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신저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환경연구실

E-mail : cheul@krri.re.kr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환경연구실

철도차량 설계대안 선정에 대한 GHG 배출량 기반 환경 경제성 

통합평가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Integration Assessment of Environmental Aspect and 
Cost Aspect Based on GHG Emission for Design Alternative Selection of 

a Railway Vehicle

최요한*        이철규†*       이재영*        김용기*        정우성*

Yo-Han Choi   Cheul-Kyu Lee   Jae-Young Lee   Yong-Ki Kim    Woo-Sung Jung

ABSTRACT

At the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stage, the main criteria selecting a design alternative were 
performance aspect as well as cost aspect of a product. Ongoing new paradigm shifts such as low carbon 
green growth, climate change mitigation, sustainable society development urged considering environmental 
aspect of a product at the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stage.

Up to recently, only cost aspect except performance of a product was considered at the railway vehicle 
design process. Therefore, it is needed to develop a method that may consider environmental aspect of a 
product at the railway vehicle design process.

Lee (2011) proposed that a method of an integration assessment of environmental aspect and cost aspect 
based on GHG emission instead of based on monetary value.

This study conducted that apply the method of Lee (2011) to design alternative selection process of a 
railway vehicle. From the integrated view of environmental and cost aspect, the reference product and design 
alternatives are assessed and compared. 

1. 개요

  철도차량 설계 및 개발과정에서, 철도차량의 설계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은 철도차량이 갖는 다양한 

측면만큼 복잡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철도차량 설계대안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능측면

에 기반한 설계 사양(design specification)을 만족하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대안을 선정하

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최근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지구온난화 방지 등,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철

도차량 설계에도 전과정평가(LCA)를 이용한 환경 측면을 반영하는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비용 측

면과  환경측면이 갖는 차원(dimension)의 차이로 인해, 철도차량 설계 대안 선정에 두 측면을 통합 고

려하는 것은 생태효율성(eco-efficiency)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철도차량의 환경영향(LCA 결과)

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생태효율성이 갖는 단점은 비용과 환경영향 상호간의 상대적 

고려(상대성)이기 때문에, 개선 방향성이, 비용은 줄이고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정되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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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과 환경영향 저감 중에서 의사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영향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별 환경영향을 비용으로 환산할 때 기준이 다양하며, 다양한 기준 만큼 다

양한 주장이 가능해서, 비용측면과 환경측면의 통합고려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

이 떨어질 수 있다. 

  철도차량의 비용측면과 환경측면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비용측면을 GHG 배출량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이철규(2011)에 의해 제시 되었으며, 이 방법은 기존 비용측면 및 환경측면 통합방법이 갖는 상대성, 신
뢰성 부족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운행 중인 철도차량과 경량화 철도차량에 대해서 이철규(2011)가 제시한 GHG기

반 환경 경제성 통합평가방법의 비교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철도차량 설계 대안 선택에서 GHG기반 환

경 경제성 통합평가방법이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도구로 사용 가능함을 보였다.

2. 방법론

  이철규 외(2011)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과 물질 비용 측면을 통합한 설계대안 평가방법을 그

림 1과 같이 도시하였다. 

그림 1 An integrated assessment method of GHG emission and 
material cost (Lee et al., 2011)

  
이 방법은 제품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TOE 단위로 통합하는 방법이며, 물질 및 공정의 온실

가스 배출계수,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물질비용을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 하의 기회비용으로 가정

하여 물질 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은 송종성과 이건모(2010)가 제시한 방법을 개선하여 사용하였으며, 
특히 제품 폐기단계에서 재활용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정량화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

하였다. 

3. 사례연구 

3.1 제품사양

  이철규 외(2011)가 제시한 방법론이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 및 물질 비용 측면의 개선 여부를 통합하

여 평가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제품으로는 철도차량을 선정하였다. 
대상제품의 기능은 레일 위로 인원을 수송하는 것이며, 기능단위는 1회 최대 432명의 인원을 수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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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철도차량의 조합, 참고흐름은 철도차량 1편성이다.

3.2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시 cut-off 기준은 93.4%로 설정하였다. 철도차량의 시스템 경계는 조립단계와 사용단계의 

유지보수 공정을 제외한 전과정으로 하였다. 철도차량은 유통단계가 없으며 고려사항에서 제외 하였고, 
조립단계는 데이터 수집에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해 이번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철도 차량의 폐기단

계에 대한 최적화 된 시나리오가 도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철도차량과 유사한 제품 구성을 가진 자

동타 폐기단계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폐기단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철도차량 1량의 물질 및 중량 정보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 대상제품 참고흐름은 철도차량 

6량으로 구성된 철도차량 1편성(214.3ton/F.U.)이며, 연구의 단순화를 위해서 6량의 철도차량이 모두 동일

하다고 가정하였다.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존 철도차량들의 노선별 운행정보를 토대로,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대상제품의 에너지 소비량을 산정하였다(표 2). 도출된 회귀 분석식은 식 (1)과 같

으며, 이 회귀 분석식과 대상제품 정보를 이용하여 통계자료와 대조한 결과, 6호선의 통계치와 계산치가 

가장 비슷한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6호선의 데이터와 대상제품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상제품의 사용

단계(25년간) 전력사용량 2.054E+05 MWh을 도출하였다.(이철규 외, 2011)

 

Component Material
Weight

(kg)
Cumulative weight

(kg)
Cumulative percent

(%)
Axle Assy RSW & A2, cast iron 5,456 5,456 15.3%
Underframe carbon steel 5,300 10,756 30.1%

Car Body Block stainless steel 5,190 15,946 44.6%

SIV BOX ASS'Y
pickled hot rolled coil,   cold rolled 

steel coil, copper, aluminum
3,542 19,488 54.6%

Bogie Frame SWS490A 3,320 22,808 63.9%

Floor + Floor Covering
plywood, glass wool,   apitong, 

carbon steel
2,359 25,167 70.5%

Passenger's Seat steel, PU foam, fabric 1,115 26,282 73.6%
Ruggage Rack & Rack  

 Frame
stainless steel 974 27,256 76.3%

Journal box Ass'y sc450, sm45c,scp1,ss400 952 28,208 79.0%

Interior & Ceiling Panel
glass fiber, NOMAX, phenol   resin, 

carbon steel
894 29,102 81.5%

1st suspension rubber, ss400 864 29,966 83.9%
Brake system steel, ss400 848 30,814 86.3%

Window flat glass, silicon,   aluminum plate 680 31,494 88.2%
tanks stainless steel 600 32,094 89.9%

2nd suspension cold steel, ss400, rubber 540 32,634 91.4%

Steering
sc450,sf440, rubber, sup11a,   

scm435, ss400
318 32,952 92.3%

Anti-roll bar
sup11a, sf440, scm435,   sc450, 

ss400
190 33,142 92.8%

Side Entrance Door 
Engine

A6061, A2024, Aluminum plate,   
steel, STS304, brass, GUR, Urethane

180 33,322 93.3%

Fluids lubricant, oil 13 33,335 93.3%
Coolant R410a, R407c 5 33,340 93.4%

Others 2,375 35,715 100.0%

표 1. Composition and weight information of a railway vehicle (Lee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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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ontribution analysis of a railway vehicle on GHG emission 

· Energy consumption = 4.73X1+0.0104X2+0.0011X3+163X4-8800                (12)
 

Where,                                                                                
 X1= weight, ton                                
 X2= number of passenger, thousand person(k pe.)
 X3= distance, km
 X4= number of station, each

 
Weight

(ton)
# of passenger

(k pe.)
Distance

(km)
# of station

(each)
Estimated energy consumption

(MWh/use stage)

The target product
214.29 

(6 cars/formation)
213,896 6,878,704 38 2.054E+05

표 2. Energy consumption estimation result at the use stage (Lee et al., 2011) 

  폐기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폐기되는 제품의 원료물질별 재활용 시나리오에 따른 온실가스 회수

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폐기 프로세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고려되었다. 물질비용은 제품에 

사용되는 물질 비용의 합으로 산정하였다(이철규 외, 2011).
  
3.3 주요 환경성 이슈 도출

  철도차량 전과정의 주요 환경성 이슈는 사용단계 전력소모가 주요 환경성 이슈이며, 철도차량 제작단

계에서 부품의 재질에 따른 GHG 배출량을 분석하여 그림 2와 같이 나타내었다. 
  철도차량 한 편성이 동일한 차량으로 구성된다는 가정하에서, 한 차량의 주요 환경성 이슈를 규명하

는 것으로 철도차량 제작단계의 주요 환경성 이슈를 규명하였다. 철도차량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서 물

질 사용에 의한 GHG 배출량이 5% 이상인 부품을 주요 환경성 이슈로 정의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부

품은 Car body block, Underframe, Axle Assy 그리고 Interior & Ceiling pane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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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 
component

Reference product Product alternative

Material Weight 
(kg)

percentage 
(%)

GHG emission 
(kg CO2-eq.) 

percentage 
(%) Material Weight 

(kg)
GHG emission 
(kg CO2-eq.) 

Car Body 
Block Stainless steel 5.190E+03 14.5 1.890E+04 22.6 Aluminum 4.412E+03 2.800E+04

Bogie 
frame

Steels for 
Welded Structure 3.320E+03 9.3 3.720E+03 4.5 Composite 

material 2.158E+03 9.900E+03

Others - 2.721E+04 76.2 6.090E+04 72.9 - 2.721E+04 6.090E+04

Total - 3.572E+04 100.0 8.352E+04 100.0 - 3.378E+04 9.880E+04

표 3 A product alternative of a railway vehicle compared with the reference product

3.4 설계대안 온실가스 배출 및 물질비용 통합평가

3.4.1 철도차량 설계대안 도출

  철도차량 설계 대안은 이론상 무한대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대상제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적 설계

대안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안 선정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온실가스 기반 환경경제성 통합평가를 통해 설계 대안 평가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과 물질비용 저감을 설계 대안 선정 기준으로 한 설계 대안 평가 도구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최

적 설계 대안 선정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과 물질비용 저감이다.
  따라서 3.2에서 제시된 철도차량의 주요 환경성 이슈를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물질비용 저감

을 고려했을 때, 주요 환경성 개선 전략은 차량경량화, 차량 재질 대체, 재활용 가능 물질 사용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차량경량화, 차량 재질 대체, 재활용 가능 물질 사용 등의 다양한 기준을 동시에 고려

하기 보다,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차량 중량을 단일 기준으로 사용하여, 경량화 설계전

략을 채택하고, 경량화 설계 과정에서 차량 재질 대체 및 재활용 가능 물질 사용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

로 설계 대안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설계 대안을 표 3와 같이 기존제품과 비교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차량경량화의 효율성, 구조관련 부품(대차 부품)의 물리적 특성, 부품의 온실가스 배출

량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량대비 5%를 상회하는 부품 Under frame과 Car body block, SIV 
box Ass'y, Floor & Floor covering, Bogie frame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5%을 상회하는 부품 Car body 
block과 Under frame, Interior & Ceiling panel을 대체하는 설계대안을 최적설계 대안으로 선정하였다. 단, 
Axle ass'y(온실가스 배출기여도 16%, 중량비 15.3%)은 부품에 요구되는 물리적 특성이 대체하기 어려운 

부품이고, SIV box Ass'y, Floor & Floor covering, Interior & Ceiling panel, under frame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품이 최신 부품으로 현재 경량화 측면에서 개선대안이 없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개선대안은 기존 철도차량에 비해서 5.2% 경량화 된 대안이다. 

3.4.2 온실가스 배출 및 물질비용 통합평가

  대상제품과 도출한 대안을 동일한 전과정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및 물질비용 통합평가

를 수행하였다.
  표 4에 제조단계에서 대상제품과 설계 대안의 중량정보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었다. 회귀분석식

을 이용하여 도출한 사용단계 전력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 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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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HG recycling of reference product at the 
EoL stage

그림 4 GHG recycling of product alternative at the 
EoL stage

그림 5 GHG emission of recycling processes at the 
EoL stage 

그림 6 Total GHG emission at the EoL stage 

 
Estimated energy consumption

(MWh/use stage)
Conversion factor
(tCO2-eq./MWh)

GHG emission
(tCO2-eq.)

Reference product 2.054E+05
0.424

8.710E+04

Product alternative 2.040E+05 8.651E+04

표 4 Comparison of GHG emission at the use stage between reference product and product alternative

  폐기단계에서 회수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림 3과 4에 나타내었고, 회수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

스 배출량과 전체 폐기단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림 5와 그림 6에 각각 나타내었다. 차량의 물질 비용

을 동일 가치의 전력을 구입했을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

로 그림 7에 철도차량 전과정에서 설계 대안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과 물질비용 변화를 각각 온

실가스 기준으로 나타내었다. 

4. 결론

  철도차량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개선을 위한 설계 시, 개선 대안 선택에 따른 비용 측면을 동

시에 고려하는 온실가스 기반 환경경제성 통합평가 방법이 이철규(2011)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 제품과 개선 대안에 대한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표 9에서 설계 대안의 배출량이 기존 철도차량과 비교하여 아주 근소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경량화 

소재로 인하여 사용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감되었으며, 제작단계와 비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량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경량화 소재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사용단계에서 제작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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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HG emission based GHG emission and 
material cost integration assessment

전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실증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철도차량의 최종 소비자는 승객이지만, 최종 

서비스 제공자, 즉 철도차량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운영처이다. 운영처는 이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경량화 철도차량 개발에 투

자를 할 필요가 있으며, 제작사는 온실가스를 적

게 유발하는 경량화 소재를 개발하여 이에 대응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철규 (2011)의 방법론이 기존 환경성 

및 경제성 통합방법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이 

방법론이 갖는 장단점 분석 및 개선을 통해서, 

제품 이해관계자들이 쉽고 빠르게 환경영향(온

실가스)과 비용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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