치
∙ 미국 캘리포니아의 화물차 전용차로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분석한 결과, 7개 노
선 20개 구간이 후보구간으로 도출됨
- 수도권 제1순환선 중 수도권 동남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판교JCT~남양주IC
구간,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결하는 고양IC~장수IC 까지 구간 도출
∙ 화물차 전용차로는 ERS의 운행 구간, 군집주행의 실행 공간으로 적합하므로,
계량적 기준에 국한되지 말고 최신 저탄소 기술 구현의 공간으로서의 가치에 주
목할 필요
-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획기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구현할 수 있는 신기술 실현
의 공간으로 화물차 전용차로 도입 필요
∙ 도로교통법 개정(화물차 전용차로의 설치, 전용차로의 운행 및 단속 등), 화물
차 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지침 제정(국토부 행정규칙), 고속도로 화물차 전용
차로 시행 고시(경찰청) 필요

xiv

□ 화물차 전용 IC 건설
∙ 수도권 등에서 대규모 물류센터 및 창고의 설치가 급증하여 기존 고속도로 IC에
서 늘어난 화물차 교통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발생 사례 증가
∙ 화물차 전용 IC 설치를 통해 화물차 우회거리 단축, 혼잡 완화로 온실가스 배출
량 저감 가능
- 화물차 전용IC 설치 시뮬레이션 결과 약 13.2%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
-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분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한국도로공사)」 개정을
통한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화물차 전용 IC는 대형 화물차의 도시부 진입을 억제하여 혼잡 해소, 대형 교통
사고의 방지, 주민 만족도 제고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
그림 6 |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수단, 경로 부문의 추진전략 종합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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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탄소중립은 현시대의 화두이다. 많은 정부와 기업, 시민들이 온실가스 저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물류 수송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물류 수송의 대부분은 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를 통해서 처리된다. 물류
수송의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중대형 화물차는 중장거리를 운행하고 있으며 차량 및 운행 특성상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로물류 수송체계 관련 현황을 고찰하여
저탄소화가 시급함을 드러내고, 현재 정책 및 사업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증가에 대응하고자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한 196개국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를 갱신하였으며(2020.12), 2021년 10월에는 상향안을 발표하였다. 2030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하였으
며 수송 부문은 28.1%에서 37.8% 감축으로 상향하였다.1)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나
리오를 발표하였으며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을 97% 이상으로 확대하는 A안과 무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15
62) 방문일: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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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 보급을 85% 이상으로 하면서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배출을 중립화한 내연기관
차를 일부 잔존시키는 B안을 제시하였다.2) 따라서, 수송 부문에서는 무공해차의 보
급에 많은 정책 지원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96.5%는 도로 부문에서 발생3)하여 도로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도로는 화물수송량 중 92.6%를 처리4)하는
데, 국토교통부(2020b: 1)에 따르면 2017년 도로에서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 중
56.3%를 경유차가 배출하며 전체 경유차 배출량의 46.2%를 화물차가 배출한다. 화
물차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승용차 대비 246배에 달한다(관계부처 합동, 2021: 3).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대표
적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a)이 있다. 이 계획은 경기침체
극복에 필요한 정부 재정을 친환경·저탄소 부문에 투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면
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수송 부문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
표·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여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핵심인 화물
차와 관련된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또한 발표된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저탄소
화 정책은 도로물류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틀 안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다. 부처별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으로 서로 분절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대체로 화물차의 무탄소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수송체계는 수단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다른 구성 요소에서
도 저탄소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고 도로물류 수송체계를 규범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틀로 수단, 경로, 지점을 제시하였다.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규범적 대안의 틀에서 분
석결과에 기반한 핵심과제로 추진체계, 수단, 경로 부문의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15
62) 방문일: 2021.12.12
3)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 본 연구의 <표 2-3> 참조
4)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http://www.ktdb.go.kr), 본 연구의 <표 2-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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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탄소 감축 계획이 미흡한 도로물류 수송 부문에서 그린 뉴딜을 실현할 수
있는 저탄소 추진전략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도로물류 수송체계 관련 현
황을 분석하여 도로물류 수송체계에서 저탄소화가 필요함을 도출하고, 국내 정책 및
사업 고찰을 통해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저탄소화를 위한 정책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한계점과 핵심 과제를 도출한다.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도로물류 수
송체계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규범적 대안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와 규범적 대
안에 따라 추진체계, 수단, 경로 부문의 저탄소화 추진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주요 개념과 연구 주안점
1) 주요 개념
(1) 그린 뉴딜
정부는 저성장 고착, 양극화 심화라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이 발생하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a)을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분한다. 디지털
뉴딜은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인프
라 투자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감염
병 확산 등으로 저탄소·친환경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할 관련 산업에 투자하여 국
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
디지털 경제, 그린 경제로 전환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및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다(관계부처 합동, 2020a).
그린 뉴딜은 인프라와 에너지의 녹색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Net-Zero) 사회를 지향한다(관계부처 합동, 2020a: 91). 그린 즉, 녹색·환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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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통해 일자리, 신산업시장, 불평등 해소 등 성장동력
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이다(이정찬 외, 2020: 31).
그린 뉴딜의 세부 추진과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이
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수단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온실가스, 미세먼지의 감축과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목표로 전기차, 수소차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목표로 한다. 전기차 부문은 승용, 버스, 화물 등 전기차 113만대를 보
급하고 충전 인프라(급속 1.5만대, 완속 3.0만대)를 확충하고자 한다. 수소차 부문은
승용, 버스, 화물 등 수소차 20만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수소생산기지
등 수소유통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LPG, 전기차로의 전환
(화물차 13.5만대) 및 조기 폐차를 지원할 것이다(경유차, 건설기계 등 116만대). 또
한 미래형 전기차 부품, 수소차용 연료전지시스템 등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향후 기술 발전, 규모의 경제 실현 등으로 인한 전기차, 수소차의 생산비용 하락 전망
을 반영하여 중장기 재정 운용전략을 수립하고,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용 수소
차 연료 보조금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제시했다(관계부처 합동, 2020a).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추진전략은 몇 가지 한계점을 보인다. 첫 번째로 모빌리티
를 ‘이동성’의 개념보다 ‘수단’의 개념으로 국한하여 수단 전환에 국한된 계획을 제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린 뉴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2) 도로물류 수송체계
물류(物流)란 필요한 양의 물품을 가장 적은 경비를 들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원하
는 장소에 때맞춰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자재 및 제
품의 포장, 하역, 수송, 보관, 통신 등의 여러 활동을 말한다(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009). 1960년대 미국에서 사용되던 Physical Distribution을 일본에서 물적유통으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물류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다(정봉민 외, 2006: 46).
물류활동의 기능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유통가공으로 구분된다. 운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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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물자를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으로 생산자와 공간적 거
리가 극복되어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 보관이란 물품을 창고 등의 보관시설에 물리
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으로 생산과 소비 사이의 시간적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시간적 효
용을 창출한다. 하역이란 운송과 보관의 접점에서 설비와 기기를 이용하여 물품을 상
하좌우로 이동시키는 활동이다. 포장이란 물품의 운송, 보관, 취급, 사용 등에서 물품
의 상태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용기, 재료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기술 또는
상태이다. 정보란 물류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처리, 제공하여 전체적인 물류관리
를 효율화하는 물류시스템을 의미한다. 유통가공이란 물류활동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조립, 가공, 재포장 등을 통해 물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다(대한교통학
회, 2018: 308~309).
물류 운송 시스템은 수단(Mode), 지점(Node), 경로(Link)의 3요소로 구성된다.
수단이란 운송을 직접 수행하는 수단으로 자동차,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 등이 해당
된다. 지점이란 운송을 위한 재화를 처리하기 위한 장소 또는 시설로 기종점의 물류센
터, 배송센터, 화물역, 항만, 물류터미널, 공항, 제조공장 등이 있다. 경로란 수단이
지점을 연결하기 위해 운행에 이용하는 통로로 공로, 철도, 항로, 항공로 등이 있다(이
서영, 2020: 22). 물류 운송 시스템 중 경로와 지점은 물류운송관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외부변수로 주어지므로 물류운송관리는 주로 수단을 중심으로 다루어진다(대한교
통학회, 2018: 326). 운송은 사전적 의미로는 수송과 동일한 의미이나 일반적으로 운
송을 수송과 배송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수송(Transportation)은 대형 운송 수단을
활용하여 대량의 물품을 장거리에 걸쳐 이동시키는 행위이고, 배송(Delivery)은 지역
거점으로부터 소형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소매점 또는 고객에게 물품을 단거리, 소량,
소단위로 이동시키는 행위이다(이서영, 2020: 29~30).
본 연구의 ‘도로물류 수송체계’란 ‘중대형 화물차5)가 대규모 물류 지점 간 대량의
물품을 간선도로를 통해 이동시키는 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5) 본 연구에서 중형 화물차는 「도로교통량 조사지침」(국토교통부, 2013)의 4종에 해당되는 2.5~8.5톤 미만 화물차,
대형 화물차는 5~12종에 해당되는 9.5톤 이상의 화물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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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부문별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저탄소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란 ‘현재 도로물류 수송체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
시키기 위한 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주안점
이 연구는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추진전략을 제안하여 그린 뉴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한 개념인 그린 뉴딜과 도로물류 수송체계 중
어느 부문까지를 연구범위로 할지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도로물류 수송체계는 수
단, 경로, 지점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그린 뉴딜의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사회적 불평등 해소 중 온실가
스 감축에 방점을 두었다. 도로물류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
문이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별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효과와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정책이더라
도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있어서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로물류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추진전략을 제
시하는 것을 우선으로 판단하였다.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
불평등 해소 측면의 효과 등은 별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체계적인 분류,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수
단, 경로, 지점이라는 운송의 3요소를 활용하는 규범적 대안을 제안하였다(3장4절 2)
참조). 이 중 수단과 경로 부문에 대해서만 연구를 수행하였다. 물류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유통가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인데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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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출은 수단이 경로상을 운행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운송단계의 저탄소 정책은
수단과 경로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점은 보관, 하역, 포장, 정보, 유통가
공의 기능이 수행되는 지점이므로 운송을 제외한 물류 기능의 저탄소화를 도모할 수
있는 요소이다. 지점 측면의 저탄소화 정책 개발은 별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정의
본 연구는 중장거리를 운행하는 중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중대형 화
물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자료 구득이 가능한 최신 연도를 기
준으로 하였다. 정부 정책은 2017~2021년까지 5년간을 범위로 하였으며, 교통량 분
석 등은 2020년을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2) 연구 방법
문헌고찰을 통하여 도로물류 수송체계 관련 국내외 정책, 사업, 선행연구를 검토하
였다. 도로교통량통계연보의 교통량 자료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에서 나
타나는 화물차 통행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 결과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노선별로 오염
물질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국외의 모범 정책 사례를 심도 있게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원고청탁을 수행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분석 등 기술분석을 위
탁용역을 통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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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틀
연구의 틀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 연구 흐름도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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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물류 수송체계의 핵심적인 개념을 고찰하여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범위를 명
확하게 제시하였다.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화물차 현황을 분석하고 혼잡도로 분석, 오
염물질 배출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 정책 및 사업 고찰을 통해 국내 정책의 핵심과
제를 도출하였다.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규범적 대안을 제시하고, 부문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5.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도로물류 수송체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중대형 화물차의 무탄소화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다. 무탄소 화물차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전기 및 수소 화물차, ERS(Electric
Road System, 전기도로시스템, 이하 ERS) 간의 비교를 수행한 연구들이다.
ICCT(2017)는 ERS, 전기 화물차, 수소 화물차가 무탄소 화물차의 대안임을 제시하
고 각 기술별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Transport & Environment(2017)는 EU 도로물
류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방안으로 ERS를 검토하였다. ERS에 대한 비용 분석을 수행
한 결과에 기반하여 정책을 제안하였다. PIARC(2018)는 다양한 ERS 기술을 소개하
고 각 기술별 기술수준, 실증사례 등을 소개하였으며 무탄소 화물차의 대안으로 ERS
의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SRF(2020)는 영국의 주요 간선망을 대상으로 ERS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고 도입계획을 제안하였다. 국내 연구는 저탄소 및 무탄소 자동
차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대상이 승용차로 한정적이다. 특히
충전소의 구축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소차 관련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국내 연구 중 도로물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한진석 외(2019)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확대, 철도화물로의 전환, 화물차 대체
연료 수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공해차량 운행 제한 제도 확대 등의 정책
을 제안하였다(<표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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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주
요
선
행
연
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Transitioning to zeroemission heavy-duty freight
vehicles
∙ 선행연구 고찰
∙ 연구자: ICCT(2017)
∙ 기술별 비용분석
∙ 대형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안으로
전기차, ERS, 수소차를 제안하고
각 기술의 장단점 비교

∙ 기술별 기술 및 실증사례 소개
∙ 기술별 비용 분석
∙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

2

∙ 과제명: Roadmap to climate
-friendly land freight and
buses in Europe
∙ 연구자: Transportation & Envir ∙ ERS 비용 분석
onment(2017)
∙ 연구목적: EU 도로물류 부문의 온
실가스 저감방안으로 ERS를 검토

∙ 시나리오 설정
∙ 비용 분석
∙ 정책 제안

3

∙ 과제명: Electric Road System
s: A solution for the future?
∙ ERS 기술 분석
∙ 연구자: PIARC(2018)
∙ 연구목적: ERS 기술을 소개하고 ∙ 실증사례 분석
기술방식별 기술수준, 실증사례
등을 소개하여 ERS 확대를 제안

∙ ERS 개념 설명
∙ ERS 기술 비교 분석
∙ ERS 비즈니스 모델 분석

4

∙ 과제명: White Paper Decarbo
nising the UK’s Long-Haul R
oad Freight at Minimum Econ
omic Cost
∙ ERS 비용 분석
∙ 연구자: SRF(2020)
∙ 사례 분석
∙ 연구목적: 영국 도로물류 시스템
을 ERS 기반으로 재편하는 방안
제안

∙ 대형 화물차 대안 설정
∙ 영국의 ERS 도입 계획
∙ 영국의 ERS 비용 추정
∙ 사례연구

5

∙ 과제명: 육상화물운송수단의 미세
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 연구 ∙ 문헌조사
∙ 연구자: 한진석 외 (2019)
∙ 사례연구
∙ 연구목적: 육상화물운송수단의 저 ∙ 교통수요모형 분석
감 정책 제안

∙ 육상화물운송수단 배출 및 통행특성
∙ 육상화물운송수단 환경정책 동향
∙ 육상화물운송수단 오염물질 저감방안

본 연구

∙ 문헌조사
∙ 화물차 혼잡도로 분석 ∙ 도로물류 수송체계 분석
∙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한 저탄소 도
∙ 화물차 온실가스 배출 ∙ 국내 정책 및 사업 동향 분석
로물류 수송체계 추진전략
량 분석
∙ 저탄소 도로물류 부문별 추진전략
∙ 시뮬레이션 분석

출처: ICCT(2017), Transportation & Environment(2017), PIARC(2018), SRF(2020), 한진석 외(2019)를 검토하
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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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무탄소 화물차의 기술적, 경제적 특성에 대한 비교에 집
중하고 있으며, 국내 선행연구들은 수단 관련 보조금 등 제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모두 수단과 관련한 기술개발과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물류 수송체계에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규범적 대안을 도출하고
그 틀 안에서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을 지닌다. 도로물류 수송체계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체
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정책적 프레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수단, 경로, 지점이라는 규범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현황, 화물차 혼잡도로 분석, 화물차 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등 다양한 고찰과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국내 정책 분석을 통해 핵심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
여 추진체계 부문, 수단 부문, 경로 부문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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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도로물류 수송체계 분석

본 장에서는 도로물류 수송체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고, 주요 배출원인인
화물차 관련 현황을 조사하여 도로물류 수송체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시급함을 제시하
였다. 이어서 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도로를 탐색하였다. 우리나라 도로물류 수송의 간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대형 화물차들은 주로 고속도로와 국도를 이용하여 중장거리를 이동하므로
이 도로를 대상으로 중대형 화물차 교통량이 많고, 화물차 비율이 높으면서, 혼잡한 도로 구간을
도출하였다. 또한, 고속도로 구간별로 중대형 화물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두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중대형 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구간, 노선, 지역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로물류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이 시급한 도로를 파악할 수 있다.

1. 일반 현황
1)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2018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7.6 백만톤 CO2eq.로 1990년 대비
149% 증가하였고 2017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특히 에너지 분야의 배출량이 총배
출량의 87% 점유하며 1990년 대비 163% 증가하였다.(<표 2-1> 참조)
수송 부문은 에너지 분야의 연료연소 부문에 포함되며, 2018년 배출량은 98.1백만
톤 CO2eq.로 1990년 대비 176% 증가하였고, 2017년 대비 0.2% 감소하였다. 우리
나라 총배출량의 13.5%, 에너지 분야 배출량의 15.5%를 점유한다.(<표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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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백만톤 CO2eq.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1990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1990년
대비
증감률
(%)

전년 대비
증감률
(%)

에너지

240.4

411.8

566.1

600.7

602.7

615.7

632.4

163.1

2.7

산업공정

20.4

50.9

53.0

54.3

53.2

55.9

57.0

178.7

1.9

농업

21.0

21.4

22.1

21.0

20.8

21.0

21.2

1.0

1.1

LULUCF

-37.8

-58.4

-53.8

-44.4

-45.6

-41.5

-41.3

9.3

-0.5

폐기물

10.4

18.8

15.2

16.6

16.8

17.2

17.1

64.7

-0.7

총배출량
(LULUCF
292.2 502.9 656.3 692.5 693.5 709.7 727.6
149.0
2.5
제외)
주: LULU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이용·토지전용·산림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흡수량을 평가하는 체계)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 p.요약-2 재구성

표 2-2 |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백만톤 CO2eq.

구분

1990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1990년
대비
증감률
(%)

연료연소

235.3

409.1

562.3

596.9

598.7

611.6

627.9

166.9

2.7

48.4

136.3

256.1

261.8

263.7

271.0

287.6

493.7

6.1

76.6

130.6

162.0

187.6

181.4

186.5

186.6

143.7

0.03

수송

35.5

69.9

85.4

94.2

98.8

98.3

98.1

176.3

-0.2

기타

74.6

69.8

55.8

50.2

51.8

52.6

52.5

-29.7

-0.2

미분류

0.2

2.4

2.9

3.1

3.1

3.2

3.1

1,616.6

-2.3

에너지
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탈루

5.1

2.7

3.8

3.8

3.9

4.0

4.5

-12.6

11.2

고체연료

4.8

1.2

0.6

0.5

0.5

0.4

0.3

-93.0

-19.2

3.6

4.1

1,377.66

14.7

석유 및
0.3
1.5
3.2
3.3
3.4
천연가스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 p.요약-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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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증감률
(%)

2018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990년 대비 2.8배 증가하였다. 부문별 배
출 비율은 도로 96.5%, 철도 0.3%, 항공 1.6%, 해운 1.0%, 기타 0.5%로 도로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990년 이후 철도, 해운 분야의 온실가
스 배출량은 각각 연평균 3.9%, 3.1% 감소한 반면 도로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평균 4% 증가하였다. 도로 부문을 제외한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율 또한 꾸준히
감소하였으므로 도로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 수송부문 배출량
단위 : 천톤 CO2eq.

구분
항공
도로
철도
해운
기타
합계

배출량

1990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837

1,418

1,138

1,456

1,656

1,657

1,606

비율(%)

2.4

2.0

1.3

1.5

1.7

1.7

1.6

배출량

30,902

64,489

81,102

90,124

94,628

94,271

94,711

비율(%)

87.0

92.2

94.9

95.7

95.8

95.9

96.5

배출량

877

970

556

342

299

289

288

비율(%)

2.5

1.4

0.7

0.4

0.3

0.3

0.3
1,019

배출량

2,441

2,750

2,269

1,640

1,407

1,339

비율(%)

6.9

3.9

2.7

1.7

1.4

1.4

1.0

배출량

449

291

380

630

784

783

487

비율(%)

1.3

0.4

0.4

0.7

0.8

0.8

0.5

배출량

35,506

69,918

85,445

94,192

98,775

98,339

98,111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간접배출량(전력, 열)은 제외한다.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 p.3-32 재구성

2018년 도로여객과 화물운송 등에 사용된 총 연료소비량은 1990년 대비 3.1배 증가
하였다. 연료별 소비량은 경유 56.5%, 휘발유 27.4%, LPG 10.6%, 도시가스
3.6%, 바이오디젤 2.0% 순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가장 높은 경유의
소비량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 대체 연료 사용 및 경
유 자동차의 온실가스 저감 필요성이 크다.(<표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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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 도로수송의 연료별 소비량
단위 : 천 TOE

구분
휘발유
경유
LPG
기타석유
제품*
도시가스
바이오
디젤
합계

소비량

1990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2,899

7,860

8,419

9,048

9,315

9,379

9,501

비율(%)

26.1

33.6

28.3

27.8

27.3

27.3

27.4

소비량

6,958

12,123

14,491

17,358

18,849

19,305

19,594

비율(%)

62.7

51.8

48.8

53.3

55.3

56.3

56.5

소비량

1,216

3,437

5,297

4,406

4,210

3,941

3,675

비율(%)

11.0

14.7

17.8

13.5

12.3

11.5

10.6

소비량

31

4

29

16

12

4

4

비율(%)

0.3

0.02

0.1

0.05

0.04

0.01

0.01
1,238

소비량

0

0

1,112

1,288

1,270

1,253

비율(%)

0

0

3.7

4.0

3.7

3.7

3.6

소비량

0

0

357

445

443

428

683

비율(%)

0

0

1.2

1.4

1.3

1.2

2.0

소비량

11,104

23,424

29,704

32,561

34,098

34,311

34,695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기타석유제품에는 등유, 경질중유, 중유, 중질중유, 부생연료유 등이 포함된다
자료: 2019 에너지통계연보(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2018 석유류수급통계(한국석유공사, 2019)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 p.3-41 재구성

2) 화물차 현황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368만대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1,918만대(81%), 화물차 359만대(15.2%), 승합차 81만대(3.4%), 특수차 9.5만대
(0.4%)이다.(<표 2-5> 참조) 화물차 용도별 등록대수는 자가용 314만대(87.5%),
영업용 41.6만대(11.6%), 관용 3.3만대(0.9%)이다.(<표 2-6> 참조)
표 2-5 | 차종별 자동차 등록대수 (2019)
단위 : 대, %

구분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합계

대수

19,177,517

3,592,586

811,799

95,464

23,677,366

비율

81.0

15.2

3.4

0.4

100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빅데이터연구본부(2020). 2019 국가교통통계 국내편, p.40-4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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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 화물차 용도별 등록대수 (2019)
단위: 대, %

구분

자가용

영업용

관용

합계

대수

3,143,102

416,412

33,072

3,592,586

비율

87.5

11.6

0.9

100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빅데이터연구본부(2020), 2019 국가교통통계 국내편, p.40-41 재구성

비영업용 화물차의 최대적재량별 등록대수는 1톤 이하 86.8%, 1~3톤 6.4%로 3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 비율이 매우 높다. 반면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3톤 이하 소형 화물
차 비율이 42.8%로 비영업용 화물차의 절반 수준이고, 3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의 비
율이 57.2%에 달했다. 특히 20톤 이상 화물차가 20.6%로 화물 운수업에는 중대형
화물차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7 | 화물차 최대적재량별 등록대수 (2019)
단위: 대, %

구분

1톤
이하

1~3톤

3~5톤

5~8톤

8~
10톤

10~
12톤

12~
15톤

15~
20톤

20톤
이상

비
영업
용

대수

2,755,957

202,688

112,690

67,783

7,216

5,577

5,430

4,632

14,201

비율

86.8

6.4

3.5

2.1

0.2

0.2

0.2

0.1

0.4

영업
용

대수

139,685

38,627

73,840

33,273

11,003

7,283

17,526

9,591

85,584

비율

33.5

9.3

17.7

8.0

2.6

1.7

4.2

2.3

20.6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빅데이터연구본부(2020), 2019 국가교통통계 국내편, p.46 재구성

2019년 기준 화물차 연료별 등록대수는 경유 336만대(93.5%), LPG 12만대
(3.4%), 기타연료 9.8만대(2.7%), 휘발유 1.2만대(0.3%)로 경유의 비율이 압도적
이다. 경유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므로 수소 등
친환경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물차 보급을 통해 도로 물류 수송체계 수단 부문의 개
선이 필요하다.(<표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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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 화물차 연료별 등록대수 (2019)
단위: 대, %

구분

휘발유

경유

LPG

CNG

하이
브리드

대수

12,509

3,357,970

121,578

1,210

-

1,140

98,175

3,592,582

비율

0.3

93.5

3.4

0.0

0.0

0.0

2.7

100.0

전기

기타연료

합계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빅데이터연구본부(2020), 2019 국가교통통계 국내편, p.42 재구성

차종별 일평균 주행거리는 특수차 116.9km, 승합차 59.2km, 화물차 49.4km, 승
용차 35.1km이다. 화물차의 주행거리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비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39.1km로 승용차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영업용 화물차의 주행거리는 129.1km로 승용
차의 3.7배 달한다.
표 2-9 | 화물차 용도별 일평균 주행거리 (2019)
단위: km

구분

승용차

승합차

주행거리

35.1

59.2

화물차
관용

비영업용

영업용

합계

-

39.1

129.1

49.4

특수차
116.9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빅데이터연구본부(2020), 2019 국가교통통계 국내편, p.72-73 재구성

전체 화물차의 일평균 통행수는 2.68회, 통행거리는 113km, 통행시간은 190분이
다. 적재량에 따라 통행수와 통행거리, 통행시간 모두 증가하지만, 증가분에는 차이가
있다. 통행수의 경우, 1톤 이하 2.66회에서 8톤 이상 2.9회로 약 1.09배 증가한다.
반면 통행거리는 1톤 이하 대비 1~3톤은 1.2배, 3~8톤은 1.8배, 8톤 이상은 2.4배로
적재량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한다. 통행시간의 경우도 1톤 이하 대비 8톤 이상의 통행
시간이 약 2배에 달한다.(<표 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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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 화물차 일평균 통행수, 통행거리, 통행시간 (2017)

통행수(통행/일)

구분

통행거리(km/일)

통행시간(분/일)

전체

적재

공차

전체

적재

공차

전체

적재

공차

1톤 이하

2.66

1.54

1.12

100.08

58.94

41.14

173.40

101.40

72.00

1~3톤

2.73

1.61

1.12

112.31

67.68

44.63

195.00

117.00

78.00

3~8톤

2.69

1.55

1.14

179.01

115.50

63.51

271.80

172.20

99.60

8톤 이상

2.90

1.60

1.30

241.24

164.65

76.59

356.40

237.60

118.80

합계

2.68

1.55

1.13

113.34

68.67

44.67

190.20

114.00

76.20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빅데이터연구본부(2020), 2019 국가교통통계 국내편, p.82 재구성

영업용 화물차는 주행거리를 살펴본 결과, 카고형의 경우 적재량에 따라 주행거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가 일평균 368.2km로 상대적으
로 주행거리가 길며, 1톤 이하 210.0km, 1~3톤 201.8km로 소형화물차의 주행거리
가 상대적으로 짧다. BCT(Bulk Cement Trailer)는 604.2km로 화물차종 중 주행거
리가 가장 길었으며, 컨테이너 414.9km, 기타 트레일러 358.1km 순으로 주행거리가
길다. 탱크로리는 264.0km로 주행거리가 가장 짧다.
표 2-11 | 영업용 화물차 일평균 주행거리 (2019)
단위: km

구분

컨테
이너

BCT

탱크
로리

카고형
1톤
이하

1~
3톤

3~
5톤

5~
8톤

8~
12톤

12톤
이상

주행
414.9 604.2 264.0 210.0 201.8 290.3 360.2 359.9 368.2
거리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빅데이터연구본부(2020), 2019 국가교통통계 국내편, p.88-89 재구성

기타
트레
일러

택
배

358.1

-

영업용 화물차의 일평균 운행시간은 차종별로 최소 5.3시간에서 최대 10.8시간으로
나타났다. BCT가 일평균 10.8시간으로 운행시간이 가장 길며, 기타 트레일러와 택배
8.5시간, 컨네이너 8.2시간, 탱크로리 7.6시간 순이다. 카고형의 경우 12톤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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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시간으로 주행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재량에 따라 감소하여 1톤 이
하는 5.3시간을 주행한다. 대체적으로 영업용 화물차의 운행시간은 일평균 주행거리
에 비례하지만, 탱크로리의 경우는 주행거리 대비 주행시간이 긴 편이다.
표 2-12 | 영업용 화물차 일평균 운행시간 (2017)
단위 : 시간

구분

컨테
이너

BCT

탱크
로리

운행
시간

8.2

10.8

7.6

1톤
이하

1~3
톤

카고형
3~5
5~8
톤
톤

5.3

5.4

6.8

8~1
2톤
7.6

7.0

12톤
이상

기타
트레
일러

택배

7.6

8.5

8.5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빅데이터연구본부(2020), 2019 국가교통통계 국내편, p.244-245 재구성

화물차 등록대수는 2012년 이후 연평균 1.3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8~10톤 화물차와 20톤 이상의 중대형 화물차가 각각 연평균 4.15%, 3.4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1톤 미만과 1~3톤의 소형화물차는 각각 연평균 1.37%,
0.26%로 증가하여 증가율이 낮은 편이다.
표 2-13 | 화물차 적재량별 등록추이
단위 : 천 대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

1톤미만

2,598

2,649

2,702

2,771

2,816

2,850

2,894

2,896

1.37

1~3톤

236

236

239

241

242

244

243

241

0.26

3~5톤

163

166

172

176

180

184

186

187

1.73

5~8톤

90

92

94

96

98

101

101

101

1.45

8~10톤

13

13

13

14

15

16

17

18

4.15

10~12톤

17

16

15

15

14

14

14

13

-3.30

12~15톤

20

21

21

22

22

23

23

23

1.76

15~20톤

14

14

14

14

14

14

14

14

0

20톤이상

76

79

83

86

91

96

98

100

3.49

합계

3,227

3,286

3,353

3,435

3,492

3,542

3,590

3,593

1.35

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www.nlic.go.kr/nlic/carryCar0010.action), 적재량별 화물자동차 등록통계를
활용하여 재구성, 방문일: 20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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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 총 배출량 중 69%를 화물차가 배출한다.
(<표 2-14> 참조)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대당 미세먼지 246배, CO2 2.5배를 배출
하며, 승용차 총 미세먼지 배출량 156톤의 77배인 11,987톤을 배출한다(관계부처 합
동, 2020b).(<표 2-15> 참조) 특히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매우 심각한데
2020년 기준으로 화물차 362만대 중 38.5%가 10년 이상의 노후 차량이다.6)
표 2-14 | 미세먼지(PM10) 배출 현황(2017)
단위: kg, %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

RV

배출량

9,391,660

169,289

394,324

194,696

6,482,795

65,291

2,085,265

비율

100.00

1.80

4.20

2.07

69.03

0.70

22.20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빅데이터연구본부(2020) 2019 국가교통통계 국내편, p.14 재구성

표 2-15 | 차종별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
차종별 운행대수
1대당 미세먼지(kg)
주행거리 반영
1대당  (톤)

화물차
(285만대)

버스
(11만대)

택시
(25만대)

RV차량
(895만대)

승용차(RV外)
(909만대)

4.2
(246배)

5.0
(292배)

0.008
(0.5배)

0.21
(12.5배)

0.02
(1배)

9.59
62.6
17.4
2.4
(2.5배)
(16배)
(4.5배)
(0.6배)
주행거리 반영
年미세먼지 총
11,988
542
2.2
1,918
배출(‘17,톤)
年온실가스
34,446
6,765
4,385
22,331
총배출(‘18, 천톤)
주: 주요 연료 : (승용) 휘발유·경유, (택시)LPG, 버스 CNG·경유 (화물차) 경유
산출근거 : (미세먼지) `17배출량/운행대수, (온실가스) `18년 배출량/ 운행대수
1일 평균 주행거리(`19) : (화물차) 129km, (버스) 177km, (택시) 300km, (승용) 33km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b), p.15

3.9
(1배)
156
36,266

3) 화물 물동량 현황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화물 수송량은 20억톤으로 2011년 이후 연평균 3.5% 증가
하였으며, 화물수송거리는 1,797억톤ㆍkm로 2011년 이후 연평균 3.4% 증가하였

6) 상용차 신문. 2021. 노후 화물차 6년간 6.8%p 줄었어도 ‘극’노후화물차는 여전히 20%대 유지. 7월28일 보도자
료 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45 방문일: 20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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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2-16> 참고) 화물 수송량을 수단별로 살펴보면, 도로 92.60%, 해운
5.88%, 철도 1.51%, 항공 0.01%로 도로 부분의 역할이 크다. 수단별 수송거리의
비율은 도로 79.83%, 해운 15.73%, 철도 4.38%, 항공 0.06%로 수송량과 비교하
여 대량 운송 수단인 해운 및 철도의 역할이 큰 편이다.(<표 2-17> 참조)
표 2-16 | 화물 수송량 및 화물 수송거리 추이(2011~2018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화물
수송량
(천톤)

1,825,585

1,826,313

1,831,595

1,895,425

1,927,283

1,975,641

2,016,900

2,047,201

화물
수송거리
(백만톤
ㆍkm)

141,808

147,713

159,621

164,225

173,814

180,824

182,570

179,795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http://www.ktdb.go.kr)의 자료 재구성, 방문일 2021.5.25.

표 2-17 | 부문별 수송량 및 총수송거리(2018년)
구분
화물
수송량
화물
수송거리

천톤

도로

철도

항공

해운

합계

1,895,686

30,915

273

120,326

2,047,200

비율(%)

92.60

1.51

0.01

5.88

100.00

백만톤ㆍkm

143,530

7,877

105

28,282

179,794

비율(%

79.83

4.38

0.06

15.73

100.00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http://www.ktdb.go.kr)의 자료 재구성, 방문일 2021.5.25.

2011년 이후 도로의 화물 수송거리는 연평균 4.6% 증가하였으나 해운은 0.5% 증
가하는 데 그쳤고, 철도와 항공은 각각 3.3%, 1.3% 감소하였다. 전체 화물 수송거리
중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73.7%에서 2018년 79.8%로 6.1%p 증가하였다.
반면 철도의 비율은 2011년 7.1%에서 2018년 4.4%로 감소하였으며, 해운의 비율도
2011년 19.2%에서 15.7%로 감소하여 수송 분야의 도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한
국교통연구원 빅데이터연구본부, 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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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부문별 화물 수송거리 추이(2011~2018)
단위: km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빅데이터연구본부(2020) 2019 국가교통통계 국내편 p.요약-10, 148을 활용하여 작성

4) 분석의 종합
2018년 기준으로 수송 부문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3.5%를 배출하고 있
으며, 그중 도로 부문이 96.5%를 배출하고, 도로 부문 중 경유 화물차가 56.5%를
배출하고 있어 경유 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화물 수송량 중 92.6%, 화물수송거리 중 79.3%를 도로 부문이 담당하
고 있어 도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생활물류 확대 등으로 도로 화물 수송량은 연평균
4.6% 증가하고 있다.
화물차는 도로 부문의 화물 수송 대부분을 담당하지만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요인이다. 대부분 경유 차량이며 노후 차량의 비율도 높고 영업용 중대형 화물차
는 주행거리가 길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최근까지 판매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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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화물차는 359만대로 총 자동차 등록대수의 15.2%에 해당하며
그중 비영업용이 87%, 영업용이 13%이다. 경유 화물차의 비율은 93.5%에 달하며
노후 차량의 비율은 38.5%이다. 비영업용은 소형 화물차(3톤 이하)의 비율이 93%인
반면 영업용은 중대형 화물차(3톤 이상)의 비율이 57%이다. 영업용 화물차는 비영업
용 화물차에 비해 최소 4배인 129km를 일평균 운행하며, 대형 화물차(카고형 12톤
이상, 컨테이너)의 경우 평균적으로 400km 내외를 운행하고 있다. 20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연평균 증가율은 3.49%로 높은 축에 속한다. 대형 화물차일수록, 장거리를
운행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한다. 물류 부문에서 도로의 절대적인 의존도와 화
물차의 현재 특성을 고려할 때, 도로물류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추
진이 시급하다.

2. 화물차 혼잡도로 분석
1)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및 의의
본 절에서는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를 대상으로 화물차 교통량이 많고, 화물차 비
율이 높으며, 혼잡한 도로 구간을 도출하였다. 화물차는 차량 특성상 다른 차종에 비하
여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특히 정체되는 구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화물차가 많으면서 혼잡한 구간이 화물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심각한 지점이다. 이 분석을 통해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심각한 구간, 노선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는 향후 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대상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의의를 지닌다.
앞서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는 ‘중대형 화물차7)가 대규모 물류지점 간 대
량의 물품을 간선도로를 통해 이동시키는 도로물류 수송체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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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는 중대형 화물차, 도로 위계로는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를 분석대상으로 한
정하였다.8)

(2) 분석 데이터와 방법론
분석자료는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9)에서 제공되는 2020년 차종별 교통량 정보를 활
용하였다. 혼잡도는 차선별 대수로 산정하여 V/C를 산정하였고 화물차 교통량은 차종
구분 기준의 4~12종을 합계로 산정하였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대상 노선
의 구간별로 혼잡도, 화물차 교통량, 화물차 비율을 산출하여 도면화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중요도-성과 분석(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이하 IPA
분석)을 수행하였다. IPA 분석은 분석대상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방법론으로
소비자가 서비스나 상품의 중요도, 성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다(김종학 외, 2008: 58). 본 연구에서는 IPA 기법을 변형하여 혼잡도와
화물차 교통량를 기준으로 혼잡도가 기준 이상이면서, 화물차 교통량이 평균 이상인
구간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화물차 교통량, 혼잡도 자료를 이용하여 IPA 분석을
통해 화물차 교통량이 평균 이상이면서 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을 도출하였다. 1사분면
으로 도출된 구간 중 화물차 교통량이 상위 25% 이상이거나 화물차 교통량 비율이 상
위 25% 이상인 구간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7) 도로교통량 조사지침(국토교통부, 2013)은 차종을 12종으로 구분한다. 1종은 승용차, 2종은 버스, 3종은 1~2.5
톤 미만의 화물차, 4종~12종은 2.5톤 이상의 화물차로 축 수, 단위 수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3종을 소형
화물차, 4~12종을 중대형 화물차로 구분하였다.
8) 국지도의 경우 중대형 화물차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 적어 제한적으로 기술하였다.
9)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http://www.road.re.kr/main/main.asp), 방문일 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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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분석
(1) 혼잡도(Level of Service : LOS)
도로별 혼잡도 분석 결과, 고속도로는 수도권의 주요 고속도로망이 모두 혼잡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으로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에서 혼잡이 발생하고 있
다. 국도는 수도권 지역이 대체적으로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주요 항만
및 산업단지 지점, 지방대도시권에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2-2 | 도로별 혼잡도

【 고속도로 】

【 국도 】

주. <그림 2-2~5>, <그림 2-9~10>, <그림 2-14~15>에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 등의 도서지역은 별도의 폐쇄된
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도면 표기에서도 제외함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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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차 교통량
화물차 교통량이 12,000대 이상인 고속도로 구간은 수도권의 수도권 제1외곽순환
선, 영동선, 평택제천선, 경부선 등이며 경부축은 중부선, 중부내륙선에서 관측된다.
국도는 수도권 남부, 울산 인근에서 화물차 교통량 7,000대 이상인 구간이 있다.
그림 2-3 | 화물차 교통량

【 고속도로 】

【 국도 】

출처: 저자 작성

(3) 화물차 비율
고속도로 중 화물차 비율이 30% 이상인 구간은 중부내륙선, 평택제천선, 경부선(대
전~김천), 익산장수선에서 관측된다. 국도는 수도권 남부 평택 주변, 대구~울산 간을
연결하는 국도에서 화물차 비율이 20% 이상인 구간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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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도로별 화물차 비율

【 고속도로 】

【 국도 】

출처: 저자 작성

소형 화물차(3종)와 중대형 화물차(4~12종)의 공간적인 분포를 살펴보았다. 소형
화물차는 경기권의 수도권 제1외곽순환선에 교통량이 가장 많고, 경부선 중 수원, 대
전, 대구 인근에서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중대형 화물차는 수도권 제1외
곽순환선, 영동선(서창~여주), 평택시흥선, 중부내륙선(여주~김천), 경부선, 남해선
(진주~창원), 중앙선(창원 인근)에서 교통량이 많다. 소형 화물차는 수도권, 지방대
도시권 주변에서 단거리 운행이 많고, 중대형 화물차는 중장거리 운행이 많은 것을 유
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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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 화물차 적재능력별 교통량(고속도로)

【 소형 화물차 】

【 중대형 화물차 】

출처: 저자 작성

3) 화물차 혼잡 도로망 분석
(1) 분석 개요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별로 혼잡도와 화물차 교통량을 고려하여 혼잡도로망을 도출
하였다. 1차 분석에서는 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물차 교통량이 평균 이상인 구간(1
사분면)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혼잡도(고속도로 LOS C 이하, 국도 및 국지도 LOS
D 이하)와 구간별 화물차 교통량(각 도로등급별 평균대수 이상)을 기준으로 IPA 분석
을 실시하였다. 1사분면은 화물차 교통량이 많으면서 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이고, 2사
분면은 화물차 교통량이 적고 혼잡이 발생하는 구간, 3사분면은 화물차 교통량이 적고
혼잡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 4사분면은 화물차 교통량이 많으면서 혼잡이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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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2-6> 참조). 이는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를 대상으
로 혼잡이 발생하면서 평균 이상의 중대형 화물차 교통량이 관측되는 구간을 파악한
것이다. 2차 분석에서는 도출된 1사분면 구간에서 전 구간 기준으로 화물차 교통량,
화물차 교통량 비율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둘 중 하나라도 상위 25%에 해당되는
구간을 도출하였다.
그림 2-6 | IPA 4분면 설명

출처: 저자 작성

(2) 1차 분석 결과
고속도로는 총연장 중 1사분면 26%, 2사분면 9%, 3사분면 55%, 4사분면 10%로
분석되었으며, 국도는 1사분면 8%, 2사분면 4%, 3사분면 57%, 4사분면 31%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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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었다. 국지도는 1사분면 4%, 2사분면 10%, 3사분면 67%, 4사분면 20%로 분석
되었다. 도로 등급이 높을수록 1사분면의 비율이 높고, 3사분면의 비율이 낮아 도로
등급이 높을수록 화물통행량이 많고 혼잡이 심한 구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사분면으로 도출된 고속도로 노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권 40%, 경남 17%,
충남 15%, 경북 14%, 충남 13%로 경기권, 영남권, 충청권의 비율이 높았다. 국도는
경기권 67%, 경남 10%, 국지도는 경기권 69%, 충청권 22%로 지역적으로는 경기권
에 매우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 혼잡도, 화물차대수 기준 IPA 분석 결과
단위: km, %

구
분

지역

1사분면
연장
비율

강원
0
경남
211.8
경북
171.2
고
경기
497.4
속
전남
0
도
전북
12.6
로
충남
189.4
충북
167.1
합계
1,249.5
강원
8
경기
282
경남
42
경북
26
국
전남
32
도
전북
12
충남
22
충북
0
합계
424.0
강원
0
경기
75.1
경남
0
경북
10.5
국
지
전남
0
도
전북
0
충남
23.7
충북
0
합계
109.3
출처: 저자 작성

0.00
0.32
0.19
0.52
0.00
0.03
0.36
0.42
0.26
0.01
0.33
0.06
0.03
0.04
0.02
0.03
0.00
0.08
0.00
0.12
0.00
0.02
0.00
0.00
0.07
0.00
0.04

2사분면
연장
비율
13.9
57.8
31.1
273.3
22.7
0
28.3
0
427.1
46
38
44
30
26
14
28
14
240.0
38.7
95.9
32.1
45.3
46.6
0
14.4
9.6
282.6

0.03
0.09
0.03
0.29
0.05
0.00
0.05
0.00
0.09
0.09
0.04
0.06
0.03
0.04
0.02
0.04
0.03
0.04
0.15
0.15
0.10
0.06
0.21
0.00
0.05
0.04
0.10

3사분면
연장
비율
440.8
321.9
478.5
171.8
458
355.3
285.3
118.1
2,629.7
428
166
402
524
510
434
316
268
3,048.0
167.7
244.8
240.1
573.7
154.7
231
186.5
180.1
1,978.6

0.97
0.48
0.54
0.18
0.95
0.87
0.55
0.30
0.55
0.79
0.20
0.57
0.59
0.72
0.74
0.49
0.58
0.57
0.64
0.38
0.71
0.82
0.69
1.00
0.59
0.77
0.67

4사분면
연장
비율
0
76.5
210.4
10.5
0
38.2
17.1
110.1
462.8
58
362
220
304
144
128
274
178
1,668.00
54.4
231.7
63.9
67.8
22.8
0
92.5
42.8
575.9

0
0.11
0.24
0.01
0
0.09
0.03
0.28
0.1
0.11
0.43
0.31
0.34
0.2
0.22
0.43
0.39
0.31
0.21
0.36
0.19
0.1
0.1
0
0.29
0.18
0.2

총연장
454.7
668
891.2
953
480.7
406.1
520.1
395.3
4,769.1
540
848
708
884
712
588
640
460
5,380.0
260.8
647.5
336.1
697.3
224.1
231
317.1
232.5
2,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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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 고속도로 IPA 분석결과(화물차교통량, 혼잡도 기준)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8 | 국도 IPA 분석결과(화물차교통량, 혼잡도 기준)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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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 1차 분석 결과

【 고속도로 】

【 국도 】

출처: 저자 작성

(3) 2차 분석 결과
1차 분석 결과 1사분면으로 도출된 구간 중 전 구간 기준으로 화물차 교통량이 상위
25%에 해당되거나, 화물차 교통량 비율이 상위 25% 해당되는 구간을 도출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2-10>과 같다. 고속도로는 경기권 고속도로망 대부분이 도출되었고, 경
부선과 중부선은 대전까지, 중부내륙선은 여주~김천, 현풍~칠원 구간, 경부선 김천~
부산, 남해선 진주~창원 구간이 도출되었다. 국도 중에는 수도권의 주요 국도, 주요
항만 인근 국도, 대전, 광주, 부산 등 지방대도시권 일부 국도가 도출되었고, 국지도
중에는 서울외곽의 김포, 일산축, 수도권 남부의 안성 부근 국지도가 도출되었다.

제2장 도로물류 수송체계 분석 · 37

그림 2-10 | 화물차 혼잡도로망 도출 결과(2차 분석 결과)

【 화물차 혼잡도로망 】

【 고속도로 】

【 국도 】

【 국지도 】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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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의 종합과 핵심 이슈
고속도로의 경우 경부축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과 수도권 및 부산울산권의 고속도로
망에서 화물차 교통량이 많고 화물차 비율이 높으며 혼잡하였다. 경부축에 해당되는
중부내륙선, 경부선, 중부선 등이 도출되었고 수도권은 수도권 제1외곽순환선, 영동
선, 평택시흥선, 평택제천선 등이 도출되었다. 부산울산권에서는 경부선, 중북내륙선,
남해선 등의 구간이 도출되었다. 국도와 국지도의 경우 수도권, 일부 지방대도시권,
항만 및 산단 연결도로 등이 도출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을 남북, 동서로 관통하는
국도, 수도권 제1외곽선에 접속되는 국도들이 도출되었고, 수도권 남부의 수원을 중심
으로 방사형을 이루는 도로들도 도출되었다. 대구, 광주, 울산광역시의 경우 일부 도
심 통과 노선에서 화물차 교통량이 많고 혼잡이 발생 중이었다. 군산, 여수, 거제, 부
산, 포항 등 항만, 산단 등에 연결되는 국도, 국지도 노선도 도출되었다.
즉, 수도권과 경부축을 중심으로 화물차 교통량이 집중되고 혼잡한 구간이 많기 때
문에 이들 구간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고속도로의 경우 수도
권과 경부축에서 화물차 교통량 분산 또는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통해 온실가
스 배출량을 저감하여야 한다. 수도권과 경부축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안
경로가 될 수 있는 고속도로와 국도가 많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경로를 전환시키는 전략
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화물차 교통량의 비율이 높은 구간의 경우 화물차 전용차로
를 도입하여 화물차 운행속도를 높이는 전략도 가능하다. 국도, 국지도의 경우 수도권
은 수도권 제1외곽순환선에 접속되는 도로 구간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 진출입지점
(IC)의 용량을 증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화물차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발생하는 지
점은 화물차 전용 IC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 구배 등의 문제로 화물차 저속으로 인한
병목이 발생하는 구간은 IC 전후의 짧은 구간에 대해 화물차 전용차로를 도입하여 화
물차의 정속주행을 가능케 하는 전략도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경로 전환, 화물
차 전용차로 도입, 화물차 전용IC 건설 등의 내용은 6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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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차 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1)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및 의의
본 절에서는 고속도로 상에서 중대형 화물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앞서
2절의 IPA 분석 결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라면, 본 절에
서는 고속도로 구간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제한적인 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추정한 것으로 결과의 절대값보다는 구간별로 배출되는 상대적인
양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분석의 의의가 있다.

(2) 분석 데이터와 방법론
▌자료
대상구간은 고속도로 623개 링크이다. 산출 오염물질은 CO, NOx, VOC, PM25,
CO2이다. 링크별 교통량은 2절에서 사용하였던 2020년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의 교통
량을 이용하였으며 차종 구분은 12개 차종 중 소형 화물차(3종), 중형 화물차(4~7
종), 대형 화물차(9~12종)으로 구분하였고 승용차와 버스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V/C 및 LOS에 따른 구간평균속도는 도로용량편람(국토해양부, 2013)의 자료를 이용
하였다.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계수는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6판)(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를 따
랐다.

40

그림 2-11 | 오염물질배출량 산출 과정

출처: 저자 작성

▌링크별․차종별 교통량 및 구간연장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은 총 623개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연장과 교통량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배출계수의 차종 분류(<표 2-19> 참조)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화물차
로 구분하여 교통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차종별 교통량과 구간연장을 곱하여 총주행거
리를 산출하였다.
그림 2-12 |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차종별 교통량 및 구간연장

출처: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파일을 캡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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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 화물차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계수
단위: g/km

차종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대형화물차

속도

CO

NO 

VOC

PM 

CO 

10

0.80

0.98

0.11

0.08

454.17

20

0.53

0.62

0.07

0.06

337.15

30

0.41

0.48

0.06

0.05

283.48

40

0.35

0.39

0.05

0.04

250.75

50

0.31

0.34

0.04

0.04

228.03

60

0.28

0.30

0.04

0.03

211.02

70

0.25

0.27

0.03

0.03

197.65

80

0.23

0.25

0.03

0.03

186.77

90

0.22

0.23

0.03

0.03

177.67

100

0.20

0.22

0.03

0.02

169.92

10

3.82

5.39

0.92

0.20

740.40

20

2.47

3.93

0.61

0.14

579..59

30

1.91

3.26

0.48

0.12

502.26

40

1.60

2.86

0.40

0.10

453.74

50

1.40

2.59

0.35

0.09

419.36

60

1.25

2.38

0.32

0.06

393.22

70

1.14

2.22

0.29

0.08

372.39

80

1.05

2.09

0.27

0.07

355.24

90

0.98

1.98

0.25

0.07

340.78

100

0.92

1.89

0.23

0.07

328.33

10

7.03

25.21

1.64

0.79

1490.85

20

4.29

17.98

1.11

0.57

1140.87

30

3.24

14.77

0.88

0.47

975.58

40

2.67

12.86

0.75

0.41

873.04

50

2.30

11.56

0.66

0.37

800.99

60

2.04

10.60

0.60

0.34

746.56

70

1.85

9.84

0.55

0.31

703.43

80

1.69

9.24

0.51

0.30

668.09

90

1.57

8.74

0.47

0.28

638.40

100

1.47

8.31

0.45

0.27

612.96

출처: 국토교통부(2017)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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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Level of Service)를 활용하여 링크별 속도 설정
구간별 평균속도를 구하기 위하여 도로용량편람에서 제시한 V/C 및 LOS를 활용하
였으며 설계속도 100km/h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구간별 LOS가 A~F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각 LOS별 교통량 범위에서 최저점을 기준으로 속도를 설정하였다. 즉
‘LOS A’100km/h, ‘LOS B’99km/h, ‘LOS C’98km/h, ‘LOS D’92km/h 그리고
‘LOS E’는 79km/h로 설정하였으나, ‘LOS B’~‘LOS D’의 속도 90km/h 대에서는
동일한 배출계수가 적용되었다.(<그림 2-13> 참조) ‘LOS F’는 속도를 특정할 수 없
으므로 배출계수 산정에서 ‘LOS E’보다 한 단계 낮은 60km/h대로 가정하였다.
그림 2-13 | 서비스수준(LOS)별 링크 속도 설정 기준

출처: 국토해양부(2013) p.21 재구성

▌오염물질 배출계수의 적용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르면 화물차의 오염물질 배출계수는 차종을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고 속도는 10km 단위로 구분하고 있다.(<표 2-19> 참조)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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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속도 100km/h를 가정한 LOS 기반 설정속도를 고려하여 ‘LOS A’는 속도
100km/h, ‘LOS B’~‘LOS D’는 속도 90km/h, ‘LOS E’는 속도 70km/h, ‘LOS F’
는 속도 60km/h에 해당하는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총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2) 분석 결과
(1) 고속도로 구간별 화물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분석대상 623개 고속도로 구간 중 일간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선(남부)의 ‘조암IC~송산마도IC’구간이다. 이 구간은 화물차
비율이 가장 높은 노선 중 하나로 116.1톤/일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총배출량이 높은 상위 20개 구간의 특징은 화물차 비율이 높고(상위 20개 구간
평균 25.5%, 전체 평균 18%) 화물차 교통량(상위 20개 구간 평균 하루 통과량
20,507대, 전체 평균 9,660대)이 많은 구간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구간이 가장
많이 위치한 지역은 수도권 남부권(평택시흥선 조암IC~송산마도IC, 평택제천선 남안
성IC~북진천IC, 경부선 북천안IC~안성IC 등)과 경부축(경부선 왜관IC~남구미IC, 중
부내륙선 선산IC~낙동JCT 등)으로 분석되었다(<표 2-20> 참조).
다른 조건이 유사하다면 구간 길이가 길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산정될 수 있
기 때문에 Km당 배출량을 산출하였다. 화물차로 인한 ㎞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
장 높은 구간은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일IC~강일IC’구간으로 ㎞당 456.7톤의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다. ㎞당 배출량이 높은 상위 20개 구간의 특징은 V/C가 높고
(상위 20개 구간 평균 1.15, 전체 평균 0.52)과 화물차 교통량(상위 20개 구간 평균
하루 통과량 25,122대, 전체 평균 9,660대)이 많다. 상위 20개 구간 중 17개 구간이
수도권에 위치하며 수도권 제1순환선 상일IC~강일IC, 제2경인선 남동IC~서창JCT,
경부선 안성IC~안성JCT 순으로 분석되었다(<표 2-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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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 상위 20개 구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순번
1

노선

구간

평택시흥선 조암IC ~ 송산마도IC

총 배출량
[kg/일]

노선

구간

km당
배출량
[kg/km]

166,175

수도권제1순환선
(남부)

상일IC ~ 강일IC

17,922

2

경부선

왜관IC ~ 남구미IC

151,174

제2경인선

남동IC ~ 서창JCT

17,688

3

경부선

옥산JCT ~ 목천IC

148,902

경부선

안성IC ~ 안성JCT

17,148

4

경부선

북천안IC ~ 안성IC

139,638

영동선

서창JCT ~ 월곶JCT

17,032

139,035

경부선

수원신갈IC ~ 신갈JCT

16,775

5

평택제천선 남안성IC ~ 북진천IC

6

경부선

안성JCT ~ 오산IC

122,350

수도권제1순환선
(남부)

하남JCT ~ 상일IC

16,735

7

중부내륙선

선산IC ~ 낙동JCT

121,158

수도권제1순환선
(남부)

서운JCT ~ 중동IC

15,996

8

경부선

신탄진IC ~ 남청주IC

118,128

수도권제1순환선
(남부)

송내IC ~ 장수IC

15,630

9

경부선

신갈JCT ~ 판교JCT

117,443

영동선

동군포IC ~ 부곡IC

15,492

10

경부선

구미IC ~ 김천JCT

116,883

경부선

북대구IC ~ 금호JCT

14,971

11

중부내륙선

영산IC ~ 창녕IC

111,311

수도권제1순환선
(남부)

계양IC ~ 서운JCT

14,472

12

중부내륙선

창녕IC ~ 현풍JCT

106,016

수도권제1순환선
(남부)

중동IC ~ 송내IC

13,676

13

영동선

서창JCT ~ 월곶JCT

100,488

수도권제1순환선
(남부)

판교JCT ~ 성남IC

13,609

14

경부선

천안IC ~ 북천안IC

99,453

수도권제1순환선
(남부)

자유로JCT ~ 김포IC

13,426

15

서해안선

송악IC ~ 서평택IC

98,573

수도권제1순환선
(남부)

토평IC ~ 남양주IC

13,216

16

경부선

도동JCT ~ 북대구IC

97,506

영동선

마성IC ~ 용인IC

13,209

17

평택시흥선 송산마도IC ~ 남안산IC

97,122

경부선

기흥IC ~ 수원신갈IC

13,184

18

당진영덕선

화서IC ~ 남상주IC

94,318

영동선

북수원IC ~ 동수원IC

13,132

19

경부선

언양JCT ~ 활천IC

93,185

경부선

청주JCT ~ 남이JCT

13,021

20

중부내륙선

괴산IC ~ 충주IC

91,646

경부선

도동JCT ~ 북대구IC

13,001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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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 구간별 오염물질 배출량

【 총 배출량(일) 】

【 Km당 배출량 】

출처: 저자 작성

(2) 고속도로 노선별 분석
고속도로 노선별로 분류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총합을 분석하였다. 49개 고속
도로 노선 중 총 배출량이 가장 많은 노선은 경부선으로 3,334.7톤/일의 대기오염물질
이 발생하고 있다. 총 배출량의 경우 해당 노선의 길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선 연
장이 상대적으로 긴 경부선(415.4㎞), 서해안선(336.7㎞), 중부선(332.5㎞), 중부
내륙선(302㎞) 등이 배출량이 많다. 상대적으로 노선 연장이 짧은 수도권제1순환선
(남부), 평택제천선, 평택시흥선은 100㎞ 이하의 연장에도 화물차 교통량이 많아 총배
출량이 높게 산출되었다. 이에 비해 광주대구선, 익산포항선, 동해선은 100㎞ 이상의
연장이지만 18위 이하의 낮은 순위로 노선의 연장과 상관없이 적은 화물차 통행량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편이었다.
비율로 살펴보면 전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발생시키는 오염물질 배출량의
17.2%이 경부선에서 발생하며, 중부내륙선 8.8%, 영동선 6.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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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6개 노선에서 약 50%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상위 12개 노선에서 약
70%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표 2-21 | 노선별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
순번

구분

총 배출량
[kg/일]

비율(%)

누적비율(%)

1

경부선

3,334,659

17.2

17.2

2

중부내륙선

1,713,342

8.8

26.0

3

영동선

1,294,157

6.7

32.7

4

서해안선

1,189,850

6.1

38.9

5

남해선

1,052,139

5.4

44.3

6

중부선

1,039,594

5.4

49.7

7

수도권제1순환선(남부)

1,015,232

5.2

54.9

8

중앙선

722,128

3.7

58.6

9

당진영덕선

708,848

3.7

62.3

10

평택제천선

656,950

3.4

65.7

11

호남선

648,908

3.3

69.0

12

평택시흥선

405,148

2.1

71.1

13

논산천안선

395,767

2.0

73.2

14

수도권제1순환선(북부)

380,742

2.0

75.1

15

상주영천선

356,733

1.8

77.0

16

대구부산선

337,802

1.7

78.7

17

순천완주선

337,775

1.7

80.4

18

광주대구선

296,051

1.5

82.0

19

익산포항선

278,552

1.4

83.4

20

동해선

245,563

1.3

84.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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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화성선

5,636.74

0.03

100.0

출처: 저자 작성

㎞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경부선에서 ㎞당 456.7톤으로 가장 많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부선은 노선연장이 가장 긴 노선임에
도 혼잡도가 심각하고 화물차 교통량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비율로 살펴보면 전
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km 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15.4%가 경부선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선(남부) 10.2%, 영동선 8.3%, 남해선 6.6%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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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았다. 누적 비율로 보면 상위 6개 노선에서 약 50%의 오염물질
을 배출하고 있었고, 상위 12개 노선에서 약 70%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표 2-22 | 노선별 대기오염물질 Km당 배출량
순번

구분

1
경부선
2
수도권제1순환선(남부)
3
영동선
4
남해선
5
중부내륙선
6
서해안선
7
중부선
8
호남선
9
중앙선
10
평택제천선
11
당진영덕선
12
수도권제1순환선(북부)
13
제2경인선
14
중부내륙지선
15
논산천안선
16
부산외곽순환선
17
평택시흥선
18
평택화성선
19
대구부산선
20
호남선지선
⋮
⋮
49
옥산오창선
출처: 저자 작성

배출량
[kg/일ㆍkm]

비율(%)

누적비율(%)

456,769
302,684
245,472
194,950
158,136
156,474
154,656
103,701
99,761
93,549
72,462
71,965
63,875
49,073
48,740
42,512
37,813
36,522
36,296
35,560
⋮
1,451

15.4
10.2
8.3
6.6
5.3
5.3
5.2
3.5
3.4
3.1
2.4
2.4
2.1
1.7
1.6
1.4
1.3
1.2
1.2
1.2
⋮
0.05

15.4
25.5
33.8
40.3
45.7
50.9
56.1
59.6
63.0
66.1
68.5
71.0
73.1
74.8
76.4
77.8
79.1
80.3
81.6
82.7
⋮
100.0

총배출량과 km당 총배출량의 상위 11개 노선은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하며(경
부선, 중부내륙선, 영동선, 서해안선, 남해선, 중부선, 수도권제1순환선(남부), 중앙
선, 당진영덕선, 평택제천선, 호남선)이며 총배출량 기준 12위는 평택시흥선, km당
총배출량 기준 12위는 수도권제1순환선(북부)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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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화물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고속도로 구간에 지정된 지점번호를 기준으로 지역을 분류하여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총합을 산정하였다. 제주를 제외한 8개 권역 중 화물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권(6,022톤/일)로 나타났다. 이는 화물차 통행 비율이 높고
교통량이 많은 노선이 많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남부에 있는 평택시흥선,
평택제천선, 서해안선 일부 구간은 전체 통과교통량 대비 화물차 비율이 33% 이상으
로 평균인 18%를 크게 상회하여 경기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주원인으
로 보인다. ㎞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도 순위는 크게 변동되지 않았으며, 수도권제1
순환선(남부)과 제2경인선을 보유한 경기권이 높은 화물차 교통량과 혼잡률로 인해 ㎞
당 배출량이 많았다. 전북권, 전남권, 강원권은 각각 995.9톤/일, 954.8톤/일, 598.6
톤/일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 이처럼 고속도로 노선이 적은 권역이 적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적은 권역은 강원권(598.6
톤/일)으로 나타났는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경기권의 9.9%에 불과하였다. ㎞당 배출
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역시 전북권, 전남권, 강원권 등 상대적으로 고속도로 노선과
교통량이 적은 권역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었다.

표 2-23 |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순번

지역 구분

총 배출량[kg/일]

지역 구분

㎞당
배출량[kg/km]

1

경기권

6,022,776

경기권

1,172,854

2

경북권

3,704,985

경북권

501,861

3

경남권

2,967,379

경남권

389,422

4

충남권

2,086,332

충남권

264,072

5

충북권

2,049,240

충북권

243,137

6

전북권

995,908

전북권

170,441

7

전남권

954,855

전남권

158,091

8

강원권

598,600

강원권

74,270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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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량

【 총 배출량(일) 】

【 Km당 배출량 】

출처: 저자 작성

4) 분석의 종합과 핵심 이슈
본 절에서는 고속도로 구간별로 화물차로 발생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정하고 구
간별, 노선별, 지역별로 상대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노선별 분석 결과를 보면
경부선이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상위 6개 노선에서 전체 배출량의
약 50%, 상위 12개 노선에서 전체 배출량의 약 70%를 배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경부축과 수도권, 부산울산권의 주요 노선에서 화물차 오염
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총 배출량, km당 총배출량에 대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던 8가지 지표(소형, 중형, 대
형 화물차 교통량, 화물차 총 교통량, 구간 길이, 화물차 비율, V/C, 도로용량)에 대
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표 모두 화물차의 절대적 교통량에 상관도가
높았고 ㎞당 배출량의 경우 혼잡도(V/C, 용량)와 상관계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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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화물차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상위권으로 도
출된 노선에서 화물차 교통량을 감소시키거나(절대량의 감소 또는 운행횟수의 감소
등) 혼잡 완화 및 용량 증대(화물차 전용차로 설치, 화물차 전용 IC 설치 등)를 위한
추진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2절의 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경로 측
면의 관리가 필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6장에서 추가적
으로 진행하였다.

표 2-24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총 배출량 기준

km당 배출량 기준

변수

상관계수

변수

상관계수

중형 화물차 교통량

0.962

화물차 교통량

0.948

소형 화물차 교통량

0.869

V/C

0.779

대형 화물차 교통량

0.844

용량

0.665

화물차 총교통량

0.640

소형 화물차 교통량

0.587

구간길이

0.421

중형 화물차 교통량

0.444

화물차 비율

0.415

대형 화물차 교통량

0.370

V/C

0.319

화물차 비율

0.144

용량

0.231

구간길이

-0.304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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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내 정책 동향 분석

이 장에서는 도로물류 수송체계 저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추진중인 사업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 기조, 목표 및 수단을 명확히 파악하고 나아가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확고한 온실가스 감축 의지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승용차 중심으로 정책이 마련되어
화물차 관련 저탄소 정책은 정책 및 계획에서 다소 소외된 것으로 판단된다. 화물차와 관련된 정책
의 포커스는 수소 화물차에 맞춰져 있다. 수소 이외의 대안적인 저탄소 및 무탄소 수단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며 중대형 화물차의 주요 경로의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 개발도 필요하
다. 도로물류 수송체계 저탄소 사업은 각 부처별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집행의
효율성이 강조되어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부처간 연계ㆍ통합적 접근은 부족하다.

1. 분석의 주안점
2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도로물류 수송 부문에서 화물차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심각성은 정부도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 사업을 고찰하여 정
부 정책의 기조, 목표 및 수단을 파악하고 도로물류 수송 부문의 저탄소화를 적절하게
구현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과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최
근 5년간 발표된 저탄소 관련 정책과 계획을 모두 검토하였으며, 도로물류 수송과 관
련된 정책 및 계획도 검토하였다. 대표적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07),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관계부처 합동, 2020.12) 등이 있다.
저탄소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확인하고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는 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하였다. 도로물류 수송 부문의 저탄소화와 관련된 사업은 환경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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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검토하였
다. 환경부는 저탄소화 관련 정책의 주무부처이고 국토부는 도로와 물류 관련 업무를
주관하며, 산업부는 저탄소화 관련 차량 등 다양한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각 부처
의 2021년 예산서를 검토하여 사업내용, 예산, 추진현황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각
사업별로 수단, 경로, 지점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R&D 사업인지, 어떤 동력원(내연기
관, 전기, 수소)에 관련된 사업인지, 차량 또는 충전인프라 관련 사업인지, 단순 보조금
지원사업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류하여 시의성 있는 분석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였다.

2. 국내 정책 분석
1) 개요
2017년 이후 정부에서 발표한 저탄소 정책·계획·방침 등 총 27건을 검토하였다. 도
로물류 수송체계의 저탄소화는 범부처별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정책 및 계획이 많다. 주요한 계획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50 탄소중
립 추진전략」,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2021~2030)」,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
물류발전 기본계획」 등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물류, 수소, 미세먼지, 수단(자동차)
관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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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 관련 국가정책 리스트(최근 5년)
발표일자

기관명

2017.09
관계부처 합동
2018.07
국토교통부
2019.01
산업통상자원부
2019.06
관계부처 합동
2019.10
관계부처 합동
2019.10
관계부처 합동
2019.10
관계부처 합동
2019.11
관계부처 합동
2020.05
국토교통부
2020.07
관계부처 합동
2020.10
산업통상자원부
2020.12
관계부처 합동
2021.01
관계부처 합동
2021.02
관계부처 합동
2021.03
환경부
2021.04
관계부처 합동
2021.06
관계부처 합동
2021.07
관계부처 합동
2021.07
국토교통부
2021.07
관계부처 합동
2021.08
관계부처 합동
2021.10
관계부처 합동
2021.11
관계부처 합동
2021.11
환경부
2021.12
국토교통부
2021.12
국토교통부
2021.12
관계부처 합동
출처: 저자 작성

발표 정책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수정 기본계획(2018~2020)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신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물류산업 혁신방안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2030년 국가 로드맵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2020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시행계획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BIG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BIG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2021~2030)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안)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2021~2025)
국가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2022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22년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

2) 주요 계획
(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07)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경제활동에 대한 대책을 수
립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제안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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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로 물류와 관련한 목표는 디지털·그린 융복합의 스마트 그린 산단 정책을 통한
물류단지 개선,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통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 등이다. 수단 분야의 추진 방안으로는 저공해차 보급 확대, 노후 차
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 미래차 보급 가속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제시하였다. 성과지표로 ‘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누적),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
과 충전 인프라 구축 및 확충을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후 경유 화물차·어
린이 통학 차량의 친환경 LPG·전기차 전환 및 노후 경유차·건설기계·농업기계 조기
폐차와 노후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을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 부품기술
과 그린카(하이브리드 고도화 등) 기술개발 및 수소차용 기술개발, R&D 등을 추진한
다.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년 9.1만대에서 ‘25년 113만대로, 수소차 보급
대수는 ’20년 0.5대에서 ‘25년 20만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a).

(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0.12)
적응적 감축에서 능동적 대응으로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 달성한
다는 비전 아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10대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도로물류 관
련 목표는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및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혁신 추진이
다. 이를 위한 수단 측면의 추진 방향은 저공해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으
로 설정하였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내연기관차의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 가속
화, 환경개선효과가 큰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 집중 전환, 이차전지·연료전지 한
계돌파형 기술개발을 통해 내연기관 대비 우수한 친환경차 구매 유지 경제성 확보 등이
있다. 또한 자가용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보행자,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환하
고 창의적 운송사업자 등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및 확산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
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무인자율주행 셔틀 등 신 모빌리티 확대를 통한 모빌
리티 혁신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차 중심 생태계 조성과 친환경·미래차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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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2021~2030) (관계부처 합동, 2021.07)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 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물류 선도국
가로 도약하기 위해 6대 목표를 수립하였다. 도로 물류 관련 목표는 전기·수소 등 친환
경 물류 보편화 및 물류 부문 탄소중립 이행,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달성 등이다. 수단 분야의 추진과제로 수소 화물차 등 친환경
육상 화물운송시스템 마련, 지속가능 친환경 물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등
을 제시하였다. 친환경 수소·전기 화물차 도입 및 충전 인프라 보급 확산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친화적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녹색물류 전환사업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경로 분야의 추진과제로는 자율주행기술과 결합된 화물운송시스템 및 시장규제 확립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량 기술 고도화 및 인프라 조기 구축을 추진하고 자
율주행 화물차에 적합한 탄력적 시장규제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 29.3%를 달
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관계부처 합동, 2021b).

(4)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21.07)10)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서는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친환경 교통물류체계를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도로 물류 관련 목표로 친환경 자
동차 시대로의 전환, 저탄소·친환경 교통물류체계 구축, 자율주행 등 첨단 교통물류체
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수단 분야의 추진과제로는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친
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통한
친환경차로의 전환 유도, 생활거점 및 교통거점 등을 중심으로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
라를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연료 확대를 통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온실
가스의 배출 감축과 더불어 수소·전기화물차 및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화물운송수단
10) 2021.10.4. 현재 고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청회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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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을 제시하고 있다. 경로 분야의 추진과제로는 첨단교통물류체계 구현 및 전환교통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인
프라 구축, 법·제도 기반 구축과 도로운송 화물을 철도, 해운으로 유도하는 전환교통
(Modal Shift) 활성화를 추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수단 및 경로 분야의 추진과제를
실행하여 친환경차 전환을 확대하고 친환경 물류시스템을 확충한다면 ‘17년 대비 ‘30
년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4.3%를 감축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로 인한
‘30년 수송부문 누적 탄소 절감 편익은 3조 9,875억원이다(’20년 탄소가격 29,000원
/톤 적용 시)(국토교통부, 2021c).

(5)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국토교통부, 2021.12)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국민의 생활 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 수단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자 한
다. 2030년까지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 50만 대의 전기·수소차 우선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며, 총 450만 대의 전기·수소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2050년에는 전기·
수소차 보급률을 100% 달성(1안)하거나, 보급률 85% 달성과 15%의 대체 연료 사용
(2안)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동시에 대중교통 활성화와 수요관리를 통해 2030
년까지 내연기관차 총 주행거리 4.5%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15%의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전환상황 및 지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자가용 주행거리를 집계하는 방안을 검토·수립하여 교통계
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친환경
차 구매 및 운행 부담을 줄여 이용자의 자발적인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2030년까지 전기 충전기 153만기, 수소 충전소 660기 이상 보급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 차량별 집중
전환을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였다. 화물차의 경우 택
배차 중심으로 소형 전기 화물차 보급을 추진하고, 중·대형 화물차는 기술개발과 인프
라 확충 시기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202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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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계획 중 도로물류 수송부문 관련 내용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
(2021~2030)」,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외한 관련 정책에서는 도로물류 수송 부문에 대해서는 수단에 국한하여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3-2 | 관련 계획 중 도로물류 수송부문 정책목표
관련 계획

정책목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

∙ 노후경유차 221만대 저공해화(2022년)
∙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2022년)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수정 기본계획(2018.7)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 친환경차 보급 및 자동차 평균연비 개선
∙ 저탄소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1)

∙ 2040년까지 수소차 누적 생산량 620만대 확대
∙ 수소 승용차·화물차 보급

신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물류산업 혁신방안(2019.6)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2019.10)

∙ 친환경 화물차 확산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자울주행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개발
∙ 수소버스 2천대 보급(2022년)
∙ 수소열차·트램·전동차·지게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 보급(2022년)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2019.10)

∙ 전 차종 친환경차 출시 및 성능 개선(2030년)
∙ 화물차 군집주행 상용화 추진을 위한 인프라 및 법·제도 개선(2030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인프라
충전소 구축 방안(2019.10)

∙ 수소버스 4만대 보급(2040년)
∙ 수소 충전소 1,200기 구축(2040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19.11)

∙ 전기차 85만대, 수소차 15만대 보급(2024년)
∙ 노후 차량 조기 폐차를 통한 전국 총 대수 49만대 이하 달성

2020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시행계획(2020.5)

∙ ITS 관리 체계 확대
∙ 자율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안전성 평가·시범사업 추진

생활물류 발전방안(2020.9)

∙ 수소화물차 1만대 보급(2030년)
∙ 전기운송수단 도입 확대(배달용 전기이륜차, 전기화물차·지게차 등)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2020.10)

∙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국내 보급(2025년)
∙ 전기·수소차 수출 53만대 달성(2025년)
∙ 충전소 구축, 차량가격 인하, 보조금 지급, 수요창출 등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2021.1)

∙ 무공해차 성능향상 유도 및 보급기반 확충
∙ 무공해 상용차 보급 확대
∙ 구매 보조금 제도의 개선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제시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2021.4)

∙ 미래차 R&D 투자 강화를 통한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 산업 생태계 전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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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2021.6)

∙ 수소차,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 미래차 전환 투자 집중 지원 및 R&D 지원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2021.8)

∙ 미래차 검사·정비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미래차 검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 미래차 검사역량 강화 및 정비 전문인력 양성

제2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
(2021.1.8.)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

2021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
시행계획(무공해차 보급 혁신방안)
(2021.4)

∙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 확대(1조 4천억원)
∙ 전기화물차 지원 2배 확대(1만 3천대→2만 5천대)
∙ 시범사업으로 수소 화물차 보조급 2억 신설
∙ 수소 상용차 연료 보조금 지급 근거 법제화 계획
∙ 선도형 경제로 도약을 위한 상용차 중심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2030년)
∙ 미래차 제조기업 집중 육성(2030년)
∙ 수소 상용차의 내구성 개선(50만km)
∙ 주행거리 개선(완충 시 800km 이상)
∙ 10톤 수소 화물차 개발(2021년)
∙ 23톤 수소 화물차 개발(2023년)
∙ 무공해 상용차 보급물량 확대(소형 전기화물차 2.5만대, 전기버스 1천
대, 수소버스 180대 등)
∙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한 단계적 보조금 신설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2021.3)

∙ 무공해차 30만대 보급 및 편리한 충전인프라 구축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2021.7)

∙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2021.10)

∙ (A안) 도로 부문 전면 전기·수소화(97% 이상) 추진
∙ (B안) 전기·수소차 85% 보급 및 잔여 내연기관차 대체연료 활용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2021.11)

∙ 전국 266개 시·군·구에 수소 충전소 1기 이상 구축
∙ 고속도로 반경 75km(‘30년) 내 충전소 이용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2021.11)

∙ 공공주도를 통한 권역별 수소충전소 균형 배치
∙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 및 주행거리 확보(2030년)
∙ 승용·상용·특수수소차 양산체계 구축

‘22년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주요
실행계획(2021.12)

∙ 친환경차 보급 50만대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2022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국산화 기술개발 및 플랜트 구축·운영
∙ 수소버스 안전성 평기기술 및 장비 개발

출처: 상기 제시된 계획들을 검토하여 저자 작성

추가적으로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의 2021년도 업무계획 중 도로물류 부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2021년 발표된 「부처별 업무계획」에서는 화물차의 무공해차 보급
전략이 제시되었으며 수소 기반의 상용차 보급 및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판
단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수소화물차 상용화를 위해 국내용 10톤 수소화물차 개
발 및 시범운행, 주요 교통거점에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2021년), 수소 화물차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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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수소 충전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1b). 환경부는 화물차 관련
으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대형 상용차 관련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신설하여 2025년까지 2021~22년 대비 7.5% 감축할 예정이다
(환경부, 2021c). 산업부는 SPC 설립을 통해 상용차 수소 충전소 민간 주도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21b).

3. 국가 사업 분석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의 예산서를 검토하여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저탄소와 관련된
사업을 조사한 결과 총 38개 사업으로 2021년 총 예산은 31,969억원이다.
표 3-3 | 저탄소 도로물류에 관한 부처별 사업
구
분

환
경
부

국
토
부

사업명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05 ~ 계속)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구매보조
(`11 ~ 계속)
충전소
구매보조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13 ~ 계속)
충전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00 ~ 계속)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17 ~ 계속)
교통정책 종합연구 (`10~계속)
수소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21년 ~ 계속,
`21년 연구용역추진)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21 ~ 계속)
수소물류시스템 구축(`21 ~ 계속)
노후물류기지 스마트재생 (`21 ~ 계속)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20(추경) ~ `25)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20 ~ 계속)
시설지원
친환경물류지원 (`11 ~ 계속)
차량지원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검사소 구축사업(`21 ~ `23)
자율자동차 상용화(`18 ~ 계속)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설립 (`19 ~ `22)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장비구축 (`21 ~ `24)
수소충전소 구축(`19~`21)

`21년
예산
(억원)

운송
요소

연구
개발

연료

수소차

전기차

6,557
10,050
240
3655
761
70
210
14

수단
수단
지점
수단
지점
수단
수단
경로

○

ICE
EV
EV
FCEV
FCEV
ICE
ICE
ICE

차량
충전소
-

차량
충전소
-

40

지점

-

FCEV

기타

-

108
80
3
59
60
3
11
25
296
45
2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지점
수단
수단
경로
수단
수단

○
○

FCEV
ICE
FCEV
FCEV
FCEV

기타
차량
차량
차량

-

163

지점

-

FCEV

충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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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도로교통체계(계속사업)
전환교통지원(`10 ~ 계속)

경로

-

-

-

-

-

-

-

-

FCEV

차량

29

경로

1,101

경로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
(R&D)(`21 ~ `25)

20

수단

교통물류연구(R&D)(`07 ~ `20(일몰))

213

경로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사업
(R&D) (`19 ~ `21)

104

경로

○

수소버스 안전성 평가기술 및 장비 개발(R&D)
(`20 ~ `23)

90

수단

○

도로기술연구(R&D) (`19 ~ `20(일몰))

148

경로

○

국가물류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계속)
특수차량 노후엔진 및 배기장치 전자기술연동
재제조 기술개발(`20 ~ `22)

27

지점

56

수단

○

ICE

70

수단

○

ICE

225
69
78

수단
수단
수단

○
○
○

EV
ICE
FCEV

52

경로

○

혼잡도로(`06 ~ 계속)

수송분야 비배기관 미세먼지 저감사업(R&D)
(`19 ~ `23)
그린카
스마트카
자율주행수소버스
AI기반 자율주행컴퓨팅 모듈개발 및
서비스 실증

자동차
산업
기술
산 개발
업 (R&D)
부 (`09
~계속)

○

차량
기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
차 개방형 플랫폼
시장자립형 3세대 xEV산업육성(전기)
시장자립형 3세대 xEV산업육성(수소)
가변플랫폼기반 중소형 전기버스, 트
럭 및 운영 환경개발

93

수단

○

EV

336
138

수단
수단

○
○

EV
FCEV

88

수단

○

EV

산업위기지역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시
험장 사업

24

수단

○

ICE

산업위기지역 친환경 고기능 상용차
특장차사업

21

수단

○

ICE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 지원

38

수단

○

EV

58

경로

○

83

경로

○

153

수단

○

ICE

32
84

수단
수단

○
○

FCEV
FCEV

차량

60

수단

○

FCEV

차량

새만금지역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구축
5G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 플랫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구축
수소전기트램실증
수소트럭 개조 기술개발 및 실증(R&D)(`20 ~ `23)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
(R&D)(`20~`24)

64

5,179

차량
차량
차량
기타

차량

전기차 플랫폼 공용화 기반 수소차용 비정형 수
소저장장치 개발(R&D)(`20 ~ `24)

50

수단

○

FCEV

차량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R&D)(`20 ~ `24)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21 ~ 계속)

26
33

수단
수단

○

EV
FCEV

기타

수소유통 기반구축 사업(`21 ~ 계속)

36

수단

FCEV

기타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R&D)(`20 ~ `23)
수소생산기지 구축(`19 ~ 계속)

38
666

지점
수단

FCEV
FCEV

충전소
기타

○

기타

주: ICE (Internal Combustion Engine, 내연기관차), EV (Electric Vehicle, 전기차), 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수소연료전지차)
출처: 국토교통부(2021a), 산업통상자원부(2021a), 환경부(2021a)를 검토하여 저자 작성

31,969억원 중 환경부가 21,543억원(67%), 국토부가 7,820억원(25%), 산업부
가 2,607억원(8%) 순이다. 예산을 운송 3요소인 수단, 경로, 지점별로 살펴보면 수
단 23,111억원(72%), 경로 7,276억원(23%), 지점 1,581억원(5%)으로 나타났다.
수단 관련 사업 예산은 대부분 환경부 예산에 해당되는데 환경부의 보조금 사업(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지원 등)의 예산이 2조원에 달하기 때문이
다. 경로 부문 사업예산 7,276억원 중 대부분이 국토부 예산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사업 5,179억원 등 관련 사업예산 대부분이 경로 부문에 해당
된다.11) 반면 산업부는 차량 관련 기술개발과 충전 인프라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등 수단 부문에 산업부의 관련 예산의 2,376억원을 배정하였다.
표 3-4 | 운송 3요소별 사업예산
단위 : 억원

구분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합계

수단

20,542

193

2,376

23,111

경로

-

7,084

192

7,276

지점

1,001

542

38

1,581

합계

21,543

7,820

2,607

31,969

출처: 국토교통부(2021a), 산업통상자원부(2021a), 환경부(2021a)를 검토하여 저자 작성

11) 도로의 혼잡완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첨단교통도로교통체계 구축사
업 등)을 관련 사업에 포함하였다. 도로 건설 사업도 도로의 혼잡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나 다년간에 걸쳐 장기간
으로 소요되며 상당한한 예산 규모로 전체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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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원에 따라 내연기관차, 전기차, 수소차 구분하여 살펴보면 24,388억원 중 전기
차 45%, 내연기관차 30%, 수소차 23%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1,543억원으로
동력원과 관련된 3개 부처 예산의 88%를 차지하며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약
6,837억원)과 친환경 자동차의 구매 보조(약 14,706억원)에 사용되었다. 국토부는
469억원의 대부분인 445억원을 수소차에 편성하였으며, 산업부는 전기차 관련 기술개
발에 내연기관차 대비 2배인 807억원, 수소차 관련에는 내연기관차 대비 약 3배인
1,177억원을 배정하였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구매 보조가 주를 이루며, 수소차와 관련
되어서는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
표 3-5 | 동력원별 사업예산
단위 : 억원

구분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합계

내연기관차

6,837

25

393

7,254

전기차

10,290

-

807

11,097

수소차

4,416

445

1,177

6,037

합계

21,543

469

2,376

24,388

출처: 국토교통부(2021a), 산업통상자원부(2021a), 환경부(2021a)를 검토하여 저자 작성

수소차 관련 사업예산은 총 6,043억원이며 이 중 73%에 해당하는 4,416억원이 환
경부 사업이다. 차량 관련 69%(4,149억원), 충전소 관련 16%(961억원), 기타
15%(933억원)로 세분화할 수 있다.
표 3-6 | 수소차 관련 사업예산
단위 : 억원

구분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합계

차량

3,655

162

332

4,149

충전소

761

163

38

961

기타

-

120

813

933

합계

4,416

445

1,183

6,043

출처: 국토교통부(2021a), 산업통상자원부(2021a), 환경부(2021a)를 검토하여 저자 작성

전기차 관련 사업예산은 총 11,290억원이며, 환경부가 93%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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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관련 기술 개발에 692억원을 배정하였고, 국토부는 전기차 관련 사업이 없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직접 보조금의 형태이며 산업부는 연구개발(R&D) 비용이다.
표 3-7 | 전기차 관련 사업예산
단위 : 억원

구분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차량

10,050

-

692

10,742

합계

충전소

240

-

-

240

기타

-

-

114

114

합계

10,290

-

807

11,097

출처: 국토교통부(2021a), 산업통상자원부(2021a), 환경부(2021a)를 검토하여 저자 작성

연구개발(R&D) 사업예산은 총 2,546억원이며, 산업부가 1,872억(74%), 국토부
674억원(35%)이다. 산업부는 수단(수소차 등), 국토부는 경로(자율주행 등) 관련 예
산이 대부분이다.
표 3-8 | 연구개발(R&D 포함) 사업예산
단위 : 억원

구분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합계

수단

-

112

1,642

1,754

경로

-

562

192

754

지점

-

-

38

38

674

1,872

2,546

합계

출처: 국토교통부(2021a), 산업통상자원부(2021a), 환경부(2021a)를 검토하여 저자 작성

4. 분석의 종합과 핵심 과제
1) 분석의 종합
본 장에서는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과 수단이 도로물류 수송 부문의 심각한 온실가
스 배출량 저감에 적절한지 평가하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성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근 5년간 정부가 발표한 저탄소 관련 정책을 살펴본 결과, 탈탄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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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의 추진의지는 매우 확고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다만, 수송 부문의 다양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 정책 환경, 기술 수준 등에 의해
승용차 중심으로 제시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화물차와 관련하여서는 수소 화물차의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 목표와
수단을 확인하였다. 수소산업의 육성의 필요성과 그 일환으로 수소 모빌리티 구축에
대한 지원은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으나 내연기관 화물차의 대체자로 수소 화물차에
집중하는 것은 정책적 리스크가 우려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절의 3) 핵심과제에
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도로물류 수송 부문의 저탄소화 관련 중앙정부의 사업예산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는
부처 중 가장 많은 약 21,543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 중으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
차, 무공해 자동차의 구매 보조 등 수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의 보조사업에 집중하
고 있다. 국토부는 약 7,820억원 예산 중 대부분이 혼잡해소를 위한 ITS 구축사업 등
(경로)에 사용하고 있으며 지점(물류체계 효율화 등)과 관련하여 542억원, 수단(수소
및 자율주행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193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관련 예산 약
2,607억원의 중 91%를 수단(무공해 차량 관련 기술개발 등) 부문에 집행하고 있다.
즉, 환경부는 무공해차의 보급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보조금 사업, 국토부는 경로상
의 혼잡을 해소하는 사업, 산업부는 무탄소 관련 수단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각
부처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운송3요소 관점에서 보면 수단
관련 예산이 72%이며 대부분이 보조금이다.
동력원과 관련된 예산은 전기차 45%, 내연기관 30%, 수소차 25%로 구분되는데
전기차와 내연기관 예산은 대부분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연구개발비는 전기차보다 수
소차 관련 기술개발에 더욱 중점적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내연기관의 개선 관련 기술개
발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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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도로물류 수송부문 저탄소화 관련 사업 분석결과

출처: 국토교통부(2021a), 산업통상자원부(2021a), 환경부(2021a)를 검토하여 저자 작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부처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은 각 부처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여 효율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되나 각 부처의 논리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효과, 예산 배분의 적절성, 사업의 중복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도
로물류 부문의 저탄소화에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도로물류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할 때, 각 부
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체계하에서 효율적으로 재조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물류 수송 부문의 정책, 계획, 사업을 총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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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컨트롤 타워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연구단이 필요하며, 다양한 부처로 흩어
져있는 도로물류 수송 관련 사항을 통합계획으로 수립하는 추진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2) 규범적 대안의 설정과 핵심과제의 도출 방향
(1) 규범적 대안 설정
도로물류 수송체계는 물류 활동 중 수송이 도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체계로 매우
광범위하며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도로물류 수송체계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규범적 대안 설정이 필수적이다. 규범적 대안을 통해 도로물류 수송
체계를 구분할 수 있다. 앞서 1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물류 운송 시스템은 수단, 경로,
지점의 3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은 도로물류 수송체계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하
다. 수단은 수송 활동을 수행하는 화물차이며, 경로는 화물차가 이용하는 도로이며,
지점은 물류 수송의 시작과 끝을 구성하는 곳이다. 수단 부문에서는 화물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저감시키고, 경로 부문에서는 혼잡을 완화하여야 하며, 지점 부문에서는 시
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도로물류 수송체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다.
그림 3-2 |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규범적 대안

출처: 저자 작성

국내외에서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 도입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규범적 대안에 따라 분류하면 <그림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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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 규범적 대안별 정책 예시

출처: 저자 작성

수단 부문에서는 내연기관 화물차의 조기 퇴출, 내연기관 화물차의 개선, 저탄소 또
는 무공해 화물차의 도입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경로 부문에서는 도로혼잡 완화,
도로 운영 효율화, 핵심 간선도로망 선정 및 관리 정책 등이 있다. 지점 부문에서는
물류시스템 효율화, 입지 효율화, 무공해 화물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이 대표적인 정책
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단 부문의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원인인 노후 경유
차의 조기 퇴출, 내연기관 화물차의 개선, 무공해 화물차의 도입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과 관련한 정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노후 경유차 운행지역 제한 지역의 확대 또는 단속 기준의 강화, 노후 경유차 폐차 이
후 다시 신규 경유차를 구입하는 수요의 억제 정책 등이 있다. 내연기관 화물차의 개선
전략은 크게 디젤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대안 연료 기반 내연기관
을 사용하는 화물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전략이 있다. 무공해 화물차의 도입은 ERS 화
물차, 전기 화물차, 수소 화물차를 도입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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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부문의 정책은 혼잡 완화, 운영 효율화, 국가간선도로망의 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혼잡 완화 정책으로는 도로용량 확충, 화물차 전용차로(도로) 운영, 오르막
차로 운영, 화물차 전용 IC가 있다. 운영 효율화 정책으로는 ITS/ C-ITS 구축, 자율
주행, 군집주행 기술 개발, 국가통합 물류교통정보센터 운영 등이 있다. 국가간선도로
망의 선정 및 관리는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망을 선정하여 중앙정부가 혼잡 완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다.
지점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으로는 물류시설 입지 효율화, 물류 시스템 효율화,
무공해 화물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입지 효율화는
교통물류거점의 연계 교통망 구축,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 설치, 내륙
물류거점의 활성화 정책 등이 있다. 물류 시스템의 효율화는 공동물류 등 물류의 운송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에너지 절감형 물류 시설ㆍ장비ㆍ운영기술 개발하는 정책이다.
전기, 수소 화물차와 같은 무공해 화물차의 운행을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수
적이므로 주요 경로상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 등도 있다.

(2) 핵심과제의 도출 방향
규범적 대안에 따라 대표적인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구분하고 세부적인 정책 대안들
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소개한 정책대안 이외에도 수많은 정책대안이 존재한다. 도로
물류 수송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광범위함과 복잡성을 고려하면 당연하다. 이처럼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며 다수의 정책대안이 가능할 때 핵심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서는 숙고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12)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2, 3장의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핵심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도로물류 수송 부문의 다양한 정책대안
에 숙고적 연구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각 정책대안을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연구

12) 문정호 외(2016)는 다수의 정책 대안으로부터 핵심적인 소수의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선택 문제는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선택된 결과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엄선된 전문가가 참여하는
숙고적 접근 방식의 수행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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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여건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물류 수송체계 현황, 국내
정책 현황을 고찰한 결과에 기반하여 수단, 경로 측면에서 각각 핵심과제를 도출하였
고 정책을 입안, 실행하는 추진체계 측면에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다.

3) 핵심 과제
(1) 부처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체계 측면
도로물류 수송체계는 물류 과정 중 운송이 수행되는 과정으로 수단, 경로와 관련된
다양한 저탄소 정책이 있다. 수단 측면에서는 저탄소 또는 무탄소 화물차의 개발과 충
전 인프라의 구축, 내연기관 화물차의 개선과 퇴출 등과 관련된 다양한 보조금 지급,
재정투자, 법ㆍ제도 운영 등이 있다. 경로 측면에서는 혼잡 완화,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책이 있으며, 국가의 중요 간선도로를 발굴하여 관리하는 정책 등도 있다. 수단, 경
로와 관련된 다양한 저탄소 정책과 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이유는 소수의 정책을
통해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저탄소 사업을 관계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처별
사업 추진은 사업 추진력이 높지만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는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부처별 사업은 단기적 성과가
중요하므로 2050 탄소중립이라는 거시적 관점의 정책 목표 달성에 부합하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기존 사업을 통합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예상되는 정책 효과에 따라 예산과 자원을
재분배하는 데에는 시간과 자원 투입이 필요하지만 수행된 이후로는 효율적 추진이 가
능하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도로물류 수송체계 부문에서 명확한 감축량
목표와 그에 따른 세부 정책들의 수립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저탄소 정책과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종합계
획 수립을 통해 신규 정책과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예산을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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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단(수소 화물차) 중심의 정책 리스크에 대한 대비 필요
우리나라 도로물류 부문 저탄소 정책의 특징은 수소 화물차의 개발과 보급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13) 내연기관의 개선과 노후 내연기관의 조기 퇴출 등은 도로부문
의 저탄소화에 점진적인 개선에 기여할 것이나 내연기관의 기술적 개선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또한 노후 내연기관의 대체 수단이 무탄소 수단
이 아닐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무탄소 화물차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
며,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 수소 화물차가 미래의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는 신
산업 분야이므로 주요 선진국 정부는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각국 정부는 수소
생태계 조성을 통한 수소 산업의 주도적 지위를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인 수소 산업 육
성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소 모빌리티(수소 화물차 포함) 구축이 중점
지원되고 있다. 결국, 수소 화물차는 혁신적인 기술적 우위로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구
조적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소 화물차 중심 정책은 획기적인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존재한
다. 수소 화물차 기술이 실용성을 확보하여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14)되며, 기술개발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예상보다 상용화가 늦
어지는 경우가 많다. 상용화가 되더라도 기술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해당 수단에 대한
규모의 경제 구축을 통한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보조금) 조
달이 필요하며 예산 제약 등으로 일반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현시점에서 무탄소 화물차의 대안으로 전기 화물차, 수소 화물차, ERS 중 어
느 수단이 최적인지 판단하기에는 기술의 준비도가 낮고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CCC,
2020: 67)15). 가장 경제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각 기술별로 몇

13) 군집주행, 자율주행 기술 개발도 동일한 관점에서 화물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으나
수소 화물차의 경우 수소 산업 육성, 수소 생태계 구축이라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의 성장가능성과 타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정부 정책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집주행,
자율주행은 상대적으로 민간기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동향은 [부록1]에 소개하였다.
14) 문헌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수소 화물차로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필연적이나 일반화되기까지 긍정적인 견해
로도 20~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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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의 대규모 실증을 통해 기술개발 및 평가, 비용 추정, 효과 추정, 운영 가능성에
대한 실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CCC, 2020: 70). ERS, 전기 및 수소 화물차, 대체
및 바이오 연료 기반 화물차 등은 모두 고유의 한계를 갖고 있어 내연기관 화물차를
대체할 완벽한 대안은 현재로서는 선정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대안을 동시에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ITF, 2018: 3).
따라서, 수소 화물차 중심의 저탄소 정책 리스크에 대비하면서 장거리 중대형 화물
차의 최적 대안 수단 모색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정책대안으로 수소 이외의
무탄소 화물차의 개발과 실증 정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 시점에서 수소 화물차보다
기술적 준비도가 높고 경제성이 높은 무탄소 화물차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ERS의 개발과 실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
되기 시작한 ERS는 최근 스웨덴, 독일 등에 초기 실험을 끝냈으며, 관련 연구를 통해
기술적 준비도가 높고 경제성이 높은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영국, 스웨덴, 독일 등의
국가에서 정부 예산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실증 실험, 국가 주요 도로망에 대한 건설의
타당성 검토 등이 진행되고 있다. ERS는 내연기관 화물차의 개조와 도로구간에 급전
설비의 구축이 필요하지만 설치된 구간에서 운행 시 온실가스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다. 이때 중대형 화물차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경로를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특성이 있
으므로 항만진입도로 또는 주요 간선도로망에 ERS 인프라를 구축하면 많은 수요의 효
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ERS는 중립적인 시스템으로 배터리를 장착한 모든
종류의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경유 화물차를 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소 화물차로 구조적 전환까지의 시간적 공백에 대한 대안적 수단으로만 ERS를 국
한하여 검토할 것이 아니라, ERS 개발 및 실증 결과 수소 화물차보다 훌륭한 대안이라
면 전국 물류도로망을 대상으로 ERS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이 확보되고 사회적 수용성에 문제가 없다면 ERS는 수단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탄
소 중대형 화물차 정책대안이 될 수도 있다.
15) 장거리를 운행하는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 수소 화물차, ERS가 유력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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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거리 중대형 화물차에 대한 경로 관점의 저탄소 정책 부재
무탄소 화물차의 상용화 후에도 상당 기간 경유 화물차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되므로 경유 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혼잡 관리가 필요하다. 중대형
화물차의 속도의 편차를 줄이고, 60~80km/h의 속도로 항속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현재 내연기관 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림 3-4 | 소형, 중형, 대형 화물차의 속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출처: Enjian Yao & Yuanyuan Song(2013) p.45

혼잡 완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여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중대형 화물차는 저속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크고 속
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며 약 60~80km/h를 넘어가면 배출량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njian Yao & Yuanyuan Song(2013)은 소형, 중형, 대형 화물차의 속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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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였는데 CO, CO2의 경우 대형 화물차의 배출량이 소형, 중
형보다 매우 많으나 60~80km/h의 속도에서 배출량이 최소가 되었다.
현재 혼잡 완화, 운영 효율화 정책은 승용차 또는 전체 교통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화물차의 특성, 도로물류 이동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중대형
화물차의 주요 경로를 분석하고 다양한 혼잡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혼잡 해소 정책을
통한 혼잡 관리가 필요하다.

(4) 핵심 과제의 종합
핵심 과제를 종합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처별 정책 수립과 분절적
추진체계를 재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개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정책 방향을 종
합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연구단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이 주도하여 도로물류 수송 부문의 저탄소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4장에
서 논의하였다.
둘째, 수단 특히, 수소화물차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정책은 기술수준 등
여러 가지의 한계로 정책효과가 발생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다른 무탄소 수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책 리스크를 완화하여야 하며 무탄소 화
물차의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관련 내용은 5장에 다루
었다.
마지막으로 수단 관련 정책만이 발표되고 있고 경로 관리 측면의 저탄소 정책이 부
재하다. 무탄소 화물차의 일반화, 군집주행의 일반화 이전에도 주요 물류경로에 대한
적절한 혼잡관리를 통해 도로물류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 주
요 경로의 화물차 교통량 전환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
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6장에서 논의를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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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 국내 정책 및 사업 분석 결과와 핵심 과제
분석 방법

분석 결과(핵심 과제)

정책 방향

▸최근 5년간 중앙정부의 정책 분석

▸부처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정비(컨트롤 타워, 전문

▸수단 중심, 수소 화물차 중심의 정

▸타 무탄소 화물차에 대한 지원과

연구단 운영과 통합계획의 수립)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의 저탄소

책 리스크

무탄소 화물차 보급확대를 위한 인
센티브 및 규제 시행

관련 사업 예산서 분석
▸경로 관리 측면의 저탄소 정책 부재

▸중대형 화물차의 경로 전환 또는
경로상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정
책 집행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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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저탄소 도로물류 추진전략 :
추진체계 부문

본 장에서는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를 달성할 수 있는 추진체계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우리나
라의 도로물류 수송체계 저탄소 정책추진은 각 부처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하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컨트롤 타워의 지정과 전문연구단의 지원하에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분절적 추진체계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 개요
3장의 분석을 통해 도로물류 수송 부문의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이 부처별로 분절적
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분절적 추진체계로 인한 한계점을 보
완하고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도모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저탄소화 추진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각 부처는 역할과 기능이 분명하므로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저탄소 정책을 한 부처에
서 관할하는 것은 행정적ㆍ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필요에 따라 부처의 고
유업무를 재정립하는 것은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전문기관
이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저탄소화 정책과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각 부처
별 고유 업무가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체계 안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총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의 기능, 역할, 행정부 및 입법부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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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타워가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저탄소화 정책과 사업 추진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ㆍ분석 역량과 정책 제안 기능을 갖춘 전문연구단
의 운영이 필요하다. 컨트롤 타워에 요구되는 추진전략 마련, 통합계획 수립,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의 평가 및 재조정 등을 지원하는 전문연구단의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효
과적인 추진체계를 갖출 수 있다. 영국의 ‘지속가능한 도로물류센터’의 조직, 연구분
야, 역할, 기후변화위원회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우리 여건에 부합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도로물류 수송 부문의 저탄소화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이를 지원하는 전
문연구단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한 다음에는 각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 중인 정책, 계
획, 사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국외의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지속가능한 물류 실행계획’의 추진 배경, 계획 내용 등을 고찰하고 정책을 제언하였다.

2. 컨트롤 타워 지정
1) 국외 사례16)
국외의 모범 사례로는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limate Change Committee; CCC)가
있다. 기후변화위원회는 2008 영국 기후변화법17)에 의거하여 창설된 전문적인 독립
기관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임명된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기후변화위원회”), 영국의 기후 변화 적응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위원회(“적응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된다(<그림
4-1> 참조).

16) 에너지전환포럼(https://energytransitionkorea.org/sites/default/files/2021-04/%28%EC%B0%B8%
EA%B3%A0%29%20CCC_%EC%98%81%EA%B5%AD%EC%9D%98%20%EA%B8%B0%ED%9
B%84%EB%B3%80%ED%99%94%EC%9C%84%EC%9B%90%ED%9A%8C.pdf)의 내용을 요약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다. 방문일: 2021.10.2
17) 2008년 제정되었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영국 정부의 조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법령이다. 50년 및 향후 15개년에
대한 법정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후 변화 감축/적응에 대한 종합적인 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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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의 구조

주: 주한영국대사관 제공
출처: 한겨레. 2021. 총리 4명 갈려도 변치않은 영국의 탄소중립ㆍㆍㆍ한국도 가능할까? 4월 28일. 보도자료. https:/
/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92999.html 방문일: 2021.10.3

위원들은 전문성에 기반하여 선임되고 업무상 독립성을 가지지만, 선임과 예산의 집
행에 있어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국회입법조사처, 2021: 5)(<그림
4-2> 참조). 기후변화위원회 주요 임무는 「기후변화법」에 명시되어 있다. ➀ 2050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 영국 정부의 탄소 예산 책정에 관한 자문 제공, 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진행 현황 평가, ➂ 기후 리스크 관련 자문 제공, ➃ 영국 기후 변화 적응
현황에 대한 평가, ➄ 영국 정부가 요청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자문, 분석 및 정보 제
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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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 영연방제하에서 기후변화위원회의 주요 역할

주: 3개 독립정부의 탄소배출량 목표는 연연방정부의 탄소배출량 목표에 포함되어 「기후변화법」에 반영되어 있지만
각 독립정부는 상당 부문 자체적 법령에 근거한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위원회는 각 독립정부 및 의회에
필요한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이수재 외(2013), 국회입법조사처(2021) p.6에서 재인용

최근 기후변화위원회는 제6차 탄소예산보고서(The Sixth Carbon Budget, 2020)를
작성하였다. 이는 기존에 제안했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갱신하여 2033년부
터 2037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
출량을 순제로로 만들기 위해 영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재설정하도록
제안하는 보고서(Net-Zero: The UK’s contribution to stopping global warming,
2019)도 제출하였다. 이는 영국 정부가 2018년 10월 파리기후변화협정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기후변화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영국은 법정 자문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의 전문적 의견이 탄소 감축의 장단
기 목표 결정과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기
후변화 정책이 정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행되는 원동력이다(국회입법조사처,
2021: 6).기후변화위원회는 정책결정 및 입법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이지만 정부와 국
회를 향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법」이 기후변화위원회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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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예산 자문을 정부가 수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대 정권에서 기후변화위
원의 탄소예산 자문은 사실상 대부분 수용되었다(국회입법조사처, 2021: 6).

2) 정책 제언
도로물류 수송체계는 환경부(수단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보조금 등), 산업부(차량
개발을 위한 R&D 및 지원 등), 국토부(혼잡 해소 및 운영 효율화 등)가 모두 관련되어
있다. 특히 수단 관련 예산이 72%(대부분 직접보조금)로 수단에 편중된 구조이며, 경
로 관련 예산은 25%이나 도로물류 수송체계 관점(물류 수송 특성, 화물차 특성 등)이
아닌 일반 승용차 중심의 혼잡 해소, 운영 효율화 관련 사업이다. 따라서 부처별 정책
과 사업을 통합하여 부처별 역할과 사업을 재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신설된 독립적인 조직으로 정책결정과 입법권한
은 없지만, 의회에 자문 형태로 강력한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에너지, 산업, 수
송, 건물 등 주요 감축 부문별로 독립적인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
여 제출함으로써 저탄소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의회는 기후변화위원회
의 결정을 토대로 정부에 정책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책임감 있게 정책으로 실현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생긴 뒤로 5번의 선거와 4번의 총리교체가 있었지만, 탈탄소 정책방
향은 흔들린 적 없다.18)
2021년 5월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
원회 등 기후변화 대응 관계 3개 단체를 통합하여 탄소중립정책 수립, 이행, 평가 등의
관제탑(컨트롤 타워) 역할로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탄소중립위원회
의 설치 근거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탄소중립사회
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ㆍ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19)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2인을 공동위원
18) 한겨레. 2021. 총리 4명 갈려도 변치않은 영국의 탄소중립ㆍㆍㆍ한국도 가능할까? 4월 28일. 보도자료. https:
//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92999.html 방문일: 2021.10.3
19) 2050 탄소중립위원회(http://www.2050cnc.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7&menu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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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하고 18개 관계부처 장관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 청년, 노동자,
농민, 지자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77명(위원장 포함 총 9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 8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었으며, 전
문적인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분석, 논의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20) 2021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ㆍ
의결하였다.
그림 4-3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조직도

주: 국무총리실이 작성한 ‘2050 탄소중립 위원회’ 조직도
출처: 한겨레. 2021. 총리 4명 갈려도 변치않은 영국의 탄소중립ㆍㆍㆍ한국도 가능할까? 4월 28일. 보도자료. https:/
/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92999.html 방문일: 2021.10.3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
법)이 제정되었다.21)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존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이름이
2&menuNo=1). 방문일 2021.11.12
20)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1.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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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로 변경될 전망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탄중위 심의와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탄소중립기본법 제7조). 탄중위는 수립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의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제9조). 탄중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16조(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탄
소중립과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국가전
략 수립ㆍ변경, 이행현황의 점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관련 법ㆍ제도, 재원의
배분방향과 효율적 사용,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 국민이해증진 및 홍보ㆍ소
통,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또한,
동법 제19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
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검토를 수행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탄중위의 권한, 임무 등을 고려할 때 도로물류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컨트롤 타워로
는 탄중위가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탄중위의 권한이 정부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국
한된 점은 개선의 필요가 있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안에 대
한 심의ㆍ의결 기능에 국한하지 말고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두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6조(위원회의 기능)를 개정하여
국가전략 수립 또는 국가계획 수립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탄중위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탄소중립기본법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위 법령 등을 통해 체계화하는 것이다. 두 가지 대안 모두 현재보다 탄중위
의 조직와 인력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전문가 집단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재
분과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전문연구단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21) 시행은 2022년 3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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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연구단 운영
1) 국외 사례
국외의 모범 사례로는 영국의 「지속가능한 도로물류센터(Centre for Sustainable Road
Freight, 이하 SRF)」를 들 수 있다. 영국은 기후변화위원회(CCC)에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주관하며, 도로물류 수송체계 부문은 SRF22)에서 관련 정책을 연구ㆍ지원하고
있다. SRF는 도로물류 수송의 탈탄소화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연구하는 전문조직으
로 정부와 산업체를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케임브리지(Cambridge) 대학교, 헤리
엇-와트(Heriot-Watt) 대학교,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대학교 등 3개 대학교와
협력하여 도로물류 수송을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영국 정부와 유럽의 여러 기관(EPSRC23), Innovate UK24) 등) 및 산
업계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SRF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SRF의 물류 부문 중점 연구 분야는 크게 5가지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차량 및 물류 시스템 분석 및 모델링을 위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다. 물류 시설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고, 도로의 센서, GPS 시스템 및 교통 카메라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또한 운전자의 탈탄소화 전략 및 비용 절감에 대한 의사결
정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도 수집한다. 두 번째는 물류 시설 운영 데이터 자동 수집이
다. 물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저탄소 물류, 물류 자산 활용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다. 셋째, 광범위한 차량 효율성 개선 연구이다. 화물차 공기역학 측면의 개선
과 화물차 경량화를 위한 기술을 연구한다. 넷째, 도시 내 화물차, 지역 간 운행 화물
차, 장거리 운행 화물차의 전동화(Electrification)를 연구한다. 다섯째, 도로물류 수송
체계의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 기업 전략, 정책 방안 등을 연구한다. 중점
연구 분야의 수행 결과는 자체 보고서와 연구논문으로 발표하고 있다.
22) SRF(https://www.csrf.ac.uk/), 방문일: 2021.10.4
23)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https://epsrc.ukri.org/), 방문일: 2021.10.4
24) Innovate UK(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novate-uk), 방문일: 20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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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앞서 컨트롤 타워의 기능 강화를 위한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하였고 두 대안모두 전문
연구단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국가전략 수립 또는 이행사항의 점
검 모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전문연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탄소중립기본법 제
19조(분과위원회의 설치)를 개정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아래 둘 수 있는 전
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대상을 명시함으로서 탄중
위와 전문연구단 간의 명확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탄중위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이 강화될 것이다.
전문연구단의 후보로는 국책연구기관, 대학, 민간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가능하다.
현재 전문연구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NRC 탄소중립연구단
이다.25) 한국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부문별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제도적 측면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탄소중립 관련 국
제기후협력, 탄소중립 관련 정부ㆍ기업ㆍ시민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26)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분야별 실천방안과 대응전략을
도출하여 정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27)
전문연구단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영국의 SRF와 같이 독립
적인 기관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NRC 탄소중립연구단과 같이 여러 연구기관의 협조체
계로 연구단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양한 분야의 국책연구원들이 운
영중에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도로물류 수송체계는
다양한 기술적인 요인도 검토되어야 하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연구원들까지
포괄하는 형태도 탄소중립연구단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2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https://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173255&act
=view&nPage=1&otp_id=), 방문일: 2021.10.1
26) 머니투데이. 2021. 탄소중립 ‘어벤져스’ 뜬다...“탄소중립, 어떤 나라도 못 거슬러” ) 7월 30일. 보도자료. https:
//news.mt.co.kr/mtview.php?no=2021072914055724248 방문일: 2021.10.1
2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https://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173255&act
=view&nPage=1&otp_id=), 방문일: 2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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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민간 단체 등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연구단이 탄중위를 지원하여
‘탄소중립 도로물류 수송부문 종합계획(가칭)’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관계부처
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형태로 추진체계가 정립된다면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탄소중립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도로물류 수송체계 통합계획 수립
1) 국외 사례
국외의 모범 사례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속가능한 물류 실행계획(California
Sustainable Freight Action Plan)」 수립이 있다. 2015년 7월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
사는 저탄소 화물운송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는 행정명령 B-32-15
를 발표하였다. 행정명령 B-32-15는 주 교통국, 주 환경 보호국, 주 천연 자원국,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 주 에너지 위원회, 주지사 사업 및 경제 개발국이 참여
하여 2016년 7월까지 캘리포니아 지속가능한 물류 실행계획(California Sustainable
Freight Action Plan)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행정명령에 따라 관계기관이 협력하
여 2016년에 캘리포니아주 지속가능한 물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28) 지속가능한
물류 실행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캘리포니아 물류 시스템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9개 분야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실행계획의 세 번째(3) 향후 물류 계획
및 프로그램(<표 4-1>의 3. 참조)을 실행 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성과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표 4-2>의 물류 계획 및 프로그램 구축 세부전략을 수
립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7개의 물류 계획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① 중대형 화
물차의 충전 및 수소 연료 보급 인프라 평가, 계획 및 인센티브 제공, ② 물류 시설,
부지 선정,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역 및 지역 파트너와의 조정, ③ 지속가능한 물류

28) Transportation, C. D. o., Board, C. E. P. A. A. R., Commission, C. E., Business, C. G. s. O.
o., & Development, E.(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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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지원, ④ 물류 경로 개선 및 투자 계획 향상을 위한 물류 데이
터 수집 및 분석 도구 개발, ⑤ 고속도로 물류 네트워크 설계, 계획, 유지 관리 및 운영
개선, ⑥ 고용량 경로를 따라 화물차 전용차로 개발 타당성 평가, ⑦ 인근 지역의 내륙
시설, 단거리 철도 셔틀 및 내륙 항만 활용이다. 각 항목별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세부 전략과 그 실행기관을 명시함으로써 각 부처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
면서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표 4-1 | 캘리포니아 물류 시스템 개선을 위한 9개 분야

1. 주의회와 협력하여 물류자산과 캘리포니아 물류 경로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첨단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신규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장기 비전 및 지침 원칙과 일치하는 화물 운송 시스템 자금 조달 패키지를 제정
2. 입법부와 협력하여 교통 계획 및 프로그램에서 식별된 캘리포니아 물류 경로에 대한 우선 순위가 높은 주
및 지역 개선을 기반으로 하는 연방 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 기금의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정
3. 현대적인 물류 경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류 인프라 계획 및 투자에 집중할 것. 향후 물류 계획 및 프로그램을
구축 시에 향후 자금 조달에 있어서 여러 이점이 있는 우선 순위가 높은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성과 기준을
설정
4. 제로 혹은 제로에 가까운 배출가스 기술의 목표 도입과 재생 가능한 연료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클린 화물차
및 장비 기술과 화물차용 클린 연료의 사용을 가속화
5. 전문가로 구성된 물류 싱크 탱크를 구성하여 물류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인지하고 실행 원칙에 따라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 파트너십 및 중요한 단계를 수립
6. 산업 이해 관계자 작업 그룹을 소집하여 대상을 식별하고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고 캘리포니아 주 전체
및 지역 화물 운송 시스템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전략을 배포. 경제성장 및 경쟁력 지표, 모델 및 기타 도구와
데이터를 개발하여 비용을 포함한 이점과 영향을 분석
7. 물류 효율성 개발 그룹과 협력하여 이 실행 계획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현재와 향후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물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식별하고 적용
8. 이해 관계자와 캘리포니아 인력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현재 및 향후 노동력이 캘리포니아 지속가능한 물류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숙련된 물류산업 분야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
9. 연방, 지역 및 지방 기관, 산업, 환경 및 커뮤니티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환경에 대한
대중의 참여 및 평가를 유지하면서 이 계획의 목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프로젝트의 전달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또는 허가 프로세스 개선을 식별
출처: Transportation, C. D. o., Board, C. E. P. A. A. R., Commission, C. E., Business, C. G. s. O. o.,
& Development, E.(2016) 부록C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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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 향후 물류 계획 및 프로그램 구축의 세부전략
구분

세부전략

실행기관

화물차 주차 공간에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

캘리포니아 교통부

교통부문 전기화 계획

에너지위원회,
대기자원부

지역 및 주 전체 에너지 자원 계획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전기 충전 인프라에 인센티브 제공
화물 운송 및 토지 이용 조정

에너지위원회
에너지위원회
에너지위원회
교통부

물류시설의 부지 선정, 설계 및 운영을 위한 물류
지침서 개발

캘리포니아 교통부,
에너지위원회,
대기자원부

지역의 무공해화물차 도입 계획

에너지위원회

지역의 무공해 중형화물차 및 중장비를 위한 인프
라 구축 계획 수립

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한 물류 시스템 개발에 관
한 연구 지원

다양한 대학과 협력하고, 예비 조사에 대한 연구
자금 지원.
물류 산업의 시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

캘리포니아 교통부,
에너지위원회,
대기자원부

물류 경로 개선 및 투자 계획 향상
을 위한 물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도구 개발

물류 경제 및 운영 분석을 포함한 물류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분석, 모형개발

캘리포니아 교통부,
에너지위원회,
대기자원부,
경제위원회

고속도로 물류 네트워크 설계, 계
획, 유지 관리 및 운영 개선

물류자산관리를 통한 물류 고속도로 시스템 보전
자산관리를 통한 성과 연결
도로포장기술 관리기법 개발
물류경로의 병목현상 완화
화물차 중량계측 기술 활용 확대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고용량 경로를 따라 화물차 전용차
로 개발 타당성 평가

화물차 전용 유료 차로 혹은 화물차 전용 우회
차로 적용의 타당성 평가

캘리포니아 교통부

중대형 화물차 충전 및 수소 연료
보급 인프라 평가, 계획 및 인센티
브 제공

물류 시설, 부지 선정, 설계 및 운
영에 있어서 관계자와 협의

교통부
교통부
교통부
교통부
교통부

인근 지역의 내륙 시설, 단거리 철 복합물류수단(단거리 철도, 해상, 수상 수단)의 연
캘리포니아 교통부
도 셔틀 및 내륙 항만 활용
계 효율성을 개선하여 화물차 연계 효율성 향상
출처: Transportation, C. D. o., Board, C. E. P. A. A. R., Commission, C. E., Business, C. G. s. O. o.,
& Development, E.(2016) 부록C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정책 제언
탄소중립기본법 제3장(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개정을 통해
부처별로 추진 중인 도로물류 수송체계 관련 정책과 사업을 종합할 수 있는 도로물류
수송체계 저탄소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각 부처별 정책과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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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통해 탄소중립에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수립하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2020.10.28.) 이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2020.12.7.)이 발표되었으며, 각 부처별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
한 후속 계획’을 발표하였거나 2021년 내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2021.3.)을 발표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부의 방향성 제
시와 이행기반(예산, 사업, 제도 등)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12대 과제 중 ③
미래 모빌리티에서 무공해차 대중화ㆍ탈내연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
서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최초 도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수송부문 미
래차 전환전략(2021년 하반기 예정) 수립을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교통
ㆍ물류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출범(2021.4.16.)하여 12개 업종(자동차 포함) 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2021년 하반
기까지 ‘2050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2050 탄소중립 달
성을 위한 ‘중장기 R&D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탄소중립 민간
합동 전담 조직을 신설(2021.2.8.)하여 건설, 수송부문의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국토
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였다(2021.12.).
부처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며 각 부처별 로드맵에 도로물
류 수송체계 관련 저탄소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29)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표(2021.8.5.) 자리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은 담고 있지 않으며, 부문별 세부 정책은 각 부처에서 수립하여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각 부처별로 발표할 탄소중립 로드맵 중 도로물
류 수송체계 관련 부문을 종합할 수 있는 도로물류 수송부문 저탄소 관리계획이 필요하
다. 부처별 로드맵에서는 수송부문 전체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도로물류 수송체계 부문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각 부처별 로드맵은

2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65068), 방문
일: 20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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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처의 역할에 중점을 둔 계획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탄소중립 도로물류 수송체계 종합계획(가칭)」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도로물류 수송체계 부문의 비전, 추진전략, 정책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이 종
합적으로 제시된 범부처 차원의 통합계획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먼저 중장기 로드맵
작성을 통해 현재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탄소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현재 수행 중인
관련 정책과 사업의 탄소 감축 효과를 추정해야 한다. 그리고 목표 감축량 달성을 위한
현 정책과 사업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정책과 사업의 발굴이 시행되어야 한다. 추가적
인 탄소중립 목표치의 강화 가능성을 대비한 대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계획 작성 과정
에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부처별 사업 추진체계 구조를 계획적으로 조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탄소중립 정책 효과가 강화될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3장(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기본계
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 계획의 수립, 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공간적 범위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만 담고 있다.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도로물류 수송체계 부문의
통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문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에서는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탄소흡수
원, 이해기반으로 탄소중립의 부문을 구분하고 있다. 이 틀을 수용한다면 도로물류 수
송체계 부문은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 계획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의 하위 부문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5. 정책 제언의 종합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의 지정과 전문연구단의 지
원이라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분절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을 통합하는 「탄소중립 도로
물류 수송체계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컨트롤 타워는 탄중위가 맡는 것이 바람
직하다. 탄중위는 현재와 같은 심의ㆍ의결 기능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 기능과 심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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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한 조사 권한도 가져야 한다. 전문연구단은 국책연
구기관을 활용하여야 한다. 현재 NRC 탄소중립연구단이 정부의 저탄소 정책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여기에 과학기술연구회의 소관 연구소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하여 수단, 경로, 지점과 관련된 모든 저탄소 방안을 효과적으로 연구하고 탄중위
와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탄중위와 전문연구단의 추진체계 하에서 범부처 차원의
통합계획인 「탄소중립 도로물류 수송체계 종합계획(가칭)」 수립이 필요하다. 독립적이
고 체계적인 추진체계와 통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3 | 추진체계 부문 추진전략의 주무부처와 관계 법령
정책 제언

관련 부처

법ㆍ제도 개선

컨트롤 타워 지정 및 기능
강화

국무조정실, 환경부

ㆍ「탄소중립기본법」제16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또는
「탄소중립기본법」제9조(이행현황의점검 등) 개정
ㆍ「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개정

전문연구단 운영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ㆍ「탄소중립기본법」제1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개정
ㆍ「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개정

통합계획 수립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ㆍ「탄소중립기본법」제3장(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
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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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저탄소 도로물류 추진전략:
수단 부문

본 장에서는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수단 부문에서 저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제시하
였다. 수단 부문의 저탄소화 전략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내연기관 화물차가 무탄소 화물차로
대체되는 것이다. 화물차가 무탄소화된다면, 저탄소 추진체계가 분절적이고, 경로상의 혼잡이 발생
하여도 수송 과정(Tank to Wheel 한정)30)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제로이다. 정부는 수소 화물
차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다양한 무탄소 화물차 대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책 리스크를 분산
하여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어떤 대안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며 상용화, 일반화에 유리하다고 판단
하기 어렵다. 이와 별도로 무탄소 화물차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내연기관 화물차에 대한 규제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무탄소 화물차의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개요
3장에서 수소 화물차 중심 정책 지원의 위험성과 대안으로 ERS(Electric Road

30) 자동차 연료의 전생애주기(Life Cycle Cost)는 유정(Well)에서 추출되어 자동차의 바퀴(Wheel)를 구동시키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Well to Wheel(WTW)로 표현한다. WTW은 Well to Tank(WTT)와 Tank to
Wheel(TTW)로 구분되는데 유정에서 추출된 원유가 정유되어 주유소까지 수송되고 차량의 연료탱크까지 오는
과정이 WTT이고 자동차의 연료탱크에서 내연기관을 작동시켜 자동차의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과정이 TTW이
다. 전기 또는 수소 자동차에서는 에너지원의 생성에서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탄소
자동차의 경우 TTW 과정에서는 탄소배출이 전혀 없지만 WTT 과정에서는 국가별 에너지 믹스에 따라 탄소배출
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Woo et al.(2017)에 따르면 WTW 관점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이 높은 인도(81%),
중국(74%) 등은 가솔린 차량보다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며,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높은 노르웨이(수력
94%), 프랑스(원자력 76%) 등은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솔린 차량 비해 현저히 낮다. 우종률(2016)은
닛산 리프 차량(전기 소형차) 기준으로 CO2 배출량이 중국은 169 g・CO2/km , 한국 124 g・CO2/km,
프랑스 23 g・CO2/km 이라고 제시하여 국가별 에너지 믹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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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전기도로시스템)의 개발 및 실증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010년대부
터 개발되기 시작한 ERS는 최근 많은 연구결과에서 현 시점에서 경제성이 높고 기술
준비도가 높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영국,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정부차원에
서 실증실험에 대한 지원과 국가간선망에 도입하는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
한 배경하에 본 장에서는 수소 화물차 중심의 정책 리스크를 완화하고 저탄소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수단 부문의 추진전략으로 ERS 관련 국외 동향을 소개하고
선행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전기 및 수소 화물차 대비 특성을 비교하고 국내에서 ERS
개발 및 실증 실험을 R&D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ERS 개발 및 실증과는 별도로
저탄소 및 무탄소 화물차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과 내연기관 화물차에 대한 규제 정책과
관련하여 국외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ERS 개발 및 실증
1) ERS 개요
(1) ERS 소개
도시 내 배송에 주로 사용되는 소형 화물차는 현재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으로 가능
하나 장거리에 주로 사용되는 중대형 화물차에는 아직 기술적 한계가 있다. 전기차 운
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탑재하여야 한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대형 전기 화물차의 경우 내연기관 화물차와 유사한 주행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배터리의 무게가 과다하여 화물 적재량이 상당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배터리 충전식 전기 화물차의 대안으로 ERS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ERS는 화물차
상부에 설치된 두 줄로 이루어진 전력선을 통해 주행하는 화물차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여 화물차를 구동시킴과 동시에 배터리를 충전한다. 전력선에 대한 전기 공급은
인근에 설치된 중급규모의 전압 배전반과 변압기, 정류기, 전력변환장치 등으로 실행
된다(Ainalis 외 2020: 8). 화물차는 운전석 위에 설치된 팬터그래프(Pantograp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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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전력선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운행하며, 고속도로를 벗어나게 되면,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를 통해 계속 운행이 가능하다(Ainalis 외, 2020: 9). ERS는 이미 구축
된 전력 인프라에 기반하고 전기를 직접적으로 충전하므로 효율적이다. 운행 중 충전
이 가능하므로 전기차의 약점인 배터리 크기를 최소화하면서 운행거리의 제약에서 벗
어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중대형 화물차 전용 충전소 구축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으며, 충전소에서 충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도로 노면
상에 접촉/비접촉 하는 기술(<그림 5-1>의 (b), (c), (d))의 경우 일반 승용차도 이
용 가능하다.
그림 5-1 | ERS 충전방식별 개념

(a) 상부식(Overhead), (b) 노면식(Groud Rail), (c) 측면식(Side Rail), (d) 비접촉식(Inductive)
출처: PIARC(2018) p.14

주행 중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해 주는 기술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➀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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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식(Overhead Conductive Transmission; 이하 상부식)은 차량의 위쪽에 설치된
가선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운행하는 방식이다. ➁ 노면 첩촉식(In-Road
Conductive Transmission; 이하 노면식)은 차량의 옆면 또는 바닥면에 설치된 장치로부
터

전기를

공급받아

운행하는

방식이다.

➂

비접촉식(Inductive(Wireless)

Transmission; 이하 비접촉식)은 도로 하부에 설치된 장치로부터 무선으로 전기를 공급
받아 운행하는 방식이다.
표 5-1 | ERS의 세부 기술 비교
기술

상부식

노면식

비접촉식

장점

단점

철도에서 검증된 기술
국제기술표준 있음
현재 적용가능한 기술
효율적인 전기 전송으로 화물차 구동과 동시
에 충전 가능
․ 차량조향에 방해 적음
․ 도로 폐쇄없이 길어깨 쪽에 설치 가능

․ 승용차, 소형ㆍ 중형 화물차 사용 불가
․ 시각적 영향 큼
․ 충전 중 마찰이 발생하여 시설물이 마모되고
분진 발생
․ 인프라의 주기적인 관리 필요

․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적용 가능
․ 효율적인 전기 전송으로 화물차 구동과 동시
에 충전 가능
․ 시각적 영향 낮음

․ 도로 노면 또는 측면의 개조 필요
․ 기술적 준비도 상대적으로 낮음
․ 충전을 위한 레일로 인해 이용자에게 안전의
위험이 되거나 도로 수명이 낮아질 수 있음
․ 충전 중 마찰이 발생하여 시설물이 마모되고
분진 발생
․ 진흙, 눈, 비 등에 따라 작동이 안될 가능성
․ 차량조향에 제한

․
․
․
․

․ 기술적 준비도 낮음
․ 유도 손실 발생(전력 손실 발생으로 에너지
효율 낮음)
․ 화물차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1~2m 간격으로 유도성 패드 필요
․ 설치시 노면굴착 필요
․ 설치된 패드로 인해 도로의 유지보수가 증가
할 수 있음
․ 전자기파로 인한 운전자 및 탑승자의 건강에
대한 영향 가능성
․ 설치비용이 가장 비쌈

․
․
․
․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적용 가능
시각적 영향 낮음
무선 충전이므로 장비간 마찰 없음
차량조향에 방해 적음

출처: SRF(2020) p.7

현재는 상부식 방식이 기술 준비도가 높고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로 평가받는다. 상
부식은 지멘스(Siemens)에서 2010년대 중후반부터 기술개발과 실증실험을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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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완성도가 높다. 반면 노면식은 상대적으로 실증실험 사례가 적다. 비접촉식은
상부식에 비해 기술적 준비도도 낮고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실증실험
사례도 적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상부식의 실증 실험이 가장 앞선 단계로 판단된다. 상
부식 실증 사례로는 지멘스의 사례가 있다.31) 지멘스는 철도 및 노면전차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물차에 팬터그래프를 설치하고 상부 전력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아 운행하는 상부식 시스템(eHighway)을 2012년에 공개하였다. 일반도로에서는 경
유 엔진으로 구동하고 eHighway 구간에서는 전기로 구동하는 형태이다. 전기 철도의
효율성과 화물차의 유연성을 결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화물차 운용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용은 높지 않으나 고압 개폐기, 전력
변압기 등이 필요하다. 최초 실험은 2016년 스웨덴 북부 고속도로 2km 구간에서 실시
하였고 201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구 인근 1마일 도로에서 실증실험을 수
행하였다.
그림 5-2 | 미국 eHighway 시범운행 사진

출처: NEW ATLAS(https://newatlas.com/siemens-ehighway-california/52148/), 방문일: 2021.2.20

31) 노면식(In-Road Conductive Transmission), 비접촉식(Inductive(Wireless) Transmission)의 실증사례는
[부록2]에 소개하였다.

제5장 저탄소 도로물류 추진전략: 수단 부문 · 103

2019년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다름슈타트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 10km
구간에서 실증하였다.32) Elisa(Electrified innovative heavy traffic on the
Autobahn)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독일 환경부가 지원하여 독일 헤세(Hesse)주와 지
멘스가 참여하였다. 최대 90kn/h로 주행할 수 있어 실험 중 교통흐름이 저해되지 않았
다. 또한 고속도로의 노변과 도로구역 밖에서 주로 공사를 하여 고속도로 운전자에 영
향은 없었으며, 단지 고가선을 설치할 때는 차로 차단이 필요하여 비교적 교통량이 적
은 시간대를 택해 주로 야간에 작업을 하였다. 독일 정부는 3개소의 시범사업에 6,200
만 유로(약 843억원)33)를 투입하여 6~10km 구간에 건설하였다. 계획에 1년, 공사에
9개월이 소요되었고 차로-km당 건설비는 약 129만유로(약 17억 5천만원)였다
(Ainalis 외 2020: 11). 2022년까지 실증실험을 지속한 이후 프로젝트의 확장이 결정
될 예정이다.
그림 5-3 | Siemens의 eHighway 실증실험 사례

출처: NEW ATLAS(https://newatlas.com/siemens-ehighway-of-the-future-concept/22648/?itm_sourc
e=newatlas&itm_medium=article-body), 방문일: 2021.2.20

(2) 무탄소 화물차 기술별 특성 및 장단점 비교
장거리를 운행하는 중대형 화물차의 무공해 기술은 전기 화물차, 수소 화물차, ERS

32) Bill Bostock(https://www.businessinsider.com/germany-opens-first-e-highway-trucks-overhea
d-cables-2019-5) 방문일: 2021.2.20
33) 1유로=1,36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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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중대형 화물차는 고중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대용량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장거리를 운행하여 타 차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무탄소화가 상당히
시급하다. 소형 화물차는 전기 화물차로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중대형 화물차의
전기화(Electrification)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거운 화물을 장거리 운송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늘어난 배터리 무게로 인해 적재 가능 중량
이 대폭 감소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소 화물차 정책을 중점적
으로 추진 중이지만 영국,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ERS가 경제적으로 우수하며, 기술
준비도가 높은 대안으로 평가하고 도입을 검토 중이다.
무공해 화물차로 전환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3가지로 기술, 경제성, 충전 인프라이
다. 기술 측면에서 상용화가 가능해야 하며, 현재 경유 화물차와 유사한 성능으로 기존
화물 중량을 유지하면서 중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경제성 측면에
서는 경유 화물차 대비 총소유비용 패리티(TCO Parity)34)가 확보되어야 무공해 화물
차를 구입ㆍ운영할 것이다. 충전 인프라 측면에서는 기존 주유소와 유사한 수준의 효
율성, 편리성, 접근성을 확보한 충전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ACEA35)의 사무총장
은 무공해 화물차를 판매하더라도 운송업체는 경유 화물차와 유사한 수준의 총소유비
용 달성, 광범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없이는 무공해 화물차 구매가 이연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36) 무공해 화물차별 특성과 장단점은 <표 5-2>와 같다.

34) Total Cost of Ownership(총소유비용)은 차량의 구입, 운영,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합을 의미한다.
총소유비용 패리티란 무공해 화물차의 총소유비용이 내연기관 화물차의 총소유비용과 동일하거나 낮아지는 것이
다.
35) 유럽 자동차 제조사 협회(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36) ACEA(https://www.acea.be/news/article/zero-emission-buses-and-trucks-cost-parity-and-infr
astructure-are-just-as-i) 방문일: 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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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 무공해 화물차 기술별 장단점 비교
기술

장점

ERS

․ 에너지 소비율이 가장 낮고 WTW 온실가스
배출도 가장 낮음
․ ERS와 물류지점간이 이동에 필요한 소규모
배터리만 필요
․ 화물차에서 온실가스 배출 없음
․ 기술적 준비도 높음
․ 2035~2040년에 광범위한 확산이 시작될
가능성 높음
․ 가치 중립적 기술

․ 충전 인프라 구축 필요
․ 다른 대안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짐
․ 미관적으로 아름답지 않음

전기 화물차

․ WTW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낮음
․ 화물차에서 온실가스 배출 없음
․ 향후 10년간 도시내 배송 차량, 서비스
차량으로 사용될 가능성 높음
․ 기술적 준비도 높음
․ 2025~2030년에 광범위한 확산이 시작될
가능성 높음

․ 대형 배터리 장착으로 비용이 과다하며 배터리
무게로 인해 화물 적재량의 제한
․ 희귀 광물(코발트 등)에 대한 높은 수요
․ 충전 인프라 구축 필요
․ 긴 충전시간
․ 실용적인 배터리 크기를 고려할 때 장거리
수송에 부적합

․ 가솔린/디젤 등 화석연료와 비슷한
충전시간과 주행거리
․ 화물차에서 온실가스 배출 없음
․ 그린수소, 블루수소일 경우 WTW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낮음

․ 충전 인프라 구축 필요
․ 낮은 효율로 인해 매우 높은 에너지
소모하므로 연료비 높음
․ 수소의 생산과 수송을 위해 상당한 비용 소요
․ 그린수소의 생산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필요
․ 블루수소의 생산을 위해 상당한 천연가스의
수입이 필요
․ 기술적 준비도 낮음
․ 2040~2050년에 광범위한 확산이 시작될
가능성 높음

수소 화물차

단점

출처: SRF(2020) p.5 재구성

여러 연구에서 ERS, 전기 화물차, 수소 화물차를 기술, 경제성 측면에서 비교한 결
과, ERS는 경제성이 높고 기술 준비도가 높은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배터리 기반 전기
화물차는 대형 화물차의 일반적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아직 한계가 있으며, 일
부 연구자는 대형 장거리 화물차에는 수소 화물차가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US DOT,
2020). ICCT(2017)는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ERS, 전기 화물차, 수소 화물차의 장
점, 장애요인, 적용 가능 분야를 제시하였다(<표 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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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 무공해 대형 화물차별 비교
기술

ERS

전기 화물차
(플러그인)

수소 화물차

장점
․
․
․
․
․
․
․
․
․
․
․
․
․
․
․
․
․
․

온실가스 배출 감소
국지적 공기오염 제거
연료 주입 비용 감소
유지비용 감소
에너지 효율 증대
재생 에너지 사용 증가
지역간 통행 가능
온실가스 배출 감소
국지적 공기오염 제거
연료 주입 비용 감소
유지비용 감소
에너지 효율 증대
재생 에너지 사용 증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
국지적 공기오염 제거
에너지 효율 증대
빠른 연료 주입 시간
재생 에너지 사용 증가

장애요인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부문

․ 인프라 구축 비용
․ 지역간 표준화
․ 차량도입 전에 인프라 네트
워크가 완벽하게 마련되어
야 함
․ 시야방해(상부식의 경우)

․ 화물수송이 빈번한 중간 거
리 경로에서 중중량 화물차
및 고중량 트랙터-트레일러
․ 항만 drayage 화물차

․ 운송거리 제약
․ 차량 비용(배터리 가격)
․ 충전시간 (배터리 교체가 이
용되지 않는다면)
․ 화물 무게 및 크기

․ 저중량 사업용 도시부 밴
․ 중중량 지역 배송 화물차
․ 쓰레기 차

․ 충전 인프라 비용
․ 재생 가능 수소 비용
․ 차량 비용 (연료 셀 가격 )

․ 장거리를 운영한는 고중량
트랙터-트레일러
․ 항만 drayage 화물차

출처: ICCT(2017) p.30 재구성

ERS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5톤 화물차를 2030년부터 10년 운행한다는 가
정에서 경유 화물차, 전기 화물차, 수소 화물차의 총 소유비용을 추정한 결과 각각 157
백만원, 139백만원, 340백만원으로 2030년에 전기 화물차의 총소유비용 패리티는 달
성되나 수소 화물차는 경유 화물차의 2배 이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박지영 외, 2020:
130-132). 영국을 대상으로 대형 장거리 화물차의 총소유비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력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ERS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Transport
& Environment, 2020). Transport & Environment(2017)는 대형 화물차의 경우 어
떤 차량이나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현재 명확하지 않으나 ERS가 비용 대비 효율
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IEA(2020)은 수소 화물차에 대한 긍정적 시나리오하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소 화물차 점유율은 1% 내외로 예측하였으며, 2070년
중대형 화물차는 더이상 내연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전기와 수소에 기반하게 될 것이나
배터리, 수소연료전지의 급속한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수소 충전소, 전기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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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고속 충전기의 확보, 전기도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연구에서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ERS가 대형 화물차에 있어
서 경쟁력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3) 정부 차원의 ERS 정책 사례
영국 SRF는 2021년 발간한 백서(White paper)에서 영국 장거리 대형 화물차의 대
체 수단으로 상부식 ERS가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임을 발표하였다. 191억파운드(약
31조원)37)의 예산으로 2030년대 말까지 국토 대부분에 ERS를 구축할 수 있으며(약
4,300마일(약 7,000km)) 이 시설로 전력공급설비가 설치된 도로뿐만 아니라 남은 도
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통해
매년 13.4MtCO2e의 탄소를 감축하여 15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어서 타당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SRF는 3단계로 주요 도로에 ERS를 설치하는 전략을 제시하였
는데, 1단계 구축에 2년, 56억파운드(약 9조원)가 소요될 것이며, 1단계만 완성되더
라도 대형 화물차 이동거리의 1/3에 해당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한 향후 10~15년간 전기화물차가 20만대가 필요하게 되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영국 화물차 업계의 재구조화 및 공급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터
리를 장착한 화물차도 낮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18개월이면 차량 개조에 소요된 투
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SRF, 2020)(<그럼 5-4> 참조).
2021년 7월 영국 교통부의 재정 지원으로 UK innovation을 통해 2,000만 파운드
(약 32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이 결정되었다.38) 200만 파운드(약 32억원)의
예산으로 영국 중부의 링컨셔 스컨드로프(Lincolnshire Scunthorpe) 인근의 M180 고
속도로 30km 구간에서 9개월 예정으로 e-highway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37) 1파운드=1,600원(2012.11.19. 고시환율인 1,598.65을 올림하여 적용)
38) SRF, Freight Electrification Demonstrator: Feasibility Study (https://www.csrf.ac.uk/2021/07/freight
-electrification-demonstrator-feasibility-study/), 방문일: 20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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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 영국의 ERS 3단계 구축 전략

출처: SRF(2020),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0/jul/27/ehighways-could-s
lash-uk-road-freight-emissions-says-study) 재인용, 방문일: 2021.2.17

프로젝트는 코스타인(Costain, 건축 및 엔지니어링사)이 주도하고, 지멘스 모빌리
티(Siemens Mobility, 독일 시스템회사), 스카니아(Scania, 스웨덴 화물차 제조사),
SRF 등이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구 결과가 정부에 수용되는 경우
2024년 건설비를 지원받게 될 것이다. 테스트베드가 설치될 곳은 이밍함
(Immingham)항구, 동카스터(Doncaster) 물류 허브와 공항이 인접한 곳으로 장거리
대형 화물차 교통량이 많은 M180 도로에 최소 30km에 설치될 예정이다. 연구를 통해
더 큰 규모의 ERS 건설에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및 환경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
며, 2030년대까지 ERS가 영국 전략도로망의 주요 도로에 설치하여 서비스 제공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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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 정책 제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ERS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가 차
원에서 상부식 ERS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39) 우선되어야 할 것은 기술 개발이다.
국가 R&D를 통해 차량 및 운영시스템 기술개발, 실증실험, 법·제도 검토 등을 수행하
여야 한다. 지멘스와 스카니아가 개발한 eHighway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가능하
지만, 한국형 ERS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ERS 시스템 수출 등으로 경제적 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용차 제조사와 철도 차량 및 시스템
관계사가 있어 국가 R&D를 통해 근시일 내에 상용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상부식 ERS의 개발 및 실증은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로 추진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로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ERS 특성상 경로(도로)와 수단(화물차)에 대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관련 제도개선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므로 과거 바이모달트램, 무가선트램 등 신교통수
단 R&D 경험이 있는 국토부의 R&D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0)
국내 유사 R&D 개발 사례를 참고할 때 약 9년간(2023~2031년) 한국형 ERS 개발
및 실증 완료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획연구, 시스템 개발, 실용화, 실증
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한국형 ERS 기술 개발 기획연구(2023년, 1년),
한국형 ERS 시스템 개발 연구(2024~2026년, 3년), 한국형 ERS 시스템 실용화 기술
39) ERS의 3가지 방식 중 상부식의 기술 준비도가 가장 높고 국외의 실증을 통해 적용가능성이 높아 상부식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형 화물차만 이용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하므로 노면식, 비접촉
식에 대한 개발도 지원해야 한다. 비접촉식은 2009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무선충전전기버스(OLEV;
On-Line Electric Vehicle) 버스를 개발하여 2014년 구미시에서 운행한 바 있으며(세계일보. 2013. 온라인
전기버스 구미서 첫 주행. 1월 10일. 보도자료. https://segye.com/view/20130110023995 방문일: 2021.
10.7), 2021년 대전에서 마을버스로도 운행을 시작하였다(중앙일보. 2021. 대전엔 자동 무선충전 버스, 세종엔
전기 굴절버스 달린다. 8월 27일. 보도자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1983#home 방문
일: 2021.10.7).
40) R&D 추진절차는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거나,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사업기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 사업을 확정짓는다. 이후 사업공고 및 신청, 선정의 과정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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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2027~2028년, 2년), 한국형 ERS 시스템 실증 연구(2029~2031년, 3년)의 단
계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유사 R&D 연구 사례로 무가선 저상트램 개발
(2009~2021년)이 있다. 무가선 저상트램을 개발하기 위한 R&D를 2009년 시작하여
2021년 완료 예정으로 총예산은 754억원이다. 시스템 개발, 실용화, 실증의 단계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까지 무가선 트램의 개발, 운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모두 연구 중이다(<표 5-4> 참조).
실증실험의 대상지로는 항만 배후 및 진입도로가 적합하다. 항만 특성상 해당 도로
에는 대형 화물차 교통량 비율이 상당히 높고 편도 3차로 이상인 구간이 많아 ERS 설
치에 따른 타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 부산항, 평택항, 인천신항, 광양항의 배후
도로 및 진입도로는 4~8차로이며 약 10~37km의 연장을 갖추고 있어 실증의 후보지로
매우 적합하다.
개발 및 실증과 별도로 비즈니스 모델 설정, 재원 조달, 이용료의 징수 등 다양한
측면의 준비도 필요하다. 정부 주도, 민간 주도, 민관합작 등 ERS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검토가 필요하다. 초기에 ERS 시스템 건설비가 필요하므로 비
즈니스 모델에 따라 재원 조달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ERS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화물차 운전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요금 수준, 세금의 포함 수준에 대한 세
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력망과 배전에 관한 사항들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RS의
관리주체는 국토부가 바람직하지만 전기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별
도로 합의되어야 하며,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41)

41) Swedish Transport Administration(2017)에서는 ERS의 기술, 계획, 기준과 규칙, 전원공급 등에 대한 내용
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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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 무가선 저상트램 R&D 개요
구분
연구명

1차

3세부

시스템 구성요소 구축 및 법·
제도 개선

차량 개발 및 제작

궤도시스템 시험선 설치 및 보완

개발
내용

ㆍ무가선 저상트램 시스템 구
성 및 인터페이스
ㆍ시험선 구축 및 시스템 종합
성능평가
ㆍ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ㆍ개념 및 기본설계
ㆍ시스템 상세설계를 통한 구
성품 성능시험 및 차량 제작
ㆍ시험선 전시운행 및 신뢰성
시험

ㆍ트램 궤도구조 시스템 요구
사항 도출을 통한 체결장치
및 지지슬래브 설계
ㆍ실외성능 시험 및 시공성 평가
ㆍ실제 트램 주행을 통한 사용
환경 정보 확보 및 성능 검증

기간

2009.12.01.~2013.04.30.(3년 5개월)
36,283,000(천원)

연구명

무가선 저상트램 실용화

목표

차량시스템 신뢰성 확보

개발
내용

ㆍ저상트램 차량시스템 및 배
터리시스템 성능 개선
ㆍ무가선트램 시스템 인터페
이스 구축
ㆍDC/DC 컨버터, 추진장치,
운행제어시스템 등 주요 부
품 제작 및 성능 개선

기간

2013.09.11.~2017.01.31.(3년 5개월)

예산
연구명

3차

2세부

목표

예산

2차

1세부
무가선 저상트램 시스템 개발 연구

트램 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개발

트램 운영을 위한 운영기술 및
매뉴얼 구축

ㆍ운영 및 유지보스 시스템 체
계 정립
ㆍ안전 관련 시설 및 매뉴얼
유지보수, 개발 및 시공

ㆍHILS 기반 평가시스템 및
트램신호시스템 개발
ㆍ관련 법령 개정 및 교통안전
시설 매뉴얼 개발
ㆍ트램 운전자격제도 체계 정립
ㆍ차량 관련 안전 및 사고대응
체계 구축

23,130,630(천원)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

목표

실증노선 구축 및 시범운영

제반 안전기술 기준 마련 및
개발

법제 정비 및 운영시스템 구축

개발
내용

ㆍ무가선 트램 실증노선 추진
을 위한 실증전략 마련
ㆍ실증노선 설계 및 구축
ㆍ지붕탑재형 배터리·차량 설
계 및 구축
ㆍ지자체 부담 차량 제작 지원
및 관련기관 협의체 운영

ㆍ트램 사고저감 기술개발
ㆍ트램 사고현장 차량 신속복
구기술 개발
ㆍICT 및 실시간 통신 이용한
무임승차 방지 기술개발
ㆍ대용량 안전 충전장치 기술
개발
ㆍ지붕탑재형 배터리시스템
개발

ㆍ트램 법제관리체계 구축
ㆍ트램 건설 및 안전관련 지침
및 체계
ㆍ트램 투자평가체계 개선전
략 마련
ㆍ국내 표준 운영유지 모델 개발

기간

2017.09.~2021.12. (4년 4개월)

예산

24,010,000(천원)

출처: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13) p.10-16,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17a) p.ii, 2-12,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17b) p.157-169을 검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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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탄소 화물차 인센티브 정책
1) 개요
무탄소 화물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무탄소 화물차의 구입과 운영 단계에서 인센
티브가 필요하다. 구입 보조금과 연료 보조금이 대표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
정책 사례이다. 국외의 보조금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보조금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
하였다.

2) 저탄소 및 무탄소 중대형 화물차 구입 보조금 확대
(1) 국외 사례
□ 영국 플러그인 보조금(Plug-in Grant)
영국 정부는 플러그인 보조금을 통해 저공해 차량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은 소형, 중형 무탄소 화물차를 판매하고 있으나 경유 화물차에 비해 가격이 비싸
다. 영국 정부는 2022~23년간 플러그인 보조금으로 저공해 화물차 구입 보조금 5억
8,200만파운드(약 9,28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공해 화물차 구입가격의 약
20% 정도를 지원하며, 대형 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한도 내에서 25,000파운드(약
4,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DfT, 2021: 136).

□ 영국 LCTT(Low Carbon Truck Trial : 저탄소 화물차 시범사업)
경유 화물차를 천연가스 화물차로 교체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시범사업(LCTT)을 통
해 천연가스 또는 디젤과 가스(바이퓨얼)를 사용하는 370대의 화물차와 가스 충전소
등에 대해 1,100만파운드(약 176억원)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천연가스 및 천연가
스와 디젤을 연료로 이용하는 화물차 개조시장을 활성화하였고, 신규 및 개선된 인프
라 시설 공급을 촉진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탄소배출 저감은 제한적이었다.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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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 화물차에서 불연소 메탄인 메탄슬립(methane slip)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메탄슬립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완전히 상쇄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2016년 종료되었다
(DfT, 2017: 65~66).

□ 미국 캘리포니아 저탄소 화물차 구입 인센티브 프로그램42)
미국 캘리포니아의 하이브리드 및 무공해 화물차 및 버스 바우처 인센티브 프로젝트
(Hybrid and Zero-Emission Truck and Bus Voucher Incentive Project: HVIP)는
무공해 및 무공해에 가까운 기술 배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표 5-5 | HVIP의 저공해 화물차 및 버스 구매시 지원금액
화물차 클래스
클래스 2b (8,501-10,000 파운드)

최대 지원 금액
차후 결정

클래스 3 (10,001-14,000 파운드)

$45,000 이하

클래스 4-5 (14,001-19,500 파운드)

$60,000 이하

클래스 6-7 (19,501-33,000 파운드)

$85,000 이하

클래스 8 트레일러 트랙터 화물차(33,001 파운드 이상)

$120,000 이하

클래스 8 Drayage 화물차 초기보급

$150,000 이하

출처: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2020). p.24 재구성

HVIP는 POS(Point-of-Sale) 바우처를 제공하여 첨단 기술 차량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상용화를 가속화한다. 이는 2009년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가 캘리포니아 기후 투자(California Climate
Investment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저공해 화물차 구입 시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을 보조하는 선착순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2010년 시작된 후 2020년 9월까지
3,000대의 무공해 화물차와 버스, 2,500대의 하이브리드 화물차, 3,000대의 천연가
42) Hybrid and Zero-Emission Truck and Bus Voucher Incentive Project: HVIP.(https://californiahvip.org/),
방문일: 20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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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연소 엔진과 전기 동력 출발추진 장치가 장착된 화물차 200대의 구매를 지원하였다

□ 미국 캘리포니아 제로 배출가스 중차량 교체 지원금 프로그램43)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 지구(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SCAQMD)는 클래스 8 화물차를 무탄소 화물차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제공한다. 보
조금은 비정부 사업의 경우 $2,700,000(약 32억원)44) 한도에서 비용의 최대 75%를
지원하고, 정부 사업의 경우는 100%까지 지원한다. 해당 차량에는 화물차, 배수차,
폐기물 운반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등이 포함된다.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지급
되며, 재원은 폭스바겐 환경완화기금(Volkswagen Environmental Mitigation Trust)
의 캘리포니아 부분에서 지원된다.

(2) 정책 제언
국외의 경우, 소형, 중형, 대형 화물차 모두에 대해 차등적으로 구입 보조금을 지원
하고 있으며, 저탄소 및 무탄소 화물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톤 이하 소형 화물차는 전기 화물차에만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0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수소 화물차에 국한하여 구입 보조금을 지급(시범사업)하고 있다.
모든 저탄소 및 무탄소 화물차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여 저탄소 및 무탄소 화
물차의 보급 확대를 촉진하여야 한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경우 수소 화물차 이외에
전기, LNG 화물차, ERS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개발의 추이에 따라
보조금 제도를 신설 및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입 보조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법령으로 「대기관리권
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환
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43) U.S. Department of Energy, Alternative Fuels Data Center(2021)
44) 1달러=1,190원(2021.11.19.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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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동법 시행령」 제1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재
정지원),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동법시행
령」 제48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
원), 「동법 시행규칙」제6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많은 법령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밝히고 있으며 해당 조항과 관련되어
각 법령별로 정의된 친환경 자동차, 환경친화적 연료,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정의나
종류에 저탄소 및 무탄소 화물차를 추가하는 형태로 개정한다면 구입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된다. 근거법령에 따라 실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저탄소 및 무탄소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되어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물차 구입 관련 보조금 제도는 우리나라는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
로만 운영되고 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45)을 통해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
고 친환경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생계형 차량인 소형
화물차(1톤 화물차와 밴형 화물차)를 LPG 화물차로 교체를 유도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이다. 2011년에는 대당 400만원씩 총 2만대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대당 300만원씩 총 2만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사
업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
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2021년 사업비는 자치단체자본보조 1조 5십억원이며 이중 화물차는 4천억원이다. 전
기 화물차는 차량 규모에 따라 정액 지원하는데 초소형 화물차 600만원, 경형 화물차
1,100만원, 소형 일반 1,600만원, 특수 2,100만원이다.46) 2021년 상반기에 현대자
동차 포터2 일렉트릭은 8,554대가 판매되어 작년 상반기 대비 147.8% 증가하였으며
국내 전기차 차종 중 상반기 판매량 1위이다. 기아자동차 봉고3 EV는 상반기에 5,250

45) 환경부(2021b)
46) 환경부(202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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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판매되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34.4% 증가하였다. 서울시에서 포터2나 봉고3을
구매하면 국고 보조금 1,600만원, 서울시 보조금 800만원으로 총 2,400만원을 지원
받아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 보조금과 더불어서 전기 화물차에 대한 영업용
번호판 신규 발급을 금지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연내 번호판 발급 수요가
몰린 것도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47)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수소 화물차에 대한 구입 보조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수소화물차 구매 보조금 시범사업으로 국비 및 지방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지원
한다.48)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물류사가 10톤급 수소화물차 5대를 구매해 군포옥천 구간 및 수도권을 운행하는 수소화물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보조금 지급대상
수소화물차는 현대차의 ‘엑시언트 수소화물차’로 크기와 사양에 따라서 약 7억~10억
원 수준이다.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3개사가 참여하였으며, 국비(환경부)
는 대당 2억원으로 총 10억원이 반영되며 인천광역시에서 3대, 경기도에서 2대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한다. 향후 수소상용차 개발시기와 연계하여 차종별 보조금을 단계적으
로 신설할 예정이다49).

3) 무탄소 화물차 연료 보조금 신설
(1) 국외 사례
□ 영국: 대체 연료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영국은 법령에 따라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5%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공급
해야 한다. 따라서 대체 연료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전기(배터리), 수소, 가스 및
바이오 메탄 등을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HGVs)50)에 대해 차량의 하중을 추가로 허용
47) 매일경제. 2021. 보조금 챙기고 유지비는 절반... 포터 봉고 불티난다, 판매량 2배. 7월 4일. 보도자료.
https://www.mk. co.kr/news/business/view/2021/07/645052/, 방문일 : 2021.11.10
48) Auto times. 2021. 보조금만 ‘억원’ 수소트럭, 올 하반기 투입, 1월 18일. 보도자료. http://autotimes.hanky
ung.com/ apps/news.sub_view?nkey=202101181237591, 방문일: 2021.11.11
49) 환경부(202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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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로 하였다(DfT, 2017). 이와 유사하게 EU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의 2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충족해야 하며, 최소한 연료의 10%는 재생가능 에너
지에 기반하여야 한다. EU는 대체연료를 이용하는 화물차에 대해 B면허를 부여하고,
현재 3,500kg(3.5톤)으로 제한된 중량을 4,250kg까지 허용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는
저탄소 화물차량의 적재물 하중 손실을 막는 취지이다(DfT, 2017: 70).

□ 영국: 대체연료 화물차 보조금
2035년부터 탄소를 배출하는 화물차의 판매가 중지되지만, 그때까지 사용하는 화물
차도 저탄소화를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대체연료 사용이 중단기적 전략으로 권
장되고 있다. 전기, 수소 등의 이용은 장기적 전략에 해당한다. 영국은 이미 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
가스), 바이오메탄(Biomethane), 바이오디젤(Liquid Biofuels), LPG(Liquefied
Petroleum Gas) 등을 연료로 하는 화물차가 보급되어 이용하고 있다. 현재 영국은 도
로교통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바이오연료의 이용이 장려되고 있다. 2008년
제정된 RTFO(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재생용 수송연료 이용규칙)는
바이오메탄 등 바이오연료의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DfT, 2017: 65).

(2) 정책 제언
영국, EU는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물차에 대해 화물 적재량의 추가 하중을 허용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탄소 및 무탄소 화물차가 배터리 등의 무게로 인해 내연기
관 화물차와 비교해 화물 적재량에서 손해를 보는 것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다. 과적
문제가 만연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추가 화물 적재를 허용하는 방식보다는 연료 보
조금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소 화물차뿐만 아니라 다른 저탄소 및 무탄소
화물차에 대한 연료 보조금도 신설하여야 한다.

50) HGV (Heavy Goods Vehicle, 대형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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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재정지원)제2항에서는 유류에 대한 지원, 제3항에
서는 수소 화물차가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보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제4항을 추가하여 저탄소 및 무탄소 화물차가 해당 연료를 구매하는 경우 비용
을 보조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저탄소 및 무탄소 화
물자동차 연료 보조금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탄소 및 무탄소 화물차와 관련된 연료 보조금 제도로 수소상용차
연료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51) 버스·화물차·택시 등 수소상용차에 ‘수소차
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용 차이’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1년에 수소버스
연료 보조금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2022년부터 연료 보조금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하여 2021년 9월 24일부터 수소버스 연
료 보조금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연료 보조금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에 대해
지급되며 운전자가 수소를 직접 충전하여 구매 입증자료와 충전명세가 일치하여야 한
다. 연료 보조금 지급단가는 기존 버스와 수소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감안하여 설정하
였으며, 현재 지급단가는 kg당 3,500원이다. 국토부는 2023년에는 화물차와 택시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4. 내연기관 화물차 규제 정책
1) 개요
내연기관 화물차의 규제를 통해 저탄소 및 무탄소 화물차로의 전환을 유도하여야 한
다. 대표적으로 내연기관 화물차의 판매금지, 내연기관 화물차 운행제한 제도 등이 있
다. 두 정책 모두 국외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반면, 국내에서는 검토 중이거나 제한적
으로 운영 중이다. 국외 모범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5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24일부터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 kg당 3500원. 9월23일 보도자료. (http
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3412)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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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연기관 화물차 판매 금지
(1) 국외 사례
□ 미국 캘리포니아 Advanced Clean Trucks Act
2020년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는 무
공해 중대형 화물차 판매를 강제하는 법안(Advanced Clean Truck ACT)을 전 세계
최초로 발효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픽업트럭, 밴, 세미트럭을 포함한 중대형 화물차
제조사는 무공해 화물차의 판매 비율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2024년부터 시
작하여 무공해 화물차의 판매 비율은 2030년 30~50%, 2035년 40~75%를 달성하여
야 하며, 2045년에 판매되는 모든 화물차는 무공해 차량이어야 한다.52)
표 5-6 | 연도별 친환경 화물차 판매 비율
판매년도

소형 화물차
(Class 2b-3 Group)

중형 화물차
(Class 4-8 Group)

대형 화물차
(Class 7-8 Tractors Group)

2024
2025

5%

9%

5%

7%

11%

7%

2026

10%

11%

10%

2027

15%

20%

15%

2028

20%

30%

20%

2029

25%

40%

25%

2030

30%

50%

30%

2031

35%

55%

35%

2032

40%

60%

40%

2033

45%

65%

40%

2034

50%

70%

40%

2035 and Beyond
55%
75%
출처: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https://ww2.arb.ca.gov/), 방문일: 2021.2.19

40%

이후 15개 주 정부53)와 워싱턴 D.C가 경유 화물차 단계적 폐지와 친환경 화물차

52) California Air Resource Board(https://ww2.arb.ca.gov/), 방문일: 2021.2.19
53)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콜로라도, 하와이,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스,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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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2020년 7월). 신규 중대형 차량(대형
픽업트럭, 밴, 배달트럭, 스쿨버스, 시내버스, 대형 화물차 등)의 친환경차 판매 비율
은 2030년까지 30%를 달성해야 하며 2050년에는 친환경 차량만 판매할 수 있다.54)

□ 영국의 화석연료 차량 판매 금지 정책
영국은 2030년에 3.5톤 이하의 내연기관 화물차를 판매 금지하며 2035년에는 3.5
톤 이상 26톤 이하 내연기관 화물차의 판매 중지, 2040년에는 26톤 이상 내연기관 화
물차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러한 정책 발표에 따라 유럽 화물차 제조사 협회(ACEA)에
서도 2040년에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내연기관 대형 화물차의 판매를 종료하기로 하였
다(DfT, 2021: 134).

(2) 정책 제언
정부의 공식적인 내연기관 화물차의 판매금지 시점 공표가 필요하다. 영국은 2040
년, 미국 캘리포니아는 2045년 내연기관 화물차의 판매 금지를 선언했으나 우리나라
는 내연기관 화물차의 판매 금지 계획 또는 법률안이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국외의
경우와 같이 내연기관 화물차의 공식적인 판매금지 시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하
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들의 무탄소 화물차 개발을 사전에 계획ㆍ촉진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무탄소 기반 운송시스템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할 수 있다. 정부도 중대형 화물차의 기술개발 지원, 전용 충전소 건설, 차량 구입 및
연료 보조금 등의 정책 집행 시점의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55)는 2035년~2040년부터
내연기관 화물차판매 금지를 제안하였다(2020.11.23.). 이후 정부 차원의 내연기관

54) California Air Resource Board(https://ww2.arb.ca.gov/news/15-states-and-district-columbia-joi
n-forces-accelerate-bus-and-truck-electrification) 방문일: 2021.2.20
55) 2019년 4월에 설치되었으나, 2021년 4월 28일자로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
장위원회 등은 통폐합되어 탄소중립위원회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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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판매 금지에 관한 공식적인 발표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이다. 국회에서는 정의
당 강은미 의원이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의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2020.12.15.).

3) 내연기관 화물차 운행제한 제도
(1) 국외 사례56)
영국은 일부 도시의 도심지역에서 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형 화물차 및 노후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화물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장소적 통행 제한은 결과적
으로 화물차 통행을 억제하여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DfT, 2017: 19). 영국
정부는 8억 8천만 파운드(약 1조 4천억원)를 지원하는 NO2 프로그램(Air Quality
Plan for Nitrogen Dioxide in UK, 2017.7)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역에
서 청정 대기 지역(Clean air zones)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공해가 적고 탄소배출
이 적은 차량의 이용을 가속화하고, 공해저감을 위한 차량 개조도 장려하였다(DfT,
2021: 141). 청정 대기 지역은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특정
배출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이 이 존으로 들어오거나 존 내부에서 이동할 때 그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지정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곳이다. 영국에는 청정 대기 지역
이외에도 무공해 지역(Zero Emission Zone), 초 저공해 지역(Ultra Low Emission
Zone), 저공해 지역(Low Emission Zone) 등이 유사한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2021년 현재 16개 도시가 지정되었고, 18개 도시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42개 도
시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저탄소 차량의 보급을 유도하는 효과와 도심지역에서 온
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형 화물차는 청정 대기 지역의 진입에 제한
을 받으며 Euro VI의 배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통행료를 지불
해야 한다.
56) Defra & DfT(2020)”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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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우리나라는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진입을 금지하는 상시 제도를 운영
중이며, 미세먼지 예측 농도에 따라서 계절 또는 시간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도 운
영 중이다.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 도심부 진입 시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교통혼잡
증대, 대형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증대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어 진입제한에
따른 여러 직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 중심의 운행진입제한 제도와는 달리 특정 경로에 대한 운행제한을 하는 정책
도입을 통해 내연기관 화물차의 조기퇴출을 유도함과 동시에 경로 관리의 수단으로 활
용할 수 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제2항에
따르면 국토부장관, 특별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대형중량화물
의 대체ㆍ우회교통로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의
개정을 통해 내연기관 화물차가 특정 경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가령 경부축의 주요 고속도로인 A노선과 B노선 중 A노선에 노후 내연기관 화물차의
진입을 제한하면 B노선은 저탄소 및 무탄소 화물차가 운행하고 A노선은 내연기관 화
물차들이 주로 운행하게 된다. 이 경우 화물차의 경로상의 분산이 자연스럽게 발생함
과 동시에 충전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노선이 명확해진다. 시간이 갈수
록 무탄소 화물차의 비율 증가할 것이나 제도 초기에는 내연기관 화물차가 다니는 B노
선이 진입이 금지된 A노선보다 교통량이 많아 통행속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
전자 및 물류업체가 무탄소 화물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무탄
소 화물차의 비율에 따라 제도를 조정하여 시행한다면 화물차의 공간적 분산으로 인한
혼잡완화 효과, 무탄소 차량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인 배치, 무탄소 화물차로의 전환
유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제도,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제도, 수도권 계절관
리제 운행제한 제도,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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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운영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제도는 5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저
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이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예외규정 존재)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
행제한 제도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
을 제한(예외규정 존재)하는 제도이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는 서울시에서 한
양도성 내부 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예외규정 존재)하는 제도이
다. 이 제도들로 인해 배출가스 5등급의 일반차량 중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은 모두 수도권에 진입할 수 없다.

5. 정책 제언의 종합
본 장에서는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수단 부문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할 수 있는 세 가
지 정책을 제언하였다. 먼저 ERS 개발과 실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다. ERS를 국가
R&D를 통하여 개발하고 실증실험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통해 수소 화물차 중심 정책
의 리스크를 완화하면서 완전한 무탄소 화물차의 일반화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안적 저
탄소 정책으로 효과가 기대된다.
수단의 개발뿐만 아니라 무탄소 화물차에 대한 인센티브와 내연기관 화물차에 대한
규제 관련 정책도 제언하였다. 1톤 이하 소형 화물차, 10톤 이상 수소 화물차에게 지급
되는 구입 보조금을 전면 확대하여 소형, 중형, 대형에 대한 구분이나 동력원에 대한
차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 연료 보조금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무탄소 화물차 중에서는
수소 화물차에 대해서만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다양한 저탄소 및 무탄소 화물
차에 대한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여 내연기관 화물차에서 저탄소 또는 무탄소 화물차로
전환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내연기관 화물차의 규제 정책으로는 내연기관 화물차의 판매금지 시점에 대한 공식
적인 발표와 노후 내연기관 차량의 진입제도를 지역 단위가 아닌 도로 단위로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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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필요하다. 내연기관 판매금지 시점의 공표로 자동차 제조사, 물류회사, 운수업
종사자, 정부 모두 변화에 대해 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 차질없는 전환이 가능
할 것이다. 경로 단위의 내연기관 화물차 진입제한 정책은 정책 실행 측면에서 어려움
이 예상되지만 주요 물류도로망에 대한 경로 관리와 혼잡완화 효과, 충전 인프라의 효
율적 배치, 무탄소 화물차로의 전환 유도 등이 기대되므로 정책연구 등을 통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7 | 수단 부문 추진전략의 주무부처와 관계 법령
정책 제언

관련 부처

ERS 개발 및
실증

국토부,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저탄소 및
무탄소 화물차
인센티브 정책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법ㆍ제도 개선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로 추진
▮구입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 : 중형, 대형 화물차까지 확대/ 수소 이외의
저탄소 및 무탄소 화물차까지 확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 「동법시행령」 제48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8조, 「동법 시행규칙」제6조의 개정
「저탄소 및 무탄소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정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 수소 이외의 저탄소 및 무탄소 화물차까지
확대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 개정
「저탄소 및 무탄소 화물자동차 연료 보조금 관리 규정」 제정

내연기관
화물차
규제 정책

▮내연기관 화물차 판매금지 시점 공표(정부 발표)
환경부, 국토부

▮내연기관 화물차의 특정 경로 운행제한 검토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제2항 개정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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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저탄소 도로물류 추진전략:
경로 부문

본 장에서는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 부문의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3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로물류 수송 부문에서 주요 물류 경로의 혼잡 완화와 관련
된 정책은 찾기 어렵다. 교통 혼잡과 관련된 정책은 전체 교통량의 관점에서 도로의 양적 확대(건설
또는 확장) 또는 운영체계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대형 화물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고려하면, 중대형 화물차의 주요 물류경로에 대한 혼잡 완화 필요성이 상당하다. 국외의 도로물류
수송 부문의 경로 관리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1. 개요
우리나라의 도로물류 수송체계 저탄소 정책은 무탄소 수단의 개발과 보급에 집중되
고 있으며 경로 부문의 저탄소 정책은 찾기 어렵다. 교통혼잡 완화를 통해 화물차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교통혼잡 완화 정책은
승용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도로에서 화물차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
율을 고려할 때, 화물차의 차량 및 통행 특성을 반영한 혼잡완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
다. 이상건 외(2009)은 화물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교통운영 효율화 전략을 통해 도로혼잡구간 해소 시 기존 대비
최대 9.4%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경로 부문의 추진전략으로 탄소중립 물류도로망의 지정과 관리, 화물차
전용차로 설치, 화물차 전용 IC 건설 등을 제안하였다. 각 정책별로 국외의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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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개하였고, 화물차 전용 IC 건설은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여 효과를 제시하였다.

2. 탄소중립 물류 도로망 지정
1) 국외 사례
(1) 영국 전략도로망 (Strategy Road Network; SRN)
영국(England)57)의 전략도로망(Strategic Road Network)은 영국 내 고속도로
(Motorways)와 대부분의 일반국도(A Roads, Trunk Roads)로 구성되며 National
Highways에서 관리하고 있다. 간선 도로망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로 도로 관
리 수준이 떨어지고 혼잡이 심화되어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판단하에 2011
년 전략도로망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2014년 Highways
Agency를 공기업 형태인 Highway England(이후 National Highways)로 개편하였다.
예산 또한 단년도가 아닌 2015~2021년간 150억 파운드의 장기 예산으로 편성하였는
데 이는 이전 연간 예산 기준으로 연간 3배가 증가한 수준이다(박종일 외, 2017: 17).
관리조직 개편과 전략도로망 중심의 다년도 예산 편성은 핵심 간선도로를 집중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 간선도로를 선정하고 집중적인 예산 투입으로 여객 및
물류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략도로망의 총연장은 약 4,300 마일
(약 6,900km)로 총 도로망의 2.6% 이지만 총 도로통행량의 33%, 화물 및 비지니스
교통량의 60%를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도로망이다(이상건 외 2017: 20).

57) 본 절에서는 영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이 아닌 잉글랜드(England)만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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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 영국 전략도로망(Strategy Road Network)

주. 푸른색은 Motorways, 녹색은 Trunk Roads임
출처: National highways(https://highwaysengland.co.uk/about-us/our-roads/) 방문일: 2021.10.4.

전략도로망의 탄소 배출량 중 33%는 대형 화물차(HGVs)에서 발생하고 있다(HE,
2021: 22).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National Highways는 전략도로망에 대한 탄소중
립 계획(Net zero highways: our 2030/ 2040/ 2050)을 발표하였다(National
Highways, 2021). ‘Net Zero Highways: our 2030/ 2040/ 2050 plan’에서는 운영
(Corporate), 유지보수 및 건설(Maintenance & Construction), 도로이용자(Road
user)의 3요소로 구분하고 각 요인별로 탄소중립 방안과 목표연도를 제시하였다.
2030년까지 운영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 2040년까지 도로 유지보수 및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 2050년까지 도로 이용자(차량)가 발
생시키는 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58)

58) National Highways(2021)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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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 National Highways의 SRN 탄소중립 계획
구분

운영

유지관리 및 건설

도로 이용자

세부 계획
■ 2030년까지 운영 부문에서 탄소 중립 실현
- 2020년까지 인증된 재생 전기로 조명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 사용
- 2027년까지 도로 조명 중 70%를 LEDs로 교체
- 2030년까지 모든 운영관리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
- 2030년까지 최소 3백만 그루의 나무 식재
- 2025년까지 운영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75% 감축
■ 2040년까지 유지관리 및 건설 부문에서 탄소 중립 실현
- 탄소 중립 건설 혁신 프로그램 시작
- 2022년까지 조달 범주에서 준 탄소제로 계획 개발
- 2035년 최초의 탄소제로 도로 설계 및 건설
- 디지털 도로 비전에 따라 현재 도로의 용량 증대
- 2024년까지 0~10%, 2030년까지 40~50%, 2035년까지 70~80%, 2040년 탄소
중립 달성
■ 2050년까지 도로 이용자(차량) 부문에서 탄소 중립 실현
- 2022년까지 무탄소 대형 화물차에 대한 제안서 발표
- 2023년 전기 충전소 설치 계획 발표
- 3단계 도로건설 기간 중 강력한 수단전환 프로그램 통합

출처 : National Highways(2021: 2) 재구성

(2) 일본 중요물류도로 사례59)
일본의 중요물류도로는 물류운송의 효율성 향상과 재난재해 시 안정적인 도로 물류
망 확보를 목적으로 2018년 도로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가 수립되었다. 일본은 평상
시와 재해 시를 구분하여 중요 물류거점을 연결하는 간선 및 접근 도로를 중요물류도로
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대형 화물차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당 도로의 시설을 개선하고 네트워크 운영방안도 수립하였다. 2019년 4월 현재 약
35,000km가 중요물류도로로 선정되었고 대체로 및 보완로는 약 15,000km가 지정되었다.
일본 중요물류도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긴급수송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를 대비하여 긴급수송도로 중 고규격 간선도로와 국도를 중심으로 핵심 물류 네트워크
로 신규 지정하였다.
59) 김정화(2019)의 p.12~16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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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 일본 중요물류도로 개념

출처: 김정화(2019) p.13

일본 중요물류도로 사례는 재해 대비 성격이 강하지만 원활한 물류 수송 또한 목적
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의 대체로 및 보완로를 지정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중대형 화물차 핵심 경로는 경부축이
다. 경부축의 경우 경부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다수 존재하며, 복
수의 대체로를 지정ㆍ정비함으로써 교통량 분산과 그로 인한 혼잡해소, 주행속도 증
가, 온실가스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중요물류도로에서 화물차의 대형화에 대응하여 도
로를 정비한 것과 같이 화물차 주행 특성에 맞도록 대안경로의 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3) 미국 캘리포니아 주요 물류경로 병목 관리 정책60)
캘리포니아 화물 모빌리티 계획 2020(California Freight Mobility Plan 2020)에서

60) California DoT(2020) p.223-227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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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요 물류경로에 혼잡 완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정책의 목표로 ① 효율적인 통합
화물 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② 화물 병목지점의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 제시, ③
시스템의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제시하였다(California DoT, 2020:
344). 각 목적별 추진전략으로는 화물 병목 지점의 선정과 우선순위 설정, 가장 혼잡
한 경로와 시설을 도출과 우선순위 설정, 주요 경로의 화물차 정보 수집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도로물류 수송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주요 물류경로의 병목 현상
을 정량적으로 도출하고 혼잡도, 통행 신뢰성 및 안전성과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병목
지점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도출한 우선순위 기반하여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전략적 투자를 실행하기 위하여 건설을
통한 용량의 증대 이외에 화물차 전용차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승용차나 화물차
에 대한 가변 통행료 적용, 효율적이고 안전한 화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관리
및 능동교통관리(Active Traffic Management: ATM) 기술 적용 등을 검토한다. 또한
물류 수송부문의 최첨단 실증기술을 구현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화물차 군
집 주행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원한다(California DOT, 2020: 344).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물류 병목지점의 식별과 해결을 위해 목표와 추진전략을 설정
하고 있다. 물류 병목지점의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병목지점의 체계적 선별을 위한
화물차 데이터를 구축함과 동시에 도출된 병목지점의 우선순위 기준 또한 마련하고 있
다. 개선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도 용량 증대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차 전용차
로 건설, 동적 통행료 징수,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다양하게 탐색하고
전략적으로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물류 수송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실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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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1) 탄소중립 물류도로망의 지정
도로물류 수송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해 경로 측면에서는 중대형 화물차의 이동이 많
은 구간ㆍ노선을 발굴하고 혼잡 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영국 전략도로망, 일본 중요물
류도로와 같이 도로물류 수송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와 대안 도로를
포함하는 도로망을 ‘탄소중립 물류도로망(가칭)’으로 지정하여 중앙정부가 체계적인
혼잡 관리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혼잡 관리로 물류의 효율적 수송을 확보하
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탄소중립 물류도로망’의 지정은 도로법의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현재 도로법에서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정의하고 5년마다 권역별로 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탄소중립 물류도로망’을 정의하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내용에
‘탄소중립 물류도로망’ 관련 계획을 추가하는 하는 방안이다. 도로법 제5조(국가도로
망종합계획의 수립) 제3항에서는 종합계획의 내용을 정의하고 제10호에서 국가간선도
로망의 건설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법 제5조제3항제10조에 따른 대통령령에 ‘탄소중립 물류
도로망’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대안이다.
‘탄소중립 물류도로망’의 지정 및 관리로 원활한 물류 이동성을 확보하여 물류 경쟁
력 강화(경제성 제고) 효과가 있으며, 화물차의 속도 편차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환경성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탄소중립 물류도로망’
은 앞서 5장에서 제시한 저탄소화 수단 부문 전략의 우선 적용 도로이며, 본 장에서
논의할 저탄소화 경로 부문 정책이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본 연구의 2장에서 화물차 교통량, 구간별 혼잡도 등을 이용하여 화물차 혼잡도로망
을 분석하였다. 주로 중장거리를 운행하는 중대형 화물차가 많고, 화물차 비율이 높으
며,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구간은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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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중 8.8%에 해당하며 중대형화물 수송량(대ㆍkm)의 28.3%를 처리하고 있다.
선정된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연장 중 20.2%에 해당하나 30.5%의 화물수송량을 처리
하고 있고 선정된 국도는 국도 연장 중 5.6%에 해당하나 24.4%의 화물수송량을 처리
하고 있다. 국지도는 국지도 연장 중 3.7%에 해당하며 28.3%의 화물수송량을 처리
하고 있다.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모두 연장 비율 에 비해 훨씬 많은 화물수송량을
처리하고 있다.

표 6-2 | 선정된 물류도로(안) 연장 및 화물차통행거리
구분

총 연장
(km)

고속도로

4,769

일반국도

12,644

국지도

2,946

합계

20,359

물류도로 연장
(km)

물류도로
화물차통행거리
(대*km)

963
(20.2%)
711
(5.6%)
109
(3.7%)
1,783
(8.8%)

12,569,459
(30.5%)
3,533,126
(24.4%)
334,661
(14.5%)
16,437,246
(28.3%)

총 화물차통행거리
(대*km)
41,242,275
14,486,792
2,308,249
58,037,315

출처: 저자 작성

이 분석은 현황 분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한 분석이므로 현재 혼잡이 발생(고속도
로 LOS C 이하, 국도ㆍ국지도 LOS D 이하)인 구간만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발전된 방법론을 정립하여 ‘탄소중립 물류도로망’을 선정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 전국 도로망을 대상으로 물류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의 선정 기준 마련을 위
한 연구를 수행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도로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한
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내외 관련 사례와 연구를 고찰하여 분석 방법론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물류수송 기능에 따른 평가뿐만 아니라, 미래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전략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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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중립 물류도로망’의 경로 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
‘탄소중립 물류도로망’으로 지정된 도로의 혼잡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혼잡관리 대안으로는 도로용량을 확대하는 방안(건설, 확장 및 시설개량),
교통운영기법을 통해 용량을 증대하는 방안,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국토해
양부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2012: 79). 도로 건설 또는 확장을 통한 용량
증대하는 방안은 장기대안으로 화물차 교통량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량이 고려하여야
하며, ITS, C-ITS 설치를 통해 운영 효율화를 꾀하는 방안도 화물차 통행과 관련된
서비스가 적어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물류 수송을 담당하는 수단인 화물차에 초점을 두고 경로 측면에서
고려할 만한 정책대안을 탐색하였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중대형 화물차가 도로를 효율
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의 첫 번째 대안은 화물차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도로로 운송되는 화물량을 철도 또는 연안해운으로 전환시켜 화물차 교통량을 감소시
키거나 물류 시스템 개선, 지입제 등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차주행 빈도를 축소시켜
화물차의 운행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중대형 화물차 교통량이
집중된 특정 경로에서 대안 경로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이다. 동일 축상의 다른
고속도로로 전환 혹은 다른 국도, 국지도로의 전환을 하거나 동일 도로 내에서 화물차
주행로를 분리하는 방안이 있다. 세 번째 대안으로는 화물차의 운행거리를 감소시키는
방안이다. 물류시설이 밀집된 지역 중 IC 위치로 인해 긴 우회거리가 발생하는 구간에
화물차 전용 IC를 설치하여 운행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한 정책연
구를 통해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첫 번째 대안 중 하나인 전환
교통은 현재 국토부에서 전환교통 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
았다. 두 번째 대안 중 하나인 화물차 전용차로 설치를 3절에서 다뤘으며, 세 번째 대
안인 화물차 전용 IC 설치에 대한 논의는 4절에서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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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차 전용차로 설치
1) 개요
화물차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 대형 교통사고 방지 등의 목적과 물류 수송의 효율화
를 위해 화물차 전용차로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있었다. 화물차 전용차로는 많
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차로수, 화물차 교통량 등 도입에 충분한 여건을 갖춘 사례
가 많지 않다. 최근의 국외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국외 사례
Califor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2020)에 따르면 화물차 전용도로 설치를
통해 합류와 분기로 인한 상충 감소와 전 노선의 통행 속도 증가가 가능하며, 화물차
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감속 빈도가 적게 발생하여 연료 효율을 향상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에 기반하여 캘리포니아는 화물차 운
행이 많은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화물차 전용차로를 일부 운영 중이다. I-5를
통해 경사로에서 저속 화물차를 일반 교통류와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2.5마일 구간
에서 운영 중이다. 그리고 I-710 Corridor Project로 롱비치항과 버논을 연결하는 I-710
의 18마일 구간을 6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물차 우회차로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조지아주는 I-75도로에 2차로의 장거리 화물차 전용차로를 건설 중이다. 이는
서배너 항구 확장에 따라 화물차 통행량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화물차 전
용차로는 I-475/I-75를 따라 5개 카운티를 지나는 노선으로 총 길이는 약 41마일이
다. 20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20년부터 공청회 등을 거친 뒤 2024년부
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7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2028년에 완공되면 정체가 40% 감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61)
61) Georgia DOT I-75 Commercial Vehicle Lanes(https://0014203-gdot.hub.arcgis.com/). 방문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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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 조지아 I-75 화물차 전용차로 설계 예상도

【 설치 대상 구간 】

【 전용차로 건설 예상도 】

출처: Georgia DOT I-75 Commercial Vehicle Lanes(https://0014203-gdot.hub.arcgis.com/)의 동영상 자료
에서 스크린샷으로 발췌하였다(방문일: 2021.10.21).

3) 정책 제언
(1) 화물차 전용차로 설치 후보구간 분석
현재 우리나라는 화물차 전용차로가 건설된 사례가 없으며 건설과 관련된 규정도 없
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화물차 전용차로 건설 기준은 화물차 비율이 30% 이상, 첨
두시간 교통량이 차로당 1,800대/시간 이상, 비첨두시간 교통량이 차로당 1,200대/시
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다.62) 화물차 전용차로의 후보 구간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규정에 근거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장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623개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시간대에 따른
차종별 교통량을 활용하여야 하므로 수시조사 지점 505개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63)

62) Caltrans(https://dot.ca.gov/programs/traffic-operations/legal-truck-access/truck-only-lanes), 방
문일: 2021.9.30
63)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http://www.road.re.kr)에서는 상시조사 구간은 하루 단위의 시간대별 교통량 또는 차

제6장 저탄소 도로물류 추진전략: 경로 부문 · 139

화물차 전용차로를 건설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면 편도3차로 이상의 차로수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 중 편도 3차로
이상 구간은 수시조사 지점 505개 구간 중 192개 구간에 불과해 본 분석에서는 모든
구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경부고속도로의 평일 기준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인
경부선 오산IC~양재IC 구간은 제외하였다. 첨두시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로 하
였고 비첨두시는 11~13시로 한정하였다.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구간별
교통량에 대해 시간대별 전체 교통량 대비 각 차종별 교통량 비율을 산정하고 편도 기
준 차로당 시간당 교통량을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제1순환선의 하남JCT~상
일IC(2.6km), 상일IC~강일IC(3.km) 구간, 중앙선 초정IC~대감JCT(2.8km) 등 총
3개 구간만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3 | 화물차 전용차로 설치 후보구간(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 적용)
고속도로

구간

캘리포니아주 화물차 전용차로 기준
첨두시 교통량
비첨두시 교통량
화물차 비율
(대/시/차로)
(대/시/차로)
(%)

수도권
하남JCT~상일IC(2.6km)
2,381
1,936
30
제1순환선
상일IC~강일IC(3km)
1,906
1,690
31
(3차로)
중앙선
초정IC~대감JCT(2.8km)
1,888
1,404
39
(2차로)
주. 각 구간별로 첨두시, 비첨두시의 시간대는 상이하며, 화물차 비율은 첨두시와 비첨두시의 화물차 비율의 평균값임
출처: 저자 작성

미국 캘리포니아의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구간이 3개 구간에 불과하여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화물차 전용차로 설치 후보구간을 추가로 도출하였다. 첨두시 교통량 1,500
대/시 이상, 비첨두시 교통량 1,000대/시 이상, 화물차 비율 25% 이상으로 기준을
약 16.7% 완화하여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제1순환선 12개 구간, 영동선 2개
구간, 제2경인선, 서해안선에서 각 1개 구간이 도출되었으며, 편도2차로 이하는 중앙
선 2개, 평택화성선 1개, 신대구부산선 1개 구간이 도출되었다(<표 6-4> 참조). 도출
종별 교통량만을 제공하므로 시간대에 따른 차종별 교통량 자료는 구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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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구간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도권의 노선이며, 경남권에서 부산, 대구 인근의 각 1개
구간만 도출되었다. 수도권은 2장2절의 분석에서 고속도로 중 혼잡한 구간, 화물차 교
통량이 많은 구간 중에서 도출되었다. 경부축의 경우 화물차 비율이 높은 구간이 많았
지만 교통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간이 많아 결과로 도출되지 않았다. 수도권 제1
순환선은 경부축 노선에 비해 교통량 기준을 충족하는 구간이 많고 소형 화물차의 교통
량이 많아 화물차 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구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화물차 비율은
기준을 충족하는 구간이 많지만 교통량 기준을 충족하는 구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림 6-4 | 화물차 전용도로 후보구간(수도권)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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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 화물차 전용차로 설치 후보구간(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 완화 적용)
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선
(3차로)

구간
판교JCT~성남IC(2.1km)
송파IC~서하남IC(5.0km)
서하남IC~하남JCT(5.0km)
하남JCT~상일IC(2.6km)
상일IC~강일IC(3km)
토평IC~남양주IC(2.4km)
고양IC~일산IC(3.3km)
자유로JCT~김포IC(3.1km)
김포IC~노오지JCT(3.8km)
계양IC~서운JCT(2.3km)
서운JCT~중동IC(2.1km)
송내IC~장수IC(2.4km)
동군포IC~부곡IC(2km)
서창JCT~월곶JCT(5.9km)

캘리포니아주 화물차 전용차로 기준 완화
첨두시 교통량
비첨두시 교통량
화물차 비율
(대/시/차로)
(대/시/차로)
(%)

영동선
(3차로)
제2경인선
남동IC~서창JCT(2.5km)
(3차로)
서해안선
서평택IC~서평택JCT(6.5km)
(3차로)
초정IC~대감JCT(2.8km)
중앙선
(2차로)
대감JCT~대동JCT(1.6km)
평택화성선
정남IC~봉담IC(5.8km)
(2차로)
신대구부산선
동대구IC~동대구JCT(2.6km)
(2차로)
주. 각 구간별로 첨두시, 비첨두시의 시간대는 상이하며,
출처: 저자 작성

1,824
1,707
1,602
2,381
1,906
1,644
1,603
1,645
1,507
1,703
1,968
1,653
1,841
1,542

1,532
1,471
1,192
1,936
1,690
1,304
1,243
1,532
1,393
1,527
1,806
1,333
1,567
1,411

27
26
29
30
31
29
27
25
25
26
24
27
32
38

1,624

1,495

26

1,531

1,008

33

1,888
1,522

1,404
1,235

39
40

1,570

1,530

26

1,590

1,222

35

화물차 비율은 첨두시와 비첨두시의 화물차 비율의 평균값이다.

(2) 정책 제언
화물차 전용차로의 설치를 위해서는 버스전용차로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참고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143조
(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
의 부과ㆍ징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제10조(전용차로통
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갖추고 있다. 설치 기준 등의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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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항은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지침」(국토해양부, 2008)’에서 다루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경찰청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을 고시한다. ‘화
물차 전용차로’의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이 필
요하고 국토부의 「화물차 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지침」 제정, 경찰청(2021)의 「고속도
로 화물차 전용차로 시행」을 통한 구간 고시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관련 조문에 근거하여 화물차 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화
물차의 종류를 규정하여야 한다.
화물차 전용차로의 후보 구간 도출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의 화물차 전용차로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분석한 결과, 20개 구간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구간은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으며 수도권 제1순환선의 경우 동남부와 동북부를 연결하는 판교JCT~남양주
IC까지의 구간, 서북부와 서남부를 연결하는 고양IC~장수IC까지의 구간이 도출되었
다. 이 구간들은 2장의 IPA 분석 결과와 연결된다. 수도권은 제1외곽순환도로와 이
도로에 접속된 국도 구간이 도출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구간은
화물차 전용차로 설치를 통한 혼잡 완화와 온실가스 저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중대형 화물차가 주로 운행하는 경부축의 노선들은 도출되지 않았다. 중부내륙선, 평
택~제천선 등은 화물차 비율이 매우 높지만 기준 교통량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
대형 화물차가 주로 운행하는 경로에 화물차 전용차로 건설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화물차 전용차로는 앞서 5장에서 다룬 ERS의 운행에 적합한 구간이다. ERS는
도로의 바깥 차선에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차는 ERS 이용을 위해서는 바깥
차로를 운행하여야 한다. 또한 화물차 전용도로는 화물차의 군집주행에도 적합하다.
현재 군집주행의 기술수준으로는 일반차로에서 화물차 군집주행의 실행은 어려움이 있
으며 군집주행을 위한 노변장치의 설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차로에서 구현하는 것이
합당하다. California DoT(2020)는 화물차 전용차로는 화물차 군집주행의 구현이 용
이하며 화물차 전용도로상의 군집주행을 통해 차로 용량 증가와 연비향상, 온실가스
저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교통량과 화물차 비율만을 기준으로 하면 화물차 전용
차로 도입이 쉽지 않지만, ERS와 군집 주행의 공간으로서 화물차 전용차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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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높다. 따라서 화물차 교통류의 분리를 통한 직접적인 효과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최신 기술의 구현의 장으로서 화물차 전용차로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화물차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4. 화물차 전용 IC 건설
1) 필요성
최근 수도권 등에서 물류단지가 급증하고 있다. <그림 6-5>에서 보듯이 수도권의
운영 중인 물류단지는 12곳(붉은색)이나, 현재 공사 중인 물류단지가 5곳(파란색), 검
증을 통과한 물류단지가 14곳(녹색)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64)
물류단지들은 대부분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인시 주변의 영동선, 중부
선 중심으로 공사 중이거나 검증통과 물류단지가 집중되어 있다.
그림 6-5 | 수도권 물류단지 배치도(2021년)

출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s://www.nlic.go.kr/nlic/fmComplex0010.action)의 정보를 활용하여 도면화하였
다. 방문일: 2021.12.12

64)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s://www.nlic.go.kr/nlic/fmComplex0010.action), 방문일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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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물류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 고속도로 IC에서 증가한 화물차로 인해 혼잡
이 발생하고 IC 진출 이후 물류단지에 접근하기 위해 기존 도심을 통과하면서 도심의
교통혼잡, 대형교통사고 발생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
로 신규 IC 설치를 추진한 사례가 있으며, 대부분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충북 옥천군 사례
옥천군은 택배 기지가 집중되어 옥천IC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자 옥천IC~금강IC 사이에 새로운 IC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시행하였다. 옥천군에는 대형 택배업체 물류센터 20여곳이 집중되어 하루
수백대의 화물차가 드나들며 대형 화물차가 시가지를 관통하면서 옥천IC 주변에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옥천군은 문제해결을 위해 주변 3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확보되면
옥천군과 한국도로공사가 예상 공사비 약 80억원의 절반씩 부담하기로 협의하였다.
출처: 연합뉴스. 2016. ‘택배차량 몸살’ 경북고속道 옥선IC 인근에 새 IC 추진. 12월 7일. 보도자료. https://www.yn
a.co.kr/view/AKR20161206162200064. 방문일: 2021.10.5

▮ 용인시 처인구 사례
2021년 3월 기준 용인시에 있는 물류센터 및 창고는 114곳에 달하며, 그중 94곳이 처인구와 기흥구에 위치한다.
물류센터는 국도 45호선과 국도 17호선 사이(영동고속도로 용인IC~양지IC)와 국도 45호선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물류센터 및 창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주요 도로의 화물차 교통량 증가로 교통혼잡이 발생하였다. 오후
첨두시 국도 17호선 이천~용인 구간의 화물차 비율은 35.3%, 국도 45호선 이동~용인 구간의 화물차 비율은
43.9%에 달하는 수준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2021. 물류창고만 94개 밀집... 답이 없는 용인처인구 도로정체. 5월 26일. 보도자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6491. 방문일 : 2021.10.6

▮ 오산시 사례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는 2007년 대지면적 108,900㎡, 연면적 85,600㎡ 규모의 아시아 최대 물류센터로
조성되었다. 2017년 이후 물류센터 주변에 택지가 조성되고 수천 가구가 입주함에 따라 출퇴근 시 심각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여 주요 도로의 경우 100m를 이동하는데 10여분이 소요되고 있다.
출처: 경인일보. 2019.
‘亞 최대’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 ‘주민아우성 최고’. 12월 5일. 보도자료.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24167781&volumeNo=27011236. 방문일 :
20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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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1) 화물차 전용 IC 건설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화물차 운행거리 축소와 혼잡 완화를 위해 화물차 전용 IC를 신규로 설치하는 방안
이 있다. 개별 기업들의 물류센터 설치가 급증하면서 기존 IC의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
져 화물차의 우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화물차 전
용 IC 건설은 화물차의 우회거리 단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대전지역 화물차 운전자들과의 회의65)를 통해 신탄지IC가 정체로 인해 화물차 운전
자들이 불편이 큰 지점임을 파악하고 화물차 전용IC 건설 시뮬레이션 분석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경부선 신탄진IC를 중심으로 회덕JC, 남청주IC까지 구간을 대상지로 선
정하였다. 대상지 인근에 국도 17호선(신탄진로)과 대덕산업단지가 있으며, 특히 대덕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산업단지로를 화물차량의 주 통행노선으로 선정하였다. 교통량정
보제공시스템(TMS), 대전교통데이터시스템,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수집된
교통량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고속도로 구간별·차종별 교통량, 영업소 진출·입 교통
량, 국도 교통량 등의 오전 첨두시(8~9시) 자료를 활용하였다. 시뮬레이터는 VISSIM
을 이용하였으며(<그림 6-6> 참조), 분석 시간은 모두 1시간으로 적용하였다. 화물차
전용 IC 건설의 영향권인 교차로 3곳(신탄진IC, 덤바위삼거리, 상서삼거리)의 오염물
질 배출량을 비교하였다. 분석 대상지의 속도는 실제 도로 규제속도와 동일하게 설정
하였다. 고속도로는 최저 50km/h, 최고 100km/h로 설정하였고, 국도는 50km/h로 설
정하였다. 대상지 신호교차로 지점의 신호주기 및 현시 자료 수집 한계로, 모든 신호교
차로 주기는 160초로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현시는 교차로 특성에 맞추어 설정하였다.

65) 화물차 운전기사 2인(김○○, 홍○○)과의 회의를 2021.8.20.에 개최하였다.

146

그림 6-6 | 화물차 전용 IC 건설효과 VISSIM 시뮬레이션 분석

【화물차 전용 IC 건설 VISSIM 네트워크 구성】

【화물차 전용 IC 건설을 통한 화물차 경로 전환】
출처: 저자 작성

남청주IC, 회덕JC에서 신탄진IC(신탄진TG)로 진입하는 화물차량의 목적지는 모두
대덕산업단지로 가정하고, 화물차 전용 IC 건설 이전, 건설 이후 화물차량 경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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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6-7>과 같이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1(화물차 전용IC 건설 이전)과 시나리오 2로
(화물차 전용 IC 건설 이후) 구분하였고 사나리오 2에서는 화물차는 시나리오 1과 동
일한 경로로 20%, 화물차 전용 IC를 80%가 이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그림 6-8> 참조).
그림 6-7 | 화물차 전용 IC 건설에 따른 화물차 경로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8 | 화물차 전용 IC 건설 이전, 이후 화물차 통행 경로 설정

출처: 저자 작성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화물전용IC 건설을
통해 오염물질이 배출량이 13.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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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 화물전용IC 건설 전/후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율
단위: Kg/시간, %

오염물질

구분
신탄진IC
덤바위삼거리
상서삼거리
전체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1
2
1
2
1
2
1
2

CO

NOx

VOC

합계

15.3
14.4
6.1
4.6
6.0
5.5
43.9
38.1

3.0
2.8
1.2
0.9
1.2
1.1
8.5
7.4

3.6
3.3
1.4
1.1
1.4
1.3
10.2
8.8

21.9
20.5
8.7
6.6
8.6
7.9
62.6
54.3

증감율
- 6.1
- 24.5
- 8.7
- 13.2

출처: 저자 작성

(2) 정책 제언
화물차 전용 IC 건설을 위해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
림 6-5>에서 확인한 것처럼 물류단지가 집중된 용인시 주변 영동선, 중부선 주변의
IC를 대상으로 화물차 전용 IC 건설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를 검토하여야 한다.
화물차 전용 IC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의 「고속국도 IC 추가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2015.2.1.)이 있다. 이 지침에서는 IC 추가설치에
대한 요건, 비용 부담, 설치절차,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추가설치가 가능한 IC는 일반 IC와 하이패스 IC66)이다. IC의 추가설치에 따른 비용분
담은 일반 IC의 경우 원인자 100%이다. 하이패스 IC는 휴게소형은 도공 50%, 지자체
50%이며 본선형은 보상비는 지자체 100%, 공사비는 도공과 지자체 각각 50%, 영업
시설 설치비는 도공 100%로 부담한다(<표 6-6> 참조). 화물차 전용 IC의 설치는 국
토부, 도공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관련 연구를 통해 화물차 전용 IC의 정의, 설치 기준,
비용 분담,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지침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66) 고속도로 하이패스 IC란 기존 IC를 이용하지 않고, 휴게소 또는 본선에서 물류ㆍ관광시설 등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패스 전용 소규모 IC이다.(국토교통부 도로국, 202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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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 고속도로 IC 설치 유형에 따른 사업비 분담 기준
일반 IC
설계 이전

ㆍ국고 40%, 도공 60%

공사중

ㆍ지자체: 재무적타당성 확보 필요비
용

운영중

ㆍ원인자 100%

하이패스 IC
휴게소형
본선형

ㆍ도공 50%, 지자체 50%
ㆍ보상비: 지자체 100%
ㆍ공사비 : 도공 50%, 지자체 50%
ㆍ영업시설 설치비 : 도공 100%

출처: 국토교통부 도로국(2021: 105)

화물차 전용 IC는 IC 주변 혼잡 완화 및 화물차 우회거리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
물류 수송 효율성 증대 등의 직접적인 효과가 예상되며, 중대형 화물차의 도심부 진입
을 억제하여 도시부 간선도로의 혼잡 해소 및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중대형 화물차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 감소, 주민 만족도 제고 등의 부가적인 효과 또한 기대된다.

5. 정책 제언의 종합
본 장에서는 도로물류 수송부문의 저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한 경로 부문의 추진전략
을 제시하였다. 중대형 화물차의 주요 경로를 ‘탄소중립 물류도로망’으로 지정하고 온
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관리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탄소중립 물류도로망’
지정의 사례로 영국 전략도로망, 일본 중요물류도로 사례를 살펴보았다. 도로물류 수
송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 도로를 중앙정부가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물류
의 원활한 수송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2장의 분석결과에 기
반하면 8.8%에 해당되는 도로가 화물차 통행거리의 28.3%를 처리하고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물류도로망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론과 지정, 관리에 관한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
물류 도로망의 관리 사례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물류병목 관리 정책을 살펴보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물류 병목 지점 및 구간의 발굴을 위한 방법론 설정, 화물 관련
데이터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발굴된 지점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방법도 마련해놓고
있다. 개선사업도 도로 건설ㆍ확장에 국한하지 않고 화물차 전용차로 도입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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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검토를 통해 전략적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다양한 경로관리 정책 중 본 연구에서는 화물차에 초점을 두고 화물차 전용차로와
화물차 전용 IC 건설을 제안하였다. 화물차 전용차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기준을 일
부 완화하여 적용 시 7개 노선 20개 구간을 후보구간으로 도출하였다. 수도권의 제1순
환선의 동측, 서측을 각각 남북으로 연결하는 판교JCT~남양주IC, 고양IC~장수IC 구
간이 화물차 전용차로 도입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부축의 주요 고속도로는 분석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화
물차 전용차로의 도입은 ERS의 도입ㆍ운영과 화물차 군집주행의 도입ㆍ운영과 연결지
어 검토되어야 한다. 화물차 전용도로는 ERS 설치 공간, 군집주행의 실행에 필요한
공간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계량적 기준뿐만 아니라 장래 화물차의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의 도입 공간으로 화물차 전용차로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화물차 전용 IC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물류센터 건설과 그로 인한 인
근 IC의 혼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다. 신탄진 IC 인근에 화물차 전용
IC를 설치하는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오염물질 배출량이 13.2%가 감축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화물차 전용 IC 건설을 위해서는 국토부와 도공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먼저 시
범사업을 통해 건설효과를 평가하고 관련 지침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표 6-7 | 경로 부문 추진전략의 주무부처와 관계 법령
정책 제언
탄소중립 물류도로망의
지정 및 관리

관련 부처

법ㆍ제도 개선

국토부

「도로법」 개정(탄소중립 물류도로망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조문 추가 또는 제5조제3항제10조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화물차 전용차로 설치

국토부,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화물차 전용차로의 설치, 전용차로
의 운행 및 단속 등 조문 추가)
「화물차 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지침」 제정(국토부 행정규칙)
「고속도로 화물차 전용차로 시행」 고시(경찰청)

화물차 전용 IC 건설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분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한국도로공사)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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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결론

이 연구는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규범적 대안을 설정하고 추진체계, 수단, 경로 부문의 저탄소화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만,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광범위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검토를 수행하였고 각 추진전략을 심층적, 구체적
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
대상, 수단 등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1. 주요 연구내용의 종합
이 연구는 탄소감축 계획 마련이 시급한 도로물류 수송부문에서 그린 뉴딜을 실현할
수 있는 저탄소 추진전략을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핵
심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의 주안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그린 뉴딜’, ‘도로물류
수송체계’,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린 뉴딜’은 온
실가스 감축,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는 수단과 경로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밝
혔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도로물류 수송부문
현황을 고찰하여 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시급함을 제시하고 고속도로, 국
도, 국지도를 대상으로 화물차 교통량, 화물차 교통량 비율, 혼잡도를 이용하여 중대
형 화물차가 주로 이용하는 도로 중 혼잡도로를 도출하였다. 또한 화물차 오염물질 배
출량 분석을 통해 고속도로 노선별, 구간별, 지역별로 화물차로 인해 발생하는 총배출
량과 Km당 배출량을 추정하였으며, 화물차 혼잡도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일치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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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최근 5년간 발표된 저탄소 관련 정부 정책과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의
2021년 사업예산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저탄소 정책과 사업의 현황을 고찰하였다. 분
석 결과 도로물류 수송 부문의 저탄소 정책은 수단 중심이며,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
수소 화물차를 중점적으로 추진 중임을 확인하였다. 도로물류 수송 부문 사업은 예산
의 72%가 수단 관련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직접 보조금이었다. 또한, 복
잡한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저탄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를 구분하기 위
한 규범적 대안으로 수단, 경로, 지점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기반하고 규범적 대안의 틀에 따라 세 가지 핵심과제를 도출하
였다. 첫째, 부처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매우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각 부처별 역할과 기능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부처별 사업 추진은 추진
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 구현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는 재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부처별 사업은 단기적 성과
가 중요하므로 2050 탄소중립이라는 거시적 관점의 정책목표 달성에 부합하고 있는지
재평가도 필요하다.
둘째, 수소 화물차 중심의 정책 리스크에 대비가 미흡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수소 생태계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소 모빌리
티 구축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국외는 수소 화물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탄소 및 무탄소 화물차의 육성도 추진 중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형 화물차는
수소 화물차에 편중되어 추진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우월한 수단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많다. 다양한 수단에 대한 R&D와 실증시험이 필요하다.
셋째, 장거리를 운행하는 중대형 화물차에 대한 경로 관점의 저탄소 정책이 부재하
다. 무탄소 화물차가 보급되어도 상당 기간 내연기관 화물차가 도로상에 존재할 것이
다. 중대형 화물차의 주요경로의 혼잡을 완화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핵심과제에 대응하여 추진체계 부문, 수단 부문, 경로 부문의 정책 제언을 각각 4
장, 5장, 6장에서 제시하였다. 4, 5, 6장에서는 국외의 모범적인 정책 사례를 소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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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제언하였다. 4장에서는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를
달성할 수 있는 추진체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분절적 추진체계를 통합적ㆍ체계적으
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의 지정,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계획 수립, 전문연구
단의 운영이 필요하다. 각 항목별로 국외의 모범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을 제안하였다.
5장에서는 수단 부문에서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저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
언하였다. 대안으로 ERS의 개발과 실증을 제안하였다. 또한, 무탄소 화물차 보급 확
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내연기관 화물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정책도
제시하였다. 6장에서는 경로 부문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탄소중립 물류도로망의
지정과 혼잡관리 정책 수립을 제안하였다. 주요 혼잡관리 정책으로 화물차 전용차로
설치, 화물차 전용 IC 설치에 대해 검토하고 정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4, 5,
6장에서 제시한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도로물류 수송체계 추진전략을 도식화하면 <그림
7-1>과 같다.
그림 7-1 |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수단, 경로 부문의 추진전략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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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아젠다가 발표되었고 정부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도로물류 수송체계는 심각한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감축목
표, 감축 수단이 제안되지 않고 있다. 무탄소 화물차의 보급과 관련된 목표만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던 도로물류 수송부문의 온실가
스 배출 심각성과 감축 시급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체계적인 저탄소화 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규범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도로물류 수송체계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요소들이 결합된 부문으
로 정책의 분류가 쉽지 않다. 수송의 3요소인 수단, 경로, 지점으로 규범적 대안을 제
시한 점은 이 연구의 의의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추진체계, 수단, 경로 부문으로 세분하여 저탄소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추진체계에서는 명확한 컨트롤 타워의 정립과 전문연구단의 지원체계하에 통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언하였다. 수단 부문에서는 수소 화물차 중심 정책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ERS의 개발과 실증을 제안하고 더불어 무탄소 화물차의 보급을 위한 인센티
브 정책과 내연기관 화물차의 규제 정책을 제언하였다. 경로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물
류도로망의 지정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물차 전용도로 및 화물차 전용
IC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제언 중 ERS 개발과 실증, 화물차 전용도로 운영, 화물차 전용 IC
건설 등은 시행을 위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형성이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 정책들의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조속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 ERS 개발과 실증
을 통해 저탄소화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산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며, 화물차 전용도로는 ERS, 군집주행 등과 연계하여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혁신
적인 저탄소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다. 화물차 전용 IC는 화물차 우회거리 감소를 통한
물류 수송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 기존 IC 및 도심 통과구간의 혼잡 해소와 대형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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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방지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과감한 정책을 제안한 것도 본 연구의
의의 중 하나이다.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정책들이 구체화되고 실현되기를 기
대한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추진체계, 수단, 경로의 세 부문별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
러나, 도로물류 수송체계의 저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많은 대안이 있다. 내연기관
의 비동력 부문 개선, 바이오연료 사용, LNG 화물차 개발 및 실증 등 다양한 정책들이
크고 작은 효과를 통해 탈탄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분
야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
하는 숙고적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도로물류 수송체계를 더욱 세분화하고 다양한
저탄소 정책들을 검토하여 효과를 예상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경로 부문의 정책 개발, 효과 추정 등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는 화물차 혼잡도로 분석, 화물차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에서 교통량, 혼
잡도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개별 화물차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모
바일 빅데이터, DTG(Digital Tacho Meter)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화물차의 운행 경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탄소중립 물류도로망 선정 방법론의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수립되고 있는 국가계획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로물류 수송체계 부문의 통합계획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과의 중복성, 모호성 등이 존재한다. 도로부문은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으며 물류 부문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
본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등이 수립된
다. 각 계획에서는 도로물류 수송체계와 관련된 저탄소 계획을 파편적으로 담고 있다.
기존 계획과의 관계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인데 정부의 새로운 저탄소 정책도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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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되고 있다. 도로물류 수송체계와 관련된 계획과 정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저탄소
구현을 위한 효과적인 계획 체계를 정비하는 연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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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rategic Framwork and Policy Measures for Low-Carbon Road Freight
Transportation
Jong-Il Park, Joon-ki Kim, Yong-seok Ko, Chi-hyeong Yeon,
Gyeong-seok Kim, Chang-mo Kim, Nam-geon Cho

Keywords: Low-Carbon, Road Freight Transportation, Green NewDeal

Carbon neutrality is the hot topic of the present era. Many governments,
businesses, and citizens agree on the need to reduce greenhouse gas(GHG)
emissions and are striving to reduce carbon emiss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strategy for promoting low carbonization in the road
logistics transport sector. To this end, the seriousness of GHG emissions in the
road logistics transport sector was derived, and problems were derived by
inspecting government policies and projects. Policies were proposed to
supplement the current problems through the study of overseas best practices
and simulation analysis.
Since most of Korea's logistical transport is handled through trucks, 96.5% of
GHG emissions in the transport sector are generated from roads. In particular,
mid-to-large trucks that perform the arterial function of logistics are a serious
source of GHG emissions because most of them are diesel vehicles, old vehicles,
and having a long mileage.
The Korean government is very determined to have a low carbonization policy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but the road logistics transportation sector is

SUMMARY ․

171

alienated due to a passenger car-oriented policy. The policy in the road logistics
transport sector focuses on mode-centered low carbonization, in particular,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hydrogen trucks. The low-carbon
projects in the road logistics transportation sector are 37 projects, worth 3.2
trillion won, and are being promoted in accordance with the roles and functions
of each ministry, but they are being promoted segmentally, so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whether budget and resources are allocated efficiently and in line
with macro and long-term goals.
The main policy proposal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motion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by the designation of a
control tower to be in charge of low carbonization of the road logistics
transportation sector and the operation of a specialized research group. The
‘Comprehensive Plan for Carbon-Neutral Road Logistics Transportation Sector"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plans and projects scattered by each ministry
departments can be established and evaluated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Second, policy risks centered on hydrogen trucks should be mitigated through
ERS(Electric Road Systems)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The spread of
carbon-free modes should be induced by implementing incentive policies (e.g.,
purchase subsidies, fuel subsidies, etc.) and internal combustion engine truck
regulation policies (e.g., announcement of the time of prohibition of sell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 trucks and prohibition of operation on major routes,
etc.).
Third,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 road that performs as a main artery for
logistics transport as a 'carbon-neutral logistics road network' and systematically
promote low carbon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n exclusive road and an
interchange for truck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reduce carbon by
converting road logistics to railway and shipping.

172

부 록
APPENDIX

▣ 부록 1: 군집주행 및 자율주행 기술 동향
1) 군집주행
(1) 군집주행의 개념
￮ 군집주행이란 여러 대의 차량이 일정 간격으로 대열을 이루어 주행하는 것으로 차
량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높은 기술 수준 요구
￮ 2010년대 중후반부터 주요 선진국 및 자동차 회사에서 개발 및 실증실험을 경쟁적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는 2018년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교통 R&D를 시행
￮ 완전자율주행이 실현되기 이전 단계에서도 군집주행이 가능하며, 군집주행으로
화물자동차의 연비가 개선되어 물류비 절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
￮ 화물차 군집을 구성하여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합류하는 과
정이 반복되는데 이때 V2V(Vehicle to Vehicle) 통신에 기반하여 선두차량의 운
행에 맞게 후속차량이 조향과 속도의 가·감속을 제어
그림 부록 1-1 | 군집주행의 개념과 실험 사례

【 군집주행의 개념 】

【 SCANIA의 군집주행 실험 】

출처 : (좌) labroots(https://www.labroots.com/trending/chemistry-and-physics/7405/band-semi-trailers-tru
ck-platooning) 방문일: 2021.2.1 (우) PNO(https://pnorental.com/truck-platooning-the-future-of-road-t
ransport/) 방문일 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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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집주행의 효과
￮ 화물차 군집주행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성 제고, 도로용
량 제고에 따른 교통류 개선 효과, 운전자 편의성 향상과 안전도 제고 등임
￮ McKinsey & Company(2018)는 군집주행을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2027년 이후
에 4단계까지 기술이 발전되면 총 물류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TCO)이
약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
- 1단계, 2단계는 제한적인 군집주행 단계로 2단계부터 두 대의 화물차 중 뒷 차량
은 운전자 없이 주행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2단계까지
의 총 물류비용이 약 11% 감소
그림 부록 1-2 | 화물자동차 군집주행 4단계

출처: Mckinsey & Company(2018)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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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에서는 고속도로에서는 선두차량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일반도로에서는
선두차량에 운전자가 탑승하여 군집주행을 이끌어야 하며 3단계에서는 2단계에
비해 총 물류비용이 9% 감소
- 4단계에서는 완전자율 군집주행이 가능한 단계로 모든 경로에서 운전자가 불필
요하며, 3단계 대비 약 25%의 총 물류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

(3) EU 동향
￮ 유럽 자동차 제조사 협회(ACEA)는 ‘EU Roadmap for Truck Platooning’을 발표
- 군집주행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2단계 완료를 목표로 함
- 1단계 : 단일 제조사에서 제작된 화물차끼리의 군집주행
- 2단계 : 군집주행 관련 기술 및 장비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제조사와 무관하게
군집주행
- 3단계 : 자율주행이 가능하여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군집주행
- 4단계 : 완전자율주행으로 선두 차량 이외에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군집주행
그림 부록 1-3 | 유럽 자동차 제조사 협회의 군집주행 4단계 구분

출처 : ACEA(2017) p.2

￮ 유럽은 개별 화물차 제조사의 군집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군집주행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선, 통신방법 등 군집주행을 위한 표준을 제정하는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해 2023년 이후 군집주행 2단계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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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1-4 | 유럽 자동차 제조사 협회의 군집주행 개발 로드맵

출처 : ACEA(2017) p.2

(4) 일본 동향67)
￮ 일본은 심각한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화물차 운전사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 2019년 일본 총무성의 주도하에 소프트뱅크(Softbank Corp.)는 신토메이 고속도
로에서 5G 기술을 활용한 군집주행을 실시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차간거리를 자
동으로 제어하는 기술68)을 시현
- 군집주행 연비 절감을 위해서는 화물차 간 간격을 얼마나 좁게 제어하는지가 중
요한 요인69)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차량 간 5G 통신을 구축
- 일반차량과 혼재된 도로 환경에서 총 14km 구간을 3대의 화물차가 군집주행
- 화물차의 속도는 70km/h였으며 화물차 간 간격을 자동으로 제어
￮ 군집주행 중에는 차량 정보와 후행 차량의 이동을 포함한 영상 정보가 공유됨

67) SoftBank News(https://www.softbank.jp/en/sbnews/entry/20200306_01) 방문일: 2021.1.30
68) 협조형 차간거리유지 제어(Coordinated Adaptive Cruise Control; CACC)
69) Softbank에 따르면 화물차간 간격이 2m일 때 약 25%, 4m일 때 약 15%의 연비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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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1-5 | 실제 시연을 위해 설치된 안테나와 카메라

【 V2V 통신을 위해 설치된 안테나 】

【 실시간 영상 수집을 위한 카메라 】

출처: SoftBank News(https://www.softbank.jp/en/sbnews/entry/20200306_01) 방문일: 2021.1.30

그림 부록 1-6 | 차량 및 영상 데이터 통신 개념도

출처: SoftBank News(https://www.softbank.jp/en/sbnews/entry/20200306_01) 방문일: 2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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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동향
￮ 2019년 11월 현대자동차가 여주시험도로에서 대형 화물차 군집주행을 시연
- 국토교통부 주관 R&D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연구로 실도로가 아닌 여주시험도
로에서 현대차의 엑시언트 2대로 진행
- 군집생성, 군집 합류 및 분류, 동시 긴급제동, V2V 통신 등을 시연하였고 최고
속도는 60km/h로 제한, 군집주행 시 두 차량 간 간격은 16.7m를 유지함
￮ 2020년 11월 화물차 3대로 실도로에서 군집주행을 시연
- 운행속도는 최고 80km/h였으며 차량간격은 15.6m로 2019년 시연보다 속도는
빨라지고 차량간격은 좁아져 기술 발전을 보임
그림 부록 1-7 | 시연차량 제원 및 사진
◦차종 : 트랙터+트레일러
* 현대 엑시언트
◦군집주행 시스템
구분

내용

인지

◦전방, 측・후방 레이더
◦전방, AVM 카메라
*AVM: Around View Monitoring

통신

◦V2X(V2V, V2I) 시스템

HMI

◦클러스터 및 태블릿 PC

제어기

출처: 국토교통부(20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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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주행 상위제어
및 종・횡 방향 제어

2) 자율주행
￮ Deloitte는 미국 내 많은 기업이 자율주행 화물차를 개발 중이며 기술경쟁으로 빠
르게 발전하리라 전망70)
그림 부록 1-8 | Transfer Hub 개념도

출처: Deloitte insight(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focus/future-of-mobility/autonomoustrucks-lead-the-way.html), 방문일: 2021.9.9

70) Deloitte insight(https://www2.deloitte.com/us/en/insights/focus/future-of-mobility/autonomous
-trucks-lead-the-way.html), 방문일: 2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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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Transfer hub까지의 First mile만 운송하고 Transfer Hub에서 자율주
행 화물차가 목적지 Transfer Hub까지 운전하고 Last mile을 운전자가 운전하는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주행거리의 3/4가 자율주행으로 대체될 것으
로 전망
- Transfer Hub은 운영으로 운전자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마일당 비용이 30% 감
소하고 일일 주행거리가 600마일에서 1,200마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자율주행 화물차 전문 솔루션을 제공하는 투심플(TuSimple)은 2024년까지
middle-mile에서 Lv4.수준의 중형 화물차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힘
(2021년)71)
- 2021년 현재 240개의 특허를 갖고 있으며, 370만 마일의 테스트를 기수행
- 고속도로에서 악천후 시를 제외하면 2024년에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주장
￮ Kodiak Robotics와 웨이모(Waymo)는 대형 화물차(Class 8)로 고속도로에서
Lv4. 수준의 자율주행을 테스트 중임(2021년)72)
- 개발책임자는 2025년경 특정 차선, 용량, 도로에서 일정 수준의 자율주행 화물
차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Lv4. 수준의 자율주행 화물차로의 전환은
향후 수십 년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

3) 기술 동향 분석 시사점
￮ 많은 자동차 제조사와 각국 정부는 전기차, 수소차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많
은 투자와 연구개발을 추진
- 경유 내연기관 개선, 대체연료 기반 내연기관 개발은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무
공해차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일부 기관 중심으로 추진
71) Steve Banker. 2021. The Autonomous Truck Revolution Is Right Around The Corner (https://www.forbes.
com/sites/stevebanker/2021/05/11/the-autonomous-truck-revolution-is-right-around-the-corner/?sh
=354790dd2c96). 방문일: 2021.6.6.
72) Fleetowner (https://www.fleetowner.com/technology/article/21159463/level-4-autonomous-trucks-cl
oser-than-you-think), 방문일: 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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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자동차 제작사가 화물차 군집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군집주행은 특정 도로, 차선, 교통량 조건에서는 빠르면 2025년경 운행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
￮ 화물차 자율주행은 승용차 자율주행에 비해 오랜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자율주행
화물차로의 전환은 수십 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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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ERS 실증사례
1) 노면식(In-Road Conductive Transmission) 실증 사례: (스웨덴
eRoadArlanda Project)73)
￮ 2013년 스웨덴 교통국(Swedish Transport Administration)은 도로에 전기레일을
설치하여 전기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eRoadArlanda 프로젝트를 시작
- 일반도로에서는 배터리를 충전하여 주행하고 장거리 운행 시에는 고속도로에 설
치된 전기레일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음으로써 대형 화물차에 더 작은 배터리만
장착해도 되므로 비용이 절감되고 환경개선이 가능
- 장거리 운행에 한계를 보이는 전기차의 약점 극복 가능
- 2017년 eRoads를 주행할 대형 전기 화물차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2017년 2km
의 공공도로에 전기레일을 설치하여 실험 시작
￮ 도로 6cm 지하에 매설한 전기선과 도로면에 노출되어 있는 금속판이 연결되어 있
고 이 금속판에 화물 전기차에 설치된 암(Arm)이 자동으로 접촉되어 전기 공급
-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량이 정차하면 케이블과 금속판의 접촉은 자동으로 해제
￮ Arlanda 화물 터미널과 Rosersberg 물류 지역 사이의 893번 도로의 10km 구간을
테스트 트랙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중 2km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2017년부터 실
험중
- 실험차량은 2017년 개발된 대형 전기 화물차를 이용
￮ 이 시스템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시간당 최대 1km의 레일을 설치할 수 있어 설치로 인한 도로폐쇄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차량과 전력공급원 사이의 거리가 짧아 모든 유형의 차량에 설치 및 이용 가능
- 차량의 윗 부분 공간을 이용하는 Overhead 방식에 비해 운전자의 시야 방해가

73) eRoadArlanda(https://eroadarlanda.com/), 방문일: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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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하고 경관적으로도 적합
- 건설비는 km당 약 100만 유로(약 13억원)으로 전기트램을 건설하는 비용에 비
해 50배 저렴
- 현재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0~90%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그림 부록 3-1 | 스웨덴 eRoadArlanda 프로젝트 사례

<시험트랙 시공 사진>

<전기도로 충전 개념도>
<eRoad 전용 대형 전기 화물차>
출처: eRoadArlanda(https://eroadarlanda.com/), 방문일: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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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접촉식(Inductive(Wireless) Transmission) 실증 사례: (이스라엘
Electreon)74)
￮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인 Electreon에서는 비접촉(무선) 충전 방식을 이용한 전기
차 충전기술을 개발 중임
- 도로아래 급전시설을 매설하고 전기차에 유도전기로 주행 중 충전하는 기술
￮ 2018년 스웨덴 고틀랜드 섬에 1.6km의 전기도로를 설치하여 전기버스 및 대형
전기 화물차에 전기 공급
￮ 2020년 9월 텔아비브에서 600m에 설치하여 전기버스에 전기 공급
￮ 2020년 12월 독일 칼스루헤, 2020년 11월 이탈리아 A-35(유료도로)에서 실험
시작
그림 부록 3-2 | 스웨덴 고틀랜드 프로젝트 사례

출처 : ELECTREON(https://www.electreon.com/), 방문일: 2021.2.22.

74) ELECTREON(https://www.electreon.com/), 방문일: 2021.2.22

184

기본 21-22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한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 추진전략
저

자 박종일, 김준기, 고용석, 연치형, 김경석, 김창모, 조남건

발 행 인 강현수
발 행 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발

행 2021년 12월 31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

화 044-960-0114

팩

스 044-211-4760

가

격 7,000원

I S B N 979-11-5898-705-3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21,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주십시오.
박종일, 김준기, 고용석, 연치형, 김경석, 김창모, 조남건. 2021.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한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 추진전략. 세종: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한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 추진전략
Strategic Framework and Policy Measures
for Low-Carbon Road Freight Transportation

제1장 서론
제2장 도로물류 수송체계 분석
제3장 국내 정책 동향 분석
제4장 저탄소 도로물류 추진전략: 추진체계 부문
제5장 저탄소 도로물류 추진전략: 수단 부문
제6장 저탄소 도로물류 추진전략: 경로 부문
제7장 결론

ᗹシ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TEL (044) 960-0114

FAX (044) 211-4760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