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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연결 시동, “평양 찍고 유럽 가자!”
□ 남북철도 연결,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이자 ‘신북방정책’ 추진의 시발점
ㅇ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한반도의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여
동북아 물류 허브로 부상
- 운송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통한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 부산-모스크바 기준 선박이용시 운송비 5,500달러에 시간은 55일이 걸리지만, 철도이용시
시간은 한달가량 단축되고 비용도 5,300달러로 절감 (40피트 컨테이너박스 기준, 국토연구원)
※ 남북 고속철도 연결시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5시간 반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에서
아침먹고 출발해 베이징에서 점심먹으며 회의하는 시대가 올 것 (한국철도기술연구원)
ㅇ 기차를 통한 국제관광이 가능하여 우리나라가 관광국으로서 위상 제고
-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종착역 기능으로 관광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
요식업 등 관련 산업의 확대와 발전에 기여

※ 경의선은 신의주를 통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되고, 동해선은
나진-하산을 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되어 궁극적으로는 부산에서 출발,
철로를 이용해 유럽 전역을 여행하는 것이 가능
ㅇ 철도를 통한 교류의 활성화는 남북의 상호이해도 증진,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금빛 철로, 허황된 꿈이 아니다 >
· 1927년 서양화가 나혜석은 서울역을 출발, 철로를 따라 프랑스에 도착
· 1936년 마라톤선수 손기정은 베를린올림픽 출전을 위해 서울역에서 출발, 시베리아 횡단열차 이용

‘

’

·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미스터선샤인 에서 의병들은 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만주로 넘어감

※ 공동조사와 공사 진행 후 남북철도의 실질적 정상 운행은 약 5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남북 및 유라시아 철도 주요 노선>

<유라시아 횡단 가상열차표>

자료 : 국토교통부 (뉴시스 재인용), 광명시 인터넷 포탈, ‘사단법인 희망래일’ 인터넷 포탈
□ (실현전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 인프라 간 괴리로 추진 지연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가 선행되어야 함

’

- 18.8월말 예정되었던 경의선 공동조사가 유엔사 불허*로 지연 중

* 주한미군사령관이유엔사사령관을겸직하며사람이나물자가군사분계선통과시유엔사허가를득해야함
ㅇ 철도관련 인프라, 법·제도나 전력사정 등에서 상호 차이점 존재
- 북한의 철도 노후화(선로부식, 레일마모)와 전력난(빈번한 열차지연) 심각
-

남북의 법·제도와 철로운영방식(복선화율 남:50%, 북:3%),
전기공급방식(남:교류2만5,000V, 북:직류3,000V) 등을 일원화할 필요
<남북철도 연결 진행 과정>

진행 시기
내용
00.7월
·경의선 철도연결 합의
07.5월
·경의·동해선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시범운행 실시*
18.4월
·경의·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명시
(4.27 판문점선언)
18.6월
·남북철도를 유라시아 횡단철도에 연결하기 위한 초석마련
(한국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18.9월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 합의
(9월 평양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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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선은 ’08.11월 북한의 통보로 운행 중단, 동해선은 시범운행 이후 운행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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