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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sts have long since become a major issue in railway system analysis. attention is not limited to the 
acquisition costs alone, but encompasses all costs involved in the use and disposal of the systems.
Concepts such as Life Cycle Cost(LCC), Costs Of Ownership(COO), or Total Ownership Cost(TOC) are more 
and more frequent in any document dealing with system analysis.
Most of railway projects have applied this LCC Model to evaluate effectiveness of system acquisition cost. 
But these action of LCC model does not applied all the rest of system life cycle period due to the 
differences of its responsibility. This is why a study has been undertaken by the operation party to harmonize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LCC model. 
This study focused on these and other objectives for introduction of method and needs for an action plan for 
maintenance actions involved relevant cost allocation.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철도시스템 분석에 있어 비용은 오랫동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도입단계에 소

요되는 비용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폐기할 때까지 관련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수명주기(LCC), 소유비용(COO), 총 소유비용(TOC)에 대한 개념은 시스템 분석을 다루는 모

든 분야에서 등장하는 빈도가 점검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철도 프로젝트는 도입단계에 시스템 도입 비용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러한 LCC

모델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 그에 대한 책임이 운영자에게로

전가되어 달라지므로 전체 시스템 수명주기까지 지속적인 LCC 모델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철도운영자 관점에서 LCC 모델을 중요한 측면으로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연구가 철도 운영자 입장에서 지속적인 LCC

모델 적용방법과 유지보수 활동에 수반되는 관련된 비용의 할당을 위한 계획수립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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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철도차량 시스템 도입이후 운영자 측면에서 철도차량의 취득과정에서 활용되었던 철도

차량의 수명주기 모델(LCC) 추정 결과의 추적관리와 유지보수 비용분석을 통해 차량의 도입비용과 관련된

부대비용 등 총 취득비용과 운영유지 단계에서의 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모델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철도차량의 수명주기비용(LCC)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 적합한 서브시스템 또는 구성품의

유지관리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설비, 인력, 자재 등 소요자원의 효율적인 할당과

유지보수 주기와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철도운영시스템의 보수비용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준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차량도입 과정에서 관련된 활동들을 살펴보고 LCC 모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철도차량 수명주기 모델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유지보수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재배

치와 유지보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먼저 철도차량 도입 년도별 차량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련된 수명주기를 파악하는 것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활동으로 최근 도입되고 있는 철도차량의 RAMS 요소 적용 및 관리사례를 살펴보고 관련된 이론적

인 지표와 규격에서 요구하는 관리지표를 통해 품질요인과 관련된 비용요소, 관리활동이 되는 기준 등 선행연구

사례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LCC 모델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핵심요소를 식별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와 방법을 구성하였다.

1) 코레일에서 운용 중이거나 운용했던 철도차량의 변화과정을 분석한다.

2) 철도차량의 도입단계에서 요구하는 비용모델의 준거가 되는 자료를 고찰한다.

3) 차량시스템별 취득비용에 적용된 시스템엔지니어링 관리요소를 조사한다.

4) 선행연구 사례 중 LCC 비용모델을 분석하여 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적용하는 방법과 사례를 조사

하여 분석한다.

2.  본  론

2.1 철도차량의 변천과 정비패턴의 변화  

일제강점기 일본의 통제하에 있던 시절에 주력 차량으로 증기기관차를 운행했던 역사를 제외하고 한

국에 디젤철도차량이 도입되면서부터 사실상 근대적인 철도차량 유지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므

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철도차량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일본인의 손에 의해 관리되어왔던 차량 유지보수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아 이 시기의 보유 차량과 비용 요소를 파악 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투입된 자재와 인력 등 자원의

적정한 수요도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의 종료와 함께 미국에서 제공한 2000호대 디젤기관차 4량을 동력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객차

와 화차를 복구 또는 재생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유지보수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점차 외국의 차관을 들

여와 신조 도입하던 시절이 1960년대에 주축을 이루었으며, 증기기관차를 정비하던 장소에서 디젤기관

차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철도차량의 변화과정은 60년대 후반까지 증기기관차와 병

행하여 운행되던 경부라인의 여객열차 운행은 디젤차량의 도입 증가와 함께 디젤중심의 운영과 유지보

수가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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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디젤차량의 변화과정,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2011.1월 기준

1960년대 초 비슷한 추세를 보이던 디젤동차와 달리 디젤기관차의 추가도입으로 1980년대 말까지 디

젤기관차의 급속한 증가추세를 볼 수 있다.

이는 전국에 주력차종으로 디젤기관차가 운행되었으며, 유지관리를 위한 기반시설과 투자역시 동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디젤동차는 1960년대 초 도시통근형으로 운행되던 근

거리 중심의 열차운행이 1990년대 초까지 이어지다가 90년대초에 급격한 증가하였다.

이는 전후동력형 새마을호의 등장으로 디젤기관차 중심의 동력차와 객차 운행패턴이 편성단위로 변화

되는 과정으로 수도권 중심에 밀집해 있던 디젤동차의 주요설비가 주요 간선 종착역에 설비를 투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증가하던 디젤 차량은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그 이유는 2004년 고속철

도의 개통과 함께 주요간선을 운행하던 주력 차종에서 내용년수가 경과된 차량이 폐차되었으며 대체차량으

로 전기차량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디젤 차량의 유지보수 시설과 주요장비, 인력, 자재 등 유지보수 활동에 소요되는 자원의 대

부분이 그대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신조차량의 도입에 영향을 받아 활용도와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에 전기차량은 1970년대 산업철도 노선의 건설에 따른 고출력의 동력차량으로 전기기관차가 도입

된 이래 우리 철도도 주요 간선망을 전철화 하는데 주력하게 되면서 디젤차량의 수요가 감소되었고, 한

편으로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수도권에 인구 집중 현상이 나타나면서 1980년대 전기동차의 도입이 급

속도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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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철도차량 차종 변화에 따른 변천과정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급속한 전기차량의 증가는 수도권 지역의 유지보수 시설을 경정비와 중정비를

포괄하는 정비시설 변화를 주도하였고, 차량기지의 신설에 따른 인력의 전환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전후동력 새마을호 동차의 운영에 영향을 받은 여객차량의 감소로 수송차 정비인력이

전기차량으로 이동하는 기술 인력의 변화와 함께 정비시설의 현대화와 정비방식 면에서 정밀 측정장비

도입과 자동화로 인력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정비패턴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고속열차의 도입과 함께 전문정비 기지의 건설과 유지보수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

나기 시작했으며, 종래에 시행해오던 차량별 주행거리와 기간기준 정비체계에 따른 확정된 정비방식도

장치별 점검과 부품조립체의 수명추적 등의 활동으로 다변화되기 시작했으며, MKBSF, MTTR, MKBF

등 신뢰성 측정과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에 힘입은 차량정비 주기와 장애진단 방법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 시기에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개념도 달라졌으며, 시스템엔지니어링 규격의 확산적용과 신규 차종에

대한 규격과 사양의 국제화와 표준화 모델이 제시되면서 국제적인 기준과 준거가 운용과 유지관리 기준에

접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신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의 정비사업소의 업무패턴도 신규차종의 도입과 운영 등 운

행패턴의 변화에 따라 과학적인 정비방식의 도입과 정비데이터의 관리 등 차량 운용방식과 정비시설, 정비

기준 등의 제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수도권에서 운영되던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등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디젤기관차, 객차 정비횟수와

대상 차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각 사업소별 업무량의 불균형 발생과 다양한 차종 정비를 위한 전문 인

력의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137



2.2 철도차량 도입과정의 비용모델   

신규차량 도입과정이 비용 요소를 보면 다음 그림 2-3과 같이 차량구입비용, 초기예비품 구입, 운영유지

보수 장비 및 교육, 문서화 비용 등으로 구분된다. 차량구입 비용은 구입에 소요되는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상세설계, 제작 및 시험 등에 소요되는 자재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경우 초기 취득단계에서 구성품의 사양과 수명주기 등이 사양에 명시되고 관련규격과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

규정과 관리조건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림 2-3 수명주기 비용요소, IEC 60300 규격 참조 

고속철도차량의 경우 표 11)과 같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비율이 약 9:1 정도의 비율로 유형 자산이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입단계에서는 대부분의 비용요소들이 식별되고 그에 따른 비용 산출이 용이하

다. 그러나 운영유지단계에서의 비용요소는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재료비,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의 유형자산보다 지속적인 예방 및 보수정비에 소요되는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세부자원의 비용 소요

를 식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시스템 수명주기인 20~30년의 장기간의 지속적인 비용요소 분석과 경제성, 기술

적인 제약요인, 전문 인력의 확보 노력 등의 개선활동이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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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TX 도입비용의 자산유형별 분석

신차도입과정과 시스템 수명주기 동안에 소요되는 비용관련 활동요소에 대한 비용모델로 SAE ARP 4293

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수명주기 단계별 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비용과 실제 지출비용에 대한 전형적인 형태

는 다음 그림 2-4와 같이 주어진다.

1) 「고속차량시스템의 비용구조 분석에 대한 사례연구」2010 춘계철도학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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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SAE ARP4293 수명주기단계별 활동 비용요소

2.2 운영 유지관리 단계의 비용요소  

최근 철도차량사업소의 정기검수 계획에 대한 비용과 시행횟수를 분석하여 운영유지단계의 비용요소

를 조사하였다. 차량사업소에서 정기검수를 시행한 결과는 [그림 2-5]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2-5 차량사업소별 정원대비 정기검수(2010.1-9월)

차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인원대비 유지보수 작업을 많이 한 소속은 제천으로 검수 횟수가

1,000회를 넘어서서 타 소속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로 차량의 시종착역을 중심으로

검수횟수에서 증가 되었으며, 중간 역에서는 인원대비 정비횟수가 급격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시 대기업무로 비상시 출동하는 기중기 관련업무가 있기는 하나 천안과 같이 인당 정비횟수가

차이가 커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소속은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비용요소를 식별해 내어 개선점을

찾아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철도차량 비용관리 활동이 될 것이다.

운영유지 단계의 비용요소의 대표적인 부분은 재료비와 인건비로 사업소별 인건비는 정원대비 현원의

차이와 적정인력의 배분 등이 고려되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재료비에서는 소속별 큰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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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차종별 사업소별 정비용 재료비 사용현황

차종별 사업소별 정비비용을 보면 가장 많은 차량을 정비한 제천의 경우 전기기관차에서 높은 재료

사용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차량 종류인 디젤 차량은 가야, 수색, 부곡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배속의 변화와 차량 종류별 변화에 따라 사업소별 정비 대상업무가 재편되고 있으며, 최근

도입량이 많은 전기기관차의 많은 주행거리와 운영횟수에 따라 차량유지보수 비용요소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차량시스템의 변천에 따른 철도차량 유지보수 비용관리 개념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과거에 현차에서 장애를 수리하는 단계보다 고가의 물품교체 빈도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차량의 노후화 정도에 대한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과 년차별 투자전략 등을 조사 ·

분석하여 유지관리 비용요소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나 장기간의 운영유지 관리 기록이 조사되지 않아

부품 조립체의 열화 정도 분석과 비용소요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결론 및 제언

운영유지 단계의 철도차량 유지관리 비용요소는 운영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일

차종을 정비하는 방식이 아닌 다양한 차종의 운영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

하더라도 다양한 차량의 운행이 되므로 시종착역 인근의 정비기지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인력과 자원을 보유

하여야 한다.

이는 비용요소 중에 대기로 인한 인력의 생산성 저하와 다양한 차종에 따른 예비부품의 확보 측면에서

다양성을 가져야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나, 운행패턴과 정비주기별 소요자재를 표준화하여 정기적으로 교환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중앙화 된 거점창고를 통해 자재를 배송하게 되면 다 차종에 따른 보수재료의 공급

과 적정재고 보유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할 수 있다.

LCC 비용요소는 크게 관리적인 요인과 물리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소별 차량정비 정보에서 알

수 있듯이 관리적인 요인에는 자재요인과 인적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리적인 요인은 일정기간 경과 후 제품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초기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설계

요구사항에 대한 물리적인 변화를 추적하는 정비방식으로 조건적인 정비방식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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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직접적인 비용요소라기 보다는 기술연구 성격을 띠고 있어 차량유지관리 원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

계가 있다.

대부분의 비용모델은 다양한 차량과 장치, 그리고 운영과 교육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의 일관성 있는 관리 등 시스템 엔지니어링 요소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시스템 엔지니어링 활동이 정규 조직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력측면에서의 지속적인 전문화 과정의 구성과 역할의 분담 등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분석을 통해 유지관리 비용

관리 모델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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