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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GHG) is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issue. In order to 
control efficiently GHG emissions and reduction,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GHG inventory preferentiall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GHG inventory of Korean railroad. The GHG sources were divided 
into direct and indirect emissions. The GHG released from the operation of rolling stocks was classified 
according to operating line and the kind of car. Finally, the GHG emission of Korean railroad can be 
managed systematically using this GHG inventory.
------------------------------------------------------------------------------------

1. 서론

  2005년 교토의정서의 발효 이후에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1-3]. 국내에서는 2013년 이후 2차 감축대상국으로 우리나라가 가입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보다 가시적

인 움직임이 활발하다. 2007년 12월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연

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주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2]. 특히 각 산업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의 구축은 효율적인 온실가스 관리 및 감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2]. 인벤토리의 구축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및 감축목표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에너지 절감사업의 발굴 

및 우선순위 평가의 근거 자료로도 유용하다[2]. 따라서 철도분야에서도 효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온실가

스를 감축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분야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인벤토리 정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조직경계 안에서의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하고, 해당 배출원으로 

인한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절하게 산출하여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목록화하는 작업이다[2]. 온실

가스 인벤토리 작성에 있어서 먼저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인벤토리의 범위이다. 이는 인벤토리 범위에 

따라 배출량 산정 방법론 및 배출원에 관련된 데이터 관리 방법이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벤

토리의 범위는 인벤토리 활용처 및 기존의 인벤토리 관련 데이터의 관리 방식 등에 의해 동일한 사업장

이라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내에서 범위 설정이 정의되어야 하는 부분은 조직 

및 운영경계, 각 배출원의 배출량 산정 영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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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은 온실가스의 방출을 일으킬 수 있는 물리적 단위나 공정을 뜻한다. 배출원은 크게 공통 배출원

과 해당 사업장에만 포함되는 특정 배출원(공정배출, 소각배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원은 

배출원 선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목록화하여 인벤토리 작성에 반영한다. 배출원의 분류가 완료되면, 
각 배출원의 배출량 산정을 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정의된 배출량 산정 영역에 따라 각 산정 영

역에 적합한 계산식 및 배출(변환)계수를 선정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최초 작성된 이후에도 작성된 

내용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배출량 관련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

3. 국내 철도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국내 철도분야의 인벤토리에 포함되는 온실가스는 Table 1과 같이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6
대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로 정의한다. 또한 현재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로 분류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가스들(ex : CFCs, HCFCs, 하론)도 선

택적 항목(Optional information)에서 잠재량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온  실  가  스 배    출    원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CO2

구매전력, 열차 Methane (메탄) CH4

 Nitrous oxide (아산화질소) N2O

 Sulphur hexafluoride (육불화황) SF6 가스절연개폐장치

 R-22* HCFC-22

 하론*
CF3Br

CF2ClBr
CHCl3

자동소화설비

Table 1. Greenhouse gases released from railroad

 ※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온실가스

철도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원을 크게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나누어 상세배출원을 조사하고 각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철도차량의 운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차종별/노선별로, 그 외의 배출원

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따라 구분하였다. Table 2는 직접배출원에 따른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예를 나타

낸 것이다.

Table 2. Inventory of greenhouse gases for direct emission in Korean rail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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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수송수단의 온실가스 저감은 미래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도로 및 항공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철도분야에서도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기존의 철

도는 타교통수단과 비교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에 

따라 보다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여 전체 수송수단의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황

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철도의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국내 철도분

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향후 저감방안 수립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5.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철도공사의 연구비 지원에 따라 수행되었음에 이에 감사드립니다.

6. 참고문헌

(1) 철도환경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final report,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5.

(2) 친환경 철도시스템 구축기반 기술 개발(철도분야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final report, 한국철도기

술연구원, 2007.

(3) 정우성, 이재영, 철도분야의 기후변화협약 관련 동향, 한국철도기술지, p16-20,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