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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AIL's Rail freight tonnage approximately 39 million tons in 2010, coal transportation 

thereof approximately 6.2 million tons, it is about 15.7 percent in the entire railway 

transportation. In addition, the incomes of rail transport of coal is 51.7 billion won which is  

about 15.8 percent of total. It is the third largest proportion of tonnage and profit on rail 

freight items.

However, the percentage of rail transport of coal has been decreased by the government policies 

to reduce the production of anthracite and to supply non-thermal power anthracite  

preferentially which depends on truck transport. Such reasons effect to transport incomes of 

stations located in Gangwon province which handle coal transport a lot.

Accordingly, this study tries to explicate the fundamental problems and find solution for 

stations to maintain its in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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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 철도화물 수송톤수는 약 39백만 톤이며, 이 중 석탄수송은 약 6.2백만 톤으로 전체 철도수송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철도화물 수입 중 석탄수송이 약 15.8% 수준인 517억 원으로 철도수송 

품목에 있어서 수송량 및 수익에 있어서 3번째로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철도수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은 정부의 무연탄 감산정책과 주로 트럭운송에 

의지하는 비발전용 무연탄에 대한 우선 공급으로 철도수송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석탄취급이 

많은 강원권 물류 수송수익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강원권 화물운송 중 석탄수송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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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철도화물 수송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2010년 기준으로 양회(37.7%), 컨테이너(25.4%), 

석탄(15.7%), 철강(4.4%), 유류(4.2%), 광석(5.2%) 기타(7.4%)이다. 수송수익에 있어서도 양회(30.5%), 

컨테이너(24.6%), 석탄(15.8%), 기타품목(29.1%)로 철도수송은 상위 3개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양회수송은 

주로 중앙선에서 발생하며, 컨테이너는 경부선, 석탄은 영동선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그러나, 2009년 

화물영업 계수의 경우 상위 3개 품목 중 석탄(167.8), 양회(173.5), 컨테이너(257.7)순으로 석탄수송이 

다른 품목들 보다 영업계수가 비교적 양호하며, 정부의 PSO보상도 석탄(17,393백만원), 컨테이너

(12,864백만원), 양회(11,783백만원)순으로 철도수송에서 석탄이 철도물류사업에 있어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석탄수송량은 최근 5년간 약 15% 이상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감소추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석탄수송 감소 추세와 감소하는 근본요인을 연구하였고, 

석탄의 철도운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 철도 화물수송 현황과 강원권 무연탄 수송현황

 철도를 이용한 석탄수송은 2005년~2010년까지 평균 약 6.7백만 톤 규모로 철도수송 품목으로 3번째로 

비중이 높으며, 수송수입도 평균 515억 규모로 철도물류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를 볼 경우, 철도를 이용한 석탄수송은 다른 품목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표. 1] 철도공사 품목별 수송실적                                         (단위 : 천톤,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양회 수송량  15,160  15,823  16,478  17,670  16,015  14,791
수입  86,472  91,878 101,190 119,397 107,304 100,190

컨테이너 수송량  10,034  11,253  11,729  12,443   8,511  9,948
수입  81,550  90,493  98,204 107,252  70,110  81,196

석탄 수송량   6,566   7,368   6,878   7,077   6,367   6,170
수입  46,902  52,538  51,511  53,508  52,923  51,745

철강 수송량   1,400   1,331   1,817   2,001   1,128   1,735
수입  12,812  12,603  19,120  20,974  11,993  16,991

유류 수송량   2,401   2,202   2,104   2,006   1,818   1,641
수입  17,529  16,566  16,563  16,352  16,636  15,124

광석 수송량   1,967   1,758   1,999   1,939   1,969   2,023
수입  16,549  15,896  18,356  17,882  17,628  16,185

기타 수송량   4,141   3,606   3,526   3,670   3,090   2,909
수입  49,989  39,535  41,513  41,221  39,616  36,499

합계 수송량 248,084 270,684 287,807 319,348 262,358 265,775
수입 311,803 319,509 352,357 384,506 324,128 328,103

(출처 : 한국철도공사 물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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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표. 1]을 보면, 석탄 수송량과 수송수입을 살펴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화물수송에서 

석탄수송의 비중이 큰 강원권의 실적을 살펴보면, 현실과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원권의 무연탄 철도수송은 [표. 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2005년 기준으로 약 300만 톤에서 2010년 134만 

톤으로 6년간 약 55% 이상 급감하였고, 수송수익도 약 36%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

[표. 2] 강원본부 무연탄 수송실적                                         (단위 : 천톤,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송 톤수  3,006  2,889  2,556  2,549  2,038  1,634
수송 수익 23,723 21,622 20,258 21,187 17,592 15,189

(출처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강원권에서 무연탄을 수송하고 있는 화물역은 철암역, 통리역, 추전역, 도계역, 동백산역으로 역별  

수송량은 [표. 3]에 제시하였다. 데이터를 보면 추전역을 제외한 모든 무연탄 취급역의 수송은 

35%~100%까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철암역은 2010년 수송실적이 2005년 대비 약 45만 톤, 통리역과 

도계역은 각각 33만 톤 이상으로 6년간 3개 화물역에서 약 100만 톤 이상의 수송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전년도와 대비할 경우에도 3개 화물역에서 취급한 무연탄 수송은 약 44만 톤 규모의 철도

물량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강원권 무연탄 수송 톤 수  (단위 : 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철암역   994,513   885,742   708,276   715,834   621,668   547,522
통리역 1,025,414 1,000,190   972,688   971,136   897,124   662,705
도계역   615,236   632,691   502,657   591,938   421,438   289,957
추전역   116,106   108,476   110,066   121,152    98,016   133,882

동백산역   254,821   261,901   261,974   148,946         0         0
계 3,006,090 2,889,000 2,555,661 2,549,006 2,038,246 1,634,066

(출처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무연탄 수송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수송 수익은 2005년 대비 철암역 35억, 통리역 21억, 

도계역 13억으로 3개 화물역에서 69억 원 감소하였고, 2010년의 경우 2009년 대비 무연탄 수송수익이 

약 24억 감소하고 있는 등 매년 수송수익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최근 2011년 3월 기준으로 

강원권의 무연탄 수송과 수익은 2010년 동기대비 약 66% 수준으로 무연탄 품목에 대한 철도수송은 더욱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4] 강원권 무연탄 수송 수익                                             (단위 :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철암역 8,979 7,806 6,270 6,760 5,864 5,504
통리역 7,999 7,468 7,706 7,550 7,524 5,891
도계역 3,915 3,635 3,211 4,590 3,322 2,645
추전역 1,019   818   945 1,026   882 1,149

동백산역 1,811 1,895 2,126 1,261     0     0
계 23,723 21,622 20,258 21,187 17,592 15,189

(출처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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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발전용 무연탄 수급현황                                            (단위 : 천 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공급현황 2,160 1.940 1,360 840 600
(출처 : 이투뉴스 ’10.2.24일자)

2.2 무연탄 수송의 감소 요인

 무연탄에 대한 철도수송이 감소하는 원인은 우선적으로 1980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에 

대한 영향으로 보는 시각이 비교적 크다. 당시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은 1979년 정부의 경영안정화 시책 

및 국내산업의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 국가산업이 구조조정 되는 과정에서 비료, 해운, 발전설비, 석탄, 

조선 등이 합리화사업에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1988년 국내 무연탄 생산은 2,430만t에서 2010년 210만t으로 

약 91%의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1986년 국제유가폭락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로 정부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국민소득수준 

향상으로 석유와 LNG연료가 석탄을 대체하게 되었다. 정부의 보조금지원을 통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으로 

1988년 전국 347개 탄광은 2010년 5개로 감소하였으며, 정부가 석탄산업을 관리하면서 생산량을 조절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 무연탄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정부가 20년간 추진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이 현재까지 진행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연탄 생산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고유가 

시대에 따라 서민들의 난방용 연탄 및 화훼, 축산 등에서의 무연탄 소비증가로 인해 무연탄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무연탄 생산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해 폐광된 

탄광에 대한 시설투자비 및 노령화에 따라 정부에서 쉽게 증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유사시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비축탄을 국내 발전소와 민간에 공급하여 무연탄 재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국내 민간수요를 위해 기존에 발전용에 공급하던 무연탄을 민간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발전용 무연탄 공급현황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2년부터는 무연탄을 발전소에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며, 또한 2014년에는 서천화력이 폐지할 예정에 

있다.1)

  

 에너지통계연보에 있는 국내 무연탄 수급현황을 [표. 6]과 같이 재가공하면, 정부가 공급하는 무연탄은 

국내 생산량과 재고분(비축탄) 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족한 무연탄을 수입

무연탄과 수입유연탄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한 무연탄을 민간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사용

하도록 하고 발전용 무연탄용으로 공급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6] 국내 무연탄 수급현황 (단위 : 천 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내생산량  2,832  2,824  2,886  2,773  2,519
재고분(비축)  7,388  5,551  4,231  2,797  2,226

공급량 11,855 10,267  8,485  7,057  5,535
(출처 : 2010년 에너지통계연보)

1)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2010. 2.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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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부는 2010년 3월 9일 “석탄산업장기계획(2011~2015)”에서 2010년 기준으로 국내생산 무연탄을 

210만t에서 2015년 200만t, 2020년 150만t으로 감산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연탄소비 또한 현재 270만t에서 

2020년까지 150만t으로 축소시킬 것과 민수에서 수요가 충족되어 남는 무연탄은 정부비축 및 발전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것과 무연탄을 생산하는 5개 광업소를 2020년까지 2~3개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강원지역 4개역에서 발송하는 발전용 무연탄 수송은 정부의 민간소비 우선 정책으로 

인하여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2010년 기준으로 강원지역 철도역에서 발송한 발전용 무연탄 

약 63만톤은 앞으로 50만톤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강원권 무연탄 수송톤수                                                     (단위 : 톤)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철암역 발전용  530,915   521,998  416,974   409,329  279,484 115,286
민수용  463,598   427,072  291,302   306,505  342,184 432,236

통리역 발전용  879,988   859,757  879,355   799,278  699,666 518,595
민수용  145,406   140,433   93,333   171,858  197,458 144,110

도계역 발전용  346,370   366,566  297,647   319,452  187,731  66,377
민수용  268,866   266,125  205,010   272,385  233,707 223,580

추전역 발전용   94,436    93,843   94,774   86,457   59,084  67,628
민수용   19,670    14,633   15,292   34,695   38,932  66,254

동백산역 발전용  245,179   241,948  243,102  114,165       0       0
민수용    9,642    19,953   18,872    34,781       0       0

계 발전용 2,002,452 1,990,269 1,837,078 1,642,224 1,166,881 633,881
민수용  877,870   833,630   589,645 750,748 773,349 799,926

(출처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결국, [표. 8]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발전용 무연탄 수송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리역이 강원지역 

철도 수송수익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더 나아가 2010년 기준으로 기존 강원지역에서 수송한 발전용 

무연탄 수송수익 44억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표. 8] 발전용 무연탄 철도수송 수익                                           (단위 :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철암역 4,269 3,759 3,314 3,281 2,199   799
통리역 6,682 6,084 6,847 6,064 5,593 4,367
도계역 1,063 1,058   937 1,225   709   257
추전역  892   744   847   711   575   613

동백산역 1,770 1,808 2,051 1,090     0     0
계 14,676 13,453 13,996 12,371 9,076 6,036

(출처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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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묵호항역 석탄 수송실적                                             (단위 : 톤, 백만원)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입
무연탄(t)

발전용       0       0  48,498 121,257 324,497 327,434
민수용       0       0       0       0       0       0

수입 유연탄(t) 457,705 503,629 733,297 743,387 740,300 988,590
총 수송수익(백만원)   2,691   2,949   5,274    5,423   8,928  10,318

(출처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2.3 강원권 석탄수송 활성화 방안

 앞서, 제시한 [표. 1]철도공사 품목별 수송실적에서 알 수 있는 석탄 수송수익은 6년 평균 약 515억 

이상이며, 2010년 517억으로 철도를 이용한 전체 석탄수송수익은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강원지역의 무연탄 수송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은 철도공사 전체의 수송실적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에서는 앞으로 철도수송수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연탄 수송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수입무연탄 및 유연탄 수송확대

 둘째, 민수용 무연탄 수송에 대한 철도시설 투자 강화방안 마련

 셋째, 철도공사 소유 석탄전용부두 및 저탄장 건설

 현재 국내 무연탄 생산 및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국내에서 

생산한 무연탄과 수입무연탄 및 수입유연탄을 혼용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발전설비를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을 혼용으로 사용하거나, 복합화력발전소로 기능을 변경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원지역의 무연탄 수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수송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방안은 묵호항에서 

취급하고 있는 수입 유․무연탄을 대상으로 한 물량확보이다. 묵호항은 현재 코레일유통 강원지사가 과거

부터 석탄부두에서 무연탄과 유연탄 하역 및 스크린 공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철도공사는 묵호항 인입선을 

통해 석탄수송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묵호항역에서의 철도수송은 현재 2007년 이후 

수입무연탄 수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수입 유연탄 또한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공사는 묵호항 

하역설비 및 시설에 대한 증설투자를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앞으로 발전용 무연탄에 대한 수송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공사는 민수용 무연탄에 대한 시설투자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표. 7]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발전용 무연탄 수송비중이 높은 

통리역 물류수송이 급감할 것을 대비하여, 통리역에 무연탄을 공급하는 (주)경동의 사업방향 및 영업전략에 

대해 상호 상생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미 (주)경동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탄장을 

발전용과 민수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비율을 20:80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민수용 무연탄 

출하를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에서는 2011년 3월 21일~25일까지 철암역~문수역 구간에 시험

운행을 한 “탈부착식 수송용기”보급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경동 및 강원권역에서 수송하는 

민수용 무연탄에 대한 철도수송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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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컨테이너 전용부두 항만산업의 업종별 부가가치 구성요소 비중                (단위 : %)
업종 비중

세전이익 인건비 이자비용 임차료 감가상각 조세공과
컨테이너하역업 16.4 35.6  7.6 20.6 17.5  2.2

검수업 등  4.9 89.5  0.0  2.3  3.3  0.0
항만용역업  7.1 86.2  1.7  3.4  1.5  0.0
물품공급업 29.6 50.6  7.5  8.0  4.2  0.0
선박급유업 24.0 53.4  6.2  9.9  6.4  0.0

컨테이너수리업 17.1 74.2  1.0  5.7  2.0  0.0
선업 15.2 35.9   6.61  5.0 27.2  0.0

도선업 45.0 27.5  9.6  9.6  8.3  0.0
전체 17.1 37.5  7.3 19.5 16.5  0.0

(출처 : 해양물류연구 2009년 1월호 p.124)

 탈부착식 수송용기의 경쟁력은 동해시의 석회석과 태백시 및 삼척시에서 생산하는 무연탄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누출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친환경 컨테이너 수송시스템이라는 점이 시험운행결과 

입증되어 앞으로 강원권역 벌크화물 수송에 있어서 효용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석회석 및 무연탄 수송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철저히 차단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또한 크게 감소할 것이다. 

 또한, 철도공사의 경우 벌크화물을 컨테이너로 수송함에 따라 전국에 있는 벌크화물 하치장을 컨테이너 

CY로 대체하여 비산먼지 발생이 없는 녹색철도로서의 입지를 강화 할 수 있으며, CY가 설치된 모든 철도역

으로의 수송도 가능해진다. 장기적으로는 화차의 종류가 컨테이너화차로 단순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화차 

구입비 및 검수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 입환 방식 또한 매우 단순화되어 수송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10] 무개화차와 무개형 탈부착식 수송용기 부착화차 비교 
구분 무개화차 탈부착식 수송용기 화차 특징 

화차종류 무개화차 컨테이너 화차 화차 종류 단순화(유지보수 편리) 
회귀일(운용효율) 4.5일 1.5일 화차 보유수량 감축(구입비, 검수비 절감) 
사용용도 벌크화물 수송용 벌크화물, 일반컨 겸용 다목적 활용 가능 
하화 조건 착역하화, 전용선 

하화 등(분진발생) 
착역하화, 최종목적지까지 
2차운송후 하화(분진발생최소화) 비산먼지 방지, 민원해소 

표면경화제 사용 필요 사용 불필요 비용 절감 
입환최소화 입환업무 지속 발생 E&S 시스템 구축시 입환생략 가능 입환업무 효율화 가능 

 마지막으로 석탄 전용부두(컨테이너 부두포함) 및 저탄장 건설 방안이다. 현재 공사는 국제물류사업 

및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물류부문의 시설투자 및 항만연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제시한 묵호항 시설투자와 별도로 동해 신항만 개발에 공사가 공동 참여하여 벌크화물 취급이 가능한 

항만 선석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항만개발사업은 투자주최가 사업운영을 포기할 경우 정부에서 

투자비용을 100% 보존해 주고 있으므로 공사에서는 항만개발을 통해 고정된 물량확보 및 항만에서 파생되는 

항만하역 및 운영을 통해 부대수익을 창출 할 수 있으며, 철도화물 운송권을 확보하여 수송수익을 발생

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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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국내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전력생산에 필요한 석탄재고를 최소 10일~30일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은 호주 및 인도네시아, 중국의 석탄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및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수출쿼터제를 통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고, 호주는 잦은 홍수로 인한 석탄취급항구의 적채로 국내 

발전소들은 러시아 및 북한, 몽골에서 생산하는 석탄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수입용 석탄이 반입될 경우 수송은 대도시가 밀집한 경의선 보다는 동해선 항구 및 남북철도를 이용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동해 신항만에 대한 개발 및 수입석탄을 안정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저탄장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동해항만을 활용한 벌크화물운송보관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물류사업 다각화 및 철도화물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2010년 강원지역의 수송수익은 물류부문이 440억, 여객부문이 약 60억으로 물류수송수익이 지역전체 

수익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발전용 무연탄 수송이 정부정책에 따라   

앞으로 1~3년 사이에 더욱 급감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이에 따른 활성화 대책을 3가지로 압축하여 

검토하였다.

 국내 무연탄 공급을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현 

시점을 철도공사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단기적 대안 및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결국 앞서 제시한 첫 번째 수입 유 ․ 무연탄에 대한 철도수송을 강화하기 위해 코레

일유통과의 유기적인 관계형성 및 묵호항 시설투자가 단기적으로 필요하며, 두 번째로 제시한 탈부착식 

수송용기를 활용한 실용화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대안이 해결될 경우, 2012년부터 공급이 제한되는 발전용 무연탄이 민수용으로 전환

되더라도 트럭으로 수송이 전이되는 것을 철송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에서는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 컨테이너에 대한 보급을 촉구하고,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개발한 탈부착식 

수송용기의 투자비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관련 보조금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광해

관리공단 및 한국석탄공사, 한국전력, 국토해양부 등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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