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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is the global issue over the world. Korean government has 
presented various policies to induce GHG reduction for the industries with high energy consumption such as 
power generation and chemistry. Construction sector has produced a large amount of GHG emissions resulted 
in the energy consumption of heavy equipments and the use of material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QA 
(Quality Assurance) and QC (Quality Control) method to identify and quantify the GHG emissions released 
from heavy equipments in the railroad construction sector. Generally,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GHG 
inventory is dependent on the data coll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nge the detailed statements for 
the fuel consumption of heavy equipments and the quantity of work in the field. Also, the breakdown of 
GHG emission sources should be recorded from the design step of railroad infrastructures. Based on these 
data, the GHG reduction technologies and polices can be applied in railroad construction sector. 

1. 서론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대응 문제가 무역시장의 신규 장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반으로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관리 및 저감유도 정책이 추진되

고 있다. 특히, 정부의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수송부문 전체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철도로의 수송 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철도로의 SOC 투자 증대를 통한 신규 노선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1-3]. 철도산업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철도차량 및 역사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기반으로 한국철도공

사를 비롯한 철도운영기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1]. 이외에도 

철도 인프라 건설, 차량제작, 유지보수, 폐기 등을 포함하여 철도시스템의 전과정에 걸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철도건설단계에서는 주로 중장비 사용에 따른 연료 및 건설재료 소비에 의

해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통계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철도, 도로, 건축물 건설공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

으로 있다[2-3]. 따라서 철도건설단계의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확보하여 저탄소 

철도건설현장의 구현을 유도할 수 있으며, 철도분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원단위를 저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건설현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장비를 대상으로 인벤

토리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위한 QA(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및 QC(품질관리, Quality Control)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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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조사하고자 한다. 

2. 온실가스 인벤토리 QA/QC 개념[2]
철도건설현장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설정한 조직경계 안에 포함되는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하고 이를 목록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작성된 내용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

해 지속적인 데이터 측정/기록관리 및 주기적인 배출량 산정 절차가 요구되며, 이를 일반적으로 QA/QC
라고 일컫는다. QA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가 관리시스템을 포함한 기업의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QC는 대상 활동을 통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및 기록과 관련된 활동과 데이터를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는 활

동을 말한다. 철도건설현장에서의 QA/QC 적용범위는 조직경계 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업무 담당

자를 대상으로 Table 1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QA/QC 업무조직은 활동데이터, 배출량 산정관리, 배출

량 검증, 인벤토리 보고와 관련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절차 내용

데이터 수집과정 QA/QC

가. 활동데이터 계측 및 보고확인

나. 계측장비의 관리 및 교정확인

다. 데이터 정확성 검토확인

라. 활동데이터 취합 확인

마. Cross Check
바. 데이터 저장

배출량 산정과정 QA/QC
가. 활동데이터 별 배출량 산정 방법론

나. 활동데이터 별 배출량 계산 절차

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워크시트

산정결과 QA/QC
가. 온실가스 배출원 목록

나. 데이터/방법론의 일관성

다.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량 보고 QA/QC

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범위설정

나. 온실가스 인벤토리 QA/QC 담당자

다. 인벤토리 보고서

라. 내부 검증담당자 임명

마. 제3의 검증기관 선정 및 추진

Table 1. General process and content of QA/QC

3. 철도건설현장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방안

철도건설현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는 실제 사용하는 장비의 

연료사용량이다. 본 연구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정확도 순서에 따

라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방법별로 주요 활동데이터 목록도 포함하였다.

• 배출원(공종 및 건설장비)별 에너지사용량 측정값

- 장비별 계측기를 통한 측정값

- 주유영수증 및 전력고지서 등 증빙문서의 에너지사용량

• 배출원별 실제 중기 가동시간 × 중기별 시간 당 에너지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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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작업) 종류 별 사용 중기 및 실제 중기 가동시간

- 중기별 시간 당 에너지사용량(품셈 또는 실측자료)
• 설계자료 기반 공사별 중기 가동시간 × 중기별 시간 당 에너지사용량

- 단가산출서를 통해 파악한 단위 공사당 사용 중기 및 중기 가동시간(1/Q)
- 단가산출서의 중기목록표를 통해 파악한 중기별 시간 당 에너지사용량

- 설계내역서를 통해 파악한 해당공사의 작업량

현재 철도건설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료사용량 데이터는 장비별/연료종류별로 분류하여 월별 연료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장비사용 비용을 일단위로 지불하여 별도의 연료사용량 데

이터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각 장비에 대해 공사별/공종별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종별 연료사용량을 관리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공사현장에서 작업별

로 해당 공사의 작업량과 해당 작업에 소요된 연료사용량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나, 철
도건설현장에서 공사 작업 시 이를 확인하여 기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계측기 

또는 주유영수증 및 전력고지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토대로 모니터링 자료를 현장의 작업주기(일별/주간

별/월별)에 맞게 주기적으로 취합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진행한 공사의 작업량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문

서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산정부서까지 온실가스 관련 데이터 취합 절차를 정의하고, 관리 및 

감독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중기의 투입시간을 기록하여 관리함으로써 시간 당 에너지사용량을 곱하여 배출원별 

에너지사용량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 건설회사에서는 Fig.1에서 볼 수 있듯이 연월별로 장비 

규격과 에너지 종류, 투입대수를 입력하면 기종별로 설정된 가동시간에 시간 당 연료사용량(품셈자료 참

조)이 곱해져서 총 연료사용량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철도건설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관리

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적 간단하게 산정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공종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현장에서 작업 시 마다 실제 장비 가동시간과 공사 종류

를 분류하여 기록함으로써 배출원별 온실가스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Figure 1. Example of dada management system for the use of heavy equipments in A company

마지막으로 현장데이터와 어느 정도의 차이는 발생하나, 설계자료를 기반으로 에너지사용량을 파악하

여 공종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관리할 수 있다. 이 때, 가장 주의할 부분은 설계자료 상에 데이터 누락

이나 오류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단가산출서 상의 산출근거에 중기사용 및 에

너지 사용에 관한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호표 및 산출근거, 별도 견적서를 참조하더라도 세부 내역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단가산출서의 중기목록표에 중기코드 및 시간 당 연료사용량 정

보가 불확실하여 산출근거의 해당 중기 사용내역과 매칭하기가 어렵다. 이외에도 설계내역서와 단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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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서의 코드번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배출량 산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향후에는 장비별 연료사용량의 근거자료를 통일하고, 중기코드, 연료사용량의 누락이 없도록 관리해

야 한다. 또한 해당공사의 단가산출서와 설계내역서를 검토하여 단가산출서 상의 호표 및 산근과 설계

내역서의 해당 호표 및 산근이 동일한 공종을 나타내도록 관리해야 한다.

4. 결론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인 주요 관심사로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전력, 화학 등 고에너지 소비산업 중

심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건설현장에서

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장비를 대상으로 QA/QC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정확도 및 신뢰도는 해당 데이터의 품질에 의존하므로 철도건설현장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에너지사용량 및 작업수량을 공종별로 작업주기(일
별/주별/월별)를 고려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설계 자료는 현장데이터와 어느 정도 차이는 발

생하지만,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의 누락 자료나 설계내역서와 단가산출서의 

코드 불일치 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보다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

터 관리를 기반으로 철도건설현장에서부터 체계적인 저감기술을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철도 

구현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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