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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화물운송수단선택 특성 분석

Analysis of Mode Choice Characteristics for Eurasian Freight Transportation

박민철* · 서종원

Minchoul Park · Jongwon Seo

1. 서 론

최근의 경제 변화를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며 그에 따라 아시아 역내 및 유럽과 아시아 간 교역량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교역량의 증가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해상 및 육상 운송로의 국제화물 운송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을 비

롯한 중앙아시아 국가(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와의 교역 및 이들 지역으로의 운송을 위한 국제 화물운송로

개척은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중국, 중앙아시아, 동유럽, 서유럽 등과의 효과적인 교역을 위한 운송로로서 해운뿐만 아니라 철도의 이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들 지역으로의 철도 운송은 대부분 TSR(Trans-Siberian Railway)과 TCR(Trans-China Railway)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화물의 품목이나 운송시점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철도운송은 시간 측면에서의 비교우위가 있으며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창하면서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경제 및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일환으

로서 SRX(Silk Road Express) 구상을 내놓았다. 교통·물류, 경제, 사회, 문화,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갔

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부분은 유라시아 지역과 한국 간에 단절된 교통 및 물류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이어가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물은 제시되지 못하였다. 함범희 외[1]는 유라시아 운송로의 현황검토를

Abstract It is important to compare the present condition of railway and marine freight transportation corridors to

make good progress for freight transportation to the Eurasia region. This study i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international corridors and to analyze mode choice characteristics between railway and marine transportation in

the Eurasia region. SP (Stated Preference) data surveyed from international forwarders who are dealing with interna-

tional freight shipment to the Eurasia area was use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railway and marine transportation to Eurasia, and that the accessibility to each mode has an influence on freight

mode choic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good insight to make effective use of various international cor-

ridors in the Eurasia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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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유라시아 지역으로 화물을 효과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TCR, TSR 등 국제철도와 해

운을 이용한 운송현황을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라시아 국제운송로의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주 운

송수단으로 이용되는 철도와 해상 간의 운송수단선택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유라시아 지역 운송을

담당하는 국제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SP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유라시아 운송수단 선택특성을 분석한 결과, 유

라시아 지역으로 화물 운송시 운송시간과 운송비용에 따라서 철도와 해운 간의 경쟁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지역별로 해상과 철도로의 접근용이성에 따라 수단선택특성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유라시아 지역의 다

양한 국제운송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화물수단선택, 유라시아 교통망, 유라시아 물류, 화물시간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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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유라시아 철도경로 구축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최경훈 외[2]는 TKR(Trans-Korea Railway)와 연계한 TSR의 효과를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서종원 외[3]는 한국이 이용할 수 있는 유라시아 국제 화물운송로에 대한 현황을 포괄적으

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 이외에도 열차기술, 통관, 북한경유 문제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실제 운송되는

화물의 특성이나 운송특성에 대한 교통 및 물류의 관점에서 유라시아 화물운송수단선택을 정량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유라시아 국제운송로의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주 운송수단으로 이용되는 철도와 해상 간의 운송수단선택 실태

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분석범위는 유라시아 지역 해운과 철도 화물운송의 경쟁관계를 명확히 살펴볼 수 있

도록 러시아를 포함한 CIS 국가와 동유럽까지의 장거리 화물운송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과 몽골로의 화물운송은 수단선택의

여지가 없는 편이어서 철도와 해상 간의 경쟁관계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 해당 지역의 운송로를 이용하는 물류업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분석 자료는 유라시아 지역 운송을 담당하는 국제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운송현황조사 및 SP조사를 통

하여 구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유라시아 지역으로 운송현황을 살펴보고, 운송수단 간의 선택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운

송수단간 경쟁관계를 파악해 보았다. 특히 유라시아 지역에 따라 철도와 해운 운송의 경쟁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철도 또는

해운 운송의 용이성이 상이한 도시를 구분하여 수단선택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두 수단의 이용행태를 분석

하였다.

2. 현황 분석

2.1 유라시아 국제운송 현황

Table 1에서 최근 10여년간 우리나라와 유라시아 국가와의 교역추세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교역규

모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교역액 규모로 보면 수출이 수입보다 크며, 물동량 규모로 보면 수입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에서 이들 국가로 수출되는 품목은 승용차, 전자제품, 기계류 비율이 높지만, 반대로 수

입되는 품목은 유류, 유연탄,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물류는 주로 국내 대기업의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포함한 원자재를 유라시아 국가의 물류센

터나 제조공장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그 중 TSR, TCR 등 유라시아 육상운송로를 이용하는 화주는 저비용 운송을

선택하기보다는 육상운송로가 제공하는 운송시간의 단축을 통한 재고비용, 특히 파이프라인 재고의 금융비용 절감을 중시하는

대기업 위주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 자동차, 한국GM 등의 대기업과 이들 대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벤더

(vendor)가 TSR 또는 TCR을 이용하는 주요 화주이며, 이외에도 KT&G와 화학제품, 기계류 등이 소량 있는 정도이다. 즉 유라

시아 운송로의 물류는 대기업의 운송물동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화물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

Table 1. Trade status between Korea and Eurasia countries.

Year

Russia CIS countries

Export Import Export Import

Million $ Ton Million $ Ton Million $ Ton Million $ Ton

2014 10,129 2,089,527 7,268 9,512,518 14,140 2,852,856 7,805 10,124,691

2013 11,149 2,398,754 5,497 6,748,536 15,704 3,306,643 5,614 6,881,111

2012 11,097 2,561,934 4,304 4,972,432 15,761 3,430,511 4,510 5,209,224

2011 10,305 2,437,472 4,277 4,950,390 14,629 3,336,834 4,847 5,567,551

2010 7,760 1,839,552 4,512 6,408,349 11,054 2,661,360 5,065 7,211,756

2009 4,194 1,151,779 1,785 3,393,956 6,520 1,786,661 2,130 3,835,086

2008 9,748 2,035,480 3,166 3,562,885 13,637 2,876,985 3,941 4,138,912

2007 8,088 1,721,391 2,710 4,145,763 11,313 2,499,860 3,306 5,144,555

2006 5,179 1,426,665 1,311 1,819,556 7,247 1,977,361 1,478 2,119,520

2005 3,864 1,355,514 952 1,314,280 5,468 1,779,053 1,166 1,619,936

Source : [4] 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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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다.

동유럽국가 중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진출한 대표적인 국가는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이 있다. 예로, 삼성전자는

슬로바키아 갈란타, 헝가리 야스페니사루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LG전자는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다. 현대자동차

는 체코 노쇼비체에 생산기지가 있고, 기아자동차는 슬로바키아 질리나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다. 러시아에도 우리나라 대기업

이 진출해 있다. 러시아 깔루가에 삼성전자 가전제품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데, 인천항에서 중국 다롄으로 해상 운송 후 화물열

차로 TMR(Trans Manchuria Railway)과 TSR을 이용해 러시아 깔루가까지 운송하거나, 부산항에서 해상으로 러시아 블라디보

스토크로 운반한 뒤 TSR로 모스크바까지 운반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2011년 상트페테르부르그 북서부에 10여개 협력

사와 동반 진출하였고 LG전자는 루자에 가전제품 공장을 두고 있다. 추가로 CIS 국가 중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LG전자 공장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는 GM대우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2.2 유라시아 화물운송수단 특성

우리나라에서 유라시아 지역으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경로는 크게 해운을 주수단으로 하는 해상경로와 철도를 주수단으로

이용하는 육상경로로 구분할 수 있다. 해상경로는 우리나라 국제화물운송에서 주로 이용되는 경로로서 항만까지의 접근이 용이

한 국가들로의 대량운송에 이용된다. 철도를 이용한 육상경로는 항만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국가로 운송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

러시아나 CIS 국가 또는 동유럽까지 운송할 때 이용되고 있다. 해상운송은 저렴한 운송비로 대량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므

로 해상운송이 가능한 지역적 특징을 갖는 국가는 대부분 해상을 이용한 운송이 이루어진다. 반면 철도운송은 해상운송에 비하

여 다소 비싼 운임이 지불되지만 시간적인 이점을 감안하여 고부가가가치 화물 또는 시급성이 있는 특정 품목에 대하여 이용

된다. 한국과 유라시아 지역과의 주요 운송로와 그 특징은 Table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분석 자료

3.1 분석 자료 구축

본 연구에서는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주요 국제운송로인 철도(TSR, TCR)와 해운의 이용 현황과 수단이용 특성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최근에 서종원 외[5]은 유라시아 지역을 운송하는 국내 포워딩 업체를 대상으로 화물 운송현황과 운송조건에 따른

수단선택 의향(State Preference)을 조사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포워딩 업체들은 업

체별로 주요 운송 국가가 정해져 있으며, 여러 화주의 화물을 수주하여 해당 국가로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특

정 국가별 운송정보 및 품목별 운송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특정 화주보다는 해당 국가를 서비스하는 포워딩 업

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종원 외[3]의 연구에서 수행된 의향조사는 유라시아의 주요 지역별로 실제 운송조건에 근거하여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의

향조사는 가상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자의 의향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운송조건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의 설계를 통

하여 조사 및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라시아의 다양한 지역으로 화물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철도와 해운 간의 경쟁력분석이 가능한 지역을 시나리오 설계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철도와 해운 운송 간

에 경쟁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지역인 우크라이나 타쉬켄트와 러시아 모스크바를 기준으로 시나리오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

Table 2. Trade corridors between Korea and Eurasia countries.

TSR TCR Sea or Air

Connected transport network EATL, TAR, AH, TEN-T EATL, TAR, AH The Suez Canal, etc

Destination Russia, CIS China, CIS, Mongolia Europe

Travel cost TSR>Sea TSR≥TCR Air>Rail>Sea

Travel time Sea>TSR TSR≥TCR Sea>Rail>Air

Variation of travel time TSR>Sea TCR≥TSR Rail>Sea>Air

Source: [3] J. Seo et al. (2014) Direction of Developing Silk Road Express for the Eurasia Initiative,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p. 123

Note : TSR(Busan – Vostochny/Vladivostok(Russia) - Moscow – Europe) 

TCR(Incheon/Busan – Lianyungamg/Shanghai(China) - Dostyk(Kazakhstan) - Tachkent(Uzbekistan)

Sea or Air(Incheon/Busan – Suez canal – Middle East or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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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 비하여 철도의 경쟁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해운과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서 체코 노쇼

비체, 아제르바이젠 바쿠를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대상 품목은 컨테이너

에 국한하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TSR과 해운을 이용하는데 용이한 반면 체코와 아제르바이젠은 해운을 이용하는데 용이하지 않다. 의

향조사는 가상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기준으로 삼은 지역이 어디인지는 조

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지역으로의 화물운송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대상 지역에 따라 응

답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와 해운의 경쟁이 가능한 지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와 철도와 해운 간에 경쟁이 사실상 어려운 체코와 아제르바이젠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를 구분하여 다루고 그 두 권역

간에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해 보았다.

3.2 기초 분석

유라시아 화물운송수단선택에 대한 의향조사는 동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시장으로 하는 주요 포워딩 업체의 담당자를 대상

으로 2016년에 수행되었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 35명 중 34명이 유효하게 응답하였다. 대상자 34명이 16가지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4개 도시별로 응답하여 총 2,176개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권역별(우크라이나+러시아, 체코+아제르바이잔)로는 각각

1,088개의 응답이 얻어졌다. 유라시아 지역의 도시별로 응답된 결과를 보면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와 러시아 모스크바로의 운송 시

에는 철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체코 노쇼비체와 아제르바이젠 바쿠로 운송할 경우에는 철도보다는 해운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항만을 접하고 있지 않거나 항만에서 거리가 멀 경우에는 철도

를 이용하는 특성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항만과의 접근성에 따라 해운운송의 경쟁력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현황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유라시아 주요 지역으로의 운송시간 및 운송비용 현황은 Table 3과 같다. 철도와 해운을 비교해

보면 본선 수송시간 및 수송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 수송시간과 수송비용이 좌우된다. 타쉬켄트와 모스크바는 항만과의 접

근성이 떨어지므로 항만에서 접근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 반면 노쇼비체와 바쿠는 상대적으로 항만에서의 접근시간과

접근비용이 작았다. 또한 전자의 도시들은 TSR을 이용한 철도운송이 용이한 반면, 후자의 도시들은 철도운송여건이 좋지 않아

도시별 철도운송비용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철도 운임을 경쟁적으로 인하하여 철도를 이용한 유라시아 운송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그러나 철도와

해운 운임은 서로의 운임을 참고로 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철도 운임을 참고하여 해운 운임을 추가로 인하할 경우 철도 운임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구조가 된다. 조사 당시의 운임 및 운송시간 현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타쉬켄트와 러시아 모스크바로의 운송

은 철도로 운송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작았고, 체코 노쇼비체와 아제르바이젠 바쿠로의 운송은 철도 운송비용이 매우 높았다.

Fig. 1에서 분석 대상 도시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볼 수 있다.

Table 3. Travel time and cost to Eurasia regions from Korea.

Region Mode

Mainline Access Total

Travel time 

(hr)

Travel cost 

(US$)

Travel time 

(hr)

Travel cost 

(US$)

Travel time 

(hr)

Travel cost 

(US$)

Tashkent 

(Ukraine)

Sea 35 $1,200 12 $4,200 47 $5,400

Rail 28 $4,900 2 $300 30 $5,200

Difference (rail-sea) -7 $3,700 -10 -$3,900 -17 -$200

Moscow 

(Russia)

Sea 40 $2,450 10 $1,900 50 $4,350

Rail 28 $3,660 2 $300 30 $3,960

Difference (rail-sea) -12 $1,210 -8 -$1,600 -20 -$390

Nošovice 

(Czech)

Sea 37 $2,000 5 $3,400 42 $5,400 

Rail 26 $8,500 1 $600 27 $9,100 

Difference (rail-sea) -11 $6,500 -4 -$2,800 -15 $3,700 

Baku (Azerbai-

jan)

Sea 35 $1,200 7 $2,600 42 $3,800

Rail 38 $7,400 2 $300 40 $7,700

Difference (rail-sea) 3 $6,200 -5 -$2,300 -2 $3,900

Note : this values are for 40 feet container(F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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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4.1 모형추정 방법

앞서 언급한 대로 철도 경쟁력이 타쉬켄트와 모스크바를 기준으로 한 조사자료와 철도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노쇼비체와

바쿠를 기준으로 한 조사자료를 분리하여 수단선택모형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철도와 해운을 주 운송수단으

로 하는 경로와 주 운송수단까지 연결하는 셔틀운송의 개념인 접근운송 경로를 분리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든 시간과 비용

을 통합한 경우를 구분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 선택자료를 이용한 선택모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별

선택 로짓모형을 수립하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계량경제 통계패키지인 NLOGIT을 이용하여 모형의 계수를 추정하였다. 

4.2 모형추정 결과

타쉬켄트와 모스크바를 기준으로 한 수단선택모형 추정결과는 Table 4~5와 같다. Table 4는 접근수송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Fig. 1. Freight transportation corridors in Eurasia.

Source: [6] http://blog.naver.com/egg345/130107767292 

Table 4. Estimation results for freight mode choice model (considering access trip) – Tashkent and Moscow. 

Variable Parameter Std. Error T-value

Alternative specific constant - railway 1.49728 0.67827 2.21

Travel time (day)
Main-haul -0.08897 0.03095 -2.87

Access -0.04027 0.08043 -0.5

Travel cost (US$)
Main-haul -0.00284 0.00021 -13.38

Access -0.00309 0.00025 -12.4

Observation 1088

L(0) -755.1441

L(β) -470.3927

ρ2 0.3770822

0.3704609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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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변수로 고려한 것이고 Table 5는 접근수송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총수송시간과 총수송비용을 변수로 두고 추정한 결

과이다. 추정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대체로 우수하였으며 추정결과를 통하여 분석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 

Table 4를 보면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한 통계값을 가지고 있으며 부호(-)도 합리적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접근수송의 통행시

간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데, 이는 접근운송시간의 변화가 수단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전체 수송기간이 30일이 넘는 장거리 운송이므로 1~2일 정도 소요되는 접근운송시간의 변화는 큰 영향력이 없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운송비용을 보면 접근비용 계수값이 본선비용의 계수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운송비용 측면에서

는 본선수송보다 접근수송에 보다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에서 총운송시간과 총운송비용의 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Table 4와 5에서 철도의 대안특정상수의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고 통계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타쉬

켄트와 모스크바로의 운송 시에 철도수단에 대한 선호가 분명한 것을 보여준다.

노쇼비체와 바쿠를 기준으로 한 수단선택모형 추정결과는 Table 6~7와 같다.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접근수송에 대한 시간

과 비용을 별도의 변수로 고려한 경우와 접근수송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총수송시간과 총수송비용을 변수로 두고 추정한 결

과를 구분하여 보여준다. 추정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대체로 적절하였다. 

Table 6을 보면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한 통계값을 가지고 있으며 부호(-)도 합리적으로 추정되었다. 타쉬켄트와 러시아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접근운송시간의 변화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서 접근수송 통행시간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운송비용 측면에서는 본선수송보다 접근수송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에서 총운송

시간과 총운송비용의 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6과 7에서 철도의 대안특정상수는 모두 음(-)의 값을 가지는데, 이

러한 결과는 노쇼비체와 바쿠의 경우에는 철도에 대한 선호가 덜한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떨어지므

로 철도보다 해운를 선호한다고 단정해서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3.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쇼비체와 바쿠로의 철도운

송여건이 타쉬켄트와 러시아에 비하여 떨어지므로 이러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Table 5. Estimation results for freight mode choice model − Tashkent and Moscow.

Variable Parameter Std. Error T-value

Alternative specific constant - railway 1.92965 0.49855 3.87

Total travel time (day) -0.06501 0.02975 -2.18

Total travel cost (US$) -0.00273 0.0002 -13.5

Observation 1088

L(0) -755.1441

L(β) -353.311

ρ2 0.5321277

0.5255064

Table 6. Estimation results for freight mode choice model (considering access trip) – Nošovice and Baku.

Variable Parameter Std. Error T-value

Alternative specific constant - railway -0.44858 0.98968 -0.45

Travel time (day)
Main-haul -0.12766 0.02836 -4.5

Access -0.06647 0.08818 -0.75

Travel cost (US$)
Main-haul -0.00173 0.00013 -13.49

Access -0.00204 0.00037 -5.48

Observation 1088

L(0) -755.1441

L(β) -474.3782

ρ2 0.3718044

0.3678316

ρ
2

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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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탄력성 및 시간가치 분석

4.3.1 탄력성 분석

Table 8은 타쉬켄트와 모스크바로 화물 운송시 총운송시간과 총운송비용의 변화에 대한 수단선택 확률의 변화를 탄력성을 통

하여 보여준다. 여기서 자기탄력성은 변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해당 수단의 선택확률 변화를 의미하며 교차탄력성은 특정 수

단의 변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타수단의 선택확률 변화를 의미한다. 운송시간에 대한 자기탄력성은 해운(-2.3829)이 철도

(-0.5172)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철도에 대한 해운의 교차탄력성(1.5793)이 해운에 대한 철도의 교차탄력성(0.77)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총운송비용에 대한 자기탄력성도 철도(-4.0082)보다 해운(-9.9207)이 크게 나타났으며 교차탄력성도 총

운송시간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타쉬켄트와 모스크바의 경우 철도보다는 해운 운송이 운송시간과 운

송비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운송시간보다는 운송비용에 따라 수단선택의 변화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Table 9는 노쇼비체와 바쿠로 화물 운송시 총운송시간과 총운송비용에 대한 수단선택 확률의 변화를 보여준다. 운송시간에 대

한 자기탄력성은 해운(-1.3524)보다 철도(-4.0431)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해운에 대한 철도의 교차탄력성(4.8825)이 철도에

대한 해운의 교차탄력성(1.0413)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운송비용에 대한 자기탄력성도 해운(-1.7545)보다 철도(-9.22)가

크게 나타났으며 교차탄력성도 총운송시간과 동일한 양상으로 분석되었다. 즉 노쇼비체와 바쿠의 경우 해운보다 철도가 운송시

간과 운송비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타쉬켄트와 모스크바의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로서 운송수

단별 이용의 용이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8. Elasticity with regard to change of variable in freight mode choice − Tashkent and Moscow.

Sea Rail

Total travel time 
Sea -2.3829 0.77

Rail 1.5793 -0.5172

Total travel cost
Sea -9.9207 3.3719

Rail 10.7829 -4.0082

Table 9. Elasticity with regard to change of variable in freight mode choice − Nošovice and Baku.

Sea Rail

Total travel time 
Sea -1.3524 4.8825

Rail 1.0413 -4.0431

Total travel cost
Sea -1.7545 6.0555

Rail 2.0387 -9.22

Table 7. Estimation results for freight mode choice model – Nošovice and Baku.

Variable Parameter Std. error T-value

Alternative specific constant - railway -0.15641 0.18261 -0.86

Total travel time (day) -0.14845 0.01801 -8.24

Total travel cost (US$) -0.0017 0.00012 -13.84

Observation 1088

L(0) -755.1441

L(β) -355.781

ρ2 0.5288568

0.524884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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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시간가치 분석

본 절에서는 유라시아 지역별 화물운송에 대한 통행시간가치를 비교·분석하였다. 통행시간가치는 한계대체율법에 따라 운송

시간 파라미터와 운송비용 파라미터의 비율을 가지고 추정되었다. 즉 효용함수식이 선형이라고 할 때, 한계대체율은 통행비용

에 대한 한계효용과 통행시간에 대한 한계효용의 비율로 계산된다. 한계대체율법을 이용한 통행시간가치 추정방법은 조사 자료

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료에 따라 추정된 값이 변화하므로 안정적인 시간가치의 산정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실질적인 통행자의 행태를 기반으로 하므로 통행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인들에 따라 다양한 값을

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2절 모형 추정결과를 보면 본선수송과 접근수송의 운송시간에 대한 계수값의 차이가 있었다. 계수값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본선수송과 접근수송이 운송수단의 효용에 미치는 정도가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선과 접근 수송을 분리하여 분석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권역별로도 추정결과가 상이하므로 권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권역별로 본

선운송과 접근운송을 구분하여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하고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Table 10은 본선, 접근, 전체(본선+접근)에 대한 시간가치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본선수송과 접근수송의 시

간가치 차이를 보면, 본선수송이 접근수송보다 시간가치가 2배 이상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본선수송에서의 시간절감이 접

근수송에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운송을 기준으로 시간가치를 살펴보면, 타쉬켄트와 모스크바의 경우 1 FEU(2

TEU)당 컨테이너의 통행시간가치는 하루당 US$23.8 수준이었다. 하루 24시간 동안 운송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약

US$1.0으로 환산된다. 노쇼비체와 바쿠의 경우는 다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노쇼비체와 바쿠는 하루당 US$87.3으로서

타쉬켄트와 모스크바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로 화물운송의 용이성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

인다. 즉 철도나 해운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타쉬켄트와 모스크바는 화물운송 운임이 비교적 저

렴한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노쇼비체와 바쿠의 경우에는 화물운송 운임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한 시간가치를 분석한 다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Wang et al.[7]은 1 TEU 당 시간가치를 US$5/

day~US$30/day, Kang[8]은 1 FEU 당 시간가치를 US$8.67/hr, Wanders[9]는 1 TEU 당 6.38euro/hr로 산정하였다. Beltran et

al.[10]은 하루 운송시간을 감안하였는데 하루 24시간동안 운송할 경우에는 1.94 euro/hr로 시간가치를 산정하였다.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도출된 컨테이너의 시간가치는 유사하거나 다소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

상지역, 응답대상(화주 또는 물류업체) 등 조사환경이 서로 상이한 데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시간가치가

다소 작게 추정된 것은 자료 수집 당시의 TSR과 TCR의 운임 하락이 주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유라시아 지역의 운송을 담당하는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한 SP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과 유라시아 간 철도

와 해운 운송에 대한 화물수단선택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수단선택모형은 운송시간과 운송비용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선수송과 접근수송을 구분한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에 대하여 모형을 추정한 결과, 전체 모형의 통계적 적합도는 양호하였으

며 접근운송시간을 제외한 운송시간과 운송비용 계수값은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본선수송과 접근수송에 대한 속성을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 운송시간 측면에서는 접근수송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것은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운송은 장거리 대량수송인 관계로 접근수송보다는 본선수송의 비중이 큰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비용 측면에서는 접근수송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단별 운송시간 및 운송비용에 따른 수단

Table 10. Value of time of container transportation in Eurasia.

US$/day  US$/hr

Tashkent (Ukraine) + Moscow (Russia)

Main-haul 31.3 1.3

Access 13.0 0.5

Total 23.8 0.99

Nošovice (Czech) + Baku (Azerbaijan)

Main-haul 73.8 3.1

Access 32.6 1.4

Total 87.3 3.6

Note : this values are for 40 feet container(F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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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철도와 해운의 접근용이성에 따라 해당 수단에 대한 자기탄력성과 수단 간 교차탄력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타쉬켄트와 모스크바의 경우에는 수단별 운송시간 및 운송비용의 변화에 따라 해운의 선택비율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쇼비체와 바쿠의 경우에는 그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운송비용과 운송시간을 주요 변수로 한 수단선택모형을 추정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변수에 대한 영향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통관상의 문제, 운송안전, 화물보안 등 운송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물류업체의 현황을 조사한 바로는, 최근에 통관에 대한 장애요소가 많이 해결되었고 화물의 보안도 수단선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므로 추가적인 영향요인을 포함하기 위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일관운송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제도적, 정치적 문제들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제도

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는 상호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어 그 해결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 교통물류의 장래를 위

하여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국제운송로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대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본 연구가 유라시아 화물운송 분야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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