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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에너지 부문 친환경성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생

산 및 소비측면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에너지 부문의 변화

는 전력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발전원료 비중의 변화 및 수송부문의 연료전환일 것이다.

과거 전력생산에 주로 사용된 원료는 원자력과 석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양광

과 풍력 등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전력생산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30년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20%(산

업통상자원부, 2017)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조달하고, 2040년에는 전체 발전량의 약 30 

~ 35% 수준(산업통상자원부, 2019)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정

책의 구체적인 목표다. 또한 이근대 외(201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발전의 

기술혁신과 원가하락이 지속될 경우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비중 그리고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 및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송부문에서는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LPG 등)이 주된 연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

나 최근 전기자동차의 급격한 보급에 따라 전력으로 연료대체가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

는 한국판 뉴딜(관계부처 합동, 2020)을 통해 2025년까지 113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

기로 계획하였으며, 보급 계획된 전기차에는 승용(택시 포함), 버스, 화물 등 다양한 육

상 수송수단이 포함되어 있어 육상교통 전(全) 부문의 전력화도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력생산의 친환경성 확보 및 수송부문의 전력소비량 증가

와 화석에너지 소비 감소를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는1)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교통수단 가운데 특히 “사업용 승용차(택시)”의 연료전환에 따른 

환경편익 추정을 주요 목표로 하였으며,2)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고려한 결정

이다. 첫째로 택시는 대도시에서 비사업용 승용차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주행거리를 운

행하는 특성상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밀접한 대기환경편익 증진을 위해 필수 연료전

환 대상이라는 점, 둘째로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일반 소비자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구

1) 최근 우리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2020년 10월 28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2) 본 연구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 택시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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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 이루어져 연료전환 정책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후 정책 집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사업용 승용차인 택시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

책 의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연료전환을 시행할 수 있는 부문이라는 특징이 반

영된 결정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와의 유사

점 및 본 연구만의 차별성을 정리하였다. 제 III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와 주

요 추정(연구) 방법론을 설명하였으며, 제 IV장에서는 연료전환에 따른 대기환경편익

을 추산해보았다. 제 V장에서는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

며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II. 선행연구 정리

수송부문 연료전환의 대기환경개선편익은 사용연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환경피해비용을 비교하여 추정할 수 있는데, 전력사용에 따른 환경피해비용이 석유제

품 사용으로 발생되는 환경피해비용보다 적을 경우 대기환경개선편익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전기자동차 운행을 위해 사용되는 전력이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으로만 조달된다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 대비 전

기자동차의 대기환경편익이 당연히 높을 것이다. 반면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의 대부분

이 석탄화력 발전으로 조달될 경우에는 다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3)

내연기관 자동차는 사용연료가 명확하여 사용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이 

용이한 편이다.4) 반면 전기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전력은 동일전력량을 사용하여도 생산

연료원별 비중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이할 수 있다. 전력은 생산되는 시간대

에 따라 발전원별 비중도 변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운행을 위해 충전하는 시간대가 다

를 경우, 동일전력량을 사용하여도 환경피해비용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환경피해비용 추정을 위해서는 운행에 사용되

3) IEA(2019)에서는 석탄발전이 대부분인 국가들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배터리형 전기자동차보다 CO2배

출량이 적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4) 본 연구의 대상인 택시는 내연기관차의 경우 LPG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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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전전력의 발전원별 비중 추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첫 번째 요소는 국가적(또는 지역적) 전력시스템에서 생산되

는 전력의 “시간대별 발전원별 비중 추정”이다. 전력생산에는 다양한 발전연료가 투입

되며, 일반적으로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LNG) 그리고 태양광 및 풍력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전기는 앞서 언급한 발전원을 통

해 발전되는 전력이 동시에 공급되므로 시간대별 발전원별 비중에 따라 해당 시간대의 

소비전력믹스가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의 발전원별 비중 도출에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전기자동차의 

충전패턴에 따른 시간대별 충전전력량 추정”이다. 전기자동차는 운전자의 편의에 따라 

시간대에 상관없이 충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력 판매회사는 최대부하시

간이 아닌 야간시간대의 전기자동차 충전을 유도하고 있으므로5) 실제 전기자동차 충전 

시간은 경제적 관점에서 야간시간대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의 비중은 생산전력의 시간대별 발전원별 비중과 충전시간대를 동시에 반영하여 

추정되어야만 한다. Graff Zivin et al.(2014), Holland et al.(2016), 전호철(2019), 박명덕

외(2019)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생산전력의 시간대별 발전비중을 추정한 후 중소형 

전기자동차의 시간대별 충전전력 패턴을 적용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확대가 가져오는 대

기환경편익을 추정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정책적 지원에 따라 기존택시를 전기택시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대

기환경개선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수립된 전력부문 국가계획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활용하여 충전전력의 발전원별 비중을 추정하였다. 전력시장이 

민간에게 개방되어 있는 해외국가에서는 국가 중심의 공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연구별로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발전원별 비중을 추정하는 반

면, 국내 전력공급은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미래에 생산되는 전

력의 발전원별 비중은 국가계획을 기반으로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전기택시가 보급되는 미래시점에 차량운행을 위해 사

용되는 충전전력의 발전원별 비중을 정부의 중·장기 전력생산계획을 기준으로 추정한 

점에서 국내 선행연구들이 대체적으로 충전전력의 발전원별 비중을 과거시점의 발전실

5)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제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야간시간이 저렴한 계시별 요금제가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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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활용한 것에 비교할 때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6) 또한 미래시점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발전원별 비중을 국가계획에 기반하여 전력부문과 수송부문에서 수립된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송부문의 전력소비 확대가 유발하는 대기환경오염은 화석에너지 소비에서 발

생하는 대기환경오염과는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다. 전기는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이 상이한 관계로 전력 소비지에서는 대기환경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

나 전력생산에 화석에너지가 투입되는 경우 전력 생산지에서는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전기자동차가 운행되는 지역에서는 연료(전기)사용으로 인한 대

기오염이 발생하지 않지만 석탄화력 발전소가 운영되는 지역에서는 대기환경오염이 발

생하며, 일반적으로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은 일치하지 않는다. 전호철(2017)과 

Holland et al.(2016)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지적하였으며, 특히 Holland et al. 

(2016)은 전력생산에 따른 환경피해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보조금 지급규모에 편차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수송부문 연료 사용(소비) 중심의 환경피해비용 비교를 넘어 수송 연료의 생산단계부

터 최종소비단계 전반에 걸친 환경피해비용을 추정·비교하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7) 

이는 전과정 평가 또는 생애주기분석(Life-Cycle Analysis, LCA)으로 불리는 환경피해

영향 평가방법이며, 관련 연구로는 김재경(2017)과 IEA(2019) 등이 있다. 전과정 평가 

또는 생애주기분석을 통해 추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전기자동차 보

급 확대에 따른 대기환경편익 효과가 발생하나, 지역별 전기자동차의 대기환경편익은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 이어지는 본 연구는 사용연료의 전환(Tank to Wheel)의 관점에서 대기환경

편익을 추정하였으며 시간대별 생산전력과 전기자동차의 충전패턴을 고려했다는 점에

서 Graff Zivin et al.(2014), Holland et al.(2016), 전호철(2019)과 유사한 연구 접근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력산업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토대로 미래에 생산될 전

력의 발전원별 비중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대기환경편익 분석에 활용한 점은 본 연구의 

6)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30년 20%까지 증가하도록 계획되어 있지만 과거 발전비중을 사용할 경우 정부정

책에 의해 향후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편익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7) 사용연료 기준은 “Tank to Wheel”, 생산단계부터 최종소비까지 평가하는 것은 “Well to Wheel” 로 지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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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점이다.8) 

또한 본 연구는 LPG를 사용하는 영업용 승용차(택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

이다. 영업용 승용차인 택시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의 대기환경효과를 추정한 연

구는 많지 않다. 과거 고준호 외(2017)에서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을 바탕으로 대

기오염 저감 효과를 추정한 부분은 본 연구와 일정 수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전력생산

에서 발생되는 환경피해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III. 자료 및 연구방법론

1. 서울시 택시 기초자료 분석

1) 서울시 택시 면허대수 및 주행거리

서울시의 택시 수는 면허대수를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71,926대로 약 72,000대 수

준이다. 서울시 일반(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면허대수는 각각 5년 평균 22,669대 및 

49,256대를 기록하였는데, 매년 서울시 총 택시 면허대수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이는 2005년부터 실시한 택시총량제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표 1>, 향후 

관련 정책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한 서울시 택시 면허대수는 약 70,000대 수준을 지속적

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서울택시 면허대수

연도 일반(법인) 개인 합계

2015 22,760 49,336 72,096

2016 22,738 49,269 72,007

2017 22,643 49,249 71,892

2018 22,603 49,225 71,828

2019 22,603 49,202 71,805

평균 22,669 49,256 71,926

자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통계, 매년 12월 31일 기준.

8) 국가의 중장기적 전력정책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미래 환경편익 추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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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택시의 기준 운행거리 도출을 위해 안기정 외(2017)의 2015~ 

2016년 서울택시 대당 일일 영업거리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안기정 외(2017)은 서

울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대당 일일 영업거리를 각각 추산한 후 서울택시의 대당 일

평균 운행거리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를 때 서울택시 한 대당 일평균 주행거리는 2개

년(2015~2016년) 평균 약 149km 수준이다. 해당 일평균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 서울택시 한 대당 약 54,385km를 주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9) 본 연구에서는 계

산의 편의를 위해 서울택시 한 대당 연간 약 55,000km를 주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2>.10)  

<표 2> 2015~2016년 서울택시 한 대당 일평균 주행거리 추정

구분
서울택시 한 대당 일평균 영업거리(km/대)

2015년 2016년 평균

개인택시 107.8 106.7 107.3

법인택시 195.5 186.0 190.8

합계 151.6 146.4 149.0

자료: 안기정 외(2017), 63p.

2) 서울 전기택시 보급전망 및 연간 전력소비량 추정

본 연구는 서울시의 전기택시 보급목표는 고준호 외(2017)의 전기택시 보급 전망자

료를 토대로 2020~2030년 기간의 서울시 전기택시 누적 보급대수를 추정하였으며, 

2020~2025년 및 2025~2030년 사이의 “간년(間年) 보급대수”는 선형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고준호 외(2017)의 보급목표대로 전기택시가 보급될 경우 2030년 서울시 

전기택시의 약 88%가 전기택시로 전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의 전기택시 보급정책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환경편익을 추정하려면 연간 서울

시에 보급된 전기택시의 운행에 필요한 전력소비량을 산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

9) 개인택시의 경우 3부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일은 365일의 2/3인 243일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영업일당 운행거리는 일일 운행거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고준호 외(2017) 참조).

10) 박명덕 외(2019)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운행거리를 약 13,500km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영업용 승용

차는 일반승용차에 비해 연간 41,500km(일반승용차 대비 4배 수준)를 더 운행한다고 간주한 셈이다. 



수송부문 연료전환 효과 분석: 사업용 승용차 부문을 중심으로

• 451 •

울시에 보급된 전기택시의 연도별 연비를 먼저 추산해야 한다. 전기자동차는 기술혁신

에 의해 연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도별로 신규 진입된 전기택시

의 연비를 고려하여 가중평균된 연도별 전기택시 연비를 추정해보았다.11) 연도별 전기

택시의 연비는 아래 식 (1)과 같이 계산 가능하다.



 



  






  





 (where 2020 ≤   ≤ 2030) (1)

･ 

  :   년도 전기택시 연비(Volume Weighted Average)

･  : 년도 신규 전기택시 연비 

･  : 년도 신규 전기택시 도입량

또한 택시는 운행거리가 많은 특성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운행

연한(차령)이 한정된다. 차령 만료 전에 임시검사를 통과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에 따라 차령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준호 외(2017)에서는 해당 법령을 감안

하여 법인 전기택시는 6년, 개인전기택시는 10년으로 교체주기를 설정하였다.12) 법인

전기택시가 6년마다 대폐될(폐차한 후 신규 택시 운행을 의미) 경우 2020년에 보급된 전

기택시는 2026년에 신규 차량으로 대체될 것이며, 2026년 신규 전기택시 연비는 2020

년 전기택시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년 신규로 보급되는 전기택시와 대폐차량을 고려하여 연간 

운행되는 전기택시의 가중평균 연비를 구한 후 전기택시 운행에 소요되는 연간 전력소

비량을 추정하였다<표 3>. 이에 따라 전기택시 보급 초기인 2021년에는 약 101GWh의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 서울택시의 약 88%가 전기택시로 전환되는 2030

년에는 약 582GWh 수준의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11) 전기자동차의 연비개선 전망은 BNEF(2019)를 사용하였으며 2020~2024년의 전기자동차 연비는 한국에너

지공단(2019)에서 제시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12) 법인전기택시와 개인전기택시의 대폐차는 각각 연간 3,600대, 4,900대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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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울시 전기택시 보급전망 및 전력소비 추정

연도

서울시 전기택시 보급량(대)
대폐차량(대)

연간

전력소비

(MWh)

전기택시 연비(km/kWh)

누적 보급량

신규차량 가중평균연간 신규 보급량 법인

(6년)

개인

(10년)법인 개인

2020 3,900 300 3,600 - - 37,968 

5.65

5.65

2021 10,400 1,600 4,900 - - 101,249 5.65

2022 16,900 1,600 4,900 - - 164,530 5.65

2023 23,400 1,600 4,900 - - 227,810 5.65

2024 29,900 1,600 4,900 - - 291,091 5.65

2025 36,400 1,600 4,900 - - 349,697 

6.07

5.73

2026 41,800 1,300 4,100 300 - 398,279 5.77

2027 47,200 1,300 4,100 1,600 - 446,291 5.82

2028 52,600 1,300 4,100 1,600 - 494,458 5.85

2029 58,000 1,300 4,100 1,600 - 542,740 5.88

2030 63,400 1,300 4,100 1,600 3,600 581,842 6.57 5.99

주: 고준호 외(2017), p.32, 전기택시 연간 보급전망 자료를 활용하되, 간년도 수치는 선형증가 

가정.

자료: 고준호 외(2017), pp.30~32; 한국에너지공단(2019); BNEF(2019).

3) 전기택시 충전패턴 도출

전기택시의 전력충전 패턴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선행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국내의 경우 이제 막 전기택시의 보급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해외의 경우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택시보다는 자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택시의 시간대별 전력소비

량을 추정하기 위해 택시의 과거 운행패턴을 토대로 시간대별 비운행률을 산출해보았

으며, 서울시 전기택시의 시간대별 충전패턴은 택시의 총비운행률 대비 시간대별 비운

행률의 비중으로 가정해보았다.

안기정 외(2017)에 따르면 약 7만 대의 택시가 모든 시간대에 운행하는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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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법인택시는 10,722대, 개인택시는 12,195대가 운행하고 있다. 즉 하루 평균 

약 23,000대 정도가 시간대별로 운행하고 있는 셈이다<그림 1>. 또한 각 시간대별로 운

행하지 않는 전기택시의 경우 충전소에 방문하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전기택시의 시간대별 충전패턴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기초

자료가 부족한 탓에 불가능에 가까운 점을 감안, 본 연구에서는 택시의 총 비운행률 대비 

시간대별 비운행률의 비중을 택시의 시간대별 충전패턴으로 가정하였다.13)

한편 서울시 전기택시의 연간 시간대별 충전량을 가장 적절히 배분하려면 실제 전기

택시의 요일별·계절별 24시간의 충전패턴을 활용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이에 필요한 공

신력 있는 통계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기택시의 충전패턴이 

요일 및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할 것이라는 가정을 적용하였다.

시간대별 택시의 운행률은14) 안기정 외(2017)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안기정 외

(2017)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 운행패턴에 차이가 존재하나 전체 택

시의 운행패턴 관점에서 보면 심야시간대(23시~다음 날 1시) 운행량(운행대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벽 5~6시의 운행률은 평균 22%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택시운전자의 교대시간의15)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

Holland et al.(2016), 박명덕 외(2019), 전호철(2017, 2019)에서는 EPRI(2007)에서 도

출한 전기자동차 충전패턴을 활용하여 시간대별 전기충전량을 추정하였는데, EPRI 

(2007)의 전기자동차 충전패턴은 계시별 요금제를 기반으로 개인의 가정에 있는 주차장

에서 충전하는 충전 형태를 반영하고 있어 야간시간대에 충전전력량이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사업용 전기자동차는 충전요금제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이용률이 높

은 야간시간대에 운행을 많이 하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다면 일반 전기자동차의 충전

패턴과 상이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13) 택시의 비운행패턴을 충전패턴으로 본다는 가정은 연료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택시가 급속보다는 완속 충전

을 선호하고, 완충에 4~6시간이 걸리는 완속충전을 위해서는 개인택시의 경우 운행 후 집에서, 법인택시의 경

우 교대근무 후 차고지 등에서 충전할 것임을 감안할 때 다소 무리가 따르는바, 추후 전기택시 보급의 확산과 함

께 필수적으로 충전패턴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 수집 및 제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14) 비운행률(%) = {1–(운행률/100)} × 100

15) 안기정 외(2017)에서는 오전4시를 운전자 교대시간으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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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간대별 택시 운행대수

자료: 안기정 외(2017), p.65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도식화.

이상에서 살펴본 시간대별 운행률 및 운행대수를 역산하여 비운행률을 산정하고 이

를 24시간에 배분하여 시간대별 충전패턴을 도출해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예측한 

바와 같이 비사업용 전기자동차의 충전패턴과 상당히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을 쉽게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2> 전기택시 충전패턴

자료: 안기정 외(2017), p.65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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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대별 전력생산량의 발전원별 비중 추정

1) 연간 총전력수요의 일‧시간대별 분할 방법

국내에서의 전력거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전력거래소에 개설하는 전력시

장(전력 도매시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전기사업법 제 31조), 전력 수급의 안정

을 위해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전기사업법 제 25조). 즉 우리나라

에서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전력거래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대부분의 전력거래가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만 발생한다. 또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정부는 매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므로 보다 정확한 미래 전력수요 및 발전원별 비중의 추정

을 위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자료를 활용해야만 한다.16)

가장 최근에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17)을 보면 연간 최

대부하는 동계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있고 연간 전력소비(최종수요)는 2017년부

터 2031년까지 연평균 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8차 전력수

급기본계획의 동계 최대부하 정보와 연간 전력소비(최종수요)를 2017년 시간대별 전력

거래량 데이터 패턴에17) 적용하여 8,760시간(365일 × 24시간)으로 분할된 시간대별 전

력수요를 추정하였다.18)

한편 미래 최대부하와 미래 연간 전력수요는 2017년 전력거래량 실적에서 발생한 최

대부하와 연간 각 시간대에서 발생하는 발전량의 격차만큼 배분되었다. 배분된 연간 전

력량과 계획된 목표수요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도별 부하율”을 기준으로 잉여

(부족) 전력 소비량을 시간대별로 차감(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2) 연간 시간대별 생산전력의 발전연료별 비중 추정

전력은 대규모 저장이 매우 어렵고 매 시간별로 생산과 소비가 일치해야 하는 물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전력의 생산은 해당 시간의 수요와 일치하도록 생산되어야 하

16)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수요의 장기전망 및 발전원별 설비계획이 포함된다.

17) 공공데이터 포털,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시장 정보(https://www.data.go.kr/dataset/3043737/fileData.do, 접속

일자: 2020.2.5.), 최대부하 발생시간대는 12월 14일 오전 10시이다.

18) 연도별 부하율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을 일정하게 배분하였으며, 시간대별 전력소비 패턴은 연간 일정한 것으

로 가정하였다(한국전력거래소 전력시장 정보(공공데이터 포털) 중 시간대별 전력거래량 데이터를 활용한 관

계로 2017년의 발전량과 최대부하 실적치와 일부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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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국내에서는 전력의 수급을 담당하는 계통운영기관(전력거래소)이 일정한 규칙에 따

라 발전설비별로 전력생산을 지시함으로써 전력 수급을 일치시킨다. 국내 전력시장에

서 운영하고 있는 “변동비반영 발전시장”은 저렴한 변동비를 가진 발전설비부터 급전

지시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①신재생에너지 → ②원자력 → ③석탄 

→ ④LNG의 순서로 발전된다. 

이렇듯 고도로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전력수요 및 급전지시에 따라 생산되는 발전원

별 전력생산량을 전망·예측함에 있어 계량경제학 또는 통계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

는 기법을 적용하기란 매우 어렵고, 나아가 전망 방법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 역시 쉽

지 않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처럼 전력시장이 자유화된 국가에서

는 미래의 전력소비량 및 발전원별 비중 예측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대체로 과거 실

적에 기반한 발전원별 비중 추정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는 국가의 중장기 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미래의 전력사용량 및 전력생산설비 

규모가 정해지므로, 발전원별 비중 추정 시 국내 전력시장규칙을 적용하여 시장모의

(Simulation)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간 시간대별로 배분한 전력생산량을 기준으로 국내 급전순위 및 이

용률을 반영하여 각 시간대별 원별 발전량을 추정하였다.19) 원자력, 석탄, 석유, 양수, 태

양광 및 풍력을 제외한 기타 신재생에너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자료

를 바탕으로 이용률을 산출하였다<표 4>.20)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변동성 전원은 시간대별 발전량이 상이하여 시간대별로 동일

한 설비이용률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및 육상풍력 발전기의 

2017년 발전실적 자료(공공데이터)를 토대로 태양광 및 풍력의 월별‧시간대별 발전비중

을21) 추정하였다(박명덕 외, 2019). 이렇게 작성된 태양광 및 풍력발전의 24시간 월평균 

발전패턴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2020~2030년 태양광‧풍력 발전량에 적용하

여 연간 시간대별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을 추정해보았다.

19) 2030년 원별 설비이용률만 추정할 수 있을 뿐 간년도(2020~2029)의 원별 설비이용률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

가 없는 관계로 2030년 원별 설비이용률을 간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20) McCarthy et al.(2010)은 급전(distpatch)방식을 적용하여 스프레트쉬트(spreadsheet) 기반의 모의프로그램

으로 California 전력시장을 모의하였는데 본연구의 시장모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인다.

21) 태양광, 풍력발전량의 비중은 12개월 × 24시간 행렬로 배분되면 비중의 총합은 100%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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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 시나리오 발전원별 발전량 및 이용률

2030년

분류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석유 양수 계

발전량

(GWh)

150,325

(23.9) 

227,060

(36.1)

118,876

(18.8) 

125,795

(20.0)

1,887

(0.3)

5,032

(0.8) 

628,975

(100)

설비 

(MW)
20,400 39,921 47,460 58,461 1,391 6,100 173,732

이용률 84.1% 64.9% 28.6% 24.6% 15.5% 9.4% -

주: ( )는 원별 발전비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7), p.83의 2030년 전원구성전망을 바탕으로 필자가 직접 산출.

기저전원(원자력 및 석탄)과 기타신재생 발전원, 그리고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을 제

외하고 남은 시간대별 전력 소비량은 첨두부하 전원인 LNG로 조달하게 된다.22) 이를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아래 식 (2)와 같다.


  

  




 
   


  



 
  

  
  




  




 
  

  
  




  




 
  



 (where 2020 ≤  ≤ 2030, 1 ≤  ≤   , 1 ≤   ≤ 24)

(2)

･ 
  : 년도 시간대별() 가스복합() 발전전력량

･   = 8차수급 년도 목표수요

･ 
  : 년도 일별() 시간대별() 발전전력량,   년도 총 일수(365 or 366)

･ 
  : 년도 원별(=1 SIM 5) 설비용량(간헐성 자원 제외)

(=1 → 원자력, =2 → 석탄, =3 → 석유, =4 → 양수, =5 → 비간헐성 신재생)

･ 
  : 년도 원별() 연간 설비이용률

･
  : 년도 간헐성 자원(=1, 2) 설비용량(=1 → 태양광, =2 → 풍력)

･ 
  : 년도 간헐성 자원() 일별(), 시간별() 설비이용률

22) 본 연구의 전력시장모의는 송전 및 열제약 등을 반영하지 않고 순수하게 변동비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가격결

정발전계획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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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분석

1. 서울시 전기택시 연간 충전믹스 분석

연간 시간대별 생산전력의 발전비중은 식 (3)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식 (4)는 <그림 2>

에 표현된 시간대별 충전패턴을 적용하여 연도별 전기택시 충전전력의 발전원별 생산

량을 추정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3)

･ 
  : 년도 시간별(h) 원별(q) 발전량비중

･ 
  : 년도 일별() 시간별() 원별() 발전전력량

(=1 → 태양광, 2 → 풍력, 3 → 비간헐성신재생, 4 → 원자력, 5 → 석탄, 6 → 석유,

7 → 양수, 8 → 가스)


  

  



 
 × ×

  (4)

･   : 년도 택시의 충전전력량

･
  : 년도 택시 충전전력의 원별() 생산량

･  : 시간별() 택시의 충전전력 비중

<표 5> 및 <그림 3>은 식 (4)을 통해 추정된 연도별 충전전력량과 비중을 정리한 것이

다. 2025년 약 6.8% 수준의 충전전력 기여도를 기록한 태양광과 풍력은 2030년에 이르

러 13% 수준까지 그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타신재생까지 포함했을 때 203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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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택시 소비(충전)전력의 약 19.6%를 신재생에너지원이 공급할 것으로 예상

된다.23)

<그림 3> 2020~2030년 서울 전기택시 연간 충전전력의 발전원별 기여량

자료: 저자 직접 작성.

<표 5> 2020~2030년 서울시 전기택시 소비전력의 발전원별 비중
(단위: %)

2022 2025 2027 2030

태양광 2.4 3.6 4.5 6.1

풍력 1.6 3.2 4.4 6.9

기타신재생 5.5 6.2 6.3 6.6

원자력 34.0 30.4 26.2 24.2

석탄 40.2 37.0 36.7 36.5

석유 0.6 0.3 0.3 0.3

양수 0.6 0.6 0.6 0.8

LNG 14.9 18.7 20.9 18.6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저자 직접 작성.

23)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으로 전력시장을 모의하였기 때문에 충전전력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도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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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택시 연료전환(LPG → 전기)의 환경편익 분석

2018년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 사업용 LPG 자동차 등록대수

(77,218대)와 서울시 택시 면허대수(71,828대) 는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서울시 택시 연료전환에 따른 환경편익은 LPG에서 전기로의 연료전환에서 비롯

된다 가정하고 이하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전기택시로의 연료전환에 따른 환경편익 추

정 과정은 연간 보급되는 전기택시의 운행거리에 필요한 전력소비량과 LPG소비량을 

추정한 후 발전원별 환경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30년 서울시 전기택시의 전체 주행거리는 약 3,487백만 km24) 수준이다. 동일한 주

행거리를 LPG 택시로 운행하였을 때 사용되는 LPG 소비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별 LPG택시 연비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공단에서 발간하는 “자동

차 에너지소비효율 분석집(에너지공단, 2019)에 제시된 “과거 5년간(2014~2018년) 

LPG 자동차 5-cycle 보정 복합연비”를 활용하였다<표 6>.

2014~2018년 사이 LPG 자동차 5-cycle 보정 복합연비는 2014년 9.27km/L에서 2018

년 8.6km/L로 하락추세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의 택시 연료전환에 따른 대기환경편익 

분석에서는 LPG 자동차의 미래 연비가 2018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25)

<표 6> 최근 5년간 LPG 자동차 5-cycle 보정 복합연비 
(단위: km/L)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비 9.27 9.22 9.00 8.70 8.60

연료전환에 따른 환경편익 추정을 위해서는 연료별 환경피해비용 자료가 필요한데, 

환경피해비용은 시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외부비용”에 해당하여 연구별

로 상이하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5; Parry et al., 2014; 강

만옥 외, 2019; 2013; 안소은 외, 2019).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에너지 제세부담금을 조

정할 목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인 이동규 외(2017)의 LPG 승용차 환경피해비용 산정

24) 3,487백만 km = 55,000km/대 × 63,400대

25) 하락추세를 반영하여 전망할 경우 전기차의 비교환경편익이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연비를 유지한다

는 다소 보수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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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이동규 외(2018)의 발전원별 환경비용 산정결과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동규 

외(2017) 및 이동규 외(2018)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LPG 연료 환경피해비용과 

전기택시 충전(소비)전력 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피해비용 간의 격차를 “전기택시 

운영에 따른 환경편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LPG택시에서 전기택시로의 연료전

환에 따른 환경편익 산정에 활용된 주요 정보를 정리하면 아래 <표 7> 및 <표 8>과 같다.

<표 7> 발전원별 환경비용 정리(발전량 기준)
(단위: 원/kWh)

발전원 SOx NOx PM2.5 CO2 합계

LNG 0.32 4.77 0.33 15.72 21.14

석탄 16.31 17.34 0.82 35.68 91.20

무연탄 22.22 32.36 0.94 35.68 69.79

유연탄 16.21 17.08 0.82 35.68 70.15

주: 석탄 환경비용은 설비비중(유연탄:무연탄 = 1.7:98.3, 2018년 기준)으로 가중평균.

자료: 이동규 외(2018), p.58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발췌하여 사용.

<표 8> LPG 사용 차종별 환경피해비용
(단위: 원/L)

승용 승합 화물

환경피해비용 234 429 424

자료: 이동규 외(2017), p.29에서 발췌.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택시의 보급으로 발생될 연료전환의 대기환경편익을 

<표 9>로 정리하였다. LPG로 택시가 운행될 경우 환경피해비용은 약 27.2원/km로 추정

된 반면, 전기로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할 환경피해비용은 2020~2030년 기간 연평

균 약 5.7원/km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전기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의 거리 당 환경피해비

용이 연도별로 상이한 것은 연간 연비효율 및 충전전력의 발전원별 비중 차이에서 비롯

된 결과다. 

서울시 전기택시 보급에 따른 연료전환의 환경편익은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약 21.5원/km 수준이다. 또한 전기택시의 연간 운행거리를 반영하여 추산한 

“연료전환의 연간 환경편익”은 전기택시 한 대당 평균 118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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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략 88%의 LPG 택시를 전기택시로 전환할 것으로 계획된 2030년 대기환경편익은 

약 76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개인(법인)택시의 일일 운행거리와 운행연한(차령)

을 고려하면 택시 한 대는 약 40만 km를 운행하고 대폐된다고 볼 수 있으며, 택시 한 대

를 기준으로 40만 km를 운행할 경우 대기환경편익은 약 86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표 9> 발전원별 환경비용 정리(발전량 기준)

연도

연료단위 당 

환경피해비용

거리당 환경피해비용

(원/km)

환경편익

(피해비용 절감액)

전기

(원/kWh)

LPG

(원/L)
전기 LPG

1대

(만 원)

누적보급

(억 원)

2020 32.5 234 5.75 27.2 118.1 46.0 

2021 33.4 234 5.92 27.2 117.1 121.8 

2022 33.9 234 6.01 27.2 116.6 197.1 

2023 33.4 234 5.91 27.2 117.1 274.1 

2024 32.7 234 5.80 27.2 117.8 352.2 

2025 32.4 234 5.65 27.2 118.6 431.6 

2026 32.5 234 5.63 27.2 118.7 496.1 

2027 32.6 234 5.61 27.2 118.8 560.9 

2028 32.6 234 5.57 27.2 119.0 626.0 

2029 32.4 234 5.51 27.2 119.4 692.4 

2030 32.0 234 5.34 27.2 120.3 762.7 

추정된 택시 1대당 연료전환의 환경개선편익은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보

조금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대기환경피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

하는 작업은 대단히 난해하며 추정된 피해비용도 각 연구마다 상이하므로 적용하는 환

경피해비용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환경피해비용 산정할 때 대기오염물질 

중 일산화탄소(CO) 관련 비용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으며(전호철, 2017, 2019; Holland 

et al., 2016), 이는 대기환경피해비용 산정 시 연구자의 기준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가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26)27) 그러나 이런 연구결과의 차이는 전력생산량의 대

26) 이동규 외(2017)에서 산정한 LPG 및 휘발유의 환경피해비용 중 일산화탄소의 환경피해비용은 각각 58%, 

67% 수준으로 매우 높다. 따라서 일산화탄소의 환경피해비용을 제거할 경우 LPG 및 휘발유의 환경피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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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재생에너지로 이루어질 경우 해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자별 추정 개선효

과의 절대적인 수치가 지니는 의미보다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의 필요성으로 해

석되어야 할 것이다.

3.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안

본 연구에서 가정한 2030년 전기택시 보급대수는 전체 서울택시의 약 88%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료비 절감에 민감

한 택시사업자의 경제적 편익 증대가 필수적이다. 현행 전기차 충전요금제는 완속(아파

트 충전기)의 경우 야간시간대 요금이 주간시간대 요금에 비해 저렴한 계시별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택시는 야간시간대 운행량이 많은 특성상 비사업용 승용차에 비해 

야간시간대의 저렴한 요금제에 따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전력수요가 낮은 연

휴기간에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발전을 감발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

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계통안정성 확보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전력수요가 낮은 기간(연휴, 주말, 봄 및 가을철) 동안 “주간

시간대 충전을 유도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28)29) 또한 주간

시간대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충전량이 적어 사업용 승용차의 충전 편이성이 타 시간대 

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년 중 봄 및 가을, 그리고 연휴와 주말이 전체 연간 일수의 

은 현저하게 감소한다. 전호철(2019)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대기환경개선효과를 –0.41~10.83원/km

으로 추정하여 본 연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차이는 대상연료(전호철(2017,2019)는 휘발유 및 경유), 

고려된 대기오염물질, 적용된 대기오염물질 별 피해비용 단가, 발전원별 비중 추정방식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7) 본 연구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근거하여 일산화탄소가 대기오염물질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비용을 제외하지 않았다. 

28) 조상민·이승문(2019)과 Jeon et al.(2020)에서는 주간시간대 태양광 흡수를 위해 주간시간대 요금이 야간시간

대에 비해 저렴한 계시별 요금제를 전기자동차에 적용해 분석하였다. 

29) 계통안정성 확보(부하이전)를 위한 계시별요금제가 필요하다면 이는 전기차뿐 아니라 타용도(산업용, 일반용 

등) 요금제도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요금제도는 국내 전력수요 및 요금제도의 전체

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택시라는 특수한 사업용 승용차의 보급 확대

를 위한 수단으로만 가정하였으며 실제로 부하이전을 위한 계시별 요금제의 개발 및 적용은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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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수준이라 가정한 후 해당 기간에 주간시간대에도 요금이 저렴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했을 때 전력계통 안정성 제고 및 사업용 자동차의 전력화가 가져올 경제적 편익을 

간단히 추산해보았다.30) <그림 4>는 주간시간대 요금이 저렴한 계시별 요금제가 1년 중 

70% 의 기간에 제공되고 전력수요가 높은 동·하계기간에는 현행 요금제도가 그대로 적

용된다는 가정하에서 추정한 전기택시의 시간대별 충전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계시별 요금제도를 적용한 충전패턴

자료: 저자 직접 작성.

<그림 4>의 결합충전패턴을 적용할 경우 기존충전패턴에 비해 충전전력의 태양광 발

전비중은 2030년 기준으로 2.1%p 증가하고 석탄 및 LNG 발전의 비중이 각각 0.4%p, 

1% p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기환경개선편익은 3.34억 원 증가한 

766.1억으로 추정되었다.

30) 주간시간대 요금이 저렴한 계시별 요금제도 적용 시 충전패턴 추정은 정규분표를 활용하였다.



수송부문 연료전환 효과 분석: 사업용 승용차 부문을 중심으로

• 465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전력부문 중장기 수급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용 승용차(택시)의 

연료전환으로 발생되는 대기환경편익을 분석하였다. 수송부문의 연료전환, 즉 화석에

너지에서 전력으로 연료를 변경하는 주된 이유는 양(+)의 대기환경편익이 발생한다고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전력은 최종 소비 단계에서는 대기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으

나 전력 생산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대기환경오염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대

기환경편익은 전력생산(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고려해서 파악해야 할 것

이다.

화석에너지(특히 석탄)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할 경우 전기자동차의 대기환경편익과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기환경편익이 서로 상쇄될 수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이 생산된다면 전기자동차의 대기환경편익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정부의 전력생산계획은 석탄화력 비중 축소 및 재생에너지발전 보급 확대로 정리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시간이 경과할수록 전력의 친환경성은 강화될 것이며, 친환

경적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의 대기환경편익 역시 점차 높은 수준을 기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가 LPG에서 전기로 연료를 전환할 때 발생

하는 대기환경편익은 2020~2030년 평균 21.5원/km 수준이다. 사업용 승용차(택시)가 

연간 약 55,000km를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분석기간 동안 택시 한 대당 평균 118만 원/년 

가량의 대기환경편익을 발생시키며 한 대의 사업용 승용차가 폐차시점까지 약 40만 km

를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LPG에서 전기로 연료전환 시 얻는 편익은 약 860만 원 수준으

로 추정되었다. 또한 2030년 기준 서울시 택시의 약 88%가 전기택시로 전환된다면 제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발전원별 비중에 따라 약 763억 원/년의 편익이 발생

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중장기적 전력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용 승용차의 연료전환으로 

발생하는 대기환경편익을 추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정확한 사업용 승용차의 시간대별 충전전력

량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충전시간대에 따라 발전원별 비중이 상이하므로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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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가 달라진다면 대기환경피해비용 규모는 변동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전기

를 사용하는 사업용 승용차의 대기환경피해비용을 보다 정치하게 추정하려면 정확한 

시간대별 충전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들은 대부분 계시별 요금제도를 적용받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충전패턴을 연구해온바, 

본 연구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 향후 전기택시의 보급이 확대되면 실

제 시간대별 충전전력량을 기반으로 충전패턴 등의 기초자료부터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는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인해 발생될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까지 연구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기로의 연료전환이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를 

대기환경편익의 관점에서만 고려하였으나 석유제품에서 전기로의 연료전환은 경제적

인 파급효과까지 추가적으로 발생시킬 것이다. 석유제품과 전력에 부과되고 있는 제세

부담금 수입의 변화는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현재 석유제품에는 교통·에너지세, 교육

세, 지방주행세, 판매·수입 부과금 등이 부과되는 반면, 전력 부문에는 개별소비세(유연

탄, .LNG), 수입부과금(LNG), 지역자원시설세 및 전력산업 기반기금31) 등이 부과되고 

있다. 연료전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제세부담금 규모도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재정적·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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