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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요약문
가. 용 역 명 : 통합철도망 구상(총체)
나. 목 적 : 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한반도 철도망은 대륙철도로 연결되는 신의
주, 나진축의 X자형 구상만 선언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등 과거에 건설된 북한철도 재래선
복원 및 연결 위주의 구상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남․북한지역 철도시설의 당면 과
제를 분석하여 한반도 통합철도망을 구상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향후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시기 도래시 정책대안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
다. 용역개요
1)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변화 예측 및 시나리오 작성
2) 기존 북한철도 관련 연구내용 분석 및 종합
3) 주요 외국의 통합교통망 구축 사례 조사 분석
4) 한반도 통합철도망 비전 제시
5) 한반도 통합철도망 사업별 우선순위 제시
6) 한반도 통합철도망 재원조달 방안 검토 및 정책적 분석
라. 요약
제1장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변화 예측 및 시나리오 작성에서는 최근 한반도의 정치,
경제적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세계경제 추세 및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물류․교통 동향을
점검하였다. 이에 더하여 동아시아 국가 및 EU의 수송정책 및 발전계획을 살펴보고, 남․
북한 철도의 현황 및 환경변화와 대륙철도 관련 동향 및 환경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최종적
으로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북핵 및 남북관계 전망
시나리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여건변화
전망에 따른 시나리오, 실용주의적 접근을 위한 단계별 남북철도․대륙철도 구축 시나리
오, 궤도 및 시설물 관점에서의 시나리오의 총 5가지의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축하였
다. 궁극적으로 통합철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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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었다.
제2장 기존 북한철도 관련 연구내용 분석 및 종합에서는 국토부, 연구원, 기타기관 등에
서 수행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존 북한철도 연구를 요약하고 나아가 본연구의 차
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에서는 깊게 다루어지지 않은 남북한철도 시설(노반, 궤
도, 신호체계)의 노선별 상호 호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의 철도 수송수요 추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5절에서는 수도권 서부 및 동부 우회노선에 대한 대안 등 남북철
도 연결 시 남한 철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고려사항 등을 정리하였다.
제3장 주요 외국의 통합교통망 구축 사례 조사 분석에서는 통일 독일의 통합교통망 사례
현황과 그 시사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궤간가변열차, 국경역 수송체계, 이
단적재열차, 한일해저터널 등 통합교통망 시스템 구축 사례에 대한 내용 등을 정리하였다.
제4장 한반도 통합철도망 비전 제시에서는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의미와 여건분석을 통
해 남북한 철도 통합의 주요과제를 도출하였으며,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토
대로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통합철도망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5장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수송수요 분석과 비용 및 경제적 효과분석에서는 북한의 수
송수요를 북한 내부 물동량, 남북한 교류 물동량, 한중러 교류 물동량, 북중러 물동량의 크
게 4가지로 나누어 추정하였고, 비용검토 및 제조업 생산함수를 이용한 파급효과 및 산업
연관표를 이용한 간접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6장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의 우선순위에서는 북한 주요 간선축의 우선순위를 설정
하고, 동북아차원의 한반도 장기발전 구도 및 남북경제통합 촉진 측면에서 각 노선의 중요
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AHP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검
증하였으며, 이데 따른 대안을 선정하였다.
제7장 재원조달방안에서는 통합철도망 구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필요한 전제조건 및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한계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성공적으로 평가 받는 베트남 민관협력 사례를 정리하여 향
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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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철도는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의미는
단순히 철길이 열리는 것을 넘어서 단절되었던 동북아 공간의 복원뿐만 아니라 한반도 경
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남한경제, 북한경
제, 동북아경제의 연계성을 재고하고, 남과 북이 자율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경제권을
의미한다. 특히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개방과 협력의 수준을 대폭 재고하는 것이다.
통합철도망 연결을 통해 남한경제와 북한경제 그리고 동북아경제권과의 연계성을 강화
하여 동북아의 인적ㆍ물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이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대립
과 갈등의 역사를 교류와 협력의 역사로 전환하는 `공존공영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제국주의의 산물이며, 식민지경영의 상징이었던 철도가 유럽의 경제 · 사
회 · 문화를 통합해 EU 결성을 앞당긴 것처럼,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통합철도망 사업은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유라시아 랜드브리지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경제 · 사회 · 문
화 공동체를 촉진하는 미래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최근 동북아지역은 세계 3대 교역권(EU · NAFATA · 동북아) 중 하나로 세계 물동량
비중은 약 30%로 급증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 간 물적 · 인적교류의 증가로 인해 물류시
설은 포화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증가된 물동량을 수용하기 위해서 동북아 주요 국가 간
철도연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통합철도망은 앞으로 동북아를 통합하는 국제 승객철도
망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국제 화물철도망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는 남북협력과 다
자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한반도의 대륙 물류 거점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통합철
도망 구상은 남과 북 양자 간 협력뿐만 아니라 남 · 북 · 러 및 남 · 북 · 중의 다자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여 상호 선순환적인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역내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대륙 인프라 협력 모델
로 확대 ·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저비용 · 정부 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고비용 · 국제투자가 가능한 민간 참여의 대규모 사업으로 확
대해 가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철, 에너지, 녹색 3대 신(新) 실크로드`
경제협력에 추동력을 제공하고, 대륙물류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 자원 개발
과 연계한 패키지 사업화로 경제성을 확보해, 한반도의 유라시아 대륙물류 거점화에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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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변화
예측 및 시나리오 작성

제1장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변화 예측
및 시나리오 작성

제1절. 최근 한반도의 정치, 경제적 환경변화
그동안 남북 경협은 금강산⋅개성공단 사업,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을 비롯하여,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은 이제
어느 정도 법⋅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교역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2010년 한반도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불안정성과 불
확실성은 증대되는 형국이다.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군사적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되었
고,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역시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다 북한의 권력 구조 변화 가능성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발 금융 위기이후 세계 경제시
장의 불안 요인까지 겹쳐,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의 해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는 ‘상생⋅공영의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실질적 토대 구
축을 대북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한미 동맹 강화와 ‘비핵
⋅개방⋅3000 구상’을 통한 상호주의와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였다. 더욱이 대외 정책 틀 속
에서의 대북 정책 추진, ‘先 핵 폐기, 後 남북 경협 확대’ 강조 등은 경협 활성화를 통한 북한
변화 유도를 추구했던 이전의 대북 포용정책과는 구분된다. 차별화된 대북 정책 추진 방향은
지난 대북 정책과 남북 경협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한 듯하다. 정부는 북
핵 진전과 사업의 경제성, 재정 부담 능력과 국민적 합의 등의 대북 경협 추진 4원칙을 제시
하면서, 남북간 합의한 10.4 선언의 합의 사항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
였다. 이에 북한은 ‘‘비핵⋅개방⋅3000 구상’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계속적으로 6.15 및 10.4
선언의 이행과 대북 정책 수정을 촉구하면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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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남북협력의 평가
1988년 7.7 선언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 경협은 질적⋅양적 측면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
루었다. 지난 20여 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경협이 긍정적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적⋅질적 성장 속에 남북 경협이 대폭 확대되고 다양화되었다. 남북 총 교역은
1990년 1,350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16억 7,908만 달러로 124배 이상 늘어났고, 특히 개성
공단은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모델로 2003년 6월 30일 착공 이래 2009년까지
총 116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되고 있으며, 누적생산액은 약 7억 5,54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두 번째로 남북 경협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상생(win-win)의 협력 사업일 뿐 아니라, 남북 경제의 균형 발전과 경제공동체 형성, 그리
고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실현과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를 통한 대외 신인도 제고 효과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수지 적자 개선, 공단 개발 및 관광 인프라 투자, 인건비 절감 등을 통
한 남한의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은 고임금,
부지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함께, 북한에게는 자본
과 기술, 생산 관리 노하우 등을 전수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 효과와 심
각한 경제난 완화 효과가 있다.
세 번째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대립의 완충 및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
써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남북 당국간 대화 단절 속에
서도 민간의 경협을 통한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은 극단적인 대립 관계 형성의 예방과
비공식적인 외교 채널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 경협 확대는 남북 간의 군사
적⋅이념적 대립보다는 정책적 실사구시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적대적 대립’ 관
계를 ‘경쟁적 공존’ 관계로의 변화를 촉진시켜 법⋅제도적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의 평화적 통일’(de facto peaceful unification) 구현의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은 군사 분계선의 북상 의미가 있으며, 대결과 갈등의
지뢰밭인 비무장지대(DMZ)를 ‘화해⋅협력의 통일 꿈을 실현하는 평화적 공간’(DMZ :
Dream Making Zone)으로 거듭나게 한, 보다 적극적 개념의 안보 교육장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 경협 회담과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경협 합의서 체결 등은 남북 관
계를 제도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남북 경협은 중장기적으로 군축과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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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을 통한 국방 부문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감축된 군 병력의 산업 인력으로의 전환
을 통한 생산 증대 효과 등의 통일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간의
이질감 해소와 신뢰 증진, 대남 인식의 긍정적 변화,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해결의
돌파구 제공 등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성사된 남북통일농구
대회와 평양교예단의 서울 공연은 각종 국제 체육대회의 동시 입장과 응원으로 연결되어
남북한 체육⋅문화 교류 확대의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대회 동시 입장과 응원을 비롯하여, 각종 체육⋅문화
⋅종교 행사로 연결된 것이다.
결국, 남북 경협은 참여하는 경제 주체에게는 경제적 수익을 제공하고, 참여하지 않은
남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긍정적 외
부 효과를 가져오는 공공재(public goods)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북
경협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경제 외적 측면에서 더 큰 의미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남북 경협이 남한의 ‘일방적 퍼주기’가 아니라 ‘경제적 지원’과 ‘평화 유지 및 분단
관리’ 비용의 맞교환이라는 무형의 편익이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남북 경협에 대한 긍정적 해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상당수 대북 진출 기업
들이 적자 상태라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발사와 이로 인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흡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경협과 평화⋅안보 분야의 불균
형적 성과로 인해 ‘경협을 통한 북한 변화 유도’라는 소기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
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남북 경협 추진 과정에서 아쉬운 점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거래
성 교역을 제외한 실질 교역(일반 교역 + 위탁가공 교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북 진출 기업의 수익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이 아직까지 초기 단계
에 머물고 있어 투자 자금 회수와 본격 가동을 통한 대규모 수익 창출 기업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자금력과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경쟁적 진출과 사전 준비 부족 등
의 남측 요인도 있지만, 대부분이 3통(통신⋅통행⋅통관)과 북한 내 열악한 경협 인프라
여건, 경협에 대한 북한의 경직된 인식(남북 경협을 숭고한 애국 사업으로 규정하고, 잘사
는 남쪽이 도와주는 것을 당연시 함), 계약 불이행과 법⋅제도적 장치 미비 등 북측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기술자의 북한 내 장기 체류와 북한 기술자의 남한 본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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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등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다음으로는 경협을 통한 북한 변화 유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체제 변화와 개혁⋅개방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남북 경협은 북한에게 있어서 경제난 완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사상 오염
과 자본주의 의식의 확산에 따르는 주민 통제 불안, 대남 의존도 심화와 흡수 통일 우려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의 이중성과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근본적이고 실질
적 변화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개
성의 특구 개방을 비롯하여, 7.1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후속 조치 단행, 시장 경제 마인드
확산, 해외 경제 연수와 서방국과의 수교 확대 노력 등의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 제고 노력
은 경협을 통한 작지만 큰 변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남북간 경제 협력 부문과 평화⋅안보 부문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함에 따
라 ‘대북 퍼주기’ 논란과 저자세 비판이 존재한다. 특히 2006년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우리 정부의 지나친 대북 양보와 유화 정책 추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부족이라는 비판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간의 근본적인 이념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
으며, 최근의 통미봉남 전략은 대북 인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소홀과 대북 지원 물품의 분배 모니터링 시스템
의 취약도 경협에 대한 국민적 지지 부족과 남남갈등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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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남북협력 여건 전망
통일부의 ‘상생⋅공영의 대북 정책1)에 의하면,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의 핵심은 ‘국
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이며, 이를 위해 한미 동맹 강화와 비핵⋅
개방⋅3000 구상을 제시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대북 정책 비전을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실질적 토대 구축’으로 제
시하였다. 이를 위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의 3가지 비전을 제시하였다. 다
시 말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통한 새로운 평화
구조를 창출하여 평화공동체를 만들고, 북한의 발전과 국제사회의 참여 지원을 통한 상생
의 남북 경협을 추구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며,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및 남북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7천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상생의 남북 경협 부문에서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
체 실현으로, ‘先핵폐기, 後경협 확대’를 강조하면서 핵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강조
하였다. 이 구상은 MB 독트린 7대 원칙의 첫 항인 ‘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 정책’ 추진과 일맥상통하다. 이는 북한이 핵 포기와 개혁⋅개방에 나서
면, 북한 경제의 수출 주도형 전환 지원과 400억 달러의 국제협력자금 조성 등을 통해 매년
15∼20% 성장하여 10년 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000 달러가 되도록 적극 돕겠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해, 철저하고 유연한 접근의 일환으로,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
고 핵을 포기하면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을 위한 5개의 포괄적 대북 패키지 지원안
을 본격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비핵⋅개방이란 전제 조건이 충족
되면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대대적인 경협과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는 ‘조건부 연계 정책’
혹은 생산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 경협 정책으로 해석된다.

1) 통일부,

『상생⋅공영의 대북 정책』

,

http://www.unikorea.go.k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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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 1-1 비핵⋅개방⋅3000 구상 실현을 위한 5개의 포괄적 대북 패키지 지원 안
주요 내용
- 경제 분야 : 북한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3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기업 100개 육성
- 교육 분야 : 30만 명의 북한 경제 금융 기술 전문 인력 육성
비핵⋅개방⋅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3000의 - 재정 분야 : 400억 달러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조성
5대 패키지안 - 인프라 분야 : 新경의고속도로 건설, 한반도 대운하 연계
기간통신망 연결, 항만⋅철도⋅도로 정비 등
- 복지 분야 :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절대 빈곤 해소와
의료 지원, 주택 및 상하수도 개선, 산림 녹화 등)
비핵⋅개방⋅3000 구상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제1단계(핵시설 불능화 완료)에서는 남
북경제공동체 실현의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남북 경협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며, 제2단계(북핵 폐기 이행)에서는 5대 분야 중 교육⋅생활 향상의 일부 프로젝트 가동
의 추진하며, 3단계(북핵 폐기 완료)에서는 5대 분야를 본격 가동하고 400억 달러의 국제
협력기금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정치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북 경협 추진 4대 원칙은 ① 북핵 문제의 진전 ② 경제적 타당성 ③ 재정 부담
능력 ④ 국민적 합의를 제시하였다. 이 원칙에 따라 “현 정권이 추진한 대북 경협 사업 중
‘우선 할 것’ ‘나중에 할 것’ ‘못할 것’으로 구분하여 추진 하겠다”면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협력 사업은 취임 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안변과 남포 조선소 설립, 해주 경제특구 등은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는 면밀히 따
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핵⋅개방을 대규모 경협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북핵 진전 여부가
향후의 남북 경협 확대의 최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
원장 체제의 안정성과 후계자 문제, 개혁⋅개방 속도 등도 향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
계 변화 전망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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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6.15 및 10.4 선언의 합의 정신과 이행을 촉구하면서, 다방면의 남북 경협 확대
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12년(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김 위원장 고희년)을 강
성대국 달성 시한으로 재확인하면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주공전선 경제전선)
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중기적으로는 경제 부문에 역점을 두면서 북핵 포기 여건만 마련
되면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 차원의 실질적이고도 제도
적인 통합 과정이다. 이러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최근 들어 그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남북 간의 상호 보완성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발굴의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다. 남북 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지리적 인접성과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과 생산 요소의 상호 보완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북한을 대륙
과의 연계를 통한 신성장 동력과 발전 공간을 제공해주는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작동
시킬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화와 지역주의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융합하는 새로운
환경 변화 전략 차원에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가 핵검증 체계 구축
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 신고와 핵확산 활동 등으로 교착 상태에 있기는 하나 미완의 해
결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핵 진전 및 해결 이후를 염두에 둔 대규모 대북
투자 진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경제의 급부상과 일본 경제 회복, 남남북중의
북한 지역 분할 구도 가능성 속에서 동북아 경제통합(FTA)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한반도 경제권과 동북아 경제권의 이점을 최대한 향유하
기 위해서는 추진에 있어서 몇 가지 기본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첫 번째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은 신기능주의에 입각하여 ‘경제와 평화’의 포괄적⋅단
계적 병행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남북경제공동체 형
성은 남북간 교류⋅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구축하는
남북 공존과 번영의 기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경제와 안보의 병행 추진) 다시 말해, 남
북경제공동체 형성은 남북 경협 확대를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의 경제적 측면은
물론, 북핵과 남북 관계, 한반도 주변 정세 등의 정치⋅군사⋅사회 문화적인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경제 외적 요인들의 진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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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여 ‘단계적 병행’ 추진하여, 공동체 형성 단계를 ‘기반 조성-확대⋅발전-심화⋅완성’
의 3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 경제적 관점에서 지속발전 가능한 경협 체계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남북 상생의 성공적 경협 모델 개발⋅정착과 북한 경제 종합 개발 수립 등을 통한
통일 비용 절감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남북 관계와 경협의 제도화,
경협 인프라 구축과 북한 경제 회생 지원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등 지속발전 가능한
경협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통일 경제적 관점에서 개별적 추진
보다는 남북한 산업 협력(산업 구조조정) 및 지역 개발(국토 종합 개발) 차원의 연계 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세 번째로는 경제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한반도의 지경학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를 동북아의 경제 허브 및 동북아
FTA 수혜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끝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 남북 관계 발전과 통일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도 접목해서 접근해야 한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화해⋅협력-남북 연합-통일 국가의 3단계로 구분되는데, 남북연합 단계를 형성 및 완성
단계로 세분하여 남북경제공동체의 완성 단계가 남북 연합이 실현되는 상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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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계경제 추세 및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물류․교통 동향
1. 세계경제 추세
(1) 세계 금융위기의 확산.
지난 2007년 부동산 서브프라임 문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상품의 파생적
연결로 인한 복잡한 금융구조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 파급효과는 결국 미국 주
요 금융기관의 파산과 합병 등으로 이어져 미국 내 소비감소와 주가하락, 통화수축 등을
초래하므로 써 금융시장에서의 통화유동성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 최근 새로운 성장 동력
원으로 자리 잡고 있던 신흥시장에까지 영향을 끼쳐 세계경제를 둔화시키는 결정적 요인
이 되었다.
그림 1-1 세계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UN,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10, 2009.12

- 9 -

금융위기에 의한 영향은 점차실물경제로 확대되면서 각종 세계 경제지표들이 하향조정
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9년을 거쳐 2010년까지도 지속되었다.
그림 1-2 주요 세계 경제성장률 변동추이

자료: Fearnley, 동양종합금융증권 보고서 추정치 재인용

이러한 와중에도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 시장은 높은 성장치를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림 1-3 IMF의 세계경제 성장률 흐름과 전망

그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0.8

- 10 -

(2) 세계 교역량의 변동추이
세계경제는 금융시장 안정, 체감경기 개선, 개도국의 빠른 회복 등에 따라 회복 국면에
접어들겠으나, 출구전략 도입 여부, 고용시장 부진 지속기간, 원자재가 불안 가능성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이다.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실물경기에 선행하는 체감경
기 관련 지표들이 완연한 개선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른 경기 회
복세가 기대된다. 만, 각국의 출구전략 도입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데다 고용시장 부진의
지속 정도, 원자재가 불안 재현 가능성 등은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0년 중 선진국 경제의 플러스 성장률 회복과 개도국 경제의 높은
성장률 등에 힘입어 연 3%대가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완만한 속도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
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 2004~2007년 중 세계경제가 연평균 5% 성장해 온 점을 감안
할 때 3% 내외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이며, 선진국은 유로권의 제로 성장
률 전망을 제외하고 미국과 일본이 각각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연간 1%대의 성장
률이 예상된다.
개발도상국은 중국(9.0%) 등 아시아 개도국의 빠른 성장세 회복이 기대된다. 세계 교
역량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 2009년 중 두 자릿수의 감소세가 예상되는
등 극심한 부진이 예상되나,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소폭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림 1-4 주요국의 성장률 추이와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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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물류 교통 동향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금융 위기로 인하여 선진국들이 겪은 유사한 충격을 겪고 있지만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은 세계 경제 위기 이후 17%가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
는 경제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성장 전망은 세계적인 경기 위축과 더불어 하강하
였지만, 선진국들이 겪은 상황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세를 보고이고 있다.
저렴한 자본에의 접근성과 높은 국제 소비자 요구는 근래 동북아시아 경제 투자의 이면
에 있는 주요 원동력이다. 이러한 두 개의 지지 축은 더 이상 지탱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일정 수준의 단기적 고통은 공통적으로 인정 되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경제의 많은 부분은 경제 부양책을 볼 때 많은 유연성을 불러오는 높은 저축률과 적당한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2000년에서 2008년도 까지 아시아의 증가하는 부채는 GDP 비율로 28%에서 17%로 감
소하였다. 아시아는 또한 원자재의 순수한 수입국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성장률은 2007년 거의 12%대에 이르는 고성장 이후 2010년 이후부
터는 7-8%의 성장이 예상된다. 많은 수의 공장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면서 재정상의
자극을 불러일으키고 GDP 대비 18% 대의 부채는 더 많은 여지를 갖게 되었다.
실제적으로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은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은행 시스템에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였다. 중국의 통화 팽창 계획은 경제 하락의 예상 속에서 더욱 눈에 띄었다. 관련
당국은 5860억불에 이르는 부양책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인프라 시설 투자를 중점으로
하였으며 수요와 국내 시장 고용 촉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은 고용의 최대화를
위한 투자, 공급 부족의 완화 및 가장 타격을 많은 받는 부문에 대한 집중투자에 중점을
두었다.
아시아의 신흥 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지난날에 있었던 구조 조정과 거시적 경제
정책 덕분에 양호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 선진 시장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 축소
범위는 이전에 예측하였던 것보다 장기화 될 수 있다. 이는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아시
아 시장의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이 외부 요인을 국내 수요로 전환하고 거시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
고 수출을 세계의 다른 빠른 성장 부문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어떻게 불황으로부터 탈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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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보다 양호한 거시적 경제 상황에서 위기에 빠진 국
가들은 이러한 장점을 상황 관리에 활용하고 미래의 기회를 잡는 유리한 위치에 있게 함으
로서 빠른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1) 국가 현황
(가) 중국
경제 개관
지난 반 세기 중국은 국내 장비 제조업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 하고 있으며 세계 제조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수입 장비 의존도가 아직도 높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중국의 장비에 대한 고정 투자의 2/3는 수입이다. 집적 회로에 사용하는 고 성능 장비, 석
유 화학, 자동차 및 섬유는 아직 외국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국가가 더욱 발전 할수록 자연
적인 발달은 국내의 장비 제조 기지를 확장 시킨다. 동북 아시아가 자원의 고갈과 함께 이
러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말이다. 중국의 주요 에너지 및 천연 자원
공급자 역할에 더하여 동북 아시아 역시 중요한 농업 지원자이다.
실질GDP는 1978∼2008년 연평균 9.9%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2009년 기
준 명목 GDP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일본을 큰 폭으
로 앞지르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무역수지 흑자로 막대한 달러가 중국 내로 유입되면 정부가 이를 거둬들이고 통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 국채의 최다보유국으로 약 8,000억 달러 (2009년 7월 기준)를 보유
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세계 각처의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투자, 생산 및 관리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혜택은 도시근교에 집중되고 벽지까지는 미치지 못했으므로 지역간
격차가 증대되었다. 정부는 20∼40%라는 과잉노동력의 해소를 위해서 농민에게 농촌광공
업과 건축업, 운수업과 소매업, 식당과 그 밖의 서비스업에 대한 전업과 겸업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공업도 농촌의 과잉인구를 받아들일 만큼 급속한 발전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
으므로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 또 농촌청년은 도시에 나가고 싶어하지만 당국에서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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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도시화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그들의 이동범위를 현성(縣
城)과 진(鎭)을 중심으로 지방 소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광물 자원
중국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 알려진 거의 모든 지원들이 중국에 있
으며 지질학자들은 153종의 광물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중국을 총 자원 보유량
에서 세계 3위에 올려 놓고 있다.
주요 보유 광물로는 석탄, 철, 구리, 알루미늄, 안티몬, 망간, 주석, 몰리부덴, 납, 아연 그
리고 수은 등이다. 중국의 석탄 보유량은 1조71억 톤에 이르며 부로 중국 북부 지방,
Shanxi 성, 내 몽골 자치주에 분포되어있다. 463억 5천만 톤에 이르는 중국의 철광석은 주
로 동북, 북 그리고 남서 지방에 분포되어있다.
또한 중국은 석유, 천연가스, 유모 혈암, 유황 등의 자원이 풍부하다. 석유 매장은 주로
북서지방, 동북 및 북부 중국 지방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동쪽의 대륙붕에서 발견되고
있다. 희소 금속 매장량은 모든 다른 국가들의 합계보다도 많다.
인프라 시설
중국은 지속적으로 도로, 고속도로, 철도, 내륙수로, 해양 선박, 항공과 같은 인프라 시설
을 개선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과 더불어, 중국은 많은 투자의 기회를 가져왔고 가장 빠르
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서 구동력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 철도 시설은 현재화 되고 있으며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는 운송의 주요한 형태
증 하나로서 경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하다. 중국은 2005년 10월 Qinghai-Tibet 철도의 새로
운 구간을 완공하였다. Golmud와 Lhasa 간의 연장 1,142km 구간은 Qinghai 성의 Xining
의 중심을 경유하여 중국을 티베트와 연결하는 구간이다. 또 하나의 거대한 규모의 철도
사업은 신 실크로드 혹은 유라시안 대륙교량 사업이다. 중국에 있어서 이는 4,131km 철도
노선의 가장 큰 현대화 및 인프라 시설 개발 사업이다. 신 실크로드 선은 Jiangsu 성
Lianyungang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중앙부와 북서 지방을 통과하여 Urunqi, Xinjiang
Uygur 자치구로 이어지고 Alataw Pass 로 연결되어 카자흐스탄까지 이어진다. 여기에서
노선은 로데르담까지 연장되는 6,800km의 철도로 연결된다. 중국은 항구와 내륙 수출 가
공 지구까지 철도로 연결하였다.
성(省) 이나 지역 당국은 자체 운송 및 도로 건설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많은 부분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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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관여하고 있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조달에도 관여하고 있다. 대부분
의 금융 및 유지 자금이, 도로 공사의 경우, 지방의 성(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 현
지의 인력에 의하여 진행된다. 경공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업의 분산화에도 역점
을 두고 있다. 대도시, 중형도시 그리고 소도시에서 건설되는 이러한 도로 분야의 추진 그
리고 철도 연결은 물품의 도시간 그리고 지역간 운송을 가능케 하였다.
중국의 해상 운송, 항공 및 항만은 성장하는 경제와 더불어 개발되었다. 중앙정부는 공항
건설의 실질적인 투자에 자금을 제공하였고 일부 지방정부도 역시 이러한 사업에 특별 자
금을 제공하였다. China Airline 및 China Southern Airline은 편리한 국내 및 국제 여행
노선을 제공한 2개의 항공사이다. 수 많은 노선이 동경, 뉴욕, 런던, 파리, 모스크바 밑 싱가
포르 등 해외 도시와 중국을 연결하고 있다. 또한 수 많은 국내 항공 노선이 있으며 대부분
대도시를 연결하고 일부는 중소 도시까지 연결한다.
산업 및 농업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농업국이었기 때문에 도시화의 추세 속에서도 농업인구는 여전히 많고, 작물
의 다양성과 생산고에 있어서 세계유수의 농업국이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농
민 1인당 경지면적의 협소화는 농업의 근대화와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
이 성립된 뒤 농업분야에서 얻은 중요한 성과는 의식부족(衣食不足) 문제를 일단 해결했다
는 사실이다.
중국의 공업 및 농업은 근래에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화인민 공화국이 개국한
1949년 이래, 특히 1978년 이후 중국의 재래 농업 사회에서 현대 산업국으로의 변신은 급
속한 산업 재편성으로 가속화되었다. 중국의 산업구조는 산업화의 목적 하에 진행되어왔
으며 이는 농업의 비율은 감소하고 산업 및 서비스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근래 중국에서
생산되는 공업 제품은 자본재에서 소모재까지 이르고 있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북경은
소비 증가와 경제 부양을 위한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 8%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있다.
중국 정부는 당면한 몇 가지 경제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용 시장에 처음
뛰어드는 신규 노동력, 이주 노동력 그리고 국영 기업으로부터의 대량의 실업 노동력에 대
한 지속적인 고용 성장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으로의 시장 인프라의 관리 및 통
제도 필요하다. 또한 중국은 환경 피해 및 급속한 변신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도 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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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개발은 내륙 지방보다 해안 도시에서 더욱 앞서 갔다. 2억 명의
지방 근로자들이 일을 찾아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값싼 면직 제품 생산자이며 많은 량의 직물과 의류를 수출하고
있다. 식품 가공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많은 농수산물이 수출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유
수 시멘트 생산국의 하나이다. 자동차, 주택 산업과 같은 기간산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
도로 발전하고 있다. 철강 산업 역시 중국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수출 제
품은 기계 및 전기 장비이며 반면에 가장 중요한 수입품은 원자재이다.
근래에 들어 중국의 산업은 국제적인 경쟁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가의 산업 개발은
국제 경제 환경에 점차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 수출은 점점 어려워지고 수출가
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외국 제품 및 외국 투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은 국내 산업의 생산 및 판매를 더욱 어렵게 하고 특히 국영 기
업의 경우 더욱 타격이 크다. 사실 직물 및 기타 경공업은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사장 큰 농업 경제 규모를 갖고 있으며 가장 변화가 심하다. 쌀, 면, 담배, 돼지
생산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밀, 콩, 수수, 차, 황마 및 대마의 주요 생산국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곡물 생산은 다양한 기후 및 농업지역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중국은 국제
농업 시장에서 수출과 수입 두 분야에서 모두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의 성공은 중국의 개발에서 중요하다. 첫째, 중국은 세계에서 경작 가능한
7%의 농지를 가지고 전세계 인구의 21%에 달하는 13억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한다. 둘째,
산업 분야에 원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셋째, 농업 수출로 버는 외화가 외국으로부터 주요
산업 및 기술 제품을 구매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지방 경제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국민들의 삶에 향상
을 가져왔다. 20년간의 개혁과 개방으로 다양한 소유의 형태가 공존하는 공공 소유의 구조
와 기본 경제 구조의 구축을 통하여 중국 지역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지방 운영
구조는 가족 계약 및 중앙 관리와 자치의 병합에 기초하고 있다. 농업 제품은 시장 경제
원리로 판매되고 있다.
교역 상대국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교역은 근래 동북 아시아의 개발에 공헌을 하였다. 쌍무교역은 1999
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있으며 연 평균 성장률 28.6%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경
교역은 2006년 USD70억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상호 교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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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다. 근래에 중국은 러시아의 3번째 큰 교역 상대국이며 러시아는 중국의 8번째
큰 교역 상대국이 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 5월말까지 수출입총액이 1조
달러를 초과한 1조 1천억불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입장에서 6대 교역국별 통
계를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의 경우 일본과 EU, ASEAN, 한국, 대만, 미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4위
로 전체 수입의 약 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출의 경우에는 EU, 미국, 홍콩,
ASEAN,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나 EU가 가장 최대 수출국가임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은
비록 6위 상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나머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역총액에 있어서는 EU, 미국, ASEAN, 일본, 한국, 홍콩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5위(총 교역량 중 차지하는 비중은 7.3%)로 나타났다.
한국은 유럽 연합, 미국, 일본, 아세안 국가 연맹 그리고 홍콩에 이어 중국의 6번째 규모
가 큰 교역 상대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규모의 교역 상대국이며 수출시장이다. 한
국과 중국은 2012년에는 상호 교역량이 USD 2000억에 이르기를 고대하고 있다.
중국과 몽골 간의 상호 교역 및 경제 협력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03년 두 국가간의 상호 신뢰 선진국 협력관계의 수립은 쌍무 교역과 경제 협력 그리고
향후 확대를 위한 추진력을 제공하였다. 9년 연속 중국은 몽골의 첫 째가는 교역 상대국이
다. 중국산 쌀, 채소 그리고 직물은 동일한 품목에 대한 몽골의 수입 중 9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역시 8년 연속 몽골의 가장 큰 투자국가이다. 근래 700여 개가 넘는 중국 기업
이 몽골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총 투자액은 몽골 내 총 외국인 소유
기업에 의한 투자의 50%에 이르고 있다. 지난 수년간 몇 몇 중국 국영 기업들은 몽골의
유전 및 광물 산업에 투자를 시작하였다. 보다 밀접한 경제 협력은 중국과 북한 양국의 이
익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 두 나라는 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다 큰 노력을 경주 할 준비가 되어있다.
외국 직접투자
흑룡강, 랴오닝 및 지린으로 구성된 중국의 동북 지역은 중국의 오랜 산업 근거지이다.
150개의 주요 산업 프로젝트들이 중국 정부 수립 이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이
중국 전체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랴오닝성(省)이 가장 높은 지역 중하나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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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2003년에는 고작 19번째 밖에는 되지 않는다.
국영 기업의 변신이 동북 지역에서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지역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규모가 크고 중공업 위주의 기업들이 몰려있으며 소규모 기업들은 민영화가 허
락되기 때문이다. 동북 지역에서는 중소 기업이 전체 산업의 70%를 처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내 어느 지역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많은 수의 기업들이 노후 된 기술과 시설 그리고
관리로 인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이래 중소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동북 지역을 회생 시키
기 위하여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 지역이 주장 강 및 양자강 유역과 더불
어 지역의 발전 기반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정책 목표는 중공업을 현대화, 농업 생산
및 가공의 중대, 광산지역의 환경 개선, 서비스 산업 및 사회복지의 발전, 투자 증진, 기본
인프라 시설의 개선 그리고 다렌을 동북아시아의 국제항으로 변모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는 주요 핵심은 이들을 사업화하는데 있어 외국 투자의 지원과 공기업의
역할이다.
2004년 4월, 하얼빈, 장춘, 신양 및 다렌과 같은 지역의 주요 도시에서 자동차, 선박, 항공
기 엔진, 로봇, 전기 발전기와 같은 현대적이고 중요한 장비의 통로를 개척하기 위한 협력
을 모색하는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북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지역의 회생은 개혁의 효율성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국영 자산 감독 및 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보다 시장 지향적인 방법이 구조
조정과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대적 사업 운영과의 호환성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
관리 구조의 현대화와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한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
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영 및 독점 부문은 민영화 개방
이 되었다. 민영화는 국내 및 국제 부문에서 모두 실현되고 있으며, 중국이 국제 투자자들
에게 개방하고 자본의 흐름이 이루어짐으로서, 기술전수 및 관리 지식이 유입되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국가가 보유한 주식 혹은 국가가 보유한 기업의 주식을 직접 구매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일정 이상의 구입을 막는 제한 규정이 없다.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일정 중공업 분야에서의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재량에 따라 상이한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다. 지
난 수년간 실질적인 투자가 동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이 강
화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관광, 소매 및 제조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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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규정 철폐와 사업 환경의 현대화를 위한 시장 지향
의 성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개혁 및 개발에서의 진전은 당국이 경제적
인 관점에서 다양한 변신을 관리하고 촉진하는데 있어 어려운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동북 지역은 보다 자유화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동북 지역이
산업의 기지가 되려고 하려면 외국 투자의 유치뿐만 아니라 기술 전수 및 구조조정 관리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잠재력은 있다.
예를 들면, 흑룡강 성은 석탄 자원이 풍부하여 동부 및 남부 지역에 송전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전기 교역을 할 수도 있다. 새로운 지역에 맞는 점차적인 사회 안전 계
획 역시 중요하다.
보다 발전된 해안지역과 내륙 지역 간의 차이를 최소화 하는 것은 산업 역량의 증가와
더불어 지향하여야 할 사회적 목표이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구직자 그리고 해고 노동자 및
이주자들의 취업을 위한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대한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내륙 지방의
개발은 이러한 목표들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회이다.

(나) 북한
경제 개관
한국은행은 2009년 북한의 국민총소득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여 28조6000억원, 1인당 국
민총소득은 123만원으로 추계 발표하였다. 국민총소득은 남한의 37분의 1 수준이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남한의 18분의 1 정도에 해당된다.
중공업 및 경공업 등 제조업이 북한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43.1%를 차
지하고 있다. 서비스 및 농업 부문은 각각 33.6%와 23.6%로 뒤를 잇고 있다. 주요 산업을
보면, 기계 제작, 전력, 화학, 광산 (석탄, 철, 석회, 마그네사이트, 흑연, 동, 아연, 납 그리고
귀금속), 야금, 섬유, 식품가공 및 관광 등이 있다.
근래 국제 교역은 북한 내에서 엄격히 제한되어있다. 그리고 정부가 대부분의 국제 원조
를 종료한 2005년 이후 북한은 외국 개발 원조를 공여나 장기 차관의 형식으로 받고 있다.
이러한 원조는 심한 홍수와 가뭄 그리고 경작지의 부족, 경작 기술의 낙후, 연료의 부족
등 제도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난 수년 간 양식 부족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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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발을 돕고자 북한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광범위한 법 및 규정을 제정하였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 법, 외국인 기업 법, 외국인 경제 및 교역 지구 법 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법은 “첨단 기술을 요하는 분야,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
하는 분야, 천연 자원 개발 및 인프라 시설 건설 분야,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분야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한 특별 대우를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기업 법은 자유 경제 및 교역 지구 내에서만 허용되는 순수 외국인 소유 기업의
탄생을 위한 기본 골격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과 유사한 이러한 지역은 외국인 기업들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자, 자동차, 기계 공구 및 동력, 식품 가공, 섬유, 생활필수품, 건설
자재, 약품 및 화학제품, 건설, 운송, 서비스 그리고 필요하다 인정되는 분야에서의 제품
생산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경제 및 교역 지구 법은 외국인 투지 유치를 위한 시장 지향 개방 지구의 조성을
위한 북한의 최초 단계이다. 여태껏 이러한 구역에 투자를 한 기업들은 대부분 이웃 국가
들이었다. 한국이 북한의 개성 공단에 참여를 하였고 중국은 신의주 인근의 프로젝트에 많
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한국의 직원이 북한 당국에 의하여 추방당하였다.
이는 남북한 협력의 상징이었으나 향후 두 나라의 공식관계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한 의혹
을 불러일으켰다.
광산 부문은 북한 GDP의 8.7%를 차지하였다. 북한의 알려진 광물 자원은 석탄, 동, 형
석, 금, 흑연, 철, 납, 석회, 마그네사이트 등으로 세계적인 기준으로 많은 매장량을 나타내
고 있다. 그러나 천연 가스나 석유는 거의 없다.
인프라 시설
북한은 광활한 철도 및 도로망을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 노후화되어 현대화 작업이 필요
하다. 국가의 도로 시스템은 대부분 비포장 되었으며 항만도 대량 화물 운송을 위하여 개
량이 필요하다. 통신 시설도 매우 노후화 되어 있다.
북한의 도로망은 상대적으로 미개발 되어있는데, 2010년 현재 10% 미만의 도로만이 포
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부분의 도로는 깬 자갈, 자갈 및 흙으로 건설되었으며 주요 포장
도로는 수도인 평양과 동해안의 원산을 잇는 200km 고속도로, 평양과 남포를 잇는 43km
고속도로, 평양과 개성을 잇는 4차선 100km 도로 등이다. 평양에서 24km 떨어진 순안 국
제공항은 북한의 유일한 국제공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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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항은 모스크바, Khabarovsk, 북경, 마카오, 블라디보스톡, 방콕, 신양, 심천까지의
정기노선과 동경, 동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까지의 전세기가 운행을 한다. 지난 3월까지 북
한을 출입하는 항공기는 국적기로만 가능하였으며 고려항공 및 중화항공도 북경 –평양
간을 운항한다.
주요 하천 및 해안에서의 해상 운송은 화물 및 여객 운송에서 점차 역할이 커지고 있다.
Yalu 및 대 강을 제외하고 북한의 2.250km에 달하는 수로는 소형 선박으로 운행이 가능하
다. 주요 항구는 서해에 있는 남포항 그리고 동해에 있는 나진 및 청진, 원산 그리고 함흥
항이다. 해안 교통은 수심이 깊은 동해에서 더 복잡하다.
산업 및 농업
북한의 인구는 도시화 되어있지만 농업이 경제활동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중공업
부문으로는 철강, 시멘트, 기계 등이며 광산은 1990년대 이래 경공업과 더불어 감소하고
있으며 섬유는 증가 추세에 있다.
IT 부문은 높은 발달을 이루고 있으며 북한의 산업은 다양한 입력의 결핍으로 잠재력에
비하여 저조하다. 인프라 시설은 일반적으로 개량이 필요한 상태이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감소는 북한산업연관관계의 연결고리가 마비된 큰 영향을 끼친다.북
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전반적으로 수요량의 40%에 불과한 수준으로 80년대 말에 비해 석
탄의 경우 57.9%, 원유의 경우 56.1% 발전량의 경우 34.4% 떨어진다. 북한의 에너지 공급
구조는 석탄 70%, 전력 16%, 유류 10%, 기타 4%일 정도로 석탄의존률이 아주 높으며 석
탄공급량의 감소가 북한에너지난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교역 상대국
근래에 북한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은 한국과 중국이며 그 뒤로 태국, 일본, 러시아 등이
따른다.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은 2007년 USD19억7천만에 이르렀으며 교역량을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북한과 남한 간의 상호 교역은 1988년 이후 2009년 USD 16억70-9만
달러로 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무장 지대 바로 위에 있으며 서울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개성 공단의 설치는 남북한
의 관계 개선을 나타내는 신호로 여겨졌었다. 현대 아산이 운영하는 이 구역은 남한의 중
소기업이 수천 명의 북한인을 고용하여 생산하고 재수출하는 기지이다. 서울에서 이 구역
까지 연결하는 철도는 2007년 12월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운행을 중단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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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직접 투자
개성 공단
북한은 2002년 개성공단을 개방하는 것으로 시장 정책을 실험하기 시작하였다. 비무장
지대 인근에 위치한 개성은 남북한의 공동 투자를 허용하였다. 2009년 11월말 기준 총 116
개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제조 활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생산품은 남한에서 판매되며 소
량의 물품이 외국으로 수출된다.
위화섬 자유 무역 지대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 야루 강에 있는 위화 섬을 중국인들이 비자가 필요 없는 자유 무
역 지대로 개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근래 요미우리 신문이 인용 보도 하였다. 신의
주의 북한 도시 일부인 위화 섬은 약 15.5 평방km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평양이 섬에 무역
전시관을 세우고 중국인들이 비자 없이 방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다. 섬
에서 중국인들은 자유롭게 생활필수품, 식품 및 다른 물품들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섬은
랴오닝 성의 단동에 인접하여 있으며 위화 섬은 북한의 신의주의 일부이며 북한이 2002년
북한을 서서히 세계에 개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정한 특별 경제 구역의 일부이다. 이는
중국의 등소평이 1979년 신천에 설립한 특별 경제 구역을 모델로 한 것이다. 조-청 외교
혹은 중국의 단동과 신의주를 잇는 중국-북한 우정교가 노후화함에 따라 중국은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기로 계획하였다. 위화 섬은 북한이 2002년 개방 정책으로 건설한 특별 경제
구역 내에 위치하여 있다. 그러나 이 구역은 실패하고 말았다. 최근의 자유 무역 구역은
이전 것의 연장으로 보인다.
전망
현재 북한의 경제회복정책은 한 마디로 체제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시장경제요소 접목시키려는 '모기장식 개방전략'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중국의 개혁개방
전략처럼 큰 틀과 노선이 설정되어 있는 전략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는 전략이므로
'북한식 개방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산업생산력 회복에 투자재원을 집중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개인적 취향이 반영된 정보산업 육성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 이 전략이 성공할
지 불투명하다.
또한 북한의 현실은 대규모 투자자본이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야 공급경제부문이 회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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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이기 때문에, 보다 신뢰성 있는 개방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일본과의 수교로 인한 배상금 지불, 미국과의 수교로 인한 대북경제제재조치의 해제, 개
성공단의 성공 등은 북한경제 회복에 필요한 대규모 유입자본 형성할 것이므로 어쩌면 '북
한식 개방 모형'에 희망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몽골
경제 개관
한때 소비에트 연방의 주였으나 1990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및 민주화 됨. 몽골의 경
제는 자유 정부 관리 가격제도, 환율, 이자율 및 사유제가 보장된 개방경제로 간주된다.
몽골의 주 경제 상대국은 러시아 및 중국이다. 몽골은 70%의 물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대부분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 몽골의 식품공급의 80%는 이 두 나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한다. 몽골은 또한 국제기구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한다. 90%에 이르는 높은 문
자 해독률에도 불구하고 90%의 인구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의 공골의
GDP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농업 그리고 광산 및 제조 순이다.
광산 및 광물 자원
광업은 몽골의 주요산업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7.8%, 국내 산업생산지수의
64.6%, 수출의 68.5%, 외국인직접투자의 56.3%를 차지한다.
몽골의 광대한 영토에는 금, 구리, 석탄, 형석, 은, 우라늄 등 광물이 풍부하다. 금속 경제
단체(Metals Economics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의 광물 탐사비용은 세계 탐사비
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몽골의 광물 탐사는 세계 최고 탐사지역 열 곳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몽골은 금, 구리, 석탄, 형석, 아연, 철광석, 텅스텐 등을 생산하고 이 중 대부분을 수출
한다. 구리정광, 몰리브덴, 석탄, 아연을 중국에 수출하고 형석은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로 수출하며 금은 캐나다, 미국, 영국, 중국으로 수출한다.
국내와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질과 광산산업에 유리한 법적 환경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증대하기 시작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질, 광산, 석유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총 외국인 투자자의 68.8% 가 중국이며 또한 캐나다(14.5%),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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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미국(1.7%) 등이 있다. 광물자원 풍부국인 몽골이 앞으로 원자재 부문에서도 부가
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인프라 시설
인프라 시설은 오직 지난 40년간 만 개발되었는데 이는 몽골인들의 전통작인 유목 생활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구는 목자로 살아가며 주변 환경에 따라 이동한다. 몽골의 환경은
척박한 기후와 함께 일부 지역에는 살지 못하고 운송이나 운반업은 비효율적이다.
몽골을 가로 지르는 철도는 몽골과 중국에 이어 모스크바와 Ulan Ude를 잇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동일한 노선이다. Naushki의 러시아 국경 마을을 출발하여 러시아-몽골 국경
을 따라 Siikhbaatar, 수도인 울란바토르, Zamyn-uuid, Erenhot, Datong 그리고 최종적으
로 북경에 이른다. 북경에서 울란바토르까지는 24시간이 소요된다. 열차에 사용된 기술은
이미 노호화되어 향후 이를 개량할 계획에 있다.
철도는 몽골의 장거리 운송의 근간이다. 몽골 철도망은 1,815km로 긴 궤간을 보이고 있
다. 이 궤간의 1,110km가 중앙선이며 중국/몽골 환승선 에서 러시아로 가는 길을 연결해준
다. 전체 길이의 239km는 직접 러시아 철도와 연결되는 몽골동부에 위치한 개별적 철도망
이다. 모든 국제 운송은 철도로 이루어지나 국내 환승을 위하여 철도와 도로 운송이 복합
되어야 한다. 울란바토르를 통과하고 Sukhbarrar과 Zamyn-Uud를 잇는 남-북 철도선은
이곳 철도망의 중심이다.
철도는 연간 4백만 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동쪽 지역에 남-북
철도와 연결되지 않았으나 수입 물품의 반입과 Soloveovsk로부터 Ereentsav의 국경 초소
를 거쳐 Choybalsan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철도가 있다. 납부 철도의 용량을 늘리기 위한
철도 연장 계획이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는 착수 되지 않은 상태이다.
도로 밀집도에서 몽골은 상대적으로 발달이 덜된 상태이다. 중국의 1/6이라는 통계가 있
다. 현재 49,000km 연장의 도로가 있으나 이중 8% 만이 포장된 양호한 상태의 것이다. 주
로 남북 철도를 따라 나란히 있으며 현재 계획된 밀레니엄 도로망은 국토를 가로 세로로
횡단하며 발달이 뒤져 있는 서쪽 지방을 동쪽 지방과 연결하는 것이다. 운송은 문제가 있
으며 강설이 내리는 겨울에는 더욱 곤란을 겪고 있다.
국제선을 취급하고 있는 가장 큰 공항은 징기스칸 국제 공항으로 울란바토르 남서쪽
25km 지점에 있다. 공항은 1개의 화물 격납고를 가지고 있으며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는
MIAT 몽골 항공, Enzis Airway, Air China, Aeroflat, Japan Airline, 대한항공, a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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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Ural Airline 이 있다.
국영 MIAT 몽골 항공은 국제선을 취항하는 유일한 몽골 항공사이다. 몽골의 44개 공항
중 13개 만이 포장된 활주로를 가지고 있다. 현지 지형 및 기후로 인하여 사용 중인 주요
수로는 Lake Hovsgol이다. 대부분의 호수 및 강은 겨울에 결빙한다. Selong 강 및 Orhon
강은 5월에서 9월까지 사용하며 이후는 그리 사용하지 않는다.
몽골의 전기 소요는 5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 의하여 공급하며 일부 오지 마을은 시베
리아와 연결되어있으며 몽골인의 1/3은 전기 공급이 되지 않으며 재생가능 에너지 장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풍력 및 태양력 발전은 일부 소규모로만 이용하고 있어 이 부문
도 개발 잠재력이 있다. 중국 당국은 중국으로 들어오는 일부 몽골 제품, 특히 캐시미어를
포함한 동물 제품이 중국 도로에 한해 운송할 것을 요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는
도로운송과 비교해보았을 때 거리당 적은 비용이 든다. 특히 울란바토르(Ulaanbaatar)에서
부터 자민우드(Zamyn Uud)까지 도로 운송이 철도와 비교해 볼 때 기간산업 발전과 유지
비용에서 큰 기여를 할 것을 보인다. 몽골 철도는 철도 협력기구, 국제 철도 연합, 시베리아
횡단 국제 연합의 일원이다.
산업 및 농업
지질 및 광산은 앞서가는 몽골 개발 부문 중 하나이다. 이 부문은 경제 개발에 가장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GDP의 1/3을 차지하는 것 외에도 총 수출의 71.8%를 차지하며 주변
산업은 총 외국인 투자의 50%를 밑돈다.
추출 광업 제품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철광석, 농축 아연 및 조형구리 등이 최근 신규
수출품으로 등재되었다. 지질 및 채광 상업에 대한 호의적인 법과 규제는 국내 및 해외 투
자자들을 유치하였고 새로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게 하였다.
광물 추출 및 가공 수출은 어느 정도 정체 되어있으며 예를 들면, 국가 기금에 의한 조사
에서 발견된 동, 석탄, 백랍, 다 금속, 인 그리고 우라늄의 채광 및 매장은 현재 산업용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매장되어 있는 곳 주변의 인프라 시설, 즉 물 공급, 난 방 전기 그리
고 도로 및 철도 등은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 막는 저해요인 들이다.
몽골은 상당량의 석탄 매장량을 있다.(연간 5백만 톤이 생산) 실제적으로 모든 석탄 생산
은 증기 및 전기 발전에 사용되고 있다. 전기 생산을 위한 화력 발전소의 공급 외에도 부가
전력을 위한 일부가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다. 석탄 매장량은 풍부하며 약 1000억 톤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매장량의 대부분은 인프라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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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목축업은 국가 GDP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50%이상의 인구가 종사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농경지는 목축을 위한 초지로 되어있으나 밀, 귀리,
보리 및 채소도 상당량 생산하고 있다. 1990년 대 거의 붕괴 직전 정부는 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목축 및 경작지는 민영화를 위한 매각을 하였고 기술, 질병,
고용 밑 빈곤 재해 극복 등 다양한 계획이 시행되었다. 농산물은 최근 30%의 육류 밑 외피,
27%의 낙농, 2%의 가죽, 1%의 동식물 기름, 31%의 밀가루 및 관련 제품, 2%의 과일 및
채소 그리고 2%의 가축 사료 및 녹말로 구성된다.
몽골은 연간 약 3000톤의 캐시미르를 생산하였으며 이는 전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 큰 규모이다. 캐시미르 생산은 몽골 전체 GDP의 3.1%를 차지하며 캐시미르 생산의
70%는 지방에서 이루어진다.
양모 가공 산업은 연간 20,000톤 이상의 양모 제품을 생산한다. 이들 제품들은 양 뿐만
아니라 낙타, 야크, 염소, 말 그리고 소의 털로 생산되기도 한다.
현재 약 100개의 섬유 기업이 있으며 이중 38.3%는 순수 외국인 투자 기업이며, 46.8%는
합작 그리고 나머지는 현지 기업들이다. 약 20,000 명의 노동자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총 산업 인구의 12%를 차지한다. WTO에 의한 쿼타 폐지를 고려하여 몽골은
섬유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수입관세 철폐 관련법을 승인하였다.
식품 및 음료 산업은 제조 분야의 3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 가공은 육류 가공, 우
유 및 낙농 제품, 밀가루 밑 관련 제품, 알코올 음료 및 소금 생산 등이 있다. 현재 188개에
달하는 중소 기업들이 식품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 고용 인구의 14%를 차지
하고 있다. 술 및 음료 생산 기술이 소개되어 점차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국가의 관광 산업은 지나 15년간 번성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라이프 스타
일은 토지와 오염되지 않은 하늘과 물 그리고 동식물로 인하여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었
다. Km 당 1.7명에 밖에 안 되는 인구 밀도는 미개척 숲 및 산악 지대 그리고 고비 사막은
아직도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남아있다.
해외를 대상으로 한 광고도 근래의 산업분야에서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현재 관광은 총
외국인 투자의 1.1%를 차지하고 국가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은 교외 및 환경
관광, 모험 및 스포츠 관광, 수렵 및 사냥 그리고 역사 관광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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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상대국
상기 언급한 부문에서의 산업은 국가 GDP의 1/3을 점유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은 구
리, 금, 몰리부덴, 형석, 캐시미르, 양모, 가죽 등이며 수입은 석유 제품, 산업용 기계 및 소
비재 등이다. 몽골의 주요 교역 상대국은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미국 및 EU 국가를 포
함 109개 국가이다. 몽골은 가축 및 광물의 수출국이며 구리, 금 그리고 캐시미르가 수출의
주종을 이루나 섬유 및 의류 제품과 간은 경공업 제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몽골의 중
공업은 연료, 에너지 및 소비재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소비재 및 이들 제품의 수
입 비용이 점차적으로 수출을 초과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
2009년 말 기준으로 1990년부터 99개국 9327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석유 부문 포함)이
몽골에 총 30억 16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했다. 그리고 이는 2004년~2009년간 외국인 직접
투자액의 62.8%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2009년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7억 9백만 달러
로, 1551개 회사가 투자했다. 분야별로 보면 광업과 지질조사가 전체 투자의 56.3%에 달했
다. 무역과 출장 서비스는 20.5%, 은행과 금융업은 3.8%, 경공업은 3.6%, 건자재는 2.1%,
축산물 가공업은 1.8%를 각각 기록하였다.
개발 구역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0개의 산업 및 기술 공단을 세우는 계획이 수립되어있으며 이
러한 산업 및 기술 공단은 수출 지향 제품으로의 투자 그리고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갖춘
기술의 개발을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공단에 투자를 하는 기업은 세제 감면 및 기타 혜택
을 받게 된다.
전망
긍정적이기는 하나 무역 적자, 진정된 인플레이션의 관리, 재정 및 금융 정책 특히 확대
소비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중요하다. 경제 기여도가 증가하는 광산, 수출에 의한 수입
을 고려 할 때, 투명한 광산 제도의 필요성이 보다 대두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몽골이 지속적으로 안정 된 기반에서 성장을 할 수 있자는 것을 의미한다.
몽골은 다른 신흥 경제와 비교되며 향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거시적
성과는 양호하다. 지난 5년간 몽골은 8.1%의 평균 성장률을 보였으며 개인당 GDP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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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이상 증가하였다. 과열의 조짐이 인플레이션 통계에 반영되고 있으며 우려되는 부문
이다. 물가는 주로 빠른 통화 팽창, 사회 복지 지출, 생산비 증가 및 임금 상승에 의한 것이
다. 식품 및 석유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몽골 정책율의 9.75%로의 상향 조정 의도는 인
플레를 안정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물품 및 에너지 가격 조정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 러시아
경제 개관
러시아는 지구 상에서 가장 큰 국가로 세계 영토의 1/9를 차지한다. 상이한 개발 단계에
있는 다양한 영토를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는 세계에서 10번 째 규모를 가지고 있
으며 석유, 가스 등 주요 천연 자원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근래에는 상업 및 농업 분야
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원유 및 가스 매장량의 20%를 차지하는 자원 덕분에 러시아는 세
계의 에너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타 주요 수출품에는 목재, 목재품, 금속, 화학품,
무기 및 군사 장비 등이 있다. 러시아 경제는 1990년 대 자유 시장체제로의 전환 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의 국제 가격하락과 아시아 경
제 위기로 인한 투자자의 신뢰 상실로 더욱 심화되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였으며 2007년 까지 9년 만에 신뢰감을 회복하
였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83%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수출품 가격으로
인한 면도 있으나 푸틴의 일차 임기 중 러시아가 이루어낸 개혁 덕분이다. 이러한 경제 개
혁은 세금, 금융, 인력 및 토지 그리고 올바른 재정 정책에 기인한다. 비록 이러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투자자의 신뢰 상승과 경제 전망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이는
2005년과 2008년 사이 외국인 직접투자 액이 USD 146억에서 USD 270억으로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009년 159억으로 하락함)
이러한 10년간에 걸친 성장은 루불의 약세와 고유가에 기인하나 2003년 이래 내수와 최
근의 투자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7년까지 러시아는 원유 세금으로 조달한 안정
화 기금을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원유 수출 수익도 러시아가 외화 보유고를 2008
년말 기준 USD 4,900억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강력한 거시 경제
기초를 가지고 금융위기에 빠졌으나 이제는 다른 신흥국보다 이를 극복하는데 유리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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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와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상품에 높은 의존도를 갖는다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영향이
명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황이 깊어지고 생산이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유가의 하락과
수요의 하락이 이어졌다.
제조는 러시아의 산업성장을 재 도약하는데 필수적이다. 최근의 수치를 보면, 제조는
2008년 9월 8.2%의 연 성장을 이룩하였고 이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는
2008년 4/4분기와 2009년 하락세의 영향으로 2009년 제조업 지수는 8%이상 감소하였다.
러시아는 광범위한 기반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는 제조업분야의 개량 혹은 현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러시아는 2009년 다른 국가들처럼 금융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문제를 겪고 있
다. 러시아는 막대한 외화보유고로 사태를 안정시키는데 유리하였다. 생산은 십 년 만에
처음 감소하였으나 당국의 입장은 확고하였고 다른 나라들 보다 정책 대안이 풍부하였다.
수년 동안 흑자 수지를 기록하였고 자본의 유출 및 부채의 동결은 아직 없었다. 제조 및
이에 따른 수요는 모멘텀을 잃을 것으로 보이며 발주의 감소 및 경제의 위축이 예상된다.
투자대비 GDP는 22%로 유지 될 것이다.
경기 하락은 긍정적인 작용도 수반한다. 물가상승, 고용 감소 및 자본 활용의 감소, 성장
을 웃도는 실 임금은 과열에 대한 경고 표시이다. 국가가 아직 미 개발 상태기 때문에 인프
라 시설의 위축과 경기의 급랭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성장률을
다시 기대 할 수 있다. 사실 일부 경기 하락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된
다. 러시아는 많은 인구와 증가하는 높은 구매력을 갖춘 매력작인 투자지역이다. 증가하는
소비자 가처분 소득과 함께 많은 소비자 기반은 소매, 건강, 금융 및 의료 부문의 증가를
이끌고 있다. 이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를 갖는다. 가장 촉진 효과가
큰 것은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이다. 내부의 지속적인 개혁과 신
중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조치를 볼 수 있다.
광물 자원
러시아는 막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광물 연료가 풍부하며 이는 세계 석탄
매장량의 절반이 되며 석유 매장량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우랄 산맥은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시베리아 및 극동 러시아는 막대한 량의 원유 및 가스,
석탄 그리고 목재를 가지고 있다. 광물이 풍부하지만 많은 량이 극한 기후의 오지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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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채취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러시아 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제일가는 광물, 금 그리고 연료 수출국이다.
37,653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있는 경제 구역은 (북극 및 태평양 연안, 발틱해, 흑해
및 카스피안 해) 대륙붕 지역에 많은 원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있다. 비록 에너지 연료
가 러시아의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종래의 경제를 이끈 단순한 원유, 가스 및 석탄
외에도 광범위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매장광물에는 다이아몬드 및 무수한 전략 광
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 연료 다음으로 야금 및 추출 산업의 국가 경제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통계국에 의하면 이러한 산업들은 전체 경제에 약 20%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광물 분야의 생산은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10가지 이상의 광물이 1개의 회사에 의하여 대
부분 생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Gazprom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으며
Noril’sk Nickel Mining 및 Metallurgical Company (MMC)가 러시아의 니켈 및 플라튜늄그룹 철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ALROSA Company Ltd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거의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고 있다. 천연자원부는 동 및 기타 광물도 상당히 집중되어
있으나 상황은 석탄이나 충적 금에 비하여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보고하였다.
인프라 시설
주요 서방 화물 운송 및 급송 화물회사는 러시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이 거대한 나라에서 운송 인프라 시설은 아직 미개발 상태이며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화물 이동은 철도 및 도로로 이루어지나 네트워크의 확장이 필요하다. 2010년 현재
철도망은 85,200km 로 이중 전철화 구간은 42,900km이다. 이외에도 30,000km의 특수 운송라
인이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잇다. 잘 알려진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
톡까지 연결되어있으며 이는 아시아와 유럽간의 효율적인 화물 운송 수단이다. 몽골 횡단
및 만주 횡단 철도는 울란바토르 및 Kharbin을 거쳐 까지 중국까지 연결된다. 총 도로망의
길이는 933,000km 이며 이중 754,984km가 포장도로이다.
세인트 페테스부룩은 유럽 러시아의 (우랄 서쪽 러시아) 소비 및 산업제품을 운송하는 주
요 항구이다.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극동 지방으로 가는 주요 항이다. 연간 화물 톤수를 기
준으로 한 주요 항구는 Azov, Kaliningrad, Nakhodka 및 Novorossiysk 등이 있다.
포장된 활주로를 (콘크리트 혹은 아스팔트) 가진 공항은 610개 이다. 사용가능 한 활주로
를 가진 공항만 이 수치에 포함하였으며 모든 공항이 연료 재 주입, 정비 혹은 항공 관제 시
- 30 -

설을 갖춘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원유, 석유제품을 운송하는 송유관을 가지고 있
다. 2009년 가스, 원유 및 정유 제품 운송용 송유관은 각각 16.6만km, 4.9만km 및 1.6만km이
다.
산업 및 농업
러시아는 구 소비에트 연방 중 가장 산업화가 이루어진 국가이며 오랫동안의 저 투자로
인하여 인프라 시설은 개량이 필요한 상태이다. 러시아가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에 필요한
광범위한 성장을 이루고자 하면 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자원 기반 산업 외에 러시아는 철, 식품 및 운송 장비 분야에서 거대한 제조 능력을 개발하
였다. 러시아는 이제 세계에서 3번째 가는 철 및 알루미늄 수출국이다.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의 국방 산업 기반을 물려받아 군수 분야는 러시아의 중요한 수출 분야로 남아있다. 지
난 수년간 군서 산업을 민간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러시아 정부는 많은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는 작업을 하여왔다. 러시아는 또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어 목재
및 목재 가공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경제 다변화의 절실한 필요성 및 근래 내수의 증강으
로 본 분야에 대한 성장 기회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통신,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약품 및 농업 기기, 식품 및 식품 가공, 의료 장비
시장은 소비자 시장의 증가로 인한 경제의 강화로 인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농경지가 적으나 토지가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전세계 농지의 9%를
차지한다. 떠오르는 농업부문은 경제의 놀라운 발전이 되고 있다. 상승하는 세계 식품가격은
러시아 농촌의 농업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수출용 곡물 생산은 유럽 러시아의 남부 지방에
집중되었으며 내수용 곡물은 우랄 서쪽 북극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서부 시베리아 지방
에서 재배되었다. 가축 생산은 1990년부터 소와 돼지 사육을 위한 새로운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6년 사이 감소하였다. 양계업도 다시 회복하고 매년 17%의 성장을 이루
고 있다.
비록 현재의 평균 곡물 수확이 헥타르 당 1.8로 낮기는 하나 (미국6.36, 캐나다 3.04와 비교
하여) 러시아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곡식수출국으로 2009년에는 1500만 톤의 곡식을 생산
하여 USD 35억의 수익을 올렸다. 만약 러시아가 세계 곡물 공급국가로 자리 잡는다면 식품
가격의 완화를 통하여 세계 기아를 감소시키는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식품 가격에 관한
러시아의 법은 세계 28개 곡물 창고를 관리하게 되며 2011년까지 곡물 수출의 40% - 50%를
통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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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평균 1 에이커 정도인 토지, 도시 및 농촌의 정원 그리고 원예 조합에서 러시아 곡
물 생산의 절반을 생산한다. 집단 농장의 구매 및 변형 관행은 수지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곡물 교역의 선두가 되기 위한 목표를 돕게 된다. 그러나 수익률은 도시 시장에 좌우되고
외국인은 장기 임대는 가능하여도 농지소유는 허락되지 않는다.
교역 상대국
러시아는 유럽 및 아시아와의 교역에 유리한 위치하고 있다. 2009년 중국은 러시아의 5번
째로 큰 수출 상대국이며 이는 네덜란드, 이태리, 독일 그리고 벨라루스 다음이다. 터키, 우크
라이나, 폴란드, 미국 그리고 핀란드는 다음으로 큰 상대국이다. GTI 회원국 중, 중국 및 한
국은 첫 번째 및 일곱 번째로 중요한 러시아의 수입 상대국이다. 독일은 두 번째의 러시아
수입 상대국이며, 미국, 우크라이나, 프랑스, 일본, 벨라루스가 한국에 앞서 있다. 러시아 수
출액의 67.4%는 유류 및 윤활유이다. 다음으로 큰 분야는 제조업으로 전체 금액의 12.9%를
차지한다. 원자재(연료를 제외한), 화공 및 관련 제품, 기계 및 운송 장비는 전체 수출액의
43%를 차지한다.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은 기계 및 운송 장비로 전체 수입금액의 43.5%를
차지한다. 화학 및 관련 제품, 공산품 및 식품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은 전체 금액의 12% 가
까이를 차지한다.
러시아는 작년 국제교역의 다양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는 의도적으로 국
내 기업을 도와 재래 산업의 개발과 새로운 시장 진입, 과학 중점의 제품 및 첨단 기술 제품
의 생산 등이다. 러시아의 경제는 점차적으로 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
러시아는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첨단 기술 제품을 시장에 제
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동업관계의 기회나 과학적 혹은 기술적 협력관
계를 제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2009년 러시아의 전체적인 무역 흑자는 USD 1,342억이었다. 세계 물가는 지속적으로 수출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원유, 천연가스, 철강 및 목재 등의 품목은 대부분 러시
아의 수출에 좌우된다. 러시아의 GDP 성장 및 러시아 연방 예산의 흑자/적자는 세계 유류가
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러시아의 WTO 가입은 계속적으로 논의 되고 있다.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국제적으로 용인
될 수 있는 무역 관행에 부합하기 위한 이러한 조치들의 수정에 대한 협상과 수입과 관련한
장애요소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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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직접 투자 및 정책
근래까지, 연료, 가스 및 광물 산업으로부터의 이익이 러시아에 재투자 된 적은 거의 없었
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안정은 성공적인 사업가들에게 농업, 식품가공,
자동차, 소매 혹은 통신과 같은 고 성장 부문으로의 투자 기회를 찾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010년에는 상당량의 자본이 러시아로 유입되었다. 자본잔액은 USD1,569억으로 2008년도
의 USD1327억, 2006년도의 USD605억과 대비된다. 또한 순수 자본 유입도 2006년 US409억
에서 2007년 USD812억으로 증가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 (FDI) 유치도 지속적으로 개선되
어 2009년 USD819억으로 2007년도의 USD525억과 대비된다.
광물 추출 산업은 2009년 FDI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2008년도의 하락은 주로 이 분야에
대한 FDI의 감소에 기인한다. Rosstat에 따르면 FDI의 추출 산업에 대한 투자 유입은 2008
년 전반기 겨우 USD25억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2007년 USD139억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전
략적인 중요성을 감안하여 만든 외국인의 기업투자 관련 신규 법은 식어진 투자 심리 외에도
추출 산업에서 투자가 멀어지게 한 원인이 되었다. 더 자유화된 전기 부문에서의 변화가 감
지된다.
러시아의 투자 환경은 세계 경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상태이
다. 러시아는 International Finance Cooperation (IFC) 및 European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에게 가장 큰 투자시장으로 남아있다. 이들의 투자는 주로 민간
부문이 주류를 이루지만 각각 USD 28억 및 USD 105억에 이른다. 러시아는 또한 상호투자
보증 기관 (MIGA)의 가장 큰 수혜국이다.
전망
근래의 금융위기를 경제적인 위기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단기 거
시경제 안정성은 새로운 시장 환경과 맞서 싸우는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우선적인 관리 대상
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경기가 기대 이하로 지속되고 높은 보유고가 유지될 경우 러시아
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됨에 따라 이러한 부양책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부양책은 FDI의 빠른 회복과 민간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보다 경쟁력 있고 경제적으로 다양화한 사업이 현대화된 금융 부문에 자리 잡을 때 중기
혹은 장기적인 기회가 불황의 늪으로부터 떠오르게 될 것이다. 생산성의 성장은 높아지고
있으나 생산성 자체는 아직 OECD 국가의 제조부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 부문의 보
다 많은 성장이 지속적인 성장 유지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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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금융 중개 부문에서의 개혁, 인프라 시설의 개선, 농업부문의 민영화 그리고 지속적인
자연적 독점이 지속된다면 세계 통합화에 따른 수혜에 힘입어 보다 나은 위치를 얻게 될 것
이다.
투자를 위한 보다 안정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한 더욱 개방적인 수단을 통한 다각화가 필요
하다. 다각화의 장려는 세계 경제로의 통합을 위한 도전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 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안정된 환경을 위한 조치는 세계 교역을 통한 보다 많은 수혜를 얻기
위한 토대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촉진한다. 경제의 다각화는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
는데 필요하다.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나 편향되고 빈곤지역 및 분야는 더욱 뒤떨어진
다.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 정책은 성장을 보다 폭 넓게 이루는 한 방법이다. 사회지출 및 교
육, 건강에 대한 투자의 증가를 통한 인적 자본의 확충과 적정 가격의 주택 보급은 경제 성장
을 이루는 필수 전제조건이다.
경제가 다각화 하기 시작 하였지만 정부의 예산은 석유와 가스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
러나 투자와 소비는 GDP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 외부 가격 충격에서 벗어나긴 하였지만
정부는 노후 장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심도 있는 개혁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정부는 정부 보증 투자 기금의 조성과 특별 경제구역 설정 그리고 전략
기업 (전략 부문의 정의에 대한 법안은 2008년 3월 Duma에 의하여 통과)의 지정을 통하여
이러한 조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2005년 정부는 4개 중점 부문에 (건강, 교육,
주택, 농업) 대한 개혁안을 발표하였으나 후속작업이 금융규정의 제정과 민간 부문 개혁 그
리고 철도, 가스 및 전기와 같은 정부 독과점 개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러시아는 외화 보유고 및 막대란 자원을 가지고 경제 위기를 축소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정책 대안과 여지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세계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경제 성
장은 3% (세계 성장률 0.93%와 비교)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성장률이 4.7%로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업률은 올해
5.35에서 5.9%로 약간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건설, 무역 및 서비스와 같은 노동 집약
적 부문에서의 손실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투자 위험은 경제의 다양성 결핍 때문이다. 전체 경제는 석유 및 에너지 산업에의 의존도
가 높으며 보다 다양한 경제가 되기 위하여는 건설, 빠르게 이동하는 소비재(FMCG) 그리고
제조가 지속적으로 중요성을 유지하고 또 근래에 그리하였듯이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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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한민국
경제 개관
수출 및 노동 집약 경공업, 신속한 부채-금융 산업 팽창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GDP는 1960년
대 이후 급속한 증가를 이루었다. 지난 60년간, 한국은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었으며 첨단 기술
의 세계 경제에 동화되었다. 예를 들면, 1953년 한국전쟁 직후 경제규모는 13억달러에 불과했
다. 동남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못살았던 세계 최빈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작
년 2009년도에 국민총소득은(8325억달러, 세계 15위)로 호주(13위)나 멕시코(14위)와 비슷한 수
준이었다. 이 같은 한국의 경제 발전은 수입 제한, 직접 금용, 특정 산업의 지원과 같은 정부의
기업 우대 정책과 강력한 노동자들의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 같은 발전이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로 주춤하였으나 한국은 신속하게 이를 회복하고 세계 경제로의 지속적인 통합을 이
루어 나갔다. 정부는 기술 및 원자재의 수입을 촉진하였고 소비 대신 투자와 저축을 장려하였
다. 경제 위기 후 한국의 GDP가 1998년 9.6% 하락하였으나 2001년 4%로 회복하였다. 이후 지
속적인 수출 및 소비 증대로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성장률은 4%에서 5% 사이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다시 발생한 2008년의 금융위기로 2009년 GDP는 0.2%로 바닥을 치게 된다. 이에 2008
년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후 한국 정부는 외환 시장 안정화, 세제 감면 및 기타 부양책을
통하여 어려움을 감소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 2010년 전년 동기 대비 8.1%(1/4분기),
7.2%(2/4분기), 4.5%(3/4)분기의 성장을 기록해 빠른 속도로 금융위기를 탈출하고 있다.
광물 자원
한국은 대부분의 광물 및 에너지 지원을 수입하고 있다. 국영 기업인 한국 자원공사에 따르면
한국은 소량의 안티몬, 구리, 금, 철광석, 납, 몰리브덴, 은, 주석, 텅스텐 및 아연 매장량이 있다.
한국의 석탄 및 해양 천연 가스 매장량은 배우 적다.
이 같은 비생산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석탄, 텅스텐 및 아연과 같은 일정량의 광물
자원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의 석탄 자원은 주로 옥천 지향사 벨트의 북동 및 남서 방향을 따라
탄광이 분포되어있다. 광물부문에서는 주로 무연탄을 생산하나 광산 분야가 차지하는 량은 전
체 GDP의 0.27% 밖에는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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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시설
2004년 한국은 서울-부산, 서울-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전철을 완공하여 세계에서 고속 열차를
보유한 5번째 나라가 되었다. 철도인프라 구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주
요거점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는 내용의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
에 따르면 대전-대구 도심구간은 2014년 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오
송-광주 구간은 2014년,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춘, 전라, 중앙, 장항, 동해, 경전선 등 이미 건설,운영중인 노선은 일부 시설을
개량해 시속 230KM까지 운행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부, 호남고속철도
와 연계해 포항, 마산, 전주, 순천 등의 지역까지 KTX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012년부터는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해 인천공항까지 KTX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동서축
원주-강릉 노선, 내륙축 원주-신경주 노선을 250KM급으로 고속화해 건설하기로 했다. 또한 춘
천-속초 노선과 대전,김천-거제 노선은 민간투자 등과 연계해 추진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2017년 한반도의 동부와 서부 축을 잇는 2차 개통이 되면 전 국토가 수 시간 내의 거리에 있게
된다.
이 남북 횡단 철도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 중국 횡단 철도, 몽골 횡단 철도 그리고 만주 횡단
철도와의 연결을 통하여 약 81,000km에 이르는 아시아 횡단 철도를 완성하게 된다. 이러한 계
획이 실현되면 한국의 현재 물류망은 중앙아시아 및 유럽을 운행하는 거대한 물류망을 형성하
게 된다.
부산항은 세계에서 5번째로 규모가 큰 컨테이너항으로 1200만개의 20피트 컨테이너 물동량
을 취급하였다. 유럽, 아시아, 북미로의 입구에 위치한 부산항은 전 세계 물류의 글로벌 중심지
로 성장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부산 신항 및 광양만은 첨단 시설을 갖춘 거대 컨테
이너항으로 개발될 계획에 있다.
231만 톤의 국제 화물을 취급하는 인천 국제공항은 개항 6년 만에 화물 운송에서 세계에서
2번째 큰 공항이 되었다. 최근 개발된 Road feeder 서비스, 중국으로부터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한 통합 항공 및 해상 운송 시스템 등 새로운 시설과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북동 아시아의 물류 중심지가 되기 위함 목표를 가지고 있다.

- 36 -

산업 및 농업
아시아의 3번 째 큰 경제권으로서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비교우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주요 산업으로는, 자동차 생산, 반도체 생산, 선박 및 전자 제품이 있다. 이
중에서 자동차 및 반도체는 한국 경제 부흥의 중심이며 교역국으로의 중심 역할을 한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2008년 382만 6,682대를 생산하여 내수 115만 4,483대 ․ 수출 268만
3,965대로 총 383만 8,448대를 판매하여 자동차 생산기준 세계 5위에 입지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생산/내수/수출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반도체 생산 역시 한국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반도체 수출은 2010년 8월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4.9% 증가한 47억 4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메모리반도체 점유율은 세계시장의 절반을 넘었다.
농업은 과거 한국 경제 개발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지금은 전체 경제 생산의 4%에 불과
하다. 주요 곡물은 쌀이며 이외에 보리, 밀, 옥수수, 콩 등과 고추, 고구마, 배추, 사과 및
배 등이 있다.
서비스 산업은 한국의 GDP에 가장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보험, 재보험, 호텔, 세
탁, 공공 목욕탕, 건강 관련 서비스 및 오락 시설 등이 있다. 2009년도 한국 정부는 고용
창출과 성장 인프라의 개선을 위한 “Service Progress III 를 위기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 재정부 장관) 발표하였다. 정부는 한국 서비스 부문의 전체적인 경쟁력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2008년 4월 1차 조치로 관광 및 교육
에의 투자를 통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2008년 9월 2차 조치가 발표되었
는데 이는 규제 철폐와 간소화에 관한 것이었다. 이어 3차에는 인적자원과 연구개발의 촉
진을 통한 부양책이었다.
교역 상대국
수출이 2009년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4%였으며 외국인 투자 회사에 의
한 수입은 총 11,484 백만달러를 기록했다. 교역 대상국 중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상
대국으로 교역규모가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은 140,949 백만달러를 기록했다.(2009
년 기준) 2010년, 올해 1/4분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수출국은 중국(229억
2500만 달러)으로 26.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인
23.9％를 상회하는 것이며 만약 홍콩을 포함시킬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對中)수출 비중은
32.3％가 된다. 대(對)홍콩 수출액은 48억300만 달러로 5.6％이다. 일본과 미국도 여전히 한
- 37 -

국과 주요한 교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인준은 안 된 상태), 칠레, 싱가포르, 유럽 자유 무역 연합 (아이슬랜드, 노르
웨이, 리히텐스타인 및 스위스) 아세안 (태국 제외) 및 인도와 FTA협약을 체결 하였다.
일본, EU, 캐나다, 멕시코, 페루와 FTA 혹은 유사한 협정을 협상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및 걸프 협력위원회 등과의 협정을 고려 중에 있다. 한국은 또한 적극적인 WTO, APEC
및 OECD 활동을 하고 있다.
외국 직접 투자
정부는 고부가가치 투자의 증대 목표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원을 위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FDI 관련 인프라 시설을 확충을 계획하였다.
구체적인 정부 정책 및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산업 지원 서비스 혹은 첨단 기술 부문
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업 혹은 외국인 투자 지구나 자유 경제 구역에 있는 외국기업은 법
인, 영업 및 지압 세의 감면을 추진. 투자 예정자는 사전에 투자 희만 분야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수입관세 면제 혹은 감세는 자본재의 경우 투자 통보 후
3년 내 수입신고하고 사용 목적이 외국인 투자자의 기본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의 현금 보증 프로그램에 의하면 적격 업체는
정부로부터 한국에 투자한 총 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확한
현금 장려금은 투자자와 정부간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다. 현금 장려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는 외국인 투자자는 USD 1000만을 한국에서 활동 중인 산업 지원 서비스 혹은 첨
단 기술 혹은 부품 및 자재 제조 부문의 green-field 투자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기업에 투
자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 자본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비영리 연구조사 법인을 위한
연구 조사 실험실 및 건설 혹은 확장프로젝트도 장려금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모든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최소한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특별히 지정된 구역
내에 공단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구역 내의 용지는 무상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된다.
개별 형식의 외국인 투자 구역, 복합 형식의 외국인 투자 구역, 자유 무역 지구 그리고 자
유 경제 지구는 이러한 지역의 4가지 유형이다.
재정 지원이라 함은 직원 교육 및 훈련, 직원 고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 혹은 외국인 투자
지역 내의 인프라 시설 건설 프로젝트 혹은 거주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은 근래에 외국인 지분이 30% 이상 되는 기업 혹은 외국인 기압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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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 투자자가 대주주인 기업까지 확대되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연구조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R&D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Invest KOREA 를 창설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부는 적격 업체가 고용하는 연구조사 인원의 급여를 지원한다. 한편 특별 인적자원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이 센터는 고용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
전망
한국은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신속하게 한국을 세계 경제의 틀로 통합시키고 있다. 정
부는 사업관행을 혁신하고, 인적자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제도적인 효율성을 개선하
고 있다.
2008년 경제 위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 성장은 올해 2∼3%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 한국의
국내경기 회복은 어느 정도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2011년도의 경제성장률을 4% 중반대로 낮춰 잡고 있다. 위축된
국내 경기 및 세계 경기의 위기로 FDI 또한 올해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업 친화적인 정부의 등장으로 금융 및 물류를 중심으로 서비스 부문으로의 외국
인 직접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 회복의 시기와 힘은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감소된 고용 안정에 대한 가계의 조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투자 신뢰에 크게 좌우 될 것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을 계
속하고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하며 성장을 위한 유연한 거시 경제적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한국의 장기 목표는 국제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제 구조를 만들고 21세기의
과제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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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동아시아 국가 및 EU의 수송정책 및 발전계획
1. 동아시아 국가의 수송정책 및 발전계획
사람과 물자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이것의 이동과 관련된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럽이 하나의 공동시장(common market)으로 변모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러한 인
프라가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유럽연합(EU)이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하면서 갖게 된 가장
큰 강점 가운데 하나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에 제약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다. 도로와 철
도 그리고 항공로를 통해 유럽연합내 어느 국가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류에 따른 유형, 무형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엄청
난 강점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많은 국내기업이 일찍이 유럽에 진출한 것도 이러한 잠재
력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동아시아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
나이다. 하지만 아직 북미나 유럽처럼 하나의 단일시장을 형성하지도 못하고 있고 사람과
물자의 소통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에서 우리 한국은 사실상 섬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 한반도의 일부분임에도 북한 때문에 반도로서의 강점을 전혀 활용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교통․물류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
게 가다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래 한반도의 주변 여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따라
교통․물류인프라개발의 향방도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전망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절에서는 향후 동아시아지역과 한반도의 미래 여건변화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한반
도의 입장에서 바라 본 동아시아 교통․물류인프라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해 보았
다. 동아시아지역은 ASEAN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지역(ASEAN+3)으로 정
의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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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블록과 동아시아

자료: 김원배. 2007.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 (I)
- 지역 현황 및 발전 전망과 지역연계 분석 -. 국토연구원.p11.

동아시아의 경제동향 및 교통․물류 관련 논의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미래 전망에 앞서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여건 변화와 교통․물류관
련 논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지역은 경제가 급성장하는 지역이다.
이것이 교통․물류측면에서 커다란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에 역내 국가간 정치, 경제,
문화적 차이와 갈등요소가 잠재해 있다는 것이 교통․물류측면에서 위협요인이 되고 있
다. 정치적 불안정이 교통․물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는 개성공단의 사례를 통해 분
명하게 알 수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동향
현재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자유로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요원한 상태이다. 한일간에 무
비자 여행 등 역내 일부 국가간 이동에 장벽이 제거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와 산업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도 교류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비
행시간 3시간반 반경 이내의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61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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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럽에 버금가는 경제활동의 집중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1-6 한반도로부터 3시간 반 거리이내의 주요 도시분포

자료: 어윤덕. 2009. “동북아 허브도시 인천의 비전과 전략”. 동북아포럼발표자료.

특히 우리 한반도는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을 양 날개로 구성되는 인구 6억 4천
만명, 연 7조 달러의 동북아시장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경학적 강점을 갖고 있
다. 환황해경제권은 중국 동부지역의 핵심경제권(동북3성, 베이징 톈진, 장강경제권)과 한
반도 서부를 포괄하는 인구 약 5억명, 총GDP 1.4조달러의 시장을 의미하고, 환동해경제권
은 일본과 남한의 동부지역, 러시아 연해주지역을 포함하는 인구 약 1.4억명, 총 GDP 5.6조
달러의 시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내 교통과 물류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발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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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한반도의 입지잠재력

자료: 박양호, 이상준. 2007. “한반도와 동북아공동시장 차원에서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비전과
발전구상”. 국토정책Brief 제 159호. 국토연구원.

동아시아지역 가운데에서도 한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은 경제의 양
적, 질적 규모와 수준이 급성장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은 지난 20~30년간 지속적인 고도경
제성장에 따라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2006년 말 기
준으로 세계 GDP의 17.5%, 세계 인구의 23.6%, 세계 외환보유고의 51.7%를 차지하고 있
다. 세계 무역물동량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의 점유율은 1997년 27%에서 10년만
인 2006년에 30.1%에 이르렀다. 동북아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급성장하고 있다. 1998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27%에 그쳤던 동북아지역이 2020년에는 2억 7700만 TEU로 세계
전체의 36%를 차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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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세계 3대 경제권 GDP 현황 및 성장 전망 비교단위 : 조 달러

자료: 어윤덕. 2009. “동북아 허브도시 인천의 비전과 전략”. 동북아포럼발표자료.

또한 한중일간의 자유무역투자협력(FTA)체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FTA의 체결
은 역내 사람과 물동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동아
시아의 FTA를 거쳐서 유럽연합과 같은 동아시아공동체 형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9 세계의 FTA추진 전망

자
자료: 안충영. 2009. 경제위기극복, FDI유치, FTA추진과 신한국(국토)책략. 동북아포럼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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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사람과 물자 이동의 중요성은 우리 한반도에서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 남북
간에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들은 자유로운 통행을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중정부시절부터 줄기차게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계 역시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물자이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해당지역들이 공동발전하자는 의도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동아시아 교통물류부문의 협력동향
현재 동아시아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교통․물류분야의 국제협력과제는 철도분
야의 대륙철도 건설계획, 도로분야의 아시아하이웨이 건설계획 그리고 초보적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항만분야에서의 협력 등이다. 지금까지 이들 부문의 동향을 간략하게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륙철도 건설사업
1920년대 당시 서울에서 경의선열차를 통해 중국을 경유하여 모스크바까지 여행을 했다
고 한다. 바로 그것을 다시 복원하고자하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종단철도와 대
륙철도의 연결이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철의 실크로드’ 구상
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1992년 아시아횡단철도(TAR:
Trans-Asian Railway)계획을 승인함으로서 시작되었다. UNESCAP은 동북아시아지역
에 있어서는 TSR-TKR 연결노선이 향후 경쟁력이 있는 노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노선은 국경통과의 횟수가 가장 적어 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시설과 인프
라에 있어서 타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중국 및 러시아 대륙철도의 연결지점은 신의주, 만포, 남양, 나진 등 4개 지점인
데, 현재 북 러간에는 나진-핫산간 철도 및 나진항 개보수 사업이 진행 중이다. 북한은 러
시아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협력관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 중인 것
으로 판단되고, 러시아로서는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라는 의
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러간 나진-핫산 철도 및 나진항 개보수
사업 계약은 2008년 4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되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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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동북아 간설철도 네트워크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주 : 극동의 대륙철도망은 러시아를 동서로 연결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바이칼․아무르철도
(BAM) 라는 2개의 간선철도와 기타 지선으로 구성

중국을 통한 대륙철도 연결도 장기적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
부가 동북3성지역과 환발해권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종
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TCR)의 연결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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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중국 동북3성 지역의 주요 철도개발 계획
사업명
주요 내용
-2005년 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을 획득하고
2007년 8월 정식으로 착공되어 2013년에는 정식으로 운
하얼빈-다롄 고속철도 프로젝트 영될 예정
-이 노선의 건설 계획에 따르면 총 연장 902㎞, 최고속도
300㎞/h, 평균속도 200㎞/h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을 따라 북으로는 헤이룽쟝성의 쉬
펀허(綏芬河), 무단장(牧丹江)에서 시작하여 지린성의 투
옌지(延吉), 퉁화(通化)를 경유하여 랴오닝성의
동변도 철도(동동북부철도) 먼(圖們),
환런(桓仁), 단둥(丹東), 좡허(庄河), 다롄(大連)에 이르는
프로젝트
1,380㎞의 철도 노선
-첸양-좡허 구간은 2009년 3월 착공하여 24개월의 준공
기간을 거쳐 2011년 2월에 완공될 예정
-2007년 4월 착공되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창춘-지린 고속철도 프로젝트 -총 연장 108.16㎞에 88억 위엔이 투자되어 건설될 이 노
선은 동북지역의 유일한 도시간 고속철도사업
지역의 주요 석탄 생산지와 동북 3성 지역의 주
내몽골 동부지역 철도 프로젝트 -내몽골
요 석탄 소비지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설 추진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08.

(2) 아시아 하이웨이(Asian Highway) 건설사업
자동차로 아시아를 연결한다는 아시아 하이웨이(Asian Highway) 건설사업은 철도와 마
찬가지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1992년 마련한 종합적인 아시아
육상교통 인프라 개발 (Asian Land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ALTID) 사업
의 구도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 하이웨이 건설계획은 2004년 4월 26일 중국 상하이
에서 27개국이 협정서에 서명하였으며 효력은 2005년 7월 4일 발생하였다. 이 계획이 현실
화된다면, 유럽에서와 같이 자동차로 역내 국가들이 긴밀하게 연결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국경통과에 있어서 유럽연합에서와 같은 역내국가간 무비자통행 등 제도적 토대 마련을
전제로 가능할 것이다.
한반도를 경유하는 아시아 고속도로 노선은 현재 AH1, AH6, AH32 등 3개 노선이 있다.
AH1 노선은 동경, 후쿠오카에서 출발하여 페리를 통해 부산에 연결되며 한반도를 관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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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중국,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터키 등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가장 긴 대표 노선으로 한반도 관통구간은 총 905km이다. AH6 노선은 부산
을 거쳐 경주, 강릉, 간성, 원산 (평양), 청진, 나선을 거쳐 러시아에 연결되며 한반도 관통
구간은 총 1,262km이다. AH32는 북한의 나선, 원정리를 거쳐 몽골의 울란바트로에 연결되
는 비교적 단거리 노선으로 한반도 경유구간은 60km이다.
그림 1-11 아시아 고속도로망

자료: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현재 한반도를 통과하는 아시아 고속도로망 건설사업 가운데 가장 현실성이 높은 대안
은 부산-서울-평양-신의주-단둥 등 AH1구간과 AH1과 AH6의 결합형태인 부산-서울-평
양-원산-나진-원정-훈춘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동북3성지
역 및 환발해권의 도로 및 철도 개발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
에서 중국이 계획하고 있는 ‘5點 1線 전략’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계획은 랴오닝성
5대 항만산업단지인 단둥산업단지, 다롄화위엔커우(花園口)공업구, 다롄창싱다오(長興島)
임항공업단지, 잉커우산업기지, 진저우경제구를 연결하여 통 99.7억 위안을 투자하여 482.9
㎢의 임항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해당지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443.3㎞의 해안고속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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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동북지역 연해항만지역의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외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다. 향후 동북아의 육상 교통․물류
망 구축에 있어서 중국의 이와 같은 계획은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항만 및 기타 관련계획
항만부문에서는 대륙철도나 아시아고속도로와 같은 국제협력사업이 아직 구체화된 것
은 없다. 다만 개별 국가차원에서 급성장하는 동아시아 물동량 유치를 위한 항만시설 확충
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징진지 지역 등 3대 경제권의 급성장에 따라 항만시설의 확충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11차 5개년계획에서 새롭게 부각된 징진지 지역과
관련해서는 항만물류에서 칭따오(靑島), 톈진(天津), 다이렌(大連) 등 발해만의 3대 핵심항
만들이 국제무역항으로서 성장하고 있다. (2005년도 컨테이너물동량에서 보면 청도가 770
만 TEU, 톈진이 595만 TEU 그리고 대련이 321만 TEU로 대외 교역의 핵심항만이다.)
중국의 주요 항만개발 구상은 아래 표와 같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항만시설
확충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나친 경쟁은 과잉투자 및 중복투자에 따른 공동의 손실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향후 항만분야에서도 철도나 도로처럼 역내 국가 간 협
력사업 추진이 긴밀히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해상물류 활성화를 위한 '포트 얼라이언스(port alliance)'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
한 논의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항만과 육상교통간의 연계까지도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것은 항만관리주체들(항만공사)이 상호이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항만이용료 인하를
통한 항로연결, 정보․기술․인적교류, 항만 및 배후물류단지 공동설립과 운영, 나아가 항
만통합(터미널 공동운영)까지를 아우르는 항만 간 협력을 통한 경쟁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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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중국의 주요 항만시설 계획
사업명
주요 내용
-중국 동북지역 최대항만인 다롄항을 동북아물류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2008년 8월 5일 ‘다롄항총체계획’이 교통운수부 및 랴오
닝성 정부에 의해 비준을 획득
-다롄은 철도, 도로, 항만, 공항이 모두 갖추어진 동북지역 교통의
점증하는 물동량을 흡수하기 위하여 다롄항의 화물처리량
다롄항 동북아물류허브 요충지로
을 2010년까지 2.5억톤, 2020년까지 3.93억 톤, 컨테이너처리량은
육성계획
2010년까지 800만 TEU, 2020년까지 17000만 TEU를 처리할 수 있
도록 항구의 신설 및 확장을 추진한다는 전략
-2020년까지 240억 위엔을 투자하여 56개 부두의 건설, 30만 톤급
원유전용부두, 30만 톤급 광물전용부두, 100만대 수용능력의 자동차
전용부두 등을 건설할 예정
-천진시는 향후 지역 경제성장률에서 물류산업의 기여도를 높일 것
이며, 특히 2010년까지 항구의 화물 물동량 3억 톤, 컨테이너 1,000
빈하이 신구
만 TEU를 달성하겠다는 계획
항만물류육성계획 -빈하이 신구는 7대 기능지역의 하나로 항구물류지역(면적 100㎢)을
지정하여 해양운송, 국제무역, 현대물류, 보세창고, 분배배송, 중계
서비스업을 중점 발전시키겠다는 계획
-육지에서 31km 떨어진 바다 복판까지 다리를 놓아 인공섬을 만들
최첨단 항만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
상해 양산 수심항 -총고 거기에
500억 위안(약 5천735억 원)을 투입하여 1단계로 2008년까지 소
프로젝트
양산에 28개 선석, 2단계로 2020년까지 대양산에 조성되는 22개 선
석을 합쳐 총 50개 선석(부두 길이 20㎞, 수심 15.5m)을 건설

자료: 정형곤외. 2007. 한중 금융ㆍ물류허브 경쟁과 우리의 선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 간의 육상 물류연계를 위한 해저터널 건설구상이나 열차페리 건
설 구상이 초보적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최근 제기된 한중간의 해저터널 건설 구상은
인천과 웨이하이 간에 고속철도를 건설하여 현재 페리로 13시간인 양지역간 통행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줄이자는 구상이다. 한중 열차페리의 경우는 평택과 웨이하이 간 400km를
컨테이너 전용 열차페리로 연결하자는 구상이다. 이러한 열차페리를 이용할 경우 경의선
을 통한 우회노선보다 1500km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2) 물론 이것은 TCR과의 연계를 전
제로 하고 있다.
2) 김원배, 신정식. 2008. 중국 국토전략하의 환발해권 물류체계와 한중 물류협력 전략.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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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수송정책 및 발전계획
유럽 철도는 운송 백서를 통해 유럽 운송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 10년 후 운송과
유동성에 대한 비전을 정의하고 정책 개발 이후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유럽 위원회는 유럽 철도 운송 시장 재구성과 다른 운송 수단사이에서 철도의 위치를
굳건히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위원회는 철도 운송 산업 경쟁과 강점 개발을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주요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철도 운송시장 개방
국경을 통과하는 국내의 화물 및 승객 운송 시장의 개방은 유럽 내 철도시장과 통합 유
럽 철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철도시스템의 기술적 조화와 주요 국경 철도 노
선의 개발은 유럽과 이웃한 나라들 사이의 더 나은 연결을 해줄 뿐만 아니라 좀 더 경쟁력
있는 철도 부문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된다.
경쟁 심화는 산업을 좀 더 효과적이고 고객 친화적으로 만든다. 유럽 철도법은 지속적으
로 1991년부터 이 방면의 첫 번째 주요 법인 경쟁과 시장 개방을 장려한다. 이 법안은 승객
및 화물 운송을 위해 인프라 시설을 이용하는 네트워크와 철도회사를 운영하는 인프라 관
리자들 사이의 구별을 기반으로 한다. 다른 조직적 엔티티는 각각의 인프라 시설 관리자들
이 운영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철도용량(회사가 열차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철
로”) 할당, 인프라 시설 보충 및 특허와 같이 필수적인 기능은 운송 서비스의 운영과 분리
되어야 하고, 새로운 철도 사업자들이 시장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EU 회원국들은 철도 시장을 지켜보고 만약 철도회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고 판단되면, 그들을 위해 항소할 규제기구가 필요하다. 유럽 법안은 국내시장의 경쟁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철도 사업자에게 국경 역에서 경쟁을 개방한 다른 유럽국가 간의 서
비스 권한을 준다.
철도화물 수송은 2007 년 시작 이래, 국내 및 국제 서비스를 위해 모든 규제가 풀렸다.
이것은 안전 인증이 필요한 특허를 취득한 모든 회사는 용량 확충을 할 수 있고, 유럽 철도
를 통해 국내외 수화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2010년 1월 1일부터 국제 철도 승객 서비스 시장을 자유화하였다. 모든 특허와 인
증을 받은 유럽에 설립한 철도회사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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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따라 있는 어떤 역에서든지 승객을 태우고 내려줄 권리를 갖는다. 순수 국내 철도 승
객 서비스 시장도 나중에는 개방 되겠지만 아직은 개방되지 않았다.
국가철도망의 상호 운용성 향상
통합 유럽 철도 분야의 창조는 인프라 시설, 차량, 신호 체계 및 다른 철도 시스템을 향상
시키기 위해 “상호 운용성”(또는 기술적 호환성)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유럽 철도망을 지
나는 열차를 개선하기 위해 복잡한 승인 과정도 단순화 한다.
몇 년 동안 국가 철도망은 인프라에 대한 다른 기술 설계 개발을 했다. 서로 다른 궤간
넓이, 전기 기준과 신호 시스템은 철도 운영을 더 어렵게 만들고, 다른 나라로 이동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들게 한다. 명확한 EU 법안은 상호 운용성 증진과 여러 어려움 극복을 위
해 존재한다.
유럽 철도기구는 상호 운용성 증진과 기술 기준조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
고 유럽 국가들과 철도 투자자 사이의 협력의 절차는 필수적이다. 프랑스 발렌시아에 있는
유럽 철도기구(ERA)는 철도 안전성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철도부문의 통합
을 돕는다. 2006년에 만들어진 ERA는 일반적인 기술표준과 안전에 대한 접근성을 개발했
고, 철도 부문뿐만 아니라 국가 권위, 유럽 기관 및 기타 관심있는 관계자들로부터 투자자
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전용 안전단위의 특징을 갖는 ERA는 유럽 철도 안전에 대해
모니터하고 기록한다.
철도운송 인프라의 개발
철도를 포함한 국가 간 운송망의 연결과 상호 운용성을 기반으로 한 유럽 횡단 운송망
(TEN-T)의 건설은 유럽의 경제적 경쟁력과 균형,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하
다. 유럽의 TEN-T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수많은 유럽 협력국들은 네트워크를 위한 다국적
철도 과제 실행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철도부문에서 EU의 목표 중 하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ERTMS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한 화물운송 노선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6개의 운송로는 유럽의 철도화물교통의
5분의 1을 운송한다. 또한 EU는 2012년까지 적어도 유럽 회원국마다 한 개 이상은 국제
화물지향 “주요수송경로”를 포함하는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횡단 교통망(TEN)이라는 아이디어는 시장을 통합 하자는 제안과 연계해 1980년대
말 고안되었다. 유럽의 정책 입안자는 운송, 에너지 그리고 통합 시장을 구성하는 지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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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전자 통신망을 제공하지 않고 상품, 사람 그리고 서비스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가지는 통합시장에 대해 논의 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믿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네트워
크 구축이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XV 장 유럽연합 조약수립 (제 154, 155 및 156)에서 TEN 설립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유럽 연합은 유럽 횡단망 개발 촉진을 국내시장의 창조와 경제, 사회응집력 강화를
위한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 네트워크 상호접속과 정보처리 상호운용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접근도 포함한다.
더욱이, 유럽 위원회는 자금 조달 방법에 따른 세 가지 네트워크 카테고리(운송, 에너지,
전자 통신망)와 잠재적인 유통 사이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연구했다. 2007년 3월 21일 위원
회 통신[COM (2007) 135 final]은 Council과 유럽 Parliament에 “유럽횡단 네트워크 : 통합
적인 접근을 향하여” 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몇몇 인프라의 조합(좀더 효과적인 공간 사용,
가격 절감, 환경 효과)의 중요한 추가 가치뿐만 아니라 TEN의 세 가지 타입 사이의 가능
한 시너지 효과까지 강조했다. 위원회 통신은 또한 통합 TEN의 잠재적인 환경적인 이득도
강조한다.
화물운송 경로확보
과거 CER(유럽철도협회:Community of European Railways)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유럽 철도 수송경로 개발이다. CER는 세 개의 유럽 국경지역 수송로를 진단
하고 개발계획을 세웠던 2003년, 처음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정치가들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TEN-T)와
European Rail Traffic Management System(ERTMS)를 실행하기 위해 선택된 6개의 수
송경로 접근이 네트워크 투자 프로젝트의 일관된 개발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그린
실례이다. 유럽위원회는 지금 철도운송정책의 기초중 하나인 철도화물수송경로를 개발하
고 있다.
"European Transport Policy for 2020:Time to Decide"의 White Paper 출판 이후 5년,
유럽 위원회는 철도 화물수송을 부흥시키기 위한 정책 중 남아있는 두 가지 정책(원래는
3가지)을 다루고 있다. 이 세 가지 정책은 자유화, 다른 운송수단의 공평한 취급, 현대 공용
의 철도기반시설의 투자이다.
첫 번째 정책인 자유화는 최근 유럽입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07년 1월 1일 철도
화물운송시장은 진보적인 자유화 이후 완전히 개방되었다. 비록 너무 이른 결정일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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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철도산업에 있어서 경쟁만큼은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장개방에 대한 법적 골격 역시 만들어져 있어 경쟁을 장려한다.
첫 번째 정책인 자유화는 확고히 자리를 잡았고, 현재 철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각종
운송수단의 공평한 투자가 정치적 안건에 올라와 있다. 이 두 가지는 분명 연관성이 있다.
2008년 2월 4일 유럽위원회의 부회장 Jacques Barrot이 프랑스 신문 “Les Echos"에 올해,
교통 협의회 안건 투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위원회가 올해 발표하려고하는
남은 다른 issue는 Eurovignette Directive의 개혁과 도로 통행료를 통한 외부 요금의 내재
화이다.
아직까지 인프라시설 투자와 공평한 취급에 관한 토론은 유럽 정치가들은 이 두 가지
일을 연관 시키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따로따로 진행 중이다. CER은 항상 도로요금(외부
요금의 내재화로 얻어진 결과)이 친환경적인 철도 인프라 투자에 더 많은 돈이 필요 하다
는 생각을 지지한다. Switzerland Show의 경우, 주와 EU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대체 가능
하다. “Les Echo"의 같은 기사에서 Barrot 부회장은 트럭에 부과될 미래 ”Ecotaxe"가 도로
망의 현대화와 대체운송수단의 개발에 쓰일 것이라는 바람을 표현했다.
철도화물운송 네트워크의 communication
2007년 10월 유럽 위원회는 “화물운송에서 철도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을
Communication하고, 향후 몇 년 간의 주요한 정치적 목표를 세웠다. 일반적으로 CER은
Communication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CER은 위원회가 2006년 5월 협의했던 것
보다 이번 협의에서 인프라 투자가 더욱 많은 기반시설에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반긴다.
제안된 평가 목록에서 투자는 지난번 회의에서 그랬던 것처럼 2번째 대신 3번째에 랭크되
었다. 인프라 투자가 화물수송 네트워크를 적절히 만드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위원회는 현재 유럽과 각국의 예산부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적어도 경제
적인 단계에서 참신한 제안을 해왔다.
CER은 또한 수송로를 만든다는 위원회의 결심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 수송로를 효과적
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상위 단계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CER은 각
수송경로를 따라 있는 나라의 장관회의를 조직한다는 아이디어를 장려한다. 이에 따라 각
국의 장관들이 운송 협의회에서 직접 만나기 때문이다. 장관 운송협의회는 그들에게 needs
에 대해 토론할 기회와 국제화물운송의 needs를 충족시킬 국제 투자를 고려해 추천할 기
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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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중요하다. : 오직 장관으로부터 확
실한 명령을 받은 주재관만 필요할 것이다. 만약 법적인 구조가 필요하다면, 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EEIG)를 설치함으로써 쉽게 해결된다. 수송경로 또한 법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이를 진행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면서 배운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송경로 구조는 시장의 현실에 맞게 정확한 경계선이 정의 된다. 철도 회사가
Member States와 Infrastructure Managers와 나란히 수송경로 구조를 대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Commission' Communication의 또 다른 독창력중 하나는 서비스 계획 단계에서 harmonise priority rules를 적용하고 트래픽이 발생하면 화물운송에 우선권을 주는 법칙이다.
비록 이론적으로는 충돌상황을 다루는 모든 시스템에서 우선권 법칙이 필요하겠지만, 실
행단계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계획단계에서 우선권법칙의 사용 빈도는 시스템이
불안한 정도를 나타낸다. CER은 우선권 법칙이 top-down 접근을 따르는 유럽 법에 의해
고정되지 않았으면 한다. 대신, CER은 우선권 법칙을 “corridor structure"단계에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그럴 경우,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에 끼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계획단계에서의 우선권 법칙이 만들어지느냐 실행단계에서의 우선권법칙이 만들어지느
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주요 유럽 철도화물운송 네트워크에 대한 CER 개념
CER은 철도화물 운송 네트워크 Communication에서 언급된 투자필요를 분석하고 국가
수송로 투자 계획을 통합한다는 Commission의 접근방법에 찬성한다. 이때, CER은 처음
주욧수송경로 연구를 발표했을 때인 2003년 주요 수송경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아이디어는 CER이 Mckinsey와 철도시설 투자에 대한 이익을 증명하기위해 6개의 주요
유럽철도 수송로 사업을 함께한 작년에 더욱 발전했다. 선택된 주요수송경로는 6개의
ERTMS수송로로부터 시작됐다.
이사업의 결과가 “Primary European Rail Freight Network"(PERFN)에 대한 CER의 개
념의 기초를 형성했다. 이 network는 공용화물수송철도망과 혼합교통 유럽수송망으로 구
성된다. 그것은 철도화물수송needs를 충족시킬 더 넓은 망의 골격으로써 정의될 수 있다.
PERFN은 2020년까지 철도화물운송 성장의 72%까지 부담할 충분한 수용력을 제공할 것
이다. 같은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30~43%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철도는 2006년
17%에서 2020년 21~23%를 할당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남는 72%의 남은 부분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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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부분에 얻어진다.
• 철도시스템의 생산성 이득을 통해 20%(발달된 기술과 기존 것의 최적화)
• 인프라 병목현상 완화에 대한 투자에서 41%
•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해 11%
위의 사항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향후 15년에 걸쳐 6개 수송로에 1454억 유로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355억 유로의 예산은 이미 투입 되었다. 그러므로 1099억 유로의 자금이
향후 14년에 걸쳐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남아있는 철도망을 적절하게 바꾸는 비슷한 자금
이 필요할 것이다.
1454억 유로 중 3.5%(51억 유로)는 PERFN의 긴 열차가 다니는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쓰
일 것이고, 84.5%(1229억 유로)는 병목현상 완화, 현존하는 화물수송 터미널과 조차장 확
장에 쓰일 것이다.
174억 유로(12%)는 ERTMS 정비에 쓰일 것이다(기내에 적재한 장치와 연관된 나라에
서의 “연동장치”의 적용을 포함한다.). 돌아오는 해, ERTMS는 공용유럽 신호와 열차 통제
시스템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유럽 ERTMS 코디네이터 Karel Vinck는 용량이
동시에 증가 해야만, ERTMS 구현의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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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남․북한 철도의 현황 및 환경변화
1. 남북한 철도 현황
남북한 철도 일반현황
북한은 철도의 수송분담율이 화물 90%, 여객 62%로서 여객운송보다는 공업용 원자재,
농수산물 운송을 전담하는 산업철도의 기능에 치중하고 있다. 한편, 지형상 철도망이 동서
로 양분되어 있었으나, ’70년대에 전철화, 광궤화를 추진하며 평양～원산간 철도 등 신규철
도 건설노력을 통하여 총 연장은 5,214㎞로, 전철연장은 4,211km(전철화율 80.4%)이다. 북
한의 철도망은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몇 개의 철도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
림․석탄개발 그리고 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건설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철도관련시설은
여전히 노후화된 상태이며, 97.1%가 단선이다. 또한 북한의 여객열차는 크게 급행열차, 준
급행열차, 완행열차로 구분되며, 평양～청진간 약 550km를 운행하는데 급행열차는 16시
간, 완행열차로는 24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의 철도현황을 비교해 보면 총 연장은 북한이 5,214km, 남한이 3,399km로 북한의
철도연장이 남한보다 1.35배 더 길며, 전철화연장은 북한이 4,211km, 남한은 1,818km로 역
시 북한이 2.31배 더 길다. 차량보유현황을 보면, 북한이 21,394대, 남한이 17,868대로 역시
북한이 1.2배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궤간의 경우 남한이 전 구간 1,435mm 의 표준궤로 이루어진 반면, 북한은 표준궤 구간이
87%이고, 그 외 협궤 및 광궤 구간이 13%를 차지하고 있다.
운행속도의 경우 남한이 KTX의 경우 최고 300km/h, 그 외 일반열차의 경우 60～
140km/h인 반면 북한은 경의선 등 선로유지보수가 양호한 구간의 경우 30～60km/h의 속
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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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1-4 남북한 철도비교

南 (2008)
한국철도공사(운송사업)
운영조직
한국철도시설공단(시설공사)
노선현황 -- X자형
총 88개 노선
영업 km
3,399km
전철화율
53.5%
복선화율
41.3%
열 차 - 여객 : 300km/h
최고속도 - 화물 : 120km/h
계
17,868
객 차
1,439
차량
보유 화 차
13,178
현황
동력차
3,251
기 타
고속철도등 920
연간여객 - 9억 6,900만명
수 송 량 - 314억 1,595만 인/km
연간화물 - 4,300만톤
수 송 량 - 106억 4,100만 톤/km
디젤기관차 최대 3,000마력, 중량 22ton
사
양
전기기관차 - 교류 25,000V
사 양 - 출력 3900KW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운행 기관차
전기기관차, 전기동차
※ 자료 : 한국철도공사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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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철 도 부

- H자형
- 100여개 노선
5,214km
80.4%
3%
- 여객 : 50km/h
- 화물 : 40km/h
21,394
1,601
18,601
1,192
- 3,500만명
- 34억 인/km
- 3,850만톤
- 91억 톤/km
최대 2,500마력, 중량 20.5ton
- 직류 3,000V
- 출력 2,120～4,240KW
전기기관차,
증기기관차, 내연기관차

북한 철도노선 현황
북한의 철도망은 현재 11개의 주노선을 포함하여 100여 개의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그 형태는 H자형을 띄고 있고, 평의선으로 대표되는 서부축, 평라선으로 대표되는 동
부축, 평원선으로 대표되는 동서축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북부내륙을 순환하는 북부순환
선 및 황해 남북도를 순환하는 서부순환선이 결합된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림 1-12

주간선 노선으로는 평의선(평양～신의주), 평부선(평양～개성), 평라선(평양～나진)과
준간선으로 만포선(순천～만포), 백두산청년선(길주～혜산), 함북선(반죽～회령)을 주축으
로 북한 전 국토를 순환하는 루트와 각 지역별로 지역 내부를 연결하는 10개의 순환노선형
태로 나누어진다.
북한의 철도노선 100여 개 가운데 100㎞를 넘는 것은 14개 노선에 이르고 있으며, 30㎞
미만 노선이 70여 개로 전 노선의 70%를 점하고 있다. 또한, ’9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지역
내에서 수송수단이 가장 취약한 북부지역의 만포에서 혜산을 연결하는 북부순환선
(204.6km)과, 온천에서 남동을 연결하는 노선(80km) 등을 완공하여 운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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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간선명
기점
평의선
평양
평남선
평양
평부선
평양
황해청년선 사리원
청년이천선 평산
대동강
평덕선
～덕천
만포선
순천
평라선
간리
함북선
청암
백두산청년선 길주
강원선
고원
혜산만포청년선 혜산
금강산청년선 안변
기타선
합계

표 1-5 북한철도 노선별 현황

철도길이(km)
종점
간 선 지 선(노선수)
신의주
224.8
405.2(15)
온천
89.6
71.1(6)
개성
186.5
13.6(2)
해주
100.3
264.2(6)
세포
140.9
구장
192.3
69.0(13)
만포
303.4
138.8(7)
나진
781.1
505.0(18)
나진
326.9
136.6(11)
혜산
141.6
300.7(3)
평강
145.1
16.7(3)
만포
250.2
2.9(1)
금강산
102.5
305.0(1)
5,214km 2,985
2,229.0(86)

출처: 한국철도공사 남북철도노선도(2008) 외

경원선은 일반적으로 두만강-청진-함흥-원산-세포-평산-개성 구간으로 북한에서 말
하는 청년이천선, 강원선, 평라선의 일부, 함북선의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노선에 일반적
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강원선
북한의 강원선은 함경남도의 고원역과 강원도의 평강을 연결하는 총연장 145km의 철도
노선이다. 강원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함경남도의 고원군, 강원도의 문천군, 천내군, 원산
시, 안변군, 고산군, 세포군, 평강군 등이다.
강원선의 전철화 공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0년도에 고원-봉산간 전철화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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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되고 1986년에 세포-평강간의 전철화로 전구간 전철화가 이루어졌다. 강원선은 지형
이 험한 추가령, 평강, 철원고원을 통과하므로 구배가 심하여 강원선 구간 내에는 94개의
철교(연장 약 3,500m)와 24개의 터널(총연장 8,400m)이 있다.
강원선의 물동량은 고원-평강간 전 구간이 고원 방향의 화물이 많다. 이처럼 강원선에서
고원 화물이 많은 것은 청년이천선(평산-세포)을 거쳐 동쪽으로 통과화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원 화물중 중요한 것은 양곡으로 고원-세포간 전체 화물물동량중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황해도 지역의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양곡을 동해안지역으로 수송
하기 때문이다.
세포 화물의 대부분은 수입 코크스와 목재, 광석, 비료등의 통과화물로서 주로 강원선과
청년이천선을 거쳐 황해제철연합기업소로 운송되고 있다. 또한 함흥지구에서 생산된 화학
비료가 황해남북도로 수송되고 있으며 두만강역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목재는 서부
지역으로 수송된다.
강원선의 집중화물역은 갈마역과 문천역 2곳이 있다. 원산역 아래쪽에 위치한 갈마역은
원산, 안변, 통천, 고성의 물동량을 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주요 도착화물은 무연탄, 강재,
목재, 양곡, 주요 발송화물은 수산물이다. 한편 원산항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문천역은 문
천항의 물동량과 문평제련소등의 물량을 수송하고 있다. 문천역의 주요 도착화물은 무연
탄, 아연, 강재, 코크스이며 주요 발송화물은 금속, 비료, 기계제품, 수산물 등이다.
경원선은 원래 용산-원산 223,7㎞에 33개역이 있었으나 분단후 북한지역은 103.9㎞에 17
개역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는 평강에서 원산까지와 과거 함경선구간인 원산-고원 42.1㎞
를 합쳐 강원선이라 하며 강원선은 146㎞에 23개 역이 있다. 그러나 최근 원산시내 일부철
도를 직선화하면서 142.6㎞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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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명

선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강원선
광복전
평강
복계
이목
검불랑
성산
세포
삼방협
삼방
동가리
고산
용지원
석왕사

출처: 조선교통사(조선총독부) 외

현 재
평강
복계
리목
검불랑
성산
세포
삼방
락천
동가리
고산
룡지원
광명

역명

선명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강원선
광복전
남산
안변
배화
갈마
원산
덕원
문평
문천
용담
전탄
고원

현 재
남산
안변
배화
갈마
원산
덕원
문천
옥평
룡담
전탄
고원

나. 평라선(함경선)
평라선은 평양과 동해안의 나진을 잇는 총연장 781km의 대표적인 동서연결철도이다. 평라선
과 연결되어 있는 북한의 주요 간선철도망으로는 평의선, 만포선, 평덕선, 강원선, 함북선, 백두
산청년선이 있다.
평라선은 북한의 6개년 인민경제계획기에 전구간 전철화되었으며 청진-나진구간의 신호체계
는 반자동화가 실현되었다. 평라선 전구간이 중량레일로 교체되었으나 낡은 침목의 콘크리트침
목 교체작업은 미진한 상태이다(전구간의 30% 수준). 평라선은 지형이 험한 낭림산맥을 횡단하
는 형태이기 때문에 철교는 475개(총연장 22km), 터널은 146개(총연장 62km)로 터널이 평라선
전체 연장의 8%에 해당한다.
평라선에는 총 16개의 집중화물역이 있는데 그 주요 역으로는 봉학, 양덕, 정평, 흥원, 리원,
길주, 경성, 나진등이다. 이처럼 평라선에 많은 집중화물역이 배치된 것은 평라선에 대규모의 석
탄, 광석등을 필요로 하는 평양화력발전소, 김책제철소, 청진제강소,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흥남
비료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등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라선 구간중 상행의 경우(평양) 간리-순천-은산구간이, 하행의 경우(나진)에는 둔전-고원함흥구간이 물동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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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선은 원산에서 상삼봉까지 666,9㎞에 간이역을 포함 98개역이 있었으나 현재는 평원선 간
리-고원과 청라선 청진-나진철도를 건설하고 간리-나진간을 평라선이라 명명하였다. 광복이전
의 구간거리는 약 817.5㎞이었으나 현재 각종자료에는 819.0㎞로서 134개역이 있다. 이는 과거
평원선 일부를 개량함과 동시에 함흥시내노선 중 일부는 신선으로 대체하거나 개량하였고 청진
시내 노선 정리 등에 의한 변경으로 추정된다. 청진에는 러시아의 광궤(1,520㎜)철도와 함께 운
영을 위한 3선철도가 부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진역부터는 함북선으로서 과거 웅기역인
선봉역을 경유 물골역에서 적지역에 도착하고 다음역인 홍의역에서도 적지역으로 연결되는 3각
선이 형성되며 양 선이 합쳐 두만강역에 이르러 러시아의 핫산역으로 연결된다.
역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함 경 선 (평라선)
구분
광복전
현재 역명
고원
고원
44
현흥
현흥
45
영흥
금야
46
마장
인흥
47
범포
범포
48
왕장
왕장
49
문봉
문봉
50
신상
신상
51
부평
부평
52
정평
정평
53
흥상
함주
54
주서
55
함흥
함흥
56
본궁
창흥
57
흥남
흥남
58
서호진
서호
59
마전
마전
60
신중
61
여호
려호
62
퇴조
락원
63
세포리
세포리
64
라산
65
삼호
삼호
66
용운
룡운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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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경 선 (평라선)
광복전
현재
쌍암
쌍암
곡구
곡구
기암
기암
용강
신단천
오몽리
오몽리
단천
단천
문암
여해진
여해진
용대
용대
일신
일신
만춘
만춘
쌍용
쌍룡
성진
김책
신성진
장평
농성
학성
학중
송상
업억
업억
원평
원평
노동
로동
길주
길주
금송
금송
온수평
온수평
고참
명천
내포
내포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전진
경포
운포
영무
신포
양화
강상리
속후
신북청
신창
거산
건자
라흥
증산
염분
이원
군선

출처: 조선교통사(조선총독부) 외

홍원
경포
운포
중호
풍어
신포
양화
강상리
속후
양지
신북청
경안
거산
건자
라흥
증산
염분
송단
리원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명천
상룡전
용동
영안
극동
조막산
봉강
어대진
회문
용현
주을
생기령
경성
라남
남강덕
청진서항
청진어항
청진

룡반
상룡전
룡동
상항
극동
조막산
봉강
어대진
어랑
룡현
경성
생기령
승암
라남
남강덕
송평
수남
청진

다. 청년이천선
청년이천선은 동서를 연결하는 단선전철노선으로 평산에서 평부선, 세포에서 강원선과
연결된다. 평산, 정봉, 이천, 세포 등 4개의 집중화물역이 있으며, 주로 산간지대의 지하자
원 수송을 담당한다. 황해남.북도의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동부지구로 수송 할 때
이용되며,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철강재와 2.8시멘트연합기업소의 시멘트를 각 지역으로
소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천집중화물역은 강원도 이천, 철원, 판교, 법동교의 화물을 담당하며, 정봉집중화물역
은 황해북도 곡산, 신평, 신계, 수안군의 화물을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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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함북선
함북선은 중국과 러시아와 접해 있어 대외 화물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집중화물역
으로는 선봉, 새별, 온성, 회령, 부령 등으로 5개 역이 있다. 국경에서 중국으로는 남양역과
중국 도문역이 연결되며 러시아 지역으로는 함복선의 지선인 홍의지선이 두만강역서 핫산
역과 연결된다.
주요 화물은 석탄, 광석, 목재, 원유, 화학비료, 콕스탄 등이다. 석탄은 회령탄광, 세천탄
광, 무산광산, 온성탄광 등지에서 회령탄광선과 무산선을 이용하여 함북선과 연계수송되
며, 광석은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 자철정광을 공급한다. 목재는 두
만강역에서 들어오는 화물을 각 지역으로 수송된다. 대외무역화물은 자철정광, 마그네샤크
링카, 유색금속 및 유색금속정광이 주요 화물이다.
회령집중화물역은 회령탄광선의 분기역으로 회령탄광선 뿐만 아니라 궁신, 세천, 동포,
성평 등 인접한 탄광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각 지역으로 발송하며, 주요 취급품목은 석탄
과 광석이다.
부령집중화물역은 고무산역에서 인접해 있어 무산에서 취급되는 화물과 철송역에서 수
송되는 자철정광을 발송하고 있으며, 고무산시멘트 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도 주요 취
급하물이다.
온성집중화물역은 남양역과 인접해 있으며 중국과의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중요한 역
으로 주요 수입화물은 콕스탄이고 수출화물은 자철정광, 활석분, 강재, 수산물 등이다.
두만강역은 러시아에서의 무역을 중계한다. 주요 수입화물은 목재와 원유이고, 수출화물
은 마그네샤크링카, 화학비료, 강재, 유색금속 및 유색금속정광이다. 두만강역으로부터 수
입된 화물은 나진.선봉까지 연결되어 해양운수와 연대수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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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시스템별 비교
◦ 철도연장

년도
1980
1985
1990
1995
1997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단위:km)

표 1-8 남북한 철도연장 비교

철도킬로
3,135
3,121
3,091
3,101
3,118
3,123
3,140
3,374
3,392
3,392
3,399
3,381

남한

궤도연장
6,007
6,299
6,435
6,554
6,580
6,706
7,530
7,746
7,878
7,890
7,950
7,981

출처: 한국철도공사 남북철도노선도(2008) 외
◦ 전철 총연장 및 전철화율

북한
4,370
4,516
5,045
5,112
5,214
5,214
5,235
5,235
5,235
5,235
5,242
5,242

표 1-9 남북한 전철 총연장 및 전철화율 비교

남한
북한
년도 전철총연장 전철화율 전철총연장 전철화율
(A)
(B)
1990 522.2
16.9 3,194.0 63.3
1995 555.1
17.9 4,030.0 78.8
2000 667.5
21.4 4,189.0 80.3
2003 681.3
21.7 4,211.0 80.4
2004 1,585.8 47.0 4,211.0 80.4
2005 1,669.9 49.2 4,211.0 80.4
2006 1,818.4 49.3 4,211.0 80.4
2007 1,817.8 53.5 4,211.0 80.4
2008 1,843.4 54.5 4,211.0 80.4

출처: 한국철도공사 남북철도노선도(2008)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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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7,505
7,637
8,136
8,213
8,223
8,337
8,375
8,609
8,627
8,627
8,641
8,623
(단위:km)

남북한
전철총연장
(A+B) 전철화율
3,716.2 45.7
4,585.1 55.8
4,856.5 58.3
4,892.3 58.4
5,796.8 67.3
5,880.9 68.1
6,029.4 67.5
6,028.8 69.8
6,054.4 70.2

◦ 지하철 총연장

(단위:km)

표 1-10 남북한 지하철 총연장 비교

년도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남한
149.7
178.8
393.4
358.6
358.6
470.8
482.1
500.3
503.9

※ 국철제외

북한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34.0

남북한
183.7
212.8
427.4
392.6
392.6
504.8
516.1
534.3
537.9

비고

◦ 철도차량 보유대수
표 1-11 남북한 철도차량 보유대수 비교

년도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기관차
1,325
2,175
2,852
3,039
3,013
3,029
3,252
3,226
3,164

남한
객차
2,133
1,856
1,675
1,717
1,510
1,474
1,439
1,411
1,390

화차
15,601
14,330
13,224
14,450
14,286
13,817
13,178
13,183
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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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차
1,182
1,162
1,119
1,180
1,192
1,217
1,227
1,224
1,223

북한
객차
1,050
1,048
1,041
1,599
1,601
1,799
2,043
2,228
2,227

(단위:량)

화차
23,920
21,130
17,932
18,186
18,226
18,865
19,177
19,510
21,334

2.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복원 사례
남북 및 대륙철도연결사업은 차별화․특화된 지역을 따라 신규 수요를 창출하면서, 동북
아를 통합하는 국제 철도망으로 발전할 것이다. 남북-동북아 철도협력이라는 것은 단지 철
도연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지역에서 우리의 위상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프로젝트이다. 단계별 북한철도현대화와 대륙철도운영의 선순환 구
조를 창출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남북 및 동북아 육상
운송 환경은 정치 환경 및 시장의 변화, 화주의 니즈변화, 시설과 장비의 변화, 운송기업의
변화 측면에서 급변하고 있는데 본 절에서는 이런 대외적인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남북 및
대륙철도연결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반도 통합철도망에 대한 방향을 찾아보
고자 한다.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개발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 남북철도연결사업은 중장
기적으로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가는 남북경제공동체의 추동력이다. 2007년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1단계 본 단지 100만평사업의 2차 분양에서 2.3:1의 높은 경쟁
률로 분양에 성공하였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경협특구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협
력은 상호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특구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기반시설이다. 예를
들어 과거 크루즈 금강산 관광이 육로관광으로 전환되면서 한해 30만 명의 관광객이 금강
산에 다녀올 정도로 활성화되었고, 이는 동해선 철도연결에 따른 보이지 않는 반사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의선 개통이 2007년 12월 11일에 시행됨에 따라 남북철도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었고,
남한 문산역과북한 판문역 (문산~MDL : 12km, MDL~판문역 : 4.5km)구간에서 개성공단
관련 화물 수송을 위한 남북 화물열차 운행이 시작되었다. 남북 화물열차는 매일 1회 정례
적으로 운행하 남한 도라산역에서 오전 9시 개성공단 원자재 등을 북한으로 운송하고, 북
한 판문역에서는 14시 개성공단 생산품을 남한으로 운송하였다. 향후 컨테이너야적장이나
개성공단과 연계된 물류시설들은 화물열차 운행 추이에 따라 정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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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남북철도 화물열차 운행구간
집하,

집하,
열차조성
통관․․검역

통관․검역

열차조성

월
롱

오
봉

문
산

도라
산

MDL

판
문

개성
공단

구,봉

￭

손

동

하

개
성

※ 도라산 공용야드에서 화물 통관, 검역 시작(‘07.12.10 도라산 공용야드 준공)
경의선은 남북간의 협의와는 별도로 198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994년에는 당시의
환경처와 철도복원대상지역의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용지매입을
추진해 왔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후 경의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은 2000년 9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002년 4월부터는 도라산역까지 열차가 운행되었다. 2002년 9월 18일 동해선과 함께 경의
선 착공식을 남북이 동시에 개최하였고, 남측에서는 북측구간의 자재 제공에 합의하였다.
2002년 12월에는 경의선 남측구간 연결공사가 완료되었다. 문산~장단간(12km)& 구간복구
는 2003년말 완료하였다. 2006년 4월철도운영에 필요한 경의선 철도 CIQ(출입시설) 건설
이 완료되었으며, 경의선 연결에 소요된 재원은 철도 914억 300만원, CIQ건설에 259억
8,900만원, 공용야드건설에 840억 3,100만원이 소요되었다.
그림 1-14 개성공단의 경의선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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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은 남북간의 협의와는 별도로 198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994년에는 당시의
환경처와 철도복원대상지역의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용지매입을
추진해 왔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후 경의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은 2000년 9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2002년 4월부터는 도라산역까지 열차가 운행되었다. 2002년 9월 18일 동해선과 함께 경의
선 착공식을 남북이 동시에 개최하였고, 남측에서는 북측구간의 자재 제공에 합의하였다.
2002년 12월에는 경의선 남측구간 연결공사가 완료되었다. 문산~장단간(12km)& 구간복구
는 2003년말 완료하였다. 2006년 4월철도운영에 필요한 경의선 철도 CIQ(출입시설) 건설
이 완료되었으며, 경의선 연결에 소요된 재원은 철도 914억 300만원, CIQ건설에 259억
8,900만원, 공용야드건설에 840억 3,100만원이 소요되었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주요일지】
◦ '00.07.31 :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경의선 철도연결 합의.
◦ '02.04.05 : 임동원 특사 방북,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합의.
◦ '02.09.18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동시 착공식.
◦ '02.12.31 : 남한 경의선철도 전 구간 공사완료.
◦ '03.06.14 : 남북 철도 궤도 연결행사 개최.
◦ '04.04.10 : `남북 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합의.
◦ '04.04.13 : 제4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회의 시 “남북사이의열차운행에관한기본
합의서” 체결
◦ '05.07.12 :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10차 회의, 2005년 10월 열차시험운행.
도로개통식 및 2005년 내 철도개통식 실시 합의.
◦ '05.08.12 : 철도연결구간 공사실태 공동점검
◦ '05.12.31 : 동해선 우리측 철도구간 본선궤도 부설완료.
◦ '06.05.13 : 제1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열차시험운행 5월24일 실시 합의.
◦ '06.05.24 : 북한, 시험운행 행사 취소 통보.
◦ '06.06.06 : 경협위 12차 회의, 열차시험운행 조건으로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합의서' 발효 합의.
◦ '07.03.02 : 제20차 장관급회담, 상반기 내 열차 시험운행 합의.
◦ '07.04.22 : 경협위 13차 회의, 열차시험운행 5월17일 실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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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5.11 :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열차시험운행 위한 군사보장 조치 합의
◦ '07.05.17 : 경의선․동해선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동시 시행
◦ '07.10.04 :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개통합의
◦ '07.11.16 : 제1차남북총리회담에서 12.11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 개시 합의
◦ '07.11.21 :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1차 실무접촉에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채택 남북철도공동위원회 가동.
매일 1회 정기운행 합의
◦ '07.11.29 :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철도화물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군사보장
조치 합의
◦ '07.12.11 : 경의선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개통
경의선 연결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가 남북관계개선 및 상호신뢰구축에 기여함
으로써 남북간의「사실상의 통일」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경의선 복원은 남북
한 당국간 합의를 통해 추진되는 최초의 공적 협력사업으로써 경의선 연결과정에 비무장
지대는 분단의 상징으로부터 화해협력의 새로운 공간으로 성격을 달리할 것이다. 육상철
도연결로 남북간의 보다 많은 실질적인 접촉과 교류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교
류과정에서 한반도의 대결상태는 완화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
한 상호 선린관계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통일에로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경의선 연결로 남북한의 수도인 서울과 평양 두 도시가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실질적으로 분단 56년의 벽을 허물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제도화
를 통해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가는 실천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주목된다. 또한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탈바꿈할 경우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평화협정 등의 논의도 보다 활성화 될 것이
다.
표 1-12 경의선 공사개요(남한구간)
구 분
철 도
도 로
공사구간
문산～군사분계선
통일대교북단～군사분계선
공사규모
12km, 단선
5.1km, 도로폭 20m(4차선)
사업비
903억원
90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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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구간
- 철도 : 군사분계선 ～ 개성 (15.3km) 미완공
- 도로 : 군사분계선 ～ 개성공단 (7.0km) 완공
반도 단일경제공동체의 형성 및 아세아 유럽대륙권에서의 경제력의 확대는 단순한 경제
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전 지구적으로 한민족공동체의 위상과 응집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부각된다. 경의선이 중국의 횡단철도, 동북철도와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
도와 연결될 경우 한반도와 중국의 200만 조선족동포와 러시아 14만 고려인동포들과의 경
제, 문화,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더 돈독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유대관계는 궁극적으
로 해외한민족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들의 거주국에서의 위상을 키워주며 그들의 민족정체
성 확립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은 벌써 한반도의 정치, 경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여 시베
리아 경협 파트너 물색과정에 한국과 러시아 안의 고려인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또 이를 위해 러시아는 북한접경지역에 고려인 자치공화국설립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주변국가의 움직임에서 볼 수 있는바 경의선 복원
과 한반도의 경제적인 부상이 해외 한민족에게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림 1-15 도라산 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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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및 유라시아 시각에서 본 남북철도 개발전망
남북철도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만주
횡단철도(TMR) 등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현재 북한을 경유하여 대륙횡단철도와의
연결가능 노선은 아래의 4개 노선이다.
․ 경의선 ～ 청년 이천선 ～ 강원선 ～ 평라선 ～ TSR, TCR, TMR
․ 경의선 ～ 평원선 ～ 평라선 ～ TSR, TCR, TMR
․ 경의선 ～ 평원선 ～ 평라선 ～ TCR, TMGR
․ 동해선 ～ 강원선 ～ 평라선 ～ TSR, TCR, TMR
표 1-13 대륙횡단철도망 현황
구 분

구

간

총연장
(㎞) 궤 간

시베리아횡단철도 블라디보스톡～하바로브스크～치타～울란우데～이
르크츠크～옴스크～노보시비르스크～예카데린브르 9,334 광 궤
(TSR) 크～모스크바

중국표준궤
중국횡단 철도 연운항～정주～란조우～우르므치～*아라산쿠(중)～*
드루즈바(카)～*프레스고노르코프카(카)～*자우랄리 12,971 카자흐
(TCR) 에역(러)에서 TSR과 연결 ~ 베를린 ~ 로테르담
광궤
만주횡단철도 도문～*만주리(중)～*자바이칼스크(러)～카림스카야 11,608 중국
(TMR) 역(러)에서 TSR과 연결
표준궤
천진～베이징～*에렌호트(중)▫*자민우드(몽)
몽고횡단철도 중국
몽골
▫울란바토루～*수흐바토르(몽)▫*나우스키(러)～울
11,231
(TMGR) 란우데역(러)에서 TSR과 연결
광궤
출처 :
주) * 표식 : 국경역, 거리 : 부산～모스크바간,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 철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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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횡단철도
이 철도는 1850년대 극동지방의 군사적 의의(意義)의 증대, 시베리아 식민, 대(對)중국무
역 등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철도의 예정선은 종래의 시베리아 가도(街道)를 따라 건설하
기로 계획하고 1887년에 조사를 시작하여 1891년부터 다음해에 걸쳐 착공하였으며, 1897년
에는 부분적으로 첼랴빈스크∼이르쿠츠크가 개통되었다. 특히 러시아 ·일본 간의 긴장으
로 갑자기 공용(供用)을 개시하기 위해서 바이칼 호상(湖上)에 주정교(舟艇橋)를 설치, 연락
했기 때문에 화제가 되었으며, 또 만저우리[滿州里]에서 둥칭철도[東淸鐵道]를 중간에서 이
용하여 합선(合線)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러 ·일전쟁 후 하바롭스크를 경유하
여 국내만을 통과하는 본래의 시베리아철도 전간이 개통하게 된 것은 1916년이었는데 총공
사비는 10억 루불에 달하였다. 시베리아철도는 러 ·일전쟁에 의해서 그 군사적 의의가 실증
되었으나, 동시에 척식철도(拓殖鐵道)로서의 성격을 띠었다. 철도에 의한 이민은 1891∼99
년간에 113만에 이르렀으며 첼랴빈스크에서 이르쿠츠크 간의 철도 수송인원은 1900년에 97
만에서 1914년에는 517만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1937년 전 구간의 복선화가 완성되었
으며, 아울러 제2차 세계대전 중 국방에 기여한 역할은 매우 컸다. 현재 거의 전선이 전화
(電化)되었으며 서쪽으로부터 투르크시브 철도, 남(南)시베리아철도, 바이칼호와 레나강 유
역을 연결하는 바이칼-아무르 철도 등의 지선이 본선에서 갈라진다. 시베리아철도는 동서
2개의 총관리국이 있고 다시 그 밑에 10개의 관리국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또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의 9,334 km를 운행하는 열차는 세계에서 가장 긴 직통열차로도 유명하다.
중국횡단철도
중국의 렌윈항[連雲港]에서 출발하여 카자흐스탄과의 접경지역인 아라산[阿拉善] 입구와
카자흐스탄의 드루즈바(Druzhba), 러시아의 모스크바, 베를린을 거쳐 로테르담으로 이어진
총연장거리 1만 2,971㎞의 철도이다.
이 철도는 1956년 중국과 구소련이 국경을 연결하는 철도로 건설하다가 중단되었으나,
1985년 공사가 재개되어 1992년 12월부터 정식으로 운송활동을 시작하였다. 중국내 총연장
은 4,128㎞이고, 노선의 대부분은 복선 및 전철화가 되어 있으며, 표준궤(궤간143.5㎝)를 사
용하고, 신호체계는 전체노선에 전자동 폐쇄방식을 적용한다.
시베리아횡단철도에 비해 운행거리가 단축되어 운행시간 단축이라는 장점이 있고, 중국·
카자흐스탄·러시아 국경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각 구간별 운임이 비싸고,
궤간이 바뀔 때마다 바꿔 타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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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횡단철도
1891년 제정러시아의 황제인 알렉산데르 3세에 의하여 시베리아 철도(Trans-Siberian
Railroad:정식 명칭은 시베리아횡단철도) 건설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여러 구간에
서 동시에 건설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서쪽에서는 모스크바로부터, 동쪽에서는 블라디보스
토크로부터 중부 시베리아 철도와 자바이칼 철도 외 여러 철도를 건설하여 서로 연결시키
는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이 가운데 자바이칼 지방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만주
횡단철도는 선로의 건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 1901년에 완공하
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완전히 중국의 통제권에 들어옴으로써 노선의 이름도 중국창춘
철도로 바뀌었다.
이 철도는 경의선 복원을 계기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의 한 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한반도와 연결하는 두 가지 노선이 검토되고 있다. 첫째, 평강∼남
양∼TMR 연결노선은 부산·광양시에서 출발하여 서울·신탄리를 거쳐 북한의 평강군·청진
시·회령군을 경유, 북한과 중국 접경역인 남양(중국은 투먼[圖們])에서 TMR와 연결된다.
총 연장 1만 1608㎞이며 한국·북한·중국·러시아 등 4개국을 경유한다. 둘째, 순천∼만포∼
TMR 연결노선은 경의선 순천시에서 분기하여 만포시에서 중국 지안시[集安市]와 연결되
어 창춘·하얼빈을 거쳐 TMR와 연결된다. 이 노선은 중국에서 가장 심각한 정체구간인
하얼빈∼창춘 구간을 통과하게 되어 검토되고 있는 5개의 한반도 대륙연결 철도망 중 가
장 경제성이 없는 구간으로 평가된다.
몽골횡단철도
이 철도는 시베리아철도와 만나 모스크바를 거쳐 파리로 이어진다. 2000년 9월에 서울
과 북한의 신의주시를 잇는 경의선 복원공사가 시작되면서 경의선과 연결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철(鐵)의 실크로드의 한 노선으로 거론되고 있다.
신의주시 대안에 자리잡은 중국 랴오닝성[遼寧省]의 국경도시 단둥으로 연결되어 베이
징을 거쳐 이 철도와 만나는 노선은 총 연장이 1만 1231km이며, 한국을 시종점으로 하는
아시아 횡단철도(TAR) 북부 노선으로 검토되는 5개의 노선 가운데 길이가 가장 짧다. 이
밖에 남양∼중국 투먼[圖們]∼TMGR, 만포∼중국 지안[集安]∼TMGR 노선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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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 북한철도의 국제열차 운영현황

구분
총연장 (북한지역)

정차역수 (북한 : 외국)
운행시간
(현시간기준)
운행시간
(운행소요시간)
평균운행속도

북한→외국
외국→북한
북한→외국
외국→북한
전지역
북한지역

평양～베이징 평양～중국～모스크바
1,349km
8,680km
(227km)
(227km)
13개
20개
(6개 : 7개) (3개 : 5개 : 12개)
22시간
6일
23시간
7일
22시간
6일13시간
23시간
6일12시간40분
72km/h
63km/h
56km/h
62km/h

평양～모스크바
10,309km
(862km)
21개
(8개 : 13개)
8일
9일
9일2시간15분
8일14시간40분
55～60km/h
44km/h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직통열차운행협정, 국경철도공동위원회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철
도를 운영 중이다. 중국과 3개 노선(신의주-단동, 만포-집안, 남양-도문), 러시아와는 1개
노선(두만강-핫산)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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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남북철도 연결사업 추진경과
구 분
주 요 내 용
: 건설교통부
경의선 및 동해선 ◦◦ 행사주관
행사장소 : 도라산역 북단 제2통문 앞
철도․도로 연결
남북공동 착공식 ◦ 참석규모 : 국무총리 외 1,000여명
(‘02.9.18)
: 통일부
경의선 및 동해선 ◦◦ 행사총괄
남북철도 연결행사 행사장소 : 경의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선상
(‘03.6.14)
◦ 제4차 남북 철도․도로실무협의회에서 채택
‘남북사이 열차운행에 ◦ 주요내용
관한 기본합의서’ -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채택(‘04.4.13)
- 열차운행방법 및 절차, 수송절차와 방법
- 사고처리 및 책임부담, 차량고장시 대책 등
남북철도 연결구간 ◦ 경의선 : 문산→개성(26.8Km), 남측열차
열차시험운행 ◦ 동해선 : 금강산→제진(25.5Km), 북측열차
(‘07.5.17)
◦ 주요내용(철도분야)
-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 개성～신의주 철도개보수 추진․협의
- ‘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경의선 열차이용
◦ 장소 : 개성 자남산 여관
◦ 참석
- 남측 : 김형석 경협기획관 외 4명
남북철도협력분과위 - 북측 : 박정성 철도국장 외 3명
원회 제1차
실무접촉('07.11.20-21 ◦- 주요내용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채택
)
-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 남북간 정기화물열차 운행사항 협의
-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보수, 남북응원단 열차운행 협의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공동선언
(‘0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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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 1-16 남북철도 연결사업 추진경과(계속)

주 요 내 용

◦ 장소 : 개성 자남산 여관
◦ 참석 : 남측 11명(대표 통일부 김호성)
북측 10명(대표 김철호)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 ◦- 주요내용
화물열차는 매일 1회 왕복운행하고 화물수송량에 따라 증감
회 제1차회의
- 화물열차 취급 및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직원 공동 작업절차 확
(‘07.12.1)
정
- 화물열차 취급과 관련한 장표류 서식 교환
- 화물열차 취급과 관련한 운임․요금과 환율 적용문제는 추후
협의
문산～판문(봉동)간 ◦ 문산역 06:20 출발, 판문역 11:50 출발
화물열차 개통 ◦ 도라산역 승무신고(KORAIL), 판문역 개통행사(통일부)
(‘07.12.11)
◦ 장소 : 개성 자남산 여관
◦ 참석 : 남측(건교부 원인희 기반시설본부장 외 3명)
북측(철도성 박정성 국장 외 5명)
◦ 주요내용
-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과 관련
․‘08.2.1부터 화물을 적재한 화차만 운행하는 방식으로 개선 ⇒ 매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 일 운행하되, 화물이 없을 경우 기관차, 차장차만 운행
회 제1차회의
- 판문역 출입절차 간소화, 화물품목 확대 등 화물운송 증대방안에
(‘08.1.29-30)
대해서 논의
- 개성～신의주 철도개보수 실무적 문제 협의
․철도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남북응원열차 운행을 위한 긴급개보수 문제
․개보수 착수시기 등
-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 이행의
지 확인, 개성～신의주 철도개보수 적극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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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남북한간 철도연결사업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제1차, 제2차남북장관
급회담에서 경의선철도 연결에 합의한 이후 급진전 되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개발
에 따라 육로수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도로를 이용한 수송은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겨우 시험운행만 마친 상태이다.
철도가 연결되고 주기적으로 열차가 운행된다는 것은 남북경협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며, 결국 이는 통일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기폭제가 될것이다.
또한 남북철도연결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며 동북아간선철도망의 연
계, 나아가 유라시아까지 연결되는 수송망을 의미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2000년 9월 18일 기공식과 함께 추진되어 남북간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남북간 군사적 긴
장완화 및 신뢰구축, 나아가 한반도－중국－유럽을 잇는 대륙횡단철도와 연결하여 한반도
를 동북아 물류 핵심기지로 만드는 ‘철의 실크로드’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었다.

※참고 : 동해선 철도연결 사업

제진~군사분계선간(7km) 철도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2002년 9월 착공식을 하여 2005년
말 본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검수(차량정비)시설 등 부대공사를 2006년말 완공하였다.
동해선철도에 1,143억 7,500만원, 공동야드 건설에 487억 2,700만원이 투입되었다. 시험
운행 및 향후추진방향 2004년 4월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합의함으
로써 철도 연결에 따른 기본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북측은 2006년 5월
에 예정되어 있던 열차 시험운행을 갑자기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한후 2년동안 진전이 없
었다. 2007년 5월에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조치에 합의, 5월 17일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이 이루어졌다. 향후 남북간의 물동량 이동이 많아지고, 나아가 러시아, 중국
까지 철도가 연결된다면 물류비 측면에서 많은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
한 철도망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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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사구간
공사규모
사업비

표 1-17 동해선 공사개요(남한구간)
철 도
도 로
저진～군사분계선
송현리～군사분계선
9km, 단선
4.2km, 도로폭 10m(2차선)
795억원
892억원

▫ 북한구간
- 철도 : 군사분계선 ～ 온정리 (18.5km)
- 도로 : 군사분계선 ～ 온정리 (2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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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남북철도 연결구간
TSR
러시아

TMR
중

도문(圖們)

국

남양
(온성)

회령
무산

하산(Khasan)
두만강
나진

청진

TCR
혜산
집안(集安)
만포

길주

강계

TCR, TMGR
단동(丹東)
신의주
구성

○ 남북철도 연결사업 동해선구간 : 제진-금강산
(25.5Km)
- 제진-MDL : 7Km
- MDL-감호 : 4.1Km
- 감호-금강산 : 14.4Km

함흥
정주
안주

개천

고원

선천

원산

평양

금강산

남포
세포
사리원
장연

내금강

제진

평강
평산

해주

철원 금곡
판문
신탄리
도라산
춘천

인천

속초
강릉

서울

삼척

제천
천안

영주

대전
장항

김천

포항

익산
동대구

경주
삼랑진

○ 남북철도 연결사업 경의선구간 : 문산-개성
송정리
(26.8Km)
- 문산-도라산 : 9.7Km
목포
- 도라산-MDL : 1.8Km
- MDL-판문 : 5Km
- 판문-개성 : 10.3Km

창원
순천

- 81 -

부산

울산

제5절. 대륙철도 관련 동향 및 환경변화
1. 나진-하산 프로젝트
최근 추진되고 있는 ‘나진-핫산 철도의 개보수‘, '부산~나진 간 해상 수송 후 TSR 경유
컨테이너 물류수송'은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다. 나진-핫산 프로젝
트 수행에 따른 나선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정치적․경제적 실익이 큰
사업이다.
나선 주변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러시아 극동지역)과 노동력(북한,중국), 산업기술(한
국)과 자본력(일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략적 입지 여건으로 인해 다자간 경제협력의 시
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나선지역은 북한내 경제특구로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5개
국이 참여하는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에 포함된 국제지역이다. 따라서 나선지
역을 다자간 국제협력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발전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나진’은 동북아국
가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남․북․러 뿐만 아니라 남․북․중간의 인프라․물류협력 가능
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나진-하산구간의 개건사업은 TKR-TSR사업의 시범사업을 의미하며, 「부산-나
진간 해상수송 후 TSR 경유 컨테이너 사업」이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면 국제사회에 북한
철도 현대화 및 TKR-TSR사업의 공론화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동
북아 물류체계와의 연계를 고려, 수출입물동량을 위한 부산․광양항과 같은 허브항 연계
뿐만 아니라 내륙물동량을 위한 속초항, 동해항, 영일만항 등과의 피더망 구축도 가능하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남북철도사업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반도 위기의
안정적 관리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TKR-TSR 연계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약 2억2천만 달러(초기
투자금 4천 4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러시아는 전망하고 있다. 나진-핫산 철도개보수
에 7천만달러, 나진항 개보수에 8천만달러, 화차구입에 7천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한
국은 국내물류업체(우진글로벌, 코레일로지스, 범한판토스, 현대글로비스, 장금상선, 한루
등 6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Ruco Logistics. Co., Ltd 설립(‘07.06)하고, 러시아철도
공사와 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최근 논의 중인 한․러 합작사업 투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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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북․러는 양측이 3 : 7 지분을 합의한 바 있으며, 러시아측은 러시아 지분의 40%를
한국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북한도 동의한 바 있다.
그림 1-17 최근 논의 중인 한-러 합작사업 투자구조

그림 1-18 한-러 합작사업에서 루코와 RZD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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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는 이미 ‘08년 4월 24일 나진-핫산 철도개보수와 나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추
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주)러시아철도무역상회와 나진항은 합영기업 설립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08년 10월 4일 북러간 나진 -핫산 철도 및 나진항 개보수 착공식을
조러 친선각에서 가졌다. 하지만 49년간 북․러 간 합영기업의 3 : 7 지분구조와 향후 한․
러간의 투자 규모 등 풀어야 과제도 남아있다. 최대 화주국인 한국이 제외된 ’나진-핫산
-TSR 유라시아 물류사업‘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의 야쿠닌 사장도 이를
우려하여 한․러간의 투자 지분구조의 변화를 언급한 바 있다.
참고로 러시아측에서 발표한 한반도 종단철도의 개수공사 착공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
4일 한반도 종단철도 나진-두만강 구간의 개수공사 착공식 행사가 국경역인 두만강 역에
서 열렸다. 약 1억 5천만 유로의 예산으로 계획되어 54km의 새로운 철로를 건설하고 10개
의 철도역, 3개의 터널, 40개 이상의 교량과 그 외의 설비들을 개수 공사하는 프로젝트이
다. 북한 철도성과 러시아 철도공사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가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두
만강- 나진 구간의 통과능력은 일 12열차의 왕복, 물동량은 400만 톤의 화물로 보고 있다.
프로젝트는 아태지역 특히 한국으로부터 매년 10만 TEU 화물을 TSR로 집중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2011년 하산으로부터 3만 5천 톤 컨테이너를 수용가능하고, 2013년에는
10만 톤까지 예상하고 있다.
이 합작회사는 남한의 화물 포워더의 참여로 물류회사를 설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컨테이너 터미널은 연간 40만 TEU를 수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지만 항구의 발전은
향후 70만 TEU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 철도 야쿠닌 사장은 두만강-나
진 프로젝트를 전 노선의 장기 현대화 작업의 시범사업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종단열차의
복구는 10000km 길이의 거대한 유라시아 교통로를 만들어 낼 것이다. 대륙철도를 이용한
동서방향 컨테이너 화물 운송은 운송시간 측면에서 해운의 반으로 절약할 것이다. 한반도
종단철도의 개수공사의 총 비용은 70~8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철도공사는 러시
아와 남북한의 지원과 함께 다른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러시아도 늘어나는 물동량에 대비하여
240km의 TSR구간의 개수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개수구간에는 향후 일20열차의 왕복
운행, 1700만 톤 화물의 수용이 가능하다. 프로젝트의 투자비용은 총 100억 루블로 예상하
고 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북한철도현대화 사업비와 관련하여 2002년에 발표한 24억 5천만 달
러에서 2008년 70억 달러 이상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사업비 추정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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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향후 논쟁이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사업비는 2002년
발표한 자료보다도 저렴하다. 발표자료와 실제 진행되는 사업비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
다. 따라서 북한철도의 공동 실태조사 또는 과거 러시아의 실태점검 자료 공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확실하면서 과도한 사업비 추정은 ‘북한 퍼주기’ 논란의 재연과 남
남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크다. 앞서 언급한 단계별 북한철도 현대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에 있다. 러시아에서 발표한 국제 컨소시엄도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북핵문제가 성과를
보이지 않는 한 국제투자여건이 성숙되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러시아는 물동량을 확보
하고 있는 한국의 참여가 절실하다. 단계별 북한철도현대화와 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
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철도의 경우 초기에는 저비용․ 정부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
범사업(나진하산 프로젝트, 화물철도운영,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고비용․ 국제투
자가 가능한 민간 참여의 대규모사업(경의선 복선화사업)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합리적이
다. 따라서 초기에는 남북협력기금(SNCF)을 통한 정부주도형, 중기에는 국제공적자금조
달, 장기적으로 국제민간자본투자가 바람직하다.
그림 1-19 북러간 나진 -핫산 철도 및 나진항 개보수 착공식
(‘0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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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핫산 프로젝트는 특화된 지역과 차별화된 제품에 대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TKR-TSR 수송이 러시아 및 CIS국가 내륙 물류수송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면, 해운
은 서유럽지역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나진-핫산 프로젝트는 TKR-TSR 수송의 일환으
로 고부가가치의 컨테이너 화물에서 경쟁력을 갖으며, 백색가전과 자동차관련 제품이 주
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 주 고객은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로 물류수송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05년 TKR-TSR 통과물동량은 12만 TEU이며, 80%인 10만 TEU가 우리화물(부산-보
스토치니-모스크바-핀란드)인 점을 고려할 때, 나진-핫산 프로젝트 추진시 당해년도 예상
러시아화물 물동량은 8만 TEU (4만 FEU)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남북철도, TSR 개선시
단기적으로 20만 TEU, 장기적으로 50만TEU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사업의 가
장 큰 장점은 수송시간 및 비용절감 요인이다.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약 20일의 수송시간
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화물의 제고기간을 20일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가지
고 있어 자동차산업과 연계하여 많은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 비용적인 측면
에서 고비용의 극동항만을 대체하고, 화차구매에 따른 비용절감 등을 고려할 때 해상운송
과 대등한 비용으로 수송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은 나진-핫산 프로젝트의 경
제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20 나진-핫산 프로젝트의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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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에서 철도의 개보수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물류기지 건설로 유라시아물류사업
기반을 조성한다면 이는 나진․선봉특구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개혁․개방․개발의
시너지를 확보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본 사업은 남․북․러 3자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사업이다. 북한은 노후 된 북한철도 일
부를 복원하여 나선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북․러 협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미
국의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조치에 따른 다자간 경협 사업의 모멘텀을 확보 수 있다.
러시아는 포화상태의 극동항을 해결하고, TSR경쟁력 제고를 통한 유라시아 물류망을 활
성화한다. 북․러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지역에서 철도․에너지 대국으로써의 정치 ․
경제적 영항력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은 남․북․러 3자 협력으로 나선지역 진출 등 남북
협력의 선 순환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 정부의 한․러간 ‘철, 에너지, 녹색 3대
신 실크로드’ 경제협력에 추동력을 제공하고, 대륙물류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자원개발과 연
계한 패키지사업화로 경제성을 확보할하여, 한반도의 유라시아 대륙물류 거점화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동북아의 경제․안보협력에 기여하고 동
북아협력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통합으로
이어지는 상호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한국철도가 동북아물류의 핵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철도의
철도물류 중심 역량확충, 북한철도현대화3), 다양한 철도물동량 루트의 개발, 주요 간선철
도망의 전철화 및 시설․장비개량, 고속․대량수송을 위한 간선 및 기간철도망 확충, 글로
벌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한국고속철도의 대륙진출 등이 필요하다.

3) 북한철도의 현대화가 남한철도 수준(속도, 운용시스템 등)에 이르는 광의의 개념이라면, 북한 철도의 개보수는 그 전
단계인 노후된 시설을 최소허용 범위(속도, 안전성 등)으로 끌어올리는 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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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철도
TSR 수송 루트의 개요
TSR 수송 루트란 시베리아 철도와 해상수송을 이용해 동아시아와 러시아, 유럽, 중앙아
시아를 연결하는 국제복합 일관수송 시스템을 말한다. 루트의 동단에 해당하는 한국, 중국,
일본의 각 항구에서 러시아 극동 항만(보스토치니항, 나호트카항, 블라디보스톡항 등)에
정기선으로 수송되며, 입항 후 철도에 적재되어 시베리아철도를 횡단한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단축을 위해 목적지까지 편성을 변경하지 않는 전용열차(Block Train)가 이용된다. 서
항(WB)과 동항(EB)의 쌍방향수송이다. 최근(2000년 이후) 이용되고 있는 동아시아 발착
의 루트로서 다음과 같은 네 구역이 있다.
① 러시아 국내: 글자 그대로 러시아 국내 각지에 철도 수송된다. 2005년부터 우리나라기
업 등이 진출했으며, 일정한 화물이 예상되는 도시로 Block Train이 운행되고 있다. 2007
년 8월 현재, 다간로그(현대자동차), 이제프스크(기아자동차), 나베레즈느이 체르누이(쌍용
자동차), 모스크바행 정기적 Block Train이 러시안 트로이카사, 트랜스컨테이너사, F.E.트
랜스사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 러시아 서부로의 경합 루트는 유럽을 경유하는 해상수송
루트(Deep Sea)이다.
②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철도의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남쪽으로 분기해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한다. 보스토치니항에서 우즈베키스탄의 GM 대우자동차 공장까지
트랜스 컨테이너사에 의해서 Block Train이 정기적으로 운행된다. 중앙아시아로의 경합
루트는 중국 경유 루트(TCR:Trans-China Railway)이다. TCR은 중국항만(연운항, 천진,
청도)에서 중국철도로 아립산 입구까지 가고 서부국경을 넘어 드루즈바를 거쳐서 카자흐
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에 이른다.
③ 유럽(핀란드): Transit: 러시아 극동항과 핀란드 국경의 부스로프스카야를 Block
Train으로 연결하며(약11일간), 러시아 철도와 동일한 광궤의 핀란드 철도로 인계된다. 러
시아의 특수한 통관사정으로 대부분의 화물은 핀란드의 보세창고에 일시 보관된 후, 최종
목적지인 러시아에 트럭으로 수송된다. 경합 루트는 해상수송루트(Deep Sea)인데, 이에 비
해 짧은 수송일수가 TSR의 무기이다. 시베리아 철도는 유럽 각국의 철도와 연결되며, 과
거에는 동아시아에서 서구 각국으로 수송된 적도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동아시아 출발의 Block Train이 운행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
- 88 -

로 1980년대에 Transit 수송에서 이용된 트랜스시 방식, 트라콘스 방식, 시 앤드 에어 방식
에 의한 유럽 각국으로의 복합 수송도 중지되었다.
④ 아프가니스탄 Transit: ②의 중앙아시아용 루트를 연장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Transit 루트. 1990년대 후기에는 일본에서도 이용되었는데, 2000년에 이란 경유의 루트가
개통된 이후에는 이용 빈도가 격감했다.
이 중 ③과 ④는 러시아를 포함해 구소련만 통과하기 때문에 Transit으로 취급하며, ①
과 ②는 Bilateral(수출입)로 취급된다. ②도 소련 붕괴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러시아만 통
과하는 것이 되지만, 중앙아시아 제국은 구소련권이었기 때문에 소련시대의 전통을 답습
해 현재도 Bilateral로 취급하고 있다.
Transit 취급과 Bilateral 취급은 적용되는 철도요금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거리당 요금
은 Transit이 저렴해 과거에는 절반 이하라고 하였는데, 2006년 1월에 Transit 요금이 대폭
상승해 차이가 축소되었다. 또 극동항만에서 세관심사의 기준과 일수가 다르다. 보스토치
니항에서 통관에 필요한 일수는 Transit 화물의 경우에는 1~2일인데, Bilateral의 경우에는
3~4일을 요한다. 또한 (주)러시아철도 소유의 컨테이너는 Bilateral 취급에서만 사용 가능
하며, Transit 수송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화주 또는 포워더가 수배해야 한다.
국제복합수송 관리 (포워더의 역할)
TSR 수송 루트는 해상수송, 양항, 러시아 철도, 각국 철도 등 많은 플레이어가 릴레이해
서 그것을 포워더가 총괄, 화주에게 판매하는 국제복합 일관수송이다.
국제조약 정의에서, 국제복합 일관수송이란 ①2종류이상의 수송수단을 이용하는 ‘복합’
수송일 것, ②양국 간의 ‘국제’수송일 것, ③하나의 수송계약, 통용선하증권(Through
B/L=Combined Transport B/L)에 근거해 통용운임(Through Rate), 통용책임(Through
Responsibility)이 적용될 것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화물수송이다.
TSR 수송을 총괄하는 포워더는 NVOCC(Non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이라
고도 하며, ‘직접 선박을 보유하거나 운항하지는 않지만 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화물수
송을 인수받아 책임을 지고 선박회사 등의 운송수단을 가진 운송인을 화주 입장에서 하청
으로서 이용하는 수송인’이라고 할 수 있다. NVOCC에 반해 직접 선박은 보유하면서 운송
을 담당하고 있는 선박회사를 VOCC(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라 부르기도 한
다.
포워더의 일반적 업무내용은 ①화주로부터 부킹접수, ②선박회사, 철도, 수송회사에 부
- 89 -

킹 및 운임 지불, ③현지 대리점에 대한 작업지시, ④소형 혼재화물의 컨테이너 적재, ⑤운
임 및 요금청구/수수, ⑥대리점에 대한 요금지불 등이다. 포워더에게는 복합 일관수송 담
당자이며 통용선하증권발행, 통용운인설정, 통용책임 등의 역할이 부과되어 있다.
TSR의 경우, 복합일관수송에 관련된 업자가 러시아측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측 도매업자적 포워더와 우리나라의 시장에 가까운 소매업자적 포워더의 이중구조를 이루
고 있다.
러시아측 포워더에는 러시아 철도의 컨테이너 부문이 분리 독립한 트랜스컨테이너사, 러
시아 철도와 FESCO(극동해운)의 합병기업으로서 출범한 러시아 트로이카사, F.E. 트랜스
사처럼 대량의 컨테이너와 컨테이너화차를 보유해 Block Train을 직접 운행할 수 있는 대
기업도 있는데, 자사 컨테이너를 보유하지 않고 사무절차만 담당하는 업자도 있다. 러시아
의 포워더 업계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통상적인 포워딩업무에 추가해 창고업, 통관지원,
보험, 컨테이너 리스, 트레이싱 등의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측 포워더는 ①러일간 항로의 운임, ②보스토치니항에서의 하역요금, ③러시아철
도운임 등의 요금을 ④패키지화해서 일본의 포워더에 도매로 판매한다. 일본의 포워더는
여기에 ⑤유럽구역내의 철도요금, 일본측 항만의 하역요금, 컨테이너 리스요금, 제반경비
및 수수료를 더해 화주에게 판매한다. 중앙아시아용의 경우에는 ⑤유럽 구역 내 요금 대신
중앙아시아 각국의 철도요금이 발생하며 러시아국내용 수송의 경우에는 모두 불필요하다.
철도수송부분
(1)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노선개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통상적으로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톡간(9,289km)을 연결하는 러시
아의 대동맥이다. 제1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시베리아 개발과 극동의 군사강화를 목적으
로 1891년에 착공되었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노선을 몇 개의 선구로 구분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1916년에 아무르강(구)교량이 완성되어 전선이 개통되었다.
이 철도의 개통은 소련 국내에서 물자, 사람의 수송, 이동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 한
편, 연선의 도시건설과 자원개발을 촉진했다. 이 철도가 개통된 지 처음 10년간에 시베리아
의 인구는 거의 2배가 되었다고 한다.
시베리아 철도의 궤간은 전 구간이 광궤(1,520mm)로 되어 있다. 러시아 이외의 근린 국
가 중 광궤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구소련제국, 핀란드, 몽골이다. 한편 중국, 한반도, 폴란
드 서쪽의 유럽은 표준궤(1,435mm)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국경을 통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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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열차는 화물을 다시 선적한다.
1929년에 시작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전철화 공사는 2002년에 완료되어 동년 12월 25
일부터 병용되기 시작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은 연해지방의 스비야기노~구베로보간
(175km)이었다6). 이로서 기관차 교체 작업이 없어져 시간단축으로 이어졌다.
전철화 규격은 모스크바 근교 및 우랄지방은 직류 3,000V, 그 동쪽은 교류 50Hz, 2.5만V
이다. 복선화에 대해서는 1939년에 하바로프스크 근교의 아무르강 철교(2,658m)를 제외한
전 구간에서 완료되었다.
현재의 아무르강 교량은 철도, 도로병용교(하단이 철도, 상단이 도로)로 되어 있으며, 철
도부분은 1998년 11월부터, 도로부분은 1999년 11월부터 병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단선
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대응하지 못해 현재는 1942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천저(川底)터널을 병용하고 있는데, 이 터널의 상태가 통과량 증가에 비례해 악화되고 있
다. 그러므로 아무르강 교량의 복선화가 진행되고 있다.
시베리아철도 본선에서는 다수의 지선이 분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 근접국가로 통하고
있는 주요 분기점으로는 동쪽부터 ①바라노프스키에서 중국(훈춘) 및 북한(두만강), ②우
스리스크에서 구로데코보를 거쳐 중국(타분하), ③카리무스카야에서 자바이칼스크를 거쳐
중국(만주리), ④울란․우데에서 나우시키를 거쳐 몽골 및 중국(이연호특), ⑤노보시비르
스크에서 로코치를 거쳐 카자흐스탄방면 등이 있으며, 모두 TSR 수송의 지선으로서 이용
되고 있다. TSR 루트의 출발점인 보스토치니로는 종점 블라디보스톡 바로 앞의 나데지딘
스카야에서 분기해 지선으로 들어간다. 모스크바에서 보스토치니까지의 거리는 9,449km
이다. 또한 모스트바 서쪽으로는 핀란드, 벨라루시, 발트3국, 우쿠라이나 등으로의 연락망
이 풍부하다.
시베리아 철도의 화물열차의 구간속도는 45~55km/시이며, 각 구간의 최고허용속도는 화
물열차가 90km/시, 여객열차가 120km/시이다. 컨테이너 열차의 하루 주행거리는 1,200km
이다.
최근 시베리아철도 전선을 따라서 광케이블이 부설되어 대용량의 디지털 통신이 가능해
졌다. 또한 위성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화물 트레이스가 실현되고 있다. 러시아 철도의 통
신분야를 담당하는 자회사, 트랜스텔레콤사(JSC "TransTeleCom Company")가 1997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전토에 5만km 이상의 광케이블망이 부설되어 있으며, 러시아 국토의
90%를 커버하고 있다. 2007년 2월, 트랜스텔레콤사는 일본의 NTT와 홋카이도-사할린 간
에 500km의 고용량 해저광파이버를 부설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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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철도의 수송능력과 철도실적에 관한 공식 데이터는 없지만, 관계자의 이야기로
는 수송능력은 연간 1억 톤 정도라고 한다. 또 러시아 철도의 발표에 의하면 2005년에 시베
리아 철도는 7,200만 톤(전년대비 2.6% 증가)의 화물을 수송했다. 또 시베리아 철도에서
수송된 컨테이너 화물은 1999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424,021TEU에 이
르렀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시베리아철도에서 수송되고 있는 국제화물의 품목으로는
목재, 석탄, 석유의 3품목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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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8 시베리아 철도의 주요 경유지
역 명 모스크바로부터의
기 사
거리(km)
모스크바
0
야로슬라프
282 볼가강
부이
449
키로프
956
페름
1,434 볼가강의 지류 가마강
예카제린브르크
1,814 우랄산맥
튜멘
2,138
옴스크
2,711
노보시비르스크
3,336 오비강, 카자흐스탄으로의 분기점
크라스노야르스크
4,098 에니세이강
타이세트
4,515 밤철도의 시점
이루크츠크
5,185 바이칼호반
울란․우데
5,641 나우시키를 거쳐서 몽골/중국(이연호특)으로
카림스카야에서 자바이칼스크를 거쳐 중국(만주
치타
6,198 가까운
리)으로
모고챠
6,906
시마노프스크
7,723
비로비쟝
8,351
하바로프스크
8,523 아무르강 철교
구로데코보를 거쳐 중국(타분하)으로, 가까운 바라노프
우스리스크
9,177 스키에서 카미쇼바야를 거쳐 훈춘으로. 하산을 거쳐 두
만강으로.
앞의 나데지딘스카야에서 분기해 나호트카/보스토
블라디보스톡
9,289 바로
치니로.
그림 1-21 총 연장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톡 기준 9,28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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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SR 컨테이너 수송의 철도부분
보스토치니항에 올라온 컨테이너는 나호트카․보스토치니역에서 Block Train, 또는 통
상적인 열차에 연결되어 지선을 약200km 주행한 후 시베리아철도 본선에 합류한다.
Block Train에 이용되는 컨테이너 화차(와곤)에는 12m, 18m, 24m 등의 타입이 있다. 통
상적으로 12m 와곤에는 40F 컨테이너 1개, 또는 20F 컨테이너 2개가 탑재된다. 18m 와곤
에는 40F 컨테이너 1개, 40F 1개+20F 1개, 또는 20F 3개가 탑재된다. 24m 와곤에는 40F
컨테이너 2개가 탑재된다(그림2-6). 한 열차에 연결되는 와곤의 타입과 연결화차수는 다양
한데 총100-140TEU가 기준이며 최장 1,000m 정도이다. 현대자동차공장용 부품수송에 이
용되고 있는 Block Train의 경우, 24m(80F) 컨테이너 화차가 31-38량 연결된다.
그림 1-22 컨테이너용 와곤 타입 12m-24m와 컨테
이너 탑재 패턴

Block Train의 편성상황은 화물의 유무에 따라서 변화한다. 예를 들어 핀란드행 Transit
수송이 활발해진 2005년까지는 보스토치니발 핀란드 국경의 부스로프스카야행 Block
Train(약11일간)이 자주 운행되었다. 그러나 2006년 1월의 Transit 운임의 대폭 인상 이후
핀란드행 화물이 격감했기 때문에 Block Train이 편성되지 못하고 운행도 중지되었다.
러시아 트로이카사는 흑해 연안의 타간로그행, 이제프스크행, 모스크바행의 3종류의
Block Train을 운행하고 있다. 이 중 타간로그행은 현대자동차 현지공장 전용, 이제프스크
행은 기아자동차 현지공장 전용이며, 모스크바행은 불특정 다수의 기업용으로 되어 있으
며 수송품목과 수량이 관계없다. 현재는 주1편 운행하고 있는데 화물량의 증가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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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9 시베리아 철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장거리 Block Train

운행 빈도를 늘릴 계획이다. 또 새로운 Block Train의 목적지로서 에카테린부르그나 노보
시비르스크가 후보로 올라와있다. 러시아 트로이카사는 2005년 3월 러시아 철도와 FESCO
의 대등 출자로 설립된 국제 컨테이너 수송을 담당하는 오퍼레이터이다.
트랜스 컨테이너사는 한국의 Unico Logistics와 공동으로 GM 대우의 우즈베키스탄 공
장행으로 Block Train을 운행하며 한국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이 회
사는 2007년 7월, 일본의 대형 포워더인 긴테츠 익스프레스와 컨테이너 수송판매대리점 계
약을 체결했다. 계획에 의하면 트랜스 컨테이너사 소유의 컨테이너를 일본시장에 제공해
일본에서의 마케팅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트랜스컨테이너사는 러시아 철도의 컨테이너
운행부문이 독립한 자회사로 2006년 3월 설립되었으며 동년 7월 활동을 시작했다.
F.E.트랜스사는 이제프스크행(기아자동차), 나베레지누이 체르누이행(쌍용자동차)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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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러시아 국내용 Block Train을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F.E.트랜스사는 1995년에
설립되었다. 러시아에서 최대 포워더의 하나로 손꼽히며 자동차관련 및 화학제품을 중심
으로 러시아-아시아(중국/한국)간 수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베리아 철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Block Train으로는 극동 항만에서 발착하는 것 이외
에 유럽과 CIS제국을 연결하는 것, 몽골을 경유하는 것 등 다양하며, 각각 애칭이 붙어있
다. 그러나 유럽발착의 Block Train은 규모가 작고 화물량도 안정적이 아니다. 그 중에서
는 발트3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Block Train이 크게 신장하고 있다. 미국~중앙아시
아 간 수송에 이 루트가 이용되고 있다.
러시아 국내를 주행하는 열차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컨테이너의 현재 위치에 대한
트레이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데, 그를 위해서는 컨테이너 번호, 와곤 번호,
열차번호의 정보가 필요하다.
목적지
타간로그
이제프스크
모스크바
사라가치
(우즈베키스탄)
나베레지누이․
체르누이

소요일수
9
12
13
14
17
18
19
22

표 1-20 극동항만 발착의 정기운행 Block Train(2007년 7월)
출발지 열차수/주 소요일수
보스토치니
3
11
보스토치니
7~8
9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1
11~12
보스토치니
2
14
보스토치니
3
9~10

오퍼레이터
주요 화주
러시안 트로이카사 현대자동차/“TagAZ”
러시안 트로이카사 기아자동차/JSC
F.E. 트랜스사
"IzhAvto"
러시안 트로이카사
불특정
트랜스컨테이너사/ GM대우자동차
Unico Logistics
쌍용자동차/JSC
F.E.트랜스사
"ZMA"

표 1-21 보스토치니항 발착의 일반 컨테이너 열차
목 적 지
이루크츠크, 우란우데, 크라스노야르스크
에카테린부르그, 노보시비르스크, 페르미, 오렌부르그
모스크바, 니지니, 노브고로드
첼랴빈스크
카자흐스탄(아루마토이)
라토비아(리가), 우즈베키스탄(타시켄트)
타지키스탄(두샨베)
키르기스(비슈케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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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R 수송루트의 경쟁력 강화
(1) 경제 경쟁력
TSR 루트 요금, 그 중에서도 철도요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송업자도 불만을 가지
고 있다. 2006년에 우리나라의 포워더 업계가 정리한 TSR 루트에 대한 요망서에 의하면
최대 불만사항은 시장동향을 무시한 러시아철도의 지나친 인상이다. 특히 2006년 초에 시
행된 Transit 요금의 대폭 인상은 갑작스러운 발표였기 때문에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켰
다. 그 해 수입화물에 부과되었던 18%의 VAT에 대해서도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그 이전
인 2004년에 도입된 호위료(Convoy fee)도 매우 불만이 많았는데, 마치 TSR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2004년에 호위
료를 도입함으로써 한국발 중앙아시아행 화물이 TSR로 이동했다고 한다.
과거 러시아측의 인상 패턴을 살펴보면 아무런 예고 없이 연초에 대폭 인상을 통고한다.
이용자의 불만이 높은 경우에는 약간 내리지만 위로가 될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 예를 들
어 인상에 의해서 화물량이 줄어든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인상결
정 시 경합 루트인 해상수송루트의 국제 상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실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아시아발 유럽행 컨테이너선의 운임은 상하폭이 커서 경합하는 TSR 루트도
그 영향을 받았다.
최근의 러시아 철도의 인상을 핀란드 Transit을 예로 들면 대폭 인상한 후 약간 인하를
발표하는 패턴을 읽을 수 있다. 2007년에 등장한 컨테이너 화차 사용료는 트랜스 컨테이너
사가 러시아 철도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철도이용요금에 상하분리가 일어나 철도요금이
단순히 분할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과거 거듭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우리나라 기업은 언제라도 대체 루트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또 대형 화물을 수송하는 자동차업체 등은 장기계약을 체결해 리스
크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대기업이 프로젝트 Cargo로서 좋은 조건
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일반화물이 지속되어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유지
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철도의 계속된 인상 배경에는 민영화에 의한 채산성 중시, 여객부문의 적자를 화
물수입으로 보전하는 구조, 시설 노후화에 의해서 증대하는 투자자금수요, 국내 인플레 등
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객부문의 분리, 인상에 의존하지 않는 경영 효율화와 투자자금
조달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SR 루트는 주자가 바통을 건네주는 릴레이와 같은 것으로, 주자 중 한 사람이 자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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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펼치면 팀으로서 통제되지 않을 위험성을 안고 있다. 과거의 예를 보아도 철도가 가
격을 인상하면 항만이나 선박회사도 보조를 맞추어 인상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
성공한 예로서 들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타간로그 공장 수송의 경우를 보아도 제조업체
와의 교섭으로 해상수송(Deep Sea) 루트와 대항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이 설정되었기 때
문에 각 주자는 이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고 한다. 저렴한 요금으로 하청을 받은 주자
중 한 명이 인상을 단행하면 어떻게 될까? 팀워크가 무너져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팀을 형성하는 각 주자의 단결이 매우 중요하다.
(2) 소형화물 유치
러시아 철도가 지향하는 TSR의 새로운 모델은 자동차 제조업체 등 대량 이용자를 대상
으로 한 프로젝트 Cargo의 대량수송이다. 대량의 생산부품을 빌린 최신식 Block Train으
로 수송해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발상은 사회주의시대의 계획경제시스템 하에서의 대량
생산을 방불케 하는 방법이며 야쿠닌 사장도 이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용 열차를 이용한 특수한 프로젝트 Cargo 수송은 일시적으로 대량화물을 유치
하는 즉효약인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를 수반한다.
저 프로젝트 Cargo만으로는 이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소련시대라면 채산성을 도
외시하고 저렴한 열차를 운행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주식회사로 전환된 러시아 철도
에는 한도가 있다. 한편, 외자로부터는 Deep Sea에 지지 않는 가혹한 가격설정이 요구된
다. 그 결과 프로젝트 Cargo의 특별할인요금에 의한 수송은 박리다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익이 적은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비용면에서 채산이 맞지 않는다면 우
리나라 기업은 Deep Sea 루트로 옮길 것이다. 만약 프로젝트 Cargo에서 발생하지 않는
이익을 일반 소량화물에 구한다면 요금구조에 왜곡이 발생해 신뢰를 잃을 것이다.
또 프로젝트 Cargo의 화물량은 중장기적으로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
차업체는 생산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대부분의 생산부품을 본국에서
수송했지만, 외자는 부품의 현지 조달률을 높이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부품의
감소가 예상된다. 러시아 정부가 외국의 자동차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특혜
우대조치에서는 7년 이내에 부품의 현지 조달률을 30%로 끌어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러시아 국내에 부품업체를 육성하는 움직임도 있다. 일본의 자동차업체에 기대되고 있는
프로젝트 Cargo의 화물량도 러시아측이 기대할 정도로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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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Cargo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러시아측에게 부담이 있다.
전용열차를 주축으로 하는 수송루트에서는 중소 화주가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경우, 일반화물을 유치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전용열차를 배치할 정도의 화물량이 되지
않는 일반 소형화주의 화물이 냉대받고 있다는 점이다. 소량 화주의 화물은 컨테이너 화차
의 배차 불안정성과 보세수송절차의 복잡함, 그 결과 보스토치니항 하역 후 발송까지의 일
수가 불안정하며 최종 목적지까지의 도착일이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거
기에 요금이 비싸면 TSR 루트는 이용하기 어렵다.
(3) 수송능력과 기술적 과제
시베리아철도 전선을 따라서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위성도 이용해 컨테이너의 현재위치
를 파악할 수 있는 등 TSR 루트가 근대화되었다. 그러나 화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요
소가 남아있다.
첫 번째로 수송능력의 문제가 우려된다. TSR 루트의 수송능력 상한이 어느 정도인지 정
설은 없지만, 과거에 발생한 사태를 뒤돌아보면 잠재적 문제로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컨테이너 화차 공급이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스토치니 등의 항만에서 적체가 발
생한다. 화물량이 증가하는 성수기인 추동기에는 컨테이너 화차 부족으로 보스토치니에서
적체가 자주 발생한다. 2004-2005년 겨울부터 봄에 걸쳐서 적체가 대량으로 발생해 지연이
싫어하는 일부 화물이 해상수송으로 이동했다. 우리나라의 한 포워더의 이야기에 의하면
중앙아시아행 수송에 춘하기에는 TSR을 이용하지만 성수기에는 TCR을 이용한다고 한
다. TSR 루트의 화물은 서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 컨테이너 화차를 동항에서 되돌
릴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신속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컨테이너나
컨테이너 화차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로 항만 및 화물 재적재 능력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보스토치니항의 처리능력에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 선박은 나호트카항에 기항하고 그곳에서 Block Train이 편
성된다. 또한 블라디보스톡항에 전용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러시아 북서부의 상트페테르부르크항에 비해 극동 항만에 여력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우위성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도 조속한 항만정비가 요구된다.
세 번째로 열차수송 시 진동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철도수송은 해상수송에
비해 진동에 약하기 때문에 정밀부품을 수송하기 어렵다고 한다. 일본의 기계업체는 시험
수송 시에 반드시 진동계측기를 탑재해 점검하고 있는데, 장시간 수송 시 발생하는 진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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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인해 일부 플라스틱제 부품 등의 수송에는 신중한 견해를 펼치는 기업도 있다. 그러
므로 포장기술이 과제가 되고 있다. 이들 기술적 문제는 향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변의 항
만이 충실해져 해상수송의 편리성이 향상된 경우, TSR의 약점으로서 부상될 가능성이 있
다.
(4) 통관
러시아 물류에서 수송보다 세관 대응이 더 어렵다고 한다. 첫 번째로 통관비용이 비싸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통관작업은 컨테이너 단위로 실시되기 때문에 일정한 양의 컨테이
너 통관에 소용되는 비용이 과대하게 책정되어 화주에게 커다란 부담이 된다. 정부가 통관
료를 저렴한 수준으로 설정해 인보이스 단위의 일괄 통관이 기대된다.
두 번째로 세관의 점검이 엄격해 중량 차이와 미기재란 유무를 체크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 번째로 통관에 관한 문제점이 많다. 통상적으로 통관면허를 가진 통관업자가 하수인
의 위탁을 받아 신고절차를 대행하는데, 투명성이 결여되어 재량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규칙해석 및 운용이 담당 세관직원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으며 불필요한 각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갑자기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통관에 시간을 길게 끌며, 때로
는 화물이 몰수되는 경우도 있다. 통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최종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사례를 지불하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지연과 함께 추가적 비용이 든다.
러시아나 벨라루시에서 통관문제는 CCTT의 연차총회에서도 매년 거론되며 개선요구항
목에 올라와있지만 눈에 띠게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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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러시아 철도 프로젝트
러시아 정부는2020년까지 러시아를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든다는 전략 하에 자
원개발과 생산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 개발 전략의 중점 과제 중 하
나인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과 생산 인프라 확충 및 자원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 극동·바이칼 동부지역은 2020년까지 역내 GDP가 12배 늘어나고, 30개에 달
하는 대규모 산업 시설들이 건설될 예정이다.
러시아 자원 확보를 위한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의 공격적 진출에 효율적으로 대응
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괄적 한·러 경제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러시아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대가로 러시아는 우리나라 심해가스 하
이드레이트 개발사업에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등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력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연방 장기 사회·경제 발전 개념”은 2020년까지 러시아를 세계 5위의 경제 대국
으로 만든다는 전략하에 추진되는 종합 경제개혁 프로그램이다.1 )4)
표 1-22 러시아 발전 시나리오별 장기 성장 전망 단위：%
시나리오

GDP
주민실질
소득
소매상품
유통
투자
수출(십억

3
2
1
3
2
1
3
2
1
3
2
1
3
2

2006
6.7
10.2
13.9
13.7
303.9

연평균성장
1단계
2단계
3단계 2020/2007(
%)
2008~2012 2013~2017 2018~2020
6.1
6.7
6.7
126
6
5.4
4.6
99
4.6
3.4
3.1
62
7.6
6.9
6.5
144
7.4
5.6
4.2
113
5.8
4.3
3.5
82
8.4
6.5
6.3
146
8.2
5.3
4.5
119
6.6
4.3
3.7
89
10.7
10.7
9.6
264
10.8
8.9
6.6
210
6.5
4.6
4.1
93
305
378
483
70
305
367
469
63

4) 1)“ 러시아 연방 장기 사회·경제 발전 개념”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20 0 8 년 2월
까지 마무리될 예정. 거시경제 정책, 주요 산업 발전 전략,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및 인프라 개발과
방향, 대외경제 정책, 지역개발 전략 등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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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수입(십억
달러)
인플레이
션
에너지소
비
전력소비
노동생산
성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164.7
9
-2.9
-2.4
6.2

자료：러시아연방 경제발전통상성, “러시아연방

289
291
289
175
5.6
6.2
7.5
-3.6
-3.4
-2.9
-2.5
-2.4
-1.7
6.5
6.5
5

327
430
407
329
4.5
4.8
61
-4
-2.7
-1.8
-2.9
-0.9
-0.7
7.6
6.3
4.3

384
563
509
396
3.3
3.4
4
-4.1
-2.2
-1.5
-3
-0.1
-0.4
7.3
5.2
3.6

32
195
163
103
85
90
111
-41
-32
-25
-31
-16
-12.5
144
116
75

세부 목표는 1인당 GDP의 2∼3만 달러 달성과 과학·연구,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특
성화, 그리고 세계 첨단기술제품과 서비스 시장의 10% 이상 점유 및 안보 분야의 경쟁력
증대, 금융센터의 발전 등을 포함한다. 장기 발전 개념은 우랄산 석유의 국제 가격이 2011
년에 최저가격(배럴당49달러)에 도달한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에 53달러, 2020년
에 58달러에 이를 것으로 가정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다.
제1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와 자원의 경제적 비중이 동일하나,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고, 에
너지 분야의 인프라 발전이 부진한 경우 2011∼20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GDP 증가율이 3
∼3.5%의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2시나리오에서는 에너지 분야 경쟁력이 충분히 운용되고, 수출 자원과 가공 분야 및 교
통 인프라가 현대화될 경우 연평균 GDP 성장률이 5∼5.5 %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제3시나리오에 이르면 에너지 자원 분야의 경쟁력이 목표대로 달성되고, 인적 자원향상과
첨단 및 중급기술 분야의 생산이 발달하여 발전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연평균 GDP 성장률
이 6.4∼6.5 %에 달할 것으로 본다.러시아 장기 경제발전 전략은 2020년까지를 3단계로 나
누어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기본 과제들과 추진 방향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제1단계( 2008∼2012년)는 경제 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교육 및 보건 현대화, 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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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인프라 부문의 개발 프로젝트 등이 착수되는 단계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국제 석유, 원자재 가격 하락에 적응하고 GDP에서의 연료·에너지 비중을 축소한다.
- 인프라 확장, 교육, 보건, 주택 등 공공서비스와 첨단기술 부문 현대화를 이룬다.
- 러시아 남부,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에 새로운 경제 중심지를 건설한다.
제2단계(2013∼2017년)는 정보, 통신, 바이오, 나노 등 신기술에 기초한 경제로의 전환 단계이다.
- 강력한 연구센터를 조성하고, 과학, 연구 분야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세계적 수준의
고등 교육 센터망을 조성하고, 농업분야의 잠재력을 확대한다.
- 에너지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능력과 수송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송, 정보통신 서비스의
수출을 확대한다.
제3단계(2018년 이후)는 과학 연구 분야 등에서 러시아의 선도적 지위 강화와 혁신적 경제 체
제가 발전하는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 서유럽 수준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러시아가 선도적 역할을 하는 효율적인 유
럽·아시아 경제 통합 체제를 형성한다.
- 첨단기술, 지식경제, 에너지, 수송 분야에서의 경쟁 잠재력을 현실화하여 러시아를 세계 노동
분업에 견고하게 통합시킨다.
장기 개발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 부문별 주요 이행 과제는 인적 자원개발,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개선, 국가 혁신 시스템 개발 및 발전, 산업 다양화 및 첨단기술 부문의 경쟁력 증진, 생
산 인프라 개발, 자원 잠재력 개발 등이다.
러시아 정부는 석유 수출 등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그 중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과 연관지을 만한 인프라 확충과 자원개발 분야의 중점 육성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 인프라 확대를 위한 수송망 개발
- 도로 및 철도, 고속철도 신설, 항만, 항공망 등 대규모 수송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교통·물류
시스템 현대화를 이루며, 새로운 항구와, 10여 곳의 허브 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 교통 분야 인프라 투자를 2006년 GDP 대비 2%에서 2020년까지 4%로 확대하고, 자동차 도
로 건설은 연간 2,400km 건설에서 2015∼2020년에는 연간 1만∼1만4,000km로 5∼6배 확대할 계
획이다.
BAM 철도 인프라 확대, 야쿠츠크-마가단 철도 신설 및 사할린 철도 재건, 그리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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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하바로프스크 간 자동차 도로 건설을 통해 교통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시베리아·극동
지역에 화력, 수력, 원자력, 가스 발전소 등 다양한 발전소를 건설하여 2020년까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유럽 지역을 잇는 단일 전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자원 잠재력 개발
러시아의 자원개발은 전략적 주요 산지의 채굴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도로
등 접근 루트 부족으로 신규 탐사와 채굴이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 정부가 준비하고 있
는 석유가스 분야 개발 방향은 파이프라인 건설 확대, 생산지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수
송 인프라 개발, 신규 대규모 석유 가스 생산 센터 개발, 석유 가스 생산 및 가공 분야에
대한 기술 도입 촉진 등이다.
향후 건설될 시베리아·극동지역 자원 관련 대규모 시설들로는 사할린 2 프로젝트, 중국
으로의 배송도 가능한 연간 8,000만 톤의 석유 수송 능력을 갖춘“동시베리아-태평양”석유
파이프라인, 동부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가스 파이프라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과제
“러시아 연방의 장기 사회·경제 발전 개념”은 경제 성장을 위한 산업별, 부문별 혁신
과제 외에,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과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의 선결 과제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러시아 영토 내에서의 인구와 비즈니스 이
동성 증진, 에너지 인프라 확충, 러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국경 간 협력 개발을 위한 여건
조성, 동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의 경제 발전 등이다.
시베리아·극동지역 내 주요 개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치타주 동남지역 및 BAM 철도 지역의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수송 인프라를 건설하
고, 남부 야쿠츠크지역과 야쿠치야공화국의 엘긴스크 탄광 지역을 개발한다.
- 에벤키 수력발전소 및 비팀 수자원 캐스케이드를 건설하고, 베르카키트-톰모트-야쿠
츠크 철도를 건설한다.
- 부랴치야공화국, 아무르주 금속 채광 단지, 그리고 하바로프스크지방 임가공 단지를
개발하고, 바니노-소베트스코-가반 수송 공업단지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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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 장기 개발 전략
지역 차원의 개발 계획의 하나인“러시아 극동·바이칼 동부지역 장기 사회·경제 발전”프
로그램에서는 2020년까지 역내 GDP를 지금보다 1 2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편, 장기 사회·경제 발전 개념의 제3시나리오에 따르면 2020년까지 러시아 전체
GDP 성장률이 2.4배 증가하는 동안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은 2.7∼2.9배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된다.
극동 프로그램에서 추진하는 우선적 개발 대상은 연료 에너지, 운수, 전력, 목재 분야
등으로, 동 프로젝트의 범위 내에서 2020년까지 러시아 극동에는 모두 30개에 달하는 산
업 시설물이 건설될 예정이다. 즉, 석유화학 콤비나트 및 정유소 4개, 가스 화학 콤비나트
및 가스 정제 공장 4개, 연산 1,000만 톤의 대형 철강 콤비나트, 알루미늄 공장, 원자력
발전소 등이 있다.
러시아 장기 개발 전략의 실현 가능성
과거, 러시아 정부는 다양한 형식의 장·단기 경제 개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여 시행한
바 있었으나 대부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 재원 부족에 따라 계획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최근 러시아 경제는 고유가 등에 힘입어 매년 5∼7 %의 높은 성장을 달
성해 투자 여력을 회복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 석유·가스 수출 등으로 축적된 재원이 투자로 이어지고 있어, 장기 경제 개혁 프로그
램은 실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편이다.
- 러시아 외환보유고는 2000년 말 280억 달러에서 2007년 11월 말 현재 4,635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6년 한 해 동안 1,215억 달러, 2007년에는 11월까지 1,598억 달러가
늘어났다.
- 2007년 1∼9월, 기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했고, 특히 주택 분야 투자는
31.3%, 건설 분야는 전체적으로 23.5% 증가했다.
러시아 정부는 전략적 자원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등 자국 자원 보호 정책을
취해 왔지만, 최근 들어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외국의 투자를 요청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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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철도

중국 중장기 철도망 계획 4종4횡 프로젝트
중국 철도망은 북경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간선철도망과 남북 종단철도, 동서 횡단철
도의 격자형 간선철도망 등 50여개의 간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장기철도망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4종4횡’의 고속철도노선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23 중국철도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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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횡단(TCR)
유라시아 대륙을 경유하는 철도로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TSR(Trans Siberian
Railway)와 중국을 경유하는 TCR(Trans China Railway)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TMR (Trans-Man-churia Railway), TMGR(Trans-Mongolia Railway)이 있으나 상대
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TCR는 중국으로부터 중앙아시아를 경유하여 아시아~유
럽을 육상으로 연결하는 철도로, 렌윈항에서 우루무치, 카자흐스탄의 드루주바
(Druzhba)를 거쳐 유럽에 이른다. 중국횡단철도는 1990년9월에 중국과 소련간 연결 철
도의 개통을 계기로 대륙연계철도망으로서 기능이 가능해졌으며, 1992년에 영업을 개시
하였다. 중국측 구간인 렌위항~아라산쿠까지의 거리는 4천158km이며, 렌위항에서 네덜
란드 로테르담까지는 약 1만1천km로 40일 가량이 소요된다.
TCR는 TSR에 비해 중앙아시아의 지역으로의 거리가 짧아 시간 단축 및 출발지 항
구의 이용도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TSR에 비하여 요금이 비싸고 화물의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카자흐스탄 지역은 국경 통과시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화차 공급 또한 원활하지 못하여 수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TCR은 크게 3개 구간으로 나뉘어진다. 렌위항과 란저우를 연결하는 룽하이철도, 란
저우와 우루무치를 연결하는 란시철도, 우루무치와 아라산쿠를 연결하는 베이징철도가
그것이다. 룽하이철도는 선로연장이 1천759km이며, 부분적으로 전철화가 이루어져 있
다. 베이징철도는 선로연장 477km이며 모두 단선구간으로 전철화가 이루어져있지 않다.
중국철도 노선의 근간인 “8종 8횡” 노선
중국 철도는 남북과 동서로 8종 8횡의 주 간선망을 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남북을 연
결하는 기간 철도망인 ‘8종(縱)’노선은 베이징(北京)을 중심으로 베이징(北京)-하얼빈(哈
爾濱),선양(沈陽)-광저우(廣州),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지우롱(九龍),
베이징(北京)-광저우(廣州) 노선과 다통(大同)-잔쟝(湛江), 빠오터우(普頭)-류저우(柳州),
란저우(蘭州)-쿤밍(昆明)간의 노선이 중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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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선 속도향상 프로젝트는 철도수송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철도 관련 기술의 발
달에 따라 철도운송 서비스의 속도향상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
업으로 2007년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기존선의 속도향상을 추진하였다. 그 구체적인
추진경과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속도 향상 사업(1997년 4월 1일 시행)
ㆍ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광저우(廣州), 베이징(北京)/하얼빈(哈尔
滨) 등 3대 간선의 운행속도 제고를 통해 이들 구간에서 최고시속 140km의 열차운행을
가능하게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평균시속 90km대의 열차 40여 편 운행을 개시하였다.
제2차 속도향상 사업( 1998년 10월 1일 시행)
ㆍ 3대 간선의 최고속도를 140~160km로 제고하고 특히, 광저우(廣州)/선젼(深圳)구간
에서는 최고 시속 200km가 가능하게 하며 전국 여객열차 평균 시속 55.16km 이상 달
성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제3차 속도향상 사업(2000년 10월 21일 시행)
ㆍ 아시아와유럽을 연결하는 대륙철도(TCR 및 TMR, TMGR) 노선을 집중적으로 개
량하였으며, 베이징/홍콩 구간의 노선을 중점적으로 개량하고 열차등급도 재조정하였으
며 특히, 열차표의 온라인 발매를 개시하여 전국400여개 역에서 열차표의 상호 발매업
무 취급을 개시하였다.
제4차 속도향상 사업(2001년 11월 21일 시행)
ㆍ 19개 도시, 9개 철로국 관할에 걸친 총 노선 연장 4,257km를 추가 정비하고, 전국
의 여객 열차 평균속도 시속 61.92km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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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속도향상 사업(2004년 4월 18일 시행)
ㆍ 전국의 철도 노선 중, 속도 향상 사업이 완료 된 노선의 총 연장은16,500km에 달
하게 되었으며, 시속 160km 및 그 이상의 속도 운행 가능한 선로 연장 7,700km, 시속
200km 이상 운행 가능한 선로 연장은 1,960km로 확장 되었다.
ㆍ 또한, 도시 간 직통여객열차운행과 여객의 이용편의성을 향상시킨 “야간출발아침
도착”의 여행전용 열차를 지역별로 대대적으로 증편하여 운행하였다.
ㆍ 베이징/하얼빈, 베이징/광저우, 베이징/상하이, 베이징/홍콩 등 간선 철도의 선로변
환시설 1,272개소 교체, 침목 116만 개 교체, 자갈 포설 79만㎥, 장대선로 1,149km 부설,
입체교차시설 건설 및 시속 120km이상 구간 선로양측 방호벽 설치, 곡선구간 개량
1,165km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다.
ㆍ 직통 특급열차의 평균 운행속도는 119.2km에 이르렀으며, 특급 열차 평균시속
92.8km를 달성하였다.
ㆍ 화물운송 분야에서는 쾌속우편전용열차, 냉장전용열차 및 이단적 컨테이너전용열
차를 운행하여 철도물류운송 분야의 촉진에 기여하였다.
ㆍ 제5차 속도향상 프로젝트를 계기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직통
특급열차”를 신규 투입하여 중국 여객철도는 기존 4종의 열차운행등급에서 5종으로 확
대 개편되었다.
ㆍ “직통특급열차”는 전국적으로 19편이 운행(베이징-상하이간 5편), 전 객차를 침대
차로 구성하고, 고급레스토랑, 장애인 화장실 등 호텔 수준의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제
공하기 시작하였다.
☞ 5종 열차등급 : 특급열차(T), 쾌속열차(K), 임시열차(L), 보통열차(알파벳없이 4자
리숫자로 표기), 직통특급(Z)-신설
제6차 속도향상 사업(2007년 4월 18일 시행)
ㆍ 원래 '05년 10월 실시 할 예정이던 제6차 속도향상(여객열차 시속200km 운행)계
획은 안전 및 기술상의 이유로 연기하였다가 2007년 4월에 시행하였다.
ㆍ 중국은 과거 시행 한, 5차례의 속도향상 프로젝트를 통해 여객열차의 최고속도가
시속 160km에 도달하였으며, 2007년 4월 18일에 실시한 제6차 속도향상 프로젝트를 통
해 주요 간선의 열차 최고 운행속도 200km 이상을 확보하였으며 화물열차의 운행은
시속 120km로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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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6차 속도향상 사업을 통해 중국철도의 여객운송 능력은 18%, 화물운송 능력은
12% 증가한 것으로 발표 하였으며, 베이징/하얼빈, 베이징/상하이, 베이징/광조우, 지아
오주/지난 등 주요 간선의 일부 구간은 시속 250km에 도달하였다.
기존선 속도향상 프로젝트의 효과
제6차 속도향상 프로젝트 효과
ㆍ 제6차 속도향상 프로젝트 시행 이후, 시속 120km이상 속도로 운행이 실현된 철도
연장은 22,112km에 달해 제5차 속도 향상 시 보다 약 6,000km 이상 증가하였다.
ㆍ 특히, 시속 160km이상으로 운행이 가능한 노선 총 연장은 1.4만km, 시속 200km이
상의 속도로 운행이 가능 한 선로 연장은 6,003km에 달하게 되었다.
ㆍ 아울러 열차운행속도 향상과 동시에 열차 운행 간격을 단축하여 속도향상 프로젝
트가 추진 된 간선의 열차 운행 간격은 5분, 기타 간선은 여객열차 운행간격은 6분, 화
물열차 운행간격은 7분으로 조정하여 운행밀도 향상도 동시에 추진하였다.
ㆍ 중국철도가 추진하는 『중장기철도망계획』2)에 의거 추진되는 중국철도의 기존선
향상프로젝트에 따르면 2010년에 이르면 기존선 속도 향상 프로젝트가 추진된 간선과
신설 예정인 여객 전용선을 합치면 총 연장 3만km에 달하는 노선에서 시속 200km 이
상의 고속화된 철도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속주행 열차의 투입과 차량생산
ㆍ 2004년 8월, 중국철도는 제6차 기존선 속도향상(2007년 4월18일 시행)에 대비하여
신규로 투입할 시속 200㎞ 수준의 고속차량을 프랑스 알스톰, 일본 가와사키, 캐나다
봄바디로 부터 총 140편성을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ㆍ 특히, 중국 철도부는“선진기술 도입, 선진기술과의 합작 설계ㆍ생산, 중국 고유브
랜드 창조”의 기술개발 과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창춘(长春)객차주식회사, 스팡(四方)
주식회사, 칭도우(青岛)BSP회사와 탕산(唐山)기관차 차량 공장을 중심으로 선진 각국
의 철도 기술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ㆍ 결과적으로 중국은 거대한 자국의 철도시장을 기반으로 프랑스 알스톰, 일본 가와
사끼 중공업, 캐나다 봄바디, 독일 지맨스로부터 선진기술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
로 도입하였으며 아울러 시속 200km 이상의 동차열차 기술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핵심
기술과 주요 부품기술 분야에서 전면적인 기술이전을 실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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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기술도입과 이를 국내 생산하는 과정을 통하여 중국은 이미 고속동차열차조립, 차
체(車體), 대차, 견인변류, 견인제어, 견인변압, 견인전기, 열차네트웍제어와 제동 계통
등 9가지 핵심기술 및 10여 가지 주요 부대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하였으며 이를 국산
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ㆍ 이를 기반으로 현재 중국산 CRH 동차열차 제조 기술 및 관련 기술의 국산화율이
75%이상 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도차량 제작업체 현황
ㆍ 중국의 철도차량 제작업체는 ‘중국북방기관차차량공업집단공사’(일명: 北車集團)
‘중국남방기관차차량공업집단공사’(일명: 南車集團)의 2大 주요 메이커가 있으며, 이 들
기업은 2000년 9월, 중국 철도부 직속에서 분리, 독립하여 국유기업이 되었으며 국무원
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다.
ㆍ 북차집단 및 남차집단 산하에는 출자기업 형태의 기관차, 차량공장들이 있고, 일
부 기업들은 외국 선진차량 메이커와 합작하여 차량을 제작하거나 또는 합작기업을 별
도로 설립하여 차량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ㆍ 창춘창커(長春長客)ㆍ봄바디궤도차량유한공사 : 북차집단의 창춘커처주식유한공사
와 캐나다의 봄바디사가 합자한 중외합자기업으로 1997년 3월에 설립되었다.
ㆍ 칭따오쓰팡(四方)-봄바디ㆍ폴철도운송설비유한회사(BSP회사) : 중국 남차집단의
쓰팡(四方)기관차차량창, 캐나다의 봄바디사, 폴운수설비회사가 공동출자하여 1998년 11
월에 설립하였으며, 특히 동 사는 세계최고도를 운행하는 칭짱철도노선에 투입되는 객
차차량 등을 제작하고 있다. 그 외에도 탕산기관차차량창과 독일 지멘스와 합작하여 고
속철도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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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CRH 객실내부

그림 1-27 중국의 고속 전기동차열차 CRH

※ 2007년 설날부터 일부 구간에 투입된 동력분산식 전기동차열차조로 제속운행(최고
시속 200-250km은 ‘07년 4월 18일부터 개시)
ㆍ 이러한 선진기술 도입노력의 결과, 현재 중국에는 세계적인 철도선진국인 독일, 프
랑스, 일본, 캐나다 등의 고속철도 차량에 대한 기술이 모두 도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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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km이상 전기동차열차의 국산화 효과
ㆍ 선진 철도기술의 도입과 국산화를 통해 개발한 시속 200km이상의 동차열차를 투
입하여 기존선에서 시속 200km 속도로여객열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ㆍ 주요 중심 도시 간에 86편성의 고속전동열차를 운행하여 주요 중심도시 간 열차운
행 시간을 단축하고, 동시에 왕복 7개 열차의 직통특쾌(特快))여객열차를 추가 운행하여
총 왕복 52개의 특쾌여객열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ㆍ 2007년 말, 전국적으로 약 480개 열차가 시속 200km이상 운행 가능한 중국산 동차
열차로 운행될 예정이며 동 열차는 전국의 17개 성, 직할시를 연계 운행될 예정이다.
ㆍ 기술시스템 측면에서 선진기술도입을 통하여 중국기업은 동차열차의 설계이념과
설계방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설계표준, 제조표준, 공업표준, 시험검측 표준 등
기술표준체계도 완성하였다.
ㆍ 아울러제작시스템 측면에서도 전면적인 제작체계 혁신을 통하여 중국 철도차량 생
산기업의 생산과 설비수준은 이미 상당부분 국외 동차열차제조기업 수준에 도달하였으
며 동시에 대량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중국의 고속철도 사업

고속철도건설에 대한 기본방침의 분석
ㆍ 중국 정부의 고속철도건설 계획의 시범 구간은 정치, 경제의 핵심축인 베이징과 상
하이 구간이며 그 구체적인 프로젝트 추진 계획은 원래 “국가발전 10ㆍ5 계획기간(2001
년-2005년)”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이나 사업추진 방식에 논란으로 지연되었
다.
ㆍ 동 노선 건설에 대한 논란은 건설방식에 대해 기존의 바퀴 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
면 자기부상식3)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논의가 쟁점사항이었으며 그로 인해 장기간 결론
을 도출하지 못했으나 그에 대한 결정이 최근에 이루어 진 것이다.
ㆍ 차량의 개발 등과 같은 차량시스템 등 관련 기술에 대해, 독자기술을 개발하여 적
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그동안 중국의 고속철도 차량 선정을 두고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선진철도 기술보유국의 중국시장에 진입에 대한 치열한 경합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난 수년간 각국의 업체와의 다양한 합작과 기술교류를 통해 중국 철도 당국
이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였음을 천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미 선진국의 철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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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업들이 중국에 상당부분 투자를 하여 합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독자기술을 천명하더라도 기존 진출 기업들의 협력과 지원에 대한 가능성도 고려한 것
으로 판단된다.
ㆍ 동 노선의 추정사업비로 약 200~220억 불을 예상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인 만큼
건설사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민간자본과 외자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으
며 이는 재정투자 조절을 통한 경기과열 방지라고 하는 중국정부의 최근 재정운용 기조
와 일맥상통 하는 정책이다.
중국의 고속철도 개념
ㆍ 중국의 고속철도는 현재, 건설 중 인 여객전용선에서 운행 될 열차운행 시스템을
고속철도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여객전용선 사업 중 베이징/상하이 노선은 시속 약
300~350km, 기타노선은 약 300km 정도로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ㆍ 아울러 2007년 4월 추진 된 제6차 기존선 속도향상 프로젝트에서 목표로 한 주요
간선의 최고시속 200km, 간선 내 일부 구간에서는 최고시속 250km 가능한 열차의 투입
을 고속철도로 혼용할 수 있으나 이는 기존선의 속도향상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중국 고
속철도사업은 여객전용선 건설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여객전용선 건설 계획
ㆍ 여객전용선 건설계획은 2004년 2월부터 추진한 “중장기철도망구축계획”의 일환으
로 동/서, 남/북의 주요 중심지역을 연계하는 “4종 4횡”의 여객전용철도를 신규로 건설
하겠다는 계획이다.
ㆍ 동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여객전용선 노선으로만 약 1.2만km를 신규
건설할 예정이다.
ㆍ 2006년 3월 8일, 중국철도부장 류지쥰(劉志軍)은 “제10기 전국인민대회 제4차 회
의”에서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국무원으로부터 정식 비준을 받았다고
발표하였으며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동 고속철도의 기술연구 개발 분야를 각별히 중
시하고 있으며, 동 노선을 시발점으로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 독자기술을
개발ㆍ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ㆍ 또한, 건설자금과 관련하여서 시장화융자방식에 의해 민간자본과 국외자본을 포함
한 다양한 투자주체와 투자경로를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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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4횡”의 여객전용선 건설 계획

4종(縱)의 여객전용선 노선
①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간 약 1,300km
: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간 노선으로, 동 노선(징후선, 京沪线)은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2006~2010)에 착공
② 베이징(北京)~광저우(广州)~선젼(深圳)간 약 2,230km
: 베이징(北京)~우한(武汉)~광저우(广州)~선젼(深圳, 징광선, 京广线) 구간 중에서
2010년까지 우한(武汉)~광저우(广州)구간을 완공하고, 2020년까지 전 구간 완공을 목표
③ 베이징(北京)~선양(沈阳)~하얼빈(哈尔滨)~따렌(大连)간 약 1,860km
: 베이징(北京)~선양(沈阳)~하얼빈(哈尔滨, 징하선, 京哈线)은 2020년까지 전 구간 완
공을 목표로 추진
④ 항조우(杭州)~닝보(宁波)~푸조우(福州)~선전(深圳)간 약 1,600km
: 항조우(杭州)~닝보(宁波)~푸조우(福州)~선젼(深圳, 항용량통따오, 杭甬深通道)는 11
차 5개년 기간 중인 2010년까지 항조우(杭州)~샤먼(厦门)간을 완공하고, 2020년까지 전
구간 완공 목표
4횡(橫)의 여객전용 노선
① 쉬조우(徐州)～란조우(郑州)～쩡조우(兰州)간 약 1,400km
② 항조우(杭州)～난창(南昌)～창사(长沙)간 약 880km
③ 칭따오(青岛)～시쟈장(石家庄)～타이웬(太原)간 약770km
④ 난징(南京)～우한(武汉)～충칭(重庆)～청두(成都)간 약 1,900km
☞ 기착공 구간 : 베이징(北京)-텐진(天津), 시안(西安)-쩡조우(鄭州), 상하이(上海)-난징
(南京), 우한(武漢)-광저우(廣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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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 “4종 4횡”의 여객전용선 건설 노선도

고속철도 차량도입과 생산

ㆍ 외국 철도차량 구입 및 현지생산
중국철도부의 탕산(唐山)기관차차량창과 독일의 지멘스는 2005년 11월 20일, 시속
300㎞를 운행할 수 있는 동차차량에 대한 기술이전, 차량도입, 중국내 생산, 검수기지
건설 및 유지보수 등을 골자로 하는 차량구입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국 최초로 도입되는 시속 300㎞ 수준의 고속차량 도입계약 (계약규모 약 8,300억
원)에서 독일의 지멘스사는 중국 철도측에 차체, 대차, 견인변류, 견인변압, 견인전기,
견인제어, 열차 네트워크 및 제동 계통 등 총 9종의 핵심기술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동 계약에 다르면 총 60개 편성(1편성 8량)중, 3개 편성은 독일 현지에서 제작
하여 수입하고, 나머지 57개 편성은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되 중국브랜드를 사용하며 그
첫 번재 운행구간은 2008년 개통되는 베이징/텐진 간의 ‘도시고속철도’ 가 될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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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기술의 국산화 추진전략
중국철도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선진 고속철도운영회사들의 중국진출 마케팅 전략을
적절히 활용한 중국철도부는 선진 각국의 기술도입과 이전, 국산화를 염두에 둔 개발정
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상당부분의 핵심기술을 도입하고 국산화를 추진하
여 동차의 설계와 제작 시스템, 부품 기술의 인수는 물론 철도운영 및 관리, 관제 시스
템의 도입도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철도관련 산업 측면에서는 선진 기술보유 기업들의 지원을 통하여 중국부품 기
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한 국산화 추진에도 부단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중국내
12개 성, 시의 약 120여개 기업이 고속철도 및 관련 기술개발과 생산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기계, 제철 및 제련, 전력, 전자, 정보 등의 철도기술 산업네트워크가 구축되
었다.
또한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현재 8명의 중국과학기술원 원사, 120여명의 교수진과 연
구원, 960여명의 고급엔지니어, 5,000여명의 공정 기술원들이 기술 및 장비의 현대화 프
로젝트에 직접 참가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도입의 기초에서부터 자국내 생산이라는 원칙과 관련 국제기업들의 경쟁
유도를 통하여 핵심기술의 이전과 이를 통한 기술향상을 실현하여 현재는 16량 1편성
의 동차열차와 시속 300-350km인 고속동차 열차 생산에 대한 기술의 연구와 동차 시
험제작 중이며 조만간 동 열차 생산이 완료될 예정이다.
중국의 여객전용선 건설계획은 곧 고속철도 운행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
으며 “선진기술 도입, 연합설계생산, 중국브랜드 창조”의 원칙하에 선진 기술을 이전받
는 조건으로 여객전용선(고속철도) 및 기존선 속도향상 투입용으로 고속차량 합작 개발
을 추진하였고 실질적으로 시속 200Km 이상의 고속운행이 가능한 전동차의 합작개발
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합작개발 사업은 중국철도 시장의 확대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베이징/상하이 구간의 고속열차 차량선정은 물
론, 다른 구간에서의 여객전용선 열차운행 역시 외국핵심 기술의 도입과 합작생산을 모
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독일 시멘스와 시속 300km이상의 고속차량 60량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동 사가 중국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기타 기업들도 노선별로 선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합작 참여가
예상된다.
또한 기존선 속도향상 및 여객전용선 투입을 위한 고속차량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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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망되고, 한국이 개발한 G7 고속열차도 상용화와 함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노
력이 요망되나 시기적으로는 기타 선진기업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동북3성 및 극동러시아 지역의 개발전망
우리 한반도와 연관된 교통․물류 인프라측면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중국의 동북3성지역과 극동 러시아 지역이다. 이 지역의 개발은 앞
의 두 가지 시나리오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향후 개발에 따른 물류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2003년 이후 중국은 동북지역에 대한 총 100개 항목의 프로젝트와 610억 위엔(11조원)의
투자계획을 추진중이다.5) 특히 동북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 에너지 등의 사회
간접자본 확충사업은 동북진흥전략의 핵심과제로 설정되어 추진중이다. 러시아의 경우에
는 2013 극동ㆍ자바이칼 프로그램과 2025 연해주 사회경제발전전략 과 같은 의욕적인
구상이 추진중이다. 특히 극동러시아지역의 취약한 교통․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계획되어 있어서 향후 국제협력의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분야
철도
도로
항만
에너지

표 1-23 중국의 동북진흥전략에 포함된 인프라사업
주요 사업
동북 3성 및 내륙간 물류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얼빈(哈爾濱)-다롄(大連)간 고속
철도의 건설, 동변도철도(東邊道鐵道)의 개보수 등 철도망의 신설 및 재정비
수이펀허(綏芬河)-만저우리(滿洲里), 훈춘(渾春)-우란호트(烏蘭活特), 다칭(大慶)-광저
우(廣州), 창춘(長春)-선전(深圳) 등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
다롄항, 잉커우(營口)항, 단동항 등 동북지역 항만의 정비와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
및 북한 신의주, 나진항과의 연계를 위한 협력
동북지역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다롄에 발전용량 9,600만㎾급의 원자력발전소
를 건설하고 있으며, 특히 압록강 지역에서는 북한과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협력
을 진행

5) 이것은 중앙과 국무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의 진흥전략에 관한 약간의 의견(關于實施東北
地區等老工業基地振興戰略的若干意見)’(中發[2003]11號)에 기초한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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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4 극동 러시아지역의 주요 개발계획
주요 계획
내 용
- 에너지연료 운송․정제 클러스터의 발전
- 광역지역의 통합과정 규모에 부합되는 교통․물류 클러스터의 발전
- 어업 클러스터의 발전
-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중
심으로 한 메가폴리스를 구축
2025 연해주 - 이노베이션 활동의 발전
사회경제발전전략 - 역내 에너지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중국 및 한국으로의 전력수출 조
건을 조성하기 위한 에너지생산 클러스터의 발전
- 2025년에 이르면 지역총생산이 2조 루블에 달하고, 산업구조가 질적
으로 변화되어 지역총생산에서 신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8%
에 이르며, 인구 상황이 개선되고 인적 자원의 자본화가 제고될 것으
로 전망
- 새로운 일자리의 보존 및 창출로 역내 주민 정착 강화
-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지방단위의 인프라 한계의 해소
2013 극동ㆍ자바이칼 - 엔지니어링인프라 및 사회부문의 발전과 관련된 일련의 프로젝트 실현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에서는 연방예산의 58%가 교통복합체를 발전시키는 데
투입될 예정이며, 이전 프로그램에서 교통복합체의 비중이 단지
2.1%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여 엄청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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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시나리오 작성
1. 북핵 및 남북관계 전망 시나리오
먼저 북핵 및 남북 관계 전망은 북핵 진전 여부와 남북한 양측의 대응에 따라 다음의
3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1) 평화 시나리오
우선 ‘평화 시나리오’의 경우로, 북핵 위기가 연내 완전 해소되고, 남북한도 본격적인 평
화⋅협력 관계로 진입할 경우이다. 이는 미국 행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에 대
해, 북한도 경제 지원 획득을 목적으로 핵 불능화와 핵확산 우려 문제의 해결,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완료 등으로 화답할 경우이다. 이럴 경우,
북미 관계 급진전과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선언과 비핵⋅개방⋅
3000 구상 실현 등이 본격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북한이 ‘과거와 현재
의 핵’뿐만 아니라 ‘미래의 핵’ 개발 포기를 의미하는 완전한 핵 프로그램의 신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물론 이 시나리오는 남북 관계도 북핵 진전과
병행하여 발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북핵 진전과는 무관하게 통미봉남으로 남북 간의
대결과 경색 국면이 계속될 경우에는 북핵과 남북문제는 서로 평행선을 그리며 분리 진행
될 수도 있다.
(2) 서행시나리오
두 번째로는 ‘서행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북핵 해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남북한
모두 현 수준에서 ‘유연한 생산적 상호주의’를 견지할 경우로,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핵 문제
가 북미간 입장차로 현재의 ‘지체와 서행’ 국면이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면서, 남북 관계도
현 수준에서 그럭저럭 유지될 경우이다. 이는 북한이 불능화 이행을 통해 최소한의 경제보
상을 확보하면서, 핵 프로그램 신고를 비롯한 본격적 폐기는 대북 정책 추이를 봐가면서
행동할 경우로, 불능화 이행 속에 핵 검증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핵 신고가 지연되는 상황
이다. 이럴 경우, 양자간 勢 싸움과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북미 및 남북 관계는 ‘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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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UEP를 포함한 핵 신고와 핵검증체계 구축 등의 지연에 대
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지연시킬 뿐이며, 미국도
강도 높은 압박으로 그동안의 성과마저 물거품으로 만들 공산은 높지 않다.
(3) 경색 시나리오
세 번째는 ‘경색 시나리오’로, 북핵 교착 국면이 2년 이상 지속되어 미국 내 강경파 목소
리가 커지고, 남북 간도 ‘엄격한 상호주의’와 강경 대응 자세를 보임으로써 긴장이 고조될
경우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북핵 해결에 대한 미국 내 회의감이 고조되고,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미 의회의 강도 높은 압박에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할 경우이다. 또한
남한의 ‘엄격한’ 상호주의 적용에 대해, 북한도 남북정상선언 합의 미이행 등에 반발하면서
당국간 대화와 부분적인 남북 경협 중단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이다. 이럴
경우, 북미 및 남북 관계는 급랭하고 한반도는 중장기 경색 국면에 돌입하는 상황이 벌어
질 수 있다.
상기의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북핵 해결이 지지부진한 ‘서행’ 국면이 유력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 경우, 정부는 유연한 생산적 상호주의 원칙하에 북핵 진전 추이에 따라 남북
관계와 경협 속도를 조절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국내 경제 살리기와 북핵 문제의 우선 해결 원칙을 견지하고, 북한은
10.4 정상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남북 관계는 상호 ‘기 싸움’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나 상징적 경협보다는 사업의 경제성과 투명성을 강조
하고, ‘대북 경협 4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 추진 속도와 경협의 우선순위 조정, 남북협력기
금의 집행 축소 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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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
(1) 기반 조성 단계
이 단계는 북핵 문제가 불능화 및 낮은 단계의 핵프로그램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기합의 경협 사업의 이행을 통해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안정
적 관리를 통해 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둬야한다
우선, 기합의 경협 사업의 활성화와 대북 정책의 연속성 유지로 남북 상호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단순한 리스크 관리 대상이 아니라 화해 협력의 상대자로
인정하고,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블루오션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기합의 사항 이행과 이를 통한 남북 상호간의 신뢰 형성 노력이 중요하
므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물론, 백두산 사업과 2단계 부지 조성 사업,
그리고 남북정상선언 합의 내용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초기 단계의 합의 이행 노력을 보
여야 한다.
남북 관계 및 경협의 제도화와 정례화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남북경협 체계 구축 논의
가 요구되며, 비핵⋅개방⋅3000 구상과 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논의할 협의체를 발족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 경제 시찰단의 남한 방문과 교육 연수 확대는 물론, 남북
합동 시찰단을 구성하여 사회주의 경제권과 체제 전환국, 선진국의 우수 공단과 개혁⋅개
방 성공 사례를 함께 조사 연구하거나, 국제기구 주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시켜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신규 투자할 경협 사업과 연계하여 경의선 중심의 물류망과 전력⋅통신의 개보수
및 현대화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포기 유도를 위한
다자간⋅양자간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해, 굳건한 안보 바탕 위에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조화를 이루면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포기와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협조 유도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도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나
가야 한다. 또한 완전한 비핵과 개방은 1∼2년의 단기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5∼
10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핵폐기 진전 과정을 보다 세분하여 각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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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과정에 따르는 비핵 개방 3000 구상 추진 방안의 제시와 함께, ‘행동 대 행동’ 원칙하
에 북핵의 단계적 해결이나 북한의 넌-루가 프로그램의 수용 촉구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확대⋅발전 단계
이 단계는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핵 폐기의 진전 과정으로, 이 시기에는 북한의
국제사회 일원으로의 편입 및 정상국가로의 유도와 함께, 북한 경제 회생 지원과 남북한
산업 및 지역 협력 등을 통해 남북한 상호 의존성 확대와 북한 경제의 자립 성장 기반 조성
에 역점을 둬야 한다.
우선, 북한의 국제사회 일원으로의 편입과 정상국가화 유도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공동
으로 북한의 NPT 복귀와 인권 개선 노력, 각종 법⋅제도 정비와 시장메커니즘 도입 확대
등 북한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유인책으로 정부의 3000 구상을
가동 착수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국제무역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의 가입과 북미⋅북일 관
계 정상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국제 환경 조성을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 경제 회생 지원과 SOC 확충 등을 통한 자립 경제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둬야 한다. 즉 일회성 단순 지원보다는 북한 경제의 근본적 회생과 통일 인프라 확충 분야
의 지원을 통해 북한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자립 경제 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민생 안정과 산업화 역량 확충을 위해 농업 개혁과 경공업
육성, 산업 자본 축적을 위한 부존 자원(지하자원, 관광산업) 활용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해
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을 성공적인 특구 모델로 정착시켜 이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가 지
속발전 가능한 산업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중화학 공업의 선택적 현대화와 첨단산업 분야
의 병행 진출이 필요하다. 즉 기존 특구의 활성화와 함께, 신규 특구 개발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산업 인프라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산업 단지 형태’의 개발을 통해 수출 산업 및
기간산업 육성이 요구된다.(북한의 개혁⋅개방 모델과 수출 지향형 남북 경협 모델을 개발
지원)
또한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북한 경제 종합개발계획이란 중장기 계획 하에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철도⋅도로 연결과 국토 균형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기구와 연
계한 인력 인프라(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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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화⋅완성 단계
이 단계는 완전한 핵폐기 이후 시기로 북한도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단행하는 과정이
다. 이 시기에는 남북 간의 산업 및 지역 협력의 고도화와 경제 통합에 착수하는 한편, 동
북아 경제권과의 연계 확대를 통한 동북아 경제허브 구축에 역점을 둬야 한다.
우선 남북 간의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및 고도화를 위해 북한 지역에도 경쟁력 있는 중
화학 공업과 지식기반산업,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3000 구상의 본격 가동과
단일 시장 수준의 경제공동체 형성, 남북 연합 완성 단계의 통일 단계 진입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다음으로, 동북아 경제권과의 연계 확대를 통해 한반도의 동북아 경제허브 및 북한 지역
의 국제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국토종합개발, 나아가 동북아 허브
로의 발전 구상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SOC 부문의 남북중⋅남북러⋅남북중일 등의 공동
추진과 남북간 육로의 중국(TCR), 러시아(TSR) 등과의 연결 등을 추진한다.

3.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여건변화 전망에 따른 시나리오
미래 동아시아의 교통․물류인프라 구축은 결국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도출될 수 있다. 미래 전망은 낙관적인 시나리오와 그렇
지 못한 시나리오 등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전제로 가능할 것이다.
(1) 낙관적인 시나리오
첫째, 낙관적인 상황을 전제로 미래의 동아시아 상황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경
제적으로 동아시아에서 EU 수준에 근접한 정치 경제적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사람과
자본, 물자의 이동에 있어서 제약이 최소화되고 공동지역안보협력체 및 지역경제협력체의
구성도 가능해질 것이다.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일중러간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로 정
치외교적 안정화가 이룩되고, 경제이슈에 비해 역사문제, 기타 외교적 갈등은 부차적인 이
슈로 축소될 것이다. 한반도와 육로로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와 자유로운 무비자 여행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EU수준에 준하는 통관, 통행협정도 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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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 남북한은 정치적으로는 별도의 국가이나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통합된 한반도 경제권은 중국 동북3성과 극동러시아지역
과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는 북한의 정상국
가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2) 낙관적이지 못한 시나리오
둘째,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전개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동아시아 국가간에
는 비대칭적인 정치경제 협력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의 패권을 위해 중국
과 미국․일본의 갈등과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FTA등 부분적인 경제협력체계 구축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한일간의 FTA
정도는 이 경우에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은 일정 수준의 시장경제화를
진행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은 분단상황과 부분적인 정치군사적 긴장관계
는 간헐적으로 지속되나 경제교류는 지금보다 진전될 것이고, 최소한 육로를 통한 남한과
중국, 러시아의 수송망연결은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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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용주의적 접근을 위한 단계별 남북철도․대륙철도 구축 시나리오
남북경제공동체의 견인차로써 실용주의적 접근을 위한 남북철도의 단계별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다자간 철도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단계별 북한철도현대화와 물
류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국제물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남북철도 최소개보수 → 물류사업에 따른 수익창출/재투자 → 개량개념의 북한철도현대
화 → 물류사업확대/국제콘소시엄 구성→ 신선개념의 북한철도현대화 → 유라시아랜드브
리지 완성」로 이어지는 남북철도의 단계별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철도
개발을 위한 단계별 전략과 과제를 수립하고, 남북철도의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제
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특구와 남북철도 인프라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남북경제공동
체를 기대할 수 있다.
(1) 1단계 시나리오(핵폐쇄봉인단계, 남북철도연결단계)
1단계(핵폐쇄봉인단계, 남북철도연결단계)는 개성․금강산등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국지
적 기반시설건설 단계이다. 이미 완성된 단계이다. 현재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완
공 및 개통된 상태이나 최근 경의선 화물열차가 운행이 중단된바 있다. 2004년 육로관광이
합의되면서 한해 30만 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에 다녀올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향후 개성공
단의 물자․생산품 수송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물자․교역물자 수송, 남북근로자 통근,
개성관광열차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 최근 버스
100대를 투입할 예정이지만 이는 단기적 처방이며, 향후 10만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도 여객수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향후 단계별 운행을 위한 상시적인 군사적 보
장합의서가 체결돼야 한다. 장거리, 대용량 수송수단으로서 철도의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
는 분계역 사이뿐만 아니라 남북한 전 지역과 대륙 사이의 철도 연계를 고려한 법적, 제도
적, 기술적인 보완을 논의해야 한다. 향후 컨테이너야적장이나 개성공단과 연계된 물류시
설들은 화물열차 운행 추이에 따라 정비해 나가야 한다. 남북접경지역의 경협특구사업의
단계별 진행에 따른 물류기반시설의 단계별 확충이 필요하며, 통행․통관의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한 남북철도공동운영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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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시나리오(핵불능화단계, 북한철도개보수단계)
2단계(핵불능화단계, 북한철도개보수단계)는 북․러, 북․중, 북한통과 수요에 대비한
기반시설 개발 추진단계 이다. 현재 필요한 단계이다. 특히 초기 북한 물동량이 미비하기
때문에 동북아역내국간 북한 통과수요를 목표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물동량을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러 3각 협력사업 및 남․북․중 3각 협력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최근 논의 되고 있는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이 나진-하산 프로젝트이다. 나진-하산구
간의 개건사업은 TKR-TSR사업의 시범사업을 의미하며, 「부산-나진간 해상수송 후
TSR 경유 컨테이너 사업」이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면 국제사회에 북한철도 현대화 및
TKR-TSR사업의 공론화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사업초기 컨테이너 10
만TEU 유치가 가능하며, 한국 측이 부담해야할 투자비는 약 7천만 달러이다.
더불어 남․북․중 3각 협력 사업으로 경의선 개보수에 따른 동북아 국제물류사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07년 12월 1차례 실태조사가 시행되었다. 예상보다 경의선의 상태는 양
호하며, 약 7천만 달러의 개보수비용으로 심양-평양-서울-부산간 물류사업이 가능하다.
상기에서 제시한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예상한 것보다 매우 적다. 그동안 북한철도현대화
사업이 ‘북한 퍼주기‘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정제되지 못한 많은 오류들 때문이다. 북한 인
프라에 대한 막대한 사업비추정은 ‘북한 퍼주기‘라는 남남갈등도 제공하지만, 북한에게 과
도한 기대감을 심어주어 협상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남과 북이 모두 원치 않
을 것이다. 현재 유라시아철도물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화물철
도는 TSR이다. 전구간이 복선화․전철화 되어있다. 실시간화물추적이 가능하고, 컨테이너
전용열차도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TSR 화물철도의 평균속도는 40km/h 이다. 북한 경의
선의 경우 최소의 개보수로 평균속도 40km/h는 가능하다. 한국도 KTX는 300km/h이지만,
화물철도는 50km/h이다6). 다시 말하면 여객사업이냐 물류사업이냐에 따라 현대화 수준이
달라지며, 사업비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단계 사업은 저비용․ 정부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실, 철도업무편람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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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시나리오 (핵폐기단계, 북한철도현대화단계)
3단계(핵폐기단계, 북한철도현대화단계)는 한반도 통과 수요 및 북한내부 수요에 대비한
기반시설(복선화, 고속화)의 확충단계이다. 북한이 국제화하는 단계이다. 우리가 통상적으
로 알고 있는 신선개념의 북한철도현대화 단계이며, 핵 폐기에 따른 국제컨소시움이 가능
한 단계이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기반시설 네트워크구축 및 지속적인 한반도 기반시설의
내부역량강화가 필요한 단계이다. 경의선 및 동해선 현대화에 각각 13억달러, 24억 달러의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복선화, 고속화수준에 따라 그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3단계는 고비용․ 국제투자가 가능한 민간 참여의 대규모사업으로 확대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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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5 실용주의적 접근을 위한 단계별 남북철도․대륙철도 구축 시나리오
Step1
남북철도
연결 단계
(핵폐쇄봉인 단계)

●개성․금강산 등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국지적 기반시설 건
설 단계
- 현재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완공 및 개통된 상태이
나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경의선 화물열차의 운행이 중단된
바 있다.

●북․러, 북․중, 북한통과 수용에 대비한 기반시설 개발 추
진 단계
- 특히 초기 북한 물동량이 미비하기 때문에 동북아역내국간
Step2
북한 철도 북한 통과수요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중 3각
발굴이 필요하다.
개보수 단계 협력사업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이 나진-핫산
(핵불능화 단계) 프로젝트 임
- 나진-핫산구간의 개건사업은 TKR-TSR사업의 시범사업을
의미
Step3
북한철도
현대화 단계
(핵폐기 단계)

●한반도 통과 수요 및 북한내부 수요에 대비한 기반시설(복
선화, 고속화)의 확충단계
-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신선개념의 북한철도현대화
단계이며, 핵폐기에 따른 국제컨소시엄이 가능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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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궤도 및 시설물 관점에서의 시나리오
남북한의 철도건설규정에 따른 궤도, 시설물의 규격이나 관리현황을 비교검토한 결과 양
측의 규정은 광복당시의 조선국유철도건설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근본적으로는 동일
하며 광복이후 변경된 내용도 통합운영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철도의 복선화율이 3%에 불과함으로 운송효율에 문제가 있으며 그나마 복선
화 된 경의선의 경우도 궤도 및 시설물의 노후로 인하여 평균시속이 60km에 불과하며 여
타노선의 경우 평균속도가 40km미만임으로 기존시설의 개량 등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궤도나 시설물의 기술적 통합운영에
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열차의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열차운영환경의 개선 및 개
량 등이 없이는 북한철도 현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화물열차가 경의선구간에서 통합 운영 시 궤도나 시설물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
제는 없으나 현재 남북한 간의 건축한계중 항목별로 낮은 한계를 기준으로 남북한 연계운
영을 위한 건축한계의 검토 및 표준의 설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열차운영환경의 측면에서 철도수송능력
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철도시스템의 대폭적인 개선이나 개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며 이를 위해서 향후 북한의 기존 궤도 및 시설물의 상태에 대한 실제적이고 면밀한
조사 및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해안철도(두만강-고원-세포-평산-개성)에 대한 통과능력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기
술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조선동해안 철도 통과능력 조사결과
○ 궤도구조
- 두만강개성구간의 연장길이는 972Km, 화물열차의 질량은 750-2000톤, 역구내 열
차장 350～600m
- 이 구간에 부설된 레일은 러시아 제 P65가 167.5 Km , 중국제 P50이 675.3Km,
러시아, 중국 일본등에서 수입한 P43이 99.8Km이며 일제 P37이 29Km이다.
- 이 구간에 설치된 분기기 807개중에서 P50(1/15)이 10개, P50(1/11)이 40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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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0(1/9)이 390개이다.
역구내 나들선에 설치된 P-43-1/9 분기기는 1,385개이다.
- 나무침목은 길이연한 소나무재질로서 방부처리없으며 약 10년간 깔판없이 설치
되어 70%구간에 복진 방지쇠가 없다. 즉 레일 및 침목상태는 아주 한심한 상태임
- 모든수리작업은 대수리를 포함하여 수동으로하고 있으며 침목과 레일이 없어서
수리기일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 곡선 및 구배
- 경원선 구간에서 곡선구간은 55%,직선구간은 45%이며 두만강 개성사이 38개구
간에 최소곡선반경은 R-300m이며 그 길이는 13.5Km이다. R-400m는 476개소이며 그
길이는 189Km이다
- 경의선 구간에서 1950년대 북한 도면의 분석을 통하여 작성 : 구배, 곡선, 제한속
도등 직선비율 72.6%, 구배는 1.0%이하로 구성되어 노선이 좋은 편으로 노반보수와
자동화만 되면 고속화가 충분히 가능함. 개성-신의주간 역수는 57개이며, 평양-신의
주간 30개역, 개성-평양 24개역 존재한다.
· 남북한 기관차 견인으로 하여 최고속도 80, 90Km/h에 대하여 해석한 결과, 중
요역 정차의 경우 개성-신의주 6시간 운행이 가능하며, 속도 향상 시 30분 정도의
단축효과가 있다.
- 원산-세포-개성구간의 최대물매는 25/1000 이다.
○ 시설물
- 이 구간에서는 일본기준으로 1910년～1972년 에 건설한 다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총 589개소에 총 연장은 27,000m임
- 대다수의 다리상태는 좋고 축당하중이 계산상 18톤이지만 축당하중이 21～22톤
인 기관차들을 통과시키며 단위당 하중은 7톤이다.
- 교량로반도 유지상태는 불량하며 침목중 80%가 부식되어있고 일부 다리의 침목
은 100% 부식되어 있으며 침목사이 공간거리가 1m정도로서 복진방지쇠는 없다.
- 레일은 깔판없이 침목에 놓여있으며 2개의 못으로 고정되어있다.
- 철길은 경간구조물에 대하여 10cm 까지 편심되게 설치되었으며 교량로반은 걸개
볼트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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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탄에 의해 크게 손상된 청진-고원,고원-평강 구간에 있는 일본이 건설한 다리
를 1,435mm궤간 기술수준에 맞게 다리로반과 철길상부구조물을 고쳐도 열차속도는
60Km/h 이하로 제한되어야한다.
- 이구간의 터널 165개중(총연장 6,739m)중 30%는 누수가 심하고 동기에는 결빙된
다.
- 경간구조물과 공간의 한계는 차량한계 1-T의 차량통과를 보장한다.
- 지반은 2개의 수해개소를 제외하고는 좋은상태이다.
- 남한과 북한의 철도시설물에 있어서 건축 한계에 의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승객
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또한 동일전동차 투입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일반
차량에 대한 구체한계 높이, 구체한계 상부면의 폭, 차륜 내/외면간 최소/최대 거리
등, 구체적인 차량 한계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추후 남북철도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결론
모든 공간에서 철길의 상부구조물은 위험상태에 있다.
위의 현황은 북한 동해안 철도의 경우로서, 경의선에 대한 대책방안은 다음을 기준으
로 구체적인 기술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궤도 및 노반개선
- 북한의 차량은 남한의 차량에 비하여 중량이 대체적으로 무거움으로 전구간에
걸쳐 남한의 P-60 표준레일로 교체 (북한 동해안 철도에 대해서는 조사단에서 P-65
추천)
- 침목은 국내표준형 철근콘크리트 침목으로 교체
- 도상의 자갈 ,레일체결구,레일이음목고착장치 일체를 남한 표준으로 교체 및 보수
- 분기기도 남한표준으로 교체
○ 시설물
- 철교의 축당하중은 25톤으로 하되 경의선 구간의 경우 일제하에서 L25로 설계되어 있으나
1단계로 파손부분 및 노후된 부분을 일제점검하여 전반적으로 보수보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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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계로 기존의 철교하중과 터널의 현존능력을 다시 평가하기 위하여 남북한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세부검사를 진행하고 얻어진 결과를 기초로 구시설물을 근본적으로 개선하
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북한철도 현대화 소요기간 추정에서 시설분야의 기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본 노선의 총 건설 기간을 약 10년기준으로 잡는다면 크게 3단계로 구분
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① 1단계(3년) : 선로, 신호통신, 차량, 전력분야에 대한 기본안 수립 및 기본설계
② 2단계(4년) : 각 분야별 보수보강 및 우선 시공분야 건설
③ 3단계(3년) : 속도향상을 위한 잔여부분 건설
철도노선의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노선에 대한 조사, 노선에 대한 설계, 노선에 대한
공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선로의 취약부분부터 시작하여 약 1.0km의 구간을
약 10개 공구로 나누어 약 10년 정도의 조사, 설계, 시공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으
로 하고 있다. 10년을 기본 공사 소요기간으로 볼 때 아래와 같은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① 1단계(2년) : 노선 세부조사 및 기본설계
② 2단계(2년) : 노선 세부설계 및 단계별 추진안 마련
③ 3단계(4년) : 보수보강 취약 노선 건설
④ 4단계(2년) : 속도향상을 위한 나머지 구간 보수 보강
위의 개량을 통한 현대화의 개념과 별도로 시설 측면에서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에서는 주요 간선축의 복선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는 북한의
주요 경제개발 특구가 경의선, 동해선 등 주요 간선축을 중심으로 위치하여 있으며, 복선철
도를 구축함으로써 주요 경제개발 특구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고, 주요 거점 간의
원활한 이동을 도모할 수 있다. 2단계는 지선의 개량 및 전철화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고속철도망으로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일일생활권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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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 북한철도 관련 연구내용
분석 및 종합

제2장 기존 북한철도 관련 연구내용
분석 및 종합

제1절. 국토부,연구원,기타기관 등에서 수행한 자료 수집 및 분석
1. 북한 교통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
북한 교통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는 교통연구원의 2006년 보고서로
동북아ㆍ북한교통정보센터에서 발간한 자료이며 북한 교통인프라에 대한 3가지 재원조달
방안(국내재원조달방안, 다자간국제지원방안,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요
약은 다음과 같다.
현재 북한의 교통인프라는 매우 낙후한 상태이며 한반도 통합인프라 구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는 북한 교통인프라 현대화가 남북관계뿐만 아니
라 동북아 역내 최대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통합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북한 교통인프라 개발사업이 매우 중대한 과
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본격적인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
는 북한 교통인프라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거대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핵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핵문제 해결 이전
이라도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다. 또한 북핵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 교통인프라를 개발하려는 주변국들
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으므로, 한국이 주도하고 주변국들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교
통인프라 사업을 발굴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스(P/F) 기법 등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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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여지도 보다 높아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상황변화에 주목하여 다국간 호혜적인 활용 가치가 높
은 교통인프라를 대상으로 P/F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과연 그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어떠한 금융계획을 설계해야 하는지, 한국정부는 어떠한 전략과 입장을 수립해야 하
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제시된 재원조달방안을 형태별로 구분해보면 크게 남한의 기금 또는 일반재정
만을 고려한 국내재원,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한 자금조달,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국내재원조달방안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내재원조달방안과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남북협력기금(SNCF),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국내민간상업차관 등의 차입을 통한 자금조잘에 집중되어 있
다. 우선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사실상의 주요 재원이 되는 남북협력기금을 확대 발전시키
고 이것을 북한 교통인프라 현대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나. 다자간국제지원방안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재원조달은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단계에서 만일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가능하다고 전제된다면 원론적으로
북한은 세계은행에서 긴급경제복구차권, 국제개발협회(IDA) 자금, 아시아 개발은행으로부
터 아시아개발기금(ADF) 등 장기·저리의 대규모 양허상 자금 지원과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재와 같이 북핵문제에서 불거진 북미간 첨예한 갈등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낙환하기 어려
운 상태이다.
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안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안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앞의 두 경우보다 늦게 제기되었으며,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지
배적인 입장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한 논의가 그간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첫째 북한
과 같이 투자 리스크가 크고 사업의 수익성조차 불투명한 투자대상국의 경우 민간자본의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 그룹의 국제금융공사(IFC)가 참여하여 신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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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시켜야 하는데 북한이 국제금융공사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
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둘째 국제금융공사 비회원국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
낸스의 사례가 없다는 현실도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적용 가능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확산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스기법이 발전하면서 개도국의 SOC에 대한 민
간직접투자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기법을 북한의 SOC 확충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상업성이 있고 유망한 북한 교통인프라가 현대화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진행된다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이용료를 분담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이것이 곤란하다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및 반입에
대한 대가로 한국정부가 현금과 현물로 나누어 지불할 경우 일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 북한 경제특구개발에 따른 남북․대륙 연계교통체계 연구
북한 경제특구개발에 따른 남북․대륙 연계교통체계 연구는 교통연구원의 2008년 보고
서로 교통투자분석에서 발간한 자료로 북한에 있는 6개의 특구지역 각각에 적합한 교통
망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로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경제
특구’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신의주 특별
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등 4대 경제특구가 북측에 의해 지정되어 개발이 진행되었다. 또
한 최근에는 남북한간 지하자원-경공업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단천자원특구, 금강산에 이
은 또 다른 관광특구로 백두산관광지구 등이 새로운 개발 잠재력을 갖춘 북한의 경제특구
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 가운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는 남한과의 투자수요와
결부되어 지속적인 발전추세를 보여 왔으며, 남북한간 인적교류와 물적교역이 점차 증가
하고 있다. 한편 북러간 나진-핫산 철도개보수 및 나진항 개건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나진
선봉특구가, 그리고 개성공단의 대체지로서 북중간 접경지역인 신의주특구가 새롭게 부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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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한반도 통합교통망 구축방안이나 북한 교통인프라 현
대화 논의라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북한의 개혁개방 유
도와 대북경협의 거점인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남북간, 대륙간 연계 교통인프라 구축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다.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교통인프라 구축방안을 위해 단계별 연
계 교통망 구축방안 및 추진계획과,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및 국제협력 방안 등에 대한 종합
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가. 북한 경제특구 개발 전략 및 교통인프라 현황
북한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중국의 경제특구 개발경험과 제도를 상당부분 수용하여 외
국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통해 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협력의 거점으로서
경제특구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남한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경제특구는 남․북한
간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어가는 주요 수단
이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는 남북경제통합의 교두보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북한의 교통인프라 체계는 철도를 중심으로 도로 및 해운이 보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
는 ‘주철종도’(主鐵從道)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때 북한의 교통인프라는 노
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경제침체의 지속으로 새로운 개선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제대로 된 수송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는 지리적으로 북한의 동북부 최단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의
훈춘경제특구와 극동러시아지역의 포시에트항과 인접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교통인프
라는 북한 자체내의 연계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철도, 도로 등의
기본적인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다. 즉 북.러간에 나진-핫산 철도, 북.중간 나진-투먼 철도
가 구축되어 있으며, 도로의 경우도 나진-원정-훈춘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향후 화물
수요의 확대에 따라 개보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항만의 경우 나진항 및 선봉항이
북한의 주요 간선철도망 및 도로망과 연계되어 있고, 특히 나진항은 천혜의 항만으로 동북
아거점항만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평안북도 북서쪽 압록강 하류연안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단둥시
와 마주하고 있다. 신의주는 교통과 무역이 이점이 상대적으로 잘 구비된 도시로 평의선의
종착역이며, 이곳에서 압록강철교를 통해 화물과 여객운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평
양-베이징간 국제열차가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기도 하다. 압록강철교는 신의주와 단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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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 겸용이며 철도 출입처는 제3국 인원의 왕래가 가능하다. 철도의
경우 신의주는 경의선을 통한 접근이 가능한 만큼 남북관계의 진전 및 교통부문의 협력에
따라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등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남.북.중 3국
간 인적, 물적 교류협력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개
성지역은 북한 중부지역의 주요 교통요지로서, 시 내부에는 주요 간선철도인 평부선이 북
서-남동 방향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평양-개성간 고속도로, 개성-해주, 개성-원산, 개성판문-풍덕간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개성은 서울 및 인천과는 각기 60㎞, 50㎞ 거리에 불과
하여 전반적으로 남측과의 접근성 면에서 매우 양호하다. 이미 서울에서 개성까지 남측의
국지도 23호선을 통한 육로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이 정
례화됨으로써 향후 도로, 철도 중심으로 남북교역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금강산 관광특구는 금강산관광사업을 통해 초기에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철도의 경우 남측의 동해선 복구구간과 북측의 금강산청년
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2007년 5월 고성-저진구간의 남북열차시험운행이 실시된 바 있다.
도로의 경우 북한내 원산-금강산 관광도로, 온정-금강, 봉화-월비산 도로가 연결되어 있
으며, 고성-원산, 고성-월비산, 고성-통천, 고성-금강산, 고성-해금강 구간에 정기버스가
운행 중이다. 또한 평양-원산간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노폭은 약 20m로서 2~4차선
이다. 현재 관광특구내 고성항-온정리 도로, 만물상 도로, 구룡연 도로, 삼일포/해금강 도
로 등 총 44.5㎞ 도로가 포장되어 있으며, 내금강 접근 도로는 비포장 구간이 32.5㎞에 이르
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대형관광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단천 자원개발특구는 함경남도 동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단천지역을 통과하는 간선철도
로서 평양-나진을 연결하는 평라선이 있다. 이 지역은 검덕광산, 동암광산, 룡양광산 등 주
요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금골선과 허천선이 광물수송을 전담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 원산-우암 간 1급도로가 있으며, 평양-원산간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으나
단천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구간의 상태는 남측의 지방도로 이하의 수준이다.
백두산 지구는 양강도 삼지연군 북부에 위치하여 중국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북한 내
부적으로 백두산 지구를 관광지구로 개발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백두산 진입도로를
비롯한 교통망 정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삼지연공항 활주로 공사, 주변도로
의 확장 및 포장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다. 철도의 경우 평양-혜산간 열차를 이
용할 수 있으나 접근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며, 남측에서 철도를 이용하여 백두산지역에 접
근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도로망으로는 삼지연으로 연결 되는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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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만 대부분이 비포장도로이며 도로 폭 또
한 4~8m로 협소한 편이다. 이 지역의 삼지연공항은 평소에는 군용비행장으로 이용되고 있
으며, 간헐적으로 외국 관광객 수송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현재 항공노선의 경우 2개의
정기노선(평양-지연, 평양-청진)과 1개의 비정기노선(혜산, 함흥, 원산)이 있다.
나. 북한 경제특구의 연계교통인프라 개발 잠재력 분석
여기서는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성공업단지, 금강산관광지구 등
의 기존 4대 경제특구 외에 새로운 개발가능성이 높은 단천지역, 백두산관광지구 등 6개
북한 경제특구 및 개발대상지역의 연계교통 인프라 개발 잠재력을 분석하기 위해 계층화
분석법(AHP) 및 스윙기법(swing weighting method) 등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도출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6개 대상지역의 잠재력 우선순위에 있어 큰 차
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가 연계교통인프라의 개발 잠재력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개성, 신의주, 백두산, 금강산의 순으로 평가 되었다. 결
론적으로 잠재력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우선적으로 나진.선봉 지역의 나진항, 나진-핫산
철도, 나진-원정 도로 등의 연계교통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다자간 협력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남북간 경협의 성공적 모델로서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중국 등 대륙국가와의 연계
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중국과의 연계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중 접경지역의 신의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남한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는 중국과의 연계교통인프라를 중점적
으로 확충하되 점차적으로 남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단
천지역의 경우에는 자원개발과 연동하여 연계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에서, 특히 남한과의 연계교통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백두산의 경우도 관광지역으로서 남한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공항시설
의 개보수와 항공로의 개설을 통해 관광객 수요를 증가키시고, 중국측과의 지리적 근접성
을 활용하여 연계관광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금강산의 경우 연계교통인프
라 개발 잠재력이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나긴 하지만, 관광중단사태에 따른 미래 수요에
대한 낮은 평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광사업이 재개될 경우 동해선 축을 따라
점차 중국, 러시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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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의 기본방향
기존의 북한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논의와 연구는 일거에 남북 및 대륙을 관통하는
‘선’의 구축이나, 통일 한반도를 기정사실화하여 통합교통망 구축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설
정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특구 및 개발대상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은 사업의 타당성
이나 소요재원의 규모를 고려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새로운 교통축을
구축하는 것 보다는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계 교통인프라 구축이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북한 경제특구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기존의 남북한간 간선
축을 최대한 활용하고 남북한 산업단지의 접근성 강화 및 배후수송로 확보,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 접경지역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북한 경제특구 및 개발대상지역의 연계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은 북한에 대한 일방
적 지원이 아니라, 남북한간 상생과 공영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투자라는 점
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라. 연계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계획
연계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경제특구의 각기 다른 특성과 목적,
현재의 상태를 고려하여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지구 등과 같은 남북접경지역의 경제특구
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교통인프라 연계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3통문제’와 같은
인프라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나진․선봉이나 신의주 특구의
경우에는 중국 및 러시아 등과의 접경지역의 특구로서 향후 발생할 교통인프라 수요를 미
리 파악하고 한국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외에도 새로운 경제특구 개
발대상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단천, 백두산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와 함께 남북간 교
통만 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별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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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보고서는 국토연구원의 2003년 보고서
로 비무장지대 내 평화벨트를 구축하고 이를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보고서는 남북접경지역에서의 자원의 공동이용 및 자연환경 보전, 남북한 교류협력
지구조성 및 협력사업 등 구체적인 남북협력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통합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7개의 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고 연구의 체계
를 도표화하였다. 특히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교통망 연결, 재해방지 및 수자원공동 이용, 자연환경보전 및 관리, 농업·관광·
어업 등 산업협력, 문화·역사자원의 발굴 및 복원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제2장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개념과 의의” 에서는 정전협정과 비무장지대의 설치
과정과 관리기관, 평화벨트 구축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이론적 배경 등
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평화벨트의 위상을 국제법적 측면, 남북당사자간의 합의 측면, 지정
학적·공간계획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접경지역에 평화벨트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한 항구적인 평화의 구축측면에서 매우 의미
가 깊다. 평화벨트의 개념은 ‘한반도가 처해 있는 특수상황에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함으
로써 평화를 견인 내지 조성하는 지대’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화벨트
(Peace Belt)는 평화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특별히 설정되는 공간으
로, 군사적 긴장이 감도는 지역에서 평화를 만들어 내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평화분위기
를 고조시킬 목적에서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설치되는 국가 정책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비무장지대와 주변 남북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설치되는 남북한 교류협력 및 평
화지역, 나아가 세계가 함께 만나는 화합과 번영, 평화를 상징하는 지대이다. 평화벨트 구
축의 필요성은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체제 전
환 및 통일기반 조성, 접경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동북아 경제협력추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3장 “경의·동해선 연결과 평화벨트 구축 여건의 변화”에서는 경의·동해선 연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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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영향과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의 여건을 인문·자연환경을 통해서 분석하고, 접
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주요과제를 도출하였다.
경의·동해선 연결의 의의 및 영향에서는 교통망 연결 의의와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는
데, 우선 경의·동해선 연결의 의의 및 기대 효과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신뢰회복, 남북한
및 동북아지역 교류증진을 통한 경제협력의 가속화, 남북교류협력의 기반 마련, 국토의 중
심성 회복 등을 들 수 있다. 교통망 연결이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군사적 대치지역에서 협력지역으로의 전환, 교류협력지구 설치여건 조성, 상호신뢰의 구축
을 위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국제적 협력사업의 추진에 의한 세계평화의 장으로
의 발전 등이다.
교류협력의 여건에서는 남북한 접경지역의 일반현황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비무장지대
의 면적과 동서간 길이, 그리고 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망, 북한의 접경지역에 대한 관리
상태 등을 고찰하였다. 현재 접경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금강산 관광개발 사
업, 경의·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이다. 기타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과 임남댐 관련 협력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주요과제로는 남북한 관계 및 제도적 측면, 협력사업 및
환경보전 측면과 함께 북한의 핵 문제 및 군부의 반대 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
다. 특히 북한 핵 개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긴장완화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남북한 접경지역
은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하여 남북한 대규모 군대의 배치, 군사시설 및 각종 폭발물 등의
설치로 인해 교류협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의 제거에 대한 합의가 우선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은 국제적으로도 자연환경의 보전이 강조되
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환경 보전 차원에서 교류협력지구 조성과 협력사업의 선정
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4장 “외국의 접경지역 평화적 활용 사례와 시사점”에서는 국제적으로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던 지역에서의 평화조성을 위한 노력, 그리고 실제로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활
용한 사례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남북한 평화벨트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국제적 비무장화지역의 경우는 파리평화조약과 Aaland島의 비무장화, 영·러협정과 비
무장 중립지대, 1차 대전 후 독일과의 휴전협정, 베르사이유 강화조약과 라인란트
(Rheinland)의 비무장화, 로카르노조약과 라인란트 비무장화의 국제적 보장, 터어키 해협
과 비무장지대, 베트남평화조약과 비무장지대,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과 중간 완충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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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사례로는 동서독의 접경지역 평화벨트화, 남북예멘의 접경
지역 공동이용, 중국·대만 양안지역 교류협력 등이다.
외국의 접경지역 평화적 활용사례는 남북한 접경지역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
째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라는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정치적·군사적으로 접근하기보
다는 평화벨트화 내지 평화적 이용이라는 대전제 하에 비정치적·비군사적인 측면, 특히 경
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로,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화의 실
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측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 또는 기타 분야에서 실질적
인 이익을 먼저 제공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로, 먼저 남한은 북한측이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화에 호응해 나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꾸준히 접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로, 시범적인 사업을 통해 신뢰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이 합의를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로, 남북한이 합의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측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함으로써 평화적 이용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제5장 “평화벨트구축을 위한 협력지구 및 사업의 선정”에서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제안 및 계획의 검토, 협력지구 및 사업을 선정하였다. 평화벨트 구
축을 위한 협력지구 및 사업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과 기준하에 선정하였다. 기본
방향은 첫째, 남북한이 접경지역에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지구 및 공동이익을 증
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북한의 참여를 유도한다. 둘째, 남북교류협력
의 목적을 남북한 항구적인 평화와 화합의 증진에 두고 추진한다. 셋째, 국토 중심지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한편으로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자연친화적인 국토이용을 감
안한다. 넷째,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접경지역의 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보전대
책의 수립과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접경지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
적 유적지의 공동발굴 및 보전 작업을 통해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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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는 국토연구원의 2005년의 연구보
고서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진정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
해서는 한반도 차원의 통합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차원의 인프라개
발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하에서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핵무기개발프로그램(이하 북핵)관련 6자회
담이 일정한 성과를 거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차원의 종합적인 인프
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및 연계추진 등 통합적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과
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남북인프라협력에 있어
서 가장 핵심적인 부문이라 할 수 있는 교통, 에너지 등 2개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남북교류 및 경제통합의 발전상황을 감안하여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단
기), 확대단계(중기), 정착단계(장기) 등 세 단계로 설정하되, 남북경제통합 초기단계 및 확
대단계 등 중단기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방안 도출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
교통연구원 등 국내 관련 연구기관 및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관련전문가들과
협동연구를 실시하였다. 인프라협력의 우선순위는 국내 북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 결과와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그리고 비용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남북인프라협력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지원방향
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연구의 중심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
적 추진 개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인프라협력 실태
를 통합적 협력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단상황하에서 인프
라협력을 추진한 동서독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제3장의 남북인프라협력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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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평가결과와 제4장의 동서독 사례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추진해야 할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제6장에서는 제5장에서 제시된 남북인프라협력의 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 추진방안을 제
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남북인프라협력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과제를 제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향후 연구과제 그리고 정부에 대한
몇 가지 정책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5. 남북철도시스템 연계방안 연구
남북철도시스템 연계방안 연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2004년 보고서로 남북철도를연
계시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
으며, 주요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해방이후 남북한의 대치문제로 인하여 남북한 철도산업, 철도망, 철도관련시설
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남북경협 등 남북한 화해 교류 분위
기가 조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북정상 간의 6・15공동선언 3주년을 기념하여 남북한은 최
근 경의・동해선 연결식 행사를 가진 바 있다. 또한 지난 해 9월 남북이 경의・동해선 연결
착공식을 공동개최한지 9개월만에 두 철도의 MDL 구간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
가 기간산업망인 철도연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남북한 당국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남북철도 시스템의 통합 및 연계기술에 대한 연구는 그 상징성만큼 구체적인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남북한간 상호간의 장기적인 기술적 단절 상태를 감안할 때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남북철도 연결은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통일의 기초작업이자 우
리나라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랜드브릿지의 시발점으로 동북아 물류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 50여년간을 상이한 시스템을 유지시
켜 왔고,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철도 보수와 현대화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철도가 원활한 수송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정책적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강
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철도시스템에 대한 정
확한 기술적 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남한철도와 원활한 인터페이스
확보를 위한 기술적 대책과, 남북철도가 경제성 있는 교통수단이 되기 위한 북한철도의 고
- 148 -

속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철도의 궤도, 철도구조물, 전력, 신호, 환경, 운영분야 등에 대
한 정확한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남북경협 및 통일에 대비한 남북철도시스템의 효율적 통
합 및 연계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
한반도의 종합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균형있는 철도시스템을 구축하
여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상이한 철도시스템
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한 철도시스템의 현황을 조
사하여 현재까지의 철도정책 및 수송현황, 기술적인 상이점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북한의 철도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철도시스템에 대해 언급한 자료는
국내에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를 입수하여 활용하였다.
최근 남북경협 등 남북 간에 적극적인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통일을 대비하여 주요 사회
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국가 및 사회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주요 국가 기간 산업망인 철도시설의 남북직결 운행 타당성에 대한 기초 연구의 필요
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북철도 연계 및 직결운행에는 잠재적으로 많은 문제점
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궤도․토목 관련 시설, 남북한 전철전압시스템, 신호․통신 시설,
남북한 철도운영체계, 환경, 철도시설물 규정의 상이점 등등과 같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적
현안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철도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현황분석이 수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남한철도와 원활한 인터페이스 확보를 위한 기
술적 대책과, 남북철도의 효율적인 운영체계가 강구되었다.
북한의 경제현황, 철도정책의 변화, 철도시설 및 수송현황을 분석하였다. 기술적인 분야
로써 남북한 철도시스템 관련 분야별(차량, 궤도, 신호통신, 운영) 산업 기술현황 분석하였
으며 또한 남북한 직통운행을 위한 철도시스템(선로구축물, 신호․통신, 차량, 운영, 안전․
방호)의 규격 및 규정 기술 비교하여 상이점을 파악하였으며,
남북한 철도 궤도, 전력 및 신호통신분야 통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남북한 직통운용시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경의선 연계차량 관련
기술적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남북철도차량(화차) 분야별 기술지원 방안과 더
불어, 남북철도차량(화차) 유지보수 관련 부품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철도시스템 인터페이스 통합을 위한 각 분야별 문제점 개선 및 해결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동북아지역의 국경역 연간취급화물 용량, 취급화물, 국경역간 열차 운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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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역 시설등을 조사하였다. 북한과 중국간의 국경역 열차운행에서 정기 열차편, 중․조
간 체류 차량수, 국경역장 및 파견현황, 국경역 에서의 열차 운행체계 및 규정, 사고시 책임
소재, 객차 및 화물운송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남북한간 보수품 공급체계 및 검수체계를
비교, 소모성부품 및 검수장비에 대한 상호보급 방안 제시, 남북한 경계역 설치방안 및 완충
구간에서의 동력차 운용 방법의 검토와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철도 연계 운행시 남북
연계운영열차 사고의 분류, 사고유형 및 책임한계, 사고복구비 및 피해액산정과 청구에 관
한 사항과 남북한의 사고복구 수습체계 및 사고복구시 복구장비수송, 작업장 보조방안을 비
교분석 하였다. 또한, 국제운송협정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며 남북한 철도운송법규를 비교분
석하고, 물적 교류 관련제도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남북한 물적교류의 활성화에 대비한 법
규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수송관련 법률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 연결 주 간선철도 소요기술, 남북한 철도환경 기준, 효율적인 남북한 철도 시스템
연계방안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남북한 철도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통합기술 연구와 효율
적인 철도수송을 위한 남북한 철도 시스템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원선, 함경선 등 주간선 선로상태에 따른 2단계 유지보수 통합방안이 제시되었고, 북
한철도 현대화와 관련하여 선형개량에 따른 경의선, 경원선, 함경선의 수송체계 효율성 및
고속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밖에 남북철도연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분야 정비 연구
가 수행되었으며, 시기별 남북철도 운행 방안을 제시하고 남북철도 운행절차를 검토하였다.
남북철도와 대륙철도의 연계는 남․북을 넘어선 유럽 및 중앙아시아까지의 운송영역을 확
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으로, 국경통과의 절차에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
화물운송에 관한 법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SMGS와 GBRT를 비교․분석하였다. 북한
의 환경실태와 환경보호정책을 조사하였으며, 환경소음 영향평가 등 남북한 철도 환경분야
규제․법규 검토를 수행하였다.
남북한 철도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통합기술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
행한 궤도․토목 관련 시설에 대한 상이점, 남북한 전철전압시스템에 대한 상이점, 신호/통
신 시설에 대한 상이점, 남북한 철도운영 체계에 대한 상이점, 철도시설물 규정에 대한 상이
점, 안전방호 시설에 대한 상이점, 차량 설비에 대한 상이점 등등에 대한 철도시스템 인터페
이스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철도수송을 위한 남북한 철도 시스템 연계 방안을 도출하였다.
남북간 선로건설기준의 통합방안, 열차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궤도시스템 개선방안, 유지
보수통합방안, 남북한 철도연계시 합리적인 시설물의 개선방안, 단계적으로 남북한의 철도
전력시스템 통합방안, 남북한 철도시스템 연계시 중장기 신호통신 통합방안, 남북철도분계
- 150 -

역 및 국제철도 운송 방안, 남․북․러 컨테이너 시범운송(안) 등 북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기초자료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였다.
한반도의 종합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공히 균형 있는 철도시스템을 구
축하여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남북한의
상이한 철도시스템, 특히 철도시설분야 즉, 궤도, 철도구조물, 전력, 신호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한 철도시스템 현황 및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북한 철도를 연결하여
열차를 운행시키기 위해서는 연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시설분야 뿐만 아니라 운영분야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고, 운행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
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철도수송을 위한 남북철도 시스템 연계방안을 도출하였
다. 또한 “철의 실크로드“ 실현을 위한 남북철도 연결 및 대륙철도 연계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성과는 향후 남북철도 연계와 관련된 제반 실무작업의 이행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로 남북철도 연결 시 즉각적인 국가 철도망의 연계와
정비가 가능해지며, 남북한 철도시스템에 대한 직결 운행체계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남북한 철도의 기술을 동일하게 향상시킴으로서 동북아철도물류중심 및 유라시아 대
륙 연계철도망의 구축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단기적인 성과보
다는 남․북간 철도전문가 학술교류 등 적극적인 연구 수행 지원이 필요하다.

6. 대륙횡단철도 운영현황 조사연구
대륙횡단철도 운영현황 조사연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2004년 연구보고서로 대륙철
도의 주요 현황 및 운영상태에 대한 내용을 정리 요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동북아시아에는 7개의 국제철도망이 종횡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이중 TKR(한반도
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TMGR(몽골횡단철도),TMR(만주횡
단철도)은 주변국가들과의 여객 및 물자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교통망으로 논의되어 왔
다. 해당철도가 운영되고 있는 한반도, 러시아, 중국, 몽골, 만주는 아시아대륙의 동부에 생
활기반이 편중되어 있어 유럽과의 접근을 통한 이점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으며, 경제교류
를 위한 기반시설 또한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해왔다. 때문에 육상교통을 통한 접근
이 용이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국제물류가 발전되지 못해, 다음의 각 철도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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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아시아대륙의 국제물류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선행자료가 될 것이다.
TSR(Trans Siberian Railway)은 극동지방의 보스토치니항에서 모스크바까지 9,298km에
달하며, TCR(Trans Chinese Railway)은 중국 연운항에서 카자흐스탄을 거쳐 TSR로 연결
되는 노선으로 8,613km이며, TMGR(Trans Mongolian Railway)은 중국의 청진항에서 몽
고를 거쳐 TSR로 연결되고 길이는 7,721km이고 TMR(TransManchurian Railway)은 중국
의 투먼에서 하얼빈, 만주리를 거쳐 TSR로 연결되며 길이는 7,753km에 달한다. 그 외
BAM(바이칼.아무르철도: 바니노～타이세트), 하얼빈～블라디보스톡 연결철도, 하얼빈～대
련 연결철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륙횡단철도 각 노선별 일반현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대륙횡단철도 논선
별 물류비 및 물동량을 분석, 추정하였으며 국가별 철도운임 정산방법 및 운임적용 방법을
조사함 하였다. 2004년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대륙횡단철도와 타 운송수단과의 연계수송 실
태 조사하였으며 주요 관련국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교통운송협정 체결사항 분석하였고, 국
제철도협력기구 관련 사항을 조사 분석 및 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 연결 방법과 절
차 및 준비사항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 연결의 의미와 기대효
과를 언급하였고, 국가별 철도 시스템 현황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국가별 노선별 철도
및 차량 시스템상 차이점 비교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횡단철도
연계운행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7. 남북 및 국제물류 호환시스템 개발 및 기반구축
남북 및 국제물류 호환시스템 개발 및 기반구축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2008년 보고서
로 국제물류 차원에서 남북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정책 및 기술에 대
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남북경협, 남북철도시험운행 등 남북 간에 적극적인 화해 무드
가 조성되고 통일을 대비하여 주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국가 및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07년 남북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북한
철도현대화 및 대륙물류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또한 남북 및 동북아 육상운송 환
경이 정치 환경 및 시장의 변화, 화주의 니즈변화, 시설과 장비의 변화, 운송기업의 변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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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급변하고 있다. 2·13합의 이후 남북철도시험운행, 북한의 비핵화조치 진전 등에 따
라 남북경협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며, 육상운송시장은 국가중심에서 대륙중심으로 발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운송시스템의 직결운행 타당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그 동안 북한철도에 대한 기술적 조사는 일부 진행된 바 있었으나 남북철도 연결 시 기술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제까지의 대부분
의 논의는 북한철도 노후화 진단 없이 신선에 가까운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바, 막대
한 건설비 소요를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물류 사업 불투명 및 정책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2007년 12월 제1차 북한 경의선 실태조사이후, 정부는 보다 정확한 정밀실태
조사 , 최소의 사업비 평가, 남북 및 동북아 물류사업 활용방안마련 등을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남북철도연결 및 대륙철도 연계운행 시 3통 (통행, 통관, 통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기술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경제공동체를 대비하여, 남북철도 개보수에 따른 남북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남북 및 동북아 물류 호환시스템 개발과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한
다.
(1) 남북 물류 동향 및 전망
먼저, 남북한 물류동향에 대한 현황·실태패악 결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와 대북 지원
물자의 증가 등으로 선박을 통한 남북한 물동량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의 추진으로 2003년부터 육로에 의한 물자수
송도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연결이 남북 간
물자 및 인원 운송의 주요 수단이 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현재 남북 간의 물자 수송은 안전하고 공식적인 교역체계가 미비하여 시간과 비
용측면에서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남북경협 및 인도적 지원 물류가 공식적
으로는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등 아직까지 교역의 수송체계가 공식화 되어 있지 않다. 북
한의 물류여건도 열악하여 신속한 물류가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도로 및 철도 사정이 열악
하여 원활한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은 물론 항만에서는 입출항 수속 및 잦은 크레인
고장 및 단전 등으로 컨테이너 하역을 위한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적정 운항일수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물류비를 높이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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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물자 수송의 비효율성은 비용 면에서 손실을 발생시켜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과다한 물류비는 대부분 교역업체들의 생산원가에 전가되어 가격경쟁력을 저하시
키고 있다. 남북 간 수송료가 제3국 수송로에 비해 2배 이상 비싸 기업들의 대북사업 진출
초기 의사결정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섬유류 임가공의 경우 물류비가 생산원가의
약 40%, 판매가격의 10~15%를 차지하여 무관세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물류
비까지 포함할 경우 국내의 외주 생산단가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전자제품은
품목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지만 TV, 모니터와 같이 부피가 큰 제품일수록 물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물류비를 낮추어야 손익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해 진다.
따라서 남북 간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육로 수송체계의 구축이라는 결론
을 내렸다. 육로로 수송할 경우 현재의 해상수송에 의한 경우보다 물류비를 1/4 이하로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연결을 계기로 남북 간
의 육로수송망을 구축하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물류단지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2) 남북화물철도 개통에 따른 남북물류의 단기과제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남북․대륙철도연계구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1단계(남북
철도연결단계)는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경제특구와 연계한 인프라시설 건설이다. 현재 경
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완공된 상태이다. 2단계(북한철도개보수단계)는 남북접경지역
의 경제특구활성화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북․러, 북․중 접경지역의 경협특구에 추동
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 개발의 추진이다. 3단계(북한철도현대화단계)는 한반도
통과수요와 북한내부 수요에 대비한 인프라시설의 확충이다. 장기적으로 동북아 기반시설
네트워크구축 및 지속적인 한반도 기반시설의 내부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남북․대륙철도연결 사업은 동북아를 통합하는 국제 승객철도망과 유라시아대륙을 연
결하는 국제 화물철도망으로 발전할 것이다. 한반도를 기종점으로 하는 두개의 국제철도
망, 즉 TSR과 연결되는 유라시아 화물 철도망과 TCR과 연결되는 인적․물적 동북아 철
도망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철도망을 활성화하고 동북아역내국가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역내국간 간의 양자간 다자간 철도협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제는 남북철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만주횡단철도(TMR) 등과 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단순논리보다, 남북 및 대륙철도개발 방
안과 전략에 따라 경쟁력 우위에 있는 유라시아철도망과 동북아철도망으로 업그레이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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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 유라시아 화물 철도망 사업은 남․북․러 3자간의 TKR～TSR 연
결 사업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철도망사업은 초기에 남․북․중간의 컨테이너 전용열차운
행을 위한 철도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 남․북․러․중을 포함하는 동북아
철도협력 모델로 확대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현재 TKR-TSR 연계 시범사업으로 나진
-핫산 철도 및 나진항 개보수를 통해 「부산-나진 해운수송 후 나진-TSR」의 SEA &
RAIL형 복합운송사업이 추진 중이며, 지난해 경의선 개보수 추진에 따른 선양~평양~서
울~부산을 잇는 국제 컨테이너 운송사업 추진 검토 중이다. 따라서 최근 남북철도개통과
더불어 남․북․러, 남․북․중간 북한통과 수요에 대비한 국제물류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남북화물철도 개통에 따른 남북물류의 단기과제로써 본 사업에 대한 기초연구 수행하였다.
남북철도물류 표준시스템 개발을 위한 상이성 연구는 운영분야(용어, 규정)와 인프라분
야(표준체계, 호환체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현재 북한은 화물의 90%이상을
철도수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핵화 이후 북한개혁개방의 상당한 기간 동안 철도물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남북철도물류 표준시스템 개발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
되고 있다.
(3) 남북 물류 용어
남북 철도ㆍ물류용어 표준체계 구축을 위하여 남북한 철도ㆍ물류용어 비교를 통한「남
북철도․물류용어 비교집」발간할 계획이며, 이는 남북한 관계자 및 기술자, 교역을 하는
기업들 등 남북경제협력 현장에서 상호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를 통해 남북 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 및 이질감 해소에 반드시 필요하다. (1단계로 300여개 주요용어 비교) 물류
용어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통해 상호간 체제와 구조를 이해하고 앞으로 남북양측의 교류
발전에 의사소통장애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사전에서 용어선정 후 물류기능과 운송수단으로 분류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북한
의 물류체계상 철도에 관련된 물류용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항공수송, 창고,
포장부분에서 남한의 선진화된 물류용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남북한 물류용어를 비교한 결과, 의미의 이질성은 그 의미가 포괄하는 범위정도의 차이
를 보이지만, 어휘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에서는 한자어나 외래어를 그대
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북한에서는 한자어나 외래어를 고유어로 순화하는 경
우가 매우 많았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무조건 고유어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이미 굳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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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나 외래어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 물류용어 중에는 남한에서
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가 발견되었고, 한자어나 외래어용어를 고유어로 바꾸면서 기능의
차이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또한 물류용어 비교를 통해서 북한의 물류체계 실태를 간접 파악할 수 있었는데, 전체적
으로 남한과 비교하여 물류용어가 여러 분야에 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철도에 치우진 것
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북한의 물류 시스템은 기본활동 중에서도 수송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원활동에 관한 용어의 부재로 유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완전한 시스템
이라 파악된다.
전체적인 남북한 간 용어에서 많은 이질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 남북경
협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물류용어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그 이질성정도가 심하다. 남북경협현장에서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질성을 줄이
기 위해서는 남북 서로 간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
앞으로 더 많은 물류용어에 관한 연구와 노력으로 남북 간의 이념이나 체제의 차이에
따른 용어 사용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상대방의 사고방식이나 경제체제의 작동 메커니즘
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며, 이는 남북 간의 교류 및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교류 및 경제협력이 활
성화되어야 한다는 면을 생각해 본다면, 남북한 간 물류용어에서 나타나는 이질성을 없애
는 동시에 두 용어를 함께 아우를 수 있게 용어를 통일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
에는 북측기관의 참여가 더욱 정확한 남북물류용어 비교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4) 운송규정
현재 남북접경지역의 운송을 위한 남북철도운행합의서는 남북분계역사이의 운행에 국한되고
있으며, 향후 한반도철도망의 운행을 위해서는 남북간 화물수송규정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이
중요하다. 남북한 철도의 정기운행을 위해서는 화물수송협정체결과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의 강화, 법령의 정비 등과 같은 운영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화물수송협
정의 체결과 법령의 정비는 향후 남북 화물운송열차의 본격화·정례화에 대비한 정책적인 기
반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현재 남과 북에 존재하는 운송규정의 내용의 정확한 파악과 비교분석 과정이 필요
하다. 그 결과 남북이 쉽게 통합될 수 있는 부분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다.
통합될 수 있는 부분은 남한과 북한의 화물운송규정의 재정비 시에 무리 없이 통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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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분야로써 운송장, 화차차표, 위험품의 수송, 포장방법, 봉인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
에 관련한 규정들은 비교분석 결과 남과 북이 거의 같거나 현재 존재하는 예외규정 등을 통
해 무리 없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운송장, 화차차표, 봉인 등은 매우 오래 전부
터 확립되어 활용해 오고 있는 전통적인 제도 및 서류로서 운송업계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남북 철도 또한 이 제도를 공통적으로 수용함으로서 보편적인 운송절차를 따르고자
하였기에 이러한 공통부분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북 철도는 대한제국
철도의 최초 도입 이래 분단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주체에 의해 건설·운영되어 왔으
며, 현재 남북의 규정은 당시 확립된 동일한 운송규정을 모태로 하고 있다는 점 역시 또 하나
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남북의 규정내용이 달라 향후 남과 북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부분들은 각각의 유형과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
였는데 크게 체제차이의 측면, 시스템 개선의 측면, 미래 전략적 측면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첫째로, 체제차이의 측면에서는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체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규정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다. 남과 북은 각각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경제구조의 본질적 차이로 인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
접근방법 및 입장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그 특성상 정치적인 문제와
도 연관되므로 접근방식에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차이점은 운송계획 분야, 화차이용
분야 등의 규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시스템개선의 측면에서는 남과 북의 경제적 수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첨단기술의
철도적용 실태와 관련하여 남과 북의 협의사항을 다룬다. 현재 남한은 발달된 IT기술을 철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DI(전자문서교환)를 활용한 화물운송장 등 각종 제반서
류의 전자문서화, 인터넷을 통한 화물열차의 위치추적 서비스, CY내 자동화 Gate의 사용 등
이 그 예이며 앞으로 그 활용 분야가 더욱 늘어나고 기술 역시 고도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한, 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인
식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화물운송장을 서면으로만 작성·제출·관리하고 있는 등 철도운
영 분야에 IT기술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향후 북한철도 인
프라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노반·선로구축물 등의 하드웨어 뿐 아니라 EDI등의 제반시스템
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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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IT 기술의 지원 뿐 아니라, 남북이 공통으로 e-Seal(전자봉인)의 도입 등 새로운
차세대 기술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특히 봉인기술과 관련한 부분은 통행·통관 절차
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문이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잘 활용할
경우 통행·통관 절차의 간소화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셋째로, 미래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미래의 대륙철도 운행에 대한 운송규정의 준비 방안으
로 국제철도 운영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남과 북의 화물운송규정을 재정비할 때, 남-북 간의 화물열차 운영
에 그 범위를 국한하지 않고, 미래에 있을 대륙철도망 운영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미 중국·러시아와 협정을 통해 철도운송을 통한 국제 물류를 수행
하고 있으며, 국제화물철도협약에도 가입하는 등 국제철도운송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있
다. 남한 또한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북한, 러시아, 중국 등과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정을
통한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철도운송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정비
할 필요성이 있다. TKR을 통한 대륙철도 연결뿐 아니라 열차페리 등과 결합한 복합일관수
송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 가입한 국제기구의
공통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서 간접적으로 남북 철도규정이 호환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5) 표준 및 화차 연결 시스템 분야
하드웨어 레벨에서의 남북 철도 연계 운용 가능성 및 철도기술 수준 파악을 위해서 남북이
각각 제정 준수하고 있는 철도관련 산업표준의 비교분석하였다. 남북 간 철도물류가 확대되
면 상대지역에 체제중인 화차의 이용 및 검수문제, 여객철도의 운행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
면서 표준차이에 대한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북한 철도운수분야의 국규
문헌을 입수하여, 철도운수의 분류, 품종 및 일반기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북한의 산업표준 관리
체계 및 제정, 한계점, 국제표준화활동을 알아보고 철도운수분야의 표준체계 및 수준, 표준구성방
법을 분석하여 연계운용 가능성을 위한 표준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남북 및 동북아의 화차운행
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연결시스템(연결기, 제동기)에 대한 상이성 연구를 선행할 필
요가 있다. 남북화차의 기술사양의 상이성을 비교 검토하고, 화차공동이용에 대비한 접경지역에
서 연결시스템의 정합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부분의 비교분석 결과 화물열차 연계 운행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면에서는 다행히 일정
수준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기초적인 호환성
에 관련한 표준비교에서 각 항목은 기준수치가 동일하거나 허용범위 내에 있어 특히 남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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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차가 북측 열차에 큰 문제점 없이 혼합조성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리라는 결론이다.
따라서 남북철도개통이후 남북화차연결시스템의 상이성을 해결하고 동북아화차간의 정합성
을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과제 후보로서 단기적으로는 연결기 어댑터와 같은 간편한 호환기
술의 개발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북의 철도 표준은 표준관리체계, 법적 지위 및 상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
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객철도, 신형 고속화차 및 고부가가치 화물에 있어서는 그 차이
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남북물류의 본격화 단계에 앞서서는 남북 표준통합 및 기술
교육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철도의 표준 유형별 통합 전략의 방향으로서는 각 유형에 따라 국제표준의 수용을
통한 간접적인 표준통합, (가칭)‘한반도철도규격’과 같은 통일체계의 공동연구 및 제정, 대륙
철도 호환기술에 관한 추가연구를 제시한다.
국제표준의 수용은 남북 표준의 품질`기술수준이 다른 경우 이를 국제표준과 동시 부합시
킴으로서 간접적으로 남북의 표준이 국제기준으로 통일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남측 표준을 일방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는 제안에 대하여는 북측이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간접적인 접근 전략은 매우 유효하게 나타날 것이다.
통일규격의 제정은 남북의 표준이 서로 유사한 유형, 남북 중 어느 일방에만 표준이 제정
되어 있는 유형 등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남북의 표준의 지위, 목적, 체계 등이
각각 다르므로 남북 표준을 모든 항목별로 대응시켜 완전 통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다. 따라서 남북이 공동연구를 통해 남북 공통의 (가칭)‘한반도철도규격’과 같은 별도 공동규
격 체계를 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연계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 남북이 공통채택하고
있는 사항, 국제규격을 공동으로 인용(IDT등)하기로 한 사항 등을 한반도철도규격으로 공동
제정하여 따르도록 하고, 나머지는 남북 각각의 표준을 하위 표준으로서 선택하게 한다면
현 체계에 대한 큰 간섭 없이 필요한 표준통일과 호환성 확보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남북한의 철도차량 연결운행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남한의 화차가 북한의 열차에
편성통합운영 되기 때문에 연결기는 북한의 50톤 유개화차에 사용되는 연결기 및 완충장치
의 도면과 사양을 기준으로 연결 장치 또는 연결기 컨버터를 표준화하여 통합운영화차에 적
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연결 장치에 대한 북한의 세부 기술 자료의
입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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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표준통합 방안 연구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표준통합 방안 연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2008년 발간된 보고
서로 남북철도 연결에 필요한 남북한 간의 표준에 대한 비교를 한 연구로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최근 2차 남북정상회담, 남북경협, 2․13 합의 이후 남북철도시험운행 등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주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국가 및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특히 2007년 남북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북한철도 현대화 및 대
륙물류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남북 및 동북아 육상운송 환경이 정치 환경 및
시장의 변화, 화주의 니즈변화, 시설과 장비의 변화, 운송기업의 변화 측면에서 급변하면서
육상운송시장은 국가중심에서 대륙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운송시스템 특히 남북 철도연결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시급
하다. 특히 북측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따른 지하자원 개발은 북측 철도의 현대화 및 남
북 철도연결이 필수적이고, 남북 간 철도물류가 확대되면 상대지역에 체제중인 화차의 이
용 및 검수문제, 여객철도의 운행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표준차이에 대한 문제가 부
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의선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효과적인 남북 철도표준통합 방안을 모색
하여, 남북 간 물류비용 절감 및 향후 동북아 경제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륙횡단 철도
망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남북 상호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남북 경협 발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경제교류 활성화와 경제적 효
과 및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준비할 수 있다.
철도분야에 관련한 남북한 산업표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북측의 철도분야 관련 KPS
규격 81종을 확보하여 이에 대응하는 KS표준 및 KRS표준을 선정해 비교분석 하였다. 규
격비교 시 북측의 KPS규격에 대응하는 국내 및 국제표준을 찾을 수 없는 품목도 있었으며
이는 남북 경제구조의 차이로 인한 철도산업구조의 차이 및 기술수준의 차이로 인한 것으
로 보인다. 각 표준에 대한 비교는 편의상 입수된 북측 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였으
며, 각 북측 규격에 대하여 ○ 용도 ○ 대응 남측 표준 및 국제규격 ○ 관련규격 및 유사규
격○ 국제규격 부합여부 ○ 개요 ○ 대응하는 남측 표준 개요 ○ 비교분석 ○ 평가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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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략 의 순서대로 조사 기술하였다.
남북 철도산업표준 비교에 있어서 남북 철도는 분단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주체
에 의해 건설 운영되어 왔으므로 일부 기본적인 표준은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JIS등
해외의 동일한 철도관련 규격을 참고 인용한 경우도 발견된다. 그러나 경제 산업구조의 차
이 및 기술수준의 차이로 말미암아 양측의 산업표준은 본질적인 부분에서부터 많은 차이
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산업표준의 지위의 경우 KS, ISO를 비롯해 일반적으로 산업표준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
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품질권고 사항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철도
안전과 호환 운영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준수가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으로서가 아닌 철
도안전법 등의 법률로 별도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예 : 차량한계, 건축한계)
반면 북측 산업표준인 ‘국규(KPS)'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 지시되는 의무 준수 사항
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러한 사항은 매 규격서의 주석마다 “이 규격을 지키지 않
을 때에는 법적제재를 받는다.” 및 “승인기관의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철도분야의 산업표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측의 산업표준은 주체사상 및 자력갱생의 원
칙에 입각한 것으로서, 철저하게 북측 내부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때문에 각 규격이 지시하는 항목이 특정 부품단위까지 구체적임과 동시에 매우 협소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KS등의 국가 산업 표준보다는 KRCS(한국철도공사규격)과 같이
수요자가 자체 조달수요를 위해 제정한 제작설명서와 더욱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
이다. 반면 남측 산업표준 및 국제 산업표준은 관련 제품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정
부품단위에 대한 표준안보다는 일반요구사항, 통칙, 시험방법 등에 관한 표준이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남북 철도시스템 표준체계를 살펴보면 북측은 ISO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ㄱㄴㄷ순으로
18개 부문의 대분류로 나눈 후 중분류, 소분류, 세부규격 순으로 분류하고 있다. 규격번호
는 제정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각 규격이 속해 있는 분류와는 관계없이 붙여진다.
때문에 세부규격의 수가 많아져도 규격의 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남북 표준의 규정항목 및 그 배열순서는 남북 모두 매 규격마다 규정항목을 다 기록하지
는 않으며 해당 항목에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서술하고 있다. 단 국규에서는 각 규격이
지시하는 항목이 구체적임과 동시에 매우 협소하여 상당히 많은 세부규격들이 국규의 제
목 내 부제로서 규정항목이 지정되는 것이 많다. 지칭하는 세부규격의 시방이나 방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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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존의 대분류에 포함되지만 규정할 사항은 적다. 이는 규격 제정 상 나름대로의 유연
성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러한 이유로 전체 세부규격 수에 비해 규격 내의
지정항목들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 필요에 의한 것들만 존재한다.
KS는 시험 및 검사방법이나 용어에 관한 규격은 부문별 일반편이나 대분류 ‘A. 기본’편
에 포함되어 있고, 규정항목을 선택하고 순서대로 배열하여 일정한 규칙성을 유지하고 있
다. 각 규격의 규정항목을 살펴보면 KS의 경우 제품의 시방 및 관련사항을 나타내는 규
격, 시험방법 및 검사방법 규격, 용어 규격으로 분류하여 각 규격에 따른 세부 규정항목을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KPS는 규정항목이 단편적이어서 제
품의 품질을 보증하기에 미흡하다.
국제규격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측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따라 수출 관련하여 필수적인
품목에만 선별적인 수용을 취함으로서, 특히 국가 기간교통망인 철도분야에 대해서는 국
제규격에 대한 수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측과 달리 남측은 수출지향적인 국가
로서 국제표준에 민감하다. 따라서 국제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
으며, 현재 부합화율이 99.9%에 이르고 있다.
철도 관련 산업표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북측 철도의 기술수준 및 운영실태를 파악
할 수 있었다. 북측 국규 중에는 남측 및 최신의 철도에서는 사장되어 더 이상 적용되고
있지 않은 제품, 기술에 대한 규격도 다수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증기기관차에 관한 규격
서 및 이에 관련된 언급이 다수 존재하여, 북측이 증기기관차를 최근까지도 현장에서 사용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응 표준 중에는 특히 제품의 품질요구 수준과 관련하여서
북측 국규의 요구사항이 KS 및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에 비해 엄격하지 않아 국제 수준의
품질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유형도 다수 발견되었다. 대체로 국제규격과 부합화하여 국제
수준의 기술품질을 획득한 남측 산업표준이 엄격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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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존연구 요약 및 본연구의 차이점
남북 통합철도망 구축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 성과를 쌓아 왔다.
우선 통합철도망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연구가 있다. 「4.남북인프라협력사업
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보고서는 인프라 구축 전반을 다뤘고, 「1.북한 교통인프라 현
대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는 남북협력기금 혹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재원
조달 가능성을 타진했다.
남북관계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경제특구 주변의 지역교통망 구축에 먼저 주목하는
연구도 활발했다. 「2.북한 경제특구개발에 따른 남북·대륙 연계교통체계 연구」에서는 북
한에 있는 6개의 특구지역 각각에 적합한 교통망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3.경의·
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보고서는 비무장지대 내 평화벨트를 구축하
고 이를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또한 북한 철도와 대륙 철도 전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5.남북철도시스템 연계방안
연구」와 「6.대륙횡단철도 조사현황연구」보고서를 토대로, 「7.남북 및 국제물류 호환시
스템 개발 및 기반구축」과 「8.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표준통합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남북 및 국제 물류 시스템 구축의 현실적 과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표 2-1 기존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점
관련연구
본 연구와의 차이점
3가지 방안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하였다면 본 연
북한 교통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기존연구가
구에서는 실현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분석하여 현실 적용성
재원조달 방안 연구
을 높였음
6개의 특구지역 각각에 적합한 교통망 대책을 언
북한 경제특구개발에 따른 남 기존연구는
반면 본 연구는 남북한을 고려한 전체 통합철도망 차원
북․대륙 연계교통체계 연구 급한
의 연구로 차이점을 보임
비무장지대 내 평화벨트를 구축 운용하는 부분에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 기존연구는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국경역을 포함하는 전체 철도망
화벨트 구축방안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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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방안을 다루고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 기존연구가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철도를 중심으로 세분화된 영역을 다루
진방안 연구
고 있음
기존연구가 기술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심
남북철도시스템 연계방안 연구 으로 연구를 진행한 반면, 본 연구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남북
한 간 연계망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음
기존 연구는 2004년 작성된 보고서로 대륙철도 전반에 대한
대륙횡단철도 운영현황 조사연구 현황자료이며, 본 연구는 그 이후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인프
라 구축계획을 업데이트하여 정리하였음
국제물류 관점에서 남북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북 및 국제물류 호환시스템 개 기존연구는
요소기술들을 다룬 반면, 본 연구는 물류관점 보다는 철도망
발 및 기반구축
우선순위 및 대안선정에 중심을 두고 있음

남북한 간 표준(규칙)을 중심으로 비교한 연구로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표준통합 기존연구는
기술적인 부분이 중심을 이룬 반면 본 연구는 정책 중심의 연
방안 연구
구로 그 차이가 있음
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한반도 철도망은 대륙철도로 연결되는 신의주, 나진축의 X
자형 구상만 선언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등 과거에 건설된 북한철도 재래선 복원 및 연결
위주의 구상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한지역 철도시설의 당면 과제를 분석하여
한반도 통합철도망을 구상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향후 한반도 통합철도
망 구축시기 도래 시 정책대안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인접국가
와 남․북한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북한철도의 현대화 계획과 우선순위가 필요하며, 그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집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미래 사회경제상황을 예측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
철도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철도 통합구축망을 제시하기 위한 비전, 목표설정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기존 연구가 남북한 철도 비교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거나
피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북한의 객관적인 자료를 입
수하여 우리나라의 철도와 비교함으로써 실제적이고 기술적인 내용 비교를 실시하였다.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의 통합철도망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안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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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현실성 있고 타당한 통합철도망 구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통합철도망
구상’을 단기, 중기, 장기적 대북정책을 통해서 구현하는 현실적 남북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자 한다. 남북 교류협력 추진의 내실화된 방안 마련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안정과 남북한
공동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남한의 추진역량과 북한의 수용성을 감안한 남
북협력 추진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 정부에서 논의할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협력은 남북한의 삶의 질 향상, 남북경제통합
과 중․일․러 경제의 연계성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핵문
제와 더불어 북한SOC사업은 ‘북한 퍼주기‘라는 비판적 여론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실용주
의적 북한교통 인프라개발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다시 말하면 막연한 사업계획보다 비핵
화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철도의 경
우 초기에는 저비용․ 정부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고비용․
국제투자가 가능한 민간 참여의 대규모사업으로 확대해 가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단
계별 북한철도현대화와 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 경제는 체제 수호적 폐쇄적 계획경제로 인해 총체적 부실의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자력갱생이 불가능하며, 외부 지원 없이는 빈곤의
악순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설비 노후화, 선진 기술 도입 미흡, 인프라와 원자재 부족,
전문 인력 양성 부족 등) 외부 지원에 있어서도, 임기응변의 일시적 단순 지원 방식으로는
북한 경제의 근본적 회생과 자생력 회복, 지속발전가능한 경제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북한은 체제 유지와 주민 통제 목적으로 인프라(SOC) 부문에 대한 투자 유인이 미흡
하다. 인프라는 정부와 기업의 생산 및 교역 활동 등 직접 생산 자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수 보완 기능을 가지므로,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이
다. 더욱이 SOC는 투자의 대규모성과 회임 기간의 장기성, 그리고 여타 인프라와의 혼합
성이란 특성을 갖고 있어, 이의 부족은 북한 경제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은 물론, 외자 유치
에도 최대 걸림돌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핵심 인프라 구축은 남북 경협 활성화
와 북한 경제 회생 지원을 통한 북한 경제의 지속발전 가능체계 구축에 절대적으로 긴요하
다. 따라서 북한철도의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최근
남북 및 동북아정세와 남북철도 추진 동향을 분석하고, 본 자문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남북철도연계구상을 제안한다. 남․북의 양자 간 협력뿐만 아니라 남․북․러 및 남․
북․중의 다자간 협력과 남북철도 개발방향의 함수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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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견인차로써 남북철도의 단계별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다
자간 철도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북철도 최소개보수 → 물류사업에 따른 수익창출/
재투자 → 개량개념의 북한철도현대화 → 물류사업확대/국제콘소시엄 구성→ 신선개념의
북한철도현대화 → 유라시아랜드브리지 완성」로 이어지는 남북철도의 단계별 국제경쟁
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철도개발을 위한 단계별 전략과 과제를 수립하고, 남
북철도의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남북경제특구와 남
북교통 인프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남북한의 교통망은 각 수단별, 노선별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절구간의 복원 및 현대화, 노선 등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차
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 연계를 고려한 남북한 교통망 통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또한 단계별 시설 공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남측에서
수립한 한반도교통망 중장기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있으나, 내용
은 대부분이 선언적인 의미와 개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남북한은 지난 60여 년간 독자적
인 계획하에 외부지원 형태로 교통망을 건설, 운영하여왔기 때문에 상호연계성이 매우 저
하되어 있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한반도내 전체 교통수요 및 시설능력 분석 이 필요하다.
교통, 물류 인프라 협력과 관련된 실행계획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 교통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입수 및 현지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선언적인 성격을 갖는
법정계획보다는 남북한 통합교통망의 목표, 교통망 구축 기본방향이 명시되고, 투자우선순
위도 검토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한반도통합교통망구축계획’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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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남북한철도 시설(노반, 궤도, 신호체계)의 노선별 상호 호
환 문제점 분석
남북한 철도의 경우 표준궤로 1435mm를 사용하는 등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
에 있어서 서로 이질적인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각 노선은 대부분 공통된 상호 호
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노반, 궤도, 신호체계에 있어서 공통된 문제점들을 살펴보
고, 노선 별 문제점을 살펴본 뒤 결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남북한철도 시설 노반 비교 분석
(1) 노반 일반
남한의 경우 노반의 재료에 대한 기준 및 시험항목이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북한
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재료자체에 대한 규정으로만 되어 있다. 선로노반은 열차하중
의 분산전달, 연약화방지, 배수, 적절한 탄성을 가지고 있어 열차주행에 대한 안정성을 확
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유지관리에 있어 노반재료 및 시공법에 따른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평판재하시험값이나 상대밀도를 이용한 노반의
다짐도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북한에는 다짐에 대한 기준이 없다. 다짐기준은 균
질한 노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표 2-2 노반재료에 대한 세부기준 비교
남 한
북 한
1) 최대 입경은 25mm이하일 것
선로노반은 잔돌, 강자갈, 굵은
2) 200번체 통과율이 35%이하일 것. 제190조
중모래, 광재, 습기가 작은 진흙으로
3) 40번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가 10 모래,
쌓아야 한다.
이하일 것.
4) 상기의 조건외에 이암질 등의 불량한
토사가 혼입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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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노반단면은 크게 표준노반과 자갈선, 전용선 등의 노반으로 구분된다. 북한
노반에서 특이한 점은 쌓기, 평지, 깎기 구간에서 모두 철길구역경계를 나타내는 둑을 두게
되어 있으며, 또한 배수를 위하여 모든 구간에 배수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노반주변의 불리한 지형조건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그림은 남북한의 노반표준단면도이다.
그림 2-1 북한의 노반표준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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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남한의 노반표준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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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표수배수설비는 각 시설이 필요한 개소에 대하여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아래 표는 남북한의 배수설비에 대한 기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쌓기구간에
서도 별도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특이하다. 다른 기준항목과 비교할 때, 배수설비에
대한 기준은 상대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각 배수설비에 대한
설계 및 시공법, 재료, 용량 등 세부적인 설계기준까지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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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남북한 배수설비 기준
목적
형상
명칭
설치개소
남한
선로측구 전구간
복선 이상의 구간
복선 이상에서 시공기면에 단차가 있는 구
노반 및 땅깎기 배수구 선간 배수구 간
비탈면의 표면수
노반표면의 횡단구배가 오목하게 되는 구
배제
간
설치된 구조물 상방향의 개소
선로횡단 구배구간에
선간배수구와
선로측구 연결개소
배수공
배수관
긴 절취구간의 쌓기와 깎기부의 경계
및 선간배수구 하부
지하수의 배제 배수층 지하배수공 선로측구
노반아래 전체 폭
북한
물도랑 쌓기구간
옆도랑 깎기구간
산도랑 깎기구간
노반의 표면수 배
물막이뚝 쌓기구간, 깎기구간
제
돌담
쌓기구간
옹벽
쌓기구간, 깎기구간
물빼기시설 터널구간, 역선구간
속물(지하수) 때문에 선로노반의 세기가 낮아지거나 몹시 얼부푸
지하수의 배제 는 곳(동상)에는 속물면(지하수위)을 낮추거나 속물을 빼내기 위
하여 물모으기 또는 물빼기 시설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북한의 노반 상태를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자료는 부족하지만, 기존 자료를
비교검토할 때, 노반개량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설시점이 일제시대 이
전에 건설된 노선의 경우, 지속적인 노반관리가 되지 않았다면, 열차운행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노반의 건설재료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다짐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수가 불량한 개소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점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에서도 각 선로에서 주기적인 선로보수를 지속적으로 시행
하고 있지만, 국부적으로 노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배수가 불량한 토노반
인 경우, 궤도상부구조 즉, 도상자갈 상부에서 유지보수를 수행하여도 같은 문제점이 항상
반복하여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반개량을 시행하게 된다면, 불량한 개소 즉, 배수가
불량하거나 절토부에 조성된 노반에서는 궤도개량보다는 국부적으로나마 노반개량을 시
행하는 것이 향후 유지관리 및 연계운행에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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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갈층
(가) 자갈입경기준
남북한 자갈입경에 대한 기준을 나타낸 아래 표로부터 남한은 입경 및 특성에 대해
상세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간략한 기준으로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남북한 자갈입경 기준
남한
북한
입도시험후 기준
입경 50mm 이상
굵기가 10-50mm 되는
길이 92mm 이상
깬자갈이나 강자갈
되는 자갈
찌꺼기(먼지, 흙, 돌가루 등)의 무게가
석분을 제외한 불순물 함유량이 3.5% 이내
3.0% 이내

(나)기본단면과 보수기준
①남북한 기본단면비교
남한은 도상표준단면을 PC침목과 목침목으로 구분을 하여 도상의 두께와 어깨너비는
같지만 상부폭과 하부폭을 다르게 관리하고 있지만 북한은 PC침목과 목침목의 구분이 없
이 동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남북한의 도상표준단면과 그 단면제원을 나타
낸다.
그림 2-3 남한의 도상표준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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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북한의 노반표준단면
직선
상부너비

두께

하부너비

곡선

상부너비

두께
하부너비

②남북한 도상 보충의 기준
남한은 본선과 측선에서 침목노출과 어깨폭감소 그리고 횡압방지용 도상 어깨돋기 감
소의 기준으로 보충을 하고 북한은 본선과 측선에서 침목노출과 어깨폭만 가지고 보충의
기준을 두고 있다.
표 2-5 남북한 도상보충기준[단위 mm]
남 한
북 한
구 분
본 선
측 선
본 선
측 선
침목노출
10mm
30mm
30mm
50mm
350mm보다
어깨폭
20mm감소시 50mm감소시 350mm보다
작을 때
작을 때
횡압방지용 도상 50mm
어깨 돋기 감소
(다)자갈다짐작업
남북한 모두 침목밑다짐은 레일중심에서 좌우 각 400mm범위에서 다지되 레일 바로
아래를 잘 다지고 작업 전구간을 균등히 다져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3) 도상저항력
도상저항력의 경우 남한에서 침목은 원칙상 PC침목으로 하고 도상횡저항력 500kg/m
이상, 도상종저항력 500kg/m 이상이 되도록 침목을 배치하여야 하며, 도상은 깬자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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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도상저항력이 기준과 맞도록 도상폭 및 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
한에서는 장대레일은 예비응력 철근 콘크리트침목을 깐 구간에 깔아야 하며, 장대레일을
깐 선로에는 깬 자갈을 깔아야 하고, 자갈층의 어깨너비는 40cm이상, 비탈면구배는 1:1.5
보다 급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남북한철도 시설 궤도 비교 분석

(1) 궤간
남북한 궤간기준을 나타낸 아래 표으로부터, 남, 북한 모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남북한 궤간기준
남 한
북 한
양측 레일 두부 상면으로부터 소정의 레일의 웃면에서 16mm 내려간 레일
높이(16mm) 아래 이내에서의 두부 내측 안쪽면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
면간의 최대거리
표준궤간은 1435mm
표준궤간은 1435mm
궤간의 범위 1428mm<G<1470mm
(2) 슬랙
남한의 경우는 원곡선에는 선로의 곡선반경 및 차량의 고정축거 등을 고려하여 궤도
에 과도한 횡압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슬랙을 두어야 하며 다만, 궤도에 과도
한 횡압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7) 북한은 곡선
반경 600m까지에 대해서 단일값으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결
과로부터 북한이 슬랙량을 보다 크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7 북한의 슬랙기준
곡선반경
슬랙(mm)
600-401
8
400-251
18
251이하
25
7) 철도건설규칙(2009.9.1.) 제13조(슬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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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캔트
남한의 경우 곡선구간에는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승차감을 확보하고 궤도에 주는 압력
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곡선반경 및 운행속도 등에 대응한 캔트를 두어야 하며, 일정 길
이 이상에서 점차적으로 늘리거나 줄여야 하며, 예외로 분기기 내의 곡선, 그 전 후의 곡선,
측선 내의 곡선 등 캔트를 부설하기 곤란한 곳에는 캔트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8) 캔트는 남북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캔트량 산정식과 동일한 식
을 사용하고 있지만, 곡선구간에서의 최대캔트는 남한이 북한보다 10mm 큰 기준을 사용
하고 있다.
표 2-8 남북한 캔트기준
남 한
북 한
2
C =11.8⋅ vR + C d

2
C =11.8⋅ vR + C d

곡선구간의 외측레일에 붙여주며 그 값 곡선구간의 외측레일에 붙여주며 그
이 160mm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값이 150mm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4) 궤도틀림
아래표는 수평틀림,면틀림 그리고 줄틀림에 대한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로부터
궤도틀림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동일하나 기준값은 본선만을 비교할 때 북한이 다소 엄격
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남북한 수평틀림 기준
남 한
북 한
직각방향에 있어서의 좌우 양쪽 레일머리웃면의 높이차
정 의 레일의
레일면의 높이차
직선에서 6mm
본선의
경우
7mm
정비규정 측선의 경우 9mm
곡선에서 8mm
곁선에서 10mm
8) 철도건설규칙(2009.9.1.) 제8조(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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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남북한 면틀림 기준
남한
두부 상면의 길이방향의
정의 레일
요철

북한

높낮이란 레일선의 머리웃면에 생
긴 세로방향의 높이차를 말한다.
높낮이는 원칙적으로 광학기재를
길이 10m의 실을 레일 두부 상면에 가지고 재야 한다. 광학기재가 없을
측정방법 서 잡아당겨 그 중앙 위치의 레일과 때에는 10m길이의 실을 띄우고 가운
실과의 수직거리에 의해 표시
데 점에서의 실높이를 재는 방법으
로도 잴 수 있다.
선로의 높낮이가 다음과 같은 값을
본선의 경우 직선(10m당 7mm), 곡 넘을 경우에는 열차가 흔들리지 않
정비규정 선(2m당 3mm), 측선의 경우 직선 게 그 선로를 수리하여야 한다. 직선
(10m당 9mm), 곡선(2m당 4mm) 에서 6mm, 곡선에서 8mm, 측선에
서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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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남북한 줄틀림 기준
남한
북한
레일 측면의 길이 방향의 요철을 말 레일머리 옆면에 생긴 레일선 세로
정의 한다.
방향 흐트림을 말한다.
선로의 방향은 광학기재로 재어야
길이 10m의 실을 레일 두부 상면에 한다. 광학기재가 없을 때에는 10m
측정방법 서 잡아당겨 그 중앙 위치의 레일과 길이의 실을 띄우고 가운데 점에서
실과의 수평거리에 의해 표시
의 쏠림 차를 재는 방법으로 잴 수
있다.
선로의 방향이 다음과 같은 값을 넘
을 때에는 열차가 흔들리지 않게 그
정비규정 본선에서 7mm, 측선에서 9mm 선로를 수리하여야 한다. 직선에서
6mm, 곡선에서 8mm, 측선에서
10mm
북한에서는 아래표와 같이 곡선부에서 궤도틀림관리에 대한 추가규정을 두어 궤도틀
림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표 2-12 북한의 곡선부 궤도틀림 관리규정
열차의 최대속도
50km/h이하
51～100km/h
반경(m)
활높이차(mm) 이웃활높이차 최대활높이차 이웃활높이차 최대활높이차
400아래
20
40
16
32
400～600
16
32
12
24
601이상
16
16
12
16
(5) 곡선반경
북한은 곡선반경의 종류를 다양하게 설정한데 반해 남한은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승
차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속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만, 정거장 전후 구간
및 측선과 분기기에 연속되는 경우에는 곡선반경을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9)
9) 철도건설규칙(2009.9.1.) 제7조(곡선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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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북한의 곡선반경 기준
선로의 곡선반경은 250, 300, 35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500, 3000, 4000으로 정하여야 한다.
(6) 완화곡선
남한과 북한의 선로기술수준 자체가 상이하므로 완화곡선의 기준이 상이하게 설정되
어 있다. 남한의 경우 본선의 직선과 원곡선 사이 또는 두 개의 원곡선의 사이에는 열차운
행의 안전성 및 승차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화곡선을 두되, 곡선반경이 큰 곡선 또는 분
기기에 연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완화곡선을 두기 곤란한 구간에서
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반면 북한은 등급별 캔트량에 비례하여 정하
고 있다.10)
선로기술수준
가 부류
나 부류
다 부류
라 부류

표 2-14 북한의 완화곡선 기준
완화곡선을 삽입하는
완화곡선의 길이(m)
곡선의 반경(m)
2000
캔트량의 1000배
1600
캔트량의 800배
1200
캔트량의 600배
800
캔트량의 450배

10) 철도건설규칙(2009.9.1.) 제9조(완화곡선의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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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철도 시설 신호체계 비교 분석
북한철도의 신호설비는 대부분 일본의 침략 시에 사용한 설치 운행된 방식인 기계식
연동장치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 소련과 동독의 기술을 전수받아 일부
구간의 현대화를 추진하였으나 유지보수 용품의 단절로 운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
다.
북한에서는 신호제어를 신호, 연동, 폐색장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철도
에서 자동 및 원격조정을 위하여 사용되며, 열차운전과 환차작업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보
장하며 철도의 통과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①신
호, ② 폐색장치, ③ 연동장치, ④ 기관차내 자동신호 및 자동정지장치, ⑤ 구내폐색장치,
⑥ 횡단도 자동신호 및 자동정지장치, ⑦ 선로차단장치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남북한에서 사용되는 각종 신호장치의 용어가 서로 상이하여 연결운
행시 각 장치나 설비 및 운영을 위한 용어의 통일화 또는 남북한 용어의 비교분석을 통하
여 통용화가 가능한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북한의 각
종 신호장치 및 용어에 대하여 남한에서 사용되는 장치와 연계하여 분석하였으며 북한에
서 사용되고 있는 장치의 설명은 가능한 한 소개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북한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기술하였다.
그림 2-5 남북한의 신호설비 비교
구분

남한

북한

선로전환기

기계식,전기식연동장치
전기식이 주설비임

기계식,전기식연동장치
기계식이 주설비임

궤도회로장치

폐전로식 궤도회로가 기본임

폐전로 및 개전로식 병용

폐색장치

복선구간-자동,연동, ATC
단선구간 –자동,연동, 통표

자동, 반자동길차지장치
길표길차지방식이 있으나
길표가 주된 폐색방식임

열차제어

ATS는 전구간에 100%설치
되어 있으며 본선에는 CTC
설비가 (열차집중제어장치)
갖추어져있다.

북한의 경우 평양지하철도에서
ATS를 사용하고 잇으나 기타
구간에는 규정은 있으나
사용현황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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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가) 신호기 장치
북한에서의 신호는 “렬차운전 및 환차작업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사
용되며, 렬차를 운전할 때와 환차작업을 할 때 기관사 및 열차승무원과 렬차운전 및 환차
작업에 관계하는 들에게 주는 지시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 공히 주 선로의
운행은 기관사에 의한 수동운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수동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는 신호기 장치이다. 아래 표에서 보인바와 같이 남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
호기장치의 분류 및 종류를 살펴보면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초기의 도입에서 일본의 방식을 따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의 철도신호는 보임신호와 소리신호, 낮신호와 밤신호 또는 밤낮신호 및 멈춤신
호․주의신호․진행신호로 구분한다. 신호의 종류로는 고정신호, 이동신호, 손신호, 특수
신호 4가지가 있으며 신호기의 종류는 고정신호기와 이동신호기 2종류로 나눈다. 신호기
의 투시거리는 출발, 덧신호기는 400m, 어간, 차갈이신호기는 200m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
다.
이에 반하여 남한에서의 분류는 북한과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분류되고 있다. 남한
에서는 열차의 진행가부를 색(Color)이나 형(Shape) 또는 음(Sound)으로 표시되는 분류에
따르면 형에 의한 분류로는 입환신호기, 진로표시기, 색에 의한 분류로는 색등식 신호기,
수신호기, 음에 의한 분류로는 발뇌신호, 발보신호, 형과 색에 의한 분류로는 완목식 신호
기, 특수신호발광기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또한 열차의 운행조건을 지시하는 신호
(Signal)와 종사원 상호간의 의사를 전달하는 전호(Sign) 및 장소 및 형태를 표시하는 표지
(Sign Marker)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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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한

상치 신호기
임시 신호기
표지

북

고정 신호기
(상치신호기)

한 이동 신호기
(임시신호기)
표식
(표지)
주

*

:

표 2-15 남북한 신호기 장치의 분류 비교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폐색신호기,
주신호
유도신호기, 입환신호기, 엄호신호기
원방신호기, 중계신호기, 통과신호기,
종속신호기
입환신호중계기
등렬식
신호부속기
문자식
서행예고신호기, 서행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
수신호등
폐색신호기식별표지
등열식
입환표지
색등식
기계식 신호기
차맞이(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직통(통과)신호기, 덧(중계, 원방)신호기,
차갈이(입환)신호기, 지킴(엄호)신호기,
[역 할]
길차지(폐색)신호기, 길목신호기,
언덕(조차장 입환)신호기, 길막이(비상정지)신호기,
어간(중계)신호기, 막이신호기(특수신발광기)
팔(완목식)신호기
[구 조]
등불(색등)신호기
서행신호 둥근판(서행신호기),
서행마감신호 둥근판,(서행해제 신호기)
서행신호알림판(서행예고 신호기),
정지신호 붉은색 네모판(이동식 정지신호)
나들길표식, 길가르개표식, 철길방호표식,
신호표식
열차표식
신호표
고정신호표, 임시신호표

안의 용어는 남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1. (

)

2. (

)

가 없는 것은 같은 용어로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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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 지
북한의 경우 신호표식 및 신호표 등을 사용하고 있다. 신호표식에는 나들길표식, 길가
르개표식, 철길방호표식, 열차표식 등이 있으며, 신호표에는 고정신호표와 임시신호표를
사용한다.
남한에서는 장소의 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중요한 표지로는 자동폐색구간의 폐색신
호기 아래쪽에 설치하여 폐색신호기가 정지신호를 현시하더라도 일단정지 후 15[km/h]이
하의 속도로 폐색구간 운행을 허용하는 자동폐색식별표지, 상구배 구간에서 일단정지후
견인력부족으로 퇴행을 예방하기 위한 서행허용표지, 승강장에서 출발신호기의 신호현시
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출발신호기 반응표지, 차량의 입환작업을 유도하는 입환표
지, 열차가 정차할 한계를 표시하는 열차정치표지, 가선의 종단을 표시하는 가선종단표지,
출발신호기의 인식이 필요할 경우 설치하는 출발선 식별표지, 입환차량의 정지위치를 나
타내는 차량정지표지, 선로의 끝지점 및 인접선로의 운전을 지장하지 않는 한계를 나타내
는 차막이 및 차량접촉한계표지 및 궤도회로 고장시 기관사에게 운행위치를 용이하게 식
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궤도회로 경계표지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다) 레루회로(궤도회로)
북한에서는 철도자동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비의 한 부분으로서 열차
의 위치와 속도 판정, 열차와의 통신보장, 길가르개와 나들길의 잠금, 신호기들의 자동조
정, 철길상태의 검사 등 주요한 역할을 당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궤도회로를 바
르게 설치하고 과학기술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은 철도자동화의 믿음성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
북한에서의 궤도회로의 기술적이 요구조건은 남한과 유사하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열차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쓰이는 전기막이 이음목(절연 이음매)은 높은 기
계적 세기를 가져야 한다.
▪ 레일의 전기적 저항이 작아야 한다. 레일의 전기적 저항을 작게하기 위하여 개별적
레일들을 이음줄로 이어야 한다.
▪ 침목과 자갈층의 저항이 될수록 커야 한다.
▪ 궤도회로 구간에 열차가 없을 때 궤도계전기는 전원이 최소이고 자갈층 저항이 최
소일 때 그리고 궤도의 표준저항에서 자기 닿이점(접촉점)을 붙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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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6Ω의 갈림(분로)저항으로 궤도회로를 임의의 점에서 맞닿이 시켰을 때 궤도계전
기의 닿이점이 떨어져야 한다.
▪ 낡아진 궤도나 전기막이 이음목이 파괴되었을 때 이웃 궤도회로의 전원에서 오는
전류의 영향으로 궤도계전기가 동작하지 말아야 한다.
(라) 길차지(폐색)장치
북한에서의 길차지장치는 단선 및 복선구간에서 열차의 통과능력을 높이며, 열차운행
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
는 폐색장치와 같은 개념으로 반자동 및 자동길차지장치와 길표길차지방식으로 나눈다.
반자동 길차지장치는 남한의 연동폐색장치와 유사하며, 자동길차지장치는 자동폐색장치
로 볼 수 있으며 길표길차지장치는 남한의 통표폐색장치와 거의 유사이다.
설치현황은 반자동 길차지장치 60%, 길표차지장치 40% 정도로서 극히 일부구간에만
자동길차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남한에서는 자동폐색 60%, 연동폐색 34%, 통표폐색
6% 정도로 남한에서는 열차의 운행이 빈번한 곳은 자동폐색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남북
철도 연결 시 선로용량의 증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가장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야 할
분야가 폐색장치의 개량이 될 것이다.
(마) 기관차내 자동신호장치 및 자동멈춤장치
기관차 내 자동신호장치 및 자동멈춤장치의 설비에 의하여 자동길차지장치에서 통과
신호기나 장내신호기에 열차가 접근할 때 그 신호기의 현시가 기관차의 기관실에 전달되
며 이는 신호기의 현시가 불량할 때 기관사의 작업을 자동적으로 보장한다. 즉 열차가 페
쇄된 색등신호기의 전방에 진입할 때 그를 강제적으로 정지시킨다.
기관차 내 자동신호장치 및 자동정지장치는 점점식과 연속식으로 구분된다. 점점식 자
동정지장치는 선로의 일정한 지점에서만 기관사에게 신호가 전달된다.(반자동기차지장치
일 때) 반면, 연속식 자동정지장치에서 작용은 임의의 선로 지점에서 연속적으로 기관사에
게 전달된다.(자동길차지장치일 때) 연속식 자동정지장치에서 선로로부터 기관차에로의
작용은 레일에 교류전류가 흐를 때 주위에 형성되는 자기 마당에 의해서 전달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기관차 내 자동신호장치 및 자동정지장치는 열차운전에서 높은 안전
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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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철도 노선별 현황 및 기능 분석
앞선 절에서 철도시설과 관련하여 남북한 간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각 노선이 가진 상호호환 문제점은 앞선 내용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본 절에
서는 북한철도 노선별 현황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아래 표는 북한철도 주요 노
선의 및 길이, 그리고 전철화 및 표준궤 여부를 표기한 현황이다.

간선

만포선

평라선

노선명
1지선

표 2-16 북한철도 노선 현황

2지선

기점

구간

종점

조양탄광선
봉천탄광선
개천탄광선
청년팔원선

순천
개천
봉천
자작
구장

만포
조양탄광
봉천탄광
전진
팔원

룡문탄광선

어룡

룡문탄광

강계선
운하선

강계
만포
간리
신련포
대건
은산
신창
둔전
금야
함흥

낭림
운하
라진
외동
직동
대건
천성
장동
풍남
부전호반

영광

사수

서함흥
창흥
흥남-흥남항
신북청

서호
련흥
룡성
상리

대건선
은산선 직동탄광선
천성탄광선
고원탄광선
금야선
신흥선

창흥선
흥남항선
덕성선

장진선
서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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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km)

비고

303.4
22.1 표준궤
2.0 전철구간
4.2
표준궤
40.2 비전철구간
표준궤
7.3 전철구간
협궤
56.8 전철구간
6.2
781.1
34.8
6.2 표준궤
6.0 전철구간
9.5
17.6
8.7
협궤
91.5 전철구간
표준궤
58.2 전철구간
협궤
17.7 전철구간
8.5 표준궤
3.5 전철구간
51.7 표준궤

허천선

함북선

금골선
고참탄광선
강덕선
청진항선

만덕선

무산선
회령탄광선 무산광산선
동포선
성평선
남양국경선
고건원선
오봉선
두만강선
승리선
라진항선

백두산청년선
백무선
삼지연선
강원선

천내선
문천항선
원산항선

혜산만포청년선
안골선
금강산청년선
기타선

보천선

단천
허천
여해진
명천
남강덕
청진
청암
고무산
철송
회령
종성
강안리
남양
신건
학송
홍의
선봉
라진
길주
백암
위연
가림

홍군
만덕
무학
신명천
수성
청진항
라진
무산
무산광산
유선
동포
성평
국경
고건원
오봉
두만강
승리
라진항
혜산
무산
못가
대평

고원
룡담
옥평
갈마
혜산
문악
안변

평강
천내
고암
원산항
만포
안골
금강산

철도총연장
총 역수

비전철구간
80.3
9.8
83.4
4.3 표준궤
9.8 전철구간
3.5
326.9
57.9
3.0
표준궤
11.7 비전철구간
15.6 표준궤
11.5 전철구간
0.8
9.8 표준궤
10.4 비전철구간
9.4
4.2 표준궤
2.3
전철구간
141.6
협궤
187.4
81.8 전철구간/
표준궤
31.5 전철구간
협궤
145.1 비전철구간
4.4
10.3
2.0
250.2 표준궤
전철구간
2.9
102.5
305.0
5,214km
775개

※ 자료 : 남북철도 노선도(철도공사, 2008.10)를 참조하여 철도연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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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요 간선철도 경의선, 경원선, 함경선, 함북선, 동해선에 대한 역할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 경의선
◦ 경의선은 남한의 경부선과 함께 서울-신의주간(497.6km)을 연결하는 철도로 북으로 중국
의 단봉(단동-봉천)철도와 연계되어 한반도 서북부지역의 종단철도를 형성함
◦ 또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대륙과 일본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교량적 성격을 가짐
◦ 현재 남북 분단과 함께 약 24km의 철로가 폐쇄된 이후 남한은 경의선 (서울-문산,
46km)을 운영
◦ 북한은 평양을 기점으로 평의선(평양-신의주), 평부선(평양-개성)으로 분리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1954년에 평양-북경간 국제여객운송과 국제철도화물운송 개시
◦ 북측의 경의선 구간중 평양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평의선은 서부축의 주요 노선임
- 1964년 8월에 전구간을 전철화하였으며, 평양-간리 18km, 숙천-어파 11km, 신의주-남신
의주 5km 등 3개구간 34km를 복선화하였고, 터널 5개소(연장 약 2,040m)와 교량 177개소(약
9,000m)가 있음
- 평의선 구간중 구간수송량이 제일 많은 구간은 평양 조차장-서포-간리구간으로, 평의선
화물과 평라선 화물이 이 구간에서 합쳐짐
- 화물수송의 애로구간은 맹중리-신안주 구간과 간리-평양구간, 신의주-남신의주 구간임
- 평의선의 주요 취급 화물은 석탄, 양곡, 광석, 금속 등임
◦ 북한에서 평부선은 평양-부산간 철도로 정의되고 있으나, 현재 운행되고 있는 구간은 평
양-개성 구간으로 187km 임
- 전구간이 전철화되었으며, 99개소의 교량과 13개소의 터널이 설치
- 평부선은 대동강역에서 평덕선으로, 황주에서는 송림선으로, 사리원역에서는 황해청년선
으로, 평산역에서는 청년이천선으로 분기
- 평부선에서 화물수송량이 가장 많은 구간은 평양-대동강역 구간으로 평덕선과 평부선의
화물이 모임
- 북한 최대의 곡창지대를 통과하고 있어 농업과 관련된 비료․농기계․농약수송 및 양곡
수송 기능을 담당
- 여객열차는 1일 15회, 국제열차는 평양-북경 주4회, 평양-모스크바 주1회 정도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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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원선
경원선은 북한에서는 강원선이라 명명하고 있으며 함경남도의 고원역과 강원도의 평강
을 연결하는 145km의 철도노선이다. 강원선이 통과하는 구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함경남도의 고원군, 강원도의 문천군, 천내군, 원산시, 안변군, 고산군, 세포군, 평강군 등이
다. 강원선의 전철화공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0년도에 고원-봉산간 전철화사업이
완공되고 1986년에 세포 평강간의 전철화로 전구간 전철화가 이루어졌다. 강원선은 지형
이 험한 추가령, 평강, 철원고원을 통과하므로 구배가 심하여 강원선구간 내에는 94개의
철교(연장 약 3,500m)와 24개의 터널(총연장 8,400m)이 있다. 강원선의 물동량은 고원-평
강간 전구간이 고원향 방향의 화물이 많다. 이처럼 강원선에서 고원향 화물이 많은 것은
경의선의 평산과 강원선의 세포를 잇는 청년이천선을 거쳐 동쪽으로 가는 통과화물이 많
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원향 화물중 중요한 것은 양곡으로 고원-세포간 전체 화물중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황해도지역의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양곡을 동해안 지역으로 수송하기 때문
이다. 세포향 화물의 대부분은 수입코크스와 목재, 광석, 비료 등의 통과화물로서 주로 강
원선과 청년이천선을 거쳐 황해 제철연합기업소로 운송되고 있다. 또한 함흥지국에서 생
산된 화학비료가 황해남북도로 수송되고 있으며 두만강역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목
재는 서부지역으로 수송된다. 강원선의 집중화물역은 갈마역과 문천역 2곳이 있다. 원산역
아래쪽에 위치한 갈마역은 원산, 안변, 통천, 고성의 물동량을 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주요
도착화물은 무연탄, 강재, 목재, 양곡,주요 발송화물은 수산물이다. 한편원산항 위쪽에 위
치하고 있는 문천역은 문천항의 물동량과 문천제련소 등의 물량을 수송하고 있다. 문천역
의 주요도착화물은 무연탄, 아연강재, 코크스이며 발송화물은 금속, 비료, 기계, 수산물 등
이다.
□ 함경선
과거의 함경선은 현재 북한에서는 평양과 동해안의 나진을 잇는 평라선에 포함된다.
평라선은 총 연장 781km의 대표적인 동서연결철도이다. 평라선과 연결되어 있는 북한의
주요 간선철도망으로는 평의선, 만포선, 평덕선, 강원선, 함북선, 백두산청년선이 있다. 평
라선은 북한의 6개년 인민경제계획기에 전구간 전철화 되었으며 청진-나진구간의 신호체
계는 반자동화가 실현되었다. 평라선 전구간이 중량레일로 교체되었으나 낡은침목의 콘크
리트침목 교체작업은 미진한 상태이다(전구간의 30% 수준). 평라선은 지형이 험한 낭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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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을 횡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철교는 475개(총연장 22km), 터널은 146개(총연장 62km)
로 터널이 평라선 전체 연장의 8%에 해당한다.
평라선에는 총 16개의 집중화물역이 있는 그 주요역으로는 봉학, 양덕, 정평,홍원, 리
원, 길주, 경성, 라진 등이다. 이처럼 평라선에 집중화물 역이 많이 배치된것은 평라선에
대규모의 석탄, 광석 등을 필요로 하는 평양화력발전소, 김책제철소, 청진제강소, 순천시멘
트연합기업소, 홍남비료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등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평
라선 구간 중 상행은(평양) 간리-순천-은산구간이, 하행은(라진) 둔전-고원-함흥구간이
물동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 함북선
함북선은 남으로는 평라선에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와 접해 있어 대외 화물수송
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집중화물역으로는 선봉, 새별, 온성, 회령, 부령 등으로 5개 역이
있다. 국경에서 중국으로 남양역과 중국 도문역이 연결되며 러시아 지역으로는 함복선의
지선인 홍의지선이 두만강역서 핫산역과 연결된다.
주요화물은 석탄, 광석, 목재, 원유, 화학비료, 콕스탄 등이다. 석탄은 회령탄광, 세천탄
광, 무산광산, 온성탄광 등지에서 회령탄광선과 무산선을 이용하여 함북선과 연계수송되
며, 광석은 무산광산 연합기업소와 김책제철 연합기업소에 자철정광을 공급한다. 목재는
두만강역에서 들어오는 화물을 각 지역으로 수송된다. 대외무역화물은 자철정광, 마그네샤
크링카, 유색금속 및 유색금속정광이 주요화물이다. 회령집중화물역은 회령탄광선의 분기
역으로 회령탄광선 분만 아니라, 궁신, 세천, 동포, 성평 등 인접한 탄광에서 생산되는 생산
품을 각 지역으로 발송하며, 주요취급품목은 석탄과 광석이다. 부령집중화물역은 고무산역
에서 인접해 있어 무산에서 취급되는 화물과 철송역에서 수송되는 자철정광을 발송하고
있으며, 고무산 시멘트 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도 주요 취급화물이다. 온성집중화물역은
남양역과 인접해 있으며 중국과의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중요한 역으로 주요 수입화물
은 콕스탄이고 수출 화믈은 자철정광, 활석분, 강재, 수산물 등이다. 두만강역은 러시아에
서의 무역을 중계한다. 주요 수입화물은 목재, 원유이고, 수출화물은 마그네샤크링카, 화학
비료, 강재, 유색금속 및 유색금속 정광이다. 두만강역으로부터 수입된 화물은 나진, 선봉
까지 연결되어 해양운수와 연대 수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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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선
◦ 동해선은 일제강점기에 계획된 노선으로 경원선의 안변역-포항까지 (478km)의 동해
북부선과 포항-부산진까지(146.4km)의 동해남부선을 말하며 동해북부선의 경우 안변-양
양까지(192.6km)와 삼척-북평까지(12.9km, 이후 삼척선으로 개명) 구간은 개설 완료
- 기타구간은 노반공사만 완료되었거나 공사 미착수상태에서 해방을 맞이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음
◦ 남측의 철도는 범일-포항까지의 동해남부선과 강릉-북평구간을 연결하는 영동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양양-강릉간 및 삼척-포항구간은 미개통구간으로 남아 있음
□ 북한 철도화물 수송의 특징
북한의 철도수송능력은 시설의 개선, 장비의 현대화 등으로 1980년대까지는 증가되었으
나 1990년대 들어 경제난 등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수송화물은
석탄(32%), 광석(11.8%), 건자재(7.8%) 등으로 이들 화물이 전체의 1/2이상을 차지하고 있
으며 이밖에 금속(5.9%), 목재(5.8%), 양곡(3.6%), 화물비료(2.9%) 등이 있다. 주요 화물의
평균 수송거리는 석탄 136㎞, 광석 130㎞, 시멘트 103㎞ 등이며 화학비료는 수송거리가
210㎞로 수송거리가 긴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 수송화물의 구조를 보면 평안남도가 전체화물의 30%, 함경북도 23.7%, 함경남도
17.3%, 평안북도가 10%를 수송하고 있으며 이들 4개도가 전체 화물수송의 80%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평안남도가 수송량이 많은 것은 석탄광산 이외에 시멘트 공장, 흑연 공장, 마
그네사이트 공장 등이 평안남도와 남포에 입지하고 있어 이들 공장으로부터의 수송량이
많기 때문이다. 주요 화물의 유동량을 보면 무연탄의 경우 출발역 중심으로 수송량이 많은
철도역은 양촌～둑장간으로 전체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옥천～제남간이 전체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도착역을 기준으로 보면 양촌～둑장간이 전체의 26.3%를 차지하고
평천이 11.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역이 전체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광석의 유동을 보면 광석은 화물수송에서 석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송화물은 동, 금, 은, 아연, 납,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규사, 석회석 등이다. 발송역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은 샛길～철송장년(17.6%), 상운송～동암(16.4%), 허천(7.0%), 부
래산(5.1%) 등으로 이들이 전체 비중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로 금속의 유동을 보면 금속은 1949년에서 1983년까지 10배 증가하였는데 발송
역별로 남강덕(18.9%), 송평(8.8%), 수남(8.5%) 등이 전체 수송량의 1/3을 차지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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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도착역별 비중을 보면 강선역이 전체의 16.1%, 상평역이 11% 등으로 이들 역이 전체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네 번째로 많은 화물이 시멘트로 시멘트 상품의 수송량은 1949년을 기준으로 보면 1983
년에는 약 8배로 증가하였다. 시멘트의 주요 발송역은 대건이 42.4%, 봉산 23.8%로 이들
지역이 전체 수송량의 2/3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도착역의 수송량을 보면 남포가 35%, 해
주 12.2%로 이들 역이 전체 수송량의 약 1/2을 차지하고 있다.
□ 북한 철도여객 수송의 특징
북한의 철도여객 수송은 194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84년에 약 6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그 이후 주민의 이동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여
객 수송이 크게 성장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의 철도국별 여객 수송량의 비중을 보
면 함흥 철도국이 전체의 26%, 평양철도국이 전체의 23.8%, 개천철도국이 전체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동부와 서부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서부지역이 전체 여객수송량의
53%를 차지하고 동부는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여객수송은 거리에 따라 장거리 여객이동, 지방 여객이동, 단거리 여객이동으로 나누어
지는데 장거리 여객이동은 2개 이상의 철도국을 벗어나는 이동 또는 도와 도, 중앙과 도를
이동하는 여객을 의미하며 지방 여객이동은 한 개의 철도국내의 이동 또는 도내의 이동을
의미한다. 단거리 여객이동은 도시구역이나 공장지 내에서 움직이는 통학, 통근을 의미한
다. 수송거리별 여객수송 실적을 보면 10㎞ 이하가 전체의 36.6%, 11～20㎞가 전체의
2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객수송은 주로 단거리 수송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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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한 철도시설 상호호환 문제점 개선방안
앞선 내용을 토대로 남북한 철도시설 노반, 궤도, 신호체계와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반의 경우 서로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적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북한의 철도가 노후화 되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궤도의 경우 우선 남북한 모두 1435mm의 동일한 궤간을 갖고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면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데 남북한 슬랙 기준이 달라 차량의 주행안전성 저하할 가능성이
있고 차륜 및 레일의 이상마모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남북간 차량 특성을 고려한 적절
한 통합기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캔트의 경우 북한의 캔트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
은만큼 향후 북한철도 고속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철도의 고
속화에 대비하여 최대캔트 한계값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최소곡선반경이 너무 적어
향후 고속화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북한의 최소곡선반경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완화곡선은 속도의 차이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호체계의 경우 북한의 신호기장치 및 표지는 남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계식이 많
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종류 및 역할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들 장
치들에 대해서는 남북한에서 사용되는 용어, 사용장소 및 설치기준의 통일이나 통합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이다. 또한, 열차간의 시간결정, 구간에서의 신호기배치 등이
남한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하므로 각 신호기에 대한 용어의 통합화 특히, 신호기는 역
구내에서는 연동장치에 의해 제어되고 이외의 신호기는 궤도회로를 사용한 폐색장치에 의
해 제어되므로 각 신호기의 현시절차 및 방법에 유의하여 통합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
면 기본적인 연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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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회로장치는 전철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전압 임펄스궤도회로나 무절연 AF궤도회로
로 개량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전철화방식이 북한은 직류 전기철도 방식이고,
남한은 교류전철방식이므로 이 두 가지의 급전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궤도회로방식을 고려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선로의 상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폐색방식과 신호기 위치결정은 사
실상 어렵다. 따라서 북한철도가 남한과 연결될 때 같은 시스템으로 연계됨으로 국경철도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폐색장치의 초기 개량
모델은 현재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선 3현시 또는 복선 5현시 자동폐색방식으로 개량
함으로써 향후 차상신호방식의 확대 적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과 관련하여 남한의 철도건설규칙(2009.01,01)과 북한의 철길관리규정(1988)을 비
교한 내용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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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북한의 철도 수송수요 추정 및 시설용량 평가 등을 통한
개선방안
1. 북한 철도 수송수요 추정

북한의 철도 수송수요 추정 및 시설용량 평가는 제5장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수송수요
분석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지만 본 절에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합철도망 수송수요를 전망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북한 화물수요 기초자료를 종합하고, 정치외교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활용
하였으며, 지역 간 수요를 4 가지(북한내, 남-북, 한-중/러, 북-중/러)로 구분하였다.
먼저 향후 정치외교적 상황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북한과 타지역간
수요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 간 화물이동수요 및 북중, 북-러간 화물이동수요의 경우 정치외교적 상황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현상유지적 시나리오와 낙관적
시나리오로 구분하였다.
시나리오 설정시 장래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설정추이를 차등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남북교류의 경우 장래 북한 내 경제특구 개발의 정도를 구분하였다.. 현상유지적 시나리오
와 낙관적 시나리오 시 각기 다른 경제성장률을 가정하여 예측을 진행하였다.11)
이에 따라 한반도 통합철도망 수송수요 추정 결과12)를 살펴보면 이상의 지역간 철도 이용
수송수요 추정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2030년 북한 주요 간선축 철도화물 수송수요는 ①북한 내부 철도화물 이동수요(지속수
요 기준), ②남북한간 철도화물 이동수요, ③한-중(동북3성) 및 한-러간 철도화물 이동수
요, ④ 북-중․러간 철도화물 이동수요를 북한 주요 간선철도축(경의선+평원선+동해선)로
구분할 수 있으며, 2가지 시나리오 (현상유지/낙관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1) 현상유지적 시나리오 2011년~2020년간 북한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증가율을 5%, 2021년~2030년간 7%로 가
정, 낙관적 시나리오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11년-2020년간 북한 GDP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 2021년
-2030년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5%로 가정함
12) 상세한 내역은 5장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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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현상유지적 시나리오에 따른수송수요 추정 결과 (2030년)
주요 간선철도 구간

경 평안권
의
선 황해권
함북권

동
해 함남권
선
강원권
평원선

신의주-순천
순천-평양
평양-사리원
사리원-개성
개성-서울
나진-청진
청진-김책
김책-함흥
함흥-고원
고원-원산
원산-고성
고성-속초
평양-신양
신양-고원

북한내부
713.9
833.6
713.9
476.7
476.7
833.6
1,011.5
1,309.2
476.7
356.9
940.8
857.6

남북한
685.3
685.3
685.3
7176.7
201.9
201.9
388.3
388.3
507.5
507.5
-

한-중/러
1,201.7
1,201.7
1,201.7
1,201.7
1,201.7
573.4
573.4
573.4
573.4
573.4
573.4
573.4
-

(단위 : 만톤)

북-중/러
610.1
488.08
122.02
122.02
152.5
91.5
91.5
76.25
45.75
15.25
152.52
152.52

그림 2-6 현상유지적 시나리오에 따른 수송물동량 배분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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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525.7
3,208.7
2,722.9
2,485.7
8,378.4
1,202.6
1,700.4
1,878.3
2,347.1
1,484.1
1,453.1
1,080.9
1,093.4
1,010.1

표 2-18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른 수송수요 추정 결과 (2030년)
주요 간선철도 구간

경 평안권
의
선 황해권
함북권

동
해 함남권
선
강원권
평원선

신의주-순천
순천-평양
평양-사리원
사리원-개성
개성-서울
나진-청진
청진-김책
김책-함흥
함흥-고원
고원-원산
원산-고성
고성-속초
평양-신양
신양-고원

북한내부
896.2
1,046.6
896.2
598.5
598.5
1,046.6
1,269.9
1,643.6
598.5
448.1
1,181.2
1,076.6

남북한
7,382.7
7,382.7
7,382.7
13,901.1
4,847.0
4,847.0
7,210.1
7,210.1
12,057.1
12,057.1
-

한-중/러
1,201.7
1,201.7
1,201.7
1,201.7
1,201.7
573.4
573.4
573.4
573.4
573.4
573.4
573.4
-

(단위 : 만톤)
북-중/러
817.8
654.24
163.56
163.56
204.4
122.64
122.64
102.2
61.32
20.44
204.44
204.44

그림 2-7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른 수송물동량 배분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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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915.7
10,285.2
9,644.2
9,346.4
15,102.8
1,376.3
6,589.6
6,813.0
9,529.3
8,443.3
13,099.1
12,630.5
1,385.6
1,281.1

2. 북한철도 시설용량(수송능력) 평가
북한 철도의 시설용량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본 절에서는 수송수요와 연관
된 전체적인 수송능력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철도의 수송능력은 선로용량으로 표시
되며 선로용량은 하루에 운행될 수 있는 최대 열차의 회수를 말하는데 단선, 복선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단선의 경우 1일 40～45회, 복선의 경우 120～135회 정도의 열차운행
이 가능하다. 북한철도의 주요 노선별 선로능력은 단․복선, 신호방식, 구배, 최장 역간거
리, 노선상태 등 여러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음은 북한 주요 간선철도 노선의 화물수송수요를 추정한 결과이다. 북한 내부 물동량
이동수요 추정은 북한 내 화물수요 O/D가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 공개된 유일한
자료인『조선지리전서(운수지리)』(1988)의 철도화물 이동패턴이 2010년 현재까지 유효할
것으로 가정하여 주요 구간별 화물통행량을 추정하였다. 특히 북한의 경우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철도 인프라에 대한 신규 투자가 거의 없는 상태로 기존 노선에 대한 유지보수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때문에 수송능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9 북한 주요 간선철도 화물수송수요 및 수송능력 (양방향 기준, 1988년)
(단위: 만톤/년)
주요 철도 구간

경의선

동해선
평원선

신의주-순천
순천-평양
평양-사리원
사리원-개성
나진-청진
청진-김책
김책-함흥
함흥-고원
고원-원산
원산-고성
평양-신양
신양-고원

철도화물 통행량
(1988년)

626
731
626
418
418
731
887
1,148
418
313
825
752

수송능력

자료: 북한 교육도서출판사(1988).『조선지리전서(운수지리)』.pp.17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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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827
936
936
1,281
1,281
1,281
1,428
699
699
640
640

3. 북한철도 시설용량 개선방안
결국 북한철도의 시설용량 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철도
의 속도향상을 위한 제반 기술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선 제3절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
점들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정리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1) 궤도상태 개선을 통한 시설용량 개선
북한철도의 선형기준은 과거 일제시대와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서
근본적으로 열차의 속도를 높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한반도 통합철도가 철도 수송수단
으로서 제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철도의 속도향상이 필수적이고, 따라서 궤도시스템
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속도향상을 위한 북한철도의 궤도시스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선형개량
- 최고캔트한계 상향조정
- 최소곡선반경 확대
- 완화곡선의 연신
- 곡선간 직선거리 확대
- 캔트체감율 축소
○ 궤도 구성품 현대화
- 레일 중량화 및 장대화
- 탄성체결구 사용
- 콘크리트 침목 사용
- 고번수 분기기 사용 및 탄성화/망간크로싱화
- 노반 확폭 및 개량
위의 요소들을 개선을 통해 낙후된 궤도 시스템을 정비하여 현대화하여 차량운행 제한
속도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 차량운행에 대한 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며 철도차량을 통
한 화물과 여객운송의 수송능력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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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곡선부 제한속도 향상을 통한 시설용량 개선
곡선부에서는 일반 토노반구간에서 발생되는 열차축중에 의한 수직력 외에 열차의 곡
선방향주행으로 인한 원심력으로 인하여 수평력이 발생되며 이로 인한 외측 레일마모, 줄
틀림 발생이 촉진된다. 원심력발생으로 생기는 주요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횡압에 의한 곡선부 줄틀림 진전 ⇒ 줄틀림에 의한 동적 횡압의 증가는 궤도 틀림을
더욱 증가
○ 차륜 후렌지가 레일두부 및 측부를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외궤 레일의 편마모 촉진 및
이상소음의 발생 ⇒ 도상저항력확보와 편마모발생 억제가 관건
기존 운행선 구간은 곡률반경이 작은 많은 곡선부로 인하여 차륜 플랜지와 레일의 과
대마모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차량의 주행안전성, 소음, 소비동력 등의 특성
도 나빠질 수 있다. 열차 운행시 궤도에는 원심력으로 인하여 외측레일의 마모가 촉진되
게 된다. 곡선반경이 작을수록 외측레일의 마모량이 증가하게 된다. 연구에 의하며 곡선
반경 1000m에서 1.5배에 해당되는 마모량이 R=300에 까지 이르게 되면 내측레일의 마모
량과 비교하여 약 3배정도 마모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경두레일의 실용화로
마모진행속도가 개선되고 있어 레일장대화와 관련해서는 좋은 조건이 되고 있다. 곡선부
마모관리와 관련하여 곡선부 외측레일을 열처리 레일로 교환하거나 레일 두부에 도유, 차
륜 및 레일 삭정을 통한 마모량 저감 등의 방법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곡선부에 있어서 속도상승은 근본적인 선형변경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나, 막대한 예산과
공기가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곡선부 통과속도는 탕선 안전성보다는 승차감
측면에서 먼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곡선부 제한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속도상승시
캔트상향 조정에 따른 부족한 완화곡선의 연장과, 곡선 PC침목을 사용한 급곡선부의 장
대화 등을 시행하여 속도상승에 따른 승차감 저하요인을 해소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이다.
(3) 노반개선에 의한 시설용량 개선
노반은 열차하중에 저항하는 충분한 지지력을 유지하여야 함과 동시에 열차의 통과에
의해 이상한 진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노반에서 속도향상을 고려할 시에는 다음의 2
가지 조건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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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반지지력
노반 압력의 증가에 대해서 특히 연약 지반상의 노반이 그 안정을 유지하는가에 대
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속도향상에 따라 차륜의 플랫, 궤도의 조건등, 차륜과 레일
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충격이 커지며 그것에 따라 윤중이 커진다. 이 윤중 증가에 대해서
침목, 도상에 의한 하중의 분산을 고려하여 노반압력을 산출하고, 원호 활동법에 의해 안
정계산을 하여 노반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나) 노반의 진동 및 범위
지반의 가속도․변위는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히 연약 지반상의
노반 등에서는 궤도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유지보수에 문제가 없는가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적절한 노반강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궤도틀림 진행량이 커지
며, 보수 투입량이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노반 강도는 노반진동치, 특히 노반변위와
깊은 상관이 있으므로 노반 강도를 노반변위로 환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을 해석함으
로써 궤도 틀림진행에 대한 노반의 열차 주행에 의한 동적 영향도 검토할 수 있다. 지금
까지 시행되어 온 연약 지반 상의 실측 데이터를 토대로 노반의 최대 변위와 단위 통과
톤 당의 고저궤도틀림 진행의 관계를 표현하여 임의 순간의 값인 노반변위와, 궤도 틀림
진행량과의 관계를 구하여 노반의 변위에 의해 궤도틀림 진행량을 추정하여야 한다.
(다) 노반의 개량
속도향상에 의해 노반의 지지력 부족, 이상한 진동, 침하 등이 예측되는 경우는 얼마
간의 대책을 시행되어야 한다. 대책방법으로서 궤도의 개량(중궤조건, 도상의 두께 증가
등)과, 그것에서도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반․지반개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기
고 있다. 개량 공법을 크게 분류하면 지반측방을 구속하는 공법과, 궤도 직하를 개량하는
공법이 있으며, 효과면에서는 일반적으로 후자의 공법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틸팅차량 도입 등을 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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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남북철도 연결시 남한 측 고려사항
남북철도 연결 운행에 따른 남한 측의 현재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남북한 철도 연결에 의해 수송될 수요의 국내 최종목적지는 주로 수도권 지역과 부산항/
광양항 지역으로 국내철도 수송용량 등을 고려하여 하며, 수도권 지역은 경의선을 경유하
여 남북철도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현재 수도권 철도는 서울도심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연
결된 방사형 철도망으로, 경의선을 비롯하여 경부선, 중앙선 모두 남북화물을 수송하기 위
한 선로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의선 문산-수색구간의 경우 광역전철 기능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며, 경부선 서울-시
흥구간의 경우 신호개량 등으로 선로용량을 확충하여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
문에 이를 극복하기위한 수도권 철도 정비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서부 우회 노선 : 대곡 - 소사 - 원시 - 화양
○ 수도권 동부 우회 노선 : 충북선-중앙선을 거쳐 경의/경원선 이용
대곡-소사노선은 기 추진중인 소사-원사노선의 경기도 부천(경인선 소사역)과 일산지역
(경의선 능곡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향후 건설될 서해안 철도(안산 원시동-충
남 예산 화양)와 연계되어 남북교류확대에 대비한 간선기능 철도망으로써 역할을 하게 된
다. 소사-원시노선은 부천시 소사와 시흥을 거쳐 안산시 원시동에 이르는 노선으로써 2015
년 개통목표이다. 이번 노선은 경인전철 부천시 소사역에서 시작해 시흥을 지나 안산시 반
월공단 내 원시동까지 이어지며 12개역이 들어선다. 이 컨소시엄은 전철 노선 완공 뒤 정
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20년 동안 운영하며 건설비와 운영비를 회수하게 된다. 본 노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우회노선으로써 수도권 서북부와 서남부가 연결되어 교통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서해안축 개발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부 노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며, 단선 구간의 복선화 등의 개
량작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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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대륙의 국제물류사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경우 동부우회노선을 대안노선으
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서부우회노선의 투자 및 활성화를 유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으로 판단된다. 남북철도망 연계시 (1) 동해선 및 경원선의 미연결 구간을 복원하고, (2)
수도권 우회노선 및 대체철도망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8 우회노선 개념도

(출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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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해상운송의 대안으로서 철도운송의 가능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인천-남포 항간 항로는 평균 13~14일, 비용은 1TEU당 800~850＄수준으로 남북철
도 복원 시 경쟁력에서는 철도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 해상운송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보다는 일반화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광산물(모래) 및 수산물
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으며, 모래는 2,308만톤이 반입되어 전체 물동량의 97.1%를 차지하고
있다.
반출 일반화물은 대북지원용 농림수산물(곡류), 화학공업제품(비료) 및 광산물(유류) 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위 사실들에 입각하여 볼 때 현재 철도 운송이 해운 운송에 비해 강점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컨테이너화물 등 고부가가치일 경우 두드러지며, 남북철도 운행 초기
단계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대륙을 목표로 움직이는 물동량을 타겟으로 잡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 국토를 단일 대도시권으로 통합하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약
88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2010년 9월 1일 발표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
철도망 구축전략에 따르면, KTX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
권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1월 5일 발표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전국을 단일 대도시권(Mega-City Region)으로 통합하는 철도교통체계 구축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초 2006년 3월 계획에는 13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5년이 지난 현재 타당성
을 재조사한 결과 도로망과 유사성 등 격자형 철도망에 대한 보완을 통해 약 46조원을 절감
하는 효율적 계획이 수립됐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광역경제권 간 90분대 통행권을 구축 목표로 삼아 광역경제권간
통행패턴에 부합하는 철도망을 구상했으며 신규노선은 250km/h 내외로 고속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광역경제권 내에서는 30분대 통행권을 구축해 진행 중인 광역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 속도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존선 고속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
간 약 1,176만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 화물 분담률도 7.5%에서 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에도 약 281조원의 생산유발효과, 42조원의 임금유발효과, 약 239만명의 고용유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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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등이 건설단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가철도망의 구축효과로 철도중심의 녹색교통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철도연장을
3,378km 에서 5,497km로 2,119km 증가하고, 복선화율 44%에서 77%로 33% 증가시키고,
전철화율을 56%에서 89%로 33%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의 언급된 부분에는 북한 지역을 아우르는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통일 이후
주요 거점을 1시간 30분대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KTX 노선의 신설 가능성은
염두에 둘 요소이다. 특히 중국 및 러시아와의 고속철도망과 연결 등을 고려한다면 가능성
은 더욱더 높다할 수 있다.
그림 2-9 KTX 발전전략 국가철도망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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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요 외국의 통합교통망 구축
사례 조사 분석

제3장 주요 외국의 통합교통망 구축
사례 조사 분석

제1절. 동․서독 통합교통망 사례 현황
성공적인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와 유사한 환경을 가졌다가 통일을
통해 통합을 이룬 동․서독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우리의
실정과 상이하여 당시 시행되었던 다양한 정책의 직접적인 인용은 어려우나, 이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우리의 남북관계 전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그간 남북관계 및
교류와 관련하여 독일 통일에 대해 분야별로 많은 연구들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러한 독일
이 주는 통독전후의 정책적 시사점은 교통분야에서도 그간 일부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특
히 “통독교통프로젝트 (Verkehrsprojekte Deutsche Einheit)"에 대한 소개는 우리에게 많
은 시사점을 주었다.
물류분야는 교통의 일부이며 통독교통프로젝트에서 제시된 17개 프로젝트를 통해 동서독
물류인프라 연계가 가능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동서독 간에는 통일 이전부터 서독지역
과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운영되어 화물 및 여객의 왕래가 있었으며, 이러한 동
서통행의 근간이 된 것은 1972년 10월 발효된 “동․서독 정부간 서독과 서베를린의 민간인과
재화의 통과교통에 관한 협정 (Transitabkommen)”이다. 또한 통일 이후 동서독의 물류 인프
라 및 물류통합의 완성은 1992년에 발표된 독일연방교통계획 (Bundesvekehrsplanung)을 들
수 있으며, 여기에서 동서독 통합인프라 개발과 연계성 강화에 대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렇듯 3개의 주요 협정과 계획 그리고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통일 독일
의 교통 및 물류체계의 연계․호환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한반도의 남북 물류체계의 연
계․호환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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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서독 일반현황 및 인프라 환경
(1) 동․서독 일반현황
인구의 변화
1989년 통일당시 서독 인구는 표와 같이, 62,679천명으로 동독 16,434천명의 약 3.8배, 총
인구는 79,113천명이었다. 하지만 통일 후 1990년 79,754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이 과정에서 동독의 인구는 약 40.6만명이 줄어든 반면에 서독의 인구는 동구권의
독일민족의 이주와 함께 약 104.7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서독간의 인구
이동은 통일후 반년사이 (1989.11∼1990.6)에 415,034명, 1990년 7월부터 1991년 6월까지는
약 223,000여명이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요 이주지역으로는 구서독의 경제발
전이 비교적 활발한 지역인 독일 남부지역으로 나타나 향후 한반도의 경우에도 경제력이
뛰어난 수도권지역에 인구이동의 집중현상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경제
통일당시 서독의 국민총생산은 22,452억마르크, 1인당 국민소득 36,176마르크로 세계적
인 경제대국이었다. 동독도 국민총생산 2,837억마르크, 1인당 국민소득 17,076마르크로 동
구공산권 국가 중에서는 높은 경제력을 갖은 국가였다. 무역구조 또한 동․서독 양측 공히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어 대외 경제력 또한 매우 양호한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러
나, 동독의 이러한 외형상의 수치가 서독이 예측한 통일비용의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원인
이 되기도 하였는데 통일후 동독지역에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지속적인 민영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시도하였으나, 400%에 달하는 평가절상과 서독기업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구
동독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통일 후 초기에는 생산 및 고용의 감소현상이 발생하였고, 1991년까지 약 44.7%
에 이르는 성장율 감소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1992년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
스에서 프러스로 전환하였고, 1994년에는 구동독지역의 국내총생산이 9%이상 증가하였
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독일경제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물론 지난 5년간 투자된 총 8천2백억 마르크에 달하는 구서독의 공공재
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동서독의 통일당시 실정과 한반도의 현재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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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러한 차이는 한반도의 통일
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항 목

단위

표 3-1 동․서독의 통일전후 주요 지표
독일
한반도
통일전 (1989년)
동독
서독 대비 통일후 (2008년)
(A)
(B) (B/A) (1992년) (남한/북한)
108,000 249,000
2.3 357,000
0.82
16,434 62,679
3.8 80,275
2.08
2,837 22,452
7.9 28,083
37.6
17,076 36,176 2.11
18.0

면 적 km2
인 구 천명
국민총생산 억D
1인당 GNP M
무역규모
DM
- 수출
억$
237 3,413
- 수입
억$
233 2,698
자료: 한국은행통계시스템(한반도)

14.4
11.6

4,223
4,024

373.1
161.8

(2) 동․서독 인프라 환경
서독지역의 인프라 환경
독일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여, 통일과 동구권의 붕괴에 따라 유럽 동-서 및 남-북축의
결절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통일전 서독지역에는 총8,721km의 고속도
로인 Autobahn과 고속철도 ICE (InterCityExpress) 그리고 “라인강의 기적”으로 우리에계
친근한 라인강 (스위스-네델란드)과 독일 3대 강인 네카, 마인강을 활용한 주운 등 효율적
인 교통망이 유럽전역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서독의 이러한 교통시설의 선진화에 비해, 동
독지역은 베를린을 중심으로 남북축의 고속도로망이 형성되어 있고, 비교적 고밀도의 도
로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가 없고, 포장상태가 좋지않는 등 시설수
준이 매우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부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독의 열차들
이 제 속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도로와 함께 교통시설의 높은
개․보수 수요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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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지역의 인프라 환경
동독지역은 1,850km의 고속도로망과 11,570km의 지역간 도로, 34,100km의 지방도로와
77,400km의 시가지도로, 즉123,000km 연장의 도로망이 있었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75%
정도가 1945년 이전에 건설되었으며, 시멘트포장도로의 경우 50년이상 노후화되었고, 지역
간도로 15%, 시가지도로 80%가 노후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속도로의 50% 이상이 파
손되어 운행률의 저하는 물론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고속도로 중 20%만 갓길
이 있었고, 약 30%만이 중앙분리대에 방호벽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의 일부
는 일차선이었으며, 가감속차선 및 소음방지벽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분적으로 비상전화망이 없는 경우도 많았으며(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중앙분리대에
위치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 주유소와 휴게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량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지역간도로의 경우 도로의 50%이상이 폭 7m미만이였다. 지역간도로의 20-30%,
지방부도로의 40-50%, 시가지도로의 경우 70-80%가 열악한 유지보수로 인하여 도로상태
를 나타내는 지표에서 매우 불량한 3과 4정도의 평점을 기록하였다. 우회도로는 거의 존재
하지 않았으며, 모든 토목구조물의 3/4가 전쟁이전에 건설되었다.
교량의 약 70-80%(고속도로 20%이상)가 파손으로 인하여 차량운행및 하중을 지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든 교량의 1/4이 임시적으로 설치되었고 한
방향으로만 교차하여 운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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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동독지역 물류시설의 노후화 실태

표 3-2 통독이전의 교통․물류시설 비교
독 일 (1989년)
항 목
단 위
동독(A)
서독(B)
대비(B/A)
도로연장
천km
124.9
499.0
4.00
철도연장
천km
14.0
27.0
1.97
내륙수로
km
2,513
4,940
1.97
선박
대
1,228
3,469
2.82
화물선
대
1,228
2,990
2.43
여객선
대
479
비행기
대
40
627
15.68
자료 : Verkehr in Zahle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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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철도망은 14,340km연장으로서 1000㎢당 133km로서 서독보다 10%이상 상회하
였다. 도로망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고밀도의 철도망은 다수 구간의 기술적인 장애요
인, 특히 동서축의 낙후된 시설로 말미암아 보수의 시급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철도의
주장애요인은 토목구조물의 낙후 및 단선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저속구간의 비율이
높은 것이였다. 독일 전체를 두고 보면 역시 남북축의 발달에 비해, 동서 연결축이 형성되
지 않아 동서독뿐만 아니라 유럽과 동구권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동서연결 교통망이 절
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다.
동서독 주요 통과로 실태
동서독 접경지역에서는 많은 협력사업들이 긴장완화를 위하여 서독 측의 노력으로 시행
되었는데, 특히 서독은 국경통과로가 직접 연결되지 못하여 우회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통과로 연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동서독 국경인 1,393km에는 분단이전에 40
개의 철도, 30개의 고속도로와 국도, 140개의 지방도로와 수 천개의 각 지역간 통과도로가
있었으나, 동독의 차단으로 극히 일부만 허용되었다. 실제로 통일이전 동서독간 통과로 운
영은 다음과 같다.
- 10개의 국경통과도로 (4개는 고속도로, 6개는 국도)
- 8개의 국경통과철도
- 2개의 내륙운하
- 3개의 항공로
또한 동․서베를린간에는 8개의 통과로가 개설되어 있었다.

2. 동․서독 물류이용 실태
수송분담률
독일은 일찍부터 도로망이 발달하여 통일전부터 도로부문의 수송분담률이 높았다. 동독
은 서독에 비해 철도부문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반면, 서독은 항공 분담률이
동독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독지역은 여객과 화물수송의 90%를 독일
제국철도와 대중교통에 의지하고 있었다. 통일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도로부문이
화물수송의 55.42%(양측의 평균치)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 후 도로부분의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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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률은 급성장을 하면서 도로화물수송량의 일부를 철도로 다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통독이전의 물동량은 광물과 원자재가 양방향 공히 약 80～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식료, 기호품이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유통되었고, 통일후 쌍방의 물동량은 통일
전과 비교하여 약 10배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전 서독의 자동차보유률은 인구 천명당 553대, 동독은 세계 15위의 산업국으로서 인
구 천명당 345대 (1988년)로 양측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통일후 1년여 사이에 동독
지역의 자동차보유률이 345대에서 430대(1990년)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급속한 자동차보급의 확대로 도로시설, 특히 도시주변도로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였다.

항
여
객

화
물

목
철 도
도 로
내륙해운
항 공
철 도
도 로
내륙해운
항 공
해 운

표 3-3 통독전후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통일전(1989)
통일후(1990)
단위
동독
서독
동독
서독
%
14.57
17.40
14.33
16.50
%
85.21
81.74
85.64
82.60
%
0.17
%
0.05
0.86
0.03
0.90
%
37.09
6.31
36.33
6.36
%
59.19
63.75
56.26
55.31
%
2.19
4.71
2.79
9.17
%
0.00
22.38
0.01
27.61
%
1.53
2.85
4.61
1.55

자료 : 독일교통성, Verkehr in Zahlen , 1991
독일통계성, Statistisches Jahrbuch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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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 동․서독간 교류실태
통일이전에 동서독간에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는 서독지역과 서베를린지역의 연결이었
으며, 정치적으로 양측이 심각한 경우에는 동독측의 적극적인 통제로 공식적인 행사에 참
석하는 서독의회 의원들의 통과가 금지당하기도 하였다. 특히, 1960년대 말부터 이러한 통
제는 더욱 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도까지 베를린 왕복여행객수는 연간
1,100만명선을 유지하였고 그 중 약 64%인 700만명은 육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서교류의 중요한 변화는 1972년 10월 발효된 “동․서독 정부간 서독과 서베를
린의 민간인과 재화의 통과교통에 관한 협정 (Transitabkommen)”에 의해 이루어졌다.
통일이전에는 서독지역과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통행은 동독과 소련이 정치적 압력수단
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유롭지 못하였다. 특히 1968년부터 통행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이
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하였다. 교통수단별 실태를 살펴보면 항공은 다른 교통수단이 강력
한 제재를 받을 때에도 쉽게 허용이 되었는데, 이는 1945년 연합국 공동관리위원회의 결정
에 따라 정해진 전승4대국의 서독～서베를린간의 3개 공중회랑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하였
다. 이 공중회랑은 20마일폭으로 연합국 항공기만이 사용되었는데, 이 규정은 통독전까지
유효하였다.
철도는 역시 연합국 공동관리위원회에 의해 4대 전승국은 서베를린에 대한 생필품과 연
료공급을 위해 서독과 서베를린간에 일간 16량의 화물열차를 운행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1949년에는 서독의 독일연방철도(DB)와 동독의 독일제국철도(DR)은 동․서독간의 철도
교통재개를 합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이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지역과
베를린지역의 승용차를 이용한 일반여행은 많은 제한을 받고, 사업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트럭을 이용한 화물운송량은 점차 증가하였으나, 통행료
를 지불하고 검문, 수속절차의 지연 등으로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다. 해운부문에서는 양국
의 대표적인 항만인 함부르크항과 로스토크항 및 북해와 발틱해를 연결하는 운하가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히 함부르크와 마데부르크를 연결하는 운하는 동서연결의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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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역에서의 운영실태
접경역은 공동역 혹은 분리역 모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주요기능은 크게 아
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입출국 심사․세관통관
- 기관차 및 화차 교체
- 환적 및 보관
- 검역
- 차량보수
접경역의 주요 입주 기관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개 기관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국경수비대 : 국경에서 입출국 혹은 통관중인 화물과 사람들을 통제하고, 입출국관
리사무소와 세관 통과에 따라 국경통과를 허가함
- 국경세관 : 국경 통과 화물에 대한 검사
- 입출국관리사무소 : 통과여객의 입출국을 관리하고, 필요시 특별여건을 발행
- 그 외에도 국가에 따라 검역국, 동식물방역국, 군검역소 등 관련부서가 있음
독일의 접경역의 사례로 Schwanheide (동독측 접경역)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chwanheide는 독일의 베를린(Berlin)～함부르크(Hamburg)간 철도노선의 동독측 접경역
으로 Schwanheide에는 국경수비대, 국경세관, 입출국관리소가 소재하고 있다. [그림 2-2]
은 국경역의 배치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좌우측으로 서독의 국경역인 Buechen과
Boizenbrg이 있으며, 역내에는 4개의 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통과차량은 1번과 3번 레일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Buechen에서 들어온 차량이
Boizenburg로 빠져나갈 때, 추가적으로 4번 레일을 이용하였다. 역 가운데 1,2번 레일과 3,4번
레일 사이에 총감리소가 있으며, 1번 레일 위쪽으로 세관과 입출국 사무소가 있다. 환적 및 환
승 역시 1번 레일의 1번 플랫폼에서 이루어졌으며, B2와 W1에는 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소가 있다. 진입은 모두 신호등으로 통제되었고, 진출은 모두 신호로 통제된다. 야간
에는 조명등이 켜지고, 역전체는 철조망이 있으며, 또한 레일을 가로질러 두 개의 보초橋가 설
치되어 철저히 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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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독일 Schwanheide 2역의 배치도

국경역 운영상 특별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존재한다.
- 통과금지
․이를 위한 여러 가지의 안전기술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음
․차량진입로의 개방까지 5분간의 대기시간을 두어, 이 대기시간이 지난 후에 진입방
향의 신호가 주어지게 됨
- 여러 개의 보호전철기
․국경을 향해 주행하는 차량이 다른 차량을 따르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전철기
를 따르지 않도록 함
- 국경방향으로 나가는 경우, 운전자는 W1의 블록단위전자장치에 의한 허가를 득해
야함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는 차량은 전철기로 통제하도록 함
- Buechen(서독)으로부터 오거나 Buechen으로 가는 차량의 통신은 독일 연방철도의
방법을 따름
․진입신고(제안)-접수-퇴거신고
- Buechen관리소의 예비신고와 운전자 및 운영자의 모든 진입신고통신은 선을 통해
저장매체(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됨
․이들 녹음테이프는 4시간 통화를 저장
․때로는 “안전감독기관”에서 반체제적인 발언이나 도주가능성에 대한 약속을 하는
지에 대해 이들 녹음테이프를 검사함
- 국경을 통과하는 (Buechen에서 진입하는) 여행객 차량에 대해서는 운영자에 의해
확성기를 통해 “존경하는 여행객 여러분 ! 동독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편안하게 머
물기를 바랍니다”라는 인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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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차량은 정지후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어야 함
․운영자가 확성기를 통해 “차량 컨드롤 위치로”라고 한 이후에, 움직이는 것이 가능함
- Buechen을 향한 모든 차량은 기관차에 보조원이 동행하게 됨
․이들 보조원은 국경전에서 내리게 됨
- Kuhlenfeld에서 출발 준비가 완료된 수출화물 수송차량의 출발 전에 Boizenburg를
통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Schwanheide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함
․Boizenburg에서 교차할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
․한번 중간에서 멈추게 되면, Schwanheide에서 다시 전면적인 검사를 해야 하므로
시간이 매우 지체됨
Schwanheide 국경역의 차량통과 과정 (Schwanheide→Buechen)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 국경세관과 입출국관리소 후 지휘관에게 신고
2단계 : 통제소의 종료 신고
3단계 : 지휘관에 의해 안전전철기 해제 명령 : 종이 울림
4단계 : W1의 통제요원에 의한 허가 요구
5단계 : 주행 레일 설정
6단계 : Buechen 방향으로 차량 주행
7단계 : 출국신호 대기장소 준비
Buechen으로부터 불법글씨 등이 있는 화물차량의 진입하는 경우 국경세관과 입출국관
리소에 예정된 진입임을 신고하고, 국경세관 혹은 입출국관리소로부터 기차에 불법글씨나
그림들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예를 들면, 나치기장 등)을 통해 이들 불법글씨나 그림들을
모두 삭제 요구받는다.
통과협정발표 이후 발생한 주요 문제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적 상세한 양국간의 통행협정이 채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협정의 적용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가장 심각한 것은 서독～서베를
린간의 통과로가 동독주민으로 탈출로로서 악용되는 점이었다. 즉, 그간 동독주민의 주된
탈출로였던 제3국을 통한 방법과 직접 장벽을 통과하는 방법 외에 새로운 수단이 등장하
게 된 것이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서독사람들이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였다
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서독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부당함은 판시하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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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통관규정, 탈세방지, 형법 등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탈주지원업체의 영업행위를 제한
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문제는 검문을 위하여 서독화물차들의 봉인
을 개봉하는 것으로 피해가 늘어나자 서독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동독측에 의한 통과로의 방해로서 이러한 분명한 협정위반행위에 대해
서독측은 항의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즉 서독측의 정책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
루어진 대표적인 방해조치로는 대대적인 통제, 임검의 지연, 국경통과지점 신호등에 대한
장시간 전력공급 차단, 장시간에 걸친 교통체증, 일부 특정인사 및 단체에 대한 입국금지와
방해공작 등으로 통과로의 원활한 소통이 방해를 받기도 하였다. 통과교통일괄금 지급규
모에 대해서 실제 통행량과 추정치에 대한 의견차이 등이 문제였다. 특히 지속적으로 이들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3. 통독 전․후 물류체계 통합
통일이전 접경지역 주요시설 지원실태
접경지역은 물류인프라의 사각지대로 분단국가로서 동서독은 동서간의 간선도로확충은
미진한 상태였다. 특히 양측이 접해있는 접경지역은 군사적 목적으로의 이용과 경제침체
로 생활조건이 열악하여 미활용 용지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각종 혜택과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투자시 보조금 지원, 화물운반 운
송료 보상 및 세제상 특혜, 공공발주에 있어서 입찰시 특권, 농업지원 그리고 교통, 주택,
사회복지, 문화 등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물류인프라에 대
한 지원은 접경지역 지원법 제4조에서 접경지역내에 도로망이나 철도의 개축, 증축, 신축
시 각종 지원을 시행하였다.
예를 들면, 국도의 경우 5년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접경지역의 국도에 대해서는 우
선순위결정시 가산점을 주었으며, 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건설․보수시 연방정부의 재정
보조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60%보다 더 높은 75%를 지원하였다. 또한 철도의 경우에는
이용도가 낮아 폐쇄할 경우 일반적으로 연방교통성이 결정하는 것과는 달리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내각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하였다. 또한 이 지역 연방철도의 적자분
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예산으로 보상을 해주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인구밀도가 적은
이 지역의 경우 철도보다 도로 이용을 권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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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간 교통․물류인프라 건설 추진과정
동서독 공동사업 협력 협정은 분단상태에서 양국간의 통과로 건설은 어느 한 국가의 의
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공동사업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였다. 동서독간에도
기본조약 추가의정서를 통해 교통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그
후 3년이 지난 1975년에서야 동서독은 통과로 확충 및 개선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사
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독정부는 Marienborn과 Berliner Ring간의 고속도로 (Helmsteht～Berlin 150
km)의 노면보수, 6차선확장 등 보수공사를 수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총비용 4억 500만마르
크 (267만마르크/km)중 2억5,959만마르크 (170만마르크/km)를 서독정부에서 부담하는 것
이였다. 이 고속도로는 동서독 양측에 실익을 주는 도로로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는 것
으로서 서독은 동서연결의 의미를 갖고 동독은 바르샤바, 모스크바 등 주변 우방국과의 연
결로 확장의 의미와 특히 서독측의 재정적 지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였다. 이 때 서독측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기술적 수준 차에도 불구하고 고속
도로건설을 동독측에 위임한다는 것과 건설비용이 서독수준으로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재정
지출이 과다하다는 점이였다. 이 외에도 도로사업으로는 재원조달과 노선확정 등 5년여의
협상 끝에 1980년에 공사가 착수된 Berlin～Hamburg간 고속도로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다른 사례로 서독～서베를린 간 철도개선을 위해 1976년, 1977년 그리고 1980년 등
지속적인 공사비용 지원을 하였다. 1980년 합의에서는 동독지역과 서베를린 공사를 위해
총 8,900만 마르크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1978년이후 여러 가지의 공동사업이 추진됨으로
써 동서교류와 이로 인한 통일로의 지름길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 시행된 동서독 공동사
업은 다음과 같다.
- 북부고속도로 건설
- 베를린 남부의 Teltow운하의 재개통 등
- Saale교 교량복구
각종 사업에 10년 동안 (1978년 후 10년 동안) 고속도로에 12억 마르크, Teltow운하 및
기타 통과로의 운하개선용으로 1억9,000마르크 그리고 현대식 건설장비 구입을 위해 1억
마르크를 부담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독은 통일 후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장기적인 포
석에서 의도된 것이었으나 서독정부의 지나친 재정부담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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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 물류인프라 구축 과정
독일연방교통계획 1992 (BVWP '92)을 살펴보면 통독후 물류수요의 급증으로 새로운
교통․물류인프라 계획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독 후 물류영역의 확장 및 동서방향 물
류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수송수요 변화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하였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
한 대처의 일환인 교통망확충을 위해 시행된 일련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독간
및 전체 유럽교통망과 연계에 의해 구동독지역의 생활수준을 신속히 향상시키고 둘째, 철
도의 단선구간, 노후화된 운영기술, 저속구간 그리고 도로의 위험한 도로 등 노후화되고
위험한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며 셋째, 이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업체의 동독에 대한
투자 유도 그리고 끝으로 기업의 투자에 의한 실업률의 증가 억제하는 것이다.
독일연방교통계획 1992 (BVWP '92)의 주요 내용은 통일후 처음 수립된 연방단위의 교
통․물류인프라 통합계획을 제공하고, 동독지역을 포함한 통일독일의 교통망확충의 뚜렷
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교통․물류인프라 투자정책 목적을 첫째는 구서독지역의 기존 교
통망계획을 완성시켜 일정 수준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전국토의 교통망에 적합한 구동독
지역의 교통시설을 신속히 개선하여 구서독의 시설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과 둘째는 구동
독지역의 교통시설 건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진행과정을 단축시켜서
신속한 시설수준개선으로 정의하였다.
연방교통계획의 예산 배분을 샆펴보면 1993년 6월 30일 최종적으로 의회의 인준을 받은
BVWP '92의 예산계획에서 교통․물류인프라 구축 방향 제시하였는데 BVWP '92에 따른
1991-2012년 사이의 최종 투자액수는 4,535억 마르크 (239조원)에 달하였고, 신규 건설에
총투자액의 53.5%에 해당하는 2,426억 마르크 (133조원)를 투자하고 시설 개수 및 유지관
리에 나머지 46.5%인 2,109억 마르크 (116조원)를 투자하였다.
교통수단별 배분을 살펴보면 도로부문에 38.9%, 철도부문에 39.7%, 해운부문에 5.6%, 기
타 지자체 지원 등에 15.8%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8 -

표 3-4 1991-2012년간의 교통부문 투자규모
부 문
금 액 [억마르크]
비 중 [%]
1. 철도
2,136
39.7
2. 도로
2,096
38.9
3. 해운
303
5.6
소 계
4,535
84.2
4. 지자체의 재정지원
826
15.3
5. 기타
27
0.5
총 계
5,388
100.0
자료 : 독일교통부, “독일연방교통계획 ’92”, 1993.
BVWP '92에서 나타난 통일에 따른 교통․물류인프라 확충의 가장 중요한 기본전략은
지금까지의 도로위주의 투자에서 철도와 해운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특히 철도와 해운
부문에 총투자액의 53.8%를 투자하고, 처음으로 철도의 투자비율이 도로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장거리 교통수단인 철도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유럽의 교통중심지
로서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북아 교통중심지를 희망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막대한 투자계획에서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 사항은 구동독지역의 투자로 인하
여 구서독지역에 세금부담 및 서독지역에 대한 투자감소와 같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서독지역에 대한 총투자수준은 현상유지를 하여 총기간 중 도로부문에서 약 5%
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였다. 10년간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1991～2012 기간의 총 투자액은
4,535억 마르크 (2,320 유로)로 1991～2001년간 BVWP ‘92 계획기간의 전반기 투자실적은
약 2,020억 마르크 (약 1,030억 유로) 수준으로 계획투자규모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통독 교통프로젝트
지금까지 제시한 법적, 제도적 지원하에 통일이후 동서독간의 대규모 교통망 건설계획으
로 1991년에 17개의 교통망 건설 프로젝트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각 프로젝트의 노
선 길이, 폭, 차선, 소요비용, 교통수요전망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프로젝트 및 투자규
모를 살펴보면 본 계획에서 제시된 철도부문의 9개, 도로부문의 7개 그리고 수운부문에 1
개 프로젝트등 총 17개 프로젝트로 총투자액은 약 570억 마르크 (약 31.3조원)에 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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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문에 300억 마르크 (52.6%), 도로부문에 230억 마르크 (40.4%), 해운부문에 40억 마
르크 ( 7.0%)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570억 마르크중 21%인 120억 마르크는 구
서독지역에 그리고 79%인 450억 마르크는 구동독지역에 투자하였는데 참고적으로 독일의
통일비용추정치 중 교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4.45%로 환경정화시설에 대한 투자
22.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부문을 차지하였다.
표 3-5 동서독 연결 프로젝트의 특성
길이 확장/신설 소요비용
구분
노 선 명
차선/폭 (km)
(백만DM)
1. 뤼백/하게노프란드-로스톡-스트랄순트 - 262 시설개선
836
2. 함부르크-베를린
복선화 270 확 장
4,612
철 3. 윌짼-잘쯔베델-스텐달
복선화 103 확장/신설 1,345
4. 하노버-스텐달-베를린
- 247 확 장
5,345
5. 헬름슈테트-막데부르크-베를린
- 163 시설개선
2,115
6. 아이헨베르크-할레
복선화 170 확 장
383
도 7. 베브라-에어푸르트
복선화 103 확장/신설 1,836
8. 뉘른베르크-에어푸르트-할레-베를린 복선화 514 확장/신설 15,515
9. 라이프찌히-드레스덴
- 115 확장/신설 2,675
고 10. 뤼벡-스테틴(폴랜드국경, 국도) 2차선 286 신 설
3,928
속 11. 하노버-베를린-베를리너링
6 322 확 장
4,271
도 12. 베를린-뉘른베르크
6 373 확 장
5,256
로 13. 괴팅겐-할레(국도)
4 192 신 설
2,127
· 14. 할레-막데부르크
4
94 신 설
988
국 15. 카쎌-아이제나하-괴어리츠
6-4 435 확장/신설 6,740
도 16.에어푸르트-쉬바인푸르트-리히텐펠스 2 207 신 설
2,359
주운 17. 하노버-베를린
- 280 시설개선
4,000
자료 : 독일교통성, Verkehrsprojekt Deutsche Einheit , 1993

- 220 -

그러나, 통일이후 10년이 지난 1997년을 기준으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256억 마르
크가 투자되어 계획의 36.6%가 실행되었다. 수단별로는 철도에 170억 마르크로서 계획의
56.7%가 투자되어 1,150km 철도가 현대화되는 등 가장 빠른 사업수행실적을 볼 수 있다.
도로에는 80억 마르크가 투자되어 계획의 34.8%의 진척을 보이는데, 이 기간동안 70km의
고속도로 신설, 370km의 보수 그리고 현재 480km의 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다. 반면, 해
운은 5억 마르크가 투자되어 계획의 12.5%가 진척되는 등 다른 수단에 비해 늦은 편이다.
그림 3-3 통독 교통프로젝트

독일연방교통계획 2003인 BVWP 2003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Mobility
Futureprogram(2002)“에서 제시한 향후 10년간의 주요 중점투자분야의 완성에 있다.
- 교통애로구간의 제거
- 300여개 우회도로 건설을 통한 도시의 교통부담 감소와 생활의 질 제고
- 배후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항만입지 강화
- 동독지역 교통인프라 강화
- 기존 교통망투자의 제고
- 첨단교통기술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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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지역 재건, 서독지역 완성 (Aufbau Ost und Ausbau West)"을 통한 통합교통체계
의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친화적 이동성 보장, 고용창출과 보장을 위한 독일의 경제중
심지 강화, 지속가능한 공간 및 도시구조의 지원,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공정하고 비교 가
능한 경쟁체제 조성, 교통이용자과 국민들의 교통안전성 개선, 자연, 경관 재생불가능한 자
원의 훼손 및 손실 최소화, 소음, 배기가스 그리고 온실가스 (특히 CO2) 등 오염 감소, 유럽
통합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 전략으로는 독일의 불균형 해소 동서 격차 해소 및 유럽통합의 지원하기 위해
BVWP '92가 동독지역 인프라 확충에 우선을 둔 반면에 이번 BVWP 2003에서는 “동독지
역 재건, 서독지역 완성 ("Aufbau Ost und Ausbau West")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계획 수
립하였다. 간선도로망 구축을 통해 입지 및 매력도 측면에서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특히 동-서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유럽의 공간적 통합의 지
원을 위해 통독이후 동서연결 교통로 확충이 BVWP '92의 최대의 목표였으며, 이후
BVWP 2003에서는 유럽교통망과의 연결과 복합수송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교통망 완성에
교통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었다. 경제 및 상업관계의 발전을 위해 EU내에서 효율적인 교
통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경을 초월한 유럽교통망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TEN-V지침에 따라 2010년까지 유럽의 중요한 국제교통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BVWP 2003은 TEN-V지침과 연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프
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덴마크와 협의에 의해 공동프로젝트 추진
- 스위스 : Karlsruhe-Basel, 뮌헨-로젠하임-키퍼스펠덴 등
- 스칸디나비아 : B207, BAB A1, 철도 함부르크-뤼벡, 노이뮌스터-바드올데스로에
철도연결 등)
- 유럽의 동구확장(East-Extension) 계획과 관련한 프로젝트
고용창출과 보장을 위한 독일의 경제중심기능 강화하였는데 도로투자정책에서도 신설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 고용창출정책에서 훨씬 효과적인 유지관리부문에 대한 투자 우선
정책 시행하였다. 물류 및 항만배후 그리고 유럽 내 독일의 항공거점 기능 확보를 위한 교
통정책을 수행하였다. 또한 첨단교통기술의 촉진 및 지원는데 자기부상열차, 기타 소음, 배
기가스 등 환경오염저감기술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시행하였고 교통산업과 연계하여
텔레메틱스 등 첨단사업과 연계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통합교통체계를 위한 교통수단간 연계를 위해 도로는 여전히 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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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화물의 중심교통수단이 되고 있으나, 단일 수단으로는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하지 않았다. "Mobility Future"에서는 도로, 철도, 해운 그리고 항공이 상호연계된 교
통체계아래에서 첨단화되어 함께 작용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항만, 공항, 물류센터 그리
고 집배송․환적센터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연계복합수송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수송수단간 효율적 연계를 위해 특히 화물의 경우
복합수송(KV)을 위한 도로-철도, 해운-도로 그리고 Tri-modal (도로-철도-해운)용 집배
송․환적시설 건설에 연방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연계복합수송에 대한 세
제 및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였다.
독일공항입지 강화를 위해 항만의 항공수요 처리능력을 감안한 필수적인 공항개발계획
과 함께 공항과 연계되는 도로, 철도네트워크와의 연계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 표명하였는
데 18개의 국제공항과 25개의 지역공항을 운영하였다. 연안항만의 건설 및 항만 입지 강화
를 위해 해운, 철도, 화물차의 연계수송을 위해 결절점에 해운항만을 설치하고 특히 이들
항만주변 환적․보관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투자 및 지원 확대하였다. 항만입지강화를 위
해 항만배후연계교통망 확충 강조하였는데 2001년 11월 제2차 국가해운컨퍼런스에서 주요
항만배후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제안되었다.
또한 교통체계상 애로구간의 집중적인 해소하였다. “Anti-Congestion-Program"을 통해
고속도로, 철도, 주운구간 중 체증이 심각한 구간에 대해 체증해소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
들 프로젝트는 BVWP 2003의 VB (긴급프로젝트)에 포함되어졌다. 그러나 급증하는 교통
수요 (여객 및 화물)를 도로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결국 철도와 해운 부분에
서 특히 화물수요의 가능한 많은 비율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였다.
교통․물류 통합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결절점을 선정하였다. [그림 2-4]에서 제시된 결
절점에 해운 및 주운, 공항 그리고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도로와 철도, 주운, 항공로 등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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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주요 거점지역 및 거점 (결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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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2015년 완공예정인 연방철도망 계획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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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우선순위별 철도계획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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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독일 연방주운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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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배분 계획을 살펴보면 2001～2015년간 철도, 도로, 해운에 대한 총 투자규모는 약
1,5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에 830억€가 투자될 예정이
며, 이는 BVWP '92의 46%에서 56%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신규 건설에는 총 660억€가
투자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서독지역과 구동독지역간의 투자비율은 65:35로 BVWP
'92의 61:39에 비해 구서독지역에 대한 투자비율이 약간 상승하였다.
수단별 예산 배분을 살펴보면 BVWP 2003에서는 도로부분에 대한 투자가 52.1%로
BVWP '92과 비교하여 철도의 42.9%보다 높게 계획되어 있다. BVWP '92의 10년간 실제
투자금액 역시 도로부분에 대한 투자비율이 계획과 달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규 투자에
있어서는 도로에 대한 투자비율이 60.1%로 철도 38.5%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도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계획이 구상되어 있다. 도로에 대한 신규 투자는 3,980억 유로에 달하
며, 총 예산의 5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철도는 신규 투자가 2,550억 유로이
며, 총예산의 39.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
총
예산
신규
건설
예산

표 3-6 BVWP 2003에 제시된 2001-2015년간의 교통부문 투자규모
BVWP 2003 (2001~2015)
BVWP '92 (1991~2000)
문
금액
비 중 (%) 금액(억€)1) 비 중 (%)
(억€)
철 도2)
639
42.9
362
42.3
도 로3)
7754)
52.1
441
51.6
해운
75
5.0
52
6.1
계
1,489
100.0
855
100.0
철 도
255
38.5
1975)
42.3
도 로
3983)
60.1
229
51.6
해 운
9
1.4
31
6.1
계
662
100.0
457
100.0

주 : 1) 실제 투자금액 (기준 : 각년도)
2) 가격기준 1999
3) 가격기준 2001
4) 민간사전투자연방간선도로프로젝트에 대한 연방분담금 20억€포함
5) 1991~1993년을 1994년 수준으로 설정
자료 : 독일교통성, Bundesverkehrswegeplan 2003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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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서독 물류 표준 및 운영 통합 과정
통과협정 이후 각종 조치
통과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정의 대상은 도로, 철도, 수로 등을 통
한 교환교통과 통과교통을 포괄하고 있으며, 항공은 특수한 법률관계로 배제되었으나, 향
후 회담을 재개할 것을 의정서에 밝혀두었다. 본 협정의 기본 원칙은 첫째, 국제관행에 입
각한 상호주의 및 배척금지의 원칙하에 동서독 교통이 상호 영토를 통해 최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장되고 용이해지도록 노력하고, 둘째, 교통사고나 해난시 상호구조, 교통장
애시 상호정보 교환을 의무화하였고, 셋째, 기존 국경통과소의 변경은 양국간 교통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며, 넷째, 내륙선박교통, 해상교통, 연해항행은 허가를 조건으로 하였다.
기타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외에도 수단별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철도교통에 대해서는 열차시간, 열차구성, 차체구성이 협정에 포함되어있고, 특히 국
제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양국에서 공통으로 통용되는 요금, 송장 및 귀환용 승차권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내륙선박교통은 45년에 체결된 특수허가제도가 폐지되었고, 엘베강을 통해 내륙선박통
행이 분명하게 보장되었다. 그 외에도 차량교통사고 처리, 차량세 면제, 도로사용료 문제
등이 언급되었는데 차량교통사고 처리문제는 서독의 자동차보험업협회와 동독의 국립보
험기관간에 체결된 합의를 통해 차량책임보험을 통한 손해배상금의 개별적 이전이 불필요
하게 되었다.
통일 이전 각종 조치
양국 차량에 대한 세금 부과는 1979년 10월에 이루어진 서독의 차량세법 개정을 통해
동독차량에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로 인해 양국간의 차량세 면제협정을 위한 회
담이 시작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동독트럭과 버스운영에 대한 세금면제와 동독은 서독의
트럭과 버스에 대한 도로사용료 징수 철폐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서독의 승용차는 제
외되었으며, 그 원인은 양측 통행 승용차의 절대적인 차이로 인해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
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서독 승용차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었는데, 여기
에서 제시된 방법은 일괄지불 형태였다. 이 협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방문자들이 도로
사용료로 10마르크를 지불하였으나, 더 이상 개별적인 사용료 지불은 필요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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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은 1979년 10월에 이루어졌는데, 80년부터 통일이 이루어진 89년까지 10년간 서독
정부는 동독정부에 연간 5,000만 마르크를 지불하였으며, 이 협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서독인의 동독여행제한과 동독의 외환확보를 위해 최소의무환전제도로서, 초기 1일1인
당 5마르크에서 1980년에는 25마르크로 증액되었다. 사망사고시 사체나 유골의 반․출입
의 경우 상호방문도중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체나 유골의 반입․반출은 원칙적으로
운구차, 철도, 선박 등 교통수단에 무관하게 이루어졌는데 특히 유골은 우편으로 송부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양국이 공히 국경지역까지만 운송을 하고 최종목적지까지는 해당국가
에서 운송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제반사항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협정
당사국간에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화물운송료 보상의 경우 국경지역 소개 기업이 원자재 반입이나 생산제품 발송에 있어
화물운송비가 현저하게 많이 발생할 경우 서독정부는 이에 대해 부분적인 보상혜택 부여
하였는데 보상대상은 기존 동독지역으로부터 반입화물의 국경선으로 인해 우회경로를 이
용하는 물품으로 철도, 수로, 도로 운송 제품이 포함된 반면 국경선이 생긴 이후 새로이
생산되는 제품과 쓰레기 폐기물이나 부산물은 제외되었다. 보상기준은 화물운송료가 기업
당 2,000마르크 이상, 전년도 매출액의 0.4% 이상, 보상액은 기업단 연 4,000마르크 이하로
결정되었다.
화물의 반․출입에 관한 협정으로 피점령지역간 교역법령이 있는데 이 법령이 발표 전
에는 동서독간 교역용 물품과 재산의 반입․반출은 반드시 상대국의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되어, 결국 1건의 교역에 두 개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화물의 반
입․반출에는 또 다른 협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1968년과 1969년 사이에 개정된 교역법령
에 의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신규 법령에 의해 허가면제품목이 공시되면서
신고서 제출 혹은 일부 제품은 신고서 제출까지 면제되었으나, 그 외 품목은 상기 허가제
도가 지속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출입 허가면제대상 품목은 매년 연방관보에 공시되었
다. 세부적으로는 화물별로 운송관련서류 및 기타 면제사실증명용 서류를 검사시점까지
제출해야 하며, 특히 화물운송로를 통해 운송될 경우 반출자는 운송장에 허가면제 대상임
을 명기해야 했다. 개별허가를 필요로 하는 품목의 운송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물품운송과
지불이 허용되었으며, 허가서가 분실될 경우에는 부본으로 대체가 가능하였다. 허가의 유
효기간은 통상 3개월로 한정되었으나 필요에 따라 근거가 분명하면 연장이 가능하였다. 또
한 이 개별허가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었으며, 동서독간의 물품거래는 동서독간 국경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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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지역 중 일정장소를 통한 운송으로 이루어졌다.
물품수송의 감독의 경우 동독이 관세법상 외국이 아니므로 동서독 물품거래에 대한 세
관수속절차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거래에 대한 감독은 이루어졌는데, 서독
의 경우에는 세관이, 동독의 경우에는 국경통과지역 내에서는 국경검문소와 자유항사무소
에서 실시하였다.
경유무역이란 협의로는 “물품이 한 국가에 적치되거나, 변경되거나, 가공․처리되지 않
으면서 그 국가를 통과하는 무역”이며, 광의로는 “물품이 원산지로부터 제3국에 있는 경유
무역거래인을 통해 수입국의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거래”로 규정할 수 있는데 동독과 경유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경유무역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였다. 또한 물품의 통과시에는
제3국의 상품이 서독을 통과하여 동독으로 혹은 동독의 상품이 서독을 통과하여 제3국으
로 수송될 경유 물품송장과 반입허가서는 필요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의
경우 북한을 경유하여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통과수송에 참고가 될 만한 규정으로 생각된
다.
통일 이후 각종 조치
교통망계획촉진법(Verkehrswegeplanungsbeschleunigungsgesetz)은 동독지역 교통․
물류인프라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마련되었다. 구동독지역에는 통일이전에 이미 고밀의
교통망이 형성되어있었으나, 분단 40년동안 등한시된 동서연결도로망은 절대적으로 부족
한 상태였으며, 시설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통독후 급증한 동서교통량을 소화하기에는 무
리였다. 이러한 교통상황의 악화는 도로교통사고증가, 기업체의 입주거부등과 그에 따른
직장수의 증가 실패등 여러 부작용으로 나타났으며, 동독지역에서의 신속한 교통망확충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은 구서독지역에서 약 20년씩 걸리던 교통계획기간을 단축
시켜, 구동독에서의 도로 및 철도 계획․시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철도계획은
1999년 말, 도로 및 타계획은 1995년말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
서는 안될 사항중의 하나는 이러한 촌각을 다투는 계획의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환경과 자
연보호가 타요소보다 특히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이 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것은 선형결
정등에 있어서 기존의 시민참여과정 특히 공고, 공청회등의 과정을 생략하였으며, 그 외
내용상의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공고나 공청회같은 공개과정이 생략된 반면, 계획 프로세
스중 시민참여는 전적으로 보장되어, 모든 해당 시민은 선형계획에 대해 자신의 이견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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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한 각종 자료는 언제든지 제공되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자료 중 선형결정과정중에 조사되었던 주요 대안들과 선형결정의 이유 등이
함께 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선결정에 있어서 교통성 장관의 권한을 강화
하여 계획확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 법의 시행기관인 연방행정법원의 심판을 단심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촉진법은 또한 토지수용에 앞서 이전의 소유권 문제가 발
생할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계획의 긴급성으로 인해 개개인의 이익은 유보되어야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투자조치법은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한 법으로, 이 법에 의해 “통독
교통프로젝트”의 사업비가 즉시 인준되었다.
교통․물류부문에서 신탁청(Treuhandanstalt)의 역할을 살펴보면 통일이후 독일정부는
구동독 정부의 관리하에 있던 국가소유 재산을 개인 혹은 사영업체에 계약 불하하는 작업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을 설치 운영하였다. 이들은 특히 구동독지역의 교통시설정비 및
교통운수업체의 민영화 업무를 주관하여 추진하였으며, 기본목표는 빠른 기간내에 동독지
역 주민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주요 업무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자
치단체의 주관아래 지방교통시설을 정비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영운
수업자들에게 차량등 운수시설을 불하하고 부실한 운영을 최대로 방지하였다. 또한, 사업
운수업체들이 시장경제체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침을
준비하고 상담을 제공하였다.
각종 적용 기준 및 표준화 방안으로 통일 후 서독기준 (DIN)을 기초로 단일화 노력을
시도하였다. 통일 후 동독관리 및 기관들은 서독으로부터 수많은 안내서, 조언, 설명서, 지
침 등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흡수통일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기존 동독지역의 법은 대부분
폐지되었고, 일부는 한시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철도의 경우, 기존 동독의
제국철도(RB)는 통일과 함께 연방철도 (DB)에 귀속되어 통합 운영되었다. 필요시 새로운
지침 및 기준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기존 동독지역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
해 “도로시설 개보수 기준” 등을 새롭게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교통․물류 조직의 통합 방안으로 1990년 10월 구동독 교통부 건물에 지국 설립하였다.
중앙집권에서 연방주의로 전환 등 구동독 공무원의 혼란의 시기로 교통발전 전략, 전 독일
교통로 계획의 초기 사업 그리고 통일된 전체 독일 법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인 틀의 조정
등 업무 수행하였다.
또한 파트너지방정부 제도 도입 및 활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구 동독지역인 작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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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독지역의 바이에른 및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간의 확고한 협력관계 수립하였다. 파트
너 정부로부터 공무원 파견 및 역으로 파트너 정부로 파견 근무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계
층간의 공조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인력위원회가 구성되어 내부적인 인원감축이 이루어졌
으며, 새로운 인사위원회가 참여하게 되었다.
독일 화물교통 및 물류종합계획 (Master Plan for Good Transport & Logistics : 2008.7)
의 기본 방향으로 연방정부는 장래 화물교통의 방향을 위한 전략적 개념과 확고한 대처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장래교통수요예측은 화물교통의 급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효율
적인 교통체계는 현대 산업체, 회사 그리고 성공적인 경제적 입지를 위해 무시할 수 없는
전제조건으로 실제 많은 연구들은 200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약 70%의 화물수송실적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곧 환경 및 기후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 교통은 오늘날 이미 CO2-오염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유의 약 70%를 소비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종합계획은 35개의 각종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6가지 목표를 가지
고 있다.
- 교통망을 최대로 이용하자 (교통의 효율성 증진)
․종합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 즉기존의 교통시설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교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임
- 교통체증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집중적으로 제시되었음
․이를 위해 건설현장관리가 최적화되었고, 교통운영관리시스템이 확충되었으며, 고
속도로상의 필수적인 화물차 주차장이 신속하게 확충되었음
- 교통 최소화 (이동성 확보)
․예를 들어 환승교통의 최적화를 통해 교통체인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임
․이를 위해 유럽 네트워크 혹은 단거리 수상교통의 투입 등이 이루어졌음
․도시공간의 보다 나은 물류를 위한 각종 조치들이 도시물류의 효율적 관리와 대도
시권의 생활의 질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철도 및 주운으로 수송분담 전환
․철도, 주운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이 화물수송에 강력하게 투입되어야 함
․이를 위해 복합수송에 대한 재정지원이 증가되었는데, 연간 62.5백만에서 115백만
유로로 증가하였음
․또 다른 지원프로그램이 복합물류에서 창조적 물류처리기술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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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축과 결절점의 강화
․효율성 증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교통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통축과 결절점이 건설되어야 함
․이는 철도에서의 노선의 상충을 줄임으로서 여객과 화물교통의 분리를 의미, 즉
도로와 철도에서의 병목을 제거하는 것임
․이를 위해 교통투자의 강화가 필수적이이며, 연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압도적
인 예산증가를 반영하고 있음
- 환경 및 기후친화적이며 조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친화적인 수송수단으로 교통분담을 강화함으로써 소음, 대기오염 그리고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경 및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임
․추가적으로 거리와 시간에 따른 통행료의 차별적용을 위한 개념도 연구중임
․이러한 개념은 교통이 집중하는 구간에 특정시간대에 통행료를 높이고, 다른 시간
대에는 통행료를 낮추는 개념임
- 운송산업에서 양호한 노동조건과 양호한 근로자 양성
․운송산업에서 작업 및 교육조건이 개선되어야 함
․이를 위해 화물교통과 물류분야에서 신규교육 및 보습교육참여 그리고 규칙적인
노동조건의 모니터링이 포함됨

5. 동․서독 철도 통합13)
(1) 분단기간 동안의 동∙서독의 철도교류현황

독일에서 최초의 철도가 부설된 것은 1835년 뉘른베르그와 휘어트간 개통이후1910년 경
61,000km까지 확충되었다. 그러나 1875년과 1885년 사이 대부분 사설 철도회사가 경제위
기에 처하게 되자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였고 1920년 4월1일 지방 자치단체 소유의 철도
를 철도청으로 동합하여 당시 독일 제국의 제국교통부 산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루
어진 국유철도의 통합은 사설철도와 지자체 등 다양한 운영주체에 의한 상이한 철도시스
템을 기술적, 제도적 차원에서 통일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독
13) 최연혜, 「EU의 철도정책과 동서독 철도 통합」 의 일부를 참고․인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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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에 따라 철도사업도 분리되고 기술적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기본적인 관점에서 궤도
폭, 차량 표준 등이 호환성을 유지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도로 교통은 철도나 내륙해운에 경쟁상대가 되지 못했으며 1차 세
계대전 이전에도 당시 독일제국철도는 연간 약 1억62백만RM(라이히스마르크)정도를 프
로이센 정부에 전입하는 등 충분한 수입을 벌어들여 국가개정원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2차 세계대전 종식된 독일은 2개의 교통지역으로 양분되면서, 독일제국철도는 서독에서
는 연방철도청(Deutsche Bundesbahn: DB)으로, 동독에서는 구영기업인 독일제국철도
(Deutsche Reichsbahn : DR)로 분리되었다.
1944년 9월12일 런던협정에서 동∙서독 통행에 관한 교통∙통신의 공동정책을 수립하였
으나 소련군의 베를린 봉쇄로 동∙서독간 교통은 완전 두절되었다가 뉴욕의 협정체결로
해제되었다. 그러나 1952년 동독은 도로통과소총 12개중 8개를 철폐하는 등 공∙서독간 교
통교류의 장애는 지속되어Trhm 1958년 베를린 최후 통첩 및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로
사실상 개인교통 및 베를린 교통이 단절되었다.
1972년 10월 국경지역에 관한 통행협정과 (서)베를린 통행 교통에 관한 통행협정과 (서)
베를린 통행협정과 (서)베를린 통행교통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
통부문에서 여러 가지 완화 조치들과 개선이 이루어지기 하였으나 실제적인 교류는 구동
독의 억압 조치와 동구권 중심 경제 관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동∙서독 교통 교류의 현황을 살펴보면 약 1,400km에 이르는 동∙서독 국경을 따라 국
경통과를 위한 10개의 연결도로와 7개 연결 철도가 설치되어있었다. 그리고 동서 베를린
간에도 8개의 연결지점이 정해져 있었으며 서독과 베를린을 연결하는 도로 보수를 위해
서독 연방정부는 동독 측에 약 24억 마르크를 무상 제공하는 등 서독정부는 교통인프라의
연결을 동∙서독간 긴장 완화를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였으며 통일 직전인 1988년 약 2천
600만 명의 여행자들이 서베를린을 왕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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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이전 동∙서독 철도정책14)

독일제국에는 약 40여개의 철도노선이 있었으나 1943년 제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동∙
서가 분단되면서 이후에는 국경통과로가 직접 연결되지 못하여 국경 통행에 어려움이 많
았다. 그러던 것이 1945년 5월11일 서독의 독일연방철도와 동독의 독일 제국철도간에 헤름
스테트 협정(Das Helmstedter Abkommen)을 체결함으로써 동∙서독간 철도 통행의 재개
를 합의 하였다. 이어 1945년 9월 10일 「연합국 공동 관리 위원회(Allied Control Counci
l)」의 결정에 따라 4대 전승국은 서베를린에 대한 생필품 및 연료 공급을 위하여 서독과
서베를린 간에 하루 16량의 화물열차를 운행하였다.
동서독 간의 육로운송체계의 구축은 서독과 서베를린을 잇는 자유통행로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서베를린은 서독으로부터 약 170km떨어져 있는 내륙 속의 섬과
다름없어 서독과의 연결은 절대적이었다. 1970년대 초 브란트 정부다 출범하면서 경제교
류와 인적교류를분리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1971년 9월3
일 전승 4개구간 베를린 협정 (4대국 협정)이 체결되면서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왕복교통
에 대한 세부사항은 동∙서독정부가 직접 협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71년 12월 17일 육로, 철로 및 수로를 이용한 서독-베를린 간 교통 협정인
「동∙서독 정부 간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민간인과 재화의 통과에 관한 협정
(Transstabkommen)_이 체결되고 동연 12월 20일 서베를린 시와 동정부 간에는 서베를린
주민의 동독 방문을 용이하게 하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서독과 서베를린을 왕복하는 교
통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동∙서독은 자유로운 통행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하나로 동독과 서독이 독자적
으로 1972년 5월 「양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물적 통행 전반에 관한 조약(Vertrag
zwischen der BRD und der DDDR ῡber Fragen des verkehrs)」를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일명 “교통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조약의 체결을 위해 2년여 70회 이상의 접촉을 하였다.
이 조약의 체결로 독일 문제가 모두 외부의 손에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독일인 스스로 해결
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은 1972년 12월31일 체결된 기본조약 추가
의정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교통조약은 민간인 및 물자의 월경 통행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 조약 쌍방의 관할 영역내 또는 이를 통과하는 교통은 일반적인 국제관례에 상응하여
14) 강종회 외,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의 일부를 참고․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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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와 무차별의 원칙에 입각해서 최대한으로 보장 완화되고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유럽 긴장완화에 기여하기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 하였다.
제2조에서 제 9조까지는 쌍방의 국내법의 적용에 과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동서독은 자
국의 영역을 지나는 통과통행을 위해 일정한 통행로를 지정한 경우 그 통과통행이 가능하
도록 통과출발지점을 관리하도록 하고 (제3조), 통행은 미리 준비된 국경 통과 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행을 관장하는 양국장관 간에 협의도록 하
였다. (제4조) 또한 통행자는 조약국의 권한이 있는 관청이 교부한 국경출입에 관한 행정
사증을 제시하여야 하며(제5조), 일정한 통행관련 세금과 수수료는 총액청산
(Pauschalabeltung)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서독 자체영역에서 발생한 재난과 해난시의 사고서비스,운반서비스,위생보호,
부두보조,작업장보조 등 필수적인 조치를 제공하도록 배려하였으며(제7조),도로상태, 고속
도로의 지나친 장거리 우회전구간, 중요 장거리 도로, 수로의 수심 및 수위, 수문관리자산,
선박운행금지, 하역봉쇄 및 통행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상호제공하도록 하였다. (제8조) 협
정의 운용 및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정부의 교통성 전권위임자가
이끄는 대표단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Gemischte Komission)를 두기로 하였다. 합동위원
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의견 대립은 쌍방정부가 협상경로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다.
본 조약의 철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열차교통에 있어서 정기열차 운행과 여
객용 열차배졍 및 차량배졍은 국제열차시간표 협약에 기초한 교통협정을 고려하여 상호
해결하거나 쌍방의 해당 중앙관청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열차의 구조 및 배차,
교통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을 규정하였다. 둘째, 여객과 그의 소지품 및 화물 운송에 적용
시킬 법(제11조)에대해 규정하였으며, 셋째, 조약쌍방의 두경계역 사이의 구간에 적용할
규정과 기관사 및 열차 승무원에게 적용할 슈정을 명시하였으며, 넷째, 상대방 철도관리지
역에서의 최단 선로 구간의 사용(U자형 통행원칙)과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합의 사항
을 규정하였다.
또한 평상시의 교통량을 훨씬 초과할 경우 가능한 운행 한도 내에서 추가로 증차를 협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면, 여객의 국경 통과에 대해서는 「철도 여객∙수화물 운송에 관
한 국제협정(CIV)」, 화물수송에는 「철도화물 운송에 관한 국제협정(CIM)」약정에 명문
화되어있는 「국제철도 여객 및 화물운송법」인 「베른협정」의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그 외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경구간에서의 시설유지, 수리∙개선작업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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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합의하고 있으며, 승무원의 증명서의 상호 인정, 철도행정당국 종업원의 상대지역에서
의 근무시의 제복착용을 비롯한 상대편 철도행정 당국의 업무규정 준수, 이들의 업무수행
에 필요한 소비품이나 생활용품 반입에 대해 공과금이나 수수료의 징수면제, 국경통과 지
역 철도역에서의 휴게소설치, 의료혜택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통조약의 발효와 함께 3개의 철도통과지점에 추가로 열차를 연결하기로 하였으며 여
행절차 및 통행이 신속하고 간소해졌다. 본 조약에 따라 국제관행에 입각한 상호주의 및
배척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교통사고시 상호구조ㅡ 교통 장애시 상호 정보 교환이 의무
화되었다. 또한 교통조약 제반사항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협정당사국
간에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3) 통일 이후의 철도정책

동독철도 교통체계의 실태를 살펴보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인 동독에서는 중앙정부
가 투자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인 운수 계획까지 수립했기 때문에 운송수요에 적응할 수 있
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교통서비스는 일부 개인교통을 제외하고 거의 대규모 운송
기업에 의해 제공되었으나 철도망은 비교적 조밀하게 구축되어 총연장이 14,000km에 달하
였으며 철도수송 분담률도75%이상 이었다. 동독 정부는 철도여객운임을 국고 지원 하에
매우 낮게 책정하였고, 화물운송도 법적 강제조치를 통해 철도로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도
로운송은 50km 미만의 근거리 운송이나 매우 고가 화물로 특별 허가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허용되었다.
동독제국철도는 동독에서 가장 큰 국영기업으로 직원 수가 225천명에 달하였고 지방청,
관리역, 일반역의 3단계로 조직되어있었다. 제국철도는 교통선 산하로 철도 수송 분야에
8개의 제국철도지방청과 그 산하에 23개 제국철도관리역이 있다. 동독 제국철도의 직급은
5개 그룹으로 구분되어 모두 20개의 서열로 나뉘어져 있다.
근무형태는 4명씩 한조가 되어 교대근무를 하는데 조 구성원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각
교재조의 업무성과를 상대 평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동독제국철도의
직원은 일반직원신분으로서 서독 연방 철도청 직원과는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
이다.
동독 철도망은 다른 교통망과 마찬가지로 매우 낙후된 상태에 있었고, 동∙서독간의 직
통 노선의 대부분은 유지∙보수가 되지 않았거나 현대화 되지 않았다. 동독제국철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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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 복선화 율이나 전철화율 등의 관점에서 서독 철도와 격차야 약 10~15년 이상 될 정도
로 비교할 수 없는 상태였다.
양국의 국경지역의 노선들은 특히 노후되어 복선화 율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전철화율
도 7% 수준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선로들이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어 서독 철도 열차들
이 평균 60km/h 정도로 달릴 수 있었다.
표 3-7 동서독 철도현황 비교(1989)
구분
동독
서독
간선
7,537
18,069
영업km (km)
지선
6,469
9,559
합계
14,035
27,628
전철화율
28%
40%
복선화율
30.4%
45.8%
2
철도밀도(선로km/1000km )
132km
120km
여객(인 km)
170만
140만
화물; (톤 km)
420만
200만
직원 수
254,491
267,653
※자료 : 독일통계청, 「동독통계연감 1990」,1992

1989년 11월9일 동∙서독간 국경이 개방되면서 교통망 연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중∙대만 근처에 있는 약 200개의 도로가 연결되었고 보다 체계
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1990년 1월9일 동∙서독 공동으로 「교통위원회」를 출범하여 단절
된 교통망의 연결 및 복구를 위한 긴급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으며 국경통과시 여권소지, 물
품소지증명서, 지정통과로 등 행정절차를 폐지하기로 합의 하였다.
1990년 5월3일에는 베를린 시내의 전철, 지하철을 포함하여 단절되었던 선로의 복구와
독일제국철도망의 선로보수에 관한 긴급 조치 프로그램을 동∙서독 교통장관이 합의 하였
다. 긴급조치에 대한 교통수단별 중점사업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첫째, 질적으로 열악한
독일제국철도망에 대한 대대적인 선로보수를 실시하고 비전차선구간에 대한 전철화추진,
둘째 주요 동∙서독 연결도로에 대한 재포장과 차선확충 및 갓길확장등 도로개량 작업, 셋
째 베를린으로 연결되는 내륙수로의 장애물 제거 작업, 넷째 어어푸르트,라이프찌히,드레
스덴 지역에 대한 신규 항공노선 확충 등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서독 연방정부는 1990년 중 3차례 걸쳐 추가 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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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편성하여 20억 마르크를 지원하였으며 여행교환기금에서 약10억 마르크를 추가로 배정
하였다.
1992년 7월 독일 연방 각료회의는 2010년까지의 교통부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초
석으로 「연방교통투자계획 92」를 의결하였다. 「연방 교통투자계획 92」의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신연방주의 교통 인프라의 신속한 개선은 물론이고 유럽통합의 차원에서 국제
적인 교류 및 상호 연계성을 고려함
둘째. 각 교통수단의 고유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인 복합운송체계 구축
셋째. 환경보호에 유리한 철도∙수로에 우선순위를 둠
넷째. 교통 및 정보체계의 현대화
「연방 교통투자계획 92」에서는 효율/비용의 비율이 3이상인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만‘시급성 1등급’을 인정하였다. 1등급을 인정받은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을 추산하면 2010
년까지 4,143억 마르크이며 이중 동독 지역에 대한 투자가 1/3 정도이다 독일철도에 들어
간 총 1,945억 마르크중 917억이 동독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통화동맹 체결 시점부터 1994년 까지 구동독제국철도에 연방 예산에서 약 260억 마르크
가 투자되었다. 이중 철도부문 기반시설의 확장, 신설, 부품 등에만 170억 마르크가 할당되
어 총 350km에 달하는 확장공사가 완공되었으며, 또한 약 3,200km의 알칼리성 침목교체,
9000개의 전철기 교체, 저속운행구간 1,400개 총(2,200km)fmf 600개 총 (900km)로 축소,
약 1,200km의 전철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함부르크-베를린, 하노버-베를린, 라이프치히-베를린의 경우 운
행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었다. 구 동독제국철도의 철도망을 개량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독일철도주식회사에 1994~2002년까지는 투자부조금 약330억 마르크(연간 37억 마르크)를
보장했다.
나아가 연방정부는 기술적, 운영상의 낙후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건비와 물건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2002년까지 부감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지급액은 1994년 64억 마르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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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연방철도 조직의 통합
① 통합의 필요성 대두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서독의 DB와 동독의 DR을 통합하는 문제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
되었다. 또한 양국의 철도조직을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와 숙제를 함께 안고 있었으므
로 독일 철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혁 외에 다를 대안은 없었다. 동독의 제국철도는 높은
수송 분담률을 유지하였지만 국가의 계획된 교통정책에 의해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에 그
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시설 및 기술력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시급히 요청
되고 있었으나 한편 서독연방철도청의 상황도 매우 나빠졌는데 1950년과 1990년 사이에
화물분야의 수송 분담률이 60%에서 29%로 줄었고, 여객부분은 36%에서 6% 수준으로 급
감하였다.
이렇게 급감하게 된 배경은 연방정부의 교통투자정책이 1960~1992년 사이에 4,500억 마
르크가 도로건설에 투자된 반면 선로 건설에 투자된 액수는 560억 마르크로12.6%에 불과
하였기 때문이다. 연방철도청의 적자는 1970년 139억 마르크에서 1990년 470억 마르크로
치솟았다. 연방정부는 연방 철도청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1996년도 적자폭이 800억
마르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하여 연방철도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 철도경영을 정상화하기위해서는 연방 철
도청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때마침, EU 차원에서 추진된 철
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ECC 지침91/440, EC 95/18 ALC 19 등은 독일철도청의 구조 개
혁을 가속화하는 동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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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의 과정15)
(가) 철도시장 개혁 : 1단계

1989년 독점 위원회는 독일 철도분야의 구조조정과 자유 경쟁화, 그리고 규제 완화를 추천
하였다. 1990년 규제완화 위원회보고서는 상당히 유사한 제안서를 제시하였다. 그 보고서는
기존의 규제를 억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가 운영하는 철도 독점은 기업들이 갖는 위험에
직면해있지 않았고, 적자를 연방 예산에 전가할 수 있으며, 그리고 (예를 들어 공무원과 같은
직원들, 상업적 회계 시스템의 부재와 같은) 모든 제약을 가진 교통부의 한 부분으로 조직되
어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적절한 보상 벗이 여러 사회 정책 목표를 실행해야 하는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다.
1991년 12월 연방 철도의 정부 위원회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독일 철도시
스템의 완전한 구조 개혁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독일 철도주식회사라는 이름의- 새로운 자
회사는 처음에는 연방 정부가 수유하는 것이었으나, 후에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민영화는 화
물차량과 여객차량 부서로 제한되어야 했다. 더 나아가 정부위원회는 독일국영철도와 독일
연방철도의 빚을 외부 기관에 전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390,000명의 노동력 중 상당수가 공
무원이라는 특권층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위원회는 외
부기관이 이 직원들을 포옹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제 직원들의 이전 계약은 외부기관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독일 철도주식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은 공무원 월급과 특권대신, 시장
의 조건 하에서 시장 임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운영적자인 노선에 대하여 정부위원회는 서비스 비용이 서비스를 초과하는 경우에 독일철
도주식회사다 각 주에 서비스를 명령하도록 하는 권한을 주도록 했다. 적자노선에 대한 서비
스 충당비용은 연방예산으로부터 가져오도록 했다. 연방예산에서 주(州) 예산으로의 전가는
장기간에 대해 미리 협상과 조정이 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적자노선의 운영에 대한 결정은
각 주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독일 철도주식회사에게 있어, 이는 수익이 되는 노선의 수입
으로 비수익 노선의 비용을 더 이상 충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내부 수송 경쟁력
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위원회는 독일 철도주식회사의 철도망에 대한 제3자의 비차별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이러한 3개의 위원회, 특히 연방 철로에 대한 정부의 위원회의 광범위한 개혁제안서는 독
15) 「유럽의 철도개혁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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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서 국내 문제에 대한 국내 해결안을 다룬 것이었다. 그러나 개혁제안서가 국가적인 차원
과 유럽 전체적 차원에 대한 강한 상호 의존성을 깨달아야 한다. 각 회원국의 철도분야에
대한 유럽공동체(이후 유럽 연합)의 개혁프로그램은 1991년 7월29일 공동체의 철도 개발에
대한 의회 지시문서 91/440/EEC는 철도분야에서 국내 독점을 타파하는 최초의 주요 단계,
즉 주의 영향과 운송시장으로부터 철도 인프라의 회계분리, 대중철도 업무의 운영차원에서
독립성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 지시문서는 무엇보다도 회원국들이 ‘경쟁과 건전한 재정적 운
영에 대한 필요를 이래’하는 방식으로 철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회원국들은
철도 업무에 관한 빚을 줄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철도업무는 독립적이 되어야 하
며, 독립된 예산과 회계 시스템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정 협정에서,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
있는 철도운송 운영자가 국제통합운송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그
리하여 공동체 시장은 특정 분야에서 개방되어야 한다. 지시문서 91/440에대한 관점은 유럽
공동체의 국제 화물과 여객 서비스를 위한 시장에 관한 것이었다.
1989년,1990년 그리고 1991년의 독일의 개혁 제안서는 유럽 차원에서의 개혁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제안서는 지시문서 91/440/ECC의 다소 신중한 개혁 조치 이상의 것이었다. 1993
년은 독일 철도 부분 개혁의 전환점이었다. 연방 철도의 합병과 구조조정에 관한 조항은 일
반적인 철도 조항과 더불어 1993년 12월27일에 시행되었으며, 이 조항은 독일국영철도와 독
일연방철도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다. 또한 이 조항은 철도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과
라이센스 감독, 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세운 것이었다.
연방 철도의 합병과 구조조정에 관한 조항과 일반철도 조항은 지시문서 91/440/ECC를 독
일의 법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주요 입법조항이었다. 이 두조항은 의회의 지시문서에 의해
요구되는 개혁보다 더 나아간 자유경쟁에 관한 방침이 되었다.
독일 철도 분야의 구조조정은 독일 국영철도(DB)와 독일 연방철도(DR)를 BE(연방철도자
산관리청), 즉 연방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법적 지위가 없는 독일 연방 공화국의 특별 자산
기관으로 합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DBAG(독일철도주식회사)는 9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에 의해 BEV(연방철도자산관리
청)로부터 분리되어 장거리 여객∙지역여객∙화물∙역사∙부동산 등의 본문의 5개 자회사
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에 대한 헌법적인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 기
본법 87e항 3조 하에서 독일 연방공화국에 의해 주관되는 철도업무는 민법의 상법적 실체로
조직되었으며 처음에는 전적으로 연방정부의 소유였다. 새로운 헌법 규정은 이후의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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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독일 철도 주식회사의 주식 공모에 대한 선택권을 개방하였으나,(2001/12 지시문서에 의
해 2001/91/440/ECC의 맥락에서 볼 때) ‘기반 시설관리자’(infrastructure manager)로 종사
하는 철도회사들에 대하여 연방 정부를 위한 통제 장치를 보유함으로써 그러한 실질적인 민
영화를 제한하였다.
철도망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차별적 개방 접근 가능은 어떤 제한 없이 모든 독일 철도회사
에 제공되었으며, 지시문서91/440/ECC 에따라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에게 제공되었다. 반면
기반 시설과 철도운영간의 상호 보완은 금지되었다.
새로 형성된 분야는 특정 규제(조정)기관인 연방 철도 관리국(EBA)에 그 규제 권한이 할
당되었다. 연방철도 자산은 독일국영철도와 독일연방철도, 그리고 독일 국영 철도와 연방철
도의 직원, 철도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주철도 자산 등으로 인해 누적된 670억
독일 마르크라는 거대한 빚을 떠안아야 했다. 그리하여 누적되 연방 철도 자산의 인력 풀
운영의 순수 부담은 약 580억 독일 마르크(290억유로화)로 추정되는 반면, 그 개혁은 새로
창출된 독일 철도 주식회사의 자산은 20억 독일 마르크화(10억 유로화)로 가치 하락되었으
며, 따라서 감가상각비용이 대폭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1993/4년 개혁의 한 주요한 변화는 지역여객서비스의 ‘지역화’로 이는연방정부에서 독일주
로 조직적, 그리고 재정적 책임의 이동을 가져왔다. 개개의 연방 책임은 1996년 1월1일에 종
료 되었다. 지방과 지역의 여객 운송 서비스-대중 서비스(지방과 지역 여객 운송 분야에서
충분한 서비스에 대한 보장)로 정의 도는-는 자유경쟁 시장에서 상업적인 활동으로 간주외
어야 한다. 독일 주는 연방의 주유세 수입의 일부를 받고 이것을 지방과 지역 여객운송을
제공하는 철도사업자에 분배한다.
입법자는 지방과 지역의 대중 철도 여객 운송이 구조적으로 공적 부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독일 주는 운송서비스는 독일 국영철도지역노선, 즉 독일 철도주식회사
의 자회사와 계약을 하거나 유효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철도 회사와 계약을 하도록
결론짓고 있다. 공적 계약의 결론에 대해 독일의 주들은 입찰 요청에 해한 선택권에 대해
자유재량을 가지고 있다. 독일 법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은 공개 입찰 규정을 거치지 않고
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유럽 위원회가 유럽 공동체의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다고 주장해 오고 있으나, 이는 여전히 미결정된 사례이다. 한편, 장기간의 서비스 계약이 입
찰에 대한 요청 없이 주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달 업무 법령에 대한 관련 규정은 경쟁을
위하여 시장을 개방하도록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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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도시장개혁- 2단계

1999년 6월1일 독일 철도시장개혁의 2단계가 시행되었다. 이는 독일 철도 주식회사의 5개
운영 부서 신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재 이들은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체이다. 독일철도주식
회사는 지주회사이며 현재 자회사로, DB Reise& Touristik(후에 Fernverkehr로 명명되었
음) 이 장거리 여객 차량을 책임지고, DB Station & Service 는 여객용 열차 역을 운영하며,
DB Netz는 독일 철도 주식회사의 철도망을 책임진다.
이러한 조직적 변화로 인해 철도망과 운송 운영 사이가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구분이 되었
다. 시설과 운영간의 상호 경제적 보완은 법적으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회계분리와 같은
다른 도구에 의해서 예방된다. 독일 연방 철도청의 구조 개혁 진행과정은 그림3-8과 같다.

(다) 그 이후의 개혁

2002년 6월21일 철도규제를 수정하는 두 번째 법률에 의하여 규제 당국의 권한이 강화되
었다. 연방 철도 관리국은 독일국영철도의 철도망에 대하여 제 3자의 비차별적 사용을 모니
터링 할 책임이 있다. 이는 차별의 개별적인 사례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차별적인 가격
책정을 막기 위해서 사용 가격을 책정하는 시스템을 통제 할 수 있는 EBR의 권한을 포함한
다.
철도망 사용은 이전에 공표된 일반적인 약정과 조약의 틀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DB
Netz는 독일 연방 철도 주식회사의 철도 인프라의 활용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ABN)에서 그
러한 약정과 조약을 세워왔다. 경쟁법이 사용 가격 책정의 사례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EBA는 독일 연방 기업 연합 당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국영기업으로 운영되어 온 독일 연방철도청은 1994년 1월1일 독일연방철도청과 독일 제국
철도를 통합하여 4개 사업본부로 구성된(장거리여객, 단거리여객, 화물, 선로관리)주식회사
와 1개의 특별회계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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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동서독 철도현황 비교(1989)

(라) 통합의 성과

독일이 철도구조개혁을 통해 이룬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독제국철도
를 흡수하고 노후한 동독이역의 철도시스템을 개량 혹은 신설하기 위한 통일 독일교통망프
로젝트가 추진되었다. 이는 철도부문에 투입된 대규모 투자로 가시화되었는데1994~1997~년
사이에 총 420억 마르크가 투자되었다. 이는 서방연방철도청과 동독제국철도에 대해 그 이
전의 10년 동안 투자된 액수를 합한 것보다 많은 것이다.
둘째는 여객부문과 화물부문에서 수송량이 12.9% 증가와 더불어 노동생산성, 영업수지가
개선되었다. 독일철도주식회사는 철도청의 구조 개혁으로 그 동안의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
하고 총 160억 마르크 가량의 국가 재정이 절약되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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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방 철도조직의 통합16)

통일과 함께 독일 정부는 베를린에 외청을 설치하여 구동독 교통부 청산작업을 추진했
다. 한시적으로 설치된 베를린 외청은 청장을 비롯해 인원 150명으로 구성되었다. 청장은
총괄은 하였으나 부서감독권은 갖지 않았다.
구동독의 교통부는 중앙 집권적 형태를 갖춘 방대한 조직이었다. 본부인원 1,450명 에
산하기관 인력만 해도 12,000명에 달했다. 산하기관으로는 각종 연수원, 교통박물관을 비
롯하여 폴리클리닉, 고아원, 양로원 등이 있었다. 통일과 동시에 연방교통성으로 통합하면
서 이양 가능한 업무 및 조직은 각 주정부로 이관되었다. 소규모단체(운전교습소), 전문대
학 폴리클리닉, 고아원 등은 폐지되었다.
구동독 교통부의 인력중 250명 정도를 선발 청산작업에 투입하였고 이중 60명은 서독연
방법 등에 대한 기초연수(12주) 후 연방교통부에 근무하도록 했다. 구동독 교통부 산하 인
력의 50~70%는 해당 주정부에서 흡수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통일기금에서 지원했다.

(바) 독일연방철도 관련 법제통합

통일조약 제 26조 제2항에는 독일 제국철도에 속한 재산은 조약의 발표와 동시에 연방철
도로 귀속된다고 규정되어있다. 또한 통일조약 제 28조는 경제촉진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
당 관할부처는 신연방지역의 경제성장과 체제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및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통일조약 부속문서에서는 서독 연방법 적용
에 관한 특별경과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명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 적용되지 않는 법령 : 화물수송최대량 규정 등
- 개폐되는 법령 : 해난조사법, 지방자치단체 교통재원 조달법, 이∙착률시
-별도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 연방 철도법, 철도건널목법, 도로교통법, 항공교통법,
연방 장거리 도로법, 위험물운반법 등
- 통일조약 부속문서의 동독법 중 계속 유효한 법령 : 대부분의 법은 폐지되었으나 일부
기술규정 등은 존속
그리고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지원법들이 제정되었는데 ①
신연방주와 베를린 주 교통망 계획수립을 위한 법률. ②연방장거리도로확장건설법 및 선
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서 2006-21,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2006)”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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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확장법, ③투자계획이행규정, ④1994년 고속도로 A20과 A11구간 건설에 관한 법률,⑤교
통투자계획촉진법등이 있었다.17)
또한 연방철도의 구조 개혁과 관련하여서도 신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그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5개 신규 법률과 131개 시행령을 통한 연방철도의 구조 개혁
② 연방철도 통합 및 개편에 관한 법률(철도구조개혁법 1993.12)
③ 독일철도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
-연방철도재산의 기업분야를 주식회사로 변경
④ 연방철도행정에 관한 법률
- 연반철도의 행정 분야에 관한 임무를 감사기관 겸 허가기관으로 설립예정인 연방
철도청으로 이양
⑤ 연방철도의 선로건설 및 재원조달에 관한 법률(선로확장법)
-연방정부를 통한 선로건설의 재원조달
-선로의 소유권을 독일철도주식회사로 이양
⑥ 일반철도법
-영업용 철도교통을 위한 규범 재편 및 모든 철도수송업체에 선로망 개방

(사) 독일연방철도 통합 재원조달

독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은 공공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민간참여가 소극적이
었다. 그러나 동독이후 신연방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필요한 엄청난 재원으로 인해
민자 유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통일 후 13개 민간투자 프로젝트(80억 마르크)가 추진되었는
데 민간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건설한 후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는 민간회사에 15
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채택되는가 하면 유료도로 건설에 대한 논란도 활발하다. 제도적
으로는 장거리 도로 건걸 민간투자법등에 의거 일부구간(터널, 교량)에 대해 민간회사가 투자
하여 운영이 가능하지만 화물차량은 현재 도로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중 부담이 되고 EU
차원에서도 수송비 추가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게서, p.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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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독 통합교통망 구축사례의 시사점
위의 사실들을 토대로 본 통일 전 독일(동독) 철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동독의 철도망
은 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밀도였지만, 철도망 다수 구간의 기술적인 장애요인, 특히
토목구조물의 낙후 및 단선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저속구간의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또한 통일 독일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남북 축이 발달된 반면, 동서 축이 형성되지
않아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동구권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동서 연결 철도망이 시급한
상태였다. 위의 사실들을 토대로 통일 독일 사례가 통합철도망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 물류통합의 필요성 (동서독간 소득격차 해소 및 동독지역 발전의 기초)
둘째, 통일 이후의 경제 및 지역발전 기반으로 교통 물류체계의 통합을 제시
셋째, 신속한 시설통합을 위한 각종 제도․행정 체계 구축
넷째,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함
다섯째, H/W 및 S/W의 균형적인 발전 필요 (H/W측면의 교통시설 확충뿐 아니라, S/W
측면의 각종 기준 및 운영방안의 신속한 일원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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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통합교통망 시스템 구축 사례 조사 분석
1. 이종 궤간 극복 체계(궤간가변열차)
개요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철도 복원공사가 착수되어 2007년 5월 17일에
경의선과 동해선 시험운행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 철도는 러시아 시베리아 횡
단철도 (TSR)와의 연계 운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철도 분야에 있어서는 오
랫동안 섬나라와 같이 고립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북한을 통과하여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될 수 있게 된 바 교통물류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동북아 지역의 경제 발전과 자원 개발, 그리고 이에 따른 화물 수송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철도가 높은 운송 분담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석유매장량은
전세계가 2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795억 배럴, 천연가스는 약 78년 사용 가능한 양을 보
유하고 있고 주요 광물자원의 생산량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현 정부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시베리아 진출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지난 5월 관계부
처로 구성된 극동 시베리아 개발사업 진출 지원단을 구성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제
적 효과와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첫째는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해 과도한 중동 의존
도를 낮추고 천연자원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철도·도로·항만·통신·전력연계망 등 상당한
건설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력·교통·물류망 등 북한의 참여가 전제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남·북한, 러시아와의 3각 협력체제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한반
도를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계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해외 식량자원기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러시아
연방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교통과 전력 등 인프라 분야에 223억 달러를 집중 투자하겠다는
극동지역 개발프로그램을 채택한 점을 감안하면, 체계적으로 진출할 경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철도는 오랫동안의 단절로 타 시스템과의 상호 연계 운영에 관한 준비와 연
구 개발이 매우 부족하였다. 그 중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우리철도가 러시아 철도와 궤간이
달라 직접적인 연계 수송이 될 수 없는 점은 매우 중대한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일단은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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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적이나 승객의 환승, 또는 대차 교환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종 궤간 지점을 통과할 수
있겠으나 국경역들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원활한 운송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궤간을 달리면서도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국경에서 특정 부품을
장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멈출 필요가 없는 철도차량 시스템이 필요하며, 그러한 용도
를 가지고 고안되어진 것이 궤간가변장치이다. 이것은 차륜이 어느 한 궤간으로 차축 상에
잠겨 있다가 궤간 변경 지점에서 차륜을 윤축 위로 자동으로 이동시켜 특정 궤간으로 변경
한 후 잠근다. 따라서 궤간 변경의 속도가 비교적 매우 빠르며, 궤간 변경 지점에서도 정숙
한 운행이 가능하고 위험물 수송에도 적합하다. 또한 환적과 윤축, 대차 교환 시에 필요로
하는 인프라 투자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초기 개발 비용 및 대차 개조 비용
이 소요된다. 현재 궤간가변 열차는 스페인과 프랑스 간과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운행에
서 상용화되어 검증되어 졌으며, 궤간변경은 열차 한 편성 전체에 대하여 수분 정도 소요
된다.
궤간가변열차 해외사례
비표준 궤간을 사용하거나 비표준 궤간 사용국가와 접경을 이루는 국가들로서 스페인
(1435 mm, 1668 mm 혼용), 독일(1435 mm), 일본(1067 mm, 1435 mm 혼용), 러시아(1520
mm), 폴란드(1435 mm), 프랑스(1435 mm) 등이 주행하면서 궤간을 변경하는 궤간가변 차
량을 개발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궤간가변장치와 관련해서는 과거 독일의 히틀러 등이 전쟁 물자 수송
의 용이함을 위해 개발을 시도한 바 있는 등 매우 일찍부터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
시 기술적인 한계로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60년대 스페인에서 상용화가 시작되
었다. 또한 독일은 현재까지도 모델을 변경하며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폴란드는 2000년대
초에서야 실제 운행을 시작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1994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과 일천억원 이상의 사업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실차 주행 시험을 수행 중이다.
① 스페인
처음 철도를 건설할 당시 스페인은 강대국인 프랑스의 남서쪽에 위치한 지리적인 여건
으로 인해 인접국으로부터의 침입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광궤 (1,668 mm)를 채택하였으며
계속 운영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광궤의 운영은 신선구간 및 인접 유럽 각국이 운영하는
표준궤 (1,435mm)와의 궤간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어 원활한 여객 및 화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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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스페인 국철은 궤간가변 시스템을 적극
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이베리아 반도 국철의 총연장은 스페인의 경우 11,830km, 포르투갈 2,599km이며 광궤이
다. 또한 이베리아 반도국가와 인접한 프랑스와 그 외 국가들의 궤도 폭은 1,435mm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와 주변 국가들은 궤도 폭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포르
투갈의 Portbou와 프랑스의 Cerbere 구간, 스페인의 Irun과 프랑스의 Hendaye 간의 궤도
폭 조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구간의 철도 이용 승객은 연간 130만 명에 달하며,
화물 운송량은 연간 400만 톤에 달한다. 한편 이들 인접 국가의 지역 간 철도 운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상이한 궤도 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프랑스 국경지역과 연결되는 스페인 철도의 주요 노선도.

1988년 스페인 정부는 표준 궤간을 이용한 고속철도를 건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
라 1992년 첫 고속철도인 AVE가 Madrid와 Sevilla 구간에 개통되었으나, 이들 구간의 궤
도폭이 상이한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Madrid, Cordoba, Sevilla 지역은 AVE
와 기존선이 연결됨에 따라 상이한 궤도 폭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AVE의 성공적
인 운영은 정부가 고속철도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스페인에서는 국제 화물 운송의 상호접속지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한 바 있
다. 첫째, 화차 축을 바꾸어 지역 간 운행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궤도 폭이 각기 다른 플랫
폼 간 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결합 운송(combined transport)을 수행한다. 셋째, 철도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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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을 이용한 기존 시스템을 이용한다.
한편, 여객수송의 면에서 지금까지 스페인에서는 궤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객차의 대
차교환과 ‘Talgo RD’의 궤간가변 열차 이용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1996년 5월에 이용이 중단되었다. 그 후 스페인 전역에서는 국내 및 국외 지역 간 열차 운
행을 위해 Talgo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그림 3-10 일본 철도의 표준궤 및 협궤 노선도

② 일본
일본에서 개발되고 있는 궤간가변 장치는 롤러에 의한 차량 하중 지지 방식을 채택하였
다. RTRI에 의하여 1994년부터 여객용 궤간가변 열차를 개발한 이래로 1999년 기존선에서
예비시험, 1999년 4월부터 2001년 1월까지 미국 콜로라도 Pueblo의 ‘Transportation
Technology Test Center’에서 내구성 시험, 또 일본에서 고속주행시험을 계속하였다. 2001
년 10월에 기존선에서 속도향상 시험과 곡선통과 시험을 수행하였고, 2004년 8월부터 10월
까지는 고속주행시험을 하였다. 2004년도에는 기존의 시험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시험대
차를 제작하였고 2007년 3월에 3량의 신형 시험차량을 제작하여 시험 중에 있다.
일본의 궤간가변열차 개발 사업은 2002년도 8월부터는 그 때 설립된 ‘궤간가변 기술 연구
협회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 of Gauge Changing Train)’에서 주관이 되어 진
행되고 있다. 해당 협회는 1차의 궤간가변 열차에 대한 시험을 지원하고 2차의 궤간가변 열
차를 제작하고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JR Kyushu, West Shikoku, RTRI, 열차 제작사,
부품 제작사 등이 회원이 되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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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독일
표준 궤간의 동유럽 국가와 광궤의 구 소련간의 철도운송을 추진하기 위해, 구 동독 국철
은 1940년대부터 각종 궤간 가변 윤축을 연구하여 1960년경에는 그들의 성과를 발전시킨
DBAG/RAFIL-III형 윤축을 개발하여 30수량의 화차와 일부의 여객차에 채용하여 시험운
용을 한 바있다. 그 후 DBAG/RAIL-III 모델을 한층 더 개량한 것이 DBAG/RAFIL-IV형
윤축으로 1970년경까지 개발하였다. 이 윤축은 III형에 비해서 하나의 윤축당 2.2톤에서 1.7
톤으로 대폭 경량화되고, 궤간 변환 기구의 마모 대책으로서도 6개월 간 무급유로 주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독일 철도 화물회사에서는 전술한 DBAG/RAFIL-IV 형 윤축을
개량한 V형 궤간 가변 윤축을 4량의 화차와 영업열차에 장착하여 약 1000 km마다 궤간 변
환을 행하면서 시험을 하고 있다. 이 V형 궤간가변 윤축은 독일철도 민덴 연구소와
Radsazfabrik Ilsenburg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다. 지상의 궤간 변환장치의 길이는, 표
준궤간 및 광궤 1520 mm 용은 16 m, 표준궤간 및 광궤 1668 mm 용은 28 m로 하고 있다.
이 V 형 궤간가변 윤축은 스페인, 핀란드, 폴란드 등에서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④ 폴란드
폴란드에서는 화차, 객차, 동력차량용 모듈형 궤간가변 윤축 SUW2000을 개발하였다. 운
행속도는 100-200 km/h, 궤간 변경 속도 최대 30km/h이며, 변환 시 차량 하중 지지 없는
방식이다. SUW2000 궤간가변 시스템을 2000년부터 여객 및 화물용 대차로서 영업운행에
적용하였다. 여객열차는 Warszawa와 Lithuania의 Vilnius 사이를 운행하고 있고, 화물열차
는 Szezecinek고 Mielec에서 Lithuania의 Ruda로 운행하는 노선에 이용하고 있다. 화물열
차는 25톤의 축중, 120 km/h의 운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2003년 5월과 2003년 8월에는
각각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및 러시아 간에 궤간가변 여객열차를 운행하도록 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로서 Warszawa, Minsk와 모스크바 간의 운행시간을 19시간 30분에서 14시간 35
분으로 단축하고 더 나아가 12시간 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궤간가변열차 활용도 및 기대효과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증대하고 위상을 높이며, 특히 동북아 물류 중심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동북아 물류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대륙철도 통합 연계 기술의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대
륙 철도 연계 화물 수송 시스템에서 국경 통과 시 서로 상이한 궤간의 인터페이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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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궤간 변경 지점에서 화물
수송 서비스의 형태는 화물 유형별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방법이 궤간 변경지점에서 화물의 환적 혹은 차량 교환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수송 서비스
형태는 운영에 많은 비용이 발생되며, 서비스 제공 시간이 크고, 궤간 변경 지점에서 대단위
창고 및 환적 시설을 갖춘 기반 시설을 요구한다. 또한 화물 수송 시간의 연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철도 수송의 장점을 희석시킬 수 있으며, 위험물 수송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
게 된다.
종래에 이용되던 궤간 극복방안보다 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방법은 자동 스라이딩 윤
축을 갖고 있는 궤간가변 대차이다. 궤간가변 대차는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궤간 변경 지점
에서 대차 교환이나 환적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직결 운행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국내에서도 2008년 궤간가변 대차를 개발하여 시험 중에 있으며, 구조적 측면에서 기존
해외 궤간가변 대차에 비하여 부품을 수를 최소화하고 경량화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 측면
에서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대륙철도 연계 수송 시스템에서 궤간 극복을 위한 의사 결정은 궤간 변경 을 위한
수송 시스템의 초기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수송 서비스 신뢰성과 효율성, 안전성 및 경제성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며, 수송 시스템의 전체 수명주기 동안에 발생되는 소유 및 운영비용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LCC 분석은 수송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 평가에 이용할 수 있으
며, 기존의 경제성 평가 방법과는 달리 LCC 효율성 분석은 수송 시스템의 신뢰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궤간 변경 지점에서의 수송 서비스 방법 중에서 대차 교환과 자기조정 윤축의 궤
간가변대차 수송 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의 비교 분
석은 LCC 분석에 기초한 의사결정 모델에 의존한다.
LCC 분석은 대륙 철도 연계를 위한 여러 가지 노선 중에서 노선 I ( 산-서울-원산-나진
-두만강-핫산-하바로프스크-치타-울란우데)과 노선 II(부산-서울-원산-나진-두만강-핫
산-그로데코보-수분하-만주리-자바이칼리스크-치타-울란우데)에에 대하여 (위험물 수송
과 컨테이너 특송 화물에 대하여 수송 시나리오 I(대차교환 방식)과 수송 시나리오 II(궤간
가변대차 시스템의 적용)에 대한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송 시나리오 II 즉, 궤간가변대차가 수송 시나리오 I의 대차교환방식에 비하여 경제
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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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경역의 수송체계
국경역 개념
국경역이란 국경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철도역으로써 철도운송을 위한 기관 외에 세관,
통행 검사, 위생방역, 동식물 검역 기관 등이 같이 있는 곳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경역은
현재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에 따라 도라산역과 제진역이 있다. 도라산역에는 통일
부 및 국토해양부를 포함하여 8개 기관이 관련되어 남북출입경을 관리하고 있다.
그림 3-11 국경역 도라산역

국경역 기능
국경역의 기능은 순수하게 열차운행과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기능과 국경통과를 위한
기능 그리고 국경수비를 위한 기능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특히 CIQ에 대해서 살펴보면 CIQ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과 관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세관 (Customs), 모든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를 규정하는 출입국 관리 (Immigration), 국내 및 국외로의 전염을 방
지하기 위하여 입출국시 수송수단, 승객 및 승무원 또는 화물에 대한 검역절차와 예방조치
를 관리하는 검역 (Quarantine)의 약칭으로 당해지역에서의 인적자원 및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 등에 대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대 수속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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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CIQ 세부기능
구 분
세 부 기 능
-수출입
물품의
효율적부과,
통관관리
∙관세
및
내국세의
징수를 통한 국가재정 수입 확보
∙관세환급에
의한
수출지원
세관
∙마약,
총기류,
밀수및등지적
부정재산권
수출입의보호를
단속을통한통한소비자
사회안전보호
∙원산지
표시
확인
보호
(Customs) -남북교역물품
통관규정에
의한
반입
및
반출
∙반출입
물품의 신고수리,
장치, 반출입
신고,
원산지
증명,
반입교부,
심사,관세
반출입
물품
검사,
반출입
재세
납부,
반출
신고필증
등
환급
-내외국인의
출입국내외국인의
관리 출입국 심사, 외국인 체류 관리 및 보
∙입국사증
발급,
난 민인정, 강제 퇴거 등
출입국 관리 호,-남북한
왕래에
관한 출입
심사
∙통일부
발급
(북한
방문
재외국민
등의
(Immigration) 신분증 명, 재발급, 방문기간증명서,
연장, 남한방문
북한 방문증명서,
신고, 북한
방문 결과
보고,
북한 주민접촉수송장비운행
신고, 북한 승인)
주민 접촉
협력 사업자승인,
문서에격롸의한보고,출입출입심사신고,
-반출입 되는 물품(수산물, 식물, 축산물, 식품 등)의 검역
: 외관,
서류의색깔,적합여부
검토활력도, 선도, 풍미, 건조 및 유소,
검역 제∙서류심사
∙관능검사
:
선별,
이물,
정도
(Quarantine) 사∙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 중금속, 항생물질, 방사능, 병해충, 역학검
등
∙신고필증 발급
그림 3-12 CIQ 기능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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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통과시 국가간 조정 사항
열차가 국경통과시 관련 국가간 조정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열차의 국경
통과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전 또는 사후에 협의하여야 한다.
-열차착발 취급을 어느 편에서 수행할 것인가
-열차도착 기록부에 어떤 정보를 명시할 것인가
-화차 또는 컨테이너의 손상시 어떤 서류를 기록할 것인가
-화차 또는 컨테이너 유치거부의 기준은 무엇인가
-문제 발생시 누가, 어떤 조건하에서 화물통지등록서를 재발행할 것인가
-열차의 역 통과 및 화차∙컨테이너의 지연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고 어디에서
전달할 것인가
-국경역에서 차량의 궤간변경 방식은 무엇인가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열차가 국경을 통과하는데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관련 당사국간에 조정되어야 한다.
국경통과 프로세스
열차가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
는 국경수비를 담당하는 기관에 의한 일반적인 국경통과 절차, 통관 절차, 열차 운행과 관
련된 절차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국경통과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남측에서 북측으로 운송될 경우 절차
반출승인신청서(화주-> 통일부) : 반출승인(통일부)
반출신고(화주->세관) : 반출신고 수리(필요시 검사, 세관)
화물운송장 제출(화주->철도역) : 화물운송통지서 교부(철도역)
철도차량 출발보고서(화물적화목록 제출 도라산역->세관)
검역(농수산물검역소), 철도차량 및 반출물품 검사 : 출발허가(세관)
북측에서 남측으로 운송될 경우 절차
반입승인신청(화주 -> 통일부) : 반입승인(통일부)
철도차량도착보고(도라산역 ->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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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농수산물검역소), 철도차량 및 반출물품 검사 : 출발허가(세관)
화물인수통보(도라산역 -> 화주) : 화물인도명세서 교부
반입신고(화물도착 전 신고가능, 화주 -> 세관) : 반입신고 수리(검사)

① 국경역 현황분석(남북간 철도)
화물열차 운행 현황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1차 실무접촉결과 문산～봉동간 운행 및 컨테이너화물을 수송
하기로 합의하였다. 남측 문산역은 컨테이너취급이 불가능하고, 북측 봉동은 현재 역 시설
이 없으므로 남측은 문산 이원(오봉, 월롱)에서 출발하고 북측 판문역까지만 운행하고 있
다.
남북철도 역사적 의미를 감안하고 선로보강, 분계역 운영요원의 업무습득에 시간이 필요
하므로 일정기간 물량에 관계없이 운행이 되었으며 운행횟수는 1일 1왕복이고, 분계역장
간 협의에 의해 토․일요일은 운휴로 하였다. 열차편성은 기관차1량, 화차10량, 그리고 차
장차 1량으로 총 12량으로 하였고, 차장차는 필요시 연결, 화차 편성량수는 탄력적으로 운
용하고 있다. 열차의 운전속도는 60Km/h 이하로하며, 수송품목은 컨테이너화물을 대상으
로 한다. 열차시각은 도라산역(09:00) → 판 문 역(9:30)이고, 판 문 역(14:00) → 도라산역
(14:30)이다.
도라산역 개요
도라산역은 경의선을 통한 남측 국경역으로서 서울기점으로 55.8km에 위치하고 있다.
도라산역은 2000년 9월에 경의선 복원공사 착공을 시작으로하여 2002년 4월11일에 완공과
동시에 여객 영업을 개시하였다. 2007년 5월 17일에는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을
하였고, 2007년 6월부터는 새마을호 운행을 시작하였다. 또한 2007년 12월11일부터는 북측
판문역까지 화물열차를 운행하여왔다.
2000년 9월 18일: 경의선 복원공사 착공
2002년 2월 12일: 도라산 망배열차 운행
2002년 4월 11일: 여객 영업개시
2007년 5월 17일: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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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일: 새마을호 운행 개시
2007년 12월 11일: 북측 판문역까지 화물열차 운행
도라산역의 관리주체는 한국철도공사이며 역의 규모는 2등급 역이다. 현재 승강장 구조
는 3면 5선 지상역으로 되어 있으나, 1면 1선만 사용중에 있다.
선로
1선
2-3선
4-5선

표 3-9 선로 활용 현황
활용 내용
경의선 새마을호 임진강 신촌 서울 방면
경의선 신촌 서울 방면 (현재 사용하지 않음)
평부선 개성 평양 방면(현재 사용하지 않음)

국경역의 시설ㆍ장비 측면
도라산역의 경우 역내 출입국 및 통관시설을 위한 CIQ시설, 국제여객취급 및 운행선 2
개, 화물취급시설 6개선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 단동 국경역에 비할 경우 국경역의 기
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
출입국 대기시설은 1,237.28m2 (374.28평)규로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설계 근거는 1열차
당 탑승자 수 700명이 동시에 이용할 경우 이들의 휴식, 세관검사, 출입국검사, 검역 등에
1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설계당시 동시 대합인원을 1,296명으로 산정하고
콘코스 면적을 산출하고 여유율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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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면적
여객시설
역무실
휴게실(침실)
선로반 처소
전기분소
검수원 처소
수송원 처소
승무원 처소

면적

m2
4,800
4,000
108
84
125
186
90
87
120

표 3-10 도라산 역 건축시설

평
1,452

주요내용

비고

기계실
대합실, 매표실, 여객화장실 등
포함
역장실(37m2) 포함
1일 8명 근무(남6, 여2) 기준
처소, 휴게실, 공구실, 창고 등
계전기실, 전원실, 축전지실, 처소 등
처소, 침실 등
처소, 침실, 탕비실 등
대기 및 주박시설(6인 기준)

운행 근거
남북사이 철도운행의 근거가 되는 남북사이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이의 부속서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출입경시 주요사항과 출․입경 형태에 대해서 살펴본다.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북 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구조 및 특징
2004년 4월 13일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본 합의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합의서에 합의서의 목적 및 취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
고, 단순히 남북간 열차 운행의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합의서는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기타 실제 운행 시 대두될 수 있는 문제
들은 모두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거나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구성
될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의 역할 및 비중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합의서는 남북사이 철도운행에 필요한 남북간 의사소통의 원활화를 위한 주요 개념의
정의와 철도운행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남북 간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기술적, 실무적 문제
를 다루기 위한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 실질적인 열차운행 절차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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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수송절차와 방법, 사고처리 및 책임부담 등에 대한 내용과 열차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차량고장시 대책, 쌍방 분계역 내에서 철도직원들의 체류, 탑승인원 및 적재화물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한 내용과, 운임, 통신설비 및 이용, 상호통보, 부속서, 적용범위, 효력발생 및
폐기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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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기본합의서 주요내용
조항 항목수 제 목
주 요 내 용
제1조 4개항
정의
분계역, 운행구간, 철도직원, 사고에 대한 정의
신변 안전, 각종 증명서, 관련 규정 등의 상호 인정 등
제2조 4개항
기본원칙 기본
원칙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의 구성, 협의 대상, 위원회
제3조 4개항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운영 등을 규정
제4조 10개항 열차운행절차와방법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월수송계획, 일일열차운행계획, 열차 편성 등에 관
제5조 4개항 수송절차와 방법 한 기본사항의 규정과 구체적 협의를 공동위원회에
위임
열차운행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시 상호 통보, 사고발
사고처리
및
제6조 6개항
원인 조사, 사고복구비용과 피해배상 등 사고처리
책임부담 생
및 책임에 관한 규정
제7조 2개항 차량고장시 대책 차량고장시의 조치 사항
철도직원들에대한편의제공, 출입
쌍방 분계역내에서 증상호철도직원의파견,
제8조 7개항 철도직원들의
소지
의무,
철도직원들의
질병 발생 시의 조치, 체
체류 류에 관한 규정
제9조 2개항 탑승인원및적재화물에
탑승 금지 인원 및 탑승 금지 화물 품목 제시
대한제한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체계에 따라 미 달러, 또
제10조 1개항
운임
는 유로화로 계산하고, 구체적 사항은 공동위원회에
서 협의토록 위임
제11조 3개항 통신설비 및 이용 구비해야 할 통신설비, 무선통신설비의 주파수 등
출발 및 도착 사실, 기타 상호 통보해야 하
제12조 2개항 상호 통보 는열차의
상황
각
제13조
부속서 위임조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동위원회에
제14조
적용 범위 분계역 사이의 열차 운행에 적용
제15조
수정 및 보충 쌍방 합의에 의해 수정 및 보충 가능
문본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폐기 통지일로부터 6
제16조 2개항 효력발생 및 폐기 개월
폐기
부록 1
6개 직명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있는 철도직원 직명표 제시
부록2-1
임시출입증 1 개 유형
부록2-2
상시출입증 1 개 유형
남측 및 북측에서 상이하나 동의어로 쓰이는 25개
부록
용어의 의미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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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북한-중국 철도
국경역 현황
북한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하여 3개 지점에서 중국철도와 연결되어 있다. 협
정문 제1조에 나타난 양국 간 국경철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2 북한, 중국 쌍방 철도의 국경역 및 국경선의 이정
조선철로
거리
거리
중국철로
신의주
1.7km 국 1.4km 단동(丹东,Dandong)
남양
1.3km 경 2.1km 투먼(图们,Tumen)
만포
3.8km 선 7.3km
지안(集安,Jian)
쌍방은 국경역에서의 열차운행과 화물연계 작업에 관한 모든 업무에 24시간제를 적용하
며, 보고일(報告日)의 시작은 18시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중국 베이징표준시(동경120°)와
북한 평양표준시(동경135°)간에는 1시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
서 국경역 사이에서 운행되는 열차·기관차·승무원 등의 담당시기에 따라 중국이 관할하는
짝수년도에는 베이징표준시를, 북한이 관할하는 홀수년도에는 평양표준시를 적용하도록
합의되었다.
관련협정
1973년 10월 9일 북경에서 서명된것으로써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의 철도국과 북한(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부가 맺은 조․중 철도 협정을 바탕으로 하였다. 조․중 철도
운송 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경철로에 관한 협정(关于国境铁路的协定)” 이며 총 12조로 구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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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조․중 철도 운송협정의 구성

제1조 국경역
제2조 국경역과 열차 운행에 이용되는 시간
제3조 열차 운행 조직
제4조 국경역 또는 국경역 사이에서의 사고 처리 및 책임 구분
제5조 국제운송규칙의 적용
제6조 상대국 역내에 체류하는 철도 인원
제7조 화물운송계획의 협의
제8조 통신설비 및 그 사용
제9조 철로 공무용품의 운송
제10조 문자의 사용과 번역
제11조 중․조 국경철로회의 개최 방법
제12조 협정의 발효
이 협정의 체결목적은 중국과 조선 양국 인민들 사이에서의 혁명우의와 단결을 강화하
고, 양국 철도의 연락· 운송사업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있
다.

③ 조-중 국경철로회의 개최

북한과 중국 쌍방은 협정과 의정서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존재하는 각 종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매년 번갈아 1회의 조-중 국경철로회의(中朝國境鐵路會議)를 개최하여 협의
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는 개최국 대표단 단장이 주관하며, 쌍방의 대표가 의정서에 서명하
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회의비용 및 대표단 체류비는 개최국이 부담한다.
남북철도에서도 유사한 최고협의체 기구로서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제3조)를 설치하
여 열차운행을 위한 모든 기술적,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5~11명으로 구
성된 공동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비정기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 또
한 세부 사항은 분기 1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는 분계역장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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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역
북한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하여 3개 지점에서 중국철도와 연결되어 있다. 협
정문 제1조에 나타난 양국 간 국경철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4 북한, 중국 쌍방 철도의 국경역 및 국경선의 이정
조선철로
거리
|
거리
중국철로
신의주
1.7km 국 1.4km 단동(丹东,Dandong)
남양
1.3km 경 2.1km 투먼(图们,Tumen)
만포
3.8km 선 7.3km
지안(集安,Jian)
쌍방은 국경역에서의 열차운행과 화물연계 작업에 관한 모든 업무에 24시간제를 적용하며,
보고일(報告日)의 시작은 18시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중국 베이징표준시(동경120°)와 북한
평양표준시(동경135°)간에는 1시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경
역 사이에서 운행되는 열차·기관차·승무원 등의 담당시기에 따라 중국이 관할하는 짝수년도
에는 베이징표준시를, 북한이 관할하는 홀수년도에는 평양표준시를 적용하도록 합의되었다.
열차운행조직
양 국경역 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내용은 ‘조-중 철로 국경역 간 열차운행 세칙’ 및 ‘조-중
국경철로회의 의정서’의 유관 규정 등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제3조) 또한 국제여객운송협정
(SMPS),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CIM) 등 국제규정을 따른다.(제5조) ‘국경철로에 관한 협정
(1973)’ 제3조에 간단한 내용이 밝혀져 있다.
국경역 사이에서 운행되는 열차·기관차·승무원 등은 기본적으로 매년 양국 교대로 이루어
진다. 짝수 년도에는 중국 철도가 관할하며, 홀수 년도에는 북한 철도가 관할한다. 업무교대
의 기준 시간은 매년 12월 31일의 18시(보고일의 시점)이다. 그러나 만약 임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국경역 역장 사이에서의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상대측 철로에서 파견한 기관
차 및 승무원이 담당할 수도 있다.
상대방 관할의 철로 상에서는 상대측 철로의 유관 규칙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유관 규정을 상호 교환해야 하며, 규정의 수정 및 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즉시 상대측에도 통
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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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철도의 운행절차와 방법은 남북열차운행합의서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분계역 간
철도의 운영은 북한-중국 간과 마찬가지로 매년 교대관할하며, 짝수년도에 북한, 홀수년도에
남한이 관할한다.
사고처리 및 책임 구분
열차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 관할 철도가 즉시 구조 및 수리활동을 진행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대방 철도는 사고발생 관할 철도의 요구에 따라 구조 활동 관련
열차를 파견해야 한다.
사고손실 및 복구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쪽이 져야 한다.
즉 사고발생 원인을 제공한 측이 전액을 부담하거나, 쌍방과실 또는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동부담이 된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부담한다. 피해 정도와
책임 소재는 쌍방 대표가 구조·수리 및 복구 전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확정짓게 되며,
쌍방 대표는 국경역 역장 및 유관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 인원으로 구성된다.
남북 간 철도의 사고처리 및 책임 구분은 남북열차운행합의서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일
하게 복구비용과 피해보상은 사고를 책임지는 측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책임한계를
규명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철도직원의 체류
철도 운송 인계 업무의 진행을 위해 쌍방은 협정에 따른 최대 인원을 상대국 국경역에 파견
하도록 하고 있다. 인력증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들은 자국에서
통근하며, 철로인원입출국증명서를 사용한다.
철도인원은 체류하고 있는 소재국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지정된 장소를
벗어날 수 없다. 철도는 상대방 인원의 체류를 위해 사무실, 숙박, 식당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보온, 조명, 청소를 책임진다. 또한 철로인원이 체류기간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을 경우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화물운송계획의 협의
쌍방의 철도 중앙기관은 매월 말 7일 전에, 전보를 이용해 다음 달 각국 국경역을 경유하는
수출화물의 운송계획, 국경을 넘어가는 화물운송계획, 우회화물운송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화물의 품종, 차량 수, 톤수가 명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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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의 사용과 번역
모든 각종 표 및 증빙서류, 우편물, 업무관련 전보 등은 쌍방이 각각 자국의 문자로 작성
한다. 따라서 국경역에서 인수 업무를 처리할 때 접수 당사국은 이를 자국의 문자로 번역
하여 사용하게 된다. 단 협정이 규정한 각종 규격의 표, 상대측 승무원에 교부하는 서면
명령서는 모두 조선어와 중국어를 이용해 인쇄한다.
순서
번호
1
2
3
4
5
6
7
8

표 3-15 국경통과 권한이 있는 철도인원 직명표 (부속문건 제1호)
직무
국경철로국장(국경철도국장), 운수처장(운수지위처장), 국제운송처
장(여객화물처장), 국제운송과장, 국경철로분국 국장(국경철도 분국
국장), 이상 직책의 부(副) 책임자 포함.
국제운송엔지니어, 국제운송주임(국제운송지휘원 및 화물지도원),
운송통계 책임자, 회계원(수입심사소 심사원)
국경역 역장, 국제운송인계소 소장(국제운송 사무소 소장), 차량단
장(객차 및 화물차 대장), 정비단장(기차대장), 이상 직위의 부(副)
책임자 포함.
국경역에서 차량`화물`수화물 그리고 소포의 인계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궤도 평형 검사 기술인력
국경역 사이 열차의 기관차 그리고 승무원`지도기관사, 자동차 기사
및 증빙서류 전달 인원
사고조사 및 신호표시 상태 검사 관련 업무 담당자
국경역 간 구간 내의 통신설비`선로 그리고 대형 건축물 검사 및 보
수업무 담당자
여객열차`기계냉동열차`구조열차`제설차량 담당자 그리고 공무관
련 승차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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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철도 공무용품 및 기자재의 국경역 간 운송은 무료로 하며 관세 및 세금도 징수되지 않
는다. 쌍방 국경역 간에는 전용 전보 및 전화 통신설비를 설치하며 양국 상호간은 물론이
고, 상대방 역내에 있는 철로인원이 자국 국내와 상호 교신하는 데도 무료로 제공되어 각
종 공무연락에 활용된다. 국경역 간 전보기는 국내선로와는 연결하지 않는다.
열차운행 조직
양 국경역 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내용은 ‘조-중 철로 국경역 간 열차운행 세칙’ 및 ‘조중 국경철로회의 의정서’의 유관 규정 등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제3조) 또한 국제여객운송
협정(SMPS),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CIM) 등 국제규정을 따른다.(제5조) ‘국경철로에 관
한 협정(1973)’ 제3조에 간단한 내용이 밝혀져 있다.
국경역 사이에서 운행되는 열차·기관차·승무원 등은 기본적으로 매년 양국 교대로 이루
어진다. 짝수 년도에는 중국 철도가 관할하며, 홀수 년도에는 북한 철도가 관할한다. 업무
교대의 기준 시간은 매년 12월 31일의 18시(보고일의 시점)이다. 그러나 만약 임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국경역 역장 사이에서의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상대측 철로에서 파견
한 기관차 및 승무원이 담당할 수도 있다.
상대방 관할의 철로 상에서는 상대측 철로의 유관 규칙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
해 유관 규정을 상호 교환해야 하며, 규정의 수정 및 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즉시 상대측에
도 통지할 의무가 있다.

④ 북한-러시아 철도
국경역 현황
러시아와의 화물수송은 거의 대부분이 두만강-핫산노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과 러시아간 철도연결에서 북한은 표준궤(1,435mm)인 반면 러시아 철도는 광궤(1,524mm)
이므로 이전에는 핫산에서 환적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1989년 두만강역에서 청진역까지 약
134km 구간에 광궤가 부설됨으로써 러시아 열차가 청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노선을 통한 통과화물은 연간 400만톤(핫산역 취급 능력은 약 5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중에는 나진항을 통해 동남아로 가는 중계화물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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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핫산 개발
러시아 철도청은 북한 철도부와 나진 항만 인프라 공동건설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
으며, 이에 따라 핫산(러시아) - 나진(북한)을 연결하는 철도 54km 구간을 개보수하고, 나
진항에 컨테이너터미널을 건설하고,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핫산 - 나진 구간은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을 TKR(한반도 종단철도)을 연결하여 아시아-유럽간 화물운송에 활
용하는 프로젝트의 첫 부문으로써 이 구간 건설 및 운영을 위해 “러시아철도청 트레이드센
터”와 나진항이 49년 기간으로 합작기업을 설립하였다. 합작기업에서 러시아측의 지분이
70%, 북한측 지분이 30%인데, 합작기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인데, 프로젝트 실현기간 및 투자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러시아
Ingosstrah-Investment社의 에브게니 샤고는 철도 건설에 $1억 ~ 1억2천 만, 터미널 건설
에 $4천만 ~ 6천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철도청은 동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연간 55천 ~ 80천 TEU 컨테이너 물량 즉 한국
과 유럽간의 컨테이너 물동량의 10 - 15%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러시아
FBC(회계컨설팅법인)社의 이고르 니콜라예브는 철도를 이용할 경우 유럽으로의 화물수송
이 해양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
로 분석된다(출처: www.epcm.ru 4월28일자).
화물수송
1999년 이후, 실제 수송량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화물취급실적은 1988년 핫산역에서 470만
톤 취급하였고, 2000년에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2,700량, 북한에서 러시아로 7량 수송하였다.
현재는 중단되었지만 모스크바-평양간 화물열차가 1999년까지 운행되었다.
주요수송 품목으로는 북한에서 러시아로는 설탕∙쌀∙간장 등이고, 러시아에서 북한으로는
석유∙석탄∙원목∙시멘트∙비료 등이다. 러시아 화물은 혼합궤를 이용하여 나진까지 수송하
고 북한선로 옆에 러시아 선로를 부설하여 천장 크레인으로 환적 한다.(러시아 및 북한선로를
동시 사용하는 방식)
핫산역의 C.I.Q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관 검사대 4줄, X-RAY 검사기 1대, 대기실 및
화장실 등이 있다. 세관통관 시 운송회사와 세관 상호간 EDI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
아서, 북한과의 전산망 구성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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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국-몽골 철도
국경역 현황
중국의 엘이안 핫 국경역은 표준궤이고 복선으로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몽골의 자민우
드 국경역은 단선이며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같은 광궤로 구축되어 있어 두 국경역간에는
환적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국경역 통과에 있어서 환적은 중국에서 몽골로 향할 경우 몽골의 국경역인 자민우드 국
경역에서 환적을 하고, 반대로 몽골에서 중국으로 운행할 경우 중국의 엘이안 핫 국경역에
서 환적을 한다.
중국-몽골 철도를 이용함에 있어 블록트레인을 이용할 수 있는데, 블록트레인은 출발지
로부터 최종도착지나 혹은 국경 환적역까지 멈추지 않고 운행하는 컨테이너 전용 고속철
도를 말하며 중국 천진항으로부터 몽골의 울란바토르까지의 수송에 있어 중국의 국경역인
엘이안 핫을 지나 몽골 국경역인 자민우드에서 환적이 이루어 진다. TMGR을 이용하는
블록트레인의 컨테이너 적재수량은 40FT컨테이너 38개에서 42개까지 선적을 할 수 있다.
몽골리아는 울란바토르 철도역과 터미널로 구분이 되어있고, 모든 화물은 U/B 철도역
도착 후 B/L 에 지정된 NVOCC의 터미널로 이송되며 수하인은 반드시 선하증권 원본을
운송인에게 제출해야만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우즈벡키스탄,키르기즈스탄,투르크메니스탄)는 선하
증권원본을 NVOCC에게 제출 없이 철도 B/L만으로 세관통관과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는 송하인이나 수하인간의 문제점으로 인한 화물통제가 필요한 경우에 운송인의 화물인
도지시서 (Delivery Order)가 통용되지 않음으로서 화물의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몽골은 이런 측면에서 국제복합운송인이 화물을 통제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사점
접경 국가간 교역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간 교류가 확대되어야 하며, 인적,
물적 흐름이 자유로워야 한다. 특히 열차를 통한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는 대량 수송, 안전
수송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다만 열차는 다양한 요소들이 시스템적으로 조화롭게 유
기적으로 작용할 때 그 성능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접경 국가들은 사회문화적 차이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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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철도시스템 운영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국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필
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을 위하여 양가간 철도협정 및 국경역장 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
하고 있다.
남북간 철도운영 또한 마찬가지다. 남국가간 열차운행을 통한 열차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는 국경통과의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반면, 각 나라들은 자국의 철도인프라 보호
및 국경 보안을 위하여 국경 통과를 위한 검문,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고, 철도운영 효율성 강
화 및 합리화를 위하여 철도운행의 당사 국들은 양자간 협정을 통하여 국경 통과의 효율화
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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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단적재열차(Double Stack Train : DST)
이단적재 열차란 Double Stack Train(2단 적재열차)을 말하는데, 컨테이너를 2단으로 쌓
아올려 내륙 운송하는 일종의 특급열차다. DST서비스는 현재는 Maersk Sealand사에 흡
수·통합된 미국의 APL사가, 1984년 롱비치 시카고간 운항을 시작으로 선보여졌다.
시스템 특성
이단적열차의 특성은 플랫카의 양쪽에 벌크헤드(bulk head)가 설치되어 상하의 컨테이
너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또 한가지의 형태로 플랫카의 양끝에 벌크헤드 없이 컨테이
너만을 상하로 이단적하는 방식이 있다. 위의 방식들의 주요 특징은 차량이 매우 가볍다는
것이며, 철도레일에 근접하도록 화차 바닥면이 낮게 오목하게 설계되어 있어 오목하게 설
계된 부분에 컨테이너를 적재함으로써 터널을 통과 할 수 있는 높이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차륜을 줄이기 위하여 2량의 사이에 차륜을 두어 연결하고 5대가 한 세트를 이루는 연접구
조 형태와도 같은 것으로, 고정 편성되어 운행되고 있다. 따라서 가볍게 되어 있는 것은
좋지만 하중이 차륜에만 쏠리기 때문에 한 개의 플랫폼(카)에 싣는 40ft 컨테이너 2개에
채우는 화물의 양을 1만파운드, 톤수로는 45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5개의 플랫폼으로 한 세트를 이루어, 즉 40ft 컨테이너 10개가 1량이 되는데,
그 같은 것을 15량 내지는 20량, 최대 28량까지 연결하여 운행하고 있다. 이것은 컨테이너
전용열차로 운행되기 때문에 차량편성을 변경하지 않고 최종목적지 까지 운송하게 되는
데, 미국의 L.A에서 시카고구간의 운송에서는 1일의 평균 주행거리가 종래에 비해 대략
3배 가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단적열차의 구성을 살펴보면 1개열차는 여러 개의 유니트로 구성된 1회의 운송단위
로서 통상 15∼20개의 유니트로 구성되나, 최대 28개 유니트까지도 구성되어
280FEU(560TEU)의 적재가 가능하다. 1개 유니트는 5량의 포켓부 연접화차로 구성되고,
1량에 40ft, 45ft, 48ft의 컨테이너를 상하 2단으로 적재한다. 즉 1 유니트는 2개의 40ft
container를 적재할 수 있어 1개의 화차는 40ft×10개 또는 20ft×4와 40ft×8개를 동시에 운
송할 수 있다. 상면높이는 216mm, 1유니트의 길이는 270ft(83m)부터 307ft(94m)이고, 열차
전장은 약 1,800m에 달하며, 최대 28유니트 편성으로 2,600m가 된다. 열차중량은 8,550톤,
40ft급 컨테이너를 280개 수송 가능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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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는 화차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규격의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으며, 다목적용
DST화차는 미국내에서는 국내용 컨테이너인 53ft컨테이너도 상단에 적재하여 수송할 뿐
만 아니라 TOFC방식으로 트레일러도 수송하는데, 이 경우 이단적은 불가능하다. 5개의
화차로 구성된 유니트 단위로 운송하는 것 외에 1대의 Flat car로도 운행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이단적 열차가 보편화되면서 다목적용 이단적 화차가 개발되어 운행되고 있
는데, 기존의 컨테이너 이단적 수송이외에 piggyback 수송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크기(미국의 경우 국내용 컨테이너)의 컨테이너 수송에도 이용되고 있다.
그림 3-13 이단적열차 운행장면

그림 3-14 다목적 Double stack car

철도가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장거리 운송(미국의 경우 800km 이상, 유럽의 경우 400
㎞ 이상)에서는 철도와 도로가 비용효과와 서비스질의 측면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단적열차는 재래열차보다 대차의 중량을 50∼54%나 감소시키며 연료비도 41%를 절감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재래식열차가 200TEU를 운송하는데 4대의 기관차가 필요한데
비해 이단적열차는 대차의 중량감소로 인해 400TEU를 운송하는데 5대의 기관차로서 충
분하다. 특히 이단적열차가 도입되면서 철도승무원의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미국철도
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는 single stack보다 40%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
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 경영자문회사인 Temple Barker Sloane에 의하면
이단적 시스템은 종래의 TOFC 방식에 의하여 20∼25%의 비용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 외에도 이단적시스템의 도입은 화물손상 및 도난을 줄이는 등의 안정운송으로
인해 마케팅상으로도 상당한 장점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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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례
① 미국

1960∼1970년대 미국철도산업이 수송장비와 수송실적 측면에서 계속적인 하향세를 보
임에 따라 미 의회는 당시 시행하고 있던 철도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976년
이른바 4R ACT라 불리는 철도재건법인 Railroad Revitalization and Regulatory Reform
을 제정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했으며, 1980년도에는 실질적인 철도규제
완화법이라 할 수 있은 Staggers Rail Act가 발표된 후 종래 piggyback 운송은 보다 탄력
적인 운임구조를 유지하며 트럭회사와 경쟁하게 되었다. 그러나 철도가 근본적으로 경쟁
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운행비용(line haul cost)을 줄이고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
운 운송장비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이단적열차 운송은 철도회사가 트럭과의 중장거리 경
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자 새로이 도입한 시스템으로서 한 화차에 container를 2단
으로 적재하여 운송량을 2배로 증가시킨 혁신적인 운송방법이다.
이단적 열차서비스의 개척자는 Southern Pacific Transportation사와 Sealand사로서
1982년 LA∼Gulf만간의 운송서비스를 시도하였으나 철도화차의 고중량으로 인해 TOFC
에 비해 기대한 만큼의 비용절감이 이루어지지 못해 포기하였다. 당시 화차자체의 경량화
가 충분치 않아 보급되지 않았지만, 해운회사인 APL사가 1984년 4월부터 대폭 경량화한
화차로 LA∼Chicago구간, 시애틀∼시카고∼뉴욕간에 이단적열차의 운전을 개시하여 오
늘의 붐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어 1985년에는 Sea-Land사를 위시하여 NYK, K-Line 및
OOCL 등의 해운회사들도 전용 이단적열차를 운행하였으며, 현재는 여러 철도회사가 선사
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이단적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이단적열차 서비스의 경우 초기에는
선사가 전용 계약한 임대열차에 의한 서비스만 이루어졌으나 1985년에 Burlington
Northern사가 'common user'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이단적열차의 경제성과 유연성을 크
게 제고시켰다.
미국의 예에서 DST는 intermodal rail transport의 매력을 증대시킨 중요한 요인이며,
1980년대 중반부터 이는 급속히 증가하여 intermodal rail transport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확대되었다. 현재까지 동서 해안의 주요 도시들간 전체 물동량의 65% 이상이 DST에 의하
여 수송되고 있다.
Intermodal transport의 최대 수요처는 LA/Long Beach - Kansas - Chicago -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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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k 구간이 최대 밀집지역이며, Seattle - Chicago구간, Salt Lake City - Chicago구간,
LA/Long Beach - Houston구간과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수요는 적지만 미 동남부 지역
인 Miami, Atlanta, Memphis와 St. Louis 등도 주요한 결절지역이다.
DST의 경제적 효과는 2인 승무기준의 동력차(기관차) 몇 대를 이용하여 200개의 컨테
이너를 Long Beach에서 Chicago까지 2,000마일을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트럭의 경우에는
100명의 운전자가 100대의 이단적 트레일러를 운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쉽다.
일반적으로 DST는 장거리 수송에서 유럽보다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 도시연결은 DST를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intermodal 철
도수송중 수송량 측면에서 약 2/3가 DST에 의해 운송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intermodal 철도수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철도터미널에서의 상
하역 과정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통한 터미널의 성능개
선은 비용, 운송시간, 신뢰성과 용량증대 등으로 나타날 것이고, 특히 독일의 경우 가장 앞
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Krupp과 Noell은 최고 수준의 자동화·로봇화를 통하여 최적화
된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듯 터미널에서의 신속성과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 등
은 도로에서 철도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중국

중국이 이단적(二段積) 컨테이너 운행열차(DST) 운행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07년 상하이(上海)와 베이징(北京) 간에 처음으로 DST를 운행에 들어간데 이어 허난성
(河南省) 징조우(鄭州)와 칭다오(靑島) 간도 최근 시험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와 베이징 노선의 경우 현재 주로 국내 화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징조우와 칭다오간도 앞으로 국제 복합운송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철도운송은 안정적인 스케줄이 지켜지지 않아 화주들로부
터 외면을 받아 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내년까지 DST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내륙 컨테이너 기지의 확충과 정시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재 상하이와 베이징간 DST는 주3회 정기 운항하고 있다. 상하이에서 베이징까지는 45
시간,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는 38시간이 각각 소요된다. 베이징발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출발하며, 편당 약 160TEU를 현재 수송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서비스 지역을 시안(西安), 청두(成都), 충칭(重慶), 우한(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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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 군밍(昆明), 다리엔(大連), 하얼빈, 티엔진(天津), 선양(瀋陽), 닝보(寧波), 광조우(廣
州), 란조우(蘭州), 우루무치, 선전(深玔)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이단적재 시스템은 일단적재에 비해 그 효율성이 매우높다 할 수 있다. 특히 철도의 장
점인 대량 수송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터널과 전철화
시설들로 인하여 이단적재 시스템을 직접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향후 한반도 종단철도의 운행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비롯한 대륙철도와의 연계
를 감안 할 경우 철도의 특징인 대량 수송, 안전 수송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수
송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종단철도의 통합운영을 계획함에 있어 철도 물류의
경쟁력 측면을 고려하여 이단적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화물전용 한반도 종단 철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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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일 해저터널 수송체계 구축
일본의 탄환열차 계획의 구상
1930년경을 정점으로「철도부설법」에 의해 간선의 수송력 강화와 도시교통의 정비 및
개량이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특히, 토카이도선은 수송력의 한계에 이르렀으며 수송력 증
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었다.
「철도기술발달사」에 의하면, 1938년 철도성 기획위원회에 의한 토카이도․산요선 등
의 주요 간선 수송력 확충 및 국철에 의한 대륙간의 교통네트워크에 관한 원안을 검토한
것이 탄환열차계획의 발족이 되었다.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토카이도․산요 간선의 수송
력을 크게 증강시키는 것이었으며, 더욱이 한일 해저터널 계획을 포함한 아시아 대륙과의
일관수송체계를 형성하고자 했으며 이는 당시 일본이 처한 국가상황을 배경으로 한 위대
한 구상이었다.
그림 3-15 탄환열차계획 노선도

자료 : http://www.tanken.com/dangan.html
1939년7월16일 철도성 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관련부처 장관 및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간선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 탄환열차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 졌다.
그 결과, ①증설노선과 기존선과의 병행 지양, ②증설노선의 복선화, ③증설노선에서의
장거리 고속화 및 화물열차의 고속화, ④증설노선 궤도의 표준궤(1435mm)화, ⑤증설노
선․건축물 규격과 한반도․만주 간선철도와의 표준화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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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1940년 1월16일 제22회 철도회의에서 「동경․시모노세키간 신칸센증설에 관
한 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곧바로 제75회 제국의회에 제출되어 귀족원의 승인을
받았다. 이것은 총액 5억5000만엔의 철도개량비로서 1940년도 이후1954년도까지의 15년
계속경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역사상 그 당시 까지 없었던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이 계획
은 당시 약진일본의 상징으로 화려하게 보도되어 「탄환열차」로 불리어 세간의 각광을
받았다. 지형측량은 1939년 6월부터 시작되어 1940년에는 지형도의 대부분이 완성되었다.
이 시기에 건설이 결정된 1940년부터는 중심측량도 함께 이루어졌다. 1941년 12월에 태
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계획은 대동아공영권구상에 의해 아시아대륙종관철도의 일환
으로서의 사명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의 진행상황이 일본측에 불리하게 됨에
따라 자재 및 노동력의 부족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 계획은 1944년을 기점으로 전면 중지하
게 되었다.
한일 해저터널한․일 해저터널 수송체계 구축
한국과 일본을 해저터널로 연결하고자하는 계획은 1930년대의 태평양전쟁 이전에 「탄
환열차 계획」에서 그 구체적인 구상이 드러났으며 실제로 지형조사도 실시되었다. 1945
년 종전이후,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일본의 일한터널연구회를 중심으
로 1983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최근 2008년 7월부터 국내의 부산발전연구원이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함으로서 한․일해저 터널건설의 논의가 수면위로 급부상 하고 있다.
이 한․일 해저터널 구상에서는 3가지 노선(안)이 제안되었다. 노선 1(안)은 일본의 카라
츠에서 이키, 대마도의 중부지역을 거쳐 한국의 부산으로 이어지는 루트이다. 노선 (2안)은
카라츠를 시작으로 이키, 대마도의 중부지역을 경유하여 거제도에 연결되는 노선이다. 노
선 (3안)은 카라츠를 기점으로 이키, 대마도의 남부지역을 거쳐 거제도에 도달하는 루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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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한․일해저터널 노선구상(안)

※한국(부산발전연구원)측의 노선구상(안) : 후쿠오카⇒이키섬⇒쓰시마섬⇒부산

노선 (3안)은 대마도 해협 니시스우도의 해저밑의 단층과 연약지반을 피하는 경로, 노선
(2안)은 주로 실드(shield)공법을 염두에 둔 경로, 노선 (1안)는 부산으로의 직행경로 이지
만 대단층과 연약지질의 구간이 길다고 하는 단점이 있다. 어느 경로이든 전체 총 연장은
현존하는 해저터널 중 세계 최장인 세이칸 터널(총 53.9km, 해저부 23.3km, 1988년 개통)
의 4배 이상인 200km를 넘게 된다. 구간의 특성에 따라 교량, 해저터널, 도로, 해중터널이
각각 제안되었고, 수송수단은 신칸센, 트레일러트럭, 컨테이너 화차, 카트레인 등이고, 궤
간은 표준궤로 제안되었다. 터널의 시발점으로 제안된 큐슈의 카라츠에는 1986년부터 지
질조사를 목적으로 굴착공사가 시작되어 현재 연장 410m, 폭 6.5m, 높이 6m의 터널이 확
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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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노선개요
구분
노선(1안)
노선(2안)
노선(3안)
카라츠～이키～ 카라츠～이키～ 카라츠～이키～
경로 대마도(중부지역) 대마도(중부지역) 대마도(남부지역)
～부산
～거제도
～거제도
총연장
231km
217km
209km
해저거리
128km
141km
145km
육상부 거리
103km
76km
64km
수심
220m
160m
155m
자료 : 한일터널 정책세미나“한일터널과 동북아 통합교통망 구축”, 2008.10.30
「일한터널 기본구상」의 공표에 의해 1983년 5월에는 동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일한터널 연구회」가 결성되어, 1984년부터는 지표조사, 지질조사, 음파조사 등의 조사가 시
작되었다.「일한터널 연구회」는 현재도 존속하고 있으며 해저터널 실현을 위한 활동을 추진
하고 있다. 아울러, 1991년에 가이후 도시키 총리, 2000년에 모리요시로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
면서 각각 한․일 해저터널의 추진의향과 공동건설을 언급하였고, 2001년에는 국책연구소인
RINA(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가 주목해야할 향후 교통프로젝트로서
한일해저터널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2008년에는 14명의 국회의원들이「일한해저터널 추진의
원연맹」을 발족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한․일 해저터널에 관하여 경제계, 언론, 학계 등에서 활발한
논의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2년 8월에 대한토목학회 터널위원회가 한일 해저
터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또 2005년 6월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국제
학술세미나에서「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과제」중 하나로 한일 해저터널 구상이 발표되었
다. 또한 2007년에는 「한일터널연구회」가 설립되었고, 부산시는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적극
적으로 검토하여 2007년과 2008년에 심포지움과 세미나를 각각 개최하기도 하였다.
「일한터널기본구상」이 발표된 1983년에 총공사비는 6조 5900억엔으로 추정되었지만, 현
재는 공사기간이 15～20년, 총 공사비가 약 10조～15조엔이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6,890억엔의 건설자금이 투입된 세이칸 터널의 14～22배의 규모이다. 이로 인해 한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일본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 되고 있다.
첫 번째로 자동차 이용시 터널연장 때문에 운전자가 갖게 되는 심리적 부담 및 배기가스 문
제이다. 터널과 같이 극도로 폐쇄된 공간을 2시간 이상에 걸쳐서 자동차를 계속 운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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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운전자에게 매우 강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만일, 자동
차의 자동운전이 가능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경감된다고 해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는 남게 된
다. 따라서, 자동차 자체의 기술적 개량과 주행 시스템의 기술혁신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200km가 넘는 폐쇄 공간을 자동차로 주행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해저터널이 건설된다고
해도 세이칸너널 및 유로터널처럼 철도전용 터널로서 사용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본 연구회에
서는 한일 해저터널 운송수단으로서 고속철도+Car Train방식 채택을 고려하고 하고 있다. Car
Train방식은 자동차의 임의성과 철도의 고속성, 대량성, 안전성, 정확성 등의 이점을 모두 갖
춘 수송형식으로서 영불 해저터널에서는 이 방식으로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영불 해
저터널에서는 이 Car Train과 고속열차 TGV가 병용해서 이용되고 있으며, 한일 해저터널도
기본적으로는 이 방식의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
두 번째는 터널의 형태이다.「일한터널 연구회」는 해저터널을 건설하여 양국간 열차를 운
행하면, 일본의 JR 기존선은 협궤이고 한국측은 표준궤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재래선이 아닌
표준궤의 신칸센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 경우 협궤의 화물열차를 표준궤로
수송하기 위해 국경역에서 환적으로 하거나 대차교환을 위한 여분의 작업 또는 가변대차 차량
의 도입이 요구된다. 또 신칸센과 연결된다고 해도 한국의 고속철도와 일본의 신칸센은 시스
템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스템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매우 큰 과제이다.
세 번째는 고액의 건설비용 조달의 문제이다. 비용 대 효과의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한․
일 해저터널프로젝트는 위험부담이 높은 프로젝트로 인식되고 있다. 세이칸터널의 경영여건
이 양호하지 않고, 유로터널의 운영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유로터널사도 수입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로 보아, 한․일 해저터널 또한 고액의 투자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통행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지극히 불투명한 단계이다. 아울러 한․일 해저터널이 동북아시아
에 철도 네트워크의 일환으로서 기능하려면 북한을 거쳐 중국 및 러시아의 철도네트워크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는 북한철도 인프라의 근본적인 개량이 필요하기도 하다. 따라
서, 단지 해저터널의 건설비뿐만 아니라 타 국가의 철도인프라의 개량비용이 필요하게 되어,
단순히 터널 건설만을 통해 비용을 회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국가적 프로젝트서 자리매김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
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한․일 해저터널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민간의 진정한 신뢰관계 구축, 양국간의 재원분담의 구체화, 수송수단의 다양화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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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반도 통합철도망 비전제시

제4장 한반도 통합철도망 비전제시

제1절.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의미와 여건분석
1.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의미

‘한반도 통합철도망’은 다음과 같이 동북아차원과 남북한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남한의 경우 그동안 단절되어 왔던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관통로로서 역사적․정
치적인 의의를 우선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며, 사실상 섬나라로 구분되는 불리한 지위를 근
본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육로를 통해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될 경우, 기존의 해상항
로에 비해 대폭적인 운임 및 시간의 절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대북무역과 경제협력, 중국, 일본, 러시아 나아가서는 유럽 및 중앙아시아와의 왕래
에 있어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북한의 경우, 철도라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국경통과 수입을 통해 북한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한 대륙철도 연결과 관련하여 낙후된 북한의 철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서,
주요 관련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는 기존의 경제무역협력을 발전, 확대하는데 유
리하고 한국 및 일본의 물동량과 관련하여 운송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
다.

(1) 동북아차원의 의미

현재 한반도는 남북분단으로 반도로서의 잠재력이 사장되어 있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
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경학적 잠재력이 남북분단에 따라 제약받고 있는 상태이다. ‘한
반도 통합철도망’은 남북이 육로로 연결됨으로써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동북아지역에서는 중국과 극동러시아의 경제성장으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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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관련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한반도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도 자국의 교역과 투자의 증대를 위해 한반도를 활용하고자 하
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물류네트워크 구
축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동북아 통합 교통․물류체계 형성에 있어 육상교통망 연계와 관련한 주요 논의로는
UNESCAP(아태지역경제사회이사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이 추진하고 있는 8만 900km(동북아 지역은 3만 2,500km)의 범아
시아철도망(Trans-Asian Railway network)와 아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 등이 있
다. 남북을 연결하여 한반도에 통합철도망이 구축될 경우 이러한 국제적인 물류네트워크
가 완성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림 4-1 UNESCAP의 아시아횡단철도(Trans Asian Railway)구상

자료: UNE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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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차원의 의미

남북이 공동으로 지향할 미래 목표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에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남북경제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에
하나의 경제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위한 물적 토대가 필요하며, ‘한반도 통합 철도
망’은 이러한 물적 토대 가운데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 통합 철도망’은 남북을 연결하는 육상 교통망 그 이상의 의미이고 남북간의 도로
망과 달리 철도망은 남북간의 제도적, 기술적 통합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기적인 물자와 인력의 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이 정책적, 기술적으로 매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따라서 ‘한반도 통합철도망’은 남북간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제도적, 기술적 통합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3대 노선인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개별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의선은 한반도의 정치경제 중심지를 통과하는 기간축의 철도노선이라 할 수 있다. 경
의선은 남으로 경부선과 접속되고 북으로 압록강을 건너 중국의 단봉(단둥-봉천)철도와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서북부지역의 종단철도를 형성한다. 또한 남한을 매체로 아시아대륙
과 일본 사이를 최단거리로 연결해주는 교량적 성격을 지닌 동맥 철도이고 중국 주요 정치
경제의 중심지대와 육상연결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노선이다.
경원선은 수도권과 북한북동부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한반도 중동부지역의 주요
철도노선이다. 한반도의 경제중심지인 수도권과 동북부 산업지대 및 관광지대를 연결하는
핵심 간선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반도의 수도권이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
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계되기 위한 핵심 간선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해선은 한반도 동부지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주요 철도노선이다. 한반도 동부지대의
통합적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간선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한반도 동남부지역
과 시베리아횡단철도와의 연계를 위한 핵심 간선축으로서 의미가 크다.
이와 같이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은 한반도와 유라시아대륙의 연계, 동북아 교통물류네
트워크의 구축, 남북경제의 통합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간선교통망이라 할 수 있다.

- 287 -

2. 남북한 철도 통합의 주요 과제

남북한 철도망의 극심한 양적, 질적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하나의 통합된 철도망을 구축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1) 북한 철도망의 단계적인 현대화

중단기적으로 개보수가 시급한 주요 거점지역 및 접경지역의 철도망 정비 추진이 필요
하다. 신의주~단둥 철도전용교량 신설 및 두만강~핫산 철교 현대화가 하나의 대표사다. 장
기적으로 경의선, 동해선 등 주요 간선축의 복선화 등 전면적 개선이 요구된다.

(2) 단계적인 남북한 철도망의 시스템 통합

남북간의 철도망 통합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한 철도시스템
(궤간, 신호현시, 차상신호 전송, 전기사용, 차체 및 차륜 차이)일원화가 시급하다. 북한 철
도의 일부 광궤와 협궤에 대한 정비 추진과 신호현시의 경우 북한은 3현시(남한 5현시)이
고, 차상신호 전송은 북한은 무선코드 방식(남한 마그네틱)이라서 신호체계의 통합이 필요
하다. 또 북한 철도는 직류(DC 3kV)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 철도는 교류(AC 25kV)
를 사용중이라서 전기사용의 통합이 필요하다.
표 4-1 남북한의 철도 현황 비교 (2008년)
구

분

남 한 (A)

북 한 (B)

노 선 길 이 (km)
3,381
5,242
길 이 (km)
1,843.4
4,211
전 철 화
전철화율 (%)
54.5
80.4
전 기 사 용 교류 25,000V 직류 3000V
운영시스템
일부
궤 도 표준궤(1435mm) 협궤(762mm)
자료 : 통계청. 2009.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한국철도공사. 철도청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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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배)

0.64
0.44
-

제2절.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비전과 목표
1. 한반도의 미래 여건변화 전망
(1) 정치외교적 여건 변화

2001년의 911테러와 2008년의 금융위기는 미국 중심의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다자주의
(multilateralism)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는 이러한 역학관계 변화 움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다자
주의 추세는 향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군사안보와 경제협력에 있어서 지역화
(regionalization)의 흐름이 강해짐과 동시에 북미(NAFTA)와 유럽(EU)에 이어 지역화의
움직임은 동아시아18)에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동아시아에서 ARF와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등장은 다자화라는 세계적
흐름의 원심력과 지역화라는 협력의 구심력이 교차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세계화와 다자화 그리고 지역화라는 세계적 흐름은 동북아19)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
성해 가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중국은 단연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2) 경제적 여건 변화

세계경제는 국가간․지역간 경제통합 및 블록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북미경제공동체
(NAFTA)와 유럽연합경제권(EU), 아시아경제권의 3극 체제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미, 한-EU, 한-아세안 FTA에서 나아가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남미 등과의 FTA 체결
등 글로벌 FTA가 확산될 전망이다.

18) 동아시아(East Asia)는 일반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와 ASEAN의 동남아시아 국가를 총
칭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인도를 포함하기도 한다.
19)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구매력평가(PPP) 2007년도 국민총소득(GNI)자료를 기초로 주요 지역 및 국가의 2030년의
GNI를 추계해 보면 동북아시아 41조 9,000억 달러, 북미 29조 4,000억 달러, EU Big5 24조 6,000억 달러가 되
어 동북아는 2030년 전 세계의 GNI 128조 4,000억 달러(연평균 3% 성장률 적용)의 33%(그 중에서 중국 2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상준외. 2009.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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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미래 세계의 3극화 경제체제

자료: 국토연구원. 2010.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 ‘미래비전 2040’보고대회 발표자료.

현 기준인 2010년 정세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보았을 때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경제
지형이 재편될 전망이고 일부 경제연구기관들은 2030년까지 중국의 GDP총규모가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앞질러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 따라서 향후 한
반도의 발전 전략 수립에 있어서 한중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주요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국경을 초월한 메타시티(Metacity)21) 등장 및 초국경적 활동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
며, 동북아 1일 생활권시대를 맞이하여 집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지만 직장은 중국 상해에
있고, 주말엔 일본 오사카에서 외식과 관광을 즐기는 삶이 일상화되고 확대될 전망이다.

20) 세계 주요 연구기관 및 전망기관들도 중국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
다. 글로벌 인사이트는 중국이 향후 10-20년간 평균 6%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2020년 GDP가 33
조 달러로서 전세계 GDP의 21.4%를 차지하여 미국의 16.4%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1) 골드만삭스
는 중국이 2015년까지 BRICs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았으며, 2030년대 후반에
미국을 앞지르고 세계 1위의 경제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준외. 2009. 전게서. p69.
21) 메타시티(Metacity)란 대도시가 국경을 초월하여 인근 국가의 도시와 형성하는 하나의 글로벌 도시권
임(작성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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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서울-북경-상해-오사카-동경 등의 메타시티 개념도

자료: 국토연구원. 2010.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 ‘미래비전 2040’보고대회 발표자료.

(3) 한반도의 변화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치경제 협력패러다임 정착, 남북협력과 국제협
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통합 경제권 형성 등 한반도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한반도가 갖
고 있는 지경학적 장점을 남북한이 공유하면서 현재의 정치적 대결 패러다임에서 실리적
협력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다. 더 나아가 남북차원의 협력패러다임에서 글로벌 협력패
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
2030년경 한반도에 단일 공동시장(common market)이 형성되고 남북한 소득 격차가 축
소될 전망이며, 2009년 국토연구원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대체로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
가 예상된다. 2030년 한반도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대체로 낙관적 ’이라는 응답이 83.1%,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7.6%로, 2030년 남북한 관계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나 경제적으로
하나의 시장 통합 상태(44.9%)’ 또는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29.7%)’로 응답하였고, ‘현재
와 유사한 남북관계’를 전망한 응답자는 5.9%이다. 참고로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1인당 GDP
가 2020년에는 46,860달러, 2030년에는 56,352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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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교류를 선도하는 거점으로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된다. 유라시아 랜드브릿지(Land Bridge: TSR/Asia Highway)와 해양물류의 통합적 연계
를 통해 한반도가 교류의 중심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과 동북아 산업협력․지식교류
협력․환경협력의 중심적 역할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4-4 동북아 간선철도 네트워크 전망

자료: 극동의 대륙철도망은 러시아를 동서로 연결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바이칼․아무르철도(BAM)라는 2개의 간선철도와 기타 지선으로 구성(국토해양부).

2. 한반도의 미래 비전
(1) 한반도의 비전과 관련한 기존 논의 검토

지금까지 통일된 남북한의 비전에 대한 논의는 크게 대국주의적 이념22)에 가까운 비전
과 소국주의적 이념23)에 가까운 비전으로 대별되었다. 비전관련 논의의 공통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한국 또는 통일된 남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지금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국가목표가 필요하고, 보다 ‘선진화’된 한반
도가 주변 국가들로부터 ‘존경’받는 모습의 ‘중견국가(정치, 경제적 의미와 역할)’를 형성하
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 국토비전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서는
22) 대국주의(大國主義): 강대한 국력을 배경으로 자국의 이익(의사:意思)을 대외적으로 관철하려는 행동양
식
23) 소국주의(小國主義): 대국주의의 반대 개념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대외적으로 관철하기 보다는 공동의 이
익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행동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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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통합국토, 약동하는 통합국토 실현”이 제시된 바 있는데, 여기서 통합국토의 실현
을 위한 4대 목표로서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 등이 제시하였다. 제4차국
토종합계획재수정계획(2009-2020)에서는 “개방형 선진녹색국토실현”이 제시되었다. ‘2040
국토비전’24)에서는 “세계로부터 기회가 몰려오는 한반도 大국토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한반도중심 글로벌 메타경제권 육성, 육해공 통합
글로벌 게이트웨이 구축, 미래첨단녹색산업 융복합도시 육성, 세계 최고 녹색국토 창조, 남
북한 통합경제권 구축, 국토의 범세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大국토’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차원에서 한반도 국토의 확대와 연계․통합을
의미한다. 첫째. 국토영역의 범세계적 확대로 세계로부터 인재, 정보, 기술 등이 몰려오고,
전파되는 大국토, 둘째. 남한과 북한이 경제·문화 공동체로 연계되어 하나의 연계 경제권
을 형성하는 大국토, 셋째. 자연과 인간생활이 서로 조화되고 공생하는 자연친화적인 大국
토, 넷째. 새로운 국토 브랜드 가치가 재창조되는 大국토.
그림 4-5 국토 2040 비전과 정책과제

자료: 국토연구원. 2010.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 ‘미래비전 2040’보고대회 발표자료.

24) 국토연구원. 2010.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 ‘미래비전 2040’보고대회 발표자료(2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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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30년 한반도의 미래 비전

한반도의 비전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key word)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이 국내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남북경제통합(28.7%)’, ‘글로벌경쟁력(27.8%)’, ‘동북아
(13.1%)’등의 단어가 지적되었다. 대내외 여건변화 전망과 한반도의 잠재력 등을 종합해
볼 때, 2030년 한반도의 미래 비전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국제사회와 동반 발전하는 ‘한반도 경제권’ 형성

이것은 탈 민족주의, 탈 이데올로기, 탈 패권주의, 탈 영토주의의 아시아에서 한반도는
국제사회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성의 상호 조화를 지향하는 통합경제권을 형성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적 국토영역으로서의 한반도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한반도와 주변국의 교류협
력 지대까지 포함하는 ‘영역’개념을 반영하는 것이고, ‘문화적 한류’와 ‘경제적 한류’가 중
국, 일본, 러시아의 문화 및 경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룩함으로써 동반발전을 도모한다. ‘한
반도 경제권’의 내용적 의미를 이미지로 표현하면 "무지개(Rainbow)”25)라 할 수 있다.

25) 무지개는 과거 대결과 충돌의 갈등시대(Rain)를 마감하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상징(Rainbow)한다. 무
지개(Rainbow)는 직선(서양 철학)이 아닌 곡선(동양 철학), 흑백의 단색(이분법)이 아닌 여러 색의 조화
와 균형, 회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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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비전과 목표
미래 한반도의 여건변화 전망과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통합철도
망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다.
그림 4-6 통합철도망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1) 통합철도망의 비전

미래 한반도의 여건변화 전망과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통합철도
망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다.
① 비전
미래 한반도가 국제사회와 동반 발전하고 한반도내에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일일생
활권을 구축하는 철도망으로서의 비전을 가지며, 한반도의 동북아 차원에서 상생과 공영
을 이끄는 핵심적 토대이자 동력으로서의 비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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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목표
◦ 목표 1 : 한반도 통합철도망을 통해 한반도 단일 경제권 및 한반도 공동시장 형성의
기반 마련하는 것으로 남북이 육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결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원
활한 인적, 물적 교류를 지원한다. 또한 남북간 주요 거점의 공동개발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통합철도망 자체가 남북경제통합의 기본 축으로서
기능한다.
◦ 목표 2 : 한반도 통합철도망을 통해 한반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남북
이 대륙과 육로로 연결됨으로써 교류와 소통의 중심지대로서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에 획
기적 전기를 마련한다. 또한 대륙철도와 항만, 항공수송이 연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
로써 한반도가 육해공 통합 글로벌 게이트웨이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 목표 3 : 한반도 통합 철도망을 통해 동북아 교통물류네트워크의 기반 구축하는 것으
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과 중국횡단철도(TCR) 등과의 연계를 통해 유라시아를 횡단
하여 유럽까지 연결되는 대륙횡단철도 완성한다. 또한 국제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변
국과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한반도 통합철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공간적인 발전구도, 수송수요,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추진과제 : 북한철도 현대화를 위한 액션 플랜 수립
① 통합철도망 구축을 위한 3단계 로드맵 제시
남북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단계별 북한철도현대화와 물류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국제물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남북철도
최소개보수 → 물류사업에 따른 수익창출/재투자 → 개량개념의 북한철도현대화 → 물류
사업확대/국제콘소시엄 구성→ 신선개념의 북한철도현대화 → 유라시아랜드브리지 완
성」로 이어지는 통합철도망의 단계별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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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통합철도망 3단계 로드맵

통합철도망의 구축은 남북경제통합의 진전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철도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다음과 같다.
Action Plan 1.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이 단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북한지역 철도망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반도
통합철도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실태조사에 있어서 복선전철화가 이루어질 노선
의 노반과 터널구간 및 교량구간의 실태, 전력공급망 실태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한반도 통합철도망 기본계획’의 수립은 경제특구 개발, 고속도로망 개발, 전력망 개발 등
남북협력관련 타 과제들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계획에서는 북한지역 주
요 간선의 각 구간 내에서의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선점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시 타당성
조사 및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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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Plan 2. 남측 철도구간의 보완 및 추가노선 건설
가장 핵심축인 경의선이 한반도 종단철도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철도수송에 과
부하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구 간에서 우회노선 신설 등 대책이 필요하고, 동해선이 한반
도 종단철도의 하나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절된 동해북부선 노선의 연결이 필
요한데, 그 중 제진~강릉 간 118km의 연결이 필요하며 또한 서울과 속초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도 이 단계에 추진될 필요하다. 금곡~춘천간(63.8km)의 경춘선 복선전철화에 이어서
춘천~속초간(95.1km) 복선전철도사업을 추진(사업비 2조 7,300억원)하고 있다26).
Action Plan 3. 주요 간선축의 철도시설 개보수 계획 수립
북한과 러시아 철도 전문가의 북한철도 실태 조사결과를 기초로 북한철도의 철도 개량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 바 있다. 주요 간선축의 경우 본 노선의 총 건설기간을 약 10년
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단계 (3년) : 선로, 신호통신, 차량, 전력분야에 대한 기본안 수립 및 기본 설계
- 2단계 (4년) : 각 분야별 보수보강 및 우선 시공분야 건설
- 3단계 (3년) : 속도향상을 위한 잔여부분 건설
철도노선의 개량은 노선에 대한 조사, 설계, 공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선로의
취약부분부터 시작하여 구간을 약 4-8개 공구로 나누어 조사, 설계, 시공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ction Plan 4. 자원개발 및 경제특구 개발과 연계한 주요노선 복선전철화 추진
주요 노선이 개량화 등을 통해 본격 가동되는 동시에 주요노선의 복선 전철화를 추진한
다. 동해선을 예로 들면 단천지역의 광물자원 개발과 나선지역의 특구개발과 연계해서 복
선 전철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예상되는 극동 러시아지역의 천연가스망의 한
반도 연결과 철도 현대화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가스망과 철도노선 공사
의 병행 추진을 통한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27).

26) 현재 이 계획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다(작성자 주).
27) 북한을 경유하는 배관건설비(PNG 추진시) 건설비가 30억 달러(3조 9,000억원, 1,300원/달러 기준)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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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과제 : 주요 경제특구 개발과 연계성 강화

북한 인프라 구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의 중심인 북한의 주요 경제특
구와 해당 지역의 산업 등과 연계하여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물동량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림 4-8 향후 특구발전 잠재력이 높은 북한의 도시들

경제특구의 각기 다른 특성과 목적과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지
구 등과 같은 남북접경지역의 경제특구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연계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
는 점에서 ‘3통문제’와 같은 인프라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나진․선봉이나 신의주 특구의 경우에는 중국 및 러시아 등과의 접경지역의 특구로서
향후 발생할 교통인프라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한국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북한 경제특구와의 연계 시 기존 남북한 간 간선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남북한 산업
거점 간의 접근성 강화 및 배후 수송로 확보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접경지역에서의 연계
성 강화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재원 규모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 계획 수립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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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한반도 통합철도망 개념도: 주요경제특구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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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과제 : 대륙철도의 네트워크 활성화

최근 동북아지역은 세계3대 교역권(EU, NAFATA, 동북아) 중의 하나로 세계물동량중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급증하였으나, 동북아 지역 간 물적·인적교류의 증가
로 인하여 물류시설은 포화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 물동량을 수용하기 위해서 동북아 주요국가간 철도연계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북․대륙철도 인프라 사업은 동북아를 통합하는 국제 승
객철도망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국제 화물철도망으로 발전할 것이다. 단순히 남북철
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만주횡단철도
(TMR) 등과 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단순논리보다, 남북 및 대륙철도개발 방안과 전략에
따라 경쟁력 우위에 있는 유라시아철도망과 동북아철도망으로 업그레이드 할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 유라시아 화물 철도망 사업은 남․북․러 3자간의 TKR～TSR 연
결 사업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철도망사업은 초기에 남․북․중간의 컨테이너 전용열차운
행을 위한 철도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개발도 대륙철도망연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역내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대륙 인프라협력 모델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TKR과 TSR의 연결은 시베리아의 자원과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수송로도 확보되는 것
을 의미하며, 그만큼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의 자원과 에너지개발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
아진다. 이는 정부의 ‘철, 에너지,녹색 3대 신 실크로드’ 경제협력에 추동력을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하며, 다시 말하면 대륙물류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사업화
로 경제성을 확보하고, 한반도의 유라시아 대륙물류 거점화에 선 순환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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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과제 : 철도 중심의 물류운송 체계 구축
□ 우리나라 교통정책에 따른 도로와 철도의 불균형
◦ 도로 위주의 교통 SOC 정책 (도로투자에 교통 SOC 투자의 70% 집중)
그림 4-10 한국과 유럽의 철도 및 도로 대비 투자금액/비율 비교

◦ 도로부분은 비약적 성장을 한 반면, 신규 철도 인프라 구축은 고작 368km 증가
그림 4-11 시대별 철도,고속도로,일반도로 증가율

◦ 철도물류의 현실
- 수송량(만톤) : 4,711 ('03) -> 4,681 ('08)
- 수송분담률(톤km) : 8.3% ('03) -> 7,8% ('08)
- 출입 컨테이너 분담률 ('08) : 부산항 11.5%, 광양항 17%
- 화물 (수도권-부산) : 철도 48만원/9시간, 도로 44만원/6시간
□ 철도물류의 중요성 및 친환경성
◦ 철도물류의 중요성 : 한국의 도로위주의 수송체계와 철도에 대한 투자의 부족은 동북
아 물류중심국실현의 장애요인임
- GDP대비 물류비 부담률* : 일본 8.36%(05), 미국 9.55%(06), 한국 12.52%(06)
- 철도화물운송량 : 미국(세계 1위), 중국(2위), 러시아(3위)
- 철도여객운송량 : 중국(세계 1위), 일본(2위), 러시아(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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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거리별 교통수단별 운소비 및 운송시간 외

◦ 철도운영의 경제적 연장이 300km 이상인 점 고려할 때, 남·북 대륙철도 연결은 21세
기 물류중심국 실현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
◦ 철도물류의 친환경성 : 철도는 국토의 균형적 개발, 에너지 효율성, 안전성, 수송효율
성, 환경친화성 등에서 우수한 교통수단
◦ 도로와 비교하여 토지효율성은 4배, 에너지 효율성은 10배 이상 높음
- CO2 배출량 : 승용차의 10%, 버스의 33% 수준
- 에너지 소모량 : 승용차의 18%, 버스의 60% 수준
- 토지소요면적 : 공로의 45% 수준
그림 4-13 교통수단별 CO2 배출량 비교 외

◦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2002)의 자료에 의하면 철도여객 및 화물 수송분담율 1%
증가 시 연간 5,595억 원의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와 연간 309억 원의 CO2 배출저감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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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육송교통수단의 환경성 비교분석

□ 정부교통 정책의 변화 : 저탄소 녹색성장
◦ 녹색교통 추진전략 대통령 보고 (2009.11)
- 도로 위주 -> 녹색교통(철도) 체계로 전환
- 교통 SOC 투자의 50%를 철도에 투자 (2020년까지)
- 도로 신규투자 억제, 운영효율화에 주력
◦ 기획재정부 : 철도, 도로투자 선진화 방안 (2010.3)
- 도로 : 철도 투자비중 : (10년) 1.5:1 -> (12년) 1:1 -> (14년) -> 0.8 :1
◦ 국토해양부 : 철도투자 방향 및 추진계획 (2010.3)
- 철도 투자 연간 4조 -> 6조 확대 (도로투자 축소)

- 304 -

제 5 장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수송수요
분석과 비용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제5장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수송수요
분석과 비용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제1절. 수송수요 분석체계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합철도망 수송수요를 전망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에서 사용
된 북한 화물수요 기초자료를 종합하고, 정치외교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활용하였으며, 지역간 수요를 네가지(북한내, 남-북, 한-중/러, 북-중/러)로 구분하였다.

1. 시나리오 설정

먼저 향후 정치외교적 상황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북한과 타지
역간 수요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특히 남북한간 화물이동수요 및 북-중,
북-러간 화물이동수요의 경우 정치외교적 상황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크게 현상유지적 시나리오와 낙관적 시나리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또한 시나
리오 설정시 장래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설정추이를 차등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남북
교류의 경우 장래 북한 내 경제특구 개발의 정도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유지적 시나리오 및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의 경제성장률
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현상유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11년~2020년간 북한 국내총
생산(GDP) 연평균 증가율을 5%, 2021년~2030년간 7%로 가정했다.
2000년-2008년도 북한 GDP 연평균 성장률은 5% 수준이었고,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인
1979년부터 1983년 사이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6%이었다. 베트남의 경우 개혁초기인
1987년부터 1991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4%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서, 현상유지적 시나리오하에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5%,
그 이후 10년간 연평균 7%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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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11년-2020년간 북한 GDP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
2021년-2030년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5%로 가정했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초기를 지난 1984년부터 1993년까지 10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6%이었고, 베트
남의 경우 개혁초기 이후인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경제성장률이 8.9%이었다. ‘비핵
개방3000’ 정책에서 제시한 “10년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2008년 이후 연평균 17.2%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서 북한이 적
극적으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다는 낙관적 시나리오하에서 초기 10년간 연평균 10%,
그 이후 연평균 15%의 경제성장률을 가정하였다.

2. 수송수요 추정 방법

본 연구에서 수송수요를 추정한 간선철도망은 경의선, 동해선이다. 장래 남북한 통합
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할 노선으로 주목되는 경원선은 장남북한 래 및 한-중․러간
수송수요와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 참고자료인 남북한간 화물 O/D
가 매우 제한적 수준이고, 경원선이 포함된 북한 내부 철도화물수송 O/D를 구득할 수
없는 등 경원선이 반영된 한반도 간선철도 수요추정 네트워크 구축에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에서 부득이하게 경원선을 배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합철도망과 관련한 향후 수송수요 추정을 위해 ① 북한 내
부 철도화물 이동수요, ② 남북한간 철도화물 이동수요, ③ 한-중(동북3성) 및 한-러
(EU 포함)간 철도화물 이동수요, ④ 북-중, 북-러간 철도화물 이동수요 등의 네 가지
지역간 철도화물 이동수요를 2030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앞서 설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기 위하여 시나리오의 영향을 받는 남북한간 철
도화물 이동수요(②), 북-중․러간 철도화물 이동수요(④)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
정 ․ 분류하여 종합하였다. 현상유지적 시나리오는 ① + ②(현상유지) + ③ + ④(현상
유지)로 설정했고, 낙관적 시나리오는 ① + ②(낙관적) + ③ + ④(낙관적)으로 설정했
다.
한 국가내 철도망의 개발은 수요탄력적이기보다는 공간적 제약을 반영할 수밖에 없
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 철도화물 이동수요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수요
만을 감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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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철도 수요 검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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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송수요 추정
1. 북한 내부 물동량 추정

북한 내부 물동량 이동수요 추정은 북한 내 화물수요 O/D가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 공개된 유일한 자료인『조선지리전서(운수지리)』(1988)의 철도화물 이동패턴
이 2010년 현재까지 유효할 것으로 가정하여 주요 구간별 화물통행량을 추정하였다.
표 5-1 북한 주요 간선철도노선의 화물수송수요 (양방향 기준, 1988년)
(단위: 만톤)

주요 철도 구간

경의선
동해선
평원선

신의주-순천
순천-평양
평양-사리원
사리원-개성
나진-청진
청진-김책
김책-함흥
함흥-고원
고원-원산
원산-고성
평양-신양
신양-고원

철도화물 통행량
(1988년)

626
731
626
418
418
731
887
1,148
418
313
825
752

수송능력

자료: 북한 교육도서출판사(1988).『조선지리전서(운수지리)』.pp.175-177

837
827
936
936
1,281
1,281
1,281
1,428
699
699
640
640

본 연구에서는 장래 북한 내부 철도물동량은 경제상황과 총연장 및 (복선 ․ 전철화
관련) 수송능력 증대와 관계되어 변화한다고 가정하였고, 참고지표로 남한 경제상황 변
화에 따른 철도물동량 변화 수준을 활용하였다.
2008년 기준 북한 철도총연장(5,242km)은 남한(3,381km)의 약 1.6배로, 주요구간은 대
부분 연결되었으며 철도수송분담율이 약 86%에 달했다. 이는 남한의 1.55배 수준으로
국토면적을 고려하더라도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형성된 북한의 국토를 감안하면 남한과
비교할때 약 2배의 철도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5,242km에 달하는 철도
연장 중 5,142km의 대다수 구간이 단선으로, 철도 복선화율이 42.3%인 남한에 비해 복
선화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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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정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555달러 수준(2008년 UN 기준)인 1인당 GDP
가 2030년에는 현상유지적 시나리오의 경우 1,887달러,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6,178달
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거 남한의 경우(2005년 기준가격)와 비교할 때, 장
래 북한의 경제수준은 현상유지적 시나리오의 경우 남한의 1981년 수준, 낙관적 시나리
오의 경우 남한의 1991년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재 북한의 경제수준(1인당 GDP 555달
러)은 남한의 1975년 수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철도총연장 및 밀도는 양적으로 남한을 훨씬 상회하
고 있으나 인프라의 질적 수준이 크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경제성장에
따라 현재 구축된 인프라의 질적 개선에 주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의 경우에도 고
도경제성장을 이루었던 1975~1996년간 철도총연장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전철화
및 복선화를 통한 수송능력 확대를 꾀한 바 있다.
․ 남한 철도영업 총연장 : 3,114.0km(1975년) → 3,120.4km(1996년)
․ 남한 철도 복선총연장 : 563.3km(1975년) → 901.2km(1996년)
․ 남한 철도 화물수송량 : 4억279만 톤(1975년) → 5억353만 톤(1996년)
북한의 경우에도 2030년까지 철도연장의 추가적 확대보다 신의주-평양-개성, 함흥원산-고성, 평양-원산 등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한 복선화를 통해 수송능력을 확대 또
는 정상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제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재를 남한 유사 경제수준 시기인
1975년으로 가정하고 장래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남한의 유사시기의 철도물동량
증가율을 북한 내부 철도화물수송량의 증가율로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현상유지적 시나
리오하에서는 14.04% 증가 (남한 1975~1981 철도화물수송 변화율), 낙관적 시나리오하
에서는 43.17% 증가 (남한 1975~1991 철도화물수송 변화율)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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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북한 내부 철도통행량(양방향 기준, 2030년 추정치)
(단위: 만톤)
내부 철도화물 물동량
철도화물통행량 장래 북한(2030년
추정치)
(1988년)
현상유지적
낙관적

신의주-순천
경의선 순천-평양
평양-사리원
사리원-개성
나진-청진
청진-김책
동해선 김책-함흥
함흥-고원
고원-원산
원산-고성
평원선 평양-신양
신양-고원

626
731
626
418
418
731
887
1,148
418
313
825
752

713.9
833.6
713.9
476.7
476.7
833.6
1,011.5
1,309.2
476.7
356.9
940.8
857.6

896.2
1,046.6
896.2
598.5
598.5
1,046.6
1,269.9
1,643.6
598.5
448.1
1,181.2
1,076.2

2. 남북한 교류 물동량 추정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간 화물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성낙문 외(2005)의 연구에서 활
용된 남북한 10개 죤 기준 화물 O/D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낙문 외(2005)의 연
구자료를 참고한 이유는 남북한간 화물수요 O/D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낙문 외(2005)28)의 남북한간 O/D 추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정하였는데, 보정은 다음의 전제에 기준한다.
․ 성낙문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추정치가 현황규모의 3.3배로 과대 추
정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을 감안하여 2010년 남북한간
화물수요 기준 총량을 2007년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축소 보정한다.
화물 O/D 죤 구분은 남한 5개죤(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북한 5개
죤(황해권, 강원권, 평안권, 함남권, 함북권)이다. 남북한 화물수요는 2002-2004년 남북
한간 죤별 화물 O/D에 기반하였는데, 2002 -2004년 남북한간 화물이동O/D 활용 이유
는 2005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벌크화물(모래, 잡곡 등) O/D 전체화물
O/D 왜곡가능성 배제하기 위함이다.
28) 성낙문 ․ 김연규 ․ 안병민. 2005 남북연결 도로 ․ 철도의 교통수요 및 비용분석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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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남북한간 연간 화물수요 O/D 보정 결과 (2010년)
(단위: 만톤)
O/D 황해권 평안권 강원권 함남권 함북권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소 계

황해권
평안권
강원권
함남권
함북권
수도권 7,618,316 318,874 8,767 - 충청권 2,195,719 - 13,108 - 전라권 591,852 935,275 19,896 20,952 46,107
경상권 893,343 283,037 208,559 387,901 366,740
강원권 52,589 - 35,563 55,228 60
소 계 11,351,820 1,537,186 285,893 464,082 412,907

9,547,729 431,918 196,220 1,018,425 133,848
123,405 - 10,934 11,373 18,621 - 10,928
46,790 - 47,576 42,806
59,084 - 258,496 9,960

11,328,140
145,711
29,549
137,172
327,540
-

-

26,020,000

주: “남북연결 도로․철도의 교통수요 및 비용분석 연구”(성낙문․김연규․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2005)의 남북한 지역간
화물수요 O/D 추정결과를 본 연구의 가정을 기준으로 보정한 O/D임

본 연구에서 전제한 기준에 의거할 때 2010년 남북한간 화물수요 총량은 약 260만톤
으로 가정할 수 있었다. 또한 향후 남북한간 화물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남북한 교류
상황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전제로 남북한 화물수요 O/D를 추정하였으며, 지속수
요와 특정사업수요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향후 남북한 교류화물의 지속수요 추정은
기존 남북한간 화물교류 추세를 일괄 적용했다. 지속수요 추정에 활용된 향후 추세 전
망은 1995~2004년 남북한 화물교류 연평균 증가율(남한→북한: 9.3%, 북한→남한:
3.8%)을 적용했다.
특정사업수요의 경우 낙관적 상황과 현상유지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낙
관적 상황은 본 연구에서 전제한 북한 5개죤 중 4개죤에 개성공단과 유사한 남북경협
특구 설치를 가정하였으며, 현상유지적 상황은 2030년까지 개성공단(1-3단계) 개발만이
이루어 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낙관적 상황을 고려한 북한 4개죤 남북경협특구는 원산~
금강산(강원권), 신의주(평안권), 단천~함흥(함남권), 나선~청진(함북권) 지역이며, 황해
권은 개성공단이 기 개발되고 있어 배제하였다. 각 죤별 개발규모는 각 지역의 인구․
산업규모를 고려하여 원산~금강산 남북경협특구는 개성공단 대비 84%, 신의주는 219%,
단천~함흥은 98%, 나선~청진은 115%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현상유지적 상황은 개성공
단 개발계획(1-3단계)에 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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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상유지적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본 연구에서 전제한 시나리오 및 전제에 의거하여, 남북한간 교류 증가추세 및 개성
공단 개발계획 완료를 가정할 경우, 2030년 남북한간 연간 화물수요는 1억 5,632만톤으
로 추정되었다.
2030년 남북한 전체 화물수요를 각 죤 O/D 기준 철도분담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일호 외(2008)29)의 남․북․중 주요구간별 수송분담률 추정자료와 성
낙문 외(2005)의 수송분담 기준을 참조하였다. 정일호 외(2008)의 연구에서는 향후 한반
도 및 동북아 지역의 수단별 수송분담률을 추정하기 위하여 한 ․ 중 화물 화주 및 전
문가를 대상으로 SP(Stated Preference: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네스티드로짓모형
을 적용하여 도로 ․ 철도 등의 이용수요추정모델을 제시하였다. 성낙문 외(2005)의 연
구에서는 남북한 도로 ․ 철도 교통수요를 추정하기 위하여 남한 및 북한 수송분담 상
황을 고려하여 분담기준을 제시하였다.
상기의 연구를 통해 제시된 수단별 수송분담 기준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한
남북한 10개 죤별 철도의 수송분담률은 표 5-4 와 같다. 정일호 외(2008)의 연구에서는
남북한간 향후 철도수송 분담률을 거리에 따라 62~73%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00km 이상의 거리에 대해서는 화주 및 전문가 SP 조사에 의거한 정일호 외(2008)의
추정치에 근거하였는데, 이는 성낙문 외(2005)의 연구에서도 남북한간 중장거리 수송의
경우 철도수송분담률이 60%를 상회할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단, 수도권 기준
단거리의 경우 성낙문 외(2005)의 연구에서는 도로수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을 감안하여 철도수송분담률을 24%로 가정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성낙문 외
(2005)의 연구와 정일호 외(2008)의 수송 분담률 평균치인 43%를 적용하는 것으로 전
제한다.

29) 정일호 ․ 이백진 ․ 서민호. 2008. 아시안하이웨이 1번 노선(서울-신의주) 이용수요 추정모델 연구. 한국
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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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남북한 주요 죤별 철도수송 분담비율 설정
구 분
황해권
평양권 강원권 함남권
수도권
43*
43*
62
73
충청권
43*
43*
62
73
전라권
73
73
73
64
경상권
73
73
73
64
강원권
73
73
43*
43*

주 *: 정일호 외(2008)와 성낙문 외(2005)의 추정․기준치를 평균한 보정치임

(단위: %)
함북권
73
73
64
64
73

앞서 추정한 2030년 현상유지적 시나리오에 의거한 남북한간 화물수요 O/D에 남북한
주요 죤별 철도수송 분담비율을 적용한 결과, 2030년 철도 수송 남북한간 화물수요 총
량은 약 7,684만톤으로 추정된다.
표 5-5 남북한간 철도 이용 연간 화물수요 O/D 추정결과 (현상유지적 시나리오)
(단위: 톤)

O/D 황해권 평안권 강원권 함남권 함북권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
권 강원권 소 계
24,100,78 1,175,631 896,698 4,649,445 658,472 31,481,027
황해권
2
111,878 - 16,830 17,504 - 146,212
평안권
24,341 - 9,910 34,250
강원권
72,000 - 64,197 38,809 175,007
함남권
90,932 - 348,802 15,327 455,062
함북권
수도권 20,728,757 1,170,621 32,183 - 충청권 5,982,150 - 48,105 - 전라권 2,660,833 4,042,645 85,985 79,400 174,712
경상권 4,094,589 1,223,414 901,487 1,469,966 1,389,753
강원권 236,949 - 90,550 140,622 105
76,844,381
소 계 33,703,276 6,436,680 1,158,310 1,689,987 1,56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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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30년 남북한간 화물수송 총량의 약 49.2%가 철도 수송으로
추정되었으며, 북한의 주요 간선철도축별 배분율은 남→북 화물의 경우 경의선:동해선
이 9:1, 북→남 화물의 경우 98:2로 나타났다. 경의선 편중상황은 특정개발수요인 개성
공단 관련 화물수요가 남북한 화물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현
재의 남북한간 화물 O/D가 수도권과 황해․평안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낙관적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남북한간 교류 증가추세 및 개성공단 개발, 추가적인
북한 4개 남북경협특구 개발을 가정할 경우, 2030년 남북한간 연간 화물수요는 4억
4,569만톤으로 추정된다.
2030년 남북한 전체 화물수요를 각 죤 O/D 기준 철도분담물량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앞서 분석한 ‘현상유지적 시나리오’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남북한 죤별 철도수
송분담율 역시 표 5-4 를 준용한다.
2030년 낙관적 시나리오에 의거한 남북한간 화물수요 O/D에 남북한 주요 죤별 철도
수송 분담비율을 적용한 결과, 2030년 남북한간 철도 수송 화물수요 총량은 약 2억
5,958만톤으로 추정된다.
표 5-6 남북한간 철도 이용 연간 화물수요 O/D 추정결과 (낙관적 시나리오)
(단위: 톤)

O/D
황해권
평안권
강원권
함남권
함북권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소 계

황해권 평안권 강원권 함남권 함북권 수도권
24,100,782
21,896,195
12,071,991
16,621,326
19,511,060
20,728,757 33,781,221 12,540,358 17,181,929 20,162,468
5,982,150 1,023,811 614,316 777,779 912,700
2,660,833 4,821,131 384,582 384,815 533,106
4,094,589 5,303,136 2,466,312 3,070,517 3,267,951
236,949 531,615 210,660 280,749 279,263
33,703,276 45,460,914 16,216,228 21,695,789 25,15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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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전라권
1,175,631 896,698
1,023,327 801,704
565,943 301,048
777,411 307,921
912,268 361,336

경상권
4,649,445
4,089,155
1,561,729
1,661,583
2,223,285

강원권
658,472
555,495
135,414
185,231
307,026

소 계
31,481,027
28,365,876
14,636,126
19,553,473
23,314,975
-

-

259,583,172

그림 5-2 2030년 남북한간 교류물동량 추정결과

3. 한-중(동북3성), 한-러 교류 물동량 추정

본 연구에서는 북한을 통과하는 한-중(동북3성) 및 한-러 화물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정봉민 외(2008)30)의 연구에서 추정 ․ 집계한 한-중 및 한-러 통과물동량과 TKR 배
분물동량 추정결과를 활용하였다. 정봉민 외(2008)의 연구에서는 한-중(동북3성)과 한러 장래 화물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 수출입 물동량을 컨테이너와 비컨
테이너로 구별하여 주요 지역별로 추정하였고,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의 사
용을 전제하여 TKR 분담 비율을 25-100%까지 다르게 배분하였다. TKR 분담비율은
각 지역의 항만입지를 고려하여 한-랴오닝성은 50%, 한-지린․헤이룽장성은 100%, 한
-러는 25%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봉민 외(2008)에서 추정한 2012-2020년 한-중․러 TKR 통과물동량
추정결과에 기반하여 동일한 추세와 기준을 적용하여 2030년 한․중 및 한․러 TKR
통과물동량을 추정하였으며, 총량을 북한 간선철도망에 배분하기 위하여 주요 지역별로
세분화 하였고, 한-중(동북3성) 총 화물물동량의 지역별 배분은 2007년 기준 한-중(동
30) 정봉민 외. 2008.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I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24-0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317 -

북3성)간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5-7 한․중 및 한․러간 철도 이용통과물동량 추정결과 - 보정 이전 (2030년)
(단위: 천톤)
한-중
구 분 한-랴오닝성 한-지린성
계
한-헤이룽장성 한-러
2020년
11,720
2,700
13,970
(정봉민 외(2008) 추정)
2030년
15,725
1,947
1,348
4,388
23,408
(본 연구 추정)
지역배분비율
82.7%
10.2%
7.1%
본 연구에서 정봉민 외(2008) 연구를 참고하여 추정한 2030년 TKR 통과물동량 추정
결과는, 한-러의 경우 TSR을 활용을 전제하여 추정하였기 때문에 추정결과를 그대로
준용할 수 있으나, 한-중(동북3성)의 경우 도로/철도 배분을 고려하지 않아 보정이 필
요하였다. 정봉민 외(2008)의 연구에서 한-중(동북3성) 추정결과는 해상운송의 육상운
송 경쟁력과 수송분담은 고려하였으나, 육상운송에 있어서 도로/철도 경합관계는 별도
로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정된 TKR 통과물동량이 전체 육상운송
물동량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동북3성)간 철도이용수요에 대한 보정을 위해 정일호 외(2008)
의 SP 조사에 의한 거리별 철도수송분담률을 적용하였고, 최종적으로 북한 간선철도축
별 물동량 추정을 위해 한-지린성간 화물수요를 경의선 및 동해선에 8:2로 배분하였다.
정일호 외(2008)의 연구를 참조하여 한-중(동북3성) 육상운송 총량 기준으로 철도 분담
비율을 한-랴오닝성은 69.2%, 한-지린성은 72.9%, 한-헤이룽장성은 78.8%로 적용하였
다. 지린성 관련 화물수요의 경의선:동해선 8:2 배분은 현재 북-중간 화물수요가 8:2로
배분되고 있음에 기초하였다.31)
최종 추정결과, 2030년의 한-중(동북3성) 및 한-러간 철도 이용 화물수요는 1,775만톤
으로 추정되었다.

31) 중국 단둥 국제학술대회(남북물류포럼 개최. 2005. 5. 10)에서 중국측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밝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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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한․중 및 한․러간 철도 이용 통과물동량 추정결과 - 보정 이후(2030년)
(단위: 천톤)
한-중
시 점 한-랴오닝성 한-지린성 한-헤이룽장성 한-러
계
경의축 동해축
2030년
10,882 1,135 284
1,062
4,388
17,751

4. 북-중, 북-러 물동량 추정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육로 이용 수출입 물동량을 추정하기 위해, 정봉민 외(2008)32)
의 연구에서 정립한 장래 북한 수출입 물동량(육상 및 해상) 추정모델을 활용하였다.
정봉민 외(2008)의 연구에서는 국민총소득과 시간변수를 설명변수로 국가경제활동에 따
른 수출입 물동량 추정을 실시하였다.
․ 수출 물동량 추정식 : EXP = 14961.1 + 75.485 GNI + 500.31T

(R2=0.864)

․ 수입 물동량 추정식 : lnIMP = 7.757 + 0.165 lnGNI - 0.313 lnT

(R2=0.741)

․ EXP=북한수출물동량(천톤), IMP=북한수입물동량(천톤), GNI(북한국민소득, 경
상 억 달러), T=시간변수(1991년=1, 1992년=2, ...)

(1) 현상유지적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앞서 전제한 현상유지적 시나리오의 북한 경제성장률 2008-2010년 3%, 2011-2020년
5%, 2021-2030년 7%에 기준하여 추정한 2030년 북한 GNI 84억달러를 상기 추정식에
대입한 결과 2030년 북한 수출입 물동량은 총 4,333만톤으로 1차 추정되었다.33) 북한의
현재 1인당 GDP 555달러(2008년 UN 기준)가 2030년에 1,887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북한 현재 1인당 GNI 117만원(2008년)이 2030년에는
398만원까지 성장하는 추세이다.
32) 정봉민 외. 2008. 남북한 물류체계 통합 및 활용방안(I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24-0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3) 2010년 북한 GNI는 26억달러로 가정함 (한국은행 및 UN의 북한 경제추정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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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장래 북-중․러간 철도 이용 화물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하여 분석하였다.
- 전제1: 북한 수출입 물동량의 육상:해상 배분비율은 2007년 실적치인 27.5 : 72.5가
향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
- 전제2: 북한 육상간선축별 화물수송 배분비율은 현재 북-중간 화물수송배분비율로
알려진 경의선:동해선 8:2를 준용함
- 전제3: 전체 육상화물수송 중 철도의 분담비율은 300~800km 이동 시 철도분담비율
인 64%를 일괄 적용함
상기의 전제를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2030년 예상되는 북-중․러간 철도화물 수송수
요는 총 763만톤으로 추정되었다.34) 북한 육상간선축 배분은 경의축으로 610만톤(80%),
동해축으로 153만톤(20%)이 수송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북-중․러간 철도 화물수송 수요의 북한 내 배분을 고려하기 위해 북
한의 지역경제 상황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전제를 기준으로 수요배분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북-중․러 화물의 북한 내 경의축 물동량 배분량은 순천지역(강계, 희청
문량 포함) 20%, 평양지역 40%, (평양을 통과하는) 원산지역 이동물량 20%, 사리원․
개성지역 20%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북-중․러 화물의 북한 내 동해축 물동량 배분은
청진지역 40%, 김책․함흥지역 10%, (고원을 통과하는) 평양지역 이동물량 20%, 원산
지역 20%, 고성․금강산 10%로 가정하였다.

(2)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앞서 전제한 낙관적 시나리오의 북한의 경제성장률 2008-2010년 3%, 2011-2020년
10%, 2021-2030년 15%에 기준하여 추정한 2030년 북한 GNI 275억달러를 상기 추정식
에 대입한 결과 2030년 북한 수출입 물동량은 총 5,808만톤으로 추정되었다. 2030년
북한 GNI 275억달러는 북한이 현재의 1인당 GDP 555달러(2008년 UN 기준)가 2030년
에 6,178달러까지 성장하는 추세이다.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북한 현재 1인당 GNI 117
만원(2008년)이 2030년에는 1,302만원까지 성장하는 추세이다.
34) 현상유지적 시나리오에 의한 2030년 북-중․러 수출입화물 추정수요는 2006년 남한 국제화물수송총량(8
억 1268만톤)의 약 5.3%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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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장래 북-중․러간 철도 이용 화물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앞서 현상유지
적 시나리오의 밝힌 전제에 의거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 결과, 2030년 예상되는 북중․러간 철도화물 수송수요는 총 1,022만톤으로 추정되었다.35) 북한 육상간선축 배분
은 경의축으로 818만톤(80%), 동해축으로 204만톤(20%)이 수송될 것으로 추정된다.

5. 한반도 통합철도망 수송수요 추정 결과

이상의 지역간 철도 이용 수송수요 추정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였다. 2030년 북한 주요 간선축 철도화물 수송수요는 ①북한 내부 철도화물 이동수요
(지속수요 기준), ②남북한간 철도화물 이동수요, ③한-중(동북3성) 및 한-러간 철도화
물 이동수요, ④ 북-중․러간 철도화물 이동수요를 북한 주요 간선철도축(경의선+평원
선+동해선)에 배분한 결과이다.
표 5-9 현상유지적 시나리오에 따른 수송수요 추정 결과 (2030년) (단위 : 만톤)
주요 간선철도 구간
북한내부 남북한 한-중/러 북-중/러 계
1,201.7 610.1 2,525.7
신의주-순천 713.9
경 평안권 순천-평양 833.6 685.3 1,201.7 488.08 3,208.7
의
평양-사리원 713.9 685.3 1,201.7 122.02 2,722.9
선 황해권 사리원-개성 476.7 685.3 1,201.7 122.02 2,485.7
7176.7 1,201.7
8,378.4
개성-서울
573.4 152.5 1,202.6
나진-청진 476.7
함북권 청진-김책 833.6 201.9 573.4 91.5 1,700.4
김책-함흥 1,011.5 201.9 573.4 91.5 1,878.3
동
해 함남권 함흥-고원 1,309.2 388.3 573.4 76.25 2,347.1
선
고원-원산 476.7 388.3 573.4 45.75 1,484.1
356.9 507.5 573.4 15.25 1,453.1
강원권 원산-고성
507.5 573.4
1,080.9
고성-속초
152.52 1,093.4
평양-신양 940.8
평원선
152.52 1,010.1
신양-고원 857.6

35) 낙관적 시나리오에 의한 2030년 북-중․러 수출입화물 추정수요는 2006년 남한 국제화물수송총량(8억
1268만톤)의 약 7.1%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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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현상유지적 시나리오에 따른 수송물동량 배분 (2030년)

표 5-10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른 수송수요 추정 결과 (2030년)
주요 간선철도 구간
북한내부 남북한 한-중/러
신의주-순천 896.2
1,201.7
경 평안권 순천-평양 1,046.6 7,382.7 1,201.7
의
평양-사리원 896.2 7,382.7 1,201.7
선 황해권 사리원-개성 598.5 7,382.7 1,201.7
개성-서울
- 13,901.1 1,201.7
나진-청진 598.5
573.4
함북권 청진-김책 1,046.6 4,847.0 573.4
김책-함흥 1,269.9 4,847.0 573.4
동
해 함남권 함흥-고원 1,643.6 7,210.1 573.4
선
고원-원산 598.5 7,210.1 573.4
448.1 12,057.1 573.4
강원권 원산-고성
고성-속초
- 12,057.1 573.4
평양-신양 1,181.2
평원선
신양-고원 1,0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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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톤)
북-중/러 계
817.8 2,915.7
654.24 10,285.2
163.56 9,644.2
163.56 9,346.4
15,102.8
204.4 1,376.3
122.64 6,589.6
122.64 6,813.0
102.2 9,529.3
61.32 8,443.3
20.44 13,099.1
12,630.5
204.44 1,385.6
204.44 1,281.1

그림 5-4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른 수송물동량 배분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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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비용검토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노반실태, 터널 및 교량의 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지실사가 어렵기 때문에 철도망의 현대화와 관
련된 비용의 정확한 추정은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대략적인
공사비 원단위 가정을 통해 비용을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노선별 공사비의 절대
규모보다는 노선별 상대적 규모비교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아래 표는 남한 건설단가(I안), 러시아 산정단가(II안), 러시아 산정단가 중 25% 건설
비 절감시(III안), 연결사업비(IV안)에 대해 경의선, 각각 나타내고 있다. I안은 신선 개
념의 비용이며, II, III, IV안은 개량 개념의 현대화 비용이다.
표 5-11 노선별 공사비 추산 (단선)
I안
II 안
III안
7조 8757억원 1조 3926억원 1조 465억원

구분
IV안
경의선
9064억원
(개성-평양-신의주)
경원선
(평강-원산-두만강) 14조 9294억원 2조 6398억원 1조 9838억원 1조 7182억원
동해선
(고성-원산-두만강) 14조 7765억원 2조 6128억원 1조 9634원 1조 7006억원
I안 : 남한 건설단가로 계산 (2008년 단가 기준)
II안 : 러시아의 북한철도 실태조사에 따라 러시아 산정단가로 계산
III안 : 러시아의 북한철도 실태조사에 따라 25% 건설비 절감시 계산 (세재혜택 포함)
IV안 : 자재장비지원에 따라 북한이 건설할 경우, 현재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비로 추정
자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0.
주: ※ 통일부 경의선 사업비 : 2조 1372억원, 경의선 경원선 및 동해선은 단선노선이나 경의선은 복선노반
이 잔존하는 것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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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노선별 공사비 추산 (복선)
I안
II 안
III안

구분
IV안
경의선
(개성-평양-신의주) 11조 7420억원 2조 847억원 1조 5666억원 1조 3569억원
경원선
(평강-원산-두만강) 22조 2585억원 3조 9518억원 2조 9698억원 2조 5722억원
동해선
(고성-원산-두만강) 22조 305억원 3조 9114억원 2조 9392원 2조 5458억원
I안 : 남한 건설단가로 계산 (2008년 단가 기준)
II안 : 러시아의 북한철도 실태조사에 따라 러시아 산정단가로 계산
III안 : 러시아의 북한철도 실태조사에 따라 25% 건설비 절감시 계산 (세재혜택 포함)
IV안 : 자재장비지원에 따라 북한이 건설할 경우, 현재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비로 추정
자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0.
표 5-13 노선별 공사비 추산 (복선전철화)
I안
II 안
III안

구분
IV안
경의선
13조 8539억원 2조 3889억원 1조 7952억원 1조 5549억원
(개성-평양-신의주)
경원선
26조 2618억원 4조 5284억원 3조 4031억원 2조 9475억원
(평강-원산-두만강)
동해선
(고성-원산-두만강) 25조 9928억원 4조 4821억원 3조 3681원 2조 9173억원
I안 : 남한 건설단가로 계산 (2008년 단가 기준)
II안 : 러시아의 북한철도 실태조사에 따라 러시아 산정단가로 계산
III안 : 러시아의 북한철도 실태조사에 따라 25% 건설비 절감시 계산 (세재혜택 포함)
IV안 : 자재장비지원에 따라 북한이 건설할 경우, 현재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비로 추정
자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0.
※ 현 자료는 북한의 토지 보상비(국유지)가 거의 없고, 인건비 단가가 매우 낮게 계산
하여 산출된 자료이며, 가정 및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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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소요예상금액을 기준으로 경의선은 동해선보다 40%이상 비용이 적게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되었다. 이것은 교량과 터널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선구간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로 고려될 경우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간의 격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선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고 지형조건이
유리한 경의선이 경원선이나 동해선보다 비용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원선과 동해선은 비슷한 비용이 예상되었으나 노선 활용을 위한 단절구간의 규모
(경원선 31km, 동해북부선 118km)를 감안 할 때, 실질적으로는 동해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해선의 경우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을 위해
서는 춘천-속초간 95.1km의 복선전철 신설이 필요하다.

제4절. 경제적 효과 분석
일반적으로 철도시설의 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로서는 운임의 절약, 수송
시간의 절약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인천에서 신의주간 물자수송의 경우, 해운이용시36)
1,100달러가 소요되고 있으나, 경의선 철도 운송시 400-500달러 수준으로 수송이 가능
하여 물류비의 획기적 절감이 가능해진다.37) 교통망 건설에 따른 고용 등 직접적 파급
효과의 경우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원선과 동해선이 경
의선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의 수요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반도 통합철도망인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은
남북간 물동량의 수송이 핵심적 역할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통합철도망의 효과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경제효과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3개 노선의 연결이 북한 경
제에 어떠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경제효과 분석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노선간 경제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상대비교하여 우선순위 선정에 반
영하였다.

36) 인천~단동간은 해운, 단동~신의주간은 트럭수송을 가정하는 경우이다.
37) 한국교통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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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생산함수를 이용한 파급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북한의 제조업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각 노선 개발의 직접
적인 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2차적으로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여 각 노선
개발의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제조업 생산함수를 통한 파급효과의 추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남한과 북한의
제조업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2000년 북한의 지역별 제조업 고용 및 생산
량을 추정하고 생산요소 및 지역 간 접근성을 이용하여 북한의 제조업 생산함수를 추
정하였다. 여기서 지역별 접근성은 각 지역의 최단 거리를 이용하여 산정했고, 분석 대
상 사업의 건설에 따른 접근성 변화를 생산함수에 대입하여 철도사업이 제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분석모형의 정립

노동 및 자본의 기본 생산함수 형태에 인구 및 거리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주요 철
도 노선별 개선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Pi
ln VA i = β + β 1 ln L i + β 2 ln K i + α 1 j∑
= 1 d 1.5
n

ij



: 지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P i : 지역별 인구



: 지역별 제조업 종사자수 d ij : 지역별 거리가중치(도로거리×0.79+철도거리×0.21)



: 지역별 제조업 유형고정자산

   

: 모수

모형의 종속변수인 지역별 산업별 제조업 부가가치와 독립변수인 종사자수, 유형고정
자산 등은 1979년-1985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지역별 인구는 통계청 추
계인구자료를 기준으로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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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크게 도로거리 및 철도거리로 나눌 수 있는데 도로 거리는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구간별 거리표를 이용하였고, 철도거리는 한국철도공사의 역간 거리표를 이용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부록 참조>
표 5-14 모형의 추정결과
구 분
회귀계수
절편
5.057
종사자수
0.418
독립변수
유형고정자산
0.585
인구
0.000001
모형적합도(R-Sqare)
0.9757

P-Value
<0.0001
<0.0001
<0.0001
0.005

북한의 철도 개발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철도노선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대안1은 동해선 구간으로서 남한의 강릉~금강
산~원산~청진~나진~두만강의 노선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대안2는 경원선 구간으로서 서
울~평강~원산~청진~나진~두만강의 노선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대안3은 경의선 구간으로
서 서울~개성~평양~신의주의 노선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각 대안사업의 건설에 따른 접근성 변화를 대입하기 위해서 표 5-13 에서 나타난
2008년 남한 철도가 단선에서 복선화 됐을 때의 평균 수송능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설
정하였고, 이에 대한 사업효과가 37.4회/일에서 115.6회/일로 증가하여 약 3.1배로 나타
나므로 북한의 경우도 이와 같은 증가를 가정하였다.
표 5-15 남한 주요 5개 철도 복선전철화사업효과(2008년)
노선
사업효과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
선로용량 증가(37회/일,→102회/일, 편도)
경춘선 복선전철
선로용량 증가(30회/일,→101회/일, 편도)
덕소-원주 복선전철
선로용량 증가(51회/일,→136회/일, 편도)
동순천-광양 복선전철
선로용량 증가(21회/일,→112회/일, 편도)
제천-쌍용 복선전철
선로용량 증가(48회/일,→127회/일, 편도)
단선→복선전철화 평균 수송능력 차이
37.4회/일→115.6회/일
약 3.1배

자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책마당 > 철도정책 > 철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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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 나타난 대안별 제조업 부가가치 파급효과를 보면,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대
안1는 0.0086%, 대안2는 0.0094%, 대안3는 0.0694%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안3인 경의
선의 제조업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대안별 지역경제 파급효과
구 분
현재
철도대안1
평양시
1,180,584
1,180,640
개성시
135,978
135,982
남포시
304,260
604,271
평안남도 1,157,865
1,157,912
평안북도
912,429
912,442
함경남도 1,096,486
1,096,485
함경북도
829,320
829,442
황해남도
836,917
836,941
황해북도
632,206
632,231
강원도
525,460
515,673
자강도
461,813
461,910
량강도
256,835
256,938
총계
8,330,153
8,330,867
비교
100.0000
100.0086

철도대안2
1,180,640
135,985
304,271
1,157,912
912,442
1,096,485
829,445
836,954
632,249
525,686
461,912
256,953
8,330,933
100.0094

(단위: 백만원)
철도대안3
1,182,666
136,069
304,265
1,157,901
912,949
1,096,585
829,333
837,432
634,625
525,469
461814
256,828
8,335,936
100.0694

2.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적 간접효과 분석

여기에서는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의 경제적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도 고
려하여 노선대안별 개선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신동천(2009)의 2007년 북한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하여 투입계수 및 생산유발계수
등을 산정하고 북한철도 개발이 북한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간접 파급효과를
파악하였다.

(1) 분석모형의 정립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정에
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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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상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는 산업 상호간의 중간재 거래부분, 각 산업부
문에서의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부분, 그리고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최
종소비자에게로의 판매부분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
구분
중간투입
부가가치
총투입

그림 5-5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수요 수입 (공제) 총산출
A(내생부문)
F
A+F
M
X
V
(외생부문)
X

산업연관표는 내생부문과 외생부문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부문 상호간의 거래인 중간수요와 중간투입을 기록하는 부분을 내생부문이라 하
고 최종수요와 부가가치를 기록하는 부분을 외생부문이라 한다. 그림 5-5 는 산업연
관표의 생산측면과 배분측면의 관계를 일반화한 것이다.
구분
1
2
생 …
산
부 i
문
…
n
부가 노동
가치 자본
총생산

그림 5-6 산업연관표의 세부구조
중간재수요
최종재수요
수입
(공제)
1 2 … j … n 소비 투자 정부 수출
X11 X12 … X1j … X1n C1 I1 G1 E1 M1
X21
M2
(Ⅱ상한)
(Ⅰ상한)
…
Xi1
Ci Ii Gi Ei Mi
Xij
…
Xn1 Xn2 … Xnj … Xnn Cn In Gn En Mn
L1 L2
… Ln LC
LE
(Ⅲ상한)
(Ⅳ상한)
K1 K2
… Kn KC
KE
X1 X2 … Xj … Xn C I G 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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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생산
X1
X2
Xi
Xn
L
K
X

산업연관표는 4상한으로 구분되는데 제1상한은 산업 생산물이 다양한 최종 수요에
따라 배분되는 양을 나타내며 최종 수요는 소비(C), 투자(I), 수출(E) 그리고 정부(G)
등으로 세분되고 제2상한은 각 산업간 거래, 즉 산업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다. 제3
상한은 각 산업에 투입된 본원적 생산요소의 양을 가리키며, 분석에 따라 노동(L), 자
본(K), 토지 그리고 정부의 서비스 등으로 세분되며 제4상한은 산업연관분석에서 종
종 생략되는 부분으로 최종수요 부문의 각 항목에서 직접 1차 투입요소에 대한 수요
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식 1-1)의 계수 a ij는 직접 투입계수(direct input coefficient), 투입계수 (input
coefficient), 투입산출계수(input-output coefficient) 또는 기술계수(technical
coefficient)이며 투입계수가 시간에 대해 안정하다고 가정한다면 산업 j의 생산변화가
산업 i에 미치는 영향은 투입계수에 의해 계산한다.
a ij = XX ij
j

(식 1-1)

X ij : j산업 생산을 위해 투입된 i산업의 중간 수요량
X j : j산업의 총생산량

신동천(2009)은 북한의 산업구조와 생산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은행(2008)과 통
일부(2007)가 발표한 부가가치내역 및 상품별 최종수요를 활용하여 2007년 북한 산업연
관표를 추정하였다. 교차 엔트로피 극소화 방법은 산업연관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
나 불완전한 상황에서 이미 알려진 부분적인 정보와 일정한 일관성 조건들을 충족하면
서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연관표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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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북한 2007년 산업연관표 (추정)
전기
석유
광업 경공업 석탄 중공업 가스
수도
203.26 1261.02 0.008 82.03 0.38
17.26 21.81 163.14 1467.51 304.94
150 2350.1 1.99 511.7 37.88
71.58 14.3 8.76 46.03 97
377.38 681.92 2.8 4487.58 168.33
192.45 160.82 1.27 583.34 235.36
10.74 12.54 0.03 37.8 48.07
50.96 18.25 2.13 1.48 26.34
44.48 71.87 8.1 90.67 25.76
93.9 77.69 2.08 132.38 44.74
0
0
0
0
0
1212.01 4670.32 190.308 7440.52 988.8

구분
농림수산
광업
경공업
석유석탄
중공업
전기가스수
도
건설
도소매
숙박음식
수송 통신
기타서비스
정부서비스
합계

농림
수산
1569.43
71.34
967.66
28.65
883.52
16.12
82.95
1.05
64.26
95.34
0
3780.32

구분
농림수산
광업
경공업
석유석탄
중공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소매
숙박음식
수송 통신
기타서비스
정부서비스
합계

수송 기타서 정부 민간 정부 투자
통신 비스 서비스 소비 소비
0.04 0.34 59.52 5971.41 0 278.34
0.31 0.005 733.36 100.38
0 1,092.11
59.32 66.04 464.92 1,563.93 0
0
175.27 7.37 13.09 1.63
0
0
100.29 10.44 1,544.21 177.88
0 1,057.25
10.36 13.4 300.03 677.81
0
0
2.19 189.18 2,219.5 0
0 2,633.71
27.94 4.45 0.41 0.64
0
1.89
73.73 27.94 121.71 398.24
0 192.35
17.94 59.24 83.76 1,084.35 0 325.59
0
0
0 3,097.98 8,831.26 0
467.39 378.405 5,540.51 1,3074.25 8,831.26 5,581.24

건설
44.61
200.29
497.53
14.74
1876.66
13.22
3.31
10.41
162.64
64.89
0
2888.3

도소매
음식
숙박
0.02
0.007
4.43
0.93
0.59
0.42
0.19
1.15
2.17
2.2
0
12.107

수출
297.76
283.02
137.87
0
316.28
0
0
0
0
0
0
1,034.93

수입
335.23
217.87
422.25
223.26
832.39
0
0
0
0
0
0
2,031

자료: 신동천. 2009. “북한경제 사회회계행렬의 추정과 분석”, 응용경제, 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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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업연관표의 세부 산업 부문은 표 5-15 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신동천의 경우
10개 부문으로 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
도사업, 건설업, 운수통신업 및 서비스업 등 7개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표 5-18 북한의 산업구분
산업분류 (대분류)
신동천(2009)
농림수산업
농림수산업
광업
광업 및 석유석탄
경공업
제조업
중공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건설업
운수통신업
수송통신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 숙박, 정부서비스, 기타서비스
자료: 신동천. 2009. “북한경제 사회회계행렬의 추정과 분석”, 응용경제, 11(1);107-128.

표 5-17 은 산업별 생산자가격표를 나타낸 것으로 부문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및 서
비스업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생산유발계수를 분석함에 있어 산업별 파급효과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5-19 산업별 생산자가격표 (계속)
구 분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농림수산업 1,458,252 188,868 1247,908
광업
92,907 242,269 1439,873
제조업
1,720,042 494,471 7,462,363
전기가스
14,978 179,997 691,444
수도사업및
건설업
77,074
10,007 46,774
운수통신업
59,708
48,855 151,026
서비스업
89,562 138,510 213,521
합계
9,076,191 4,585,249 17,18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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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운수
전기가스 및 건설업
수도사업
통신업
353
41,450
37
373,467 199,797 163,142
191,602 2,206,002 148,303
218,687 12,283
9,626
44,665
3,076
2,035
23,935 151,119 68,507
66,045 69,966 42,630
2,048,426 4,868,994 1,192,967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및
건설업
운수통신업
서비스업
합계

서비스업
55,638
701,295
1,942,530
291,617
2,238,226
141,065
140,498
13,157,314

민간소비 정부소비 투자
5,548,395
0
258,622
94,784
0
1,014,745
1,618,420
0
982,354
629,794
0
0
0
0
2,447,138
370,029
0
178,724
3886,648 8,205,654 304,281

(2) 경제적 간접 파급효과 분석결과

수출
276,667
262,971
421,978
0
0
0
0

수입
311,482
409,880
1,165,761
0
0
0
0

북한 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업별 투입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8 에서 산업별 투입계수합계를 살펴보면, 식료품(0.42553), 건설(0.42062), 경공업
(0.40738)의 순으로 직접 파급효과의 크기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직접파급효과
가 높게 나타난 산업들은 다른 사업들을 투입요소로 사용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직
접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산업임을 알 수 있다.
표 5-19 에서 생산유발계수의 열합계 즉 세로합은 일반적으로 생산유발효과를 구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 생산유발효과가 건설업(2.275), 제조업(2.445), 서비스업(1.919)의
순으로 나타나 직접파급효과 분석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표 5-19 에서 간접 파
급효과산업별 생산유발계수의 가로합 즉 행합계를 살펴보면 신동천의 경우는 제조업
(4.596), 광업(2.065), 농림수산업(1.7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유발계수 행합계의 의
미는 각 산업 최종수요에 모두 1백만원이 투입될 때의 산출액 증가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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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및
건설업
운수통신업
서비스업

농림수
산업

0.161
0.010
0.190
0.002
0.008
0.007
0.010

표 5-20 투입계수표

광업

0.041
0.053
0.108
0.039
0.002
0.011
0.030

구 분 농림수산업 광업
농림수산업 1.234 0.077
광업
0.062 1.098
제조업
0.451 0.269
전기가스
수도사업및 0.026 0.062
건설업
0.016 0.012
운수통신업 0.015 0.017
서비스업
0.021 0.040

및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0.073
0.084
0.434
0.040
0.003
0.009
0.012

0.000
0.182
0.094
0.107
0.022
0.012
0.032

0.009
0.041
0.453
0.003
0.001
0.031
0.014

운수통신업

서비스업

0.000
0.137
0.124
0.008
0.002
0.057
0.036

0.004
0.053
0.148
0.022
0.170
0.011
0.011

표 5-21 생산유발계수
및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통신업 서비스업
0.175 0.039 0.095 0.037
0.053
0.195 0.255 0.142 0.192
0.121
1.906 0.297 0.896 0.312
0.465
0.096 1.146 0.051 0.033
0.053
0.015 0.035 1.011 0.013
0.178
0.023 0.022 0.045 1.068
0.024
0.036 0.051 0.035 0.050
1.026

북한의 2007년 산업연관표로부터 얻은 생산유발계수를 통해 앞에서 분석한 경제적
직접 파급효과로 얻은 대안별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로 인한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안 1 (동해선)에선 지역경제 직접파급효과를 통해 제조
업 부가가치 7.14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증가액으로 인해 파생되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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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파급효과의 총 생산액은 17.46억원이다. 대안 2 (경원선)의 경우 제조업 부가가치
7.80억원 증가로 인해 간접파급효과로 증가된 전산업의 총생산액은 19.07억원이다. 대안
3 (경의선)은 대안노선 중 가장 큰 간접파급효과를 갖으며, 제조업 부가가치 57.83억원
증가가 141.42억원의 총생산액 증가를 유발한다.
세 개의 대안노선 중 대안 3(경의선)이 직접경제파급효과에서 증가된 제조업의 부가
가치액의 증가가 가장 크므로 이에 따라 유발되는 간접파급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표 5-22 산업별 지역경제 간접파급효과 분석결과
산업분류
대안1
농림수산업
125
광업
139
제조업
1,36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68
건설업
11
운수통신업
17
서비스업
26
합계
1,746

대안2
136
152
1,486
75
12
18
28
1,907

(단위: 백만원)
대안3
1,011
1,127
11,020
554
89
135
207
14,142

세 개의 노선 개보수로 인한 직접 및 간접 파급효과로 증대된 생산액의 절대값을 비
교하기 보다는 대안노선간 상대적 비교가 의미가 있다. 현재 북한 경제규모 수준을 반
영하여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그 증가액 자체는 미미한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경의선의 파급효과가 경원선 및 동해선보다 높다는 결과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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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의
우선순위

제6장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의
우선순위

제1절. 우선순위 설정의 기본방향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우선순위는 철도망의 비전과 목표를 고려하여 동북아차원의 한
반도 장기발전 구도, 남북경제통합의 촉진, 철도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비용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통합철도망은 우선 남북경제통합에 기여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경쟁
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협력에 기여하는 구도하에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노선의 우선순위
를 선정한 후 보완적으로 AHP분석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검증하였다.
그림 6-1 우선순위 선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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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동북아차원의 한반도 장기발전 구도 검토
한반도 통합철도망은 한반도의 경쟁력강화와 주변국과의 연계 강화라는 장기발전 구
도 측면에서 철도망 개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장기 발전 구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서해
안과 동해안축 등 양 연안축을 따라 주요 개발축을 설정하고 있다.
그림 6-2 선행연구의 국토․지역개발 구상안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과 관리 기본 구상
(1997)

통일시대 한반도 국토개발 구상 (1997)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

자료: 이상준외. 2008.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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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통합 교통망 및 물류체계 구축 측면에서 한반도의 동해안축과 서해안축 간선
교통망은 한․중․일의 핵심 경제지역간 연계구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
며, 이러한 측면에서 동해안축과 서해안축의 철도망 구축이 동북아협력차원에서 중요하
다.
동해안축과 서해안축의 철도망은 대륙의 철도 및 고속도로망 그리고 해양권의 항만
물류와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구도하에서 그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다. 목포~새만금~서
울~남포~신의주의 서해안축과 부산~강릉~원산~함흥~청진~나선의 동해안축이 각각 중국,
러시아 교통망과 연계되는 구도가 기본이 된다.
그림 6-3 동북아 통합 교통․물류체계 구조

자료: 이상준외. 2009.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 국토연구원.

한반도의 장기발전에 있어서 남북한의 국토분야 주요 과제들을 국토공간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부문별로 연계시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의선 및 동해선축을 중
심으로 한 산업인프라벨트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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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한반도 산업인프라벨트 구상

자료: 이상준외. 2008.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종합해 보면,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의 철도망 개발이 한반도 통
합철도망 개발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고, 동북아협력측면에서 산업과 물류에 있어서 서
해안축과 동해안축의 철도망은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해안축의 경의선은 동북아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중인 중국과의 경제협력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적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에도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상
대국이지만, 앞으로 이 추세는 지속될 것임을 감안할 때, 중국내에서도 향후 발전속도
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환보하이 및 동북3성지역의 연결에 경의선이 유리하다. 또한
중국의 고속화되는 철도망과 한반도를 최단거리로 연결한다는 측면에서도 경의선이 타
노선보다 유리하다. 실제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EU를 연결하는 철도 물동량 수요측면
에서 경의선이 80%~90%를 점유해 동해선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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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축의 경원선과 동해선은 물류측면에서 한반도 물동량의 대륙수송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
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 대안들 가운데 경원선, 동해선을 따라 하산, 블라디보스톡
을 연결하는 구간이 국경통과회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 대안들보다 경쟁력이 있
다.
그림 6-5 TKR과 TSR연결의 대안 노선들

자료: Vladimir P. NEKHOROSHKOV. 2010. “Prospects of development of the "Trans-Siberian and Trans-Korean
Railways Junction" project: INVESTMENT ASPECT” International Workshop on Korea-Russia cooperation
on TKR.

경의선을 이용하여 TSR과 연결할 경우 경원선, 동해선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거리는
일부 대안에서 짧을 수 있으나 국경통과 등 불리한 요소가 많다. 따라서 중국과의 산
업협력측면에서는 경의선이, 러시아․유럽과의 대륙철도 연결 측면에서는 경원선과 동
해선이 각각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동북아 협력측면에서는 경의선이 경원선
이나 동해선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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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남북경제통합의 촉진 측면 검토
한반도 통합철도망 개발은 남북경제통합의 촉진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합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철도망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남북경제통합측면에서는 서해안권(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평양)이 동해안권(강원도,
함경남북도)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서해안권 면적은 북한 전
체의 약 37%이나, 인구는 전체의 약 62%임을 감안해야 한다.
표 6-1 북한의 서해안권 및 동해안권 인구현황 (2008년) (단위: 명, %)
서해안권
인구
동해안권
인구
평안북도
2,728,662
함경북도
2,327,362
평안남도
4,051,696
함경남도
3,066,013
황해북도
2,113,672
강원도
1,477,582
황해남도
2,310,485
평양시
3,255,288
합계
14,459,803
6,870,957
전국인구(23,349,859) 대비
62
29
비율
자료: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2009. Central Bureau of Statistics,Pyongyang, DPR Korea.

남북경제의 통합 측면에서는 남한의 핵심경제권인 수도권과 북한의 핵심경제권인 평
양-남포지역 그리고 대외 주요 교류거점인 원산권을 연결하는 지역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림 6-6 수도권-평양/남포-원산 연계개발 구도

자료: 이상준외. 2009.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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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통합을 고려한 지역개발의 우선 추진지역을 고려할 때, 동해선보다는 경의선
과 경원선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는 남북간의 교류거점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도 경의
선이 유리하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남북간 경제통합의 주요 토대인 산업연계 측면
에서 경제특구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 바 있다.
그림 6-7 남북한간 산업연계 강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

자료: 국토연구원 전문가 2차 설문조사. 2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41명이 응답(48%).
이상준외. 2009. 전게서

향후 북한지역에서 교류거점으로서 유망한 도시들은 평양~남포권, 원산~함흥권, 신의
주, 나선~청진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009년 국토연구원의 설문조사38)에 따르면, 미래
한반도가 경제와 문화의 교류중심이 되기 위해 북한지역에 새로운 교류거점을 조성하
기 적합한 도시로 신의주(70.9%), 평양(53.9%), 개성(42.6%) 등 서해안권도시들이 우선
순위가 높은 것으로 지목되었다. 구체적으로 평양~남포는 환보하이(環渤海), 징진지(京
津冀) 교류협력의 관문으로서 기능하고, 원산~함흥권은 환동해권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서 기능한다. 신의주는 한반도와 동북3성, 몽골 연결의 북서부 대륙협력거점지대로 기
능할 수 있으며, 중국 단둥과 연계 개발 추진이 필요하며, 나선~청진권은 한반도와 극
동러시아, 중국 동북3성 연결의 북동부 대륙협력거점지대로서 육성이 필요하다.
38) 국토연구원 전문가 2차 설문조사. 이상준외. 2009.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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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북한지역에 새로운 교류거점 조성하기 적합한 도시

주: 1) 한반도의 비전과 국토전략에 대한 제2차 설문조사(2009.6.30-7.20): 국내 국토분야 전문가 2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41명이 응답 - 1+2+3순위(중복응답)
2) 설문대상 도시는 평양, 남포, 함흥, 청진, 신의주, 나선(나진선봉), 원산, 개성, 해주, 김책, 사리원 등 11개 도시
자료: 이상준외. 2009.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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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미래 한반도에서의 교류거점

향후 북한내의 주요 교류거점 대상지역과 남한과의 연계측면에서 경의선과 경원선이
동해선보다 우선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연구원이 2009년도에 실시한 전문가 설문결과 경의선 현대화가 타 사업들보다
남북경제통합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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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한반도 내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할 국가 프로젝트
(단위: % / 응답자수 N=141명)
기반시설 국가 프로젝트
1순위
북한 경의축(서울-신의주) 고속도로 구축 및 남한 연계
35.5
북한 경의축(서울-신의주) 철도 현대화 및 남한 연계
39.7
북한 동해축(원산-청진-나진) 고속도로 구축 및 남한 연계
1.4
북한 동해축(원산-청진-나진) 철도 현대화 및 남한 연계
0.7
북한 경원축(서울-원산) 고속도로 구축 및 남한 연계
0.7
북한 경원축(서울-원산) 철도 현대화 및 남한 연계
북한 주요 항만공항 현대화 및 남북한 항로 개설확대
2.8
러시아-북한-남한 연계 가스송유관 구축
4.3
남북한 연계 및 한반도 통합 전력망 구축
8.5
남북한 통합 통신망 구축
6.4
자료: 국토연구원 전문가 2차 설문조사. 이상준외. 2009. 전게서

그림 6-10 한반도 통합전력망 구상

장기적으로 남북경제통합을 위해 한반
도 통합전력망(UKPS : Unified Korean
Power System) 구축을 추진할 경우 수도
권과 북한 서부지역의 연계망 구축이 우
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39) 남북한
단일계통의 연계망은 4개 루트로 구성되
며, 장기적으로 500만kW 이상을 융통 추
진할 것이다. (1단계) 개성공단공급전력
망, (2단계) 서부연계망(수도권북부~평양),
(3단계) 동부연계망(남북한강원권), (4단
자료: 한국전기연구원 2008.
계) 중부연계망(충청권~평양)의 추진이 필요하다.
도로망의 경우에도 개성~평양~신의주축의 고속도로 건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

이러한 타 인프라 개발의 우선순위까지 감안할 경우에도
경의선의 우선적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40),

39) 한국전기연구원. 2008

40) 한국도로공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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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통합철도망 연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주변 여건의 위협
과 그로부터 오는 도약과 발전의 기회를 파악하기 위한 SWOT분석을 수행하였음
강점(S)
1. 국내 철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
◦ KTX 의 운행과 세계에서 5번째로 350 km/h급 한국형 고속전철 기술 보유
◦ 고속철도 건설 및 차량제작 기술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
2. 철도 수송분야가 대용량・장거리 화물 운송에 적합함
3. 지정학적 장점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 및 대륙철도 연계 추진에 적합
4. 정책 및 기술 사항 전반에 걸친 연구 체계가 갖추어 짐
약점(W)
1. 대륙철도 관련 각국의 이해관계에 의존하며 공감대 형성이 필요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는 국내환경, 남북간 환경, 국제환경이 조성되어야 가능
◦자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관련자료 공개가 잘 되어있지 않음
2. 국제 철도 문제의 시스템적 접근을 위한 다양한 전공분야 필요
3. 국가적 정책적 접근을 통한 국제철도시장 진출전략 미흡
기회(O)
1. 남북철도 연결과 그에 따른 대륙철도 연결 기회 마련
◦ 동북아의 새로운 교통망, 아시아-유럽 연결의 ‘철의 실크로드’ 실현의 기회
2. 국제적인 대륙간 철도 고속화 및 효율화 논의 증대
◦ EU의 고속교통망 정비계획, 중국의 고속철도기본계획 등
3.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철도의 경제성 부각
4. 동북아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화물 수송 수요 증대
위협(T)
1.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철도 환경에 대응한 대처 능력 필요
◦북한 핵문제 및 남북러중 등 관련국들 관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한 대처 능력 요구됨
2. 각국의 철도 시스템이 상이하여 상호운용성이 미흡
◦궤간, 전력, 신호・통신, 제어・사령, 안전시스템 등이 상이하여 이를 극복하고 원활하게 상
호 연계 운행하기 위한 대책 필요
3. 대륙철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경쟁이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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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철도망 개발의 수요 및 경제적 효과와 비용 검토
수요분석 결과 북한과 타지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물동량에 있어서 경의선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한반도 통합철도망에 대한 수요에 있어서 남북교류관련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남북교류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남북교류 측면에서는
경의선이나 경원선이 동해선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림 6-11 2030년 지역별 남북교류물동량 추정결과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노선별 제조업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경의선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경원선과 동해선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의선의 개발이 북한경제에 대
한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측면에서는 경의선이 경원선이나 동해선보다 상대적으로 최소한 40%이상 비용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해선은 남한의 단절구간 복원(118km)가 과제로
남아 있어서 비용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노선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경의선 개발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수요와 비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비교해 볼 때, 경의선의 개발이 경
원선과 동해선의 개발보다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
원선과 동해선의 경우 동해선이 단절구간이 길고 수도권과의 거리 이격 등 경원선에
비해 불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3개 노선의 복선 전철화 우선순위는 경의선-경원선
(서울-두만강)-동해선(속초-두만강)의 순서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다시 검증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통한 AHP 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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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AHP 분석을 통한 우선순위 검증
1. 분석의 틀

다기준 의사결정(MCDM: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은 상충되는 복수의 기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의사결정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우선, 평가기준이 다
수인 경우, 각 기준 하에서 선택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다수 대안들의 선호도를 각각
측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다음으로 평가기준들의 상대적인 중
요도를 도출하고, 고려하는 대안들 각각이 일련의 평가기준 하에서 어느 정도 선호되는
지를 계량화한다.
다기준 의사결정법은 다목적 의사결정법(Multi-Objective Decision Making, MODM)
과 다속성 의사결정법(Multi-Attribute Decision Making, MADM)으로 분류가능하며,
이 중 다목적 의사결정법은 제약조건에 의해 함축적으로 정의된 무한개의 대안집합에
서 고려중인 목적을 가장 잘 만족하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방법이다. 다속성 의사결정
법은 유한개의 대안들의 집합에서 하나의 대안이나 그와 선호도가 같은 몇 개의 대안
을 선정하며 불확실한 상황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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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다기준 의사결정법
종 류
내
용
가중합계법
개별 목적함수에 대한 가중치 조정 방식을 활용해 파레토 최적해 공간을 탐색
도출된 해의 파레토 최적을 보장하면서 파레토 최적해 단면의 볼록 형태 여부
IWTP
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
NBI
일회성으로 파레토 최적해를 도출가능한 방법
약성 파레토 최적해를 배제하고, 이산적인 가능해 영역을 갖는 문제에 적용할
CBITP
수 있음
+ uncertainty, uncertainty + Fuzzy, group decision making +
불확실성 관련 연구 PROMETHEE
Fuzzy, AHP + Bayes 등
Fuzzy 관련 연구 PROMETHEE + Fuzzy, AHP+ Fuzzy, MODM + Fuzzy, TOSIS + Fuzzy 등
SAW
대안에 대한 기준의 정규화된 점수를 기준의 중요도와 곱하여 더함
TOPSIS
이상적 대안에 가장 근접하고 최악의 대안과 가장 먼 대안을 선정함
VIKOR
결합 함수의 합리화를 도모한 장점을 가지지만 가중치 값에 따라 결과가 변함
다속성 효용이론 위험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반영한 효용함수와 평가기준을 모형에 구체화할
때, 이와 관련한 적절한 함수 형태의 식별 문제로 결정됨
(MAUT)
AHP
ANP
SMART
Entropy Method
PROMETHEE
ELECTRE
ACTIFELD

의사결정의 목표,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상호 태반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지원. 최근 국책사업 평가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AHP와 유사하지만, 각 구성 요소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
능함
계층적 구조를 사용하지만, 각각 속성을 단 하나의 상위 기준과 연결시키는 점
에서 차이가 있음
평점을 0-1 사이의 일관된 내제적 척도로 사용함
엔트로피 이론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도출함
선호함수 및 선호의 유출량과 유입량 개념을 이용하여 대안들의 순위선호를 도
출함
핵심 해 혹은 대안들의 순위선호 관계에 기초한 다목적 순위 부여
전략적인 질문에 대처하는 행위를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ACTI’와 현장에서
행위들의 작용을 구성하는 실용성에 주안점을 두는 ‘FELD’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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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다목적 의사결정법
종 류
내
용
개별 목적함수에 대한 가중치 조정 방식을 활용해 파레토 최적해 공간을
가중합계법
탐색
도출된 해의 파레토 최적을 보장하면서 파레토 최적해 단면의 볼록 형태
IWTP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
NBI
일회성으로 파레토 최적해를 도출가능한 방법
약성 파레토 최적해를 배제하고, 이산적인 가능해 영역을 갖는 문제에 적
CBITP
용할 수 있음
+ uncertainty, uncertainty + Fuzzy, group decision
불확실성 관련 연구 PROMETHEE
making + Fuzzy, AHP + Bayes 등
+ Fuzzy, AHP+ Fuzzy, MODM + Fuzzy, TOSIS + Fuzzy
Fuzzy 관련 연구 PROMETHEE
등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구조로 정리
하여 최적 대안을 도출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다기준 하에서 대안들을 비교 및 평가하
는데 있어 의사결정자들로 하여금 표준화된 비율척도를 이용하여 유형의 요소뿐만 아
니라 정성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속성과 측정척도가 다양한 평가기준
들을 종합화하여 대안들의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의사결정
자는 각 평가기준에 상응하는 상대적 중요성과 대안의 각 평가기준에 대한 대안의 선
호도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 각 대안에 대한 전반적 선호도를 도출
한다.
AHP 분석방법은 속성과 측정척도가 다양한 평가기준들을 종합화하여 대안들의 우선
순위와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HP의 원리는 계층적 구
조설정(hierarchical structuring)의 원리, 상대적 중요도 설정(weighting)의 원리, 논리적
일관성(consistency)의 원리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AHP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여
문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다. 2단계에서는 문제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조망하여
최고 단계인 문제의 목표에서부터 중간수준의 평가항목 선정 및 배치를 거쳐 최하위
수준인 대안들의 비교까지 시행한다. 3단계에서는 중간 수준에 있는 한 평가 항목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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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하여 하위 수준에 있는 종속 평가항목들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를 판단하기 위
해 평가 항목들 간의 쌍대비교를 시행하고 해당 종속항목에 대한 종속 평가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 행렬로 작성한다. 4단계에서는: 제3단계에서 구한 비교행렬로부
터 평가 항목 간 상대적 추정 가중치를 기하평균 등을 이용하여 구한 후 응답의 일관
성을 검토한다. 5단계에서는 제2단계에서 설정한 계층 구조에 속한 모든 수준의 평가
항목들에 대하여 앞의 제3-4단계 과정을 반복한다. 6단계에서는: 어떤 수준에 있는 평
가 기준의 상대 가중치를 하위수준에 있는 종속 평가 기준의 상대적 가중치와 곱하는
과정을 최상의 수준부터 순차적으로 최하의 수준까지 실시한 후 평가 기준별로 구한
대안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각각의 대안별로 합산(모든 평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감안
한 대안의 상대적 가중치)한다. 7단계에서는 제5단계에서 구한 각 대안의 평가 점수를
비교하여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 대안을 선택하며, 8단계에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전체
적인 일관성을 검토하여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 비교 판단상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는
지 또는 처음부터 문제의 계층구조 설정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표 6-5 쌍대 비교시 중요도의 척도
사례
해당사업
평가항목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지역균형발전,
KDI(2005)
소요산-분계선 철도 건설사업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의 특수평가)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정책의 일관성
KDI(2009)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지역균형발전
인천 도시철도 2호선
KDI(2008)
〃
건설사업
철도건설투자평가에 AHP를 활용한 사례로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AHP 구
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AHP 분석의 최종목적은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제1계층은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으로 이루어지고, 제2계층은
정책적 분석을 구성하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특
수 평가(중분류)’항목으로 구성한다. 제3계층은 정책적 분석의 중분류 평가항목을 구성
하는 세부 평가항목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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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기본구조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09

본 연구에서 북한 철도건설의 투자가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0년 5월1일-10일
간 시행되었으며, 총 25명의 전문가에게 배포되었고 22명의 전문가가 응답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한반도 통합철도망 건설의 투자가치 평가는 크게 경제 분석과 정
책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경제 분석은 경제파급효과, 사업성, 국내 경제 기여도, 수요
및 개발로 구분되고 정책 분석은 정책 환경과 정치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표 6-6 북한 철도건설 투자가치 평가구조표
대분류
소분류
평가항목
경제 파급효과 북한경제 기여도, 지역인구 유발효과, 지역 고용 및 경제성장 유발효과
사업성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경제 분석
국내 경제 기여도 국내경제 성장 기여도, 남북한 경제협력 기여도
수요 및 개발 관광 및 개발수요,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경친화적 개발
정책 환경
계획과의 일치성, 정부의 개발의지
정책 분석 정치 환경
동북아 국가의 기여도, 정치적 상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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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북한 철도건설 투자가치 평가구조도

북한 철도건설 투자가치 평가의 대분류별 중요도는 아래와 같은데, 북한 철도건설 투
자가치의 대분류별 전체평가에 따르면 경제 분석과 정책 분석 중 경제 분석 항목이 정
책 분석 항목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획득했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경제적인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표 6-7 북한 철도건설 투자가치의 대분류별 중요도 도출결과

대분류

순위

가중치

경제 분석

1

0.543

정책 분석

2

0.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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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의 결과

북한 철도건설 투자가치 평가의 항목별 중요도는 다음과 같다.

(1) 경제 분석

철도건설 투자가치의 경제 분석 구성은 아래와 같고 경제 파급효과, 사업성, 국내 경
제 기여도, 수요 및 개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쌍대비교를 실시한
결과 경제 분석에서는 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선정되었으며, 다음으로
국내 경제 기여도, 사업성, 수요 및 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파급효과 항목의 중요
성이 강조된 것은 낙후된 북한의 현실에서 철도건설이 가져올 지역의 경제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철도건설이 남한의 경제성장과 남북한 경
제교류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국내 경제 기여도가 더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표 6-8 북한 철도건설 경제 분석 소분류별 중요도 도출결과
소분류
순위
가중치
경제 파급효과
1
0.199
사업성
3
0.112
국내 경제 기여도
2
0.136
수요 및 개발
4
0.096
경제 분석의 경제 파급효과 항목에서는 북한경제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세부항목으
로 평가되었는데, 이것은 지역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인프라 구축이 가지는 의미
가 매우 크며 철도라는 인프라가 가져올 북한경제에의 기여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
와 함께 북한경제 전체의 측면이 아닌 북한의 지역별 고용성장과 경제성장을 평가하는
지역 고용 및 경제성장 유발효과 항목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6-9 북한 철도건설 경제 파급효과 평가항목별 중요도 도출결과
평가항목
항목 내 순위
최종 순위와 가중치
북한경제 기여도
1
[4] 0.100
지역인구 유발효과
3
[13] 0.026
지역 고용 및 경제성장 유발효과
2
[6] 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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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항목에서는 사업의 실행가능성의 척도가 되는 재원조달 가능성이 중요한 것
으로 평가되고 철도건설의 편익 ․ 비용을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 평가한 경제적 타당
성이 사업주체의 측면에서 평가한 재무적 타당성보다 중요시되었는데, 이것은 철도건설
이 사회전반에 미칠 편익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표 6-10 북한 철도건설 사업성 평가항목별 중요도 도출결과
평가항목
항목 내 순위
최종 순위와 가중치
경제적 타당성
2
[10] 0.045
재무적 타당성
3
[15] 0.019
재원조달 가능성
1
[9] 0.048
국내 경제 기여도 항목에서는 철도건설을 통해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 증대를 측정하
는 남북한 경제협력 기여도가 국내경제 성장 기여도보다 중요시 되었다. 이것은 개성공
단 등 남북한의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표 6-11 북한 철도건설 국내 경제 기여도 평가항목별 중요도 도출결과
평가항목
항목 내 순위
최종 순위와 가중치
국내경제 성장 기여도
2
[8] 0.048
남북한 경제협력 기여도
1
[5] 0.088
수요 및 개발 항목에서는 관광 및 개발수요가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경친화적 개
발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지역 자체가 끌어들일 수 있는 개발의 수요
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반면, 최근 대두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의 중요
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2 북한 철도건설 수요 및 개발 평가항목별 중요도 도출결과
평가항목
항목 내 순위
최종 순위와 가중치
관광 및 개발수요
1
[11] 0.041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성
2
[12] 0.034
환경친화적 개발
3
[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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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분석

북한 철도건설 투자가치의 정책 분석은 정책 환경과 정치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쌍대비교를 실시한 결과 정책 분석에서는 정치 환경이 정책 환경보다 중
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내 철도건설이 가져올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상징성,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 등과 같은 정치적 의미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표 6-13 북한 철도건설 정책 분석 소분류별 중요도 도출결과
소분류
순위
가중치
정책 환경
2
0.163
정치 환경
1
0.294
정책 분석 중 정책 환경에 대한 평가항목별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정부의 개발의지
항목이 계획과의 일치성 항목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정
부의 개발의지 없이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6-14 북한 철도건설 정책 환경 평가항목별 중요도 도출결과
평가항목
항목 내 순위
최종 순위와 가중치
계획과의 일치성
2
[7] 0.050
정부의 개발의지
1
[3] 0.113
정치 환경 항목에서는 철도사업이 가지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의미와 같은 정치
적 상징성 항목이 동북아지역의 평화적 분위기 확대와 같은 동북아 국가의 기여도 항
목보다 중시되었다. 하지만, 전체 최종 순위에서 보았을 때 정치적 상징성과 동북아 국
가의 기여도가 1, 2위로 나란히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철도사업이
동북아 지역에 미칠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표 6-15 북한 철도건설 정치 환경 평가항목별 중요도 도출결과
평가항목
항목 내 순위
최종 순위와 가중치
동북아 국가의 기여도
2
[2] 0.127
정치적 상징성
1
[1] 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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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 분석결과 대분류인 경제분석이 정책분석보다는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소분류
별 가중치가 다르므로 전문가들이 북한 철도 개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를 고려
하여 결정토록 하였다.
표 6-16 AHP 분석에 따른 항목별 가중치
대분류
소분류
평가항목
항목 가중치
항목
가중치
항목
최종가중치
북한경제 기여도
0.100
지역인구 유발효과
0.026
경제 파급효과 0.199
지역 고용 및 경제성장
0.073
유발효과
경제적 타당성
0.045
사업성
0.112
재무적 타당성
0.019
경제 0.543
재원조달 가능성
0.048
분석
0.048
국내 경제 0.136 국내경제 성장 기여도
기여도
남북한 경제협력 기여도
0.088
관광 및 개발수요
0.041
수요 및 개발 0.096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성
0.034
환경친화적 개발
0.022
계획과의 일치성
0.050
정책 환경 0.163
정부의 개발의지
0.113
정책 0.457
분석
동북아 국가의 기여도
0.127
정치 환경 0.294
정치적 상징성
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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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순위 결정

2010년 6월 4일 국토연구원과 타 기관의 철도전문가 8인이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우
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AHP 분석의 항목별로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평가과정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점수를 3점, 가장 낮은 점수를 1점으
로 평가하였고, 본 연구에서 분석된 노선별 수송수요,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비용검토
결과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각 항목별 철도노선의 우선순위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위에서 AHP분석 결과로 나온 가중치를 이용하여 대안별로 가중
평균하였다.
분석결과 경의선은 2.89점으로 철도노선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대안으로 나타났으
며, 다음은 경원선, 동해선 순으로 각각 1.77점, 1.35점으로 나타났다. AHP분석결과 가
장 높은 가중치를 보였던 항목은 정치적 상징성으로 경의선의 경우 0.5점이며, 경원선
과 동해선의 경우 각각 0.25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HP 분석결과는 앞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된 노선별 우선순위인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의 순서와 동일하게 나타났
다.

순위
1
2
3

표 6-17 대안노선의 우선순위 도출 결과
노선
종합점수
경의선
2.89
경원선
1.77
동해선
1.35

- 361 -

표 6-18 대안노선별 항목별 가중평균치
항목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북한경제기여도

0.300

0.200

0.100

지역인구 유발효과

0.078

0.052

0.026

지역 고용 및 경제성장 유발효과

0.219

0.146

0.073

경제적 타당성

0.135

0.068

0.068

재무적 타당성

0.057

0.026

0.031

재원조달가능성

0.144

0.078

0.066

국내경제성장기여도

0.138

0.084

0.066

남북한 경제협력 기여도

0.264

0.154

0.110

관광 및 개발수요

0.072

0.077

0.097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성

0.102

0.064

0.038

환경친화적 개발

0.050

0.030

0.052

계획과의 일치성

0.138

0.088

0.075

정부의 개발의지

0.339

0.198

0.141

동북아 국가의 기여도

0.349

0.254

0.159

정치적 상징성

0.501

0.25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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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우선순위 대안 선정
앞선 결과 및 전장에서 기술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시나리오의 상황을 고려한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14 환경변화에 따른 남북철도 접근 및 건설단계 시나리오

시나리오에 따라 획일적으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며, 위의 제안된 내용은 앞
서 나타난 우선순위를 시나리오와 연결하여 분석하였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상황으로 간주하고 관련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북핵 시나리오를 고려해볼 때 북핵이 불능화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가장 최우선적인 노선은 경의선이다. 단계별 구축시나리오 상에서는 2단
계와 3단계 중간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는 북핵 3단계 즉 핵폐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경의선을 제외한 주요간선
축인 경원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고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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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실상 통일단계에 이르게 되면 앞선 3개 노선 외에 평원선, 만포선 등의
노선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그 외 노선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림 6-15 시나리오에 따른 단기/중기/장기 철도 우선순위

그림 6-16 단기/중기/장기에 따른 노선 변화

- 364 -

그림 6-17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상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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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상도(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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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상도(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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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0 통합철도망 구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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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재원조달방안

제7장 재원조달방안

제1절.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의 필요성
본 연구는 북한철도 현대화를 위해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이 민간
자본이 단독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성격인가 아닌가를 파악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북한철
도 현대화 사업이 국제금융기구의 단독 프로젝트로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규모인가를
파악한다. 이 두 가지 방안이 모두 쉽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
이 마련될 수 있는 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북한철도 현대화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는 크게 민간재원과 공적재원이 있
다. 민간재원은 재무적(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 즉, 회계상 이윤이 남는 사업에만
‘투자’하는 속성이 있는 반면, 공적재원은 재무적 타당성은 낮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있
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정 사업의 수익이 흐름이 자본조달비
용 이상인 경우는 재무적 타당성이 있어서 투자 (또는 사업추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공적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국민경제적 목표를 달
성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므로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경우 경제적 분석
은 필수41)이다. 실제로 민간재원으로 조달이 가능한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공적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국제원조사회의 규범상 금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철도현대화사업을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빈곤국의 경우에는
흔치 않다. 투자목적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SOC 개발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국가는
선진국과 한국 등 소수의 개발도상국에 국한된다. 대다수의 개도국에 대한 SOC 개발사
41)

예를 들어, 철도 개보수의 편익이 철도 요금 징수 증가분만 고려하는 것이 재무적 분석인 반면 경제적
편익 분석에서는 철도 개보수로 인한 인근 지역 개발효과, 열차 운행 속도 증가로 인한 시간절감 편익 등
까지도 편익의 범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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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장기자본이 요구되고 위험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초기 사업발굴을 위한 준비단계
에서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선진국의 민간기업도 개도국, 특히 북한과 같은 최빈
국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참여하기는 현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철도
등 SOC 개발사업은 국제공적부문이 중심이 되어 재원조달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국제공적부문의 재원은 크게 공적개발원조(ODA)와 다자간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으로
구별된다. 한편 국제금융기구는 민간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을 통하여 SOC 개
발사업에서 공적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주
도하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기구가 협조융자(co-financing)를 제공하는 경우에 개도국에
서 SOC 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게 제고되고 있어서 북한 관련 철도사업과 관련
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먼저 제2절에서 북한철도 현대화의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살펴본 뒤, 제
3절에서는 각각의 재원조달 방식이 현실화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살펴보고, 제4절에서
는 현실적인 북한철도 현대화사업 재원조달 방식을 제시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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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북한철도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
개발도상국 개발자금의 재원조달 형태는 아래 표 7-1 에 정리되어 있는데 국제공적
재원은 양자간 공적개발원조(ODA)42)와 다자간 ODA(국제기구의 무상지원 및 양허성
차관의 재원) 및 국제기구의 자금지원 등이 중요하다.
표 7-1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흐름의 구성
공공
공적개발
양자
증
사업지원, 물자지원, 기술협력
:
부문
원조
간
여
등
(ODA)
차
관 : 장기차관, 지분투자, 채무구제
다자
증
간43)
여 :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 출자
차
관 : 국제기구에 대한 장기차관
기타공적 : 수출신용, 국제기구의 자금지원, 리스케쥴링
재원(OOF)
민간 : 민간재원, NG-재원
부문

1. 국제공적재원

국제공적재원은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으로 주로 구성된
다. ODA는 대부분 OECD 회원국인 선진원조공여국에 의해 제공되는데, OECD의 개발
지원위원회(DAC)가 양자간 ODA에 관한 국제규범을 생산한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공
식적인 원조 원칙, 예를 들어 비구속성 원조의 확대 등이 있지만 상당수 원조공여국은
비공식적으로는 자국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 원조를 공여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금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첫째, 자금지원의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
진이어야 함. 둘째, 자금지원은 양허적 성격으로서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함. 셋째, OECD의 DAC가 인정하는 개도국 또는 이를 주요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
구에 대한 자금지원에 한정됨. ODA는 그 명칭과는 달리 공여목적이 개도국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인
도적’ 지원도 공적‘개발’원조에 포함됨.
43) 이 항목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출연, 기금 조성, 차입협정에 의한 장기차관 제공 등을 의미하며
국제기구가 직접 개도국에 지원하는 액수는 ODA가 아닌 OOF에 포함됨.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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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프랑스는 자국의 이전 식민지였던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에 원조를 상대적으로 집중
하고 있으며, 일본은 주로 자국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원조를 집중한다.
그래서 북한철도 현대화에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양자간 ODA 자금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득과 실을 저울질해볼 필요가 있다.
다자간 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국제금
융기구는 중장기 개발금융을 전문으로 취급한다.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에 공적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는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개도국 공적부문에 대한 지
원 위주인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44) 산하의 개도국 민간기업에 대한 투융자를 담당하
는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와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등이 있다.
국제금융공사(IFC)는 회원국 정부의 지불보증이 없이도 회원국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지분 투자도 함으로써 개도국 민간기업에 대
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들에게 투자국에서의 투자수익 송금제한, 압류,
전쟁, 내란 등과 같은 주요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투자보증(또는 보험)을 해주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유치국이 외국 민간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마케팅 서비스와 법률자문도 제공한다.
국제민간자금은 상업성의 원칙에 따라 개도국의 국가위험도를 감안한 시장금리로 공
여되나, 국제공공자금은 장기·저리의 차관이나 무상지원(grant)의 형태로 공여된다. 세
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은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지원 자
체가 자금수혜국에 대한 국제민간부문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

세계은행그룹은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
본부(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4개 기구로 구성되어 있
음. 장형수 외.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2008) 참조.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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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관협력(PPP)에 의한 재원조달

개도국 SOC 사업의 재원조달 방식으로서 공공 및 민간의 민관협력(PPP: Private
Public Partnership)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민관협력(PPP)의 개념은 민간부문과 공적부
문이 협력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데, 민관협력 방식에 의한 주요한 재원조달
방식으로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조융자 등이 있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재사업에 대한 민관협력이란, 민간부문은 건설위험과 운영위험을 부담하고 민간
의 통제가 어려운 시장위험은 공공부문이 부담하여 서로 협력하는 민관협력(PPP) 프로
젝트를 말한다. 1990년대 들어 영국은 민자주도방식(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을
도입하여 공공사업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데 성공하여 공공재사업에 대
한 민관협력(PPP)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러한 흐름은 1997~98년의 개도국 금융위기로
상당히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전세계 PPP 시장 규모는 2005년 407억 달러(138건), 2006년 492억 달러(159건)에서
2007년에는 686억 달러(196건)로 급증했으며, 전체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PPP가 차지
하는 비중도 2007년에는 금액 기준으로 25% 선을 상회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철도, 도
로, 공항, 항만 등 고전적인 인프라 프로젝트에 2007년 642억 달러가 투자되어 전체의
94%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6%, 44억 달러는 발전 프로젝트이다.

3.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조융자(co-financing)

협조융자는 국제금융기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원조국의 공적재원
(official sources)뿐 아니라 민간상업은행, 신탁회사, 보험회사 등 상업재원(commercial
sources)과도 파트너를 이루어 개도국을 지원한다. 원조국의 공적재원과 공동으로 개도
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는 공적협조융자(official co-financing), 민간부문과 하
는 경우는 민간협조융자(private co-financing)로 구분되며, 융자금리는 공적재원의 경
우는 대부분 양허성이나, 상업재원은 국제금융시장의 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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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융자는 그 협력 형태에 따라 결합협조융자(joint co-financing)와 병행협조융자
(parallel co-financing)로 구분할 수 있다. 결합협조융자(joint co-financing)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선정, 평가, 집행, 감독 등은 국제개발은행의 책임 하에 시행하고 협조융자
자는 자금만 지원45)하고, 병행협조융자(parallel co-financing)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선정, 집행, 평가, 감독시에 국제개발은행과 협조융자자가 서로 협의한다. 각각의 부분
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협조융자자금도 국제개발은행에 위탁하지 않고 수원국에
협조융자자가 직접 제공하며, 이 경우에는 신탁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구매조달
도 협조융자자가 정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게 된다.
주로 국제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하는 세계은행그룹의 국제금융공사(IFC)의 융자형
태는 IFC의 직접 융자(A-loan)와 신디케이트 융자(B-loan)로 나눌 수 있다. B-loan은
일종의 협조융자(co-financing)로서 상업은행 등 민간투자기관이 신디케이트 융자 주선
기관인 IFC와 각 은행의 참여배율에 의거해 개별적인 예치참여계약(deposit
participation agreement)을 맺고 융자자금(B-loan)을 IFC로 송금한다. IFC는 자체자금
(A-loan)과 협조융자자금(B-loan)을 합하여 투자대상 기업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
자자금을 지출한다. 즉, 민간투자기관은 IFC를 통해 간접적으로 융자를 하게 되는 셈이
다.

4.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1)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과 발전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는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
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고, 프로젝트의 유·무형의 자산과 권리 등을 담보로 하여, 별
도로 설립된 사업시행회사(project company)46)에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방식이다.
일반 기업금융 방식과 달리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프로젝트 사업주(sponsor)47)에 대한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국제개발은행과 협조융자자가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분담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
지만, 협조융자자가 자금만 지원하고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국제개발은행
이 사업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협조융자자에게 정기적으로 보내게 됨. 협조융자자금은 국제개발은행에
신탁기금(Trust Fund)을 설치하여 국제개발은행이 운용하며, 구매조달(procurement)도 국제개발은행의 정
책과 지침에 따라 시행함.
46)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차
주(borrower)가 되며, 대부분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 Company)의 형태를 가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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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상환의무를 배제하거나 완화시킨 금융방식이다. 즉, 일반 기업금융 방식에 의
한 대출은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차주나 보증인에게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한 무한책임
(완전소구금융: full-recourse)인데 반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에 의한 대출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 책임이 프로젝트 자제의 내재가치와 예상 현금수입의 범위내로 한정(비
소구금융: non-recourse)되거나, 출자자 등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담하도록
제한(제한소구금융: limited recourse)한다.
표 7-2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기업 금융(corporate finance)의 비교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업금융

- 프로젝트위험(project risk)은 대주 - 프로젝트위험(project risk)은 프로젝
(lender)와 사업주(sponsor)간에 분담 트를 포함한 기업 전체가 부담
(Limited Recourse Finance t-the
Sponsor)
- 차입금 상환재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 차입금 상환재원은 기업 전체에서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cash 발생되는 현금흐름(cash flow)임.
flow)에 한정됨.
- 대주(lender)는 사업주(sponsor)의 신 - 대주(lender)는 주로 사업주(spons
용도보다도 프로젝트의 현금흐름(cash or)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대출을 실
flow)을 더 중요시 함.
행함.

47)

프로젝트의 건설, 운영, 자금조달 등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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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스는 1970년대 들어서는 선진국에서 자원개발, 선박금융, 전기·가스
등의 공공사업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개도국에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도입
된 것은 터키정부가 1987년 공공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BOT(Build-Operate-Transfer)법을 제정한 것이 최초이다. 이후 1990년대 초 필리핀이
인프라 사업에 대한 BOT 특별법을 제정하여 금융조달, 건설계약, 사업관리 등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보장한 것이 아시아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고,
1994~1996년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전세계 개도국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1995년 이
법에 의한 정부고시 1호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에 1조 3,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
트 파이낸스가 국내 최초로 도입되었다.
(2)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장점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사업주(sponsor)의 보증이 없이도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과
자산을 바탕으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므로 투자위험을 경감하여 비교적 낮은 비용
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이용하게 되는 강력한 이유는
신규 프로젝트의 위험이 자신의 기존 사업으로부터 분리되어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이것이 사업주의 여타 핵심 사업의 재무적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법을 활용하면 사업주는 차입비율을 증가시키면서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확
대할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투자자, 대주(lender) 및 기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당사자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신규투자의 비용, 위험 및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사업주는 프로젝트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잠재적 대주 및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금융패키지를 제공해야 하고, 프로젝트 특유의 위험과 개발의 여
러 단계에서 이용 가능한 담보 측면을 고려해서 각각 다른 위험과 수익 수준을 요구하
는 다양한 자금공급처(예: 지분투자자, 은행 및 자본시장)를 물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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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복잡성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일반금융에 비하여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의무를 협의하여 계약으로 명기하는 등 세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금융 및 법률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세밀한 계약서를 구성해야하므로 이러한 과정은 프
로젝트 준비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행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성공 여부는 해당 프로젝트의 기술적, 재무적, 환경적
및 경제적 실행가능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절차상 필수적인 단계는 먼저 프로젝트 위
험을 찾아내어 분석하고, 그 위험을 관련 당사자 간에 배분하고 경감시키야 한다. 또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상세한 위험평가를 통해 프로젝트가 경제적으로나 상업
적으로 건전한 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수동적인 대주와 투자자 등 다른 이해당사자들에
게 확신시켜야 하며, 프로젝트의 영업실적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
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차입금인데
이는 대개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이 없는 채권자(대주)가 제공한다. 채권자
는 대출이 상환되리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 담보나 계약서 등 채권보전 패키지를 요구
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성패는 프로젝트의 현금흐름과 이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제
반 계약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이용 가능한 채권보전 방법을 찾아내고
참가자들이 인식한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채권보전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프로젝트의 신용위험이 높아서 민간 금융을 유치할 수 없으면 사업주의
보장이나 사업소재국 정부의 보증 등 추가적 지원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채무 상환은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에 의존하기 때문에 선
순위 채무는 기업금융보다 더욱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사업주는 대규모 자금조달
의 이점과 여러 종류의 자금조달에서 발생하는 상대적인 조달 및 관리비용을 면밀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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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분류48)
사업소재국 정부(host government)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권 부여, 지분 참여, 원재
료공급자 등의 형태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정부의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사업
권(concession) 부여방식은 BOT, BOO, BLT, BTO, BT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BOT(build-own-transfer 또는 build-operate-transfer) 방식은 사업 소재국 정부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권을 부여할 때 민간기업이 프로젝트를 건설(build)하고 사
업권 기간(concession period) 동안 프로젝트를 소유(own)하고 운영(operate)하면서 투
자금액 및 투자수익을 회수토록 하고, 사업권 기간이 끝나면 민간기업이 사업소재국 정
부에 프로젝트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이전(transfer)하는 방식이다.
BOO(build-own-operate) 방식은 프로젝트의 소유권을 계속 민간기업이 보유하는 측
면에서 BOT 방식과 구별. 민간기업은 프로젝트를 건설(build)하고 보유(own)하면서 이
를 계속적으로 운영(operate)하여 투자금액 및 투자수익을 회수하게 된다.
BLT(build-lease-transfer) 방식은 민간기업이 프로젝트를 건설(build)하면 즉시 정부
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동시에 리스기간동안 리스료를 받아(lease)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방식.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프로젝트의 소유권도 정부에 이전(transfer)되며 이때부터
정부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주체가 된다..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민간기업이 프로젝트를 완공(build)하면 프로젝
트의 소유권이 정부에 이전(transfer)되나, 운영(operate)은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방식이
다.
BT(build-transfer) 방식은 민간기업이 프로젝트를 완공(build)하고 정부가 공사완공
보증을 제공하면 소유권이 정부에 이전(transfer)됨. 이 경우는 정부가 직접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주체가 된다.

48)

자세한 내용은 서극교 프로젝트 파이낸스: 원리와 응용(2004)와 반기로프로젝트 파이낸스(2007)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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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식의 전제조건
2010년 7월 현재 단계에서는 천안함 사건과 이에 따른 남북간 긴장의 고조, 북핵 6자
회담의 중단 등 제반 여건의 불리함으로 인해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은 논의조차도 어
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단계에서 어떠한 사태 진전이 있어야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가?

1. 국제금융기구의 양허성 자금지원과 협조융자

북한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양허성 자금지
원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면,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에 대한 이들 기구의 자금지원과 협
조융자가 가능하다. 북한이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EU
등의 지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북핵 6자회담의 (최소한의) 진전이 필수조건이다.
또한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전제조건49)은 아니지만
그 가입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2. 양자간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양자간 공적개발원조(ODA)는 기본적으로 공여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공할 수 있으
나 양자간 공적개발원조에도 국제사회의 관례가 존재한다. 선진국의 대개도국 개발원조
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정한 지침을 상당부분 수용한
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간 국제개발금융기구와 주요 양자간 원조
국들은 개발지원의 원칙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는데 서로 긴밀히 협력한다. 주요 선진국
의 대 개도국 양자간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지원도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여부
와 가입 이후의 협력 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본
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게 되면 양자간 ODA도 거침없이 공여될 수 있으나, 북한이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도 못할 정도의 상황에서는 서방권 ODA가 본격적으로 북한에 유입되
기는 힘들 것이다.
북미관계 정상화 및 북일관계 정상화 이전에는 100억 달러 내외로 예상되는 일본의
대북경제협력자금50)도 지원이 불가하며, 미국의 대북 개발공적개발원도도 불가능하다.
49)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관련 사항은 장형수 북한과 국제금융기구 이슈와 대응(2008), 장형수 외. 북한 개발지원
을 위한 국제협력방안(2009)를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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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은 OECD의 DAC 가입국이 아니므로 국제사회의 원조에 관한 규범을
준수할 의무는 없다. 다만 러시아는 북한이 현재 러시아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
기 때문에 자국 연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북한에 대한 ODA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
이다.51) 현재 중국은 매년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로 약 2,000~7,000만 달러 정도와 원유
약 52만톤, 그리고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는 식량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52) 이 중 원유는 현재 시가로는 3억 달러가 넘는 액수로서 북한이 이
를 현금 지급할 능력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중국이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북한에 공급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대 북한 ODA 공여가 제한적이고, 중국은 이미 상당한 액수의 유무상 원조
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로부터 추가적인 ODA 제공 여부는 낙관
적이지 않다. 다만 중국의 경우 자국의 대 북한 영향력 유지를 위한 ODA 확대는 개연
성을 재제할 수 없다.

3. 민간자본

(1) 민간자본의 ‘상업성’
공적개발원조(ODA)는 ‘상업성’이 없는 사업이지만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어서 ‘경제성’이 높은 사업을 지원한다.53) 즉, 이윤이 남을 수 있는 사업은 민
간부문이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국제공적재원인 ODA 사업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제관례이다. 공적개발원조는 주로 민간투자가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공여되어 민간투
자 여건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빈곤국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공적개
협력자금의 총액과 지원조건 결정 시에는 1965년에 합의된 한국의 대일청구권 사례가 적용될 가능성 높
음. 즉, 협력자금의 무상원조액 중 기존 북한의 대일 외채를 변제한 후 나머지만 지급될 가능성 높음. 협
력자금은 10년간 분할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자금의 사용범위는 개발 목적 등에 제한될 것임. 다만 적정
한 목적 법위 내에서는 북측의 사용 재량권이 일정부문 확보될 전망임.
51) 북한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대러시아 채무의 거의 대부분은 구소련 루블화로 표시되어 있다. 이
채무는 원금만 46억 구소련 루블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를 달러화로 환산할 때 어떤 환율을 적용하느냐
에 따라 실질적인 상환액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원금 46억 구소련 루블을 2005년 12월 기준
환율 1달러에 29루블을 적용하면 총액이 1.6억 달러에 불과하나, 채무 계약시점의 환율이었던 1달러에
0.63루블을 적용하면 원금만 73억 달러에 이른다. 북한과 러시아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다수의 채무조
정회의를 가졌다. 마지막에는 러시아가 90% 이상의 채무탕감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2) 장형수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방안(2009)를 참조.
53) 예를 들어, 철도 개보수의 편익이 철도 요금 징수 증가분만 고려하는 것이 재무적 분석인 반면 경제적
편익 분석에서는 철도 개보수로 인한 인근 지역 개발효과, 열차 운행 속도 증가로 인한 시간절감 편익 등
까지도 편익의 범주에 포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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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원조는 본격적인 민간투자가 개시되기 전에 공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이 타당성조사 결과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국제공적재원보다는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의 ‘상업성’ 여부는 비경제적인 요인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 공업단지 등의 운영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여준 것
처럼 향후 민간자본이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에 대규모 투자 시 발생할 수도 있는 구체
적인 투자 위험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포괄적인 투자 위
험 등이 있다.
그러나 민간자본도 본격적으로 북한에 유입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편입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핵문
제의 진전이 없이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북미, 북일 수교가 매우 어려울 것이
므로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민간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최소 몇 년간은
북한철도 현대화사업이 민간자본 단독으로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민간자본 조달의 경우에도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 방식의 재원조달은 북한의 채
무불이행 서방권 은행채무 등 신용문제로 상황이 개선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의한 재원조달은 프로젝트 위험프로젝트 위험(project
risk)을 적절히 회피할 수 있는 금융패키지가 마련된다면 기업금융 방식보다 현실성이
약간은 높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의 '상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프로젝트 위험(project risk)을 어떤 방식으로 완화하여 사업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
는 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프로젝트 위험(project risk)의 유형
프로젝트 위험이란 투자자산이 사업소재국의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에 노출됨에 따
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말하며, 각종 위험 요인별로 그 위험의 크기를 측정
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위험관리가 가능하다. 위험이란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투자자에게 수용되기 어려운 위험도 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다른
투자자에게는 일상적이고 관리 가능한 위험일 수 있다.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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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해당 위험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당사자를 파악해서 계약서를 통해 위험
을 배분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금융이란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수용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에 따라 프로젝트 위험은 개발단계위험(deveopment risks), 엔
지니어링 및 건설단계위험(design and construction risks), 시운전단계위험(start-up
risks), 운영단계위험(operating risks)로 구분 가능하다.
프로젝트 위험은 크게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s)와 상업적 위험(commercial risks)
으로 대별되는데, 정치적 위험은 전쟁, 몰수, 국유화 등과 같이 프로젝트 당사자가 통제
할 수 없는 위험이며, 상업적 위험은 프로젝트 당사자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을 통칭한
다. 정치적 위험은 주로 대출은행이 부담하는데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국
제금융기구가 개입하면 정치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경감된다.
프로젝트 위험의 종류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사업주 위험(sponsor risk)은 사업
주의 프로젝트 실행능력, 자금조달 능력, 복수의 사업주들 간의 협력관계 등을 포함한
다. 공사완공위험(completion risk)은 공사비 초과, 공사 지연, 시운전 실패 등 예정일에
프로젝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위험으로, 준공위험이라고도 한다. 기술위험
(technical risk)은 프로젝트에 채택된 생산기술과 제조공정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불
확실성에서 초래되는 위험을 말하며, 원재료 위험(raw material risk)은 프로젝트의 조
업에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에너지, 운수 서비스 등에 대한 공급의 안정성, 가격
변동성과 공급계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조업 위험(operation risk)은 공사 완공
후 정상가동에 따른 운영비가 당초 계획을 크게 초과할 위험이고, 시장 위험(market
risk)은 시장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최종 제품과 용역의 판매량과 시장가격 변
동에 따라 프로젝트의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미달하는 위험이다. 법률위험(legal
risk)은 사업 수행이 법률체계나 담보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개도국에서 이루어지는데
따른 위험이며, 그 외에 환경위험(environmental risk), 국가 위험(country risk)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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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공 위험
기술적 위험
시장 위험
원료 공급자 위험
생산물 구매자 위험
금리 환율 위험
관리 운영 위험
정치적 위험

표 7-3 프로젝트 종류별 위험의 정도
교통 시설 발전소
석유/가스/정
(인프라)
유 공장
상
중
중/상
중
중/상
중/상
상
하
중
하
하
중/상
하
중/상
하
하
상
하/중
중
하
하/중
상
상
중

광업
상
중/상
상
중/상
하
하
상
중

자료: 파리바은행, 반기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2007, p.80)에서 재인용.

프로젝트 종류별로 위험의 정도가 다르며, 따라서 위험의 경감 및 배분방안도 차이를
보면, 철도 현대화 사업과 같은 교통시설 프로젝트는 원료공급자 위험, 생산물구매자
위험과 금리·환율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공사완공 위험, 시장위험 및 정치적 위험
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지닌다.
(3) 인프라 프로젝트의 주요 위험요소 및 위험 경감·배분 방안
인프라 프로젝트는 토목공사 비중이 높은 관계로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기술위험
이 상대적으로 낮다. 기자재 등 설비투자부분이 많은 전력 등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보
다 상대적으로 토목공사(civil works) 비중이 커서 EPC계약54) 중 토목공사 비중이
55~75% 수준이다.
공사완공위험(construction risk)
공사완공위험(construction risk)은 건설 단계에서 가장 큰 위험으로, 완공시한을 지키
지 못하거나, 설비의 성능리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경우이다. 설비시공회사의 시공 능
54)

EPC계약은 설계(engineering), 기자재 구매(procurement) 및 시공(construction) 등을 일괄적으로 공급하
는 플랜트 건설계약.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는 통상 확정완공일자 및 확정금액 조건의 턴키 EPC계약
(date-certain, fixed price, lump-sum, turn-key EPC contract)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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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공사계약의 타당성, 설비공사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고, 사업주가 공
사완공 보증, 공사비 초과시 추가 출자, 후순위 대출(subordinated loans) 등으로 공사
완공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공사완공위험은 확정완공일자 및 확정금액
조건의 일괄수주 방식의 turn-key EPC계약(date-certain, fixed price, lump-sum,
turn-key EPC contract)을 체결함으로써 상당부분 완화 가능하다.
공사완공의 형태는 기술적 완공(technical completion), 물리적 완공(physical
completion) 및 재무적 완공(financial completion)이 있다. 기술적 완공은 물리적 완공
이전에 기술적 설계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물리적 완공은 가동연도의 특정기간(1개월
혹은 1분기) 동안 일정량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능력이고, 재무적
완공은 특정 기간(6개월 등) 동안 일정 단위비용 이하로 생산하고; 최소 수준 이하의
운전자금 및 일정수준의 유동비율을 유지하고; 일정 기간(1년 등) 동안 최소 부채상환
비율 혹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프로젝트의 능력이다.
대주와 투자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젝트의 재무적 기준에 대하여 규정
하는 재무적 완공 계약(financial completion agreement)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은 재무
적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사업주가 추가 출자 및 후순위 대출을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시장위험
인프라 프로젝트는 소수의 구매자 그룹과의 장기 판매계약에 따라 미래의 현금수입
을 확보하는 전력, 자원개발사업 등과 달리 일반적으로 장기 판매계약 없이 불특정 다
수의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에 의존하므로 미래수입의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위험이 매
우 높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나 특히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인프라의 공급은 정부의
의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비싼 사용료(통행료)에 대한 주민의 저항이 매
우 큰 점을 고려해서 프로젝트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생산물의 판매 확실성, 판매계약의 타당성도 검토한다. 수급상황이 불
안정한 프로젝트의 경우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장기 판매계약 체결이 필요하며 가격지
지보증(price support guarantee) 등이 있다. 생산물 구매계약을 사업주와 체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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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면 시장위험을 많이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업소재국 정부가 인프라 건설
주변지역 시설에 대한 개발권을 프로젝트 회사에 부여하는 등을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
의 사업성을 지지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운영위험
인프라 프로젝트가 사업소재국에 전혀 새로운 분야라면 이를 운영할 기술 및 운영
인력이 부족할 것이므로 프로젝트 회사는 외국 제휴회사와 지속적인 기술 및 운영 지
원을 위한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
환위험
인프라 시설의 사용료가 현지 통화로 징수되고 그 투자자금은 외국으로부터 외화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환위험 존재하며, 수입을 외화로 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과다한 환율 변동 위험성(사업소재국의 거시경제적 안정성, 국제수지
상황, 환율정책과 연관)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프로젝트 수
입의 대부분이 외화로 이루어지거나 외화에 연동되어 있는 사업, 혹은 민간 투자자나
대주(lender)가 환전가능성을 확신하는 국가들에만 투자해왔다.
환위험 경감 방안으로서는 시설 사용료를 외화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외화를 역외
위탁계좌(Escrow account)에 예치하는 방법이 있다. 역외 위탁계좌(Escrow account)는
환위험 회피 목적 외에도 프로젝트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외화를 확보
하는 목적이 있고, 사업주가 임의로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금리위험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는 변동금리 장기대출이 일반적인 재원조달방식인데 이
는 대출기간 중 이자율변동 위험을 수반한다.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협상,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금리스왑을 통해 금리위험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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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위험
프로젝트가 사업소재국의 산업이나 국가 안보에 중요한 철도인 경우 국가의 몰수나
징발의 가능성이 있다. 프로젝트가 SOC 시설인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자체가 사업소재
국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하고 그 인허가가 프로젝트 기간 중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정
치적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이나 현지국에 우호적인 국가의 기업이나
은행을 프로젝트 당사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지 국책기
업을 사업주나 투자자로 참여시키거나 현지 국책기업과의 구매계약 체결한다. 같은 맥
락으로 지국과 우호적인 국가의 은행들이 대출 신디케이트에 참여시켜 소재국 정부가
프로젝트에 불리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아
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표 7-4 인프라 프로젝트의 주요 위험 고려요소
위험
고려요소
이용료 구성요소 및 요금 인상, 교통량 조사, 경쟁노선의 건설
시장 위험
역/종점/인터체인지 등에서의 부동산 개발
운영 위험
요금자동판독기 설치 여부, 시설물 보수 유지 주기
인프라 위험
진입 철도/도로, 교통 연계성
환경 위험
토지에 대한 접근성, 지역사회의 반대
이용료에 대한 이용자의 저항, 주재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 지방세
정치적 위험
기준조세 여부,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불가항력 위험 홍수로 인한 유실
외환 위험
현지 통화 요금 수입, CPI와의 연동 가능성
자금조달 위험 장기자금 조달 가능성, 조세감면 효과, 사용 장비에 대한 리스 가능성
사업주신용 위험 건설자/운영자가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
엔지니어링 위험 지질 조사
공사완공 위험 turn-key EPC 계약, 지질학적 잠재요인
법률 위험
사업권 관련 문제, 주민들의 반대
자료: 서극교 프로젝트 파이낸스: 원리와 응용 (2004, p.119)를 약간 수정하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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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재국 정부의 지원 형태
직접 보증(direct undertakings), 프로젝트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보장(direct assurances t-lenders) 또는 수출금융기
관 지원에 대한 재보증(counter-indemnities) 등의 형태로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지원하
게 된다. 직접 보증(direct undertakings)은 사업소재국 정부가 프로젝트 회사에 대하여
직접 현지화의 환전 및 외화송금을 보증 또는 확약하는 형태이다. 프로젝트 계약에 대
한 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은 프로젝트 회사가 사업소재국 국영기업과 장기
구매(사용)계약, 최소교통량 보장 또는 원재료 공급계약 등을 체결할 때 사업소재국
정부가 국영기업의 프로젝트 계약상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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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현실적인 북한철도 현대화사업 재원조달 방안
1. 분석의 기본적인 가정
본 연구의 핵심 논의인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 검토를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상황을 설정하였다. 현재의 극단적인 남북 대치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핵 6자회담이 다시 개최되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
단계에 돌입하고, 북한은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국으로 각각 가입하여
이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허성 자금지원을 받기 시작한다. 북한과 미국,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였거나 최소한 국교정상화를 위한 긍정적인 진전 과정에 돌입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2. 국제금융기구 자금지원 규모의 한계와 개선 방향

북한철도 현대화사업 중 TKR-TSR 연결사업 구간에 대한 개보수 사업에는 약 30억
달러 내외의 재원이 필요하다. 북한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하여 이들 다
자간개발은행과 양호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북한이 단일 사업에
대해서 30억 달러의 양허성 자금지원을 수혜하기는 매우 어렵다. 북한의 경우 세계은행
과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의 양허성 차관의 합은 연간 최대 약 2~3억 달러 정도를 넘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55) 이는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자간개발은행의 자금지원 척도인 ‘실적평가점수’가 높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간개발은행들은 철도와 같은 SOC개발 사업에 대
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과 함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SOC개발 분야
에서 국제민간부문과의 협조융자 등 민관협력(PPP)을 강화해나가는 추세임을 주목해야
한다.
한편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SOC개발 분야에 직접 자금지원
을 하기도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55)

이에 관해서는 장형수 외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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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조 바람.

(2009, pp.11-18)

을 커버하는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증(PRG : Political Risk Guarantee)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정부의 투자지원정책 미비, 일관성 부족 등
정치적 위험은 민간상업은행이 개도국 SOC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증(PRG)을 통해서 개도국 현
재통화의 송금위험(transfer risk), 환전위험(convertibility risk), 규제위험(regulatory
risk) 등 개도국 지원에 필수적인 정치적 위험을 커버하는 민관협력(PPP)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증(PRG)은 기존 다자간 개발은행의 직접 대출이나
프로젝트 위험을 100% 인수하는 Comprehensive Guarantee 보다는 위험부담이 낮기
때문에 다자간 개발은행은 비교적 저렴한 금리조건으로 개도국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
(보증)이 가능한 구조이다. 세계은행의 경우는 PRG 보증료율이 직접대출 금리의 25%
이하이다.

3. 성공적인 베트남 민관협력 사례의 시사점

1995년에 베트남 최초의 민관협력(PPP)에 의한 항구 건설 사업으로 추진된 Baria
Serese Port 프로젝트는 세계은행그룹의 국제금융공사(IFC)가 총사업비용의 50%를 직
접융자(A-loan)와 협조융자(B-loan)를 통해 조달함으로써 국제민간자본의 베트남에 대
한 투자가 성사된 경우이다. 이 프로젝트의 총공사비는 1,000만 달러인데, 국제금융공사
(IFC)는 Baris Serese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 Company)에 대한 300만 달러의 직
접융자를 결정했다. 또한 IFC는 국제민간상업은행인 Banque Indosuez를 프로젝트에 참
여시켜 200만 달러를 IFC를 통해 협조융자(B-loan)하도록 주선했다. 또한 노르웨이 원
조공여기관인 NORAD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도 자국의 비료회사가
Baris Serese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 Company)의 사업주(sponsor)로 참여하는 것
을 지원하기 위해 200만 달러를 병행협조융자했다.
베트남에서의 민간자본이 참여한 발전소 건설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Phu My 3
전력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증(PRG)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베트남이 도이머이로 통칭되는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
15년이 지난 2001년 당시에도 국제민간상업은행들은 베트남의 국가신용등급, 정치·경제
상황, 민자발전사업에 대한 경험 부족 등을 고려하여 자금 제공을 기피했다. 이때 ADB
가 프로젝트 회사에 직접 차관을 제공하고 민간상업은행의 융자에 대해 정치적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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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증(PRG)을 제공한 것이 사업 성공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ADB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계은행그룹의 국제투자보증기구(MIGA)까지 PRG를 제공하고 일본 국제개발
협력은행(JBIC)도 양허성 차관을 병행협조융자를 시행했다.
표 7-5 국제공적부문과의 민관협력(PPP)을 통한 베트남의 개발 사례
사업
사업명
민관협력 내용
개시연도 총사업비용 국제공적부문
- IFC가 프로젝트회사에
IFC
300만
달러 직접 융자하고
Baria Serese 1995
1,000만
B-loan 200만 달러 주선
항구 건설
달러
NORAD - 노르웨이 원조청(NORAD)이
자국 사업주 200만 달러 지원
- ADB는 차관 공여 및 민간
ADB
상업은행 차관에 대해 정치적
위험보증(PRG) 공여
Phu My 3
2억 8,950만 MIGA
2001
- MIGA와
발전소 건설
달러
일본수출투자보험이 ADB와
JBIC
병행 PRG 공여
- JBIC은 양허성 차관 공여
자료: 장형수 베트남의 국토개발관련 재원조달 사례 (2008).

저소득국의 상업성이 낮은 SOC 개발사업, 특히 투자 회수기간이 긴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의 경우에서 민관협력(PPP)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하다.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조융자(co-financing)은 저소득국에 대한 민간투자자에게는
일종의 “보증”과 같은 역할을 하여 국제민간자본의 투자 위험을 감소시킨다. 북한은 민
간자본이 단독으로 SOC 사업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도 위험이 크므로 국제금융기구, 양
자간 공적개발원조기관 등 국제공적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자간 협력이 그 대안이다.
한편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그 성격 상 프로젝트의 상업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큰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에 지금 당장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하지만 앞
장에서 살펴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이 프로젝트의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금융
패키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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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들에 대한 검토

북한 철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는 ①국제금융기구와의 협조융자
를 활용한 민간자본 유치 방안과 ② 적절한 국제협력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법
활용 등이 있다. 이 두 가지 방안은 서로 대체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보완적인 면이 많을
뿐더러 두 가지 방안을 보완적으로 활용해도 된다. 이하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별도로
운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논의를 전개하지만, 만약 두 방안이 결부되면 그 실현성은 더
욱 높아지게 된다.
(1) 국제금융기구와의 협조융자를 활용한 민간자본 유치
현재 북한은 민간자본이 단독으로 SOC 사업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도 위험부담이 크
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 시작되어 북한 국제사회에 편입되면 우리는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공여기관 등 국제공적부문과 공동으
로 다자간 협력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북한 철도 현
대화사업을 위한 소규모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다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성격으
로서 남·북·러 간 국제협력사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북한 철도 현대화사업은 다자간 개발은행의 단독 프로젝트
의 자금지원 범위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이므로 이의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
이 필요한 사안이다. 우선 세계은행(IDA)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으로부터 북한철
도 현대화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양허성 자금지원을 북한이 수혜할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북한이 이들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주(borrower)가 되어
북한 정부는 철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필요한 구매·조달 등은 국제금융기구의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외에 부족한 재원은 한국, 러시
아 등의 국제공적재원이나 민간재원으로 충당한다.
한국, 러시아 등이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북한 철도 현대화사업에 협조융자
(co-financing)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한 구매·조달을 국제금융기구에 위탁하
는 결합협조융자(joint co-financing)와 병행협조융자(parallel co-financing) 중 어떤 방
식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세계은행(IDA)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금융공사(I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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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등으로부터 북한철도 현대화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위험보
증(PRG)을 북한이 수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공여하는 정치
적 위험보증(PRG)은 민간부문이 빈곤국인 북한에 투자하기 위한 교두보의 성격을 가
진다.
TSR-TKR 연결 사업을 위한 북한철도 현대화 프로젝트에 필요한 30억 달러 재원조
달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결합협조융자(joint co-financing) 경우세계은행(IDA)과 아시아개발은행이 각 5
억 달러씩 북한에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고,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양자간 공적개발원
조(ODA) 자금으로 각각 10억 달러와 5억 달러씩 세계은행(IDA)에 결합협조융자 재원
으로 제공한다. 세계은행(IDA)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국제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
상업은행들에 대해 각각 총액한도 2.5억 달러씩의 정치적 위험보증(PRG) 제공하는 경
우가 있다. 이 경우 전체 재원은 세계은행이 관리하는 신탁기금(Trust Fund)에 출연하
여 운영·지출된다.
병행협조융자(parallel co-financing)의 경우 위와 거의 비슷하나, 한국과 러시아 정부
가 병행협조융자의 형태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 협조융자하는 경우에는 북한
철도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구매·조달을 각 기관들이 자체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게 되
며, 일반적으로 북한 철도를 구간별로 나누어서 각 기관들이 각 구간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구간별 사업을 일관성 있게 엮어주
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적절한 국제협력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법 활용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현 단계에서는 북한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아직 문제가
있으나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등 향후 상황이 호전되면 활용 가능성 있다.
북한이 이제 막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고 국제사외에 편입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위험(risk)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앞에서도 누누이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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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철도 현대화사업의 경우에 북한이 남한이 주도적으로 북한 철도 건설에 뛰어드
는 경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 기본적인 제약조건이다.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의 사업
주(sponsor)에는 남한, 북한, 러시아 3자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북한
이 사업주로 참여함으로써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된다.
남한과 기타 국가가 대주(lender)로 참여하는데, 러시아의 참여가 바람직하지만 전제
조건은 아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사업의 초기 개발, 건설단계에서는 사업주의 지분 중
러시아가 남한보다 분담비율이 높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러시아는 대주보다는
사업주의 역할, 남한은 사업주보다 대주의 역할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 철도 현대화사업이 운영단계에 들어서면 사업주 지분의 增資를 통해 남한의 출자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남한의 주도적 역할을 허용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 남한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보다 초기에는 러시아의 역할을 인정해주
고 철도 건설 등이 완료된 후에 남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은 현대화된 TKR 북한 구역과 이에 연계되는 TSR에 대한 장기구매계약(최소통
행량 보증)을 맺어줌으로써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 이때 장기구매계약(최소통행량 보
증)과 TKR-TSR 임금 인상률 등을 연계하는 구도를 만들 필요가 있고, 사업주의 수익
확보와 대출 상환을 위해 운임수입을 외화로 수취하고 이를 역외 신탁계정에 예치하도
록 조치하여 정치적 위험을 회피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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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베트남 진출 기업사례 분석
1. 현지진출 기업 사례
(1) GS건설 사례
GS 건설은 2004년부터 베트남 경제 수도라 불리 우는 호치민시에 급증하는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한 도심 내 간선도로를 건설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로 시내에 위치한 토지
를 받아 개발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BT(Build–Transfer)구도의 사업
을 추진하여 왔다. 이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100% 투자하는 BT 구도의 사업으로 이
를 구체화하기 위해 약 2년간 호치민시와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BT 사업 구
도는 베트남 내에서 과거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구도로 쌍방간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협상 과정에서 당초는 1개의 프로젝트 (BT 프로젝트)로 추진되었으나 도로 건설의
대가로 받기로 한 여러 부지 중 냐베 지역의 신도시급 대형 개발 사업과 추가사업인
구찌 Resort 사업은 전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여 총 3개
프로젝트로 나누어 추진하여 왔다..
GS건설과 호치민시가 추진하고 있는 BT 방식의 도시기반시설 확보사업은 호치민시
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도시개발의 새로운 방법이다. 호치민시는 본 사업을 통해 탄손
냣 (Tan Son Nhat) 공항에서 북동쪽의 수안히엡(Xuan Hiep)까지의 열악한 도로망 개
선과 GS가 공급하는 첨단 최고급 주택 및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거문화 개선 등의 혜
택을 기대할 수 있다. GS건설은 도로 건설을 통해 확보한 토지에 추가적인 투자를 통
해 주거 단지 및 신도시를 개발하여 투자비 회수 및 개발 경험을 쌓게 되는 상호간의
Win-Win이 가능한 사업 구도이다..

(2) 포스코 건설 사례
포스리라마(Poslilama)는 포스코건설이 동남아 신설시장 진출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
해 베트남 건설업체인 Lilama와 함께 설립한 합작법인이다.(지분: 포스코건설 60%,
Lilama 30%, 포스틸 10%) 베트남의 경제수도 호치민으로부터 60km 떨어진 동나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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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탄지역에 위치한 포스리라마는 총 투자비 US$ 2120만, 공장부지 2만4124평, 근무인
원 150명 규모로 1995년 6월에 설립되었다. 1996년 철 구조물 연산 1만5000톤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고, 이후 철골, 배관, 탱크 등 다양한 40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법인이
설립된지 불과 4년만인 1999년 ISO9001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베트남 정
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계획이 중화학 공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포스리라마는
포스코건설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중추엔진으로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
대된다.
포스코는 2010년 11월 베트남에 연산 100만t 규모의 전기로 제강공장을 착공을 계획
하였으며, 베트남 현지 전기로 제강공장으론 최대 규모로 3년여 공사를 거쳐 오는 2013
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현지법인은 베트남 국영 철강업체와 합작법인으로 출범할 것
으로 예상됨. 당초 100% 단독투자를 계획했던 포스코특수강은 지난해 5월 베트남 국영
철강회사인 VN스틸과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베트남스틸의 현지
판매망을 활용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 전략적인 제휴·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특수강은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포스코의 합작법인(VPS· VSCPOSCO Steel Company)과 연계, 베트남 전역에 철강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2.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투자 형태

외국인투자법령에 의하면 외국인이 베트남에 투자 가능한 방법은 경영합작계약, 합작
투자사업, 단독투자사업, BOT 등의 4가지 형태가 있다.
(1) 경영합작계약
경영합작계약(CONTRACTUAL BUSINESS COOPERATION)은 외국측과 베트남측
이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지 않고 단지 쌍방간의 비지니스 계약에 의거 사업을 공동
으로 영위하는 투자형태로서, 생산분배계약 (PRODUCT SHARING CONTRACT)의 석
유개발사업과 양식업, 목재제가공업 분야에서 이러한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합작
투자 또는 단독투자의 경우에는 유한책임법인체(Limited Liability Legal Entity)가 설립
되나 경영 합작계약 사업의 경우는 별도 법인 설립이 필요없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대
해서만 무한책임을 진다. 양측의 책임과 의무, 이익 또는 생산물의 분배는 계약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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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며, 조세의무는 각각의 당사자에 있다. 즉, 베트남측 파트너는 현지 조세법, 외국
측은 외국인 투자관계법규에 따라 각자 세금을 납부한다.
(2) 합작투자
합작투자는 베트남측과 외국측이 합작투자계약에 의거 유한책임을 지는 별도 법인체
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합작기업의 자본금은 다음 형태로 불입이 가능하
다. 외국측은 현금, 플랜트, 건물, 설비, 기계, 공구, 부속품, 부품, 특허권, 기술노하우,
기술공정, 기술서비스를 제공한다. 베트남측은 현금,천연자원,건물설비,토지,수면,해면 사
용권의 가치 플랜트, 건물, 설비, 기계, 공구, 부속품, 부품 건설감독, 공장건설업무, 특
허권, 기술노하우, 기술공정, 기술서비스를 제공한다.
합작기업은 운영위원회(BOARD OF MANAGEMENT)는 주요 의사결정권을 갖는데
자본 출자비율에 따라 양측이 각각 2명 이상의 이사를 지명 하는데 주요 의사결정 정
족수는 다음과 같다. 만장일치의 경우 년간 혹은 장기 생산 및 사업계획, 예산 및 예산
차입 정관의 개정 또는 추가 경영자회의 의장, 사장, 수석부사장, 회계 최고책임자 임명
에 필요하다. 2/3 이상 찬성은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적용된다. 이와 같이 중요사항은
운영위원회 전원의 찬성을 그리고 일반안건은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작기업 설립시는 파트너 선정에 많은 주의가 요망됨. 참고로 기진출
한국 합작기업중에는 파트너가 업무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
다.
또한 사장(GENERAL DIRECTOR), 수석부사장(FIRST DEPUTY GENERAL
DIRECTOR) 중의 한사람은 반드시 베트남 사람이어야 하며, 외국측 자본금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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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0% 외국투자기업
외국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100% 투자되고 운영되는 기업으로 유한 책임 회사. 총 투
자금액 중 30% 이상은 법정자본금(LEGAL CAPITAL) 이어야 한다.
(4) BTO 사업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는 민
간제안사업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자기자금과
경영기업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한 후, 약정 기간 동안의 시설사용료 징수를 통해 투자
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정부를 대신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여 공공서비스
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가지므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 중요하다. 정부역할은 계획수립(plan),평가(Evaluate),실시계획승인
(Approve), 사업수행지원(Support)을 포함한다. 민간역할은 설계(Design),건설(Build),자
금조달(Finance),운영(Operate)을 포함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각국 정부의 재정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수요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
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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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외국인 투자형태의 장·단점(베트남)
외국인 투자형태
장점
단점
설정 가능·독립한 법인
계약으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 때 사업기한의
없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질
경영 합작 계약 문에 사업추진상 유연성 존재(이익 격이
가능성 상존 및 독자적으로 베트남
분배, 경영 방식 등)
인 고용 불가능.
의견조정이 어렵고 경
베트남의 인재, 생산, 판매루트 등 베트남과의
노무관리, 이익처분 등 문
을 이용할 수 있어, 초기 투자부담 영방침,
합작 투자
제로
갈등
발생소지 존재
의 경감 가능.
결정에는 이사회 만장
각종 행정수속, 인허가 취득에 유리 (중요사항의
일치 의결이 필요)
대한 추가 투자요구, 초
독점 가능, 외국측의 경영 기반시설에
100% 외국투자 사업 투자이익
기
투자부담이
큼, 정부기관, 베트
방식 구사 가능
남기업의 인맥구축 애로
탄력적 재정운영, 정부부담위험의 재정부담의 미래 전가, 장기계약관
감축, 민간의 효율성 도입, 사업비 리의 부담, 건설에 있어서의 비효율
BTO 사업
증가 및 공기지연 위험감소, 회부경 성
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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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북한철도 현대화를 위해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북한철도 현대화사업은 그 특성 상 뚜렷한 ‘상업
성’이 높지 않아서 민간부문만의 컨소시엄으로 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고, 북한철
도 등 SOC 개발사업은 국제공적부문이 중심이 되는 국제협력에 의해서 재원조달이 이
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국제금융기구의 對 북한 양허성 자금지원만으로 전적으
로 북한철도 현대화사업의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도 낮다.
SOC 개발사업에서 국제금융기구의 협조융자 등 공적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민관협력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기구가 협조융자
(co-financing)를 제공하는 경우에 개도국에서 SOC 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게 제
고되고 있어서 북한 관련 철도사업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어 경제의 개건·현대화에 나서는 경우 SOC 개발을 위해서
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등 국제금
융기구로부터 양허성 자금지원과 정치적 위험 보증(PRG) 등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철도 현대화사업은 그 특성상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이 한국의 주도적 역
할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본 연구에서
는 남-북-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례를 제시했다. 향후 철도부문에서는 남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남북한과 중국의 협력 등이 예상되므로, 3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국제협력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복수의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기관
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철도부문에서 협력한 사례 연구가 흥
미로울 것이다.
한 예로서 GMS(Greater Mekong Subregion)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철도 건설 사업에서 다자간 국제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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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 론

제8장 결론

이상으로 총 7 장에 걸쳐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상을 위한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변화
예측 및 시나리오 작성, 기존 북한철도 관련 연구내용 분석 및 종합, 주요 외국의 통합교통
망 구축 사례 조사 분석, 한반도 통합철도망 비전제시,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수송수요 분
석과 비용 및 경제적 효과분석,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의 우선순위,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장에 대해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변화 예측 및 시나리오 작성에서는 최근 한반도의 정치,
경제적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세계경제 추세 및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물류․교통 동향을
점검하였다. 이에 더하여 동아시아 국가 및 EU의 수송정책 및 발전계획을 살펴보고, 남․
북한 철도의 현황 및 환경변화와 대륙철도 관련 동향 및 환경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최종적
으로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북핵 및 남북관계 전망
시나리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여건변화
전망에 따른 시나리오, 실용주의적 접근을 위한 단계별 남북철도․대륙철도 구축 시나리
오, 궤도 및 시설물 관점에서의 시나리오의 총 5가지의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축하였
다. 궁극적으로 통합철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의 흐름에 따른 단계
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었다.
제2장 기존 북한철도 관련 연구내용 분석 및 종합에서는 국토부, 연구원, 기타기관 등에
서 수행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존 북한철도 연구를 요약하고 나아가 본연구의 차
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연구에서는 깊게 다루어지지 않은 남북한철도 시설(노반, 궤
도, 신호체계)의 노선별 상호 호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의 철도 수송수요 추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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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5절에서는 수도권 서부 및 동부 우회노선에 대한 대안 등 남북철
도 연결 시 남한 철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고려사항 등을 정리하였다.
제3장 주요 외국의 통합교통망 구축 사례 조사 분석에서는 통일 독일의 통합교통망 사례
현황과 그 시사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궤간가변열차, 국경역 수송체계, 이
단적재열차, 한일해저터널 등 통합교통망 시스템 구축 사례에 대한 내용 등을 정리하였다.
제4장 한반도 통합철도망 비전 제시에서는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의미와 여건분석을 통
해 남북한 철도 통합의 주요과제를 도출하였으며,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토
대로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통합철도망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5장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수송수요 분석과 비용 및 경제적 효과분석에서는 북한의 수
송수요를 북한 내부 물동량, 남북한 교류 물동량, 한중러 교류 물동량, 북중러 물동량의 크
게 4가지로 나누어 추정하였고, 비용검토 및 제조업 생산함수를 이용한 파급효과 및 산업
연관표를 이용한 간접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6장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의 우선순위에서는 북한 주요 간선축의 우선순위를 설정
하고, 동북아차원의 한반도 장기발전 구도 및 남북경제통합 촉진 측면에서 각 노선의 중요
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AHP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검
증하였으며, 이데 따른 대안을 선정하였다.
제7장 재원조달방안에서는 통합철도망 구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필요한 전제조건 및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한계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성공적으로 평가 받는 베트남 민관협력 사례를 정리하여 향
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기반을 마련하였다.
21세기 한국철도는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의미는
단순히 철길이 열리는 것을 넘어서 단절되었던 동북아 공간의 복원뿐만 아니라 한반도 경
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남한경제, 북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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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북아경제의 연계성을 재고하고, 남과 북이 자율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경제권을
의미한다. 특히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개방과 협력의 수준을 대폭 재고하는 것이다.
통합철도망 연결을 통해 남한경제와 북한경제 그리고 동북아경제권과의 연계성을 강화
하여 동북아의 인적ㆍ물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이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대립
과 갈등의 역사를 교류와 협력의 역사로 전환하는 `공존공영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제국주의의 산물이며, 식민지경영의 상징이었던 철도가 유럽의 경제 · 사
회 · 문화를 통합해 EU 결성을 앞당긴 것처럼,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통합철도망 사업은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유라시아 랜드브리지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경제 · 사회 · 문
화 공동체를 촉진하는 미래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최근 동북아지역은 세계 3대 교역권(EU · NAFATA · 동북아) 중 하나로 세계 물동량
비중은 약 30%로 급증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 간 물적 · 인적교류의 증가로 인해 물류시
설은 포화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증가된 물동량을 수용하기 위해서 동북아 주요 국가 간
철도연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통합철도망은 앞으로 동북아를 통합하는 국제 승객철도
망과 유라시아대륙을 연결하는 국제 화물철도망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는 남북협력과 다
자협력이 가능한 사업으로 한반도의 대륙 물류 거점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통합철
도망 구상은 남과 북 양자 간 협력뿐만 아니라 남 · 북 · 러 및 남 · 북 · 중의 다자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여 상호 선순환적인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역내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하는 대륙 인프라 협력 모델
로 확대 ·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저비용 · 정부 주도형의 파급효과가 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고비용 · 국제투자가 가능한 민간 참여의 대규모 사업으로 확
대해 가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철, 에너지, 녹색 3대 신(新) 실크로드`
경제협력에 추동력을 제공하고, 대륙물류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 자원 개발
과 연계한 패키지 사업화로 경제성을 확보해, 한반도의 유라시아 대륙물류 거점화에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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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Data

[

부록

1]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요약

◦ 목표 : 전국을 단일 대도시권(Mega-City Region)으로 통합하는 철도
교통체계 구축
◦ 추진방향 :

1. 광역경제권 간 90분대 통행권 구축
1) 기존 고속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
- 경부고속철도 대전, 대구 도심구간(41km)
- 호남고속철도 (231km)
2) 수도권 선로용량 부족 해소 및 고속철도 수혜권 확대 : 수도권(수서~평택)
고속철도 (61km)
3) KTX 연계운행을 위한 기존선 개량 및 고속화 사업
-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화 (187km)
-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화 (96km)
-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 복선전철화 (43km)
- 인천국제공항철도 활성화 방안 등
4) 속도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존선 고속화(설계속도 180~230km/h)
- 경춘선 금곡~춘천 복선전철화 (64km)
-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화 (90km)
-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화 (122km)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166km) 등
5) 시설수준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존선 개량 추진
-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화 (41km)
-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및 전철화 (52k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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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규 노선은 설계속도 250km/h 내외로 고속화
- 서해선 복선전철 (98km) : 광명역 연계로 KTX서비스 확대
- 원주~강릉 복선전철 (111km)
- 수서~용문 복선전철 (44km) : 원주~강릉선,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
비한 수도권 선로용량 부족 해소 및 고속철도와의 연계성 확보
※ 춘천~속초 복선전철 (92km), 남부내륙선 (186km) 사업은 민간투자 등 재원확
보여건 따라 추진시기 검토
2. 광역경제권 내 30분대 통행권 구축
(수도권) 진행 중인 광역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
-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18km)
-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화 (49km)
- 신분당선 용산~강남~정자~광교~호매실 복선전철 (50km)
- 신안산선 안산~여의도~서울역 복선전철 (37km)
- 분당선 왕십리~선릉 (7km), 오리~수원 (20km) 복선전철 등
(수도권) 수도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 대곡~소사~원시 복선전철 (43km)
- 월곶~판교~여주~원주 복선전철 (115km)
-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35km)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141km) 등
(강원권) 강원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 춘천~속초 복선전철 (92km)
- 원주~강릉 복선전철 (111km) 등
※ 강릉~제진(속초) 단선전철 (66km) 및 용문~춘천 복선전철 (49km)은 추가
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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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충청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 서해선 복선전철 (98km)
-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화 (122km)
- 천안~조치원~청주공항 복선전철 (56km)
- 충청권 광역철도 (계룡~대전~청주공항)
- 충북선 조치원~봉양 고속화 개량 등
(호남권) 호남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 군산선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11km)
-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화 (187km)
- 경전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80km) 등
※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복선전철화 (65km), 전주~김천 단선전철(108km)
사업은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새만금~대야 복선전철 (45km)은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시기
검토
(대경권) 대경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 중앙선 도담~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173km)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166km)
- 동해남부선 울산~신경주 복선전철화 (34km)
-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35km) 등
(동남권) 동남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화 (96km)
-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66km)
- 부전~마산 복선전철 (33km)
- 남부내륙선 복선전철 (186k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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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철도시설 투자
1) 항만, 산업단지 및 복합화물기지 인입철도의 지속적 확충
- 항만 인입선 : 부산신항, 광양항, 울산신항, 포항영일신항, 동해항, 마산신항
등
- 산업단지 인입선 : 군장산단, 여수율촌산단, 구미산단, 아산산단 등
- 복합화물기지 인입선 : 수도권 북부내륙화물기지 등
2) 철도화물 수송능력 증대를 위한 철도시설 투자
-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화
- 중앙선 제천~도담 복선전철화
- 경전선 동순천~광양 복선전철화
- 영동선 동백산~도계 철도이설
- 포승~평택 철도건설 등
4. 세계 3대 철도 선진국 도약을 위한 철도시설 투자
세계적 철도투자확대 → 철도시장 선점을 통한 성장동력 활용
-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수준 확보
-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오송~조치원 주변 14.5km)
- 국가철도망을 통해 건설사의 고속철도 시공경험 축적
◦ 투자계획안 :

기존 고속철도 사업 (총 3개, 461.4km)
- 경부고속철도 대전, 대구 도심구간 사업 (~2014)
- 호남고속철도 (1단계 : ~2014, 2단계 : ~2017)
- 수도권 고속철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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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반철도 사업
- 전반기(11~15) 완공 (총 15개, 671.7km) : 경춘선 복선전철화, 전라선 복선전
철화 등
- 후반기(16~20) 완공 (총 20개, 897.1km) : 원주~강릉 복선전철, 중앙선 도담~
영천 복선전철화 등
- 계속사업 (총 2개, 245.3km) : 경전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동해선 포항~삼
척 철도건설
신규 일반철도 사업
- 전반기(11~15) 착수 (총 11개, 382.5km) : 수서~용문 복선전철, 인천공항철도
활성화 등
- 후반기(16~20) 착수 (총 9개, 471.8km) : 춘천~속초 복선전철, 남부내륙선 등
- 2020년 이후 추가검토 대상사업 (총 13개, 760.0km) : 수색~시흥 고속선, 새만
금~대야 복선전철 등
기존 광역철도 사업
- 전반기(11~15) 완공 (총 6개, 124.1km) :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화, 분당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등
- 후반기(16~20) 완공 (총 6개, 180.2km) : 신분당선 강남~용산 복선전철, 신안산
선 안산~여의도 복선전철 등
- 계속사업 (총 1개, 5.7km) : 신안산선 여의도~서울역 복선전철 사업
신규 광역철도 사업 (총 3개, 140.7km)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추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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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경제성 분석 관련 Back Data

1. 북한 지역구분
구분
주요도시

평양시
평양시

개성시
개성시

남포시
남포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순천시 신의주시

자강도
강계시

구분
주요도시

양강도
혜산시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해주시 사리원시 함흥시 청진시

강원도
원산시

2. 2000년대 북한의 종사자수, 유형고정자산
지역구분
평양시
개성시
남포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자강도
량강도
합계

종사자수(명)
189,304
22,282
48,615
187,278
149,589
179,851
136,331
136,515
102,202
86,304
76,053
42,170
1,35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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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고정자산(백만
원)
12,574,077
1,480,023
3,229,140
12,439,529
9,936,130
11,946,188
9,055,455
9,067,687
6,788,534
5,732,540
5,051,648
2,801,035
90,101,985

3. 지역별 남북한 도로거리
도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평양
개성
남포
평성
신의주
강계
혜산
해주
사리원
함흥
청진
원산

서울
0.0
417.4
283.0
23.9
314.9
144.1
391.2
23.6
109.5
111.0
75.9
219.2
611.5
379.1
454.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부산
417.4
0.0
134.4
441.3
243.9
273.3
54.8
393.8
484.8
306.5
341.5
335.9
194.1
150.9
37.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대구
283.0
134.4
0.0
306.9
213.0
138.9
108.2
259.4
350.4
172.1
207.1
214.0
328.5
96.1
171.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인천
23.9
441.3
306.9
0.0
338.8
168.0
415.1
47.5
133.4
134.9
99.8
243.1
635.4
403.0
478.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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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14.9
243.9
213.0
338.8
0.0
170.8
298.7
291.3
382.3
204.0
239.0
92.0
106.9
309.1
212.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대전
144.1
273.3
138.9
168.0
170.8
0.0
247.1
120.5
211.5
33.2
68.2
75.1
467.4
235.0
310.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울산
391.2
54.8
108.2
415.1
298.7
247.1
0.0
367.6
458.6
280.3
315.3
322.2
248.9
96.1
92.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경기
23.6
393.8
259.4
47.5
291.3
120.5
367.6
0.0
93.3
87.3
52.3
195.6
587.9
355.5
431.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도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평양
개성
남포
평성
신의주
강계
혜산
해주
사리원
함흥
청진
원산

강원
109.5
484.8
350.4
133.4
382.3
211.5
458.6
93.3
0.0
178.3
143.3
286.6
678.8
446.5
522.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충북
111.0
306.5
172.1
134.9
204.0
33.2
280.3
87.3
178.3
0.0
35.0
108.3
500.5
268.2
343.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충남
75.9
341.5
207.1
99.8
239.0
68.2
315.3
52.3
143.3
35.0
0.0
143.3
535.6
303.2
378.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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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19.2
335.9
214.0
243.1
92.0
75.1
322.2
195.6
286.6
108.3
143.3
0.0
199.0
401.1
304.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남
611.5
194.1
328.5
635.4
106.9
467.4
248.9
587.9
678.8
500.5
535.6
199.0
0.0
345.0
162.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경북
379.1
150.9
96.1
403.0
309.1
235.0
96.1
355.5
446.5
268.2
303.2
401.1
345.0
0.0
188.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경남
454.8
37.3
171.8
478.7
212.0
310.6
92.1
431.1
522.1
343.8
378.8
304.0
162.2
188.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도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평양
개성
남포
평성
신의주
강계
혜산
해주
사리원
함흥
청진
원산

평양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0.0
30.0
42.9
240.0
321.4
664.3
139.3
60.0
342.9
792.9
192.9

개성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0.0
0.0
278.6
207.9
405.0
471.4
829.3
154.3
75.0
507.9
957.9
357.9

남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0.0
278.6
0.0
87.9
285.0
351.4
687.9
184.3
105.0
366.4
816.4
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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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2.9
207.9
87.9
0.0
297.9
278.6
750.0
197.1
132.9
385.7
835.7
257.1

신의주 강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40.0 321.4
405.0 471.4
285.0 351.4
297.9 278.6
0.0
383.6
383.6
0.0
897.9 1007.1
394.3 503.6
315.0 396.4
597.9 707.1
983.6 1242.9
447.9 557.1

혜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64.3
829.3
687.9
750.0
897.9
1007.1
0.0
782.1
717.9
300.0
535.7
450.0

도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평양
개성
남포
평성
신의주
강계
혜산
해주
사리원
함흥
청진
원산

해주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39.3
154.3
184.3
197.1
394.3
503.6
782.1
0.0
64.3
482.1
910.7
332.1

사리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0.0
75.0
105.0
132.9
315.0
396.4
717.9
64.3
0.0
417.9
846.4
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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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42.9
507.9
366.4
385.7
597.9
707.1
300.0
482.1
417.9
0.0
428.6
150.0

청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92.9
957.9
816.4
835.7
983.6
1242.9
535.7
910.7
846.4
428.6
0.0
578.6

원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92.9
357.9
237.9
257.1
447.9
557.1
450.0
332.1
267.9
150.0
578.6
0.0

4. 지역별 남북한 철도거리
철도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평양
개성
남포
평성
신의주
강계
혜산
해주
사리원
함흥
청진
원산

서울
0.0
441.7
323.1
40.0
359.3
166.3
440.0
41.5
154.9
137.7
96.6
275.2
442.5
425.8
423.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부산
441.7
0.0
118.6
481.7
467.4
275.4
235.5
400.2
543.6
386.2
345.1
383.3
551.6
221.3
219.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대구
323.1
118.6
0.0
363.1
348.8
156.8
116.9
281.6
425.0
267.6
226.5
264.7
433.0
102.7
100.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인천
40.0
481.7
363.1
0.0
399.3
206.3
480.0
81.5
194.9
177.7
136.6
315.2
482.5
465.8
463.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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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59.3
467.4
348.8
399.3
0.0
192.0
465.7
317.8
460.2
303.8
262.7
299.9
468.2
451.5
100.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대전
166.3
275.4
156.8
206.3
192.0
0.0
273.7
124.8
268.2
110.8
69.7
107.9
276.2
259.5
257.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울산
440.0
235.5
116.9
480.0
465.7
273.7
0.0
398.5
541.9
384.5
343.4
381.6
549.9
219.6
217.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경기
41.5
400.2
281.6
81.5
317.8
124.8
398.5
0.0
196.4
96.2
55.1
233.7
402.0
384.3
382.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철도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평양
개성
남포
평성
신의주
강계
혜산
해주
사리원
함흥
청진
원산

강원
154.9
543.6
425.0
194.9
460.2
268.2
541.9
196.4
0.0
192.9
151.8
376.1
544.4
527.7
100.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충북
137.7
386.2
267.6
177.7
303.8
110.8
384.5
96.2
192.9
0.0
41.1
219.7
388.0
370.3
100.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충남
96.6
345.1
226.5
136.6
262.7
69.7
343.4
55.1
151.8
41.1
0.0
178.6
346.9
329.2
326.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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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75.2
383.3
264.7
315.2
299.9
107.9
381.6
233.7
376.1
218.7
178.6
0.0
168.3
367.4
100.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남
443.5
551.6
433.0
482.5
468.2
276.2
549.9
402.0
544.4
387.0
346.9
168.3
0.0
535.7
100.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경북
425.8
221.3
102.7
465.8
451.5
259.5
219.6
384.3
527.7
370.3
329.2
367.4
535.7
0.0
203.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경남
423.5
219.0
100.4
463.5
449.2
257.2
217.3
382.0
100.4
368.0
326.9
365.1
533.4
203.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철도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평양
개성
남포
평성
신의주
강계
혜산
해주
사리원
함흥
청진
원산

평양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0.0
15.0
45.0
165.0
225.0
435.0
90.0
75.0
195.0
465.0
150.0

개성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0.0
0.0
165.0
210.0
330.0
390.0
540.0
45.0
75.0
240.0
510.0
150.0

남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0
165.0
0.0
75.0
195.0
255.0
465.0
120.0
90.0
225.0
495.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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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 신의주 강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5.0 165.0 225.0
210.0 330.0 390.0
75.0 195.0 255.0
0.0 165.0 165.0
165.0 0.0 255.0
165.0 255.0 0.0
375.0 465.0 195.0
150.0 270.0 330.0
120.0 240.0 300.0
195.0 375.0 375.0
465.0 630.0 390.0
165.0 345.0 345.0

혜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35.0
540.0
465.0
375.0
465.0
195.0
0.0
570.0
555.0
270.0
255.0
75.0

철도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평양
개성
남포
평성
신의주
강계
혜산
해주
사리원
함흥
청진
원산

해주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90.0
45.0
120.0
150.0
270.0
330.0
570.0
0.0
30.0
270.0
570.0
195.0

사리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75.0
75.0
90.0
120.0
240.0
300.0
555.0
30.0
0.0
300.0
57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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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95.0
240.0
225.0
195.0
375.0
375.0
270.0
270.0
300.0
0.0
255.0
75.0

청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65.0
510.0
495.0
465.0
630.0
390.0
255.0
570.0
570.0
255.0
0.0
345.0

원산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0.0
150.0
195.0
165.0
345.0
345.0
75.0
195.0
180.0
75.0
345.0
0.0

5. 대안별 북한 철도거리
대안 1
평양
개성
남포
순천
신의주
강계
혜산
해주
사리원
함흥
청진
원산

평양
0.0
181.1
41.2
91.0
224.8
369.4
561.5
182.2
81.9
296.8
442.0
283.8

개성
181.1
0.0
222.3
272.1
405.9
550.5
566.6
199.5
99.2
302.0
447.3
263.4

남포
41.2
222.3
0.0
132.2
266.0
410.6
602.7
223.4
123.1
338.0
483.2
325.0

순천
91.0
272.1
132.2
0.0
205.0
278.4
470.5
273.2
172.9
205.8
351.0
192.8

신의주
224.8
405.9
266.0
205.0
0.0
413.4
675.5
407.0
306.7
410.8
556.0
397.8

강계
369.4
550.5
410.6
278.4
413.4
0.0
277.0
551.6
451.3
484.2
629.4
580.2

대안 1
평양
개성
남포
순천
신의주
강계
혜산
해주
사리원
함흥
청진
원산

혜산
561.5
566.6
602.7
470.5
675.5
277.0
0.0
666.1
565.8
264.7
209.7
303.2

해주
182.2
199.5
223.4
273.2
407.0
551.6
666.1
0.0
100.3
401.5
546.6
362.9

사리원
81.9
99.2
123.1
172.9
306.7
451.3
565.8
100.3
0.0
301.2
446.5
262.6

함흥
296.8
302.0
338.0
205.8
410.8
484.2
264.7
401.5
301.2
0.0
145.2
38.6

청진
442.0
447.3
483.2
351.0
556.0
629.4
209.7
546.6
446.5
145.2
0.0
183.9

원산
283.8
263.4
325.0
192.8
397.8
580.2
303.2
362.9
262.6
38.6
183.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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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2
평양
개성
남포
순천
신의주
강계
혜산
해주
사리원
함흥
청진
원산
대안2
평양
개성
남포
순천
신의주
강계
혜산
해주
사리원
함흥
청진
원산

평양
0.0
181.1
41.2
91.0
224.8
369.4
561.5
182.2
81.9
296.8
442.0
283.8
혜산
561.5
517.5
602.7
470.5
675.5
277.0
0.0
666.1
516.7
264.7
209.7
303.2

개성
181.1
0.0
222.3
272.1
405.9
550.5
517.5
199.5
99.2
252.9
398.2
214.3
해주
182.2
199.5
223.4
273.2
407.0
551.6
666.1
0.0
100.3
352.4
497.5
313.8

남포
41.2
222.3
0.0
132.2
266.0
410.6
602.7
223.4
123.1
338.0
483.2
325.0

순천
91.0
272.1
132.2
0.0
205.0
278.4
470.5
273.2
172.9
205.8
351.0
192.8

신의주
224.8
405.9
266.0
205.0
0.0
413.4
675.5
407.0
306.7
410.8
556.0
397.8

강계
369.4
550.5
410.6
278.4
413.4
0.0
277.0
551.6
451.3
484.2
629.4
580.2

사리원
81.9
99.2
123.1
172.9
306.7
451.3
516.7
100.3
0.0
252.1
397.4
213.5

함흥
296.8
252.9
338.0
205.8
410.8
484.2
264.7
352.4
252.1
0.0
145.2
38.6

청진
442.0
398.2
483.2
351.0
556.0
629.4
209.7
497.5
397.4
145.2
0.0
183.9

원산
283.8
214.3
325.0
192.8
397.8
580.2
303.2
313.8
213.5
38.6
183.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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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3
평양
개성
남포
순천
신의주
강계
혜산
해주
사리원
함흥
청진
원산

혜산
584.8
643.2
626.0
555.4
605.4
277.0
0.0
828.6
728.3
475.0
304.5
594.6

해주
126.7
132.3
167.9
217.7
199.2
434.5
711.5
0.0
100.3
482.5
933.0
362.9

사리원
26.4
32.0
67.6
117.4
98.9
334.2
611.2
100.3
0.0
382.2
832.7
262.6

함흥
351.0
409.4
392.2
260.0
360.0
538.4
475.0
477.7
377.4
0.0
450.5
119.6

청진
801.5
859.9
842.7
710.5
874.0
581.5
304.5
928.2
827.9
450.5
0.0
570.1

원산
310.6
263.4
351.8
219.6
319.6
498.0
594.6
437.3
262.6
119.6
570.1
0.0

대안 3
평양
개성
남포
순천
신의주
강계
혜산
해주
사리원
함흥
청진
원산

평양
0.0
181.1
41.2
91.0
72.5
369.4
646.4
182.2
26.4
351.0
801.5
310.6

개성
58.4
0.0
222.3
272.1
405.9
550.5
827.5
199.5
99.2
383.0
833.5
263.4

남포
41.2
99.6
0.0
132.2
266.0
410.6
687.6
223.4
123.1
392.2
842.7
351.8

순천
91.0
149.4
132.2
0.0
205.0
278.4
555.4
273.2
172.9
260.0
710.5
219.6

신의주
72.5
130.9
113.7
100.0
0.0
413.4
690.4
407.0
98.9
465.0
915.5
424.6

강계
307.8
366.2
349.0
278.4
328.4
0.0
277.0
551.6
451.3
538.4
581.5
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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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재원조달방안 관련 용어해설

-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공적개발원조 혹은 정부개발원조
ODA는 '정부개발원조' 또는 '공적개발원조'라 불리는 것으로,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
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
는 증여(Grant) 및 양허성차관을 말한다.
- 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 정부·민간합작
정부·민간합작은 민관협력사업을 의미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특정 프로젝트 또는 정부가 육
성하고자 하는 공공 인프라스트럭처 산업에 민간자본, 특히 외국자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부족한 기술력과 자본 등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경쟁입찰제도실시, 개발이익 보장, 공공이익
보호를 위한 규제 등이 정부·민간합작의 핵심이다.
- 양허성 : 국제원조사회는 원조의 지원조건이 일반 상업금융에 비해 얼마나 유리한지를 나
타내기 위해 '양허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양허성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는 증
여율(Grant Element:GE)과 양허성 수준(Concessionality Level :CL)이 있다.
- 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OECD의 하부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원조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선진국측의 원
조정책의 조정과 전략결정을 하는 기관. DAC의 결정은 OECD 이사회에 권고하며 이사회의
채택을 거쳐 가맹국에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수정으로 통과하는 경우
가 많아서 가맹국의 원조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구성멤버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서독,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핀란드, 아일랜드의 18개국과 EC위원회로 이루어
져 있다.
- 협조금융 : co-financing, 協調金融
국제금융기관과 상업은행이 공동으로 개방도상국에 제공하는 금융을 가리킨다. 1975년 이래
개발도상국의 개발프로젝트에 민간자금을 참여시킴으로써 시작되었다. 민간상업은행이 제
공하는 자금은 변동금리인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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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파이낸싱 : project financing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특정 사업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그 사업의 수익금으로 되돌
려 받는 새로운 금융기법. 예를 들어 석유탐사나 탄광채굴, 조선,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등과
같은 미래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벌어들일 수익을 보고 무담보 신용으로 거액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본디 은행들은 부동산 담보나 지급보증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는데 프로젝트 파이낸
싱은 일채의 담보가 없다. 은행은 단지 특정 사업의 추진 결과 나올 미래의 수입을 보고 기계
설비나 기술을 도입하는 데 들어갈 자금을 빌려준다. 수억 내지 수십억 달러의 초대형융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수의 은행에 의한 협조융자 형태를 취한다.
- MIGA :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다자간 투자보증기구
1985년 10월 IMF-IBRD 서울 총회에서 '서울협약'으로 채택, 1988년 6월 워싱턴에서 창립대
회를 가졌다.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증과 광범위한 투자진흥 활동으로 개도국에 대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전 위험 ② 권리박탈위험 ③ 계약위반 위험 ④ 전쟁 및 내란 위
험 등으로부터의 투자보증이 핵심업무이다. 이와 같은 투자보증은 궁극적으로는 투자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기술 제공, 관련국가 분쟁해결, 투자촉진협정 체결 등의 업
무도 수행한다.
- IFC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국제금융공사
IDA(국제개발협회=제2세계은행)와 더불어 세계은행(IBRD)의 자매기관. 1956년에 설립했다.
그 목적은 개발도상국에서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세계은행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
이다. 한국은 1964년 3월 가입했다. 세계은행은 대출만을 하지만 IFC는 대출도 하고 자본투
자도 한다. 또 세계은행 대출에는 정부보증이 필요하나 IFC는 필요없다. 대출은 아시아, 중
남미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IFC의 총재는 세계은행 총재가 겸임하고 있다.
- GMS: Greater Mekong Subregion, 메콩경제권
인도차이나지역의 메콩강은 티벳고원에서 발원하여 중국의 운남성,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
보디아, 베트남을 관통하는 전장 4,400여 Km의 세계적으로 긴 강이다. 또한 메콩강 연안지역
은 총 230만 ㎢로서 한반도 전체 넓이의 20배가 넘고, 이 지역의 총 인구는 현재 약 2억 3천
만명에 달하며 2010년 경에는 3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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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현재 메콩강 유역의 저개발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기 6개
국을 연결하는 성장의 6각지대(Growth Hexagon)를 확대, 공동개발계획인 '메콩경제권'으로
설정하고 있다.
GMS는 지역통신망 구축, 관광, 인력개발 등 총 11개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첫 3년 동안에
만 10억달러나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 개발 계획에서 주간은행 역할을 해온 아시아개
발은행(ADB)은 이미 10개의 주요 인프라 사업에 20억달러를 부담해 왔으며, 2002년 11월
메콩강 인접 6개국은 향후 10년간 수십억달러를 들여 메콩강을 대대적으로 개발키로 합의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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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러시아·중국 철도현황 및 계획
1.

러시아 철도 현황 및 계획

◦ 러시아 철도 총연장은 8만 6,000km(2003)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며, 복선구간은 42.6%(36,200km), 전철화율은 2003년 49.9%
-

철도노선밀도는

5.0km/1,000km2수준으로

독일(100.9km),

영국

(67.5km), 프랑스(56.9km) 일본(53.2km)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블라디보스토크, 보스토치니항을 중심으로 국제복합운송이 TSR(시베리
아횡단철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만성적인 화차부족과 복잡
한 하역절차, 항만 관련 비용 등의 문제가 있음
러시아 기간철도망과 중장기 철도건설 계획

·

자료. 성원용. 2007.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교통체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구 제14권2호, 한국비교경제연구학회.p134.

」

「비교경제연

◦ 러시아는 고속철도 건설, 국제교통망 통합, 극동지역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철도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2007년 이후 연해주지역에 대한 철도인프라 구축·개선계획이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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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며, 특히 극동지역 항만-철도연계와 관련된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 이미 극동연안 항만의 항만인입노선 건설비용으로 약 200억 루블이 투
자되어, 블라디보스토크, 나호트카, 보스토치니항 인입역 재건 등이 완료
- 2007년 9월 수립된 ‘2030년까지의 철도발전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
지 13조 8,000억 루블을 투자하여 최대 2만 2,000km의 철도가 신설될
계획인데, 극동러시아 지역은 전체 사업의 약 45%인 9,000km에 해당
◦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및 극동러시아지역의 지하자원개발과 연계한 철
도망 현대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시베리아의 광물자원은 러시아 전체 광물자원의 77%, 목재의 41%를
점유하고 있어서 이러한 자원개발과 철도수송망 현대화는 밀접하게 연
관될 수밖에 없음
◦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 대안
으로서 경원선/동해선을 통한 철도연결을 선호하고 있음
러시아의 TKR-TSR 연결 구상

자료: Vladimir P. NEKHOROSHKOV. 2010. “Prospects of development of the "Trans-Siberian and
Trans-Korean Railways Junction" project: INVESTMENT ASPECT” International
Workshop on Korea-Russia cooperation on TKR.

◦ 직접적인 철도계획은 아니지만 극동러시아 연해주지역의 주요 발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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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들도 장기적으로 러시아철도망의 현대화 및 한반도와의 철도 연계와
연관이 있음
◦ ｢2025년까지 연해주 사회경제발전전략｣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철도망 개발과도 연관이 있음
- 에너지연료 운송․정제 클러스터의 발전
- 교통․물류 클러스터의 발전
- 어업 클러스터의 발전
- 블라디보스토크 메가폴리스 구축
- 이노베이션 활동의 발전
- 에너지생산 클러스터의 발전
-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통과․수송기능을 포함한 경제기반의 기능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가공복합체를 구축함으로써 질적으로 새로운 특화
된 경제를 달성한다는 것이 목표임
◦ TKR-TSR 연결과 관련해 러시아가 현재 추진중인 실질적인 사업으로
는 ‘나진-핫산 프로젝트’가 있음
- ‘나진-핫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두 개의 서로 독립된 사안들이 ‘나진’
을 중심축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복합 프로젝트임
- 즉, TKR-TSR 연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pilot project)과
‘나진항’을 통해 북한의 철도와 연결하고, 나아가 두만강-핫산을 경유
하여 TSR과 연결함으로써 남․북․러 간 해륙복합운송을 활성화하는 사
업이 바로 그것임
- 한국철도공사(KORAIL)와 러시아철도공사(RZD)는 2007년 6월 18일
모스크바에서 ‘나진-하산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동시에 사업 실행을 위해 실무협상을 진행할 한국측 컨소시엄 주체인
루코(RUCO Logistics. Co., Ltd)와 러시아철도공사(RZD)간 ‘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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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물류회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 2008년 10월 4일 나진-핫산 구간의 철도 및 나진항 현대화사업의 착
공식 개최
- 사업추진과 관련 세부 사항의 이견으로 현재 우리측 참여는 중단된 상
태임
- ‘나진-핫산 프로젝트’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사
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북아의 다자간 철도협력을 활성
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나진-핫산 프로젝트의 사업구조

◦ 러시아의 관련 정책을 종합해 볼 때, 한반도 횡단철도(TKR)와 시베리
아횡단철도(TSR)의 연결과 관련된 향후 논의는 경원선(동해선)축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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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철도현황 및 계획

◦ 중국의 철도 총 연장은 7만 9,687㎞ (2008)이며 복선구간은 2만
9,000㎞로 전체의 36.4%를 차지
- 전철화 구간은 2만 4,400㎞ (2006)
◦ 중국의 철도망은 남북과 동서의 8종 8횡 주간선망을 중심으로 구성됨
◦ 중국은 연안지대와 내륙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철도망
건설을 정책적으로 추진중에 있음
중국의 철도노선

重慶市敎料院地理敎硏室DB). 2009.

자료: 충칭시교재연구원 지리교육연구실 DB(

◦ ‘중장기철도망계획(2003∼2020)’에서는 8종8횡의 주간간선과 4종4횡
여객전용고속철도 건설(12,000km 이상), 철도영업노선 120,000㎞, 신
설철도 41,000㎞를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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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국가와의 철도망 연결과 관련한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간 국제철도 연계를 위한 카스(喀
什)~투얼가터(吐特) 간 철도 신설
- 중국~베트남 국제철도 연계를 위한 쿤밍(昆明)~허커우(河口)간 철도 개선
- 중국~라오스 간 국제철도 연계를 위한 쿤밍~징홍(景洪)간 철도 신설
- 중국~미얀마 간 국제철도의 연계를 위한 따리(大理)~루이리(瑞麗)간
철도 신설 등
중국의 고속철도 네트워크 및 중장기 철도망계획 (2003∼2020)

- 출처: Korail. 2009

- 출처: 중화인민공화국교통부(www.moc.gov.cn)

◦ 한반도와 인접한 동북3성(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지역의 철도망
은 고밀집적지역에 해당
- 동북지역 주요 철도망은 하얼빈~다롄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노선과 만
저우리에서 하얼빈을 거쳐 수이펀허로 연결되는 동서노선, 창춘에서
투먼까지의 동서노선 등임
◦ 동북3성지역의 철도망 관련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음
◦ 동북 3성내 내륙간 물류여건 개선을 위하여 2006년부터 하얼빈(哈爾
濱)~장춘(長春)~선양(瀋陽)~다렌(大連)간 총 연장 902㎞의 하다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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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를 건설 중
- 2010년 완공될 예정이며, 시속 350㎞로 운행하여 하얼빈~다렌간 운
행 소요시간을 약 2시간 30분으로 단축시킬 예정
◦ 베이징과 선양을 연결하는 총 연장 700km의 징선고속철도도 2012년
까지 개통되어, 수송시간을 약 2시간으로 단축시킬 예정
- 베이징에서 선양을 경유하고 북한 접경지역인 단둥(丹東)까지 연결돼
동북지방의 동서축이 될 이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4시간이 걸리
는 선양~단둥 간 운행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되고, 베이징~단둥은
3시간대 생활권에 진입될 것으로 전망
동북지역의 고속철도 개발계획

◦ 동북3성의 물류개선을 위한 둥벤다오 철도 건설이 진행 중
- 러시아, 북한 등의 국경 경계지점을 따라 북으로는 헤이롱장성의 쉬펀허
(綏芬河), 무단장(牡丹江)에서 시작하여 지린성의 투먼(圖們), 옌지(延
吉), 퉁화(通化)를 경유하여 랴오닝성의 환런(桓仁), 단둥, 좡허(庄河),
다렌에 이르는 1,380㎞의 철도로서 압록강과 두만강의 변경지역을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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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970㎞의 구간을 그대로 활용하되, 3개 단절 구
간56)의 423.5㎞(신설 연락선을 포함)를 새로 부설할 계획
- 2006년 4월에 착공된 허롱~바이허 구간은 2008년 12월 20일 이미
정식으로 개통되었으며, 나머지 미연결 두 구간은 2009년에 착수되어
2011년에 완공될 예정
둥벤다오 철도계획

◦ ‘대북한 육로-항만-구역(路·港·區) 일체화 프로젝트’는 중국 훈춘과 북
한 나진·선봉시에 포함된 양국 변경지역의 도로, 항구 및 수출가공·보
세물류구역을 일체화시켜 개발하는 사업
- 북한 원정에서 나진까지 54㎞의 구(舊)도로를 길이 48㎞, 기본 너비
12m, 노면 너비 9m의 중국 표준 2급 도로 수준으로 보수 건설
- 북한의 나진항 제3항의 보수·확장건설 및 제4항의 신축을 추진
- 나진항 주위에 수출가공, 보세창고, 비즈니스 서비스 등의 기능이 일체
화된 물류원구 설립을 추진

56) 퉁화~관수이(灌水), 허롱(和龍)~얼다오바이허(二道白河), 첸양(前陽)~좡허(庄河) 구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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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 북한 육로-항만-구역 일체화 프로젝트

◦ ‘창지투(長吉圖) 개발개방선도구 계획(2009)’은 지린성(吉林)의 중심
도시인 창춘(長春)과 지린을 접경지역의 옌(延吉)~롱(龍井)~투(圖們)
연변조선족자치주 및 국가급 대외개방도시인 훈춘(琿春)과 연계 개발
하는 계획
- 대도시로서 창춘과 지린의 산업 및 기술우위와 접경지역으로서 옌~
롱~투와 훈춘의 지리적 우위를 결합하여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주요 목적
-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총 면적 2.36만㎢, 인구 약 770만 명으로 2020
년까지 약 2,800억 위안이 투입될 예정
◦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 계획’은 이미 진행중인 ‘둥벤다오 철도계획’과
대북한 ‘육로·항만·구역 일체화 프로젝트’ 등의 인프라 확충계획을 바탕
으로 본격적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국의 전략을 반영
- 이 지대를 국제협력의 성장축으로 삼아 동해 출해통로를 확보하고, 중
국-몽골 대통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음
◦ 2010년 4월 극동러시아 접경지역에서 러시아-중국을 연결하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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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km의 철도개발계획이 발표되어 중-북-러 접경지역 철도망 구축
이 확대될 전망
- 헤이룽장 치치하얼(齊齊哈爾)과 만저우리(滿洲里)를 연결하는 640㎞
의 여객 전용철도 신설,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와 접한 푸위안(撫遠)~
첸진(前進)과 촹예(創業)~라오허(饒河) 구간의 철도 신설 계획
- 수이펀허(綏芬河)~무단장(牧丹江), 푸리툰(福利屯)~통장(同江) 등 7
곳의 러시아 접경지역 철도 노선이 확장/보수될 계획
◦ 중국의 관련 정책을 종합 해 볼 때, 향후 동북3성지역의 철도망 개발과
관련해서 선양~단둥과 연계한 경의선의 개발과 ‘창지투 개발’과 연계한
동해선의 개발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창지투 개발선도구 관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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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남북한 철도건설규칙기준 비교57)

남북한 철도시설의 상호 호환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해 남한의 철도건설규칙(2009년)58)
을 기준으로 북한의 철길관리규정(1998년) 이에 해당하는 북한 측 규칙이나 기준을 찾아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남한의 철도건설규칙을 공통설계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철도건설
규칙이 철도건설 및 철도안전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한 법령 중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법령이기 때문이다. 철도건설규칙은 총 5개의 장으로, 각 장은 총칙, 선로, 정거장 및 기지,
전철전력, 통신 및 신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범위를 설정하여 남북한간 비
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제1조(목적) 남한의 경우는 철도건설법에 의하여 철도건설규칙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1조(목적)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이 규칙은 「철도건설법」제19조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의 건설기준
(목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남한의 철도건설규칙의 제1장 총칙 제2조에서 철도건설규칙에서 사용되
는 용어의 정의를 기술해 놓았다. 이 용어의 정의 부분은 법적기준으로서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실사용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기술되어 있다.
북한의 설계기준상에는 이러한 기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남북한의 설계기술자들
의 실무 적용 시 혼선을 막기 위하여 공통용어는 남한의 용어를 기본으로 북한의 용어를
병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다. 참고로 남북한의 주요용어들의 비교표를 첨부
하였다.
남한의 철도는 일반적으로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로 구분하며, 북한의 철도에도 고속화
철도와 일반철도의 개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철도 상황을 고려할 때 그
57) 본 내용은 국토해양부 남북철도기술(건설분야) 표준화 방안(2009) 연구에서 참조한 내용임을 밝혀둠
58) 본 내용은 2009년 1월1일 철도건설규칙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09년 9월 1일 개정된 철도건설규칙이 있으나 전
체적인 흐름은 큰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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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에는 남과 북이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한의 선로등급은 고속선과 1∼4급선,
북한은 1∼4급선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1등급 선로 조건 및 설계속도는
남한의 고속선을 제외하더라도 3∼4등급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 보통 고속철도 및 차량
이라 함은 시속 200Km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의 경우는 시속
120km로 달리는 것을 고속화철도 및 차량이라 하고 있다. 이는 남과 북의 기술적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공동시방서 작성 시 남한의 철도건설규칙을 기준으로 작성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남과 북이 제시한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남
한의 용어정의는 상세히 기술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용어정의는 내려져
있지만, 상세히 기술되지 않고 간략하게 기술해 놓았다. 또한 남한의 용어와 북한의 용어의
어휘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남한의 용어와 비교되는 북한의 용어가 없는 경우도
있다.
남한과 북한의 용어의 차이는 용어의 풀이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어휘에서의 차이다. 북한의 경우 한자어나 영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궤간의 경우는 철길너비로 북한에서 표기하고, 슬랙이나 캔트의 경우는 덧너비,
덧높이로 바꾸어 사용한다. 남한의 철도건설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대부분이 북
한의 용어와 차이가 있고, 남북의 용어 중 어휘와 뜻이 정확히 맞는 용어가 없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2조(정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1. 차량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 차량
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기차 같은 것의 차판을 말한다.
2. 선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 선로
깐 철길로 차량이 정해놓고 다
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 레루를
니는
길을
말한다.
을 말한다.
간선: 렬차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
3. 본선
원줄기의 중요한 선로를 말하며,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치한
제2조 열차운전에
“옆선”이라
철길의 본선, 지선에
말하며, "측선"이라 함은 본선 서 갈라진 선함은
(정의) 선로를
또는
철길의 본선, 복선,
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지선이 아닌 나머지 선을 말한다.
4. 궤도
레일ㆍ침목 및 도상(도상)과 이들의 궤도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레루를 깐 차길을 말한다.
5. 도상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 로반
놓기 위하여 닦은 바닥을 말한
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 궤도를
다.
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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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구성된 구조부분을 말한다.
6. 궤간
철길너비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밀리미터 아 철길에서 레루머리 웃면으로부터 16
래지점에서 양쪽레일 안쪽간의 가장 미리메터 내려온 점에서의 량쪽 레루
짧은 거리를 말한다
의 안쪽면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7. 정거장
여객의 승강(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 정거장
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적하), 정기적으로 다니는 기차가 머무르도
열차의 조성(조성), 열차의 교행(교행) 록 일정하게 시설을 갖춘 역을 말한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 다.
를 말한다.
8. 신호소
신호소
수동 또는 반자동의 상치(상치)신호기 자동화되지 않는 구간에서 구간통과
를 취급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를 말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한길차지구
한다.
간에 설치하는 분기점을 말한다.
9. 기지
화물취급 또는 차량의 유치 등을 목적 기지
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ㆍ차 어떤 활동의 근거지를 말한다.
량기지ㆍ주박(주박)기지ㆍ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을 말한다.
덧너비
10. 슬랙(Slack)
곡선철길구간을 원활히 지나
차량이 곡선부를 원활하게 통과하도 차량이
갈수
있게
철길너비를 직선구간보다
록 바깥쪽레일을 기준으로 궤간을 확 넓혀주는 너비를
말한다. 안쪽레루를
대하는 것을 말한다.
곡선안쪽으로 옮기는 방법을 준다.
11. 캔트(Cant)
덧높이
차량이 곡선부를 원활하게 통과하도 휘여진 구간의 철길에서, 안쪽의 레루
록 안쪽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 에 비해 바깥쪽레루의 높아진 높이를
을 높게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 말한다.
전기철도차량
전기에네르기로 끌전동기를 돌려 움
직이는 철도차량를 말한다. 전차선에
12. 전기차량
에네르기를 공급받는 전기차량과
외부전원을 동력으로 하여 선로를 이 서
차량안에
설치된 원동기에서 생산된
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전기 전기에네르기를
공급받는 내연기관차
기관차 및 전기동차를 말한다.
량이 있다. 또한 전류를 직류로 받아
쓰는 차량과 교류로 받아쓰는 차량이
있다.
13. 전차선
전차선로
전기차량의 집전장치에 직접 접촉되 전기기관차나 전차의 전동기에 전기
어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을 말한다. 를 공급하는 선로를 말한다.
공중선로
14. 합성전차선
전력을 보내기위하여 공중에 늘인 선
조가선(강체를 포함한다)ㆍ전차선ㆍ 로를 말한다. 지지물, 전선애자, 금구
행거ㆍ드롭퍼 등으로 구성한 가공전 류와 이것을 보호하는 이루어져 있다.
선을 말한다.
크게 공중송배전선로와 공중통신선로
로 나눈다.
15. 가공전차선
공중전차선
전차선ㆍ조가선 및 이에 부속되는 각 공중에 높이 띄워서 전차가 다닐 수
종 장치 등을 총괄한 것을 말한다. 있게 늘인 전차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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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차선로
가공전차선과 그 지지물, 급전선, 귀 전차선
전차의 전동기에 전기
선로 및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전기기관차나
를
공급하는
선로를
말한다.
것을 말한다.
17. 전동차전용선
전용선
전기동차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을 전용으로 쓰는 선로란 뜻으로 공장,
주목적으로 디젤기관차 등에 의한 여 기업소, 창고 등에 소속되여 있으면서
객ㆍ화물열차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철도망과 련결되여 있는 철길을 말한
선로를 말한다.
다.
18. 신호표지
폐색구간의 경계지점에 설치하는 다 신호표식
차갈이조건을 신호로 알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 렬차운전과
리는
표식을
말한다.
로변 표지를 말한다.
가.
철도선로에
렬차나 기관차
가. 정지신호일 경우 반드시 정지 또는 전동차를 멈춰세우는
하여야 하는 신호표지(이하 "절대신 한 표식을 “정지표”라 한다. 자리에다
호표지"라 한다)
나. 나. 정지신호에서도 진입이 가능
다. 전철원, 신호원 및 차갈이
한 신호표지(허용신호표지)
기관차의
차갈이작업내
다. 정거장 구내에서 입환을 원활 용을 미리기관사들에게
알리는
신호를
“차갈이 알
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이하 림신호”라 한다.
"입환신호표지"라 한다)
19. 진입허용표시등
절대신호표지와 입환신호표지에 첨가
되어 해당 진로내의 진입여부를 지시
하는 신호등을 말한다.
길가르개틀(전철기)
20. 선로전환기
한 철길에서 다른 철길로 갈려
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 차량을
나가도록
뱡향을 바꾸어주는 분기기
를 말한다.
요소를 말한다.
21. 연동장치
신호기ㆍ선로전환기ㆍ궤도회로 등의 련동기
전철기를 서로 잇달아 함께
제어 또는 조작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신호기와
움직이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상호 쇄정(쇄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폐색구간
22. 폐색구간
한 렬차가 들어서면 다른
동시에 2 이상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선로에서,
렬차가
들어올수
아니하도록 1개의 열차만 점용하도록 구간을 말한다. 없게 량쪽을 막게 된
한 선로의 구간을 말한다.
23. 통신설비
열차운행 및 철도운영정보(음성, 부 렬차무선통신
호, 문자 및 영상 등)를 송ㆍ수신하거 기관사와 역운전지휘원, 기관사와 사
나 표출하는 통신선로 및 설비와 이에 령이 렬차운전과 관련되 지시를 주고
부속되는 장치 등을 총괄한 것을 말한 보고받기 위하여 쓰이는 무선통신을
다.
말한다.
24. 고속철도
고속도차량 한시간에 120키로메터이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상의 높은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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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를 말하
며, "일반철도"라 함은 열차가 주요구 도 차량.
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미만의 속도
로 주행하는 철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준용) 남한은 법적으로 철도건설규칙과 도시철도건설규칙을 따로
두어 적용하고 철도건설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하게 하
였다. 반면에 북한의 경우 철도건설규칙에 대한 알 수 없어 다른 법령과 준용하는지를 알
수 없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3조 (다른 법령의 준용)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제3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동차전
(다른 법령의 용선에 대한 사항은 「도시철도건설
준용) 규칙」을 준용한다.

남북한 철도건설규칙기준 선로 비교분석
제4조(선로의 등급) 남한은 열차의 속도, 곡선 및 기울기 등에 따라서 선로의 등급을
나누지만 북한은 정치경제적 의의와 기술장비수준에 따라 1급선․2급선․3급선 및 4급선
으로 우선적으로 나누고 기술수준에 따라서 가, 나, 다, 라, 마로 재구분한다.
구 분
제4조
(선로의
등급)

철도건설규칙기준 비교 제4조(선로의 등급)의 비교
남 한
북 한
의의와 기술장비수준
선로의 등급은 열차의 속도, 곡선 정치․경제적
에
따라
1급선․2급선․3급선
및 기울기 등에 따라 고속선과 1 급선으로 우선적으로 구분한 후및기4
급선ㆍ2급선ㆍ3급선 및 4급선으 술수준에 따라 가, 나, 다, 라, 마의
로 구분한다.
다섯 가지 부류로 재구분

제5조(설계속도) 남한의 경우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열차의 고속화가 진행, 고속철
도의 개발 등으로 인해 설계속도를 높였고 고속선이라는 등급이 생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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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기준 제5조(설계속도)의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선로의 설계속도는 선로의 등급에 선로의
따라 다음크기이하로 한다.
등급 설계속도(km/h)
선로의 등급 설계속도(km/h)
1 가 100 이상
고속선
350이하
제5조
2 나
90이상
1급선
200이하
(설계속도)
3 다
80이상
2급선
150이하
4 라
70이상
3급선
120이하
- 마
40이상
4급선
70이하
제6조(궤간) 남한과 북한이 모두 표준궤인 1천435밀리미터를 사용하고 있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6조(궤간)의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제6조 궤간의 표준치수는 1천435밀리미터 표준궤간은 1천435밀리미터
(궤간) 로 한다.
궤간의 범위 1428mm<G<1470mm
제7조(곡선반경) 남한의 경우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열차의 고속화가 진행, 고속
철도의개발 등으로 인해 설계속도가 증가하여 그에 따라 곡선반경 또한 크게 증가 하였다.
그리고 남한은 특별한 경우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다. 정거장의 전후구간 등 부득이한 경우,
전동차전용선의 경우, 본선에서 곡선의 길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 고속선이 생기면서 새롭
게 측선 및 선로전환기에 연속되는 곡선반경에 대한 부분에 추가된 것도 있다. 그에 비해
북한은 예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모두 나와 있지 않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7조(곡선반경)의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①본선의 곡선반경은 선로의 등급에 선로의 등급 곡선반경(미터)
따라 다음의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1 가
600
선로의 등급 곡선반경(미터)
2 나
400
고속선
5,000
3 다
300
제7조
1급선
2,000
4 라
250
(곡선반경)
2급선
1,200
- 마
250
3급선
800
1.철도선은 평면상에서 원칙적으로
4급선
400
직선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지형조건
에 따라(1,2급3,4급철도선에서)4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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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본선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수한 및 600m의 평면곡선반경을 줄 수 있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크기까지 곡선반 부득이한 경우 철도선은 역구내본선
경을 축소할 수 있다.
에서 400m, 폐색구간본선에서
1. 정거장의 전후구간 등 부득이한 300m, 인입선들에서는 250m, 역구
경우
내측선 또는 인입선 내부측선에서는
평면곡선반경을 보장할
선로의 등급 곡선반경(미터) 200m이상의
수
있는곳에
수 있다.
고속선 속도고려 조정 2.소형전동차인배치할
경우에는 100m까지
이다
1급선
600
3.높은 열차운전속도를 유지할 목적
2급선
400
으로 1200m이하의 원곡선반경을 가
3급선
300
진 본선철도에서 직선과 원곡선사이
에 3차 포물선형태의 느린 곡선을
4급선
250
2. 전동차전용선의 경우 : 선로의 등 배치할 수 있다.
급에 관계없이 250미터
③측선 및 선로전환기에 연속되는
곡선반경은 1급선ㆍ2급선ㆍ3급선 및
4급선은 20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다만, 고속선인 경우 다음의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구 분 곡선반경(미터)
주본선 및 1,000(부득이한 경
부본선 우 500)
회송선 및 500(부득이한 경
착발선 우 200)
④본선에서 곡선의 길이는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상으로 하
여야 한다.
선로의 등급 곡선의 길이(미터)
고속선
190
1급선
100
2급선
80
3급선
60
4급선
40

제8조(완화곡선의 삽입) 남한의 경우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열차의 고속화가 진
행, 고속철도의 개발 등으로 인해 설계속도가 증가하여 완화곡선삽입 곡선반경이 북한보
다 훨씬 크다. 그리고 이렇듯 속도의 증가로 인해서 완화곡선의 길이도 북한보다 더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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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기준 제8조(완화곡선의 삽입) 비교

완화곡선삽입
선로의 등급 곡선반경(미터)
1급선
5,000이하
2급선
3,000이하
3급선
2,000이하
4급선
800이하

선로의 등급
고속선
1급선
2급선
3급선
4급선

배수
2,500
1,700
1,300
1,000
600

완화곡선삽입
선로의 등급 곡선반경(미터)
가
2000
나
1600
다
1200
라
800
선로등급
1 가
2 나
3 다
4 라
- 마

배수
1000
800
600
450

제9조(곡선사이에 직선의 삽입) 곡선사이에 직선을 넣는 것에 대한 규정은 남한에만
있다. 북한에는 곡선사이에 직선을 넣는 것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는 것 같다. 만약 남북철
도를 놓게 된다면 이미 검증된 남한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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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기준 제9조(곡선사이에 직선의 삽입)의 비교

선로의 등급 직선길이(미터)
고속선
180
1급선
100
2급선
80
3급선
60
4급선
40



-



 ×  
≥ 

   

제10조(선로의기울기) 선로의 기울기는 열차의 속도와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북한
과 우리나라의 설계속도는 큰 차이가 나지만 본선의 선로의 기울기는 남한과 북한이 비슷
하다. 우리나라는 25‰까지 허용가능하고, 북한은 35‰까지 허용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나
라는 본선뿐만 아니라 특수한 경우인 정거장의 전후구간 등 부득이한 경우, 동차전용선인
경우, 곡선반경이 700미터 이하의 곡선인 본선의 기울기, 정거장 안에서 같은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그에 비해 북한은 본선부분만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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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10조
(선로의
기울기)

철도건설규칙 기준 제10조(선로의 기울기) 비교
남 한
북 한
①본선의 기울기는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
의 크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선로의 등급 기울기(천분율)
고속선
25
1급선
10
2급선
12.5
3급선
15
선로의 기울기(천분율
)
②본선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1 등급가 10/12.5
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크기까지 선로의 기울기를 확대할 수 2 나 12.5/15
있다.
15/25
1. 정거장의 전후구간 등 부득이한 경우 3 다
4 라
25/35
선로의 등급 기울기(천분율)
- 마
35
고속선
30
1급선
15
2급선
15
3급선
20
4급선
30
2. 전동차전용선인 경우 : 선로의 등급에 관
계없이 1천분의 35
③곡선반경이 700미터 이하의 곡선인 본선의
기울기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
한 기울기에서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환산기울기의 값을 뺀 기울기 이하로 하여야
한다.


 


Gc : 환산기울기(천분율)
R : 곡선반경(미터)
④정거장 안에서의 선로의 기울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2 이
하로 한다. 다만, 차량을 해결(해결)하지 아니
하는 본선으로서 전동차전용선인 경우에는 1
천분의 10까지, 그 외의 선로인 경우에는 1천
분의 8까지 할 수 있으며, 차량을 유치하지
아니하는 측선은 1천분의 35까지 할 수 있다.
⑤같은 기울기의 선로길이는 1개 열차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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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종곡선의 삽입) 종곡선을 넣어야 하는 구배차이는 전용선과 끌어내기선을 제
외하고는 비슷하다. 하지만 남한은 그에 따른 등급별 종곡선 반경을 제시한 반면 북한은
종곡선을 넣어야 하는 구배차이만 나와 있을 뿐 종곡선 반경에 대한 말은 나와 있지 않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11조(종곡선의 삽입)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기울기가 서로 다른 선로가 접속
하는 경우로서 그 기울기의 차이가
고속선에 있어서 1천분의 1 이상, 1
급선ㆍ2급선 및 3급선에 있어서 1천
분의 4 이상, 4급선에 있어서 1천분
의 5 이상인 때에는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상의 종곡선(차
량이 선로기울기의 변경지점을 원활
하게 통과하도록 종단면상에 두는
곡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어야
넣어야
한다.
선로기술기준 세로곡선을
할
구배차(‰)
선로의 등급 종곡선반경(미터)
가, 나
4이상
고속선
25,000
제11조
다, 라
5이상
(종곡선의
전용선,
1급선
16,000
10이상
삽입)
끌어내기선
2급선
9,000
3급선
6,000
4급선
4,0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곡선은
직선구간에 두어야 한다. 다만, 기존
선의 개량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의 중심이 1개인 곡선구
간에 둘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곡선의
삽입이 고속선인 경우 종곡선연장이
146미터 미만일 때 종곡선 반경을
최대 4만미터까지 할 수 있다.
제12조(슬랙) 남한은 곡선반경에 따라서 공식을 이용해서 슬랙의 값을 구하여 곡선반
경에 의한 상세한 값을 얻을 수 있지만 북한은 곡선반경 600m까지에 대해서 ‘600-401’,
‘400-251’, ‘250이하’ 이렇게 3개로 나누어 사용 하고 있다. 슬랙의 체감 기준은 남북한이
비슷하지만 완화 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남한은 5m로 하지만 북한은 선로기술기준의 분류
에 따라 슬랙체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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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기준 제11조(종곡선의 삽입)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북한의 슬랙기준
①반경 600미터 이하인 곡선구간의
곡선반경 슬랙
궤도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궤간
600-401
8
에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슬
400-251
18
랙을 두어야 한다. 다만, 슬랙은 30
250이하
25
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

슬랙의 체감
S : 슬랙(밀리미터)
① 완화곡선이 있을 때에는 완화곡
R : 곡선반경(미터)
길이에 따라 체감한다.
S＇: 조정치(0∼15밀리미터) 선의
② 완화곡선이 없을 때에는 곡선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슬랙은 다음 시작점과 끝점에서 직선 쪽으로 하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길이로 체감하 되 줄이기 배수는 《가》부류에서
(슬랙) 여야 한다.
캔트의 1,000배, 《나》부류에서 800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 완화곡 배, 《다》부류에서 600배, 《라》부
선 전체의 길이
450배로 하며 부득이한 때에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캔트의 류에서
는
슬랙이
같은 완곡선구간이
체감길이와 같은 길이
《가》,《나》 부류에서 50m,《
3. 복심곡선안의 경우 : 두 곡선 사
30m가 보장되
이의 캔트차이의 600배 이상의 길이. 다》,《라》부류에서
는
조건에서
곡선과
직선
절
이 경우 두곡선 사이의 슬랙의 차이 반씩 나누어주는 방법으로구간에
한다.
를 체감하되, 곡선반경이 큰 곡선에 또한 《라》부류에서 줄이기 배
서 행한다.
수는 350배까지 할 수 있다.
③ 복심곡선에서는 곡선반경이 큰
쪽으로 그 부류에 따르는 줄이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건축한계) 남한과 북한의 승강장의 높이는 200mm 정도의 차이가 나고, 고속승
강장의 높이는 50mm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남북 철도를 잇게 된다면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상부 장치에 있어서도 남북한이 차이를 보
이고 있다. 그리고 남한은 곡선 구간의 건축한계와 건축한계 확대량을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길이로 체감하는 것까지 모두 규정으로 정해 놓았다. 그에 비해 북한은 직선 구간만 건
축한계를 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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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기준 제13조(건축한계)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
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이하 "건축한
계"라 한다)안에는 건물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와 선로보수 등의 작업상
필요한 일시적인 시설로서 열차 및 차량운
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제13조
(건축한계)

선타입

남한
선타입
일반의
경우에
대한
건축한
계.
다만, 설치되는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물이
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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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일반의 경우에 대한
건축한계

410는
7,010밀리미터
확보하여야
한다. 이상을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
장치
를
제외한
상부에
대한
한계
이 한계는 교량, 터널, 구름
다리
및경우에는
그 앞뒤에 있어서
필요한
까지
눈
덮게, 기설된
구름다리교량,및 터널,
그 앞뒤
에
있어서때까지
필요한잠정적으로
경우에는
개수할
로서 표시된 한
도까지
철도청장의
사전승
인을
받은
후
축소할
수있
다.

------

+++++

측선에서
급수,
급탄,
전차,
계중,
세차
등의
설비,
신호
주,
전차선로지지주,
차고의
문
및 내부장치
또는
본선에
있어서
기설된
교량,
터널,
구름다리
및
그
앞뒤에
있어
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차
선로
계를 지지물에
축소 할 수대한
있는건축한
한계
선로전환기
표지줄일등에숭 대하
여
건축한계를
있는
한계
승강장
및 적하장에
대하여
건축한계를
줄일
수
있는
한
계

③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에 다음의 공식
에 의하여 산출된 양과 캔트에 의한 차량
경사량 및 슬랙량을 더하여 확대하여야 한
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
외한 상부에 대한 건축한계는 이에 의하지
아니한다.

 



(전동차전용선인 경우 
)

W : 선로중심에서 좌우측으로의 확대
량(밀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 확대
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길이로 체
감하여야 한다.
1. 완화곡선의 길이가 26미터 이상인 경
우 : 완화곡선 전체의 길이
2. 완화곡선의 길이가 26미터 미만인 경
우 : 완화곡선구간 및 직선구간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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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 구간의 가공
전차선과 현수장치
를 내놓은 상부에
대한 건축 한계
(이 한계는 철도교,
터널, 구름다리와
그 앞뒤에서 필요한
때에는
로
표시한 한계까지 줄
이고 역구내에서는
필요한 때에는
로 표
시한 한계까지 늘릴
수 있다.
역선에 있는 급수,
급탄, 전차대, 화물
중계선 등 모든 설
신호주, 및 가공
- - - - - 비,
전차선, 버팀기둥,
차고의 문 및 내부
장치인 경우 줄일
수 있는 한계
선로전환기 표식대
+ + + + + 인 경우 줄일 수 있
는 한계
여객홈 및 적하장인
경우 줄일 수 있는
한계
건널목 가름틀인 경
우 줄일 수 있는 한
계

여 26미터 이상의 길이
3.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곡선의 시점
ㆍ종점으로부터 직선구간으로 26미터 이
상의 길이
4. 복심곡선 안의 경우 : 26미터 이상의
길이. 이 경우 체감은 곡선반경이 큰 곡선
에서 행한다.
⑤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캔트의 크기
에 따라 경사시켜야 한다.
제14조(궤도의중심간격) 궤도의 중심간격에 대한 규정은 남한에만 있다. 북한에는 궤
도의 중심간격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는 것 같다. 만약 남북철도를 놓게 된다면 이미 검증
된 남한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는게 바람직 할 것이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14조(궤도의 중심간격)의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①정거장외의 구간에서 2개의 선로를 나
란히 설치하는 경우 궤도의 중심간격은
고속선은 4.8미터 이상, 1급선은 4.3미터
이상, 2급선ㆍ3급선 및 4급선은 4.0미터
이상으로 하고, 3개 이상의 선로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접하는 궤도의
중심간격중 하나는 4.5미터 이상으로 하
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②정거장(기지를 포함한다)안에 나란히
설치하는 궤도의 중심간격은 4.3미터 이
상으로 하고, 6개 이상의 선로를 나란히
제14조 설치하는 경우에는 5개 선로마다 인접 선
(궤도의 로와의 궤도의 중심간격이 6.0미터 이상
중심간격) 인 하나의 선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선의 경우 통과선과 부본선간의 궤도
중심간격을 6.5미터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선로 사이에 전차선로 지지주 및 신호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궤도의 중
심간격을 그 부분만큼 확대하여야 한다.
④곡선구간의 궤도의 중심간격은 제1
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궤도의 중
심간격에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
축한계 확대량을 더하여 확대하여야 한
다.
제15조(시공기면의 폭) 남한의 철도건설규칙 제15조는 시공기면의 폭을 기술하고 있
다. 남북의 시공기면의 폭에 대한 구분을 비교하자면 직선구간에서는 선로등급에 따른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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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시공기면이 남한에 비하여 0.3～1.0m 적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북한의 1급선의 시공기면과 남한의 4급선의 시공기면이 동일한 기준으로 제시
되어 있다. 선로중심간격은 4m이상으로 남북이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곡선구간에
서는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모두 외측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15조(시공기면의 폭)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토공구간에서의 시공기면(노반
을 조성하는 기준이 되는 면을 말한 ①직선구간에서는 선로의 등급에 따
다. 이하 같다)의 폭은 다음 각 호에 라 시공기면의 폭을 분류를 한다.
의한다. <개정 2007.9.20>
직선구간
1. 직선구간에 있어서는 궤도중심
으로부터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
의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선로의 등급 시공기면의
만, 선로를 전철화 하는 경우에는 선
폭(m)
로의 등급에 관계없이 4미터 이상으
북한
로 하여야 한다.
1급선
3.0
직선구간
2급선
2.9
선로의 등급 시공기면의
폭(m)
3급선
2.8
남한
4급선
2.7
고속선
4.5
②선로 중심간격은 4m 이상
제15조
③곡선구간에서 곡선반경이 1000m
1급선
4.0
(시공기면
까지는
0.3m, 1001～2000m까지는
의 폭)
2급선
4.0
0.2m
바깥쪽으로
더 넓혀주어야 한
3급선
3.5
다.
4급선
3.0
④역선에서는 제일 바깥쪽 선로중
심축에서
너비가
2. 곡선구간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 길차지구간선로노반턱까지의
선로노반너비의
절반이
정에 의한 시공기면의 폭에 도상의 상 되어야 한다.
경사면이 캔트에 의하여 늘어난 폭
만큼 더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
속선의 도상이 콘크리트 구조로 되
어 있는 경우에는 시공기면의 폭을
4.2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②교량ㆍ터널 등 구조물 구간에서
의 시공기면의 폭은 유지보수용 보
도 등 부대시설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16조(선로의 부담력) 남한의 철도건설규칙 제16조의 선로부담력은 일반적으로 선로
의 등급과 관계없이 일반철도와 전용차전용선으로 나누어 선로의 부담력을 기술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선로부담력은 선로의 등급에 따라 구분된다. 이들 비교로부터 북한의 1, 2급
선로는 남한의 1등급 선로보다도 높은 선로부담력을 갖도록 설계하고 있어 남북한 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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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할 경우 북한의 2등급 이상의 철도와 연결되면 북한철도에서 선로부담력을 증가시키
기 위한 개량공사는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16조(선로의 부담력)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일반철도의 경우에는 선로(레일 ①선로의 등급에 따라 계산하중
을 제외한다)의 등급에 관계없이 (톤)분류를
한다.
L-22 표준활하중을 감당할 수 있도 선로의 등급
계산하중(톤)
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선로중
1급선
ㄱㅊ 25
교량으로 된 노반은 선로의 등급에
관계없이 LS-22 표준활하중을 감
2급선
ㄱㅊ 25～22
제16조 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급선
ㄱㅊ 22～20
(선로의 ②전동차전용선인 경우에는 선로
4급선
ㄱㅊ 20～18
부담력) 의 등급에 관계없이 EL-18 표준활 ②전용선,
하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20～18 끌어넣기선, 역선 ㄱㅊ
야 한다.
③고속선인 경우에는 HL-25 표준
활하중 또는 HL-25 여객전용 표준
활하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개정 2007.9.20>
제17조(레일의 중량) 남한의 철도건설규칙 제17조는 레일의 중량을 선로의 등급에 따
라 1, 2등급 선로에서는 60kg레일을 사용하고 3, 4등급 선로에서는 50kg레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철도에서는 선로등급에 따라 50kg, 43kg, 37kg 레일을 사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만을 비교하면 남한철도는 북한철도 보다도 중량화 되어있어
보다 큰 궤도부담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제17조
(레일의
중량)

철도건설규칙기준 제17조(레일의 중량)의 비교
남 한
북 한
본선 (킬로그램/
본선 (킬로그램/
미터)
선로의 등급
미터)
선로의
등급
남한
북한
고속선
60
1급선
50이상
1급선
60
2급선
50
2급선
60
3급선
43
3급선
50
4급선
43,37
4급선
50
전용선,
끌어넣기선,
역선은
37kg/m
측선은 선로의 등급과 관계없이 이상으로 한다.
50kg/m로 일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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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도상의 두께) 남한의 철도건설규칙 제18조는 도상의 두께를 자갈도상인 경우
선로의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갈도상이 아닌 경우 도상의 두께는 「철도건설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기술되어 있
다. 북한에서의 도상두께도 선로등급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등급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
다. 상대적으로 선로등급이 높은 경우에 북한의 도상두께가 크고, 낮은 등급에서는 남한의
도상두께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남북 철도 연결 시 네트워크상 동일선로로서의
통일적 관리가 어려우므로 남북 간의 기준 통일이 필요하다.
구분

제18조
(도상의
두께)

철도건설규칙기준 제18조(도상의 두께)의 비교
남 한
북 한
①자갈도상의 경우 도상의 두께는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두께 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철도
의 장대레일(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선로의 등급에 따라 도상두께(mm)
레일을 말한다)구간은 선로의 등급 를 분류를 한다.
에 관계없이 300밀리미터 이상으로 선로의 등급 도상두께(mm)
하여야 한다.
북한
도상두께(mm)
1급선
350
선로의 등급
남한
2급선
300
350(도상매트
3급선
250
고속선
포함)
4급선
200
1급선
300
2급선
300
3급선
270
4급선
250
②자갈도상이 아닌 경우 도상의 두
께는 「철도건설법」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9조(캔트) 남한의 철도건설규칙 제19조는 캔트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캔
트는 남북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캔트량 산정식과 동일한 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곡선구간에서의 최대캔트는 남한이 160mm, 북한이 150mm로 남한이 북한보다 10mm 큰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남한의 경우 최고속도가 북한에 비하여 크고, 또한 궤도시스
템이 양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북철도 연결 시 북한철도의 고속화에 대
비하여 최대캔트 한계값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제20조(구조물구간의 안전설비) 남한의 철도건설규칙 제20조는 구조물구간의 안전설
비에 대한 부분이 기술되어 있다. 남한과 비교하면 남한은 안전점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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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기준 제19조(캔트)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곡선구간의 궤도에는 다음 공식
에 의하여 산출된 캔트를 두어야 한
다. 다만, 캔트는 고속선인 경우 180
밀리미터 이하, 1급선ㆍ2급선ㆍ3급
선 및 4급선인 경우 160밀리미터 이
하로 하며, 선로전환기에 연속되는
경우에는 캔트를2 두지 아니한다.
C =11.8⋅ vR + C d

C : 설정캔트(밀리미터)
v2 + C
C
=11.8⋅
d
R
V : 열차최고속도(킬로미터/시
간)
곡선구간의 외측레일에 붙여주며
R
:
곡선반경(미터)
그
값이 150mm를 넘지 않게 해야
제19조
Cd:
부족캔트(0∼100
밀리미터.
한다.
(캔트) 다만, 고속선의 경우 0∼110 밀리미
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캔트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길이로 체감
하여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 완화곡
선 전체 길이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곡선과
직선에서 캔트의 600배 이상 길이
3. 복심곡선안의 경우 : 두 곡선 사
이 캔트차이의 600배 이상 길이. 이
경우 체감은 곡선반경이 큰 곡선에
서 행한다.
는 반면 북한은 작업자와 설비들이 비킬 수 있는 곳을 확보하여야 한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20조(구조물구간의 안전설비)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①교량 및 터널에는 열차대피ㆍ유 터널에서는
40m마다
비킴곳(대피소)이
지보수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한 보도 하며 작은 철길차를 비롯한 있어야
제20조 를 설치하고, 전기설비를 위한 공간 을 비켜놓기 위하여 400m마다설비들
비킴
(구조물구 을 확보하여야 한다.
터가
있어야
한다.
간의 ②보도에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터널 안의 모든 비킴곳과 비킴터에
안전설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어둠속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③교량에는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 는
200mm너비로
안팎 테두리에 흰색
을 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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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터널안의 재난설비) 남한의 철도건설규칙 제21조에서는 터널 안의 재난설비를
필요에 따라 설비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북한 또한 터널에 알맞은 물도랑과 강제
공기갈이를 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21조(터널안의 재난설비)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터널 안에 생긴 물을 빼내기 위하여
터널 밖의 물도랑을 한해에 두 번 이
상 깨끗이 쳐내야 한다.
잘 되지 않을 때에
제21조 터널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 조명 재 자연공기갈이가
는
강제공기갈이를
하여한다. 강제
(터널안의 난 등에 대비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공기갈이장치는 그 구간의
견인기관
재난설비)
차의 종류, 터널의 길이, 터널의 평
면생김새와 세로면 생김새, 그 지역
의 바람방향에 알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철도횡단설비) 남북한 모두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곳을 입체화하도록 하고
있고, 북한의 경우 입체각의 하한을 45도로 규정하고 있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22조(철도횡단설비)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도로와 철도가 교차 하는 곳은 건널목과 접속도로와의 교차각은 원
입체화시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 칙적으로 90도로 하여야 한다. 이렇
사 중 일시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임 게 할 수 없는 곳에서 1, 2급 도로에
시건널목을 설치할 수 있다.
서는 60도까지, 3급 아래의 도로에서
제22조 ②건널목 또는 정거장 구내를 횡단 는 45도까지 할 수 있다.
(철도횡단 하는 전선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
설비) 우에는 지중(지중)에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지형여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지상에 설치할 수 있
다. <개정 2008.12.31>
제23조(선로의 방호설비)남한의 선로의 방호설비는 사람 등의 통행으로 열차안전에 지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북한의 기
준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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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기준 제23조(선로의 방호설비)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제23조 사람 등의 통행으로 열차안전에 지
(선로의 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호설비)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선로표지) 남한의 철도건설규칙 제24조 선로표지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하는 각 여건마다 다르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북한의 설치 기준은
명확하지가 않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24조(선로표지)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선로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매 200미터 및 매 킬로미터마다
그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
2. 선로의 기울기가 변경되는 장소
에는 그 기울기를 표시하는 표지
3. 열차속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제24조 운전상 특히 주의하여야 할 곳에는
(선로표지) 이를 표시하는 표지
4. 선로가 분기하는 곳에는 차량의
접촉한계를 표시하는 표지
5. 장내신호기를 생략한 정거장에
는 그 한계를 표시하는 표지
6. 건널목에는 필요에 따라 통행인
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지
7. 그 밖에 철도운영상 필요한 모
든 표지

남북한 철도건설규칙기준 정거장 및 기지 비교 분석
제25조(정거장 및 신호소의 설비)에서 운전설비는 선로, 신호기, 표지류, 신호조작반
및 승무원 숙소가 필요하고 여객취급설비에는 여객설비(대합실, 여객통로, 여객화장실, 승
강장), 역무시설(역무실, 매표실 등) 이동편의 설비(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부대설
비(냉난방, 조명)이 있고, 화물취급설비에는 화물선적설비(적하장, 컨테이너 착발선 하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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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화물 통로, 화물 분류보관설비, 화물운반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북한
의 철도 신호소의 설비는 업무용 통신설비와 일반관리통신설비가 있으며 남한같이 체계적
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25조(정거장 및 신호소의 설비)의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정거장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열차 1.신호제어설비
를 정지․출발시키는 운전설비, 여 ①신호②폐색장치③연동장치④기관
자동신호 및 자동정지장치
객, 철도이용에 필요한 여객취급설 차내
⑤구내폐색장치⑥횡단도
자동신호
화물취급설비를 갖추어야 함 및 자동정지장치, 선로차단장치
남제25조 비,
등
신호기, 표지류, 선 2.역원절시 신호기조작설비와 구간
(정거장 및 1.운전설비:선로,
신호조작반 및 승무원 숙 의 길차지상태, 신호기들의 신호등
신호소의 로전환기,
소
등
설비) 2.여객취급설비:여객설비, 역무설비, 의 켜진상태 반영하는 반응설비 설
이동편의설비, 부대설비(냉난방, 조 치되어야 함
명)등
제26조(간이역) 북한의 기준상에 별도의 기술이 없는바, 남북한의 실무적용시 남한의
기준으로 북한실무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26조(간이역)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국토해양부장과는 대규모택지개 열차운행에 필요한 설비를 간단하게
발 등 철도수요가 증가로 인한 철도 갖추었거나 설비를 갖추지 않고 열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25조 규 차가 멎기만 하는 역
정에 의한 설비를 하지 아니하는 간 간이정거장 또는 간이철도역이라고
이역을 설치할수 있다
도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간이역 또는 임시승
강장의 설치․운영기준은 다음 각호
와 같다.
제26조 1.간이역을 설치한 지점과 인접역간
(간이역) 의 거리가 3km이상일때
2.1일 평균 승강인원이 300명 이상으
로 예상될때
3.대도시 근교지역으로 주민의 편의
상 특히 필요할 때
4.관광 또는 보양지역으로써 특히 필
요할 때
5.타 교통기관의 1일2왕복 이내의 지
역으로써 특히 필요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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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유효장) 차량을 정지시키는 선로 또는 차량을 유지하는 선로에 있어서 인접 선
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열차 또는 차량을 정지, 유치할 수 있는 길이를 말한다. 보통 차량
접촉한계표 상호간의 거리를 말하지만, 출발신호기가 설치된 선로에서는 출발신호기까지
의 길이로 한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27조(유효장)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정거장안의 선로에는 「철도건설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
기본계획에서 정한 열차운영계획에
제27조 따라 유효장 인접선로의 열차 및 차
(유효장) 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
차를 수용할 수 있는 당해 선로의 최
대길이를 말한다)을 확보하여야 한
다.
제28조(승강장) 남북한의 승강장높이는 20cm이상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전동차전용
선 구간의 1,135mm로 한다는 기준이 있고 북한은 기준이 없다. 고상승승강장높이에서
5cm차이가 발생함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북한은 역구
내에서 필요한 상부한계가 6,450mm인데 비하여 남한은 별도의 기준이 없지만 사전승인을
받은 후 축소할 수 있는 상부한계 5,350mm로 별도 조항을 두고 있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28조(승강장)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승강장높이는 300mm로 한
①승강장 직선구간에 설치해야하며 1.북한의
다
부득이한 경우 600mm이상의 곡선 2.고상승강장높이는 1,200mm로 한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②승강장의 높이는 레일윗면으로부 다
3.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
터 500mm로 하여야 한다
상부에 대한한계 6000mm로 한다
③전동차전용선 구간의 승강장은 한
4.역구내에서
필요한 때의 상부한계
1,135mm로 한다
는
6,450mm한다
세우는 조명전주․전차
제28조 ④승강장에
선전주
등
각종
선로 쪽 승강
(승강장) 장 끝으로부터 기둥은
1.0m이상, 승강장에
있는 역사․지하도․출입구 등 벽으
로 된 구조물은 선로 쪽 승강장 끝으
로부터 1.5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한
다
⑤승강장의 수․폭 및 길이는 수송
수요․열차운행횟수 및 열차종별 등
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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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선로중심과 승강자등과의 거리) 남한의 곡선구간은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에 다
음의 공식에 산출된 양과 캔트, 차량경사량 및 슬랙량을 더한 공식에 확대하여 산출한다.
북한은 철도선은 원칙적으로 직선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1,2급 3,4급에서 400m, 600m
의 평면곡선반경을 줄 수 있고 소형전동차인 경우 100m까지 가능하고 높은 열차운전속도
를 유지할 때는 원곡선 반경을 가진 3차포물선형태의 느린 곡선을 배치할 수 있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29조(선로중심과 승강장등과의 거리)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직선구간에서 선로중심으로부터
승강장 또는 적하장 끝까지의 거리
는 1,675mm로 하여야 함
②전동차가 운행하는 구간의 승강장
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함
제29조 1.직결도상의 경우에는 선로중심으
(선로중심 로부터 승강장 또는 적하장 끝까지
과 의 거리는 1,610mm로 하되, 차량 끝
승강장등 단으로부터 승강장연단까지의 거리
과의 거리) 는 50mm를 초과할 수 없다
2.직결도상이 아닌 경우에는
1,700mm로 한다
③곡선구간에서 선로중심으로부터
승강장 또는 적하장 끝까지의 거리
는 제13조3항의 규정을 준용
제30조(전차대) 철도차량의 전차대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며, 선로끝단에 설치 시 대
항선과 차막이 설비를 할 수 있다. 전차대 구조물에는 배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북한에
서는 차돌림틀이라고도 하며 별도의 방향 길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남한의 앞뒤 방향
바꾸는 장치 길이 27m이상으로 동일시 적용하기로 한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30조(전차대)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북한 기관차를 올려놓고 돌릴 수 있
만든 강철구조물이며 기관차를
기관차용 전차대(기관차의 앞뒤 방 게
요구되는
방향의 철길 또는 수리선
제30조 향을 바꾸는 장치를 말한다)의 길이 에 들어서게
하기위한 수단으로 쓰
(전차대) 는 27미터 이상으로 한다
인다.
차돌림대 또는 차돌림틀이라고 쓰인
다.
제31조(차막이)선로의 종점에는 과주한 열차 및 차량이 궤도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차막이를 설치하여야한다. 철도차량은 차량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 465 -

철도건설규칙기준 제31조(차막이)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종점에는 차량이 선로구간을 차를 멈추게 하는 것 또는 그런 장치
제31조 선로의
벗어나지
(차막이) 하여한다 아니하도록 차막이를 설치 로써 차지라 일컫는다.
제32조(구름방지 설비 등) 차량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서 구르거나 열차가 정차위치
를 지나쳐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설비를 하여야하며 설치와 관련한 사항
은 철도시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을 따른다. 철도차량은 곡선구간을 규정된 속
도로 운행하는 경우 전복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는 구조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32조(구름방지설비 등)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차량이 정하여진 위치를 벗어나서
열차가 정차위치를 지나쳐
제32조 구르거나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구름방지 안전설비를 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
설비 등) 련한 사항은 「철도시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선로분기 및 평면교차) 철도 안전설비에서 승강장은 승객용 통로 및 승객용 계
단의 폭은 3.0M 이상으로 하고 승객용 계단에는 높이 3.0M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또한 승객용 계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며 화재에 대비하여 통로에 방향 유도등을 설치
하며 관련규격은 「철도시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등의 규정이 있고 북한의 보도안에 가
로등중와 무궤도 전차전주를 배치하였을 때 0.5～1.5m 여유폭을 확보하고 입체사귐점은
무궤도 전차통행가로에서 4.8m로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철도시설안전규칙 대한 규정은 별
도 없는 바 철도시설안전기준의 규칙을 적용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33조(선로분기 및 평면교차 등)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정거장
또는평면교차를
신호소 외에서
선로를아 분기기는
선로에
깔려있는아래에
레일형에
제33조
분기하거나
시켜서는
맞는
것으로
깔아야하며
정
(선로분기
니된다.
다만,
안전설비를
한
경우에
한
것보다
급한
것을
쓰지
말아야
한
및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평면교차)
- 여객열차가
나드는 선의 분기기
1급선에서 1/1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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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급선에서
1/11
4급선에서1/9
- 여객열차가
유도곡선쪽으로
나
들지
않는
본선에
잇닿은
분기기는
1/9- 화물열차가 나드는 선에서는
1/9- 측선이나 특수선에서는 1/8
- 붉은기형
전기기관차가
나드는
선의
분기기는
1/9
(여객열차가
나드는 선은 1항에
따라
한다.)
- 고정축거리가
4900m이상인 기
관차는
1/8아래인
보통분기기의
유
도곡선쪽으로
다닐
수
없다.(1/6맞길
분기기는 아님).
※이미그대로
깔려있는
때까지
쓴다. 분기기는 바꿀
북 한
․분기기의 텅레일앞 이음매들사이
의 거리는 10m이상(측선에서 5m이
상)
․분기기의 크로싱뒤 이음매사이의
거리는 5m이상
․분기기의 텅레일앞 이음매와 크
로싱뒤 이음매사이 거리는 5m이상
※현재 이와 같이 사이를 두지 못한
것은 고쳐놓을 때까지 그래로 둔다.
제34조(선로접근도로 및 비상구조 회전익항공기 착륙장) 교량 또는 터널의 시작점 및
끝점, 산악지역 등 외부에서 선로로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지점에는 비상상
황이 발생하는 경우의 선로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하여 선로접근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곤란지점「항공법」에 의하여 회전익항공기가 이ㆍ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
할 수 있는 규칙이 있다. 북한의 현행규칙 기술한 바 없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34조 (선로 접근도로 및 비상구조 회전익항공기 착륙장)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교량 또는 터널의 시작점 및 끝점,
제34조 산악지역 등 외부에서 선로로의 접
(선로 근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지점
접근도로 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의
및 선로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하여 선로
비상구조 접근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전익항 선로접근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공기 인정되는 지점에는 「항공법」에 의
착륙장) 하여 회전익항공기가 이ㆍ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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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철도건설규칙기준 전철․전력비교분석
제35조(수전전압) 남한의 수전전압에 대하여 접지 방식에 따라 공칭전압이 나타나 있
다. 비유효접기계 일 때는 66kv, 유효접지계는 22.9,154,345 kv를 사용한다. 북한에서의 북
한수전계통은 전압이 10kv, 6kv이며 용량은 5,000～30,000kVAR인 고압직렬 콘덴서가 설
치되어 있다. 그리고 각 과정에 따라 수전 전압이 다르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전전압은
66kv이고 변압기에서 3.3kv 3상 교류로 전환되어 수은 정류기에서 3.3kv 3상직류로 바뀐
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35조(수전전압)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수전(수전)선로의 전압은 수전전력
ㆍ수전거리 및 이와 연계된 전력계
통을 고려하여 다음 표에 의하여 결
정한다.
제35조
3.3/ 6.6/ 11/ 22 KV
(수전전압) 접지방식
공칭전압(kv)
비유효접지계
66
유효접지계 22.9 , 154, 345
제36조(수전계통) 남한의 수전계통의 부하의 크기 및 특성. 지리적 조건. 전력조류. 전
압강하, 수전안전도, 회도의 공진, 운용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전선로는 시설조
건에 따라 가공, 지중으로 시설하며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선로를 확보한다. 반면 북한의
수전계통 과정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3상 교류 전기 에너지는 가공전선로를 통하여 철도
변전소에 공급되고 철도 변전소에서 3상 교류를 전기차량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전류방
식으로 변환된다. 변압기에서 3상교류 66kv를 3.3kv으로 낮춘다.
수은 정류기로 3.3kv 3상 교류전류를 직류로 전환되고 전차선로를 통해 전기기관차에
공급된다. 수전계통의 구성은 차량에 사용되는 전류방식에 따라 직류, 교류 견인으로 구분
한다.
그리고 교류견인은 저주파 단상교류방식. 산업주파수 단상교류방식, 3상 교류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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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기준 제36조(수전계통)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북한의 수전계통 과정.
1. 발전소에서 생산된 3상 교류 전기
에너지는 가공전선로를 통하여 철도
변전소에 공급.
철도 변전소에서 3상 교류를 전기차
①수전계통(계통)의 구성은 부하의 크 2.량에서
기 및 특성ㆍ지리적 조건ㆍ전력조류ㆍ 로 변환.사용하기에 편리한 전류방식으
전압강하ㆍ수전안정도ㆍ회로의 공진 3. 변압기에서 3상교류 66kv를 3.3kv으
ㆍ운용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로 낮춤.
하여야 한다.
정류기로 3.3kv 3상 교류전류
제36조 ②수전선로는 지형적 여건 등 시설조 4.를 수은
직류로
전환.
(수전 건에 따라 가공(가공) 또는 지중으로 5. 전차선로를
통해 전기기관차에 공
계통) 시설하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선 급.
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수전계통의 구성은 차량에 사용되는
전류방식에 따라 직류, 교류 견인으로
구분.
7. 교류견인: 저주파 단상교류방식. 산
업주파수 단상교류방식, 3상 교류 방
식.
제37조(변전소위치) 변전소 위치 및 간격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 부분은 변
전소의 적합한 위치 선정 및 설치에 기준이 된다. 전원에 가까운 곳, 변전기기와 시설자재
의 운반이 편리한 곳, 각종 재해의 영향이 최소화 되는 곳, 보호지구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 절연구간에서 열차의 타행운전이 가능한 곳이 가장 적합하다. 변전소의 간격
은 전차선 전압의 최저한도를 유지할 수 있고 급전계통에서 발생하는 사고전류를 확실하
게 검출할 수 있는 간격으로 정하고, 열차운행계획, 선로구간의 중요도, 장래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의 철도건설 규칙상에는 이러한 기술이 없으며 남한과 북한의
지형이 많은 차이점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형마다 건설규칙의 기준을 만들어서 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37조(변전소위치)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제37조 ①변전소 등의 위치는 급전구간의 부 변전소 지역배치
(변전 하중심으로 하되 다음의 각 호를 감안 1. 중요구간: 평양-신의주, 평양-나진,
소 하여 결정한다.
평양-만포등 구간 40∼50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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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에 가까운 곳
2. 변압기 등 변전기기와 시설자재
의 운반이 편리한 곳
나머지구간: 열차의 견인부화, 지형
3. 공해ㆍ염해 등 각종 재해의 영향 2.조건에
따라 10∼20정도 차이.
이 최소화 되는 곳
4.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물에 가 철도 변전소
급적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
전기에 속하며 변전소에서 직접수
5. 변전소 앞 절연구간에서 열차의 1급
신,
정전시
양 방향 급전, 간이변전소
위치) 타행운전(동력을 주지 아니하고 관성 는 주 변전소의
전기 받아 급전, 간이
으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한 변전소는 지형조건과
견인부화 조건에
곳
따라
배치.
②변전소의 간격은 전차선 전압의 최
저한도를 유지할 수 있고 급전계통에 15,30,60km
서 발생하는 사고전류를 확실하게 검 경원선: 50∼60km
출할 수 있는 간격으로 정하되, 열차운
행계획, 선로구간의 중요도, 장래의 수
송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8조(변전소의 용량) 변전소의 용량에 대한 내용은 북한 철도건설 규칙상에는 이러
한 기술이 없다. 변전소용량은 지형 및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 남북한의 건설 기술자
들의 공동작업의 실무 적용 시 혼선을 피하기 위해 공통기준이 필요하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38조(변전소의 용량)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변전소의 용량은 장래의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 변전소 전력
한다.
변전소의 급전용 주변압기는 장 1차전압: 11,000V,
제38조 래1.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뱅크를 2차전압: AC3.300V, DC 3.300V
(변전소의 구성하고 예비용
변압기를 설치하여 협궤구간: DC600V
용량) 야 한다.
변전소에서 직접
2. 급전구간별 정상적인 열차부하 해당지역:1,2,3
수전.
조건에서 1시간 최대출력 또는 순간
최대출력을 기준으로 한다.
제39조(변전소)변전소의 형식은 크게 옥내 형, 옥외 형으로 나뉜다. 남한은 대부분 옥내 형을
표준으로 하고, 주택과 멀리 떨어져 민원발생 우려가 적은 지역, 오염우려가 적은 지역, 인구밀집
지역이 아닌 지역, 옥내 형으로 건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옥외 형으로 건설한다. 북한은 크게 교류
견인 변전소, 직류 견인 변전소가 있고 직류철도 변전소는 옥내부분과 옥외부분으로 되어있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39조(변전소 등의 형식)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제39조 (변전소 등의 형식) 변전소 등은 북한은 교류전압을 기관차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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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형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압으로 낮추어 공급 기능만을 하
에는 옥외형으로 할 수 있다.
교류견인 변전소와 전압을 낮추
1. 주택 등과 멀리 떨어져 민원발 는
는
이외에
교류를 직류로 변환도 하
우려가 적은 지역의 경우 는 직류 견인
(변전소 생2.등의
변전소가 있다.
공해ㆍ염해 등의 우려가 직류 철도 변전소는
등의 형식) 적은 장래
옥내 부분과 옥
지역의 경우
외
부분으로
되어
있다.
3.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의 경
우
4. 그 밖에 옥내형으로 건설이 곤
란한 경우
제40조(급전계통구성) 급전계통은 부하의 크기, 성질,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구성하고
변전소 간에는 급전구분소를 설치하여 방면별로 급전 한다. 급전용 변압기의 2차회로는 대
부분 인접 변전소와 동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북한의 건설규칙은 급전차단기와 단로기 2개
등으로 구성되고 급전선 전차선로를 통해 직류전압이 전기차량에 공급된다. 계통은 부하
의 등급의 중요성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뉜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40조(급전계통구성)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급전(급전)계통은 부하의 크기
와 성질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구 급전선은 급전차단기와 단로기 2개
성하고 변전소 간에는 급전구분소를 등으로 구성된다. 급전선 전차 선로
방면별로 급전한다.
를 통하여 직류 전압이 전기차량에
제40조 설치하여
②급전용
변압기의
2차회로는
인
된다.
(급전계통 접하는 변전소와 동상이 되도록 구 공급
급전방식은
직류 급전방식이며 급전
구성) 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계통은 3상66kv-정류기용
변압기미 시설된 선로에 접속할 경우 등 부 정류기-직류3,000V-전차선으로 구
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된다.
제41조(변전소등의 제어) 남한의 철도건설규칙 제41조는 변전소 제어에 관련된 내용
이다. 변전소 제어는 중앙집중원방감시제어식이고 제어 및 감시는 전기사령실에서 이루어
진다. 그 밖의 장소에는 상호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시설하고 전기 사령실에는 정보
처리 장치를 설치한다. 비상 상황 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 기기취급 및 제어방법이 정
해져있다. 북한의 철도 건설규칙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41조(변전소 등의 제어)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제41조 ①변전소 등의 제어는 중앙집중원 전력계통의 관리지휘체계
(변전소 방감시제어식으로 하고 변전소 등의 1.철도성 전기사령-철도국 전기처- 471 -

제어 및 감시가 전기사령실에서 이
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국 전기사령-전기철도변전소대
②전기사령실과 변전소 또는 그 대-변전소 중대-외선소대-내선소대
밖에 사령업무에 필요한 장소에는 로 이루어져있다.
상호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시 2.철도국 전기 사령실은 전력상태를
등의 설하고, 전기사령실에는 전철전력설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단전, 급
제어) 비 운영과 관련된 정보처리장치 등 전제어한다.
을 설치한다.
③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기기취급 및 제어 방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42조(가공전차선의 가선방식 및 전압) 남한은 가공전차선은 가공단선 식 으로 하며
표준전압은 직류 1천 500볼트, 단상교류 2만5천볼트로 한다. 전차선의 전압은 전기차량의
기능을 확보하는 충분한 값을 한다. 북한의 경우 주로 커티너리 가선 장치가 사용되며 전
차선로는 철주, 전차선드림줄, 급전선, 조가선, 부속품 및 절연 애자로 구성된다. 북한 가공
전차선의 전압은 일반적으로 DC 3000V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42조(가공전차선의 가선방식 및 전압)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가공전차선의 가선방식은
가공단선식으로
표준전압은
제42조 직류 1천500볼트하며,
또는
단상교류 북한 가공전차선의 전압은 DC
(가공전차 2만5천볼트로 하여야 한다.
선의 ②전차선의 전압은 전기차량의 3000V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
가선방식 기능을
수 있는 충분한 다.
및 전압) 값이어야확보할
한다.
제43조(전차선의 평면교차) 전차선의 평면교차에 관련된 내용이다. 표준전압이 다른
전차선끼리는 평면교차 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43조 (전차선의 평면교차)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제43조
다른 전차선은 평면교
(전차선의 차표준전압이
시켜서는
아니된다.
평면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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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전차선의 높이 및 기울기) 남한은 전차선의 높이는 대부분 레일 윗면으로 5천
200밀리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부득이할 경우 5000～5400mm로 한다. 전차선의 기울기는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였다. 기존선은 예외로 전차선의 높이를 레일윗면으로부터 최저 4천
850밀리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북한의 전차선의 높이는 5,400mm로 남한에 비하여 전차선
높이가 200mm 정도 차이가 난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44조 (전차선의 높이 및 기울기)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전차선의 높이는 레일윗면으로부
터 5천200밀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다
만, 지형조건 등 부득이한 경우 5천밀
리미터 내지 5천400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②전차선의 기울기는 레일윗면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울
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①전차선의 높이는 레일 윗면으로
1.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1천분의 1 부터 5,400mm로 하여야 한다.
본선의 경우에1천분의 3 전주높이는 8m 사이.거리는 표준
제44조 2.3. 일반철도
50m 조건에 따라 40m 정도.
경우에는 1천분의 15
(전차선의 4. 측선의
터널ㆍ구름다리 및 건널목 등에 전차선은 동선(cu95%이상)은
높이 및 인접한
장소의 경우에는 1천분의 4 직경이 20mm이고 직류구간으로
기울기)
전력먹임 선 전구간 개설
알루미늄선(Al-95%이상
직경이
③기존선(수도권 전철 및 지하구간
40∼50mm)
을 제외한다)의 경우 이미 설치된 터
널의 눈덮개ㆍ구름다리ㆍ교량 그 밖
의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차선의 높이를 레일윗면으로부터
최저 4천850밀리미터까지로 할 수 있
다.
제45조(전차선의 편위) 남한은 레일 윗면에 수직한 궤도중심을 기준으로 고속철도는
좌우 200mm, 일반철도에는 좌우250mm 값을 말한다. 북한의 규칙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
이 없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45조 (전차선의 편위)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전차선의 편위는 레일윗면에 수직
제45조 한 궤도중심으로부터 좌우로 다음
(전차선의 각 호의 값 이내로 하여야 한다.
편위) 1. 고속철도 : 200밀리미터
2. 일반철도 : 250밀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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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 접지) 남한은 대부분 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 또는 애자
의 철물부분은 접지를 한다. 북한 대부분의 지지물은 콘크리트로 남한의 철물지지물과는
다른 이질성을 보여준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46조(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 등의 접지)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 또는 애자
의 철물부분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제46조 다만, 애자의 철물부분을 지지물로부
(교류전차 터 절연하여 부급전선(통신유도장해 애자의 콘크리트부분을 지지물
선로의 경감을 위하여 귀선레일에 병렬로 시 로부터 절연하게 한다.
지지물 설하여 운전용 전기를 변전소로 통하
등의 게 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접지)) 보호선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방전간
극을 통하여 부급전선에 접속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가공급전선의 높이) 남한의 가공급전선의 높이는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
일 윗면으로부터 6,500m 이상의 높이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남한의 급전선은 Cu 150
㎟, Al 510㎟로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가공급전선의 높이는 알수 없지만 북한에서 Al
185㎟로 남한과 다소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47조(가공급전선의 높이)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가공급전선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면으로부터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이상레일윗
6천500밀리미터
2. 도로(건널목을
제외한다)를 횡단하
경우에는 도로윗면으로부터
6천밀 ① 북한의 급전선의 Al 185㎟로
제47조 는리미터
이상
(가공급전 3. 건널목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건널 이상으로 한다.
선의 높이) 목윗면으로부터
전차선의 높이 이상
4.표면으로부터
제1호 내지 5천밀리미터
제3호 외의 경우에는
이상. 다만,지
터널ㆍ구름다리 및 그 밖의 이와 유사
한
구조물이
있는 사유가
장소에 있는
설치하는
경
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3천500밀리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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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절연 이격거리)전차선로의 절연 이격거리는 전차선로의 종별, 접지여부 등을
고려하여 70mm∼1200mm의 범위로 정한다. 북한철도규칙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 내용이
없다. 북한의 절연 이격거리를 직접 비교하여 남한과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48조(절연 이격거리)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절연 이격거리는 전차선
제48조 전차선로의
로의
종별
및
접지여부 등을 고려하
(절연 여 70밀리미터에서
1천200밀리미터
이격거리)) 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제49조(합성전차선 및 급전선의 절연 구분) 안전 및 운전상 필요한 장소에서 구분하고
전기적으로 개폐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북한철도 규칙은 이와 관련된 언급
이 없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49조(합성전차선 및 급전선의 절연 구분)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제49조 합성전차선과 급전선(부급전선을 제
(합성전차 외한다)은 안전 및 운전상 필요한 장
선 및 소에서 구분하되, 전기적으로 개폐되
급전선의 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절연
구분)
제50조(가공송배전선과의 교차) 가공송배전과의 교차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허용되
는 경우가 있다. 교류의 합성전차선, 가공급전선은 고압 및 저압의 가공송배전선과 교차하
여 설치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 허용되는 경우는 표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북한에 대
한 관련규칙은 언급된 자료가 없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50조 (가공송배전선과의 교차)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교류의 합성전차선 또는 가공급전선
제50조 은 고압 또는 저압의 가공송배전선
(가공송배 (전용부지 외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
전선과의 한다)과 교차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교차)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형여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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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교차설치가 부득이 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압의 가공송배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2. 고압의 가공송배전선에
단면적 38제곱밀리미터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3. 저압의 송배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4. 가공송배전선의 지지물
상호간의 거리를 120미터 이하로
줄이는 경우
5. 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 또는
가공급전선과 가공송배전선과의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제51조(가공약전류전선과의 교차) 일반적으로 가공약전류전선과 교류의 합성전차선
및 가공급전선은 교차하여 설치하면 안 된다. 하지만 허용이 되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간
략하게 정리하였다. 북한철도 규칙에는 이와 관련된 언급된 기술이 없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51조(가공약전류전선과의 교차)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교류의 합성전차선 또는 가공급전선
은 가공약전류전선과 교차하여 설치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형여건 등으로 인하여 교차설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폴리에틸렌
제51조 1.절연가공약전류전선에
비닐외장의
통신케이블을
사
(가공약전 용하는 경우
류전선과
의 교차) 2. 가공약전류전선의 지지물 상호
간의 거리를 120미터 이하로 줄이
는 경우
3. 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 또는
가공급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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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철도건설규칙 제 52조는 삭도와의 교차에 관련된 내용이다. 남한은 일반적으로 교
류의 합성전차선, 가공급전선은 삭도와 교차하여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러나 지형여건 등으
로 인해 교차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간략하게 그 경우를 정리했다. 북한은 이와
관련된 언급이 없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52조(삭도와의 교차)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교류의 합성전차선 또는 가공급전선
은 삭도와 교차하여 설치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형여건 등으
로 인하여 교차설치가 부득이 하다고
제52조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도와의 1. 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 또는
교차) 가공급전선과 삭도와의 이격거리
를 2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2. 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 또는
가공급전선상에 견고한 방호설비
를 설치하고 그 금속부분을 접지
하는 경우
제53조(구름다리 등에 있어서의 안전설비) 합성전차선 또는 가공급전선을 구름다리 아
래, 승강장의 지붕, 교량 등에 설치하는 경우 안전설비 설치에 관련된 내용과 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 및 가공급전선과 구름다리 등과의 이격거리는 300mm이상으로 하고 조가선, 가
공 급전선, 보호선은 방호관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경우를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53조 (구름다리 등에 있어서의 안전설비)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합성전차선
또는
가공급전선을
구름
다리
등의설치하는
아래, 승강장의
지붕
또는
교피
량해가등에발생할
경우로서
사람
등에
위험이
있는 때에는하여야
다음 한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설비를
다.
제53조 1.망을구름다리
설치할 등의
것 경우에는 보호
(구름다리
등에 2.부분은
교량의접지할
난간ㆍ거더
등의 금속
있어서의
것
안전설비 3. 안전상 필요한 장소에는 위험
표지를 설치할 것
②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이격거리는
또는 가공급
전선과
구름다리
등과의
300
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며,
조가선ㆍ가공
급전선
및 보호선은 방호관으로 보호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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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건널목에서의 위험방지시설) 자동차등이 통행하는 건널목에서는 전차선로를
선로의 양측 또는 도로의 위쪽에 빔 또는 스팬선을 설치하고 위험표지를 부착하도록 한다.
합성전차선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철제류일 때는 접지를 하여 사람이 감전되지 않게
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빔 또는 스팬선의 도로윗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전차선의 높이
에서 500밀리미터를 내린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북한은 관련된 자료가 없는 바 남한의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54조(건널목에서의 위험방지시설)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건널목에
전차선로를 가설하는 경우에는 선로
의 양측 또는 도로의 윗쪽에 빔 또는
스팬 선을 설치하고 이에 위험표지
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성전
제54조 차선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건널목에 하며, 구조물이 철 제류인 경우에는
서의 접지를 하고 사람 등이 감전되지 아
위험방지 니하도록 위험방지시설을 하여야 한
시설)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빔 또는 스
팬선의 도로윗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전차선의 높이에서 500밀리미터를
내린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55조(전기부식방지) 남한은 직류전차선로 구간에서 누설전류에 의해 전기부식으로
인한 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북한은 이
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바 남한의 기준으로 한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55조(전기부식방지)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직류전차선로 구간에서 누설전류에
케이블, 금속재지중관로 및
제55조 의하여
선로구조물
등에 전기부식으로 인한
(전기부식 장해 발생 우려가
경우에는 이
방지) 를 방지하기 위한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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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배전선로 구성) 역 및 역간 각종 부하설비에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
전선로를 1회선은 비전철구간, 2회선은 복선전철구간 3회선은 지하구간 및 2복선 이상 개
소로 구분한다. 그리고 배전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 방식에 따라 고압 배전선은 교
류3상 3,300∼22,900v 이고 선로 안 조명 및 동력시설은 교류 110∼440v를 기준으로 한다.
신호용 배전선은 교류 110∼650v로 한다. 신호용 전원의 구성은 철도 고압배전선로에서
신호용 변압기를 통하여 공급하고 계통은 상용 및 예비의 2중화 이상으로 구성한다. 전용
배전선를 상용으로 수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통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상시전원을 구
성하여야 하며 북한철도 건설규칙에서 배전선로는 송전회로망은 60kv이상, 고압은 3～
20kv, 저압은 380V 이하로 한다. 재전선로 전압은 AC 11KV이고 회선수는 가공2회선, 역
구내 전압은 AC 400V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56조(배전선로 구성)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역
및 역간 각종 부하설비에 안정된 전
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전선로를 다
음 각 호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비전철 구간 : 1회선
2. 복선 전철구간 : 2회선
3. 지하구간 및 2복선 이상 개소 :
3회선
②배전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
에 의한다.
배전선로는 송전회로망은
1. 고압배전선 : 교류 3상 3천300 60kv이상,
고압은 3∼20kv, 저압은
제56조 볼트 내지 2만2천900볼트
380V
이하로
한다. 재전선로
배전선로 2. 선로 안 조명 및 동력시설 : 교 전압은 AC 11KV이고
회선수는
구성) 류 110볼트 내지 440볼트
가공2회선,
역구내
전압은
AC
3. 신호용 배전선 : 교류 110볼트
400V이다.
내지 650볼트
③신호용 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도 고압배전선로에서 신호용
변압기를 통하여 공급하고 계통은
상용 및 예비의 2중화 이상으로 구
성한다.
2. 전용 배전선로를 상용으로 수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통을 달리하
는 2개 이상의 상시전원을 구성하여
야 한다.
제57조(선로시설) 남한은 케이블을 시설할 때 전선관 공동관로, 공동구를 사용하여 보
호하고 신설되는 배전선로는 공동관로를 사용하여 보호한다. 그리고 케이블의 접속, 분기
점, 선로횡단개소에는 맨홀, 핸드 홀을 설치하고 철도 및 도로를 횡단하는 개소는 예비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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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한다. 북한은 전차 선로는 보통 철주, 전차선 드림줄, 급전선, 조가선 및 부속품, 절
연애자로 구성된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57조(선로시설 등)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북한의 전차 선로는 보통 철주, 전
차선 드림줄, 급전선, 조가선 및 부
①케이블을 시설할 때에는 전선관 속품, 절연애자로 구성된다. 철주사
ㆍ공동관로ㆍ공동구를 사용하여 케 이의 거리는 60∼90m의 범위에 보
이블을 보호하고, 신설되는 배전선 상기는 전차선과 조가선의 양 끝에
로는 공동관로를 사용하여 시설하는 매단다 전차선로는 약 1500m정도
제57조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 anchor(인류)구간으로 구분된
(선로시설 ②케이블의 접속, 분기점, 선로횡단 다.
등) 개소에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설치 전주의 높이 8m사이 거리는 표준
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는 개 50m 조건에 따라 40m정도
소에는 예비관로를 시설하여야 한 전차 선로는 반 보상식과 자동 보
다.
상식으로 구분되는데 고속도 운전
구간에서 널리 사용된다.
제58조(터널조명) 남한은 철도의 안전운행 및 비상시 승객의 안전을 위해 터널 내에
조명설비를 시설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대해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였다. 300m
이상의 터널구간에는 항상 켜져 있고 60분 이상 지속되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북한
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남한의 규칙을 기준으로 삼는다.
철도건설규칙 제58조(터널조명)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철도의 안전운행 및 비상시 승
객의 안전을 위하여 그 길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터널
내에는 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
다. 다만, 건축 또는 소방관련법령
등에서 방재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
: 단선철도 120미터
(터널조명) 1.이상,직선구간
복선철도 150미터 이상, 고
속철도 200미터 이상
2. 곡선반경 600미터 이상 구간
: 단선철도 100미터 이상, 복선철
도 130미터 이상
3. 곡선반경 600미터 미만 구간 :
단선철도 80미터 이상, 복선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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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미터 이상
②300미터 이상의 터널구간에는
평상시 항상 켜져 있고 정전된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유
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남북한 철도건설규칙기준 통신 및 신호 비교분석
제59조(전력유도 방지) 교류 전차선로의 전력유도전압 및 전자파 등의 영향으로부터
신호설비 및 타인의 통신설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한 규칙이다.
남한의 철도건설규칙에서 제59조에서는 전력유도 방지를 위한 시설 설비에 관한 규칙
이 기술되어 있다. 교류 전차선로의 전력유도전압 및 전자파 등의 영향으로부터 신호설비
및 타인의 통신설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한 규칙이다.
북한의 철도신호는 보임신호와 소리신호, 낮신호와 밤신호 또는 밤낮신호 및 멈춤신
호․주의신호․진행신호로 구분한다. 신호의 종류로는 고정신호, 이동신호, 손신호, 특수
신호가 있으며 신호기의 종류는 고정신호기와 이동신호기로 나눈다.
남한에서의 분류는 북한과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분류되고 있다. 남한에서는 열차
의 진행가부를 색(Color)이나 형(Shape) 또는 음(Sound)으로 표시되는 분류에 따르면 형
에 의한 분류로는 입환신호기, 진로표시기, 색에 의한 분류로는 색등식 신호기, 수신호기,
음에 의한 분류로는 발뇌신호, 발보신호, 형과 색에 의한 분류로는 완목식 신호기, 특수신
호발광기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또한 열차의 운행조건을 지시하는 신호(Signal)와 종사
원 상호간의 의사를 전달하는 전호(Sign) 및 장소 및 형태를 표시하는 표지(Sign Marker)
로 분류한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59조(전력유도 방지)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교류 전차선로 구간의 통신 및 신호설비는
전력유도전압 또는 전자파 등으로부터 장해가
설치해야 한다.
제59조 없도록
②교류전차선로의
또는 전자파
(전력유도 등에 의하여 타인의전력유도전압
통신설비
등에
일
방지) 으키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장해를
경우에는
이를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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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철도건설규칙 제60조는 장내신호기 및 절대 신호표지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기
술하고 있다. 남한의 장내신호기는 북한의 차맞이 신호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남한의 절대
신호 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60조(장내 신호기 및 절대 신호표지)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정거장으로 열차를 진입시키는
선로에는 장내신호기 또는 절대 신
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색구간의 중간에 있는 정거장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차맞이신호기
1주에 1기로 하고,
제60조 ②장내신호기는
설치한다. 다만, 선로
열차가 역구내로
(장내신호 진로표시기를
전환기를
설치한
장소
등
부득이한
들어갈 수 있는가
기 및 절대 경우에는 진입선을 구분하여 장내
없는가를 가리킨
신호 표지) 신호기를 2기 이상 설치할 수 있다.
다.
장내신호기
정차자에 진입할 열차에 대
하여 그 신호기 내방으로부
터 진입가부를 지시하는 신
호기
제61조(출발신호기 및 절대 신호표지) 출발신호기는 상치신호기(북한에서는 고정신호
기)에 포함되는 신호이다. 출발신호기의 경우 남북모두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그 역할 또
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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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기준 제61조(출발신호기 및 절대 신호표지)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정거장에서 열차를 진출시키는
선로에는 출발신호기 또는 절대 신
호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선
로전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정
거장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②동일 출발선에서 진출하는 선로
가 2 이상 있는 경우 출발신호기는
1기로 하고 진로표시기를 설치한다.
다만, 선로전환기의 설치장소 등 부
출발신호기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
제61조 득이한
역에서 떠나거나 길
(출발신호 다.
③정거장의
서로
다른
출발선이
2
차지 구간을 차지할
기 및 절대 이상 있는 경우에는 선로의 배열순
수 있는가 없는가를
신호표지) 에 따라 각각 별도로 설치한다. 다
가리킨다.
만, 주본선에 해당하는 신호기는 부
본선에 해당하는 신호기보다 높게
설치한다.
출발신호기
정거장에서 출발하는 열차
에 대하여 정거장 바깥쪽
으로 진출가부를 지시하는
신호기
제62조(입환신호기 및 유도신호기) 차갈이(입환)신호기는 출발신호기를 겸할 수도 있
다. 남한의 경우 유도 신호기는 장내 신호기 아래 부분에 위치하며 열차가 역에 진입하려
할 때에, 장내 신호기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열차를 서서히 유도하여 정거장으로 들
어오도록 하는 철도 신호기이다. 북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62조(입환신호기 및 유도 신호기)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차갈이 신호기는 차갈이하는 열차
에
지시한다.
정거장에는 입환 및 열차가 있는 대한 운전조건을
차갈이신호기
선로에 다른 열차를 진입시키는 등
차갈이신호기를 지나
의 필요에 따라 입환신호기 또는
제62조(입 유도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갈이를 하라.(진행
환 신호기
W)
입환신호기
및 유도
차갈이신호기를 지나
입환 차량에 대하여
신호기)
차갈이할 수 없다.(정지
신호기 안쪽으로의
R)
진입 가부를 지시하
*출발신호기를 겸할 때
정지 진행 는 신호기
에는 출발신호기의 붉
은색 등불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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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폐색신호기) 남한의 철도신호는 1899년 9월 8일 경인선 노량진∼제물포간의 개
통과 함께 일제 강점기의 일본인에 의한 철도신호기술로 시작하였으며 이때는 수동식 기
계연동장치에 의한 신호설비이며, 1942년 영등포～대전간의 단등형 3현시 자동폐색신호기
와 일부 주요 역의 제1종 전기계전연동장치를 사용하며 해방을 맞이하였다. 현재 철도청에
서 사용하는 첨단화된 모든 신호제어 시스템은 국내 생산품으로 건설 및 유지 보수하여
신호분야는 기술속국의 불명예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길차지신호기는 2위식(R, G)신
호기와 황색등이 추가된 3위식 신호기가 있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63조(폐색신호기)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폐색구간의 시점에는 폐색신호기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북한에서의 길차지신호기는 단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및 복선구간에서 열차의 통과능력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높이며, 열차운행의 안전성을 보
1. 출발신호기 또는 장내신호기를 을
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
설치한 경우
의하고
있다.
설치한 경우
제63조 2.3. 절대신호표지를
극히
길차지신호기
(폐색신호 적은그구간밖의등 열차운행횟수가
설치할
기) 필요가 없다고폐색신호기를
한 길차지 구간에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길차지구간으
폐색신호기
로 열차를 보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
폐색구간에 진입할 열차에
리킨다.
대하여 폐색구간의 진입 가
부를 지시하는 신호기.
제64조(엄호 신호기) 엄호신호기는 정차장 외의 가동교, 선로의 분기, 또는 교차 등 특
히 방호를 요하는 개소가 있을 때, 그 외방에 설치하여 열차의 진입 가부(可否)를 지시하는
신호기이다. 예를 들면 개폐식 교량 등의 외방에 설치하는 신호기가 있다. 북한의 지킴이
신호기에 관한 내용은 언급이 없는바 남한의 기준을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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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기준 제64조(엄호신호기)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폐색구간의 시점에는 폐색신호기
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발신호기 또는 장내신호기를 고정신호기의 한 종류이다.
설치한 경우
지킴이신호기
설치한 경우
제64조 2.3. 절대신호표지를
극히
길차지 구간에서 철
(엄호신호 적은그구간밖의등 열차운행횟수가
폐색신호기를
설치할
길이 평면으로 사귀
기)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는 곳을 길막이하기
엄호신호기
위한 신호기.
방호를 요하는 지점을 통
과할 열차에 대하여 신호
기 안쪽으로의 진입가부
를 지시하는 신호기.
제65조(원방신호기 및 중계신호기) 원방신호기의 역할은 장내신호기의 투시거리가 짧
을 경우 장내 신호 상당거리 외방에 설치하여 장내신호기의 현시 상태를 예고해 주는 신호
기이다. 이에 해당하는 북한의 직통신호기 역시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중계신호기는 장
내, 출발 및 폐색신호기에 종속하여 지형 또는 다른 이유로 신호현시를 열차 승무원이 인
식할 수 없을 경우에 주신호기의 외방에 설치하여 그 신호현시를 중계한다. 남한의 중계신
호기에 해당하는 북한의 덧신호기나 어간신호기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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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기준 제65조(원방신호기 및 중계신호기)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직통신호기
주신호기(장내신호기ㆍ출발신호기
ㆍ폐색신호기 및 엄호신호기를 말
한다)의 신호를 중계할 필요가 있는
출발신호기의 보임
경우에는 그 바깥쪽 상당한 거리에
상태를 미리 가리킨
원방신호기(주신호기에 대하여 운
다.
행조건을 예고 또는 지시할 목적으
로 설치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또는
덧신호기
제65조 중계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방신호
원방신호기
차맞이, 지킴신호
기및
비자동구간에서
장내신
기의 보임상태를
중계신호
호기에
종속하며,
주신
미리 가리킨다.
기)
호기의 현시를 예고하는
신호기
어간신호기
중계신호기
출발 또는 갈길신
출발신호기에 종속되어
호기의 현시 상태
출발신호기의 신호현시
를 어간에서 이어
에 따라 정거장의 통과여
전하기 위한 신호
부를 예고하는 신호기.
기
제66조(신호기의 확인거리) 남한의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및 엄호신호기는 600m 이
하의 경우는 확인거리를 그 길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신호기 외에 진로 표시
기는 주신호용 200m 이상, 입환신호용 10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보임거리라
칭하며, 위의 표와 같은 규정이 있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66조(신호기의 확인거리)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보임거리
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확인거리 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한다.
신호기
보임거리
신호기 확인거리
길막이신호기
장내신호기
제66조 출발신호기 600m 이상
차맞이신호기 900m 이상
(신호기의 엄호신호기
출발덧신호기
확인거리) 수신호등 400m 이상
덧신호기
원방신호기
출발신호기 400m 이상
입환신호기 200m 이상
어간신호기 200m 이상
중계신호기
차갈이신호기
유도신호기 100m 이상
건늠길신호기 5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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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신호표지 및 진입허용 표시등) 고속철도구간에서는 폐색구간의 경제지점에 신
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진입허용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북한도 남한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67조(신호표지 및 진입허용 표시등)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제67조
폐색구간의 경
(신호표지 고속철도구간에는
계지점에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및 하며, 용도에 따라 진입허용표시등
진입허용 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시등)
제68조(선로전환기의 설치) 선로가 분기되는 본선 및 주요 측선에는 열차의 안전확보
를 위하여 전기선로전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68조(신로전환기의 설치)의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①본선 연동장치에 연동되지 아니
한 측선 또는 차량기지의 수동전환 ①먼 거리에 있는 길가르개를 돌리
분기부에서 열차안전 및 입환능률 며 그 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서는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기선로전 길가르개용 전동장치와 조종대 혹
제68조 환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상전환 은 계전기함과의 연계가 보장되어
(선로전환 장치로 할 수 있다.
야 한다.
기의 설치) ②선로전환기에는 표지를 설치한 ②연계는 케이블 혹은 공중줄로 하
다. 다만, 전기연동장치를 갖춘 전 는데 반드시 전기연동장치에서 제
기선로전환기와 상시 쇄정한 선로 기되는 기술적 조건들에 부합되어
전환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야 한다.
다.
제69조(궤도회로) 궤도회로의 구성방법 및 전원방식 및 궤조절연방법에 따른 남북한
의 궤도회로의 비교를 표로 나타내었다. 궤도회로의 구성방식은 폐전로식 궤도회로를 사
용하지만, 필요에 따라 개전로식 궤도회로를 조합해서 설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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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기준 제69조(궤도회로)의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1. 직류 전철구간 : 가청주파수 궤
도회로, 상용주파수 궤도회로, 고
전압 임펄스 궤도회로
1. 직류 전철구간 : 두 줄식 교류
2. 교류 전철구간 : 고전압 임펄스 궤도회로
제69조 궤도회로, 직류바이어스 궤도회로, 2. 교류 전철구간 : 상용주파수 궤
(궤도회로) 분주ㆍ배주궤도회로, 가청주파수 도회로, 음성주파수 궤도회로, 두
궤도회로
줄식 교류 궤도회로
3. 비전철구간 : 직류 바이어스 궤 3. 비전철구간 : 직류 궤도회로
도회로, 직류 궤도회로, 가청주파
수 궤도회로
제70조(연동장치) 북한철도의 연동장치는 기계연동장치와 제2종 계전연동장치가 대부
분을 이루고 있고, 제1종 계전연동장치가 일부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운영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남한철도의 연동장치는 이미 반
세기에 걸쳐 정차장구내의 보안장치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계전연동장치가 국
철의 연동장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경의선 연결 사업에서도 계전연동장치
가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운전형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보다 안전하며 효율적이면 유지보
수의 간소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으로의 변화요구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연동장치, 즉 전자,
컴퓨터. 통신의 발달에 따른 전자연동장치로의 변화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남한철
도에서도 계전연동장치에서 전자연동장치로 대체되고 있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70조(연동장치)의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분할지점에서 열차운전과 환자작
안전성을 보장하며 통과능력
신호기와 선로전환기가 있는 역 업의
을
제고하기
사용된다.
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동 1. 신호기와 위하여
전철들의
조종실태와
장치
중
당해
역에
적합한
연동장
제70조
분포상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연동장치) 치를
- 집중식연동장치
1. 전자연동장치
- 비집중식연동장치
2. 전기연동장치
2.
연쇄방법에 따라
3. 기계연동장치
- 기계식연동장치
- 전기식 연동장치
제71조(열차 자동 정지장치 지상자 설치거리 및 취부 위치) 현재 북한의 기관차 내 자동신호장치
및 자동정지장치는 기계식으로 열차운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의 불충분으로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남한에서 열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폐색구간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선로의 운전조건에 적합한 폐색장치를 설치한다. 그리고 남한의 폐색장치에 해당하는 북한의 길차지
장치는단선및복선구간에서열차의통과능력을높이며, 열차운행의안전성을보장하기위해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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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기준 제71조(열차자동정지장치 지상자 설치거리 및 취부 위치)의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①지상자의 설치거리는 다음 각 호
에 의한다.
1. 점제어식 지상자는 신호기 외방
으로부터 열차제동거리와 여유거리
를 합한 거리의 1.2배 범위로 한다.
2. 속도조사식 지상자는 신호기 외
방 20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출발신
호기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할 수 없
어 그 위치에 열차정지표지를 설비
할 때에는 열차정지 표지의 내방 20
미터 위치에 설치한다.
②지상자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 1. 기관차 내 자동신호장치 및 자동
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정지장치는 점점식과 연속식으로 구
1.
궤간
중심으로부터
지상자
중심
점점식 자동정지장치는 선
제71조 선과의 간격은 열차진행방향의 다음 분된다.
로의
일정한
지점에서만 기관사에게
(열차자동정 각 목의 위치에 설치한다.
신호가
전달된다.
지장치 가. 점제어식 : 좌측 300밀리미터 2. 레일 자동멈춤장치는 레일타격
지상자
이내
쇠는 수직상태에서 레일윗면으로부
설치거리 및 ±10미리미터
나.
속도조사식
:
우측
300밀리미
터 85(+5, -8)mm올라오며 중심으로
취부 위치) 터 ±10미리미터 이내
부터 레일안쪽까지는 308±20mm, 레
2. 레일상면으로부터 지상자 상면 루타격쇠의 수평상태에서는 레일윗
까지의 높이는 점제어식 50밀리미터 면보다 10mm아래이다.
내지 80밀리미터, 속도조사식은 20
밀리미터 내지 50밀리미터의 범위
3. 지상자 밑면과 자갈과의 간격 50
밀리미터 이상
4. 가드레일과의 간격 400밀리미터
이상
5. 지상자만을 설치할 경우에는 리
드선이 붙은 상태로 단락되지 아니
하도록 처리한다.
6. 레일이음매부에서 3본 이내의 침
목을 피한다.
제72조(폐색장치) 남북한의 폐색장치별 설치 구간을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설치현황
은 반자동 길차지장치 60%, 길표차지장치 40% 정도로서 극히 일부구간에만 자동길차지장
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남한에서는 자동폐색 60%, 연동폐색 34%, 통표폐색 6%로 남한에
서는 열차의 운행이 빈번한 곳은 자동폐색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남북철도 연결 시 선로
용량의 증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가장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야 할 분야가 폐색장치의
개량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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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기준 제72조(폐색장치)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1. 자동폐색장치
1. 자동길차지(폐색)장치
가. 복선구간
가. 복선구간
나. 단선구간
나. 단선구간
제72조 2. 연동폐색장치
2. 반자동 길차지장치
(폐색장치) 가. 복선구간
가. 복선구간
나. 단선구간
단선구간
3. 차내신호폐색장치(ATC장치) 3.나.길표
길차지장치
가. 복선구간
제73조(신호 안전설비) 신호 안전설비의 비교에 있어서 북한에는 고속철도가 없기 때
문에 남한의 고속철도 신호 안전설비에 관한 내용만 기재했다. 남북이 사용하는 신호 안전
설비는 비슷하나 부르는 명칭이 다소 다르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73조(신호안전설비)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상호관련을 가진 신호기, 선로전 ①신호제어를 신호, 연동, 폐색장치
환기 및 궤도회로 등은 연동장치를 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하여야 한다. 다만, 거의 사용되지 철도에서 자동 및 원격조정을 위하
아니하는 선로전환기와 항상 잠겨 여 사용되며, 열차운전과 환차작업
져 있는 선로전환기는 그러하지 않 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보장하며 철
다.
도의 통과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②선로구간의 연동장치를 집중 통 사용된다라고 정의한다.
제하기 위하여 한 지점에서 광범위 ②신호, 폐색장치, 연동장치, 기관차
한 구간의 다수의 신호설비를 집중 내 자동신호 및 자동 정지장치, 구
제어하는 설비[열차집중제어장치 내폐색장치, 횡단도 자동신호 및 자
Traffic Control, CTC) 동 정지장치, 선로차단장치로 분류
제73조 (Centralized
를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되고 있다.
(신호 ③신호현시체계는
선로구간별로 특
안전설비) 성에 부합하도록 지상
신호방식 또
는 차내 신호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④고속철도구간에는 위치 여건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차축 온도검지장치
2. 터널 경보장치
3. 보수자 선로횡단장치
4.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5. 레일온도 검지장치
6. 지장물 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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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상 검지장치(강우량 검지장치,
풍향ㆍ풍속 검지장치, 적설량 검지
장치)
8. 끌림 검지장치
9. 무인기계실 원격감시장치
10. 고속철도 선로변 지진계측 설
비
제74조(통신설비의 기본조건) 남북한의 폐색장치별 설치 구 라진분국을 제외한 모든
철도분국들은 경영활동만 하고 있다. 라진분국에는 2개의 사령구간이 조직되어 있고 사령
원들은 라진에 있다. 철도 운수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시설을 설비
하여야 하며, 철도 통신의 기본 수단은 전화, 전신 및 라디오이다. 즉, 철도통신은 전화기나
혹은 전신기들이 전기 도선에 의하여 연결되는 유선통신과 전신부호나 혹은 전화통화가
전자파에 의하여 전달되는 무선통신으로 구별된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74조(통신설비의 기본조건)의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현존 열차운행체계는 철도국으로
제74조 통신설비는 철도운영을 효과적으 부터
열차사령원들에 의하여 실현
(통신설비 로 지원하고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되고 있으며
의 편익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간에는 24개의두만강∼개성∼평양구
열차사령구간이 조
기본조건)
직되어있다.
제75조(통신설비의 종류) 북한의 통신설비는 대부분의 장치들은 60～70년대의 것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구 소련제, 중국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관리
통신설비에는 업무전화(철도전화)및 전화국시내가입 전화가 있으나 북한의 경우는 특별한
자료가 없으나 철도통신계통이외의 각 지역 전화국을 통한 일반전화도 병행할 것으로 추
정된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75조(통신설비의 종류)의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통신설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1. 일반관리통신설비
이 구분한다.
제75조 1. 통신선로설비(연선전화기를 포 -- 업무전화(철도전화)
전화국시내가입 전화
(통신설비 함한다)
2.
철도업무용통신설비
의 종류) 2. 전송설비
- 사령통신전화
3. 열차무선설비
- 열차무선장치
4. 역무용 통신설비
- 491 -

5. 역무자동화 설비
6. 영상감시장치
7. 그 밖의 부대설비
제76조(통신선로의 시설방식) 북한의 통신선로는 신호장치용 전선을 가설하기 위해서
도 사용되며, 까벨 선로는 수로와 교차할 때나 피빙이 심한 구간, 철도 분기점, 교환소의
인입선 및 전철화 구간에서 사용한다. 까벨 선로는 지하나 물밑에 부설하거나 혹은 전주에
가설한다. 북한의 철도통신은 주로 전화에 의존하고 있으며 통신줄길(통신선로)을 중요도
에 따라 3등급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는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가동나선
로를 철거하고 있으며 주요 통신선로로는 동케이블을 포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고속
철도 운행과 정보통신 수요를 예상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계획에 의해 동케이블 구간
을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76조(통신선로의 시설방식)의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①통신선로는 선로에 평행하여 종 통신선로는 그의 설비에 따라 가공
점을 향하여 좌측에 시설하여야 한 선과 케이블(까벨)선으로 구분된
다만, 공동관로를 이용한 관로 다. 가공선로의 전선은 완목, 애자
제76조 다.
또는 전력선로 등으로 인하여 및 기타 고착품들에 의하여 전주에
(통신선로 수용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설된다. 가공선로의 전주로는 방
의
시설방식) ②통신선로를 지하에 포설하는 때 부제를 주입한 목주와 철근 콘크리
전주가 많이 사용된다. 가공통신
에는 전선관 또는 공동관로 등으로 트
선로에는 상이한 전선이 사용된다.
보호하여야 한다.
제77조(열차무선 시스템) 남한의 경우는 역, 사령, 기관사 및 차량상호간 운전정보 교
환을 위해 정차역용, 터널용, 기관차용 및 휴대용 등의 열차무선장를 확보하여 열차안전운
행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철도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열차 내 이동
무선공중전화를 '93년부터 새마을열차에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무궁화, 통일
호열차에 확대 설치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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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기준 제77조(열차무선시스템)의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①열차무선설비의 음성 또는 데이
터는 신뢰도 및 정확성을 갖추어야 ①차량의 고장, 선로장애, 전차선사
하며 간섭 없이 송ㆍ수신이 가능하 고 등 비상사태에 부닥친 경우 승
여야 한다.
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며 또
②시스템자동화, 모듈 및 패키지화 한, 사고의 확대 파급을 막기 위해
제77조 로 기능을 최대로 안정화하여야 한 서는 열차에 비상통신설비를 갖추
(열차무선 다.
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열차에는 무
시스템) ③열차무선시스템은 모든 지상설 선통신장치가 설치된다.
비간 및 지상설비와 차상설비 사이 ②자동길차지구간에서 열차가 정
에 음성 또는 데이터의 통신을 위 지하였을 때는 곧 길막이 대책을
한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세우고 가까운 역 운전지휘자와 무
④정전시에는 3시간 이상 운용될 선연락을 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8조(무선통신장비의 설치) 남한의 경우는 역, 사무선통신을 위하여서는 안테나가
설치된 송신국과 수신국이 있어야 하며, 송신기에는 고주파 발진기, 조작기기, 안테나 및
전원 설비들이 있으며 수신기에는 변조된 고주파를 저주파로 수신하는 복조기가 있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78조(무선통신장비의 설치)의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①바닥배선시에는 무선통신회선ㆍ ①차량의 고장, 선로장애, 전차선사
유선통신회선ㆍ제어회선ㆍ전력선 고 등 비상사태에 부닥친 경우 승
등과 분리 설치될 수 있도록 이중 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며 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여 한, 사고의 확대 파급을 막기 위해
제78조 마루가
건상
이중마루를
설치할 수 없을 서는 열차에 비상통신설비를 갖추
(무선통신 경우에는 전선관 또는
통신관로를 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열차에는 무
장비의 사용하는 등 유도방지대책을
강구 선통신장치가 설치된다.
설치) 하여야 한다.
②자동길차지구간에서 열차가 정
②기지국용 안테나시스템은 초속 지하였을 때는 곧 길막이 대책을
60미터의 풍압하중에 충분히 견딜 세우고 가까운 역 운전지휘자와 무
수 있어야 한다.
선연락을 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제79조(영상감시장치) 역내 주요설비에는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승객의 안전을 확
인할 수 있어야 하고 영상신호는 디지털 녹화기에 의하여 자동이나 수동으로 녹화 및 재생
이 가능하여야 하며 녹화된 자료는 1주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북한도 이와 마찬가지로
영상감시장치에 관한 규칙은 비슷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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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기준 제79조(영상감시장치)의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①역, 역구내, 역간 주요설비에는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설비 및
승객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제79조 한다.
(영상 ②영상감시장치의 영상신호는 디
감시장치) 지털 녹화기에 의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녹화 및 재생이 가능하여
야 하며 녹화된 자료는 1주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80조(연선전화기) 남한의 연선전화기의 설치간격은 500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세
여건과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연선전화기의 설치방향은 사용자가 열차에 대항하여 전화기함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
록 설치해야 한다. 북한은 규정은 없는바 남한의 기준으로 한다.
철도건설규칙기준 제80조(연선전화기 설치)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연선전화기의 설치간격은 500미
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세여건과 이
편의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
제80조 용자의
시설하여야 한다.
(연선전화 여
설치방향은 사용자
기 설치) ②연선전화기의
가 열차에 대항하여 전화기함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
다.
제81조(발매자동화 설비전원장치) 남한의 발매자동화설비는 운영자 및 승객을 감전사
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외함을 접지하고 분전반의 접지반은 주배전실의 접지반에 연결
하여야 한다.
또한 각각의 발매자동화설비는 분전반에서 1개의 장비 당 1개의 차단기를 장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북한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바 남한의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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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기준 제81조(발매자동화설비전원장치)의 비교
구분
남 한
북 한
①발매자동화설비는 운영자 및 승객
을 감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81조 외함을 접지하고 분전반의 접지반은
(발매자동 주배전실의 접지반에 연결하여야 한
화설비전 다.
원장치) ②각각의 발매자동화설비는 분전반
에서 1개의 장비당 1개의 차단기를
장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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