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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있어서 투자재원의 마련여부는 사업의 경제성 확보 못지 않게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최근 경량전철을 도입하고자 하는 도시들은 경량전철.

사업의 충실한 건설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건설비 상환과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입 특히 적정한 수송수요의 확보와 부대수입의 마련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경량전철 건설사업 구상단계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수송수요의 추.

정방법에 대해 논하고 일정 전제조건에 따라 최소수송수요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

추정방법2.

기본개념2.1

경량전철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 투자가 허용되는 필요조건은 투입량 지출 만큼의 산출량( )

수입 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시행주체가 지속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필( ) .

요수송량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간략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는 년도의 최소필요수송량, Qi i ,

는 년도의 운영비Ei i ,

는 년도의 수송량에 따른 편익Bi i

추정방법2.2

어떤 교통수단에 대해 수송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통시스템이 어느 지역에 설치되고,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주로 인구 산업별 종사자수 등 과 교통여건 도로와 철도의 설치( , GRP, ) (

유무 위치 용량 은 어떠한지 설치하려는 노선이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지 설치노선의 각, , ) , , node

교차로 터미널 역 등 간 용량이 얼마인지 경쟁 교통수단의 통행소요시간 또는 속도 과 요금은( , , ) , ( )

얼마인지 등이 우선 결정되어야 한다 이런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현재의 총통행량 지역간 통. ,

행량 수단별 통행량 링크별 교통량이 분석되고 장래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교통여건에 대하여, , ,

특정 시점의 수송수요가 산출되게 된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정회원,



그러나 경량전철 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도입 지역이나 노선이 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방법을 통한 수송수요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량전철 사업은 공영시스템으로 건설.

및 운영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확보되는 노선에서 시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전제, ,

를 통해 최소수송수요의 도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수익성 분석을 통하여 재무적 순현.

재가치가 이 되는 즉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는 수송수요를 산출하여 경량전철 운영시 재무적 타0 , ,

당성의 확보가 가능한 최소수송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철도투자에서 사업시행주체의 채산성 확보는 사회전체에 대한 경제성 확보와 함께 사업시행가

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채산성을 판정하는 기법에는 여러 기법이 있는데 철도부. , 「

문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 판 에서는 수익성 분석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추정( 3 ) , ,」

기법을 재무성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기법중 사업의 재무적 타당.

성을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수익성 분석표 추정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수익성 분석표상에서 재무적 순현재가치 는 다음의 식에(FNPV: Financial Net Present Value)

의해 산출된다.

  
 







여기서 는 년도의 수입, Ri i ,

는 년도의 비용Ci i ,

는 재무적 할인율r ,

은 분석기간n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소 수송수요 추정3.

전제조건3.1

노선연장(1)

비용 항목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은 공사비이다 공사비는 원래 설계단계를 거쳐.

개략산출이 가능하지만 대상노선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는 노선연장에 비용원단위를 곱,

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노선연장은 년 월 일 기준으로 추진중. 2005 4 1

이었던 경량전철 사업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 있는 개 사업의 평균연장을 고려하여7

로 가정하였다12.7km .

사업명 부산 김해- 서울 하남- 부산초읍선 용인 의정부 우이 신설- 광명 평 균

구 간 사상 삼계- 상일 창우-
사직여중-

서면

구갈-

에버랜드
송산 장암- 우이 신설-

관악역-

철산역
-

연 장

(km)
23.9 7.8 7.3 18.47 10.46 10.72 10.41 12.7

표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경량전철 사업의 노선연장1.

자료 건설교통부 내부자료: (2005.4.1)

사업기간(2)

사업은 전체노선에 대해 설계 용지구입 등을 포함하여 년부터 시작하여 년에 완료하, 2006 2011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대상지역이나 사업추진 여건상 단계적 개통도 가능하겠지만 본 고에서는. ,

전구간을 동시에 개통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수입산정 고려사항(3)

수입은 수송수요와 요금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요금은 수입규모 뿐만 아니라 수송수요에도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요금은 사업시행주체가 결정할 부분이지만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경쟁력. ,



을 갖추기 위해서는 타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에 비해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객을 특정층으로 하게 될 경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요금수준을 달리 책정할 수 있을 것이,

다 년 월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시와 도청소재 도시의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은. 2005 4

원 원 원 원 원 원으로 도시철도의 평균요금은 원 시내버스의 평600 , 700 , 800 , 850 , 900 , 950 , 740 ,

균요금은 원이다 본 추정에서는 경량전철 요금을 타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수준을 고려하여885 .

원 원으로 가정하였고 할인이나 구간요금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800 , 1,000 , .

도시명 버스 도시철도 도시명 버스 도시철도 도시명 버스 도시철도

서울 900 800 대전 900 - 청주 850 -

부산 900 700 울산 900 - 전주 850 -

인천 900 900 수원 850 - 창원 900 -

대구 900 600 춘천 950 - 제주 800 -

광주 900 700

표 도시별 대중교통수단별 기본요금 현황 원2. ( )

주 현금승차 기본요금 기준: 1)

년 월 일 기준2) 2005 4 1

비용 산출3.2

초기사업비(1)

사업비에는 조사비 설계 및 감리비 용지보상비 공사비 토목 건축 궤도 전력 신호 통신시스, , , ( , , , , ,

템 차량기지 종합사령실 예비비 차량구입비가 포함된다 용지보상비는 총사업비에 적잖은 비중, , ), , .

을 차지하는 항목이지만 지자체의 구입이나 무상사용을 전제하여 본 추정에서는 제외하였다, .

사업비는 총 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5,813 .

표 추정사업비3.

구 분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초기차량구입비 총사업비

금 액 억원( ) 4,861 251 467 575 5,813

주 비용 및 용지보상비 제외: 1) R&D

정거장 차량기지 종합사령실은 공사비에 포함2) , ,

차량구입비는 첨두시 배차간격을 분으로 가정하여 산출3) 6

운영비(2)

운영비는 인건비 동력비 유지보수비 일반관리비로 구분된다 이들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 , .

먼저 열차운영계획과 운영요원배치계획이 필요한데 본 추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주요 열차운영계획◦

영업시간- : 05:00 24:00～ 열차 표정속도- : 35km/h

배차간격 첨두시 분 준첨두시 분 비첨두시 분- : 6 , 9 , 12

운영요원계획◦

유지보수요원 차량보수요원 운전사령요원 역무원 및 관리요원으로 구분되며 차량은 무- , , , ,

인운전이므로 별도의 승무원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초기의 총 운영요원수는 명으로. 135

산출되었다.

이러한 열차운영계획과 운영요원계획에 따라 운영비를 산출하게 되면 초기년도의 운영비는,

억원으로 추정된다142 .



구 분 인건비 동력비 유지보수비 일반관리비 총계

금 액 억원( ) 55.28 34.58 39.59 12.95 142.40

표 초기년도의 운영비 총계4.

수입 산출3.3

경량전철 운영을 통한 수입은 열차운임에 의한 영업수입 광고비 등에 의한 부속사업 수입 부, , ,

대사업 수입 국고보조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영업수입은 열차이용객수에 운임 단일요금 적용 을, . ( )

곱하여 산출되는데 영업수입 산출시 열차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

였고 분석시 할인요금 정액권 구간운임은 고려하지 않고 기본운임만을 고려하였다 기본요금은, , ,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 원으로 정하여 각각 수입을 산정하였다800 , 1,000 .

부속사업 수입은 기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영업수입 대비 부속사업 수입의 비율 하남 경전(「

철 민자사업 타당성 재검증 한국개발연구원 에서 제시한 적용 을 통해 산출하였다( , 2004) 10% ) .」

철도사업의 경우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으므로 보조금이 없다면 수익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보조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보조금은 건설,

비의 로 가정하였다 부대사업 수입은 수익을 억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는50% . 1,000

경우로 구분하여 고려하였다.

일1

수송객수

요금 원800 요금 원1,000

영업수입 부속 수입 계 영업수입 부속 수입 계

명30,000 87.60 8.76 96.36 109.50 10.95 120.45

명40,000 116.80 11.68 128.48 146.00 14.60 160.6

명50,000 146.00 14.60 160.6 182.50 18.25 200.750

명60,000 175.20 17.25 192.45 219.00 21.90 240.9

명70,000 204.40 20.44 224.84 255.50 25.55 281.05

표 요금시나리오별 년간 영업수입과 부속사업 수입 억원5. ( )

최소 수송수요 분석3.4

관련 주요지표(1)

수익성 분석에 사용되는 비용과 수입 관련 단위가격의 기준년도는 년 월로 한다 따라서2005 4 .

원단위가 과거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단위가격을 보정하였GDP

다 목표수익율은 경제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할인율인 보다 커야 하는데 본 추정에서는 최. 6.5% ,

근 시행된 하남 경전철 민자사업 타당성 재검증 한국개발연구원 에서 목표수익율로 설( , 2004)「 」

정한 로 가정하였다8.0% .

분석기간은 개통후 년까지로 하고 개통년도는 년으로 하였고 수송수요의 년평균 증가30 , 2012 ,

율은 하남 경전철 민자사업 타당성 재검증 한국개발연구원 상의 수송수요 예측치의 년( , 2004)「 」

평균 증가율을 사용하였다.

최소 수송수요 분석(2)

요금시나리오별로 재무적 순현재가치 가 이상으로 산출되는 초기 수송수요를 분석한 결(FNPV) 0

과 부대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요금이 원인 경우 초기년도의 최소 일 수송수요가 편도, 800 1



만명 요금이 원인 경우에는 만명이 되어야만 수익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0 , 1,000 5.4 .

다만 이 수송수요는 상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정에 따라 산출된 값으로 부대사업 및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 초기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거나 또는 실제 운영단계에서 운영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수익성은 이에 따라 변하게 되므로 이를 만족시키는 수송수요 또한 변하게 될 것,

이다.

구 분

요금 원 적용800 요금 원 적용1,000

부대사업

미시행시

부대사업

시행시

부대사업

미시행시

부대사업

시행시

최소 수송수요 명 일( / ) 70,353 55,167 53,489 41,228

표 수익성이 확보되는 일 편도 최소수송수요6. 1

주 부대사업 시행시 년에 천억원 수익발생 가정: 2011 1

결 론4.

경량전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나 도시여건을 고려하지 않,

는 사업구상으로 인해 계획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요금수준과 부대.

사업 그리고 정부 보조금의 정도에 따라 경량전철 사업의 수익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경량전철을, ,

도입하려고 하는 지역의 교통수요를 기존 교통시스템 이용정도에 따라 미리 가늠해보고 이를 본

고에서 제시하는 추정수요와 비교해 본다면 경량전철 사업이 해당 지역에 가능한지를 사전에 판,

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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