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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vernment has presented a guideline for the calculation of carbon emission with infrastructures in 2011, 
which aims to manage the GHG(greenhouse gas) emission of construction sector. Generally, the main emission 
sources of construction works are divided into the fuel consumption of equipments and the use of material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GHG emission with the use of equipments under the construction 
of railroad track. Track types are classified into ballasted track and concrete track. As a result, the specific 
GHG emission on the construction of ballasted track at the A line was 39.53 ton CO2e/km and concrete track 
was 25.54 ton CO2e/km. Ballasted track showed higher specific GHG emission than concrete track because of 
the additional construction works by the use of gravels. In futu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comparison of 
GHG emissions with construction methods including the use of materials. Based on these results, the low 
carbon construction of railroad will be established continuously.

1. 서론

철도건설사업은 일반 으로 토목, 궤도, 건축, 철 력분야 등 다양한 형공사를 수반하게 되며, 공
사수행에 따른 장비  건설자재 사용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 형 건축물을 

유지 리 하기 해 많은 에 지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철도건설 장에서부터 온실가스 배

출을 리하고 감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철도건설 장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경계는 건설산업의 

특성 상 배출이 일어나는 경계가 범 하고, 사업을 소유하고 운 , 리하는 주체가 다양하므로 특정

기업이나 사업장의 인벤토리로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건설 장 온실가

스 인벤토리의 운 경계를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 지 사용으로 인한 Scope 1(직 배출)과 2(간
배출)로 한정하 으며, 리 상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3  온실가스(CO2, CH4, N2O)로 

정의하 다[1]. 앞서 언 하 듯이 철도건설 장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사용 장비와 건설자재이지만 설정

한 운 경계에 따라 에 지를 소비하는 장비만을 인벤토리에 포함하 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상으

로는 철도건설공사  도로와 가장 큰 차별성을 가지는 궤도공사를 설정하 다. 특히, 궤도는 크게 도상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노선으로 선정된 A 노선에서 궤도부설 시 사용되는 

장비에 따라 형태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원단 를 비교하 다.

2. 방법론 

궤도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은 연료종류별 사용량을 기 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건설장비의 

특성을 고려한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재까지 건설장비에 

한 배출계수가 종류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료종류별 사용량을 기 으로 배출량

을 산정하 다[1]. 이에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기 하여 표 품셈과 설계내역서 등을 기반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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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장비, 연료소비량, 작업량 등을 목록화하여 단  작업 당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워크시트를 

엑셀형태로 Figure 1과 같이 작성하 다[2-3]. 공종별 하 공사에 한 운 정보에 따라 사용되는 장비

의 연료소비량과 작업수량을 기반으로 IPCC 가이드라인(2006)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료 종류별 배출계수

를 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 다[4].

항목 내   용

온실가스 CO2, CH4, N2O

운 경계

Scope 1(직 배출) : 건설 장에서 직 으로 발생하는 배출량

- 고정연소 : 고정연소설비(건설기계, 비상발 기 등)
- 이동연소 : 건설 장 내에서 사용하는 차량(덤 트럭 등)
- 탈루배출 : 에어컨/냉동기 냉매. GIS 등
- 공정배출 : 물리, 화학  반응에 의한 배출량

Scope 2(간 배출) : 건설 장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력  스 에 의

해 건설 장 밖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 구매 력

- 구매스

구축수
설계문서(품셈  설계내역서 : 건설공사 표 단가 산출기 )를 토 로 

에 지 사용 설비 수   공종별 배출량 산정

Table 1. System boundary of GHG inventory for railroad construction

Figure 1. GHG inventory worksheet of track construction process

3. 결과  토의

Table 2는 도상자갈과 콘크리트 궤도를 부설하는 공사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원단  산

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 으로, 도상자갈 궤도부설 공사에서는 1km 건설 시 39.53톤 CO2e/km가 

배출되었으며, 콘크리트 궤도부설 공사에서는 25.54톤 CO2e/km이 배출되었다. 도상자갈 궤도부설 공사는 

궤도부설, 용 공사, 제표공사, 운반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  용 공사(약 54.8%)에서 가장 많은 온실

가스 배출이 일어나고, 다음으로 궤도부설(약 44.6%), 운반(약 0.6%) 순이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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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일가스압  시 연마기(4.5HP), 발 기(10kW)의 사용, 궤도부설공사  궤도부설(50kg, 60kg, 
PCT, WT, 신설선) 작업의 백호우, 모터카, 지게차, 워 치, 침목천공기의 사용, 깬자갈 살포 고르기 작

업의 양로기  백호우에서의 휘발유  경유의 사용, 깬자갈 상차 시 페이로더의 사용, 일반구간 자갈

다지기 작업의 멀티  타이탬퍼, 규 이터, 궤도 안정기 사용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그 밖에 

일과 PC침목 등의 운송  하화 시 사용하는 지게차, 트럭크 인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반면에 콘크리트 궤도부설 공사는 콘크리트 도상부설, 용 공사, 제표공사, 운반 등으로 이루어지

며 도상자갈 궤도부설과 마찬가지로 용 공사(73.7%)의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콘크

리트 도상부설(25.6%), 운반(0.7%) 순이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용 공사  일가스압  시 연마기

(4.5HP), 발 기(10kW)의 사용, 콘크리트 도상부설 공사  궤도부설(60kg, PCT, ALT-1, 신설선) 작업의 

모터카, 백호우, 지게차의 사용, 장 미콘타설 작업의 콘크리트 진동기  콘크리트 펌 차의 사용, 
시어키바 설치 시 공기압축기의 사용, 조명설비(콘크리트도상)의 발 기 사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일어나고 있다. 그 밖에 일과 PC침목 등의 운송  하차 시 사용하는 지게차, 트럭크 인 등으로 인

해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구   분 연장(km) 배출량

(톤 CO2e)
배출원단

(톤 CO2e/km)

도상자갈 궤도부설 60.277 2,383 39.53

콘크리트 궤도부설 40.398 1,032 25.54 

Table 2. Total and specific GHG emissions with track type

Figure 2. Comparison of specific GHG emission with track type

세부 온실가스 배출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도상자갈 궤도와 콘크리트 궤도 부설공사는 궤도부설/콘크

리트 도상부설을 제외하고는 용 , 제표, 운반 등으로 공사구성이 유사하 다. 도상자갈 궤도부설 시의 

온실가스 배출원단 가 더 높은 이유는 도상자갈 궤도부설 시에 궤도부설 작업 외에 깬자갈 살포 고르

기, 깬자갈 상차  운반, 일반구간 자갈다지기 등의 작업이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백호우, 
로더, 멀티 타이탬퍼, 규 이터, 궤도 안정기 등의 기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한 도상자갈 궤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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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궤도부설 공사 시 가장 높은 배출비 을 차지하는 용 공사의 개소 수가 도상자갈 궤도에서 

더 많은 것도 도상자갈 궤도부설 공사의 온실가스 배출원단 를 증가시키는 이유이다.

4. 결론

정부에서는 2011년 8월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수송부문 건설산업의 온실

가스 배출량 리에 한 움직임을 본격 으로 시작하고 있다. 한 유럽에서는 건설 시공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2008년 비 15% 감축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부문에 기후변화 응 노력이 

본격화됨에 따라 철도의 탄소 경쟁력 유지를 해 철도건설단계에서도 친환경 인 녹색건설이 요구된

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건설단계에서의 궤도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한 방법론 개발과 공종별 

하  공사에 하여 장비의 종류  연료소비량, 작업량 등을 목록화하여, 공사별 배출량을 산출하

다. 그 결과 도상자갈궤도는 39.53톤 CO2e/km인 반면에 콘크리트궤도는 25.54톤 CO2e/km이 다. 도상자

갈궤도는 자갈 사용에 따라 깬자갈 살포 고르기, 자갈 다지기 등과 같은 추가 인 작업 시 장비가 더 

사용되기 때문에 콘크리트궤도보다 높은 온실가스 배출원단 를 나타내었다. 향후 재료사용까지 포함한 

건설공법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필요하며, 이는 결국 탄소 철도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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