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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Multi-purpose freight car is very useful to overcome the unbalance between freight demand and

freight car supply. it means removable container is the auxiliary device to make flat car and

container and it will be able to transport the container and flat freight.

The study is analyzed the freight car operation frequency and freight volume and researched the

efficient operation plan.

The multi-purpose freight car will contribute in improved the seasonal and the item demand

fluctuation and solved the problem of decrease utilization of the open freight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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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다목적 화차는 기존 평판화차 및 컨테이너 화차에 탈부착이 가능한 수송용기를 장착할 수 있

도록 하여 컨테이너 및 무개화차 화물을 수송하는 화차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탈부착식 수송용기 및 다목적 화차의 실질적인 적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품목별

물동량 및 화차운행횟수를 분석하고 투입 가능 구간 선정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였다.

다목적 화차는 계절별, 품목별 급격한 수요 변동으로 인한 무개화차 활용도 저하의 문제점을 해

결하고 화차의 운행 효율 및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원활한 물류수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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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철도 화물의 품목별, 계절별 급격한 수요 변동에 따른 무개화차 활용도 저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화

차 운행 효율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평상시에는 석탄, 광석 등의 무개화물을 수송하고 필요

시에는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한 다목적 화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도 화물 운영특성 및 현황을 분석하고 다목적 화차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제시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1.2 연구 내용 및 수행 과정

본 연구는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내용 및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화차 및 컨테이너 유형과 특성, 본 연구에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다목적 화차에 대

한 정의, 판단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철도 화물수송 실적 및 수송 관련 특성 등을 분석하였

다. 또한 제4장에서는 다목적 화차의 적용 가능성 판단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다목적 화차의 실질적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사항 및 선결사

항을 검토하고 사회 경제적 효과 및 운영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그림 1. 연구 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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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2.1 화차 유형 및 특성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차의 종류에는 컨테이너화차, 무개화차, 유개화차, 조차, 평판

차 등 매우 다양하며 운송 품목에 따라 전용화차를 사용한다.

표 1. 화차 유형 및 특성

구분 특성 구분 특성

컨테이너화차 ․주요수송품목

- 컨테이너

․주요수송구간

- 오봉~부산진(신선대)

․2010년 기준 현재 보유량

- 2,738량(사유화차 포함)

․신규도입계획 : 185량

유개화차 ․주요수송품목

- 포대양회, 비료 등

․주요수송구간

- 북전주~용산(수색)

․2010년 기준 현재 보유량

- 1,191량(사유화차 포함)

․신규도입계획 : 없음

무

개

화

차

일반무개화차 ․주요수송품목

- 무연탄, 광재, 광석 등

․주요수송구간

- 괴동~도담(입석리)

․2010년 기준 현재 보유량

- 2,103량(사유화차 포함)

․신규도입계획 : 427량

조차 ․주요수송품목

- 벌크양회, 유류, 황산 등

․주요수송구간

- 도담~수색(오봉)

․2010년 기준 현재 보유량

- 4,761량(사유화차 74%)

․신규도입계획 : 471량

홉파차 ․주요수송품목

- 석탄, 광석 등

․주요수송구간

- 묵호항~예미(안인)

․2010년 기준 현재 보유량

- 873량(사유화차 포함)

․신규도입계획 : 없음

평판차 ․주요수송품목

- 컨테이너

․주요수송구간

- 오봉~부산진(신선대)

․2010년 기준 현재 보유량

- 482량(사유화차 포함)

․신규도입계획 : 101량

2.2 컨테이너 유형 및 특성

컨테이너는 수송품목 및 기능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개략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컨테이너 유형 및 특성

구분 일반 컨테이너(Dry) Open-Top 컨테이너 사이드컨테이너

특성

․온도조절을 요하지 않는 잡화를 수송

하기 위한 표준 컨테이너

․규격이 일정하게 표준화 되어 있어 적재

및수송용이.(20‘, 40’, 45‘)

․대형 유리, 기계장비류, 장척철재물 등

과 같이 화물 크기 및 취급상 일반 컨

테이너 도어로 넣기 어려운 경우 사용

․일반 컨테이너에 비해 운임 비싸

고 수송 곤란하며 국내 수요가

많지 않아 일부에서만 사용

․포대양회, 설탕 등의 화물을 컨테이너

옆면을 개방하여 지게차로 적재, 하화.

․기존 유개화차와 형태 유사

․현재 제작 및 활용 검토중.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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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목적 화차 개요

다목적 화차는 기존 컨테이너 화차(평판화차)에 수송용기를 탈부착하여 컨테이너 및 무개화물 수송이

가능하도록 한 다용도 화차운영 방식이다.

표 3. 다목적 화차 개요

구분 특성 개념도

내용

․수송품목 비교

- Open-Top : 철재, 유리, 장비류 등

- 사이드컨 : 포대양회, 설탕 등

- 다목적 화차 : 무연탄, 광재, 광석 등

․적재, 하화 장비 비교

- Open-Top : 리치스태커, 크레인

- 사이드컨 : 지게차

- 다목적 화차 : 리치스태커, 포크레인 혼용 가능

․규격 비교

- Open-Top 및 사이드컨 : 기존 컨테이너와 동일

- 다목적 화차 : 폭은 컨테이너와 동일, 높이 1.8m

(무개화차에 비해 0.4m 높이 증가)

2.4 적용 가능성 평가 지표

다목적 화차(탈부착식 수송용기)개발 시제품의 시험 운영 및 투입 가능 구간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는

크게 운송특성 및 시설(장비)특성, 연계수송 특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다목적 화차 적용 가능성 평가 지표

구분 평가지표 단위 판단기준 설명

운송특성

연간 물동량 톤/년 High ․ 연간 무개화물(석탄, 광석 등)의 수송실적

신규창출 물동량 톤/년 High ․ 장래 무개화물(석탄, 광석 등)의 발생 가능 수요

철도수송거리 km High ․ 철도에 의해 화물을 수송한 거리(발송역과 도착역간 수송거리)

시설(장비)

특성

작업공간 - True
․ 발송역 및 도착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한 작업공간 확보 여부

(CY, 하치장 등)

적재/하화장비 - True
․ 발송역 및 도착역의 적재/하화방식에 따른 장비 확보 여부

(리치스태커, 지게차, 포크레인 등)

연계수송

특성

연계수송 가능성 - True ․ 도착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트럭에 의한 수송가능 여부

연계수송 거리 km - ․ 도착역~최종 목적지까지의 수송거리

기타 선결사항 - -
․ 다목적 화차 투입 가능 구간으로 선정시 사전에 해결되어야 할

제약조건 여부(정책적 측면 - 지자체 및 주민협의, 적정운임수준 등)

주) 판단기준은 평가지표의 값이 클수록(High), 필요요소를 확보(True)할수록 적용 가능성이 증가함을 의미함.

3. 현황 분석

3.1 철도 화물수송실적 분석

가) 철도 물동량 분석

다목적 화차는 컨테이너와 무개화물의 복합적 수송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며 계절적 변동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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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및 석탄(유연탄, 무연탄, 수입석탄)에 대한 2005년~2009년 주 단위 물동량 변동 추이를 분석

한 결과, 무개화차(석탄류) 물동량이 감소하는 3개월여 동안 컨테이너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석탄 물

동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컨테이너가 감소하였다.

무개화차의 물동량이 감소하는 하절기에는 수송용기를 탈착하고 컨테이너 화차(평판화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수송하며 반대로 석탄 물동량이 증가하는 동절기에는 수송용기를 부착하여 무개화차로의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 컨테이너 및 석탄 물동량 변동 추이

2008년 컨테이너 구간 물동량 분석 결과를 보면, 오봉과 부산권(부산진, 신선대)의 경우 각 방향별로

260여만톤/년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오봉～광양항 구간과 약목～부산진 구간이 약 90만톤 정도를 보였다.

특히, 장항선과 전라선이 연결됨에 따라 수송시간 및 접근성이 향상되어 군산～광양항 구간의 경우 연

간 25만여톤의 물동량이 발생하였다.

석탄 및 광석은 컨테이너에 비해 방향별 물동량 차이가 많이 발생했으며 서천발전소의 인접역인 간치

역의 경우 2008년 연간 60만여톤의 무연탄이 인천, 화순, 철암 등에서 수송되었고 (주)포스코가 위치한

괴동역의 경우 연간 90만여톤의 석회석 및 철광석이 석항, 쌍용, 고명 등에서 수송되었다.

컨테이너 석탄 광석

그림 3. 컨테이너 및 석탄, 광석 구간 물동량 현황(2008년)

나) 철도 화물운송시간 분석

철도 화물운송시간 분석 결과, 구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컨테이너의 경우 역에 도착해서 하화

하기까지의 대기시간이 총운송시간의 50～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화물의 경우 60～80%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또한 하화시간 비교 결과, 일반화물의 경우 컨테이너에 비해 최소 1.2배～최대 3.0배 정도 길게 나타났

으며 이러한 이유는 포크레인에 의한 하화방식 때문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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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총운송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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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품목별 화물운송시간 비교

다) 철도 화차운행실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 화차를 투입하여 동일구간에서의 컨테이너 공차를 무개영차로 대체함으로써 컨

테이너 공차율 및 무개화차 소요량을 감소시켜 효율적 화차 운행 방안을 검토하고자 2008년 연간 화차

별 구간 운영화차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주송정에서 익산으로 수송되는 컨테이너 공차에 탈부착식 수송용기를 부착시켜 무개영차

를 대체할 경우, 무개영차 570여개 및 반대방향 무개공차 550여개의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총 1,100여개

의 화차 감소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08년 전체구간에서의 화차감소량을 산정한 결과 연간 6,100여개의 무개화차 운행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구간 화차감소량 산정 결과

구간 연간 화차운행실적 화차감소량

발송역 도착역 컨영 컨공 무영 무공 역컨영 역컨공 역무영 역무공
무영

감소

역무영

감소

무공

감소

역무공

감소

총화차

감소

광주송정 익산 1,942 573 1,930 5 3,176 749 352 553 573 0 0 553 1,126

순천 태금 3,472 333 1,440 106 2,033 482 260 642 333 0 0 333 666

대전조차장 부강 146 247 999 1 46 345 0 91 247 0 0 91 338

성북 퇴계원 50 129 70 32 116 93 47 61 70 23 23 61 177

가야 울산 384 4,750 0 1,094 5,152 285 82 13 0 82 82 0 164

가야 의왕 977 82 177 0 363 242 7 100 82 0 0 82 164

광양 태금 649 168 80 21 562 692 0 177 80 0 0 80 160

대전조차장 신탄진 308 338 33 20 116 912 73 588 33 73 20 33 159

성북 의왕 15 77 559 4 234 186 194 195 77 0 0 77 154

성북 망우 0 77 4 72 9 85 108 33 4 73 72 4 153

익산 순천 5,726 2,373 1,084 49 1,330 75 124 112 75 0 0 75 150

익산 태금 268 167 499 31 1,151 57 518 597 57 0 0 57 114

동대구 의왕 505 75 105 2 134 64 42 37 64 0 0 37 101

동대구 창원 85 190 12 155 696 49 93 56 12 37 37 12 98

익산 대전조차장 226 67 360 18 504 1,192 435 26 67 0 0 26 93

동산 익산 710 46 0 214 572 752 332 0 0 46 46 0 92

……

전체 407,586 71,166 132,565 98,618 355,224 79,378 136,037 80,061 2,624 839 516 2,127 6,106

자료) 철도통합정보시스템(IRIS) 연간 화물운행실적,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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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설(장비) 및 연계수송 가능성

석탄, 광석 등 기존 무개화물의 경우 포크레인에 의해 적재, 하화되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

요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운송시간 및 화차의 회귀일 증가 등을 야기 시켜 철도 화물수송의 비

효율적 원인이 된다.

다목적 화차의 경우 도착역에서 수송용기를 탈착하여 트럭에 부착시키므로 연계수송의 장점이 있으며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여 덤핑방식으로 하화하기 때문에 시간 및 하화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단, 수송용기를 탈부착하기 위한 장비(리치스태커 또는 지게차) 및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트럭에 의한 연계수송이 가능하도록 도착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림 5. 포크레인 및 리치스태커에 의한 하화 작업

3.3 분석 결과 종합 및 시사점

컨테이너 및 석탄, 광석 등의 물동량을 분석한 결과, 시․공간적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목적

화차 투입시 효율적 화차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컨테이너와 일반화물의 화물운송시간 분석 결과 일반화물의 경우 포크레인으로 하화하기 때문에 컨테

이너에 비해 하화시간이 100분~250분 이상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목적 화차 활용에 따른 탈부착식

하화시 시간 단축면에서 개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품목별 물동량 분석 결과 컨테이너와 무개화물(석탄, 광석)이 동시에 취급되고 있는 구간은 장항

선 일부(삽교~천안)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 다목적 화차의 적용 가능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단, 구간별 운행화차수 분석에 의해 도출한 광중송정~익산 구간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공차 및 무개영

차의 대체 가능화차수가 크게 나타나 화차감소 효과는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역 운영 특

성상 중계역의 유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물류취급 기능을 인접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어서 수송

용기 탈부착시 추가적 시간 및 비용(장비 확보)발생의 문제가 있어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다목적 화차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 지표로는 운행화차수를 제외한 구

간 물동량 및 신규 창출 수요, 시설 및 장비 특성, 연계수송 특성만을 고려하였다.

4. 적용 가능성 검토

4.1 적용 가능성 평가 결과

다목적 화차 투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검토 구간은 우선적으로 기존의 무개화차(벌크화물 수송)의

기능을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물동량 및 장래 수송가능 물동량이 존재하여야 하며 기존 무개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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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포크레인에 의한 하화방식에 비해 소요시간 절감, 하화비용 감소, 최종 목적지까지의 연계수송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구간이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검토 중인 물류사업 대상 구간 및 현재 물동량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을 대상으로 앞서 제시한 지표에 대해 평가하였다.

표 6. 대안별 다목적 화차 투입 가능성 평가 결과

구분 평가지표 단위 판단기준
대안 1

(삽교~민둥산)

대안 2

(철암/도계~점촌)

대안 3

(괴동~간치)

대안 4

(철암~장락)

대안 5

(철암/인천~월롱)

운송특성

연간 물동량 톤/년 High - 12만톤 90만톤 13만톤 -

신규창출 물동량 톤/년 High 50만톤 - - - 5만톤

철도수송거리 Km High 266.5 142.2~167.4 405.7 102.8 298.2

시설(장비)

특성

작업공간 - True

False

(민둥산역 작업공간

개량 필요)

True

(점촌역 작업공간

확대 예정)

True

(간치역 작업공간

기 확보)

True

(장락역 작업공간

기 확보)

True

(금촌역 작업공간

기 확보)

적재/하화장비 - True
True

(리치스태커 보유)

False

(포크레인 하화)

False

(덤핑 하화)

False

(포크레인 하화)

False

(포크레인 하화)

연계수송
가능성 - True

True

(삽교역, 트럭수송)

True

(점촌역, 트럭수송)

False

(간치역, 철도인입선)

False

(장락역, 직접하화)

True

(월롱역, 트럭수송)

거리 Km - 50~60km 20~30km 17.8km 0.0km 4.1km

기타 선결사항 - -

작업공간 개량

적용운임수준 결정

방안 필요

리치스태커 확보 - -

리치스태커 확보

지자체 및 주민

협조 필요

주요수송품목 석회석 무연탄 무연탄 무연탄 무연탄

적용 가능 여부 ○ △ × × △

주 1) 연간 물동량은 철도 화물수송실적은 근거로 한 2010년 추정치임.

주 2) 신규창출 물동량은 현재 철도 화물은 아니나 타 수단에서의 전환가능한 수요를 의미함.

주 3) 연계수송 가능성은 철도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트럭에 의한 연계수송 필요 여부임.

주 4) 적용 가능 여부는 ○ : 적용 가능, △ : 보완시 적용 가능, × : 적용 불가능을 의미함.

4.2 검토 결과 종합

다목적 화차의 대안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대안 1의 삽교~민둥산 구간의 경우 연간 수송 가능

물동량도 많고 역간 수송거리도 260여km로 길게 나타나 철도 수송의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도착역인 삽교역에는 리치스태커를 기 보유하고 있어 하화장비 확보에 대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

하지 않으며 최종 목적지까지 50km이상 거리를 두고 있어 연계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안 2의 경우 철도수송거리가 150km 정도로 다소 짧고 포크레인으로 하화하고 있기 때문에 리치스태

커의 추가 구입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나, 연간 무연탄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도

착역인 점촌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연계수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목적 화차 적용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단, 무연탄이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다목적 화차 투입에 따른 서비스 향상 및

물동량 증대측면과 장비 확보 등에 대한 비용과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향후 추가적 보완이 요구된다.

대안 5의 경우 과거 철도에 의해 수송되었으나 최종 목적지(금촌)의 주민 민원에 의해 화물수송이 중

지된 상황이며 현재 도로에 의해 전량 수송되고 있는 구간이다. 해당 구간은 연간 5만여톤으로 물동량

이 많지는 않으나 타 수단에서의 수요 전환(Modal Split) 측면에서 볼 때 적용 가능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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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안 3과 대안 4의 경우 연간 무연탄 물동량이 많고 고정적 수요가 확보된다는 면에서 장점은

있으나 최종 목적지까지의 연계수송이 필요하지 않고(철도 인입선 및 도착역에 인접, 직접 하화) 추가적

하화장비가 요구된다는 문제가 있어 적용 대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검토되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5.1 연구 종합 및 결론

본 연구는 컨테이너 및 무개화물을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개발중인 다목적 화차(탈부착식 수송용

기)의 실질적 적용 가능 구간을 도출하고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철도 화물의 운송특

성 및 물동량, 구간별 운행화차수 등을 분석하였으며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도출한 구간 및 향후 신규 물동량이 예상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다목적 화차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대안 1의 경우 물동량 및 철도수송거리, 연계수송, 하화장비 보유 측면에서

가장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단, 다목적 화차 투입 가능성 및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설적 개량 또

는 정책적 조건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중인 다목적 화차(탈부착식 수송용기)에 대해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으

로써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에는 앞서 제시한 검토 대안들 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구간에 대해 다목적 화차 투입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실질적 화차 운영시 해결해야 할 정책적 제약조건(적용 운임

수준 산정방법 및 결정), 지자체 및 주민, 화주의 의견 수렴 등도 고려하여 보다 활용 가능한 방안을 제

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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