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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버스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conomic Analysis of Introducing Battery-Based Eco Bus: 

Case Study of Daegu City,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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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newable energy sources has drawn considerable attention as clean energy sources because of changing public 

attitudes regarding greenhouse gas and fine dust. Recently, in this respect, the government provides the drivers of electric 

vehicles with various benefits such as tax reduction, financial incentives and free parking from the public to the private 

sector. Plug-in electric vehicles are the most common in the private sector. Otherwise, different types of battery-based buses 

in the public sector are being developed, and there are three main types of charging: plug-in, battery swapping and wireless. 

Therefore, economic assessment of charging types in each bus route is requir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use of battery-based 

buses instead of the existing CNG buses. In this paper, net present value(NPV) and B/C ratio of charging types are evaluated 

in consideration of the bus schedule, the cost of charging station, and the life cycle of battery, etc. per each bus route. In 

case study, main bus routes in Daegu City are simulated with the proposed evaluation method to validate the eco-bu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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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명법

 : 연간버스 운임요금에 따른 이익[원]


 : CNG버스 비용 편익비[%]


 : EV버스 비용 편익비[%]


 : CNG버스 초기비용[원]


 : 전기버스 초기비용[원]


 : CNG버스차량 비용[원]


 : 전기버스차량 비용[원]


 : 전기버스 인프라 구축비용[원]


 : CNG버스 연간 운영비용[원]


 : EV버스 연간 운영비용[원]


 : CNG버스 연료 단가[원/km]


 : EV버스 연료 단가[원/km]


 : CNG버스 연간 유지비용[원]


 : EV버스 연간 유지비용[원]


 : CNG 연간 지출비용[원]


 : EV 연간 지출비용[원]

 : Plug-In 충전방식 차량, Battery 교환방식 차량, 

Wireless 충전방식 차량

 : 전기버스연비[km/kWh]

 : 버스 노선


 : CNG버스 순 현재가치[원]


 : EV버스 순 현재가치[원]

 
 : 노선 플러그인과 무선 전기버스 수[대]

 
 :　노선 CNG버스 수[대]

 
 : 노선 전기버스 수[대]


 : 추가 차량[대]

 : 최적의 운행노선

 : 플러그인 충전 전기버스, 무선 충전 전기버스

 : 승객[수]

 : 배터리용량[kWh]

 : 할인율[%]


 : 버스 1대 당 1일 운행거리[km]


 : 버스노선의 편도거리[km]

 : 배터리 충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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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노선의 정차시간[hr]


 : 전기버스 편도주행 시 충전시간[hr]


 : 버스노선의 배차시간[hr]


 : 1일 버스 운행시간[hr]


 : 버스 노선의 편도 운행시간[hr]


 : 전기버스 충전으로 인해 지연시간[hr]

 : 버스노선의 평균운행속도[km/hr]

 : 배터리 수명 사이클[수]


 : 배터리 수명 기간[년]

 : 기준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의 연차[년]

 : 기준년도를 0으로 시작하는 년도[년]

 : 충전시스템[kW]


 :　배터리용량에 따른 운행거리[km]

 : CNG버스 보조금[원]

 : 전기버스 보조금[원]

 : 버스 운임 요금[원]

2. 서  론

21세기 온실가스 증가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선진 국가들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

린 새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협정을 최

종 채택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 의미를 가진다. 파리협정은 산업

화 이전과 대비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송 분야에서는 기존 운행 중인 

CNG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하여 온실가스의 주 원소인 탄소배출

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2].

전기버스는 세계적으로는 중국이 7만 대 이상의 전기버스를 

보급하여 가장 많은 전기버스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캘리포니

아 주를 중심으로 소량의 전기버스를 보유하지만 점차 차량 수가 

증가할 계획이다. 일본은 공공교통 그린화 촉진사업으로 인해 정

부에서 전기버스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책사업을 통한 수도권 지역 및 제주도를 비롯하여 여러 지방자

치단체에서 전기버스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기버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연구 개발은 가상의 노선을 선택하여 거

리에 따라 플러그인 충전방식과 배터리교환방식을 CNG버스와 비

교하여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실제 

대구사례를 중심으로 노선을 선정하여 거리와 배차시간 및 배터

리 수명을 고려하여 현재 개발 된 전기버스 3가지 충전방식 (플

러그인 충전방식, 배터리 교환방식, 무선 충전방식)을 CNG버스와 

비교하여 경제성 평가를 시행할 것이다. 또한, 경제성 평가를 통

해 전기버스 도입 시 노선에 따라 최적의 충전방식을 택하는 것

이 본 논문에서 중요 과제이다. 

경제적 평가 방법에서는 NPV(순 현가)와 B/C(비용편익비)방법

이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버스노선에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

는지 확인 절차를 시행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거리에 따라 배차시간 및 배터리 수명

을 고려하여 기존 CNG버스에 비해 전기버스가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대구광역시 사례를 기준으로 노선에서의 최적 충전방식

을 채택하고자 한다.

3. 전기버스 충전방식별 특성

3.1 플러그인 충전방식의 전기버스

플러그인 충전방식의 전기버스는 현재 전기자동차 분야에 광

범위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및 소수 지역에 전기버스 보

급이 되어 운행 중이다. 전기버스 운행방법에는 각 인프라 충전

기에 플러그를 연결하여 전력을 공급한다. 

현재 우리나라 충전전압에서는 220V전압을 기준으로 충전하고 

있다. 이에 충전하는 배터리사양과 충전시스템 용량에 따라 충전

시간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왕복 80km거리에서 100kWh 배터리

를 200kW 충전시스템으로 완전충전을 한다면 충전시간은 대략 

35분정도 소요가 된다. 따라서 버스운행에서 지연시간이 발생하

여 배차시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CNG버스와 비교하여 배

차시간에서는 추가차량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전기버스는 

배터리 수명이 차량의 본체 수명보다 짧아 배터리에서 수명을 고

려한 교체가 일어난다. 

플러그인 충전방식의 충전시설은 기점, 종점 등 버스 노선의 

일부 노선에 구축이 된다.

3.2 배터리 교환방식의 전기버스

배터리 교환방식의 전기버스는 BSS(Battery Swapping 

Station)에서 220V 전압으로 경 부하시간대에 배터리를 충전하고 

전기버스 운영시간에 배터리를 사용하므로 전력수급에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전기버스 도입 시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포항 시와 제주도에 전기버스가 

보급되어 운행 중이며 차츰 보급이 확산될 전망이다. 전기버스 

운행방법에는 차량상부에 배터리를 장착하고 이후 BSS(Battery 

Swapping Station)에서 자동화 기계를 사용하여 배터리 교체하

는 방식이다. 배터리에 저장된 용량을 활용하여 모터를 가동시키

므로 전기버스 운행 시 배기가스가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온

실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BSS에서 50kWh 배터리 2개를 기준으로 급속충전을 하면 시

간상에는 35분정도 소요되고 완속충전에는 480분정도 소요가 된

다. 하지만 BSS 내부에 배터리가 보통 12개 이상 존재하므로 

BSS에서 배터리 교환에 따른 시간만 고려하면 된다. 배터리 교환

에 따른 시간은 평균 40초정도 소요된다. 이에 CNG버스와 같이 

충전에 따른 지연시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재 운행되고 있는 

노선에 바로 적용하여 운행할 수 있다. 



Trans. KIEE. Vol. 67, No. 3, MAR, 2018

친환경 버스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중심으로)             345

배터리 교환방식의 충전 시설은 기점, 종점, 교차로 등 버스 

노선의 일부 노선에 구축이 된다.

3.3 무선 충전방식의 전기버스

무선 충전방식의 전기버스는 도로하부에 매설된 전선에서 발

생하는 자기장을 차량하부에 장착된 집전장치를 통해 전기에너

지로 변화하여 이를 동력으로 배터리 충전 및 차량을 구동하

는 전기버스이다. 핵심기술은 자기공진 및 형상화기술(Shaped 

Magnetic Field in Resonance: SMFIR)이 있다. 자기공진 및 형

상화기술은 코일 간 자기공진현상을 이용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충전시설 약 1m 이내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 코일 간 정렬 자

유도가 높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차량 충전하는데 용이하다[4].

현재에는 구미와 세종에서 무선 충전방식의 전기버스가 운행되

고 있으며 충전시설 및 버스차량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잦은 고장

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용화 작업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무선 충전방식의 전기버스에서 위 플러그인 버스와 같은 조건

일 경우에 급속충전을 한다면 충전시간은 대략 35분정도 소요가 

된다. 따라서 버스운행에서 지연시간이 발생하여 배차시간에 영

향을 받게 된다. 이에 CNG버스와 비교하여 배차시간에서는 추가

차량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무선 충전방식의 충전시설은 기점, 종점, 교차로 등 버스노선

의 일부 노선에 구축이 된다. 

4. 친환경 전기버스의 경제성 분석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재 

운행되고 있는 CNG버스와 전기버스간의 연간편익과 초기투자비

용 및 연간지출비용을 비교하여 버스 간에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다. 따라서 전기버스에서 편익지점이 발생하는 시점을 보고 전기

버스 도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한다.

4.1 버스 배차간격을 고려한 정차시간

현재 운행 중인 CNG 버스에서 전기버스 도입 시 배차시간

(
)과 정차시간(

 )을 동일한 시간으로 간주하고 차량 대수와 

운행거리 및 평균속도는 변수로 작용한다. 정차시간은 기점과 종

점에서의 머무르는 시간을 의미하고, 배차시간은 노선마다 버스 

사이의 간격시간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승객들에 의한 배차지

연과 버스 정류장에서 휴식으로 인한 정차지연시간으로 동일한 

시간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비교적 차이가 미세하여 본 논문에

서는 동일한 시간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위의 조건을 이용하여 정차시간에 관한 식을 연구하였고, 식 

(1), (2)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1)


  








               (2)

위의 식은 전기버스와 CNG버스에 대한 정차시간을 구하는 식

으로써 두 버스의 동일한 정차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버스의 

정차시간은 전기버스 충전으로 인한 지연시간을 차감한다. 따라

서 정차시간은 전기버스에서 충전으로 인한 지연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4.2 배차시간에 따른 전기버스 추가차량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충전으로 인한 지연시간이 발생하는 경

우가 있다. 이로 인해 배차시간이 증가하여 운영에 차질이 발생

하게 된다. 이에 전기버스 추가차량이 요구된다. 아래 식은 배차

시간에 따른 전기버스 추가차량에 관한 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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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조건: 
 ≥







  .

위와 같은 식 (3)은 전기버스 편도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에서 

측정하여 충전시스템의 전력량에 의해 시간에 따른 편도주행 시 

충전시간을 나타내었고, 편도주행 충전시간을 버스 정차시간의 

차를 구하면 전기버스 충전으로 인한 지연시간을 구할 수 있어 

이는 식 (4)로 구할 수 있다. 또한 충전으로 인한 지연시간을 통

해 전기버스 차량 식 (5)로 나타내고 CNG버스에 비해 전기버스

의 추가 차량 식 (6)으로 구할 수 있다. 

4.3 버스 1대당 일일 운행거리

버스 노선에 따라 일일 운행거리는 운행 빈도수에 따라 다르

다. 이에 버스 1대당 일일 운행거리를 구하면 연간 운행거리를 

알 수 있어 차량 당 운영되는 비용 산출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

로 버스 1대당 일일 운행거리에 관한 식 (7)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낸다.


 







 
                 (7)

노선에 따라 1대 당 버스의 운행거리는 일일 버스 운행시간을 

편도 운행시간과 버스 정차시간의 합을 나눈 후 버스노선의 편도

거리와 곱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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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배터리 수명기간 

배터리 수명기간은 온도와 SOC(state of charge)에 따라서 

수명기간은 달라진다. SOC는 배터리의 사용가능한 용량을 의미

하고 본 논문은 온도는 일정온도라고 가정하면, SOC Swing 

Range (0≤SOCmax≤0.8)에 따른 배터리 수명기간을 산출하는 

방법은 아래 식 (8),(9)으로 나타낸다.


  ∙∙                 (8)




∙


∙

                 (9)

      제약조건: 0≤SOCmax≤0.8

먼저, 배터리용량에 따른 운행거리는 배터리 용량에서 제약조

건으로 세운 SOC Swing Range의 값에 전기버스 연비를 곱한

다. 이와 같이 산출하는 식 (8)으로 나타내고, 이 때, SOC Swing 

Range에 따라 배터리 수명 사이클 수는 달라진다. 배터리 수명

기간은 배터리 용량에 따른 운행거리에 배터리 수명 사이클 수를 

곱하면 배터리 용량에서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연간 운행

거리로 나누면 총 배터리 수명기간을 알 수 있는 식 (9)로 나타

낸다.

4.5 연간버스 운임 요금에 따른 이익

버스 운임 요금에 따른 이익은 운행 빈도수가 높을수록 승객 

수가 많아 버스 운임 요금이 증가하여 운임 요금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다. 

  ∙∙                (10)

위와 같은 식 (10)은 승객 수에 따라 버스 운임 요금을 곱하

여 산출하고 연간 물가상승 및 승객 수에 따라 매년 운임 요금

에 따른 수익이 달라진다.

4.6 연간버스 운영비용

연간버스 운영비용은 초기사업에서 인프라구축 및 차량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 후 CNG버스와 전기버스는 연간버스 운영에 

따른 차량 운영비, 인프라구축 운영비, 인건비 등 매년 간 물가상

승을 고려하여 비용이 산정된다.

초기비용은 차량비용에 인프라구축비용을 합한 총 비용을 의

미하고 CNG버스와 전기버스의 각 보조금 산정에 따라 초기버스 

비용가격이 측정된다. 인프라 구축비용은 기존 CNG버스의 경우 

초기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기

버스의 경우에는 초기 인프라 구축을 설치해야 함으로 비용부분

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식 (11)와 (12)은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전기버스의 초기인프라 구축시설은 충전방식에 따라 비용적인 

부분은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전기버스 충전방식별에 따라 비용

부분은 차이가 발생된다. 

        
 

 
                     (11)


 

 
 

                    (12)

  


∙

 ∙


      .        (13)

  
 ∙

∙
 

            .    (14)  

운영비용은 연간 운행거리에 각 차량의 운행원가를 곱하여 연

간 운행비용을 구하고, 연간운영에서 필요한 차량에 대한 유지비

용을 더하여 연간 운영비용을 산출한다. 이는 식 (13), (14)로 나

타낸다. 

4.7 최적의 전기버스 충전방식 결정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에서는 NPV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경제성

이 발생되는 시점이 몇 년부터인지 확인하고 추후 사업에서 경제

적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NPV(순 현가)란 일정기간의 수입과 지출의 현금흐름의 차이를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의 총 합계를 의미

하며, NPV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의 경제적 이익을 가진

다. 식 (15), (16)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5)         

   
  

 



  


  



   .        (16)

연간버스 운임요금에 따른 이익은 동일노선에서 버스관계 없

이 같고 지출부분에서 전기버스는 충전방식에 따라 비용적인 부

분은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3가지 충전방식을 나눠서 비용부분

을 산정한다. 

경제성 분석에서 0년도부터 Y연간 편익을 산출하면 0년도에는 

초기비용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후 각 버스의 수명

과 인프라 시설에 대한 유지비용을 운임요금에 따른 편익을 구하

여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지정된 노선에서 경제성 분석을 통해 기존 CNG버스보다 경제

성이 입증되면 노선에서 전기버스 충전방식 중에서 가장 경제성

이 나타나는 방식을 선정하여 최적의 전기버스 충전방식 도입 시

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아래 식 (19)은 경제성 분

석을 통해 노선에서 최적의 전기버스 충전방식을 선정한다.  

      
≤

 (                  

     max
  ∀EV                   (19)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노선 환경에 따라 경제적 이점이 달라

진다. 전기버스 충전방식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노선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선에서 플러그인 충전방식이 배터리 교환방식

보다 초기 인프라 설치비용이 저렴해서 경제성을 가질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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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간격이 짧은 노선일 경우에는 플러그인 충전방식이 배차간격

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차량이 요구된다. 따라서 추가차량으로 인

한 비용부분이 발생하여 배터리 교환방식이 상황에 따라 노선에

서 더 좋은 경제성을 지닐 수도 있다. 또한, 중복된 여러 노선에

서 배터리 교환방식의 인프라 구축 시 초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성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

므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역에 전기버스 도입 시 각 노선마다 

충전방식에 맞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1 버스노선별 충전방식 선정 알고리즘

Fig. 1 Algorithm for selecting an charging type of each bus 

route 

5. 사례 연구

본 사례연구는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선을 지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진행에 앞서 대구광역시 물가 

상승률을 연 평균 5% 상승률과 인프라 유지관리 시 구축비용에

서 연 평균 3%로 가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시하는 

할인율 5.5%를 토대로 경제성 분석 시 순 현재가치(NPV)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2는 노선 518번 노선 경로이고, 운행시간은 5:30~23:30

분이며, 기점(신흥버스)과 종점(하양종점) 양방향에서 버스가 출발

한다고 가정한다. 노선 편도거리는 40 km, 배차차량 대수 22대, 

편도평균운행시간 108분, 정차시간 12분, 차량 1대 당 월 평균 

승객 수 380,000명, 1명 당 평균운임 비용 1200원, 일일 운행거

리 360 km, 평균운행 속도 20 km/hr을 기준으로 운행하고 있다. 

전기버스 도입 시, 기점과 종점에 인프라 건설, 200 kW 충전시스

템, 100 kWh 배터리기준으로 한다. 

그림 2 대구 시내버스 노선518번 노선 경로

Fig. 2 Bus route 518 in Daegu city

그림 3 대구 시내버스 노선708번 노선 경로

Fig. 3 Bus route 708 in Daegu city

그림 3은 노선 708번 노선 경로이고, 운행시간은 5:30~23:30

분이며, 기점(한양 산호아파트)과 종점(대구대학교) 양방향에서 버

스가 출발한다고 가정한다. 노선 편도거리는 42km, 배차차량 대

수 13대, 편도평균운행시간 113분, 정차시간 23분, 차량 1대 당 

월 평균 승객 수 200,000명, 1명 당 평균운임 비용 1200원, 일일 

운행거리 335km, 평균운행 속도 20km/hr을 기준으로 운행하고 

있다. 전기버스 도입 시, 기점과 종점에 인프라 건설, 200kW 충

전시스템, 100kWh 배터리기준으로 한다. 

5.1 연간버스 운임요금

연간버스 운임요금은 연간 평균 승객 수에서 1명 당 평균 운

임 비용을 곱하여 연간버스의 운임요금을 산출한다. 이 때 대구

광역시 물가 상승률에서 연 평균 5%를 고려하여 대구광역시의 

운임 요금을 산출한다. 518노선에서 1년차 운임요금은 5,472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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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고 708노선에서 1년차 운임 요금은 2,880백만원으로 산정된

다. 이 후 연도에서는 매년 연 평균 5% 상승률을 반영하여 대구

광역시의 운임요금을 산정한다.

5.2 초기비용

초기비용에서는 차량비용에 대한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의 합

을 의미하고 차량비용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구입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점을 가진다. 특히, 전기버스의 차량

비용은 가격대가 높아 차량 구입 시 보조금 없이 구입하기에는 

쉽지 않다. 

CNG버스의 인프라 구축에서는 설치 된 상태이기에 차량비용

만 고려하면 된다. 하지만 전기버스의 인프라 구축은 기존에 설

치되어 있지 않아 인프라 구축설비와 차량비용의 합을 고려하여

야 한다.  

5.2.1 차량 구입비용

현재 전기버스 구입 시 차량비용과 보조금을 산정한 것으로 

플러그인과 배터리 충전 전기버스는 H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나타내었고, 무선 충전 전기버스는 O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1 CNG버스와 전기버스 대당 차량비용 선정

Table 1 Cost selection of vehicles per CNG bus and electric 

bus base

(단위: 백만원)

구 분 차량비용 보조금 차량 실 구입가

CNG버스 220 120 120

플러그인 전기버스 450 200 250

배터리교환 전기버스 450 200 250

무선충전 전기버스 480 200 280

표 1은 CNG버스와 전기버스 대당 차량비용을 선정한 것으로 

버스 차량비용은 버스 차량의 원 가격을 의미하고 보조금은 국토

부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산정하였다. 차량 실 구입가는 

차량 원 가격을 산정 된 보조금에 차감된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소비자 측면에서 실 구입가를 제공하고 있다[3,4].

표 2는 노선별 전체 차량비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차량 실 구

입가는 노선에서의 전체 버스 차량에 대한 금액에서 보조금이 포

함된 금액을 의미한다. 

지연시간에 따른 추가차량 비용은 버스 특성상 충전되는 시간

이  다르다. 이에 정차시간에 영향을 받는 충전방식은 추가차량

이 요구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18노선에서 플러그인 충전방식과 무선 충전방식은 충전시간

으로 인해 지연시간이 발생하여 추가차량 2대가 필요로 한다. 하

지만, 배터리 교환방식은 지연시간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차량이 

필요 없다. 

708노선에서는 충전시간에 따른 지연시간이 발생하지 않아 추

가차량이 필요 없다. 그러므로 CNG버스와 전기버스의 차량 수는 

동일하다.

표   2 노선별 전체 차량비용

Table 2 Cost of all vehicles by route

(단위: 억원)

518

노선

구  분
CNG

충전방식

플러그인 

충전방식

배터리

교환방식

무선

충전방식

차량 실 구입가 26.4 55 55 61.6

지연시간에 따른 

추가차량 비용
- 5 - 5.6

합   계 26.4 57.5 55 64.4

708

노선

차량 실 구입가 15.6 32.5 32.5 36.4

충전으로 지연된 

시간의 추가차량 

비용

- - - -

합   계 15.6 32.5 32.5 36.4

5.2.2 인프라 구축비용

인프라 구축비용은 버스 충전방식에 따라 충전시설이 다르고 

비용부분도 다르다. CNG버스의 경우에는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시점에서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만 고려하는 반면에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과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

하여야 한다. 아래 표 3에서는 20년간 운영 시 각 버스 충전방식

에 따라 충전시설 비용을 나타낸다.

표   3 노선별 전체 인프라 구축비용

Table 3 Al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ost by route

518

노선

구 분
CNG

충전방식

플러그인 

충전방식

배터리

교환방식

무선

충전방식

충전시설 충전소 충전기
배터리

교환시설

무선

시스템

충전시설 [수] 1 4 1 2

배터리 

구매[수량]
- 120 110 120

교체주기(년) - 3.4 3.4 3.4

비 용[억 원] 7 64.4 87 68

708

노선

충전시설 [수] 1 4 1 2

배터리 

구매[수량]
- 52 52 52

교체주기(년) - 4.1 4.1 4.1

비 용[억 원] 7 30.4 58 34

표 3은 각 노선에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의미한다. CNG버스

의 충전소는 초기시설에서 구축되어 있지만, 15년 주기로 교체를 

하여야 하므로 20년간 운영기준에서 1회 교체를 한다. 비용은 1

개소 시설 교체 시 7억원(고정식 충전소)의 비용이 들어간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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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기버스의 충전소에는 인프라 시설이 구축되지 않아 초기비

용에 충전시설을 고려한다. 이에 플러그인 충전방식은 급속충전

기로 사용을 권장하고 1개소 설치 시 1.1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다. 배터리 교환방식은 초기 인프라 구축을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QCM2식(18.4억원), Smart e-Bus 배터리 

6식(6억원), 버스 및 QCM관리시스템 1식(7.6억원)등 총 32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마지막으로 무선 충전방식은 O사에서 제공된 

자료를 통해 5대 동시 충전시설 1개소 설치 시 4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배터리는 SOC에 따라 충․방

전 사이클 횟수가 있다. SOC Swing Range에서는 0≤SOCmax

≤0.8로 설정하면 사이클 횟수 8000이다. 따라서 배터리 수명에 

대한 식을 이용하여 배터리에 대한 수명을 구하였으며 20년간 

버스 운영 시 배터리 수명에 따른 교체 주기마다 비용이 발생하

였다. 그러므로 배터리 구매수량과 충전시설에 따른 비용의 합계

가 전체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을 의미한다[4-6].

5.3 운영비용

운영비용은 연료비용, 엔진 오일비용, 타이어마모비용, 유지관

리비용, 인건비용이 있다. 아래 표 4는 원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간 운영비용을 산출하였다. 

표    4 운행거리에 따른 비용

Table 4 Cost due to travel distance

(단위: 원/km)

구 분
CNG

충전방식

플러그인 

충전방식

배터리

교환방식

무선

충전방식

연료비용 497 143 143 143

엔진

오일비용
5.78 - - -

타이어

마모비용
3.64 3.64 3.64 3.64

유지

관리비용
20.25 7.64 7.64 7.64

표 4에서 차량운행비용 항목별 원단위는 산출결과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6차 개정과 친환경 대중교통 도입에 따른 경제성

평가 (유형별 버스노선을 중심으로)에 자료를 기준으로 나타내었

다[7,8]. 버스 간 노선에서 연간 운행을 실시하였을 때 버스 운

행거리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어 운영비용을 나타낼 수 있다. 위 

표4에서 CNG버스는 엔진오일비용이 발생하지만 전기버스의 경우 

엔진오일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CNG버스와 전기버스의 

연료비용과 유지관리비용에서 비교하면 대략 3배정도 차이가 발

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표 4를 기반으로 20년 동안에 경

제성 분석을 실시하면 전기버스는 CNG버스에 비해 운영거리에 

따른 경제적 순 이익이 발생한다.   

표 5에서는 버스운영에 따른 인건비용을 나타낸다. 버스기사 

인건비용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기준으로 평균 연봉을 의미하고 

차량 1대당 2명의 버스기사가 배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충전시

설 인건비용은 안전 관리자 1명과 일반 관리자 1명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버스노선에서의 운영되는 차량 수에 따라 

버스기사 인건비용 부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인건비용

Table 5 Labor cost
(단위: 백만원) 

노선 

518

구 분
CNG

충전방식

플러그인 

충전방식

배터리

교환방식

무선

충전방식

버스기사

인건비용
1672 1824 1672 1824

충전시설

인건비용
65 65 65 65

노선 

708

구 분
CNG

충전방식

플러그인 

충전방식

배터리

교환방식

무선

충전방식

버스기사

인건비용
988 988 988 988

충전시설

인건비용
65 65 65 65

표 5에서는 20년간 경제성 분석에 따른 인건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518노선에서 버스기사 인건비용은 CNG버스와 전기버스의 차

량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다. 대구광역시 버스기사 1명 평균인건

비용은 3800만원이며 버스 1대에 2명씩 배차가 되어 산정된다. 

이 때 518노선에서 플러그인과 무선 충전방식의 경우에는 충전

으로 인한 지연시간이 발생하여 추가차량이 요구된다. 추가차량

에 따라 버스기사에서도 추가인원이 필요하다. 이에 버스기사 인

건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충전시설 인건비용에서는 안전관리자 1명은 4000만원, 일반관

리자 1명은 2500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인건비용은 산정된 

금액에 합계를 나타낸다. 

708노선에서 버스기사 인건비용은 CNG버스와 전기버스의 차

량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다. 이 때 708노선에서는 충전시간으로 

인해 지연시간이 발생하지 않아 버스기사 인건비용도 추가인원이 

필요없다. 

충전시설 인건비용에서는 안전관리자 1명은 4000만원, 일반관

리자 1명은 2500만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인건비용은 산정된 

금액에 합계를 나타낸다.

5.4 경제성 분석

20년간 경제성 분석에 따른 NPV 결과는 표 6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6에서 NPV 분석결과 전기버스 충전방식은 CNG 충전방식

에 비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플

러그인 충전방식이 가장 NPV가 높은 걸로 확인이 되었으며 518

노선에서는 추가차량으로 인해 배터리 교환방식이 무선 충전방식

보다 NPV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708노선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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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NPV(순 현가) 경제성 분석

Table 6 NPV (Net Present Value) Economic Analysis

(단위: 백만원)

구 분
CNG

충전방식

플러그인 

충전방식

배터리

교환방식

무선

충전방식

518노선 

NPV
35,466 46,025 45,318 44,750

708노선 

NPV
14,379 23,066 18,805 22,121

그림 4 노선 518 B/C비율 분석

Fig. 4 Bus route 518 B/C ratio analysis

그림 5 노선 708 B/C비율 분석

Fig. 5 Bus route 708 B/C ratio analysis

이 추가차량이 요구되지 않은 노선에서는 배터리 교환방식은 다

른 전기버스 충전방식에 비해 현저히 경제성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다음 그림 4와 그림 5에서 노선에서의 B/C비율을 통해 

사업자 관점에서 투자대비에 따른 비율을 보고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에서 노선 518은 20년간 B/C ratio을 하면 CNG 충전

방식은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차량비용만 고려

하여 5년차까지는 가장 좋은 B/C ratio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5

년차부터 플러그인 충전방식이 CNG 충전방식보다 먼저 경제성을 

나타내었고 9년차부터는 모든 전기버스 충전방식이 경제성을 나

타낸다. 이에 전기버스에서 충전으로 인한 지연시간을 고려하여 

차량이 추가되고 차량비용 및 인권비용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플러그인 충전방식이 가장 높은 경제성이 있다. 또한 CNG 충

전방식은 버스 수명을 고려하여 13년차에 차량교체를 실시하고 

15년차에서는 충전소가 15년 주기로 교체되어 비용이 발생하였

다. 전기버스 충전방식은 3.4년의 주기로 배터리를 교체하여야 하

므로 비용이 발생한다. 

그림 5에서 노선 708은 20년간 B/C비율 분석을 CNG 충전방

식은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차량비용만 고려하

여 4년차까지는 가장 좋은 B/C ratio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5년

차부터 플러그인 충전방식이 CNG 충전방식보다 먼저 경제성을 

나타내었고 13년차부터는 모든 전기버스 충전방식이 경제성을 나

타낸다. 또한 정차시간이 다소 길어 충전으로 인한 지연시간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에 플러그인 충전방식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

을 나타내었다. 또한 CNG 충전방식은 버스 수명을 고려하여 13

년차에 차량교체를 실시하고 15년차에서는 충전소가 15년 주기

로 교체되어 비용이 발생하였다. 전기버스 충전방식은 4.1년의 주

기로 배터리를 교체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한다. 

6. 결  론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온 상승을 대비하여 기존 운행되고 있

는 CNG버스에서 전기버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개발 된 전기버스는 3가지 충전방식 (플러그인 충전방식, 배터리 

교환방식, 무선 충전방식)이 있으며, 지역 노선에서의 전기버스 

도입에 따른 최적의 충전방식을 택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의 핵심 

과제이다. 이에 국내 대구광역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선을 선정

하여 전기버스 도입 시 기존 CNG버스와 3가지 충전방식의 전기

버스를 20년간 운영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경

제성 분석에서 NPV와 B/C ratio을 통해 수익 발생시점을 확인하

고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구광역시 버스노선 2곳을 선정하여 동

일한 거리에서 배차간격을 달리 주어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CNG버스 충전방식에 비해 전기버스 충전방식이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이에 버스노선별에서 전기버스 충전방식 

중에 추가차량이 요구되는 노선과 추가차량이 요구되지 않는 노

선에서의 차별성을 확인하고 경제성이 높은 충전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목표이다.

518노선에서는 전기버스 중 플러그인 충전방식이 가장 높은 

경제성을 지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초기비용은 높지만 배차

간격으로 인해 추가차량이 요구되어 배터리 교환 방식이 무선 충

전방식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518노선에서는 대체

로 전기버스 충전방식들이 비슷한 경향의 경제적 이익이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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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노선에서도 전기버스 중 플러그인 충전방식이 가장 높은 

경제성을 지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708노선에서는 배차시간

이 충전시간에 비해 다소 길어서 전기버스 충전에서는 지연시간

이 발생되지 않아 추가차량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선 충

전방식이 초기비용이 높은 배터리 교환방식보다 더 높은 경제성

을 나타내었다. 이에 추가차량이 요구되지 않는 노선일 경우 배

터리 교환방식은 다른 전기버스 충전방식들에 비해 경제성이 낮

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배차시간이 짧고 동

일 정류장에 여러 노선의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면 배터리 교환

방식은 다른 전기버스 충전방식들에 비해 인프라 구축비용이 상

당히 절감이 되고 추가차량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

로 가장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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