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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 환승 서비스는 지역 간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 지역(중소도시)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자는 목적으로 도입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중교통 서비스가 불편하여 승용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지역 간 통행인이 승용차에서 버스로 이용
수단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승용차에서 고속버스로 수단을
전환한 이용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 환승 서비스 이용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수단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
축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환승 서비스 이용 특성은 수도권-호남축 정안휴게소와 수도권-영남축 선산휴게소에서의 설문을 통해 조
사되었다. 이용자 특성 분석 결과 업무 또는 친지방문 목적의 통행인들이 환승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안
휴게소 환승 서비스 이용객들의 승용차-버스 전환율이 약 58%로서 기존 수도권-호남축을 통행하는 중소도시 주민들이 고속버스 노
선 부족 또는 부재로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두 휴게소에서의 환승서비스로 연간 약 6,325 CO2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톤당 감축비용은 현재 서비스 중인 4개 휴게소에 대하여 약 128,000원으로 추정되어 타 수단 평균 비용보다 다
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 환승 서비스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 효율성, 교통복지, 지역균
형발전 측면에서 우수한 대중교통 정책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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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중교통 서비스가 불편
하여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 간 통행인이 승용차에

Ⅰ. 서론

서 버스로 이용 수단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정부는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 시
행령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올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승용차에서 고속버스

배출량 대비

로 수단을 전환한 이용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버

30% 감축)를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부문에서 이러한

스 환승 서비스 이용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수단 전환에 따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2009년 ｢지속가능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용자 특성 및 수단전

통물류발전법｣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 2011년 ｢제1차 지속가능

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지속가능 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본문

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교통물류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환승 서비스 추진 현황 및 기존 연구를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통부문의 향후 10년간 비전,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특성 분석 결과와 온

목표, 전략을 제시하고 2020년 BAU 대비 교통부문 온실가스

실가스 감축 효과 추정을 제시하였다.

감축 목표를 34.3%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 환승 서비스는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
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Ⅱ. 고속도로 휴게소 환승 서비스 현황 및 기존 연구 고찰

전략에 부합되는 과제로서 2009년 말부터 시범 도입되었다. 제도
의 도입 취지는 노선수와 운행횟수가 적어 고속버스 이용이 불편
한 중소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 노선이 교차되
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바꿔 탈 수 있도록 환승정류
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 환승 서비스는
지역 간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자는

1. 휴게소 환승 서비스의 개념
기존의 지역 간 고속버스 서비스에서는 대도시에서 중소도시
로 가는 또는 그 반대로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가는 노선은 있
으나 중소도시에서 중소도시로 가는 노선이 부족 또는 부재한 경
우가 있어 중소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예를 들어 기존

* 책임저자: wsk115@koti.re.kr, Phone: +82-31-910-8422, Fax: +82-31-910-3280
†Business As Usual: 개선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로 번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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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a에서 중소도시 b로 통행하고자 하는 고속버스 이용자

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a 도시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대도시 B로 간 후(중간에 휴게소에서 휴식) 대도시 B에
서 중소도시 b로 가는 연결노선을 다시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
었다. 고속도로 휴게소 환승 서비스는 지역 간 고속버스 노선이
휴게소에서 휴식해야 하는 점에 착안하여 중소도시 a에서 중소
도시 b로 통행하는 이용자가 대도시 A에서 중소도시 b로 가는 고
속버스로 환승할 수 있도록 휴게소에 환승 정류장을 마련한 서비스
이다. 이러한 환승 서비스는 중소도시 a에서 중소도시 b로 가는 버
스 이용자가 대도시를 거치지 않고 어차피 쉬어가야 하는 휴게소
에서 한 번의 환승으로 목적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중소도
시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3. 고속도로 휴게소 환승 노선도
자료: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보도자료(2011. 11. 24)

3. 이용 현황
그림 1. 고속도로 휴게소 환승(a→b) 개념도

고속도로 휴게소 환승 서비스는 2009년 주중 시범운행을 개시
하여 2010년 3월 2일 정안, 횡성, 선산휴게소에 전면 확대 운영된

2. 추진 현황

이래 2011년 말 기준 누적 이용객이 33만 명을 넘어서고 2011년
에는 일평균 750여 명 이상이 꾸준히 이용하는 등 새로운 고속버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환승 휴게소 도입을 위해 2009년 9월

스 이용 형태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고, 같은 해

<표 1>의 2011년 연간 이용객 통계를 보면 정안휴게소 이용

11월 2일부터 호남축, 영동축의 4개의 휴게소(정안, 횡성 양방향)

객이 가장 많은 약 17만 명으로 파악되었고 선산휴게소와 횡성휴

에서 4개월간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이후 점차 적으

게소 이용객이 각각 약 2만 7천 명, 6만 3천 명으로 나타났다.

로 확대 시행하여 경부축, 호남축, 영동축, 중부축 총 8개의 휴게

2011년 10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인삼랜드휴게소의 경우 그 이

소(선산, 정안, 횡성, 인삼랜드 양방향)에서 환승 휴게소를 운영

용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고 있다(<그림 2>, <그림 3>). 시행초기 주중에만 운영해오던
운영시간도 2010년 10월부터 주말까지 확대하여 현재 매일 이용
이 가능하다.

표 1. 2011년 고속도로 환승 휴게소 이용현황
연월

일수

버스 환승정류소(정안, 횡성, 선산, 인삼랜드휴게소) 간 승차권과

1월

환승정류소와 최종 목적지 간 승차권을 구입하면 된다. 승차권은

2월

고속버스 환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은 출발지와 고속

인터넷(홈페이지주소: www.kobus.co.kr, www.easyticket.co.kr)
이나 ARS(1588-6900)로 예매가 가능하다.

그림 2. 고속도로 환승휴게소 운영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보도자료(2011. 11. 24)

휴게소별
인삼랜드

합계

정안

횡성

선산

31

11,407

1,827

3,869

17,103

22

9,382

1,622

3,373

14,377

3월

31

13,852

2,055

4,459

20,366

4월

30

15,228

2,187

5,078

22,493

5월

31

15,685

2,463

5,383

23,531

6월

30

14,684

2,399

5,147

22,230

7월

31

15,828

2,805

5,984

24,617

8월

31

16,220

2,715

6,149

25,084

9월

24

11,757

1,940

4,360

10월

31

16,686

2,630

6,415

11

25,742

11월

30

16,055

2,341

6,394

753

25,543

12월

31

16,319

2,375

6,532

885

26,111

합계

353

173,103

27,359

63,143

1,649

265,254

월평균

14,425

2,280

5,262

550

22,105

일평균

490

78

179

18

751

18,057

주: 2011년 10월 31일부터 인삼랜드 시행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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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연구 고찰

설문조사는 <표 1>의 2011년 환승 이용객 실적을 바탕으로 이
용객 실적이 높은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와 중부내륙고속

최근 고속도로 환승 휴게소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로는

도로 선산휴게소에서 2012년 10월 12일부터 동월 19일까지 시

송문진(2012), 임진원(2012)이 있으며, 휴게소 환승 서비스 효과

행되었다. 두 휴게소 모두 평일과 주말이 포함되도록 조사일정을

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는 성낙문 외(2009)와 성낙문․강경표․채

계획하였다. 설문 문항은 성별,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와 통행목

찬들(2011)이 있다.

적, 동행인수, 환승서비스 도입 전 통행수단 등으로 구성되며 승

성낙문 외(2009)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외/고속버스를 환

용차-고속버스 전환 이용객의 경우 출도착지와 경유지, 경로별

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최초 연구로서 고속

이용수단 등을 부가적으로 설문하였다. 표본 크기는 <표 2>와 같

도로 휴게소에 시외/고속버스가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다.

부여함으로써 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의 이용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표 2. 환승 휴게소 조사 개요

성낙문․강경표․채찬들(2011)은 2011년 초 시행된 이용객 설

고속도로명

천안논산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문조사를 통해 고속도로 환승휴게소 실시 후 통행 시간과 요금

휴게소명

정안

선산

측면에서의 효과를 분석하고 추후에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관리기관

천안논산고속도로(주)

한국도로공사

표본수

194(57)

109(35)

이상의 기존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성낙문․강경표․채찬들
(2011)을 제외한 기존의 연구들은 휴게소 환승 사업을 제안하는

주: 괄호안은 주말 표본수

단계에서 모형에 의한 효과분석 또는 최적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
을 다루고 있다. 성낙문․강경표․채찬들(2011)은 실제 환승서비
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통행시간과 통행요금
의 절감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서의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 환승서비스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제
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
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

Ⅲ. 온실가스 감축효과 추정 방법론
1. 방법론의 개요

3.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산정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승용차-고속버스 전환 이용객의
도입 전 승용차 통행 길이를 파악한 후 그 길이에 여객의 승용차
부문 단위거리 당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적용하여 휴게소 환승
서비스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추정하였다. 도로부문의 여객
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산정은 도로 여객 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표 3>)을 도로 여객 수단별 통행-km 수송실적(표 4>)
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표 3. 도로 여객 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 CO2톤)

본 연구는 고속도로 환승 휴게소에서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승용차에서 고속버스로 전환된 이용객의 통행경로를 파악하고
해당 통행이 승용차로 이루어졌을 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된 배출량으로 간주하였다*. 환승서비스 도입 후 버스를 통한
경로는 도입 전 승용차를 통한 경로와 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

승합

합계

49.225

8.710

57.935

주: 국제 벙커링 제외, 순발열량 적용, 전기에너지에 의한 간접배출량 제외
자료: 교통안전공단, 2011, p. 90, 2009년 기준 자료

표 4. 도로 여객 수단별 수송실적
(단위: 백만 통행-km)

나 설문을 통해 승용차-고속버스 전환 이용객의 도입 전 승용차
통행경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입 전 승용차 통행경로와 그
길이를 파악하였다. 사생활 보호와 설문의 편의를 위해 구체적

승용

승용

승합

합계

216,378

94,409

310,787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1a, p. 42, 2009년 기준 자료

번지수가 아닌 읍, 면, 동 수준의 출발/도착지를 설문하였으며,
통행경로 길이 산정시 읍, 면, 동의 중심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

도로부문의 여객 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산정 결과는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설문 조사시 승용차-고속버스 전환 이용

<표 5>와 같으며 승용차를 이용하는 한 단위의 여객 통행은 버스

객의 버스 터미널 등 경유지와 터미널 접근수단 또한 조사되었으

를 이용할 때보다 약 2.5배 높은 온실가스를 배출함을 알 수 있

며, 승용차 또는 택시 접근수단의 통행 길이를 감축된 승용차 통

다.

행 길이에서 감하여 최종 승용차 통행 길이 감소분을 추정하였

표 5. 도로 여객 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단위: CO2톤/백만 통행-km)

다. 구해진 통행 길이 감소분에 여객 승용차 부문의 통행 당 온
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추정하였다.

2. 설문조사의 개요†
*승용차-고속버스 전환 수요가 기존 버스 서비스로 처리됨을 가정
†한국교통연구원, 뺷2012 지속가능교통연구사업, 국가 및 지자체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뺸의 일환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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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승합

도로 여객

227.5

92.3

186.4

주: 전기에너지에 의한 간접배출량 제외(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에 따름)

Ⅳ.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 환승 서비스 이용 특성 및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승 서비스 도입 전 승용차를 이용했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

버스 이용객들의 업무통행 비율은 정안휴게소 전체 표본의 업무
통행 비율, 45%보다 매우 높은 59%로 나타났다.

1. 환승 서비스 이용 특성 분석
주요한 분석대상 이용 특성은 통행 목적과 환승 서비스 도입
이전 이용 수단이다. 주말과 평일의 이용 특성이 다를 수 있으나
주말 표본수가 낮아 주말만의 분석결과가 통계적 유의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일/주말을 구분하지 않고 합하여 이용 특성
을 분석하였다. 환승 휴게소별로는 이용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
휴게소별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그림 6. 정안휴게소 환승 서비스 도입전 승용차 이용객 통행목적

1) 통행목적
환승 이용객들의 통행목적을 분석한 결과 양 휴게소 모두 업

3) 기타 환승 서비스 이용 특성

무통행과 친지 방문 목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안휴게소의
경우 업무 통행이 가장 높은 45%로 나타났고 친지방문 통행이
31%로서 그 뒤를 따른다. 선산휴게소의 경우 친지방문이 29%
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귀가 ․ 업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설문조사 결과로서 알 수 있는 이용 특
성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용객은 60% 이상 남성이었으며 40대 이
상이 주류를 이루었다. 월평균 소득은 400~500만 원이 약 60%를
차지하고 응답자를 포함한 동행인수는 평균 약 1.5명이다. 여기
서 승용차에서 전환된 이용객 응답만으로 계산한 동행인수는 이
보다 다소 높은 1.6명으로 나타났다.

2. 승용차-고속버스 전환 이용객 버스 터미널 연결수단 분석
1) 최초/최종 연결 수단 분포
고속버스를 이용한 통행은 일반적으로 최초 출발지와 출발 버
그림 4. 통행 목적

스 터미널 또는 도착 버스 터미널과 최종 도착지를 연결하는 수
단이 존재한다. 기존 승용차를 이용했으나 휴게소 환승 서비스

2) 환승 서비스 도입 전 이용수단

도입 후 버스를 이용하는 통행인이 어떤 연결수단으로 출발 터미

환승 서비스 도입 전 승용차를 이용했던 응답자 비율은 정안

널 또는 최종 도착지에 다다르는지 분석해보았다. 환승 서비스의

휴게소에서 비교 수단 중 가장 높은 58%(112명)로 나타났고, 선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승용차에서 대용량 버스 수단으로의 전환

산휴게소에서는 11%(12명)로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선산휴게

에 의한 것이므로 연결수단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온실가스

소의 경우 이전에 고속버스를 이용한 비율이 60%로서 가장 높게

감축량 분석시 참고자료가 된다.
<표 6>은 승용차에서 고속버스로 전환된 124명의 최초 및 최

나타났다.

종 연결수단 분포를 나타낸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 이상
의 전환이용객이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해 출발지/도착지와 버스
터미널을 연결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승용차-고속버스 전환 이용객 최초/최종 연결수단
(단위: 명)

최종
최초

그림 5. 환승 서비스 도입 전 이용 수단

도보

승용

시내
버스

시외
버스

택시

기타

계

도보

3

8

1

-

6

3

21

승용

10

15

7

3

12

3

50

시내버스

1

6

-

-

9

1

17

시외버스

1

-

1

-

선산휴게소의 경우 환승 서비스 도입 전 승용차를 이용했다는

택시

3

11

5

-

응답자가 12명에 불과하여 그들의 통행목적 분석이 통계적 유의

기타

-

3

1

-

1

-

5

계

18

43

15

3

34

11

124

3) 환승 서비스 도입 전 승용차 이용객의 통행목적

성이 낮으므로 정안휴게소에 한하여 환승 서비스 도입 전 승용차

6

-

2

4

29

를 이용했던 응답자 112명의 통행목적을 분석해 보았다. <그림
<표 6>에서 승용차 또는 택시를 터미널 연결 수단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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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통행은 약 60% 이상 업무통행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실

과 도로를 이용한 통행-km 당 배출되는 온실가스 227.5 CO2g을

은 업무통행의 비용처리(자신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또는 업

고려하면 정안휴게소에서 약 10,419CO2kg, 선산휴게소에서 약

무의 시급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1,420CO2kg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
된다. 이상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을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2) 최초/최종 연결 수단 통행거리 분포
<그림 7>과 <그림 8>은 각각 최초 연결 수단 통행거리와 최종

표 7. 정안, 선산 휴게소 조사 표본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휴게소

총 승용
감축거리
(통행-km)

연결수단
보정 후 총
승용감축거리
(통행-km)

온실가스
감축량
(CO2kg)

동행인 보정 후
온실가스
감축량
(CO2kg)

이다. 놀랍게도 최초 연결 수단의 통행거리가 50km를 넘는 응

정안

29,968

28,624

6511.932

10,419.092

답이 8개나 존재하고 최종 연결 수단의 경우 이러한 통행이 2개

선산

4,044

3,900

887.313

1,419.701

연결 수단 통행거리 분포를 보여준다. 최초, 최종 연결 수단 모
두 15km 이내의 통행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거
리는 최초 수단의 경우 약 12km이고 최종 수단의 경우 약 9km

존재한다. 이러한 매우 긴 연결 통행은 통행의 양 끝단에서 동시
에 존재하는 경우는 없으며 어느 한 쪽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매우 긴 연결통행의 존재는 이렇게 긴 터미널 연결 통행에

2) 표본의 전수화를 통한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

도 불구하고 휴게소 버스 환승 서비스가 이용객에게 시간 또는

<표 1>의 연간 환승 서비스 이용객수를 이용하여 정안휴게소

비용 절감의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러한

와 선산휴게소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연간 감축량으로 환산

연결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중교통 연결 서비스의 제공이

하면 <표 8>와 같다. 감축량은 이용객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하여 계산하면 정안휴게소에서 연간 약 5,811CO2톤, 선산휴게
소에서 연간 약 514CO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여 총
약 6,325CO2톤에 이르는 감축효과가 예상된다.
표 8. 정안, 선산 휴게소 표본 전수화에 의한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표본수
온실가스
연간
온실가스
(명) 감축량 (CO2kg) 이용객수 (명/년) 감축량 (CO2톤/년)
정안

194

6511.932

173,103

5,810.5

선산

109

887.313

63,143

514.0

그림 7. 최초 연결 수단 통행거리 분포

3) 인삼랜드, 횡성 휴게소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개략 추정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을 위해서는 상기 분석과 같이 환승 서
비스 이용객 중 승용차에서 전환된 비율과 그들의 통행거리가 필
요하다. 그러나 설문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개략적 추정을 위
해 승용차 전환율을 사용치 않고 상기 두 휴게소의 추정된 연간
감축량의 합 6,325CO2톤과 이용실적의 합 236,246명이 비례관계
에 있다고 가정하였다. 남북축의 환승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삼랜
그림 8. 최종 연결 수단 통행거리 분포

드휴게소는 이용객 통행거리가 정안 및 선산과 유사하다고 가정
하고 동서축 환승 서비스를 담당하는 횡성휴게소는 이용객 통행
거리가 정안 및 선산 통행거리의 약 70%(남한 주요 도시 간 최

3.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

대 남북-동서 거리 비율 고려)라고 가정하였다. 2011년 10월 31
일부터 시작한 인삼랜드휴게소의 서비스를 고려하여 인삼랜드휴

1) 조사 표본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게소 연간 이용객수는 <표 1>의 월 평균 이용객수를 연간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303명과 그들과 동행한 환승서비스 이용객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인삼랜드휴게소 환승

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추정하였다. 정안휴게소 설문조사 응

에 의해 연간 약 177CO2톤, 횡성휴게소 환승에 의해 연간 약

답자 194명 중 112명, 선산휴게소 응답자 109명 중 12명이 승용

513CO2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되고 4개 휴게소에 의한 총 감

차에서 고속버스로 전환되었고 전환된 총 통행거리는 각각

축량은 연간 약 7,015CO2톤으로 추정된다.

29,968통행-km, 4,044통행-km로 나타났다. 승용차 또는 택시로
이루어진 연결 수단 통행은 전체 승용차-고속버스 전환 통행의
약 60%로 파악 되었으며 평균적으로 약 21km의 연결 통행이 터
미널과 출발/도착지 연결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한 총 동행인수 1.6명을 감축량 산정시 고려하였다. 이러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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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 대비 감축량 분석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 환승 서비스를 위한 시설은 정류소 및
안내소, 도색, 전산장비, 승객 대기 시설(액자, 의자 등) 등이 있
으며 비용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발표되어 있지 않지만 정안휴게

소의 경우 약 3억 원의 초기 투자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

의미한다.

다.* 따라서 가장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안휴게소의 경우

정안휴게소와 선산휴게소에서의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

톤당 약 51,600원(≒3억 원/5,811톤)이 초기에 투자된 것으로

각 약 5,811CO2톤, 514CO2톤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

추정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 환승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좁은

삼랜드휴게소와 횡성휴게소 환승 서비스에 의한 감축량을 개략

국토 면적을 고려할 때 무한정 확대되기 어려운 사업이어서 그

산정한 결과 각각 약 177CO2톤과 513CO2톤으로 파악되어 4개 휴

최대 감축량은 타 수단보다 낮을 수 있으나 정안휴게소와 같이

게소에 의한 총 감축량은 연간 약 7,015CO2톤으로 추정된다. 이

적절한 위치에 환승서비스를 제공 한다면 투자 비용 대비 감축량

는 도로부문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약 7,800만 톤에 비해 극히

에 있어서 타 수단보다 효율적인 감축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미미하나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없애는

다(<표 9 참조>).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정안과 선산휴게소에서의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수

표 9.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비용 대비 감축량

행되었다.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표본수가 충분치 못하여 주중
주말의 미구분을 포함한 결과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

감축수단

연간 감축량 대비 투자비용
(천원/CO2톤)

버스체계 개편

102.8

그린카

165.0

혼잡통행료

307.1

승용차 요일제

33.6

세한 범주의 이용실적 자료가 구득 가능하다면 더 세밀한 분석이

CNG 버스

111.5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64.5

자전거 활성화

342.5

원격근무

17.1

평균

143.0

자료: 서울연구원, 2009.

Ⅴ. 결론
본 연구는 기존 승용차에서 고속버스로 수단을 전환한 이용자
의 특성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 환승 서비스 이용 특
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수단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추정하였다.
환승 서비스 이용 특성은 수도권-호남축 정안휴게소와 수도권
-영남축 선산휴게소에서의 설문을 통해 조사되었다. 이용자 특성
분석 결과 업무 또는 친지방문 목적의 통행인들이 환승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안휴게소 환승 이용객들의 승
용차-버스 전환율이 약 58%로서 기존 수도권-호남축을 통행하
는 중소도시 주민들이 고속버스 노선 부족 또는 부재로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안휴게소에 한하여 환승 서비스 도입 전 승용차를 이용했던
응답자 112명의 통행목적을 분석한 결과 승용차에서 전환된 이
용객 중 59%가 업무를 위해 통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
중교통 노선 부재 또는 부족으로 높은 승용차 운행비용을 지불해
야 했던 업무 의뢰인(또는 법인) 입장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환승
서비스가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업무 통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량 전수화시 연간 이용실적자료의 범주
구분이 월간으로만 되어 있는 제약이 있어 연간 총량 외에 자세
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충분한 표본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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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사료된다.
승용차-고속버스 전환 이용객의 출/도착지와 버스 터미널을
연결하는 연결 수단을 분석한 결과 연결 통행거리는 최초, 최종
연결 수단 모두 15km 이내의 통행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통행거리가 50km를 넘는 응답이 10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긴 연결 통행의 존재는 이러한 연결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중교통 연결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 고속도로 휴게소 버스 환승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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