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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istribution method of limited budget for rail line facility improvement is to use investment priorities of rail 

line segments based on their deterioration. In this paper we present an evaluation method of rail line segment 

deterioration which can be used to distribute limited budget. Rail line facilities include rail track, crossing, road 

bed, bridge, tunnel. These facilities deterioration and line shape can affect line segment deterioration. Deterioration 

evaluation method we present is a weighted sum of each component deterioration scores. The component weight 

can be obtained from experts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1. 서론

한정된 예산으로 철도선로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배분 방법 중 하나는 가장 노

후도가 심각한 선로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선로(railway line)는 철도차량이 주

행하는 길로서 궤도, 노반, 분기기, 교량, 터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궤도는 레일, 침목, 도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반과 함께 차량의 하중을 지지한다. 선로는 차량운행과 함께 노후화가 시작되는데, 

이러한 노후화는 구조내력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나타날 수도 있고 사용성의 저하로 나타날 수도 있

다. 선로의 노후도를 평가는 기존 방법은 선로의 유지보수 관점에서 선로정비지침(한국철도시설공단, 

2008)에 의거하여 각 구성요소별로 재료의 노후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예산배분에 사용할 수 있는 선로구간 노후도 평가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는 궤도, 분기기, 노반, 교량, 터널 등 구성요소들의 노후도와 더불어 선로 노후도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궤도의 선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로구간 전체의 노후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

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각 구성요소의 노후도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전문가들로부터 계층구조분석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하여 구한 가중치를 반영하여 선로구간 전체의 노후도 점수

를 구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절의 서론에 이어 2절, 3절, 4절에서는 선로구간 전체의 노후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2절에서는 선로구간 노후도 평가문제의 계층구조를 제시하고 3절과 4

절에서는 계층구조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가중치 또는 요소점수를 4개 선로구간에 대한 사례와 함께 제

시하였다. 3절에서는 계층구조의 두 번째 수준과 세 번째 수준의 평가요소와 세부평가요소의 가중치를 

산정하는 과정을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4절에서는 선로구간의 평가요소점수를 산정하는 과정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5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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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로구간 노후도 평가문제의 계층구조

Saaty(1977)가 개발하여 제시한 계층구조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다양한 평가요소

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대안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다기준의사결정방법이다. AHP는 대안 및 

평가요소의 계층구조 설정, 쌍체비교에 의한 평가요소의 가중치 산정, 대안의 평가요소점수 산정, 그리

고 가중치를 적용한 대안의 평가점수 산정 등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AHP에서는 평가문제를 계층구조로 나타내고 이를 분석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AHP의 계층구조

(hierarchy)는 목표, 평가요소, 대안 등으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세부평가요소가 추가되기도 한다. 그

림1은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선로구간 노후도 평가문제의 계층구조이다. 계층구조의 최상위는 

선로구간의 노후도를 평가하겠다는 목표이며 최하위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안 즉 선로구간이다. 계층

구조의 두 번째 수준과 세 번째 수준은 대안의 평가에 반영되는 평가요소와 세부평가요소이다.  

그림1. 선로구간 구성요소의 계층구조

선로구간(railway line segments)의 노후도는 궤도, 노반, 분기기, 교량, 터널 등 선로구간을 구성하는 

시설의 노후도로 결정되며 궤도의 선형 또한 선로구간 노후도에 영향을 준다. 궤도(track)는 도상

(ballast)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한 침목(sleepers)위에 두 줄의 레일(rail)을 평행하게 체결한 것으로 노

반과 함께 차량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도상 윗부분의 설비이다(그림2 참조). 지속적인 차량

운행은 레일의 피로상태, 마모상태, 침목상태, 도상상태 등에 영향을 준다. 노반(subgrade)은 도상과 궤

도를 지지하는 시공기면1) 이하를 의미한다. 노반은 반복하중에 의한 소성변형2)으로 침하 및 지지력저

하 등의 연약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배수상태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기기

(railroad switch)는 차량을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궤도에 설치한 설비를 의미하

며 노후도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로는 분기기의 재료, 구조, 마모상태 등을 들 수 있다. 터널과 교량의 

경우에는 각각 노후도를 평가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연구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궤

도의 선형은 선로구간의 노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궤도의 곡선이 심한 선로구간은 그렇

지 않은 선로구간보다 노후화 관점에서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1) 시공기면(施工基面, formation level)은 토목공사의 끝 손질면으로 노반의 높이를 보여주는 기준면을 말함.

2) 소성변형(塑性變形, plastic deformation)은 하중이 한도를 넘어 하중을 제거해도 원형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재료의 성질을 말함.

목표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선로구간 노후도

궤도 교량 터널 선형

레일피로상태

노반

배수상태

연약화율레일마모상태

침목상태

도상상태

분기기

재료

구조

마모상태

선로구간 1 선로구간 2 선로구간 n...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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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

침목 도상

노반

그림2. 궤도(레일, 침목, 도상) 및 노반

 

3. 쌍체비교에 의한 가중치 산정

AHP에서 측정 및 자료수집은 계층구조의 각 수준별로 요소(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대안 등)에 대

한 쌍체비교를 통해 이루어 진다. 쌍체비교(pairwise comparison)는 인접한 상위수준 요소의 관점에서 

비교대상인 두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작업이며 평가결과는 행렬의 형태로 나타낸다. 이 행

렬의 성분값  는 번째 요소에 대한 번째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낸다. 이 행렬은   (반사

성, reflexivity)와   (반비례성, reciprocity)을 만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요소가 개일 

경우  회의 쌍체비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림1의 계층구조에서 6개의 평가요소에 대한 쌍

체비교는 15(6×52)회가 필요하다. 한편 전문가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쌍체비교는 일관성이 완전

하지 못할 수 있다. 

Saaty(1977)는 쌍체비교행렬  의 최대고유치 
max

에 대응하는 정규화고유벡터  를 요소의 가중치

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완전일관성을 갖는 쌍체비교행렬의 최대고유치는 비교대상 요소의 수 

와 같다. 따라서 
max

 는 쌍체비교의 일관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Saaty(1980)는 일관성비율  
max

     (여기서 는 무작위쌍체비교행렬로부터 구한 값)

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성 수준을 판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1의 계층구조에서 평가요소 및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쌍체비교자료를 철도시설공

단, 연구단체, 건설 및 설계업체 등에 근무하는 39명의 철도전문가들로부터 수집하였다. 도표1~도표4는 

응답하지 않은 쌍체비교가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일관성비율이 낮은 응답자를 제외한 18명의 응답내용

을 기하평균으로 총괄하여 구한 쌍체비교행렬이다. 각 표에는 최대고유치에 대응하는 정규화고유벡터를 

가중치로 함께 나타내었고 일관성비율도 나타내었다. 도표1은 6개의 평가요소에 대한 쌍체비교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도표2는 ‘궤도’, 도표3은 ‘분기기’, 도표4는 ‘노반’의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쌍체비교행렬

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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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가중치
쌍체비교행렬

레일피로 레일마모 침목상태 도상상태

레일피로 0.181 1.000 0.528 0.686 0.856

레일마모 0.353 1.895 1.000 1.577 1.526

침목상태 0.222 1.457 0.634 1.000 0.751

도상상태 0.244 1.168 0.655 1.332 1.000

평가요소 가중치
쌍체비교행렬

궤도 분기기 선형 노반 교량 터널

궤도 0.229 1.000 1.308 1.922 1.449 1.357 1.600

분기기 0.174 0.765 1.000 1.259 1.114 1.277 1.033

선형 0.118 0.520 0.794 1.000 0.693 0.680 0.755

노반 0.170 0.690 0.898 1.443 1.000 1.073 1.370

교량 0.168 0.737 0.783 1.470 0.932 1.000 1.463

터널 0.141 0.625 0.968 1.325 0.730 0.683 1.000

분기기 가중치
쌍체비교행렬

재료 구조 마모상태

재료 0.210 1.000 0.719 0.408

구조 0.313 1.390 1.000 0.703

마모상태 0.478 2.453 1.422 1.000

노반 가중치
쌍체비교행렬

배수상태 연약화율

배수 0.406 1.000 0.683

연약화율 0.594 1.463 1.000

선로구간 소속선 기준역 시점(m) 종점(m) 길이(m)
레일무게
(kg/m)

탑리:우보 중앙선 청량리 295,860 304,504 8,644 50

승부:석포 영동선 영주 69,175 76,845 7,670 50

유교:반곡 중앙선 청량리 114,078 117,461 3,383 50

연당:청령포 태백선 제천 25,284 31,011 5,727 50

도표1. 평가요소에 대한 쌍체비교행렬 (일관성비율0.005)

도표2. ‘궤도’의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쌍체비교행렬 (일관성비율0.008)

 

도표3. ‘분기기’의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쌍체비교행렬 (일관성비율0.004)

도표4. ‘노반’의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쌍체비교행렬 

4. 선로구간의 평가요소점수 및 노후도점수 산정

여기서는 도표5에 나타낸 4개의 선로구간을 대안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평가요소점수를 산정하는 방법

과 앞 절에서 구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노후도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도표5에서 시점과 종점

은 소속선의 기준역을 비교기준으로 해당 선로구간의 시점과 종점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도표5. 비교대상 선로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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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의미 등급점수

A 최상 1

B 양호 2

C 보통 3

D 미흡 4

E 불량 5

선로구간 검측연장
비틀림
불량

줄맞춤
불량

불량연장
궤도

불량률

탑리:우보 8644 0 51 51 0.59

승부:석포 7670 14 257 271 3.53

유교:반곡 3383 6 206 212 6.27

연당:청령포 5727 67 195 262 4.57

선로구간 궤도점수
쌍체비교행렬

탑리:우보 승부:석포 유교:반곡 연당:청령포

탑리:우보 0.039 1.000 0.167 0.094 0.129

승부:석포 0.236 5.989 1.000 0.564 0.772

유교:반곡 0.419 10.621 1.774 1.000 1.370

연당:청령포 0.306 7.754 1.295 0.730 1.000

AHP에서 대안의 평가요소점수는 앞 절에서 설명한 평가요소의 가중치 산정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구

한다. 즉 쌍체비교행렬을 구성하고 이 행렬의 최대고유치에 대응하는 정규화고유벡터를 대안의 평가요

소점수로 구한다. 그러나 보선사무소의 선로구간 담당자가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 선로구간의 상태를 알

기 어려울 수 있으며 평가요소의 관점에서 선로구간을 직접 비교하는 쌍체비교에 응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로구간의 상태에 관해서 관리담당자가 판단한 등급, 외부 안전점검에서 

판단된 등급, 검측장비로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대안의 쌍체비교행렬을 구성하는 방안을 사용한다.  

궤도는 선로정비지침(한국철도시설공단, 2008)의 규정을 참조하여 레일의 피로상태 및 마모상태, 침

목상태, 도상상태 등 세부평가요소를 등급으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하여 노후도점수를 산정하거나 또는 

궤도검측차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노후도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등급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도

표6에 나타낸 것처럼 각 등급에 일정한 간격의 점수를 대응시켜 쌍체비교행렬을 구성한 후 노후도점수

로 산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부평가요소별로 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도표6. 등급점수의 예

궤도검측차는 궤도의 궤간(gauge), 면맞춤(profile), 줄맞춤(alignment), 비틀림(twist), 수평(super- 

elevation) 등의 불량상태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궤도의 불량률은 검측연장에 대한 불량연장의 비율로 

정의된다(철도공사 내부자료). 불량연장은 입체불량수준을 나타내는 비틀림불량의 길이와 평면불량수준

을 나타내는 줄맞춤불량의 길이의 합으로 구한다. 도표7은 4개 선로구간의 궤도불량률과 궤도점수를 나

타낸 것이다. 도표8은 궤도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궤도불량률로 구한 쌍체비교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예

를 들어 도표8에서 ‘탑리:우보’와 ‘승부:석포’의 쌍체비교값 0.167은 ‘탑리:우보’궤도불량률이 ‘승부:석포’

궤도불량률의 0.167(=0.59/3.53)배임을 나타낸다. 

도표7. 4개 선로구간의 궤도불량률                       (단위: m)

도표8. 궤도불량률로 구성한 쌍체비교행렬과 궤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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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구간 분기기 재료 등급
등급
점수

구조 등급
등급
점수

마모
상태

등급
점수

탑리:우보

탑리51호 망간 A 1 조립 B 2 B 2

우보21호 망간 A 1 조립 B 2 B 2

평균 1 평균 2 평균 2

승부:석포

승부51호 망간 A 1 조립 B 2 A 1

석포21호 망간 A 1 조립 B 2 A 1

평균 1 평균 2 평균 1

유교:반곡

유교21호 망간 A 1 조립 B 2 B 2

반곡21호 망간 A 1 조립 B 2 B 2

평균 1 평균 2 평균 2

연당:청령포

연당21호 일반 B 2 조립 B 2 B 2

청령포21호 망간 A 1 조립 B 2 B 2

평균 1.5 평균 2 평균 2

선로구간
분기기의
재료점수

쌍체비교행렬

탑리:우보 승부:석포 유교:반곡 연당:청령포

탑리:우보 0.222 1 1 1 0.667

승부:석포 0.222 1 1 1 0.667

유교:반곡 0.222 1 1 1 0.667

연당:청령포 0.333 1.5 1.5 1.5 1

터널과 교량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매년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결과를 

활용하여 노후도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터널과 교량의 경우 도표6에 나타낸 것과 같은 일정한 간격의 

점수를 안전점검에서 받은 등급에 대응시키고 선로구간에 속한 모든 터널 또는 교량의 평균점수를 노후

도점수로 나타낼 수 있다. 

분기기와 노반은 궤도의 경우처럼 검측장비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할 수도 없으며 터널이나 교량

의 경우처럼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상도 아니다. 분기기의 재료는 상대적으로 강한 ‘망간’과 ‘망

간’보다는 약한 ‘일반’으로 구분되며 이를 등급화하여 ‘망간’은 A(최상), ‘일반’은 B(양호)로 나타낼 수 

있다. 분기기의 구조도 상대적으로 강한 ‘탄성’과 그렇지 못한 ‘조립’으로 구분되며 이를 등급화하여 ‘탄

성’은 A, ‘조립’은 B로 등급화할 수 있다. 한편 분기기의 마모상태, 노반의 배수상태와 연역화율 등은 보

선사무소의 담당자가 상태를 판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담당자가 판단한 상태를 도표6에 나타낸 

것과 같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도표9는 4개 선로구간의 각 분기기의 재료, 구조, 마모상태 등의 등급, 등급점수, 평균등급점수 등을 

나타낸 것이다. 도표10은 선로구간의 분기기 재료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평균등급점수로 구성한 쌍체비

교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도표11은 선로구간의 분기기 마모상태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평균등급점수로 

구성한 쌍체비교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도표10에서 ‘탑리:우보’와 ‘연당:청령포’의 쌍체비교값 0.667은 

‘탑리:우보’ 평균등급점수가 ‘연당:청령포’의 평균등급점수의 0.667(=1/1.5)배임을 나타낸다. 

도표9. 분기기의 재료, 구조, 마모상태의 등급, 등급점수, 및 평균등급점수

 

도표10. 분기기 재료의 평균등급점수로 구성한 쌍체비교행렬과 재료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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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구간
분기기의

마모상태점수

쌍체비교행렬

탑리:우보 승부:석포 유교:반곡 연당:청령포

탑리:우보 0.286 1 2 1 1

승부:석포 0.143 0.5 1 0.5 0.5

유교:반곡 0.286 1 2 1 1

연당:청령포 0.286 1 2 1 1

선로구간 배수상태 등급점수 연약화율 등급점수

탑리:우보 C 3 B 2

승부:석포 C 3 B 2

유교:반곡 C 3 B 2

연당:청령포 C 3 B 2

선로구간
곡선연장 곡선연장

가중합계
궤도연장 곡선계수

300이하 300~600 600이상

탑리:우보 0 1309 2351 3921.8 8644 45.4

승부:석포 3658 2206 0 8134.2 7670 106.1

유교:반곡 0 1191 409 1838.2 3383 54.3

연당:청령포 1112 644 721 3161.8 5727 55.2

도표11. 분기기 마모상태의 평균등급점수로 구성한 쌍체비교행렬과 마모상태점수

도표9에서 분기기 구조의 평균등급점수는 4개 선로구간 모두 2점으로 동일하다. 이처럼 등급점수 또

는 평균등급점수가 동일한 경우 선로구간의 분기기 구조점수는 비교대상 선로구간의 수 4의 역수 0.25 

(=1/4)가 된다. 도표12는 보선사무소의 관리담당자가 평가한 각 선로구간 노반의 배수상태 및 연약화

율 등급과 등급에 대응되는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도표12의 등급점수는 도표9의 분기기 구조 평균등급

점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개 선로간 모두 동일하며 따라서 선로구간의 노반 배수상태점수와 연약화율

점수는 모두 0.25점이 된다.   

도표12. 노반의 배수상태, 연약화율의 등급 및 등급점수

궤도의 선형은 선로구간의 노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궤도의 곡선이 심한 선로구간은 그렇지 않은 

선로구간보다 노후화 관점에서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궤도의 선형이 노후화에 미치는 

영향을 선로구간의 곡선화정도를 의미하는 곡선계수로 나타내고 이를 활용하여 쌍체비교행렬을 구성한 

후 선형점수를 구하였다. 선로구간의 곡선구간을 곡선반경 300이하, 300~600, 600이상 등 3가지로 구

분하고 각 구간에 1.5, 1.2, 1 등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종류별 곡선연장을 가중합계한 후 이를 궤도연

장으로 나누어 곡선계수를 구하였다. 도표13은 4개 선로구간의 곡선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도표14는 곡

선계수로 구성한 쌍체비교행렬과 선형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도표13. 궤도의 곡선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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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구간 선형점수
쌍체비교행렬

탑리:우보 승부:석포 유교:반곡 연당:청령포

탑리:우보 0.174 1.000 0.428 0.835 0.822

승부:석포 0.406 2.337 1.000 1.952 1.921

유교:반곡 0.208 1.198 0.512 1.000 0.984

연당:청령포 0.212 1.217 0.521 1.016 1.000

도표14. 곡선계수로 구성한 쌍체비교행렬과 선형점수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예산배분에 사용할 수 있는 선로구간 노후도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궤도, 분기기, 노

반, 교량, 터널 등 구성요소들의 노후도와 더불어 선로 노후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궤도의 선형 등을 

계층구조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노후도 평가방

법을 4개의 선로구간에 대한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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