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일 3국간의 물류네트워크 효과분석을 통한 효율화 방안의 고찰

A Study of efficiency by the Logistics Network Effects 
among Korea-China-Japan

     변지영†          유재균*

     Ji-Young Byun    Jae-Kyun You    

ABSTRACT

  In recent years, due to the economic growth of the Northeast Asia, the trading relationship among 
the Asian countries becomes  more active, and the mutual level of dependence is increasing. As the 
general market, the Northeast Asia pursue a function of market and economic activities among the 
Northeast Asia become more active consistently. It is important that Korea strengthened logistics 
network connection systems with China and Japan are improving the logistics facilities and expanding 
the transport network steadily. In order for Korea to improve as a logistics position, Korea needs to 
build various and efficient multimodal transport system and sets up a position as a major efficient 
logistics network center. Therefore, this paper intended to analyze transport cost and time of 
Korea-China-Japan logistics network and suggest a competitive multimodal transport with the 
maritime transport and new multimodal transport systems by comparing scenarios.

국문요약

  최근 동북아 지역의 경제 규모의 성장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많은 교역량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

재의 세계 경제 환경은 국가간의 교역이나 경제협력을 통하여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

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지역간은 공동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간 경제 활동은

더욱 유기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에서 한국의 경제가 균형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물류시설의 개선 및 운송네트워크가 점차 확대되가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물류네트워크 연

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복합운송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중

심지로서의 역할의 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기존의 해상운송과

새롭게 도입될 복합운송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한·중·일 3국간의 물류네트워크를 시나리오별로 비용 및

시간을 분석하여 복합운송시스템의 경쟁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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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동북아 지역의 경제 규모의 성장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많은 교역량이 발생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화물 물동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0%대를 보이던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2008년

기준으로 92.3%1) (2007년 대비 22.9% 상승)로 나타나 OECD 30개 국가 중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의 세계 경제 환경은 국가간 교역이나 경제협력을 통하여 국가간 상호의존

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과 자유경제체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

국인 직접투자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어 세계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생

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또한 경제권의 연계성 강화 및 통합을 위해 항만, 도로, 철도 등 물류시설의

개선과 운송네트워크의 확대 및 운송시스템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제 1

교역 국가로서 무역수지를 볼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10여 년간의 장기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경제가 꾸준히 활성화 되고 있으며 물류분야에

서는 신속하고, 저렴한 국제·국내 물류를 실현하고자 물류서비스 및 유통시설정비, 수출입, 항만수속 등

의 간소화 및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2008년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 기준으로 1999년 약 226억 달러에서 2008

년 약 1,683억 달러로 연평균 19.7%, 화물량 기준으로 1999년 47,636천 톤에서 2008년 112,886천 톤으로

연평균 7.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의 경우, 금액은 1999년 약 137억 달러에서 2008년 약 914억

달러로 연평균 19.8%, 화물량은 1999년 21,353천 톤에서 2008년 37,632천 톤으로 연평균 7.9% 증가하였

다. 반면, 수입의 경우, 금액은 1999년 89억 달러에서 2008년 769억 달러로 연평균 79.6%, 화물량은 1999

년 26,238천 톤에서 2008년 75,254천 톤으로 연평균 6.8%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2008년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은 1999년 400억 달러에서 2008년 892억 달

러로 연평균 7.0%, 화물량은 1999년 33,332천 톤에서 2008년 40,489천 톤으로 연평균 3.6%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의 경우, 금액은 1999년 159억 달러에서 2008년 283억 달러로 연평균 6.8% 증가하였으나,

화물량은 1999년 19,944천 톤에서 2008년 13,935천 톤으로 연평균 0.6% 감소하였다. 반면, 수입의 경우,

금액은 1999년 241억 달러에서 2008년 610억 달러로 연평균 7.2%, 화물량은 1999년 13,388천 톤에서

2008년 26,554천 톤으로 연평균 7.6% 증가하였다.

중국의 대일본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은 1999년 약 662억 달러에서 2008년 약 2,668억 달러로

연평균 18.1% 급증하였다. 중국의 대일본 수출액은 1999년 324억 달러에서 2008년 1,162억 달러로 연평

균 15.6%, 수입액은 1999년 338억 달러에서 2008년 1,506억 달러로 연평균 19.8% 증가하여 급증세를 보

이고 있다.2)

이처럼 현재 한국, 중국, 일본은 공동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한·중·일 3국의 경

제활동은 더욱 유기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te)의 2007년 전망에 따르면 동북아 지역의 역내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경

우 2012년~2037년 한·중·일 경제규모는 전세계 대비 비중이 23.1%로 20.2%의 유럽연합(EU)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 최대 경제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3)

현재 동북아의 역내 교역 물동량은 주로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로와 철도는 충분

한 물류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복합물류시스템을 통한 화물수송시스템은 항만에서 발

생되는 상하역 비용 및 수출입 화물의 물류비용의 절감 뿐만 아니라 상하역 시간의 단축으로 수출 경쟁

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륙수송에 있어서 철도를 통한 화물수송이 이루어짐에 따

라 화물운송비용 및 운송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1)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인력 정책과(2009), ‘08년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상승 원인 분석, 보도참고자료 2009-11

2)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자료 참고 후 정리

3) 헤럴드경제(2007), 기사자료 참조, 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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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지역 물류네트워크 교역 현황 분석

2.1 동북아지역 교역 현황

  한국의 경우 2008년 기준 전체 수출액의 28.4%, 수입액의 31.7%가 역내 무역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수출의 경우 대중국 비중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의 경우는 대일본 비중이 14.0%로 대중국

비중 17.7%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에 있어서는 중국은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크고,

일본은 수입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역내 무역의 비중이 증가하

는 추세에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역내 무역 비중이 2007년 기준 수출 13.0%, 수입 24.9%에서 2008년 기준 수출

13.6%, 수입 23.2%로 수출은 약간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였다.

수출의 경우 한국의 비중은 2007년 4.6%에서 2008년 5.2%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은 2007년 8.4%에

서 2008년 8.4%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수입의 경우는 한국은 2007년 10.9%에서 2008년 9.9%

로 감소하였고, 일본도 2007년 14.0%에서 2008년 13.3%로 감소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2008년 기준 수출 23.6%, 수입 22.7%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역내 무역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수출의 경우 한국의 비중은 2007년 7.6%에서 2008년 7.6%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중국의 비중은

2007년 15.3%에서 2008년 16.0%로 증가했다. 그리고 수입의 경우에는 한국의 비중이 2007년 4.4%에서

2008년 3.9%로 감소되었으며, 중국의 비중도 2007년 20.6%에서 2008년 18.8%로 감소되었다.

이는 2008년 엔고현상으로 인하여 일본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

고 무역비중에 있어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 있어 중국은 수출입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큰 반면, 한국은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2006 2007 2008

중국 일본 소계 중국 일본 소계 중국 일본 소계

한국
수출 21.3 8.9 30.2 22.1 7.2 28.4 21.7 6.7 28.4

수입 15.7 16.8 32.5 17.7 15.8 31.7 17.7 14.0 31.7

한국 일본 소계 한국 일본 소계 한국 일본 소계

중국
수출 4.6 9.5 14.1 4.6 8.4 13.6 5.2 8.4 13.6

수입 11.3 14.6 25.9 10.9 14.0 23.2 9.9 13.3 23.2

한국 중국 소계 한국 소계 중국 한국 중국 소계

일본
수출 7.8 14.3 21.1 7.6 15.3 23.6 7.6 16.0 23.6

수입 4.7 2.05 25.2 4.4 20.6 22.7 3.9 18.8 22.7

<표 1> 동북아지역 3국간 무역 비중

(단위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www.kita.net

주 : 중국은 홍콩을 제외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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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중간 무역 현황

  한국의 대중국 무역 현황을 보면, 금액 기준으로 1999년 약 226억 달러에서 2008년 약 1,683억 달러로

연평균 19.7%, 화물량 기준으로 1999년 47,636천 톤에서 2008년 112,886천 톤으로 연평균 7.2%의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수출의 경우, 금액은 1999년 약 137억 달러에서 2008년 약 914억 달러로 연평균 19.8%, 화물량은 1999

년 21,353천 톤에서 2008년 37,632천 톤으로 연평균 7.9% 증가하였다. 반면, 수입의 경우, 금액은 1999년

89억 달러에서 2008년 769억 달러로 연평균 79.6%, 화물량은 1999년 26,238천 톤에서 2008년 75,254천

톤으로 연평균 6.8% 증가하였다.

연도
수출 수입 합계

금액 화물량 금액 화물량 금액 화물량

1999 13,685 21,353 8,867 26,283 22,552 47,636

2000 18,455 22,117 12,799 44,103 31,254 66,220

2001 18,190 25,296 13,303 44,565 31,493 69,861

2002 23,854 22,850 17,400 53,094 41,254 75,944

2003 35,110 28,525 21,909 60,396 57,019 88,921

2004 49,763 31,276 29,585 52,722 79,348 83,998

2005 61,915 31,333 38,648 56,769 100,563 88,102

2006 69,459 36,290 48,557 56,005 118,016 92,295

2007 81,985 33,275 63,028 62,948 145,013 96,223

2008 91,389 37,632 76,930 75,254 168,319 112,886

증가율(%) 19.8 7.9 19.6 6.8 19.7 7.2

<표 2> 한·중간 무역량 증가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www.kita.net

주 : 화물량은 해상화물 및 항공화물의 합계임

한·중 항로 해상컨테이너 물동량을 보면, 2008년 기준 522만 2천TEU에 달했는데, 그중에서 수출입 화

물은 약 334만 TEU이었으며, 환적화물은 약 187만 TEU에 달했다. 수출(248만 TEU)과 수입(274만

TEU)을 비교해 보면 수입이 수출보다 약 26만 TEU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
한국→중국 중국←한국 합계

수출 환적 소계 수입 환적 소계 수출입 환적 전체

2004 1,242 413 1,655 1,062 1,056 2,118 2,304 1,469 3,773

2005 1,408 456 1,864 1,160 1,184 2,344 2,569 1,641 4,210

2006 1,571 423 1,994 1,280 1,297 2,567 2,852 1,710 4,562

2007 1,797 494 2,291 1,483 1,344 2,827 3,280 1,838 5,118

2008 1,913 567 2,480 1,434 1,308 2,742 3,347 1,875 5,222

증가율 11.4 8.6 10.6 8.0 5.6 6.8 9.8 6.3 8.5

<표 3> 한·중 항로 컨테이너 해상 물동량

(단위 : 천TEU, %)  

자료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 통계정보, http://spi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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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일간 무역 현황

한국의 대일본 무역현황을 보면, 금액은 1999년 400억 달러에서 2008년 892억 달러로 연평균 7.0%, 화

물량은 1999년 33,332천 톤에서 2008년 40,489천 톤으로 연평균 3.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의 경우, 금액은 1999년 159억 달러에서 2008년 283억 달러로 연평균 6.8% 증가하였으나, 화물량

은 1999년 19,944천 톤에서 2008년 13,935천 톤으로 연평균 0.6% 감소하였다. 반면, 수입의 경우, 금액은

1999년 241억 달러에서 2008년 610억 달러로 연평균 7.2%, 화물량은 1999년 13,388천 톤에서 2008년

26,554천 톤으로 연평균 7.6% 증가하였다.

연도
수출 수입 합계

금액 화물량 금액 화물량 금액 화물량

1999 15,862 19,944 24,142 13,388 40,004 33,332

2000 20,466 25,845 31,828 13,100 52,294 38,945

2001 16,506 22,073 26,633 15,866 43,139 37,959

2002 15,143 17,155 29,856 19,755 44,999 36,910

2003 17,276 16,691 36,313 19,491 53,589 36,182

2004 21,701 16,542 46,144 21,963 67,845 38,505

2005 24,027 16,133 48,403 21,393 72,430 37,526

2006 26,534 15,296 51,926 24,336 78,460 39,632

2007 26,370 13,704 56,250 25,766 82,620 39,470

2008 28,252 13,935 60,956 26,544 89,208 40,489

증가율(%) 6.8 -0.6 7.2 7.6 7.0 3.6

<표 4> 한·일간 무역량 증가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www.kita.net

주 : 화물량은 해상화물 및 항공화물의 합계임

한·일 항로 컨테이너 해상물동량을 보면, 2008년 기준 약 256만 TEU에 달했는데, 그 중에서 수출입

화물은 약 131만 TEU이었으며, 환적화물은 약124만 TEU에 달했다. 수출(122만 TEU)과 수입(134만

TEU)을 비교해 보면 수입이 수출보다 약 12만 TEU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
한국→일본 중국←일본 합계

수출 환적 소계 수입 환적 소계 수출입 환적 전체

2004 456 540 996

2005 458 520 978

2006 484 599 1,084

2007 496 658 1,154

2008 491 731 1,222

증가율 1.8 8.1 5.3

<표 5> 한·일 항로 컨테이너 해상 물동량

(단위 : 천TEU, %) 

자료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 통계정보, http://spi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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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중·일간 무역 현황

중국의 대일본 무역 현황을 보면, 금액은 1999년 약 662억 달러에서 2008년 약 2,668억 달러로 연평균

18.1% 급증하였다. 중국의 대일본 수출액은 1999년 324억 달러에서 2008년 1,162억 달러로 연평균

15.6%, 수입액은 1999년 338억 달러에서 2008년 1,506억 달러로 연평균 19.8% 증가하여 급증세를 보이

고 있다.

연도 수출 수입 합계

1999 32,420 33,778 66,198

2000 41,611 41,520 33,131

2001 45,078 42,810 87,888

2002 48,483 53,489 101,972

2003 59,454 74,204 133,658

2004 73,536 94,192 167,728

2005 84,097 100,468 184,565

2006 91,772 115,811 207,583

2007 102,116 133,903 236,019

2008 116,176 150,634 266,810

증가율(%) 15.6 19.8 18.1

<표 6> 중·일간 무역량 증가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www.kita.net

중·일 항로 컨테이너 해상물동량을 보면, 2007년에 처음으로 300만 TEU를 초과하여 312만5천 TEU를

달성했다. 2004년 203만 TEU로 200만 TEU를 돌파했고, 그로부터 4년 후 2008년에는 348만 TEU를 기

록했다. 2004년 203만 TEU에서 2008년 348만 TEU로 연평균 15.5%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에 일본의 수

출컨테이너 물량은 연평균 16.9%, 수입컨테이너 물량은 연평균 14.1% 증가하였다.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가율

수출 618 778 863 965 1,077 16.9

수입 1,421 1,827 1,939 2,160 2,405 14.1

합계 2,039 2,605 2,882 3,125 3,482 15.5

<표 7> 중·일 항로 컨테이너 해상 물동량

(단위 : 천TEU, %)

자료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 통계정보, http://spidc.go.kr

3. 한·중·일 통합물류네트워크 분석

3.1 한·중간 열차페리운송의 검토

한·중 열차페리의 대상 항만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항만의 위치 및 연계 교통량, 철도의 연계성 및 철

도 시설물, 주요 배후 지역의 화물수송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먼저 중국의 경우 광대한 영

토와 낙후된 내륙 운송망 등으로 특정 항만이 전국을 배후지로 하기에는 어려워 중국의 주요 항만별 배

후권역과 컨테이너화물 그리고 철도의 연결 형태를 고려할 때 중국의 동해안 지역은 우리나라와 접근성

이 강하기 때문에 산둥 반도 및 인근지역의 부두인 다롄항, 옌타이항, 롄윈강 등이 주요항만이 될 것이

라 예상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대상 항만중 롄윈강을 이용할 경우에는 중국철도의 중심을 이루는 TCR

을 통한 카자하스탄까지도 수송이 가능한 이점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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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경우 인천항, 평택항, 목포항, 광양항, 부산항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중 항만 구역내까지 열차

진입선이 있거나 장래에 설치가 가능한 항은 인천항, 평택항, 목포항, 광양항, 부산항 등이며 또한 열차

페리 선박이 투입될 경우 항만내 조차장과 컨테이너 장치장 등을 조성가능 한 곳은 인천항, 평택항, 광

양항, 부산항이다. 예를 들어 인천 정저우간 컨테이너 TEU당 수송비용 및 시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총

거리는 1,465㎞이며, 수송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분석은 아래 표와 같이 열차페리의 운임지수의 차이는 일

반 컨테이너 선박에 비하여 $55가 높지만 하역비용, 철도운임에서는 $216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총 수송시간도 74시간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재욱, 2007).

3.2 한·일간 열차페리운송의 검토

한·일간의 열차페리 운영에 대해서 정부나 관련 업계 등에서의 협력추진 사례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열차페리 보다는 한·일간의 해저터널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중

이다.

3.3 한·중간 해저터널운송의 검토

장기적으로 한·중 해저터널이 연결되면 지상구간 시속 400km, 터널구간(330km 기준) 시속 200km로

고속철도 운행 시, 서울~웨이하이 구간이 434km로 1시간 57분, 서울~베이징이 1,366km로 4시간 26분,

서울~상하이가 1,800km로 5시간 31분이 소요되어 비행기를 이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공항까지의 접근

시간 및 대기시간, 비행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중국을 직접 연결하는 방안으로는 가장 거리가 짧은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롱청시를 연결

지점으로 가정하여 4개 대안이 검토 가능하다.

1안(인천~웨이하이)의 경우 노선연장이 341km로 영종도에서 중국으로 연결되어 항공, 철도를 동시에

연계시킬 수 있는 대안이다.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할 경우는 내륙 인입선로의 추가건설은 필요 없으나,

인천공항철도 구간 및 서울시 구간에서 고속철도의 운행속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종도에서 광명역을 직결하는 고속철도 노선을 신설하게 되면 전국에서 인국제공

항의 접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향후 광명역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의 환승을 통해 서울로의

접근도 고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안(화성~웨이하이)의 경우 노선연장이 373km로 인구와 경제 비중을 고려할 때 한국 전체의 접근성

측면에서 양호하며, 경부고속철도 혹은 호남고속철도 강남선(수서~평택)과 연결 운행하게 되면 인입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다. 또한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관광지가 개발되면 중국 주요지역

과 세계적인 테마파크의 직결이 가능하다.

3안(평택·당진~웨이하이)의 경우 노선연장이 386km로 타 노선에 비해서는 약간 길지만, 서해안 개발

과 함께 추진된다면 접근성, 발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우회거리가

늘어나며, 기존 경부고속철도와의 연결을 위해 60km 정도의 철도 신설이 필요하다.

4안(옹진~웨이하이)의 경우 해상통과 구간이 207km로 가장 짧아 공사비가 저렴할 것으로 판단되나,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대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통일에 준하는 관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

기 때문에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며, 부산 등 남부지역에서 이용시 통행거리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

한 기존의 경부고속철도와의 연결을 위해서 90km정도 철도신설이 필요하다(조응래, 2008).

3.4 한·일간 해저터널운송의 검토

한일 해저터널이란 일본의 규슈 북부에서 이키·쓰시마를 거쳐 한국에 이르는 약 220km의 구간을 해

저터널이나 교량 등으로 잇는 것을 말하며, 노선선정시 고려해야 할 전제조건은 해저거리·해저지형과 수

심·지질 및 단층의 존재·기지조건과 장래 역 설치 가능성 등 크게 4가지 항목으로 요약된다.

일한터널연구회에서 제시한 해저터널 노선대안은 3가지로 A안은 카라츠~이키~쓰시마~거제도, B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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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츠~이키~쓰시마~거제도, C안은 카라츠~이키~쓰시마~부산이다. 반면 최근에 부산발전연구원이 동

북아복합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해저터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착수하였으며, 시간단축 및 환승체계

등을 고려한 이용수요 확보 측면에서 후쿠오카와 부산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

산에서 제시한 첫번째 대안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쓰시마를 경유하여 한국 가덕도에서 부산신항 배후철

도와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노선으로 총연장은 210km, 최대수심은 192m, 건설비용은 113조원 정도 소

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번째 안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쓰시마를 경유하여 한국 부산역과 직접 연결

되도록 하는 노선으로 총연장은 215km, 최대수심은 192m, 건설비용은 123조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송기욱 외1, 2009).

4. 한·중·일 물류네트워크 시나리오 분석

우선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전제가 필요하므로, 현재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해상운송네트워크와 열차

페리네트워크, 해저터널네트워크 이 세 가지 운송네트워크를 모두 연결 가능한 항구를 접속대상으로 하

였다. 운송비와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송네트워크를 설정하였다.

첫째,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내륙기점 오사카에서 중국의 정저우, 상하이까지 해상운

송하는 경우가 고려된다. 오사카에서 상하이까지는 직접 해상운송하며, 오사카에서 정저우까지는 우선

톈진항까지 해상운송 후, 톈진에서 정저우시까지 철도운송을 하게 된다.

둘째, 한·중, 한·일간 모두 해저터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내륙기점 오사카에서 하카타항을 거

쳐 부산항까지 해저터널운송 후에 경부선과 서해안선 열차를 이용해 평택항으로 가서 중국 웨이하이까

지 해저터널운송 후 다시 중국의 내륙기점 정저우, 상하이까지 철도운송하는 경우가 고려된다.

셋째, 한·중, 한·일간 모두 열차페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내륙기점 오사카에서 하카다항을 거

쳐 부산항까지 열차페리운송 후에 경부선과 서해안선 열차를 이용해 평택항으로 가서 중국 웨이하이까

지 열차페리운송 후 다시 중국의 내륙기점 정저우, 상하이까지 철도운송하는 경우가 고려된다.

넷째, 한·일간 해저터널, 한·중간 열차페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내륙기점 오사카에서 하카다

항을 거쳐 부산항까지 해저터널운송 후에 경부선과 서해안선 열차를 이용해 평택항으로 가서 중국 웨이

하이까지 열차페리운송 후 다시 중국의 내륙기점 정저우, 상하이까지 철도운송하는 경우가 고려된다.

다섯째, 한·일간 열차페리, 한·중간 해저터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내륙기점 오사카에서 하카

다항을 거쳐 부산항까지 열차페리운송 후에 경부선과 서해안선 열차를 이용해 평택항으로 가서 중국 웨

이하이까지 해저터널운송 후 다시 중국의 내륙기점 정저우, 상하이까지 철도운송하는 경우가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종점으로 중국의 상하이항, 톈진항 및 정저우, 일본의 하카다항, 오사카항이 고려되

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4.1 한·중·일 운송경로별 비교 분석

각 운송경로별 비용, 시간, 거리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 및 수치자료를 대안별로 정리 하였으며, 각 항

목별 내용은 해당업계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 및 기존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구 분 시간(hour) 비용($) 거리(km)

웨이하이-정저우 22 220 1,043

웨이하이-상하이 28:48 273 1,353

부산-평택 6 160 397

하카다-오사카 11 310 623

톈진-정저우 15 164 722

<표 8> 철도운송 수치 자료

자료 : 전찬용(2008),『동북아지역 복합운송서비스를 위한 물류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코레일 철도물류정보서비스(http://www.logis.korail.go.kr/)

       중국철도과학연구원, JR자료 및 기존문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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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중국 화물열차 운임계산(1TEU)= 기본가격1+(기본가격2*운송거리), 화물열차 평균속력 47km/h

     한국 화물열차 운임계산(1TEU)=449원*수송거리, 화물열차 평균속력 66km/h

     일본 화물열차 운임계산(1TEU)=0.487*수송거리, 화물열차 평균속력 55km/h

구 분 시간(hour) 비용($) 거리(km)

평택-웨이하이 2:24 860 386

부산-하카다 1:23 555 222

<표 9> 해저터널운송 수치 자료

자료 : 조응래(2009),『동북아 경제협력의 연결로』-한·중 해저터널-, 경기개발연구원

주 : 터널구간 시속 : 160km/h, 전게서 p.15(유로스타 운행속도로 가정)

시간=거리/속력

비용의 경우 한국, 중국, 일본의 철도 및 해상운임을 평균해서 가정함

구 분 시간(hour) 비용($) 거리(km)

평택-웨이하이 14 335 374

부산-하카다 9 180 186

<표 10> 열차페리운송 수치 자료

자료 : 중국교통운수협회 베이징물류연구원(2006),『중한국제집장상운수계통발전방안연구』, 중국교통운수협회

주 : 부산-하카다의 열차페리운송에 관해 논의된 구체적 자료가 없으므로 중국 열차페리운송구간 자료를 참고해서

정리

구 분 시간(hour) 비용($) 거리(km)

오사카-정저우 208 1,450 2,418

오사카-상해 130 740 1,362

<표 11> 해상운송 수치 자료

자료 : 박진희(2007), “한일간 해저터널 건설 가정 시 물류경로 변경에 따른 효과분석",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 31

권 제 3호, pp.165~172

박진희(2010), “대륙횡단철도-열차페리-해저터널 연계를 가정한 국토공간의 변화분석",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 34권 제 3호, pp.257~265

주 : 오사카-정저우 해상운송 시, 오사카-톈진 해상운송 후, 톈진-정저우 철도운송 함

컨테이너 해상운송에서는 각 항만에서의 항만재항시간을 1일(24시간)으로 산정하여 적용함

운임에서 해상운송 시 기타부대비용(통관비, 수수료, BAF 및 CAF 등)과 육상운송 시 부대비용(통관비)은 제외

하였음. (부대비용은 대체로 정해진 비용이므로 노선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총 운송비용에 영향을 줄 정도

의 큰 요인은 아님)

4.1.1 운송경로별 분석 결과

일본의 오사카 및 하카다항을 기점으로 하는 중국의 상하이 및 정저우 간 경로별 운송수단에 따른 운

송비용과 시간 및 거리를 비교 분석하였다.

오사카~정저우

(오사카~하카다~부산~평택~웨이하이~정저우)

운송수단 비용($) 시간(hour) 거리(km)

해상 1,450 208 2,418

철도-페리-철도-페리-철도 895 51 2,000

철도-페리-철도-터널-철도 1,420 39 2,012

철도-터널-철도-페리-철도 1,270 43 2,036

철도-터널-철도-터널-철도 1,795 31 2,048

<표 12> 오사카~정저우 간 운송수단에 따른 경로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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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상하이

(오사카~하카다~부산~평택~웨이하이~상하이)

운송수단 비용($) 시간(hour) 거리(km)

해상 740 130 1,362

철도-페리-철도-페리-철도 951 57 2,310

철도-페리-철도-터널-철도 1,476 45 2,322

철도-터널-철도-페리-철도 1,326 49 2,346

철도-터널-철도-터널-철도 1,851 37 2,358

<표 13> 오사카~상하이 간 운송수단에 따른 경로별 비교 

4.1.2 기존 해상운송과 복합운송의 비교 분석

구 분 운송수단 비용($) 시간(hour) 거리(km)

오사카~정저우

페리-페리 555(▼) 157(▼) 418(▼)

페리-터널 30(▼) 169(▼) 406(▼)

터널-페리 180(▼) 165(▼) 382(▼)

터널-터널 -345(△) 177(▼) 370(▼)

오사카~상하이

페리-페리 -211(△) 73(▼) -948(△)

페리-터널 -736(△) 85(▼) -960(△)

터널-페리 -586(△) 81(▼) -984(△)

터널-터널 -1,111(△) 93(▼) -996(△)

<표 14> 기존 해상운송과 복합운송의 차이

주 : 운송수단에 있어서 앞쪽의 운송수단은 한·일간 복합운송수단, 뒷쪽의 운송수단은 한·중간 복합운송수단임

한·일, 한·중간 열차페리 및 해저터널과 철도를 연계한 운송서비스가 기존의 해상운송을 이용하는 운

송네트워크보다 운임 및 시간을 어느 정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오사카)에서 중국(정저우)까지의 운송에 있어서는 한국을 경유하는 한·일, 한·중간 열차페리 및

해저터널을 활용한 복합운송서비스 가 기존의 해상운송에 비해 비용 및 시간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

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일본(오사카)에서 중국(상하이)까지의 운송에 있어서는 기존의 해상운송보다 복합운송서비스의

운임이 다소 높아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운송시간을 3~4일 정도 단축할 수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3국간 철도&해운복합운송서비스를 확장하는 개념으로써 한·일, 한·중간 열차페리

및 해저터널을 구축해서 한국을 경유하는 운송네트워크가 구축이 된다면 일·중간의 증가하는 교역 물동

량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2 우선순위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한 비교 분석

본 논문에서는 박호신(2009), 『한국의 동북아 복합운송경로 구축에 관한 연구』 내용 중에 무역업자

가 물품에 대한 운송계획을 세울 때 고려하게 되는 요인에 대한 연구대상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활용해

우선순위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기존 해상운송과 복합운송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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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퍼센트

영위 업종

음식료품 9 4.4

섬유, 의복 19 9.4

종이, 출판, 인쇄 5 2.5

석유, 화학 17 8.4

금속, 비금속, 조립금속 43 21.2

고무, 플라스틱 14 6.9

사무용기기 8 3.9

전기, 전자, 의료, 광학기기 81 39.9

기타 7 3.4

결산년도(2007)

매출액

100억원 미만 113 55.7

100억원-200억원 미만 60 29.6

200억원-500억원 미만 23 11.3

500억원-1000억원 미만 7 3.1

중요시하는

운송수단 선택요인

물품의 양 10 4.9

물품의 특성 85 41.9

운송비용 75 36.9

운송시간 30 14.8

운송경로 3 1.5

선호 운송 수단

해상운송 77 37.9

항공운송 80 39.4

육상운송 39 19.2

복합운송 7 3.4

중요시하는

복합운송 계획

요인

운송거리 7 3.4

운송비용 75 36.9

운송시간 33 16.3

운송수단 70 34.5

환적여부 18 8.9

주요 거래 국가

중국 116 57.1

아시아 18 8.9

일본 33 16.3

미주대륙 19 9.4

유럽 17 8.4

합계 203 100.0

<표 15> 연구대상기업의 일반적 특성

자료 : 박호신(2009),『한국의 동북아 복합운송경로 구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기존 해상운송과 복합운송의 비교 분석 시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나머지는 제외하고 비용과 시간요인만을 100% 고려한 후 그에 대한 가중

치를 부여한다는 가정하에 비교 분석을 실시했으므로 운송수단선정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비용과 시간요인만을 고려했을 시 이에 따른 비용의 가중치는 약 0.7, 시간의 가중

치는 약 0.3으로 추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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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운송수단 비용($) 시간(hour) 거리(km)

오사카~정저우

페리-페리 555(▼) 157(▼) 418(▼)

페리-터널 30(▼) 169(▼) 406(▼)

터널-페리 180(▼) 165(▼) 382(▼)

터널-터널 -345(△) 177(▼) 370(▼)

오사카~상하이

페리-페리 -211(△) 73(▼) -948(△)

페리-터널 -736(△) 85(▼) -960(△)

터널-페리 -586(△) 81(▼) -984(△)

터널-터널 -1,111(△) 93(▼) -996(△)

<표 16> 기존 해상운송과 복합운송의 차이 

구 분 운송수단 비용(%) 시간(%) 합계(%) 우선순위

오사카~정저우

해상 0 0 0 5

페리-페리 27 23 50 1

페리-터널 1 24 25 3

터널-페리 9 24 33 2

터널-터널 -17 26 9 4

오사카~상하이

해상 0 0 0 1

페리-페리 -20 17 -3 2

페리-터널 -70 20 -50 4

터널-페리 -55 19 -37 3

터널-터널 -105 21 -84 5

<표 17> 가중치를 고려한 우선순위

주 : 운송수단에 있어서 앞쪽의 운송수단은 한·일간 복합운송수단, 뒷쪽의 운송수단은 한·중간 복합운송수단임

주 : 운송수단에 있어서 앞쪽의 운송수단은 한·일간 복합운송수단, 뒷쪽의 운송수단은 한·중간 복합운송수단임

기존 해상운송과 복합운송의 비교를 위해 비용과 시간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해 보

았다. 오사카~정저우, 오사카~상하이 경로에 있어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운송수단은

한·중, 한·일간 열차페리의 도입 및 기존의 해상운송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중, 한·일간의 해저터널의

도입은 경쟁력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두 구간 통과 시 발생하는 높은 비용 때문에 이용능력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되지만, 위에서 언급 했듯이 비용과 시간만이 아닌 다른 여러가지 요인들(물품의 양,

특성, 운송에 있어서 안정성, 신뢰성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해저터널 운송 역시 경쟁력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최근 한·일, 한·중 해저터널에 대한 검토 결과, 20년 이상의 장기간의 건

설 기간, 92~12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탓에 비용편익비(B/C)가 타당성 수준인 0.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공사 방법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 정치적·외교적인 문제로 인

해 앞으로 상황은 가변적일 수도 있다는 조사로 미루어 봐서 해저터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충분

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장래 화물운송 시 물품의 양, 특성 및 운송의 비용, 시간, 신뢰성,

안정성 등과 같은 선택결정 요인들을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분석이 실시 된다면 기존의 해상운송보다

복합운송의 구축이 한·중·일간 교역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동북아지역의 기존의 해상운송과 새롭게 도입될 복합운송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비용, 시간

및 거리 자료를 이용해 운송경로에 따른 한·중·일 3국간의 통합물류네트워크를 시나리오별로 기존 해상

운송과 복합운송의 비용 및 시간을 비교 분석하여 복합운송네트워크의 경쟁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번째로, 일본(오사카)에서 중국(정저우)까지의 경로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

보면, 기존 해상운송으로 오사카에서 정저우까지 운송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이 각각 1,450$, 208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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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운송수단을 통한 경로보다 비용 및 시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낮게 나타났으며, 열차

페리의 구축으로 비용과 시간이 각각 895$, 51시간으로 기존의 해상운송을 통한 경로보다 상당한 경쟁

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저터널이 구축이 될 경우에도 어느정도 비용이 높은것을 감안하고 시간적

인 측면과 묶어서 봤을때 기존의 해상운송을 통한 경로보다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둘째로, 일본(오사카)에서 중국(상하이)까지의 경로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 해

상운송으로 상하이까지 운송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이 각각 740$, 130시간으로 다른 운송수단을 통한 경

로보다 비용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시간측면에서는 경쟁력이 가장 낮게 나타

났다. 한·일, 한·중간 열차페리, 해저터널이 구축이 된다면 비용측면에서는 기존 해상운송보다 경쟁력은

낮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시간단축으로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비용과 시간에 어느정도의 가중치를 두어서 운송수단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열차페리의 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해저터널의 도입 가능성은 아주 낮게 분석이 되었다. 이는

오로지 비용과 시간만을 고려했을 때의 분석결과이며, 위에서 언급한 비용, 시간을 제외한 물품의 신뢰

성, 이용성, 안정성 그리고 물품의 양, 특성등을 모두 감안한다면 해저터널을 활용한 복합운송 역시 경

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기존 해상운송보다 효율적인 운송네트워크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미 언급하였듯이 최근 한·일, 한·중 해저터널에 대한 검토 결과, 20년

이상의 장기간의 건설 기간, 92~12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탓에 비용편익비(B/C)가 타당성 수준인

0.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므로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한·일간 교역에 있어서 열차페리를 활용한 운송이 가장 유리한 운송수단으로 분

석이 되었으며, Sea&Air, RSR 및 RFS 운송 역시 한·중·일 간의 효율적인 교역을 위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Sea&Air, RSR 및 RFS 등과 같은 복합운송이 운임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는 단일복합운송운임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각 국가별로 운송원가의 차이를 고려해서 운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동북아지역은 주로 해상을 통한 컨테이너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 열차페리의 구축을 통해

기존 해상운송 시 항만에서 발생하는 상하역비용 및 수출입 화물의 물류비용 절감 및 상하역시간의 단

축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내륙수송 시 철도를 활용한 화물수송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물운송비용 및 운송시간이 크게 절감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획득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문헌연구, 수집 자료 및 기존연구를 통한 이론적인 타당성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복합운송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한반도종단철도 연결이 현실화 된다는

가정하에, 실제 운송비와 운송시간을 비교 분석하여 보다 나은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

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복합운송네트워크 구축 시 기존 해상운

송시의 물동량을 복합운송시스템이 얼마 만큼 흡수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한 데이터를 입수해서 적절한

물동량 배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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