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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연해주에 위
치한 동해 연안의 최대 항구도시 겸 군항(軍港)이
다. 약 90만 명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이곳은 소
련 극동함대의 근거지였으며, 연해지방 최대 어업
기지이자 포경선·게 가공선·냉동선의 근거지이다.
겨울철에는 항구 안이 다소 결빙되지만, 쇄빙선을 사용함으로써 1년
내내 활동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시는 연해지방의 경제·문화의 중심

블라디보스토크 HISTORY

지이며, 극동과학센터·국립극동대학을 비롯하여 의학·미술·과학기
술·무역·수산 등의 여러 대학이 있다.

1856년 러시아인이 발견 그 후 항구와 도시의 건설 시작
1872년 니콜라옙스크의 군항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전

영화“태풍”속의

1890년대 무역항으로 크게 발전
1903년 시베리아 철도가 개통
1918년 봄부터 1922년까지 외국의 간섭군대에 점령
글 조수현

사진 최지혜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원조물자거래
2012년 APEC 정상회담 개최지

■

반짝이는 동방의 진주
러시아어로‘지배하다’
는 뜻의 블라디,‘동쪽’
이라는 의미의 보

스토크가 만나‘동방을 지배하라’
는 뜻의 블라디보스토크는 1856년 러
시아인에 의해 발견되었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 필요했던 러
시아는 동방정책 일환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항구도시로의 계획을 통
해 건설하기 시작했다.
1872년 니콜라예프스크에 있던 러시아 극동함대를 블라디보스토크로 옮
겨 군항으로 발돋움한 것을 시작으로, 1890년대에는 무역항으로서 명성
을 떨치며 동해 연안의 최대 항구도시이자 군항으로 발전했다.
과거 번영했던 무역항은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약 90km 동쪽으로
떨어진 지점에 신설된 나홋카항으로 옮겨져 무역항으로서의 명성은 다
소 퇴색되었지만 여전히 군항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방을 지배하고 있다.
도시 곳곳 채색된 파스텔 톤 건물들과 푸른 동해 연안의 절경이 어우러져
숨 쉬고 있는 치명적 매력을 가진 도시 블라디보스토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오늘도 반짝 반짝 빛나고 있는 동방의 진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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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꾸어봤을 낭만적인 코스의 시작,
그곳이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이다.

03

01

■

TSR 시작과 끝 블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 동쪽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하여 시베

■

영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리아 서쪽 모스크바까지 운행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Trans Siberian Railway)는 경부선 편도 거리의 20

블라디보스토크를 배경으로 전개 되는 영

배, 지구 둘레의 4분의 1에 버금가는 거리인 약 9288km라

화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한국영화는 바로 150억의

는 실로 어마어마한 거리를 달린다. 거쳐 가는 주요역만 60

제작비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켰던 곽경택 감독의

여개, 달리는 동안 표준시는 7번이나 바뀌는 세계에서 가장

영화‘태풍’
이 아닐까? 이 영화는 과거 우리 선조들

긴 철도이다.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

의 아픈 상처가 묻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개

꾸어봤을 낭만적인 코스의 시작, 그곳이 바로 블라디보스토

되는 현재의 또 다른 아픔, 분단 현실을 소재로 보는

크이다.

내내 우리 마음을 먹먹하게 한다.
02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은 1891년 시작되었다. 당시 23세였
던 황태자이자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로 남은 니콜라이 2세를

나 TSR
01. 블라디보스토크역 대합실 내부 전경 02. 시베리아로 떠는

영화는 해군 UDT 대위 강세종(이정재)이 미국 선박

中 한 장면 04. 블라디보스토크역 플랫폼
03. 영화“태풍”

을 기습해서 군사물품을 강탈하는 해적 씬(장동건)

시베리아횡단철도 위원회(The Committee of the Siberian

을 잡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차출되며 시작된

Railroad)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당시 재무장관으로 취임한 위테는 유럽에서 제공받은 차관을 이용해 철도

다. 씬(Sin)이라 불리는 최명신은 어린 시절 가족과

건설을 강행했는데 이는 아시아로 상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얻고 그 이익으로 차관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

함께 탈북했으나 남한 정부의 입국 거절로 누나 최

생각했기 때문이다. 1903년 첼리비야빈스키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철도가 완공되었고 1916년 최종

명주(이미연)와 단 둘이 살아남아 가족의 복수를 위

완성되었다. 이는 착공 25년만의 일이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완성과 함께 지구 최대 자원의 보고 시베리

해 남한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는 인물이다. 이를 막

아는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다. 철로를 따라 인구 유입이 촉진돼 잇따라 대도시가 등장했고, 대학. 도서

기 위해 강세종은 타이와 한국을 넘나들며 숨 가쁘

관, 극장 등이 들어서며 블라디보스토크는 문화대변혁을 맞이하게 된다.

게 씬을 쫓는다. 그리고 두 남자 사이에는 최명주라
는 여자가 있다. 동생 씬을 잃어버리고 러시아로 흘

■

러들어온 그녀는 몸을 팔며 살아가다 약물중독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역은 17C를 입는다

망가져버리는 인물이다. 서로의 자취를 쫓던 두 남

러시아 건축양식을 가장 잘 보여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역은 1907년 코발로프

자는 명주의 그림자를 찾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모여

(Kovalov)에 의해 설계되어 건설하기 시작하여 1912년 완공되었다. 17세기 러시아의 건축양식을 충실히 이행하

든다. 영화 속 블라디보스토크는 상처 입은 영혼이

여 지어진 이 역은 엷은 녹색의 기품 있는 건축물로 당시 제정러시아 시대의 영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머무는 공간이자 주인공들을 이어주는 공간으로 그

오랜 역사와 명성에 비해 역의 규모가 크지 않고 소박한 블라디보스토크역은 현대화로 물들어가는 요즘 시

려진다.

대를 거스르기라도 하는 듯 고전적인 미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역

영화 속 명장면 중 으뜸은 바로 육교에서 마주 선 두

안에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역 대합실 천장에 그려져 있는 천장화다. 천장에는 시베리아 횡단

주인공의 모습이다. 영화 개봉 이 후 이 장면의 촬영

열차의 시발점 블라디보스토크와 도착점 모스크바의 풍경이 상징물들로 표현되어 나란히 그려져 있다. 블라

지인 블라디보스톡역 앞 육교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디보스토크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처럼 인내를 가지고 레이스를 펼치는 여행자들이 꼭 한번 경험하고픈 시베

방문하는 한국인이라면 한번쯤 가보아야 할 명소가

리아 횡단 열차에 몸을 싣기 위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성지와 같은 곳이다.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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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철도기술을 말하다

■

1차원 기차의 숙명
1801년 트레비식(R. Trevithick)에 의해 태어난 철도는 레일 위를 달릴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었다. 인류가 이용하는 모든 대중 교통수단에서 기차는 유일하게 앞뒤로 밖에 움직일 수 없
는 전형적인 1차원 교통수단이다. 자동차의 경우 직선 도로를 따라 움직이는 1차원 교통수단처럼 보
이지만 사실은 옆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좌우회전을 할 수 있기에 1.5차원 교통수단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철도는 선로를 변경하기 어려워 자동차에 비해 자유도가 작다. 이와 달리
배는 정해진 선로가 없이 자유롭게 전후좌우를 움직일 수 있어 2차원, 항공기의 경우에는 전후좌우와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3차원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차원 즉 자유도에 따라 교통수단
을 구분해 보면 왜 자동차가 가장 사고가 빈번한지 쉽게 알 수 있다.
비행기의 경우에는 거의 충돌이나 추돌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비행기의 수가 자동차
에 비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유도가 커 충돌사고의 비율이 낮은 것이다.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
서는 다른 비행기와 동일한 공간상에서 위치(x, y, z축 상에서 거리)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행기 조종사는 사고를 피할 수 있는 3가지 차원의 자유도를 가진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편도 1차선
의 도로에서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2가지(전후), 2차선 이상인 경우에는 4가지(전후좌우)의 자유도
밖에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도를 실제 도로에서 모두 사용하기는 어렵다. 1차선 도로에
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면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야 하며, 후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차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1차선 선로에서 속도의 변화를 통해서 선행 기차와의 간격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기차는 이러한 자유도조차도 제동거리가 길어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 영화 속에서 기차선로
위에 자동차나 사람이 있을 때 기관사가 급하게 경적을 울리는 것은 기차가 지금부터 정지해도 충돌
을 피하기 어려우니 선로에서 신속하게 비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차는 자동차에 비해 제동거리
가 길고 선로 변경이 어려워 사실상 운행에 있어 기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는 많지 않다.

정확하게 달린다
글 최원석 과학칼럼니스트 일러스트 이상욱

영화 <라이터를 켜라>에서 양철곤(차승원 분)은 박용갑 국회의원(박영규 분)의 선거운동을 도와
주고 돈을 받기로 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당선 된 박용갑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양철곤은
부하들과 함께 부산으로 가는 새마을호 열차를 탈취하여 인질극을 벌인다. 고속으로 달리고 있
는 열차에 경찰 특공대의 투입도 어려운 상황에서 라이터 한 개를 돌려받기 위해 허봉구(김승
우 분)가 악당을 보기 좋게 물리친다. UDT도 울고 갈 한 영웅적인 예비군의 활약이 있었기에
범인들을 모두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 폭주하고 있는 기차를 제어하기 위해 상
황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여 사고를 막지 않았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이 사
고를 막고 정확하게 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열차제어시스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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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철도기술을 말하다

■

우리의 장점을 살려라
제동거리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1초에 80m 이상 달리는 고속열차의 경

우 더 이상 사람의 감각이나 경험에 의존해 운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빠른 속도의 고속열차를 안전
하고 정확하게 운행하기 위해 ATC 장치는 물론 연동장치 및 열차집중제어장치(CTC)가 상호 정확하
게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장치들이 관제실에서 통제되고 감시 되어야 한다. 관제실
에는 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의 차축온도, 레일 위에 토사나 낙석의 낙하, 강우나 폭설 등의 여러 가
지 데이터를 철로 주변에 설치된 검지 장치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여 열차를 제어하게 된다.
고속열차는 선로 주변의 신호시설에서 오는 신호에만 의존하는 반면 무선통신 운행정보는 신호시설
에 의한 정보보다 훨씬 정확하다. 신호시설은 모든 선로에 짧은 구역마다 설치할 수 없지만 무선통신
은 0.5초의 짧은 시간마다 정보를 확인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차의 순간
속도 정보와 함께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전송받게 되면 선행 열차와 후행 열차 간의 간격도 정확하게

■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수송 밀도가 높아지게 되며, 열차는 더욱 정확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즉 선

단점이 장점인 기차

행열차와 후행열차의 상대속도 값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간격에 정보를 주고받을수록 더

1차원 레일을 달릴 수밖에 없는 기차의 운명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열차제어

욱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시스템 덕분이다. 기차의 자유도가 적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운행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적어 정확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그리고 기관사의 자유도가 적다는 것은 다른 교통수

컴퓨터와 통신기술에 있어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최고의 기술

단 보다 무인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기 수월하다는 의미도 있다. 시간표(Time table)라는 말이 기차에

력을 활용하게 되면 열차제어시스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차는 시각표에 의해 다른 어떤 교통수단 보다 정확하게 운행

HBTC(Human Based Train Control)에서 TBTC(Track-circuit Based Train Control)를 거쳐 이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교통수단을 통틀어 기후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정확하게 운

젠 CBTC(Communication Based Train Control)로 열차제어기술은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차인 것이다. 도로교통에서도 기차의 이러한 장점을 본 받아 자동차의 자

명의 기관사의 주의력을 보완하기 위해 2인승 수동 운행을 했던 것이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철도와 결

유도를 줄여 차량을 블록 형태로 운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기차가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운행된

합하여 완전무인운전의 형태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차간의 짧은 시격으로 인해 철도 용량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 증대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비용과 환경보호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결국 열차제어시스템의

물론 기차가 처음부터 안전하고 정확했던 것은 아니다. 기차가 6~16km/h로 달렸던 초창기에는 기

이러한 변화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도 잘 부합하는 것이다.

관사의 주의력만으로도 큰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속도가 향상되어 48km/h에 도달하자
기차보다 선행하는 기마수의 적색 신호 깃발과 같은 신호체계가 필요했고, 이를 체계화시킨 것이 자
동차 신호등과 같이 색깔이나 소리, 모양 등을 이용한 신호기였다. 이러한 신호체계와 아울러 열차의
추돌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간(폐색) 사이에는 한 대의 열차만 운행해야 한다. 전신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열차를 운행했는데, 선행 열차가 고장이라도 일으키면 이러한 사
실을 알 수 없었던 후행 열차와 종종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통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지 않고 일정한 거리 간격을 두고 열차를 운행하는 공간 간격법이 사용된다. 이렇게 일정한 간
격을 유지하면서 기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장비가 바로 열차제어 시스템이
다. 초기에 등장한 시스템은 기관사의 불완전한 요소를 보완하여 기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한
자동열차정지장치(ATS)였다.
오늘날에는 자동열차제어장치(ATC시스템)를 도입하여 제한 속도를 넘어가면 자동으로 열차가 제어
된다. 여기에 무인자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자동열차운행장치(ATO시스템)도 있으며, 열차종
합운행제어장치(TTC시스템)의 도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다.
TTC는 원격제어장치를 통해 관제사가 열차의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신호기를 통해 운전조건을 기관
사에게 지시하는 방식이다. 관제실에서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하고 진로설정을 간소화
하여 열차운행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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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the Rail

세계중심에
우뚝 설
한국철도를
말하다

■

2011년 신묘년(辛卯年) 토끼의 해가 밝았다.
2011년을 맞이하는 그의 각오는 여느 때와 다르게 비
장하다.“2012년은 한국철도공사의 만년 영업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원년의 해입니다. 2012년이 1
년여 남짓 남은 지금은 여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로 저
희 한국철도공사는 작년부터 전사적으로 GLORY운

저의 목표와 꿈은
치열한 세계고속철도시장에서

글 이미희 사진 김택용

동(Green Life of Railway Yearning)을 추진하며 영
업흑자 전환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내부적으로도 생산성향상 운동을 펼쳤고 전년 대비 철

일본, 프랑스 등 전통적 기술력이 강한

도이용률이 20% 증가해 적자의 폭을 크게 감소시킬

경쟁국을 제치고

수 있었습니다.”영업흑자로의 전환은 앞으로 한국철

대한민국이 고속철도시장의 주역이
되어 수주를 맡는 것 입니다
■

꿈을 싣고 달리는 철도

철도, 너는 내 운명

도 발전에 날개를 달아 줄 중요한 사안이다. 기술본부
장인 그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앞으로
더욱 비상하는 한국철도의 세계적 위상을 꿈꾸는 그는
철도발전의 경쟁력은 결국 기술력에 따라 좌우 된다고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 강병수 본부장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 한 뒤 한국철도의 발전을 위해 한국

이야기한다.

■

이심전심[以心傳心] 불가능이란 없다

철도공사에 몸담고 있는 특이한 이력을 지녔다. 하지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한뒤 대전정비단을 거쳐

현재 우리나라는 300Km/h급의 KTX 산천을 제작할

만 그에게 이러한 이력은 전혀 특이할 것이 없다. 그는

영주차량사업소장으로서 현장관리에 열중하며 꿈같은

수 있을 만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애초부터 준비된 철도인이였기 때문이다.“저는 평소

나날을 보내던 2000년 4월 어느 날 영주차량소장으로

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엄청난 속도로 부상하고

자동차는 속도의 한계, 도로의 한계, 안전의 한계, 에

근무하던 중 부산정비단 동력차국장으로 발령을 받게

있는 중국의 철도기술을 견제하고 전통적으로 강한

너지와 환경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철도는 이러한

된다. 새로운 만남과 업무에 대한 설렘을 안고 도착한

일본, 프랑스, 독일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한계를 넘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원이라고 생각하였습

부산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阿鼻叫喚)이였다. 당

산학연 및 정부의 공동협력 체제구축을 이루고 한국철

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도로교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 부산정비단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세 차례의

도공사 내부 기술개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고객의 안전 또한 보장할 한국철도 발전에 이바지 할

집회, 단장실 수시점거, 굴뚝고공농성 등… 노경간의

하고 있다.“저의 목표와 꿈은 치열한 세계고속철도시

날을 꿈꾸어왔습니다.”철도를 향한 열정과 갈망을 잠

극한의 갈등과 대립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강병수 본

장에서 일본, 프랑스 등 전통적 기술력이 강한 경쟁국

시 접어두고 과학기술부 재직 중이던 1990년대 중반

부장은 하루빨리 노경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태를 진

을 제치고 대한민국이 고속철도시장의 주역이 되어 수

어느 날 프랑스 출장에서 마주한 프랑스의 고속철도

정시켜야 했다. 사태 진정을 위해 고심하던 그가 선택

주를 맡는 것 입니다. 또한, 고속철도기술력의 발전과

TGV(Train a Grand Vitesse)의 속도와 편리성은 그

한 방법은 바로‘이심전심’
이였다.‘진심은 통하게 되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량을 비롯한 각종설비

의 가슴 한 편 묻어두었던 철도에 대한 열정의 불씨를

어있다’
고 믿는 그의 신념을 바탕으로 그는 매일같이

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하는데 있다 생각하고 차량, 전

었던 것은 철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국가적

지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다시 되살아난 철도에 대

직원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했고 많은 시간과 많은

기, 시설 등 기술분야가 고품질의 인터페이스가 유지

지원과 더불어 한국철도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 열망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다. 그의 열정과 갈망을

대화를 통해 노경간의 대립은 완화 되어갔다. 100여일

되도록 고장제도를 통한 고객 안전확보에 힘쓰겠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해 온 직원들이 있었기

하늘도 아셨을까? 그에게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

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부산정비단의 사태는 봄 날 눈

다짐하는 그의 다부진 각오와 결의에 찬 눈에서 한국

왔다. 1998년 과학기술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그 시절.

녹듯 사라졌다.“힘든 시기에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철도에 대한 사랑과 희망찬 미래의 단상을 보았다.

당시 우리나라 고속철도건설이 한창이었다. 철도청에

부산정비단 직원들은 저에게 남다른 분들입니다. 직원

서 인력보강을 위해 4급기술직 공모를 시행했고, 그

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하는지를

소식을 접한 강병수 본부장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공

배울 수 있게 해주었고, 사태가 진정된 후로 3년이라

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강병수 본부장을 봄

모에 지원하게 된다. 그렇게 강병수 본부장과 철도와

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나눈 시간들은 무엇보다 소중

이 오는 길목에서 마주했다.

의 인연은 오랜 시간을 돌아 시작되었다.

한 직원들과의 추억입니다”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

강병수 본부장
우리나라 철도의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

때문이라 말하는 그는 기술의 발전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 말한다. 사람을 향하는 한국 철
도기술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지금 순간에도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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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

동력의 발전, 속력과 수송능력 증가에 기여
그렇다면 열차의 속력과 수송능력의 발전은 어디에서부터 혹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그 시작점 중 하나는‘동력의 발전’
이 아닐까 한다. 우리도 익히 알고 있듯 열차의 속력과 수송능력의 괄목
한 발전이 있기 전에는 항상 동력의 발전이 선행됐었다. 앞서 언급한 증기기관차 역시 증기기관의 발명 없
이 개발되기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사람과 물자의 이동시간을‘혁명적으로’단축하며
주목 받았던 증기기관차는 가속성이 떨어지는데다 매연을 뿜어내고 차량운행 시 많은 인력을 소모하는 결
점이 있었다.
이 결점을 어느 정도 해결한 것이 바로 디젤기관차였다. 다시 말해 디젤기관이 더 빠르고 더 힘이 좋은 열차
의 탄생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역사는 디젤기관차 시대를 맞게 되었고, 증기기관차는 역사의
저편으로 저물어 갔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그것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 때문
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열차의 속력과 수송능력에서 증기기관차와 디젤기관차가 괄목할만한 차이를 지

글 정혜원 과학칼럼니스트

니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은 증기기관과 디젤기관이라는 동력의 차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증기기관차를 처음 발명한 리처드 트레비틱이 아닌 조지 스티븐슨

한편 디젤기관차가 발명된 때와 비슷한 즈음에, 전기열차도 같이 연구되고 발명되었다. 전기기관차는 1837

을‘증기기관차의 아버지’
라 부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속력

년 로퍼트 데이비슨이 전지로 움직이는 열차를 개발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전지로 열차를 움직이기에는 한계

과 수송능력이 리처드 트레비틱의 그것보다 탁월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가 있었으므로 당시에는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열차가 그 발전을 주춤하는 사이 자동차, 비

열차의 역사는 그 속력과 수송능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으

행기는 발전을 거듭해 열차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랬던 전기기관차는 나날이 혁신하여 현재
시속 300km 이상을 내는 고속열차의 토대가 되었다. 고속열차의 동력 역시 전기기관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

며, 이러한 열차의 발전이 있기 전에는 항상 동력의 발전이 선행됐다.

불어 고속열차는 그간 자동차, 비행기에 밀려 세간의 관심에서 밀려 났던 열차를 다시 주목 받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고속열차의 속력과 이에 따른 수송능력 증가 때문이니 열차가 발전함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 받게
되는 것 역시 속력과 수송능력 증가임을 누가 의심이야 하겠는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기 그 이상의 동력,
이를테면 자기력과 같은 동력이 현재의 전기기관 그 이상의 속력과 수송능력을‘현실적으로’담보할 수 있다
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열차 발전과 기능을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

동력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된 열차의 역사
■

즐거운 변화를 가져올 힘, 열차

열차의 역사는 그 속력과 수송능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다. 그래야 인정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첫 열차는 1804년 리처드 트레비틱에 의해 탄생한 시속 4마일의 증기기관차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열차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력과 수송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십여 년 전
만 해도 우리는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에 주파하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경부선 개통 당시 서울~부

어찌된 일인지 당시 리처드 트레비틱의 증기기관차는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산 간 운행시간은 17시간이었다. 하지만 2004년 4월 서울~대구 간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시속 300km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로 열차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서울~부산 간을 2시간 40분만에 주파함으로써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을
‘증기기관차의 아버지’
라 부르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을 것

모시키는 결과를 이뤄낸 바 있다.

같다. 증기기관차를 처음 발명한 리처드 트레비틱이 아닌 그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에서 말이다.

또한 정부의 계획처럼 열차, 즉 KTX를 통해 지역거점이 연결되고 이 지역거점들이 육성되어 실질적인 지역

조지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차는 리처드 트레비틱의 그것과는 달리 약 90t의 객·화차를 견인하면서도 시속

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실현 된다면 열

16km의 속도를 주파했다. 말과 마차가 주요 이동수단이던 당시, 사람과 물자의 이동시간을‘혁명적으로’단

차가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구조를 바로잡고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의 축이 될 수도 있다. 먼

축하며 그 속력과 수송능력을 증명했던 것이다. 이로써 열차란 그 출발부터 그 속력과 수송능력이 의미 있는

미래 혹은 가까운 미래에 열차가 지니게 될 속력과 수송능력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자. 이와 함

발전을 이뤄야 비로소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임이 증명된 것이 아닐까 한다.

께 그 변화를 가져올 동력의 발전도 지켜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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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01

EMU 철도차량의
LCC(Life Cycle Cost) 분석
EMU 철도차량의 LCC(Life Cycle Cost) 분석

·궤도 자산관리를 위한 LCC분석기법 적용 방안

·차량 LCC분석

·궤도 LCC분석에서의 핵심적인 설계변수의 민감도 검토

·효율적인 철도교량 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비용(LCC) 산정
전략

·LCC분석에서 기능 내재화 방안

을 가지고 있다. 철도차량 생애주기비용과 상호 연계되는 분야는
신뢰성, 유지보수 비용, 비용분석, 시설장비의 최적화, 예비품 수
량최적화 등과 관련이 있다, 즉 철도차량의 기획에서 폐기까지
철도차량에 소요되는 전 분야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애주기비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각 기관에 따라 시

박수명 차장Ⅰ한국철도공사 연구원 경영연구처(smartdaddy@korail.com)

각이 다양하다. 차량제작업자의 입장에서는 투자비용에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어 철도차량구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게 보
이기를 원할 것이고,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순(純)원가개

1. 서론

의 측면에서는 운영회사에 손실이 되는 부분이 없다는 부분을 증

념에서 접근하므로 가능한 조직의 비용이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철도차량은 운영회사 입장에서 많은 고정비용적인 요인으로 작

명하기 위해 LCC분석이 활용되었다.

산정하여, 조직 외부에 우리조직은 비용을 적게 사용하는 기관이

용하고 있어 철도차량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위해

기존의 연구사례를 보면 국내에서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포스코

라는 것을 표출하고 싶어할 것이다.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enance Safety)의 도입

의 위탁연구과제로 철도운영자의 측면에서 모든 비용을 고려하

이 연구에서는 원가 개념의 측면에서 차량구입가격(A)＋차량유

을 통해 철도차량에 대한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 및 안정성을

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제작자의 측면에서 로템이 UNIFE 기법

지보수비용(B)＋운영비(C)＋기타비용(D)으로 구분하고 LCC의

확보하면서 비용 절감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제작회사 입장에

으로 신규 EMU차량의 생애주기비용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 외

검토에 있어서 평균금리와 물가를 고려하여 순현재가치(NPV)를

서는 이용승객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야 하고, 신기술의 도입을

국에서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철도운영자와 철도제작자의 관점이

산정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통계 가능한 한국은

통한 제작회사의 자체 기술의 향상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한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철도차량의 안전성 측

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금리 인상율은 평균 6.95%이고 평균소비

고객회사인 철도운영회사의 요구에 맞춰 가격을 설정해야 하는

면에서 정부규제가 존재하는 국가는 없었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자 물가인상율은 2.95%로 discount rate를 4%로 LCC를 분석

어려움이 있다, 정부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규

만 보더라도, 국내의 철도안전법 37조와 같은 법률에 의한 규제

하였다.

제를 해야 하는 서로의 입장에서 상충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보다는 운영회사에 의한 자율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고, 철도운

있다.

영사의 측면에서는 고객만족의 강화를 위해 많은 고객이 이용하

이런 상충적인 측면에서 각자의 경제성 분석의 일환으로 제기되

는 고속철도차량과 수도권을 운행하는 EMU 차량에 대해서는 짧

는 이론이 LCC(Life Cycle Cost)이다. 운영회사는 유지보수 비

은 life cycle을 유지하고 기관차나 지역 차량은 길게 사용하고

용과 차량구매 비용의 비교 대상으로서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

있는 추세이다.

서 차량의 수명을 계산하여 고장 횟수와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본 연구에서는 VVVF EMU차량을 대상으로 철도운영자의 측면

bathtub곡선에서 상징하는 바와 같이 장기간의 사용에 따른 잦

에서 아래의 bathtub 곡선이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시간에

은 고장으로 많은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많은 차량의 운

따른 고장의 발생이 늘어나는 지점에서의 비용을 계산하여 차량

행이 수입을 담보하지 않고 많은 비용으로 연결되어 어느 기간

의 유지보수와 신규구입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그림 3> 최근 13년간 금리와 인플레이션

<표 1> LCC 구성요소
구성요소
차량구입가격(A)

사용한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차량 유지

고 판단되는 시점이 차량의 수명주기가 될 것이다. UNIFE나 로
템과 같은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차량가격

2. 생애주기비용(LCC)이란?

의 상승은 불가피하여 수요자인 철도운영회사를 설득하기 위한

2.1 개념

방편으로 신기술의 도입으로 철도차량의 가격은 인상되었으나

수명주기비용에는 투자비용, 유지보수비용, 운영비용, 종료비용

유지보수 비용을 대폭 낮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애주기비용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그림 2> 철도차량의 생애주기

보수 비용
<그림 1> 철도차량의 생애특성곡선(Bathtub 곡선)

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최적화와 깊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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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기타 경비

항목

재료비 인건비

차량가격, 부품 검사장비 등 비용

○

예방정비

일상/월상 및 중수선 등 정비비용

○

○

수리정비

운영중 발생하는 고장수리 비용

○

○

○

○

수명교체(TBO) 부품수명 도래시 신규부품 교체비용
동력비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동력

선로사용료

선로사용료 비용부담

○

○

세척청소

차량세척 및 청소와 관련된 비용

○

○

기지운영

기지 운영비용/설비 운영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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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철도차량의 연식에 따른 고장증가나 도입초기 고장 등

하여 산정하는 것이 정확하나 코레일의 원가산정을 위한 ERP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검증은 데이터의 부족에 의해 어려워 추

스템이 정착된 지가 2년 밖에 되지 않아 그 이전의 원가계산이
불가능하여 검수비용을 유추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후 연구에서 보충하고자 한다

즉 VVVF형 전동차중에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도입된 차량의
차호를 확인하여 차령별 검수원가를 산정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3. VVVF 전동차 차량의 LCC 분석

사용해서 2008년 검수원가를 기준으로 했다.

3.1 개요

<그림 4> LCC 비용 구성항목

2.2 철도차량 고장분석

LCC 비용은 초기 차량구입비에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일

3.3 유지보수비 집행현황

정 운영율이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동력비와 선로사용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레일의 ERP시스템이 구축된지 얼

료를 포함하고 현 철도안전법상 25년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 정

마되지 않아 2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량의 LCC를 분석해

밀진단을 받기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처분시 소요되는 비용

야 하는 측면이 있으나 1편성의 차량을 기준으로 15년을 분석한

을 모두 합한 금액을 철도차량 생애주기비용(LCC)라고 한다. 위

것과 위의 유지보수 비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의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차량을 장기간 사용하면 차량의

2008년 운행시점에서 3년,6년 검수에 포함된 차량은 유지보수

철도차량을 오래사용하면 당연히 노후화에 의한 고장의 발생은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여 차량의 신규 구입이 더 유리한 시점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위의 <표 5>에서 파란색 음영을 표시

필연적이다, 고장의 분석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정기 검수중에 교

발생되고 이 시점을 차량의 폐차시점으로 보고 그 기간동안 총

한 차량이 3Y, 분홍색 음영이 6Y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

체한 내용을 기준으로 노후에 의한 차량고장을 분석하는 것이 당

소요비용으로 산정하고자 한다.

료를 활용하여 유지보수비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연하나 최근에야 검수작업이 전산화되어 모든 자료를 포함하고

<표 5> 차령별 실제 유지보수비
2008년 산정값
차령

유지보수비

차령

유지보수비

차령

유지보수비

1(2007) 302,296,000 5(2003) 302,890,000 11(1997) 297,754,000
2(2006) 285,060,000 6(2002) 1,431,772,000 12(1996) 297,534,000
3(2005) 318,460,000 9(1999) 433,348,000 14(1994) 469,582,000
4(2004) 634,115,000 10(1998) 323,225,000 15(1993) 364,082,000

<그림 6> 차령별 실제 유지보수비

위의 <표 5>에 의하면, 편성당 평균 1년간 유지보수 비용은 약 4

있지 않아, 지난 10년간의 운행중 사고로 잡힌 고장데이터가 있어

3.2 LCC 평가기준 및 방법

이것을 바탕으로 차량의 고장유형과 고장건수를 검토하였다.

LCC 계산을 위해서는 한 차호를 정해서 25년간 총비용을 계산

억 6,300만원이나 2008년 3년, 6년를 제외한 차량의 평균 비용
은 약 3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10량 1편성이므로 1량당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당해 연도에 중수선이 들어간 차량
의 검수비용이 1억 4,300만원 정도 더 소요됨을 알 수 있다.

<표 2> 연도별 고장건수

3.4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생애주기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연간 검수원가의 정확한 계산
이 중요하나 간접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각 편성의 뚜렷한
차이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3Y, 6Y의 정기검수를 시행한 차량은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직접비의 성격이 강한 재료비가 많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대상

건수

26

25

20

19

18

11

26

18

17

13

4

197

차호를 중심으로 신규차량, 3Y, 6Y완료차량을 중심으로 중심값
을 잡고 1개 차량이 신규도입에서 현재 철도안전법상의 물리적

※ 88건 저항제어차량

사용한계인 25년까지 3Y 4회, 6Y 4회의 정기검수를 시행중이

<표 3> LCC 대상차량의 고장건수
도입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계

차호

2030

2049

2054

5001

5007

5028

2077

5045

5057

5065

5067

5087

12편성

고장건수

1

0

0

1

3

0

1

1

1

0

1

0

9건

므로 인버터 전동차의 1993년 신규도입차량을 중심으로 2008
년까지는 관련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2016년까지 추정하
여 계산하였다. 비용계산에 있어서는 지난 13년간의 한국은행
통계값을 따라 현재가치의 산정을 위해 과거 자료 구입가격에
대해서는 NFV 4%를 적용하여 2008년의 가치를 산정하고, 그

<표 4> LCC 분석대상 차호

외의 과거의 데이터는 2008년의 값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그대

도입년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차호

2030

2049

2054

5001

5007

5028

2077

5045

5057

5065

5067

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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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정하고 2009년 이후의 값에 대해서는 NFV의 값을 적용하
<그림 5> 대상차량 검수실적

여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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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차량 검수실적
차호

2030

일자

06.07.14

검종

6Y

4. 결론

2049

2054

08.05.09 06.06.30
6Y

6Y

2077

5001

5007

5028

5045

5057

5065

5067

5087

93년 구입당시 10량 1편성의 차량가격은 69억 5,000천만원이나

08.12.23

09.02.25

07.01.19

07.12.03

입창중

07.12.14

08.08.07

신조

신조

2008년 가격으로 현가화했을 때 120억원 정도 되고 연간 유지

3Y

6Y

3Y

3Y

6Y

3Y

3Y

05.12

06.12

보수 비용을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2008년 자료를 바탕으로 산
정하였으므로 2008년까지는 그대로 산정하고 2009년 이후의
자료는 2008년으로 현가화하기 위해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표 7> 인버터전동차 LCC분석
차
령

연도

(단위 : 원)
예산항목(2008년 기준)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적용율 : 4 %
기타

신규(1993.11)

연간 총계

4%를 적용하여 현가화하여 계산했을 때 연평균 비용은 9억
9,875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운

연간누적비용 NPV, NFV 적용

6,950,000,000 6,950,000,000 12,035,151,310

영자 중심으로 수도권전동차량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
므로 일반적으로 LCC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연구개발 비용 등

1

1994

166,429,522

5,521,762

2,197,188

25,740,358

25,106,387

224,995,217

224,995,217

224,995,217

2

1995

145,650,449

16,594,133

4,759,398

28,598,061

18,158,557

213,760,598

213,760,598

213,760,598

이 빠져있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LCC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운영

3

1996

333,784,187

59,779,696

67,742,619

235,480,112

66,407,557

763,194,171

763,194,171

763,194,171

자 측면에서 차량구입에서부터 차령별 유지보수비를 산정하여

4

1997

135,751,116

33,419,007

664,067

20,803,912

19,767,438

210,405,540

210,405,540

210,405,540

어느 시점을 내구연한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느냐를 검토한 결과

5

1998

160,104,377

11,620,335

2,597,530

24,633,799

25,229,470

224,185,511

224,185,511

224,185,511

경제적 내구연한의 설정이 본 연구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

6

1999

283,204,126

346,789,004

60,978,587

166,909,450

52,510,399

910,391,566

910,391,566

910,391,566

7

2000

296,205,456

70,326,955

50,108,547

91,308,206

41,596,342

549,545,506

549,545,506

549,545,506

8

2001

265,710,977

48,717,070

52,419,389

135,637,067

51,982,244

554,466,747

554,466,747

554,466,747

지보수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신규차량을 구매하여 운영하는

9

2002

333,784,187

59,779,696

67,742,619

235,480,112

66,407,557

763,194,171

763,194,171

763,194,171

것이 전체적인 금액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데

10

2003

166,429,522

5,521,762

2,197,188

25,740,358

25,106,387

224,995,217

224,995,217

224,995,217

본 연구결과 차령의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가 크지

11

2004

145,650,449

16,594,133

4,759,398

28,598,061

18,158,557

213,760,598

213,760,598

213,760,598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승객 쾌적성 및 안전성의 측면

12

2005

333,784,187

59,779,696

67,742,619

235,480,112

66,407,557

763,194,171

763,194,171

763,194,171

13

2006

135,751,116

33,419,007

664,067

20,803,912

19,767,438

210,405,540

210,405,540

210,405,540
224,185,511

었다. 즉 경제적 내구연한을 설정하는 이유는 노후된 차량이 유

에서 일정한 시점에서 차량의 내구연한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14

2007

160,104,377

11,620,335

2,597,530

24,633,799

25,229,470

224,185,511

224,185,511

15

2008

283,204,126

346,789,004

60,978,587

166,909,450

52,510,399

910,391,566

910,391,566

910,391,56

16

2009

296,205,456

70,326,955

50,108,547

91,308,206

41,596,342

549,545,506

549,545,506

549,545,506

17

2010

265,710,977

48,717,070

52,419,389

135,637,067

51,982,244

554,466,747

554,466,747

576,645,417

18

2011

333,784,187

59,779,696

67,742,619

235,480,112

66,407,557

763,194,171

763,194,171

825,470,815

1. 코레일, 경영성적보고서 (1991~2008)
2. 박종목, 김필환, 이종권 (1997),“전동차 수명주기 비용에 대한

19

2012

166,429,522

5,521,762

2,197,188

25,740,358

25,106,387

224,995,217

224,995,217

253,089,019

20

2013

145,650,449

16,594,133

4,759,398

28,598,061

18,158,557

213,760,598

213,760,598

250,069,665

21

2014

333,784,187

59,779,696

67,742,619

235,480,112

66,407,557

763,194,171

763,194,171

928,542,403

22

2015

135,751,116

33,419,007

664,067

20,803,912

19,767,438

210,405,540

210,405,540

266,230,131

23

2016

160,104,377

11,620,335

2,597,530

24,633,799

25,229,470

224,185,511

224,185,511

295,012,838

24

2017

283,204,126

346,789,004

60,978,587

166,909,450

52,510,399

910,391,566

910,391,566

1,245,933,721

25

2018

296,205,456

70,326,955

50,108,547

91,308,206

41,596,342

549,545,506

549,545,506

782,174,610

5,762,378,027

1,849,146,208

807,467,824

2,522,656,052

983,108,052

11,924,756,163

230,495,121

73,965,848

32,298,712

100,906,242

39,324,322

476,990,246

합계
연평균비용

18,874,756,163 24,968,937,065
754,990,246

998,75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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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분할 수 있다. 도입 및 시설투자비용에는 차량구매, 각종 정

주기단계별 시스템 비용구조와 비용요소와의 관계를 3차원적으

비장비도입, 일정수준의 재고부품 확보, 기관사 및 철도요원의 교

로 보인 개념도이다. 여기서 LCC 계산을 위한 수명단계로 i축에

육비, 문서화 비용 등이 포함되며, 유지보수비용에는 예방정비

개념정의, 설계/개발, 제조, 설치, 운영유지 및 폐기의 6단계로

(PM) 및 고장정비(CM) 비용이 포함된다. 운영비용에는 철도 수명

구분하였으며, j축에 비용계산을 위한 시스템구조체계(Product

주기 동안의 에너지 사용비용, 궤도사용비용, 운영요원 인건비 등

Breakdown Structure)를, k축에 비용구조체계(Cost

이 포함되며 폐기비용에는 철도차량의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Breakdown Structure)로 구분하게 되며, 총 LCC는 제시된 정

포함된다. 이와 같은 철도차량 LCC는 시스템 운영전략에서 중요

육면체 각 요소의 총합으로 도식적으로 계산되어질 수 있음을 알

한 고려요소인 신뢰성(Reliability), 가용성(Availability), 유지보

수 있다.

1. 서론

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수정 후 다시 1년간의

수성(Maintainability) 즉 RAM 성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

철도시스템은 차량, 전력, 신호, 궤도 등 여러 시스템이 체계적으

RAM/LCC 검증을 요구하고 최종적으로 실패할 경우 위약금을

며, RAM 성능과 LCC는 서로 Trade-off의 관계가 있어 상호 최

로 복잡하게 결합된 대형시스템으로, 제한된 자원을 투입하여 최

물도록 하였다. 이후 RAM/LCC에 관한 사항은 유럽에서는 주요

적의 접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철도운영자는

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요구 성능을 달성하는 문제에 늘 당면하고

계약조건 중 하나로 요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으로

RAM 성능이 좋고, LCC가 적게 드는 시스템을 구입하여 운영하

있다. 일반적으로 철도시스템과 같은 대형 시스템의 경우 <그림 1>

확대되고 있다.

고자 할 것이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시스템 획득비용보다 실제 자원을 운영하는데

LCC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들어가는 운영비용과 유지보수비용, 사고비용이 더 크게 되므로

있다. 국제전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경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철도시스템의 LCC(Life Cycle

Commission : IEC)는 LCC 예측을 위한 국제규격을 제정하였

Cost)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LCC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수

으며, 유럽철도산업연합회인 UNIFE(Union of European

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Railway Industry)에서는 LCC 계산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철도차량 입찰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LCC 예측을 하는 것을 권
<그림 3> LCC 계산 모델 개념도

장하고 있다.
본 눈문에서는 2장에서 철도차량의 LCC 분석을 위해 중요한 개

2.3 LCC 분석 절차

념인 RAM과 LCC의 관계, LCC 계산 방법, LCC 분석절차를 정

IEC 60300-3-3에는 LCC를 실제 현장에 유용하고 정확한 분석

리해 보았으며, 3장에서 철도차량 획득시 수명주기단계별로 운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아래의 6단계에 따라 정형화된 방법으

영자와 공급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4장 및 5장에서

로 LCC 분석을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림 4>는 LCC 분

실제 LCC 계산에 필요한 모델식과 이를 적용한 분석 사례를 설

석 절차를 개념적으로 보인 것이다.

명한다.
① LCC 분석 계획(LCC 분석목적 정의)
② LCC 모델 선택 또는 개발
<그림 1> LCC 구성 개념

2. LCC 분석을 위한 기본 개념

③ LCC 모델 적용

2.1 LCC와 RAM의 관계
철도분야에서 LCC는 1986년에 Adtranz(구 ABB)사와
SJ(Swedish State Railway)간에 이루어진 스위스 고속철도
X2000 계약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 계약에서 프로젝트 기
간과 상업운전 개시 후 1년 동안의 RAM/LCC 검증을 요구하였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그림 2> RAM과 LCC의 관계

⑤ LCC 분석결과의 검토

<그림 2>는 UNIFE에서 언급한 철도차량 구입후의 시스템 운영전
략과 LCC의 관계를 보인 개념도이다. 여기서 LCC는 크게 도입
및 시설투자비용, 유지보수비용, 운영비용, 폐기비용의 합으로 크

36

④ LCC 분석 문서화

2.2 LCC 계산 방법

⑥ LCC 분석의 갱신

<그림 3>은 IEC 60300-3-3에서 제시한 LCC 계산을 위한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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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운영·유지보수 정책 및 활동을 운영사에게 제공함을 통해서

가능한 비용 수준에 따라 계산 모델식이 바뀌게 된다. 여기서는

도 이루어질 수 있다. 획득단계의 LCC 업무는 제작사의 이러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NIFE 모델을 기초로 LCC 상세 모

LCC 절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LCC 요구사항을 계약 요

델을 정리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UNIFE에서 제시한 LCC 구성

구조건으로 명시하고 이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각 LCC 활동

은 다음과 같다.

은 운영사 및 공급자간의 상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수명주

단계

<그림 4> LCC 분석 절차

예비분석

3. 수명주기단계별 LCC 업무 절차
철도차량 획득시 철도운영처의 입장에서 LCC 업무를 고려할 경
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에 요구되는 차량의 성능은 만족스러
우면서 LCC가 낮은 철도차량을 획득하는 것이다. 철도차량의
LCC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운영·유지보수 비용은 제작사의
1차적 관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획득단계에서 LCC 요구사항

입찰공고

LCC 업무
발주자/운영사
- 과거 LCC 관련 데이터 및
경험 분석
- LCC 요구사항 설정(아래
사항 포함)
·차량 운영 프로파일
·LCC 산출 모형
·LCC 평가/검증 방법
·패널티/인센티브
- LCC 요구사항 제시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 LCC 분석 계획서 작성
- 하위아이템 LCC 할당

설계 및 구현

- LCC 추정
- LCC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설계 구현

생산 및 시험

- LCC 관련 품질관리 및 보
증 활동

운영사로부터 LCC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LCC가 낮은 철도차량
이 설계되고 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CC가 낮은 철도차량을 설계하는 일반적인 방법들로는 유지보
수가 빈번히 일어나는 장치는 접근이 쉽도록 설계하여 유지보수
시간을 낮추는 방법, 유지보수 인력 및 자재비용이 많이 소요되
는 품목에 대해 고 신뢰도의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 자가진단 기

- LCC 예측 및 LCC 요구사
항 달성 가능성 분석

- LCC 예측 결과 평가
- LCC 예측 프로세스 및 예
협상 및 계약 - 성능 및 LCC를 고려한 시
측치 제시
스템 효과도 분석

이 적절히 제시되고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사에게 높은
운영·유지보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획득초기부터

공급자

운영/
유지보수

(1)

CSPi = 예비품 가격

4.1 시스템 도입비

d. 교육훈련비

시스템 도입비는 차량을 구성하는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초기

교육비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에 필요한

구입비용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기관사 양성 교육비, 승무원 교육비, 역무원 교육비 등

비용으로 장비비 및 교육훈련비 및 문서화비 합으로 구성된다.

으로 구성되며, 운영자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추가

시스템 도입비

할 수 있다. 교육비는 단순히 식(5a)와 같이 전체 총합형태로 계

= 구입비 + 장비비 + 예비품비 + 교육훈련비 + 문서화비 (2)

산할 수도 있으며 식(5b)와 같이 세부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a. 구입비

교육비 =

구입비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도입비로 시스템 개발을

기관사양성 교육비 + 승무원 교육비 + 역무원 교육비 + 기타 (5a)

위한 설계비, 연구개발비 등 중간과정에서의 비용을 계산하지 않

교육비 =

고 최종 결과물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만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noi = 교육수강인원

장비비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비창에서 필요한 장비들

CEDi = 1인당 교육비용

의 총 비용으로 장비의 종류에 따른 수량×가격으로 계산한다.
달라지므로 LCC 모델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최종 값만을 이용
한다.

(5b)

여기서, i=교육의 종류

b. 장비비

e. 문서화비
문서화비는 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문서를
생산하는 비용으로 장비 및 운영에 대한 문서비용, 번역비용, 예
비품 카다로그 비용, 문제해결 매뉴얼비용, 도면화비용, 전산화

장비비 =

(3)

여기서, i=장비의 종류
no(equip)i = 필요한 장비의 수량
CEi = 장비 가격

- 운영/유지보수 데이터를
통한 LCC 평가

(4)

no(spare)i = 필요한 예비품 수량
LCC = 시스템 도입비 + 운영비 + 유지보수비

단, 장비의 적절한 수량에 대한 확보여부는 RAM 정책에 따라

- LCC 입증 시험 수행
검증 및 수락
- LCC 입증 시험 수행
- LCC 요구사항 검증 및 수락

장비비 =
여기서, i=예비품의 종류

기별 각 주체별 LCC 업무 절차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수명주기 단계별 LCC 업무 절차

후 산출된 LRU의 개수와 가격으로 계산한다.

등을 구축하는 비용 등 다양하다.
문서화비 =

(6)

여기서, i=문서화의 종류
CDOi = 문서 제작비용

c. 예비품비

4.2 운영비

능 및 정확도를 높여 고장 발생 품목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예비품비는 시스템에 요구되는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초기

적게 되도록 하는 방법 등 차량의 설계 과정에 LCC를 고려하여

도입되는 예비품에 대한 비용으로 각 예비품에 따른 수량×가격

운영비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되는 차량 외 시스템의

차량을 제작하는 것이다. 또한 LCC의 절감은 로지스틱 지원 분

4. LCC 계산 모델

으로 계산한다. 예비품비의 계산은 철도차량의 PBS를 기반으로

비용으로 정의하며 년간 단위로 계산한다. 년간 운영비는 궤도

석(Logistic Support Analysis) 활동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

철도차량 LCC 계산은 LCC 분석 목적과 LCC 비용 구조, 수집

하여 LRU(Line Replaceable Unit) 단위까지 시스템을 확장한

수선 및 유지보수비, 신호체계 운영비, 통신 및 운임징수체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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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LCC 분석
·EMU 철도차량의 LCC(Life Cycle Cost) 분석

·궤도 자산관리를 위한 LCC분석기법 적용 방안

차량 LCC분석

·궤도 LCC분석에서의 핵심적인 설계변수의 민감도 검토

·효율적인 철도교량 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비용(LCC) 산정
전략

운영비의 합으로 계산한다.

·LCC분석에서 기능 내재화 방안

재료비j=j번째 LRU의 예방정비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비

운영비

인건비는 대상열차수, PM횟수, 차량당 부품수, PM 당 소요시간

= COv + COs +COc + COsu + COps + COss + COde (7)

및 인시비의 곱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PM 횟수는 각각의 예방정
비주기에 따라 년간 수행되는 횟수이며, PM당 소요시간은 PM

여기서, COv=궤도수선 및 유지보수비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일련의 PM작업에 여러 가지 부품에

COs=신호체계 운영비

대한 PM이 동시에 수행될 때는 PM에 소요된 총 PM시간을 각

COc=통신 및 운임징수체계 운영비

부품에 대한 PM 시간으로 할당함으로써 대상이 되는 LRU의 순

COsu=관리비
COss=서비스시스템 운영비

(10)

4.3 유지보수비

여기서, i=PM의 종류(일상, 월상, 2Y, 4Y, 400,000km,

Number of train-set in the fleet

76 train-set

되는 시간

Operating distance

130,000km/year

수리정비시간i=정비창에서 i번째 LRU의 수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

(14)

여기서, 교체비율i = LRU의 수리를 위해 교체한 부품의 비율

5. 사례 연구

고장정비를 위한 비용, 고장에 따른 페널티 비용 및 에너지비용

PM횟수i, PM당 소요시간i=PM의 종류에 따라 PM횟

5.1 문제 정의

의 합으로 계산한다. 예방정비 및 고장정비 비용은 크게 정비를

수와 소요시간이 다르다고 가정

상기 LCC 계산 모델을 사용하여 도시철도차량의 브레이크 모듈

유지보수비
= 예방정비비 + 고장정비비 + 페널티비 + 에너지비

중 브레이크 디스크와 브레이크 패드의 교환에 따른 LCC를 예
측해 보았다. 사례 연구에 사용된 브레이크 시스템은 제어장치,
(11)

(8)

여기서, i=PM의 종류(일상, 월상, 2Y, 4Y, 400,000km,

Value
$ 10/hour

교체정비시간i=i번째 LRU의 교체 및 시험을 위해 소요

800,000km 등)

재료비 =

Category
Man hour cost/hour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은 크게 예방정비를 위한 비용,

위해 소요되는 인력의 인건비와 재료비로 분류하여 계산한다.

<표 2> LCC 비용 예측을 위한 시스템 개요

(13)

여기서, 고장율i=i번째 LRU의 고장율

×예비품비 ×가동시간 ×수명주기

인건비 =

COde=depot 운영비

비시간 )×인시비×가동시간 ×수명주기

재료비i = 총대상열차수×고장율 ×환율×교체비율

수 PM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한다.

COps=급전설비 운영비

인건비i = 총대상열차수×고장율 ×(교체정비시간 +수리정

밸브, 마찰 브레이크, 공기압축기 및 탱크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차량은 8량 1편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각 차량은 4

Discount rate

4%

Life cycle

25 years

Covered distance through whole life

3,250,000km

Unit price of brake disk

$320

Unit price of brake pad

$16

Failure rate of brake disk

3.0810-7 FPMKM*

Failure rate of brake pad

1.6710-5 FPMKM

Man hour

1manh

MTTR**

0.5h

* FPMKM : failure per million kilometer [f/106 km]
**MTTR : mean time to restoration [hour]

시스템의 도입단계에서 발생하는 도입비는 76편성에 필요한 총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의 구입비로 가정하였으며, 초기 예비품
은 1편성의 열차를 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품에 대한 비용으
로 가정하였다. 장비비는 브레이크 모듈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장비가격으로 정의하였으며 훈련비는 브레이크 모듈의 검수 및

800,000km 등)

개의 브레이크 디스크와 8개의 브레이크 패드가 있으므로 1편성

예방정비비는 크게 예방정비를 위해 소모되는 재료비와 이를 위

PM횟수i, 재료비i=PM의 종류에 따라 PM횟수와 재료

에는 총 32개의 브레이크 디스크와 64개의 브레이크 패드가 있

해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합으로 계산한다. 예방정비비는 기본

비는 다르다고 가정

다. <표 2>에 LCC 분석을 위한 시스템 개요를 보인다. 고장율은

<표 3>은 유지보수비용 예측을 위한 입력 파라미터로 LCC 계산

FPMKM로 나타내었으며 이는 100만km 운행중 고장이 몇 회

을 위해 사용된 검수주기에 따른 소요시간 및 재료비용은 현장

발생하는가로 정의된다.

조사를 통해 획득하였으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해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합으로 계산한다. 고장정비비는 기본

예방검수 주기는 크게 4가지로 3일마다의 일상검수, 40,000km

<표 3> 유지보수비용 예측을 위한 입력 파라미터

적으로 LRU 단위의 부품에 대해 계산하며 각 LRU에 대한 인건

마다의 월상검수, 400,000km마다의 주요부 검수, 800,000km

비 및 재료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마다의 전반부 검수로 정의하였으며, 각 검수시 소요되는 시간

a. 예방정비비

적으로 PBS(Product Breakdown Structure)를 기반으로 한
LRU 단위의 부품에 대해 계산하며 각 LRU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예방정비는 일상검수, 월상검
수, 2년 및 4년 주기 또는 400,000km, 800,000km 운행주기
등 검수주기에 따른 정비시 소요되는 인력 및 재료가 각각 다르
므로 이를 각각 분리하여 각 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료비

고장정비비는 크게 고장정비를 위해 소모되는 재료비와 이를 위

총고장정비비 =

를 각각 계산한다.
총예방정비비 =

b. 고장정비비

(9)

여기서, i= 정비주기(일상, 월상, 2year, 4year 등)
j= 예방정비가 필요한 LRU의 종류

(12)

여기서, i= 고장정비가 필요한 LRU의 종류

검수 주기는 고장률을 기반으로 누적운행거리가 고장률에 도달

검수항목

예방정비 예방정비 소요시간 고장정비 고장정비
주기
재료비($/개) (h/개) 시간(h/개) 재료비($/개)
3일

0.05

0.05

브레이크

40,000km

0.50

0.10

디스크

400,000km

1.00

0.50

할 때 고장이 발생하며, 이 때 이를 교체한다고 정의하여 년간 운

800,000km

5.00

1.00

인건비i=i번째 LRU의 고장정비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행거리와 고장률의 관계로부터 고장검수주기를 산출하였으며,

3일

0.05

0.05

재료비i=i번째 LRU의 고장정비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비

정비 및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은 현장데이터를 기반으

브레이크

40,000km

0.50

0.10

패드

400,000km

1.00

0.50

800,000km

5.00

1.00

로 일부 가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인건비j=j번째 LRU의 예방정비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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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용은 현장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의하였다. 고장정비

수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비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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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분석에서 기능 내재화 방안

5.2 LCC 예측결과
<그림 5>는 브레이크 모듈과 디스크의 LCC 예측 결과이다. LCC
예측시 일부 가정된 값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림에서 나타나는
비용이 실제 비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현실적인 값을
입력하면 예측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다. <그림 5(a)>의 예방정

김이현 선임연구원Ⅰ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구조연구실 (ihkim@krri.re.kr)

비비의 경우 수명주기에 따라 주요부 검사 및 전반검사가 도래하
는 시기에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고장정비의 경우
시간에 따라 고장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고장정비비가 소요됨을 알 수 있다. 브레이크 모듈의 누적 LCC

1. 서론

형적인 유지관리기법 즉, 네트워크 수준(Network level)의 유지

는 <그림 5(b)>와 같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초기 도입비에

최근 철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Co2 발생감소 및 녹생성장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비해 약 4~5배의 유지보수비가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을 위한 미래교통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타교통수단과 Co2

효율적인 유지관리는 제한된 예산에서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발생률 및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그림 1> 상대적

있는 적정한 보수/보강 공법과 시기 즉, 유지관리 시나리오를 도

으로 4배~9배 정도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하는 것으로써 이를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교량의 성

2006년 경부 고속철도1 단계 개통에 이어 작년 11월 2단계 개통

능(열화정도)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을 분석하고

함으로써 전국이 2시간 생활권으로 좁혀졌다. 철도의 고속화는

추정하기 위해서는 교량의 유지보수/보강, 교체, 성능변화 추이

차량의 속도향상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승차환경을 위한 구조

등과 같은 유지관리 DB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동안

물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가

수집된 DB가 양과 질적인 면에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므

요구되고 있다.

로 여러가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입수된 자

<그림 5a>

<그림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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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단계의 철도교 LCC 분석
2.1 RBLCC의 개요

최근 국내에서도 녹색성장과 국가성장 동력으로써 지속적인 철

Costing”
, IEC International Standard

6. 김종운, 정광우, 박준서, 정종덕 (2010)“철도차량 획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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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수탁사업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철도교량의 설계단계 LCC 분석프로그램 RBLCC(Life Cycle
Cost Analysis System for Railroad Bridges in Design Stage)
은 철도교량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써 사용
자가 정의한 설계대안에 대한 비용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최

철도는 도로와 달리 유사시 우회할 수 없는 직렬체계의 구조를

적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즉, 철도교량의 계획단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교량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Project

에서 여러 대안의 상대비교를 통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최적의 형

Level) 보다는 일정 노선상에 위치한 전체 교량을 대상으로한 균

식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림 1>은 RBLCC의 시작 화면과 입력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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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보여준다. 그패픽 화면을 통한 개략적인 교량형상을 확인하

페이스 기능을 강화하여 유지보수 특성-속성결정과정(Define),

3. 유지관리 단계의 철도교 LCC 분석 방안

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향상된 GUI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안생성-모델링과정(Modelling), 유지보수 특성 부여-할당과

3.1 단위교량(Projet Level)의 교량 유지관리

정(Assign)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User가 쉽게 활용할 수 있

일반적인 교량의 생애주기비용(LCC)관련 연구는 특정형식(강교

도록 하였다.

량)의 단위교량 부재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시나리오를 찾
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는 특정한 기간 또는 교량의

2.3 프로그램 적용 예
경부선의 일반철도 구간에 단선으로 교량을 건설할 경우 <표 1>과

잔존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성능
(a) 대안별 생애주기비용

같은 대안에 대한 LCC분석의 예를 나타내었다. 생애주기 분석기

을 발휘할 수 있는 다중목적 최적화 해법을 찾는 것으로써 최근
유전자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을 이용한 수치해석기

간을 75년으로 가정하고 제잡비율과 할인율을 각각 45%, 4%로

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중목적 유전자 알고리즘(Multi

적용하였으며 할인율의 분포타입은 정규분포로 가정하였다.

Objective Genetic Algorithm; MOGA)은 정교한 최적화기법
<표 1> 대안구성
<그림 2> RBLCC 프로그램 구동화면

2.2 프로그램의 구성

대안1

대안2

대안3

의 지진과 관련된 유지관리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소개되었

PRECOM교

PREFLEX교

강합성교

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슬래브, 거더 또는 포장과

구분
공법 상부
개요

으로써 프로젝트 레벨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레벨에서 도로교

L=29.1m

관련된 특정한 부재에 국한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하부 교대 : 반중력식(직접기초 : 7m), 교각 : T형(파일기초-직타: 9m)

(b) 구성요소별 유지보수비용

RBLCC는 입력을 담당하고 있는 전처리(Pre-Processor)모듈과
LCC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계산모듈, 그리고 최종적인 LCC분석

횡
단

결과를 보여주는 후처리(Post-Processor)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면

이와 같은 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내부 DB구조는 <그림 3>과

도

같다.

연장

2@29.1 = 58.2m

2@29.1 = 58.2m

2@29.1 = 58.2m

2.4 분석결과

(c) 누적 생애주기비용

RBLCC는 설계단계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분석도구를 제
공한다. <그림 4>는 표현할 수 있는 결과의 일부를 나태내고 있
다. 그림(a)와 같이 대안별 생애주기 비용을 산출할 수 있으며 그
림(b)와 같이 거더, 교각, 교대 등 교량의 구성요소별로 유지보수
비용 뿐만 아니라 초기비용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고려하고자
하는 생애주기 동안의 비용을 분석할 수도 있으며 그림(d)와 같
이 요약보고서 기능이 있어서 실무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
<그림 3> RBLCC 시스템 구성도

록 향상된 기능을 추가하였다.

RBLCC는 비용과 관련된 DB를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d) 요약보고서

있어서 데이터의 갱신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사용자 인터

<그림 4> RBLCC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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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CS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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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레벨 즉, 철도 노선상에서는 프로젝트 레벨과 달리 고
려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범위에 따라 수백 또는 수천개 이상
의 교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각각의 교량에 대한 구성부재
들의 유지관리비용과 성능을 동시에 고려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
는 보다 단순하고 실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GA알고

·LCC분석에서 기능 내재화 방안

오의 평균 신뢰성 지수, k = MCS 반복횟수를 나타낸다.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차별성을 두기가 어렵다.

이를 이용해서 비용과 성능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의 시나리오

일반적으로 통과인원과 화물이 많은 교량은 노선에서 기여도가

선정하기 위해 (3)과 같이 적합도 함수를 구성하였으며 비용과

큰 교량이므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산출할 수 있다. 철도의 경우

성능에 대해서 가중치 wc와 wβ
를 적용할 수 있다. 모두 1을 적

매년 발표되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매 교량을 통과한 인원과

용할 경우 최적의 시나리오는 2에 가까운 결과를 나타낸다.

화물량을 산출하여 각각의 교량에 대한 중요도(Ii)를 산출할 수

리즘 보다 계산시간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MCS(Monte

있는 비용함수가 필요하다. 또한, 각각의 부재를 체계 신뢰성 분
석을 통해 통합된 성능으로 표현하고 교량에 대해서 일정한 목
표성능(β
T, 목표신뢰성 지수) 이상이 되도록 조건을 부여하면 부
등호 제약조건을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식(4)에 적용
하면 제한된 예산과 목표성능 내에서 향상시킬 성능(xij=Δβ
ij )
을 구할 수 있다. 주어진 가중치(Ii 및 wij) 및 제약조건에 따라

있다.‘어느정도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의 문제는‘어느정도 성

Carlo Simulation)기법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레벨에서 최적의

(3)

유지관리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성능향상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xij=Δβ

능향상을 시킬까?’
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ij=0) 이와 같은 경우 프로젝트 레벨과 연계한 유지보수 시나리

성능향상(x=Δβ
ij)을 설계변수로 하고 앞에 언급한 가중치를 곱

오 수정이 필요가 있다.

MCS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네트워크 상에 아무리 많은 교량이 존

여기서, Fj(·) = 적합도 함수, Icj = 비용에 대한 중요도, Iβ
j=

해 네트워크상에서 유지관리 대상인 모든 교량에 대해 적용하면

재하더라도 각각의 교량에 반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신뢰성 지수에 대한 중요도, wc = 비용에 대한 가중치, wβ= 신

아래 식(4)와 같이 네트워크의 성능을 최대로 하는 선형목적함수

유지관리 데이터의 부족, 성능평가 방법상의 난해함으로 각각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뢰성 지수에 대한 가중치를 의미한다.

를 구성할 수 있다.

유지보수/보강 공법에 대한 명확한 비용함수를 구성하는 것은

<그림 4>는 MCS방법을 사용하여 유지관리시나리오를 작성하는

3.2 네트워크 레벨의 유지관리

흐름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

MCS기법은 네트워크상의 임의의 교량 부재가 유지관리 위해 목

한도 내에서 네트워크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해법은 인

표로 하는 성능이하로 노후화 될 경우 유한의 유지보수/보강, 교

프라 관리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중

체공법 대안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적용하고 그 결과로 산정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없이 특정한 교량에 예산이 편중될 경

유지관리 시나리오 집합에 대한 순위를 매겨 최적의 대안(시나

우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주어진 조

리오)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교량 또는 부재의 성능을 표현할 수

건하에서 네트워크 즉, 노선의 기능을 균형적으로 유지할 수 있

있는 정량적 지표로 신뢰성지수(Reliability Index)를 적용하였

도록 예산할당 대상 즉, 특정교량의 부재에 대한 우선순위가 필

다. 순위를 매기기 위해 유지관리 시나리오 집합의 평균 신뢰성

요하다. 이상적인 유지관리 시나리오는 상대적으로 열화가 많이

지수에 대한 최대 및 최소값, 그리고 시나리오 각각의 비용의 합

진행된 교량에게 그렇지 않은 교량에 비해 우선권이 주어져야

계와 평균 신뢰성지수를 사용하여 식(1) 및 식(2)와 같이 무차원

한다.

의 비용과 신뢰성에 대한 각각의 중요도를 계산한다. 중요도 값

교량의 성능을 신뢰성 지수(β
)로 나타내고 유지보수 또는 보강에

은 순위가 높을 수록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

의한 성능향상을 (Δβ
ij)로 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아래첨자 i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보수/보강 단가, 기존의
안전점검 및 진단보고서 등을 통해 선형방정식의형태로 비용함
수를 가정하여 적용예에 적용하였다.
여기서, Ii = 교량 i의 중요도, wij =교량i의 j부재에 대한 열화 가
중치, xij = 보수 또는 보강으로 인한 신뢰성지수 증가량 (=Δβ

3.3 프로젝트 수준과 네트워크 수준의 연계

ij), i = 보수 또는 보강할 교량 (i=1,2,3......n), j = 보수 또는 보

열화된 교량의 구성요소 또는 부재에 대한 효율적인 LCC 유지

강이 필요한 부재 (j=1,2,3......p)를 나타낸다.

관리 시나리오는 프로젝트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보수/보강, 교체의 시행여부와 규모

선형계획법에서의 등호 및 부등호 제약조건을 줄 수 있다. 교량

는 네트워크 레벨과 연계가 필요하다. 선형계획법에 의한 분석

의 성능향상은 제한된 예산범위 한도에서 이루어 짐으로 성능향

시 교량의 중요도 또는 예산의 규모 때문에 특정교량 또는 부재

상과 비용을 등호제약조건으로 줄 수 있다. 향상된 성능 Δβ
ij를

에 비용이 할당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보수/보

비용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성능과 비용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

교량을 j는 부재번호를 나타낸다. 열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
(1)

(4)

강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나리오는 다음 또는 차년도 예산할당

<표 2> 유지보수 시나리오의 집합의 예
연도

순위

2011

2012

2013

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능 기준(β
Lij)을 정하고 현재의 성능(β
ij)과

1

∨

-

-

차이가 클수록 우선순위에 대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2

∨

-

-

2014

2015

2016

∨

-

-

∨

-

2017

2018

2019

2020

-

-

-

-

-

∨

-

∨

3

-

∨

-

-

-

∨

-

-

-

-

도로의 경우 지진 발생시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우회가능 여부의

4

∨

-

-

∨

-

-

∨

-

-

∨

정도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연구되었다. 즉, 노선

5

-

-

∨

-

-

-

∨

-

-

-

여기서, Icj = 비용의 중요도, Iβ
j = 신뢰지수의 중요도, Cj = 시

에서 대피소 또는 병원 등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우회로가

·

·

·

·

·

·

·

·

·

나리오 j의 총유지보수 비용, Ci = i번째 시나리오의 총유지보수

적은 교량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 유지관리의 차별성을 두었다.

·

·

·

·

·

·

·

·

·

·

·

·

·

·

·

·

·

비용, β
j = j번째 시나리오의 평균 신뢰성 지수, β
i = i번째 시나리

그러나 철도의 경우는 긴급상황시 거의 모든 교량이 우회하기

999
1000

·

·

·

·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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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번 교량 거더의 유지보수 시나리오

시 포함될 수 있도록 차상위 시나리오로 변경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2059

2060

1

6

-

-

-

-

-

…………

4

-

2

-

4

-

-

-

6

…………

-

5

3

-

-

3

-

-

-

…………

6

-

순위

예를 들면 <표 2>는 10년동안 열화된 교량 또는 부재에 대해서
유지관리 시나리오 집합을 보여주고 있다. 체크표시가 된 것들
은 유지관리 조치가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상에 모든

4

6

-

-

-

-

-

…………

-

5

교량 또는 부재에 이와 유사한 표가 작성될 수 있다. 만약에 예산

·

·

·

·

·

·

·

…………

·

·

할당 고려기간의 첫해에 예산을 할당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될

·

·

·

·

·

·

·

…………

·

·

경우 그 기간 동안 유지보수 및 보강 조치가 없는 3번째 순위의

·

·

·

·

·

·

·

…………

·

·

2016

…………

2059

2060

1 : 도장, 2 : stop hole천공, 3 : 보강재부착, 4 : 탄소섬유 부착, 5 : 강판부착, 6 : 외부 프리스트레싱

유지관리 시나리오로 대체 되어야 한다. 만약 3년 동안의 예산계
획을 세울 경우 내년과 후년의 예산할당이 불가한 경우 5번째 유

<표 5> 9번 교량 거더의 유지보수 시나리오

지관리 시나리오로 대체되어 다음 분석시 우선권이 부여될 수

<그림 6> 최적해의 방향 (Pareto Solution)

3.4.1 프로젝트 레벨

2012

2013

2014

2015

1

3

-

-

-

-

2

…………

1

-

1

-

-

-

2

-

…………

3

-

3

-

2

-

-

-

1

…………

-

2

4

-

-

3

-

-

-

…………

-

1

1번 교량과 9번 교량의 유지보수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교각과

·

·

·

·

·

·

·

…………

·

·

식 (3)을 사용해서 프로젝트 레벨에서 1번 교량에 대한 거더의
유지보수 순위를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4>와 <표 5>는 각각

3.4 최적의 유지보수 시나리오 작성

2011

2

워크 수준의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실무에 적용하
기 용이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연도

순위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 수준과 네트

교대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다.

·

·

·

·

·

·

·

…………

·

·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는 변동성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시행되기

MCS 수행결과 분석기간 동안 고려된 모든 교량에서 98건의 보

·

·

·

·

·

·

·

…………

·

·

때문에 성능이 신뢰성지수 하한값(lower limit of reliability

수 또는 보강(성능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index) 보다 작아질 경우 MCS방법을 사용하여 Random하게
보수/보강 공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100개의 교량에 대해서 50년 동안의 거더, 교각, 교대에 대해서

3.4.2 네트워크 레벨

<표 3> 거더의 유지보수 시나리오 순위
순위

Ic

Iβ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나리오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합도

네트워크 수준의 유지보수 시나리오는 할당된 예산을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번 교량과 9번 교량의 거더의 경우

프로젝트 레벨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그림 6>는 거더에

1

1.000

0.943

1.943

프로젝트 수준의 유지보수 시나리오와 상호연계되어 작성되어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각각 2번째와 3번째의 시나리오로 변경되

MCS방법을 적용한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2

0.922

0.966

1.888

야 한다.

어져야 한다.

3

0.896

0.921

1.817

4

0.872

0.927

1.799

제한된 예산에 대해서 네트워크상의 모든 교량과 구성요소를 고

<표 6>과 <표 7>은 최종적으로 각각 네트워크레벨에서 수정 전
과 수정 후의 유지관리 시나리오를 나타낸다.

교각과 교대에 1000번을 반복하여 적용하였다. 성능과 비용에
대한 두 개의 목적함수는 서로 trade-off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면 신뢰성지수가 감소한다.
다중 목적함수의 최적화는 <그림 6>에서 보여주는 바와 특정한
목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목적을 희생시켜야 하는
Pareto해를 제공한다. 즉, 유지보수비용을 줄이게 되면 성능은

5

0.791

0.964

1.755

려한 최적의 예산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나리오를 통합한

6

0.852

0.869

1.721

계획이 필요하다. 각각의 유지보수 행위(Activitiy)를 통한 성능

7

0.807

0.904

1.711

향상은 선형계획법의 설계변수가 된다.

8

0.755

0.934

1.689

9

0.794

0.831

1.625

100개의 교량에 대해서 내년의 총유지보수 예산이 2억원 거더,

10

0.668

0.951

1.619

교각, 교대의 신뢰성지수 하한값(lower limit of reliability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이 책

index)을 각각 3.2, 2.8, 그리고 3.7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정된 시나리오를 선택해야 한다. 그림에 나타난 점들은 각각 하

결과 <표 6>과 같이 선형계획법에 의해서 98개의 설계 변수 중

나의 유지보수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에서 32개의 설계변수에는 성능 향상 즉, 예산 할당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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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표 6> 선형계획법에 의한 결과
성능향상(Δβij)

철도교량은 직렬연결 구조로 이루져 있기 때문에 도로의 경우

6

-

보다 더욱 더 네트워크 수준의 유지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효율

4

0.33

적 유지관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계획이

2013

4

0.61

A

2014

3

-

설계변수

교량

구성요소

1

1

2
3

2

4

연도

유지보수방법

G

2011

P

2015

G

수립되어야 한다. 네트워크 수준에서 선형계획법을 사용하여 성
능향상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수준과

5

4

G

2011

2

0.61

6

5

G

2013

3

0.11

연계한 시나리오의 갱신작업은 최적의 유지관리 전략을 제공하

7

7

여 개선된 철도교 성능향상과 효율적인 비용효과를 얻을 수 있

8

P

2015

5

-

G

2012

4

0.35

을 것이다.

9

8

A

2014

4

0.62

10

9

G

2011

3

-

설계단계 LCC분석을 위한 RBLCC와 앞에서 언급한 네트워크레

⋯

⋯

⋯

⋯

⋯

⋯

벨의 유지관리단계 LCC산정 전략은 여러 가지 관련된 DB의 축

98

100

G

2011

1

0.40

척과 분석, 제도의 정립, 그리고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분석

성능향상 가능 요소 : 66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방법은 분석 기초자료가 열

성능향상 불가능 요소 : 32
G:Gidere, P : Pier, A : Abutment

악한 현 상황에서도 불확실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이용하
여 의사결정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불확
실성을 줄이고 보다 폭 넓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도 인프

<표 7> 최상위 유지보수 시나리오(프로젝트 레벨)
연도

라 유지관리 및 비용 데이터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개발과 활
교량

용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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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 유지보수 개념의 개발 등에 적용될 수 있다.
국내의 철도산업도 구조개혁의 진행과 민자 철도사업의 증가 등

이지하 선임연구원Ⅰ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륜궤도연구실(jhlee@krri.re.kr)

하게 되어 다양한 연구프로젝트가 진행되고 LCC분석 모델이 개
발되었다.

으로 운영·유지관리단계에서도 효율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철도의 연장이 국내와 유사하며 시설관리와

있어서 유럽의 적용 사례를 참고하여 LCC분석기법의 적용 방안

철도운영 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시설물의 관리는 공단형태의

을 검토하였다.

ProRail에서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수행된다. 계약은 5년 단위
로 이루어지며, 철도 운영회사로부터 선로사용료를 받고 궤도를

2. 국외의 궤도 LCC분석 기법 적용 현황

1. 서론

철도교통은 소수의 특정 차량만이 전용 선로 위를 운행하고 있

생애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 분석은 시설물의 경제적

어서 사용자와 통행량을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으며, 통과톤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폐기에 이르는

의 증가에 따른 궤도시설의 열화가 정기적인 상태 모니터링을

생애 전체의 비용을 현재 시점 또는 어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통하여 비교적 쉽게 정량화될 수 있어서 LCC 분석에 유리한 측

등가 환산하여 투자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법으로 다양한

면이 있다.

의사결정의 지원 수단이다.

최근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검측장비와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철도의 운영을 시설물의

LCC 분석은 의사결정의 시점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며 계획/

GPS(위치확인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 GIS(지리

관리와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이를 일명‘상하분리’
라 한다.

설계 단계에서 경제적 대안의 선정 및 가치공학(VE : Value

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n System)와 같은 위치정보

Engineering)의 도구로서,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적정한 경제성

기술 RFID(근거리무선인식시스템 Radio Frequency

을 갖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수준을 결정하여 유지보수

Identification)와 무선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정밀한 시설물의

전략의 수립 및 예산 결정의 도구 등으로 활용된다.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유지관리 단계에 LCC 분석기법을 적용으

유지관리한다.

20세기 후반 유럽의 철도산업은 교통산업에서 점유율이 감소되
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유럽 통합과 함께 철도
시스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특성이 강조되어 포화되고
오염발생 정도가 높은 도로교통의 주요한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철도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조를 도입하여

로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철도의 기반시설물인 궤도는 부설연장이 길고 구조가 복잡하여

상하분리를 위해서는 철도의 민영화와 더불어 철도산업의 경쟁

<그림 1> 소요비용과 실제지출의 관계 (※Peter Veit, Arjen Zoeteman, 2004)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임한계를 더욱 명확하게 구별하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유럽 공동체 위원회(European

유지보수 비용은 가용도, 신뢰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년

Commission)는“infrastructure packages”
라고 하는 철도산

적절한 유지보수와 적기에 시설개량을 하지 않으면 향후 더 많

업 구조조정 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철도의 운영과 시설물의 관

은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Zoeteman(2004)의 연

막대한 건설비가 초기에 투자되며 사용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유

유럽연합은 90년대 초 훈령(EU Directive) 91/440을 발표하여

리를 분리하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 기존의 국영 철도 체제가

구에 의하면(<그림1>참조) 맨 위의 실선은 소요비용(Committed

지관리가 필요하며 궤도를 장기간 경제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유지보수와 운영에서 비용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가지는 재정 및 정치적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철도

Life-Cycle Costs)으로 현재 지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결정된

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안전과 품질 수준으로 유지하

위하여 운영자와 분리된 별도의 조직이 철도 기반시설을 제공하

운영회사들이 국제 철도 운송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

사항(설계, 궤도구조, 유지보수 정책 등)에 기인하여 향후 소요가

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 전 과정에 대한 합리

도록 하고, 운영자가 철도 시설 자산의 사용에 대한 요금을 지불

기 위한 것이었다.

예상되는 비용이며 가장 아래의 점선은 시설물관리가 생애주기

적인 비용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하는 반면 선로구축물의 관리자는 계획에 없는 선로차단의 경우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건설과 유

궤도의 LCC 분석이 국내 철도산업에서는 주로 계획/설계단계에
서 VE의 도구로서 활용되거나 궤도구조의 형식 선정을 위한 경
제성 비교평가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나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지보수 및 갱환(maintenance & renewal)의 최적화를 통한 비
용절감 노력이 본격화 되었으며 LCC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추구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서는 조직개편 뿐만 아니라 철도 서비스 절차 자체를 재구성하
여야 했으며, 그와 더불어 일상적인 시설관리와 신규 투자 분석
시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비용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통

활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철도산업이 확대되어 선로연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두 그래프는 대칭되
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간의 실제 비용 지출(Real
expenditures)은 가장 위의 소요비용과 다르지만 공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서로 만나게 된다. 즉, 유지보수 작업을 미루
어 당장 지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지출을 하게 된다
는 것이다.

장이 늘어나고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철도운영의 주체가

이런 전반적인 운영 유지관리 개념을 도입한 것이 자산관리체계

하여 철도서비스의 품질과 가용성에 대한 수준별 예상 비용을

분리됨에 따라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회계의 투명성이

이며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핵심개념에는 위험도와 LCC, 그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 유지보수 및 갱환

따라서 유지보수 및 선로 사용료 계약에 있어서 매년 적정유지

요구되면서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LCC 분석 기법의 활용 필요성

리고 성능개념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궤도 자산관리를 위한

비용의 균형은 철도의 장기적인 성공에 필수적이며 이를 통하여

보수량을 추정하고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ProRail은

이 점차 커지고 있다.

LCC 기법은 기존 시설의 개량, 유지보수 정책의 개발, 제한조건

궤도시설물 관리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데 LCC 방법론이 필요

객관적인 유지보수비용의 산출을 위해서 궤도 유지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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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자산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궤도 유지관리비용을 추정하

문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기

고 있다.

위해서는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갖춘 웹기반 또는 내부망(CS :

자산관리 시스템(AMS ; Asset Management System)은 철도
의 모든 기반시설을 통합관리하고 유지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
는 프레임 웍의 개념로 철도시설의 최적 유지관리 및 유효성을

Client and Server)을 가진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현장에서 자료
의 입출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앙의 서버에서 해석을 수행하도
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구하는 개념이다. 궤도부분도 이 시스템에 하나의 모듈로서

객관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 및

포함된다. ECOTRACK과 같은 궤도 유지관리시스템은 데이터

작업실적의 누적관리와 유지보수 복원 상태평가를 통한 피드백

기반의 컴퓨터 지원 궤도 유지보수 시스템으로 디지털 포맷의

관리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유지보수 비용의 산출이 가능하다.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작업계획의 수립 및 유지보수비용의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확률적인 궤도틀림
의 진행모델의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림3> 궤도틀림 데이터의 시간변화 그래프와 진전율

3.3 철도 운영환경에 적합한 LCC 모델의 개발
철도시설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은 주로 열차가 운행하지 않

3.1 IT기술의 활용

<그림 2> 궤도자산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

궤도 유지관리에 LCC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데

는 야간시간에 이루어진다. 이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작업은 열
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계획되지 않은 대규모

이터에 기초한 객관적인 상태평가가 중요하다. 이 평가 결과에

3.2 확률론적인 궤도 유지보수 비용 추정기법 적용

유지보수 작업이 수행되거나 사고가 발생되면 열차의 운행시간

따라서 유지보수 작업의 종류와 물량이 결정되고 이는 바로 유

궤도 유지관리를 위한 LCC 분석에 있어서 최대의 불확실성은

이 단축되고 곧 비용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3. 궤도 관리를 위한 LCC기법의 적용

지보수 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궤도 상태평가의 시작은 효과적

궤도 재료의 열화 예측이다. 궤도틀림 데이터는 차량의 거동에

국내 철도산업의 경우도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

인 궤도상태 모니터링이다. 차량의 주행안정성과 승차감에 영향

영향을 주는 궤도의 상태를 가장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데이터인

다. 1899년 철도가 개통된 이래 국가 기관으로 존재하던 철도는

을 주는 궤도의 선형변형 즉, 궤도틀림을 측정할 수 있는 궤도검

데 이는 노반의 침하, 도상의 열화, 레일 및 체결구의 결함 등 다

국내 철도산업의 구조 변화로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는

측차와 레일의 내부 균열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일탐상차 등을 이

양한 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하며, 또한 결함이 없는 궤도구조라

한국철도시설공단,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으로 분리되

용하여 기계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하더라고 열차의 속도 및 누적 통과 톤수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고, BTL, BTO등의 방식으로 민간자본으로 소규모 지역철도를

이외에 많은 부분이 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지속적인 열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열화가 진행되면 보수작업이

건설하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철도나 경전철 등과 주요 지방자

의 측정이나 분석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투입되어 다시 상태가 복원되는 주기적인 상태변화를 일으킨다.

이와 같이 궤도자산의 유지보수단계에서 LCC를 신뢰성 있게 분

치단체의 도시철도 확대 등 철도시설 및 운영의 주체가 많아지

궤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태 모니터링뿐만 아니

이러한 상태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궤도틀림 진행예측이며 이를

석하기 위해서는 국내 철도환경에 적합한 LCC모델을 개발하여

고 다양화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안전과 편의성을 강조하던 철

라, 수집한 데이터의 분석 및 평가, 보수작업의 계획 및 수행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확률론적인 방법이 필요하며 주로 민감도 분

최대한 모든 비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

도 유지보수 방향이 저비용, 고효율화의 경제성을 강조하는 쪽

필요하며, 이 전과정에서 IT기술을 적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석이나 몬테카를로 분석이 수행된다.

로 판단된다.

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레일 마모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레일단면 측정데이타가 발생되

3.4 환경성을 고려한 통합평가 시스템 개발

GPS나 RFID와 같은 센서와 GIS을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측정

므로 상기와 같은 확률론적인 예측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며, 그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COP8)의 비준과 발효에 따라 철강,

된 데이터를 정밀하게 실제의 위치와 일치시키고, 레이저측정장

이외에도 다양한 궤도 보수작업의 예측이 필요한데 이는

시멘트 등 건설기간산업분야의 에너지 절약 기술개발에 대한 수

치와 고속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영상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사

FMEA(파괴모드영향분석)를 통하여 궤도구조와 철도교통의 특

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의 철도시설물의 전과정

람이 육안으로 식별하던 것을 컴퓨터로 인식하여 중앙의 서버로

성에 의한 보수 작업량의 추정이 가능하다. 차량기계와 전기분

적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과정적 환경적 측면도 고려할 필

송신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통계적 확률적 처리방법에 의하

야에서는 FEMA 적용의 역사도 길고 성과물이 많이 나와있는

요가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

여 분석하여 적절한 작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

상황이지만 궤도분야에서는 최근 신형식 궤도구조의 개발시 적

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제강화로 건설사업 추진시 환경성 검

시 작업시행 결과 자료와 연동되어 작업 전후의 궤도상태 변화

용된 사례가 있으며 기존 궤도구조에 대해서는 수행된 사례가

토 강화와 건설현장의 환경단속 강화, 건설 중장비의 환경인증

를 추적하여 궤도열화 속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없어서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도입, 건설자재 및 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환경영

또한 국가 경제 수준의 향상에 따라 단순 노무위주 노동업무의
기피현상이 심화 되어 궤도 유지보수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인건비가 상승되어 궤도 유지보수 업무의 고부가
가치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철도가 타 교통수단에 비하
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비와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 시설과 운영의 주체간의 투명한 재무회계를 위해서도
명확한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궤도 유지관리를 위한 LCC 분석에서 유지보수 비용의 효과적

시설을 개량할 경우에도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 변화하게 되며
이들을 포함한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레일의 연마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궤도재료의 수명이 연장되는 경우도 전
체 수명주기 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향 저감 및 환경오염부하를 최소화하는 친환경건설 수요 급증이

산출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반된 소프트웨어 형식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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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유지보수 수준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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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자산관리를 위한 LCC분석기법
적용 방안
·EMU 철도차량의 LCC(Life Cycle Cost) 분석

궤도 자산관리를 위한 LCC분석기법 적용 방안

·차량 LCC분석

·궤도 LCC분석에서의 핵심적인 설계변수의 민감도 검토

·효율적인 철도교량 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비용(LCC) 산정
전략

·LCC분석에서 기능 내재화 방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철도시설물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예산의 효율적인

구축된 인프라 시설물들이 건설된 지 30~40년이 지나면서 시설

평가 및 성능개선, 리스크 평가를 통한 적절한 시기 및 비용규모

건설시공시 막대한 양의 자재와 에너지가 사용되고, 철도시설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산관리는 고객이 원하는 서

물의 노후화로 인해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여 전체 건설 예산

의 결정, 그리고 합리적인 예산확보 및 사용 등이 철도 운영 및

의 수명이 일반 제품의 수명보다 길기 때문에 전 과정적 측면 즉,

비스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비즈니스리스크를 관리, 평가하고

의 40%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도달함에 따라 국가재정에 있어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철도의 계획 및 설계, 건설, 유지보수, 폐기 등의 전과정에 걸쳐

비용 적절성을 조절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예산은 국민세금으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정량화하고 최소화하는 LCA(Life Cycle

운영되어 무한정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고 국민수명 증가에

Assessment) 기법 적용이 필요하다.

따른 사회복지 등의 국민복지비용 규모의 급증 등으로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는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

현재 철도 시설물의 주요 대상인 궤도에 있어 LCA 연구는 전무

철도는 24시간 반드시 가동되어야 하는, 기계와 같이 정교하고
철저하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도로는 우
회도로 확보가 용이하여 보수 보강시에도 안전하게 공사를 수행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비용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 결국, 국가나 주정부는 더 이상의 비용 확보가 어려워 인력

한 상태이며, 실제 공사 설계시 VE 분석과 함께 LCC 분석만 수

감축 및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

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철도 시설물 특히 막대한 물량이

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인식하여 국가적인 차원에

투입되며 건설 후에는 개선하기가 곤란한 궤도분야에 대해서 환

서 기반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자산관리

경오염부하 최소화와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수행을 법으로 까지 규정하여 강도 높은 수행을 요구하게 되었

있는 LCA와 LCC가 통합된 분석 수행이 필요하다.

다. 이러한 자산관리 수행의 가장 선두적인 나라가 호주와 뉴질

<그림 4> 자산 관리 모델(Asset Management Model)

랜드이다. 호주의 자산관리는 1980년대부터 도입되었으며 1993

4. 자산관리차원에서의 LCC

년에 최초로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국가자산관리

궤도 시설의 자산관리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체계 개념

위원회는 1994년 호주시립공학협회(IMEA) 국가 자산 관리 매뉴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자산관리체계는 전 생애 동안 물질적

얼을 발표했다. IPWEA(Institute of Public Works

자산에 대해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필요한 서

Engineering Australia)협회는 2004년에 국가자산관리현장에

비스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공학, 재무, 경제 및 기타 수단을 결

서의 협회의 역할을 재정립하였으며, NAMS.AU(National

합하여 기반시설을 취득, 사용 및 폐기하는 의사결정의 체계이

Asset Management Strategy) 위원회를 재구성 하였다.

다.(The combination of management, financial, economic,

NAMS.AU는 공공 인프라, 지역 사회의 자산과 서비스의 지속

engineering and other practices applied to physical assets

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선도와 지원을 제공하려고 노

with the objective of providing the required level of

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호주의 물관리를 수행하는 Hunter

service in the most cost-effective manner.) 즉, 시설물이

Water사의 경우 10여년간 자산관리를 수행 결과 평균 40% 이

구축되어 운영되는 모든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을 정의

상의 운영비용절감을 이룩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하고 이를 위해 소요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장·단

경우, 법으로 강제성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자산관리 수행을

기적인 플랜을 수립하여 최적화하여 적절한 예산확보와 비용분

할 경우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세금감면 및 여러 해택을 제공

배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유지관리 운영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하는 방법으로 자산관리 수행을 독려하고 있다.

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자산관리를 유지관리, 그리고 시스템 구

국내철도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물이 매우 많은 편이라 향후 속

<그림 5> 자산관리의 7가지 핵심 요소들

축 등의 개념으로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유지관리는 자산관
리의 큰 맥락의 한 부분으로 수행되어지는 것이며 시스템 구축
은 자산관리를 위한 도구일 뿐 자산관리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이
처럼 국내 기반시설에 대한 자산관리개념이 미흡하고 아직 그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도향상이나 성능향상을 위한 막대한 보수 보강비용이 지출될 것

<그림 6> 개별자산평가 model의 예시

이러한 활동에는 <그림 5>와 같은 전반적인 사항들이 관리되고

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투입을 위한 의사결정과 비용

고려되어야 한다. 일찍이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행하고

계획 수립 등의 모든 과정이 자산관리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

그러나 철도의 경우 우회로 확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시설

있는 선진 자산관리 수행국가의 경우, 2차 대전 이후 대대적으로

록 해야 한다. 즉, 시설물의 서비스관리 수준을 결정하고 노후도

물 사고나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회경제적인 손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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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LCC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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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규모는 막대하게 발생하게 된다. 특히 궤도시스템의 경우, 차량

를 통하여 궤도상태의 정확한 모니터링과 신뢰성 있는 유지보수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사소한 손상이나 파손도 큰 사고를 유발

비용의 추정을 가능케 한다.

할 수 있어 예방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리의 핵
심에는 시설물의 소요부품에 대한 수명관리, 환경적, 재료적 특
징의 관리, 그리고 유지보수용이성 등 성능과 경제성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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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자산관리를 위한 LCC분석기법 적용 방안
궤도 LCC분석에서의 핵심적인 설계변수의 민감도 검토
·LCC분석에서 기능 내재화 방안

국내의 철도산업에서도 기존의 계획·설계 단계에서 뿐만 아니
라 운영·유지보수 단계에서도 활발한 LCC 기법의 적용을 통하
박미연 이사Ⅰ(주)승화이엔씨 기술연구소 (momo6238@hanmail.net)

여 궤도 자산의 관리가 보다 효율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가 필요하다. 궤도시스템에 대한 자산관리는 모든 궤도에
사용되는 요소부재들을 목록화하고 이들의 구입 시기, 수명, 단

유럽 철도산업의 경우에서와 같은 열차 차단지연에 대한 손실비

가, 교체주기,위험도 수준, 열화정도, 관리 중요도 등의 리스트

용이나 사고, 환경요소 등을 비용에 포함하는 것 등은 국내철도

와 평가방안을 개발하여 교체시기와 보수 보강시기를 일목요연

산업의 환경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향후 강화되는 국제 환

1. 서론

어 있다. 침목은 목침목, PC침목, 그리고 콘크리트 침목 등으로

하게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자산관리의 핵심에는 LCC와 리스

경조약이나 철도운영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내 철도운영 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Analysis: LCC)분석이란 어떤 대상물

구분하고 있으며 도상은 자갈도상과 콘크리트 도상으로 구분하

크 분석 등의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게 된다. 즉, 특정 부재의 사

경에 적합한 LCC 모델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그 수명을 다할 때 까지 투입되게 되는 총체적인 비용을 말하

게 된다. 이들 궤도의 모든 요소들은 일정한 주기마다 유지보수

용 한도가 어느 정도이며 적정교체시기가 언제이면 좋겠는지,

LCC의 도입을 통한 유지보수 효율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

는 것으로 기획·설계비 및 건설비등의 초기비용, 유지관리비

및 교체를 해주어야 하며 이들의 주기를 파악하는 것은 LCC분

만약 이것의 교체가 안 될 경우 향후 지불해야할 위험비용은 얼

되어야 하며 철도산업의 조직 구조뿐만 아니라 철도산업의 기본

용, 그리고 해체폐기비용의 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LCC를 구하

석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각 요소 하나하나 마다의 공

마나 발생할 것이고 어떤 리스크가 올 수 있는지, 이를 교체했

개념까지도 바꾸어야 하므로 보다 많은 논의를 통하여 넓은 공

는데 있어 제일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유지관리비용분석일

용수명기간 동안의 투입비용을 계산하고 이들을 모두 합하게 되

을 때 얼마나 편익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일관성있게 보여 주게

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것이다. 유지관리비용은 그 대상물을 운영·관리하며 사용되는

면 궤도에 대한 확정적인 유지관리비용을 얻을 수가 있다.

되며 5년, 10년 단위, 또는 장기간 궤도 관리를 위한 미래투입

비용으로 부품이나 장비의 수명, 그리고 부속재료의 내용 년수

이처럼 쉽게 말로는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차량의 통과 빈도나

비용의 규모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철도는 이러한 미래투입비

에 따라 적절한 교환주기나 교체주기에 맞추어 대상물의 운영이

제품의 재질, 그리고 주어진 환경여건에 따라 각 요소들의 사용

용의 관리와 평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자산관리체계의 구축

나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대상물을 사용 가능할 때까지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곡선부에 위치한 레일의 경우

이 필요하다.

비용투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선구간에 존재하는 것보다 마모에 의한 손상의 정도나 수준이
당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게다가 통행열차의 빈도가 높거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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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확률적인 분석을

기를 수행하여 자갈탄성을 보건하고 노반에 박힘 및 기계적 마

이와 같이, 할인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물 구성요소의 비

수행하게 된다. 즉, 유지보수 주기나 비용규모, 그리고 보수율

모와 풍화로 인한 토사혼입 등을 개선하여 배수를 원할히 해주

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표현방법이 있다.

등의 값들이 확정적이지 못하고 신뢰도면에서 완벽할 수 없기

어야 하는 만큼 주기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주기

때문에 통계적인 평균치와 편차를 분석하여 확률적인 값을 제시

적인 관리비용을 현재의 시점에서 30년 또는 50년간 얼마나 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신뢰수준 얼마 정

어가는지를 검토해 봐야 하며 이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여 비용

도의 LCC가 나온다는 식의 값을 제시하기에 좀 더 합리적인 비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할인율이란 <그림 2>와 같이 시간의 흐름

용을 제공하게 된다.

에 따른 비용의 가치 변화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1)공칭비용(nominal cost), CN : 어떤 한 비용이 지불될 때 기
대되는 금액(즉, 효율성, 기술 등의 변화로 인한 금액 변화와 인
플레이션을 포함)
(2)실질비용(real cost), CR : 인플레이션은 제외하고 효율성, 기
술발전 등에 따라 변화된 금액은 포함한 기준 날짜의 가치로 표

즉, 시설물의 유지비용 발생은 생애주기 동안 얼마나 들어가는

3. LCC 분석시 주요 핵심 검토사항
비용분석에서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하는 핵심 사항 중에는 할인
율과 분석기간 선정 등이 있다. 할인율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대안선정이 바뀔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된 비용

지를 어떤 기준이 되는 날짜로 환산하여 비교되어야 한다. 통상

<그림 2> 할인율의 정의 및 결정방법

현재가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방법, 소위 현재가치화법(Present

(3)할인비용(discounted cost), CD : 실질할인율에 의해 할인된

Value Method)이 많이 사용된다. 이과정은, 일반적으로 LCC

실질비용(이때, 할인 비용은 공칭이자율(또는 할인율)에 의해 할

분석 시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시설물 구성요소에 대한 실질

인된 공칭비용과 동일함)

가치로의 할인과정(discounting)을 통해 산정될 수 있다. 또한

할인비용은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또는 할인현

또한 LCC분석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생애주기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매년 균일하게 발생한다고 가

재가치(Discounted Present Value; DPV)라고도 하며 일반적

결과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명이 30년과 50년인 두

정할 경우에 이 균일한 비용과 대등한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

개의 대상물 A, B가 있으며 유지보수비용이 전혀 안 든다고 가

으로 <그림 3>과 같은 연가분석법이 있다.

정할 경우, 50년 분석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와 30년 분석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다른 결과를 줄 수 있다. 50년 기준이 되면 B는
초기비용만 투입하면 되지만 A의 경우는 30년 이후 다시 초기비

<그림 3> 화폐의 현재가치화 방법

으로 건설투자에서 NPV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할인율은 정부채권의 수익률, 시중금리, 물가상승(인플

이러한 할인 과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이 함께 고려되어

사용해야 한다. 즉 이러한 공칭할인율은 상기 A, B, C에 대한 모

레이션) 등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

야 한다.

든 것을 고려한다. 공칭할인율은 장기정부채권의 이율을 사용하

으로 공칭할인율은 장기정부채권의 이율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
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장기정부채권의 시장규모가 적어 금

용만큼 이상을 투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 A초기비용

1.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 저하

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내의 경우 장기정부채권의 시장규모가

이 B의 초기비용의 반도 안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2. 화폐가 다른 곳에 투자되었을 경우의 잠재적인 이자로 인한

적어 금리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보통 은행이자율을

리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므로 흔히 은행 이자율을 공

공칭할인율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칭할인율로 사용한다.

반면, 실질할인율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한 할인율을 의미하

할인율의 선택에 있어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우 반드시 B가 선택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분석과정에서 자주 볼 수가 있으므로 분석기간의 설정에

가치의 증가
비용의 할인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자를 고려한다.

신중해야 한다.

기 때문에 돈의 실제 시간가치 반영과 미래의 투자에 대한 인플
·A 은행이나 정부 계약에 있어 장기간의 투자, 즉 장기정부채

이러한 LCC분석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할인율과 분석기간에

권 이자율

대해 정의 및 적용방법, 그리고 고려사항 등으로 나누어 기술을

·B 사업이 위험으로 되돌아올 때 기대되어지는 이자율

해 보았다.

·C 화폐의 구매력에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

즉, 상기 A, B만 고려하여야 한다.
할인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가치에 있어 실질변화만 존재하기 때
문에 공법의 효율성, 기술의 변화 등에 의한 가치의 변화는 고려

3.1.할인율

미래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은 공칭할인율

시설물을 설치 후 사용하다 보면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투입

(nominal dicounted rate)과 실질할인율(real discounted

되게 된다. 이들 보수비용은 매년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정 주기

rate)이 있다.

성을 갖고 비용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자갈도상의 경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차량통과 톤수를 기준으로 할 때 반드시 자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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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이 고려되지 않은 비용평가와 연관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할인율이라 함은 화폐가 대출
될 때, 이미 인플레이션이 고려되어 책정된 절대적인(또는 공칭)

·대안별 비교목적일 때는 어떤 할인율을 사용하여도 우선순위
결과는 동일하다.
·할인율 선택에 있어서 과거의 자료는 중요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할인율의 적용은 미래에 대한 것이고, 미래
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변동이 심한 상황하에
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자율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할인율(discounted

기간시설물 투자사업에서 할인율의 합리적인 결정은 최적투자

공칭할인율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고려한 할인율이기 때문에 반

rate)과 실질 이자율(real interest rate)은 유사한 개념이 됨을

계획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할인율이 LCC 해석 결과에 상당

드시 미래 투자에 대한 인플레이된 미래비용평가와 연관해서만

알 수 있다.

히 민감한 요소임은 LCC 평가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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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05

궤도 LCC분석에서의 핵심적인
설계변수의 민감도 검토
·EMU 철도차량의 LCC(Life Cycle Cost) 분석

·궤도 자산관리를 위한 LCC분석기법 적용 방안

·차량 LCC분석

궤도 LCC분석에서의 핵심적인 설계변수의 민감도 검토

·효율적인 철도교량 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비용(LCC) 산정
전략

·LCC분석에서 기능 내재화 방안

즉, 할인율이 변화함에 따라 LCC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

지의 평균 할인율 개념을 적용하여 LCC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하여 산출한 1993년~2009년까지의 실질할인율은 평균

이 수명은 기술적 수명, 사용수명, 경제적 수명으로 구분할 수

로 타당성이 있는 LCC 분석을 위해서는 과거의 오랜 기간의 이

타당하다. 단, 민자투자사업이나 사업의 여건이 특수한 경우에

2.9(연간) 정도로 분석됨

있다.

력을 반영하고 향후 국가의 경제적인 예측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해서는 할인율의 변화를 주어 민감도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이

할인율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할인율의 수치에 따라 대안선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달라질 수 있는 좋은 본보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금리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물가상승율

실질할인율

비용을 동일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어 사용하게 되

1993

8.5%

62.9

4.7%

3.5%

므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LCC 분석 관련 할인율에 대해서

1994

9.3%

66.9

6.4%

2.8%

1995

8.8%

69.9

4.5%

4.1%

1996

10.8%

73.3

4.9%

5.7%

결국, LCC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들을 다루므로 이들

<표 1> 할인율변동에 따른 대안결정의 비교 자료
대안

초기비용

LCC

할인율(5%)

할인율(3%)

A

52,209

89,039

1.000

1.000

B

52,529

91,338

1.026

1.034

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LCC 분석시 사

C

97,729

109,521

1.230

1.023

용하게 되는 현재시점으로의 환산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D

120,617

134,347

1.509

1.245

E

81,631

91,144

1.024

0.847

F

99,790

110,880

1.245

1.025

<표 1>에서 제시한 것은 초기비용만을 고려하고 유지관리비용이
없다는 가정 하에 LCC 값을 구한 후 할인율을 다르게 책정하여
비교한 것이다. 분석기간은 동일하게 하였으며 할인율을 5%로

할인율의 수치 자체 보다는 복수의 입찰참가업체들이 동일한 할

과거 교통개발연구원의 하헌구/조희덕(1999)은 할인율을 7% 정
도 수준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과거 및 현재의

0.9%

6.0%

2.3%

4.6%

·현시점으로부터 미래의 비용발생 시점까지의 기간과 할인율

2001

5.4%

88.3

4.0%

1.4%

을 기초로 하는 다음 현재가치환산계수(Present Worth

2002

4.7%

90.8

2.8%

1.8%

LCC 산정의 기간을 언제까지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2003

4.2%

93.9

3.4%

0.7%

하며 이 기간을 우리는 LCC 분석기간이라 한다. LCC 분석 기간

2004

3.8%

97.3

3.6%

0.1%

은 내구년한, 공용기간 또는 내용년수라는 용어와 밀접한 관련

2005

3.6%

100.0

2.8%

0.8%

2006

4.4%

102.2

2.2%

2.2%

2007

5.1%

104.8

2.5%

2.5%

2008

5.7%

109.7

4.7%

1.0%

2009

3.3%

112.8

2.8%

0.4%

평균

6.8%

-

3.8%

2.9%

Factor; PWF)를 곱하여 미래시점의 비용을 현재 시점 가치의
비용으로 환산하는 방법

여기서, PWF=현재가치환산계수
=할인율
n=현시점으로부터 미래의 비용발생 시점까지의 기간(년)
·매년 동일하게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는 매년 발생하는 비용에
다음 연등가액현재가치환산계수(Present Worth of Anuity
Factor ; PWAF)를 곱하여 일괄적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할 수
있음

구분

=할인율

<그림 4> 시설물 수명(생애)의 개념 정의

이 있다. 위의 3가지 표현은 서로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약간
의 미묘한 어감차이를 가지고 있다.
내구년한(persisting period)는 건물이나 부품, 기계 따위의 쓸
수 있는 연한, 즉, 물리적·구조적 차원에서 표현한 것으로 철차
차량의 경우는 25년 또는 40년 등으로 내구 년한을 규정하고 있
다. 공용기간이라 함은 사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달리 표현하

<표 3> 국내 할인율 사례
도공(
‘01) 도공(
‘02) 수공(
‘04) 수공(
‘06)
KDI
수처리구조물 (민자사업)
교량, 포장
교량
댐

할인율
종류

한국은행 자료(은행이자율, 소비자물가지수)에
기초한 실질할인율

할인율
수치

4.54%

임의 산출한
실질할인율

면 얼마나 사용가능할수 있는지를 가늠할 때 많이 표현을 한다.
내용년수(service life)는 고정자산의 이용 가능 년수로 견적된
가능 연수를 말한다. 통상적인 사용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으로
내용기간 또는 내구연수(耐久年 )라고도 한다.

4.5%

6%

4.5%

6%

여기서, PWAF=연등가액현재가치환산계수

이러한 미묘한 개념의 차이를 공용수명(Service Life)의 개념에
서 재해석이 가능하며 이들을 기능적 내용년수, 경제적 내용년

3.2 분석기간

n=년수

·할인율의 산출 예시

질 할인율을 기준으로 LCC 분석 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할인

- 예금금리 기준 명목할인율은 2000년~2009년 동안 평균

율 적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과거 10년 전(2,000년)부터 현재까

6.8% 정도이고, 예금금리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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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84.9

할인율은 평균 4%이며 대략 3~5%의 실질할인율을 각 LCCA

현재 VE/LCC 분석에서는 1993년 이후의 경제자료를 이용한 실

6.5%

7.4%

83.0

수명기간을 길게 보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높은 할인율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바 있다.

4.5%

7.0%

값으로 추정한 것이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수치는 떨어지고
과소 투자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미국의 과거 10년 정도의 실질

76.6
82.3

6.9%

평가에 쓰이는 할인율의 수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
달라 합리적인 투자 결정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11.3%
13.3%

1999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SOC 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이다. 따라서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이러한 할인율의 적용이 다

1997
1998
2000

[현재가치환산법]

한 경우, 초기비용이 적은 A대안이 선정되게 되며, 할인율을 3%
로 한 경우, E대안이 선정되고 있다.

<표 2> 실질할인율 산출 예시

62

수, 사회적 내용년수, 물리적 내용년수 및 법적 내용년수 등으로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분석을 거론하려고 하면 생애라는 개념

구분하고 있다. 외국의 자산관리개념에서는 기능적 내용년수와

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한다.

물리적 내용년수, 사회적 내용년수,및 법적 내용년수의 4가지 형

시설물의 생애라는 개념은 수명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으며

태로 모든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이들의 의미 속에는 리
스크 관점의 관리방안이 내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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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LCC분석에서의 핵심적인
설계변수의 민감도 검토
·EMU 철도차량의 LCC(Life Cycle Cost) 분석
·차량 LCC분석

·궤도 자산관리를 위한 LCC분석기법 적용 방안
궤도 LCC분석에서의 핵심적인 설계변수의 민감도 검토

·효율적인 철도교량 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비용(LCC) 산정
전략

·LCC분석에서 기능 내재화 방안

정은 위험관리차원의 전략에서 생겨날 수 있으며 리스크 관리의
핵심기준에는 LCC평가가 항상 동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KTX가 운행하는 고속열차 전용
궤도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을 강조하고 싶다. 유지관리 전문가의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들 전문가는 과저 이력관리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도입
방안을 연구하여 기술발전을 선도할 것이다. 기계장비가 발달하

<그림 5> 공용수명(Service Life)개념의 내용년수의 분류

고 IT기술이 발전한다 하여도 전문적인 관리 운영 인력을 갖추
부품이나 요소부재마다 내용년수가 다르며 제조 시부터 유지관

지 못한 집단은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다.

<그림 6> 분석기간 판단기준

리 단계, 그리고 운영하면서 얼마나 잘 관리되었느냐에 따라 그
자체의 상태와 성능, 그리고 잔존수명은 달라지게 된다.
LCC분석에서 전체 시스템의 분석기간을 어떤 기준에 따라 잡느
냐에 따라 LCC의 상대적 비교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림 6>은 분석기간의 판단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하는 대

최근 발생한 KTX 탈선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사

안들의 경제적인 수명이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못한 경우, 그

고는 궤도시스템 관리문제에서 생겨난 것이며 결국 조기 대처를

리고 유용한 수명을 비교할 경우 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위한 전문가 부재가 근본원인이다.

합당한 대안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선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급해도 돌아서 갈 곳은 돌아서 가야 한다. 정해진 시간에

분석기간의 산정은 발주처가 처해있는 상황과 발주처의 정책과
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분석기간 산정기준

정시운행을 목표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철도시스템이라도 예
방과 안전을 위한 관리 시간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을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심중히 결정해야 한다. 다음 <표 4>

4. 결론

는 분석기간선정이 달라질 때 나타나는 LCC비용 및 대안선정의

궤도 LCC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비용발생 항목과 할인율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및 분석기간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철도 시스템 전반에
대한 LCC 비용분석을 위한 연구자체가 미진하다 보니 아직은

<표 4> 분석기간 선정에 따른 대안결정의 비교자료
분석기간 50년일 경우 분석기간 100년일 경우

구분

소규모
보수

대규모
보수

LCC분석에 대해 연구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

대안 1

대안 2

대안 1

대안 2

주기

1년

1년

1년

1년

회당 비용

10억원

9억원

10억원

9억원

분석기간 10억원×50= 9억원×50= 10억원×100= 9억원×100=
동안 비용
500억원
450억원
1,000억원
900억원
주기

30년

20년

30년

20년

회당 비용

100억원

90억원

100억원

90억원

분석기간 100억원×1= 90억원×2= 100억원×3= 90억원×4=
동안 비용
100억원
180억원
300억원
360억원

보수비용 합계

600억원

630억원

1,300억원

1,260억원

다. 철도는 도로교통수단과는 달리 요소 부품 하나하나의 역할
과 기능이 중요하고 그 수명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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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분석에서 기능 내재화 방안
·EMU 철도차량의 LCC(Life Cycle Cost) 분석

·궤도 자산관리를 위한 LCC분석기법 적용 방안

·차량 LCC분석

·궤도 LCC분석에서의 핵심적인 설계변수의 민감도 검토

·효율적인 철도교량 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비용(LCC) 산정
전략

LCC분석에서 기능 내재화 방안

대안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치공학을 적용하여 선

법은 <그림 1>과 같이 기능을 값어치인 비용으로 바꾸어 수치화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참고문헌2).

하는 금액법과 각각의 기능을 비교하여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능
중요도평가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참고문헌3).

백재욱 팀장Ⅰ(주)유신 철도본부 (y12813@yooshin.co.kr)

<표 1> 기능분석 활용기법

권원구 전무Ⅰ(주)유신 철도본부 (y12770@yooshin.co.kr)

단계

유호식 부회장Ⅰ(주)유신 철도본부 (y12056@yooshin.co.kr)

대상
선정

1. 서론

LCC 분석은 총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의 비용

VE(Value Engineering)는 가치분석(Value Analysis, VA)에

평가로 기능평가와 상호 연계되어 사용 중에 있는 재료나 구성

서 발전하여 비용효율(cost effectiveness)이 높은 재료나 부품

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그 기능을 좀 더 경제적으로 실

을 사용함으로써 가치를 높이는 기법이다. 소정의 성능, 신뢰성

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재료나 구성요소

및 안정성을 만족하거나 보다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최소의 생애

를 제거, 단순화, 결합 또는 대체함으로써 비용절감이 가능한지

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으로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를 그리고 최적의 총비용으로 필요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기

위해 행해지는 조직적인 개선활동으로 비용의 절감, 생산성의

능에 대한 재료적이고 요소적인 개선을 수행하는 방법이다(참고
문헌1).

가치공학에서는 가치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LCC 분석은 이와 같이 비용평가를 위한 개별적인 분석이 아니고

비교로만 그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가치가 향상 되었는지를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요구된 착안사항에 맞게 가치공학 분석이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한다. 하지만 VE분석의 실제 적용에 있어
서는 체계가 실질적으로 설정·확립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대안 간의 상당한 생애주기비용의 차이에도 불

평가

분석

가치개선을 위해 기능적인 요소와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방
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참고문헌1). 단순히 대안별로 정성적인

기능

주요 내용

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관적인 요소가 많고 신뢰성 수준평가

대비용공종별 평가

Cost to Worth법

비용 대 값어치 분석

비용·성능평가법

비용 대 성능비율 평가

때 그 후의 분석결과는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기능평가는 특히

복합평가법

개선효과 등에 대한 항목별분석

중요시 되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평가에 대한 방법의

가중치 부여 복합평가법

항목별 가중치 부여 평가

적합성 및 객관성·신뢰성은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최근 시

현재비용, 기능비용을 통해 가

설물의 건설과 관련된 국내외의 기술동향을 살펴보면 다양한 구

치지수, 기능상호간의 상대적

조용 재료의 개발과 더불어 신형식의 구조물이 개발되면서 신뢰

중요도 등 평가

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최적화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부정합법

기능비용 대 기능중요도 일치성 분석

본고에서는 가치공학적 대안 선정방법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GFI기법

경험과 전문지식에 의한 직관평가

다변수가중분석법

항목별 실행가능 구체성 평가

LCC 분석법

생애주기간 총비용 분석

가지고 있어 보다 개선할 수 있는 최적화방법으로 성능척도에

비용상세평가법

초기비용에 의한 평가

근거한 상대평가계수를 LCC 분석에 고려하여 비용과 기능이 상

매트릭스평가법

평가항목별 가중치 부여 대안평가

호 연계되어 표현되는 단일화 분석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개

과거실적자료법
FD법, IWDM법
경험에 의한 기능비용산출법

가 안되는 등의 관계로 문제점이 많다. 기능분석이 잘못되었을

없는 기능평가로 비율척도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문제점을

선된 분석방법으로 성능 개선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물,

법이다. 이런 이유로 VE의 기능평가와 비용평가가 개별적으로

유지관리이력을 파악하기 힘든 시설물에 대한 대안선정방법으

분석되어 통합하는 과정은 문제가 있다. 기능적인 개선은 비용절

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

감으로 나타나고 비용의 절감은 재료적, 요소적으로 기능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안선정방법은 기능평가와 비용평가를

시설물의 성능등급에 기준을 둔 유지관리 프로파일 연구는 열화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통합하는 과정이 아니고 상호 연관되어 하

모델의 개발 및 퍼지, 유전자 알고리즘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

나의 체계로 단일화하는 LCC 최적화 분석과정이어야 한다.

선이 되고 있어 LCC 분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비

구하고 객관적인 신뢰성을 검증할 수 없는 기능평가로 가치분석

교적 최근에 개발·적용되어진 재료나 형식들에서는 여전히 유

의 결과 및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등 적정성에 문제점을 가지고

지관리 이력, 수명예측 및 성능 개선정도 등을 추정하기가 어려

있다.

2. 대안의 분석 및 평가·선정방법

비용평가는 계수의 불확실성, 변동성 등 확률적인 분석방법으로

시설물의 계획에서 대안의 평가 및 선정은 여러 개념과 평가기

점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지만 기능평가는 체계적으로 척도화할

준 하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개발하고 선택하려는 의사결정의

수 없는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에 바탕하고 있는 등 중요도 선정

문제이다. 하지만 이런 주관적인 가치를 지닌 개념은 정량화하

의 구조화에 문제가 있다. 또한 가치분석에서 기능요소가 너무

기 매우 힘들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관

VE의 가치는 기능과 비용의 비율로 평가한다. 하지만 비용평가는

나 크게 반영되어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서는 개선이

련 기준과 여러 요소들을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파악하고 비용요

정량적이지만 기능평가는 정성적이기 때문에 수치화하기 어려워

필요하다.

소를 비롯한 대안의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정량화하여야 한다.

어떻게 정량화하고 수치화할 것인가가 중요문제이다. <표 1>과 같

이에 대한 방안으로 앞서와 같이 최적 시설물의 합리적 선정과

이 단계별로 다양한 기능분석방법이 활용되고 있지만 기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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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기능평가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분석방법의 적정

고비용분야 선정법

기능별 현재비용배분법

기능

향상, 품질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다.

기법 종류

워 LCC 분석 등 대안선정방법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66

<그림 1> 기능평가법의 분류

개선된 분석법의 대안의 생애주기비용은 기능과 비용이 단일화
되어 나타낸다. 기능과 비용이 비율로 통합하여 평가하는 가치
분석과는 다른 분석방법이다. 성능척도의 상대평가계수로써 평
가하는 기능평가가 비용평가의 항목 속에 포함되어 기능평가와
연계되어진다. 이런 영향요소항을 통해 신뢰성 없는 기능평가가
가치분석에 크게 좌우되는 문제점 및 객관성 없는 유지관리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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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분석 방법을 개선시킬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기능과 비용

LCC분석에서 기능 내재화 방안

여기서, Dk = k년도의 j항목까지의 처리비용의 총합을 나타낸

상태에서 유지되기가 어렵고 또한 공용수명 간 생애주기비용의

을 상호 연계하여 영향을 종합화한 LCC 분석이 가치공학 본연

다. Dj = j항목의 처리비용,

저감을 도모할 수 없다.

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과정일 수 있다.

째의 적용비용을 나타낸다.

다음과 같다.

대안들 간의 선호도 등 우선순위 설정은 비율척도화를 통해

(3)

LCC 분석에서 유지관리 프로파일의 영향에 대한 중요성으로 고

기능개선의 내재화를 통한 LCC 분석은 큰 의미에서 생애주기

용할 수 있는지를 또는 어느 정도의 중요성으로서 고려되는지

이와 같은 인식으로 구조체에 관한 내구성의 연구나 수명 예측
은 매우 발전하고는 있지만 복합체로서 성능을 동시에 고려한

4. 수명예측과 열화패턴 설정의 중요성

려된다. 성능수준의 개선으로 유지관리 프로파일이 유리하게 작
종합화할 수 있다.

= j항목의 k년에 발생하는 n번

여기서, OMRk = k년도 j항목까지의 유지관리비용의 총합, i =

동안의 성능수준의 변화 즉, 시설물의 공용성을 말한다. 공용성

할인율, k = LCC 고려 시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의 단위기간

이라 함은 시설물의 기능 또는 서비스 수준의 시간적 변화를 나

을 나타낸다. OMRj = j항목의 유지관리비용,

= 항목의 k

타낸다. 공용성이 좋다는 것은 높은 서비스 성능수준에서 오래

= 대안 a에 대한 상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평가는 시설물의 시간적 변화를

= k년에 속하는 구성항목의 발생

파악해야 한다. 최근에는 실제교량의 장기관측 조사데이터가 있

수명예측기술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많이 남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시설물은 다양한 재료 및 구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체이며 전반적인 성능 열화는 여러 가지 변화가 복합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크게 작용하므로 구조물의 성능열화예측은 단일
체가 아닌 복합체로서의 성능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실제 환경
의 열화인자도 복수이며 반응도 복잡하므로 무엇보다도 범용성

3. 이론의 정식화 과정

년에 발생하는 n번째의 적용비용,

기능 개선이 내재화된 LCC 분석은 Ehlen&Marshall의 비용분

평가계수,

류모델(참고문헌4)에 기초하고 있다. 기준모델은 NIST의

에 대한 확률밀도분포의 합을 나타낸다. mn = k년도에 발생하

어 노화수명예측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환경

BridgeLCC 프로그램 개발모델로 확정적인 분석을 위한 간단한

는 n번째 산술평균, vn = k년도에 발생하는 n번째 표준편차를

적 문제 등으로 보수·보강이 용이하지 못하는 등 <그림 2>와 같

수명 연장을 위한 보수·보강 후의 성능변화는 내용연수 내에

접근방법이다. 이에 계수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그리고 상대평

나타낸다(참고문헌6).

이 성능저하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용성의 결정은 상당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조기 재

히 어려운 문제이다.

열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화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가방법(참고문헌5)이라는 기능적인 증감사항이 비용에 고려되도

식 (3)에 나타낸 대안 a에 대한 상대평가계수

록 새로운 추정모델로 분석되었다. 생애주기비용 산정 식은 다

다음과 같다.

의 산정 식은

을 가진 수명예측이 요구되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다.

공용성 평가 등 LCC 분석에 매우 중요하다. 조기 재열화의 원인
으로는 열화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았거나 환경부하의 평

음과 같다.

가가 불충분했을 경우, 보수재의 선택이나 사양, 시공 범위의 설
정의 단계에서 부적절한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에 많이 나타난

(4)

(1)

다. 재열화를 막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열화 상황, 보수재의 성
여기서, 대안 a의 생애주기비용 LCCa는 총 기대 생애주기비용
의 현재가치 PVLCC로 나타내며 초기비용 IC, 유지관리비용의
현재가치 PVOMR, 처리비용의 현재가치 PVD의 각각의 합으
로 나타낸다.
초기비용(IC)은 건설비용, 계획·설계·감리비용 등을 포함한

능, 보수재의 내구성과 내후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보통
여기서, j항목의 상대평가계수

= 대안에서의 최소 성능척

최적화기법에서 말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복수의 해

에 대한 대안별 성능척도 Va의 비율로 나타낸다. e =

중에서 최적의 해인 가장 경제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찾는 것이

의사결정요소의 수, We = e가지 의사결정요소별 선호도, Ze(a)

중요하다. 하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부족과 모델화

= 각각의 의사결정요소에 대한 대안의 선호도를 나타내며 고려

에서 미해결 부분이 많아 쉬운 일은 아니다.

도

되는 대안별 산정과정에서 분배되어진다.
이와 같이 재료의 열화나 수명은 물질의 고유의 것이 아니라 재

다. 초기비용의 산정 식은 다음과 같다.

처리비용(PVD)은 철도시설물의 내구년한이 끝나는 시점에서 해
(2)

<그림 2> 수명결정 개념도

체·폐기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산정 식은 다음과 같다.

료 자신의 물리적 상황 및 구조체의 구성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각종 부하작용에 의해서 변화한다.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의 함수

시설물의 내용연수에 상응하는 수명 예측 등 구조물의 성능 저

이므로 노출되어진 환경마다, 재료마다 일정하지 않다. 실제 환

하의 파악은 적기에 유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경은 재료 및 구조체에 대해 여러 가지 강약의 열화부하로써 작

항목이다. 합리적인 수명 예측으로 구조물의 열화가 현저히 진

용하므로 열화가 의미하는 것은 각 성능의 평균치도 아니고 최

유지관리비용(PVOMR)은 크게 운영·관리비용, 유지·보수비

행되기 전의 단계인 관리 상의 구조물 성능의 하한을 넘지 않은

소치도 아니므로 전체적·종합적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다. 참고

용, 점검·진단비용이라는 각각의 합으로 표현되며 산정 식은

시기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구조물은 항상 안전한

로 <그림 3>은 환경조건 및 재료별 열화패턴을 나타낸 개념이다.

여기서, j = 구성항목, x = 구성항목에 관련된 제반변수,

=

초기비용 항에 관련된 구성항목의 적용비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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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분석에서 기능 내재화 방안

(a)의 유형3과 같이 가혹한 환경에서 초기부터 급격하게 성능이

해 교량 등 구조체의 열화까지 예측 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 질

5. 사례 적용

관리 프로파일의 설정 등은 유지관리 집행현황, 열화패턴 연구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유형1과 같이 가벼운 열화 환경에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하지 않다. 다양한 환경조건 하에서 재

사례 적용으로 구조적 안정성과 사용성, 건설재료의 활용효율성

결과 등에 근거한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에서의 적용

장기간에 걸쳐 좋은 성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b)는 일정한

료마다 열화 패턴이 각양각색이라 재료의 열화로부터 부재 전체

이 뛰어나 새로운 철도교량형식으로 널리 활용되는 프리스트레

값은 이런 연구가 진행 중에 있어 자세한 분석과정은 생략하기

환경에 대한 다양한 재료의 열화곡선을 나타낸다. 환경에 대해

의 성능 열화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열화의 원인은 재

스트 콘크리트교를 적용하여 기능개선이 내재화된 LCC를 분석

로 한다.

장기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A형과 같은 재료가 있는 반면에

료가 될 수 있고 인터페이스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하였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교는 PSC박스거더교, PSC빔

처리비용은 철거비용, 폐기비용, 재활용비용의 합으로 구성되며

조기에 열화하는 B형과 같은 재료도 있다.

재료의 열화가 부재 전체의 열화로 발전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교, IPC거더교, PSC-e빔교, UNION-PC거더교, PRECOM교,

해체폐기확률이 고려되었다. 참고로 개축 및 해체폐기에 대한

줄 수 있다.

PPC거더교이며 비교를 위해 장경간 철도교량으로 주로 적용되

최확치 확률은 <그림 6>과 같이 PSC빔교는 44년, IPC거더교,

부재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열화되어

는 강박스거더교도 함께 고려되었다.

PSC-e빔교, UNION-PC거더교는 42년, PSC박스거더교는 53

있어도 치명적인 열화(파괴)의 계기가 없는 경우는 부재의 성능

분석기간은 철도시설물의 목표수명으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년, PRECOM교는 47년, 강박스거더교는 50년, PPC거더교는

은 요구 성능을 상회하여 수명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 부재의

100년을 기준하여 분석되었고 LCC 분석에서의 할인율은 실질

46년으로 분석되었다(참고문헌7).

열화나 수명을 직렬내지는 병렬 모델에 의해서 각 재료나 인터

할인율인 4.5%가 적용되었다.

페이스 등의 성능 열화로 영향을 검토하면 무리가 있다.
<그림 3> 다양한 열화패턴 양상

초기비용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비용을 고려하여 분석되었
이런 상황으로 <그림 5>와 같이 실제에서는 재료 레벨의 시험을

고 유지관리비용은 유지·보수비용 및 점검·진단비용으로 구

실제 환경에서 열화작용은 복합 요인에 의해 진행되므로 물리적

통해서 부재 성능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되고 있지

성·분석되었다. 유지·보수비용은 일상적인 유지관리비용 및

인 변화와 열화의 작용량과의 관계는 복잡하다. 각 요인에 의한

만 부재를 구성하는 재료도 복잡화 되는 경향 속에 항목은 증가

주기적인 보수 및 보강 비용의 합으로 개축비용, 보수 및 보강비

물리적인 성능 저하는 가산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상승효과

할 수밖에 없어 분석결과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시스템을 구성

용, 기타 유지보수비용, 점검·진단비용으로 구성되어 개축, 보

(synergistic effect) 혹은 상쇄효과(antagonistic effect)를 수

하고 있는 부재의 부위마다 요구 성능도 복잡하고 성능 저하 요

수, 보강 조치 발생확률이 고려되었다.

반하는 열화가 진행되므로 다양한 인자들을 종합하여 열화 매커

인도 복수이므로 대상으로 하는 영향항목의 설정이 어렵다. 또

니즘 및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한 상위 레벨과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하위 레벨의 시험 항목

무엇보다도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를 위해서는 적용확률치, 유지

<그림 6> 개축(해체폐기) 발생확률

이 많고 재료와 재료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에 관해서는 성능의
정의와 평가방법 등이 거의 구축이 안 되어 있다. 더군다나 재료
간의 성능밸런스의 차이로 발생하는 응력집중이나 복합요인에
의한 상승·상쇄효과 등도 문제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든다.

<그림 4> 열화 피라미드구조

시설물의 열화는 <그림 4>와 같이 구조체의 열화, 부재의 열화,
재료의 열화 및 재료를 구성하는 물질의 열화와 같이 피라미드
구조(hierarchy)를 구성하면서 상호관계를 가진다. 이론적으로
가장 하위 레벨인 재료를 구성하는 물질의 열화현상 평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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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요구성능에 따른 시험 간의 상관관계

<그림 7> 상대평가척도 결정을 위한 영향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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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분석에서 기능 내재화 방안
·EMU 철도차량의 LCC(Life Cycle Cost) 분석

·궤도 자산관리를 위한 LCC분석기법 적용 방안

·차량 LCC분석

·궤도 LCC분석에서의 핵심적인 설계변수의 민감도 검토

·효율적인 철도교량 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비용(LCC) 산정
전략

LCC분석에서 기능 내재화 방안

<표 2> 생애주기비용 분석결과
구 분

PSC박스
거더교

단위 : 억원 / 100m

PSC
빔교

IPC
거더교

PSC-e
빔교

UNIONPC거더교

PRECOM교

PPC
거더교

강박스
거더교

초기비용

22.96

11.21

11.88

11.29

11.90

17.42

16.35

33.38

유지관리+처리비용

9.91

12.54

12.86

12.35

11.86

13.75

11.20

12.12

생애주기비용

32.87

23.75

24.74

23.64

23.76

31.17

27.55

45.50

대안간 순위

7

2

4

1

3

6

5

8

상대평가 계수는 보수비용, 보강비용, 점검진단비용, 개축 및 해

느 정도의 데이터베이스와 기존 연구자료 등에서 검증된 교량들

체폐기비용, 기타 유지보수비용의 분석에 고려되었다. 상대평가

과의 상대적인 성능수준을 척도화한 LCC 분석으로 대안선정방

척도의 결정을 위한 유지관리인자별(기본 유지관리, 보수, 보강,

법을 보다 개선시킬 수 있다.

개축, 점검 및 진단) 대안 간 평가척도는 <그림 7>과 같이 적용되
었다. 일례로 보강에 관련된 여러 의사결정요소(주형보강의 용
이성, 공법 적용의 다양성, 재긴장의 용이성, 비틀림 강성, 구조

6. 결론

적 여유도, 미관유지의 정도, 보강의 효과성, 보강에 의한 영향

기능개선이 내재된 LCC 분석방법은 시설물의 계획 및 선정과정

성)는 대안교량 간에 비교를 통하여 유지관리인자별로 상대적인

에서 흔히 고려하는 가치공학적 대안평가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성능척도가 결정되었다.

수 있는 방법이다. 성능척도에 근거한 상대평가계수는 LCC 분

이와 같이 유지관리인자별 선호도평가를 통하여 상대평가척도
가 결정되어 <표 2>와 같이 기능개선이 내재된 생애주기비용이
산정되었다.

석에 통합되어 즉, 기능평가와 비용평가로 상호연관되는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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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신설 역세권 변동에
대한 고찰
경부고속철도 신설 역세권 변동에 대한 고찰
·다변량 회귀분석을 이용한 교통수요 추정
·러시아-핀란드 국제선 고속철도 도입과 운영 현황

김영희 대리Ⅰ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동해기관차승무사무소 (dnjfdns@nate.com)

철도역을 기준으로 역의 앞·뒤쪽 인프라 활용에 차이가 있음을

은 대구역과 인접한 특성 때문인지 역세권에 상업·업무시설보

알 수 있다.

다는 주거시설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

광명역은 신설선로 건설 구간 위에 자리한 역으로 나대지(裸垈

부산역은 201.0의 대지면적 위에 환승터미널 개념의 역사로 신

地) 위에 건설되었다. 1955.7의 대지면적에 광명역을 기준으로

축되었다. 2단계 개통에 맞추어 신설노선에 관한 부분이 증축되

주택단지, 상업단지, 테마형 산업단지 및 주상복합단지 등 도시

었다. 부산역은 동쪽으로는 부산항과 직결되어 있고, 서쪽으로

지원 시설 등을 계획하여 신도시 계발이 계획되었다. 하지만 건

는 상업·업무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다른 여타의 역과 다른 점

설부지가 대규모이고 미개발 지역이라 개발이 진행되는데 있어

이라고 한다면 역의 정문 부근에 차이나타운이 위치하고 있다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말, 공사 부지를 확

점이다. 이는 항만시설과 함께 자리하고 있어 중국 화교들이 들

정하고 기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어와 자리하기 쉬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서론

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예측 연구일 뿐이므로 실제

고속철도는 통상적으로 시속 200km 이상의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철도의 효과와 개통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

철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개통하여 프랑스,

고, 역세권과 그 인프라 활용에 관한 연구는 더욱이 찾아보기가

천안·아산역은 26249.0의 대지면적으로 2016년까지 사업 기

일본, 독일, 스페인과 함께 세계에서 5번째 고속철도 보유국이

힘들다.

간이 계획되어 있다. 역 중심의 상업·업무 지구 개발, 단독 주

위의 사업 계획과 진행에 대한 상황과 현재의 역세권 모습을 보

되었다. 고속철도의 개통은 빠른 속도를 통한 시간 단축으로 전

택지 조성 등 광명역세권과 마찬가지로 신도시 형성을 계획하였

면 고속철도의 계획부터 개통까지 거의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국을 일일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 더 나아가 2시간대로 변화

다. 천안·아산역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근린공원과 주거시설인

지금의 시점인 2010년까지는 고속철도가 개통된 후에도 7년이

아파트, 단독주택용지가 개발 중이고, 서쪽으로는 상업용지와

라는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고속

업무용지, 근린생활 시설들이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1호선 지

철도 역세권 인프라 변화에 대한 분석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2.1 고속철도(KTX) 1단계 구간

하철, 아산역이 고속철도 천안·아산역과 함께 있고, 천안논산

통계청의 자료에서는 시·군·구에 대한 통계만이 존재하고 있

2.1.1 사업 개요 및 역세권 분석

고속도로도 근방에 있어 접근성도 높아져 개발에 더 큰 호응이

고, 철도공사에서조차 역세권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있을 듯 보인다.

않고 있었으며, 또한 거의 대부분의 고속철도 역세권에 대한 논

대전역의 경우는 주택건설과 도시 정비 사업을 고속철도 역사와

문이 도시공학에서 쓰여 지고 있어 인프라 구성에 대한 부분으

더불어 진행하였다. 876.0의 대지면적 위에 기존 도심을 재개발

로의 접근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렇다면 고속철도 역세

하며 지하철역과 철도 공사의 사옥 등 대전의 랜드마크적 입지

권의 2차적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시켜놓았다. 이는 통행자들의 이동범위를 증가시켰으며, 쇼핑,
여가 등의 새로운 통행수요를 발생시키고, 원거리의 출퇴근을
가능하게 만들어 역세권의 활용도 또한 변화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고속철도의 영향은 교통체계변화, 생산성증대, 인구이
동, 지역개발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왔다. 이춘호(1995)는 고속철도 개통이 지방도시의 성
장과 인구분산을 촉진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변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김홍배 외(1997)는 고속철도의 건설

2. 고속철도 1단계 구간 역세권과 인프라 고찰에
의한 고속철도 2단계 구간 분석

2004년 4월 1일 개통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인 서울~대구
신설 건설과 대구~부산 간 기존선 전철화에 12조 7,377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고, 그 결과 서울~부산 간 2시간 40분, 서울~
대구 간 1시간 40분으로 한번 운행으로 약 1,000명(1편성(20량)
당 935명 수송)의 승객을 수송 할 수 있게 되었다.

를 다지며 개발되어졌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전역도

이 우리나라 지역경제와 지역간 연관관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
지 않을 것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조남건 외(2003)도 고속철도
를 통한 접근성의 향상으로 교통수단의 이용변화는 클 것으로
예상하지만, 인구의 지방분산, 기업이전 등과 같은 생산주체의
이동에 기여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효
과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확실하지 않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의 고속철도 영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개통 이전에 연구되어
져 개통에 따른 변화 예측에 그 의미가 있을 뿐이다. 즉, 일본의
사례나 지역 특성에 따른 예측을 통해 고속철도 개통 후 변화를

이에 서울역은 67.8의 대지면적 위에 백화점과 복합 상업 기능

서울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역에 고속철도역이 더해진 경우이

역사로 변모되었다. 기존의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연계 개발하

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역세권과 함께 고속철도 역세권의 반경

는 방식으로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백화점CONCOS와 롯

이 확대·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대전역은 1차역세권

데마트, 베니건스, 박철 헤어와 같은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

인 대전역 반경 500m내에 대전시의 중심시가지인 은행동 거리

는 시설이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건설되

가 위치하고 있고, 다른 여타의 역과 마찬가지로 대전역의 전면

었다. 역세권의 활용을 살펴보면 정문 부분인 동쪽에는 업무시

부에 그 중심지가 위치하고 있다. 또 후면부인 동광장 쪽으로 철

설이 포진되어 있고 남쪽과 서쪽에 주거시설이, 북쪽으로는 업

도공사의 사옥과 기존의 주택지들이 자리하고 있다.

무시설과 상업시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다만 남쪽과 서쪽의
주거시설의 다른 점이라면 남쪽의 주거시설은 아파트형 빌라가
많고, 서쪽은 주택과 주택형 빌라가 많다는 점이다. 이를 보면

예측하고, 개통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로써 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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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은 321.0의 대지면적 위에 복합기능을 가진 역사로 공
사가 진행되었다. 지하철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이 함께 하는 역
이며 고속철도 2단계 개통 구간의 시발역이기도 하다. 동대구역

2.1.2 문제 제기

2.1.3 부동산의 활용과 지가 변화에 대한 고찰
먼저 서울역, 광명역, 천안·아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의 역세권에 대한 상업·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의 표준지공시지
가와 공시지가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경우에는 처음 개통되었을
즈음에 반짝 상승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수도
권의 지가 상승과 맞물려 꾸준한 상승이 보였으나 그 후 대전역
과 대구역, 부산역의 경우에는 그 상승폭이 미미하거나 상승이
보이지 않고, 기존의 지가를 유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점진적인 인프라 활용도 변화에 있어서는 서울역의 경우에
는 북구 역세권의 미래 신 성장산업인 컨벤션센터 및 지원시설
을 유치하여 복합단지로 조성, 서울역사와 어울리는 역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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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조성하는 국제회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새로 새긴 광명역과 천안·아산역의 경우에는 기존의 나대지 위

에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에서 2단계 구간의 기본계획 변

지역에 관광, 산업, 업무, 문화, 주거 기능이 복합된 경주시의 부

고 하며, 55,826 규모의 면적에 컨벤션, 업무, 숙박, 문화, 쇼핑

에 2006~2007년 택지개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역세권의

경 결정을 하였다. 대전, 대구역 도심구간 건설이 지하역에서 지

도심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2단계는 양성자 가속기 연

등의 시설을 도입할 계획에 있다 한다. 또한 대전역세권은 2층

다양한 활용과 지가의 변화도 함께 찾아왔다.

상역으로 변경되는 것과 오송역, 김천·구미역, 울산역을 신설

구센터와 관련된 산업, 연구, 교육, 주거 기능의 지역개발과 연

하는 방안이었다. 또 2007년에는 부전 지하역 신설에 대비하기

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신경주역은 경부고속철도

위한 분기시설의 설치를 추가했고, 2009년에는 사업기간을

2단계 구간의 다른 신설역인 울산역과는 다르게 연계교통에 있

2002년에서 2010년까지로 잡혀있던 것을 2014년까지 연장 변

어서 아직 취약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신경주역에서 경주시내

경하였다. 이러한 경과들을 거쳐 2010년 11월 고속철도 2단계

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연장된 시내버스노선과 보문단지로 운

구간은 개통되어 운행되기에 이르렀다.

행되는 신설노선이 한 개, 그리고 신경주~포항간 하루 12회의

이하의 건물이 97.2%,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 73.8%
에 이르는 노후화가 진행되어 있는데, 이에 대전시는 대전역 일
원 887,000를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역세권 개발
을 추진 중에 있다. 또 대전역 역세권 개발계획에서는 낙후된 주
변 지역의 개발을 위해 대전역을 중심으로 도시성장 축을 설정
하고, 현재 역사와 주변 철도부지를 통합한 복합단지 건설과 성
장 축 주변에 업무, 상업 등 중심기능을 배치하여 특성화된 주거
지역을 조성할 계획에 있다한다. 그리고 동대구역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과 대구지하철1호선이 운행되어 지역·광역
요충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
환승체계 구축과 의료, 금융, 상업 중심의 복합단지 개발을 통한
광역경제권 거점도시 육성을 역세권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
하고 있다. 역 지구 개발에서는 489,000의 면적에 민자 사업 형
태로 복합역사, 동대구 광역 환승센터, 복합의료센터, 글로벌 디
자인센터 등을 건설, 도시개발법 등에 근거하여 1,617,000의 부
지에 학교, 공동주택, 주거, 상업지구, 업무지구 등의 개발을 추
진할 예정이다. 반대로 부산역은 아직 구체적인 역세권 개발계
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부전역, 부산진역, 그리고 부산
북항 일원을 역세권 개발 대상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부산
역의 경우 KTX 전용 역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조차시설 부지(부
산역, 부산 세권)를 활용하여 현재 단절되어 있는 북항 재개발지
역과 기존 도심간을 연계·통합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부산역-부산진역 구간에 대해서는 고밀 복합 개발을 도
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부산역 일원 기존 시가지에 대해
서는 업무·상업·위락·주상복합 및 주거기능 위주의 도시정

신설역 중 하나인 광명역은 광명시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현
재 고속열차와 셔틀버스·열차만이 운행되고 있어 철도 이용 규
모가 당초의 예상보다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고
속철도 광명역 주변지역 도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의 주택난 해
소를 위해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안양시 박달동, 선수동 일원
을 복합신도시 형태의 테마형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광명역세권
개발계획이 실행 중에 있다. 그리고 일반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비해 상업·업무비율을 높였으며, 광명시의 지역현안 사업인 음

재개발하여 기존도심 재생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듯 인프라 활용의 변화에 대한 기존의 역세권은 지자체 차
원의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1단계 고속철도 구간에

있는 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역세권 개발 과정에서 광명역

1단계

2단계

개통시기

2004년 4월

2010년 11월

공사개요

서울~대구 신설
건설, 대구~부산
기존선 전철화

대구~부산
신설건설

전철과, 신안선 등과 연계하는 광명역 중심의 환승체계를 구축
하여 고속철도 이용객의 편익을 제공하고, 고속철도 정차 도시

공사비

의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도모할 계획에 있다. 또 다른 신설역인
천안·아산역의 경우는 배후 신도시 개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단계에서는 천안·아산역이 입지하고 있는 배방면지역에

300km/h

탕정 1지구 5.2의 면적에 인구 54천인 규모의 택지 개발을 추진
한 기반시설부지 공급과 고속철도 역세권과 연계한 상업·업무

7조 9,454억원

최고시속

수송능력
수송
수요

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기존 도심 연계 기발시설의 확보를 목
총 공사비
20조 6,831억원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고속철도 역사 진출입 도로와 함

2시간 18분

새마을 4시간 10분

께 교통 환승센터를 건설하여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만

1시간 40분

새마을 3시간 2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 사업의 규모가 협소하여 역세권 기

경부선

1편성(20량)당 935명 수송

능 증대와 활성화를 위한 발전 잠재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2005년 : 14만인/일,
2010년 : 28만인/일

에는 고속철도 역사 주변지역 2,698천을 도시형 천담산업단지
한다. 특히나 울산역의 경우에는 역사의 서측(후문)부가 산으로

60회/일, 편도
(서울·용산역 기준, 동대구 경유)

도시 개발수요 창출 및 도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렇듯

운행간격

15~20분

자료 :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 개통시 파급효과, 2003. P11. 참고정리

발이 이루어지면서 지가가 상승하고, 전답으로 이루어져 있던
2.2.2 역세권 분석
신경주역은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하고 있다.

역세권을 신시가지(또는 신도시) 건설 방식의 역세권 개발을 추

2.2 고속철도(KTX) 2단계 구간

진 중에 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개통과 건천읍 화천리

2.2.1 사업 개요

일원의 신경주 통합역사 완공,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건립에

고속철도 1단계 구간의 건설 중 기존선의 전철화 사업이 본격 추

대비한 98만 4000규모이며, 2015년 1단계 사업의 준공을 목표

진되기 시작하면서 제2단계 구간에 대한 사업의 조기 착공이 결

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1단계 사업을 통해 신경주역과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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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호텔, 백화점, 전시 및 컨벤션 등 특화 기능의 시설과 상업

1시간 40분

운행회수

역세권 인프라도 상업·업무시설과 주거시설로 활용도 또한 변

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 업무시설 등을 건설

2시간 40분

지역 특화계획의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아산신
신설선로 상의 역인 광명역과 천안·아산역의 경우에는 택지개

산의 서부 외곽지이다. 역세권의 개발 계획도 신경주역과 마찬

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886천의 부지에 울산 서부지역

412km

운행 서울~부산
시간 서울~대구

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탕정산업단지 생산라인 증설에 필요

12조 7,377억원

반면 울산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에 위치해 있는데, 울
비고

가지로 새로운 부도심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고속철도 이

연장

주거인구 24천인 규모의 택지 개발을 시행하였다. 2단계 계획은

정되었다. 그리고 제1단계 구간 개통 2년 후인 2006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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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악벨리(도시지원시설) 계획 등 역세권의 활성화 및 테마가 살아

비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산역에 인접한 북항의 경우
국제 비즈니스 및 해양관광 도시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미항으로

직행버스가 다인 실정이다.
<표 1> 경부고속철도 사업 개요

(벤처벨리), 물류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도 있다
막혀 있어서 새로운 도심의 형성에 지형적인 낙관이 되지 않을
까 하는 부분도 있다.
신경주역은 현재 역세권 활용에 있어서 아직은 농사와 주거지
외에 다른 활용 사례가 없어 상업·업무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
어서의 지가 변동과 활용도에 대한 부분은 알 수가 없지만 신경
주역세권의 경우에는 향 후 역세권의 활용도 변화와 지가의 변
화에 있어서 광명역세권과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
다. 울산역의 경우는 작은 마을과 함께 KCC 언양 공장이 있다.
하지만 다른 고속철도 역세권처럼 신시가지 개발을 할 경우에 있
어서는 울산역세권은 서측과 남측으로는 산이, 북측, 동측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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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이 흐르고 있어 역세권의 평면 확장에 있어서는 지리적

이런 현실 속에서 경부고속철도 제2단계 구간에 있는 신경주역

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울산역의 신시가지 개발은 주변의 지역

문제점이 보인다.

과 울산역. 지방 중소도시의 역세권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

인 언양과 양산을 부도심처럼 더욱 육성하여 위성도시화하는 방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정책이 크게 작용한다. 신경주역세

법이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진다. 울산역의 경우 반경 500m내의

권의 경우, 경주시에서 양성자가속기 사업 등 신시가지 조성과

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산과 강에 막혀있어 지리적으로 역세권

함께 첨단과학도시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울산

의 전반적인 확대가 힘든 상황에 있다. 언양의 경우는 울산역에

시의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의 기존 울산시의 산업에서 탈피하여

서 약 1km정도 떨어진 서측에 위치하고 있고, 양산은 남측으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끌어올 계획을

위치하고 있다. 언양과 양산을 울산역세권 확대로 부도심처럼

가지고 있다.

키운다면 울산과 부산이 수도권과 서울처럼 유기적인 관계로 확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의 경우에 기존의 역세권의 경우에는
기존도심에 추가로 개발을 하거나 고밀도 복합개발의 방식으로
역세권을 치밀하게 계획, 개발을 한 경우였다. 역세권의 활용도
면에서는 역의 정문부에는 상업·업무 시설이, 후면부에는 주거
시설이 대부분 입지를 하고 있었고, 그 개발의 여하에 따라서 지
가도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의 신설역인 광명역과 천안·아산역의 경우에는 새로운 신

하지만 경주시의 경우에는 광명역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철

시가지가 형성이 되면서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져 경부고속철

도 이용 인구 외의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빠져 있

도가 개통한 2004년이 아니라 2007년부터 부지 조성에 들어가

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경주역의 경우, 경주시내에서나 다른

지가도 그와 같이 고속철도의 개통 시 상승한 부분보다 부지 조

지역에서 신경주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교통이 불편하다. 현재

성이 시작된 해인 2007년부터 그 상승폭이 더욱 가시화 되고 있

시내버스 노선 5개만이 증설 운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대되어 큰 도시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광역경전철
과 경전철, 급행버스 등이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울산
역세권의 활용도는 현재의 공장지대에서 벗어나 교통환승을 위
한 복합환승센터로 변모하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리하게
되어 역의 전면부가 업무시설과 공장시설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역세권과는 달리 주거시설은 조금 떨어진 언양과

었다. 이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구간인 신경주역과 울산역

버스 노선은 2~3개가 전부인 상황이다. 물론 신시가지가 조성이

도 광명역과 천안·아산역과 마찬가지로 개통해인 2010년이 아

된 후에 새로운 인구의 유입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니라 개발이 가시화 되는 몇 년 후부터 가격이 급상승할 것으로

지만, 어느 정도의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인구의 유입도

이렇듯 경부고속철도를 지역의 종합적인 정책에 포함시켜 고속

보여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경주시에

철도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

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계교통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시가지

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전면적인 국토에

의 조성에 대해서 계획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에 반해 울산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철도공사 그리고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지

역의 경우에는 연계교통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는 다양한 접근법

방자치단체, 즉 경주시와 울산시의 역할을 증대시켜 고속철도를

을 보여주고 있다. 복합환승센터를 역세권 내에 설치하고 광역

활용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 역세권의 활용과 지가 변화에 대한
제언
역세권의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 사례의 경우 고속

경전철과 경전철, 급행 버스, 우회도로의 건설과 도시내 연계교

철도 개통이 인구의 집중 및 분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가

통에 대한 부분도 강화하고 있다.

설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타 교통수단의
사례를 보면 지하철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축적된 역세권의 발전
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져 있어 재개발이 시급한 경우가 많았고,
고속도로의 경우, 중·소도시는 그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해지
고, 특히 의료서비스 등의 고등서비스의 경우에는 빨대효과가
상당해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공항의 경우
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개발계획이 실행되었지만, 수요인구
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개발은 하였으나 그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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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에 조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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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송수요예측 기법의 장단점
구분

양준규 대리Ⅰ한국철도공사 연구원 경영연구처 (yjg05@korail.com)

1. 서론

열차에 대해 운행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기간 소규모지역

수요예측은 교통을 비롯한 각종 건설 사업으로 제공되는 시설에

을 대상으로 다중 시계열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수요예측을 수행

대한 이용자를 예측하여 시설의 규모와 투입되는 서비스의 구체

하였다.

단계로 수행이 이뤄진다.

단점

4단계수요
예측모형

교통수요자들의 순차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적용 가능함
분석기법이 간결함.
자료량이 적절함.

한 시점의 통행패턴 결과만을 제시함
둘이상의 선택측면 고려 미비함
정책변수의 영향을 제시하지 못함
통행시간대 선택이 불가능함

직접수요
예측모형

도시간 통행수요 분석에 용이함
현존하지 않는 교통수단 도입 추정가능
수요와 공급 요인을 동시에 고려함
정책변화의 반영이 용이함

교통수요를 동시적인 선택과정으로 가정
통행목적의 고려가 미비함
변수의 통계적인 문제가 내재됨

회귀분석
모형

현존하지 않는 교통수단 도입 추정가능
정책변화의 반영이 용이함
짧은 기간 소규모 도시간 분석 용이함

교통목적 고려가 미비함
변수의 다중공선성 등 통계문제가 내재됨

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한 수요예측 결과를 이용해 수익과 비용
을 분석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점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장점

2. 수요예측모형 개요
수요예측에 대한 방법론은 3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상기 모형은 수요측과 공급측 변수의 벡터를 비선형 추정방법을

통수단의 도입 추정이 가능한 모형의 필요로 비선형 모형인 직

대부분의 수요예측은‘통행발생-통행분포-수단선택-통행배

- 4단계 수요예측모형

이용하여 통행수요를 도출한다. 교통수요분석을 위해 실제로 직

접수요모형을 로그화시켜 선형모형으로 변환한 후 선형회귀분

분’
의 단계를 거치는 4단계 수요예측 모형을 이용한다. 또한 예

- 직접 수요예측모형

접수요모형이 활용된 것은 모두 도시간 통행수요를 분석대상으

석을 실시하였다.

비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지침 대부분이 4단계 수요예측 모형을

- 시계열 분석을 통한 회귀모형

로 이뤄졌다.

이용하여 수요예측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분석기법에 대한 장단점은 <표 1>과 같다.

그러나 4단계 수요예측모형은 수행함에 있어 문제점은 자료의

선형회귀모형을 도출함에 있어 회귀모형과 직접수요모형은 분

구득이 어렵고 또한 수송수요예측을 위한 EMME, Transcad,

석기법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추정되는 설명변수의 구성은 차이

CUBE, 사통팔달 같은 교통수요예측을 전문적으로 하는 고가의

가 근소하다.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철도운영자
의 입장에서 추정된 수요예측치의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
여 시간 및 비용 등 한정된 가용자원 조건 속에서 신속한 의사결
정을 위해 개략적이나마 수요예측을 직접 수행할 경우, 과거의

Log transformation하여 회귀 분석한 식을 이용하였다.

급변하는 상황에선 예측의 오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익산-전주의 도시간 분석에 있어 현존하지 않는 교통수단
접수요모형은 한 시점의 Panel data를 근간으로 하기에 시간의

* 모형의 계수 : a0,········,B2

사용하여 한 시점에서의 수요 예측치를 추정한다.
Baumol-quandt의 직접수요모형은 다음과 같다.

변화에 따른 변동을 도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수요모

P : 익산-전주 지역의 고용자 및 학생 수

형의 비선형 모형을 Log화하여 선형모형을 만들어 시간의 흐름

I : 익산-전주 지역의 GRDP

에 따른 변동을 모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T : 전주-익산 지역의 가장 빠른 통행시간 대비 상대적 통행
시간

이에 필요한 자료의 구득이 용이한 변수구성과 별도의 프로그램

TPijmrt 통행목적 P를 위해 출발지 I로 부터 목적지 j로 교통

구매 없이 엑셀 등을 이용하여 개략적인 수요예측을 할 수 있는

수단 m과 통행경로 r을 이용해 t시간대에 통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통행량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으나 단계별 검증에 의한 통행패턴 반영이 어렵고 개발계획이

을 포함한 수요예측을 위해서는 직접수요모형이 적합하였고, 직

는데 이는 예측력이 매우 저조하다.

대상으로 과거 3년간 운행하였으나 현재는 운행되지 않는 통근

본 연구에서는 직접수요 모형인 Baumol-quandt의 모형을

직접수요모형은 수요측과 공급측의 변수를 비선형 추정기법을

이용실적을 기반으로 추세를 연장해서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하

본 연구는 호남선과 전라선의 접경 인접도시인 익산과 전주를

예측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예측소요시간이 작다는 장점이 있

Dp

C : 전주-익산 지역의 가장 값싼 통행비용 대비 상대적 통행
비용
F : 전주-익산 지역의 가장 조밀한 운행 빈도 대비 상대적 운

통행목적 P를 위한 수요변수 벡터

행 빈도

Sijmrt I, j, m, r, t에 의해 주어진 특성을 가진 통행을 위한
공급변수 벡터

82

짧은 기간 도시간 통행수요를 추정함에 있어 현존하지 않는 교

3. 분석범위 및 기본자료
3.1 분석의 범위
- 분석의 시간적 범위 : 2005년~2015년이다.
- 분석의 지역적 범위 : 익산~전주 구간으로 삼례읍을 포함한다.
분석의 Data Set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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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기본자료

익산인구

일(日)단위 자료로 종속변수를 상정하였으나 분석해야할 Data

5월

322642

623361

17611

기간

량이 150만 cell이상으로 증가하여 일단위자료를 월단위자료로

6월

322244

622977

17674

conversion하여 월단위 분석을 시행하였다.

7월

321818

623143

17802

8월

321602

623306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운행에 대해 정리하여 36개의 관측

9월

321135

개수를 작성한다.‘익산↔삼례’
,‘익산↔전주’
의 구간별 이용인

10월

원을 관측하므로 삼례와 전주의 발착 인원을 추정모형에 대한
종속변수로 가공하였다.
<표 2> 셔틀열차 수송인원 실측치

전주인구

삼례인구

<표 4> 익산-전주지역 월별 GRDP추이

기간

익산시 GRDP

전주시 GRDP

2005년 1월

359,518,388,812

693,532,877,807

2월

359,306,604,765

693,306,679,139

17846

3월

358,590,308,983

692,690,176,887

623038

17903

4월

358,084,688,431

691,952,813,582

320757

622486

17957

5월

357,750,934,514

691,193,273,937

11월

320392

622811

18042

6월

357,309,625,348

690,767,488,209

12월

319662

621749

18104

7월

356,837,269,306

690,951,551,831

2006년 1월

319406

623217

18132

8월

356,597,764,834

691,132,289,002

2월

318816

623491

18107

9월

356,079,947,295

690,835,126,046

3월

318378

622749

18271

10월

355,660,814,469

690,223,059,062

2005년도

이용객

2006년도

이용객

2007년도

이용객

4월

318113

621685

18209

11월

355,256,096,264

690,583,424,587

<그림 1> 회귀분석 data Set

1

3140

1

9246

1

12510

5월

317795

621608

18103

12월

354,446,659,854

689,405,860,933

2

3393

2

9390

2

11081

6월

317489

624063

18008

2006년 1월

374,652,058,790

731,011,728,405

사회경제 지표인 인구는 통계청 자료를, 지역총생산액(GRDP)은

3

6115

3

9340

3

14320

7월

317057

623592

17825

2월

373,960,009,440

731,333,120,815

4

7253

4

11491

4

14777

8월

316765

624128

18006

3월

373,446,250,770

730,462,780,785
729,214,746,025

한국은행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이용량은 한국철

5

9605

5

12468

5

15730

9월

316502

624794

18013

4월

373,135,415,045

6

9095

6

10905

6

14484

상대적 운행 빈도 등은 해당 교통수단의 홈페이지 자료와 KTDB

10월

316431

625246

17996

5월

372,762,412,175

729,124,427,720

7

8698

7

9842

7

12597

11월

316052

625709

17824

의 자료 등을 인용하였다.

6월

372,403,484,885

732,004,056,795

8

9120

8

10452

8

13009

12월

315307

624849

17988

7월

371,896,764,005

731,451,590,280

9

11244

9

13086

9

13834

2007년 1월

314985

625344

18105

8월

371,554,258,225

732,080,299,520

371,245,768,430

732,861,494,210
733,391,674,390

도공사 내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상대적 시간, 상대적 비용,

정책적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호남 전라선의 KTX 수요 예측

10

11662

10

13348

10

16078

치는 한국철도공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한 KTX 중장기

2월

314496

626466

18114

9월

11

11297

11

12636

11

15167

3월

314161

626462

18007

수송수요 예측을 인용하였다.

10월

371,162,487,915

12

13539

12

12905

12

13637

4월

314122

626478

17992

11월

370,717,934,180

733,934,757,185

5월

313963

626584

17983

12월

369,844,075,255

732,926,007,285

2007~2012년까지 익산과 전주지역의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
업단지 그리고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설립으로 신규고용 효과를
감안한 것은 산업단지공단의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2010년 말
개통되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로 인한 수요의 감소는 전이수
요를 고려하지 않으며, 용산-여수간 일반열차 및 향후 KTX 이

철도공사 통계자료

6월

313735

624506

17926

2007년 1월

399,461,142,135

793,055,632,704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월별 익산-전주간 셔틀열차 이용인

7월

313736

625712

17889

2월

398,840,996,736

794,478,543,006

원으로 일별인원을 월별로 합산한 것을 지역 구분 없이 총합한

8월

313622

626327

17841

3월

398,416,152,751

794,473,470,242

것이다. 월별인구는 각 시청 및 도청 홈페이지의 통계연보를 이

9월

313647

626978

17788

4월

398,366,693,302

794,493,761,298

10월

315627

626828

17745

5월

398,165,050,933

794,628,189,544

11월

314722

627362

17704

6월

397,875,903,385

791,992,888,646

12월

313590

623926

17688

7월

397,877,171,576

793,522,326,992

8월

397,732,597,802

794,302,264,457

9월

397,764,302,577

795,127,856,798

10월

400,275,320,757

794,937,628,148

용하였다.

용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익산-전주라는 짧은
구간을 운행하는 셔틀열차의 단거리 운행수요에는 영향이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 전라선 KTX 투입으

<표 3> 익산-전주간 월별 인구추이

각년도 익산시, 전주시, 삼례읍 통계연보 및 통계청 시, 군, 구, 읍 인구통계

기간

익산인구

전주인구

삼례인구

2005년 1월

324236

625471

17400

익산-전주 지역 GRDP는 통계청의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이

용객 8%를 감소분으로 봄)와 2015년의 호남고속선 개통으로 인

2월

324045

625267

17458

연간 시·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전라북도 GRDP를 이용하여

11월

399,127,607,902

795,614,842,142

한 수요 증가(전라선 증가율 4%, KTX 호남선 평균증가율 9%를

3월

323399

624711

17495

이를 해당행정체계인 도의 인구로 나눈 것을 해당 시의 인원을

12월

397,692,015,690

791,257,337,866

감안한 13%)를 고려하였다.

4월

322943

624046

17538

곱하여 계산하였다.

로 인한 수요 감소 (통근열차를 이용하여 KTX를 환승한 상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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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GRDP는 지역의 이동규모를 고려하여 전주 GRDP에 합산
하여 계산하였다. 이외의 운행시간, 요금, 운행 빈도는 전술(前
述)한 익산·전주지역의 교통현황분석을 이용하였다. 상대적 통
행시간의 경우 상대교통수단에 대한 철도교통의 소요시간 비율
을 나타내며, 상대적 통행비용의 경우도 상대교통수단에 대한 철
도교통의 소요비용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상대적 운행 빈도의
경우 상대교통수단에 대한 철도교통의 운행 빈도를 나타낸다.

우선 각각의 계수에 대한 (+) 또는 (-) 부호에 대한 검정 결과, 이

5. 결론

용률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인구는 점점 감소추세를

셔틀열차 운행시 익산-전주간 셔틀열차의 수송수요를 예측한

보이므로 상호 반비례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인구에 해당하는 a1

결과, 전북지역의 인구 감소와 전라선 KTX-산천의 투입으로 구

과 a2의 계수 부호는 음(-)의 부호를 나타낸다.

간 셔틀열차의 필요성이 희석되는 것과 더불어 분석지역을 익

Probability-value 모두 ±2값에 근접 하거나 이상이며, 0.05

지역총생산액(GRDP)의 경우, 이용률의 증가와 함께 해당 시기

산-전주로 한정하여 전체적인 수요규모가 작아진 것이 결과에

수치 이하이므로 해당 계수들은 모두 통계적인 유의수준을 충족

의 지역총생산액도 함께 증가하여 상호 정비례 관계를 형성하므

영향을 미침을 유추할 수 있다.

하고 있다. 모형의 오차가 수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절

로 a3와 a4는 양(+)의 부호를 갖는다.

호남선의 경우 KTX 이용률이 연평균 8.8% 증가하는 반면 새마

상대적 통행시간의 경우 상대교통수단에 대한 철도교통의 소요

을은 -9%로 대체가 되고 무궁화호는 연평균 1.1%의 증가를 보

시간 비율을 나타내며 철도교통의 소요시간이 커질수록 철도수

이고 있어 보완되는 모습을 보이므로 전라선에 KTX가 투입되었

요는 감소하므로 음(-)의 부호를 나타낸다.

을 때, 감소되는 저가 열차상품의 이용률 감소폭은 미미하거나

F : 전주-익산 지역의 가장 조밀한 운행 빈도 대비 상대적 운
행 빈도
R2 = 0.9086, Adjusted R2 = 0.8857로 통계적 수치가 유의하
다. 또한 각각의 parameter에 대한 통계치를 보면 T-value와

상기한 자료를 대상으로 개별 독립변수와 설명변수에 대해 산포

대백분율 오차평균(이하 MAPE)을 시행하여 0.87%의 측정치를

도를 작성하여 그에 맞는 변수의 형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

확인하였다. MAPE는 10%내로 측정되면 매우 유의미한 모형으

로 모형을 설계하였다.

로 평가된다. 절대백분율오차평균(MAPE)은 상대적인 오차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상대적 통행비용의 경우도 상대교통수단에 대한 철도교통의 소

4. 모형의 설정 및 정산

요비용의 비율을 나타내며, 철도교통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

본 연구에서 직접수요 모형인 Baumol-quandt의 모형을 Log

면 철도수요는 감소하므로 음(-)의 부호를 나타낸다.

transformation하여 회귀 분석한 식을 이용하였다. 사용한 모

Where, yt : 실측값

상대적 운행 빈도의 경우 상대교통수단에 대한 철도교통의 운행

yt^ : 예측값

빈도의 증가가 철도교통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양(+)의

n : 관측개수

부호를 나타낸다.

형은 다음과 같다.

수간 KTX 이용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익산-

P : 익산-전주 지역의 인구

전주라는 짧은 구간을 운행하는 셔틀열차의 단거리 운행수요에

I : 익산-전주 지역의 GRDP

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1년에 투입되

T : 전주-익산 지역의 가장 빠른 통행시간 대비 상대적 통행

는 6회 편성의 전라선 KTX는 전주권 열차이용 전체의 수요는
증가시키지만 대체관계에 있는 호남선 KTX의 연계교통수단인

시간

셔틀열차 수요는 감소시킬 것이라 예상된다.

C : 전주-익산 지역의 가장 값싼 통행비용 대비 상대적 통행

로 한 교통수요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송실적 및 운행특성을 기반으로 한 연도별 일평균수요예측 결
과, KTX투입에 의한 증가가 기대되지만, 기존의 일반열차 이용
대비 운임(비용) 상승이 높고 또 2015년에 호남선이 고속신선으
므로 이용률 상승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익산-전주구간 셔틀형 구간열차의 운행이 이용 증가율이 낮게
예측된 것은 통근·통학과 KTX 연계교통수단의 목적이 크지만
익산·전주지역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산단 조성 및 개발 계획에
서 예측되는 고용 증가가 매우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며, 운행 지
역이 익산-전주구간 25.7km의 소규모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곧, 과거 연평균 26%보다 낮은 것은 지역의 전체적인 인구유출

<그림 2> MAPE 모형을 통한 실측치와 예측치 비교

비용

은 전반적인 열차 이용률의 증가가 예상된다. 상기 가정을 근거

로 운행되는 구간은 신선운임으로 운임이 상승하는 요인이 있으

2010년 말에 개통되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개통은 용산-여
* 모형의 계수 : a0,·······,β
2

소폭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며, 2015년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

에 의한 수요 기반 약화와 전라선 KTX 투입으로 호남-전라선
전체 철도이용수요는 증가하지만 통근열차의 대체수단이 등장

<표 5> 모형 계수 추정치
a0

a1

a2

a3

5323849.937

-10.29937269

-11.7955392

0.00000884676795

T=5.357

P= 0.000

T=-1.976

P=0.058

T=-2.602

P=0.014

T=2.004

<표 6> 셔틀열차 수송수요 예측

P=0.054

구분

단위 : 명(1일 평균)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623

a4

β
0

β
1

β
2

전주역

349

388

430

478

515

537

562

579

0.00000949457243

-27098.02019

-3031419.586

2934980.794

삼례역

28

33

37

42

49

54

60

64

79

합계

377

421

467

520

564

591

622

643

702

T=2.520

P=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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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039

P=0.005

T=-4.958

P=0.000

T=4.973

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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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로 이용인원의 분산이 발생하여 셔틀형 구간 열차의 수
요기반이 감소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 분석되었다. 그리고
2015년 호남고속선의 완공으로 인한 투입 열차수의 증가로 전체
적인 이용인원 증가가 예상되지만 전라선 KTX가 6편성에서 10

윤동희 처장Ⅰ한국철도공사 연구원 경영연구처 (ycd0010@korail.com)

편성으로 투입편성수가 증가되면 익산-전주 구간을 운행하는

조지현 과장Ⅰ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영업처 물류수송 (trainrussia@korail.com)

셔틀형 구간열차의 이용 수요는 더욱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해
당지역의 경우 수요기반이 취약하여 운행횟수를 최소화한 정기
열차의 투입보다 임시열차 혹은 전세관광열차의 운행을 고려함

1. 서론

이 바람직하다.

2009년 12월 17일 러시아는“Moscow~St.Petersbrug”구간에

“Allegro”
는 러시아 St.Petersbrug와 핀란드 Helsinki를 운행

독일로부터 도입한 고속철도“Sabsan”
의 개통으로 고속철도 운

하고 있는 열차“Repin”
호의 시간단축 및 양국의 고속철도운행

영국가로 등장하게 되었다.“Sabsan”개통으로 이 구간은 4시

합의에 따라 도입하게 된 열차로 최고속도는 러시아 구간에서

간 30분1)~8시간 41분2)에서 3시간 40분으로 운행시간의 단축

200km/h, 핀란드 구간에서 220km/h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고

을 가져오게 되었고, 항공 및 도로3)와의 경쟁에서도 비교우위를

속열차이다.

가지게 되었다. 이어 러시아는“Sabsan”
의 성공을 기반으로 제
2단계 고속철도를 2010년 9월 6일“Moscow~Nizhni
Novgorod”구간에 개통하여 7시간 18분에서 3시간 50분으로
소요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었다.
러시아철도공사는 기존선에서 고속철도 운행이 가능한
“Sabsan”
을 국내 주요도시로 확대 연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
으며, 2010년 12월 12일에는 국제선에 고속철도운행을 시작하
게 되었다.
러시아“St.Petersbrug”
~핀란드“Helsinki”구간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는“Allegro”
로 불리게 되었고, 프랑스“Alstom”
사에
서 제작되어 기존에 6시간 18분 소요되던 구간을 3시간 36분으
로 단축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1. 윤대식저, 2009, 교통수요분석, 박영사
2. 노정현저, 2002, 교통계획, 남
나 출판
3. 김익희, 2009,“수송수요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연구”
, 한국
철도공사연구원
4. 김익희, 2009,‘중장기 간선열차 운영전략수립을 위한 수송수
요예측 연구”
, 한국철도공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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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철도“Allegro”
의 객차별 특성

“Allegro”
는 총 7량으로 전력사용은 교·직류 겸용운행이 가능
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적으로 차체구배가 8°
까지
기울어지는 틸팅차량으로 열차에서 자동으로 원심력을 측정하
여 속도감속을 하지 않고,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제작되었다.
러시아철도공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고속철도“Allegro”
는 유럽
공동체(EC국가) 및 러시아 기준에 부합한 기술을 채택하여 러시
아 및 핀란드 구간의 열차운행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홍
보하고 있다.
“Allegro”
의 총 좌석은 Second Class 296개, First Class 48개
로 총 344개의 좌석으로 구성되었고, 좌석마다 개폐식 식탁 및
의자의 앞뒤 각도조절이 가능한 등받이와 개인조명을 설치하였
으며, 여객의 편의를 위해 좌석마다 휴대폰 충전 및 노트북 사용

독일제 기술인“Sabsan”
과는 달리“Allegro”
는 프랑스 고속철

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기스위치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좌석

도 기술을 도입한 차량으로서 본 고에서는 러시아~핀란드간 운

상단에 옷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고리와 발 받침대, 신문잡지 및

행하는 고속철도 의 객차별 특성과 운임, 탑승 시 유의사항에 대

작은 물건을 넣어 보관할 수 있는 좌석 주머니도 배치하였다.

해 러시아철도공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해외 철도차량에서 볼 때, 기본적인 좌석이
라 할 수 있으나, 침대석이 발달한 러시아에서는 좌석식 의자에
서 제공이 되지 않았던 서비스였기 때문에 기존 객차와의 차별

88

2011.01+02 |

89

TRENDS

03

러시아-핀란드 국제선 고속철도
도입과 운영 현황
·경부고속철도 신설 역세권 변동에 대한 고찰
·다변량 회귀분석을 이용한 교통수요 추정
러시아-핀란드 국제선 고속철도 도입과 운영 현황

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Allegro”
는 각 객차마다 좌석 설비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
으며 First Class 객차인 1호차는 48개 좌석에 57~61번 좌석은
칸막이가 있는 회의석으로 좌석을 배치하였다.

2호차에는 장애인 여객을 위해 승하차가 용이한 넓은 문과 휠체

입석상태로 간식 등이 가능한 칵테일 테이블 3개도 마련되어 있

절차를 열차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여객은 러시아 입국

어로 안전하게 열차의 탑승이 가능한 지지대 설치, 2개의 휠체어

다. 4호차는 총 47개 좌석으로 이 중 38~43번 좌석은 핀란드 국

시 출입국 검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열차 내에서 승무원이 제공하

석 배치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하였다.

경지역에서의 세관원 및 입국심사를 위한 용도로 구성하였다.

는 서류를 작성하여 러시아 및 핀란드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호차는 Restaurant 객차로 20명이 착석하여 식사할 수 있으며,

5호차의 좌석은 총 71개 좌석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나, 6호차는

핀란드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U-카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총 68개 좌석 중 65~68번 좌석이 애완동물을 동반한 여객을 대

하며 이 때 국적확인만 하고 러시아철도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러

상으로 열차승차권을 판매하는 좌석으로 구성되었고, 승차권 구

시아인 및 핀란드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국적의 여객은 비자를 제

입 시 20유로의 추가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시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7호차는 유아를 동반한 여객을 위한 좌석으로 좌석

“Allegro”열차승차권 구입은 핀란드의 경우 전국에 있는 철도역

은 총 5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53~56번 좌석은 부모들을 위한

매표소 및 승차권 취급을 하고 있는 여행사 및 자동발매기에서 가

좌석으로 별도로 승차권을 판매하지 않으며, 유아를 동반한 여객

능하나, 러시아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된 국제선 매표소 및 철도

은 누구나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좌석 앞에는 유아가 안

승차권 취급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전하게 부모 앞에서 놀 수 있는 어린이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Allegro”
는 각 객차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First Class와
Second Class의 전체적인 비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호차

2호차

3호차

“Allegro’
의 노선은 약 456km로 약 3시간 36분이 소요된다. 기
존에 이 구간을 운행한 열차 종류는 3가지로 Sibelius(5시간 52

<표 1>“Allegro”
의 좌석등급별 특징
·좌석수 : 42개(테이블 6개, 테이블석 18개)

First
Class

3. 고속철도“Allegeo”
의 시각표 및 운임

분), Lev tolstoi(6시간 17분), Repin(6시간 28분)이 양국의 두

·승차권 미발매 여유좌석 : 1~2번 좌석

도시를 운행하였으며, 국제선 고속철도“Allegro”
가 도입됨에

·의자재질 : 가죽의자

따라 두 도시의 접근성은 약 2시간 이상 빨라지게 되었다.

·특실서비스 : 음료, 커피, 신문, 잡지, 이어폰 제공
·좌석수 : 296개

Second ·5호차 애완동물 동반석
·7호차 유아동반석
class
·장애인 휠체어석(2호차 2개, 장애인용 화장실, 승차차 구조물)
4호차

5호차

6호차

출처 : http://www.rzd.ru

“Allegro”
는 전 좌석이 금연석으로 되어 있으며, 공기청정기 및 음
<그림 2>“Allegro”운행노선

수대를 설치하여 국제선 열차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러시아철
도공사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여행객을 위해 러시아
어, 핀란드어, 영어 사용이 가능한 직원들을 배치하여 서비스를 하
고 있으며, 러시아 및 핀란드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Tax Free와 면세점, 환전소도 운영하고 있다.
7호차

“Allegro”
는 국제선 열차에 맞추어 4호차에서 세관신고 및 출입국
<그림 1>“Allegro”
의 좌석 구조

한국철도기술 | Korean Rail Technology

90

“Allegro”
는 매일 두 도시를 1일 두 차례 운행하며, 열차시각표
는 다음과 같다.
“Allegro”
열차 운임은 러시아 및 핀란드에서 유로화를 기준으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러시아에서 구입 시 요금은 당일 환율
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공시한 루블 가격으로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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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Class 승차권 운임은 기본운임의 15.5 유로의 서비스 요금

<수화물을 가지고 탑승할 경우 고려사항>

또한,“Allegro”
열차는 여객의 중량이 35kg을 초과해서는 안된

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선 여객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수화물을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로 이동하는 여객은 접이식 자전

가지고 탑승하며, 러시아~핀란드를 운행하는“Allegro”
열차는

거는 휴대할 수 있으며, 접이식 자전거가 아닐 경우 자전거를 분

수화물의 허용 부피를 가로×세로×높이가 100×60×40으로

해하여 Box에 포장해야 한다.

4. 고속철도“Allegro”탑승 시 고려사항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객이 휴대하는 핸드백, 노

“Allegro”
열차는 국제선 고속열차로 운영되고 있으며, 열차 내

트북, 짐, 가방 등은 별도로 화물요금에 대해 특별한 요금을 부

에서 세관신고 및 입국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화물 및 애완

여하지 않는다.

여객의 화물은 여객의 발판 및 선반에 놓아두는 것은 가능하나,
열차통로 및 의자 위에 놓아서는 안 되며 화물은 가급적 여객과
가까이 놓아야 한다.

동물에 대한 특별한 규제 및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여객들은 사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탑승할 경우 고려사항>

전에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용해야 한다.

여객은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탑승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
으나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표 2> 러시아-핀란드 간 고속열차 운행시각표
국가
러시아

핀란드

역명

도착시간

정차시간(분)

st.Petersburg

출발시간

거리(km)

06:40

0

여객은 러시아 및 핀란드 세관 및 국경법에 따라 검역을 받지 않

소요시간

은 동물을 동반하고 여행을 할 수 없으며, 여객은 두 마리 이하의

Vyborg

07:35

10

07:45

129

55m

애완동물과 동반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목줄 및 애완동물의 집 속

Vaynikkala

07:14

7

07:21

159

1h 34m

에 넣고 여행해야 한다. 애완동물 집의 크기는 가로×세로×높

Kouvola

08:00

2

08:02

250

2h 20m

Lakhti

08:26

2

08:28

312

2h 46m

Tikkurila

09:01

1

09:02

337

3h 21m

Pasila

09:10

1

09:11

362

3h 30m

Helsinki

09:16

407

3h 36m

이가 60×45×25 이하로 규정하며 애완동물이 여러 마리일 경
우 한 개의 집에 넣고 이동해야 한다.

<그림 3> 러시아 고속철도 개발계획

<표 4> 러시아와 인접국가 선로 현황

애완동물은 출입문 및 복도에 방치 할 수 없으며, 애완동물을 동
반하고 탑승하는 여객의 경우 세관 및 국경에서 공무원들의 질

*러시아는 모스크바 시간, 핀란드는 현지시간을 준용

문에 답변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First Class를 탑승할 수 없다.

<표 3> 러시아-핀란드 간 고속열차 주요정차역 및 요금
열차등급

주요 정차역 (유로화 기준)
Vyborg

Vaynikkala

Kouvola

Lakhti

Tikkurila

Pasila

First Class

81.0

81.0

92.0

104.5

131.6

134.0

134.0

Second Class

46.6

46.6

54.4

63.3

82.4

84.0

84.0

애완동물 동반석

66.6

66.6

74.4

83.3

102.4

104.0

104.0

5. 결론

Helsinki

러시아는 고속철도 Sabsan 개통 이후 1년 만에 고속철도 2단계
개통을 하였으며, 국제선에 고속철도 Allegro를 도입하여 고속철

*러시아 st.Petersburg 출발 요금

도의 운행거리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대도시들
도 앞 다투어 고속철도 개통을 위해 러시아철도공사와 협의를 계

열차등급

주요 정차역 (유로화 기준)

속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고속철도 프로젝트라고 일

Vaynikkala

Kouvola

Lakhti

Tikkurila

Pasila

Helsinki

First Class

58.9

69.9

82.4

109.2

111.6

Second Class

31.0

38.8

47.7

66.8

68.4

68.4

러시아철도공사는 BCM-1 단계에서 이미“Sabsan”도입으로

“Moscow~ 핀란드 Helsinki”
간 운행하는“Allegro”외에도 국

애완동물 동반석

51.0

58.8

67.7

86.8

88.4

88.4

250km/h로“Moscow~St.Petersburg”
,“Moscow~Nizhni

제선“Moscow~Minsk~Warszawa~Berlin”
을 200~220km/h

컫는 BCM-1, BCM-2의 수정안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111.6

의 속도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도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 Vyborg 출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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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러시아 국내적으로는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을 위해
“Moscow~Sochi”
간 200km/h의 속도를 지닌 고속철도와
“ Moscow~Vladimir~Nizhni Novgorod~Kazan~
Yekaterinburg~Tyumen”
을 연결할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시
베리아의 중심지“Novosibirsk~Omsk”
간 200km/h의 고속철
도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러시아와 핀란드 구간에 운영 중인 Allegro의 성공은 앞으
로 러시아와 국경을 지닌 유럽 및 CIS국가, 중국, 북한과의 총
32개 지역의 열차운영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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