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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il transport has been considered as an environmental-friendly transport mode compared with other transport 
modes such as ship, truck, and aircraft. However, rail industry can not avoid a duty of alleviating Greenhouse gases 
emission owing to the Korean government polices for green growth which is an economic paradigm that 
simultaneously pursues growth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methodology of determining an economic speed of freight train to be green freight train by considering fuel cost, 
environmental cost, and time cost. In the methodology, we first define a cost function based on cost factors and 
then suggest an economic speed of freight train by deriving a property.

1. 서론
  
  디젤기관은 가솔린이나 LPG 등을 사용하는 점화기관에 비해 열효율이 약 20~30%가 높고 연료의 비
용이 저렴하여 철도차량, 선박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디젤유를 사용하는 점화기관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황(SO2), 미세먼지(PM) 등이 대기오염
의 주범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1].
  디젤기관이 장착된 국내 철도차량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디젤기관차가 335량, 디젤동차가 476량이 있으
며 철도의 전철화로 인해 디젤 차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 하지만 단기간에 디젤기관차를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전기기관차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 이유는 내구연한
이 남은 차량이 다수 존재하며 비전철화 구간이 여전히 5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화물 운송의 경
우 전기기관차보다는 디젤기관차가 견인력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3].
  디젤기관차의 연료사용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크게 
기술적 접근방법과 운영적 접근방법으로 나누어진다. 기술적 접근방법으로는 대체에너지의 개발, 고효율 
엔진의 개발, 철도차량의 경량화 등이 있으며 운영적 접근방법으로는 공기저항을 줄일 수 있는 컨테이
너의 적재 패턴 연구, 에너지 절약형 속도 프로파일의 개발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운영적 접근방법으로써 화물열차의 경제적 속도 결정을 위한 방법론
을 제시한다. 열차의 주행저항을 줄이기 위해 화물열차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쉽게 실
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화물열차의 경제적 속력을 결정하기 위해 연료비용, 환경비용, 화물열차
의 시간가치 등 화물열차의 운영비용을 고려하여 경제속도를 결정한다.
 
  2. 저탄소 화물열차를 위한 방법론

 본 장에서는 화물열차의 운영비용 관점에서 저탄소 화물열차의 경제속도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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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가정사항과 기호는 아래와 같다.

· 가정사항(Assumption)
1) 각 선로별 제한속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2) 화물열차는 편평한 선로에서 주행한다.
3) 화물열차의 제한속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4) 화물열차의 주행거리는 1,000마일(약 1,609km)이다.

· 파라미터(Parameter)
 열차중량 계수 (단위: lbf) 
 공기저항면적 계수 (단위: ft2)

 연료소비량 계수 (단위: gallons/1,000miles/lbf)
 경사 계수
 주행거리 (단위: 1,000 miles)
 화물열차의 감가상각비 (단위: USD per hour)
 탄소세 (단위: USD per gallon)
 연료비 (단위: USD per gallon)

· 결정변수(Decision variable)
 화물열차의 속력(단위: miles/hour)
 연료소비량(단위: gallons/1,000miles)

  저탄소 화물열차는 연료소비량과 관련이 있고 이는 화물열차의 주행저항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열
차의 주행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연료소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이산화탄소 등으로 구성된 온실가스
의 배출이 증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주행저항을 줄이는 것이 연료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모두 감소
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주행저항은 화물열차의 무게, 속도, 주행저항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주행저항을 바탕으로 연료소비량을 추정하는 식(1)은 아래와 같다. 식(1)은 잘 알려진 Davis
의 공식을 변형한 식이다[4]. 위의 가정사항에서 언급하였듯 식(1)은 화물열차는 일정한 속도로 직선의 
편평한 선로에서 운행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
∙                        (1)

  연료소비량을 추정하는 식(1)을 기반으로 환경비용()과 유류비용()은 각각 식(2)와 식(3)으로 나
타낼 수 있다.

                                       ∙                                         (2)

                                        ∙                                         (3)
  
 식(1)을 통해 저속운행은 연료소비량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환경비용과 유류비용을 모두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저속운행은 화물열차의 운송 횟수를 감소시켜 더 많은 화물열차의 투입
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상충관계에서 최적의 경제속도를 결정하기 위해 화물열차의 시간가치를 고려함
으로써 현실 상황을 반영하였다. 화물열차의 시간가치는 감가상각비를 사용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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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열차의 시간가치()는 식(4)로 나타낼 수 있다.

                                          ∙                                         (4)

  환경비용, 유류비용, 감가상각비를 고려한 화물열차의 운영비용() 함수는 식(5)로 나타낼 수 있다. 

                   

  ∙∙∙
∙ 


        (5)

  위의 운영비용 함수를 바탕으로 화물열차의 경제속도는 아래의 정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 정리. 화물열차의 경제속도( )는    

이다.              

       여기서,    ∙  ,    ,   이다.

증명. 를 에 대해 1차 미분하면,

     


   ∙  


 

        ∙
    .

     ∴     

.

     2차 미분하면,

     



    
 


  .

     따라서,  는 극소값이다.                                                               

 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철도운송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화물열차에
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물열차의 경제속도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저
탄소 화물열차의 경제속도 결정에 대한 연구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경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청
정에너지로 운행되는 화물열차의 개발, 에너지 효율화 엔진 및 시스템 개발 등은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큰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전철화구간은 2010년 기준으로 약 60.4%를 차지하고 있고 단기
간에 디젤기관차를 전기기관차로 전량 교체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향후 연구로는 다수의 화물열차와 화물운송의 수요를 고려한 화물열차의 경제속도를 추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화물열차와 선로구간의 제한속도 등의 현실 상황을 고려한 연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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