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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남북철도를 통합연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도적 측면, 건설측면, 운영측면 등 다양한 검

토들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철도통합운영과 관련하여 북한의 표준철길의 철도시설과 차량관리 등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2007년 남북철도연결을 계기로 직결운행에 

필요한 남북한 철도망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북한철도기술 현황 파악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만, 

운영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화물품목에 대한 운송방식 등에 대하여는 연구가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3대 운송방침, 즉 집중수송, 짐함수송, 연대수송 방식을 남한의 집결

수송, 컨테이너, 복합운송과 비교 분석하였다. 남북철도 통합운영측면에서 향후 실질적인 직결수

송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주요어 : 남북화물운송,3대 수송방침, 집중수송, 연대수송, 짐함수송,복합운송 

1. 서 론 

남북철도를 통합 연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측

면, 법률제도적인, 기술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검토요인들이 많이 있다. 여객 또는 화․
물을 운송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들 운영․지
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가 철

도이다. 그동안 북한 철도에 대한 철도시설 

및 기술측면에서의 연구는 수없이 진행되어 

왔으나, 운영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

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집중수송 및 짐함수송, 

연대수송에 대한 3대 수송방침을 남한의 일

반적인 전용열차수송 및 컨테이너 수송 그리

고 복합일관수송방식을 비교분석하여 남북철

도재개 및 통합 운영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자

고 함이 목적이다. 

2. 본 론  

2.1 남북 화물운송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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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화물수송은 국방공업과 인민의 경제발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정확히 

수송하는 것을 철도운수기관의 기본임무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은 

화물수송을 차판짐, 적은 짐, 잔짐, 손짐으로 

분류하여 수송하고 있다. 차판짐은 남한의 

화차1량을 1건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는 짐을 말하며, 적은짐은 짐 

한건이 한 화차에 차지 못하는 짐으로 한 

화차로 여러 건을 함께 나르는 짐을 말한다, 

1개 역착 모아실이차, 2개역 착 모아실이차, 

3개역 착 모아실이차, 중간차로 구분한다.     

 이는 과거 한국철도의 소화물운송방식과 컨테이너 

CFS에서 처리하는 LCL화물과 유사하다. 

북한은 이와 같은 화물을 집중수송, 짐함수송, 

연대수송에 의한 방식에 의하여 수송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3대 운송기본방침이라고 하며 

김일성의 교지에 의해 수송하는 가장 중요한 

운송방식이라고 한다. 경제적 효과성과 대량수송으로 

수송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북한의 3대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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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과 남한의 운송방식을 표 1과 같이 비교분석 

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North-South freight transportation

2.2 집중운송방식(전용열차수송방식) 분석

집중운송방식은 석탄, 광석, 양곡과 같은 

대량화물을 수송 대상으로 하며, 주로 큰 

공장이나, 기업이 배치되어 있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또한 화물취급장을 가진 

집중화물역에서 이루어지며, 주변의 분산되어 

있는 역(북한에서는 매개역이라 함)의 화물을 

모아서 물동량을 크게 하는 화물수송의 

합리적이며 효율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북한의 평양철도국 강서역을 비롯하여 5개 

철도국 86개의 집중화물역을 조사하였다. 

또한 집중화수송체계에서 대표적이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집중수송의 조직정형은 화력발전소 

및 송가지구 무연탄 공급형, 송가지구, 청진지구 

금속공장 광석공급형 등 7개 지구가 있다. 이중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집중수송현황 및 대외무역 

화물 집중수송현황을 분석하였다. 

황해제철집중 수송 및 대외무역 화물 집중 

황해제철연합기업소는 북한에서 중요한 철생산 

기지의 하나로서 방대한 량의 광석을 소비하며, 

들어오는 광산으로는 은률광산, 더현광산, 

태탄광산, 덕성광산으로 이 광산들이 생산하는

                                   

이 광석을 집중 수송한다.

 대외무역 집중수송은 북한에서 대외로 수출하는

품목으로 무연탄, 광석, 마그네샤크링카 

시멘트를 집중 수송한다. 평남 천성역 ~ 

남포역구간 등 10개구간 및 관련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집중화물역 가운데 현대적으로 꾸려지고 

규모가 큰 역으로는 서포역으로 평양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수도와 지방사이의 경제적 

연계수송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포역 종합 화물장은 수천 톤의 

보관능력을 가진 3개의 시멘트 창고와 수백 

톤의 보관능력을 가진 1개의 비료창고를 

가지고 있으며 시멘트 및 비료 짐함수송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북한의 집중수송은 공차주행거리를 가능한 

줄이고 화차의 운용효율을 높인다는 점에서 

우월한 수송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한국철도의 전용열차로 집중수송하는 

의  미 북  한 남  한

집중수송
(전용열차 

수송)
(집결수송)

‣ 큰 공장 기업소나 일정한
  지역에 수송할 많은 량의
  짐을 수송수요자 요구에
  따라 수송하는 방식
  예)순환집중, 전문 집중
  

•화력발전소 무연탄 공급형
•석회석 집중수송형
•송가지구 무연탄 수송형
• 건설자재 집중수송형
•청진지구금속공장 광석공공형
•마그네사이트 집중수송형
•대외무역화물 집중수송형

-도담,입석리,쌍용,삼척,옥계지구  
  벌크시멘트 수송루트
-도계, 철암, 동백산
-도담 및 군산착 수입유․무연탄
-석항,고명,입석리,동해,예미지구  

  광석운송루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유성TNS

짐함수송
(컨테이너)

‣ 기계로 쉽게 할 짐을 손  
  실없이 수송할 수 있게   
  만든 규격화되고 표준화    
  된 용기

•유색금속정광짐함
•시멘트 짐함
•화학비료 짐함
•만능짐함, 단능짐함

-Dryy container
-Open top container
-Reefer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Garment on hanger container 
-Tank container

연대수송
(복합운송)

‣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참가하여 통일적인 국가
  화물수송계획과 맞물려진  
  수송공정에 의하여 화물을  
  계획적으로 나르는 수송  
  체계이며 방법임 

•rail +ship 
•rail
•rail + ship
•ship + rail

-철도 + 트럭(piggyback),COFC,  
 TOFC, Modalor시스템)
-선박 + 트럭(Fish back)
-항공 + 트럭birdy-back)
-철도 + 선박
-철도 + 해상운송 + 철도(ship 브리지)



화물을 벌크시멘트, 석탄, 철강, 광석수송루트별로  

그림 1과 같이 분석하였다.

Fig.1 Intensive Transportation Cargo           
            Analysis of Korean Railway

2.2 짐함수송(컨테이너수송) 분석

  북한에서의 짐함은 짐을 싣고 부리는 일을 기계화할 

수 있고 그것을 허실 없이 나를 수 있게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수송용기로 이러한 수송용기로 나르는 것이 

짐함수송이다. 북한의 여객 및 화물수송규정 제7장 

제555~583조에 대한 제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수송은 ISO 및 CODE 등 국제규격, 

컨테이너 구조․강도에 관한 협약(CSC) 등 국제적 

기준에 의해 국내․외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컨테이너와 유사한 짐함수송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물운송규정 제559조에 “짐함은 운수수단과 싣고 

부리는 기계의 운용률을 높이며 철도, 도로, 자동차, 배와의 

연대수송조건, 국제철도화물수송조건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견고성, 위생문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격화, 

표준화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국제운송시 

이러한 국제규격에 맞는 컨테이너 수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의 컨테이너와 북한의 짐함을 표 2와 

같이 비교하였다. 

 Table 2 Container type comparis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한편, 북한의 시멘트 짐함수송역, 만능짐함수송역, 비료

짐함수송역을 평양철도국, 개천철도국, 함흥철도국,

청진철도국 등 지역별로 조사 분석하였다.

.

Table 3 North Korea's baggage handling station  
        number

Division Cement Universal Fertilizer
Pyongyang Railway Bureau 30 8 38
Kaecheon Railway Bureau 29 5 34
Hamheung Railway Bureau 19 6 24
Chungjin Railway Bureau 17 10 7

2.3 연대수송(복합운송방식) 분석

 

 연대수송은 북한화물 운송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

하여 통일적인 국가화물 수송계획과 맞물려진 

수송공정에 의하여 화물을 계획적으로 나르는 

수송체계이며 수송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섬과 육지 사이를 운항하며 물품

을 운송하는 연안운송의 형태와는 다른 개념으

로 북한에서는 동해안쪽의 늘어나는 화물운송의 

물동량 처리 해소를 위해 철도와 선박을 이용하여 

원산에서 청신철도국 두만강역이나 나진항까지 

수송하기 위하여 수송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보

이며 선박과 자동차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철도

의 수송 부담을 덜어주는 철도정책이기도하다. 

한편, 북한의 연대운송은 복합운송방식과 유사

한 방식이나 북한의 연대운송은 북한 내에서만 

수송하는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Multimodal을 공

식사용하고 있는 국제복합운송형태와는 차이가 

bulk cement transportation Coal transportation route Steel transportation route Ore transport route

DivisionNorth Korea South Korea (general

Aplicacion

ManneungGymham,
DanneungGymham

 FertilizerGymham
CementGymham

Dry, Cargo Container
Insulated Container
Reefer, Tank Container
Open top, bulk ContainerVentilation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Live stock container

Matierial

IronGymham
WoodenGymham  

LightalloyGymham
SuzyGymham

Iron , stainless ,aluminum

Size

Ham, Tong,
GwangjuriGymham 
Integral Gymham
Former doubles
Gymham

ISO Standard(1AA, 1AA, 1A,
IBBB, IBB,1B, ICC, IC, IDD, ID



있다. 또한 북한의 연대운송은 동해안을 중심으

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환적작업이 불가

피하여 불편하고 빠른 수송체계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에는 맞지 않은 시스템으로 남북철도 통합

시 이러한 연대운송은 점차 컨테이너화 및 블럭

화하는 시스템으로의 통합이 필요하다. 

북한의 함흥철도국 등 지역별 철도국내에 있는 

연대운송비율을 표 4와 같이 분석하였다. 

Table 4 North Korea's Proportion of Freight   
         Transport

(unit : %)

 철도+배+철도 형식과 철도+배 수송방식은 주로 

동해안에서 이루어지며, 배+철도 수송방식은 주

로 서해안(약80%)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 결 론

  본 연구는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남북철도운행협약 및 분쟁대립의 

완화로 인한 철도운행이 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북한의 

화물운송체계를 남한과 비교분석하였다. 

북한의 3대운송방침은  운송방식 모두 최적의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용기에 경제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대량수송방식으로 이는 한국철도의 화물수송역을 

거점화하면서 장대화물열차 및 원격입환 도입, 

복합운송 방식 등 효율성을 높이는 운송방식과 

유사하다. 북한은 남한보다 풍부한 물류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상호 연계수송할 남북한 물류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다. 특히 다양한 물류수송루트 개발.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남북한의 환적연계시스템 구축, 

철도간선수송시스템 등 남한의 선진화된 운송방식을 

어떻게 북한의 그것과 연계할 것인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영업제도 및 운임, 용어표준화, 

통관문제 등 연구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남북한 화물운송체계에 대하여 경제성과 

효율적 수송방식을 찾고자 시도한 연구로 앞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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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specific gravity Rail-
Ship-Rail

Rail-
Ship

Ship-
Rail

Pyongyang Railway Bureau 29.5 - 43.9 81.3
Kaecheon Railway Bureau 0.4 - 1.2 -
Hamheung Railway Bureau 42.7 43.3 54.9 18.7
Chungjin Railway Bureau 27.4 56.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