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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요어 : 구조개혁, 선로사용료, 시설사용료, 건설부채

학 번 : 2016-24462

우리나라에서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은 국민의 생활권이 바뀌는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철도산업 내면적으로는 고

속철도 건설시 발생하는 부채비용에 대해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

와 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갈등구조를 겪어왔다. 즉 선

로사용료 산정에 있어 건설부채 상환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을 기준

으로 영업수입의 34%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비용기준 부과가 아닌 철도운영자의 수입기준에 의거하고 있기 때

문이다. 영업수입의 34%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교통 SOC 분

야에서 건설해 운영 중인 투자사업 대부분의 그렇듯 고속철도 개

통시 실제 수송인원이 과거 타당성조사 당시의 예측 수송인원에

비해 현저히 적게 책정 되었으며, 과수요예측된 자료를 근거로 건

설부채상계획이 이루어지다보니 관리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재무건

전성의 악화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재정부족을 이유로 공기업 투

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구

체적으로는 교통 SOC 공공기관의 투자성과 와 향후 재무성과를

분석하여 교통 SOC 사업 투자와 관련한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2017년부터 본격적인 철도 경쟁시대가 도래하였다. 신규 및 기존

철도운영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 회수 정책 자료를 제공하여 철도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에 분쟁, 안전사고 등의 이견발생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해당사자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관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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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선로사용료란 철도시설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써 철도운영자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지불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철도산업의 경쟁

력 강화와 공익성확보를 위한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2004년부

터 철도의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철도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

공단과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 간의 계약에 의해 철도시설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에 체결

되는 선로사용계약에서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계약당

사자로써 준수하여야 하는 권한과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과 함께

선로사용료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고속철

도의 선로사용료 산정기준은 향후 30년 동안 고속철도의 건설비를

완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매년 일정액을 선로사용료로 징

수하고 있다.

<표 1-1> 한국철도공사 선로사용료 납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일
반 - 3,541 3,467 4,620 4,142 4,150 3,817 4,026 4,026 3,946 4,172 3,939

고
속 1,056 1,598 1,821 2,006 2,004 1,808 2,106 3,002 3,471 3,750 3,878 5,402

합
계 1,056 5,139 5,288 6,626 6,146 5,958 5,923 7,028 7,497 7,696 8,050 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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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은 그 특성상 국가가 소유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리함

에 따라 선로사용료 징수수준의 조정을 통하여 국가의 철도 또는

교통정책을 반영하는 도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선로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철도운임 상승 또는 서비스수

준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 이용자들의 철도이용 기피 및 타 수단으

로의 전환을 초래할 것이다. 반면, 낮은 수준의 선로사용료를 징수

할 경우 철도운영자는 보다 낮은 운임책정이 가능하며, 동시에 양

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투자여력이 확보되어 철도서비스를 제고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쟁 교통수단 이용자의 철도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철도산업구조개

혁 기본계획에 나타나 있는 철도구조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로사용료의 역할을 인식하고, 선로사용료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로사용료의 개선 대안을 마련해보고

자 한다. 먼저 선로사용료가 철도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정선로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비용

과 수입 개념으로 시설운영기관과 관리기관간의 선로사용료를 사

이에 두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형국에서 벗어나 철도산업이 가진

구조적인 내부문제를 극복하고 철도 서비스의 수요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선로사용료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둘째는 선로사용료가 사회적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 목표가 반영되

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

는 제도적 마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산정된 선로사용

료가 향후 정부 정책과 무관하게 적자해소를 위해 과도한 인상을

한다면 지불하는 운영주체는 장기적인 경영정책을 실행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기업의 공공성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최근 고속철도

시장에는 제 3자의 고속철도운영자가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러한

경쟁상황에서 단순한 비용과 수입 개념은 올바른 철도 복수운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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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많은 제약이 있어 이의 개선 연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선로사용료 부

과 현황 분석을 통하여 선로사용료 부과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도

출하고 철도 복수운영체제에 맞는 합리적인 시설사용료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필요성

우리나라의 선로사용료는 단순한 비용과 수입 개념을 가지게

되었고 시설과 운영기업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선

로사용료를 사이에 두고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운송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는 선로사용료를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비용의 개념

으로 인식하고 최대한 낮은 수준을 선로사용료를 지불하길 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에는 선로사용료를 수입,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고속철도 건설부채와 일반철도의 유지

보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높은 수준으로 받길 원하고 있다. 우리

나라 선로사용료가 가진 문제점을 몇 가지 찾을 수 있다. 먼저 선

로사용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비용개념, 즉 징수범위부터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정부는 선로사용료를 통해서 철도시설관리비용

을 회수한다는 목표를 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로사용료

를 철도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 상하 분리의 목적 중 하나가 정부가 시설에 대한 부담을 지

고 운송사업자의 자발적인 생산성향상과 민간 운송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선로사용료를 통한 철도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유럽의 경우는 비용을 고

정비와 변동비 등으로 분류하고 선로사용료의 대상비용은 선로를

이용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선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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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한계비용 개념을 도입하여 철

도가 도로에 비해 사회적 비용을 적게 유발시키므로 철도를 활성

화하고 도로와의 동등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선로사용료를 정

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로사용료는 운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럽에서의 운임

정책은 곧 선로사용료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며, 반대로 선로사

용료는 운임 수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징수방법과 수준, 그리

고 목적까지 정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단순히 비용회수의

형태로 이를 징수하고 있어서 선로사용료의 정책적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비용과 운임의 변화에 따라 선로사용료의 수준

이 달라지고, 반대로 생각하면 선로사용료의 수준으로 비용과 운

임 수준이 결정되는 피드백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선로사용료는 철도 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인 도

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비용과 운임의 중간

적인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선로사용료에 관한 우리나라 연

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유럽 또한 이를 부과한지 얼마 되지 않

아서 비용, 선로사용료, 운임에 대한 관계나 선로사용료에 대한 개

선 방안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수서 발

새롭게 개통되는 고속철도 운영의 제 3자 시장진입을 추진하고 있

는 과정에서 지금의 단순한 비용과 수입 개념은 올바른 철도 복수

운영체제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많은 제약이 있어 이의 개

선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선로사용료 부과 현황 분석을 통하여 선로사용료 부과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철도 복수운영체제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에 대

해 살펴볼 보고자 한다. 



- 5 -

제 3 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검토와 실증분석을 통해 철도운송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경쟁환경 분석을 반영한 고속철도 선로사용료에

탄력적인 시장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각각의 선로사용료 방식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것이 실제 가격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각 사례별로

분석한 다음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론으

로는 주로 사례연구와 정책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해외 사

례연구는 정부, 각종 연구용역 보고서, 해외 자료, 각종 연구논문

및 해외관련 사이트를 참조하여 취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

구조개혁 이후 수많은 문제점들의 제기가 예상되었지만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고속철도 부채문제, 선로사용료

문제를 중심으로 철도 건설투자비 이자와 원금 상환 목적달성을

위한 선로사용료 산정방법과 부채이자를 상환방안에 대해 주력하

였다.

특히 고속철도 건설부채와 선로사용료 문제는 철도 시설관리자

와 운영자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심도 있는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

철도공사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보니 해결방안에 고

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철도구조개혁과 경쟁체제 도입이 활성화된 유럽 주요 국가들의 선

로사용료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선로사용료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해서 현재 정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

철도공사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로사용료의 주요한 갈등

요소들에 대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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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현행 철도 선로사용료 개념 및 문제점

제 1 절 선로사용료의 개념고찰

1. 우리나라에서의 개념

우리나라는 ‘철도 상하분리’를 통해서 철도시설의 소유와 이용

을 분리하여 시설관리권은 공기업인 철도시설관리자가 소유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운송서비스 또한 현재 공공철도운송사업자가 담

당하는 형태로 적용되었다. 이렇듯 시설의 소유와 이용이 분리되

면서 시설이용에 대한 대가가 바로 ‘선로사용료’이다. 선로사용료는

철도운송사업자 입장에서는 시설임대료’라고 볼 수 있고 철도시설

관리자 입장에서는 시설관리에 있어서 정부 지원을 제외한 유일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철도운송사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이 철도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보다 높은 경

우에는 선로사용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철도운송사업자와 시설관리자 간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

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유럽과 가장 큰 차이를 내는 부분은

선로사용료는 도로에 부과되는 통행료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각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로사용료의 지불주체는 철도운

송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이고, 이는 시설관리자의 단순한 수입으

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요소가 전혀 반영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수단인 도로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회

적한계비용을 통한 공정한 시설이용료 산정은 고려조차도 힘들다.

따라서 철도는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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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를 제외한 노선에서는 철도의 경쟁력 확보가 힘들 실정이다.

2. 유럽국가에서의 개념

우리보다 앞서 철도시설의 관리와 철도운송서비스를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한 유럽에서 ‘선로사용료’는 주로 ‘Rail

Infrastructure Charges’, ‘Track Access Charges’ 등으로 불리고

있고, 철도구조개혁 관련 유럽연합의 표준지침(Directive

2001/14/EC)에서 선로사용료는 철도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즉

‘Charges for use of railway infrastructure’로 표기하고 있다. 즉

열차 운행 시 필요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시설사용료의 개념으로

선로사용료를 보고 있는 것이다. 타 수단인 도로시설사용료와 같

은 개념으로 철도시설사용료인 ‘선로사용료’를 간주하고 있어서 사

회적 한계비용에 의한 교통시설사용료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이

는 곧 교통수단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유럽지침의 목

적과 일맥상통한다. 기본 원칙 선로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직접비

용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기회비용 및 타교통수단과의 경쟁 조

건을 갖추기 위한 국가별 교통 정책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선로사

용료가 책정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는 철도시설을 다수의

운영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로사용료는 운영자간에 경쟁

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타수단과의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철도운영

자에게 공정한 기준 제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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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로사용료 산정방식의 문제점 분석

앞에서 살펴본 선진 유럽철도 선로사용료 개념을 통해 현행 우

리나라 선로사용료 정책의 문제점을 부과수준, 정부보조금, 건설비

용 부담, 시설관리자와 운영자 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다

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부과기준 및 부과수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선로사용료 부과기준은 고속선 구간에 대

해서는 영업 수익의 34%를 그 외의 노선인 재래선의 경우 운행유

지보수 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다. 고속선구간의 경우

운행비용 100%와 일부 건설이자를 포함하기 위한 목표로 영업수

익 기준 34%를 징수하고 있다.

<표 2 -1> 구분 징수방식 내용

구분 징수방식 내용

고속신선구간 영업수익 34%
유지보수비용 100% + 건설비용 일부상환
(운행비용이 곧 유지보수비용과 일치함)

재래선 구간 유지보수비 70%
운행비용 = 선로유지 및 보수비용 +
단기적 개량비용

우리나라 산정방식의 특이점은 먼저 운행비용이 고정비용과 변

동비용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산정된 운행비용

이 노선별로 한계비용원리에 따라 배분되어 선로사용료가 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노선특성, 열차종류의 구분 없이 비용으로 상계처리

되고 있다. 즉 현재 운영자가 부담하고 있는 선로사용료가 합리적

기준에 의해 적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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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예측 및 건설비용 부담

고속철도 건설계획에서 제시하는 개통 후 30년 내 건설부채비

용의 전액 및 유지보수 비용 회수, 일반철도는 철도노선 특성을

감안한 조정한계비용의 회수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현

재 선로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2년 건설교통부

연구용역시에는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건설비의 일부와 단기한계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2013년 현재 건설투

자비 원금 회수는커녕 이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표 2-3>에 보듯이 과도하게 높은 수익성 예측

으로 국고를 낮게 투입한 결과이다.

<표 2-2> 건설당시 수요 예측치

구 분 2004 2005 2010 2015

수요

예상(A) 165,564명 171,083명 317,169명 358,949명
실제(B) 72,298명 88,684명 113,284명 166,712명
차이(A-B) 93,266명 82,399명 203,885명 192,237명
비율(B/A) 43.7% 51.8% 35.7% 46.4%

또한 건설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대규모 건설비를 투입하고 장기

간에 걸쳐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기본계획 대비 3.5배의 건설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였다.

<표 2-3> 건설 사업비 변경

기본계획
(‘90)

1차변경
(‘93)

2차변경
(‘98)

3차변경
(‘06)

4차변경
(‘07)

5차변경
(‘09) 비고

5.8조원 10.7조원 18.4조원 19.9조원 19.6조원 20.3조원 계획
기준

고속철도개통시 31%의 선로사용료를 징수하였음에도 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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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건설부채가 줄어들지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과도한

수요예측과 대규모 건설임에도 소규모의 예산투자일 것이다. 또한

첨예한 공사와 공단간의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단초이다. 이 문

제의 시발점이 바로 수입기준이 아닌 비용기준의 선로사용료를 산

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3. 정부보조금

정부가 교통부문에 개입하여 다양한 참여를 하는 것은 필요하

다. 교통시설 투자는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상품의 생

산과 소비 및 인적 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경제시스템 형성을 앞당

길 수 있다. 또한 교통 분야의 투자는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회

수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설비용과 함께

외부비용 역시 회수할 수도 있고 일부만 회수할 수도 있다. 재정

정책이라는 협소한 시각에서 직접 시설비용만 회수될 수도 있으나

교통부문의 외부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외부비용의 회수 역시 필

요한 것이 사실이다. 교통부문의 비용회수를 위해서는 정부보조에

따라 발생되는 외부비용, 즉 환경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 하지만 정부보조에 외부비용(환경영향)의 경로가 너무 복

잡하고 상호 연관성이 높아 측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는 승용차 이용을 철도 등 대중교통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부보조는 외부비용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

공감할 것이다. 반면 항공기 국제선에 사용되는 연료의 부가가치

세를 면제하여 항공편 가격을 낮춘 것은 결과적으로 수요 증가와

함께 항공사의 과도한 취항으로 이어져 외부비용의 증가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부문의 정부개입은 목표를 명확

히 한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1세기 기후변화, 환경문제가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교통정책의 목표가 외부비용 최소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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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바로 이런 상황인식에서 기인한다.

4. 시설관리자와 운영자 경영에 미치는 영향

철도상하분리시 철도구조개혁의 목표는 철도의 경쟁력을 강화

하는 동시에 나아가 독립채산성을 제고하여 국가재정의 부담을 완

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 하에서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는

강력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경영개선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고

속철도를 수익원으로 상정했던 철도공사의 경영계획이 기대의 효

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반드시 말하기 어렵다. 고속철도 이용승객

이 당초의 예상을 밑돌고 있는 반면, 건설투자비의 부담을 여전히

운영자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철도개혁 시 상정했던 경영안정성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2014년 기준 공사 자산은 17조원, 부채는

18조 8천억 원에 달한다. 2005년 대비 부채비율이 거의 3.5배 수준

이다. 고속철도 수익증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8,000억 원에 달하는

선로사용료, 2007년 이후 동결된 철도운임, 다원사업을 저해하는 법

률 제약 등 한국철도의 구조적 한계와 모순이 만들어낸 영업적자가

누적되면서 2005년 구조 개혁 당시 떠안은 천문학적 운영부채 4.5조

가 2014년 18조 8천억 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는 운영사가 고속

철도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를 직·간접적으로 모두 부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2-4> 공사 전환이후 연도별 영업 손익(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영업손익 △7,374 △6,861 △5,373 △5,224 △3,591 △5,373 △5,776

이러한 가운데, 2015년부터 선로사용료를 31%에서 34%로 인상

하여 징수를 하고 있다. 애초 시설공단의 부채상환금액을 환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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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관계로 요율을 인상하여 선로사용료를 받고자하는 계획이

지만 향후 언제 어떻게 다시 인상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운영사가

경영개선을 위해 예산집행을 집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투자해

야할 종합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다. 이는 철도구조개혁의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본격적인 철

도경쟁의 새로운 변화에도 바람직한 상황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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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철도 선로사용료 선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유럽은 철도의 수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럽지침(Directive

2001/14/EC)을 2001년도 발표하고 철도구조개혁과 선로사용료관해

많은 지침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러한 지침들을 유럽 각국에서

철도가 보다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6년 모스크

바에서 열린 유럽 교통장관 회의에서 유럽 각국의 장관들은 선로

사용료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시한다.

① 철도시설 이용자들에게 효과적인 요금지표를 제공한다.

②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 (특히 화물운송시장)에서 효과적

인 경쟁을 촉진한다. 적절한 선로사용료 체계는 제대로 된 경제원

칙이 수립되어져야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선로사용료는 각각의 선

로이용자가 발생시키는 ‘운행비용과 직결되는 한계비용’이 반영되

어야 한다고 권고하며 이러한 한계비용 원칙이 타 수단과의 경쟁

환경에서 철도경쟁력 향상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지침이 의미는 이러한 한계비용원칙이 단지 철도에만 적용되지

않고 교통수단 전체에 사회적 한계비용원칙에 의해서 한계비용에

각 수단의 이용자들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혹은 외부비용) 환

경 오염비, 사고비용, 혼잡비용 등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사회적 한계 비용원칙이 적용되면 도로에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시설사용료가 부과되고 철도에는 선로사용료 인하와 그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조정 선로사용료’는 유럽 철도 선진국에서도 상하분리 직후 임

시방편으로 실시된 것이고 이제는 선진국 대부분이 ‘단위선로사용

료’를 기본으로 각 국가마다 사회,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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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상하분리 철도개혁이 실현된 지 10

년이나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여전히 조정 선로사용

료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만 국내에서 ‘단위선로사용료체계’ 수립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

은 아니다. 2007년 12월 당시 건설교통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이 전문기관의 연구를 거쳐 선로사용료체계 재정립을 논의 후

2008년~2009년 7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선로사용료 산정체계 개

선방안을 2009년 8월 마련하여 <표3-2>처럼 선로사용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의 실행을 위해 선로등급, 열차등급 및 단위선로사용료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표 3-1>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및 단위선로사용료 정부(안)1)

* 총선로사용료 = 단위선로사용료 × 열차별 운행거리

* 단위선로사용료 = 열차종류별 ‘단위수입’(=열차운행거리
열차별총수입원 )의

일정비율(25%～15%)을 선로등급을 고려하여 산정
- 선로등급(6) : 고속선, A/B/C/D/E 등급
- 열차등급(7)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광역전철, 화

물열차, 비수익

구분(단위:원) 고속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A 고속여객 14,000 9,100 5,300 1,500 4,000
B 특급여객 - 3,300 2,300 1,600 1,700
C 급행여객 - 3,300 2,000 1,400 1,400
D 보통여객 - - - - 1,000
E 광역전동차 3,600
F 화물 - 2,400 2,100 3,200 2,900 3,000
G 비수익열차 500 300

  <표 3-2>의 정부(안)을 보면, 7가지 열차등급과 더불어 선로등

급을 고속선과 일반선(1-5등급)으로 나누어 각 해당 단위 선로사

용료를 가지고 이를 열차운행거리(열차 km)에 곱하여 총 선로사용

1)2009. 7월, 철도 선로사용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안)_국토해양부, 2010. 6월, ‘산로사
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_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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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유럽에 비하면 각종 사

회, 환경적 Factor가 반영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이며 또한 이의 실

시를 둘러싸고 철도운영자인 코레일과 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

공단과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기획재정

부는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단위선로사용료 산정모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정부 재정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수용 곤란의 입장을 표

시하였다. 본 단위선로사용료 산정모형에 있어서 기획재정부가 제

시한 문제점은 ‘단위 수입’을 바탕으로 선로사용료를 산정하고 있

으므로 비용 측면을 배제하고 수입 측면만을 고려한 모형이라는

것으로 철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총비용을 산정하고 고정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변동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하는 이른바 비용중심

으로 단위선로사용료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최

근까지 실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교통

연구원에서 중간 발표한 ‘비용기준 선로사용료 산정모델 연

구’(2012년6월11일, 중간보고회)를 보면, 기존의 수입기준의 단위선

로사용료체계를 비용기준의 단위선로사용료체계로 마련을 위한 산

정모델(안)을 제시하였는데 형식은 다음과 같다.2)

선로사용료(원/train-km) = 노선 등급별 단위기본선로사용료(원

/train-km) × 선로이용거리 × 정책factor × 열차factor × (인센티브)

그러나 ‘비용기준 선로사용료 산정기준모델 연구’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결과만 놓고 볼 때 고속철도는 여전히 유지보수비와 건설

부채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일반철도의 경우도 유지보수비의

70~90%로 책정되어 있어 현재 선로사용료보다 700~800억 원이 증

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기존 국토부가 제시한 수입을

2)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비용기준 선로사용료 산정모델 연구’는 진행 중인 용역
으로 확정된(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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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한 선로사용료 산정기준모델(안)의 목적인 철도시설의 기

본적인 유지를 위한 고정비 성격의 비용부담의 국가부담, 철도공

사 경영여건상 건설부채 회수를 위한 선로사용료 납부 및 유지보

수비 충당(70%)의 한계 인정, 신규사업자 진입을 위한 선로사용료

비중 고려 등의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겠다.

따라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국내 기본선로사용료체계의

대입해보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요소를 분류할 수 있을 것이

다. 첫째 기본요금은 루트유형(선로등급)과 수송유형(열차종류)을

구분을 하고 이에 열차 키로미터당 단위선로사용료를 곱해서 계산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둘째 적재구성요인과 셋째

견인단위와 특정루트에 따른 할인·할증, 그리고 넷째 퍼포먼스(시

간엄수 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열차가

선로에 가하는 무게로 인한 선로의 마모와 이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총톤에 따른 기본요금 산정은 무게

기준, 선로마모 측정기준,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구분 등 현실적으

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 많은 조사 및 연구가 필

요할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 시에는 단위산정이 상대적으로 분명한

키로미터 단위로 기본요금을 정해 열차별 운행거리를 곱하여 선로

사용료를 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총 톤 키로미터를 단위로 구성요

인을 반영한 기본요금을 확정하고, 이에 기관차의 견인단위에 근

거한 질적 요인을 반영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혼잡구간에 대해

서는 러시아워 시간대에 추가적인 요금을 징수하거나 용량적정화

인센티브로서 요금할인을 하도록 한다. 또한 화물열차운행을 장려

하기 위해 특정구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면제 및 할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국내사정에 맞게 선택구성요인으로

환경, 시간 등 추가할 수 있겠으며 정시성, 사고 등 일부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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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소재(철도운영자/시설관리자/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유럽 각국에서

는 교통정책의 지역화 수단으로 장거리간선을 제외한 지선 여객수

송의 경우 정부보조를 전제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프

랑스와 독일의 경우 적자노선을 적극적으로 철도시장으로 방출하

고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 장거리여객노선에 대해 경영자원을 집중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이 건설부채 부담으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열차운행회사의 경영기반을 안정화하는데 대단히 주요했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로사용료 체계 개선을 통해 열차운행기관인 철도공사

의 경영안정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여기서 중시해야

할 사항은 유럽에서도 가장 시장원리에 충실한 영국의 사례에서조

차 철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막대한 정부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이다. 이는 유지보수비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점에

서 오스트리아나 스웨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보수비의 50%대를 넘는 않는 선에서 단위

선로사용료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 경제규모 및 긴 영업노선을 갖

고 있고, 타교통기관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운임수입을

중심으로 충분히 경영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독일과 같은 경영성

과를 국내철도에 기대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현실적으로 상

당한 무리가 따른다. 안정적인 영업수입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

한 노력은 운영자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나 역할이 지금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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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철도 선로사용료 선정에 관한 해외사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유럽 철도산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부문 중 철도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을

만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철도의 친환경성에 주목하여 선

로사용료 할인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정책 의도는 선로

사용료가 철도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이므로 이를 경감시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 선로사용료의 수준 및 구조에 의해 철도의 도로에 대한 경쟁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선로사용료는 국가별로 각기 다른

원칙 아래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철도교통의 활성화가

환경 등 사회적 비용의 감소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익

을 선로사용료 감면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

고 있다. 동시에 철도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을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담의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일반화

된 정책방향이다. 한편 시설비용 수준을 경감하기 위해서 시설의

상태 및 관리기술의 중요성은 물론 관리자의 능력 등이 중요하다

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에 대한 개선노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시설의 상태가 나쁘고 과거 개량을 위한 투자가 부족하며 관리기

술도 떨어지면 시설비용은 높아지고 이는 철도교통의 경쟁력을 크

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철도시설 관리비용

을 낮추기 위해 시설개량 등에 투자하고 관리기술 발전에 노력해

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의 철도시설

관리자별 선로사용료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국가의 선로사용료는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각국의 현황과 정책목표가 너무나 다르다는 데서 기

인한다. 게다가 시설비용 발생에 대한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관계로 시설비용 중 어떤 부분을 선로사용료로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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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벨기에 선로사용료 정책

1. 철도시설관리자

인프라벨(Infrabel)은 벨기에 철도공사(SNCB - Societe Nationale

de Chemin de fer Belge) 그룹의 자회사이다. 인프라벨(Infrabel)의

임무는 철도시설관리와 버스 등의 운영을 통한 연계교통을 담당하

여 타교통수단과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2007년까

지 인프라벨(Infrabel)은 33억 유로를 투자하여 벨기에 철도네트워

크의 확장 및 현대화를 진행하였다.

2.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선로사용료에 관한 제도적 근거는 유럽훈령(European Directive)인

「철도시설용량, 철도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 및 안전인증에 관한

지침2001/14/EC(2001년 2월 26일)」중 제2장 제4조부터 제12조까

지의 시설사용료 부분이다. 한편 벨기에 자체 법률(2006년 12월 4

일) 제5장 제46조부터 제60조까지에서 시설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있다. 선로사용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시설사용

권한, 열차이동, 관제 및 철도수송에 관한 제반 정보와 함께 전기

설비, 주요시설, 여객역사 등 시설, 화물터미널, 조차시설, 조차설

비, 물류창고 유지보수 등 기술설비 등이다. 이들 요소들을 중심으

로 선로사용료 산정식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산정식을 구성하

는 핵심요소는 단위 선로사용료(), 이동구간 , 구간의 거리(

), 환경영향(), 열차무게(), 시간대(), 기준시간 대비 이동

시간() 등이다. 벨기에 선로사용료의 특징은 선로사용료와 시설

이용료, 조차료 및 행정비용 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해 철도시설사용료는 이들 넷을 합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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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로사용료 분석

선로이용료(the train path-line charge)는 열차이동에 대한 요금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 4-1> 벨기에 선로이용료 산정식

(산정식)            ×   ×    ×   ×   × ×   ×   ×

    : 단위 선로사용료

   : 우선순위 감안(제공시설의 수준(혼잡) 기준)

    : 이동구간
    :     구간의 거리(km)

   :   구간의 운영상의 중요성 수준

  2   :   구간의 기술적 중요성 수준

   : 환경영향(현재 =1)

   : 열차무게(ton)
     : 시간대

   : 기준시간 대비 이동시간

시설이용료(the train path-installation charge)는 플랫폼이나 출발/

도착에 필요한 선로에 대한 요금이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산정식) = v  × u  ×     + v  × /5 ×time(1+/100)
v =여객열차 , (i) : 시설(플랫폼, 도착 또는 출발선)

u : 시설의 특성(열차출발/도착선, 상업적 정차 또는 의무정차역 등)

 :  시설의 운영상의 중요성 수준

time : 허용기준 초과 이용시간(여객 30분, 화물 120분)

제 2절. 독일 선로사용료 정책

독일의 연방철도회사는 DB AG로 시설, 여객 및 화물을 전담하

는 계열회사를 갖고 있다. DB AG는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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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회사지만 독일 내에는 다양한 여객 및 화물운송 철도회사가

존재한다. 1994년 DB AG를 만들게 되는 구조개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선로사용료가 지불되기 시작했으며 1998년, 2001년, 2003

년 그리고 2005년 선로사용료 산정 방식이 변하게 된다. 1994년

적용된 선로사용료는 재무비용을 제외한 철도시설의 모든 비용을

train/km로 환산하여 회수하였다. 이 방식은 소규모 철도운영회사

에 매우 유리하여 많은 운영회사가 영업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

1998년 이중가격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규모 이상

의 운영회사가 좀 더 유리하게 되었다. 독일의 선로사용료 구성과

산정은 다음과 같다.

<표 4-2> 독일선로사용료 구성 및 산정

선로사용료의 구성

1. 선로의 여건과 용도 기본료
2. 선로의 종류
3. 할증/할인 특수상황요인
4. 지역요인
선로사용료=기본료×선로여건×할인/할증(열차종류 등) + 할인 또는 할증(무

게, 틸팅 차량 등)×지역요인

현재 독일의 선로사용료 체계는 정부지원을 제외한 철도시설

관리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정산 결과 부족분이 생기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선로사용료로 회수되는 비용은 약 60%로

알려져 있으며 수송관리, 유지보수 및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독일의 선로사용료에는 사고나 환경오염 등

과 같은 비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독일 선로사용료 체계

는 2001년 체계에 2003년부터 지역특성을 감안한 사용료 체계를

보완한 것이다. DB Netz의 선로사용료는 98% 가량이 train/km 단

위로 부과되며 화물의 t-km 단위는 약 1%, 부피단위로 역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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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이 부과 되고 있다. 선로사용료는 여객과 화물의 적용방식이

각각 다르지만 주요 고려 내용은 지불능력, 노선의 여건, 열차속도

와 열차의 유형 등이다. 시간이나 차량의 부피 등은 선로사용료

산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1. 철도시설관리자

DB Netz는 Deutsche Bahn Group(Passenger Transport,

Transport & Logistics, Infrastructure & Service)의 시설 및 서비

스를 담당하는 계열사로 여객역, 철도시설, 에너지공급, 서비스 제

공 및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차량 유지관리, 통신 및

신규 건설 업무 역시 담당하고 있다. 현재 DB Netz로부터 시설물

이용 허가받은 기업은 350사이며 이들 중 328개 기업은 그룹과 관

련이 없는 기업들이다. 이에 따라 DB Netz는 철도시설 관리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이용자들에게 비차별의 원칙아래 철도

시설의 이용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 1월 이후 선로사용료 책정에

관한 권한이 연방철도관리청(EBA : Federal Railway Authority)에서

연방철도시설관리공단(BNetzA : Federal Network Agency)으로

이관되었다. 연방철도관리청(EBA)은 여전히 시설과 운영의 분리,

재정활용의 효율성 및 안전․품질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편 연방철도시설관리공단(BNetzA)은 선로이용 여건, 선로 및 철도

시설의 사용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선로이용과 관련

된 조건들은 모두 연방철도관리청(EBA)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만

약 조건의 일부를 수정할 경우 연방철도관리청(EBA)에 사전에 보

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건의 일부가 불확실성을 갖는 경우

사후 결과에 따라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연방철도관리

청(EBA)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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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로사용료 원칙

독일 선로사용료 체계는 보조금과 투자 수익을 고려한 후 총비용의

회수를 목표로 한다. 반대급부로 DB Netz는 연방정부로부터 시설

에 대한 유지보수비 와 개량비를 받는다. 경영․재정 협약(Service

and Financing Agreement)이라 불리는 다년 협약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전에 공개된다. 재정규모에 따라 DB Group 내

시설관리자는 연도별 시설관리에 필요한 자금규모를 결정한다. 연

도별 필요 자금규모가 결정되면 이는 바로 선로사용료 수준을 결

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로사용료 규모는 정부

재정지원을 감안해도 모든 시설비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DB Netz가 시장 상황과 철도운송사업자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선로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독일의 선

로사용료는 철도시설비용을 회수한다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DB Netz는 비용의 절감, 시

설수준 향상, 사용료 조정 등을 통한 선로사용료 징수를 통해 철

도시설비용의 전액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의

선로사용료 또는 철도시설사용료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선로이용과 관련된 사용료와 철도설비 사용료, 그리고 역 이용과

관련된 사용료와 에너지와 관련된 사용료가 있다. 선로이용료 및 철

도설비 사용료는 DB Netz가 부과하지만 역 이용료는 DB Station

& Service에서 에너지에 대한 사용료는 DB Energy에서 부과한다.

선로이용료는 선로에 발생하는 비용, 정부지원 규모 및 시장 여

건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설비 이용료는 이용설비의 종류에 따

라 요금이 결정된다. 한편 역사이용료는 DB Station & Service

AG가 정한 6가지 구분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16개 주정부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총 96가지 다른 이용료가 책정되어 있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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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용하는 에너지 종류별로 다른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독일의

선로사용료 체계(Train Path Pricing System)는 2001년 이후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2007년 DB Netz는 선로사용료 체계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간소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표 4-3> 독일 선로사용료 구조

2008 선로사용료 체계
수요특성 시설특성 기타
노선구분 혼잡구간 지역차별화

Fplus 8,09€/tp-km

혼잡구간 100~200%
할증 적용

연방정부 특성 반영
F1 4,12€/tp-km
F2 2,85€/tp-km 무게
F3 2,53€/tp-km 3,000톤 이상 추가요금

0.92€/tp-kmF4 2,42€/tp-km

F5 1,86€/tp-km 최저속도(<50 km/h)
미달에 대한 할증 예약 후 이용 안함

F6 2,18€/tp-km

최저속도 50km/h
150% 할증

Z1 2,26€/tp-km
Z2 2,34€/tp-km 예약 취소
S1 1,59€/tp-km > 60 days € 80
S2 2,14€/tp-km > 30 days €80+25%
S3 2,57€/tp-km > 24 h: €80+50%

상품 < 24 h: Full price
여객 화물 기타 고려 중 개발 중

Express 1,80 Express 1,65

성과보상 방안 검토
중

• On- demand train
path

Regular 1,65 Standard
1,00 • Alternative routes

Economy
1,00

Single
Engine 0,65

• Pre- designed train
path

Single
Engine 0,65 Feeder 0,50 • New train service

새로운 선로사용료 체계는 철도운송사업자에게 스스로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새로운 선로사용료 체계

는 현재의 선로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독일의 선로사용료 체계는 선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투명하게 공

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 사이의 경쟁까지 고려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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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결과적으로 선로사용료는 열차키로를 기준으로 에너지 비

용과 함께 부과된다. 다만 역 사용과 관련된 비용은 부가 비용으

로 처리되고 있다. 독일 선로사용료는 노선, 상품, 이용자 등에 따

른 차별화를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선로의 자산 가

치와 이용자의 선호도 등을 기준으로 노선의 등급이 단순화되고

투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쾰른∼프랑크푸르트 구간(167.45km)을 예로

들어보면, 이 구간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속열차가 일부 기

존선 구간을 통과하는 고속선이다. 이에 따라 선로사용료는 기존

선에서 F3등급의 단위사용료(2.53€/km)에 거리(7.8km)를 고려하여

19.73€가 산출되고 고속선(FP)에서 단위사용료(8.09€/km)에 거리

(159.65km)를 반영하여 1,291.57€가 산출된다. 여기에 상품특성인

간선여객의 가중치 1.65가 반영되어 선로사용료의 합계는 2,163.63

€로 계산된다.

제 3 절. 프랑스 선로사용료 정책

프랑스에서 선로사용료 문제는 철도시설의 관리를 전담할

RFF(Reseau Ferre de France)가 설립되면서 부터였다. 최초 몇

년간 선로사용료 수준은 정부에 의해 정해졌는데 1997년 프랑스

유일의 철도운송사업자인 SNCF(Societe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cais)가 납부한 최초의 선로사용료는 9억 유로였다. 하

지만 이후 선로사용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10년이 지난 후 2007

년 SNCF는 선로사용료로 25억 유로를 지불하였다. 초기 선로사용

료는 철도시설에 발생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따

라서 대부분의 논의는 철도시설비용 수준에 모아졌다. 하지만 초

기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은 시설비용의 규모보다는 선로사용료가

가지는 시그널(Signal)의 의미를 주목하였다. 다시 말해 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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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회수보다 선로사용료에 따라 철도운송사업의 효율성 향상

을 통한 철도산업의 성장에 주목하였다. 한편 선로사용료는 유럽

의 철도산업 민영화 및 경쟁도입 정책과 맞물려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프랑스는 RFF의 재정 악화로 인해

SNCF와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선로사용료를 재검

토하는 중요한 계기이며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데에 많은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선로사용료 제도 분석

프랑스 선로사용료는 1997년 철도구조개혁과 RFF의 창립 이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RFF는 선로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었

지만 선로배분에 대한 권한은 2003년에야 비로소 RFF에게 주어졌

다. 구조개혁 이후 철도시설에 대한 권한은 대폭 줄었지만 선로의

유지보수 및 상당부분의 관제(열차편성권) 업무는 계속 SNCF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RFF의 창립에 의한 프랑스 철도의 변화는

철도의 지방화(Regionalisation)와 함께 더욱 속도를 높이게 된다.

철도의 지방화란 지역의 철도운영에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고 비용

의 일부를 함께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들이 만

들어졌다. 구조개혁 이후 진행된 철도관련 일련의 정책들은 현재

프랑스 철도의 구조를 바꾸어 놓았다. 다시 말해 과거 중앙정부와

철도회사인 SNCF 사이에서 결정되었던 일들이 보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로 바뀌게 되었다. 1997년 구조개혁 당시 RFF는

SNCF로부터 226억 유로의 자산을 양도받으면서 205억 유로의 부

채도 함께 인수하였다. 선로사용료 외에 정부로부터 보장받은

RFF의 수입은 시설지원금(CCI), 부채지원금(2004년 이후), 개량지

원금(2004년 이후) 및 자본지원(2003년까지)이 있다. 1997년 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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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는 9억 유로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23억 유로로 증가하

였다. TGV의 선로사용료는 1997년 전체 선로사용료의 23%에 불

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45%로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GV 선로사용료의 대부분은 고속선(LGV: Ligne a

Grand-Vitesse) 운행에 대한 것이었다. 2005년을 기준으로 TGV

선로사용료의 87%가 LGV에서 부과된 것이었다.

<표 4-4> 프랑스 고속선 선로사용료 비중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LGV 801 805 818 844
일반노선 207 233 126 142
Total TGV 900 909 927 944 986

1997년과 1998년 2년간 프랑스의 선로사용료는 산정기준 및 규모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관계로 총액을 제한하였다. 실

제 1997년 약 8.9억 유로, 1998년 9.1억 유로가 부과되었다. 1999년

선로사용료는 56%, 즉 5.2억 이상이 증가하게 되는데 원인은 유럽

연합 재정정책 규정에 정부 부채감소를 강력한 요청과 선로사용료

현실화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선로사용료에

대한 원칙이 정립되었다. 제1원칙은 선로사용료는 한계비용 수준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2원칙은 선로사용료 수준 결

정에 있어 지불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지

불능력이란 수요특성이나 비용특성을 고려하여 선로사용료의 수준

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수익이 창출되는 상품

에 비수익 상품에 비해 높은 선로사용료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마지막 제3원칙은 노선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상품 및 노선을 차별화한 선로사용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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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성되게 된다.

2003년 프랑스는 선로사용료 산정에 있어 철도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목표와 기준을 함께 결정할 필요성에 합의한다. 합의에

따라 2008년까지의 선로 사용료 중기계획은 TGV의 선로사용료

총액이 5,400만 유로, 간선철도는 8,800만 유로, 지역노선(지역지

선)은 2.14억 유로, 화물은 두 배인 1.25억 유로 인상을 수용한다.

지역지선의 경우 열차운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

로 선로사용료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한편 이런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때부터 역 정차에 대한 사용료를 부고하기 시작

한다.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정부의 RFF에 대한 지원도 일부 변

화가 있게 된다. 즉 부채지원금과 개량지원금을 2004년부터 지원

하게 된다. 이후 2008년 이후 준비를 위해 선로사용료 관련 근본

적 수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2. 선로사용료의 구조 및 현황

1999년 이후 프랑스의 선로사용료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선로이용허가(DA : Droit d‘Acces), 선로이용예약(DRS : Droit de

Reservation des sillons), 통행(DC : Droit de Circulation)이다. 또

한 전기이용과 관련된 비용(RCE : Redevance Complementaire

d’Electricite) 및 2002년 신설된 역 정차예약(DRAG : Droit de

Reservation de l‘Arret en Gare)이 추가된다. 선로사용료 요율은

1999년 만들어진 이후 현실여건을 반영하면서 발전되고 있다. 요

율 결정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제1단계는 노선별

단위 요율을 적용하기 위해 노선의 등급을 확정하는 것이다. 그리

고 제 2단계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실(비용, 수익성 등)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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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선로사용료를 결정한다. 마지막 제3단계는 법․제도에 언

급된 제약조건을 고려하고 당사자의 이해를 도출하는 것이다.

3. 노선의 차별화

선로사용료 노선별 차별화는 프랑스 철도네트워크를 8개의 등

급으로 나누면서 시작된다. 고속선(LGV-Ligne a Grand-Vitesse)

은 3개(N1, N2, N3), 일반선은 5개(A, B, C, D, E) 등급으로 나누

어진다. 등급의 기준은 노선의 기술적․위치적 특성, 수요, 혼잡도

등이다. 고속선의 경우 파리(Paris)를 기준으로 릴르(Lille), 낭트

(Nantes)와 리용(Lyon) 등 소위 Y자 노선이 가장 높은 선로 사용

료를 부담하고 있다. 2005년 이 노선의 선로사용료는 6억 8,200만

유로로 고속선 전체의 82%에 달하였으며, SNCF가 지불한 선로사

용료 연간 총액의 31%였다. A 등급 선로는 거의 대부분 파리 대

도시권 선로이며 프랑스 제 2도시인 리용 주변 노선도 일부 포함

되어 있다. 파리 대도시권의 철도노선 등급은 거의 A 또는 B 등

급이다. E 등급 노선의 연장은 12,337km로 프랑스 전체 노선연장

의 42%에 해당하지만 운송실적은 3,700만 열차키로(tr․km)로 전

체 운송실적의 7%에 불과하다.

4. 선로사용료 요율

선로이용허가 (DA - Droit d‘Acces)는 고속선(LGV)에서만 적

용되며 요율은 1€/tr․km이다. 통행료(DC - Droit de

Circulation)는 상품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형태로 화물은 0.45

€/tr․km이며 간선여객은 1.4 €/tr․km로 가장 높고 지선의 경

우는 중간으로 0.822 €/tr․km이다. 선로이용예약(DRS - Droit

de Reservation des Sillons)은 이용시간대와 노선등급이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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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혼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D와 E 등급은 선로사용료가

거의 0에 가깝고 파리 대도시권 노선인 A 등급은 비첨두 시간

1.85€/tr․km, 첨두시간 14.56€/tr․km으로 매우 높다. B 등급은

혼잡 발생이 제한 적인 관계로 0.75€/tr․km에서 3.28€/tr․km

수준이며 C 등급은 1.55€/tr․km이다. 마지막으로 역 정차예약

(DRAG - Droit de Reservation de l’Arret en Gare)은 비첨두 시

간 5.5€/tr․km, 첨두시간 21.2€/tr․km로 노선 등급과는 무관하

게 적용된다. 이를 토대로 2005년 선로사용료 수준을 상품별, 노선

등급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력, 조차장, 복합

운송 시설 사용료 등으로 1.3억 유로가 부과되었다. 프랑스의 선로

사용료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TGV 파

리-리용 구간(440km N1, 15km A)의 혼잡시간 선로사용료는

7,395€이며 단위선로사용료는 16.4€/tr․km에 해당한다. 화물열

차 프랑스 남부 뻬르삐냥 (Perpignan)-바템부르(Battembourg) 구

간(120km B, 770km C, 60km D)의 선로사용료는 1,109 €로 단위

선로사용료는 1.16€/tr․km이다. 수도권 전철 파리(Paris-Nord)-

뽕뚜아즈(Pontoise) 구간(13km A, 20km B, 14역 정차)의 혼잡시간

선로사용료는 609€이며 이 중 역 정차에 따른 사용료는 327 €에

달한다. 단위선로사용료는 18.45€/tr․km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지선의 경우, 클레르몽페랑(Clermont-Ferrand)-오리악(Aurillac)

구간(35km C, 25km D, 107km E)의 선로사용료는 평시 기준 279

€이며 단위선로사용료는 1.67€/tr․km이다.

5. 선로사용료를 통한 철도 시설비용의 회수

선로사용료의 첫 번째 목적이 철도시설의 비용회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로사용료는 철도시설비용과 가까운 것이 바람직

하다. 철도시설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도시설비용을

정확히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철도시설비용은 사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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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의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건설을 위한 비용과 우선투자의 경우 자본비용(금

융비용) 등이 있다. 이를 좀 더 경제학적으로 정리한다면 평균비

용, 변동비용, 고정비용, 자본비용, 총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평균비용이란 일정 기간(1년) 내 소요되는 시설관리비용, 유

지보수비용 및 개량비용을 말하며 고정비용(열차운행과 무관한 비

용)과 변동비용(열차운행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의 합이다. 변동

비용이란 시설관리, 유지보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이다. 시설관리

비용은 열차이동 빈도에 의해 결정되고 유지보수 및 개량비용은

통과열차의 무게에 따라 변동한다. 다시 말해 변동비용이 열차이

동과 비례의 관계에는 있으나 정확한 발생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한편 고정비용은 평균비용에서 변동비용을

제외한 비용이다. 고정비용의 수준 역시 여러 연구를 통해 투명한

산출방법을 찾고자 하였으나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자본비용은

시설을 위해 조달한 비용의 금융비용이다. 예를 들어 2005년 현재

RFF의 총부채는 269억 €이지만 시설부채는 249억 €이기 때문에

자본비용은 249억 €에 대한 금융비용이다. 마지막으로 총비용은

평균비용과 자본비용의 합계를 의미한다. 프랑스에서 이들 비용을

노선별로 분리한 결과 고속선(LGV)은 변동비가 높고 B, C 등급

노선은 노선연장이 많은 관계로 고정비가 높게 나타난다.

<표 4-5> 프랑스 철도시설비용 분류(2005년)

구분 KGV A B C D W 합

평균비용 335 282 337 1,510 710 594 3,768

변동비용 216 147 138 661 210 79 1,450

고정비용 119 135 199 849 500 515 2,318

자료 : Julien DEHORNOY(2008),《La Tarification du reseau ferre》, Inspection
generale des Finances & Conseil general des ponts et chauss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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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현재 프랑스 선로사용료는 21억 7,600만 €였다. 다만

9,100만 €는 저력사용료 등으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시설기준 선로사용료는 21억 8,500만 €가 된다. 이 수준은 변동비

용 14억 5,000만 €의 157%에 해당되며 평균비용(37억 6,800만 €)

의 60% 수준이다.

<표 4-6> 프랑스 선로사용료의 철도시설비용 대비 수준(2005년)

구분 선로사용료 변동비용 평균비용 총비용

2005 2276 1450 3768 5018

비율 157 60 45

자료 : Julien DEHORNOY(2008),《La Tarification du reseau ferre》, Inspection
generale des Finances & Conseil general des ponts et chaussees

비용대비 선로사용료 수준을 노선 등급별로 구분하면 고속선

(LGV)과 A 노선의 선로사용료는 총비용에 근접하는 반면 B 노선

은 평균비용에 근접하고C, D, E 노선은 변동비용 수준을 넘지 못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수요의 유무에 따라 선로사용

료가 노선별로 높은 곳에는 높게 낮은 곳에는 낮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표 4-7> 프랑스 노선별 선로사용료와 시설비용 수준 비교(2005년)

(단위 : 백만 €)

구분 LGV A B C D E 합계

tr.Km 80 39 66 237 82 39 543

선로사용료(A) 848 510 268 464 130 61 2,280

변동비용(B) 216 147 138 661 210 79 1,450

A/B(%) 393 348 194 70 62 77 157

고정비용(C) 119 135 199 849 500 515 2,318

평균비용(D) 335 282 337 1,510 710 594 3,768

A/D(%) 253 181 79 31 18 10 61

자료 : Julien DEHORNOY(2008),《La Tarification du reseau ferre》, Inspection
generale des Finances & Conseil general des ponts et chauss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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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로도 선로사용료가 철도시설비용을 회수하는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어떤 상품의 선로사용료도 시설비용 모두를 회수하

고 있지 못하다. 이런 현상은 철도시설비용이 효율적으로 집행되

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특히 철도시설비용이

일정 사이클을 가지고 집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표 4-8> 프랑스 상품별 선로사용료와 철도시설비용(2005년)

(단위 : 백만 €)

구분 TGV IdF Corail Fret TER 기타 합계

tr.Km 116 56 69 120 159 23 543

선로사용료(A) 944 530 161 143 474 24 2279

변동비용(B) 314 155 186 467 279 49 1450

A/B 300 343 87 32 170 42 157

고정비용(C) 265 165 282 566 836 204 2319

평균비용(D) 579 320 468 1033 1115 253 3769

A/D 163 166 35 14 42 8 60

자료 : Julien DEHORNOY(2008),《La Tarification du reseau ferre》, Inspection
generale des Finances & Conseil general des ponts et chaussees

2005년 프랑스 고속선(LGV)에 소요된 유지보수 비용은 1.4억 유로

였으며, 개량에 소요된 비용은 1.7억 유로였다. 한편 금융비용은

5.2억 유로로 추정되었고 2천만 유로가 기타 비용으로 쓰였다. 고

속열차(TGV)의 경우 많은 선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이

유는 높은 요율 때문이다. 광역철도에서의 선로사용료 수준은 A

등급 노선을 주로 이용하는 관계(46%)로 매우 높은 선로사용료 요

율인 14€/tr.km를 적용받고 있다. 고속철도와 광역철도 이외의 선

로사용료는 철도시설비용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선여객이나 화물열차가 선로사용료 요율이 매우 낮은 C 등급 노

선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추가적인 시설비용 회

수를 위해 C 등급 노선의 선로사용료를 높이는 경우 비용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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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해당 운송서비스의 유지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마지막으로 TER(Train Express Regional) 서비스는 대부분

E 등급 노선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매우 낮은 선로사용료 요율의

적용을 받는다. 게다가 선로의 이용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열

차 통과에 따른 직접비용(한계비용 또는 변동비용) 발생은 적고

선로의 이용가치 유지를 위한 고정비용이 더욱 높다. 이에 따라

현재 TER 서비스의 선로사용료는 한계비용을 충분히 회수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게다가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균형발전

기금으로 TER 서비스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제 4절. 영국 선로사용료 정책

1. 철도시설관리자

Network Rail은 선로, 신호, 교량, 교차로, 터널 등 철도시설의 유

지보수와 건설을 담당하고 18개 주요 역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Network Rail은 안전향상, 지연감소 및 비용절감 등 철도

시설관리에 있어 괄목한 개선성과를 이루어냈다. 현재 Network

Rail의 경영목표는 열차 정시성을 매년 개선하고, 철도시설관리비

용을 2009년까지 43억 파운드까지로 낮추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

로이용전략(RUS : Route Utilization Strategy)을 통해 철도이용수

요 증대에 힘쓰고 있다.

2. 선로사용료

영국철도규제청(ORR - Office of Rail Regulation)이 정한 선로사

용료의 목적은 철도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철도시설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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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철도산업 전체의 비용을 낮추고,

철도시설 사용에 차별적(Discrimination) 요소를 없애는 것이다. 또

한 현실성과 비용 효과성을 확보하여 운영회사의 이해를 돕고 유

럽연합지침(Directive 2001/14/EC)에 반하지 않으면서 철도시설비

용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철도시설관리자(Network Rail)의 비용

중 적정수준이 회수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국철도규제청(ORR)이 고려한 사

항들은 먼저 ‘철도운송사업자들의 각기 다른 수요특성과 가격탄력

성’이었다. 또한 철도시설투자 및 철도시설 이용에 대한 장․단기

수요 전망 역시 충분히 고려되었다. 여기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투명성과 비용회수 가능성 역시 동시에 확보될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하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영국 선로사용료 관련 정책결정

이 매우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철도시설 비용을 반영”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영국은 시설비용에 대한 공감대가 확보되

면 비용효과적인 차량이 만들어지는 등 향후 정책 방향도 보다 명

확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철도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철도시설 비용을 선로사용료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을 어떤

국가에서도 아직 성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국정부의 당초 희망

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었다. 현재 영국의 선로사용료는 최초

선로사용료 정책방향과 위에 언급된 목표를 고려한 것이다. 먼저

구조적으로 보면, 선로 사용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크게 3가지 항

목 즉, 변동선로사용료(variable track usage), 용량비용(capacity

charge), 고정선로사용료(fixed track charge)이며, 전체 선로 사용

료는 다음과 같다.

선로 사용료 = 변동선로사용료 + 용량비용 + 고정선로사용료

변동선로사용료는 열차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의 목적은

추가적인 차량을 운영하는데 있어 단기한계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용량비용은 시간대, 경로유형, 열차서비스유형(열차속도

고려)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여 산정하며, 이의 목적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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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추가 교통량 투입으로 인한 혼잡의 영향을 패널티로 적용하여

부과하기 위함이다. 고정선로사용료는 프랜차이즈 여객 운영사인

TOCs에만 적용되며, 이의 목적은 정부운영보조금으로 인한 비용

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변동비를 구성하는 것

은 선로이용비, 설비비, 전력비 등이 있다. 한편 고정비는 영국 철

도관리자(Network Rail)의 가장 중요한 수입으로 정부가 철도운송

사업 허가권의 대가로 받아 시설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표 4-9> 영국의 선로사용료

(단위 : €)

사용료 종류 요율 Total
변동비 €3,30 per train mile 310

전력비 €2 per train mile 190

설비비 €1,25 per train mile 120

합계 620

자료 : CER(2008),《Rail Charging and Accounting Schemes in Europe - Case studies from
six countries》, The Community of European Railway and Infrastructure Companies

영국은 1994년 구조개혁 당시 화물과 여객 부분의 운영회사를 약

100여개로 분할하는 철도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영국의 철도

구조개혁은 내부경쟁을 통한 철도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이

루어 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화물운영회사는 민영철도시

설회사(Railtrack)와 선로사용권을 협상하고 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부여받게 된다. 즉 선로배분권을 가진 Railtrack은 계약이 되는 시

점마다 경매형태의 절차를 거쳐 각 화물운영회사에게 선로사용을

허가하게 되므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수요자(화물회사)에게 선로

사용권(혹은 화물철도 운영권)이 보장된다. 반면 여객열차의 경우

비수익 노선인 경우라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운영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때 운영회사는 재무상태가 열악해 질 수밖에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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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부는 해당 운영회사를 직접 재정적으로 보조하고 있다.

게다가 선로사용료는 정부의 보상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여객열차운영회사의 선로사용료는 정부가 결정한다. 여객회사의

선로사용료가 Railtrack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결

국 정부의 여객회사 보조수준은 다시 Railtrack의 재무성과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 영국 Railtrack이 적용하고 있는

선로사용료는 장기한계비용, 즉 총비용의 회수를 전제로 하고 있

으며 여기에 일정비율의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근

거는 영국의 구조개혁 이후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로사용료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운 철

도시설의 건설이나 대규모 개량 등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유가

되었다. 기존 방식의 실패를 인정하고 2002년부터 영국정부는 철

도시설의 소유와 관리를 비영리기관인 Network Rail이 주관하도록

조정하였다. 또 철도운영은 25개 여객운영사와 6개의 화물운송회

사가 담당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Network Rail에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선로사용료의

체계는 여객의 경우 이중가격을 채택하고 있으나 화물은 단일가격

이다. 다시 말해 여객의 경우 고정비용 성격의 선로진입료가 존재

하고 이용철도의 거리에 따라 변동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화물은

무게와 이동거리를 근거로 요금이 정해진다. 현재 영국의 선로사

용료는 철도시설관련 비용의 50% 수준을 회수하는데 그치고 있다.

제 5 절. 네덜란드 선로사용료 정책

네덜란드에서는 ProRail이 철도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Nederlandse Spoorwegen(NS)는 철도운영에 대한 책임을 분할하

여 철도가 관리·운영 중에 있다. 네덜란드의 시설사용료 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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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는 요소는 노선의 종류, 톤-Km, 고속선 추가비용, 역사를

사용하는 열차 유형, 역사유형 등이 있다.

1. 선로 사용료
네덜란드에서의 선로 사용료 부과 목적은 비고속선 구간에서의 사

회적 한계비용을 회수(cover)하기 위함이며, 기본적으로 노선의 종

류, 열차가 노반에 가하는 영향에 대한 톤-km, 고속선 건설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고속선 추가비용으로 구성된다. 노선의 종류는 구

간의 중요도에 따라 3가지 종류 (Line type A, B, & C)로 구분되

며, 철도시설관리자는 열차가 선로용량에 끼치는 영향에 따라 그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한다. (2010년 Line type A에 대한 기본비용

은 0.6751€ 이고, line type C에 대해서는 0.7319€ 임)톤-km비용

은 열차의 하중(축하중)이 직접적으로 노선의 유지보수 비용에 영

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부과되는 비용으로 이 비용은 축하중과 비

용 산정이 단순 선형관계로 선로사용자가 열차하중을 최소화 또는

최대화함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다. 고속

선 추가비용은 단일 요금을 고속선 구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

로 이는 고속선 건설이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에 의해 건설되었기에 이의 건설투자비용을 회수

하기 위함이며, 고속선에서의 단위 km 비용은 그 외 일반노선의

단위 km당 비용보다 높다.

선로 사용료 = 노선의 종류 + 톤-km + 고속선 추가비용

제 6 절. 스페인 선로사용료 정책

스페인에서는 ADIF가 철도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Renfe

Operadora가 철도운영에 대한 책임을 분할하여 철도를 관리·운영

하고 있다. 스페인의 시설사용료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고정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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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비용, 시간대 구분, 서비스 비용, 노선의 종류, 열차용량, 역사유

형, 열차통행 거리 등 이다.

1. 선로 사용료
스페인의 노선에 관련된 요금 구성은 프랑스의 비용항목 구성

(즉, 예약비용, 운행비용, 접근비용)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크게

고정접근 비용(Fixed access charge), 예약비용(Reserve capacity

tariff), 운행비용(Operating tariff), 좌석용량비용(Traffic tariff) 4

가지로 분류되며, 전체 선로사용료는 위 4가지 항목의 합으로 다

음과 같이 결정된다.

선로 사용료 = 고정접근비용 + 예약비용 + 운행비용 + 좌석용량비용

다음은 각 4개 항목이 전체 선로 사용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첨

두시간대와 일반시간대, 노선 제한속도가 250km/h 이상 또는 미만

인 구간으로 가정하여 비교하였고, 공통적으로 고정접근비용이 전

체 선로 사용료의 약 4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선로사용료를 구

성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첫째, 고정접근비용에 대한 수준은 철도

운영자가 요청하는 연간 km에 의해 부과되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km당 요금으로 나타내면 작을 수 있으나, 만약 이 비용을 선로용

량 소비수준으로 나누어 단순히 적용하면 운영규모가 작은 운영회

사의 진입, 승객 수요가 적은 노선에서의 운영구간 등을 운영할

때는 시장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규모와 승객, 지역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다. 둘째, 예약비용은 이용하고자 하는 노선

이 이용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음 표와 같은 3가지 방

법으로 차등화 되며, 전체 선로 사용료의11%-40% 비율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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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스페인의 선로사용료

구 분 세부내용

시간대
3개의 시간대로 구분되며 예약된 각 열차운행 Km당
적용되며, 고속선에서는 0.69€~ 3.65€범위에서 결정

서비스 유형 여객, 화물 열차로 구분

노선유형
위치에 따른 2개의 고속노선으로 구분 (Mediterranean
구간 (Valencia 와 Tarragona 사이)과 그 외 노선

셋째, 운행비용은 모든 열차에 대해 운영된 열차-km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예약비용과 마찬가지로, 노선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

등 부과된다. 그러나 시간대에 대한 요인은 여기서 고려하지 않는

다. 비용은 일반노선에 대해 0.06€ ~ 0.64€, 고속선 에서는 0.74€

~ 2.14€범위에서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좌석용량비용은 제공된 선

로용량에 대한 경제학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모든 100 좌

석-km당 부과되며, 본 비용은 각 열차의 지불능력을 나타내며 열

차의 좌석 용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 모든 100 좌석-km 당 0.69€

~ 1.35€가 부과) 이는 고속선과 일반 또는 첨두시간대에 운영되는

열차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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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 선로사용료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제 1 절.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

1. 부과기준 및 수준 비교 분석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선로사용료 부과기준은 고속선

구간에 대해서는 영업 수익의 34%를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다.

<표 5-1> 우리나라와 유럽의 선로사용료 산정방식의 차이

구분 산정방식의 차이 내용

한 국 고정비+변동비의 총액 산출 산정된 총 비용 중의 일부를 회수

유 럽
단기적 변동비용에 대한 한계비
용 혹은 사회적 한계비용 산출

노선특성, 수요특성, 혼잡성을 반
영하여 노선별 선로사용료 결정

하지만, <표5-1>을 보면 유럽의 경우 운행비용은 열차운행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변동비를 고려하고 이를 한계비용원칙

이나 사회적한계비용 원칙에 따라 배분하고, 여기서 노선의 수요

특성, 열차종류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선로사용료를 책정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 같이 사회적 한계비용을 따르지도 않

고, 노선의 수요특성 및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도 않아서 선로사용

료, 운임, 비용 관계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각국 철도시설의 성격이나 정치적 특성에 따라 나라

마다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선로사용료

는 사회적 한계비용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선로사용료의 수준은

운행비용의 5% 수준 이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는 사회적 한계비용

에 추가적 비용회수를 목표로 하는 MC+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선로사용료의 수준은 열차종류마다 15%~65%수준으로 상이하다.

이탈리아는 특수한 예로써 운행비용 회수보다는 열차계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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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운영비용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운행비용 회

수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선로사용료 수준이 낮은 편이다.

<표 5-2> 유럽의 국가별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국가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약식
표현 내용

독 일 ,
벨기에,
이태리,
스웨덴

사회한계비용의 회수 FC-
사회ㆍ경제적 한계비용 회수수
단이며 건설비 등 고정비는 국가
전액 보조

특징 : 운행료, 여객정보료, 조차장료 및 사회비용(사고료, 디젤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행료는 열차의 중량과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부과
하고 건설비는 국가 전액 보조로 선로사용료는 운영 및 유지보수비
용의 17%수준

노르웨이

단기한계비용의 회수 MC
시설에 투입되는 유지보수비용
및 운영비 회수

특징 : 고정비(87%) 및 변동비(13%)로 구성되며, 단기한계비용의
범위 안에서 회수비용을 조정(고정비(진입료, 예약료)는 교통수요
에 따라 노선별, 시간대별 차등적용, 변동비(주행료)는 실제 주행
한 거리에 해당 노선 단가의 곱으로 산정)

네델란드

통행세 개념의변동비용
회수

FC
유지보수비, 사회비용 등 회수해
야 할 금액을 정하지 않고, 단
지 선로사용에 대한 통행세 회수

특징 : 운행거리(열차ㆍ키로)에 비례하는 변동비적 요소들로만 구
성(노선별, 구간별 및 전철화여부에 따라 상이한 단가 적용하고 여
객 및 화물, 공차운행에 따라 단가 차등 적용

프랑스,
스페인,
영 국 ,
스위스,
포르투칼

장기한계비용의 회수 MC+
시설에 투입되는 총 비용(철도
시설 건설비+유지보수비) 및
시설관리자의 수익률(15%) 회수

특징 : 높은 선로사용료 적용으로 정부의 부담은 최소화 되었으나, 선
로사용료의 인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신규 철도시설의 건설이
나 대규모 개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이로 인해 선로결함
으로 판명된 2000년 10월 17일 영국 런던의 열차탈선사고(사망4명,
부상 102명)의 직접적 원인 제공

<표 5-2>에서 보듯이 산정기준에 따라 운영자와 정부의 재정부

담은 다르게 나타난다. 즉 철도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MC <

MC+ < FC- 순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정부의 입장에서

는 FC- < MC+ < MC 순으로 재정부담이 증대될 것이다.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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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는 철도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국가예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MC+를 적절하게 적용하면 효율적인 철도시

설 활용과 국가예산에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각

국별 선로사용료 산정기준들은 각 국의 운영자들이 경영활동을 함

에 있어 미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징수가 되고 있다.

<표 5-3> 국가별 선로사용료 부과수준

프랑스
(SNCF)

독일
(DB)

이태리
(Trenitail+
NTV)

한국
(KORAIL)

고속철도선로길이
(KM) 2,152 5,232 675 596.3

고속매출액대비
선로사용료 비중

24%
(동남부선) 20% 30% 34%

<자료> : RFF 회계감사보고서 2014 , DB Intergrated annual Report 2014 이태리

TRA Consulting SL 보고서 2016

하지만 <표 5-3>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선로길이가 다른 나라

에 비해 짧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비율로 선로사용료를 지불

하고 있다. 즉 독일과 이태리의 경우는 건설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선로사용료를 부과 할 때 운영자가 실제로 사

용한 비용만을 징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로사용료를 건설비

부채를 상환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운영사가 짧은 선로거리

를 사용하고도 높은 비율의 선로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납부하고 있는 선로사용료는 운영자에

게 많은 경영부담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31% 수준의 선로사용료

를 30년 기준으로 하여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을 운영

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마련 없이 34%로 인상하여 징수하는 것

은 해외사례를 보았듯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31%가 적정한 선로사용료 인가도 의구심이 든다. 왜 31%의

선로사용료가 책정되었으며 시설관리자와 운영자 모두가 만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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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수준인지 수요예측과 건설 부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수요예측 및 건설비용 측면에서 분석

고속철도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20조에 규

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르면 고속철도 건설비용은 국고와 사

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간 분담 비율은 철도

산업위원에서 결정한 비율로 한다. 따라서 고속철도의 경우 노선

별로 정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분담비율이 상이한데 경부1단계

고속철도는 정부 35%, 공단 65%, 경부2단계 고속철도와 호남고속

철도는 정부 50%, 공단 50%, 수도권 고속철도의 경우 정부 40%,

공단 60%의 비율로 투자비를 분담하고 있다. 다만 일반철도, 광역

철도 등은 국고 또는 지자체 분담금을 통해 건설하고 있다.

1992~2006년 동안 경부고속철도 사업비는 국고(35%), 교통시설

특별회계 융자(10%), 철도시설공단(55%)의 비율로 배분되었다. 다

만 실제 공단의 분담비율은 융자를 포함하면 65% 수준이었다. 이

후 2006년에 철도공사 경영개선대책이 마련되면서, 2007년부터

50:50으로 국고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다.

<표 5-4> 호남고속철도 재무성 및 손익분석 I

평가방법 평가지표
정부지원비율(%)

45 60 85 100

재무성분석

수익비용분석R/C 0.47 0.56 0.88 1.32

재무적순현재가치FNPV(억원) -22,387 -14,993 -2,669 4,725

재무적수익률 FIRR(%) 0.5 1.9 6.6 36.8

손익분석
단년 순이익 발생년도 2026 2026 2017 2017
누년수익년도 NA NA NA 2020

 주: 1. NA: 2045년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임
2. R/C(Revenue/Cost), FNPV(Financial Net Present Value)

자료: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 최종보고서, 2006.4,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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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안) 협의

시 국고 85%, 공단 15%를 조달하는 것으로 (구)사회간접자본건설

추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왜냐하면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안) 수

립 시 호남고속철도에 대해 국고 지원 비율이 85%이상이 되어야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

나 (구)기획예산처는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국고 분담 비율을 경부

고속철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구)사

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는 국고지원 비율을 50:50으로 결정하였다.

<표 5-5> 호남고속철도 재무성 및 손익분석 II

평가방법 평가지표
정부지원비율(%)

0 40 50 60

재무성분석

수익비용분석 PI 1.16 1.32 1.32 1.40

재무적순현재가치FNPV(억원) 8,198 16,853 19,016 21,180

재무적수익률 FIRR(%) 7.71 11.83 13.51 15.40

손익분석
단년 순이익 발생년도 - 2016 2016 2016

누년수익년도 - 2022 2021 2020

주: 1. PI(Profitability Index): 투자안으로부터 발생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투자액의 현재가치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자료: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2009.10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2009년 9월 국고지원 비율을

경부․호남고속철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50:50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되었다. 그러나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재무성이

높기 때문에 국고 분담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요

구로 재무성분석이 추가로 시행되었으며 분석 결과, 공단 60% 부

담 시에도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공단 60%국고 40%로 분담비율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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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 SOC 분야 국고분담률 비교

구 분 국고분담률

한국도로공사 사안별에 따라 40~55%(2014년, 50:50)

한국시설공단 경부선 1단계 35%, 호남선 50%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건설 40%

한국공항공사 울릉, 흑산도 공항 75%

그렇다면 왜 고속철도 건설당시 건설에 발생한 부채 비용을 국

가가 35%을 부담하고 철도시설공단이 65% 하였을까? 이는 실제

수요보다 약 2배가 넘는 예상수요를 예측하였고 건설비용을 작게

책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즉 철도운영회사의 비용부담과

수입을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상환되어야할

부채 총액을 집계하고 이를 연간 추정된 영업수입 비율을 회수 하

는 방식으로 선로사용료를 산정한 것이다.

선로사용료는(31%) = 총건설부채(166,590억원) / 예상영업수

입(534,241억원)

2004년 개통시 예상수요인원은 165,564명이었으나 실제수요인원은

72,298명이었다. 즉 실제영업수입이 예상영업수입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선로사용료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애초의 계

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생긴 부채가 계속해서 누적되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예측오류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SOC 분야의 인

천공항공사의 건설부채 재무구조를 통해 알 수 있다. 인천공항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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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5조6000억 원으로 인천공항공사 부담액은 3조6000억원

(60%) 이었다.

<표 5-7 > SOC 분야 재무 분석

구 분 구 분 ‘11 ‘12

인천공항공사
자산(억원) 77,779 79,508
부채(억원) 30,566 27,787
부채비율(%) 64.7 53.7

철도시설공단
자산(억원) 206,546 197,280
부채(억원) 155,674 173,406
부채비율(%) 75.4 87.9

도로공사
자산(억원) 514,600 540,849
부채(억원) 253,482 263,494
부채비율(%) 97.1 95.0

<표 5-5 >에서 보듯이 인천공항공사의 부채는 줄어드는 반면 철도

시설공단과 도로공사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의 부

채 증가원인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만큼의 선로사용료를 회수

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도로공사도 예상수입 만큼의 통행료를 회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였다.(도로공사 예상인원이용률

은 평균 40%)

<표 5-8> 건설당시 인천공항공사 수요예측

구 분 ‘05 ‘06 ‘07 ‘08

예측 여객(천인) 25,806 27,669 29,666 31,808

실적 여객(천인) 26,051 28,191 31,227
29,973

(세계경기악화로인한
여객수감소)

- 인천공항공사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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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인천공항공사의 경우는 건설당시 예측치 보다 실적이 더

좋을 만큼 수요예측을 정확히 했다. 만일 고속철도 건설과 같이

수요예측이 실적치에 2배가 되었다면 당연히 국가에서는 분담률을

줄이고 인천공항공사는 더 많은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을 것이다.

유럽철도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100%건설비를 부담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 시설공단이 최소한의 부담(10~20%) 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건설비 회수 목적으로 부과하는 비율은 아주 낮다(

ECMT(2005), “Railway Reform and Charges for the Use of

Infrastructure). “2015 유럽의회보고서”(The Results and

Efficiency of Railway Infrastructure Financing within the

European Union)에서는 선로사용료로 건설비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로 사용료는 운영비나 선로 유지보수 및 교체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제시 한바 있다. 그렇다면 이

러한 건설부채가 과도하게 포함된 선로사용료 부과 되었을 경우

시설관리자와 운영자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 5-9> 고속철도 건설시 각국 국고분담율

구
분

국 고
분담율

기타 재원 비고(세부내용 및 참고문헌 등)

독
일

100% -
독일헌법 87조 : 소유자의 투자의무 규정
연방철도건설법 : 건설비 연방정부 부담 규정

영
국

92% 캘리포니아 고속철 프로젝트 보고서 2012

스
페
인

85%
ADIF(공단)
15%

철도의 명칭정립 및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11.3
KOTI)
The Right Strategic Partner for California
High Speed Rail(’11.6 ADIF Chief Strategic
Officer 발표자료)

프
랑
스

74% 26%

Baudrecourt～Vendenheim 구간 건설비 2,010m€
(RFF 532m€, National Gov 680m€, EU
118m€, Luxembourg 680m€) 부담
(출처 : Railway Gazette, 2016.7.4)

한
국

35～
50%

공단
(50～65%)

정부분담률(경부고속 1단계 : 35%, 2단계 50%,
호남 50%, 수도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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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관리자와 운영자 경영에 미치는 영향

앞에서 본 것처럼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발생한 건설비용 부채

증가는 시설관리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의 재무사항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의 건설부채는 2004년 말 5.6조원에서 11년

이 지난 2015년 말 19.0조원까지 증가하였다. 대규모 사업비를 선

(先)투입하고,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회수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부

채는 단시간에 해소될 수 없다. 더욱이 예측수요에 기반을 두어

높은 수익률을 예상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였으나, 과도

한 수요예측에 따른 고속철도 매출이 예측치에 턱없이 부족하여

선로사용료만으로 건설비 회수가 곤란한 상황이다.

<표 5-10> 경부고속철도 연계교통체계 구축기본계획 수립연구(2003년)

한편 공단의 수익구조는 선로사용료 이외의 수익원이 거의 없

으며,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은 모두 일반철도 유지보수

비로 재 지급하고 있어 부채를 해소할 자생 능력 부족한 실정이다.

<표 5-11> 공단의 수입 구조

자료 : 한국시설공단 재무제표

(단위 : 억원)

구 분
2015 년 2014 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선로사용료 8,471 68.0% 7,327 68.5%
정부보조금 2,786 22.4% 2,006 18.7%

기 타 1,204 9.6% 1,371 12.8%

합 계 12,461 100.0% 10,704 100.0%

구  분 2004 2005 2010 2015 2020 2025

수  
요

예상(A) 165,564 171,083 317,169 358,949 394,573 420,162
실제(B) 72,298 88,684 113,284 166,712
차이(A-B) 93,266 82,399 203,885 192,237
비율(B/A) 43.7% 51.8% 35.7%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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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철도시설공단의 적자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부채 회수

목적의 선로사용료 부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면 철도공사는

약 8천억(부채이자 6천 6백원 + 유지보수비 : 1천 4백 원)을 납부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철도공사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철도공

사 역시 공사 출범과 함께 건설당시 부채를 일부 부담을 하였고

선로의 노후화로 인한 개량비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속철도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항공, 버스 등 경쟁 교통수

단 이용자들을 철도로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및 수송량 증

대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수요예측

으로 발생한 부채누적에 대해 운영기관에게 모두 부담하게 한다면

거시적 국가재정에 또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정부보조금 측면에서 분석

시설관리자와 운영자가 부담해야할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앞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과수요

예측으로 인해 발생한 건설부채의 부담을 운영사가 부담하는 구조

에서 운영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렇다면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설관리자와 운영사의 갈등구조를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지가 의문이다. 즉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상

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시설관리자와 운영자에게 넘기고

있다. 하지만 시설관리자와 운영자 또한 건설당시 부채로 인해 경

영상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쉽게 해결하수 있는 입장이 아니

다. 유럽철도에서는 건설 부채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 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선로사용료에 대해 정

부에서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유럽철도 규제개혁에 맞게

시설관리는 정부가 부담을 하고 운영사의 경영성과를 확대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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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체제를 구축하고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일 것이다. 하지만

<표 5-10> 보듯이 우리나라는 유럽철도에 비해 건설비를 많이 부

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낮은 보조금을 책정 받고 있다.

<표 5-12> 주요국 정부보조금 비율

자료 :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European Parliament 2012,

So lid In fras tructure F inancing fo r e ff ic ien t ra il sys tem 2015

물론 우리나라에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는 일반철도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금 형식으

로 받는 것이다. 즉 시설공단의 경영상에 문제에 대한 보조금이

아닌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비용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마련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OC분야에 대한 보조는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

외 철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설비용을 국가에서 부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로사용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에 주목해야 할 것이

다. 특히 유럽위원회(EC)의 철도 지침에는 선로사용료가 운영자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우

리나라도 이제는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

요할 것이다.

인프라

관리자 수입

정부보조금 선로사용료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독일 9,570 4,428 46% 4,478 47%

영국 7,694 4,705 61% 2,802 36%

이탈리아 2,304 1,110 48% 1,028 45%

스웨덴 1,399 1,299 93% 100 7%
네덜란드 1,483 816 55% 25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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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개선방향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확보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개혁에 따라 2004년부터 철도의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철도시설

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 간의 계

약에 의해 철도시설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고속철도의

선로사용료 산정기준은 향후 30년 동안 고속철도의 건설비를 회수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매년 일정액을 선로사용료로 징수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로사용료로는 건설부채의 이자도 감당하

지 못하는 수준이다. 상환율도 26%에 불과하여 원금과 이자를 갚

을 수 없어 빚을 내서 빚을 막는 부채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수요예측으로 인해 발생한 건설비 국고분담율의 부적

합과 과도하게 부과하는 선로사용료로 인한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

양한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로사용료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첫 번째로 선로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선로를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지급하는 단위선로사

용료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선로사용료 산정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지원금이다. 과수요

예측에서 비롯된 계획을 전부 운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될 것

이다. 유럽철도는 건설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로사용에 대한 많은 보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과 같은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준칙이 마

련되어 시설관리자와 운영자의 경영 활동에 있어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경영성과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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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철도선로사용료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우리나라와

해외철도간 선로사용료 산정에 비교분석을 통해 부채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개선점을 도출해 보았다.

즉 비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운행비용의 일부를 선로사용료로

회수하는 단순한 비용회수의 성격을 선로사용료를 바라보고 있고

운행비용으로 정의된 비용은 선진국에서는 선로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한계비용을 구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운행

비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당시 선로사용

료를 31%로 산정하였는지에 대해 논의하였고 과도하게 예측된 수

송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다 보니 선로사용료 회수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누적되었다. 더욱이 정부는 현행의

31%수준으로는 건설부채이자비용도 지불할 수 없다하여 2105년부

터는 34%로 인상하였으며 지금 또 다시 인상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SOC분야의 수요 과대예측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과수요예

측에 대한 책임 소재는 다루어지지 않다보니 관리자와 운영자 모

두에게 재무건전성의 악화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SOC분야의

투자로 발생한 건설부채 생성과정과 투자비 회수 및 재무 분석을

통해 과수요예측이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과수요예측에 대해 정부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려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해외사례에서 보

듯이 건설부채를 국가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선로사용료에 대해

보조금을(최소45%) 지급한다면 운영자와 관리자 모두 만족하겠지만,

향후 투자 사업에 있어서라도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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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필요한 변동요소를 예측할 수 있는 준칙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선로사용료 산정에 있어 건설부채비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건설부채 비용 상환은 부채증가 구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정부가 국고 지원 비율 상향 및 이자로 증가되는 부채 증가분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SOC분야중 철도공사로

국한하였고 그중 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분석이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선로사용료 산정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단위선로

사용료 도입을 통한 기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해외선로사용료

사례를 분석하여 도입해보고자 했으나 각 국의 선로사용료 기준식

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산정방법에 대한 자료가 비공개로 되어 있

어 구하기가 힘들었으며, 우리나라철도망이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어 세분화하고 등급화 해보았지만 산정기준에 대한 논리가

미약하였다. 앞으로 단위선로사용료에 대한 본격적인 방향을 제시

하고 추가 연구가 이루어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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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1. 경부고속철도 건설비 변경내역

구 분
기본계획 수립
('90. 6.14)

1차 변경
('93. 6.14)

2차 변경(1단계)
('98. 7.31)

3차 변경(2단계)
('06. 8.28)

4차 변경(2단계)
('07.11. 1)

5차 변경(2단계)
('09. 6.24)

노 선
서울~천안~대전
대구~경주~부산

서울~천안~대전~
대구~경주~부산

서울~천안~대전~
대구신경주~부산

대전, 대구도심및
대구～부산신선

대전, 대구도심및
대구～부산신선

대전, 대구도심및
대구～부산신선

거 리 409㎞ 430.7㎞
412㎞
(409.8㎞)

167.2㎞ 167.2㎞ 169.5㎞

사업기간 `91.8.～`98.8. `92.6.～2002.5.
’92.6.～2010
(`92.6.～2004.4.)

'02～'10년 '02～'10년 '02～'14년

사업비 5조 8,462억원 10조7,400억원
18조4,358억원
(12조7,377억원)

7조1,900억원 7조2,136억원 7조5,562억원

역 사

서울,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부산

서울, 남서울,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남서울, 천안,
대전, 대구,
신경주, 부산

-서울역은 기존
서울역과
용산역을
확장이용

대전, 동대구,
경주, 부산,
오송, 울산,
김천․구미

대전, 동대구,
경주, 부산,
오송, 울산,
김천․구미

대전, 동대구,
경주, 부산,
오송, 울산,
김천․구미

운행시간
(2역정차)

101분 124분
116분
(160분)

130분 130분 130분

속 도
350㎞/h

(설계최고속도)
300㎞/h

(운행최고속도)
300㎞/h

(운행최고속도)
300㎞/h

(운행최고속도)
300㎞/h

(운행최고속도)
300㎞/h

(운행최고속도)

차 량 46편성 46편성
46편성

(해외12, 국내 34)

재원조달
계 획

재정지원 45%,
자체조달 55%

재정지원 45%,
자체조달 55%

재정지원 50%,
자체조달 50%

재정지원 50%,
자체조달 50%

재정지원 50%,
자체조달 50%

주 요
변경내용

-서울,대전,
대구역은
기존역 개량
활용
-서울~안양역
기존 경부선
이용
-남서울역설치

-대구~부산,
대전 및 대구
도심통과구간
기존선전철화
-서울역~남서울
기존철도 이용

-대전․대구도심
통과 지상화
-오송, 울산,
김천․구미역
추가
-중정비시설
추가
-재원분담율
조정

-부전중간역
신설대비
분기시설설치

-대전․대구도
심구간 사
업기간 변
경 2010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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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0년 운임인상(6.4%) 및 2021년 2층차량 도입에 따른 부채상환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고속철도매출액 20,825 22,587 22,632 22,748 25,090 30,069 30,107
기초부채잔액 190,300 196,931 200,067 201,248 202,229 202,153 200,312
당기이자비용(-) 6,970 6,686 6,393 6,213 5,852 5,673 5,504
선로사용료(+) 5,713 7,096 7,108 7,152 7,872 9,484 9,496
유지보수비(-) 1,498 1,871 1,895 1,920 1,944 1,969 1,994
추가차입 3,876 1,675 - - - - -
기말부채잔액 196,931 200,067 201,248 202,229 202,153 200,312 198,315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고속철도매출액 30,145 30,183 32,157 32,198 32,239 32,279 32,320
기초부채잔액 198,315 196,226 193,968 191,018 188,018 185,023 181,961
당기이자비용(-) 5,397 5,214 5,117 5,054 5,045 4,964 4,880
선로사용료(+) 9,505 9,517 10,140 10,152 10,165 10,178 10,191
유지보수비(-) 2,020 2,046 2,072 2,099 2,125 2,153 2,180
추가차입 - - - - - - -
기말부채잔액 196,226 193,968 191,018 188,018 185,023 181,961 178,830
구분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고속철도매출액 34,434 34,309 34,185 34,061 33,938 35,981 35,851
기초부채잔액 178,830 174,924 170,956 166,903 162,777 158,606 153,713
당기이자비용(-) 4,743 4,613 4,461 4,320 4,208 4,099 3,973
선로사용료(+) 10,857 10,818 10,779 10,740 10,701 11,345 11,304
유지보수비(-) 2,208 2,236 2,265 2,294 2,323 2,353 2,383
추가차입 - - - - - - -
기말부채잔액 174,924 170,956 166,903 162,777 158,606 153,713 148,765
구분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고속철도매출액 35,721 35,592 35,463 37,598 37,457 37,316 37,176
기초부채잔액 148,765 143,761 138,699 133,578 127,683 121,713 115,665
당기이자비용(-) 3,845 3,716 3,585 3,453 3,300 3,146 2,990
선로사용료(+) 11,263 11,223 11,182 11,855 11,811 11,766 11,722
유지보수비(-) 2,414 2,445 2,476 2,508 2,540 2,572 2,605
추가차입 - - - - - - -
기말부채잔액 143,761 138,699 133,578 127,683 121,713 115,665 109,538
구분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고속철도매출액 37,037 39,260 39,113 38,966 38,820 38,675 40,997
기초부채잔액 109,538 103,329 96,293 89,155 81,924 74,593 67,153
당기이자비용(-) 2,831 2,671 2,488 2,315 2,133 1,942 1,749
선로사용료(+) 11,678 12,380 12,333 12,287 12,241 12,195 12,927
유지보수비(-) 2,639 2,673 2,707 2,741 2,777 2,812 2,848
추가차입 - - - - - - -
기말부채잔액 103,329 96,293 89,155 81,924 74,593 67,153 58,822
구분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고속철도매출액 40,843 40,690 40,537 40,385 42,810 42,649 42,489
기초부채잔액 58,822 50,852 42,710 34,391 25,892 16,606 7,117
당기이자비용(-) 1,532 1,324 1,112 895 674 432 185
선로사용료(+) 12,879 12,830 12,782 12,734 13,499 13,448 13,398
유지보수비(-) 3,377 3,364 3,352 3,339 3,540 3,526 3,513
추가차입 - - - - - - -
기말부채잔액 50,852 42,710 34,391 25,892 16,606 7,117 (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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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0년 운임인상(7.4%) 및 2023년 2층차량 도입에 따른 부채상환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고속철도매출액 20,825 22,587 22,632 22,748 25,090 25,151 25,211
기초부채잔액 190,300 196,931 200,067 201,248 202,229 202,153 201,905
당기이자비용(-) 6,970 6,686 6,393 6,213 5,852 5,673 5,548
선로사용료(+) 5,713 7,096 7,108 7,152 7,872 7,891 7,910
유지보수비(-) 1,498 1,871 1,895 1,920 1,944 1,969 1,994
추가차입 3,876 1,675 - - - - -
기말부채잔액 196,931 200,067 201,248 202,229 202,153 201,905 201,537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고속철도매출액 30,145 30,183 32,157 32,198 32,239 32,279 32,320
기초부채잔액 201,537 199,536 197,366 194,505 191,597 188,699 185,736
당기이자비용(-) 5,485 5,302 5,206 5,146 5,141 5,062 4,981
선로사용료(+) 9,505 9,517 10,140 10,152 10,165 10,178 10,191
유지보수비(-) 2,020 2,046 2,072 2,099 2,125 2,153 2,180
추가차입 - - - - - - -
기말부채잔액 199,536 197,366 194,505 191,597 188,699 185,736 182,706
구분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고속철도매출액 34,434 34,309 34,185 34,061 33,938 35,981 35,851
기초부채잔액 182,706 178,903 175,039 171,093 167,075 163,016 158,236
당기이자비용(-) 4,846 4,718 4,568 4,428 4,319 4,212 4,090
선로사용료(+) 10,857 10,818 10,779 10,740 10,701 11,345 11,304
유지보수비(-) 2,208 2,236 2,265 2,294 2,323 2,353 2,383
추가차입 - - - - - - -
기말부채잔액 178,903 175,039 171,093 167,075 163,016 158,236 153,406
구분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고속철도매출액 35,721 35,592 35,463 37,598 37,457 37,316 37,176
기초부채잔액 153,406 148,521 143,582 138,588 132,823 126,985 121,073
당기이자비용(-) 3,965 3,839 3,711 3,582 3,433 3,282 3,130
선로사용료(+) 11,263 11,223 11,182 11,855 11,811 11,766 11,722
유지보수비(-) 2,414 2,445 2,476 2,508 2,540 2,572 2,605
추가차입 - - - - - - -
기말부채잔액 148,521 143,582 138,588 132,823 126,985 121,073 115,086
구분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고속철도매출액 37,037 39,260 39,113 38,966 38,820 38,675 40,997
기초부채잔액 115,086 109,021 102,132 95,145 88,069 80,898 73,622
당기이자비용(-) 2,975 2,818 2,639 2,470 2,293 2,106 1,917
선로사용료(+) 11,678 12,380 12,333 12,287 12,241 12,195 12,927
유지보수비(-) 2,639 2,673 2,707 2,741 2,777 2,812 2,848
추가차입 - - - - - - -
기말부채잔액 109,021 102,132 95,145 88,069 80,898 73,622 65,460
구분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고속철도매출액 40,843 40,690 40,537 40,385 42,810 42,649 42,489 42,330
기초부채잔액 65,460 57,662 49,698 41,561 33,248 24,154 14,861 5,363
당기이자비용(-) 1,704 1,501 1,294 1,082 866 629 387 140
선로사용료(+) 12,879 12,830 12,782 12,734 13,499 13,448 13,398 13,348
유지보수비(-) 3,377 3,364 3,352 3,339 3,540 3,526 3,513 3,500
추가차입 - - - - - - - -

기말부채잔액 57,662 49,698 41,561 33,248 24,154 14,861 5,363 (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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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열차서비스 운영으로 발생하는 직접비용 계산 방식(EU규정)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훈련 2012/34/EU-

1. 철도망의 집중사용의 결과로 급격한 개량 또는 유지보수작업 필요로 인해 직접비용

(열차서비스 운영의 결과로 발생한 직접비용) 계산이 고려됨.

2. 시설물관리자는 효율적인 관리와 비용 조절을 발행하는 여러 제한에 직면한 와중에

철도망 운영의무가 있다. 결과적으로, 회원국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수

준에 직접 비용을 설정할 기회가 있어야 함.

3. 열차서비스로 발생하는 직접비용을 선로사용료로 설정함으로써 시설물관리자가 열차

서비스 운영을 통해 재정적자 또는 재정흑자를 기록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4. 역사자산가치는 시설물관리자가 자산 구입을 위해 지불한 비용에 기초한다. 단, 시설

물관리자가 여전히 그 비용을 책무가 있을 경우로 한함.

5. 시설물관리자는 자산에 대한 투자비용 회수가 불가하다.(비용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

6. 열차서비스 운영으로 발생하는 직접비용 계산 방식이 의회 전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설물관리자에 적용하는 현행 시설물사용료 계산 시스템과 비용정보와 호환 가능해야 한다.

7. 일상적인 영업환경에서 예상 비용과 실적수준을 통해서는 높은 수준의 직접비용, 선로

사용료, 선로의 비효율적인 이용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자산가치는 가치가

이용불가하거나 현 가치가 낮은 경우에 오직 적용된다. 예상가치 또는 대체가치, 예상

비용, 예상실적은 시설물관리자가 규제기관에 정보를 객관적으로 산출했다고 입증한

경우 사용가능하다.

8. 시설물관리자는 직접비용계산식에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열차서비스 운행으로 직접 유발된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로변의 신호 장치와 신호소 마모와 손상은 교

통량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접비용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반대로, 시설물의

부품은 열차 서비스에 의해 마모 및 손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직접비용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열차와 시설물에 센서 설치가 대중화 되면서, 열차 운

행서비스에 의해 유발되는 실제 마모와 손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9.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열차운행서비스로 발생하는 직접비용 계산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은 본 규정을 고려한다.

10. 케이블이나 변압기와 같은 전기 공급 장치는 일반적으로 열차서비스 운행에 의한 마모

및 손상의 대상이 아니다. 위 장치는 열차서비스 운행에 따른 마찰 또는 충격의 위

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기 공급 장치의 비용은 열차서비스 운행에 따른

직접비용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기기관차 운행 시 열차가 마찰로 인해

전차선을 마모시키고 아크를 유발했다면, 전차선의 유지보수와 개량비의 일부는 열

차서비스 운행으로 발생한 직접비용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전차선 장치의 다른

부품에 대한 유지보수와 개량비는 전기와 기계적 부담을 유발하는 열차운행의 직접

결과로써 여기 질 수 있다.

11. 디자인적 특성을 지닌 선로사용을 통해 다른 수준의 직접비용을 유발 할 수 있다.

회원국은 시설물관리자가 다른 수준의 직접비용을 반영한 국제관례를 따라 직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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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값을 산출하는 것을 허락한다.

12. 한계비용에 의거한 선로사용료는 시설물 용량의 효율적인 이용을 극대화 한다는 것은

확실한 경제원칙이다. 그에 따라, 시설물관리자는 열차서비스운행으로 발생하는 직접

비용계산을 위해 한계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13. 국제 관례적으로 경제계량 또는 기술 모델과 같은 시설물 이용에 대한 한계비용 계산을

위한 방법과 모델을 구축하였음. 동시에 각각의 시설물 특성을 지닌 개별 회원국의

맞춘 독립적인 분석법과 리서치를 발전시키고 있음. 결론적으로 시설물관리자는 열

차서비스 운행으로 발생하는 직접비용 식별을 위해 그러한 모델을 사용이 허가된다.

14. 다른 형태의 경제계량 또는 기술 모델이 시설물 사용에 대한 직접비용 또는 한계비용

계산의 정확성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비용모델은 총 비용에서 비적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보다 높은 수준의 데이터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게다가, 규제기관은 훈령

2012/34/EU의 조항에 따른 계산법 준수를 아직 입증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높은

수준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시설물관리자는 경제계량 또는 기술모델 또는 두 방식의

복합사용을 기반으로 직접비용을 산정할 권리를 지닌다.

15. 규제기관은 각기 다른 부과원칙이 시설물관리자가 제공한 정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

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훈령 2013/34/EU의 첨부 4에 따르면 시설

물관리자는 Network Statement에 비용과 부과요금에 대한 방법, 규칙, 규모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16. 시설물관리자와의 협업을 통해 국제학술연구는 직접단위비용 값을 계산했다. 비록

이러한 연구는 회원국의 각기 다른 열차구성과 도착치를 기반의 다양한 방법을 분석

하였지만, 열차거리(km)당 직접비용은 대부분 1000t급 기차 기준 열차거리(km)당 2

유로 이하(2005년 가격과 환율적용)라고 밝혀졌다. 규제기관의 행정적인 노력을 방지

하지 위해, 값이 위의 수준 이하로 유지된다면 직접비용 계산을 위해 같은 세부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17. 생산성 향상, 새로운 기술전파, 비용요인 이해 등과 같은 각기 다른 이유로 직접비용

계산은 국제관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또는 검토 되어야 한다.

18. 철도운영자는 예측가능한 부과체계가 필요하고 시설물 이용료 개선에 대한 기대있다는

가정 하에 규제기관에서 단계별 계획을 요구하는 경우 시설물관리자는 열차서비스를

운영하는 철도운영자를 위해 현행 계산 방식이행 검토에 따라 부과요금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잇는 단계별 계획을 제공해야한다.

19. 본 규정에서 제공하는 조치들은 훈령 2013/34/EU의 제 62(1)조항에 언급된 위원회

의견을 따른다.

제 1항 주제와 범위

1. 본 규정은 서비스시설과 연관된 시설물에 대한 접근권한과 최소접근권한패키지

(minimum access package)에 대한 부과요금 제정 목적으로 열차서비스 운영으로 발

생하는 직접비용의 계산 방식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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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 재정조달 또는 훈령 2012/34/EU의 8항에 기재된 시설물관리자의 수익과 지출간

균형에 관한 조항을 침해 없이 본 규정은 적용된다.

제 2항 정의

규정은 다음의 정의들을 적용한다.

1. 직접비용은 열차서비스 운행의 결과로써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뜻한다.

2. 직접단위비용은 열차키로, 차량키로, 톤키로 당 직접비용을 뜻한다.

3. 비용센터는 시장서비스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비용을 배분하기 위해 비용을

할당하는 시설관리자의 회계처리 시스템 안에 있는 사업단위이다.

제 3항 선로길이 기준 직접비용

1. 선로길이 기준 직접비용은 최소접근권한패키지의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시설과 연관된

시설물 접근권한 비용과 제 4항에 언급된 직접비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비용간 차이로

계산된다.

2. 회원국은 시설물관리자가 1절에 언급된 선로넓이 기준 직접비용 계산을 위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비용 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

3. 선로길이 기준 직접비용 계산 목적을 위한 자산 가치는 가치가 이용불가하거나 현 가치가

낮은 경우 역사가치 또는 현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역사가치는 시설물관리자가 자산 획득

시기에 지불한 금액을 기초로 한다. 시설물관리자의 채무 면제의 경우(다른 entity를

통한 면제), 시설물관리자는 채무 면제의 관련부분이 자산 가치와 선로길이 기준 관련

직접비용 감소에 기인한다고 본다. 첫 문장을 수정함으로써 시설물관리자는 예상가치,

현 가치, 대체가치를 포함하는 가치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측정되었고 규제당국에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인증되었다면 적용할 수 있다.

4. 제 4항에 대한 침해가 없고 시설물관리자가 국제관례에 의거하여 열차서비스 운행에

의해 발생한 직접 비용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시설물관

리자는 선로길이 기준 직접비용 계산에 다음의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철도운영자가 정기 선로 운영시간 외에 특정 열차서비스 운행을 요청한 경우 선

로연장사용에 필요한 인건비

(2) 열차서비스에 의해 마모와 손상 위험에 노출된 선로전환기와 교차부(크로싱)와

같은 분기 시설물의 비용 일부

(3) 전차선 또는 제 3궤조의 개량과 유지보수 와 열차서비스 운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전차선 기기 지원 비용의 일부

(4) 열차선로 배분과 시간표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인력이 열차서비스 운행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경우)

5. 본 항의 계산식에서 사용되는 비용은 시설물관리자가 가져온 또는 예측한 지불금액에

의거한다. 본 항하에 계산된 비용은 동일한 시간의 데이터로 일관되게 측정 또는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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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 비 직접비용

1. 시설물관리자는 다음의 비용들은 선로넓이 기준 직접비용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시설물관리자가 열차운행 없이 감당해야 하는 선로의 길이와 관련된 고정비

(2) 시설물관리자가 처리하지 않는 지불금액과 관련된 비용. 최소접근권한 패키지 제공

또는 서비스시설과 연관된 시설물 접근권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비용

또는 비용센터

(3) 토지 또는 고정 자산의 취득, 판매, 처분, 제독, 재건축, 임대비용

(4) 선로 전역의 봉급과 연금과 같은 간접비

(5) 금융비

(6) 기술 발전 또는 노후비

(7) 무형자산 비용

(8) 열차서비스 운행에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선로변 센서, 통신장치. 신호장치 비용

(9) 정보, 선로밖에 설치된 통신장치 또는 전화통신 장치 비용

(10) 훈령 2012/34/EU의 35항의 침해 없이 불가항력, 사고, 서비스 중단 사건발생과

연관된 비용

(11) 열차서비스 운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 견인력을 위한 전기

공급 장치 비용. 전기 공급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열차서비스 운행의 직접비용은

전기 공급 장치 비용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12) 열차서비스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다면 훈련 2013/34/EU 참조

(13) 훈령 2012/34/EU의 31(5)항과 32(4)항에 언급된 차별화된 부과 체계에 의해 발

생한 행정비용

(14) 열차서비스 운행으로 발생하는 시설물 마모와 손상기반으로 알지 못하는 감가상각

(15) 열차서비스 운행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 개량비의 일부

2. 시설물관리자가 특정 시설물 투자에 대한 금융조달을 위해 갚을 의무가 없는 자금지

원을 받았고, 투자가 직접비용 계산에 고려되었다면, 훈령 2012/34/EU의 32항에 대한

침해 없이 투자비용은 요금수준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3. 본 항으로 인해 계산식에서 제외된 비용은 항 3(5)에 참조된 시기를 기반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다.

제 5항 직접단위비용의 계산과 조정

1. 시설물관리자는 선로길이 기준 직접비용을 예측 또는 실제 차량키로, 열차키로 또는

톤키로로 나누어 전체 선로에 대한 평균직접단위비용을 계산한다. 시설물관리자가 훈령

2012/34/EU의 55항에 언급된 규제기관에 2절에 언급한 가치 또는 기준이 선로 각

부분에 따라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선로의 각 부분을 배분한 후, 시설

물 관리자는 선로의 각 부분에 대한 직접비용을 예측 또는 실제 차량키로, 열차키로

또는 톤키로로 나누어 평균직접단위비용을 계산한다. 예측기간은 수 년을 아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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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평균직접단위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시설물관리자는 차량키로, 열차키로, 또는 톤

키로의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위의 계산법이 열차서비스 운행과 연관된 직접

요인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3(3)항에 대한 침해 없이 시설물관리자는 예측 비용의

산출액을 적용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설물에 유발하는 각기 다른 마모와 손상 수준을 고려

하여 평균직접단위 비용을 조절할 수 있다.

(1) 열차 길이, 열차 내 차량 수

(2) 열차 중량

(3) 차량 타입 특히 스프링 하중량(스프링에 의지하지 않는 중량)

(4) 열차 속도

(5) 전동 견인력

(6) 차축 중량, 차축 수

(7) 휠 플랫의 수 또는 휠 미끄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효율적인 사용

(8) 차량의 종적인 단단함과 트랙에 가해지는 횡적인 압력

(9) 전차선 또는 전기레일의 마모와 손상을 충전하기 위한 매개변수로써 소모되고 측

정된 팬터그래프 또는 접촉자의 전기력 또는 에너지

(10) 선로 척도 특히 반경

(11) 시설물관리자가 규제기관에 각 변수간 차이가 있는 값을 객관적으로 측정 또는

기록했다는 사실을 규제기관에 입증한다면 변수와 관련된 비용

3. 직접단위비용의 조정은 항 3(1)에 언급 된 대로 선로길이 기준 직접비용의 상승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

4. 시설물관리자의 선동으로 인해 계획되었거든 또는 그렇지 않았든 열차의 목적지 변경

으로 초래된 추가 비용은 열차서비스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설물관리자가 철도운영자에 추가비용을 배상했거나 훈령 2013/34/EU의 46

항에 따른 조정절차에 거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의 첫 문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본 항의 계산식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 키로, 열차 키로, 톤 키로 또는 혼합된 수치는

3(5)항에 언급된 참조기간에 기반 하여 측정 또는 예측된다.

제 6항 비용 모델

3(1)항과 5(1)항의 첫 문장에 따른 수정에 의해 시설물관리자는 직접단위비용을 확실히

입증된 계량경제 또는 기술 비용 모델을 통해 계산한다. 단, 직접단위비용이 오직 열차

서비스 운행에 의해 초래된 직접비용을 포한한다는 것과 4항에 언급된 비용들을 포함하

지 않는다는 사실을 규제기관에 입증 한 경우이다. 규제기관은 시설물관리자에 3(1)항과

5(1)항에 따른 직접단위비용 또는 첫 문장에 다른 비용모델에 따른 직접단위비용 비교를

위한 계산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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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 관리 간소화

1. 3(1)항에 의거한 선로넓이에 기초한 직접비용 또는 6항에 의거한 모델 기반 하여 계

산한 직접비용을 참고기간에 운행한 열차키로, 차량키로, 톤키로의 수를 곱한 값이 총

유지보수와 개량비의 15% 미만 또는 유지보수비의 10%와 개량비 20%의 합 미만인

경우 규제기관은 간소화된 방식으로 선로 넓이 기반 직접비용 계산을 통해 훈령

2012/34/EU의 56(2)항에 언급된 관리법을 사용 할 수 있다. 회원국은 제시된 값의 두

배가 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위 단락의 퍼센티지를 높일 수 있다.

2. 1000톤 열차의 열차키로당 평균직접비용이 2유로(2005년 가격과 환율적용)를 넘지 않

는다면 규제기관은 5(10항에 언급된 평균직접단위비용과 5(2)항에 언급된 조정된 평균

직접단위비용 또는 6항에 언급된 비용 모델의 계산법을 수용한다.

3. 단락 1과 2에 언급된 관리 간소화는 상호간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관리 간소화는 훈

령 2012/34/EU의 31항 또는 56항에 침해되서는 안 된다.

4. 규제기관은 관리 간소화의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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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통 SOC 공공기관 투자사업 현황

❑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10년 간 고속도로 건설에 총 27조6,899

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이중 한국도로공사는 57.4%인 15조8,881억원

을 투자

◦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용지비의 100%, 공사비․설계비의

50%를 분담하였으나 2014년부터 공사비․설계비의 경우 40%로

분담비율을 축소하였으며,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

면 향후 재정분담비율은 축소될 예정임.

◦ 2016년에 한국도로공사는 1조8,5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7년

이후 19조 5,624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10년 간 경부고속철도 3조6,111억원, 호남

고속철도 3조6,064억원, 수도권고속철도 8,825억원 등 고속철도 건

설을 위해 총 8조1,000억원을 투자

◦ 고속철도건설 비용은 정부와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데, 수익성 여부에 따라 노선별 분담

비율이 상이함.

◦ 2016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고속철도건설에 2,68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6년 이후 호남고속철도건설에 1조11억원, 수

도권고속철도건설에 1,568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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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교통 SOC 공공기관 부채 현황

❑ 2014년 말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규모는 26조4,622억원이며

자본화된 이자비용을 포함할 경우 이자보상배율은 0.9배, 원금상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차입금상환계수는 9.04배로 재무안정성이

취약함.

◦ 2014년 말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비율(부채/자본)은 91.6%이며 이

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1.16배로 재무지표상으로는 한국

도로공사의 재무구조는 안정적으로 보임.

◦ 단기적인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보다는 원금상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차입금상환계수를 이용할 경우 한국도로공

사의 차입금상환계수는 2014년 말 현재 9.04배로 원금상환능력이

취약한 상황임.

◦ 공사의 이자보상배율을 건설 중인 자산 등에 자본화된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재계산하면 2014년 말 현재 0.9배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 2014년 말 기준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규모는 18조9,792억원

이며 자본화된 이자비용을 포함할 경우 이자보상배율은 0.5배, 원

금상환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차입금상환계수는 49.0배로 재무안

정성이 취약함.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선로사용료 수입이 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단의 부채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말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은 0.84배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화된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재계산할 경우 0.5배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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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lculation formula for track

access charge

Sangwon JEONG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pening of the Gyeongbu high-speed railway in Korea is an

epoch-making event that changes the people's living rights. The

transportation revolution to the single living zone and the benefits

provided to the people have been going on in the high-speed

construction, leading to the Honam Express Railway (Osong ~

Gwangju Songjeong) and the Seoul Metropolitan Express Railway.

However, on the internal side of the railway industry,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and the Korea Railroad Authority, the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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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facility, have suffered constant conflicts about the debt costs

incurr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high - speed railway. Therefore,

we analyze the problem of railway fee and look for improvement

plan. According to the railway operator's income standard, 34% of

the new railway operation revenues are imposed on the railway fee.

Europe, on the other hand, is setting the cost of using the facilities

necessary for train operation such as speed, route, frequency, train

type. In Germany, the cost of each unit is based on the cost basis

(usage base, performance basis, etc.), and Belgium calculates the unit

line fee based on the cost of four routes (facilities, administration,

And the line fee.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pose a unit line fee

for the railroad in Korea by utilizing the railway train, which is

common in Europe, for estimating the railway fee for high - speed

railway in Europe. In addition, we will examine the government

contribution to find out how to repay the debt cost for the railway

line fee. Since 2017, railroads have come to an era of full-scale

railroad competition. In order to solve the disputes between the

facility manager and the railway operator, we need to clarify the

mutual role between new and existing railway operato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levant standards to clarify the limit of

liability among stakeholders.

keywords : track access charge, railway reform, construction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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