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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물 유지보수 효율화를 위한 선로등급 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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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철도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SMS, Safety Management System)[1]에 따르면 철도시설은 궤도분야,

노반분야, 건축분야로 분류하고, 전기시설을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제어설비로 분류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과 유지관리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유지보수 대상 분야의 세부적인 부품, 구성품 등은 선로유지보수지침과 각

종 세칙에 따라 점검주기, 점검항목 및 교체주기 등을 정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유럽의 UIC(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에서는 각종 열차의 통과하중이 선로 유지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통과톤수에 따라 유지보수를 시행하기 위한 선로등급 체계 Code 714R[2-3]을 제정하였다. 1960년대의 Code 714R에

서는 통과톤수와 차량의 속도에 따라 9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으나, 운행횟수가 적고 운행속도가 저속 일 때 적용하

였던 하위 3개의 등급을 통합관리 하도록 통과톤수 범위를 재조정하여 1989년 이후 6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유지보수를 위한 선로등급 기준인 Code 714R은 등급별 선로 유지보수 비용에 관한 기준인 Code 715R[4]과 연동하여 선로등

급별 유지보수비용의 원단위를 제공해 주며 따라서 갱환 혹은 유지보수 작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UIC 기준 외에도 독일과 영국 등에서는 통과톤수에 따른 별도의 유지보수용 선로등급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등급별 유지관리 기준은 유지보수비의 효율적 산정 및 선로사용료 적용시 주요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5].

Abstract UIC Codes 714R & 715R recommend the use of line classifications and their usage in maintenance work

by employing notional traffic loads. However, the classification has not been applied to local lines and, therefore, a new

line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UIC 714R has been proposed in this study. For this, various classification models of

UIC, Germany, and UK have been studied first and equivalent traffic loads based on Korail’s report, as well as on train

timetables, have been derived.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s have been compared with those of major European

countries and it has been shown that the proposed classification is equivalent to the average value in the European cases.

The line classification can be fully utilized dur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maintenance work and will also be

used to model the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RCM) in the future.

Keywords : Line classification, Passing tonnage, Freight tonnage, Passenger tonnage, Efficient maintenance

초 록 UIC Code 714R 및 715R의 규정은 열차 통과톤수에 따른 선로 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지보수

전략 및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수식 및 적용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철도노선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기반으로 한 선로등급 체계가 고려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IC, 독일, 영국 등의 선로등급 산정

기준을 조사한 후, 환산 통과톤수를 적용하는 UIC 기준에 따라 국내 주요 철도노선에 대한 선로등급을 제시하고 유

럽의 선로등급과 비교·분석하였다. 이 결과, 제시한 국내 선로등급별 비율은 유럽 주요국의 선로등급별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통과톤수 산정이 가능한 선로 중 고속선을 포함한 1등급 621.5km, 2등급 155km, 3등급 273km, 4

등급 673.8km, 5등급 571.3km, 6등급 122.3km 등으로 나타났다. 선로등급 산정 결과는 철도시설의 등급별 유지보수

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신뢰성 기반 유지보수체계 적용시 대상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주요변수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어 : 선로등급, 통과톤수, 화물통과톤수, 여객통과톤수, 유지보수 효율화

*Corresponding author. Tel.: +82-31-460-5342, E-mail: jslee@krri.re.kr.

© 2016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All rights reserved.

http://dx.doi.org/10.7782/JKSR.2016.19.5.672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효율화를 위한 선로등급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19권 제5호 (2016년 10월) 673

한편 국내에서는 운행횟수가 많은 선로와 기타 선로에 대해 동일한 기준 및 주기로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선

로의 갱환을 제외하고는 통과톤수에 따른 유지보수 기준이 문서화 되어 있지 않아 유지보수 정책수립, 유지보수 의사결정의 기

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따라서 유지보수 활동의 효율적 기준 마련을 위한 선로등급의 도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

서는 선로등급에 따른 유지보수 등급기준 마련과 신뢰성 기반 유지보수(RCM,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적용을 위한

사전 연구로 UIC, 영국과 독일의 선로등급 기준을 확인하고 국내 주요역간 통과톤수에 대해 UIC 714R 환산통과톤수를 적용하

여 유지보수용 선로등급을 제안하였으며, 산정된 선로등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선로등급 관련 해외사례 분석

2.1 UIC Code 714 선로 등급[2]

UIC에서 적용중인 선로 등급기준은 통과톤수를 평균 여객 통과톤수와 화물 통과톤수로 분류하여 계산한다. 즉, 여객열차의

최고운행속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속도계수, 일반적인 속도에서의 화물 열차 속도에 해당하는 계수, 축 하중에 따른 상관계수

등으로 분류하여 식 (1)과 같이 환산통과톤수를 구하고, 일 최대 환산통과톤수가 130,000톤을 초과하는 경우와 일 최소 환산통

과톤수가 5,000톤 이하인 경우 등 총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선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1)

여기서,

Tv = 일일 객차 평균톤수, Tm = 일일 화차 평균톤수

Ttv = 일일 객차용 기관차 평균톤수, Ttm = 일일 화차용 기관차 평균톤수

Km = 화차의 하중과 마모의 영향계수로 일반적인 경우 1.15

Km = 20톤 축중이 50%를 넘거나 22.5톤 축중이 25%를 넘는 경우 1.30

Km = 20톤 축중이 75%를 넘거나 22.5톤 축중이 50%를 넘는 경우 1.45

Kt = 견인모터 설치윤축의 마모계수 1.4

Sv : 객차의 최고 운행 속도계수

Sm : 화차의 일반 주행 속도계수

Sv, Sm = 1.00 : 속도 60km/h 이하

Sv, Sm = 1.05 : 속도 60km/h 초과 80km/h 이하

Sv, Sm = 1.15 : 속도 80km/h 초과 100km/h 이하

Sv, Sm = 1.25 : 속도 100km/h 초과 130km/h 이하

Sv = 1.35 : 속도 130km/h 초과 160km/h 이하

Sv = 1.40 : 속도 160km/h 초과 200km/h 이하

Sv = 1.45 : 속도 200km/h 초과 250km/h 이하

Sv = 1.50 : 속도 250km/h 초과

와 같으며, 속도가 250km/h인 경우는 60km/h인 경우에 비해 약 50% 정도의 하중 증가효과가 나타난다. 계산된 환산 통과톤

수는 Tf로 나타내고 선로 등급은 Table 1과 같이 분류된다.

Tf Sv Tv Kt Ttv×+( )× Sm Km Tm Kt Ttm×+×( )×+=

Table 1. Classification of lines of UIC[2].

Classification of lines Daily traffic(Gross tonne)

Group 1 130,000 ton/day < Tf

Group 2 80,000 ton/day < Tf ≤ 130,000 ton/day

Group 3 40,000 ton/day < Tf ≤ 80,000 ton/day

Group 4 20,000 ton/day < Tf ≤ 40,000 ton/day

Group 5 5,000 ton/day < Tf ≤ 20,000 ton/day

Group 6 Tf ≤ 5,000 t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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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등 유럽의 일부 국가는 개정되기 전의 UIC 9등급 선로 등급체계를 아직까지 사용하며 Table 2와 같이 분류된다.

Code 714R에 따르면 선로는 각 선마다 등급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로관리자가 둘 이상의 궤도를 연동시켜 산정

할 수 있으며 통과톤수는 구간별로 계산하여야 하나, 구간의 경계는 선로관리자의 판단에 따르며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기관차

의 하중은 통계적인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기관차와 그에 따른 객차, 화차의 중량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는 다음과 같이 간편식인 식 (2)를 사용할 수 있다.

(2)

여기서, 

Tv' : 일일 객차 평균톤수(기관차 + 객차)

Tm' : 일일 화차 평균톤수(기관차 + 화차)

Sv : 객차의 최고 운행 속도계수(기준은 상세식과 동일)

Sm : 화차의 일반 주행 속도계수(기준은 상세식과 동일)

λv = 동력집중식 기관차 하중이 전체의 20%를 넘는 경우 1.08 

λv = 동력분산식 TC차 하중이 전체의 12%를 넘는 경우 1.05

λm = Km이 1.15일 때 1.02, Km이 1.30 또는 1.45일 때 1.0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IC Code 714R을 통해 산정된 환산통과톤수와 그에 따른 유지보수용 선로등급은 UIC Code 715R

환산통과톤수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지수와 연동하여 Fig.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환산통과톤수가 증가할수록 유지보수 비용

지수 증가폭이 점점 작아지며 4등급의 선로보다 1등급의 선로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약 50% 증가함을 보여준다[4,5].

Table 2. Classification of lines of UIC[3].

Classification of lines Daily traffic(Gross tonne)

Group 1 120,000 ton/day < Tf

Group 2 85,000 ton/day < Tf ≤ 120,000 ton/day

Group 3 50,000 ton/day < Tf ≤ 85,000 ton/day

Group 4 28,000 ton/day < Tf ≤ 50,000 ton/day

Group 5 14,000 ton/day < Tf ≤ 28,000 ton/day

Group 6 7,000 ton/day < Tf ≤ 14,000 ton/day

Group 7 3,500 ton/day < Tf ≤ 7,000 ton/day

Group 8 1,500 ton/day < Tf ≤ 3,500 ton/day

Group 9 Tf ≤ 1,500 ton/day

Tf λv Sv Tv′×( ) λm Sm Km Tm′××( )×+×=

Fig. 1. Variation of annual maintenance cost with theoretical traffic load(Tf), based on UI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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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일의 유지보수용 선로등급[6]

 효율적인 선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안된 독일의 통과톤수 산정방법은 열차의 총 중량, 주당 운행 횟수에 따라 식 (3)과 같

이 산정하며, UIC 기준과 같이 속도에 따른 상관계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Traffic Volume = Number of Trains × Total Tons × 10-6 per week (3)

산정된 통행량에 따라 Table 3과 같이 선로의 등급을 분류하며, 통행량 혹은 통과 톤수에 따라 효율적인 유지보수 방법을 적

용하게 된다.

2.3 영국의 선로등급 기준[7]

영국의 Network Rail은 UIC Code 714R와 유사한 기준인 연간환산통과톤수와 속도에 따른 EMGTPA (Equivalent Million

Gross Tonnes Per Annum)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그 계산은 아래 식 (4)와 같다.

(4)

여기서,

S = 속도 상관계수로 64km/h보다 작은 경우 1.00, 122km/h보다 크고 161km/h보다 작은 경우 1.55

Kp = 객차의 축하중 상관계수로 11톤 미만일 경우 0.8, 그 이상은 1.0

Kf = 화차의 축하중 상관계수로 모든 축하중이 20톤 미만일 경우 1.15에서 22.5톤과 25톤 비중이 높은 경우 1.45까지 증가

Kt = 축하중과 추진력이 작용하는 정도에 따른 계수로 11톤 미만의 축하중이 0.5MW 미만의 견인력을 가진 기관차에 작용할

경우 0.8에서 20톤 이상의 축하중이 1.6MW보다 큰 견인력을 가진 기관차에 작용할 경우 1.8까지 증가

Tp = 동력집중식 객차의 공차기준 연간톤수

Tf = 화차의 공차기준 연간톤수

Tt = 기관차와 동력분산식 객차의 공차기준 연간톤수

Network Rail의 기준은 속도와 통과톤수로 환산통과톤수를 구한다는 점에서 UIC 기준과 동일하지만, 일일통과톤수를 기준으

로 하는 UIC와는 달리 연간통과톤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속도 상관계수가 동일한 속도에서 UIC 기준에 비해 큰 편이다.

Table 3. Traffic volume classification of Germany[6].

Traffic volume classification

0 - 35 Low traffic volume

36 - 600 Normal traffic volume

> 600 High traffic volume

EMGTPA Tp Kp S××( ) Tf Kf S××( ) Tt Kt S××( )+ +=

Fig. 2. Track category of network rai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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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60km/h를 기준으로 UIC에서는 1.4에 속도계수를 적용하지만 영국에서는 1.55의 속도계수를 적용한다. 이는 영국에서 속

도가 선로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UIC의 기준보다 더 크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속도와 EMGTPA에 따른 선로등급은

Fig. 2와 같다.

3. 통과톤수에 따른 국내 주요역간 선로등급 산정

3.1. 국내 주요역간 통과톤수 분석

통과톤수 분석을 위한 첫 단계로 2016 한국철도공사 시설업무현황[9]내 국내 주요 노선별 역간 통과톤수 통계자료 206개 중

지선 및 청원선 등을 제외한 127개 주요역간 상·하행 연 통과톤수를 구하였으며 이를 365일로 나누어 Table 4와 같이 일 통과

톤수를 구하였다.

고려대상 역간 통과톤수를 오름차순으로 나열하면 Fig. 3과 같다. 사용 통계자료 중 총 통과톤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내에서

운행중인 모든 고속열차가 통과하는 경부선의 용산역~금천구청역 구간으로 나타났으며, 통과톤수 통계 자료가 있는 127개 역

간 중 통과톤수가 가장 적은 곳은 경북선의 옥산역~상주역 구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통과톤수의 분포는 아래 Table 5와 같이 최대 117,755톤, 중간값 26,301톤, 최소 1,883톤으로 총 통과톤수가 큰 역

Fig. 3. Passing tonnage of main line section.

Table 4. Passing tonnage of major double track[9].

Rank Origin Destination Line
Daily tonnage

of double track(ton)

Annual tonnage

of double track(ton)

Daily tonnage of 

single track(ton)

1 Yongsan St. Geumcheon-gu Office St. Gyeongbu 235,510  85,961,200 117,755 

2 Seoul St. Yongsan St. Gyeongbu 221,754 80,940,200 110,877 

3 Daejeon jochajang St. Daejeon St. Gyeongbu 208,884  76,242,700 104,442 

4 Daegu St. Dongdaegu St. Gyeongbu 203,100  74,131,300 101,550 

5 Sindong St. Daegu St. Gyeongbu 156,996  57,303,500 78,498 

…

123 Yonggung St. Gaepo St. Gyeongbuk 5,489 2,003,500 2,745 

124 Jeomchon St. Yonggung St. Gyeongbuk 5,456  1,991,500  2,728 

125 Gimcheon St. Oksan St. Gyeongbuk 3,944  1,439,600  1,972 

126 Sangju St. Jeomchon St. Gyeongbuk 3,774  1,377,800  1,887 

127 Oksan St. Sangju St. Gyeongbuk 3,766  1,374,700  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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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작은 역간 사이의 차이가 매우 현저하며 상대적으로 통과톤수가 작은 역간의 분포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철도 운행 빈도가 주요역간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3.2 주요역간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통과톤수

UIC 기준에 따라 환산통과톤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를 구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여객열차는 객차 하중

에 비해 승객 하중이 작고 여객열차 시간표와 실제 운영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화물열차는 공차와 영차의 하중 차이가 크고

화물 열차시간표와 실제 운행하는 화물열차와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시설업무현황의 전체 순 통과톤수에서 여객열차 통과톤수

를 차감함으로써 화물열차 통과톤수를 산정하였다. 열차의 하중은 편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Table 6과 같이 한국철도시설공

단 검수시설 일반사항[10]의 제원과 한국철도공사 차량별 주요제원[11]을 활용하였다. KTX와 KTX-산천은 영차를 기준으로 하

중을 산정하였으며, 일반열차인 무궁화호, 누리로, 새마을호 및 ITX-새마을호의 경우 객차 하중에 승객하중 5톤을 부가하여 열

Table 5. Distribution of passing tonnage/day.

Percentile Passing tonnage Percentile Passing tonnage

100%(Maximum) 117,755 ton 40% 15,007 ton

90% 60,569 ton 30% 13,265 ton

80% 30,186 ton 20% 12,095 ton

70% 28,233 ton 10% 7,314 ton

60% 23,286 ton 0%(Minimum) 1,883 ton

50%(Median) 26,301 ton

Table 6. Weight of trains[10-11].

Weight of Trains

Type of train
Weight

Locomotive Coach

High-speed passenger 

train

KTX 771.2 ton

KTX-Sancheon 434 ton

Passenger train

Mugunghwa-ho 132 ton (40+5)ton x 8cars

Nuriro 161.3 ton + (5 x 4cars) ton

Saemaeul-ho 132 ton (39+5)ton x 7cars

ITX-Saemaeul 215.5 ton + (5 x 6cars) ton

Table 7. Annual passing tonnage of double track.

Rank Origin Destination Line
Passenger train

(ton)

High-speed passenger 

train (ton)

Freight train

(ton)

1 Yongsan St. Geumcheon-gu office St. Gyeongbu 24,606,202  55,584,714  5,770,284 

2 Seoul St. Yongsan St. Gyeongbu 11,356,602  39,979,722  29,603,876 

3 Daejeon jochajang St. Daejeon St. Gyeongbu 15,067,946  58,496,422  2,678,332 

4 Daegu St. Dongdaegu St. Gyeongbu 14,426,464  40,601,891  19,102,945 

5 Sindong St. Daegu St. Gyeongbu 11,202,880 -  46,100,620 

…

123 Yonggung St. Gaepo St. Gyeongbuk 1,176,864 - 826,636 

124 Jeomchon St. Yonggung St. Gyeongbuk 1,176,864 - 814,636 

125 Gimcheon St. Oksan St. Gyeongbuk 1,176,864 - 262,736 

126 Sangju St. Jeomchon St. Gyeongbuk 1,176,864 - 200,936 

127 Oksan St. Sangju St. Gyeongbuk 1,176,864 - 19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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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하중을 산정하였다.

여객열차의 종별 하중, 종별 일 운행횟수와 주 운행횟수는 철도공사의 열차 운영시간표를 참조하여 연간 상하행의 여객열차

통과톤수, 화물열차 통과톤수를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고 일간 일방향 여객열차 통과톤수, 화물열차 통과톤수를

산정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3.3 UIC 환산통과톤수 적용

다음으로 UIC 선로등급의 국내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관차와 객차, 화차를 분리하여 환산통과톤수를 산정하는 상세식

과 기관차와 객차, 화차의 하중을 합하여 환산통과톤수를 산정하는 간편식을 각각 검토하였다. 각각의 식에서 속도계수와 화차

의 하중과 마모의 영향계수는 동일하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여객열차는 최고속도에 따른 속도계수를 적용하고 화물열차는 표

정속도에 따른 속도계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여객열차의 최고속도는 노선별로 정해진 최고속도를 활용하였으며, 화

물열차의 속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관련자료 [12]의 표정속도를 활용하였으며 상세식의 속도기준에서와 같이 60km/h 이하에서

의 속도계수는 1.0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일반열차 구간을 지나는 고속열차의 최고속도는 일반열차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

며 전체 속도계수는 Table 9와 같다.

화차의 하중과 마모의 영향계수 Km은 실제 국내 현황과 같이 20톤 축중이 50%를 넘거나 22.5톤 축중이 25%를 넘는 경우와

20톤 축중이 75%를 넘거나 22.5톤 축중이 50%를 넘는 경우가 없다고 가정하여 1.15를 적용하였다.

Table 8. Daily passing tonnage of single track.

Rank Origin Destination Line
Passenger train 

(ton)

High-speed passenger

train (ton)

Freight train

(ton)
Total

1 Yongsan St. Geumcheon-gu office St. Gyeongbu 33,707  76,143 7,904 117,754

2 Seoul St. Yongsan St. Gyeongbu  15,557  54,767 40,553 110,877

3 Daejeon jochajang St. Daejeon St. Gyeongbu  20,641  80,132 3,669 104,442

4 Daegu St. Dongdaegu St. Gyeongbu  19,762  55,619 26,168 101,549

5 Sindong St. Daegu St. Gyeongbu  15,346 - 63,152 78,498

…

123 Yonggung St. Gaepo St. Gyeongbuk 1,612 - 1,132 2,744

124 Jeomchon St. Yonggung St. Gyeongbuk 1,612 - 1,116 2,728

125 Gimcheon St. Oksan St. Gyeongbuk 1,612 - 360 1,972

126 Sangju St. Jeomchon St. Gyeongbuk 1,612 - 275 1,887

127 Oksan St. Sangju St. Gyeongbuk 1,612 - 271 1,883

Table 9. Coefficient of passenger and freight trains by speed.

Line
Speed Coefficient

Passenger train Freight train Passenger train(Sv) Freight train(Sm)

Gyeongbu line 140km/h 46km/h 1.35 1.00

Honam line 160km/h 45km/h 1.35 1.00

Jeolla line 150km/h 46km/h 1.35 1.00

Jungang line 150km/h 38km/h 1.35 1.00

Janghang line 150km/h 41km/h 1.35 1.00

Daegu line 130km/h 35km/h 1.25 1.00

Chungbuk line 120km/h 46km/h 1.25 1.00

Yeongdong line 110km/h 35km/h 1.25 1.00

Taebaek line 100km/h 30km/h 1.15 1.00

Gyeongbuk line 100km/h 36km/h 1.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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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열차의 환산통과톤수는 하중, 운행횟수, 운행차량수가 열차 운행시간표에 따라 일정하므로 UIC 환산식을 적용하기 용이

하지만 화물열차의 경우 차량마다 운행횟수, 운행차량수, 하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UIC 환산식 적용이 곤란하므로 화물열

차의 하중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화차용 기관차의 하중을 신형 화물용 전기기관차인 8500호대의 자중인 132톤, 화

차의 하중은 철도물류정보서비스(http://logis.korail.go.kr)의 화물수송차량 정보에 따라 화물의 종에 관계없이 화차 하중 50톤,

연결대수는 25량으로 가정하여 환산통과톤수를 구하였다. 

3.3.1 환산통과톤수 상세식 적용

상세식의 여객열차에 적용되는 속도계수와 견인모터 설치윤축의 마모계수 Kt, 화차의 하중 및 마모의 영향계수 Km은 아래

Table 10과 같다. 또한, 화물열차의 환산통과톤수는 화차의 하중 및 마모의 영향계수(Km=1.15), 화차의 하중(50톤×25량=1,250

톤)의 곱에 마모계수(Kt=1.4), 기관차의 하중(132톤)의 곱을 더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는 50톤 화물을 적재한 25량의

화물열차의 하중보다 약 17%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통과톤수에서 여객열차의 통과톤수를 차감한 화물열차 통

과톤수에 17%를 가산하여 환산통과톤수를 구하였다.

상세식을 적용한 환산통과톤수는 Table 11과 같다. 상세식을 적용한 경우 기존의 2번째로 통과톤수가 많았던 서울-용산 역간

이 환산결과 3번째가 되고 3번째로 통과톤수가 많았던 대전조차장-대전 역간이 환산결과 2번째로 순서가 바뀌게 된다. 이는 서

울-용산 역간의 화물 통과톤수가 대전조차장-대전의 10배에 달하지만 환산통과톤수 산정시 화차의 속도가 60km/h 미만으로 속

도계수 1.0이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3.2 환산통과톤수 간편식 적용

마지막으로 간편식의 여객열차에 적용되는 속도계수, λv, λm, Km은 아래 Table 12와 같다. 동력분산식인 ITX-새마을호와 누

리로의 운행비중은 전체의 약 18%정도로 비중이 작기 때문에 λv을 동력집중식과 동일하게 1.08을 적용하였으며 화물열차의 경

우에는 상세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17%를 가산한 후 환산통과톤수를 구하였다.

Table 10. Coefficient of passenger and freight trains.

Coefficient Passenger train High-speed passenger train Freight train

Kt 1.4 1.4 1.4

Km 1.15 1.15 1.15

Sm - - 1.00

Sv 1.15~1.35 1.15~1.35 -

Table 11. Converted passing tonnage of detailed method.

Rank Origin Destination Line
Converted passing 

tonnage(ton)
Distance(km)

1 Yongsan St. Geumcheon-gu office St. Gyeongbu 171,366 14.1

2 Daejeon jochajang St. Daejeon St. Gyeongbu 152,211 4.7

3 Seoul St. Yongsan St. Gyeongbu 150,408 3.2

4 Daegu St. Dongdaegu St. Gyeongbu 141,247 3.2

5 Sindong St. Daegu St. Gyeongbu 96,825 17.2

…

123 Yonggung St. Gaepo St. Gyeongbuk 3,378 6.4

124 Jeomchon St. Yonggung St. Gyeongbuk 3,359 6.9

125 Gimcheon St. Oksan St. Gyeongbuk 2,474 20.0

126 Sangju St. Jeomchon St. Gyeongbuk 2,375 24.0

127 Oksan St. Sangju St. Gyeongbuk 2,37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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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간편식을 적용하여 구한 환산통과톤수는 Table 13과 같다. 

3.4 국내 역간별 UIC 등급의 적용

상세식과 간편식을 통해 산정된 환산통과톤수를 UIC 714R 선로등급 기준에 따라 6등급과 9등급으로 산정하면 Table 14와

같다. 상세식과 간편식의 환산통과톤수는 최대 1,955톤, 최소 51톤, 평균 340톤의 차이를 보였으며 부산진역-부산역 1건을 제외

하고는 상세식으로 산정하는 경우 환산통과톤수가 증가하였다. 간편식과 상세식으로 산정된 등급의 차이는 6등급 기준에서 4등

Table 13. Converted passing tonnage of simplified method.

Rank Origin Destination Line
Converted passing 

tonnage(ton)
Distance(km)

1 Yongsan St. Geumcheon-gu Office St. Gyeongbu 169,410 14.1

2 Daejeon jochajang St. Daejeon St. Gyeongbu 151,220 4.7

3 Seoul St. Yongsan St. Gyeongbu 149,979 3.2

4 Daegu St. Dongdaegu St. Gyeongbu 140,523 3.2

5 Sindong St. Daegu St. Gyeongbu 96,262 17.2

…

123 Yonggung St. Gaepo St. Gyeongbuk 3,327 6.4

124 Jeomchon St. Yonggung St. Gyeongbuk 3,308 6.9

125 Gimcheon St. Oksan St. Gyeongbuk 2,423 20.0

126 Sangju St. Jeomchon St. Gyeongbuk 2,324 24.0

127 Oksan St. Sangju St. Gyeongbuk 2,319 16.0

Table 12. Coefficient of passenger and freight trains.

Coefficient Passenger train High-speed passenger train Freight Train

λv 1.08 1.08 1.08

λm 1.02 1.02 1.02

Km 1.15 1.15 1.15

Sm - - 1.00

Sv 1.15~1.35 1.15~1.35 -

Table 14. Classification of lines by UIC 714R.

Rank Origin Destination 
Distance

(km)

6 Group 9 Group

Detailed

method

Simplified 

method

Detailed 

method

Simplified 

method

1 Yongsan St. Geumcheon-gu office St. 14.1 1 1 1 1

2 Daejeon jochajang St. Daejeon St. 4.7 1 1 1 1

3 Seoul St. Yongsan St. 3.2 1 1 1 1

4 Daegu St. Dongdaegu St. 3.2 1 1 1 1

5 Sindong St. Daegu St. 17.2 2 2 2 2

...

123 Yonggung St. Gaepo St. 6.4 6 6 8 8

124 Jeomchon St. Yonggung St. 6.9 6 6 8 8

125 Gimcheon St. Oksan St. 20.0 6 6 8 8

126 Sangju St. Jeomchon St. 24.0 6 6 8 8

127 Oksan St. Sangju St. 16.0 6 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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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 1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 1건으로 총 2건이 발생하였으며, 9등급 기준에서는 상세식과 간편식에

서 개별적으로 산정된 등급이 전부 동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등급의 변화는 등급 산정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변화가 아니므로 기관차와 객차, 화차의 하중을 합하여 산정하는 간편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UIC 9등급 체계로 관리하는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및 스위스의 1~4등급 선로와 5~9등급 선로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13]와 본 연구에서 간편식을 활용하여 9등급으로 산정된 결과를 Fig. 4와 같이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구

간 1,820.6km와 고속선 596.3km를 포함하여 9등급 체계로 산정할 경우 1등급(고속선 포함) 621.5km, 2등급 147.9km, 3등급

216.6km, 4등급 537.4km, 5등급 681.7km, 6등급 87.7km, 7등급 8.9km, 8등급 115.2km으로 나타났다. 통계자료의 대상이 통행

량이 많은 주요구간이므로 주요구간을 제외한 철도연장 1,456.6km를 5~9등급으로 가정할 경우 1~4등급 비율이 약 46%로 프

랑스보다 1~4등급 비율이 높았으며 이태리의 1~4등급 비율과 비슷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결국, UIC 기준을 국내에 적용할 경

Fig. 4. Comparison among european countries and Korea(9 Groups)[13].

Fig. 5. UIC Classification in Korea (9 Groups). Fig. 6. UIC Classification in Korea (6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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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체적인 등급 분포가 유럽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국내 주요 역간에 대하여 간편식으로 산정된 선로등급을 철도노선도에 도식화하면 9등급 체계는 Fig. 5와 같고,

6등급 체계는 Fig. 6과 같다. 1등급은 경부선의 용산-금천구청, 서울-용산, 대전조차장-대전, 대구-동대구 역간만 존재하며 6등급

을 기준으로 4~5등급 구간이 전체 구간의 절반 이상 차지함을 알 수 있다.

3.5 통과톤수 및 선로등급에 따른 선로 유지관리 적용방안

기존 UIC 9등급 체계는 1~6등급이 주요 구간이며, 7~9등급은 지선 및 통행량이 매우 작은 구간을 대상으로 분류 하였으나

1989년 이후 6등급 체계로 변환되었다.

이렇게 산정된 통과톤수 및 선로등급은 등급별 유지관리 기준 및 주기 설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유지보수비용

효율화와 선로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유지보수 주기를 조정한 사례로는 9등급 체계를 아직 유지

하고 있는 프랑스의 예를 들 수 있다. 프랑스는 UIC 기준에 따라 선로를 1~4등급 20,000km, 5~6등급 13,000km, 7~9등급

16,300km로 등급을 정하고, Table 15와 같이 선로 등급에 따라 유지보수 및 개량주기를 달리 하는 유지보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4].

또한, 독일에서는 기존의 주기적 유지보수 (TBM, Time-Based Maintenance)에서 통행량에 따라 유지보수 주기에 차이를 두

기 위한 연구로 67개의 분기기를 대상으로 5년간 시나리오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Table 16과 같이 2개월 마

다 유지보수를 수행한 경우보다 6,000번의 통행량이 발생한 후 유지보수를 수행한 경우 79%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9,500

번의 통행량이 발생한 후 유지보수를 수행한 경우 87%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6].

UIC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영국의 Network Rail에서는 EMGTPA와 그에 따른 선로등급 체계를 활용하여 Table 17과 같이

선로전환기의 최소 점검 주기를 정하였다.

따라서, 기존에는 선로유지관리지침[15]에 따라 누적통과톤수를 적용하여 직선상의 레일수명만 정하였지만, 해외의 사례와 같

이 그 외의 분기기 점검, 신축이음장치 점검, 레일체결장치 점검, 레일이음매부 점검, 도상 점검 및 레일연마 주기 및 갱환주기

등을 선로등급에 따라 유지보수 주기를 달리하여 유지보수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선로등급은 UIC

715R과 연계하여 선로 유지보수비용 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선로사용료 산정을 위한 주요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새로운 철도를 건설할 경우 선로등급을 산정하여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량과 추가적인 선로사용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며, 선로등급 가중치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예측 모델은 후속연구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선로등급 체계는 향후 신

뢰성 기반 유지보수체계 적용시 대상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주요변수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적용결과는 Lee 등[16]을 참

조할 수 있다.

Table 15. Maintenance policy in France[14].

UIC Group Object Renewal Interval

1~3
Sleepers, Rails, Ballast 25~30 years

Switches and crossings about 22 years

4

Ballast and sleepers 30~35 years

Rails 600MT/60kg, 400MT/50kg

Switches and crossings 25 years

5~6

Sleeper(wood) 38~43 years

Sleeper(concrete) 42~48 years

Rails When arrived to a tonnage limit

Switches and crossings No renewal, except if safety can be no longer certified

7~9 No renewal

Table 16. Maintenance policy in Germany[6].

Scenario NPV of PM costs

Time-dependent 2 Months 100%

Load-dependent
After 6,000 vehicle crossings 21%

After 9,500 vehicle crossing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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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통과톤수에 따른 선로등급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을 하는 유럽의 경우와는 다르게 국내의 철도 유지보

수 의사결정은 선로등급 등의 객관적인 기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지보수비용의 효율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UIC, 독일, 영국의 통과톤수 산정 및 선로등급 체계를 조사하였으며, 유럽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는 UIC 기

준에 따라 국내 주요역간의 통과톤수를 일반여객열차, 고속열차, 화물열차의 일 통과톤수로 분류하고 환산통과톤수를 산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실제 유지보수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UIC 714R에서 제공하는 환산통과톤수는 객차, 화차와 그에 따른 기관차의 하중을 분리하고 속도계수, 화차의 하중과 마모의

영향계수, 견인모터 설치윤축의 마모계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상세식과 객차, 화차와 그에 따른 기관차의 하중을 더하고 그에

따른 계수들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간편식이 제안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식을 적용하여 국내 주요역간 환산통과톤

수를 계산하였다. 국내 주요역간에 대해 상세식과 간편식으로 산정된 환산통과톤수에 UIC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9등급 체계와

개정된 6등급 체계로 선로등급을 산정하였다. 두 식의 환산통과톤수는 최대 1,955톤, 최소 51톤, 평균 340톤의 차이를 보였으

나, 6등급 체계와 9등급 체계 모두 등급 간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등급 산정과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되었으므로 기관차와 객차, 화차의 하중을 합하여 산정하는 간편식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간편식으로 산정된 선로 9등급 체계를 유럽 주요국의 선로등급 분포와 비교해 보면 전체적인 등급분포가 유사한 경향을 보

였으며, 6등급으로 산정할 경우 국내 철도노선의 등급은 고속선을 포함한 1등급 621.5km, 2등급 155km, 3등급 273km, 4등급

673.8km, 5등급 571.3km, 6등급 122.3km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등급 산정 결과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사례와 같이 주

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기준 및 주기 산정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유지보수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과톤수는 실제 측정된 통과톤수가 아닌 운행 스케쥴을 활용하여 계산한 통과톤수로 실제 각

선로에 작용하는 통과톤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엄밀한 선로등급 산정을 위해서는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실제

통과톤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국 역간을 포함한 상세한 선로등급 체계

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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