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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

서 철도물류분야에서도 녹색물류에 대한 정책적 기조가 강

화되고 있다. 정부는 2006년 9월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

획(2011~2020)’을 수립하고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21

세기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강국’의 비전을 제시

하고 세부목표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물류부

문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16.7%를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

환경 물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 물류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산화탄소 감

축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성 계

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물류인프라의 녹색화를 추진하

기 위해 도로화물을 철도화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물류시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철도역, 내륙화물기지 등 다양한 물

류거점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의무화

하였다.

디젤기관의 화물운송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Table 1

과 같이 도로운송 대비 약 22.9%로 적은 수치이다. 하지만

최근 디젤유를 사용하는 점화기관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황(SO2), 미

세먼지(PM) 등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2]. 이러한 환경문제는 철도운송이 친

환경 운송수단이라는 이미지에 대립할 뿐만 아니라 녹색성

장을 위한 정부시책으로 철도물류분야에서도 온실가스의 감

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속적인 고유

가로 인한 운영비의 상승은 운영기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

다. 따라서 디젤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운영비

를 줄일 수 있는 에코 드라이브를 실천하기 위한 디젤기관

화물열차의 경제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이 필

요하다.

본 논문은 운영기관의 관점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운

Abstract Rail transport has been considered an environmental-friendly transport mode compared with other transport

modes such as ship, truck, and aircraft. However, air pollutions emitted by diesel locomotives have emerged as social issues.

In addition, the railway industry may not be able to avoid a duty of alleviating greenhouse gases emission owing to the

Korean government policies for green growth which is an economic paradigm that simultaneously pursues growth and envi-

ronmental improvement. Moreover, rising oil prices has burdened a train operating compan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methodology of determining an economical speed of diesel freight locomotive from the viewpoint of the train

operating company. In the methodology, we first define an operational cost function based on various cost factors and then

suggest formula to calculate an economical speed of diesel freight locomotive. To estimate the influence of cost factors such

as diesel price, carbon taxes, and time costs on the speed of diesel freight locomotive, sensitivity analysis was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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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도운송은 오랜 기간 동안 도로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보다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

지만 최근 디젤유를 사용하는 점화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

로 인식되고 있으며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철도분야도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의무를 피할 수 없을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고유가는 운영비를 상승시켜 운영기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유류비 절감을 위해 운영기관 입장에서 화물열차의 경제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

을 제안한다. 경제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유류비, 화물열차의 시간가치, 탄소세를 고려하여 비용 함수를 추정하

였다. 비용 함수를 바탕으로 화물열차의 경제속도를 도출하기 위한 식을 제안하고 유류비, 화물열차의 시간가치,

탄소세의 변화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주요어 : 디젤기관 화물열차, 에코 드라이브, 녹색물류,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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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비 절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디젤기관 화물열차의 경

제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

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디젤기관 화물열차

를 중심으로 국내 철도 시설과 차량 현황을 분석하고 연료

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존 연구에 대해 살펴보

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화물열차의 경제속도를 산정하기 위

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4장에서는 현실상황을 근거로 수

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속도를 산출해 보고 각 비용요

소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제5장

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현황분석 및 기존연구

화물운송에 이용되는 디젤기관 차량을 전기기관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와 연료비 절감을 실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하지만 국내의 철도 시

설과 장비 현황 등 현실적 측면에서 단기간에 모든 디젤기

관 차량을 전기기관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를 차량 현황, 전철화 구간의 현황, 견인력의 세 가지 측

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첫째, 국내의 연도별, 차종별, 차령

별 보유 현황을 분석해 보면 Table 2와 Table 3에 제시된 것

처럼 2002년 이후로 디젤기관 차량의 감소와 전기기관 차

량의 증가 추세는 철도운송이 더욱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디젤기관 차량은

내구연한 25년을 기준으로 약 10~15년의 기대수명을 가진

차량이 다수이다. 둘째, 전철화 구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Table 4에 제시된 것처럼 2004년부터 전철화 구

간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전철화 구간이 약 45%에 육

박한다. 셋째, 전기기관 차량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어려

움은 디젤기관 차량이 전기기관 차량보다 견인력에서 우수

하다는 점이다[4]. 이러한 현실적 측면은 중단기적으로 디젤

기관을 이용한 화물운송은 불가피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화물운송에 디젤기관 차량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

유가와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시책은 운영기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비용적 측면에서 고유가는 운영비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운영비가 더욱 상승하

게 될 것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디젤기관의 점화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감소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정책

을 위해 운영기관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철도 차량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는데, 이는 크게 기술적 접근방법과 운영적 접근

방법으로 구분된다. 전력소비와 연료소비를 줄이기 위한 기

술적 방법에는 대체에너지의 개발, 고효율 엔진의 개발, 회

생인버터의 개발, 차량의 경량화[5], 배기연돌 커버 개폐장

치의 설치[6] 등이 있고, 운영적 방법으로는 속도 프로파일

러의 개발, 실시간 운행 제어, 운행 스케줄의 조정방식[7-9]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젤기관 화물열차의 운영비와 연

료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운영적 접근방법으로 기존 연구의

검토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디젤기관 화물열차에서 운영비와 연료 소비량을 줄이기 위

한 운영적 접근방법으로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한 컨테이너

적재패턴에 관한 연구와 화물열차의 급유계획에 관한 연구

가 있다. 주행저항을 줄이기 위한 컨테이너 적재에 관한 연

구로 Lai and Barkan [10]은 화차의 이용률, 효율성 등을 고

려하여 화물열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제

안하였다. Lai et al [11,12]은 정적인 환경하에서 화물열차

Table 1 [1] Pollutant emissions for driving means

Unit: g/ton·km

CO HC NOx PM SO2 Total

Freight
Truck 2.462 0.296 2.216 0.432 0.046 5.452

Rail 0.307 0.124 0.750 0.049 0.019 1.250

Table 2 [3] Rolling stock by classification

Diesel 

locomotive

Diesel

rail car

Electric

locomotive

Electric

Rail car

2002 482 610 96 1,662

2003 468 606 106 1,858

2004 462 602 204 1,824

2005 455 592 131 1,850

2006 438 576 151 2,086

2007 422 566 151 2,086

2008 396 500 179 2,088

2009 335 476 179 2,184

Table 3 [3] Rolling stock by age

Diesel 

locomotive

Diesel 

rail car

Electric 

locomotive

Electric 

rail car

Total 335 476 179 2,184

 1~5 year 8 - 55 482

6~10 year 113 20 30 330

11~15 year 110 150 - 956

16~20 year 31 306 1 265

21~25 year 27 - 3 151

26~ 30 year 5 - - -

Over 31 year 41 - 90 -

Cars over its 

service life
46 - - -

Cars under its 

service life
289 476 179 2,184

Average age 16.5 15.1 20.4 11.7



김광태·김영훈

296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5권 제3호(2012년 6월)

의 컨테이너 적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수계획모형을 제

안하였고 확장된 연구로 불확실한 환경하에서 적재계획을 수

립하기 위해 계획기간을 연동적으로 고려한 모형을 제안하

였다. Nourbakhsh and Ouyang [13]은 운영비의 상당 부분

을 차지하는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화물열차의 효율적인

급유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혼합정수계획모형

을 제안하고 해법으로 라그랑지안 완화 기법(Lagrangian

relaxation method)을 제시하였다. Raviv and Kaspi [14]는

화물열차의 급유역과 급유량을 결정하는 혼합정수계획모형

을 제안하고 모형의 개선을 위해 유효부등식(Valid inequality)

을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의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화물열차의 유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론으로 주행저항을 줄이기 위한 연

구와 급유계획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화물열차의

경제속도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3. 경제속도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

본 장에서는 운영기관의 관점에서 디젤기관 화물열차의 경

제속도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화

물열차의 운영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비, 화물열

차의 시간가치, 향후 부과될 수 있는 탄소세를 고려하여 경

제속도를 결정하고자 한다.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가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화물열차는 평평한 선로에서 1,000마

일을 주행한다. 이와 같은 가정사항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

는 연료소비 추정식을 인용한 기존 연구[15]에 기초한다.

다음의 기호를 바탕으로 디젤기관 화물열차의 경제속도를

산출하는 방법론을 설명하기로 한다.

•파라미터(Parameter)

w 열차중량(단위: lbf)

r 공기저항면적 (단위: ft2)

g 경사 계수

k 연료소비 계수(단위: gallons/1,000miles/lbf)

ct 화물열차의 감가상각비(단위: USD per hour)

ce 탄소세(단위: USD per gallon)

cf 연료비(단위: USD per gallon)

vmin 화물열차의 최저속력

vmax 화물열차의 최대속력

•결정변수(Decision variable)

V 화물열차의 속력(단위: mile/hour)

F 연료소비량(단위: gallons/1,000miles)

화물열차의 운행에서 소비되는 연료량은 온실가스 배출과

운영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열차의 주행저항과 관

련이 있다. 주행저항의 증가는 열차의 연료소비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운영비와 온실가스 배출의 상승을 가져온다. 다

시 말해 주행저항을 줄이는 경제속도를 찾는 것이 연료비의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

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대안이다.

주행저항은 열차의 운행 속도, 무게, 주행구간의 구배, 곡

선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운행 속도를 제외한 다

른 요인은 운행구간에 따라 주어진 조건으로 간주하면 운행

속도의 변화를 통해 주행저항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식(1)은 잘 알려진 Davis의 공식을 변형한 식[15]으로 주행

저항을 기반한 연료소비량 추정식이다. 괄호 안의 첫 번째

와 두 번째 항은 구름마찰과 공기저항을 나타내고 마지막 항

은 등판저항을 나타낸다.

(1)

연료소비량 추정식(1)을 기반으로 유류비용(FC)과 탄소세

(EC)는 각각 식(2)와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3)

화물열차의 시간가치(DC)는 식(4)로 나타낼 수 있다.

(4)

탄소세, 유류비용, 화물열차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화물열

차의 운영비용(TC) 함수는 식(5)로 나타낼 수 있다.

(5)

위의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운행구간에서 속도 제한(Velocity

limit)이 없는 경우 화물열차의 경제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Proposition 1. 속도 제한이 없는 경우 화물열차의 경제속

도(V*)는 이다.

증명. 비용함수(5)를 V로 미분을 하면 식(6)에 의해 1차 조

건(first order condition)을 만족하는 V*는 극값이다. 식(7)에

F k 0.0015 w⋅ 0.00256 r V
2

⋅ ⋅ g w⋅+ +( )⋅=

FC cf F⋅=

EC ce F⋅=

DC ct 1 000 V⁄,⋅=

TC EC FC DC+ +=

ce cf+( ) k 0.0015 w⋅ 0.00256 r V
2

g w⋅+⋅ ⋅+( ) ct 1 000 V⁄,⋅+⋅ ⋅=

195 312.5, ct ce cf+( ) k r⋅ ⋅{ }⁄⋅3

Table 4 [3] Route length by year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Route Length (km) 3,034 3,041 3,255 3,264 3,264 3,258 3,240 3,239

Electrified (km) 669 683 1,588 1,588 1,597 1,818 1,843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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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2차 조건(second order condition)이 만족하며,  V*를 도

출하면 이다.□

(6)

(7)

화물열차가 운행될 때 구간의 특성에 따라 속도의 제한 또

는 시간의 창(Time window)이 존재한다. 시간의 창은 주어

진 운행거리에 대해 속력과 시간의 관계식으로 속도의 제한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속도의 제한과 시간의 창은 같은

제약 조건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운행구간에서 속도의 제한

이 존재하는 경우 화물열차의 경제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Proposition 2 [16]. 속도 제한이 있는 경우 화물열차의 경

제속도(V*)는 식(8)에 의해 정의된다.

(8)

여기서, 

증명. 비용 함수는 볼록 함수이며 화물열차의 속도는 제

한속도를 만족해야 한다.□

4. 화물열차 경제속도의 민감도 분석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현실에 근거

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운영기관의 입장에서 화물

열차의 경제속도를 추정해 보기로 한다. 비용 데이터로 유

류비, 화물열차의 시간가치, 탄소세는 각각 4.142달러/갤런

[17], 16.843달러/시간[18], 1.119달러[19], 연료소비계수(k)는

0.2038[15]을 사용하였다. 컨테이너 적재패턴에 따른 공기저

항면적 계수(r)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2단 적

재열차의 노출된 면적에 따른 공기저항 계수를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70.60ft2를 사용하였다. 화물열차의 시간가치는

감가상각비를 사용하여 반영하였다. 감가상각비는 7400대호

디젤기관차의 구매원가 2,264,897달러[18]와 화차의 구매원

가 47,460달러[18]에 기초하여 식(9)를 통해 도출하였다. 식

(9)에서 분자는 디젤기관차와 화차 10개의 구입비용이며 분

모는 내구연한을 시간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화차 10개를 반

영한 이유는 기존연구의 연료소비량 추정식은 화차 5개에 컨

테이너가 2단 적재된 상황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9)

여기서, Fc: 화물열차의 구매원가

여기서, Rc: 화차의 구매원가

수집된 데이터를 적용하여 도출된 경제속도와 민감도 분

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화물열차의 경제속도

는 약 51.54km/h (32.02mile/h)으로 추정되었으며 국내의 대

표적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구간인 의왕-부산 구간의 운행속

도는 약 52km/h [20]이며, 운송에 사용되는 화차는 20~30

개이다. 연료소비량 추정식과 관련 데이터를 기존 문헌에서

인용하여 산출된 경제속도가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표로써 한계가 있다. 하지만 추정된 속도는 각 비용

요소의 변화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준 값

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각 비용요소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Table 6에 제시된 수치는 두 개의 비용요소는 고정

시키고 한 개의 비용만 변화시켰을 경우에 대한 속도이다.

민감도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유류비와 탄소세가 상승하면 화물열차의 감속운행이

경제적이고 화물열차의 시간가치가 상승하면 화물열차의 속

도를 높이는 것이 경제적이다. 즉, 화물열차의 시간가치가 상

승하게 되면 속도를 높여 운행빈도를 늘리는 것이 운영기관

에 유리하다. 둘째, 화물열차의 시간가치가 연료비와 탄소세

보다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탄소세는

그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탄소세의

부과가 운행속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된다. 셋째, 유류비의 하락이 상승보다 속도 변화에 더 민

감하며 제시된 유류비에서 약 10% 감소할 때 마다 화물열

차의 속도를 약 1.42~2.41km/h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유류비의 하락은 화물의 수요가 충

분하다는 가정하에 화물열차의 운행빈도를 증가시켜 운영사

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화물열차의 시간가치에 민감하다는 것은 시간가치의 산출 방

식이 화물열차의 속도와 운행빈도에 대한 운행전략의 수립

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화물열차의 운행계획을

수립할 때 적정한 화물열차의 시간가치 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국내 철도 운영기관은 수요, 선로용량, 운행시격

등을 고려하여 화물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였다.

195 312.5, ct ce cf+( ) k r⋅ ⋅{ }⁄⋅3

dTC

dV
---------- 0.00512 ce cf+( ) k sd V ct

1 000,

V
2

--------------–⋅ ⋅ ⋅ ⋅ 0= =

d2TC

dV
2

------------- 0.00512 ce cf+( ) k sd V ct
2 000,

V
3

-------------- 0>+⋅ ⋅ ⋅ ⋅=

V
*

v
min

if V v
min

<

V if v
min

V v
max

≤≤

v
max

if V v
max

>⎩
⎪
⎨
⎪
⎧

=

V 195 312.5, ct ce cf+( ) k r⋅ ⋅{ }⁄⋅3=

ct

Fc Rc 10×+

25 365 24××
------------------------------=

Table 5 [15] Drag area reduction for 5-unit well-type intermodal

car

Load case

Drag area (ft2)

smooth 

sides

Drag area (ft2)

exposed sides 

posts

Two 40' long, 9.5' high containers 

stacked in the well
71.60 93.20

One 40' long, 8.5' high container in 

the well and one 40 long, 9.5' high 

container on top

70.60 92.30

Two 20' long, 8.5' high containers 

in the well and one 40' long, 8.5' 

high container on top

69.70 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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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

에 따른 탄소절감에 대한 대응,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기존

선 화물열차 운행계획과 화물철도 수송분담률 증대 계획에

따라 본 논문에서 제시한 분석결과를 열차 운행계획 수립 시

함께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

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연료소비량 추정식이 개발되면 본 논

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친환경과 연료비 절감을

고려한 에코 드라이브에 관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철도운송의 활성

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화물열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

축과 운영비 절감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운영기관의 관점

에서 화물열차의 경제속도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전기기관 차량으로의 전환, 고효율 엔진의 개발, 전철화 구

간의 증대는 현실화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의 투자가 필

요하다. 제안한 방법론은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의 기간

동안 연료비의 절감과 온실가스의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각 비용요소가 화물열차의 속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 운영기관이 화물열차의 속도 결정

에 관한 의사결정과 화물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화주 관점의

속도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한 방법론은 현장에서 적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연료소비량 추정식을 사용하여 운행구간을 1,000마

일로 가정하였고 공기저항면적은 2단 적재열차의 컨테이너

적재된 계수를 적용하여 2단 적재열차가 보편화되지 않은 국

내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도

화물열차의 속도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계수와 연료소비량을

추정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연료소비량

추정식이 개발되면 제안한 방법론이 경제속도를 결정하는 기

초 연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로 다수의 화물열차와 구간별 수요, 화물의 시

간가치 등 화물운임과 화주의 의사가 반영된 운행속도를 추

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열차 운행과 관련된 현실적 제약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

막으로 운영기관의 운영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화물열차

의 급유계획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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