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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make an feasibility analysis of such as rail and roa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t is common to 
perform economic analys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is how to estimate the operation cost of freight rail 
because that is required during the analysis time period and sometimes that takes more cost than the construction 
cost.
  Therefore, this study is to perform the verification of freight rail operation cost which is applied to the 
economic analysis of railway investment analysis. for this, it is compared truck operation cost variation with 
freight rail operation cost, when freight volume is converted from road to railway.
  In conclusion the cost variation of railway part is bigger than road part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peration cost of freight rail estimation process.

1. 서론

  일반적으로 철도 및 도로와 같은 교통기반시설의 투자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
분석과 더불어 비용과 편익과 같은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철도부문에서 중요하게 차지하
는 비용요소중의 하나가 철도화물 운행 및 유지관리비 항목이라 할 수 있다. 해당 항목의 비용은 분석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때로는 건설사업비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열차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는 경제성분석단계에서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부문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점유함으로써 철도투자에 불리한 요
소로 여겨지고 있다. 여객열차의 경우는 이러한 높은 운행비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편익이 발생하지만 
화물열차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교통편익의 발생량이 이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타
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철도부문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 산정과정의 문제점을 실증적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이단적재열차(DST) 도입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 광향항에서 부산신항까지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화물이 철도부문으로 이전되었을 때 철도부문에서 
발생하는 운행 및 유지관리비의 차이와 도로부문에서 나타나는 비용 및 편익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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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도로 및 철도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 산정 과정
  2.1.1 도로부문
  도로 및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5판(KDI, 2008),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국토해양
부,2009) 등에 의하면 도로부문은 운행비와 유지관리비가 구분되어 산정되고 있다. 
  운행비의 경우 유류비, 엔진오일비, 타이어마모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각의 항목에 대해 차종별, 속도별 소요비용이 정리되어 있다.
  최근 연구된 철도투자평가편람 전면개정연구(철도시설공단, 2010)에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표준검
사 등을 통해 원단위를 개정하였으며 그 결과 차종별 최저 차량운행비용은 승용차 224.62원/km, 소형
승합 226.65원/km, 대형승합 334.81원/km, 소형화물 184.82원/km, 중형화물 294.83원/km, 대형화물 
429.06원/km로 나타났다. 
 차종별 차량운행비용 원단위 구성요소의 비율을 보면 유류비와 감가상각비가 전체의 약 78.7%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류비는 17.8%(승용)〜62.4%(대형화물), 엔진오일비는 0.5%(중형화물)〜0.8%(소형화물), 타이

어마모비 2.5%(중형화물)〜3.9%(대형승합), 유지관리비 3.4%(대형화물)〜4.7%(소형화물), 감가
상각비 19.1%(대형화물)〜59.9%(승용) 수준으로 나타났음.

그림 1. 속도별․차종별 차량운행비용

  도로의 유지관리비를 살펴보면 유지관리비란 도로개통 후 자동차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
도록 시설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 행정인건비, 영업소 운영비, 구조물 안전 진단비, 포
장 보소, 구조물 보수, 터널 보수, 비탈면 보수, 재해 및 손괴에 따른 정비비용, 안전시설 정비, 기타 
제설·노면 청소비용 등의 항목을 고려한다.

  그 결과 고정비항목과 변동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있다. 이때 고정비 항목은 
운영비(인건비, 경비 : 139.1백만원/km), 수선유지비(상시보수비, 설비보수비 : 33.6백만원/km)로 구분
하며, 변동비항목은 km당 비용을 교량, 터널, 포장의 경과년수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로그함수식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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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도로부문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용은 대부분 운행거리와 해당 구간의 길이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2.1.2 철도부문
  도로부문과 마찬가지로 도로 및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5판(KDI, 2008), 교통시설투자평
가지침(국토해양부,2009) 등을 살펴보면 철도부문은 운행비와 유지관리비를 통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산정하는 대상은 철도가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고속철도, 일반철도 여객부문, 일반철도 화물부문, 
광역철도로 구분하고 있다.
  운행 및 유지보수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식은 비용배정방법이며 이를 위해 설명변수로 궤
도연장, 운송수입, 차량키로, 역수를 선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는 한국
철도공사가 집계한 운송원가를 사용한다. 이때 세금, 보험료, 감가상각비, 선로사용료 등은 제외한다.
  최근 연구된 철도투자평가편람 전면개정연구(철도시설공단, 2010)에서는 기존 운행 및 유지관리비 항
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함수식을 개정하였다.
  첫째,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자료로는 2005년 영업비용을 사용
  - 2004년 철도구조개혁과 고속철도 개통이후의 비용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둘째,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자료가 적절하지 않음
  -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는 운수사업비 이외 비용까지 포함된 영업비용에 근거하여 추정
  - 영업비용은 운수사업비용과 판매관리비용으로 구성되는데, 판매관리비용에는 철도인력개발원 등 수

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 2007년 영업비용(32,936억 원) 중 판매관리
비용이 1,294억 원으로 3.9% 차지

  셋째,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자료에는 오래 전에 건설 또는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수준이 열악한 노선의 비용까지 포함
  - 일반철도의 여객 및 화물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함수 추정에는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장항선, 전

라선, 영동선, 경전선 등 7개 노선의 영업비용이 포함됨.
  이에 따라 해당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배정방식의 철도 운행 및 유지관리함수식을 제
시하였으며, 이 값이 최근 KDI의 예타제도 개선사항에도 반영되어 관련 사업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분 비용함수식
고속철도 비용(원)=45,847천원×궤도연장(km)+110천원×여객운송수입(백만원)

+207원×차량-km+2,282,344천원×역수(개소)
일반철도
(여객)

비용(원)=43,542천원×궤도연장(km)+491천원×여객운송수입(백만원)
+442원×차량-km+349,441천원×역수(개소)

일반철도
(화물)

비용(원)=30,451천원×궤도연장(km)+609천원×화물운송수입(백만원)
+222원×차량-km+292,805천원×역수(개소)

광역철도 비용(원)=131,555천원×궤도연장(km)+228천원×여객운송수입(백만원)
+269원×차량-km+360,589천원×역수(개소)

표 1. 철도 운행 및 유지관리비 함수식 

2.2 도로 및 철도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 산정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도로 및 철도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 산정 방법론에 의하면 철도는 운행비와 유지관리
비 모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화물의 경우는 화물의 
운송수입에 대한 유지관리비의 변동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화물수요가 증가할수록 큰 폭으로 운행 및 유
지관리비가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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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도로의 경우는 도로를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할 경우 차량증가로 인한 차량운행비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유지관리비의 경우는 수요와 무관한 구조이므로 항상 동일한 유지관리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로의 경우 km당 유지관리비가 고정비로 1.7억원, 그 외 교량이나 터널, 포장 등의 30년간 추세
평균이 각각 1.7억원, 0.9억원, 0.08억원 정도로 나타남에 반하여, 철도의 경우는 일반철도를 기준으로 
km당 운행 및 유지관리비가 10억원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는 수요가 높게 나타날수록 
더욱 크게 발생함으로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부문에서 철도로 수요가 전환될 경우 도로에서 나타나는 운
행 및 유지관리비의 절감액보다 철도에서 나타나는 운행 및 유지관리비 증가량을 여객과 화물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0km구간을 평균 70km/h로 운행하는 10,000대의 승용차 이용자가 철도로 전환되었을 
경우와 같은 조건에서 10,000톤의 컨테이너 화물이 철도로 전환되었을 경우 도로와 철도부문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 변화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객부문의 변화량을 먼저 살펴보면 지침에 나타난 승용차의 평균 km당 운행비는 70km/h로 주행할 
경우  224.62원이므로 1대당 절감액은 22,462원이며 10,000대의 경우는 224,620,000원인 반면 유지관
리비의 변화량은 없다.
  10,000대가 철도통행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재차인원을 1.551)라고 가정하면 운행 및 유지관리비의 증
가량은 69,243,400원임을 알 수 있다. 이 값은 다른 변수인 궤도연장, 역수 등을 고정시킨 뒤 여객운송
수입과 차량-km 부문만 변화된 결과를 의미한다.

구분 운행 및 유지관리비 변화량
도로

운행비 변화량 유지관리비 변화량
10,000대×100km×224.62원

= 224,620,000원 없음

일반철도
(여객)

함수식 : 43,542천원×궤도연장(km)+491천원×여객운송수입(백만원)
+442원×차량-km+349,441천원×역수(개소)

산정결과 : a) 491,000×10,000×1.55×7,600/1,000,000= 57,839,800원
b) 442×258량×100×=11,403,600원

a) + b) = 69,243,400원
주) 재차인원 : 1.55인/대, 100km당 최소운임 7,600원, 한량 60석 기준

표 2. 도로와 철도의 여객부문 운행 및 유지관리비 변화량 

  여객부문에 대한 운행비 변화량을 산정한 결과 도로에서 철도로 수요가 전환될 경우 70%가까운 총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객철도를 건설할 경우는 수요가 도로에서 철도로 전이될수록 사업의 타당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화물부문에 대한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대형화물차의 평균 km당 운행비는 70km/h를 기준으로 
429.06원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10,000톤을 40피트 컨테이너화물차로 운송할경우를 가정하여 24톤을 
단위수송량이라 가정할 경우 총 운행비 절감액은 17,877,500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하
였듯이 현재의 투자타당성 분석지침에는 화물차운행감소에 의한 도로부문의 유지보수비 절감액을 별도
로 산정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유지관리비는 변화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1)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국토해양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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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로 10,000톤이 전이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도로부문의 운행비 절감량은 
17,877,500원으로 나타난 반면 철도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 변화량은 35,437,000원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화물철도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만약 항만인입선과 같은 화물전용선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시에 도로로부터 전환량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철도부문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도로보다 더 크게 나타남으로 도로부문의 혼잡
감소 등으로 인한 통행시간절감편익이 크지 않다면 해당사업의 경제성은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객철도사업의 경우는 앞의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로부문의 단위운송량 즉, 차량대수의 감
소폭이 높기 때문에 도로운행비 절감편익이 철도 운행 및 유지관리비 증가량보다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
로 사업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반면 화물철도사업은 단위운송량인 화물차량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물론 컨테이너 화물이 주 대상이 아니라 일반화물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는 이보다는 좀더 나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의 가정이 기본적으로 철도의 신설사업이 아닌 철도의 개량이나 운송방식의 개선
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행 및 유지관리비항목에 대한 도로와 직접비교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철도의 신설사업을 가정할 경우에는 궤도연장이나 역수 등이 운행 및 유지관리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
어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도로와 철도의 단위수송량 변화에 따른 운행 
및 유지관리비 변화량만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분 운행 및 유지관리비 변화량
도로

운행비 변화량 유지관리비 변화량
10,000톤/24톤×100km×429.06원

= 17,877,500원 없음

일반철도
(화물)

함수식 : 30,451천원×궤도연장(km)+609천원×화물운송수입(백만원)
+222원×차량-km+292,805천원×역수(개소)

산정결과 : a) 609,000×10,000×100×43/1,000,000= 26,187,000원
b) 222×(10,000톤/600톤)×25량×100=9,250,000원

a) + b) = 35,437,000원
주) 트럭 1대당 20피트(12톤 수송), 톤-km당 43원, 1편성당 25량(600톤 수송)

표 3. 도로와 철도의 화물부문 운행 및 유지관리비 변화량 

 2.3 경전선 DST 도입 효과 분석시 운행 및 유지관리비 변화량 분석
  현재 광양항 및 부산신항 활성화와 철도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광양항 인입선 복선화, 진주-
광양복선화,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 등 다양한 철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광양항과 부산신항을 연결
하는 경전선 구간에 대해 이단적재열차(DST)를 운영하고자 하는 시범사업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도로와 철도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경전선 DST 사업에 대한 
비용변화량을 살펴봄으로써 이론적으로 접근하였던 내용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자 한다.

  2.3.1 사업개요
구 분 DST 운행구간
구 간 광양항(서측철송장)↔신광양역↔진례신호소↔장유↔부산신항 (162km)

    * 신광양역에서 기관차 DL↔EL 교체
    ** 광양항(서측철송장)～신광양역간 비전철 운행 전제, 동측철송장은 일반화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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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전선 DST 시범사업 예상 노선도
  
2.3.2 분석가정
  광양항에서 부산신항간에 DST를 운행하는 경우 미시행시 철도물량이 30%가 증가하는 경우와 50%
가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한 도로와 철도 운행 및 유지관리비 변화량을 산정하였으며 분석년도는 물량이 
가장 높은 2036년(KTDB제공 최종목표년도임)으로 선정하였다.
  도로부문의 화물차 운행비 감소액은 EMME/3를 활용하여 해당링크(도로)의 화물량이 철도로 전환되
었을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철도부문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 변화량은 앞에서 언급한 화물열차에 대한 운
행 및 유지관리비 함수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DST운영에 의한 운행 및 유지관리비 절감액을 분석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2)의 절
감액(약 30%)을 활용하였다.

  2.3.2 분석결과
  경전선 DST 시범사업구간에 대한 철송전환율을 근거로 분석한 도로 및 철도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운행 및 유지관리비 변화량
철도물량 30% 증가 철도물량 50% 증가

도로 63.74억원 79.13억원
철도 62.65억원 85.01억원

표 4. 경전선 DST 시범사업구간 도로 및 철도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 변화량(2036년)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경전선 DST 시범사업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와 철도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
를 비교해보아도 철도물량이 철도로 많이 전환될수록 철도부문의 변화량이 도로부문보다 더 크게 나타
나 화물철도사업의 경제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과 같이 
도로혼잡이 심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통행시간절감편익 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이러한 혼잡완화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철도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문제점
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철도화물부문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 산정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여객
열차부문과 비교하여 화물부문에 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보
다 현실적인 화물열차운행 및 유지관리비용이 산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2) “철도수송력 증강방안, 국토해양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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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철도의 투자타당성 분석단계에서 활용되는 철도화물부문의 비용항목 중 운행 및 유지
관리비 항목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경전선과 같이 철도화물운행비중이 
높은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부문에서 철도로 화물통행량이 전환되었을 경우 나타나는 도로부문의 화물차
량 운행비 절감량과 철도부문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 증가량의 차이를 시나리오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여객부문에 비하여 화물부문의 경우 도로부문의 운행비 절감량에 비하여 철도부문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의 증가량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철도부문의 화물열차 운행 및 유
지관리비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로부문과 비교할 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유지관리비부문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유지보수비용 산정방식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는 타당성조사지침에서 제시하는 화물열차의 운행 및 유지관리비 함수식이 철도공사의 회계연도 경
영성적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종류별 수송원가를 근거로 하여 비용배정방식에 의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과 여객부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지 못한채 활용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도로부문의 화물통행량 감소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도로의 유지보수비 변화량에 대한 
부문도 정량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철도화물전용선에 대한 투자논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철도사업 중 화물철도사업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위하여 현재의 화물열차 운행 및 유
지보수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최종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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