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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vanced Railway countries are developing technologies of production and management for low-carbon and green 
growth of their railway industry to hold a dominant position under post-Tokyo protocol regime through integrated 
approach which uses environmental quantitative analysis of train life cycle by using LCA(Life Cycle Assessment). 
On the contrary, Korea railroad industry attempts to make an environmental improvement only for using 
regenerative energy and improvement in operating energy consumption through adapting reduction weight of 
material technology and etc. without systematic environmental analysis approaches such as comparing and analyzing 
energy consumption as well as GHG emission in each life cycle stages of train. 
Therefore, In this paper, low-carbon management and comprehensive environmental improv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 railway industry through analyzing the result of life cycle analysis in abroad are suggested. 

1. 서론

국외 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등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환경적 우위를 선점하기위

하여 전과정 환경성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철도차량의 전과정 환경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저탄

소 철도차량 제작 및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 철도

산업은 철도차량의 전과정 단계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발생량 비교, 분석 등의 체계적인 환경적 분석

을 수행하지 않은 체 회생전력 활용, 경량화 소재 적용에 따른 운행에너지 소비개선 등의 국한된 환경

적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국외 철도차량산업의 전과정적 환경성 개선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국내 철도산업의 저탄소 운

영 및 종합적인 환경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철도와 전과정평가

  전과정평가는 제품의 전과정 동안에 제품(서비스 포함)으로부터 야기된 환경부하를 정량화하고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여기서 환경부하란 지구온난화기여도(Greenhouse gas), 자원소

모(Resources Depletion) 및 환경오염물 배출(Environmental Emissions)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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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전 세계에 걸쳐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소비규모가 대량화(Mass 

consumption)됨에 따라 환경파괴도 가속화하고 있다. 기업 활동의 핵심인 이윤추구 활동의 증가는 그

에 수반되는 제품/서비스 생산을 위하여, 원자재의 취득에서부터 최종제품의 제조 및 폐기 과정까지 

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다량의 원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자원소모를 촉진시키고, 그 결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기업은 단순히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일뿐만 아니라 원료취득과 사용 후의 폐기처

리까지를 포함하는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발생되는 환경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전과정평가이다. 이러한 전과정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하여 제품, 재료 등의 전과정을 통한 자원, 에너지소비 및 환경오염부하를 최소화시키고 개선방

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철도는 현재 그 운행단계만을 고려하여 교통수단으로서의 친환경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패러다임의 급

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환경규제 및 환경적 가이드라인하에서 교통부문에서 철도의 환경성은 위협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해진 지구온난화 문제와 석유자원 고갈로 기존 사용단계의 친환경성만 

고려해 온 환경관리 개념에서 더욱 확대하여 제품의 재료에 까지 친환경성을 확대한 전과정적인 관리

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전과정평가의 활용범위가 커지고 있으며 유럽 등 철도선진국에서

는 환경정책 및 환경기술개발에 있어 전과정평가기법 적용을 위한 기반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UIC 및 UNIFE의 기술 및 정책보고서

에서 유럽 철도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6 %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항목 도출을 전과정평가기법 적용을 통하여 개선기술별로 온실가스 감축가능량을 체계적으로 

산출하여 파급효과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유럽 철도차량 전과정평가 사례분석

  전과정평가는 전과정 환경목록 데이터베이스(Life Cycle Inventory database)를 기반으로 평가가 가

능하다. 유럽은 European Platform on Life Cycle Assessment 프로젝트로 사회 각 분야의 전과정 환경

목록을 구축하고 산업군별 통합적인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IC 및 UNIFE는 광범위하게 구

축되어 있는 LCI DB를 활용하여 철도차량에 대한 전과정적 환경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1. 철도차량 재료별 잠재에너지 소요량 분석결과(Siemen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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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운행단계 에너지기여율 분석결과(Siemens, 2006) 

그림 3. 재활용 및 회수율 

차량재료 재료별
소요에너지

재활용에 필요한 
총 에너지 (MJ/kg)

Steel(low alloyed) 12 material1 168 000
Steel(high alloyed) 12 material1 444 000

Aluminuim
(50% secondary) 2.5 material 77 500

Glass 9 material, 50% 
thermal recycling 9 000

Copper 12 material1 36 000
Total 734 500

표 1. 차량재료별 재활용 소요에너지 

그림1, 그림2와 표 1은 Siemens에서 연구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 1은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재질별 잠

재적 에너지 소요량을 분석한 결과이며, high alloy steel과 알루미늄이 가장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는 철도차량 운행에너지를 구성품별로 분석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분석한 사

례가 없는 연구결과이다. 철도차량 생애주기 운행전력 중 가장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항목은 흥미롭게도 냉난방기에 소비된 전력이며 그 양은 회생전력과 거의 동일한 양으로 제시하고 있

다.   

2.3 철도차량 환경성개선 기술동향

Walter Struckl. et. al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철도차량의 전과정 환경부하 중 약 90%는 운행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철도차량 환경성 개선에 운행에너지 소비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

를 위하여 국외 철도산업은 차체 경량화 재료개발 동시에 회생전력 활용향상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철도차량 에코드라이빙 기술, 에너지저장장치의 철도차량 적용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저항을 

이용하여 소멸시키던 회생전력 활용기술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저장하고 이를 철도차량 구동 전

력원으로 이용하는 하이브리드방식과 슈퍼커패시터방식의 장치를 변전소 등에 설치하여 저장하고 이를 

인근 철도차량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철도차량 에너지 소비개선을 통한 환경성 개선기술을 종

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그림 4와 같이 Bombardier사의 ECO4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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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구분 기술개요
개선효과

(기존대비)

알루미늄

차체기술

알루미늄 차체소재기술
중량감소, 초기가속증가

5%

샌드위치

재료기술

Honeycomb 타입 소재 
기술로 차체 경량화

5%

복합소재 복합소재 대차기술 5%

내장재경

량화

승객좌석 및 내장재료 경량
화

5%

표 2. 재료경량화 기술

기술구분 기술개요
개선효과

(기존대비)

차체단열

기술

복합소재유리기술 외부
온도조건 변화에  따른 
열전도율 개선기술

7%

마찰저감

기술

차륜-레일 마찰계수 저
감 기술

10% 

에너지저

장장치

첨단 전지기술 적용 에
너지효율개선 및 경량화

10%

에코드라

이빙

에너지효율최적운행기술 
차량내부에너지관리기술

15%

냉난방및

공조기술

차량 내부공조 및 난방
시스템 운영효율 최적화

7%

표 3. 철도차량 운행에너지 개선기술

그림 4. Bombardier사 ECO4 프로젝트 

3. 결 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발효로 국내 산업은 에너지소비 개선을 위한 제품 및 기술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철도산업 또한 운행에너지 소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을 연구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운행에너지에 기여하는 인자는 다양하게 존재한

다. 철도차량 제품과 함께 운영조건, 선로조건 또한 운행에너지의 영향인자로 포함되기 때문에 철도차량

의 운행환경성 개선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툴이 전과정평가기법이다. 유럽의 연구결과와 같이 국내 철도산업 또한 재료단계에서부터 체계

적인 환경성 정량화 통하여 기술개발에 따른 환경성 개선효과를 분석함으로서 파급효과순으로 기술개발

을 진행하여야 하며 친환경 운영을 통한 종합적인 환경선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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