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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ilway R&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economic value of technology development does not 
mention the estimated economic impact on future policies must reflect the issues that are raised. In the research 
phase of technology development by providing value and economic effects can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are considered. However, some items in some way to analyze and quantify its effect on 
what the procedures are not standardized, not as needed by individual researchers and analysis by providing a 
variety of reliability problems can occur.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measure the value and 
economic impact analysis and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ized manual is needed.
In this paper, development of railway technology R & D performance (technical, economic) to be estimated 
by an objective analysis of standardized and that man should aim to create. And the standard manual of the 
national economic effect i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the effect of 
import substitution industries, including analysis using the taxable year), due to technology development and 
economic benefits (investment in railways in the handbook and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railway project 
to produce various ally standards), technology development, and on which to base the valuation will.

1. 서론

철도 R&D 기술개발 사업은 개발기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 향후 정책 반영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단계에서 개발기술의 가치 및 경제적 효과 등을 제시
함으로써 개발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어떤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분
석하고 그 효과를 계량화 할지에 대한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필요시 개별 연구자별로 다양한 성
과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기술의 가치 및 경제적 효과를 측정
할 수 있도록 성과분석의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 R&D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기술적, 경제적)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표
준화된 성과분석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그리고 표준매뉴얼에서는 개발기술의 국민경
제적 효과(생산유발효과, 수입대체효과 등 산업연과표를 이용한 분석), 개발기술로 인한 경제적 편익(철
도투자편람과 예비타당성에서 제시하는 철도사업의 각종 편인 산출을 기준), 개발기술 가치평가 등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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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요

2.1.1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 및 추진근거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은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

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추진 근거는 「국가재정법」제 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언급되어 있으며 도
입시기는 1999년이고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도달 방법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대형 신규 사업의 신중한 착수
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및 평가라 말할 수 있다.

2.1.2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 및 내용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중기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을 말한다.

대상사업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예산 요구 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도 같이 제출하여 차년도 상
반기 중 조사를 시행한다. 사업의 선정 요건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라도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
화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선정한다. 각 부처의 요구를 받아 선정(안)을 마
련하여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2.1.3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요 분석 범위
예비타당성 조사의 주요 분석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분

석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분석이다. 경제성에 관한 분석은 일단 그 사업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게 된다. 나
아가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는 정책적 차원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자료로 활
용된다.

2.2 경제성 분석 방법

2.2.1 교통수요 추정과정
교통시설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

는 편익의 비교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며, 교통수요는 이러한 타당성 평가 시 비용과 편익 추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교통수요의 추정을 통해 대상 사업의 추진 여부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을 평가하며, 교통시설에 대한 적정 공급규모 산출, 교통시설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의 영향 분석에도 
활용된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교통수요 추정 결과는 전반적인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사
용료, 건설보조금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러한 교통수요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개별 통행자 또는 개별 가구의 자료를 토대로 
한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고, 분석 존 단위의 집계자료를 토대로 한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4단계 모형이 대도시권은 물론 지역 간 교통수요 추정에 가장 많이 활용되
고 있는데, 이는 4단계 모형이 모든 경우에 적합한 모형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모형이 내포하고 있는 
교통수요 추정과정의 단계적 일관성이 비전문가라도 이해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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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교통수요 추정방법은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의 4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교
통존(traffic zone)을 기반으로 하여 교통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기법이 다양
하게 개발되어 있는데, 단계별로 적용되는 모형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행발생은 각 교통존에서 발생하는 통행량(production)과 도착하는 통행량(attraction)을 추정
하는 단계로서 증감률법, 원단위법 또는 교차분류법, 회귀분석법 등이 사용된다. 그 결과 각 교통존별로 
여객 및 화물의 발생과 도착량이 생성된다.

둘째, 통행분포는 앞 단계에서 추정된 발생․도착 통행량을 교통존 간에 배분하는 단계로서 성장인자모
형, 중력모형, 엔트로피극대화모형, 간섭기회모형 등이 많이 사용된다. 그 결과 교통존 간 여객 O/D 및 
화물 O/D가 생성된다.

셋째, 수단선택은 앞 단계에서 생성된 교통존 간 O/D 자료를 이용자가 선택 가능한 교통수단별로 세
분화하는 단계로서, 통행단모형, 통행교차모형, 개별행태모형 등이 많이 사용된다. 그 결과 여객의 경우 
승용차, 버스, 철도 등 각각에 대한 O/D가 생성되며, 화물의 경우 트럭 화물과 철도 화물 O/D가 생성된
다.

넷째, 마지막 단계인 통행배정은 각 교통수단별 O/D 자료를 대상 지역 내 교통망에 배정하는 단계로
서, 전량 통행배정방법, 용량제약 통행배정방법, 확률적 통행배정방법, 평형 통행배정방법 등의 정적 통
행배정기법이 많이 사용된다.

<그림 1> 전통적인 4단계 모형의 교통수요 추정 과정

474



2.2.2 교통수요 편익추정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편익은 교통 측면의 편익인 직접편익과 교통 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인 간접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철도부문 사업의 유형별 편익 항목은 <도표 1>과 같다.

<도표 1> 철도부문 사업의 편익항목

직접편익

(사용자 편익)

철도

이용자 편익

▪ 철도(기존 및 신규 철도) 사용자 및 화물의 통행시간 절감

▪ 쾌적성, 정시성, 안전성 향상 등

타 수단

이용자 편익

▪ 차량운행비용 절감

▪ 도로 ․ 철도 간 전환수요에 의한 통행시간 절감편익

▪ 항공/해운의 전환수요에 의한 편익

▪ 교통사고 감소

▪ 건널목 개선에 따른 사고/지체 감소

간전편익

(비사용자 편익)

▪ 환경비용 절감(대기오염, 소음절감)

▪ 지역개발효과

▪ 시장권의 확대

▪ 지역 산업구조 개편

▪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절감

▪ 주차수요 감소로 인한 주차공간 기회비용 절감

▪ 공사 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 철도부문 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사업 시행 시 교통시설의 이용자들에게 발생하는 직접편익으로는 차량운행비
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쾌적성 증가, 정시성 향상, 안정성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편익을 화폐가치화하는 작업은 비교적 
용이하나, 교통의 쾌적성, 정시성, 안정성 향상 등의 효과는 개인별 주관적 만족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화폐가치화하는 데 어려움이 수반된다. 한편, 철도부문 사업의 경우 항공 및 해운의 
전환수요에 의한 편익과 건널목 개선에 따른 사고/지체 감소편익은 반영할 필요는 있지만 계량화가 용
이하지 않다.

간접편익은 교통시설사업 시행 시 교통시설 이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파급효과로 환
경비용 절감, 지역개발효과, 시장권 확대, 산업구조 개편효과 등 을 들 수 있다. 철도부문 사업의 경우, 
전환수요에 의한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절감, 주차수요 감소로 인한 주차공간 기회비용 절감, 공사 중 교
통혼잡 및 도로공간 축소로 인한 부(-)의 편익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3 철도사업 성과분석 표준 매뉴얼 개발

철도 R&D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기술적, 경제적)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표준화 된 성고분석 매
뉴얼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성과분석 표준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위주로 할 것이다.

▪ 개발 기술의 국민경제적 효과 (생산유발효과, 수입대체효과 등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
▪ 개발 기술로 인한 경제적 편익 (철도투자편람과 예비타당성에서 제시하는 철도사업의 각종 편익 산출 

기준을 중심으로 체계화 함)
▪ 개발 기술 가치평가 (R&D 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평가 기법을 활용)
성과분석 표준매뉴얼에 따른 기술개발 효과분석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바이모달 트램과 온

라인 급전 철도차량의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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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논문은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의 개별적으로 연구개발되
어 있는 다양한 자료 및 기법을 수집,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현재 여러 기관에서 수행되는 철도 R&D 
기술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경제학자 및 기술가치 평가 전문가)자문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
하도록 할 예정이다.

추후 본 논문에서 도출된 매뉴얼에 따라 각종 철도R&D 사업의 성과를 추정 제시함으로써 해당 사업
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여 정책반영도를 높이고 실용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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