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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llowing public expectations from the emergence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with greater 
legal force after the expiration of the 2012 Kyoto Protocol, Korea is also making efforts to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initiate the mitigation policy and enforce the terms of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agreement. The majority of domestic industries are candidates for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 thereby requiring the proposal of a method that effectively 
reduces environmental contaminate substances released from railway facilities, following the 
prediction of an increase in railway usage as an environment-friendly transportation method in the 
future. Accordingly, this study has quantitatively calculated the amount of released environmental 
contaminates through the life cycle assessment (LCA) on railway facility constructions, and has 
evaluated the environmental load and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hrough the 
resulting values.
The results of the LCA analysis showed that the amount of environmental load was the highest 
at the early stages of material implementation and construction, and that the value of global 
warming was viewed as the highest among the effects. As officially announced by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that CO2 is the main 
culprit of global warming, the analytical values confirmed that the amount of CO2 emissions 
accounted for more than half of the released greenhouse gases at 2.90E+04tons. The 
environmental load and CO2 emission rates analyzed in this study are judged to be used in the 
deduction of the optimum environment-friendly method and quantitative environmental effect of 
railway facility constructions in the future, as the values can be evaluated based on their degree 
of environment friendliness.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국제협약

들이 논의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2012년 만료

됨에 따라, 보다 강제력 있고 실질적인 국제협약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역시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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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국제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성장을 추진

하기 위해 전 방위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부분의 산업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

상이고, 향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철도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철도 시설물

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철도시설공사 사례를 대상으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통해 환경

오염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결과 값을 통해 환경부하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

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환경부하량 및 CO2 배출량은 대안별 환경성평가가 가능하여 향후 철

도시설공사의 환경영향 정량화 및 친환경적 최적대안 도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철도시설의 전과정 동안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전과정평가(LCA) 기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산출하고, 산출된 환경오염물질 중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환경부하량을 평

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LCA의 이론 및 수행방법을 고찰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실제 철도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그림1. 연구 흐름도

2. 이론적 고찰

2.1 환경부하량 산출

철도시설 건설공사 시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전과정평가

(LCA) 기법을 활용한다.

2.1.1 LCA 개요

LCA(Life Cycle Assessment)의 정의는 필자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정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LCA란 특정제품의 전과정 즉, 원료 획득 및 가공, 제조, 수송, 유통, 사용, 재활용, 폐기

물 관리 과정 동안에 소모되고 배출되는 에너지 및 물질의 양을 정량화하여,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객관

적이며 적극적인 환경영향 평가방법이다. (허탁, “LCA개념 및 국내외 현황”, 건국대학교 산

업기술연구소, 1996)

LCA의 구성은 ISO회의 결과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1996년 SETAC에서 제시한 전과정 

평가의 골격은 목적 및 범위설정(Goal & Scope Definition), 목록작성(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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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전과정 결과해석(Life Cycle Interpretation)으

로 구성된다(그림 2).

그림2. LCA 구성

2.1.2 LCA 구성 

(1) 목적 및 범위 설정(Goal & Scope Definition)

첫 번째 단계는 목적 및 범위 설정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 기능단위

(function unit)등을 정하는데 연구의 범위 및 정도를 설정한다. LCA는 사용목적에 따라 수

집하는 자료, 분석방법,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LCA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를 명확히 해야 한다. 

(2) 목록분석(Inventory Analysis)

두 번째 단계는 목록분석을 만드는 것이다. 상품, 포장, 공정, 물질, 원료 및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및 천연원료 요구량,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형폐기물 배출량 등의 

환경오염부하량 등에 대한 기술적, 통계적 자료구축과정이다. 즉, 전과정 목록분석은 그림 1

에서 나타낸 것처럼 시스템으로 투입되는 input 항목과 배출되는 output 항목을 정량화하는 

과정이다. 

그림1. 목록분석대상 시스템 모식도

(자료: 한국품질인증협회, 1998)

(3)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세 번째 단계는 영향평가 단계로 목록에서 제시된 항목에 가중치를 제시하는 과정이다. 

즉,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정량적이고 정성적으로 추산하여 주어진 시스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영향평가 단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 영향범주에 따른 목록 데이터의 분류(classificaton)

‧ 영향범주들 내에서 목록 데이터의 모델링(characterizaton)

‧ 영향범주의 정규화(normalization)

‧ 필요시에 결과들의 종합적인 가중치 부여(we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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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화(Classification) 특성화(Characterization) 정규화(Normalization)

그림2. 영향평가 방법론

(4) 전과정 결과해석(Life Cycle Interpretation)

영향평가까지 마친 LCA 결과는 결론과 조언의 형태로 전달된다. 이 단계를 전과정 결과해석

이라고 한다. 전과정 결과해석은 신뢰성을 주기 위해 설계된 정보가 의사결정자에게 원활히 전

달되도록 연결시켜 주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전과정평가의 해석단계의 적용에서 그 이전의 단

계로 다시 돌아가는 반복적인 절차의 수행도 중요하지만 품질기능전개(Quality Function)나 전

과정 비용평가(LCC:Life Cycle Cost)와 같이 해석의 결과를 이용하는 식으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결과해석단계 동안의 투명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3. 선형설계를 통한 전과정 평가

3.1 사례대상 개요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시설 건설공사 사례를 대상으로 선형설계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검토하여 환경성을 고려한 최적대안을 선정하고자 한다. 

다음 표 1. 은 본 연구의 사례대상 비교안별 설계기준이다. 

구    분 기 본 계 획 기 본 설 계

설계속도 350km/h 350km/h

최소곡선반경 R=3,000m R=3,000m
완화곡선길이 1,700Cm 2,500Cm

곡선간직선거리 100m 이상 180m

최급기울기 25‰ 30‰

종곡선반경 R=16,000m R=25,000m

최대캔트 160mm 180mm

도표 1. 비교안별 설계 기준

3.2 사례대상 환경부하량 산출

3.2.1 목적 및 범위 설정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LCA의 목적은 철도시설 건설공사의 선형설계에 따른 환경성 평가

로, 전과정동안의 자재투입량 및 에너지소비량을 고려하여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부하량

을 산출하는 것이다. 목록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구축한 

LCI(Life Cycle Inventory) DB를 활용하였고, 목록분석을 바탕으로 각 영향범주에 따른 분

류화 작업을 실시하며, 정규화, 가중화 인자를 도입하여 환경부하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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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목록분석

철도시설물 건설공사에 대한 초기건설단계, 유지관리단계, 해체폐기단계에 투입되는 자재 

및 장비를 조사하고, 입출력 물질(대상내의 모든 에너지, 원료, 부원료, 부산물 및 환경오염

물질 등)의 종류와 양을 목록화하였다. 

국내외에서는 건설단계의 전과정에 해당하는 LCA 분석을 위한 DB뿐만 아니라 각 산업에 

적용되는 DB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에서 활용되는 자재에 대한 LCI DB 

개발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는 건설사업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대부분에 대하여  LCA 수행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많은 건설자재 중 소량이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가 적다고 판단

하여,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 공사 시 투입되는 자재 중 소요수량이 많고 건설공사의 

비중을 다수 차지한다고 판단되는 자재 중 국내외 기관의 LCI DB를 바탕으로 목록분석을 

실시하였다.

3.2.3 영향평가

철도 선형설계에 따른 비교안별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 산출결과는 다음 표 2. 

와 같다. 이는 3.2.2의 주요자재 데이터 목록분석과 주요자재에 대한 영향평가의 결과를 바

탕으로 ISO 14040 Series 기준 8가지 환경영향 범주별로 구분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

과이다. 

구분
초기건설단계 유지관리단계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계획 기본설계

자원고갈 4.63E-04 4.34E-04 1.16E-04 1.09E-04

지구온난화 1.35E-03 1.27E-03 3.38E-04 3.17E-04

오존층파괴 1.91E-08 1.79E-08 4.78E-09 4.48E-09

광화학산화물 5.10E-06 4.78E-06 1.27E-06 1.19E-06

산 성 화 3.53E-05 3.31E-05 8.83E-06 8.28E-06

부영양화 6.04E-08 5.66E-08 1.51E-08 1.41E-08

생태독성 8.77E-05 8.22E-05 2.19E-05 2.06E-05

인간독성 8.55E-05 8.02E-05 2.14E-05 2.00E-05

계 2.03E-03 1.90E-03 5.07E-04 4.75E-04

                             도표 2. 비교안별 환경부하량              (단위 : ton)

3.2.4 결과해석

본 연구에서는 사례대상인 철도시설물 건설공사 선형설계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분

석하였다. LCA 분석 결과 종곡선 반경이  그림 3.과 같이 초기건설단계에서 환경부하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초기건설단계에 투입되는 자재와 시공이 유지

관리단계 및 해체폐기단계에 대비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3.은 환경영향 범주별 발생 부하량을 도식화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8가지 

영향범주 중 지구온난화(66.6%) 및 자원고갈(22.8%)에 대한 환경영향범주가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생태독성, 인간독성, 산성화 등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

으며, 부영양화와 오존층파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구온난

화에 대한 가중화 인자의 값이 크기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오존층파괴에 대한 가중화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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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3. 단계별 환경부하량 비교

그림4. 영향범주별 환경부하량 비교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 주요물질의 산출결과는 표 3.과 같다. 세계기상기구

(WMP)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 CO2가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공식 선언한바와 같

이, 분석결과 값에서도 CO2 배출량이 2.90E+04ton으로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분

기본계획 기본설계

Equiv. 

Factor(1/g)

Inventory 

Result

Characterization 

Results

Equiv. 

Factor(1/g)

Inventory 

Result

Characterization 

Results

HCFC-22 1700 1.75E-05 2.98E-05 1700 1.87E-05 3.18E-05

N2O 310 3.70E+01 1.15E+01 310 3.94E+01 1.22E+01

CFC-11 4000 7.45E-05 2.98E-04 4000 7.95E-05 3.18E-04

CH4 21 2.73E+04 5.73E+02 21 2.91E+04 6.11E+02

CFC-114 9300 7.63E-05 7.10E-04 9300 8.14E-05 7.57E-04

HFC-134a 1300 0.00E+00 0.00E+00 1300 0.00E+00 0.00E+00

CO2 1 2.90E+07 2.90E+04 1 3.09E+07 3.09E+04

CFC-13 11700 1.01E-05 1.18E-04 11700 1.07E-05 1.26E-04

CFC-12 8500 1.60E-05 1.36E-04 8500 1.71E-05 1.45E-04

소계 2.52E+04 2.37E+04

                         도표 3. 비교안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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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시설 건설공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고, 철도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

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가 LCI DB를 바탕으로 목록분석 및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철

도시설 건설공사 비교안에 대한 정량적인 환경부하량을 전과정평가를 통해 산출하였다. 

(1) 철도시설 건설공사의 환경오염물질과 환경부하량을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초기건설단

계에서 환경부하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초기건설단계에서 자재투입 및 시공단

계의 투입물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환경영향 범주 가운데 지구온난화 및 자원고갈에 대한 환경영향범주가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가중화 인자의 값이 큰 것이 주요 원

인으로 파악된다.

(3) 온실가스 배출량 중 CO2 배출량이 2.90E+04ton으로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계기상기구(WMP)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 CO2가 온난화

의 주범이라고 공식 선언한바와 같이, 분석결과 값에서도 CO2 배출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환경부하량 및 CO2 배출량은 대안별 환경성평가가 가능하여 향후 건

설분야 환경영향 정량적 판단 및 친환경적 최적대안 도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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