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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vious researches on railway sector have focused on the total greenhouse gas(GHG) emission through 
national approach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alculate GHG emission at a local government level to measure 
each city's GHG intensity on rail transportation. This study followed 'the guidelines for local government 
greenhouse gas inventory(issued by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including VKT(Vehicle kilometers Travelled) 
methodology for railway inventory at a metropolitan area. As a result, the gyeongsangbuk-do emitted the highest 
GHG emissions at a local government level, followed by chungcheongnam-do and chungcheongbuk-do in 2006. 
Among several cities, Gimcheon-city emitted the highest GHG at basic government level in 2006. In future, the 
calculation of GHG emissions at local government level can be applied to establish various policies for GHG 
reduction.

1. 서론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으로 선언하였으며, 교통부문에서도 이를 위한 다양한 기술 및 정책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철도는 

친환경교통수단이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대두되었으며, 정부 또한 modal 
shift를 통해 기존 도로를 통해 운송하던 여객 및 화물을 철도 수송 또는 연안해운 수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가 동시에 노력해야 하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감축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송분야 중 철도수송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차원으로 다루어져 있기 때

문에 지자체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속 수립 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추진되

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시 철도수송을 고려할 수 있도록 우선 

간선철도의 활동자료와 한국환경공단(2010)의 VKT 방법론을 바탕으로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철

도수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특성을 살펴보았다.

2. 연구방법

2.1 적용기준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7월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지침인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하 ‘지자체 지침’)」(2010)을 발간하였다. 이 지침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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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따라 제출하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인

벤토리 보고서(NIR, National Inventory Report)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침인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이하 '2006 IPCC G/L')」을 기반으로 국내 지자체의 온실가

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국내 통계자료 현황 및 자료 구축 여부를 바탕으로 개발한 지침이다. 본 

지침에서는 2006 IPCC G/L의 배출원 분류체계를 따르고, 대상온실가스는 6대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로 규정하고, 산정범위는 2006 IPCC G/L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분야(에너

지, 산업공정, 농임업 및 기타토지이용, 폐기물)에 대하여 총 180여개 카테고리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

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2 방법론

2006 IPCC G/L에 따른 철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철도수송(1A3c), 공항·항만·철도운영(1A4aii)

의 배출원이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철도수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철도수송(1A3c)의 카테고리만을 산정하였다. 철도수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칙은 2006 IPCC 

G/L Tier1을 산정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정방법론은 <식 1>과 같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missions : 배출량, kg

Fuelj : 연료 종류 j의 사용량 (연료 판매량 상당), TJ

EFj : 연료 종류 j의 배출계수, kg/TJ

j : 연료 종류

수식 1. 1A3c 배출량 산정방법

2.3 활동자료

철도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활동자료는 철도운행에 사용한 연료의 양으로 규정

한다. 한국환경공단(2010)에서 규정한 철도수송(1A3c) 카테고리의 활동자료(<표 1>)는 철도회사 전

체에서 구입한 연료를 구입한 지역에 따라 분배한 자료로써 철도수송 외에도 철도시설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에 사용된 연료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주유 후 주유한 지자체 이외 지역에서 운영되는 철도

의 특성상 주유한 지자체에 연료사용량을 할당할 경우 사용치 않은 연료 할당의 문제가 발생한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기타연료

자료출처

PEDSIS

산업(대) 수송

산업(중) 철도

산업(소) 철도운수업

시설에 

직접문의

시설에 

직접문의

시설에 

직접문의

표 1. 1A3c 활동자료 출처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2010)은 VKT(Vehicle kilometers Travelled) 방법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VKT 방법론이란 실제 운영거리를 배분하기 위해 역간거리 및 운행회수를 바탕으로 배

분하는 방법론이다. 1A3C VKT를 적용하기 위한 대안 활동자료로 한국환경공단(2010)은 <표 2>을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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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노선별 연료 사용량 한국철도통계연보, 한국철도공사, 운전 - 기관차종별선별운전실적

역간거리 한국철도 영업거리표, 한국철도공사

운행회수 한국철도통계연보, 한국철도공사, 운전 - 선구별열차종별운행회수

표 2. 1A3c VKT 활동자료 출처 (대안)

지역별 VKT는 한국철도영업거리표의 역간거리를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지역경계와 정확히 일

치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자체에 해당하는 시발역과 종착역에 역간거리를 균등하게 분배한 후 운행회

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한국환경공단, 2010). 예를 들어 A 기초지자체를 지나는 정거장 A-1과 A-2

의 역간거리가 10km라고 한다면, 두 역의 역간거리를 이등분 하여 해당 역의 역간거리로 할당한 후, 선

구별·열차종별 운행회수와 역간거리를 합하여 해당역에 대한 VKT를 산출한다. 이렇게 역별로 산정된 

VKT를 해당 지자체별로 합한 값과 전체 VKT값의 비율에 해당하는 값을 해당 노선에 따른 지자체의 

연료 소비량으로 할당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철도통계연보(2007)와 한국철도 영업거리표(2008)를 이용

하여 활동자료를 구축하기에는 통계자료의 상충성이 존재하기에 VKT 방법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기준년도 설정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GHG-CAPSS와의 분석을 고려해 2006년을 기

준년도로 설정하였다. 기준년도인 2006년 한국철도통계연보의 노선별 석유소비량이 존재하는 노선별 데

이터를 기본으로 하여, 한국철도 영업거리표를 바탕으로 역간 거리를 산출하였다. 한국철도통계연보

(2007)의 선별·열차종별 운행회수를 기본으로 노선별, 지자체별 VKT를 산출하였으나, 한국철도통계연

보 상 연료소비량은 존재하지만, 선별 열차종별 운행회수가 0으로 나온 노선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간 

거리로 석유소비량을 배분하여 기초지자체별 활동자료를 구축하였다. 노선별·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을 분석하기 위한 활동자료 구축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 2>과 같다.

그림 2. 활동자료 구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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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배출계수

철도수송(1A3c)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배출계수(Emission Factor)는 한국환경공

단(2010)에 규정되어 있는 2006 IPCC G/L의 기본값을 사용하였으며, 단 CO2의 경우 국내에 개발된 

값을 적용하였다.

구분
디젤 (kg/TJ)

기본값 국내값

CO2 74,100 72,600

CH4
(!) 4.15

N2O
(!) 28.6

(!) 400HP 기관차에서 평균 0.35L/bhp-hr(제동마력시, break horse power-hour)(2983 기관차

에서 0.47L/kwh) (Dunn, 2001)

* 출처 : 한국환경공단(2010) 재인용

표 3. 1A3c 배출계수

2.5 지구온난화지수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의 경우 ‘지자체 지침’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 인

벤토리에 적용된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기 위하여 ‘IPCC 2차 평가보고서’의 값을 적용하였다.(<표 

4> 참고)

온실가스 CO2 CH4 N2O

GWP 1 21 310

표 4. 지구온난화지수

3. 결과 및 고찰

3.1 노선별 배출량 산정 결과

한국철도통계연보와 VKT를 이용하여 간선철도 철도수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2006년 간선철도는 2.4억kL의 디젤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62만톤 CO2eq로 나

타났다<표 5>. 

노선
연료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

CO2 CH4 N2O CO2eq

(KL) (톤 CO2eq) (톤 CO2eq) (톤 CO2eq) (톤 CO2eq)

간선철도 240,854,058 619,005 537 1,586  621,128 

표 5. 간선철도 철도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2006)

또한, 이를 노선별로 살펴보면 경부선이 28만톤CO2eq(45.8%)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노

선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선(59천톤CO2eq, 9.5%), 호남선(44천톤CO2eq, 7.1%) 순으로 온

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10개 노선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비율 분석

해본 결과 10개 노선이 전체 철도수송부문의 90.4%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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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비율

CO2 CH4 N2O CO2eq 비율 누적비율

(톤 CO2eq) (톤 CO2eq) (톤 CO2eq) (톤 CO2eq) (%) (%)

경부선 283,221 246 726 284,193 45.8% 45.8%

중앙선 59,030 51 151 59,232 9.5% 55.3%

호남선 44,256 38 113 44,407 7.1% 62.4%

전라선 43,105 37 110 43,253 7.0% 69.4%

경전선 28,515 25 73 28,613 4.6% 74.0%

장항선 23,980 21 61 24,062 3.9% 77.9%

동해남부선 22,453 19 58 22,530 3.6% 81.5%

충북선 20,295 18 52 20,365 3.3% 84.8%

경의선 19,371 17 50 19,437 3.1% 87.9%

영동선 15,465 13 40 15,518 2.5% 90.4%

표 6. 온실가스 다배출 10개 노선(2006)

3.2 지자체별 배출량 산정 결과

3.2.1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의 간선철도 운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노선별 연료 소비량을 활동자료를 토대로 한

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 영업거리표와 한국철도통계연보의 선별 열차종별 운행회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초지자체의 연료소비량을 산출한 후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하였다. 단, 2010년 행정구역이 

합해진 통합 창원시의 경우에는 본 연구의 기준연도가 2006년도이기에 마산시, 창원시, 진주시로 분리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경북 김천시가 26천톤CO2eq(4.3%)로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충남 연기군 24천톤CO2eq(3.9%), 충북 

영동군 22천톤CO2eq(12.3%), 경북 칠곡군 21천톤CO2eq(3.4%) 등의 순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부선이 지나는 축을 중심으로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북 경주시(2010년 이후 경부고속선 개통) 만이 경부선이 지나지 않은 기초지자체였

으며, 경부선이 아님에도 경북 경주시가 많이 배출되는 이유는 중앙선(경주시 8천톤CO2eq)과 동해남부

선(10천톤CO2eq)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아래 <표 7>과 <그림 3>는 간선철도 운행에 따른 기초지자

체의 2006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다.

순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량 배출비율 누적비율

(톤 CO2eq) (%) (%)

1 경북 김천시 26,407 4.3% 4.3%

2 충남 연기군 24,053 3.9% 8.1%

3 충북 영동군 21,839 3.5% 11.6%

4 경북 칠곡군 20,867 3.4% 15.0%

5 경남 밀양시 19,088 3.1% 18.1%

6 경북 경주시 17,622 2.8% 20.9%

7 충남 천안시 17,605 2.8% 23.7%

8 경기도 평택시 12,832 2.1% 25.8%

9 경북 청도군 12,104 1.9% 27.8%

10 충북 옥천군 11,979 1.9% 29.7%

표 7. 온실가스 다배출 10개 지자체(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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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2006, 단위 : 톤 CO2eq)

3.2.2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초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광역지자

체에 속해 있는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경상북도가 116천톤

CO2eq(18.6%)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충청

남도 95천톤CO2eq(15.3%), 충청북도 77천톤CO2eq(12.3%), 경기도 76천톤CO2eq(12.1%) 등의 순이었

다. 광역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경부선이 지나는 축을 중심으로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부선 축 이외의 지역인 강원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2010년 이후 경부고속선 개통), 인

천광역시는 상대적으로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과 <그림 4>은 간선철도 

운행에 따른 광역지자체의 2006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다.

광역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광역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량 배출비율 누적비율 배출량 배출비율 누적비율

(톤 CO2eq) (%) (%) (톤 CO2eq) (%) (%)

경상북도 115,715 18.6% 18.6% 부산광역시 25,149 4.0% 85.9%

충청남도 94,993 15.3% 33.9% 대전광역시 24,766 4.0% 89.9%

충청북도 76,582 12.3% 46.3% 강원도 24,515 3.9% 93.9%

경기도 75,041 12.1% 58.3% 전라북도 23,080 3.7% 97.6%

경상남도 44,999 7.2% 65.6% 광주광역시 7,524 1.2% 98.8%

전라남도 40,453 6.5% 72.1% 울산광역시 6,081 1.0% 99.8%

대구광역시 35,387 5.7% 77.8% 인천광역시 1,378 0.2% 100.0%

서울특별시 25,464 4.1% 81.9% 합계 621,128 - 100.0%

표 8. 광역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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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광역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2006, 단위 : 톤 CO2eq)

4. 결론

본 연구는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로 철도노선 결절점인 충남 천안(경부선-호남선), 

대전 대덕구(경부선-장항선) 보다는 열차 수송량이 많은 간선철도 경부선 축을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간선철도 수송에 따른 기초지자체별 배출량 순위

에서 살펴보듯이 인구가 적고, 산업 생산력이 적어 에너지 부분의 온실가스가 상대적으로 낮게 배출될 

것이라 예상되는 지역(경북 김천시, 충남 연기군, 충북 영동군, 경북 칠곡군, 경북 경주시, 충북 옥천군)

이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계획 수립 시 철도 수송부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한 발전, 철도, 환경기초시설(매립, 소각, 하폐수) 등 공공 시설물에 대한 감축이행 계획 수립

이 요구도 예상되는 바 철도수송 부문의 배출량이 많은 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시스템 확보 및 산출방법론 정립이 요구된다. 또한 지자체별 온실가

스 배출량 통계 데이터인 GHG-CAPSS와의 비교를 통해 철도 수송부문의 배출통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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