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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 announced GHG reduction goal, 30% reduction compare with 2020 BAU and reduction target for 
each industry sector is planning. Transportation sector also trying to make effective technical and political 
counterplan of allocated GHG reduction target such as material lighten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nd 
Modal shift technology and so on. Modal Shift is shifting low energy efficiency vehicle to high energy efficiency 
vehicle which is economically meaningful under current market conditions. We can get not only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but also GHG reduction effect through modal shift. Modal Shift is effectively applying and studied 
in logistics field in Europe and Japan and one of the Indian companies has been registered CDM project activity 
involving modal shift from roadways to railways for finished goods. 

In this study, the scenarios are developed with detail modal shift ratio and fuel type base on state of 
road and rail use and GHG emission factor for each fuel type from MLTM. This result can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to improve policies and promote increasing use of train which is more environment friendly 
transportation vehicle.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20년 BAU 대비 30% 감축목표를 발표하였고 이러한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산업분야

별로 감축할당목표를 계획하고 있으며 교통부문에서도 운행에너지의 감축을 위한 재료의 경량화,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의 다양한 기술·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기술들 중 Modal Shift는 에너

지 비효율적인 운송수단을 현 시장 상황에서 에너지·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운송방법으로 전환하여 에너

지 효율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로 유럽

이나 일본에서는 주로 물류부문의 활발한 적용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도의 한 자동

차 기업은 Modal Shift 기술을 적용한 물류수송프로젝트를 교통부분 CDM사업으로 신청한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부산구간의 도로에서 철도로의 Modal Shift 효과를 Modal Shift 비율과 연료원을 세

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로와 KTX 승객현황을 분석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연료원별 온실가

스배출계수는 국토해양부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결과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객부문의 

도로에서 철도로의 Modal Shift 효과를 분석한 결과로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이용승객증가를 유도하기위

한 정책개선 및 제도지원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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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동향

2.1 Modal Shift

Modal Shift는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서 에너지 비효율적인 운송수단을 현 시장 상황에서 

에너지·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운송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화물차에서 철도 또는 선

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Modal Shift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경제적 측면의 강점을 가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대체로 교통

물류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40~50%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Modal 

Shift는 친환경 교통물류체계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류부

문의 온실가스 저감 가능성을 기반으로 여객운송부문에 있어서도 Modal Shift 기술을 활용하여 도로의 

여객운송을 철도로 전환시켰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2 국·내외 적용 현황

현재 Modal Shift 기술은 주로 물류의 수송에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에서 활발하

게 적용·개발되고 있다. 그 활용의 예로는 UN의 Marco Polo프로그램이라는 제정지원시스템, 정책분야

의 White paper, 일본의 Eco-rail 라벨링 제도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 및 지원정책을 통하여 화물운수업

자로 하여금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화물운송이 2006년 기

준 도로(76.6%), 철도(6.3%), 해운(17.1%), 항공(0.1%)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도로에 집중되어있

는 실정이며 교통부문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교통수단으로의 Modal Shift 활성화가 필요하

다. 

그러나 여객부문에 있어서의 Modal Shift 기술 적용은 그 사례가 적고, 철도부문의 여객 수 증가와 

도로부문 이용객의 감소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아 기술 적용에 따른 저감효과를 분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국외의 여러 사례를 통해 국내 Modal Shift의 온실가스저감 가능성을 확인하고 여객부문의 효과

분석을 위한 타당성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자 국·내외 Modal Shift 적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수송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2008) Modal Shift 개념도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08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대비 4.4% 감소”

그림 1. 수송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Modal Shift 개념도 

2.2.1 일본

일본의 한 논문(Y. TAKAHASHI, 2005)에서는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도로와 철도, 해양운송의 CO2배

출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냉동식품3000ton의 수송에 있어서 도

로에서 일부구간 철도로 화물운송수단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연간 505.40 tCO2-eq(71.5%저감)의 잠

재 감축량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송수단별 CO2배출계수(gCO2-eq/tkm)를 활

용하여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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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로에서 철도로의 물류수송 Modal Shift, 일본사례 

2.2.2 인도 Modal Shift CDM사례

인도의 Maruti Suzuki India Ltd.는 제조공장으로부터 Mundra로 완성된 차량의 수송에 대하여 수송수

단 전환을 통한 CO2저감량을 CDM사업으로 등록하였으며 1차와 2차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

고 있다. 1차 사업은 트레일러 수송을 제조공장과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철도노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이송시키는 사업이며 운송수단별 온실가스배출계수를 활용하여 계산한 결과 그 저감량은 연간 23000 

tCO2-eq로 제시하고 있다. 2차 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예정이며 역까지 이송하는 트레일러 이용구간에 

신규 철도노선을 설치하여 철도노선만을 이용하여 화물을 이송시키는 사업이다. 

Phase 1 (a)

   

Phase 2 (b)

그림 4. 인도 사례 물류수송 시나리오

2.2.3 국내

국내에서는 Modal Shift에 대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나 제도적인 접근을 통하여 대기업과 저탄소 녹색

마일리지 협약·철도로의 ‘모달시프트(Modal Shift) 협약 체결도 추진 중이다. 여객운송에 대한 Modal 

Shift 효과는 통계누리에서 제공하는 KTX 개통영향 분석 결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KTX개통 후 고속버스 이용객이 KTX개통 이전에 비해 구간별로 최소9%에서 최대36% 감소하였고, 고

속도로 주요구간 또한 KTX개통 이전에 비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철도의 노선과 운송수단을 제공함으로써 Modal Shift가 유도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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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실적변화                                                         (단위 : 천명, %)

구  간
KTX 개통이전(A)

(‘03. 4 ～ 04. 3)

KTX 개통이후(B)

(‘04. 4 ～ 05. 3)

비   교

B-A(C) C/A

서울 ～ 대전 1,906 1,741 ▽165 ▽8.6

서울 ～ 대구 1,027 660 ▽367 ▽35.7

서울 ～ 부산 787 503 ▽284 ▽36.1

서울 ～ 광주 2,593 2,631 38 1.5

경부선 고속도로 실적 변화                                            (단위 : 명/일평균, %)

구  간
KTX 개통이전(A)

(‘04. 1 ～ 3)

KTX 개통이후(B)

(‘05. 1 ～ 3)

비   교

B-A(C) C/A

서울 ～ 대전 11,809 11,259 ▽550 ▽4.7

서울 ～ 대구 5,767 5,517 ▽250 ▽4.3

서울 ～ 부산 3,055 2,516 ▽539 ▽17.6
※ KTX 개통 영향 분석, 한국철도공사

표 1. KTX 개통에 따른 고속버스와 고속도로의 실적 변화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서울-부산구간 이동거리 391.2km에 대하여 도로에서 철도로의 Modal Shift 잠재온실

가스저감효과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앞서 국내외 Modal Shift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주요 인자인 거리, 

수송량, 온실가스배출계수를 통하여 잠재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구에서 사용된 

온실가스배출계수 및 수송 인원 또는 운행 차량 수의 계산과정에 대해서는 뒤에 기술하였다.

3.1 철도 및 도로 이용현황

2009년 기준 경부선 고속도로의 연간 교통량은 다음 표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여객의 Modal Shift를 

고려하였으므로 화물차의 정보는 배제하였다. 철도 이용현황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여객수

송 통계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경부선(천대) 계 승용차 버스

연간 교통량 19,737 18,150 1,587

(승용차 환산대수) 20,530 18,150 2,381
※ 교통량정보시스템, 노선별 이용차량, 2009년

표 2. 경부선 고속도로 연간 통행량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경부선 KTX여객수(천명) 16,699 26,852 30,191 30,979 31,533 31,010 34,342

경부선 KTX이용률(%) 73 79 83 82 79 78 87

공급좌석수(천개) 22,875 33,990 36,375 37,779 39,915 39,756 39,474 
※ 한국철도공사「KTX여객수송추이」

표 3. KTX의 경부선(서울-부산) 여객 수송동향

3.2 Modal Shift 비율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도로에서 철도로의 Modal Shift의 효과분석을 위해 시나리오를 최신 데이터인 2009년 

경부선(서울-부산)의 도로교통량의 0.1%, 1%, 2%가 철도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환 교통량을 

승객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2010년 기준 경부선 KTX의 평균 공급좌석수와 여객수의 차이가 

5,132천 석으로 추가적인 열차운행이 없는 수준 내에서 Modal Shift 비율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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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연료원별 온실가스배출계수

연료원별 각 차종의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하기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

사 보고서의 결과를 적용하였다. 화물차량을 제외한 승용차와 다인승 승합차의 온실가스배출계수를 정

리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unit: gCO2/km 휘발유 경유 LPG

승용차

800cc이하 148.8 　 153.5

801~1500cc 155.3 161.8 159.5

1501~2000cc 180.0 173.8 179.8

2001cc이상 202.5 229.7 233.1

Average 171.7 188.4 181.5

승합차

15명 이하 198.5 257.3 242.3

16~25명 　 378.4

26명 이상 　 484.4

Average 198.5 373.4 242.3
※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09

표 4. 차종별, 연료원별 온실가스배출계수 c

3.2.2 연료원별 차종 할당

경부선의 도로교통량을 각 연료원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부산의 연료별 차량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연

료원별 차량등록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표2의 경부선 고속도로 통행량에 적용하여 도로교통량을 연료원

별 및 차종별로 산정하였다. 시나리오별로 계산된 연료원 및 차종별 대수의 결과는 표6에 전환 대상 교

통량으로 표기하였다.

　 계
승용차 승합

대 수 비율 대 수 비율

휘발유 599,698 598,739 0.68 459 0.01

경유 378,753 158,830 0.18 43,156 0.69

LPG 149,708 123,257 0.14 18,781 0.30

전체 1,128,159 880,826 　 62,396 　
※ 부산차량등록사업소 연료별 차량등록 통계

표 5. 연료별 차량 등록정보

3.3 효과 분석

Modal Shift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산정하기 위하여 연료원 및 차종별 온실가스배출계수와 경부선의 

연료원 및 차종별 교통량을 활용하여 서울-부산 391.2km를 운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

을 계산하였다. Modal Shift된 교통량의 철도 이용승객으로의 변환을 위하여 승용차 1대당 4명, 버스 1

대당 45명으로 가정하고 연료원 및 차종별 교통량을 승객수로 변환하였고 이를 KTX 온실가스배출계수

(26.9 gCO2-eq/인km)를 적용하여 전환된 승객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였다. 각 인자의 사용

부문에 대해서 알파벳으로 표4와 표6에 표기하였다.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Total g CO2eq)

=
전환 대상 

교통량 (대)
×

이동거리

(km/대)
×

연료원 및 차종별 

온실가스배출계수 

(g CO2-eq/km) 

철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Total g CO2eq)

=
전환 대상  

교통량 (대)
×

차종별

승차인원

(명/대)

×

KTX 

온실가스배출계수

(g CO2-eq/인km) 

×
이동거리

(km)

※ 변환 승객 수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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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시나리오에 따른 잠재 온실가스 저감량을 산정한 결과이다. 계산된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

출량과 전환된 승객의 철도이용에 따른 철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가 잠재 온실가스 저감량으

로 산정되었다. 각 시나리오의 변환승객 수는 2010년 기준 평균 KTX 잔여좌석(5,132천 석)을 넘지 않

는 범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시나리오별 승객의 이동에 따른 경부선 KTX이용률 변화를 살펴보

면 2010년의 공급좌석수를 기준으로 교통량 0.1% 전환의 경우 이용률 87.36%(0.36%증가), 1%의 경

우 90.65%(3.65%증가), 2%의 경우 94.3%(7.3%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시나리오별 잠재온실가

스 저감량은 0.1%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1,453 tCO2-eq, 1%는 14,526 tCO2-eq, 2%는 29,052 

tCO2-eq으로 분석되었으며 다른 노선의 Modal Shift 효과를 고려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의 시나리오별 잠재저감량은 2008년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0.0015%, 

0.015%, 0.03%의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현재 KTX의 공급좌석 수는 2008년 이후로 

증가하지 않는 것에 비하여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여객부문 Modal Shift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공급좌석수를 증가시킨다면 더 많은 교통량을 도로에서 철도로의 Modal Shift 적

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Modal 

Shift

ratio

차종 및 

총계

(대)

전환 대상 교통량
a

도로(tCO2-eq) → 철도(tCO2-eq) 

총계 승용차 버스 승용차 버스
변환승객 

b
 

수(명)

KTX       d

(26.9gCO2-eq/인km)

잠재저감량

(tCO2-eq)

0.1%

합계 19,737 18,150 1,587 1,456 

144,014 3.87 1,453
휘발유 　 12,337 12 828 1 

경유 　 3,273 1,098 241 160 

LPG 　 2,540 478 180 45 

1%

합계 197,366 181,496 15,870 14,565 

1,440,144 38.74
       

14,526

휘발유 　 123,372 117 8,284 9 

경유 　  32,727 10,977 2,412 1,603 

LPG 　 25,397 4,777 1,803 453 

2%

합계 394,733 362,993 31,740 29,130 

2,880,288 77.48 29,052
휘발유 　 246,743 233 16,569 18 

경유 　 65,455 21,953 4,825 3,206 

LPG 　 50,795 9,554 3,606 906 
※ 변환승객: 승용차 4명/대, 버스 45명/대

표 6. 시나리오에 따른 잠재 온실가스 저감량 산정 결과

4. 맺음말

KTX의 개통으로 인한 도로부문의 실적변화를 고려해 볼 때, 도로와 철도의 교통량에는 어느 정도 연

관성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기반으로 도로의 교통량을 철도로 전환하였을 때 온

실가스저감량을 산정해 보는 것은 도로에서 철도로의 Modal Shift기술 적용에 따른 효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가상승과 더불어 KTX 이용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용승객의 일부노

선구간에 대하여 열차운행횟수 증가 요구 등의 현황은 친환경교통수단인 철도의 이용 호감도가 증가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사항에 따라 철도의 여객부문에 있어서도 온실가스

저감량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로에서 철도로의 Modal Shift 활성화를 위한 정책 또는 철도의 운행계

획부문의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에서 철도로의 Modal Shift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 철도부문 Modal Shift 추진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수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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