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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WBCSD) is effort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in economic growth,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social development. Being this way, it is essential for 
developing evaluation tool which quantify to fulfill sustainable development. Eco-efficiency is one of the 
quantitative tools to evaluate environmental impact and economic aspect. Eco-efficiency, in general term, 
means creating more value of product or services with less impact to environment. It indicates as 
environmental impact in denominator and value of product or services in numerator. Eco-efficiency shows how 
much economic value reveals to unit environmental impact caused by product or service as an indicator.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eco-efficiency indicator of railway industry  considering use stage among the 
entire life cycle stage of KTX and Saemaul train and also, figure out eco-efficiency value through indicator. 
Therethrough, it is enables to evaluate created value per environmental aspects.

 Since rail vehicles demands a lot of energy to transport people during use stage, the environmental impact 
is more significant than other lkfe cycle stages. Therefore, it quantified environmental indicator as CO2 
emission and economic indicator as transportation record per a year with an annual income. 

This study contributes to be used as a tool for quantifying  indicator of comparison evaluation in respect of 
rail vehicle in use stage. 

1. 서론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경제성장, 환경

보전, 사회발전이라는 3대 축인 지속가능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도구개발이 요구되고 있

다. 이러한 도구 중 하나가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이다. 생태효율성은 제품 또는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분모는 환경영향, 분자는 제품 또는 서

비스 가치로 나타낸다. 즉, 생태효율성을 통해서 제품이 미치는 단위 환경영향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경

제적 가치를 나타내는지를 지표화 할 수 있다. WBCSD에서 제안하는 생태효율성의 기본 형태는 다음

식 1-1과 같다.

 

Pror

……………………………………………………………… 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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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효율성은 정부, 기업, 개인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정의되고 있다.

현재 국내 다양한 산업에서도 에코효율성 방법론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철도산업의 주요 운송수단인 KTX와 새마을호 열차의 전과정 단계 중 사용단계만을 고려한 생태

효율성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통해서 생태효율성 값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철도차

량의 사용단계에 대한 정량적인 비교 평가 지표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향후 제조, 폐기단계까지 확장

하여 고려할 경우, 철도차량 전과정 단계에 대한 환경성 평가 지표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연구 수행절차

WBCSD에서 말하는 생태효율성은 전과정에 걸쳐 생태계에 대한 영향과 자원 사용을 지구의 최소한

의 수용용량 내에서 인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경쟁력 있는 가

격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 목표와 환경 목표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

을 하며, 이를 통해 조직체의 모든 행위는 지속 가능발전을 지지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생태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환경성 평가지수를 도출하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수행절차

그림 1과 같이 철도 차량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생태효율성 지표를 개발하고 다음과 같이 생태효율성

결과를 도출한다. 분모에 해당되는 부문은 운행단계에서 발생되는 CO2배출량 형태로 나타내는데 대상

차량의 총 운행거리를 고려하여 CO2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환경영향 범주는 산성화, 부영양화,

무생물 자원고갈, 오존층 고갈 등이 있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CO2를 환경적 가

치로 선정하여, 연구에 적용 시킨다. 분자에 해당되는 부문은 2009년 철도통계연보 자료에 근거하여

KTX와 새마을호 열차의 연간 총 수입 및 수송실적에 관한 정보를 활용한다. 두 가지 지표를 제품, 서

비스 가치로 선정한 이유는, 철도차량의 CO2배출량에 따른 경제적 가치로 나타냄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하고, 철도차량의 주 기능인 수송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CO2배출량에 따른 수송실적을 지표

로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CO2배출량과 획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생태효율성 결과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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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한다.

2.2 연구범위 설정

이 연구에서는 제품의 원자재 생산에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과정 중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사용단

계만을 고려하여 철도차량에 대한 생태효율성 지표를 개발하였다. 철도차량은 승객을 수송하면서 지속

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가 크므로 제조, 폐기 단계에 비해서 아래 그림 3과 같이 사용단계의 환경영향

이 크다.1) 그렇기 때문에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CO2를 바탕으로 생태효율성 지표를 개발하고 KTX와

새마을호 열차의 생태효율성 결과 도출을 통해서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그림 2. 전과정 단계 중 해당연구의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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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단계

유지보수

그림 3. 전과정 단계 별 에너지 사용량 추이

2.3 연구결과 도출

이 연구에서는 생태효율성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CO2배출량을 바탕으로 연간 총 수입에 대한 생태효율성 지표를 개발하였고, 연간 총 수송실적에 대한

생태효율성 지표를 개발 하였다. 국내 철도차량의 주요 운송수단인 KTX와 새마을호의 통계자료를 바탕

으로 결과를 도출하였고 두 지표의 비교분석을 가능토록 하였다.

1) ALSTOM의 전과정에 대한 GWP 영향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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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철도차량의 사용단계 CO2 배출량 산정

KTX는 운행단계의 에너지원으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며 새마을호 열차는 운행단계의 에너지원으로

경유를 사용한다. 각 철도차량 별 연비는 도표 1과 같다. 각 차량의 연비는 2008년 한국 에너지 경제 연

구소의 에너지 소비 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활용한다.

항목 KTX 새마을호

연료형태 전기 경유

연비 0.0725km/kwh 0.306km/L*

도표 1. 각 차량별 연비

*새마을호는 DHC(PP), DL7000 엔진을 사용하는 여객열차로써, 특대형 디젤기관차류에 포함된다.

2008년 KTX와 새마을호 열차의 총 운송거리2)는 도표 2와 같다. 이 데이터는 실제 2008년 동안 KTX

와 새마을호 열차가 운행한 거리에 대한 측정치이다.

항목 KTX 새마을

총 운송거리(km) 21,820,447 9,261,679

도표 2. 각 차량별 2008년 총 운송거리

도표 1과 2를 바탕으로 산출한, 각 열차의 2008년 에너지 사용량은 도표 3과 같다. 총 운송거리를 차

량별 연비로 나누어서 연간 차량별 에너지 사용량을 산출 하였다.

항목 KTX(kwh/yr) 새마을(L/yr)

연간 에너지 사용량 298,910,232 30,266,924

도표 3. 각 차량별 연간 에너지 사용량

위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에너지원별 CO2배출계수3)를 적용시켜서 얻은 CO2배출량은 도표

4와 같다.

항목 KTX 새마을

배출계수 4.44E-01 kg CO2/kwh 2.60E+00 kg CO2/L

CO2 배출량(kg CO2) 131,520,502 78,694,004

도표 4. 배출계수를 통한 CO2배출량

총 운송거리에서 약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출된 CO2배출량은 KTX가 새마을호 열차보

다 높게 나타났다.

2.3.2 연간 총 여객수입에 대한 생태효율성

연간 총 수입에 대한 생태효율성 지표 도출 식은 식 1과 같다. 2.2.1에서 산출한 CO2배출량을 바탕으

로 2008년 연간 총 여객수입을 고려하여 생태효율성 식을 도출하였다.

생태효율성 =
 배출량

연간총여객수입
…………………………………………………………………………………식 2

2) 철도통계연보 2009년 자료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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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KTX 새마을

여객수입(원) 1,010,688,845,380 142,087,905,346

도표 5. 각 차량별 2008년 총 여객수입 

항목
수송인원(명)

KTX 새마을

정기 1,312,060 300,496

정기 외 35,340,418 10,297,128

총 36,652,478 10,597,624

도표 7. 각 차량별 2008년 총 수송인원

항목 KTX 새마을

생태효율성(원/kg CO2) 7684.65 1805.57

도표 6. 각 차량별 여객수입에 따른 생태효율성 산출 값

연간 총 여객수입은 2008년치를 기준으로 2009년 철도통계연보를 통해서 얻은 측정치로 도표 5와 같

다. 운행거리와 차량별 이용요금 등이 고려된 값이기 때문에, 2008년 자료 기준 약 10배 정도의 여객수

입 차이가 나타났다.

2.2.1에서 산정한 CO2배출량과 2008년 여객 수입을 식 1에 적용 시켜서 KTX와 새마을호의 생태효율

성 값을 산출하면 도표 5와 같다. 이 결과를 통해서 kg CO2 대비 얻게 되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되

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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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여객수입에 따른 생태효율성 산출 결과 

2.3.3 연간 총 수송실적에 대한 생태효율성

연간 총 수입에 대한 생태효율성 지표 도출 식은 식 2와 같다. 2.2.1에서 산출한 CO2배출량을 바탕으

로 2008년 연간 총 수송실적을 고려하여 생태효율성 식을 도출하였다.

생태효율성 =
 배출량

연간수송실적
……………………………………………………………………………………식 3

연간 총 수송실적은 2008년치를 기준으로 2009년 철도통계연보를 통해서 얻은 측정치로 도표 7과 같

다. 차량의 운행횟수 등이 고려된 값이기 때문에, 2008년 자료 기준 약 3.5배 정도의 수송인원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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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KTX 새마을

생태효율성(인/kg CO2) 0.28 0.13

도표 8. 각 차량별 수송실적에 따른 생태효율성 산출 값

2.2.1에서 산정한 CO2 배출량과 2008년 수송실적을 식 2에 적용 시켜서 KTX와 새마을호의 생태효율

성 값을 산출하면 도표 8과 같다. 이 결과를 통해서 kg CO2 대비 얻게 되는 수송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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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총 수송실적에 따른 생태효율성 산출 결과

2.4 결과 해석

이 연구는 KTX와 새마을 열차의 사용단계에서 발생되는 CO2배출량을 바탕으로 2008년 연간 총 수

입 및 수송실적에 따른 생태효율성 지표를 통해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각 열차의 동력원은 전기와 경유

로 차량 연비와 CO2배출계수가 각각 다르고, 이에 따라 산출된 CO2배출량도 차이가 있었다. 실제 2008

년 통계치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한 결과 CO2배출량 부문에서 KTX의 연간 운행거리가 2배 이상 많

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은 약 1.8배로 전력 사용을 통한 CO2배출량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운행거리

를 새마을호와 같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2,300백만 톤의 CO2배출량이 저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경제

적 가치가 반영되는 총 여객 수입에 따른 생태효율성 분석결과 KTX가 kg CO2당 7684.55원으로 새마을

호 열차에 비해서 약 4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서 볼 때, KTX가 환경영향 당 경제적으로

창출되는 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두 번째 평가지표인 수송실적에 따른 생태효율성 도출결과 KTX열차

가 0.28로 새마을호 열차에 비해서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CO2배출량 대비 철도차량의 주요

기능인 승객 운송부문에서 KTX열차가 환경영향 당 창출되는 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 그림

6은 백분율 형태로 나타낸 각 지표에 대한 생태 효율성 결과이다. 이 결과를 통해 KTX가 새마을호 열

차에 비해서 50% 이상 높은 효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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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각 지표에 대한 생태 효율성 결과 비교

3.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이 연구에서는 비교 대상 차량을 KTX와 새마을호 열차로 한정 시켜서 수행하였다. 생태효율성 지표

를 통한 총 운행수입과 총 수송실적에 대한 지표 도출 결과 전력을 통해서 구동되는 KTX열차가 상대

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치가 높았다. 연구수행 범위를 사용단계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 결

과만을 가지고 KTX의 생태효율성이 높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연구 대상 차량간 비교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제조, 운송, 폐기 단계를 모두 고려한 생태효율성 지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전과정이 모두 고려된 환경영향에 따른 가치 창출을 생태효율성 지표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서 동종 산업 및 타 수송 매개체와의 비교수단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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