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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railway crossing is required to be improved to improve road traffic efficiency, cost-benefits analysis is 
conducted. In the analysis, such benefits as the reduction of the delay in road vehicle traffic and related costs and 
reduction of traffic accidents have been appropriately estimated, however, which has not been the case for the 
reduction of railway operation costs and accidents. This omission may result in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otal 
estimation of the benefits achievable in a long railway line where many of the crossings are improved or 
reconstructed. This would deteriorate the rationality of the benefit analysis. As the result, although there are various, 
significant benefits recognizable in the improvement of railway crossings, but they have not been included in the 
list of the benefits due to the difficulty in calculation.
  To this end, this paper proposes a methodology of the calculation of the benefits of railway crossing 
improvement by estimating the unit costs used in the estimation of the benefits obtainable by the reduction of 
the railway operation costs and the reduction of the accidents at a crossing on the basis of past studies and 
data.

국문요약 

  도로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건널목의 개량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시 도

로부문에서 발생되는 자동차의 지체 및 운행비 감소, 도로 교통사고 감소의 편익은 비교적 충분히 반영

되어온 반면, 철도건널목사고 감소편익, 운영비 감소편익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편

익의 미반영은 단편적인 철도건널목 개선사업 외에 철도노선이 경유하는 모든 건널목을 개선하고자 하

는 대형 사업 시행 시 경제성 분석에 영향을 주어 사업추진에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제성 

분석 결과의 합리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철도건널목 개선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편익의 존재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정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편익항목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기존 연구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철도

운영비 감소편익과 철도건널목 사고 감소편익 산정 시 요구되는 원단위 등을 새롭게 산출하여 철도건널

목 개선편익 산정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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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철도건널목의 개량사업 시, 도로부문에서 발생되는 편익은 충분히 반영되어온 반면, 철도건널목 

사고 감소편익, 운영비 감소편익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철도건널목을 

개선하고자 하는 대형 사업 시행 시 경제성 분석에 영향을 주어 현실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건널목 개선편익에 대한 산출방법을 재정립하여 현실적

이고 효율적인 편익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철도건널목 개선 편익 중 철도건널목사고 감소편익과 운영비 감소편익의 원단위 및 편익산

출방법 등을 재정립하고 이를 반영한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연구 시에는 우암선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기존 방법(기존 4대 편익)으로 수행한 총 편익과 철도건널목 개선편익이 포함된 총 편

익을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2. 기존문헌 고찰

2.1 철도건널목 개선 편익 산정 방법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5판, 2007)에서는 철도건널목의 입체화 등 개량사

업은 그 자체로 편익을 유발하고 있으며, 현재 『건널목개량촉진법』에서는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

나 개량하는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입체화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

지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도로의 건설이나 개량으로 인해 

철도건널목 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로부문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의 지체/운행비 감소, 지역분

리 극복, 교통사고 감소 등의 편익이 비교적 충분히 반영되어온 반면, 철도의 신설이나 개량으로 인해 

철도건널목 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철도사업(신설, 개량)의 일부로 인식되어 사업비는 반

영되는데 반해, 편익의 산출/반영, 특히 도로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반 편익을 충분히 반영해오지 못한 측

면이 있었다.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3판, 2001)에서는 철도건널목 개선 편익에 포함되

는 교통사고 절감편익 산출 및 철도건널목 운영비 절감편익 산출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

저, 교통사고 절감 산출방법론의 경우, 교통사고의 3가지 종류인 사망, 부상, 물적 피해 중 사망과 부상

만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해당 건널목(건널목 종류별 구분)의 기준년도 사고건수(사고율)와 목표연

도 사고건수를 산출하고 이를 사상자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준년도 사고건수는 해당건널목의 사고건수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하고,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열차운행회수, 교통량 등의 여건이 유사한 건널목의 평균사고건수를 적용하거나 등급별 

전국 건널목 평균사고건수를 적용하였으며 목표연도 사고건수는 기준년도와 목표연도의 일평균교통량 

× 열차운행회수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사고건수 산정 시에 도로, 철도시설과 각 수단별 교통량 그리고 각 수단에 대한 일일 교통수단 분담

율의 특성을 고려하였고 목표년도 사고건수는 건널목 종류별로 기준 년도 사고건수에 차량증가율을 근

거로 산정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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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종별 연간� 운영비 비� 고

1종
안내원과� 전동차단기� 설치 67,068,167

안내원� 인건비/부대비� 및�

처소보수비� 포함

전동차단기만� 설치 5,216,885 전동차단기� 운영비� 및� 보판보수비

2종
3,193,885 보판보수비

3종

   여기서,   기준년도목표년도의 사고유형  사상자수
           기준년도목표연도의 일평균 도로교통량

             기준년도목표연도의 일열차운행횟수

  철도건널목 운영비 절감편익 산출방법론의 경우는 1996년 철도청 관련부서의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산출한 건널목 종류별 연간운영비는 다음과 같다. 

<표 1> 건널목 종별 연간평균운영비
(단위:� 원/년)

자료:1996년� 철도청� 내부� 자료.

  또한, 조성훈 등(2001)은 철도건널목의 입체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과 투자우선순위를 Grade 

Dec 20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도로측면만을 고려한 편익이 아닌 철도측면까지 고려한 교

통사고 감소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환경에 대한 편익, 차량 운행비용에 대한 다양한 편익을 산정하여 

각각의 철도 건널목에 대한 편익을 비교함으로써 철도 건널목 개선 사업 시 우선순위를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 및 척도를 제시하였다. 

 

2.2 시사점 및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지금까지의 연구는 철도건널목 개선편익 항목 반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시해 오고는 있으나 각 편익

항목의 산정론이나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반영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현재는 철도 건널

목 개선사업의 편익항목 계량화와 관련된 국내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건널목 개선 편익 중 철도건널목사고 절감편익 및 운영비 절감편익을 중심

으로 이와 관련된 원단위 산출 및 산정방법론 등 편익항목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3. 철도건널목 개선편익 산정방안 고찰

  본 연구에서는 철도건널목 개선 편익 중 교통사고 절감편익 및 철도건널목 운영비 절감편익의 원단위

및 산정론을 현황 기초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3.1 철도건널목사고 감소편익 산정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건널목은 총 1,25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서 평균 사고율은 년평균 38.55

건(2001~2009)으로 집계 되고 있고 1개소수 당 평균 사고발생확률은 3.06%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자

료를 토대로 사고 1건당 비용 원단위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5판, 2007)에서 제시하는 철도부문 교통사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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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고

원인별

경보장치

동작중�진입
26 15 22 10 11 14 5 8 12

내려진�

차단기진입
16 17 20 12 11 8 11 8 3

자동차고장 2 - - 1 - - - 2 -

운전부주의 10 21 14 13 9 2 6 5 3

기타 6 4 5 3 6 2 2 - 2

계 60 57 61 39 37 26 24 23 20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576 596 710 616 360 314 307 323 305

열차사고 4 2 4 2 4 6 6 5 3

건널목사고 60 57 61 39 37 26 24 23 20

사상사고 512 537 645 575 319 282 277 295 282

원단위는 사망 시 44,071만원/건, 중상 시 6,035만원/건, 경상 시 399만원/건, 물적피해 시 1,129만원/

건(<표 2> 참조)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도 위의 원단위를 이용하여 각 원단위에 평균사고율에 대

한 가중치를 적용한 총 합 값을 최종적인 원단위로 선정하고자 한다. 그 결과 2007년을 기준으로 산정

된 철도부문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는 총 239,429,000원/건 (PGS를 포함한 사망, 중상, 경상, 물적피해 

비용 원단위의 총합 값)으로 산출되었으며 여기에 1개소수당 평균 사고발생확률인 3.06%를 적용하여 

건널목 1개 지점 개선에 의한 교통사고 절감편익을 산정하면 7,332,262원/건으로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자료는 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제5판, 2007)에서 제시하는 철도부문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와 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건널목 사고 현황 및 철도사고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

다.

구분 생산손실� 비용 의료� 비용 물적피해� 비용 행정� 비용 계

인적

피해

사망
PGS� 제외 30,695 666 504 70 31,935

PGS� 포함 42,360 919 696 97 44,071

중상
PGS� 제외 909 424 391 1,293 3,017

PGS� 포함 1,181 849 782 2,585 6,035

경상
PGS� 제외 95 9 12 253 368

PGS� 포함 102 10 13 274 399

물적피해 284 845 1,129

주:� 1)� 2004년� 기준비용에� 소비자물가지수(1.0772)를� 적용하여� 2007년� 기준으로� 보정한� 금액임.

� � � � 2)� PGS비용은� 물리적� 손실� 대비� 사망� 38%,� 중상� 100%,� 경상� 8%,� 부상신고� 0%를� 적용함.

자료:� 장수은․정규화(2007),�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편익� 산정방안� 개선연구』,� 대한교통학회지�

� � � � � � 제25권� 제5호.

<표 2> 철도부문의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2007년 기준) (단위:� 만원/건)

<표 3> 건널목 사고 상세 현황
(단위:� 건)

자료� :� 한국철도공사� 통계연보�

주:� 수도권� 전철(한국철도공사� 관할구간)� 포함,� 도시철도� 사고� 제외� 통계표

<표 4> 철도사고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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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안� 설명 비� 고

개� 요 기존선� 활용,� U-TYPE,� 8부두� 인입선� 존치
운임� 20%할인

특� 징 건널목� 6개소� 해소

3.2 운영비 감소편익 산정

  철도 건널목 운영비 절감편익은 철도 개랑 사업 시 해소되는 철도 건널목의 평면교차의 수를 기준으

로 절감되는 인력비를 편익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구간에 철도 시설 개량으

로 인하여 10명의 인력이 운영되던 평면교차 1개소가 해소 된다면, 10명분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절감

되기 때문에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전제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4. 사례연구

4.1 개요

 본 사례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교통사고 절감편익 산출 방법론과 운영비 절감편익 산출 방법론을 토

대로 우암선 선로 개량 시 철도 건널목 개선 편익이 반영된 총 편익을 산정하고자 한다. 현재 우암선은 

부산진～신선대역으로 연장 L=6.1km 복선 운행구간으로 동아제분선, 진아산업선, 우암선 8부두인입선 

등이 연결되어 있으며 노선 좌측은 우암로, 우측은 제7부두와 연결하여 민간장치장이 영업 중에 있으나

건널목이 24개소로 운영되고 있어 열차가 15km/h로 서행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열차운행이 곤란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을 설정하고 산출되는 총 편익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 5> 분석대안 수립

 4.2 철도건널목 개선편익 산정 방법론 적용

현재 우암선에 포함된 평면교차의 수는 12개 이며 이 중, 본 대안으로 인하여 6개의 평면교차가 해소

되게 된다. 따라서 해소되는 6개소에 대한 각각의 편익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4.2.1 철도건널목사고 감소편익 산정

  앞서 제시한 원단위(7,332,262원/건)는 2007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이므로 본 사례연구에서는 물

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010년으로 환산한 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환산 결과, 2010년의 원단위는 

7,898,313원/건으로 산출되었으며 대안에서 총 6개소의 평면교차가 해소되므로 산출된 원단위를 적용하

면 총 47,389,878원/년의 편익이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다.

4.2.2 운영비 감소편익 산정

  해소되는 6개소 중, 실질적으로 인력 감소에 의한 편익산정에 영향을 주는 평면교차는 총 2개로 나타

났다. 2개소는 각각 18명, 12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편익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2개소

를 각각 A와 B로 규명할 시, A의 경우 18명의 인력이 감축되므로 총 360,000,000원/년의 편익이, B의 

경우 12명의 인력이 감축되므로 총 240,000,000원/년의 편익이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

소되는 2개소의 운영비 절감편익은 총 600,000,000원/년으로 산출되었다.  

4.2.2 철도건널목 개선편익을 포함한 항목별 편익 제시 

  철도건널목 개선편익을 포함한 항목별 편익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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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항목별 편익산정 결과 

(단위:� 억� 원/년)

구분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철도건널목�

개선편익
총� 편익

2017년 12.07 8.29 3.19 0.72 6.47 30.74

2021년 14.76 10.05 3.58 0.93 6.47 35.79

2026년 18.06 12.18 4.00 1.21 6.47 41.93

2031년 21.68 14.61 4.48 1.57 6.47 48.82

2036년 26.01 17.53 5.02 2.04 6.47 57.09

  2036년의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4대 편익(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

익, 환경비용 절감편익)만을 고려하여 총 편익을 산정 했을 시에는 총 50.62 억 원/년의 편익이 산정되

었으나 철도건널목 개선편익이 포함되면서 총 편익이 57.09억 원/년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철도건널목 개선 편익 중 철도건널목사고 감소편익과 운영비 감소편익의 원단위 및 산출방

법 등을 재정립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편익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철도건널목사고 감소편

익의 경우, 기존의 철도부문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를 토대로 새롭게 원단위를 산출하였으며 운영비 감

소편익의 경우, 해소되는 평면교차의 수만큼 감소되는 인력수를 편익으로 산출하여 편익산정론을 제시

하였다. 앞서 제시한 원단위와 산출론을 토대로 사례연구를 한 결과, 총 편익은 기존의 산정 방법(4대편

익만을 고려)에 비해 2017년에는 26.66%, 2021년에는 22.07%, 2026년에는 18.25%, 2031년에는 

15.28%, 2036년에는 12.78%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철도의 고속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안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건널목의 입체화는 반드시 필

요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널목 입체화에 대한 명확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철도의 신설 또는 개량사업과 함께 추진되는 철도건널목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현실에 맞게 비용 및 편익을 산출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철도건널목 개선편익 산정론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편익산출을 하기 위해 개략적이나마 접

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대안들과 계

량화하지 못했던 편익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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