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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otal length of Korean urban railways reaches 1,200km. Urban railway used to be installed

with ballasted tracks by reason of low cost at the time of construction, slab tracks are now being

installed due to the reasons of the improvement in safety, lengthening service life and more

economical method in terms of maintenance. The length rate of slab tracks has exceeded 70% of

the domestic urban railways with the methods ranging from STEDEF, LVT, ALT, Eidan-type, B2S

to RHEDA.

This study surveyed the share of domestic slab tracks, and compared and evaluated the input

cost at the initial stage by the types of slab tracks. Construction processes have been standardized

by the existing design documents and calculated the initial input cost for the length of 1km of a

hypothetical straight line. Cost breakdown structure was evaluated as materials cost, construction

cost, equipment cost, indirect cost, etc.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in selection &

evaluation which is consider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slab tracks.

1. 개요

우리나라 도시철도의 총영업연장은 633.4km에 이르고 있다. 지하철 건설 초창기의 궤도구조는 일부

역사를 제외하고는 건설비가 저렴한 자갈궤도로 부설되었으나 현재는 초기투입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안

전도 향상과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는 콘크리트궤도로 건설되고 있다. 콘크리

트궤도는 국내 도시철도 총영업연장의 75%를 넘어서고 있으며 Stedef, LVT, ALT, 영단형, B2S, Rheda

등 여러 유형의 궤도구조로 부설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도시철도의 콘크리트궤도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LVT, 영단형,

B2S, Rheda구조의 콘크리트궤도 유형별로 초기시설 투입비용을 비교분석 하였다. 기존 설계서를 바탕으

로 시공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이에 따른 가상의 직선궤도 1km의 초기시설 투입비용을 산출하였다. 비

용분해구조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이윤 등으로 분류하였다.

2. 도시철도 궤도시설 현황

국내에서 현재 개통되어 영업중인 도시철도운영기관은 10개 기관으로 주로 대도시에 건설되어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영업거리는 633.4km로서 실제적인 영업 궤도연장은 1,266.8km이다<표 1>.

초기 건설당시에는 주로 자갈궤도이었으나 현재는 국내 도시철도에서의 콘크리트궤도가 차지하는 비중

이 75%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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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도시철도 주요 콘크리트궤도

부설연장

기관명 계
서울
메트로

서울
도시철도

부산
교통공사 공항철도

대구
도시철도

인천
메트로

서울
9호선

대전
도시철도

광주
도시철도

부산김해
경전철

영업거리
(km)

633.4 137.9 152.0 107.8 61.0 53.9 29.4 27.0 20.5 20.5 23.4

<표 1> 국내 도시철도기관별 영업거리

국내 도시철도는 각 지방자지단체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콘크리트궤도구조에 대한 표준이 미흡

한 실정으로 도시철도기관에 따라 궤도구조 형식이 다르며

현재 13가지의 콘크리트궤도 유형이 있다.

콘크리트궤도 유형별 가장 많이 부설되어 있는 궤도구조

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edef 471.2km, LVT

245.6km, ALT 68.9km, 영단형 57.5km, B2S 19.4km이며, 특

히 2011년9월16일 개통된 부산김해경전철이 System336체결

장치를 Top-Down 공법을 적용한 궤도가 46.8km 부설되어

있다.

국내 도시철도에서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콘크리트궤도구

조는 LVT, B2S, 영단형, Rheda2000 유형으로서 LVT는 인

천, 대구, 부산지하철에 부설되어 있고 최근에 개통된 공항철도에도 적용되었다. B2S는 서울메트로, 영

단형은 광주지하철과 서울메트로, Rheda2000은 고속철도에 적용되기도 했으나 서울메트로 3호선 연장선

에도 부설되었다. 이들의 궤도구조를 비교하면 아래 <그림 2 >～<그림 5>와 같다.

<그림 2> LVT궤도 <그림 3> B2S궤도 

<그림 4> 영단형 궤도 <그림 5> Rhede2000 

3. 콘크리트궤도 시공 프로세스

본 연구를 위해 기존 신설구간 및 개량구간의 실제적인 시공 자료 수집 및 시공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갈궤도를 콘크리트궤도로 개량할 수 있는 시공법을 표준화하였으며 개량구간의 주요 시공프로세스는

준비작업 ⇒ 자갈도상 철거⇒침목교환⇒가받침 설치⇒콘크리트 도상 설치⇒양생⇒가받침 철거⇒레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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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운반⇒레일교환⇒공사완료의 순으로 진행된다<그림6 >. LVT, B2S, 영단형, RHEDA 구조의 4개 유

형 모두 Top-Down 공법으로 궤광을 부설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그림 6> 콘크리트궤도 주요 시공프로세스

① 준비작업 : 준비작업은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

② 자갈도상 철거 : 기존 궤도 도상자갈 철거

③ 침목교환 : 기존 침목 철거 및 신침목 설치, B2S패널 설치

④ 가받침 설치 : 무도상이므로 궤광가받침 설치

⑤ 콘크리트 타설 : 믹서트레일러에 의해 콘크리트 타설하여 도상 설치

⑥ 양생 : 습윤양생

⑦ 가받침 철거 : 3일간 양생 후 궤광가받침 철거

⑧ 레일용접 운반 : 차량기지에서 주간 용접 후 레일 현장운반

⑨ 레일교환 : 기존 레일을 신레일로 교체

⑩ 공사완료 : 발생자재 반출 및 공사현장 정리

4. 콘크리트궤도 유형별 초기시설투입비용

4.1 콘크리트궤도 부설 설계 조건

콘크리트궤도구조의 4가지 유형을 상기 기술한 콘크리트궤도 시공프로세스를 기초로 설계하였으며 기

존의 자갈궤도를 콘크리트궤도로 개량하기 위해서는 열차운행종료 후에 심야시간대(00:30～04:30)에 공

사를 수행하고 당일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를 복구해야 한다. 도시철도는 대부분 터

널에서 궤도시공을 하며 협소한 공간과 시간 및 환경적인 제약으로 신설구간 보다 초기시설투입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설계조건은 아래와 같다.

∙궤도공사 물량 : 직선부 단선 1km

∙공사 장소 : 도심 지하터널 BOX구간(복선)

∙공사 시간 : 심야시간대(평일 01:30～04:30, 휴일 00:30～04:30)

∙시공 방법 : 자갈궤도(PC침목) 철거 후 콘크리트궤도 부설(초조강시멘트 사용)

∙제공 장비 : 모타카, 운반트레일러, 믹서트레일러, B2S트랙머신 무상제공

∙공사기간 : 150일(심야 열차운행 등 작업제한 할증)

∙지급자재 : 없음(사급)

∙발생자재 : 레일, 목침목 및 폐기물처리비는 제외, 고철 등 기타는 고재처리

4.2 콘크리트궤도 초기시설투입비용 분해 구조

콘크리트궤도의 초기시설투입비용을 분해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로

분류할 수 있다. 비용분해구조의 각 비목별 세부내용을 기술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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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세부비목 내 용

재료비

직접재료비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계약목적

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재료비

∙부분부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

간접재료비

∙소모성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

으로 소비되는 오일, 장갑, 용접가스 등

∙소모성공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공구, 기구, 비품비 등

∙가설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노무비

직접노무비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

간접노무비
∙원가계산 자료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계약목적물의 규모, 내용, 공종, 기

간 등의 특성에 따라 직접노무비에 일정비율 계상

경비

직접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등

보험료 ∙산재,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 등

안전/환경등∙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기타 법정경비 등

일반관리비
/이윤

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비

이윤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의 15%

부가가치세 ∙공사원가의 10%

<표 2> 콘크리트궤도 초기시설투입비용 비목별 세부내용 

4.3 콘크리트궤도 초기시설 투입비용 구성 및 유형별 비교

콘크리트궤도의 초기시설 총 투입비용의 비목별 구성과 궤도유형별 시설투입비용을 분석하였다. 초기

시설 총투입비용 구성비율은 재료비가 4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노무비 29%, 경비 10%, 일반

관리비/이윤 10%, 부가세 9%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궤도유형별 시설투입비용 비교에서는 LVT궤도

가 가장 적게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VT궤도의 총투입비용을 100이라고 했을 때 B2S궤도

105.9, Rheda궤도 112.2, 영단형궤도 117.9로서 LVT<B2S<Rheda<영단형의 순으로 초기시설투입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단형궤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자재투입비용이 다른 궤도유형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궤도용품의 경우에는 독점 공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이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실정이다.

<그림 7> 초기시설 총투입비용 구성비 <그림 10>궤도유형별 시설투입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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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비목별 시설투입비용

콘크리트궤도 초기시설투입비용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기 때

문에 다른 비목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직접재료비는 총재료비의 94.5%, 간접재료비는 5.5%로 분석되

었다. 콘크리트궤도 유형별 재료비를 LVT궤도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B2S 152.3, 영단형 153.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1>.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의 인건비로서 직접노

무비가 총노무비의 89.1%, 간접노무비는 10.9%로 구성되었다. <그림12>의 그래프에서 노무비는 LVT궤

도를 기준으로 궤도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 B2S가 66.0으로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B2S패널을 설치할 때에 인력작업보다는 B2S트랙머신을 이용한 기계화작업이 80%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1> 궤도유형별 재료비 비교 <그림 12> 궤도유형별 노무비 비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로서 기업의 유지

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즉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 법정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

<그림 1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비의 세부비목별 구성은 안전/환경 등 기타법정경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고 보험료 28%, 직접경비 4%으로 구성되었다. 초기시설투입비용의 재료비와 노무비가 많이 투입

된 결과이며 궤도공사에서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궤도유형별 경비를 비교한 결과 B2S궤도가 가장 적게 경비가 소요되었다. 또한 B2S궤도는 다른 궤도

유형보다 직접경비가 높고 보험료가 낮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계화작업에 따른 기계경비가

많이 투입되었고 상대적으로 인력투입이 낮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장비구매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궤도공사에 따른 초기장비구매 및 유지관리비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3> 시설투입비의 경비 구성비 

   

<그림 14> 궤도유형별 경비 비교 

404



5. 결론

국내 도시철도에서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4가지 궤도유형별로 초기시설투입비용을 경제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또한 신설구간이 아닌 기존 자갈궤도를 콘크리트궤도로 개량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지하터널의 직선 1km 궤도를 부설하는 총 투입비용을 분석한 결과 LVT궤도가 가장 적게 투입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초기시설투입비용의 비목별은 자재비가 4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노무비 29%, 경비 10%,

일반관리비/이윤 10%, 부가세 9%로 이루어져 있다. 궤도유형별로 비교분석해 본 결과 재료비에서는

LVT궤도가 가장 적게 투입되었으며, 노무비는 B2S궤도, 경비에 있어서도 B2S궤도가 적게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LVT궤도가 초기시설투입비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도시철도의 궤도구조

선정에 있어서는 안전성, 시공성, 유지보수성, 환경성, 기술성, 장래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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