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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ment projects has been progressed for railway electrification and double track line in the conventional 
line as well as high speed line for the high speed and large transportation capability of railway. Especially, 
many variable operation plans are possible such as interaction between high speed line and conventional line 
and operation of tilting train due to the electrification of the conventional line. Railway electrification is more 
energy efficient and environmentally-friendly, but it has some problems such as an enormous initial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costs and electrical accidents. Therefore, the more intensive research will be 
progressed about railway electrification effectiveness for the continuous electrification project. So, we analyzed 
railway electrification effectiveness about the energy side using annual operation data of electric car and diesel 
car. The energy side was divided into energy costs and national energy consumption for analyzing 
electrification effectiveness about entire line and specific line. We verified advantage of energy costs and 
national energy consumption in this paper and this result will contribute to the progress of the continuous 
electrification project and the more efficient operation ways in electrification line

-----------------------------------------------------------------------------

1. 서론

  철도시스템의 전철화는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고 수송능력이 증대되는 등의 많은 장점

이 있다. 특히 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철도교통의 고속화, 대용량화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되어 

고속선 뿐만 아니라 기존선에서도 복선화, 전철화를 위한 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철도전철

화 사업은 막대한 인프라 건설비용이 소요되며, 전철화 설비의 유지보수비용 및 전철화에 따른 전기사

고 발생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1].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전철화율을 높이기 위해

서는 전철화 효과인 환경, 에너지, 수송량, 소음 등의 분야에서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

다. 본 논문에서는 전철화 전․후의 에너지 측면에서의 전철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전 노선과 특정노선에 대해 디젤차량과 전기차량의 연간 운행실적을 바탕으로 에너지 비용측면과 국가

에너지 소비측면으로 나누워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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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2.1 철도전철화 현황 

  광역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도시철도를 제외하고 2005년도 철도통계연보에서 제시한 철도의 영업거

리는 3,392.0㎞이며 그중 전철화 거리는 1,669.9㎞이며 전철화율은 49.2%이며 복선은 1,355.0km로 복선

화율은 39.9%이다. 2003년을 기준으로 UIC에서 제시한 세계철도통계에서의 주요국의 전철화율은 독일 

55%, 일본 51%, 스웨덴 77%, 프랑스 49%, 그리고 북한 70%로 국내 전철화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2],[3]. 철도선진국에서도 속도향상, 에너지 절감,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전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제 유가상승에 따른 디젤차량의 동력비의 부담, 고속선 개통으로 기존선과 

고속선의 통합적인 연계운행, 국내 주요 간선의 수송량 증강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철도 및 TCR, TSR, 

TMR과 연결시 예상되는 대용량 물류수송의 필요성 증가, 교토의정서에 의한 환경친화적인 철도교통수단

의 확보 및 노후 디젤기관차의 대체 및 유지보수의 문제점 등을 위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표 1

과 같은 전철화 및 복선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4]. 

표 1. 국내 전철화율 및 복선화율 계획

구분 2004년(A) 2006년 2010년 2015년(B) 비고(B/A)

영업거리(km) 3,374.1 3,392.0 3,625.5 3,816.5 1.13

전철화율(%) 39.8 49.2 66.4 73.1 1.84

복선화율(%) 38.1 39.7 55.8 64.1 1.69

※ 자료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06)

 2.2 철도전철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분석 

  우리나라 수송수단별 에너지소비를 보면 철도(디젤기관차), 자동차, 해운, 항공기 등은 순수한 유류

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기철도는 복합에너지(수력, 석탄, 가스, 유류, 원자력)를 사용하고 있다. 2005년

도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원별 발전량 중에서 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차지하고 있으며 점

차적으로 감소하고 추세이다. 이는 국제 유류값 상승 등으로 인해 유류에 의한 에너지원가가 상승하고 

있어 원자력, 복합 등의 단가가 비교적 낮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을 다원화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5]. 2005년도 국내에서 사용한 전체 사용량 중에서 수송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6%이며 수송부분에서 철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전체 수송 분야 중에서 1.4% 정도이며, 철도부분

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이 2003년도 549천TOE, 2004년 511천TOE, 2005년 504천TOE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

한 통계로부터 수송부분에서 철도교통이 차지하는 에너지 사용 비중이 육상, 해운, 항공에 비해 매우 

낮으며 지속적인 전철화 사업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 및 철도차량의 성능향상 등으로 기인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는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낸 것으로 석유에 대한 비

중은 감소하는데 반해 전기에너지의 사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6]. 

표 2. 철도부분(도시철도 포함) 에너지 사용량

[단위: 천TOE]

에너지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소비량 구성비 소비량 증가율 구성비 소비량 증가율 구성비

계 549 100.0 511 △6.9 100.0 504 △1.4 100.0

석유(경유) 348 63.4 298 △14.4 58.3 281 △5.7 55.7

전기 200 36.6 213 6.5 41.7 223 5.0 44.3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2006 에너지 소비통계(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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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에너지 절감측면에서의 효과분석 방안 

  에너지 절감측면에서 전철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크게 소비에너지 비용측면과 국가 에너지 소

비측면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다. 에너지 비용측면에서의 효과는 철도전철화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어 철도 운영기관에서의 에너지 비용의 절감효과를 비교할 수 있으며, 또한 전철

화 사업에 따른 편익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에너지 소비측면에서는 최종 에너지 소비자

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를 비교하는 것으

로 국가차원에서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2.3.1 소비에너지 비용측면에서의 효과분석 방안

  소비에너지 비용 측면에서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구간에 대한 전기료와 유류비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동력소비율은 열차의 종별, 속도, 선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며, 동력단가인 

유류비, 전기료 등은 다른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철

도공사에서 제시한 매년 연도별 차종별 1키로당 연료소비실적을 근거로 1키로당 디젤기관차와 전기기관

차의 에너지 소비율을 비교하였다. 다만 표 3과 같이 차종별 기관차당 연결하는 환산연결량수가 다르므

로 단순히 소비에너지와 동력비를 곱하는 경우에는 차종별 동일한 량을 수송하는데 소비되는 에너지비

용을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표3에서 제시한 차종별 환산연결량수를 이용하여 동일중량, 동일거리를 

이동한 경우에 소요되는 소비 에너지비용을 비교할 수 있다.

표 3 차종별 환산연결량수

열차종별
열차키로

Train-km

기관차키로

Engine-km

환산차량키로

Car-km

환산연결량수

기관차1키로당

per Train-km

고속철도차량 19,731,646.3 395,763,435.7 401,165,638.7 20.3

디젤기관차 50,398,239.5 61,762,802.5 618,446,264.3 12.3

디젤동차 12,620,406.7 104,380,109.9 146,236,077.7 11.6

전기기관차 6,938,055.6 9,925,484.7 112,252,031.2 16.2

수도권전동차 26,711,750.3 255,789,474. 300,995,511.6 11.3

※ 자료 : 2005 철도통계연보(2006)

  2.3.2 국가에너지 소비측면에서의 효과분석 방안

  국가에너지 소비측면에서 에너지 절감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소비되는 에너지를 위해 생산되는 에

너지량을 비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간 차종별 수송량과 연료소비량을 통해 차종별 단위 수송량

별 연료소비량를 산출하여 비교한다. 하지만 유류와 전기에너지의 단위가 다르므로 소비에너지별로 에

너지열량 단위로 환산하여 소비되는 에너지를 위해 생산에 요구되는 에너지량을 비교할 수 있다. 표 4

는 한국철도공사의 차종별 연간 수송량 및 연간 연료소비량과 그리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제시한 연료

별 에너지열량 환산비율을 제시하였다[7]. 

표 4. 연간 차종별 수송실적 및 연료사용량

구 분
기관차키로

(천톤키로)

연료소비량

(kwh, kl)

에너지열량

환산비율

전기차량 17,413,441 1,645,038,918 전기 1kwh = 2150kcal

디젤차량 8,153,126 266,022 경유 1ℓ = 9050 kcal

※ 자료 : 2005회계연도 경영성적보고서(한국철도공사, 2006)

           2006년 1/4분기 에너지소비통계(에너지관리공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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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에너지 절감측면에서의 효과분석 절차

  철도전철화에 따른 에너지절감 측면에서의 효과 분석을 위해서 표 5와 같은 분석절차를 제시하였다. 

먼저 연간 차종별 연료소비량과 수송량을 이용하여 단위 연료소비량과 수송량과 계산한다. 소비에너지 

비용측면에서는 km당 연료소비량을 동일한 에너지 단위인 kcal로 환산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한다. 

하지만 기존의 운영데이터에서는 수송 거리만 동일하기 때문에 수송중량을 고려하기 위해서 차종별 연

간 환산연결량수를 이용하여 차종별 동일 수송량 및 거리에서 소비에너지량을 산출한다. 여기에 연료별 

에너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차종별 에너지비용을 비교할 수 있다. 여기서 동일한 에너지 단위로 비교

하기 위한 에너지 변환비는 1 kwh = 860kcal, 1ℓ = 9,050kcal로 환산하였으며 동일한 중량을 수송하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를 환산하기 위해 전기기관차는 16.2, 디젤기관차는 12.3인 2005년도 환산연결량수

를 적용하여 1량․km 당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였다. 국가에너지 소비측면에서는 연간 차종별 수송실적

과 연료소비량을 산출하고 동일한 에너지 단위로 변환하기 위해 수송수단별 에너지 변환비율을 적용하

여 동일한 에너지 단위로 환산한다. 동일한 단위로 변환된 값을 이용하여 차종별 국가에너지 소비측면

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철도전철화에 따른 국가에너지 소비측면에서의 철도전철화 효과를 비

교할 수 있다. 여기서 에너지 변환비율은 에너지열량 환산비율을 활용하여 전기 1kwh는 2,150kcal이며, 

유류 1ℓ는 9,050kcal로 환산하였다. 

연간 차종별 연간연료소비량, 수송량

(kwh, ℓ, 천톤키로)

[소비에너지 비용측면] [국가 에너지소비 측면}

  에너지변환 효율을 적용한 환산(kcal)

   - 에너지 변환비율

    ․ 1 kwh = 860kcal

    ․ 1ℓ = 9,050kcal
   - 환산연결량수

    ․ EL = 16.2량
    ․ DL = 12.3량

  에너지열량 환산비율에 적용한 환산(kcal)

   - 에너지 변환비율

    ․1 kwh = 2,150kcal

    ․1ℓ = 9,050kcal
    ․1TOE = 107kcal

차종별 연료단가 적용 차종별 단위수송량에 대한 소비에너지 환산

소비에너지 비용 절감효과 비교 국가에너지 소비 절감효과 비교

그림 1. 효과분석 절차

 2.4 운영실적을 이용한 전철화 효과분석 

  2.4.1 소비에너지 비용측면에서의 효과분석 

  소비에너지 비용측면에서 전철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 5에서와 같이 한국철도공사의 전구간과 

영동선 구간의 연간 1km당 소비되는 연료소비량과 연료단가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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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간 차종별 연료소비량 및 연료단가

구 분
연료소비량

(ℓ/km, ㎾h/km)

연료단가

(원/ℓ, 원/㎾h) 
환산연결량수

전구간
디젤기관차 3.38 972.13 12.3

전기기관차 21.98 73.09 16.2

영동선구간
디젤기관차 3.84 972.13 9.2

전기기관차 28.39 79.4 14.8

※ 자료 : 2005 철도통계연보(2006)

  ․ 전구간 1㎞당 운행 소요비용 (디젤기관차 수송량을 전기기관차 수송량으로 환산)

    ⇒ 디젤기관차 : 3.38ℓ/km × 972.13원/ℓ × 16.2/12.3 = 4,328원/km

    ⇒ 전기기관차 : 21.98㎾h/km × 73.09원/㎾h = 1,607원/km

  ․ 전구간 1㎞당 동력비 비율 ⇒ EL/DL = 0.371 (62.9% 절감)

  디젤기관차에서 16.2/12.3은 디젤기관차 수송량을 전기기관차 수송량으로 환산하기 위해 2005년도 환

산연결량수에 의한 변환비를 적용한 것이며, 위의 결과에서 전철화에 의해서 디젤기관차 에너지 비용을 

기준으로 전기기관차의 경우에는 62.9%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영동선 1㎞당 운행 소요비용 (디젤기관차 수송량을 전기기관차 수송량으로 환산)

    ⇒ 디젤기관차 : 3.84ℓ/km × 972.13원/ℓ  × 14.8/9.2 = 6,005원/km

    ⇒ 전기기관차 : 28.39㎾h/km × 73.07원/㎾h = 2,075원/km 

   ․ 영동선 1㎞당 동력비 비율 ⇒ EL/DL = 0.345 (65.5% 절감)

   ․기관차 1량당 절감 동력비 = 193.6km × 3930원/km = 760,848원

  2005년도 영동선의 경우에 전기기관차 수송량을 기준으로 디젤기관차가 운행되는 구간을 전기기관차

로 대체하는 경우에 에너지 비용절감율은 65.5%정도이며, 영동선 구간이 193.4km이므로 기관차 1편성당 

편도 760,848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됨을 알 수 있다.

  2.4.2 국가에너지 소비측면에서의 효과분석 

  국가에너지 소비측면에서 효과분석을 위해서 차종별 연간 수송량과 연료소비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

가차원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였다. 

  ․ 전구간 1천톤키로당 국가 소비에너지량

    ⇒ 디젤차량 : 266,022,000ℓ / 8,153,126천톤키로 × 9,050kcal/ℓ 

                  = 295,285.4 kcal/천톤키로 = 0.0295 TOE/천톤키로

    ⇒ 전기차량 : 1,645,038,918kwh / 17,413,441천톤키로 × 2,150kcal/kwh

                  = 204,220.6 kcal/천톤키로 = 0.0204 TOE/천톤키로

  ․ 전구간 1천톤키로당 소비에너지 비율 ⇒ EL/DL = 0.69(31% 감소) 

  위의 결과에서 천톤키로를 수송하는데 전기차량의 경우에는 204,220.6kcal(0.0295 TOE)을 소비하는 

반면에 디젤차량은 295,285.4kcal(0.0204 TOE)을 소비하여 전철화로 인해 31%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국가 에너지 절감의 효과뿐만 아니라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전력생산의 상당부분을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류의 사용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 

  최근 개통된 구간인 충북선과 영동선 구간의 경우에 기존의 운행되던 디젤차량에 의한 수송량을 전기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위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표 6과 같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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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철화 개통구간의 에너지 절감량 비교

노선
전체 연장

(km)

전철화 

연장

(km)

수송량

(천톤키로)

전기차량 

대체수송량 

(천톤키로)

에너지 (TOE) 에너지 

절감량

(TOE)디젤차량 전기차량

충북선 115.0 115.0 2,882 2,882 85.02 58.79 26.23

영동선

(동해～강릉) 
193.6 45.1 1,995 464 13.69 9.47 4.22

※ 자료 : 2005회계연도 경영성적보고서(한국철도공사, 2006)

  전철화 사업이 완료된 구간에서도 기존의 디젤차량의 활용, 비전철화 구간과의 연계 운행 및 수송되

는 화물의 종류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디젤차량을 전량 전기차량으로 대체할 수 없어 전철화 구간

의 연장이 증가하는데 비례하여 전기차량을 이용한 수송량이 비례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향후 디

젤차량을 점차적으로 전기차량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철화 연장 증가에 비례하여 전기차량의 수

송량이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국가 소비에너지 측면에서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비교하였다. 전기차량 대

체수송량은 해당 노선의 전체 연장에 대해 최근 개통된 전철화 구간 연장에 비례하여 디젤차량의 수송

량을 전기차량으로 대체하여 수송할 수 있는 수송량을 나타낸 것이다. 충북선의 경우에는 100% 전철화

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디젤차량을 이용한 수송량을 전량 전기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충북선의 경우 

연간 26.23TOE를 절감할 수 있으며, 영동선의 경우 동해～강릉간 구간의 전철화로 4.22TOE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3. 결론

  철도시스템의 고속화, 대용량화를 위해 고속선 뿐만 아니라 기존선에서도 복선화, 전철화를 위한 개

량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철도시스템의 전철화는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고 수송능

력이 증대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철화 효과에 대한 정량화된 분석자료가 미비하여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절감측면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운영실적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에너지 절감측

면은 크게 차종별 소비에너지 비용과 국가에너지 소비측면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2005년도 전구간

의 연간 디젤기관차와 전기기관차의 운영실적에 의하면 디젤기관차 동력비를 기준으로 전기기관차의 경

우에는 62.9%의 소비에너지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국가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는 전

기차량이 연간 204,220.6 kcal(0.0295 TOE)을 소비하는 반면에 디젤차량은 295,285.4 kcal(0.0204 TOE)

을 소비하여 전철화로 인해 31%의 국가 차원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향후 에너지 측면뿐만 아니

라 환경, 수송량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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