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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gh speed rolling stock system considerably belongs to a special industry which requires large-scale 

investment cost but the recovery term is long. Therefore, to guarantee risk and possibility of technological 
success in initial investment, tools concerned with various expecting methods like life cycle costs analysis and 
credibility management are used. 

In view of this characteristics, the cases on cost structure for HSR RS previously invested should be 
studied and the method to appropriately allocate the life cycle of each sub-system like arrangement unit, 
electric device, braking device, door and car body should be realized. Moreover,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main manufacturer and parts supplier can be checked. 

This study, through the case study for HSR cost structure in introduction and operational stage of KTX, aims 
to seek for the method to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s like EU railway industry of which object is to 
acquire global market competitiveness by integrating manufacturing and operation of RS and the regulation 
and operation of IRIS which is performed in Europe.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고속철도차량 시스템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반면에 투자회수 기간이 긴 프로젝트 특성을 보이는 특수

산업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초기투자에 리스크와 기술적인 성공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s) 분석과 신뢰성 관리 등 다양한 예측 기법과 관련된 툴이 활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철도시스템의 특성상 앞서 투자되었던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비용구조 분석 사례를 연구하여 편

성단위, 전기장치, 제동장치, 도어, 차체, 등의 적절한 하위 시스템 단계의 수명주기를 서로 다른 종류의 하위 

시스템에 적절히 할당하는 방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주 제작사와 부품공급사의 환경 측면도 점

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례연구는 KTX 차량의 도입단계와 운영단계에서 겪은 고속철도시스템 비용구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철도차량의 제작과 운영을 통합하여 세계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EU철도 산업의 변화와 유럽

에서 진행하는 철도산업표준(IRIS)의 제정과 운영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책임저자 : 정회원,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 차량기술단 차량계획 선임

   E-mail : ktxhome@korail.com 

   TEL   : (042)615-4348  

*  정회원 : 교신저자,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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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속철도차량의 취득과 운영 유지관리 단계의 비용구조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차량의 도입비용과 이와 관련된 부대비용 등 총 취득비용과 운영유지 단계의 차량의 유지관리 활동에 소요

되는 비용구조를 살펴보고 운영․유지단계에서 고속철도 차량의 수명주기비용(LCC) 구조를 이해 하고자

하는 것과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두 가지 목적에서 철도차량 시스템의 비용구조를 개선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국내외 연구문헌과 보고서 등 2차 자료를 통하여 앞에서 시행한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고 고속차량의 도입과정에서 차량의 취득과 운영준비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구조의 비율을

조사하여 선험적인 비용구조 모형과 철도차량 유지보수 비용모델로 제시된 UNIFE(유럽철도산업표준)의 비용구

조분석 데이터 등의 차이를 분석하여 차량시스템, 서브어셈블리, 파트 등의 공급체계에 따른 비용구조 제안을

통해 운영 유지단계의 LCC(Life Cycle Cost) 비용절감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고속차량의 수명주기 비용(LCC) 구조 및 규격 등 선행연구 사례에 대해 고찰한다.

2) 고속차량 시스템별 취득비용 대비 운영유지 비용 등을 조사한다.

3) KTX 차량의 도입단계에서의 비용구조와 UNIFE LCC 모델을 분석한다.

4) 고속차량의 운영유지 단계의 비용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본  론

2.1 고속차량 비용구조(LCC) 선행 연구사례 

일부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매가격이 차량 보유에 들어가는 총 비용(<보유 비용>개념에는 구매,

모든 유지보수 비용, 운영비용, 인프라 사용에 필요한 통행료가 포함)의 20%에서 30%을 차지한다.

그러나 보유 차량의 전체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연간 차량 운영비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처음에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에만 배타적으로 집중하기로 했다. 이 비용은 차량을 가용상태로

두는 비용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다(DIN 31 051 규격이 이 비용을 정의).

유지보수 작업의 구성내용과 그 금전적 가치의 내용은 차량의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의

측면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RAMS 조항에서 나타나 있는 것). 이러한 측면들 뿐 아니라 특히 승객의

편의를 위해 고품질 유지보수의 전반적인 개념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승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업의 이미지와 위신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1)이다.

이 연구에서는 차량 도입단계의 비용보다는 예방 및 수정 유지보수에 대한 운영 측면의 비용구조

연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량의 수명주기비용은 다음 그림1과 같이 시스템의 설계, 개발, 제작, 등 취득단계에 포함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운영유지보수 및 폐기단계까지 철도차량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는 14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활동범위와 비용 등을 계산한다.

1) 고속차량 유지보수 비용 연구, UIC 고속철도여객국(UNION INTERNATIONALE DES CHEMINS DE FER DIRECTION PASSAGERS ET 

GRANDE VITESSE,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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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S C IEC 62278 철도용 전기설비의 RAMS 관련 시방서, P24

2.1.1 구입비용 대비 유지보수비용 구조

철도차량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총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구입비용 대비 운영유지관리 비용의 비율은

다음 그림 2와 같이 전기기관차의 경우 구입비는 약40%에 해당하고 폐기 시까지 30년간의 유지보수 비용

은 약 60%로 구성되며, 디젤기관차의 경우는 구입비 30%, 30년간의 유지보수비용은 70%로 구성되는

것으로 발표2)하였다.

그림 2 2007년 WCRR 발표자료, P26

2) 철도차량유지보수비용, 2007년 WCRR 발표자료, Louis-Marie CLEON, Directeur Adjoint de la Direction de l'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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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RGIN-ALSTOM/FIAT계약 : 53편성 틸팅열차 12년간의 유지보수. 미국서부간선라인 사용.

․차량구입 = 5억9천2백만£(2001):약 8,880억원(1500원/1£), 약 30 년 = 25%

․유지보수 = 6억6천1백만£(2001)/12년, 30년 환산시 16억5천2백만£ = 75%

- SIEMENS - RENFE 계약 : 고속열차 추가 10편성과 14년간의 유지보수.

․차량 = 2억 4천만€(3,720억원/10편성, 1550원/유로) : 약 30 년= 37%

․유지보수 = 1억9천만€/14년 약 30년 환산시 4억 7백만€(6,308.5억원)= 63%

2.2 KTX 구입비와 유지보수 비용구조 

2.2.1 KTX 구입 비용구조

KTX 차량의 구입비용은 다음 표1과 같이 설계․제작 등 총 46편성(920량)에 대한 유형의 철도차량

제작비용과 운영에 관련된 인력의 훈련, 차량의 성능시험과 운영관리 기준에 해당하는 장치별 운용 및

정비지침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할당된다.

또한 예비보수품, 시험장비, 공기구 등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설비와 신차종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차량의 제작 및 시험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용 등과 수수료, 출장경비 등의 기타 부대적인 과업에

해당한다.

구 분
계(원화 단위:백만원)

US$ 원화환산3)
(1US$=1200원기준)

%

합 계 1,998,015,915 2,397,618 100

설계 164,449,158 197,339 8.18%

제작 및 인도 1,525,568,301 1,830,682 76.00%

훈련 10,320,846 12,385 0.51%

시험 및 시운전 43,664,378 52,397 2.17%

운용 및 정비지침서 20,155,007 24,186 1.01%

예비품, 공구 및 시험장비 64,978,524 77,974 3.91%

유지보수 계획 1,439,215 1,727 0.07%

유지보수 서비스 38,946,589 46,736 1.94%

사업관리 126,041,129 151,249 6.09%

기타과업 2,452,768 2,943 0.12%

표 1 KTX 도입비용 분석, 2004.5.18,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또한 전체적인 도입비용 중 하부 시스템단위로 세분하여 편성단위, 또는 동력차, 객차 등과 제동시스템,

공조시스템, 컴퓨터 제어시스템 등으로 할당되지만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비용은 차량시스템 제작

및 인도에 76%의 비율이 할당되고, 시스템 설계비, 사업관리비, 인력훈련, 유지보수 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부대비용 비율이 약 25% 정도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량시스템 전체 구입비용 중 유형의 취득자산과 무형의 경비를 구분하면 다음 표2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총 시스템 도입 비용 2조 3천억원 중 하드웨어 비용이 88.8%이 약 1조 8천억원으로 도입에

수반되는 제반 활동비용은 약 11.2%(약 2,674억원)인 것을 알 수 있다.

3) 실제도입과정에서 환율변동과 EU의 화폐개혁 등이 수반되어 실제 가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적인 도입비용 추론을 위해 US$ 

대비 평균치인 1200원/1US$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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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차량 시스템 도입과정에 발생하는 도입관련 비용도 구입비용에 포함되며, 유지보수를 위한 사

전준비 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이 신규도입 비용에 포함된다. 이 비용 뿐 아니라 차량기지 건설비용과 관

련 시스템인 신호, 전차선, 운영을 위한 역시설, 부대시설의 건설 등도 구입자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차량시스템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구 분 대상항목 비 용(백만원) 비율(%) 비고

합 계 2,397,618 100

유형자산

설계, 제작 및 인도,

예비품 및 공구

운용및 정비지침서

2,130,181 88.8

무형자산

훈련, 시험 및 시운전,

유지보수 계획, 유지보수서비스,

사업관리 및 기타과업

267,437 11.2

표 2 KTX 도입비용의 자산유형별 분석

2.2.2 KTX 유지보수비용 예측

KTX 고속차량의 총 유지보수 비용은 앞에서 연구한 사례 중 KTX의 경우와 유사한 미국서부 간선 라인과

스페인의 도입사례를 비교해서 추론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은 비율을 얻을 수 있다.

구 분 편성수 도입비용(억원) 유지보수비
(30년기준 억원)

년평균 유지
보수비(억원)

편성당
년간비용
(억원)

미국서부간선

틸팅열차
53

8,880 24,780 826
16

25% 75% 3%

스페인 지멘스

고속열차
10

3,720 6,308.5 210
21

37% 63% 3%

KTX 46
23,976 39,560 744

16
35% 65% 2%

표 3 KTX 차량과 유사 차량의 유지보수비 비교

KTX의 유지보수비 예측은 2004년 개통 이후 2006년까지는 하자보증, 예비품의 계약자 공급 등의 외생변수가

많은 관계로 유지보수 비용의 예측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2007～2008년 차량보수비 예산규모로

판단한 것이며, 차체, 의장 등 인테리어 개량 등의 성능 유지관리와 무관한 중정비 비용은 투자 사업으로 자

산의 증감 등에 따른 감가상각에 영향을 주므로 전체적으로 고려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따라서 편성당 정비비용은 미국 서부간선 라인 투자비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스

페인 지멘스의 경우 편성당 정비비용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 것은 5분지연, 기능장애 등의 패널티 부분이 강조

되면서 계약적 요구사항의 증가와 가용율, 정시율, 신뢰도, 안전도의 수준이 전적으로 계약자 비용으로 부담하는

계약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KTX 차량의 연평균 유지보수비가 스페인과 미국의 경우에 비해 적은비율로 나타난 것은 운영자가

직접 고속차량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내부적인 환경, 즉, 원가에 이윤이나 정시율, 가용율 등의

패널티를 위한 관리비용 등의 경비가 고려되지 않은 부분과 RCM, 고장정보 관리시스템 등 차량정비

환경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627



2.3 UNIFE의 LCC 모델과 비용구조 

2.3.1 LCC 비용모델 분석 필요성

철도차량의 구입비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적 요구사항, 시스템 구성요소의 신규개발 적용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도입비용이 고정되고 2～3년 정도의 투자기간 동안으로 비용발생 기간이 상

대적으로 짧은 반면에, 운영 유지관리와 폐기 등의 서비스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LCC 비용이 긴 비용

구조를 보이므로 비용절감을 통한 시스템 운영 등 최적의 운영관리 비용모델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총 유지보수 비용발생 요인과 해당모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3.2 철도차량의 LCC 비용구조

철도운영자들은 해당 수명기간 동안 신뢰성이 있고 쉽게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제품을 요구한다. 따라서

차량을 구매결정을 할 때는 초기비용 뿐 아니라 총 수명기간 동안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의 영향을 고

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 총 수명기간 동안의 유지보수 비용을 예측하는데 활용하는 기준이

RAM 분석이며, 이것은 전체 LCC에 근거한 비용으로 함께 고려되는 것이다.4)

이 LCC 비용은 초기투자비, 유지보수, 운영 그리고 폐기비용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고려

대상이 된다.

- 초기투자비 : 차량의 제작, 필요한 특수공구 및 장비, 보수품, 승무원 및 유지보수 요원의 인건비, 각종 매

뉴얼 비용 등

- 유지보수비 : 예방 및 수정 유지보수 비용

- 운영비 : 에너지(총 수명주기 동안 발생하는 전기 및 연료 등의 비용), 선로사용료 및 운영자 인건비

(LCC 계약에 항상 적용되는 부분은 아님)

- 폐 기 비 : LCC 계약에 항상 적용되는 부분은 아님

운영비와 폐기비는 항상 고려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 요인은 초기투자비, 즉 취득비용과

유지보수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취득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은 다음과 같은 세부 비용으로

구분된다.

그림3 취득비용과 유지관리 비용구조, ICOMS, 2003.5월 H. Paul Barringer 씨 발표자료 

4) Guide Lines for LCC volume 1. Terms and definitions for Rolling Stock, pp 5 ,1997.11, UN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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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고속차량의 운영유지단계 비용요소

고속차량의 취득단계는 본 연구 대상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운영유지 단계의 비용요소를 분석하여 개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운영유지 단계의 비용요소는 UNIFE의 모델과 같이 예정되었거나 예정되지

않은 유지보수비와 시설 사용비, 폐기비로 구분한다.

첫째, 예정된 경우와 예정되지 않은 유지보수 비용은 인건비, 자재비, 기타 부대비용과, 서브시스템의

교환, 개량과 엔지니어링 문서화 비용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엔지니어링 문서화 비용은 전체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둘째로 설비사용비용을 들 수 있는데 운영을 위한 에너지 비용과 시설사용비(기지설비, 시설장비 등),

운영비, 지속적인 요원의 훈련, 기술데이터 관리비용 등이 해당한다.

셋째로 폐기 비용을 들 수 있는데 현장에서 부품 및 유지류 등의 법정 폐기물과 허용되는 폐기물 등과

환경관리, 조경 등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결론 및 제언

최근 미국의 동부라인과 스페인 등과 같이 고속열차를 도입하는 국가의 경우 차량설계와 제작, 수명기간

동안의 유지보수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도입하는 전략을 펴고 있으나, LCC 비용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객관적인

모델이 연구되지 않아 운영사나 제작사의 제안(RFP)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전체 유지보수 비용구조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과 운영부문에서의 활동으로 이론적인 예측결과와

폐기시까지 측정하고 개선하는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부문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차량의 수출 및 도입하는 전략으로 향후 세계시장에 차량의 제작과 수출과정에서 패키지로 경

쟁을 하는 경우에도 초기 차량의 투자비를 작게 하고 운영비용을 증가시키는 전략으로 수주한 이후 지속적인

유지관리 개선활동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모색하는 것도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같이 고속차량을 도입하면서 기술이전을 통해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특히, 전체

편성의 수명주기(30년) 동안에 소요되는 비용(LCC)의 해석과 평가 방안을 연구하여 시스템 운영비용과 성능

개량 등의 투자비용에 대해 사전 예측과 대비로 차량의 성능을 향상 시키고 고속철도의 신뢰도 향상과 투자

비용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목적성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엔지니어링 전문부서의 지원과 현장에서의 사실데이터 관리 등 추

적성을 보장하는 유지관리 활동에서 얻어지는 경험적인 지식이 대단히 중요하며, 각종 엔지니어링 지식과 기술자료

등의 가치를 분석하여 경제적인 판단과 함께 기술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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