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병국,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조정실 녹색사업 략처장

E-mail : rohbk@daum.net
TEL : (042)607-3151   FAX : (042)607-3159

* 김용배,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운 본부 시설 리처

** 진학기,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획조정실 녹색사업 략처

철도투자평가체계 개선방안의 고찰
The Study for an Improved Methodology of Rail Investment Rating System 

노병국 김용배 진학기**  
Byoung-Kuk Roh Young-Bea Kim Hak-Ki Jin 

ABSTRACT

Recently, The government is actively transit road-oriented Traffic System to the eco-friendly and high-efficiency 

railroad-oriented transportation system for the sustainable green growth. The second plan of Nationwide Railway 
Network which has been officially announced rearrange to integration, multi-core, open architecture country by 
the railway network and integrate to the one mega city that rink an important city in one hour 30 minute. 
But the railroad industry is disadvantageous when it compares with the road industry on the ground that 
railroad industry peculiarities(a cost-benefit analysis, an environment value, etc) have not reflected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or SOC industry. The government establish Improved methodology of Rail 
Investment Rating System and improve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railroad project by introduction many 
content(analysis periods, rate of discount, the benefits of shortening of transit hours, the estimation of traffic 
accident reduction benefits,  investment cost of vehicle substitution and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of 
high speed rail) about the Improved methodology of Rail Investment Rating System. This study is intended to 
consideration the key content that was included in the Improved methodology of Rail Investment Rating 
System. In addition, the points to be considered for additional study have been reviewed in this study. We hope 
we will carry out make a reasonable and objective Rail Investment Rating System and to perform the railway 
industry of the virtuous cycle such improvement plans are reflected at a hereafter railroad section

국문요약
 최근 정부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하여 도로 심의 교통체계에서 친환경․고효율의 교통수단인 

철도 심의 교통체계로의 환을 극 추진하고 있다.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

로 재편하고자 철도부문 최상  계획인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고시(‘11.4)하 으며, 국 주요거

을 일상 통근시간 인 1시간 30분 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SOC

사업의 타당성분석을 한 비용편익분석방법론에는 철도사업의 특성이 반 되지 않아 철도사업이 도로

사업에 비해 불리한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하여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투자 평가체계 개선방

안 연구를 시행하 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철도투자평가체계 개선방안에 한 많은 내용을 도입하여 

철도부문 비타당성조사에 한 개선사항을 타지침에 용하 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투자 평가체계 

개선방안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인, 분석기간, 할인율, 통행시간 감편익, 교통사고 감편익, 차량 체

투자비  고속철도 운 유지보수비 부분에 한 고찰을 하 으며, 아울러, 추가로 연구되어야할 부분에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향후 철도부문 타당성평가 방법론에 반 됨으로써 합리 ․객 인 철도투자 
평가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며, 한 선순환 인 철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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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철도는 1899년 9월18일 개통된 노량진∼제물포간 33.2km의 경인선 철도를 시작으로 철도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일제 강 기에 주요 철도 노선축이 건설됨으로 인해 국가의 효율  발 을 한

다기 보다는 타율 인 측면에서 건설이 시작되었다. 경부선, 호남선, 경원선, 경의선을 심으로 X자형

의 철도네트워크를 주축으로 6.25 쟁이후 경제발 을 한 산업철도 주로 건설되고, 역권 심의 

도시 인구집 으로 인한 교통수요 처리를 하여 도시철도가 탄생하는 형태로 실 응 인 철도 건설

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1960년  반이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을 시작으로 도로 심의 교통정책이 힘

을 얻으면서 철도에 한 투자규모는 낮아지고, 철도수송 분담률 한 낮아지기 시작하여 철도망의 기

본 인 라 건설 정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980년  이후 세계 각국은 친환경성, 량수송성, 효율성  안 성 등 철도의 이 을 인정하기 시작

하여 물류의 심을 철도로 환하는 정책을 추구하여 왔으나, 우리나라 철도는 지역개발, 산업단지 구

축, 국토발  등 사회경제  변화에 극 으로 처하지 못하고 도로 주의 편향된 교통체계의 구축으

로 인해 국가기간 교통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975～2008년간 도로 총연장은 

59,351km(고속국도 : ’75년 1,142 → ’08년 3,447(2,305km 증가), 일반국도 : ’75년 8,232 → ’08년 

13,905(2,305km 증가)) 증가한 반면, 철도는 188km(’75년 3,144 → ’08년 3,381km) 증가한 사실을 보더라

도 도로망 확충으로 인 ·물  자원의 이동 편의성이 개선되었으나, 철도의 수송인 라 구축은 매우 미

진하 음을 알 수 있다. 그간 철도 투자가 산업선 건설과 노후된 기존선 개량에 치 하 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90년도부터 여객수송에 한 철도투자의 증가  물류수송의 근간을 철도 심으로 변화하기 한 

노력이 시작되어 철도망의 기본 구성이 시작되었으며, “제1차 국가 철도망구축계획(국토부, ’06.03)”을 시

작으로 국가철도망의 장기계획을 구상하여 철도의 인 라 구축을 시작하 다. 한, 에 지 기  환경

친화 인 녹색교통 수단으로의 패러다임 환을 하여 “ 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 으로 설정

하고 “녹색성장 5개년계획(’09∼’13)”을 2009년 7월 확정하 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가

계획으로 확정하고, 교통부문에서는 도로에서 철도 심의 녹색교통체계로 면 개편하기 한 ‘녹색교통 

추진 략’(’09.11)을 수립·공표하 으며 이를 실행하기 한 법정계획으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국

토부, ‘11.04)”을 확정 고시하 다.

 그러나, 재정이 투입되는 SOC사업 추진을 해서는 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

정하고 있는 실정에서 도로 심의 타당성평가체계 상에서 신규 철도사업의 경제성분석 결과의 한계가 

존재하여 철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체계 이며, 실성 있는 타당성평가 방법론에 한 필요성이 제

기 되었다. 이에 따라 “철도투자평가편람 면개정 연구(한국교통연구원, ‘10.3)”를 시행하 으며, 용역결

과가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 제5 에 일부 반 되어 ’11년 상반기 비타당성조사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한 “철도투자평가편람 면개

정 연구(한국교통연구원, ‘10.3)”에 한 구체  사항에 하여 고찰하고, 향후 추가 으로 연구되어야 할 

사항에 하여 제시하 으며, 국가 SOC사업은 규모 산이 소요되고 그 효과  사회․경제  

향 한 범 하므로 사업 기에 합리 인 ( 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효율 인 국토개발  교

통 심의 탄소 녹색교통체계가 수립되길 기 해 본다. 

2.  철도투자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고찰

철도투자평가편람 면개정 연구에서 요하게 거론되었으며, 철도의 타당성평가에서 상 으로 

평가된 철도 편익을 구체화하는 기법들에 하여 고찰하고자한다.

첫째, 철도시설의 실제 사용 년 수를 고려하지 않고 설정한 경제성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분석

기간에 한 개선사항으로 제시한 분석기간  할인율 변경 용에 한 사항, 둘째, 철도분야에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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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차량 체 투자비, 셋째, 도로차량운 비용 감편익 실화, 마지막으로 고속화철도에 한 운 유지

보수비용의 합리  용방안에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1 분석기간  할인율 용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에서 제시하는 경제성분석기 에는 철도시설의 내구연한에 하여 실제 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철도시설은 건설 후 지속 인 유지보수와 시설개량 등으로 건설당시

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우나 그 상태를 유지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을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에서는 경제성 분석기간을 30년으로 설정하고 있고 궤도, 신호·통신· 력설

비 등은 내구연한이 분석기간보다 짧은 20년 는 2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에서 운 되는 여건이 

반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의 발 과 더불어 철도시설의 강도  내구성은 계속 증

가하고 있으며, 철도시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목구조물의 

경우 “설계기   지침”에 내구연한 10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교량, 터  등 주요 시설물에 해서는 

목표 내구수명 100년인 1등 을 용 설계․시공 에 있다. 한 궤도 시설물은 신선 건설 시 자갈도

상을 부분 콘크리트 도상으로 변경하고, 일 량화로 60년 이상의 내구연한이 가 하 음에도 불

구하고 과거 자갈도상의 내구연한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구조물 등  구조물의 내용 목표 내구수명1)

내구 1등  특별히 높은 내구성이 요구되는 구조물 100년

내구 2등  일반 구조물 65년

내구 3등  비교  짧은 내구수명을 갖는 구조물 30년

표 2-1. 일반철도 설계편람 상 철도설계 기

 주: 1) 규모 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철근부식이나 콘크리트에 한 성능 하가 생기지 않는 정기간을 의미.

따라서, 철도시설은 일상 인 유지보수만으로도 50년 이상 사용하고 있으므로,  철도시설의 실제 내구

연한을 감안하여 경제성 분석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철도투자평가편람에서는 제시

하 으나, 최근 철도부문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 제도개선에서는 40년까지만 용하는 것으로 하 다.

경제성 분석기간이 길어지면 장기간을 분석해야함으로 먼 장래 할인율은 낮게 용하는 것이 타당함

으로 30년 까지는 5.5%, 40년까지는 4.5%로 할인율을 용하는 방안을 편람에서 제시하 으며, 기재부

에서 시행한 철도부문 타 제도개선에서도 받아 들여 졌다.

 2.2 체 투자비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 등에서는 철도시설의 내구연한이 20년 는 2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 

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일상  유지보수, 건설시공 능력, 새로운 건설소재의 도입, 설계기  등 요인

에 의해 철도시설은 실제로 50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철도차량의 경우 내구연한이 20∼30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제작기술, 소재, 유지보수기법의 발  등으로 사용연한이 늘어나고 있으며 도시철도는 

차량 리규칙을 개정하여 사용 연한을 '25+5년'에서 발주 시 '제작사양서에 명시한 수명+15년'으로 변

경1)하 고, 일반철도의 경우에도 도시철도와 동일하게 발주 시 '제작사양서에 명시한 수명+15년'으로 

련규정의 개정을 추진 에 있으므로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을 40년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제안하 다. 

1)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국도해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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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속철도 디젤기 차 기기 차 디젤동차 기동차 객차 화차

행 30년 25년 30년 20년 25년 25년 30년

표 2-2, 행 철도차량 내구연한

 

구 분 노반 궤도 건물 신호 통신 차선 력 기계 차량

타5 60 25 60 20 20 20 20 20 20∼30

개선안 60 50 60 50 50 50 50 50 40

표 2-3. 철도시설의 내구연한 개선안
(단 : 년)

 주: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제5 )에서는 차량 이외 철도시설에 해서는 국토해양부『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된 내구연한을 기 으로 재투자 비용을 산정토록 규정.

 시스템분야 등은 내구연한이 분석기간보다 짧은 25년 는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는 재투자 비용이 내구연한 년에 경제성 분석 시 추가 계상되고 있으며, 철도시설은 건설 후 

일상  유지보수와 주기 인 개량사업 시행으로 6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며 경부선은 1904년, 호남선은 

1914년, 앙선은 1942년에 공되었으나,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시 에서 새로운 시설로 면 교체한 사례는 

없었다. 경제성 분석 시 유지보수비용을 비용부분에 계상하고 있고, 유지보수  시설개량 사업으로 철도시설물

은 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시설 체 비용의 복계상 문제를 지 하고 미반 을 제안하 다. 

철도부문 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에서는 디젤기 차  동차 정  안 진단 시행 황  신규차량의 기

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철도차량의 최  사용내구연한을 40년으로 가정하고 분석기간 동안 정 진단을 통과한 

차량에 해서 정 진단 기 이 인정하는 연장기간까지 차량 체투자비를 미반 하는 것으로 제시하 다. 

아래 표는 2008년～2010년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유지보수비으로 각각 매년 평균 4,700억원, 854억원 총 5,554

억원을 집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분
일반철도 고속철도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유지보수비 6,607 4,142 4,152 3,902 775 889 788 966

개량사업비 568 676 1,165 1,211 104 28 - -

표 2-4.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개량사업비 추이
(단 : 억 원/년)

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2.3 차량운행비용 감편익

  차량운행비용 감편익은 철도사업 시행 시 도로 통행속도가 증가하고 운행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감되는 차량

운행비용을 토 로 계산하며, 재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 등에서 제시되어 있는 자료는 과거에 조사한 자료, 외

국에서 분석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했기 때문에 실과 차이가 나타내는 문제 이 발생하고 있다. 한, 차량

운행비용을 구성하는 엔진오일비, 타이어마모비, 유지 리비, 감가상각비는 차량 속도가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속도의 함수로 산정되어 있어 문가그룹 조사 등을 이용하여 재 산정하고 유류비는 교통

안 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실시한 차종별 연료소모량 시험에 근거하여 산정하 다.

  첫째, 유류비 원단 는 차량별 연료소비율 시험 수행 후 그 결과를 기 로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의 분류

에 따라 승용, 소형 승합, 형 승합, 소형 화물, 형 화물, 형 화물의 6개 분류로 나눠 원단 를 산정하 다. 

시험자동차에 승객과 화물의 무 재로 인한 유류소비가 과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원단  산정 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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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원은 비타당성 표 지침 5 에서 제시된 버스 재차인원의 평균값인 9.98명에 해 형  형 승합차

의 최  허용 승차 량과 평균 승차인원의 량을 이용하여 산정한 재율 25.5%를 사용하여 보정하고, 소형

승합차의 경우 형  형 승합차의 평균 재율을 용하 다.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국가교통DB구축

사업』(건설교통부, 2006)에서 제시된 국 화물자동차의 평균 재율인 69.2%를 사용하여 보정하고 원단  

산정을 한 연료가격은 승용자동차의 경우 휘발유, 경유, LPG의 3가지 연료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 승용자동차  교통안 공단의『2007년도 자동차 주행거리 실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연료를 사

용하는 승용자동차의 총 주행거리에 한 비 을 고려하여 평균 연료가격을 산정하 으며, 그 결과는 <표 

2-5>와 같다.

  둘째, 엔진오일비는 승용차, 소형 승합차, 화물자동차 67 , 형  형 이상 승합차와 화물자동차 24 에 

한 사용자 지침서 상의 엔진오일 교환주기  오일 용량 자료를 조사 후 2009년 월간 물가자료의 가격을 이

용하여 원단 를 산정하 다.

  셋째, 타이어 마모비는 2009년 월간 물가자료 상의 승용차, 소형 승합차, 화물자동차 55종, 형  형 이

상 승합차와 화물자동차 18종에 한 타이어 가격을 조사하고 한타이어공업 회의 타이어 교환 주기에 

한 2007년  2008년 설문 조사자료( 형차의 경우 필드에서의 직  면담 조사 자료 참조)와 교통안 공단의 

2007년 차종별 연간 주행 거리 자료를 이용하여 원단 를 산정하 다. 

  넷째,  유지 리비는 자동차 제작사  한국자동차 공업 회 부품가격정보시스템의 가격정보와 월간 물가자

료에서 부품  오일류 가격을 조사하고, 승용  소형 승합․화물자동차와 ․ 형 이상 승합  화물차에 

한 사용자 지침서 상의 교환주기  오일 용량을 조사하여 산정하 으며, 자동차의 유지 리에 소요되는 

작업에 한 인건비는 국내 1개 자동차 제작사의 표차종별 공임을 용하여 원단 를 산정하 다. 

다섯째, 감가상각비는 보험개발원의 2009년 차량가액 자료를 조사하여 그 구성비에 한 가 치를 용하여 

평균 차량가액을 산정하 다. 

 

차속
(Km/h)

승용 소형승합 형승합 소형화물 형화물 형화물

10 91.27 148.36 360.36 138.85 285.85 510.09 

20 58.35 93.56 256.99 101.29 193.58 386.02 

30 44.92 71.67 208.00 83.45 154.80 322.08 

40 37.98 60.49 181.01 73.89 135.49 285.43 

50 34.09 54.27 165.52 68.85 126.15 264.10 

60 31.96 50.93 157.26 66.87 123.45 252.93 

70 31.08 49.60 154.41 67.45 126.58 249.68 

80 31.24 50.00 156.40 70.74 136.50 253.76 

90 32.48 52.20 163.62 77.60 156.77 265.90 

100 35.08 56.73 177.63 90.27 197.73 288.59 

110 39.73 64.88 202.10 114.84 297.38 -

120 48.14 79.91 245.90 173.05 - -

표 2-5. 속도별‧차종별 유류비 원단  산정 결과(2008년 기 )
  (단  : 원/km)  

 주1 : 2008년 기  유류비 용(승용차 615.07원, 승합차  화물차 732.44원).

 주2 :  음 셀은 가장 경제 인 차량속도일때 km당 비용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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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엔진오일비 타이어마모비 유지 리비 감가상각비

승용 1.40 8.45 13.03 170.66

소형승합 1.87 8.40 13.78 153.00

형승합 2.98 20.86 20.22 136.34

소형화물 2.11 7.34 12.14 96.36

형화물 2.20 11.28 15.60 142.30

형화물 3.87 20.86 23.12 131.53

표 2-6. 차종별 엔진오일, 타이어마모비, 유지 리비 감가상각비(2008년 기 )
(단  : 원/km)

  결과 으로, 차량운행비용 구성 항목에 한 결과 값을 종합하여 운행비용을 산정한 결과 승용, 소형승합, 

형승합, 형화물은 70km/h 구간에서 차량운행비용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소형화물, 형화물은 60km/h 

구간에서 차량운행비용이 가장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원단  구성요소의 비율을 보

면 유류비와 감가상각비가 체의 약 7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 )』(한국개발연구원, 2008)에서 제시된 차량운행비용과 비교하면 유류비의 비

은 증가하 으며, 나머지 비용들의 비 은 비슷하거나 낮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1.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

  추가 으로 에 지 기에 따른 유가 변동성을 반 하는 방법을 제시하 으며, 장래 유가 상승분 반 은 차

량 운행비용 감 뿐만 아니라 수요분석에서도 반 하는 방법에 한 추가 검토를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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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교통사고 감 편익

교통사고비용 감편익은 철도사업 시행으로 감 가능한 도로 교통사고비용을 계량화 한 것으로 교통사고로 발

생하는 모든 사회·경제  손실을 화폐 가치화한 총량을 의미 한다. 교통사고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비타당성

조사 표 지침 등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사고발생비율과 사고비용 원단 의 곱으로 산정하며 여기서 사고발

생비율은 시설의 서비스 수 과 사고의 치명도별 유형을 고려하고, 사고비용 원단 는 물리  비용과 

심리  비용(PGS; Pain, Grief and Suffering)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 비타당성 표 지침은 도로부문 교통사고비용 산정 시 물  피해사고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한 2004년, 2007년의 과거자료를 사용하는 문제 이 있어 철도투자평가편람 면개정 연구에

서는 사고발생비율은 물  피해사고를 명시 으로 고려하고, 사고비용 원단 는 사고비용 항목별로 원

단 를 제시하 으며, 원단 의 경우 구득 가능한 최신자료로 갱신하여 비용 추정의 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통사고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을 개선하 다

구분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07)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5 )

도로 철도 도로 철도

사고

발생

비율

서비스

수

-고속/일반/지방도 -고속/일반‧ 역/도시철도 -고속/일반/지방도/특별

역시도/시‧군도¹⁾
-고속/ 역/일반/도시철도

사고

유형

-인 피해 고려(사망/부상)

-물 피해 미고려

-인 피해 고려(사망/ 상

/경상)

-물 피해 고려

-인 피해 고려(사망/부상)

-물 피해 미고려

-인 피해 고려(사망/ 상/경상)

-물 피해 고려

사고비용

원단

-인 피해 : 단일총액  

원단 (사상자기 )

-물 피해 : 미고려

-PGS 원단  제시

-인 피해:단일총액 원단

(사상자 기 )

-물 피해 : 미고려

-PGS 원단  제시

-인 피해:단일총액 원단

(사상자  사고건수 기 )

-물 피해 : 미고려

-PGS 원단  제시

-인 피해:세부항목별 (생산

손실/의료/물 피해/행정) 

원단  제시 (사고건수 기 )

-물 피해:세부항목별(물

피해/행정) 원단  제시 

(사고건수 기 )

-PGS 원단  제시

문

제

사고발생

비율

-물 피해사고 미고려

-2004년 기  자료

-일반/ 역철도 미구분

-2004년 기  자료 

-물 피해사고 미고려

-2007년 기  자료

사고비용

원단

-인 피해 : 사고비용 원단  

세분화 미비

-물 피해 : 락

-2004년 기  자료

-인 피해 : 사고비용 원단  

세분화 미비

-물 피해: 락

 (사고발생 원단 는 제시)

 2004년 기  자료

-인 피해 : 사고비용  원단  

세분화 미비

-물 피해:  락

-2005년 자료

-2004년자료

표 2-7. 교통사고 비용 산정 황  문제

주 : 1) 특별 역시도  시‧군도는 사고발생건수는 제시되고 있으나, 주행거리 자료가 부재하여 타당성조사 용 불가.

 2.4.1 도로교통사고 비용 원단

도로 교통사고 비용은 물리  비용과 심리  비용으로 구분하며, 물리  비용은 다시 인 피해비용, 물 피

해비용과 사회기 비용으로 세분되며, 철도투자평가편람 면개정 연구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의 『도로교통 사

고비용의 추계와 평가』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하 으며, 인 피해비용에서 심리  비용과 복되는 자료는 

제외하 다. 그리고 인 피해사고 발생 시에도 물  피해비용이 발생되나, 각 사고의 차량손해와 물피해가 

어떤 비율로 발생되는지에 한 별도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체 차량손해와 물피해사고의 발생건

수로 가 평균한 단일 수치를 사망  부상사고에 동일하게 용하 고, 물 피해사고에서 발생하는 사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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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차량손해사고와 물피해사고로 세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구축되고 있으므로, 체 물 피해사고의 평

균 사회기 비용을 산정하여 차량손해  물피해사고에 동일하게 용하여 산출하 으며, 심리  비용

(PGS)은 심재익‧유정복(2008)의 연구결과를 반 하여 사망자는 10,784만원/인, 부상자는 1,217만원/인2)을 

용하 으며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인 피해사고

사망 부상

총사고비용(천원) 2,332,431,318 1,239,157,234

사상자수(명) 6,166 335,906

사고비용 원단 (만원/인) 37,827 369

표 2-8. 도로교통사고비용(2007년 기 )

  주 : 인 피해비용에서 ‘심리  비용’과 복되는 ‘ 자료’를 제외

  자료 : 도로교통공단,『’07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2008.

 

구분
물 피해사고 인 피해사고

차량손해 물피해 가 평균

총사고비용(천원) 3,198,732,238 2,376,417,770 -

사고발생건수(건) 3,285,486 2,226,370 -

사고비용 원단 (만원/건) 97 107 101

표 2-9. 물 피해비용(2007년 기 )

  자료 : 도로교통공단,『’07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2008.

 

구분 경찰행정비용 보험행정비용 합계

물 피해 1건당 평균 사회기 비용(만원/건) 5 8 13

인 피해 사망자 1인당 평균 사회기 비용(만원/인) 82 75 157

인 피해 부상자 1인당 평균 사회기 비용(만원/인) 68 55 123

표 2-10. 사회기 비용(2007년 기 )

  자료 : 도로교통공단,『’07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2008.

 
구분 사망 부상

원단 (만원/인) 10,784 1,217

표 2-11. 심리  비용 원단 (2007년 기 )

  자료 : 심재익·유정복,『2006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한국교통연구원, 2008.

이상과 같은 과정에 의해 도로 교통사고비용 원단 는 <표 2-12>와 같다 물 피해비용의 경우 2008년 기

 교통사고 건당 차량손해비용은 102만원, 물피해비용은 112만원으로 산정 

 

구분 인 피해비용 물 피해비용 사회기 비용

인 피해사고
사망(PGS) 인 39,605(11,291) 106 164

부상(PGS) 인 386(1,274) 106 129

물 피해사고
차량손해 건 - 102 14

물피해 건 - 112 14

표 2-12. 도로 교통사고비용 원단 (2008년 기 )
(단  : 만원/건, 만원/인)

   주 : 2007년 기 비용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 2008년 기 비용으로 보정(2007년 비 2008년 4.7%증가)

   ()안은 심리  비용(PGS)

2) 2007년 중상자와 경상자수의 가중치에 근거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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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철도 교통사고비용 원단

철도 교통사고 비용 원단 의 산정에서 물리  비용은 4  련 항목(생산손실비용, 의료비용, 물 피해비

용, 행정비용)으로 세분화하고, 심리  비용(PGS)은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국의 련 비율을 용하여 

산정한 심재익·유정복(2008)의 연구결과를 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구분 생산손실비용 의료비용 물 피해비용 행정비용 계

인

피해

사망(PGS) 32,916(12,508) 459(175) 33(13) 67(26) 33,475(12,722)

상(PGS) 992(992) 558(558) 219(219) 748(748) 2,517(2,517)

경상(PGS) 117(10) 53(4) 94(8) 182(15) 446(37)

물 피해 - - 963 532 1,495

표 2-13. 철도 교통사고 비용 원단 (2008년 기 )
(단  : 만원/건)

 주 : 2006년 기 비용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 2008년 기 비용으로 보정(2006년 비 2008년 7.3%증가).

()안은 심리  비용(PGS).

 자료 : 심재익·유정복,『2006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한국교통연구원, 2008.

 2.5.  고속화철도 유지보수비용

재 비타당성조사지침에서는 운   유지보수비용은 함수식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산정 상은 철도가 

제공하는 서비스별(고속철도, 일반철도 여객, 일반철도 화물, 역철도)로 구분하고 함수식은 비용배정방법에 

근거하여 추정하고 있다. 설명변수는 궤도연장, 운송수입, 차량키로, 역 수를 사용하고, 운   유지보수비용 

함수의 추정을 한 자료는 한국철도공사가 집계한 2005년 운송원가를 사용하는데, 세 , 보험료, 지 이자, 

감가상각비, 선로사용료는 제외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   유지보수비용을 산정하는 기  자료를 코 일의 2005년 업비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2004

년 철도구조개 과 고속철도 개통이후의 비용구조를 충분히 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정하는 기 자료가 운

수사업비 이외 비용까지 포함된 업비용에 근거하여 추정함으로써 철도 수송과 직  련이 없는 매 리

비용까지 포함하여 운 비용을 산정하 다. 매 리비용에는 철도인력개발원 등 수송과 직  련이 없는 부

서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7년 업비용(32,936억 원)  매 리비용이 1,294억 원으로 

3.9% 차지하고 있다. 한, 운   유지보수비용을 산정하는 기 자료에는 오래 에 건설 는 개량이 이

루어져 시설수 이 열악한 노선의 운 비용까지 포함3)되어, 과다한 운 비용이 산정되는 요인  하나이다.  

를 들어, 일반철도의 여객․화물 운 ․유지보수비용 함수에는 경부선, 호남선, 앙선, 장항선, 라선, 

동선, 경 선 등 7개 노선의 업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설이 낙후된 동선과 경 선의 단  수송량 당 

업비용은 다른 노선뿐 아니라 7개 노선의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 이며, 새로운 철도노선 사업의 운  

 유지보수비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오래 에 건설되어 시설수 이 열악한 노선의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

은 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표 2-14. 일반철도 노선별 단  수송량 당 업비용(2007년)

 

구  분 경 선 동선 라선 장항선 앙선 호남선 경부선
재

평균

개선안

평균

여객수송 391.4 288.9 167.7 140.5 175.7 91 78.9 190.6 130.8

화물수송 124.5 112.2 68.9 98.5 59.8 66 53.1 83.3 69.3

  주 : 1. 경 선과 동선을 제외한 평균.

  자료 : 한국철도공사가 발표하는 업비용에 근거하여 계산.

3) 운영비용은 추정된 함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함수 추정에는 다수의 노선별 비용 자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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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기본 으로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과 마찬가지로 비용배분법

에 의해 함수식을 산정하되 기  자료는 철도공사가 발표하는 업비용에서 매 리비를 제외한 운송사업비

용으로 변경하 다. 함수 추정에 포함되는 노선은 신규 건설효과를 반 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 고속철도의 

경우 경부선과 호남선, 일반철도 여객  화물은 경부선, 호남선, 앙선, 장항선, 라선, 역철도에 해서

는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일산선, 분당선의 운송사업비용을 활용하여 운송서비스 종류별(고속철도, 일반철도 

여객, 일반철도 화물, 역철도) 함수식을 산정 하 다. 그리고 운송사업비용에 포함된 세 , 보험료, 감가상각

비, 선로사용료 등 이비용을 제외하고 최종 으로 철도구조개 과 고속철도 개통이후 변화된 비용구조를 반

하기 해 2007년 자료를 사용하여 함수식을 제안하 다. <표 2-15>는 2007년 기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된 운 비용함수를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8년 기 으로 보정한 자료이다.

 

구분 비용함수식

고속철도 비용(원)=45,847천원×궤도연장(km)+110천원×여객운송수입(백만원)+207원×차량-km+2,282,344천원×역수(개소)

일반여객 비용(원)=43,542천원×궤도연장(km)+491천원×여객운송수입(백만원)+442원×차량-km+349,441천원×역수(개소)

일반화물 비용(원)=30,451천원×궤도연장(km)+609천원×여객운송수입(백만원)+222원×차량-km+292,805천원×역수(개소)

역철도 비용(원)=131,555천원×궤도연장(km)+228천원×여객운송수입(백만원)+269원×차량-km+360,589천원×역수(개소)

표 2-15. 철도운 비용 합수식(2008년)

최근 에서 제안된 운 비용함수식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일부 개정안」(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98

호, ‘11.4.28)에 용되었으며, 철도부문 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에서도  함수식이 용되었다. 

다만, 재 계획되고 있는 고속화 철도는 역간거리, 여객수요, 역사규모 등 운 조건을 고려할 때 일반철도

보다는 고속철도 운 조건에 더 가까우므로 고속철도 운 비용을 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기만을 동력으

로 사용하는 연료특성과 인건비 감분을 반 하여 일반철도 총 운 비용의 88.3%정도 수 으로 고속화 철도

운 비를 계상하기로 하 다. 

 3.  추가 검토 사항

지 까지는 철도투자평가편람 면개정연구에서 연구된 철도의 특성을 고려한 편익, 비용, 경제성분석 개선 

사항에 하여 논의하 다. 하지만, 철도투자 확 를 해서는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상존하고 있다.   

실질 으로 소득수  향상에 따라 여가통행이 늘고 있음에도 여가통행의 시간가치가 정하게 고려되지 않

고 있으며, 신규 철도노선의 특성을 감안한 운 비용 함수가 제시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다. 한, 철도부지 

데크  지하화에 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막 한 비용만을 강조할 뿐 그에 따른 사회·경제  편익에 한 

논의는 미비하여 본 고찰에서 검토 방향  산정방안에 한 개략  논의를 추가 으로 제안하고자한다.

 3.1 철도부지 데크화  지하화 편익 산정

 철도가 지역을 단 하여 도시발 을 해하고 소음 등 각종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철

도 부지를 지하화하거나 데크를 설치하여 상부를 활용하자는 논의가 경부선( 천∼서울), 경인선(인천∼오류), 

경의선(서울∼수색), 경원선(청량리～의정부) 구간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철도부지 데크화 

 지하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  편익에 한 논의는 재까지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 철도 부지 지하화 는 데크화에 한 사항은 화물열차 투입의 어려움, 철도운 상의 문제, 막 한 비용 

수반 등의 문제에 하여 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련 원단 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도부지 데크화  지하화 편익 산정 시 주요 검토 상으로 환경개선 편익, 건 목 개선 편익, 지역 연

계·통합 편익, 부지 활용 편익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되며, 경  개선 편익,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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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감 편익, 진동 감소 편익으로 구성되는 환경개선편익과 사람과 자동차의 신호 기시간 감소 편익, 건

목 사고 감소 편익, 건 목 운 유지비 감소 편익으로 구성되는 건 목 개선 편익 그리고 지역 단 로 인한 

사회  비용 감소 편익인 지역 연계·통합 편익 마지막으로, 녹지 공간 조성 편익, 철도부지 상부 이용 편익으

로 구성되는 부지 활용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환경개선편익에서는 데크화 는 지하화에 따른 경 개선에 한 이용자 지불용의액을 조사하여 경

개선 편익을 산출하고,  비타당성조사 표 지침의 피해방지법을 용하거나, 는 단  소음 감에 

한 이용자 지불용의액을 조사하여 소음 감편익을 산출할 수 있으며, 진동감소에 의한 이용자 지불용의액을 

조사하여 진동감소편익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단된다. 다만, 환경 개선 편익을 산정할 때 문제

은 해당 환경 개선 편익의 공간  범 인 향권 설정에 한 추가 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건 목 개선 편익에서는 운  인 건 목을 조사하여 사람과 자동차의 기시간을 분석 건 목 신

호 기에 따른 지체 감소분을 편익으로 산정하는 방안이며, 건 목사고감소편익  건 목 운 유지비 감소 

편익에서는 운  인 건 목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 사고 유형, 사고 피해 건 목의 운 유지비 등을 조사하

여 분석 건 목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피해 감소분  건 목 차단기 운 , 안내원 인건비 등 감소분을 편익

으로 산정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지역연계․통합 편익에서는 도시단 과 분리에 한 사회  비용을 편익으로 반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넷째, 부지활용 편익에서는 데크화 는 지하화에 따른 진동 감소에 한 이용자 지불용의액을 조사하여 

산정하고, 철도부지 상부에 한 토지이용(주거·상업·업무·근린생활 등) 용도별 순부가가치 증가분4)을 편익으

로 산정하여 철도부지 상부 이용 편익을 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철도부지 상부 이용 편익에 

해서는 기존연구에서는 임 료 는 부가가치 증가분을 편익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임 료의 경우 부분 

 효과에 의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의 효과는 다른 지역의 음(-)의 효과를 가져와 서로 상쇄됨으로써 

국가 체로 보아 별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임 료를 철도부지 활용의 편익으로 고려할 경우 복계상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 증가분으로 편익을 추정하는 것이  할 것으로 단된다.

 3.2 업무통행  여가통행 시간가치 산정

주5일 근무제의 확 시행에 따라 주말 여가통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수  향상에 따라 여가통행에 

한 비 도 확 되고 있으나, 여객의 통행시간 감편익은 통행목 에 따라 업무, 비업무 통행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시간가치를 용하여 편익을 산정함으로 여가통행에 한 별도의 시간가치가 없이 비업무통행으로 한

꺼번에 처리하는 문제가 있다. 지역 간 철도의 경우 주말수요에 한 집 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주말통행의 

비 이 높은 여가통행에서의 통행시간 감편익을 합리 으로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통행시간 감

편익은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에서 가장 비 이 높은 항목으로서 체 편익  약 60% 가량을 차

지하고 있다.

재와 같이 여가통행을 비업무통행의 범주에 포함시켜 단순히 분석할 것이 아니라 여가통행의 시간가치를 

정하게 산정함으로써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합리 인 편익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원주-강

릉 복선 철 사업이나 춘천-속  복선 철 사업 등 지와 연계된 철도노선의 타당성조사가 많이 이루어지

는 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한 여가통행의 시간가치를 산정하여 향후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비타당성조사지침에서 주말통행에 한 통행시간 감편익을 합리 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 

하다.

 3.3 신규 철도사업 정 운 비용 산정

 철도 운 비용은 철도투자 사업의 경제  타당성에 지 않은 향을 주고 있지만, 비타당성조사 표

4) 순부가가치 증가분은 공신력 있는 평가를 위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한 산업별·업종별 부가가치 원단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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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등  투자평가 지침에서 제시되는 철도 운 비용 추정 함수는 몇 가지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기존노선 운 비용에 근거하기 때문에 신규철도 노선의 운 비용을 반 할 수 없는 한계가 가장 큰 문제 으

로 지 된다. 따라서, 신규철도 노선의 정 운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과 시설물 원단 별 운 비를 합리 으

로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용배정 방법에 의한 철도 운 비용 함수의 문제 은 운 비용의 설명변수로 궤도연장, 운송수입, 차

량키로, 역수를 설정하여 이들 설명변수의 값이 커지면 운 비용은 그에 따라 증가하지만, 철도 운 비용에 

한 국내외 연구결과, 평균비용  한계비용 함수는 U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즉, 비용함수는 수

송량이 일정한 규모에 이르기까지 감소하다가 그 수송량을 지난 후부터 증가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철도 

운 비용 함수는 일반 인 운 비용의 특성과는 상이하다. 한, 철도공사가 기존에 운  인 경부선, 호남

선, 앙선, 장항선, 라선, 수도권 철의 운 비용에 근거하여 신규철도의 운 비용을 추정하므로 신선 노선

의 운 ․유지보수비가 과다 계상될 수 있는 문제 이 상된다. 따라서, 기존노선의 운 비용에 근거하는  

운 비용 함수는 신규건설이라는 철도사업 특성을 반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운 비용이 과다 계상되는 

결과를 래하는 문제 이 있다. 한, 도로와 속도경쟁력 확보를 해 간선철도를 시속 200km 이상으로 고

속화하는 정책을 추진 에 있지만,  철도 운 비용 함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여객  화물), 역철도로

만 구분되어 있어 고속화철도 운 비용은 일반철도 운 비용의 88.3% 정도라고 가정하여 산출하고 있는 실정

이다. 

신규 철도노선의 운 비용 함수는 국내외 연구결과를 반 하여 U형태의 비용구조를 취하도록 하기 해 

트랜스로그함수 형태로 검토가 필요하다. 한, 신규 철도노선의 운 비용 원단  등은 가능하다면 철도공사

의 비용원장을 이용하여 시설물(궤도연장, 역수, 철  비 철, 단선  복선)별 운 비용 원단 를 기존노

선, 신규노선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한 철도투자평가편람 면개정연구에 한 고찰을 통하여 요

하게 변경되고 철도투자를 한 정  방향으로 개선된 사항에 하여 고찰하 으며, 철도투자평가편

람 면개정연구  기존 연구자료에서 추가 으로 시행하여야할 사항에 하여 검토 방향을 제시하

다. 

정부는 국가정책으로 추진 인 탄소 녹색성장을 지속 으로 견인하고 교통부문에서 도로에서 철도

심의 녹색교통체계로 면 개편하기 한 ‘녹색교통 추진 략(’09.11)을 추진 에 있으나, 녹색교통의 

심이 되는 철도에 한 투자를 확 하기 해서는 산을 확 와 함께 타당성 평가체계의 개선이 매

우 요하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국가 법정계획에서 다양한 철도계획을 확정할지라도 비타당성조

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 추가 검토 사항으로 제시한 철도부지 데크화  지하화 편익 산정, 업무통행  

여가통행 시간가치 산정  신규 철도사업 정 운 비용 산정에 한 연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

가 인 연구용역을 통하여 다루어질 정이므로 세부 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실제 타당성조사 지침에 

용할 수 있는 수 까지 검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철도투자의 확 를 한 많은 분야에서 연구 인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철도, 도로 항공  항

만등 기본  물류기반 시설을 한 SOC사업에서 합리 이고 효율 인 타당성 평가를 통하여 국토의 효

율  배치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을 통한 시 지 효과 창출  한정된 국가재정의 합리  활용 등이 

개선되기를 기 하며 투자평가 제도개선에 련 기반연구와 자료구축이 지속 으로 추진되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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