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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national GHG reduction target by 2020 has been presented in Korea, the role of railroad has been 

reinforced within transport system due to the allocation of reduction target into sector. So, it is necessary to 

manage activity data systematically for the calculation of GHG emission in railroad. Now, the activity data of 

diesel consumption for NIR(National Inventory Report) are provided from oil supply and demand statistics. On 

the other hands, the activity data collected directly from railroad operating companies are used for GHG & 

Energy Target Management Act.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GHG emissions using two kinds of activity 

data related to the diesel consumption of railroad in 2009 and 2010. As a result, GHG emissions based on 

oil supply and demand statistics was 636 thousands ton CO2e, but the activity data collected from railroad 

operating companies showed 649 thousands ton CO2e in 2009. Also, the gap of CO2e emission was increased 

in 2010. These trends were caused because oil supply and demand statistics included total diesel sales volume 

during 1 year and the activity data collected from railroad operating companies were the amount of diesel 

consumption only at railcar operation and maintenance step.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management and verification system of activity data with high reliability to substitute oil supply and demand 

statistics in railroad sector. 

1. 서론

  최근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한 이후 산업별로 강제적인 의무

할당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6월에 7개 부문 25개 업종별로 세분화한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

표(안)를 제시하였다(Table 1). 특히, 수송부문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4.4%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1]. 주요 감축수단으로는 그린카, 자동차 연비개선, 고속철도와 광역교통

체계 확대 등 녹색교통정책 추진을 포함하고 있다[1]. 이에 수송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철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감축목표 이행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철도부문도 온실

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활동도 자료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철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직접배출원인 디젤차량의 운행에 따른 연료소비량과 간접배출원인 전기차량 및 역사 

등 시설물 운영에 따른 전력소비량으로 나눌 수 있다[2]. 이 중 디젤연료소비량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보고하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 National Inventory Report) 

작성에도 필요한 활동도 자료이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각 철도운영기관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디젤연료소비량 뿐만 아니라 전력소비량을 포함한 활동도 자료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국토해양부에 보고하고 있다[2]. 반면에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 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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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문의 디젤연료소비량 활동도 자료는 타 수송부문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유류 수급통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젤연료소비량의 활동도 자료에 따른 국내 철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산업 전환 수송 건물 농림어업 폐기물 공공기타 국가전체

18.2 26.7 34.3 26.9 5.2 12.3 25 30

Table 1. GHG reduction target based on BAU of 2020 with section

2.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부문의 활동도 자료 출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하여 간접배출원인 전력소비량을 제외한 디젤연료소비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대상년도는 

2009년과 2010년으로 한정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총 11개 운영기관으로부터 차량부문의 디젤

연료소비량에 대한 활동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에 사용되는 

석유류 수급통계는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분 2009 2010

철도운영기관통계 217,367,673  193,728,119

국내석유수급통계 221,824,000 215,309,500

Table 2. The amount of diesel consumption with the source of activity data in 2009 and 2010 (Unit : L)

디젤연료소비량을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IPCC 2006 가이드라인에 따라 Tier 1 수준의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산정하였다[3]. CO2e로의 환산량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침에 따라 IPCC 2차 보고서

의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지수를 토대로 계산하였다[2].

구분
디젤(kg/TJ) 아역청탄(kg/TJ)

기본값 하한 상한 기본값 하한 상한

CO2 74,100 72,600 74,800 96,100 72,800 100,000

CH4 4.15 1.67 10.4 2 0.6 6

N2O 28.6 14.3 85.8 1.5 0.5 5

Table 3. GHG emission factors of Tier 1 level with energy source in railroad[3]

3. 결과 및 해석

두 종류의 활동도 자료 출처에 따라 디젤차량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2009년 철도운

영기관별 활동도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63.6만톤 CO2e인 반면, 석유류 수급통계에 의

한 결과는 64.9만톤 CO2e로 약 2%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0년에도 마찬가지로 철도운영기관별 활

동도 자료는 56.7만톤 CO2e로 계산된 반면, 석유류 수급통계는 63.0만톤 CO2e로 그 차이가 약 11% 정도 

더 크게 발생하였다. 

구분 CO2 CH4 N2O CO2e

2009
철도운영기관통계 569,839  32 220 636,178 

국내석유수급통계 581,521  33 224 649,221 

2010
철도운영기관통계 507,867  28 196 566,991 

국내석유수급통계 564,443  32 218 630,154 

Table 4. GHG emissions with activity data source in railroad (Unit :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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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arison of GHG emission with activity data source in 2009

Figure 2. Comparison of GHG emission with activity data source in 2010

이러한 차이는 석유류 수급통계의 경우에는 각 운영기관에 1년 동안 판매한 디젤소비량을 모두 활동

도 자료로 적용하는 반면, 철도운영기관별로 각각 수집한 활동도 자료는 실제 차량운행 및 유지보수 시 

사용한 데이터만을 연간 소비량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철도부문의 정

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석유류 수급통계를 대체한 철도운영기관별 활동도 자료를 신뢰

성 있게 검증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4. 결론

철도로의 수송수요 전환은 수송부문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이에 대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활동도 자료 수집을 토대로 철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철도부문 활동도 자료는 석유류 수급통계와 각 철도운영기관의 협조

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 두 종류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 및 2010년 두 가지 활동

도 자료에 따른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2009년에는 석유류 수급통계를 기

반으로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13천톤 CO2e가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에는 64천톤 CO2e로 오히려 

차이가 더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산정결과의 차이는 활동도 자료의 수집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

는 것으로 석유류 수급통계는 1년 동안 철도부문에 판매된 디젤연료량을 집계하는 방식이고, 철도운영

기관별 자료는 실제 차량 운행 및 유지보수에 소비되는 양만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각 철도운영기관의 

디젤연료 재고량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석유류 수급통계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가 상대

863



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간 소비되는 디젤연료량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하기 위해서는 각 철도운영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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