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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government's policy is enact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in transportation sector, railroad sector 
has to estimate amount of emission and propose feasible methods to reduce emission. To calculate accurate 
emission of railroad sector, we performed a study on the calculation model development for Tier 3 GHG 
emission factors. According to IPCC guide line, Tier 3 emission factor reflects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diesel locomotive. For this reason, we estimated GHG emission factor by stratified diesel locomotive and the 
result show difference of emission factor by notch changing. Therefore, the analysis of notch frequency during 
operation is required to develop Tier 3 emission factor, and we analysed a running pattern of diesel 
locomotive. As a result, idle and 8 notch consist about 70% of total running distance. In conclusion, the 
calculation model suppose that Tier 3 GHG emission factor is the sum of multiplied emission factor by 
weights in each notch. This result can contribute to Tier 3 emission factor calculation and reduction method 
development of emission in railroad sector by managing driving efficiency and technology development.

1. 연구배경

  최근 정부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따라, 국내 철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방
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부문의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디젤기
관차 Tier 3 배출계수 산정 모델 연구를 수행하였다. 
  
  IPCC 가이드 라인에 따른 Tier3 배출계수는 연료 및 차량, 부하량 등의 각 차량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는 국내 철도환경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IPCC의 실험차량과 국내철도차량
의 제원 및 사용환경에서 큰차이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에너지목표관리제를 통해 연료소비량에 근거하
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배출계수 개발이 이루어져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젤기관차의 연식 및 노치를 분류하여 배출계수를 측정하였다. 배출계수는 각 노치에 
따른 배출계수 값의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실제 운행 중 사용하는 노치 빈도에 따른 배출량 산정이 요
구되었고, 이를 위해 운행패턴자료 분석을 수행하고 노치별 사용빈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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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동향

 재 2006 IPCC 가이드라인1.은 Tier 3 수 의 배출량 산정방안으로 기 차의 수, 기 차 사용시간, 평

균 정격동력, 부하계수, 평균 배출계수를 용하 다. 이때 기 차의 수, 부하계수, 동력은 배출계수에 직

인 향을 주는 요인들이며, 활동자료로서 사용시간을 이용하 다. 이 모델은 주로 비도로(off-road) 

배출량 산정을 한 US EPA 방법2.에 기 한 방법론(Tier 3)의 한 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었

다.

 기관차에서 발생한 와  산정을 위한 방법의예
  



××××

Emissions = CH4 는 N2O 배출량(kg)

Ni = 종류 i별 기 차 수

Hi  = 기 차 i의 연간 사용시간(h)

Pi = 기 차 i의 평균 정격동력(kW)

LFi = 기 차 i의 형 인 부하계수(0 과 1 사이의 소수)

EFi = 기 차 i에서 사용하는 평균 배출계수(kg/kWh)

i = 기 차 종류와 여행 종류

  Tier 2 수 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3. 시 디젤 기기 차 분류체계에 따라 엔진형태  연식을 분

류하 고, 차 실험을 통해 부하를 용한 상태에서 노치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을 수행하 다. 이 

때 노치별 시간당 연료소비량  출력값도 함께 측정하 다. Tier 2 수 의 노치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산정값은 다음과 같다.

차량

노치
Test1 Test2 Test3 Test4 Test5 Test6 Test7 Test8 Test9 Test10

Idle 27,939 49,872 18,569 40,360 64,462 38,200 18,569 71,625 51,994 30,772 

1노치 53,233 72,020 74,634 33,364 72,341 75,223 74,634 77,906 77,892 74,980 

2노치 52,973 73,052 59,049 51,278 52,956 58,840 59,049 51,598 57,935 58,237 

3노치 40,458 62,624 60,871 56,249 50,174 51,129 60,871 46,764 42,004 52,388 

4노치 56,613 61,031 58,691 54,446 46,148 52,828 58,691 44,659 43,799 58,975 

5노치 60,443 65,319 63,552 60,160 54,824 55,069 63,552 57,875 57,463 48,178 

6노치 59,067 67,334 63,413 59,825 54,749 56,338 63,413 60,727 58,089 52,219 

7노치 66,629 73,691 70,625 66,608 63,968 56,065 70,625 73,560 58,591 45,474 

8노치 73,794 75,276 79,315 71,467 70,855 73,577 79,315 82,664 81,741 69,422 

표 1. Tier 2 수준의 노치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단위: kg/TJ)

  IPCC에서 제시한 Tier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모델은 활동자료로서 기 차의 노치별 사용시간을 활

동자료로 사용하고 일률당 배출계수의 값을 측정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하지만 이는 사용시간  연

료소비량 등으로 디젤 기기 차를 리하고 있는 국내 실정에 합하지 않다. 때문에 연료소비량 당 

발생하는 배출계수의 값을 측정하여 Tier 2 수 의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활동자료로서 총 연료소비량을 

용하 다. Tier 3 에서는 활동자료로서 노치별 사용시간을 용하여 노치별 연료소비량을 용하는 방

안을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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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ier 3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모델

3.1. 운행시간을 적용한 Tier3 배출량 산정모델
 

  기존 Tier 2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노치별로 배출계수의 값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온실

가스 배출량 산정을 요구하는 Tier 3는 각 노치별 배출량 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Tier 3 수 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한 방안으로 기존의 Tier 2 수 의 노치별 온실가스 배출계수에서 각 노치별 

연료소비량을 곱한 배출량 산정 모델을 개발하 다. 노치별 연료소비량 값은 노치별 운행시간(Tn)과 시

간당 연료소비량(FTn)의 곱으로 계산한다. 

  




×

 




××

Fn = 노치별 연료소비량

EFn  = 노치별 Tier 2 온실가스 배출계수

FTn = 노치별 시간당 연료소비량

Tn  = 노치별 사용시간

n  = 기 차 노치 (n=0, 1, 2, 3, 4, 5, 6, 7, 8)

  노치별 시간당 연료소비량  노치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차실험을 통해 부하 상태에서 측정하

다. 이에 운행패턴 분석  디젤 기기 차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노치별 사용시간(Tn)에 

한 활동자료가 확보될 경우에 보다 상세한 Tier 3 수 의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다.

3.2. 노치별 가중치를 적용한 Tier 3 배출계수 산정모델

  기 차의 운행시간 용을 통한 배출량 산정 방안은 실제로 각 철도 차량에 한 노치별 사용시간 활

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실질 으로 디젤 기기 차에 모니터링 장

치가 설치된 4.캐나다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에 한 보완책으로 각 노치의 사용비율을 분석하여 가 치를 용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는 미국 

EPA에서도 노치의 사용빈도를 노치별 시간당 사용비율을 측정하여 노치별 가 치5.를 용하고 있다. 

재 국내 활동자료의 경우 시간  거리별 노치사용 비율에 한 운행패턴 분석이 가능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별 사용 빈도를 노치별 가 치 기 으로 설정하 다.

 




×

wn = 노치별 가 치

EFn  = 노치별 Tier 2 온실가스 배출계수

n  = 기 차 노치 (n=0, 1, 2, 3, 4, 5, 6, 7, 8)

1317



  디젤 기기 차 7000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실험에서 산정한 노치별 Tier 2 수 의 배출계수 

값에 각 노치별 사용비율에 따른 가 치를 용하여 다음 수식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

다.

 ×

F  = 총 연료소비량

EFtier3 = 노치별 가 치를 용한 Tier 3 배출계수

  디젤 기기 차의 운행패턴은 기 사에 따른 운 패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표  운 선도에 입각하

여 운행패턴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디젤 기기 차의 가감속에 한 추가 배출은 고려하지 않았

으며, 운행  역에서의 정차에 한 배출도 제외하 다. 

4. Tier 3 배출계수 산정 모델 결과 분석

  의 Tier 3 배출계수 산정값을 기존의 IPCC 가이드라인의 값과 비교하기 하여, 미국 EPA의 노치

별 가 치 값을 참고하여 배출계수값을 산정하 다. 미국 EPA의 실험 가이드라인의 각 노치별 사용비

율은 다음과 같다. 

노치 Idle 1노치 2노치 3노치 4노치 5노치 6노치 7노치 8노치

사용비율 0.505 0.065 0.065 0.052 0.044 0.038 0.039 0.030 0.162

표 2. 디젤전기기관차 노치별 사용시간 비율

  각 노치별 사용비율을 Tier 2 수 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값에 곱하여 Tier 3 수 의 배출계수를 산정

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계수 값만 산정하 다. 

실험차량

노치
Test1 Test2 Test3 Test4 Test5 Test6 Test7 Test8 Test9 Test10 평균

노치별

가 치 용

배출계수

44,212 62,666 53,590 56,049 52,097 57,726 51,079 69,907 61,370 49,677 55,837

표 3. 노치별 사용비율을 적용한 Tier 3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단위: kg/TJ)

  본 연구를 통해 산정된 디젤 기기 차의 Tier 3 수 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산정값은 55,837 kg/TJ 

로 기존의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Tier 1 이산화탄소 배출계수값 74,100 kg/TJ 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IPCC 가이드라인의 기  철도차량이 300마력(HP)의 모델로 국내 디젤기 차의 3000마력과

는 차이가 있으며, 연료의 성분  기타 환경에 의한 차이가 존재한다. 

5. 결론

  결과 으로 유 상태와 8노치가 운행 빈도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노치별 사용 빈도에 큰 차

이가 있었다. 이는 각각의 노치별로 상이한 값을 갖는 디젤 기기 차의 배출계수가 실질 인 사용시간 

활동자료를 용할 시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Tier 3 에서는 디젤 기기

차의 노치별 배출계수 값에 가 치를 곱하는 배출계수 산정 모델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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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 재 철도차량을 연료소비량으로 리하고 있는 철도운 기 에서는 국내 철도부문의 

에 지목표 리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리에 용이할 수 있다. 

  향후 디젤 기기 차의 운행패턴분석을 통해, 각 노선  차량의 노치별 사용빈도를 악할 수 있다

면 보다 정확한 Tier 3 배출계수 산정이 가능할 것이다. 한 운행패턴 분석을 통해 에코드라이빙을 이

용한 온실가스 감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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