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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transportation mode of long distance inter-city passenger trips is 

high-speed rail and the modal share of transportation has been changed profoundly 

since the KTX service has been started in the Kyung-Bu railroad transportation 

corridor in the day of 1 April, 2004. After an opening of KTX service in the 

second stage Kyung-Bu and Ho-Nam railroad transportation corridors, a capacity of 

incumbent railroads will be increased and operational environments of freight train 

will be improv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act of KTX service operation on 

the national logistics thoroughly. This paper establishes a deceptive scheme in the 

national railroad logistic transportation and a route operational strategy between the 

main origins and destinations efficiently considering the changes of the current 

freight transportation system in the future. We expect to achieve efficiency of 

logistic transportation in this paper through alternative routes for example Ho-Nam, 

Chang-Hang, Seo-Hae line.

--------------------------------------------------------------------------

1.  서  론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으로 고속철도가 중·장거리 여객의 주요 교통수단

으로 등장하면서 여객 부문의 수단간 수송분담률이 급격히 변화하는 등 철도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장래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및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포화상태였던 기

존선 수송능력에 여유가 발생하여 화물열차 운행여건의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고속철도 운영이 국가물류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분석 등 물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철도물류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현재 철도화물수송체계를 분석하고 

장래 철도화물수송부문에서 나타나는 수송량 및 수송패턴 등에 대한 변화양상을 예측하여 

장래 국가물류수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철도망의 위계와 역할 및 주요 기종점별 주요 철

송화물운송의 효율적 경로운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요 화물수요가 집중되

어 있는 경부선을 대체할 수 있는 우회경로인 호남선, 장항선, 서해선 등에 철도화물수요

를 분산시킴으로써 국가철도망을 통한 화물수송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2.  본  문

  2.1 철도화물 수송 체계 분석

  국내 수단별 화물수송현황을 살펴보면, 도로의 수송분담율은 1995년 68.6%에서 2006년 

76.6%로 증가한 반면, 철도의 수송분담율은 1995년 9.7%에서 2006년 6.3%로 감소하였

다. 국내 수단별 화물수송분담율을 2006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로가 전체 수송의 76.6%

로 가장 높고, 해운 17.4%, 철도 6.3%, 항공 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화물수송구조가 도로 위주의 수송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로 

위주의 화물수송구조는 도로의 혼잡을 가중시켜 혼잡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다. 따라서 국가 물류비 절감을 위해 도로 위주의 화물수송구조에서 타 수단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년 도

철도 도로 해운 항공

합 계
수송실적

분담율

(%)
수송실적

분담율

(%)
수송실적

분담율

(%)
수송실적

분담율

(%)

1995 57,469 9.7 408,368 68.6 129,112 21.7 323 0.1 595,272 

1996 53,527 8.6 426,414 68.6 140,951 22.7 351 0.1 621,243 

1997 53,828 7.7 499,083 71.3 147,046 21.0 387 0.1 700,344 

1998 43,345 7.6 408,136 72.0 115,179 20.3 363 0.1 567,023 

1999 42,081 7.4 401,177 70.7 123,692 21.8 393 0.1 567,343 

2000 45,240 6.7 496,174 73.4 134,467 19.9 434 0.1 676,315 

2001 45,122 6.3 535,725 74.2 140,544 19.5 431 0.1 721,822 

2002 45,733 5.9 584,573 75.7 141,706 18.3 433 0.1 772,445 

2003 47,110 6.2 565,456 74.6 145,327 19.2 423 0.1 758,316 

2004 44,512 6.6 518,856 76.4 115,636 17.0 409 0.1 679,413 

2005 41,669 6.1 526,000 76.5 119,410 17.4 372 0.1 687,451 

2006 43,341 6.3 529,278 76.6 117,806 17.1 355 0.1 690,778

주 : 도로는 1998년부터 비 업용 자동차의 수송량이 제외된 값임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1995-2007

<표 1> 수단별 화물 수송현황
(단위: 천톤/년)

  한편 품목별 국내 전체 철도 화물수송실적을 살펴보면, 1995년 53,417천톤에서 2006년 

43,337천톤으로 연평균 약 1.9%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06년 컨테이너, 양회

의 수송량이 전체수송량의 62.5%로 철도화물수송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화물의 포장 형태가 규격화되어가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ICD와 CY의 인입선 건설

로 인해 컨테이너 철도수송 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컨테이너

의 철도수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대 양회는 생산 공장에서 수요처로 바로 수

송되는 비율이 낮고, 1차 수송수단인 철도나 도로를 통해서 역이나 하차장에 수송 후 2차 

수송수단인 도로를 통해 수요처까지 수송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벌크 양회는 생산 공장

에서 지역별 유통기지인 silo에 저장 후 도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때 생산 공장에서 silo까지의 수송에 있어서 대량수송의 강점이 있는 철도 수송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수송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해 도로 보다는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철도의 벌크 양회 수송량은 계속해서 일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철도화물 수송실적

(단위: 천톤)

년도

컨테이너 철강 양회 비료 석탄 유류

수송량
비율

(%)
수송량

비율

(%)
수송량

비율

(%)
수송량

비율

(%)
수송량

비율

(%)
수송량

비율

(%)

2006 11,253 26.0 1,331 3.1 15,823 36.5 181 0.4 7,367 17.0 2,200 5.1 

년도

광석 양곡 일반기타 건설 사업용품

합 계
수송량

비율

(%)
수송량

비율

(%)
수송량

비율

(%)
수송량

비율

(%)
수송량

비율

(%)

2006 1,758 4.1 1 0.1 2,354 5.4 256 0.6 813 1.9 43,337 

자료 : 철도공사 내부자료, 2006

  마지막으로 2006년 노선별 철도 화물수송실적을 살펴보면 중앙선이 전체 노선별 철도화

물수송량의 18.8%(8,084,804톤)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태백선이 

17.8%(7,624,104톤), 영동선이 11.4%(4,871,503톤)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양회

가 전체 철도 화물수송량의 36.9%(15,822,950톤)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장래 경부선 선로용량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화물수송체계 현황에 비추어 장래 경부고속철도 2단계개

통, 호남고속철도개통, 철도화물시설 거점화 및 개량사업 시행 등 다양한 철도부문의 발전

전망에 따른 경부선에 부하되는 교통량 예측에 의한 선로용량을 분석하였다.

사업명 구간
연장

(Km)
사업내용 사업기간

관련

기준연도
비고

서울 - 시흥 병목 해소 서울 시흥 복선 전철 2015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동대구 부산 124.2 복선 전철
2002 - 

2010
2015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통과 개통
대전 동대구 43.0 복선 전철 - 2014 2015 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개통

오송 광주

230.9

복선 전철
2006 - 

2015
2015

고속철도

광주 목포 복선 전철
2006 - 

2017
2018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

익산 신리 35.2 복선 전철 - 2010 2015

고속철도 

직결운행

신리 동순천 119.0 단선 전철 - 2010 2015

순천 여수 40.0 복선 비전철 - 2009 2015

익산 여수 194.9 복선 전철 - 2010 2015

서해선 개통 원시 화양 90.2 복선 전철 - 2017 2018 물류사업

소사 - 원시선 개통 소사 원시 23.1 복선 전철 - 2009 2015 수도권 전철

충청선 공주 조치원 21.5 복선 전철
2009 - 

2017
2018

<표 3> 본 사업관련 장래 국가철도망 계획



  화물철도망의 장기적 운영전략 수립 및 선로용량 활용방안 정립을 위해 장래 기존선의 

열차운영 현황을 분석한다. 장래 기존선 열차운영 현황의 분석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국가철도 선로용량 분석체계

  한편 이때 분석에 추가 반영한 화물취급역 거점화 계획은 취급물량, 수송실적 등을 기준

으로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실적통계에 의하여 경부선 19개역, 호남선 9개역, 

전라선 5개역을 선정한 후 현장조사, 한국철도공사 자문, 관련계획 검토 등을 거점화 대상 

제외역을 선정하고 기능이전 이나 통합 등을 반영하여 최종 거점화역은  다음과 같은 9개

역으로 결정하였다.

구  분 개 선 여 부 개 선 내 용 사    유 비 고

경부선

오  봉 개    선 선로증설, 장비 확충 장기적 처리능력 부족

소정리 개    선 정거장 구내 확장 두정 기능이전 부강 32km

회  덕 컨테이너취급신설 정거장 구내 확장 신탄진 이전 부강 18km

약  목 개    선 정거장 구내 개량 시설낙후 신동 24km

부산진 개    선 선로증설, 장비 확충 장기적 처리능력 부족

신선대 개    선
적하선 정비, 

장비확충
시설낙후

호남선 하  남 컨테이너취급신설 선로개량, CY 신설 송정리, 임곡 기능이전

여천선 흥국사 개    선 선로개량, CY 확충 시설낙후

광양항선 광양항 현재 상태 유지 장비확충 서비스개선(광양서측고려)

<표 4> 컨테이너 취급역 중 개량대상역

 

  이러한 기존 국가철도망 계획과 거점화 및 시설개량 전략을 반영한 선로용량 분석결과 

장래 경부선은 2018년 이후 현저하게 용량한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시

흥~천안구간과 대전~김천구간은 가장 먼저 용량한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해당 구

간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연도별 구간별 경부선 선로용량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2>와 같다.   



<그림 2> 경부선 선로용량 분석 결과

  2.3 선로구축 및 철송화물 운송전략

  앞에서 분석한 장래 철송수요에 의한 선로용량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 같은 2가지 측면에서 철송화물 운송전략을 수립하였다. 

  1) 수도권 철도물류의 중심인 의왕ICD 처리용량의 한계상황 해소

  2) 철도물류 수요증가에 따른 경부선 선로용량의 장기적 한계상황 해소

  의왕ICD 처리용량의 한계상황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 서남부 권역의 화물기지 신설을 

제안하고자 하며, 경부선 선로용량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우회노선 건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2.3.1 수도권 서남부 권역의 화물기지 신설

  의왕ICD를 이용하는 화물의 도로운송 기종점은 주로 안산, 수원, 평택, 인천, 화성, 오

산, 용인, 이천, 아산, 부산, 김포, 시흥, 홍천 등으로 주로 수도권이며 이 중 수도권 서부

인 안산, 인천, 김포, 시흥 등의 물동량이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서

부에 화물기지를 신설할 경우 현재 및 장래 의왕ICD 물동량의 1/4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화물의 일부를 철도로 운송할 수 있음으로 신규 철도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최적 서남부 철송물류기지로 교통여건, 배

후지역여건, 용지확보용이성, 인접유통시설 등을 고려하여 소사~원시선의 하중역을 선정하

였다.

  즉 수도권 서남부 화물기지는 의왕ICD의 서부 수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급적 운

영의 효율성을 위해 철도노선의 정거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고려하여 소

사~원시선과 서해선의 시점부인 화성 부근을 화물기지 부지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

서 소사~원시선에서 화물역으로 활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하역을 제외하여 하중역을 

검토 대상 정거장으로 하였다.



<그림 3> 수도권 서남부 화물기지 후보지 위치도

 2.3.2 경부선 우회선 건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의왕ICD 및 오봉역 처리능력이 2015년 이전에 한계에 다다를 것

으로 예측되어 의왕ICD의 수요를 분담할 수 있는 대체 화물기지를 소사~원시선의 하중역

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부산진까지의 기계획 노선을 포함한 기존선을 활용한 우회 

및 대체 노선으로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건설대안을 제시하였다.

대안 대안의 정의 노선대안 개요 대안의 장단점

대안1

기 정의된 충청선을 

활용하여 우회노선과 

경부선을 연계하는 

방안

포승~평택 (안중) 연결선 

건설 + 평택~세천(대전) 

경부선 확장

(장점) 기 정의된 충청선 활용(비용절감)으로 

경부선 부하분담 가능한 우회노선

(장점) 장기적으로 남북 철도물류 를 연계할 때 

수도권 우회노선으로서의 기능 수행

(단점) 노선거리 및 운행시간 증가

대안2

경부선(평택~대전)자체

의 선로용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충청선 (청소) 연결선 건설 

+ (행복도시)/조치원~세천 

경부선 확장

(장점) 대안1에 비해 운행시간 단축(약 1시간 

52분) 가능

(단점) ‘평택~대전’ 등 노선보완 건설비 소요

대안3

신설노선을 활용하여 

우회노선과 경부선을 

연계하는 방안

서해선 화양 ~ 충청선 공주 

노선건설,

 충청선 행복도시~경부선 

세천(대전) 경부선 확장

(장점) 대안1에 비해 운행시간 단축(약 1시간)

가능

(단점) ‘화양~공주’ 등 신설노선 건설비 소요

<표 5> 대안의 설정



<그림 4> 대안별 노선도

 2.3.3 철도화물운송 최적화 전략

  이상으로 제시한 화물취급역 거점화 및 시설개량과 수도권 서남부 화물기지 신설, 경부

선 우회선 건설 등에 대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공로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화물운송구조의 개선을 위해 철도화물취

급역 거점화 및 관련 시설개량을 시행하는 단계이다. 즉, 경부선 및 호남선, 전라선 화물취

급역을 9개로 거점화하고 상하역시설 및 배선계획, 정거장 등의 개량은 철송화물의 수송효

율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편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사에 소요되는 

시기 및 장래 선로용량 등을 감안할 때 2014년까지 거점화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으로 판단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거점화 및 시설개량 이후 증가하는 철송화물의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로용량 확충을 시행하는 단계이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3가지 대안의 시행을 의미

하는 것으로 철도의 한정된 선로용량 및 철도건설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철도의 수송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로건설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부선의 선로용량이 포화가 되기 직전인 2017년까지는 미리 사업을 시행하여 충분한 철

송취급능력을 갖추도록 우회선로의 신설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추가선로 확장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후 발생할 수 있

는 경부선의 수요집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체우회노선에 대한 인센티브 시행과 광양항 활

성화 정책의 시행으로 서해안선, 장항선, 전라선 등의 우회노선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

는 단계이다.

  이러한 정책적 시행은 막대한 재원을 통해 추가적인 선로를 확보하는 것보다 기확보된 

우회노선의 건설계획을 확고히 하여 적시에 개통을 달성한 뒤 경부선 포화가 예상되는 시

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철송화물의 이동경로를 변경시킴으로써 경부선의 포

화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단계별 이슈와 해결방안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 철도화물 증대를 위한 시설개량 방안의 시행시기

3. 결론

  우리나라 철도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킬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호남고속

철도 개통으로 주요 경부, 호남 등의 기존선에서 선로용량에 여유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 국내화물수요의 증가로 철도화물수송 역시 지속적으로 수

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타수단 대비 철도의 화물 수송경쟁력 떨어짐으로써 국가측면

에서의 적정한 수송분담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수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 비용, 서비스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데 경부선과 

호남선 같은 기존선의 본선개량을 통한 수송시간 단축은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작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각 화물취급역의 개량을 통한 효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

한 배경에는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철도화물역은 산업생산의 변화에 따라 경쟁력을 잃어버

리고 있어 현재 전체 화물취급역의 40%가 전체 화물량의 90%를 취급하고 있다는 현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취급역의 거점화와 화물거점역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

업을 통해 타수단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부

선, 호남선, 전라선의 산재되어 있는 화물취급역을 9개역으로 거점화하는 것을 제안하였으

며 이에 따라 경부선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동량의 분산처리를 위하여 수도권 서남

부지역에 화물기지를 신설하고 우회선로를 건설하는 대안을 강구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장래 철도부문의 물류수송분담율 증가를 위해서는 다양

한 철도화물부문 시설개량과 더불어 경부선에만 집중되는 현재의 수송체계를 탈피할 수 있

도록 적극적인 우회선로 건설과 화물의 수송전략 수립을 통하여 철도부문 운송효율화를 달

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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