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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relative efficiency of mobile emission reduction countermeasures through a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pproach and determined the priority of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efficiency. Ten countermeasures 
currently applied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and air pollution materials were selected to make a scenario for evaluation. 
The reduction volumes of four air pollution materials(CO, HC, NOX, PM) and three greenhouse gases(CO2, CH4, N2O) for 
the year 2027, which is the last target year, were calculated by utilizing both a travel demand forecasting model and variable 
composite emission factors with respect to future travel patterns. To estimate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reduction 
countermeasures, this study performed a super-efficiency analysis amo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s. It was found 
that expanding the participation in self car-free day program was the most superior reduction measurement with 1.879 
efficiency points, followed by expansion of exclusive bus lanes and promotion of CNG hybrid bus diff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o not represent the absolute data for prioritizing reduction countermeasures for mobile greenhouse gases and air 
pollution materials. However, in terms of presenting the direction for establishing reduction countermeasures,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policy selection for mobile emission reduction measures and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mid- and long-term 
reduction measures.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기법을 활용하여 도로이동오염원 감 책의 상  효율성 평가

와 그에 기반하여 우선순 를 결정하 다. 재 시행 이거나 장래 계획 가능한 도로이동오염원 감 책들을 근거로 실효성 

높은 자동차 온실가스와 기오염물질 감 책 10개를 선정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 으며, 기오염물질 4개(CO, HC, NOX, 
PM), 온실가스 3개(CO2, CH4, N2O)물질에 해 장래 통행패턴을 고려한 교통수요 측모형과 가변  복합배출계수를 활용하여 

2027년도를 최종 목표년도로 감량을 산정하 다. 감 책들 간의 상  효율성을 평가하기 해 DEA모형  효율성 분석

을 수행한 결과,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  책이 효율성 수 1.879로 가장 우선순 가 높은 감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버스

용차로 확 , CNG버스 보  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동차 온실가스와 기오염물질 감

책 우선순  선정 결정 시 인 자료로 활용될 수는 없지만 감 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자동차 배출량 

감 정책방향 설정  체계 인 장기 감 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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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목

최근 기오염과 함께 가장 요한 환경문제  하나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쟁 으로 

부각되면서 기후변화의 해결을 한 국제  약이 이루

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

하기 해 1992년 리우 UN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

에 한 약(UNFCCC: United N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체결하 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한 국제  력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이후 정부 부처별로 기후변화 약 응

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가 주는 폐

해는 차 심각한 수 으로 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 지 부문 CO2배출량이 2009년 기 으로 세계 9 의 

온실가스 다배출국이며, 국내 수송부문에서 배출된 온실

가스 배출량은 약 82.6백만톤 수 으로 체 배출량의 

13.6%의 비 을 차지하고 그  94.4%가 도로수송부

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도로수송부문의 기오

염물질 배출 비율을 기환경정책지원시스템(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SOX 0.2%, NOX 36.6%, TSP 8.7%, CO 

73.1%의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로수송부

문의 배출비 이 높은 오염물질은 NOX와 CO이며, CO

배출량의 경우 거의 2/3이상 수 이 도로수송부문에 의

해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BAU 비 3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한 각 부문별ㆍ업종별ㆍ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

정과 련하여 수송부문의 감축목표를 34.3%로 설정하

고, 최우선 리 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측

면에서 이를 리하고 억제하기 한 계획  략의 필

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등록 수의 

증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기오염물질이 인구 집지

역에서 집 으로 배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

려하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감하기 한 

노력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수송 분야 책으로서 비용 비 감 효과가 큰 배출

량 감 책 수립에 심이 집 되고 있으며, 자동차 

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 책은 그동안 추진된 유

해 기오염물질 리뿐만 아니라, 탄소 녹색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녹색교통의 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재 국내에서 연구된 각종 책에 따른 자동차 온실

가스와 기오염물질 감량 평가 방법은 감효과에만 

집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비용․편익 심으로 근하

여 왔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개별 사업이나 정책이 사회

 순편익을 증 시키는지의 여부를 악할 수 있고, 따

라서 이 사업이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지 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효과 측정 방식은 각 사업의 

후생효과의 단 (scale)가 서로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안간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한 비용ㆍ편익 분석방법은 특성

상 기에 순편익이 큰 사업이 선택되는데 순편익이 장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환경정책이나 투자 사업은 정부의 

산 배정 시 우선 순 에서 릴 수 있으며, 한 학자

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  할인율의 선택 문제

도 지 할 수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3).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한 효율성(Efficiency)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체로 투입

한 노력이나 자원 비 거두어들인 성과의 비율을 의미

한다. 상 으로 효율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자원을 투

입하고도 더 높은 성과를 거두었거나, 동일한 성과를 얻

는데 소요된 자원이 더 다는 것을 의미하며, 효율이 낮

다는 것은 그 반 를 의미한다. 이러한 효율성을 측정하

기 하여 최근 기업이나 공공 기  등에서 효율성 측정

을 한 방법론으로 경 학과 경제학 분야에서 많이 활

용되는 자료포락분석모형(DEA : Data Envelopment 

Analysis)이 리 응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감 책들에 한 평가의 단 가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동차 온실가스와 기오

염물질을 통합 으로 고려할 수 있는 DEA모형을 활용

하여, 자동차 기오염물질  온실가스의 감 잠재력

을 단하고, 각종 도로이동오염원 감 책들의 상  

우선순 를 평가하여, 정책방향 설정  체계 인 장

기 자동차 배출량 감 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범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배출량 추정기법과 배출계수 등 수송부문

의 감 잠재량 평가와 련하여 기존에 연구되었던 내

용을 검토  반 하여 자동차 배출량 감 책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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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실효성 있는 감 책 발굴  DEA모형을 용

한 상  효율성 평가를 통하여 비용 효과 인 감

책 우선순 를 제시하 다.

각 장 별로 주요 연구내용  구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목 과 내용  범 에 

하여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DEA모형에 한 이론과 

감잠재량 분석 연구를 검토하여 차별성을 제시하 으

며, 제3장에서는 주요 10개의 감 책에 한 시나리

오를 구성하고, 교통수요모형과 가변  복합배출계수를 

이용하여 감 책에 따른 온실가스와 기오염물질 

감량을 산정하 다. 제4장에서는 감 책별 시행 비용

을 산정하여 DEA모형  효율성(Super-efficiency) 

분석을 통하여 감 책별 상  효율성을 분석하여 우

선순 를 제시하고, B/C 분석 결과와 비교하 으며, 제

5장에서는 연구 결과에 한 요약과 결론을 기술하고, 

본 연구의 한계 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 다.

2) 연구의 범

시간  범 는 기 년도 2010년, 간 분석년도 2017

년, 2023년, 2027년으로 설정하 다. 기 년도는 교통

수요모형의 정산 기 이 되는 동시에 경제성 분석 시 

재가치화의 기 이 되기 때문에 주요 통계자료가 조사된 

2010년으로 설정하 다.

공간  범 는 국으로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 고

려하고 있는 감 책  승용차 요일제, 혼잡통행료 부

과 등의 감 책은 주로 도시부에 용되며, 그린카 보

 책이나 노후차량 조기폐차 등과 같은 책은 국

권에 용되는 등 책별로 용 상의 공간  범  차

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 감 책별로 공간  범 의 

구분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동일한 기 에 의한 분석결

과의 상호 비교를 해 기  분석자료의 일치성이 필요

하며, 특히 감 책의 향에 따른 배출량 감 효과에

는 특정 권역에 국한하지 않고 역 으로 미치는 향

을 포함하기 해 분석의 공간  범 는 국으로 일치

시켰다. 다만, 분석 기 자료는 KTDB의 국권 교통수

요 분석용 네트워크  O/D를 활용하 으나, 도심부의 

상세한 분석을 해 국권 KTDB에 한 기존 250개

의 존 체계를 426개의 존 체계로 상세화하 다.

감 책 시나리오의 경우, 행 시행 이거나 장래 계

획 가능한 감 책들  실효성 높은 재 용가능하리

라 단되는 억제 략(AS; Avoid Strategy) 3개, 환

략(SS;Shift Strategy) 2개, 개선 략(IS; Improve 

Strategy) 5개로 총 10개의 감 책을 구성하 다. 

여기서, 억제 략은 승용차 등의 자가용 이용을 억제함

으로써 교통수요를 조 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승용차요일제 확 , 

기업체교통수요 리 확 , 혼잡통행료 부과 확  책을 

분석하 다. 환 략의 경우 승용차 심의 교통수단수

요를 도보, 자 거, 교통 등의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

단이나 고효율 교통수단으로의 환을 유인하는 략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버스 용차로 확 , 경차보  

활성화 책을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개선 략은 친환

경자동차 신규기술개발  에코드라이빙, 공회  방지 

등의 운행습 개선 책 등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기차 보 , 하이 리드차 보 , 수소연료 지차 보 , 

조기폐차 활성화, CNG 하이 리드 버스 활성화 책에 

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기존 문헌 고찰

1.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모형

교통투자 사업이나 환경 감 정책목표 달성을 한 

구체 인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경제  타당성을 평가하

기 하여, 주로 편익/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을 구한다. B/C기 을 사용하여 개별 사업이나 정

책이 사회  순편익을 증 시키는지의 여부를 악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업이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지 

악할 수 있다. 경제성 분석의 경우 개별 사업에 한 타

당성평가에 용이 용이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으나 여

러 감 책들 간 상  우선순 를 산정하는 것에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안

들 간의 상  우선순 를 평가하기에 용이한 DEA을 

활용하여 감 책들 간의 비용효율성을 평가하 으며, 

이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DEA는 동업종 조직들의 효율성을 선형계획모형을 

이용하여 한 조직의 효율성을 다른 조직들과 비교하여 

상 으로 평가하게 해 다. 다시 말해서 선형계획법에 

바탕을 둔 효율성 측정개념으로 일반 인 생산가능 집합에 

용되는 투입물과 산출물 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장 

효율 인 론티어(생산가능곡선)를 도출한 후 다른 평가

상들이 이 론티어를 기 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

는지의 여부로 비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다(Lee, 2010a). 

즉, DEA는 투입과 산출의 명확한 인과 계를 밝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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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비 리 이며 공 인 의사결정단 들의 상  

효율성을 평가하기 하여 개발된 기법이다. 선형계획법을 

이용한 가장 효율 인 의사결정단 (DMU : Decision 

Making Unit)1)의 런티어를 구성하여 DMU간의 

상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효율성은 총 산출

(aggregated output)과 총 투입(aggregated input)

의 비율로 식(1)로 표 할 수 있다. 

Efficiency= ⋯

  ⋯
=









  




(1)

여기서,

 : r번째 산출물의 가 치, : r번째 산출물의 값

 : i번째 투입물의 가 치, : i번째 투입물의 값

s : 산출물의 수, m: 투입물의 수

DEA의 장 을 살펴보면 다수재 상황을 쉽게 묘사할 

수 있고, 주어진 자료만으로 생산 계를 추정하여 효율

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잔차에 해 통계  분포 가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주어진 자료만으로 투입/산출의 생산

계를 모수 (parametric) 근법에서 요구되는 함수

형태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 (non-parametric) 

근법으로 추정하므로 함수형태에 해서 사 인 가정

을 할 필요가 없다. 한, 실제로 측된 자료의 단 를 

통일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그 로 사용하여 분석가능하

며 통 인 방법과 달리 검증을 한 가설이 불필요하

다(Sherman and Gold, 1985; Shin, 2009).

그러나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갖는다. 첫째, DEA 모형이 산출해 주는 효율성은 

상  효율성일 뿐  효율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Adler et al., 2002). 둘째, DEA 모형은 비모수 인 방

법에 의해 효율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통계 인 가설을 검

정하기는 어렵다(Min et al., 1999). 셋째, 효율성 평가 

결과가 비교 상 DMU의 수와 투입  산출요소로 사용

된 변수의 수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다(Nunamaker, 

1985). 

DEA모형은 다수의 투입요소를 사용하여 다수의 산

출물을 생산하는 생산조직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한 모

형으로 연구목 에 따라 여러 가지 모형으로 제시할 수 

있다. 효율성 모형에서 가장 리 이용되고 있는 모형은 

Charnes, Cooper and Rhodes(1978)의 CCR모형과 

Banker, Charnes and Cooper(1984)의 BCC모형이

다. 이 두 모형은 투입요소에 을 두는가, 산출물에 

을 두는가에 따라 투입지향(Input Oriented)과 산출

지향(output Oriented)으로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모형에서 가장 리 이용되고 있는 CCR모형과 

DEA 모형의 기본 개념을 따르고 DMU들 간의 순 를 

선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용한 효율성(Super- 

efficiency) 모형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CCR비율모형은 모든 DMU의 투입에 한 산출의 

비율이 1을 과해서는 안되며 각 투입  산출요소의 

가 치는 0보다 크다는 제약 하에 투입과 산출비율을 최

화 시킬 수 있는 가 치를 결정하는 모형으로 식(2)와 

같이 표 된다.

 


 






  




(2)

 


 






  




≤1 ,    j=1, 2,⋯, n

 ≥ 0,    = 1, 2,⋯, m

 ≥ 0,    = 1, 2,⋯, s

여기서,

 : k번째 DMU의 효율성

 : k번째 DMU의 번째 산출물의 양

 : k번째 DMU의 번째 투입요소 사용량

 : k번째 DMU의 번째 산출물 가 치

 : k번째 DMU의 번째 투입요소 가 치

s : 산출물의 수, m : 투입물의 수

DEA를 이용하여 효율성 분석을 실시할 경우 효율  

집단, 비효율  집단으로 구분되고, 비효율  기업에 

해서만 효율성 순 를 부여할 수 있지만 효율  기업에 

해 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  그룹의 

1) 여기서 평가 상이 되는 단 를 의사결정단 (DMU)라고 하는데 각 DMU는 여러 가지 투입요소를 이용하여 다양한 산출물을 생산하는 단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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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ncept graph of super-efficiency

DMU도 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미 있는 분석이 될 수 

있다(Woo, 2010). 즉, DEA분석 결과 효율  DMU집

단 내에서의 순 정보가 요한데 일반 인 DEA분석으

로는 이를 찾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Anderson and Peterson(1993)은 효율성이 1인 

DMU를 상으로 효율성 1을 유지하면서 투입요소를 

최 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효율성(Super-efficiency)

기법을 제시하 다. 1의 효율성 값을 갖는 DMU들이 

무 많은 경우에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DMU를 선택하거

나 각 DMU간의 우선순 를 선정할 수 없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론이 효율성 모형

이다. 즉, 효율성기법이란 효율 인 런티어선상에 

있는 DMU간의 상  우 를 비교하기 하여 제안한 

모형이다. DMU의 효율성 값은 1보다 커질 수 있으며 

측정 상 DMU와 효율성 런티어 사이의 거리를 측

정하여 DEA 기본 모형의 효율성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효율  DMU의 효율성을 측정한다. 

Figure 1에서 통상의 CCR모형은 A-B-K-C-D로 

이어지는 생산변경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게 되고, 

A, B, K, C, D 5개의 DMU는 모두 효율 인 런티어

선상에 있으므로 효율성은 모두 100%이다. 효율성기

법은 상  우 를 비교하기 하여 DMU의 효율성 계

산 시 해당 DMU를 집합에서 제외시켜서 측정하도록 고

안된 모형이다. 를 들어, Figure 1에서 의사결정 단

인 K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해 K 을 배재하여 분석하

면 런티어선이 A-B-C-D와 같이 주어지고 K 은 K1

으로 투 되면서, 그 결과 K 의 효율성은 OK1/ 

OK이 되므로 그 값은 1보다 큰 효율성 값이 나타난다. 

한 런티어선 내부에 분석 상 측 이 존재하는 경

우에는 효율성 값이 1보다 작다. Fiugre 1에서 E 의 

경우, E 을 배재하여 분석하여도 런티어선의 모양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OE1/OE < 1의 값을 나타낸다. 

효율성 값이 클수록 생산변경을 확장하는데 더 큰 공헌

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Figure 1에 나타낸 것과 같

이, B 은 그 을 제거하고 나서 형성되는 런티어

(A-K-C-D)로부터 가깝게 놓여있기 때문에 K 보다 

효율성이 낮게 도출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효율성 값

이 클수록 생산변경을 결정짓는 향력이 더 크다. 그

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큰 이 더 효율 인 이라 할 

수 있다.

효율성분석의 특징은 효율 인 DMU들의 효율성 

값은 1보다 커질 수 있지만 비효율 인 DMU들의 효율

성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 인 

DMU들은 효율성 값이 커질수록 효율 인 DMU들 

사이에서 순 가 높아지게 되고, 그 반면 비효율 인 

DMU들은 효율성 값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DEA 모형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거집단을 기 으로 

하여 상 으로 도출된 값이기 때문에 인 순 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DEA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부

가 인 설명력을 갖기에 효율성 연구에서 의미 있는 정

보를 제공한다(Jung,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

동차 온실가스와 기오염물질 감 책의 우선순 를 

선정하기 하여 효율성기법을 활용하여, 감 책간 

상  비용효율성을 평가하 다.

DEA 모형은 여러 제약식과 최 화 문제의 구조가 복

잡하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DEA를 직  선

형계획 문제로 형성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해 DEA 분야가 확

되면서 DEA 로그램 역시 활발하게 개발되어 왔으며, 

이러한 로그램들은 사용자에 의해 최 화 문제가 직  

작성되지 않고, 특정한 모형의 이름으로 자동생성 하도

록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감 책간의 상  

효율성  순 를 평가하기 해 DEA-Solver 로그램

을 활용하 으며, 입력지향 효율성 CCR모형을 용

하 다. 이는 식(3)으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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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DMU j의 r번째 산출물의 양

 : DMU j의 i번째 투입물의 양

 : DMU를 나타내는 지수

 :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수

 : 투입물을 나타내는 지수

 : non-archimedean 상수로 0에 가까운 매우 작은 수

 : DMU p의 효율성 측정치

 : 참조 상들의 선형조합 비율을 나타내는 도변수


 : 투입물과 련된 제약조건의 여유변수


 : 산출물과 련된 제약조건의 여유변수

2. 기존 연구 고찰

Rakha et al.(2001)은 교통신호시스템이 에 지 소비

와 차량 배출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미시  

교통류 모형과 미시  배출량 모형을 결합하는 방법론

을 제시하여 ITS 등의 신호시스템의 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Metha et al.(2001)은 다양한 

ITS운 략의 기오염 향을 평가하 으며, 교통계

획 시 교통과 환경분야가 유기 인 체계를 유지하고 

기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

다. Zietsman et al.(2004)은 교통에 의한 자동

차 배출 감량과, 감으로 인한 경제  효과를 분석

하 다.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02)에서는 거시

 교통시뮬 이션 모형인 사통팔달을 이용하여 수도권

의 행정구역별, Grid별 배출량을 산출하 다. 이 연구에

서 추정한 배출량은 환경부가 발표한 배출량과의 차이가 

65%의 수 으로 낮게 추정되었으며, 이것은 산출방법

의 차이와 차량주행거리(VKT)의 차이라고 제시하 다. 

한 총 5개의 감 책 시나리오에 하여 분석하 으

며 출퇴근 시차제는 총량의 1%, 차량 10부제 운행은 

7.6%, 서울-경기간 통행분포의 변화는 3.8%, 주요간

선도로의 용량증 는 8.0%, 역철도 건설에 의한 

교통정책분석은 16.7%가 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orea Environment Institute(2010)은 기오염

물질  온실가스 등 기 리 부문의 통합환경 리 

략 분석이 가능한 최 화 모델을 개발하여 2006년 

GHG-CAPSS 배출량 자료를 이용한 비용 효율 인 

기질 개선  온실가스 감 책을 분석하 다. 온실가

스 감축 시나리오의 경우 효율  책으로 교통 이

용확 , 경차보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른 부수  

효과로 NOX는 16톤으로 1%, PM10은 9톤으로 14%

의 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 다. 한편으로는 효율

 기오염물질 감 책으로는 교통 이용 확 의 

기환경 개선 책에 따라 약 7,501톤으로 2%의 CO2

배출량을 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ee(2010b)은 교통부문의 기오염물질 배출특성과 

교통계획 시 요구되는 수 의 정보를 제시할 만한 기

질 평가 임워크를 정립하고, 다음과 같은 5개의 세

부모형을 구축하 다. 첫째, 목표 연도를 고려하는 배출

계수 측모형을 구축하 고, 둘째, PAMS(Portable 

Activity Monitoring System)를 이용해 수집된 수

도권 실제 주행 자료를 바탕으로 차량비출력(VSP)함

수식과 PEMS(Portable Emission Measurement 

System)로부터 추정된 Emission Map을 응용하여, 

도로유형별 배출계수 추정모형을 구축하 다. 셋째, 존

기반의 냉간 시동 배출량 추정모형을 구축하고, 넷째,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 Space Syntax와 압축도시 

지표를 활용한 내부존 배출량 추정모형을 구축하 다. 

마지막으로 가치이 기법을 활용하여 각 지역에 합한 

기오염물질의 사회  비용 원단  추정모형을 구축하

다.

Hwang(2010)은 LEAP모형을 이용하여 3개의 시

나리오 구성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량을 망하

는데 시나리오Ⅰ은 2030년까지 하이 리드차량이 45%

를 차지하는 경우, 시나리오Ⅱ는 소형차 보 율을 2030

년까지 선진국 수 인 60%로 끌어올리는 경우, 시나리

오Ⅲ은 경유승용차의 보 률이 증가하 을 때 상되는 

배출 감량을 망하 다. 시나리오Ⅰ은 기 안에 비하

여 2030년에 약 5.57%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시나리오Ⅱ와 Ⅲ은 각각 8.86%, 1.02%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u(2011)는 2016-2026년 부산 역시를 심으로 교통

수요모형을 통해 정책 시행 후 장래 차종별 통행량과 통

행속도를 추정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발 기본계획 상의 

7개의 교통수요 리 정책에 해서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을 산정하고 감축에 따른 발생 편익을 추정하여 정책들

을 비교하 다. 

Jang(2012)은 향후 부산시의 통합환경 리 략 수

립을 한 기 연구로서 부산 역시 도로수송부문을 

상으로 온실가스와 기오염물질을 동시에 감할 수 있

는 책을 도출하여 각 책시행에 따른 동시 감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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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alculation process of emission reduction

LEAP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 으며, 결과를 토 로 온

실가스와 기오염물질의 연계 리효과가 큰 책을 도

출하여 향후 부산시의 통합 환경 리정책 략 수립을 

한 기 자료  시사 을 제시하 다.

Lee et al.(2012a)은 고속도로 상에 배출되고 있는 

CO2에 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계수와 Emme 3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재 2010년 기 으로 약 

17.3백만 톤의 CO2배출량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기차 보 망에 따라 배출된 온실

가스의 경우 2015년 약 2.0%의 감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20년에는 약 12.8% 감 효

과를 나타내었다.

3.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 연구들은 감효과에만 집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타당성을 평가하기 하여 비용ㆍ편익 분석을 통하여 경

제성 분석을 수행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용ㆍ편익 

분석이 단 (scale)가 다른 여러 감 책들에 한 우

선순  선정 시의 한계성을 진단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와 기오염물질을 통합 리하기 한 체계 인 국가 정

책 수립에 기여하기 한 장래 다양한 감 책들에 

하여 감량 산정과 더불어 경 학  경제학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어지는 DEA모형을 통한 비용효율 인 면에

서 상  우선순 를 평가한다는 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Choi et al.(2009)의 연구에

서 제안한 교통ㆍ토지이용 측면의 변화를 반 하여 실질

인 자동차 운행 황을 교통수요 측 시뮬 이션으로 

모델링하여 장래의 배출량을 추정하는 BUA기법에 의해 

감잠재량을 평가하되, 기존 자동차 오염물질과 온실가

스의 배출량  감량 산정 연구들의 경우 국립환경과

학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종별ㆍ속도별ㆍ오염물질별 배

출계수를 활용하여, 감 책에 따른 감잠재량을 평가

하여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연식 는 운

행시간과 주행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매  엔진의 

노후화로 인하여 생산 기보다 추가 인 배출이 이루어

지며, 차종별ㆍ연료별 자동차 배출허용기 의 변화에 따

른 배출계수의 시간  가변 인 특성을 반 하 다. 여

기서, Lee et al.(2012b)의 결과인 차종별ㆍ연식별 자

동차 등록 수 추이, 차령별ㆍ연료별 열화계수 등을 입

력하여 목표연도에 합한 차종별ㆍ속도별 배출계수를 

산정하는 가변  복합배출계수 모형식을 활용하여 장래

의 감량을 산정하 다.

장래 자동차 배출 감량 분석

1. 감량 산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美 Caliper사의 TransCAD 5.0 교통

계획 S/W를 이용한 링크별 교통수요 추정을 통한 감

책별 감량 분석을 수행하 으며, 교통수요 측 모형의 

구 을 해, 승용차, 버스, 화물차로 구분하여 Trans 

CAD의 Multi-modal Assignment기법을 용하여 각

각의 도로이용자의 통행시간을 최소로 하는 이용자 평형

배정으로 통행배정을 수행하 으며, 배출 감량 산정 

과정은 Figure 2와 같다.

감 책별 분석과정의 제조건은 Table 1과 같다.

승용차 요일제(AS-1)의 경우 각 도시권(서울, 경

기, 6  역시)에서 시행 에 있으며, 참여 황을 살

펴보면 2003년부터 시행된 서울의 경우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역시도의 경우 2010년 이후부

터 본격 시행되어 1.7-16.8%의 참여율로 조한 황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6  역시 승용차 요

일제 참여율을 2017년 50%, 2023년 60%, 2027년 70%로 

단계 으로 확  시행한다는 가정을 하 으며, 미시행시

는 재 기 의 참여율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분석을 

시행하 다. 기업체 교통수요 리(AS-2)의 경우 총 19개 

로그램 에서 가장 교통유발 부담  최  경감비율이 

높은 주차장 축소, 교통이용자 보조  지 , 업무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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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Measures Prerequisites and Scenarios
AS-1 The Weekly No 

Driving Day Program 
- The number of cars registered in Seoul, Gyeonggi, Incheon, Daejeon, Daegu, Ulsan, Busan, 

2017 50% 2023 60% 2027 70% participation rate 
AS-2 Employer-based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 Applied to the metropolitan area businesses with more than 100 workers 
- Estimate number of companies with 100 or more workers(2017 : 12,121, 2023 : 18,309, 2027 : 

24,104)
- Facility Vehicle-induced basic unit applies(60.95 veh/1,000m2), 

AS-3 Congestion charges - System to receive a toll when the private car has entered the special area
- Free traffic sect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ighway

SS-1 Expansion of Exclusive Bus 
Lanes 

- Seoul Outer Circular Highway,
- West Coast Highway(Maesong IC-Dangjin JC), 

SS-2 Compact Car Diffusion 
Activation

- Compact Car registration rate in 2017:15%, 2023:20%, 2027:25%(not performed during the 
participation rate 8.7%)

- Traffic patterns the same assumptions
IS-1 Electric Car

Diffusion Activation
- EV Cumulative distribution targets(2017: 469,900veh, 2023: 1,622,500veh, 2027: 2,390,900veh)
- Traffic patterns the same assumptions

IS-2 Hybrid-Car Diffusion 
Activation

- PHEV, HEV Cumulative distribution targets(2017: 378,700veh, 2023: 928,300veh, 2027: 1,294,700veh)
- Traffic patterns the same assumptions

IS-3 Hydrogen fuel cell vehicles
Diffusion Activation

- FCEV Cumulative distribution targets(2017: 45,580veh, 2023: 152,020veh, 2027: 222,980veh)
- Traffic patterns the same assumptions

IS-4 Early retirement vehicle 
scrapping

- Automobile(2017: 125,000veh, 2023: 225,000veh, 2027: 375,000veh)
- Truck(2017 100,000veh, 2023: 200,000veh, 2027: 300,000veh)
- Traffic patterns the same assumptions

IS-5 CNG Hybrid Bus Diffusion - 600 years supply
- Traffic patterns the same assumptions

Table 1. Scenario consists of reduction measures

시제 3개의 로그램을 선정(각 30% 경감비율)하여 분석

을 시행하 다. 한, 연면  1,000m2 기업체에 한 자

발  참여로 시행하고 있으나 각 기업체 연면  자료의 

취득 어려움으로 인하여 100명 이상 종사자의 기업체로 

제하여 분석하 다. 혼잡통행료 부과(AS-3)의 경우 

Korea Transport Institute(2010)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수

도권 내 개방식 고속도로인 경인선, 제2경인선, 서울외곽순

환선의 무료구간 IC별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여 분석을 수

행하 다.

버스 용차로 확 (SS-1)의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울외곽고속도로에 반복 인 지ㆍ정체가 발생하고 있

어, 버스 용차로제 실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에 네트워크에 버스 용차로제를 반 하여 분석

을 수행하 다. 경차 보  활성화 책(SS-2)의 경우 

2011년 기  국 승용차 등록 수 비 경차 등록은 

8.7%로 나타났으며, 2010년 기  일본의 경우 약 

30.7%로 나타났으며, 재 국내 경차의 비율은 다른 선

진국 수 보다 낮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 

경차 보  활성화 책에 따를 경차 등록률을 선진국 수

으로 높이고자 2017년 15%, 2023년 20%, 2027년 

25% 단계  확  시행 가정 하에 분석을 수행하 다.

2010년 정부에서는 그린카 산업 발 략  과제로 

공해 자동차 로드맵을 계획하여, 단계별로 개발  양

산 목표를 수립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자동차

(IS-1), 하이 리드차(IS-2), 수소연료 지차(IS-3) 

보  책에 반 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한, 수도권 

기환경 리 기본계획 변경계획(2010)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진 계획에 연간 25,000 에 한 조기폐차

를 계획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자료를 기반으

로 국권 노후차량(승용, 화물차) 조기폐차(IS-4)를 

계획하고 분석하 다.

국 시내버스 29,184 (2010년 기 )  천연가스

버스는 17,189 이며, 재 환경부는 단계 으로 국

의 모든 시내버스를 CNG하이 리드버스로 교체하고, 

장기 으로는 HCNG(수소-천연가스) 하이 리드버스

기술개발  보 을 유도하여 환경개선 편익을 제고해 

나갈 계획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유버스를 20년

동안 12천  보 한다고 가정하여, 매년 600 를 도입

하는 CNG하이 리드버스 확 (IS-5)의 시나리오를 구

성하 다.

2. 감량 산정 결과

각 감 책별로 2017-2027년의 자동차 배출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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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O2 CH4 N2O
AS-1 4,921,507 426 1,007
AS-2 1,985,628 164 370
AS-3 436,261 33 73
SS-1 1,024,353 110 262
SS-2 3,376,062 314 752
IS-1 3,739,972 303 718
IS-2 1,687,006 136 309
IS-3 354,139 30 70
IS-4 3,409,580 151 213
IS-5 138,051 -109 -292

Table 3. Cumulative reductions of greenhouse gas (Unit : Ton)

Category CO HC NOX PM
AS-1 9,836 312 4,574 161
AS-2 6,382 467 4,465 124
AS-3 1,127 64 786 25
SS-1 7,370 744 4,699 127
SS-2 11,351 270 9,110 319
IS-1 9,696 360 4,747 123
IS-2 4,588 185 2,351 64
IS-3 921 33 451 11
IS-4 7,358 930 12,829 402
IS-5 8,175 -3,483 2,558 239

Table 2. Cumulative reductions of air pollutants (Unit : Ton)

온실가스별  감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Table 3과 같다.

기오염물질  CO의 가장 많은  감 효과를 

나타낸 감 책은 경차보  활성화(11,351톤)로 나타

났으며, HC, NOX, PM에서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감

책이 각각 930톤, 12,829톤, 402톤으로 다른 감

책들에 비하여 많은  감 효과가 분석되었다. 표

인 온실가스인 CO2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  

감 책이 4,921,507톤으로 다른 감 책들에 비하여 

많은  감효과가 분석되었다. CNG버스 보  책

의 경우, 연료인 압축천연가스의 주성분은 CH4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HC, CH4, N2O배출량은 일반 디젤 

버스보다 높아 오히려 배출이 가 (음의 효과)되는 상

이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각 략에 한 감배출량은 각 배출물질

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각 배출물질들의 감

효과를 종합 으로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단, 본 연구

에서 분석된 각 략별 배출 감량은 각 략들의 시행

시나리오에 따라 상이하게 도출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야 

한다. 즉, 각 감 책별 시나리오의 가정과 범 에 의해 

산정한 국한된 감량이다.

비용효율성 분석

1. 비용 산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기오염물질 감에 따

른 편익의 경우 사회 인 편익이기 때문에 실제 으로 

감 편익이 발생하는 정책시행자(정부)의 기 으로 산

정하 다. 정책시행자가 발생하는 비용은 신규설비도입, 

보조  지원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비용을 

Korea Development Institute(2008)의 “ 비타당성 

조사지침(제5 )”에 제시된 할인율 5.5%를 사용하여 각 

시나리오별 비용을 분석결과를 Table 4와 같이 추

정하 다.

Category Cumulative Cost
AS-1 414,584
AS-2 1,602,692
AS-3 56,092
SS-1 239,860 
SS-2 7,454,290 
IS-1 9,341,729 
IS-2 4,103,142 
IS-3 2,768,483
IS-4 996,794 
IS-5 160,857

Table 4. Cumulative cost (Unit : Million won)

체 감 책  기자동차 보  비용이 93,417 

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혼잡통행료의 경우 560억 원으

로 가장 비용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체 교통수요 리는 

별도의 모니터링 비용은 필요하지 않으나 교통유발부담

의 수입량이 히 감소되어 비용이 비교  크게 나

타났으며, 경차보  활성화의 경우 기타 공해차 보  

책 시나리오보다 단 비용은 으나 보 수가 하이

리드차 보 에 비해 5배정도 많으므로 비용이 높게 산

정되었다.

2. 효율성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잠재량

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에 한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여 

이를 B/C 결과와 비교하 다.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효율성 수가 1이하인 책들은 상 으로 낮

은 비용 비 높은 감 잠재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되며, 효율성 수가 1이하인 기타 감 책들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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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mpares of B/C and the efficiency scores

Category
Result of analysis Priorities

Efficiency B/C Efficiency B/C
AS-1 1.879 1.541  1  1
AS-2 0.171 0.204  6  6
AS-3 0.939 1.192  4  2
SS-1 1.493 1.058  2  3
SS-2 0.073 0.082  7  7
IS-1 0.040 0.053  9  9
IS-2 0.043 0.056  8  8
IS-3 0.013 0.012 10 10
IS-4 0.700 0.623  5  5
IS-5 1.393 1.025  3  4

Table 5. Compares of B/C and the efficiency scores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10개의 감 책

들에 하여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투입요소인 비용과 

산출요소인 감량에 한 효율 인 런티어를 구성하

여 감 책들 간의 상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감 책  1이하는 비효율 , 1이상은 효율 인 감 

책이라고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한 효율성 수간

의 차이는 구성된 효율 인 론티어로 부터 떨어진 거

리를 나타내며, 이를 통하여 감 책들 간 우선순 를 

선정할 수 있다.

감 책별 B/C와 효율성 수를 비교한 결과, 승용

차 요일제 참여 확  책(AS-1)이 효율성 수 1.879

로 비용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버스 용차로 

확 (SS-1), CNG하이 리드버스 확 (IS-5) 등의 순

으로 이들의 효율성 수는 1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당 책들은 효율성 분석과 마찬가지로 B/C가 

1이상으로 경제성 있는 감 책으로 분석되었다.

노후차 조기폐차(IS-4)의 효율성은 1 이상을 확보하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는 해당 사업이 비효율

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2006년부터 시행된 해당 책

이 성숙기에 도달하여 기 발생된 효율이 본 분석에서는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기업체 교통수요 리(AS-2) 책의 경우 본 연구에서

의 효율성 수와 B/C는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

었으나, 추가 인 비용 감 방안과 참여율 증  방안이 

함께 고려된다면 해당 책의 효율성은 증가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경차 보  활성화 책(SS-2), 기자동차(IS-1), 

하이 리드차(IS-2), 수소연료 지차(IS-3)의 효율성

수가 상 으로 낮으며, B/C 한 낮은 것으로 도출

되었다. 해당 책들은 신규 기술의 용으로써 기 투

자비용이 책들  높은 수 에 포함되는 반면, 효율은 

책이 용되는 개별 차량들에서만 국한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 책들의 효율성이 낮게 도출된 것으로 이

해된다. 그러나 해당 책들도 장래 기술이 성숙되어 비

용의 감이 가능하거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편익발생 

기간 이상에서 배출 감효과가 발생한다면 재 분석된 

결과보다는 효율성 수가 높게 도출될 여지는 존재할 것

으로 사료된다. 

즉, 본 연구에서 효율 으로 평가된 감 책이라고 

해도 그것은 감 책들 상호간 비교시 상 으로 효율

이라는 것이지 으로 효율 이라는 의미는 아니

므로 개선할 부분이 여 히 남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분석결과를 이해해야 한다고 단된다.

한편, 혼잡통행료 부과 확 (AS-3), 버스 용차로의 

확 (SS-1), CNG하이 리드버스 확 (IS-5) 감

책에서 B/C와 DEA의 결과에 한 우선순 가 다르게 

분석되었다. 이는 DEA모형의 경우 각 개별사업 별로 분

석 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감 책의 투입요소와 산

출요소에 한 가상의 효율 인 론티어를 구성 후, 각 

감 책별 투입된 비용 비 산출된 감량에 한 상

인 효율성 수를 산정 하여 우선순 를 분석하게 

되며, B/C기 의 경우 각 개별 사업에서 발생하는 편익

과 비용의 비율을 비교 하여 우선순 를 분석하기 때문

에 발생되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B/C 기 은 개별 사업이나 정책이 사회  순편익

을 증 시키는지의 여부를 악하는데 용이 할 수 있으

나, 범 가 다른 여러 안들 간의 편익과 비용의 비율만

을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 책들 간 우선순  선정 시 한

계성이 존재 할 수 있다. 한 B/C 기 의 경우 특성상 

기에 순편익이 큰 사업이 선택되는데, 순편익이 장기

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환경정책의 경우 우선순  분석 

시 DEA를 통한 여러 감 책들 간의 상 인 비용 

효과  효율성 측정방법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

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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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기오염물질  온실가스의 

감 잠재력을 분석하고, 비용과 감잠재량 측면에서의 

감 책 효율성 분석을 통하여 책방향 설정  체계

인 장기 자동차 배출량 감 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연구를 수행하 다.

행 시행 이거나 장래 계획 가능한 감 책들을 

근거로 실효성 높은 재 용가능하리라 단되는 자동

차 배출가스 오염물질 감 책 10개를 선정하여 시나

리오를 구성하 으며, 장래 자동차의 차령별ㆍ수단별ㆍ

연도별 제작차 배출허용기 , 열화계수 등을 고려한 장

래 가변  복합배출계수를 추정하여 활용하 다. 한, 

감잠재량 산정 시 TDA기법의 한계 을 보완할 수 있

는 장래 통행패턴을 고려한 교통수요 측모형을 활용한 

BUA기법을 이용하여 2017년, 2021년, 2027년의 

감 책 시나리오별 기오염물질 4개(CO, HC, NOX, 

PM), 온실가스 3개(CO2, CH4, N2O)의 장래 감량

을 산정하 다. 그리고 감 책들 간의 시나리오상의 

보 수, 참여ㆍ감소율 등이 모두 서로 상이하기 때문

에 감 책 시행에 따른 비용 산정과 더불어 DEA모형

을 통하여 감 책들 간의 상  효율성을 평가하기 

해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 다. 

감 책을 DMU로 하고, 감 책 시행 시 발생하

는 비용을 투입물로 온실가스  기오염물질 감량을 

산출물로 하여 감 책간의 상  효율성을 평가하기 

해 효율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  책이 효율성 수 1.879로 가장 우선순 가 높

은 감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

를 포함한 버스 용차로 확 , CNG하이 리드버스 

확  책이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와 같이 DEA모형을 이용하면 다수의 투

입물과 산출물을 복합 으로 고려하여 책들 사이의 상

 효율성을 단일지표로 변환할 수 있다. 그러나 DEA

를 통한 효율성 분석은 상 인 효율성 평가이므로 다

른 성과 측정기법의 체 방법론이라기보다는 보완 으

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단된다.

DEA 모형에서 분석에 필요한 정 DMU, 투입산출

물 개수를 산정할 수 없으나 본 연구 결과는 시나리오의 

가정과 범 에 의한 국한된 결과물과 함께 변수의 수가 

어 효율성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향후 감 책의 

상  효율성 평가 분석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DMU

와 다수의 투입  산출물의 변수를 용하여 분석할 경

우 더욱더 객 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한, 투입물의 변수를 비용으로만 한정시켜 분

석을 수행하 는데, 감 책 시행 비용에 한 변동가

능성으로 인해 효율성 결과에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많은 변수들의 용이 가능할 경우 

정확한 상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감 책들간 배출 감량 분

석결과는 세부 시나리오 구성  분석 기 자료의 차이

에 따라 다르게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각 책들의 

인 평가결과로 해석되지 못하는 한계성이 존재한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각 감 책들의 정책 추진 근

거자료로 직  활용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객 인 정책 평가를 한 보다 구체 이고 과학 인 

결과도출이 요구된다. 한 DEA모형 제약조건  투입

ㆍ산출요소의 값이 모두 양수 값이어야 하나 감량  

오히려 음(-)의 값으로 산정되는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데, 이에 한 문제를 개선하기 한 방법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와 기오염물질간의 근원  차이

을 이해하고 이에 한 충   완화 을 모색하여, 

비용 효과 인 연계감축 책을 수립하는 실질 인 도로

이동오염원 감 책 통합 리 방안에 한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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