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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철도건설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 시행전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증대하고 있

다. 특히 철도건설시 사전검토 단계에서 소요되는 공사비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 신설되는 철도노선의 유지보수비용은 인력운영 현황 및 특성분석을 통해 선로점검, 인력 및 장

비보수 인력, 장비검수, 기계관리반 등 업무특성과 자갈/콘크리트 궤도 특성, 이동시간, 준비 및 정리시간 등을 고려한 사업소별

업무표준시간을 도출하여 작업별 표준인공을 도출하고 km당, 장비당 소요인공을 산정하여 소요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인건비 산출에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전체 유지보수비용 산정에 있어서 일부 불합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bstract During the feasibility study of new rail lines, maintenance cost of railway infrastructure has mostly been

estimated based on the track length and on simplified parameters; however, the estimation reliability can be improved

by employing the correction factor from UIC 715, as well as the line classification in UIC 714. The correlations between

maintenance cost and various parameters such as weighted track length based on line classification, radius of curvature,

gradient and worn -out rate have been analyzed according to the case studies. Prediction of the maintenance cost has

been carried out using the cost data, which were representative of the whole cost data; as a result, it was demonstrated

that a cost model based on the line classification and the correction factor was more reliable than the existing models.

Furthermore, possibilities of using data from both the track measurement vehicle and from the maintenance information

system, which are under development, have been investigated and, based on this investigation, a combined cost model

using line classification, radius of curvature, gradient and worn-out rate, among other factors, will be proposed in the

near future.

Keywords : Line classification, Maintenance cost, Cost estimation, Track measurement vehicle

초 록 신규 철도노선의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시 관련 유지보수비용은 궤도연장을 기반으로 여러 요인을 단순화

하여 예측하고 있으나 UIC 714의 선로등급 및 UIC 715의 유지보수비용 영향요인 개념을 반영하는 경우, 비용산정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례를 기초로 유지보수비용과 선로등급에 따른 가

중 철도연장, 곡선반경, 종단경사 및 노후도 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지보수 위탁기관의 각 지

역본부별 유지보수비용 중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비용예측을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 기존노선의 선로등급 및

등급별 비용계수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산정방안이 기존 적용방법에 비해 합리적임을 밝혔다. 또한 현재 개발중인 고

속 종합검측차의 검측데이터 및 철도시설물의 이력정보를 고려한 비용산정 방안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선로등급, 곡선반경, 노후도 및 선로 기울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지보수비용 산정모델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 선로등급, 유지보수비용, 비용산정, 고속검측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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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철도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추이분석 및 전망 등은 UIC(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의 LICB(Lasting Infrastructure

Cost Benchmarking) [1,2] 프로젝트에 의해 비교·분석된 바 있으며, 특히 영국 Network Rail의 벤치마킹 보고서[3]를 통해 국가

별, 지역별 유지보수비용 특성 등이 자세히 고려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개발원의 관련보고서[4]에서 고속국도 및 일반국

도의 교량과 터널에 대해 유지관리비용을 분석한 사례가 있으나 철도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분석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

악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5,6,7]을 제정한 이후 지속적인 개정 작업을 통해 철도시설물의 유

지관리비 산정방안을 현실화하였으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통해 철도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 산정에 관한 방법을 제시한

바 있으나 운행열차가 선로에 미치는 하중부담이나 유지보수비용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각종 요인 등이 적절히 반영되

지 않아 좀 더 구체적인 유지관리 비용 산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UIC 715[8] 등에 따르면 철도연장과 더불어 곡선반경, 기

후, 유지보수 방법, 선로등급 등이 유지보수비용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내 철도시설물에 대해 각 요인별 상관성 및

기타 선로의 기울기, 노후도 등의 요인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의 상관성을 구체화한 연구사례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IC 714[10]에 따라 국내 주요 역간의 선로등급 산정결과[9]를 기반으로 비용계수[8]가 적용된 철도

연장과 유지보수비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유지보수비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과 유지보수비용과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다.

2. 철도시설 유지보수비용 산정방법

2.1 국내 철도시설 유지관리비용 산정방법

국내 철도시설 유지관리비 산정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한국개발연구원, 철도청, 국토교통부에서 수행된 바 있으며 유지관리

비 산출결과는 유지보수비용을 비롯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관리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9년 한국개발연구

원의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11]에서는 유지관리비를 인건비, 동력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분류하여 각각 km당 비용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① 인건비(1999년 기준) = 공무원 27.56백만원, 기타직 13.27백만원

 ② 동력비(1998년 기준) = 52백만원/km

 ③ 시스템 유지관리비(1998년 기준) = 차량, 전기, 신호, 통신, 궤도 등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66백만원/km

도로 및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2판[12] 및 3판[13]에서는 당시 철도청의 경영성적보고서에 기초하여

유지관리비를 아래 Table 1과 같이 나타내었다. 전기 및 시설 유지보수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은 제시 되지 않았으며,

단순 궤도연장에 따라 전체 유지보수비용을 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4판[14]에서는 철도청 철도투자평가편람 개정판[15]에서 제시한 결과를 수용하여 유지보수비용을 추정하도록 하였으며 경제

성(Economic) 분석용 함수와 재무성(Financial) 분석용 함수로 구분하여 모델화 하였다. 5판[16]에서는 유지보수비용 추정에 관

한 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2007년에 건설교통부에서 발간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2차 개정본[5], 3차 개정본[6], 5차 개정

본[7]에서 아래 Table 2와 같이 궤도 유지보수비용을 제시하였다.

유지보수비용 산정은 궤도연장에 따라 산술적인 유지보수비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철도시설 유지보수에 영향을 주는 주

요요인들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환경이 서로 다른 노선별, 지역본부별 유지보수비용 할당시 적절치 않은 단점이 있다.

Table 1. Operation & maintenance cost [12,13].

Item Train Electrification train

Fixed cost
Station operation 233.5 Mwon/Numer of station

Track maintenance 47.2 Mwon/km 54.2 Mwon/km

Flexible cost Train operation
Passenger 12.5 Mwon/10,000km 14.3 Mwon/10,000km

Freight 8.6 Mwon/10,000km

Fixed cost +

Flexible cost

Station

operation

Passenger 143.3 Mwon/Number of station + 1.0 Mwon/10,000man

Freight 61.7 Mwon/Number of station + 1.5 Mwon/10,00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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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 철도시설 유지보수비용 산정방법

UIC 7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로등급은 UIC 715와 연계하여 선로 유지보수비용 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선로등급 체계는 신뢰성 중심 유지보수 체계 도입시 대상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주요요인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17] 유지보수

용 관리기준의 선정 및 유지보수비용의 산정과정 등에서도 객관적인 정책 및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의 철도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산정방안을 살펴보면, 유럽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비용함수를 가정하여 유지보수 및 개량관련 한계

비용(Marginal Cost)을 산정한 후 톤-키로당 비용을 산정하는 Top-down방식을 사용하거나, 영국과 같이 속도, 통과톤수, 현가장

치 및 스프링하 질량(Unsprung mass) 등에 의한 단위 비용으로 전체 유지보수비용을 산정하는 Bottom-up방법을 적용한다[18].

선로 유지보수비용과 관련한 Top-down방법은 식 (1)과 같이 Equivalent Damage를 계산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ETD = CtA
0.49S0.64USM0.19 (1)

여기서, 

ETD: 등가 선로손상(Equivalent Track Damage)

Ct: 동력집중식 여객열차 혹은 동력분산식 열차의 경우 0.89, 나머지 경우는 1

A: 축하중(톤) 

S: 운행속도(m/h)

USM: 스프링하 질량(kg/축)

GTM: Gross Tonne-Mile

 

이며 무개 화물차를 고려하여 선로내 석탄비산 및 현가장치 등의 계수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식 (1)에서 곡선반경(캔트),

차륜찰상, 축간격, 2차 현가장치, 부족캔트 혹은 초과캔트의 영향은 제외되어 있다[17].

선로구조물(철도교)의 유지보수비용은 식 (1)과 유사하게 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SD = CtA
3.83S1.52(GTM) (2)

여기서,

ESD: 등가 구조물손상(Equivalent Structures Damage)

Ct: 2축 화물열차의 경우 1.20, 나머지 경우는 1

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로 및 구조물 등에 대한 등가 손상을 산정하면 관련 유지보수비용을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한 선

로 사용료 계산도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도 UIC 714의 등급체계와 유사한 연간 환산통과톤수

(EMGTPA, Equivalent Million Gross Tonnes Per Annum) 개념[9]을 적용하고 있으며 열차속도, 축중 및 열차의 종류를 계

수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선로 및 구조물 유지보수비용 산정시 적용이 가능하다[19]. 이 외에도 선로의 침하, 피로손상, 마모

Table 2. Maintenance cost (Kwon/track-km)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guideline(2004) [14]

Investment assessment 

guideline(2007) [5]

Investment assessment 

guideline(2009) [6]

Investment assessment 

guideline(2013)[7]

High-speed train
Economic

- 40,774 45,817
45,847

Financial 55,016

Passenger train
Economic 83,346

37,410 36,619
43,542

Financial 103,708 52,260

Freight train
Economic 46,833

24,986 29,825
30,451

Financial 57,927 32,541

Metropolitan 

railway

Economic -

-
82,791 124,884

131,555

Financial 163,128

Subway - - 1,032,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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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름접촉피로(RCF, Rolling Contact Fatigue) 등에 의한 궤도손상비용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20].

고속철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용 산정과 관련한 최근의 사례는 UIC에 의한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

용 검토보고서[2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내 시속 300km/h 급 고속철도 인프라의 평균 유지보수비용은

약 1.4~1.6억원/km 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터널, 교량, 궤도의 특성 및 열차조성, 기후 등에 따라 약 ±7%의 변동폭을 갖는다. 또

한, 유럽의 유지보수 활동에 비추어 인건비, 재료비 및 기타 비용은 각각 전체 유지보수비용의 50%, 25% 및 25%로 가정하였

다. 한편, 2006년 기준 유럽 고속철도 운영국의 유지보수비용을 분석한 자료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표에 제시한 통계자료는

국가별 공통기준에 의한 비용분석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비용 비교는 큰 의미가 없으나, 유지보수비용 중 철도시설물의 종류별

비율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인 약 60%와 유사하게 선로 유지보수비용이 약 40~7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24]. 또한, Lopez-Pita 등 [23]은 유럽 고속선내 철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분석 결과, 고속철도 운영국의 고속철도 설

계 및 운영방안이 서로 상이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하기는 어려우나, 선로의 유지보수비용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

으며 나머지 비용은 전철·전력, 신호·통신 및 토목시설물 순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일반철도와 비교·분석한

결과도 수록되어 있으며 고속철도의 km당 유지보수비용은 일반철도의 약 5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주로 고속철도

하중이 비교적 가볍고 균일하며 철도시설물의 건설시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였다. 

상기 사례를 국내 유지보수 현황과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철도시설공단에서 확정한 비용 정산자료를 기반으로 2015년 고

속철도 분야의 인건비 포함, 총 유지보수비용은 시설분야와 전기분야가 약 51:49 정도의 비율로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

되며 개량비는 제외하였다. 한편 일반철도의 경우, 방연근 외[24]의 자료를 근거로 시설분야와 전기분야의 유지보수비용은 약

58:42인 것으로 파악되며 역시 개량비용은 제외하였다.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용 중 인건비와 경비를 제외한 순수 보수비를 기준

으로 비교하면 시설:전기의 비가 약 67:33으로 시설분야 직접비가 약 2/3를 차지하고 있음을 일 수 있다.

그 외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용 산정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Calvo 외[18]는 유지보수 및 개량비용은 열차의 총중량, 윤축하

중, 스프링하 질량 및 속도 등의 차량관련 항목뿐만 아니라 노선의 선형(곡선반경 및 경사 등), 궤도구조, 시설의 노후도 및 고

속열차 운행여부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서술하였다. Reddy 등[25]은 레일 도유기 사용에 따른 선로 유지보수비용 절감사

례를 분석하였다.

UIC의 유럽 철도시설물 관리기관내 유지보수비용 비교 보고서[1,2]를 보면 1996년 대비 2010년의 개량비 포함 총 유지보수

비용은 증가하였으며, 개량비를 제외한 순수 유지보수비용은 약 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유럽내 철도 개량과 관련

한 초기 투자가 미흡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 개량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철도시설 관리자의 유지보수 효율화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2006년 대비 2010년의 역내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를 감안한 유지보수비용 동향은 2000

년대 중반 이후 철도개량에 대한 투자감소로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Stenstrom 등[26]은 유지보수비용 분석에 있어서 스

웨덴의 사후 유지보수(Corrective Maintenance) 및 예방 유지보수(Preventive Maintenance) 비용 비교를 통하여 CM의 경우, 열

차지연에 따른 비용이 전체 CM 비용의 약 60%를 차지하는 반면 PM의 경우 순회검사 및 예방보수 등의 비용이 약 80% 정도

로 분석하였다. 또한 도심지내 선로를 제외하는 경우, 선로의 길이와 정규화된 유지보수비용 사이에는 연관 관계가 있음을 밝

혔다. Liden[27]은 2012년 기준으로 유럽내 철도시설물 전반의 유지보수 및 개량비 합계를 약 0.6∼1.0억원/km로 예상하였다. 

2.3 UIC 714 및 UIC 715 적용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산정모델이므로 다음에서는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유지보수비용 부분만 분리

하여 다루었다. 해외 사례에 따르면 선로 및 구조물의 유지보수비용은 선로의 등가 손상을 산정함으로써 유추할 수 있으나,

Table 3. Cost of HSR Infrastructures Maintenance by Country [22].

Belgium France Italy Spain

km, of single track 142 2,638 492 949

Maintenance of track 13,841 43.7% 19,140 67.3% 5,941 46% 13,531 40.4%

Electrification 2,576 8.1% 4,210 14.8% 2,455 19% 2,986 8.9%

Signalling 3,248 10.3% 5,070 17.8% 4,522 35% 8,654 25.9%

Telecommunications 1,197 3.8% 0 0 0 0 5,637 16.8%

Other costs 10,821 34.2% 0 0 0 0 265 7.9%

Total maintenance cost 31,683 100% 28,420 100% 12,919 100% 33,45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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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C 714의 규정 또한 열차의 통과톤수 및 속도에 의한 선로의 충격량을 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UIC 714의 선

로등급과 UIC 715에 의한 유지보수 비용계수를 이용하면 선로 등급별 유지보수비용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로등

급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계수는 Fig. 1과 같이 통과톤수가 증가할수록 상승속도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통과톤수에 연계한

단위 유지보수비용은 줄어들게 된다. UIC 715와 유사한 등급별 비용분석 결과는 Zarembski & Cikota[28]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미국의 화물 및 여객열차 각각의 속도대역으로 분류한 선로등급에 대하여 Fig. 2와 같이 단위 길이당 유지보

수비용을 산정하였다. 그림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유지보수비용 구조는 고정적인 인건비 및 장비비 등을

감안할 때 통과톤수에 비례하지 않고 로그함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국내의 사례와 같이 유지보수를 위한 철도공사

지역본부내 유지보수 사업소의 관할 구역이 일정하고 지역본부의 총 유지보수비용이 각 사업소 비용의 합으로 산정된다면 통

과톤수에 따라 선형적인 변화모델로 가정할 수도 있다.

3. 유지보수비용 영향요인 분석

3.1 유지보수 위탁기관의 본부별 유지보수비용 분석

유지보수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위탁기관내 12개 지역본부 중 관할 선로의 50%이상에 대

해 통과톤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선로등급 산정이 가능한 7개의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대상 지역본

부내 통과톤수가 누락된 역간은 열차 운행횟수를 감안하여 추가로 선로등급을 산정하였다. 

영향요인 분석에 앞서 지역본부별 편차가 있는 취약궤도 유지보수비용의 포함 여부를 정해야 한다. 취약궤도 유지보수비는

매해 본부별, 궤도상태별로 할당하는 유지보수비용 항목으로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05년 A 및 E 지역본부는 취약궤도

Fig. 1. Weighting factor[8].

Fig. 2. Track maintenance cost factor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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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비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두 지역본부를 제외한 B, C, D, F, G 등 5개의 지역본부는 취약궤도 유지보수비용이 반영되

어 있다. 취약궤도 유지보수비용을 반영한 5개의 본부는 2%~6.6% 정도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약궤도 유지보수비용 포함 유무에 따라 본부별 철도연장과의 상관관계는 Fig. 3와 같다. Fig. 3(a)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취약궤도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할 경우 철도연장과의 상관관계가 Fig. 3(b)의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상관관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후부터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유지보수비용은 취약궤도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3.2 유지보수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UIC 715 기준에 따르면 유지보수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UIC 714 기준에 따른 선로등급, 궤도틀림, 기후조건, 곡선반경

(R) 및 유지보수 방법 등이 있다. UIC 714에 의한 선로등급은 축하중 및 속도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유지보수비용 증가의

주된 요인인 궤도틀림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규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비용모델 상에 궤도틀림 요인을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기후조건은 정량적인 모델링이 가능한 요인이 아닌 불확실성에 기인한 요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후조건에 의한 유지보수비

용의 변화는 배제하였다. 유지보수 방법은 현재 국내 유지보수 환경에서는 시설물별로 일반적인 유지보수 방법이 정해져 있으

므로 별도의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지보수비용 산정을 위한 간편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UIC 714

에서 제시한 선로등급과 곡선반경 외에 종단경사와 궤도의 부설 경과연수를 중심으로 유지보수비용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

다. 통계자료의 한계상 선로등급은 지역본부의 시점부터 종점상의 거리로서 영업거리인 철도연장을 반영하였으며 곡선반경, 종

단경사, 궤도의 부설 경과연수 고려시에는 단선, 복선, 복복선, 3선 등의 구분이 고려된 궤도연장을 반영하였다.

3.2.1 선로등급

UIC에서는 열차 하중이 선로 유지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환산통과톤수에 따른 선로등급 분류체계인

UIC 714를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선로등급에 적용되는 환산통과톤수는 객차하중, 화차하중, 기관차하중과 그에 따른 열차의

속도에 관한 함수로, 축하중과 윤중, 속도를 반영하여 종국적으로 선로의 부담력을 산정하며 그 기준은 Table 5와 같다.

Table 4. Maintenance cost according to local headquarters[29].

Local 

headquarters

Railway 

length(km)

Maintenance cost except weak rail

maintenance cost (Index)

Maintenance cost 

(Index)

A 337.50 3.1531 3.1531 

B 203.50 1.4429 1.3580 

C 427.68 3.2635 3.2014 

D 198.90 1.4833 1.4376 

E 149.40 1.0000 1.0000 

F 330.10 1.5896 1.4911 

G 263.61 2.2053 2.1487 

Fig. 3. Railway length - Maintenance cost(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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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C 715에는 위의 선로등급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계수가 Fig. 1과 같이 계상되어 있으며 비용계수는 등급에 따라 범위로 정

해져 있어 비용계수의 범위에 따른 유지보수비용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연구[9]에서 구한 지역

본부별 역간 선로등급에 따라 최소, 최대, 최소와 최대의 평균 비용계수를 반영한 가중 철도연장은 Table 6과 같다.

Table 5. Line classification of UIC[10].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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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Weighted railway length(km).

Local 

headquarters

Railway

length(km)

Weighted railway length(km) Maintenance

cost(Index)Minimum Maximum Average

A 337.50 295.02 349.85 322.43 3.1531 

B 203.50 170.19 206.33 188.26 1.3580 

C 427.68 394.23 465.91 430.07 3.2014 

D 198.90 160.30 198.02 179.16 1.4376 

E 149.40 97.11 134.46 115.79 1.0000 

F 330.10 207.92 282.95 245.43 1.4911 

G 263.61 261.74 303.27 282.50 2.1487

Fig. 4. Railway length with weighting factors – Maintenance cost(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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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에는 UIC 715의 비용계수를 고려한 가중 철도연장과 7개 본부별 유지보수비용을 도시하였다. 비용모델은 선형모델과

기존 해외사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로그함수모델 모두를 고려하였으며, 각 등급별 최소, 최대 및 평균 비용계수를 고

려하여 가중 철도연장을 산정하고 이를 비용과 연계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된 자료에서는 UIC 715의 비용계수 중 최

소값을 적용한 회귀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후 매개변수 해석시 최소 비용계수를 적용하

였다. 이는 기존에 각 지역본부별 유지보수비용 산출시 연도별 비용지출 사례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비용계획을 산출하기보다

유지보수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Fig. 4의 결과를 Fig. 3과 비교하면 UIC 715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철도연장 대비 비용 상관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UIC 715 규정 적용의 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다.

3.2.2 곡선반경(R)에 의한 영향

철도 곡선의 길이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변화를 살펴보면 Fig. 5와 같다. 이 경우, 각 본부내 선로등급별 곡선의 길이를 추정

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유지보수 비용계수를 함께 고려하지 못하였다. 한편, UIC 715에 따르면 곡선반경

1,000m 이하인 경우 유지보수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곡선반경 500m, 1,000m 및

1,500m를 기준으로 비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곡선반경이 500m 이하인 경우, 유지보수비용과의 상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주로 곡선내 주행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곡선반경이

1,000m~1,500m 사이인 경우의 유지보수비용 상관도가 가장 높았으며 500~1,500m를 함께 고려한 경우에는 비용 상관도가 낮

아짐을 알 수 있다.

3.2.3 종단경사에 의한 영향

선로내 종단경사와 유지보수비용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Fig. 6과 같다. 앞서 곡선반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로등급별 종

단경사의 현황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선로등급에 따른 비용계수는 따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궤도연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부 지역본부의 경우, 20‰ 이상인 종단경사가 없으므로 고려대상 7개 지역본부내 10‰ 이상의 종단경사의 연장과 모든 종단

Fig. 5. Track curve length – Maintenance cost(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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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선로의 합을 따로 고려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0‰ 이상의 종단경사 연장과 유지보수비용 사이에는 일정

부분 상관성이 있으나 본부내 전체 종단경사의 합을 고려하는 경우 상관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종단경사가 0이 아

닌 모든 선로의 길이와 유지보수비용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며 10‰ 이하의 종단경사는 유지보수비용 증가의 주요 요인이 아님

을 의미한다.

3.2.4 노후도

궤도의 노후도에 관한 통계자료는 10년 이하, 11~20년 이하, 21~30년 이하 및 30년 초과로 구분하여 취합하고 있다. 이중 경

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궤도연장은 전체의 49%에 달하며, 11~20년 이하인 궤도는 38%, 21~30년 이하인 궤도 8%, 30년을 초

과하는 궤도연장은 4% 수준으로 전체 궤도연장의 약 90%가 부설된지 20년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Fig. 7(a) 및 (b)에 나

Fig. 6. Track gradient length – Maintenance cost(Index).

Fig. 7. Track deterioration – Infrastructure maintenance cost(Index).



김인겸 · 이준석 · 최일윤 · 이후석

284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20권 제2호 (2017년 4월)

타낸 바와 같이 궤도의 노후도와 유지보수비용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후도가 20년이 넘는 경우를

포함하면 상관도는 일부 낮아지나 여전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노후도에 관계없이 Fig. 7(d)와 같이 전체 궤도연장과

비용간의 상관도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후도와 궤도연장 간에 특수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기 보다 노후도가 20년

이하인 궤도의 연장이 전체 연장의 약 90%에 달하고 있으며, 전 지역본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결국 궤도연장과 유지보수

비용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Fig. 7(d)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다. 결국 유지보수비용과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는 Fig. 3(a)에 나타낸 영업선상의 철도연장보다 실제 유지보수가 이루어 지는 궤도연장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궤도연장에 대해 선로 등급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Fig. 7의 상관도보다 좀 더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선로등급을 포함한 곡선반경, 종단경사 및 노후도를 함께 고려하여 다변항 회귀분석을 수행하면 통과톤수, 속도 및 궤도 마

모량 등과 관련한 유지보수비용의 변화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선로등급 및 기타 요

인들은 각 요인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회귀분석시 회귀계수의 분산을 크게 하므로 추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다중 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한다. 즉, 선로등급에 의한 선로의 연장과 곡선반경에 따른 곡선 연장간에는 상관성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선로의 연장이 길수록 곡선연장도 같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종단경사를 포함한 선로연장의 경우에도 선로등

급에 의한 선로연장과 비례하는 결과를 나타내므로 본 연구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으며 향후 구축될 철도시설 이력정보시스

템[30] 등에 의한 유지보수비용 분석시 궤도연장에 대한 선로등급을 고려한 곡선의 길이 및 종단경사 연장 등을 분리하여 고려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4 철도시설 유지보수비용 산정 모델

Table 7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른 회귀모델을 정리하였으며 선로등급 이외에 노후도, 선로등급,

곡선반경, 및 종단경사 등의 요인을 고려하였다. 이 중 경과연수 20년 이하인 궤도연장과 유지보수비용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

았으나 노후도에 의한 모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궤도연장에 따른 비용의 선형적 증가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용계수

를 반영한 철도연장 또는 궤도연장이 현재로선 유지보수비용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궤도연장별 선로등급

에 따른 비용계수를 반영할 경우 기존 철도연장에 따른 모델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유지보수비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비용 예측시 선형모델이 로그함수모델보다 상관도가 더 높게 계산되었으며 이는 본부별 관할 철도연장을 각각 고

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사례와 같이 유지보수 초기 투자비용의 영향을 고려하는 전체 철도연장 등의 모델을

고려하는 경우, 로그함수 모델이 더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7. Cost estimation model.

Variance Regression model R2 Remarks

Railway length
Linear y = 0.0078x - 01104 0.7372

Railway length
Logarithm y = 2.0519ln(x) - 9.3737 0.725

Track length
Linear y = 0.0037x + 0.066 0.8779

Track length
Logarithm y = 2.1716ln(x) - 11.42 0.9079

Line classification 
Linear y = 0.0085x + 0.0867 0.9065

Railway length
Logarithm y = 1.7816ln(x) - 7.4887 0.8571

Track curve length

(R=1,000~1,500m)

Linear y = 0.0428x + 0.7637 0.8178
Track length

Logarithm y = 1.3212ln(x) - 2.2386 0.7808

Track gradient length

(Above 10‰)

Linear y = 0.0085x + 0.3799 0.6917
Track length

Logarithm y = 1.4109ln(x) - 5.2735 0.6078

Track deterioration

(Under 20 years)

Linear y = 0.004x + 0.1704 0.9316
Track length

Logarithm y = 2.044ln(x) - 10.36 0.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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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보수비용 최적화를 위한 검측차 검측정보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비 산정을 위하여 UIC 714 및 UIC 715에 의한 통과톤수 및 이에 따른 선로

내 충격량과 비용계수 등의 고려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철도시설물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유지보수비 산정을 위해서는 유

지보수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로시설 뿐만 아니라 전기 및 신호분야의 시설물 상태를 파악하여 열화상태를 예측한

후 이를 비용과 연계하는 도구가 필요하며, 선로내 충격량 이외에도 궤도틀림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영향을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지보수비 산정모델에 종합검측차[31] 등에 의한 검측결과 및 열화예측식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

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UIC 715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종합검측차에 의한 궤도품질지수(TQI) 등 궤도틀림의 영향 및 전차

선 마모량 등의 요인과 유지보수비 간의 함수관계를 정립하여 TQI 등 각종 계측결과에 의한 열화도와 비용간의 경년변화를 함

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검측차에 의한 TQI 및 열화모형 등을 고려한 목적함수를 도입한 후 유지보수

와 관련한 전체 생애주기비용 (LCC)을 최적화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으며[32,33], 향후 유지보수비용 및 개량비용 모델에 있어

서 주요 변수로 입력되어 비용 최적화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검측차 검측데이터는 상태기반 유지보수(CBM)의 핵심정보로 사용되어 예방유지보수활동에 적용될 수 있으며 결국 전

체 유지보수비용의 절감과도 연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방유지보수 대비 사후유지보수(CM)의 비율을 약 8:2로 유지하는 경

우, 전체 유지보수 비용의 약 30%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6] 검측차 검측정보는 예방유지보수를 위한 전

제조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종합검측차 및 관련 이력정보시스템 등이 개발 중이므로 향후 이어지는 연구에서 관련 모델과

입력변수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결과가 제시될 예정이다.

5. 결 론

 국내 신규 철도노선의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수행하는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비 예측은 궤도연장 1km당 유지보수비를 기초

로 개략산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왔으나, 해외의 경우 열차 통과하중에 의한 선로의 충격량 및 궤도틀림 등 객관적인 변수와

등급별 비용계수를 사용하여 개선된 예측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에서 활용중인 유지보수비 예

측산식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해외에서 활용중인 유지보수비 산정방법을 함께 조사하였다. 이를 기초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비용 예측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선로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감안한 UIC 선로등급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와 함께 UIC

715의 비용계수를 적용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적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표성이 있는 7개 유지보수 지역본부의 2015년 비용

자료를 선정한 후, UIC 715에서 제시된 선로등급, 곡선반경, 종단경사 및 노후도와 유지보수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지역본부별 취약궤도 유지보수비 포함 유무가 철도연장 대비 유지보수 비용의 상관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결

과 취약궤도 유지보수비 포함시 비용 상관도가 높았으며, 단순 철도연장보다 UIC 715의 비용계수를 적용한 환산(가중) 철도연

장의 유지보수비 상관관계가 현저하였다. 따라서 향후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예측시 취약궤도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전체 유

지보수 직접비와 환산 철도연장 적용을 제안하였다.

- 곡선반경과 궤도연장과의 분석결과, 곡선반경이 1,000m~1,500m 사이인 경우가 유지보수비 상관성이 가장 현저하였다. 종

단경사의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0‰ 이상인 비교적 급경사 변수와 유지보수비는 선형적이나, 경사가 완만한 경우에

는 비용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노후도의 경우 경과연수가 20년 이하인 궤도연장과 유지보수비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우수하였지만, 이는 경과연수 20년 이

하의 궤도가 전체 연장의 약 90%에 달하며 전 지역본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결국 궤도연장과 유지보수비용 간의 상관관

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궤도연장과 유지보수비용간의 관계는 비용계수를 고려한 철도연장과 유지보수비용 수준의 상관관계

를 보여 비용예측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동시에 2가지 이상의 변수를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경우 변수간 다중 공선성이 확인되어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저하

하였다.

- 비용계수를 고려한 철도연장과 유지보수비용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궤도연장에 대해 선로등급 및 비용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상관도가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향후 이력관리시스템 등의 운영시 개선된 예측함수를 제안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역간, 궤도별 선로등급을 세분화하여 좀 더 정밀한 유지보수비 분석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검측차에 의

한 궤도품질지수(TQI) 및 전차선 마모량 등의 변수와 유지보수비 간의 함수관계를 정립하여 TQI 및 각종 계측결과에 의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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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와 비용간의 경년변화를 함수화하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궤도의 구름접촉피로 등 궤도

손상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예측식을 구성할 계획이며 기후 및 환경조건에 따른 비용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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