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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남북관계는 2018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진전을 이
루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드는 한 해였습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정상이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으며 한반도 해빙기조가 지속될 것
으로 예상했으나, 금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 및 남북관
계가 다소 주춤해진 양상입니다. 이처럼 한반도 정세는 그 누구도 예
측하기 어려우며 정치·안보적으로 많은 이슈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
니다. 그러나 분단 70여 년 만에 우리에게 어렵게 찾아온 남북협력의
기회를 많은 제약들로 인해 놓치기보다는, 이 기회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 교통망 연계사업은 대내외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사업입
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신
북방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2018년 8.15 경축사에서 발
표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중점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대륙경제권과 직접적으로 연
결되어 우리나라 경제영토 확대와 국제물류경쟁력 강화 등 수출주도형
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는데 핵심사업이 될 것입니다.
한편 한국 사회에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이른바 ‘퍼주기’식의 사
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
은 남북경협 및 한반도-대륙연계 교통망 사업들이 우리들의 삶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정량적 근거

도출과 객관적인 팩트 제공을 통해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마
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산업연관분석, MMCGE 모형,
장래 화물수요기반 물류비용 및 시간 절감효과 분석방법 등 총 4가지
계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남한과 북한, 그리고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남북경
제통합 및 남북육상교통협력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우리 국민들의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과 지지도를 조사 분석하였습니
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향후 우리 정부가 남북교통협력을 위
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
조사」에 기꺼이 응해주신 550명의 응답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설문조
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현장 조사원 분들께도 연
구진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구수행과정에서
보고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자문위원 분
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경협사업들이 활성화되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깃들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오 재 학

차 례

요 약 ···································································································xi

제1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6

제2장 교통물류부문 남북경협 현황 및 주요국 정책 분석 ··············10
제1절 교통물류부문 남북경협 현황 및 추이 / 10
제2절 동북아 주요국 교통인프라 구축 및 정책 현황 분석 / 18

제3장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33
제1절 남북 교통협력사업 효과분석 개요 / 33
제2절 교통협력사업 관련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사례 / 40
제3절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 44

제4장 남북 교통협력사업 추진 관련 국민 인식조사 및 추진방향 ··88
제1절 남북 육상교통협력 관련 국민 인식 조사 / 88
제2절 교통분야별 남북교통협력 추진방향 / 103
제3절 남북한 교통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 방향 / 113
제4절 남북 교통협력을 위한 법제도 통합방향 / 11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4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 124
제2절 연구성과 활용방안 / 128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29

참고문헌 ··························································································133

부 록 ·······························································································141

Abstract ·························································································155

표차례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표 2-1> 남북 정상회담 중 교통협력 관련 합의사안 ·········································15
<표 2-2> 남북 장관급 회담 중 교통협력 관련 합의사안 ····································17
<표 2-3>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현황 ·································································19
<표 2-4> 중국 동북3성 변경도시의 주요 사업 ··················································25
<표 2-5> 푸틴 3~4기 정부 극동개발정책 추진 동향 ·········································27
<표 3-1> 남북교통협력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34
<표 3-2> 북한지역 주요 간선철도 노선 성능복원 사업비 추정치 ························36
<표 3-3> 북한지역 주요 도로 노선 성능복원 사업비 추정치 ······························37
<표 3-4> 북한지역 주요 공항 현대화 사업비 추정치 ·········································39
<표 3-5>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개요 40
<표 3-6> 남북 철도·도로 경협사업 변수정리 및 투자규모 ·································41
<표 3-7> 설문조사의 사업대상 개요 ·································································46
<표 3-8> 설문조사 방법 및 세부 내용 ·····························································47
<표 3-9> 설문지 유효부수 선정 결과 ·······························································48
<표 3-10> 모형 및 데이터 기본 정보 ······························································49
<표 3-11> 변수의 정의와 기본 특성 ································································50
<표 3-12> 모형의 적합도 판정 ········································································51
<표 3-13> 변수에 관한 통계치 추정 ································································52
<표 3-14> 평균지불의사금액(WTP) 최종 추정결과-20세 이상 개인단위 추산 결과 · 54
<표 3-15> 평균지불의사금액(WTP) 최종 추정결과-가구단위 추산 결과 ··············54
<표 3-16> 지불의사 있는 응답자 – 남북육상교통 연결 기대효과 ·····················55
<표 3-17> 지불의사 없는 응답자 – 지불거부의사 이유 ····································55
<표 3-18> 북한지역 주요 간선철도 노선 성능복원 사업비와 경제파급효과 추정치 59

<표 3-19> 북한지역 주요 간선도로 노선 성능복원 사업비와 경제파급효과 추정치 61
<표 3-20> 북한지역 주요 공항 현대화 사업비와 경제파급효과 추정치 ················62
<표 3-21> 국가 간 산업연관구조 ·····································································64
<표 3-22> 국가 간 생산유발계수 ·····································································65
<표 3-23> 남한 산업별 1단위 증가 시 남, 북, 중 전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67
<표 3-24> 북한철도건설 분담비율에 따른 동북아 주요국 생산유발효과 ··············68
<표 3-25> 북한도로건설 분담비율에 따른 동북아 주요국 생산유발효과 ··············69
<표 3-26> 화물효율성 분석을 위한 국가별 지역 구분 ·····································74
<표 3-27> 우리나라와 대상국 주요 지역간 화물운임 비교 ·································75
<표 3-28> 우리나라와 대상국 주요 지역간 화물운송시간 비교 ···························76
<표 3-29> 철도화물 운송의 품목별 시간가치 ··················································77
<표 3-30> 연도별 해운 및 철송 운임 및 시간 비교(2030년)-북방지역 ··············78
<표 3-31> 연도별 해운 및 철송 운임 및 시간 비교(2040년)-북방지역 ··············79
<표 3-32> 연도별 해운 및 철송 운임 및 시간 비교(2030년)-동북아지역 ···········80
<표 3-33> 연도별 해운 및 철송 운임 및 시간 비교(2040년)-동북아지역 ···········80
<표 4-1>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구축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개요 ························89
<표 4-2> 일반국민조사 대상자 특성 ·································································90
<표 4-3> 남북경제통합 필요성 인식 조사 ·························································92
<표 4-4> 남북경제통합 필요성 이유 설문 결과 ·················································95
<표 4-5>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 필요성 인식 조사 ································96
<표 4-6>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 필요성 이유 설문 결과 ························98
<표 4-7>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의 기대효과 조사 결과 ······························100
<표 4-8> 대북제재 단계별 교통부문 투자방향 ·················································109
<표 4-9> 대북제재 환경에 따른 철도부문 주요사업 선정 ·································110
<표 4-10> 대북제재 환경에 따른 도로부문 주요사업 선정 ·······························111
<표 4-11> 대북제재 환경에 따른 항공부문 주요사업 선정 ·······························112
<표 4-12> 중국 교통운수부문 조직 통합 사례 ················································115
<표 4-13> 남북한 철도 관련 법령 현황 ·························································118
<표 4-14> 남북한 도로 관련 법령 현황 ·························································119
<표 4-15> 남북한 항공 관련 법령 현황 ·························································121

그림차례

<그림 1-1> 과업 수행 절차도 ············································································5
<그림 2-1> 2018년 남북교통협력 합의 및 대상 구간 ·······································12
<그림 2-2> 북한 경제개발구 위치도 ·································································22
<그림 3-1>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연도별 경제성장효과 ·····························43
<그림 3-2> 남북한 생산유발계수 비교 ······························································58
<그림 4-1> 남북경제통합 필요성 통계적 분류 조사 ···········································94
<그림 4-2> 남북경제통합 필요성 이유 설문결과 ················································95
<그림 4-3>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 필요성 통계적 분류 조사 ··················98
<그림 4-4> 남북 육상인프라 연결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설문결과 ···············99
<그림 4-5>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의 기대효과 평균 응답점수 ·····················101
<그림 4-6> 남북 교통인프라 협력사업의 ‘주 투자주체’ 선택 ····························102

xi

요 약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들어 북한의 대대적인 대외관계 개선 행보로 교착상태였던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며, 나아가 동북아시아 정세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비록 금
년 2월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종적 합의를 타결하지 못하였으나,
6월 남북미 판문점 3자회동, 10월 ‘스톡홀름 북미협상’을 개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긍정적인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상황의 변화는 남북 교통망 연결사업 추진의 필요성
을 부각시켰으며 대내외적으로 남북 교통연계 관련 관심도가 고조되었다. 특
히 한반도 교통망 연계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2018년 8.15 경축사에
서 발표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또한 한반도와 대륙의 교통연계가 필수적임
을 보여주는 정책으로 우리 정부의 높은 관심도를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이른바 ‘퍼주기’식의 사업이라
는 인식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한 경제활성화’ 사업이라는 인식이 공존해왔
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남북 교통협력 사업추진 관련 객관적인 팩트
제공과 올바른 여론 형성 및 정책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증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 남북 경협, 특히 한반도 교통망 연결이 향후 사회 제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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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날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근거를 국
민들에게 공유하고, 이러한 교통협력사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방
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북미관계 교착상태에서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
제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반도 통합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당위성과 기반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남북 교통협력사업 활성화 및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수행하여 남북경협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당위성을 모색하고, 교통분야별 남북협력 추진방향과 남
북간 교통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방향, 그리고 교통 법제도 통합방향 등 남북
통합을 위한 기반 조성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동북아 교통협력 차원에서 동북아 주요국인 중국, 러시아를 연구범위에 포함
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과거 협력사업부
터 전망까지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본 연구과제에 적합한 경제모형 방법론 활용과 선행연구
에서의 유사한 사례를 선별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하였다. 남북 교통협력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산업연관분석, MMCGE
모형, 장래 화물수요기반 물류비용 및 시간 절감효과 분석방법 등을 활용해 남한
과 북한, 그리고 주변 국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남북
교통협력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지지도 조사를 목적으로 한 남북육상교
통협력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와 객관적이고 시의성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중심 국가별 문헌자료를 조사 및 분석했다. 또한 국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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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와 세미나 및 자문회의를 통해 남북 교통협력사업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부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남북 교통협력사업 관련 연구는 주로 협력프로젝트 발굴과 추진방향
모색 혹은 정성적 측면에서 향후 기대효과를 제시하는데 그치며, 다소 한정된
범위에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이는 북한의 정량적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과
확보한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기 위해 실증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남북 교통협력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 산업연관분석,
MMCGE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남북 교통협력사업이 남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고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높여 남북 협력사업의 당위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2. 주요 연구내용
가. 교통물류부문 남북경협 현황 및 주요국 정책 분석
1) 교통물류부문 남북경협 현황 및 추이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중 하나는 경의선 철도, 도로망 복원사
업이다.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연결사업은 2000년 9월 연결공사를 착
공하여, 2002년 12월 우리 측 철도 공사가, 이어 2003년 10월 우리 측 도로
공사가 완료되었다.1) 2018년 12월에 남북이 경의선(개성~신의주 구간) 북측
구간 현지공동조사를 통해 개성-신의주(411.3㎞), 도라산-개성(17.6㎞) 철도
연결 구간의 점검 및 현대화사업을 위한 공동조사를 마쳤으며,2) 개성-평양
1) 통일뉴스(2004.05.17.),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현황('04.5월)」, http://www.tongilnews.com/ne
ws/articleView.html?idxno=44127(검색일: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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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구간의 도로 공동조사와 남측 도로 시찰 등을 논의하였다.3)
동해축은 남한과 북한을 거쳐 러시아 대륙으로 연계되는 축으로 향후 한반
도 2대 간선축으로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측 강릉제진 구간이 미연결 상태이며, 해당 구간은 전구간 국내 사업으로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시 즉각 착수할 수 있다. 2018년 12월 동해선 축의 제진-금강
산(25.5㎞) 연결구간을 점검하고, 금강산~두만강(783.4㎞) 구간의 현대화사업
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를 마친 상태이다.4)
<표 1> 남북 정상회담 중 교통협력 관련 합의사안
연도
2000

2007

2018

선언

합의사안

6.15 공동선언 ․남북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 및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10.4 공동선언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
수 문제 협의‧추진
․백두산관광 실시 및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10.4 선언 합의 사항 이행
4.27 판문점선언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활용

2018 9.19 평양공동선언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
자료: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p. 38을 기반으로 추가 작성

이러한 남북 경협사업은 남북간 주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
로 진행됐다.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
선언 등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교통협력 관련 합의사안을 정리하고, 남북 총리
및 장관급 회담에서의 교통협력 관련 합의 사안 등을 파악하여 그간 추이를
분석했다.

2) 중앙일보(2018.12.06.), 「남북철도조사단, 조사 마치고 귀환…“北철도 나쁘지 않아”」, https://news.joi
ns.com/article/23184092(검색일: 2019.10.20.)
3) 뉴스핌(2019.01.31.), 「남북 도로협력 실무접촉 종료…北, 남측 도로 시찰 등 논의」, http://www.news
pim.com/news/view/20190131001033(검색일: 2019.10.20.)
4) 연합뉴스(2018.12.17.), 「동해선 조사단 귀환…남북 철도공동조사 종료」, https://www.yna.co.kr/vie
w/MYH20181217011400038(검색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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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아 주요국 교통인프라 구축 및 정책 현황 분석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북방국가들의 주요 교통인프라 정책 분석과 우리나라
의 주요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방정책, 동아시아 철도공동
체 등 주요 정책 계획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북방국가들과의 교통
연계 방향을 검토하고자 했다.
북한의 주요 교통인프라 정책은 ‘경제개발중점대상개요’ 및 ‘27개 경제개발
구 정책’을 들 수 있다. ‘경제개발중점대상개요’의 주 목표는 북한 전역을 서북
축(신의주-남포-평양)과 동북축(라선-청진-김책)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개발
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공업지구, 교통망, 에너지, 농업 등의 개발에 총
1,000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하였다. ‘27개 경제개발구 정책’은 1991년에 최초
의 경제개발구인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현 라선경제무역지대), 2002년
금강산관광지구 등을 시작으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다수 지정되어 2019
년 현재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총 27개로 파악된다.5)
중국의 동북지역 교통물류부문 주요 정책은 ‘일대일로 전략’과 ‘창지투 선도
구 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목적으
로는 연선 국가와 인프라 연결로, 신유라시아대륙교, 중·몽·러 경제회랑, 6대
경제회랑 등으로 구성된다.6) 특히 6대 경제회랑 중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최초의 회랑은 중·몽·러 경제회랑으로, 회랑구축을 위한 32개 프로젝트를 협의
했다. 러시아와 몽골도 유럽으로 통하는 철도인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TMR
(몽골횡단철도)을 건설하고 있어 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
어진다면 다른 회랑에 비해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
에도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의 국경에 위치한 두만강 유역의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창지투 선도구 계획’과 동북지역을 대상으로 투자 활성화, 산업
고도화, 대외개방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신동북진흥계획’ 등을 검토하였다.
5)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 48.
6) 서종원·양하은(2018), ｢중국 일대일로 추진성과와 교통물류부문에서의 우리나라와 협력방향」, 이슈페이퍼,
제2018-2호, 한국교통연구원,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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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인접한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요 개발정책
을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극동러시아에서는 2000년대에 후반에 들어 시작
된 극동지역의 개발정책인 ‘신동방정책’과 개념상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경
제특구와 유사한 ‘선도개발구역’ 정책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정책 등이 시
행 중이다. 큰 개념에서 ‘신동방정책’의 추진 동향과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
보스톡 자유항’의 목적 및 기대효과 등을 살펴보며, 러시아 연해주 지역 및 극
동지역과 연계한 우리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우리나라 교통물류 관련 주요 정책현황 및 계획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및 북방지역과의 교통물류 협력의 기본방향은 크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이 제시되었으며, 2018년 8.15 경축
사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을 포함하는 ‘동아시
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3대 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
자로 하며, 나아가 남북 철도의 연결을 통해 한반도를 넘어 러시아 및 유럽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협력으로 발전하는 비전을 제시하였다.7) ‘신북방정책’ 구상
은 국정과제 중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동북아를 넘어서 유라시
아 협력 강화 등의 대륙전략의 방안으로써 제시한 정책이다. 이후 제3차 동방
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러간 가스, 철도, 항만 등
9개 분야에서의 동시다발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의미하는 ‘9-Bridge’8)를 제안
하며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 협력 플랫폼 구축에 대해 논의하
였다. 또한, 2018년 발표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방향과 연계점을 갖고 있
어 문재인 정부의 역점적 추진정책 중 하나이다.
7)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p. 41
8)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북방정책-정책과제-9개의 다리」, http://www.bukbang.go.kr/bukbang/visi
on_policy/policys/0004/(검색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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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남북 교통인프라(철도 중심) 협력을 중심으로 실질
적인 공동의 철도연결 협력사업체를 지향하며, 단계적으로는 에너지 및 경제
공동체 형성,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과 한반도와 북방 대륙간 연계성을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9)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철도 연결 및 중국, 러시아 등
과의 초국경 철도 연결교류협력, 기술표준화 등 포괄적인 범위에서 인프라 수
준을 개선할 수 있는 추진방안과 관련 회원국 간 이해사업 발굴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10)

나.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1) 남북 교통협력사업 효과분석 개요 및 대상 선정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크게 ‘사업 전’과 ‘사업 시행 중’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사업 전’에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사업 시행 중’에
는 건설단계과 운영단계로 나누어 ‘사업 시행 중-건설단계’에서는 산업연관분
석, MMCGE, ‘사업 시행 중-운영단계’에서는 화물운송 운임 및 시간 변화 분석
을 통해 남북 육상교통인프라가 운영될 경우 기존 해상운송 대비 우리나라와
주변국 간 운송운임과 운송시간비용 절감분에 대한 직접적 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2> 남북교통협력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단계

분석 방법론

비고

사업전

-

조건부가치측정법
(CVM)

평가대상(남북 육상교통협력사업)의
지불의사금액(WTP) 도출을 통해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

사업
시행중

건설
단계

산업연관분석
(Input-output analysis)

산업 간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고 투자의 파급효과를 추정

9)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p. 159,
p. 165
10)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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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분석 방법론

비고

MMCGE
국가간 교역을 기반으로 관련국의 경제에
(Multinational Multiregional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남북교통시설 개발에 따른 건설효과 영향)
model)
화물운송 시나리오별 시간가치와
운영
화물운송 운임 및 시간 절감효과
운임절감액을 분석하여
단계
운임 및 운송시간 절감 증대효과를 추정
남한, 북한, 동북아 주변국에 미치는
정성적 파급효과
파급효과를 정성적으로 추정
주: 본 연구 3장 3절에서 활용한 각 분석 방법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남북 철도교통협력사업 효과분석의 대상으로는 크게 북한 서부축, 동부축,
동서축의 3대 노선을 꼽을 수 있다. 사업비의 적용 기준은 경의선을 제외한 6개
노선에 대해서는 2019년 수행된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의 경의선ㆍ동
해선 남북 연결 및 단선·비전철 현대화 사업안을 토대로 사업비 단가를 적용하였
으며,11) 경의선에 대해서는 복선 개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 언론보
도를 통해 확인되는 경의선 복선개량 현대화 비용을 참고하였다.12) 이를 토대로
북한지역 총 7개 노선 1,817km 구간에 대한 성능복원 사업비는 약 8.3조원을
적용하였다.
도로부문의 남북경협대상 노선은 철도와 유사하게 서부축, 동부축의 양대
간선을 선정했다. 사업비용의 경우 2019년 수행된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
상」의 북한지역 도로사업 추정 단가를 적용하여 고속도로 신설, 고속도로 현대
화, 일반도로 신설 시의 사업비를 산출하였고,13) 북한지역 총 1,169km 구간의
도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9.4조 원을 적용하였다.

11)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 276
12) 동아일보(2018.04.30.), 「서울~신의주 고속철 신설 등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상 단계」, http://news.d
onga.com/ISSUE/2017president/News?gid=89859669&date=20180430#csidx8fc3cbf0e67
1b0692d5d844b4608b3f(검색일: 2019.06.02.)
13)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p. 29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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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4개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도출해냈으며, 이와 더불어 정성적 분석을 통해 남한, 북한, 동북
아 주변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①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CVM)」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사용가치는 물론이고,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
는 비시장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편익추정 혹은 가치추정기법으로, 남북육상교
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추정하는데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남
북 육상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불의사금액(WTP)를 도출해내기 위해 다음
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550명(20세 이상 성인)을 대상
으로 한 조사에서 대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가치추정조사의 정확도 높
이고자 제시한 시나리오이며, 최종적으로 지불의사금액 산정을 통해 대상사업
의 가치를 측정하였다.

“여객 및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보장해주는 남북간 철도/도로 육

상교통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해 별도의 공적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공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매달 일정금액의 납
부가 필요합니다. 귀하는 향후 남북 육상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
매달 얼마의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본 설문조사에서는 다음의 표와 같이 총 55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38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다. 즉, 총 표본 550부 중 논리적 오류가 있는
112부의 관측치를 제외한 438부만 지불의사금액(WTP) 추정분석을 위한 모형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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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의사함수 추정 결과에 따라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1인당
4,942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월간 총 지불의사금액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1인당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 4,942원을 20세 이상 인구
42,391,844명(2018년 기준)14)에 대입할 경우, 월간 총 지불의사금액은 2,095억
원으로 추산되어 남북경제협력으로 인해 발생 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평균지불의사금액(WTP) 최종 추정결과-20세 이상 개인단위 추산 결과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WTP)

월간 총 지불의사금액(WTP)*

4,942원

월 2,095억 원

주: * 월간 총 지불의사금액 =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 × 20세 이상 인구 수(2018년 기준)
자료: ㈜스마트모빌러티(2019.10),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p. 53

한편, 응답자가 세대주 기준으로 조사에 응했을 시를 가정하여 월 평균 지불의사금
액을 가구 단위에 대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일반 가구 수는
19,979,188가구(2018년 기준)15)로 이를 환산할 경우 월간 총 지불의사금액은 약 987
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개인단위 추산된 결과에서 약 1/2가량 낮아진 금액이다.16)
<표 4> 평균지불의사금액(WTP) 최종 추정결과-가구단위 추산 결과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WTP)

월간 총 지불의사금액(WTP)*

월 4,942원

월 987억 원

주: * 월간 총 지불의사금액 =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 × 일반 가구 수(2018년 기준)
자료: 필자 작성

1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연령별 인구현황」, http://27.101.213.4/#(검색일:2019.10.8.)
15) 통계청(국가통계포털), 「인구, 가구 및 주택 - 읍면동(2015), 시군구(2016~)」, http://kosis.kr/statHt
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2&conn_path=I2(검색일: 2019.10.8)
16) 설문조사 시 1인당 월 단위의 지불의사금액을 사전 고지하고 시행하였으나, 응답자가 개인과 가구당
지불의사액을 혼동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라 가구단위로 별도 추산해 봄. 즉, 월간
지불의사액이 월 987~2,095억 원 사이로 형성될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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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남북 협력사업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남북 교통인프라 건설계획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즉 국가 내 산업 간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고
투자의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최지영(2014)은 북한 산업연관표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1970-80
년대의 1인당 소득수준, 경제규모, 산업간 GDP 비중, 투입산출 구조 등이 비
슷하다는 근거로 한국의 1975년도 산업연관분석표를 활용하였다.17) 또한, 남
북경협이 주로 추진되는 북한을 공간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철도, 도로, 항공
건설사업의 투자비와 후방효과를 나타내는 열합계의 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남북협력사업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해보았다.
먼저, 철도 남북협력사업의 경우 서부축, 동서축, 동부축의 총 7개 노선에 대
한 경제파급효과의 총합은 225,596.52억 원으로 추산되며, 서부축의 경의선, 동
부축의 평라선(두만강선)과 함북선의 순서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도로 남북협력사업은 서부축 5개 노선, 동부축-1과 동부축-2로 양대 주요
노선 10개 노선으로 구성된다. 이 15개 노선의 도로협력사업은 북한 측에
527,717.17억 원의 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③ 「MMCGE 모형」을 통한 남북 교통시설개발 경제효과 분석
MMCGE 모형을 통해 남북교통시설 개발, 즉 북한 지역에서의 건설효과
(Construction Effect)가 남북 및 주변국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참여주체(북한/남한/중국/러시아) 및 분담비율에 따라 8개의 시나리오를 설
정하여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A. 북(100%), B. 북(75%)+남(25%), C. 북(50%)+
남(50%), D. 북(25%)+남(75%), E. 북(30%)+중(30%)+남(40%), F. 북(25%)+중

17) 최지영(2014), 「북한의 산업연관표 추정에 대한 연구」,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 한국은행,
p. 133, pp. 147-148; 서종원·이성원·양하은·최성원(2018), 「교통정책평가 국제협력사업(1)-경제효과
부문」, 한국교통연구원, pp.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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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남(50%), G. 중(50%)+남(50%), H. 북(25%)+남(25%)+중(25%)+러(25%)
등 몽골을 제외한 동북아 4개국의 분담 가능성에 대해 가정하였다. 현재 북한
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고, 향후 통일한국에서의 남한의 입지 강화를 감안한다
면, C, D, E, F 등의 대안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단기적 측면
에서 북한에 철도 및 도로시설 건설에 사업비가 투입될 경우 실제 남한과 북한
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살펴보았다. 투자비는 앞서 대
상사업에서 제시한 대로 철도사업의 경우 8.31조 원, 도로사업의 경우 19.43조
원으로 가정하였다.
북한 철도사업 추진 시 남과 북이 각각 50% 분담하는 C안을 보면 남한에
약 8조7천558억 원, 북한에 7조9천74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며, 분
담하지 않은 중국, 러시아, 몽골에도 각각 4천136억 원, 295억 원, 2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시나리오 별로는 남한과
중국이 50%씩 분담하는 방안이 동북아 5개국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주변 국가와의 무역
및 산업 의존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5> 북한철도건설 분담비율에 따른 동북아 주요국 생산유발효과
(단위: 억 원)

시나리오

중국

북한

몽골

남한

러시아

합계

A

3,672

159,487

4

94

229

163,486

B

3,904

119,617

12

43,826

262

167,621

C

4,136

79,746

20

87,558

295

171,755

D

4,368

39,876

28

131,290

328

175,889

E

73,854

47,856

25

71,890

553

194,178

F

62,311

39,881

27

89,079

521

191,819

G

120,486

16

34

90,600

747

211,882

H

61,514

39,880

20

45,416

41,067

187,898

주: 시나리오(분담비율) A. 북(100%), B. 북(75%)+남(25%), C. 북(50%)+남(50%), D. 북(25%)+남(75%), E. 북(3
0%)+중(30%)+남(40%), F. 북(25%)+중(25%)+남(50%), G. 중(50%)+남(50%), H. 북(25%)+남(25%)+중(2
5%)+러(25%)
자료: 필자 작성

요 약 xxiii

북한 도로사업의 경우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동일하게 25%씩 분담하
는 H안을 보면 중국, 북한, 몽골, 남한, 러시아 각각 14조3천894억 원, 9조3천
289억 원, 46억 원, 10조6천238억 원, 9조6천065억 원 등 동북아 5개국에 총
43조9천53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6> 북한도로건설 분담비율에 따른 동북아 주요국 생산유발효과
(단위: 억 원)

시나리오

중국

북한

몽골

남한

러시아

합계

A

8,591

373,074

9

220

536

382,429

B

9,133

279,808

27

102,518

613

392,100

C

9,676

186,543

46

204,816

690

401,771

D

10,219

93,277

64

307,114

767

411,442

E

172,759

111,945

58

168,167

1,294

454,222

F

145,759

93,290

62

208,374

1,219

448,704

G

281,842

36

78

211,932

1,748

495,637

H

143,894

93,289

46

106,238

96,065

439,531

주: 시나리오(분담비율) A. 북(100%), B. 북(75%)+남(25%), C. 북(50%)+남(50%), D. 북(25%)+남(75%), E. 북(3
0%)+중(30%)+남(40%), F. 북(25%)+중(25%)+남(50%), G. 중(50%)+남(50%), H. 북(25%)+남(25%)+중(2
5%)+러(25%)
자료: 필자 작성

한편 동북아 5개국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시나리오는 대안 간
큰 차이는 없으나 G(중(50%)+남(50%)), E(북(30%)+중(30%)+남(40%)), F, H 순
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북한 교통인프라 개발에 있어 주변국과 산업연관관
계가 밀접한 남한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참여시 동북아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참여시(H)에도 낮지 않은 순위를 나
타내고 있다.

④ 화물운송 효율성(운임 및 운송시간 절감) 증대효과
남북 육상교통인프라가 구축되고 운송될 경우 기존 해상운송 대비 우리나
라와 주변국 간 운송운임과 운송시간비용 절감분을 직접적 경제효과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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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이며 비교 대상 교통
수단은 해상운송으로 해운에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철도 전환 물량(컨테
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 운행에 따른 화물운송 효율성 분석을 위한 국가
및 지역 간 화물수요는 유관연구18)의 예측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와 대상 국가의 지역간 실제 운송하고 있는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간 운임 및 운송시간을 추정 및 가정하고 O/D별 수요를 적용하여 절감액
을 계산하였다. 분석 연도는 2030년과 2040년을 기준으로 하며, 분석대상 지
역은 중국 북부, 러시아, 북한, 몽골 등 북방전역과 한반도와 근접한 중국 동북
3성, 북한, 몽골, 극동러시아 등 동북아지역을 대상으로 예측하였다.
‘북방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30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북방지역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철도 운송
할 경우 운임은 358억 원이 절감되고, 운송시간에서는 2,083억 원~15,923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 화물만을 대상으로 하
면 운임 888억 원, 운송시간 절감액 964억 원~7,367억 원으로 철도운송이 해운
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연도별 해운 및 철송 운임 및 시간 비교(2030년)-북방지역
(단위: 억 원)

운송운임
구분

철도(A)

해상(B)

운송시간비용
해상-철도
(C=B-A)

전체
(수출입 포함)

13,065

13,423

358

수출 only

4,935

5,823

888

철도(A)
9,8611)
(1,290)2)
3,766
(493)

해상(B)
25,784
(3,373)
11,133
(1,456)

해상-철도
(C=B-A)
15,923
(2,083)
7,367
(964)

주: 1. 컨테이너 화물 톤당 시간가치 590.12원/시·톤 적용한 추정치
2. ( )는 비컨테이너 화물의 잡화분야 톤당 시간가치 77.19원/시·톤을 적용한 추정치
자료: 필자 작성

18) 유정복·이호·이종훈·강지원(2019), 「남북협력시대 수도권 간선교통망 개편방안」,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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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철도운송의 효과가 보다 확실한 중국 동북지역, 극동러시아, 몽골, 북한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30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화물
은 해당 권역의 전체 컨테이너를 철도 운송할 경우 운임은 1,729억 원이 절감
되며, 운송시간에서 618억 원~4,722억 원이 절감되어 전체적으로는 2,347억
원~6,500억 원 가까운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연도별 해운 및 철송 운임 및 시간 비교(2030년)-동북아지역
(단위: 억 원)

운송운임
구분

철도(A)

해상(B)

운송시간비용
해상-철도
(C=B-A)

전체
(수출입 포함)

1,739

3,468

1,729

수출 only

1,044

2,370

1,326

철도(A)
1,3281)
(174)2)
809
(106)

해상(B)
6,050
(791)
4,270
(559)

해상-철도
(C=B-A)
4,722
(618)
3,461
(453)

주: 1. 컨테이너 화물 톤당 시간가치 590.12원/시·톤 적용한 추정치
2. ( )는 비컨테이너 화물의 잡화분야 톤당 시간가치 77.19원/시·톤을 적용한 추정치
자료: 필자 작성

⑤ 정성적 파급효과
남북 교통협력사업이 남한, 북한 그리고 동북아 국가에 미치는 정성적 파급
효과는 다음과 같다.
남북 교통협력 사업은 남한의 ‘사실상의 섬나라’ 체제를 타파하고, 1980년
대 후반 이래 국가비전인 대륙-해양 교량국가화를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경제영토 확장을 통한 물류ㆍ제조업의 활성화와 분단 체제 하에서
왜곡되었던 국토공간의 균형 회복 및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교통협력을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 국가간 협력을 우리가 주도함으
로서 경제력과 외교력을 동시에 갖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남북 교통협력 사업을 통해 후발 체제전환국가라는 약점을 극복하
고,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경제강국으로부터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외부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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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하여 경제적인 성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7개 경제
지대 개발 등 김정은 정권의 핵심사업에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높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자리
매김하는 동시에 개혁개방에 있어 자기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동북아 각국은 일대일로, 신동방정책, 초원의 길 등 대외통로 개발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미약한 육로연결성으로 그 경제규모에 비
해 역내 상호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 교통협력 사업은
대륙과 해양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반도 통로를 개방함으로써 동북아 접경지역
의 개발협력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교통협력을 매개로 한 지역 정치ㆍ안보협
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 남북 교통협력사업 추진 관련 국민 인식조사 및 추진방향
1) 남북 육상교통협력 관련 국민 인식조사
① 조사개요
본 조사는 2019년 9월 4일부터 6일까지 총 3일간 대한민국 성인을 대상으로,
서울 시내 주요 교통허브지점에서 직접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총 550명을 대상
으로 남북경제통합 및 남북육상교통인프라 구축 필요 여부, 남북교통협력사업의
부문별 기대효과, 남북교통협력사업의 주 투자주체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를 시행했다. 집계 결과, 수집된 총 550부 중 유효부수는 438부가 채택됐다. 더
불어 국민들의 인식을 통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성별, 혼인유무, 연령, 직업, 월
평균 소득, 출신지 및 거주지 등을 질문하여 조사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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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구축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개요
구분
조사기간
조사대상자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규모

대국민 인식조사
조사내용

세부 내용
․2019년 9월 4일 ~ 2019년 9월 6일, 총 3일
․대한민국 만 20세이상 성인
․서울역, 수서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청량리역
등 서울시 주요 교통허브지점
․면대면 방식
․총 550부
․남북경제통합 필요 여부
․남북경제통합 필요/불필요 이유
․남북철도, 도로 육상인프라구축 필요 여부
․남북육상교통인프라 구축 불필요 이유
․남북육상교통인프라 연결의 부문별 기대 효과
․남북교통인프라 협력사업의 주 투자주체

자료: 필자 작성

② 남북경제통합 인식조사
남북경제통합의 필요성 조사결과, ‘매우 필요함’이 30%, ‘약간 필요함’이
25%, ‘보통’이 23%, ‘별로 필요없음’이 14%, ‘전혀 필요없음’이 8%로 조사됐다.
통계적 분류로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는 21~50세까지는 남북경제통합에 긍
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50~66%, ‘보통’을 제외하고 부정적19)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약 7~18%인 반면, 51~61세 이상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최대
약 40%에 달했다.
<표 10> 남북경제통합 필요성 인식조사
구 분
매우 필요함
약간 필요함
보통
별로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합계

인원(명)
132
109
103
60
34
438

비율
30%
25%
23%
14%
8%
100%

자료: 필자 작성

19) 본 절에서 ‘부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별로 필요없음’~‘전혀 필요없음’의 의견을
합한 것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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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통합 필요성에 ‘매우 필요함’~‘보통’을 택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약 41%가 ‘경제시장 확대에 따라 한반도 경제규모 증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
으로 꼽았으며, ‘별로 필요없음’~‘전혀 필요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29%
는 ‘체제 차이 극복의 어려움으로 경제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고, 24%는
‘경제·안보 목적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전략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③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 인식조사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 관련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매우 필요
함’이 35%, ‘약간 필요함’이 27%, ‘보통’이 17%, ‘별로 필요없음’이 14%, ‘전혀
필요없음’이 7%로 나타났다. 통계적 분류로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는 51~61
세 이상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 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현저히 높은 수준
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직종 응답자들의 긍정적 답변이 가장 높은 수준
을 보였으며, 남북경제통합 필요성 조사와 유사하게 전문직 종사자들의 부정
적 답변이 확연히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월 총소득별로는 월 400~499만
원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긍정적 답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1>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 필요성 인식조사
구 분
매우 필요함
약간 필요함
보통
별로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합계

인원(명)
153
120
73
63
29
438

비율
35%
27%
17%
14%
7%
100%

자료: 필자 작성

④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의 기대효과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한 총 386명20)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의 기대효과 조사에서, 가장 긍정적인 선택을 받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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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해운복합운송 대비 철도/도로운송에 따른 화물운송비용 및 시간절감
으로 소비재(수입품) 가격 인하’ 효과였다. 반면, 이 중 가장 낮은 기대효과로
꼽힌 항목은 ‘한반도 평화경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 우
리정부 남북관련 국정과제실현’ 효과이다.
기대효과의 총 평균 점수는 3.69점으로 산출됐다. 이 중 가장 긍정적인 선택을
받은 ‘소비재(수입품) 가격인하 효과’ 항목의 평균 응답점수는 3.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미래 신산업 및 일자리 신규창출 기대효과’의 평균 응답점수는
3.81점, ‘한반도 육사교통 연계에 따른 동북아 국가 여행비용 절감효과’가 3.75
점, ‘육로연계를 통한 동북아 국가 단일시장 형성과 생활권 확대효과’는 3.72점으
로 지금까지의 4개 기대효과는 총 평균점수(3.6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료: 필자 작성

<그림 1>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의 기대효과 평균 응답점수

20) [기대효과]와 [주 투자주체] 부문의 분석 대상자 386명의 집계방식은 다음과 같음.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
업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매우 필요함’, ‘약간 필요함’, ‘보통’의 응답자 346명과 ‘별로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으로 응답한 92명 중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향후 언젠가는 구축될 필요가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 40명을 합산하여 총 386명으로 집계됨. (부록 설문조사표 중 ‘문항 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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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남북 육상교통 인프라사업 주 투자주체
남북 육상교통 인프라 연결사업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한 총 386명을 대상으
로, 남북 육상교통협력사업의 주 투자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50%(193명)가 ‘남한+북한+국제사회가 공동부담’해야 한
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북 공동부담’ 즉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양측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40%에 달했으며, ‘북한의 100% 부담’은
6%, ‘남한의 100% 부담’은 3%로 조사됐다.

2) 교통분야별 남북교통협력 추진방향
현재 북한의 철도환경은 본격적인 남북 철도연계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
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예상되는 인프라
구축 비용의 규모가 큰 상황이므로 그 방향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으로는 경의선, 동해선을 우선적으로 현재의 선형 조건에서 가능한 한 최대 성
능(최대속도 90~100km/h)을 낼 수 있도록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물동량의
확충에 따라 고속화, 혹은 고속철도 건설로 단계별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의 철도는 단기간에 대대적인 물동량 처리능력을 확보하는 데 한
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따라 보다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
는 다자간 국제철도물류운송에 집중하는 한편 중단거리 물류운송을 도로가 분
담하는 이원화된 접근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점적인 개발 및 현대화
구간은 경의선축과 동해선축, 그리고 평양-원산 동서축의 양대 간선노선이 될
것이나 그 현대화 투자의 규모 및 수준은 구간별로 상이하다.
남북교통협력 사업의 추진 가능여부는 현재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제사
회의 대북경제제재의 변화에 따라 그 추진여부 또는 속도가 결정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남북교통협력 사업에 대해 대북제재 4개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 유지단계, 소폭 완화단계, 대폭완화
단계, 전면 해제단계로 나누어 남북교통협력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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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문 남북협력에 있어 핵심적인 사업은 TKR을 구성하는 경의선ㆍ동해
선 등 주요 간선의 현대화와 고속화를 꼽을 수 있다. 두 간선노선의 연결은
북한의 교통물류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ㆍ러시아ㆍ몽골 간의
국제운송로를 확보하여 북한에게는 운송수입을, 주변국에게는 물류운송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철도 현대화
와 고속화 사업을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대폭 혹은 전면완화가 선행되어야 실
현될 수 있어, 우선적으로 주로 인력교류 및 공동조사, 기술ㆍ제도 표준화 연
구 등 비인프라 부문의 준비작업 위주로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도로부문 남북협력은 철도부문과 마찬가지로 경의선, 동해선 도로축 현대
화가 핵심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철도와 달리 경의선ㆍ동해선은 일부
구간에만 고속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반도로의 포장률이 낮아 본격적으로
한반도-대륙 연계운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현대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현대화 작업 이전에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기술ㆍ표준화
연구, 공동조사 및 인력교류 등 기반조성 부문을 추진하고 향후 제재 해제 국
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3) 남북한 교통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 방향
국내에는 별도의 남북협력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 교통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는 우선적으로 남북 교통협력사업
전담조직을 편성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업 주무 부처인 국토
교통부의 경우 남북교통협력관실(가칭)을 신설하고 철도, 도로, 항공 각 부문
협력과를 설치하여 보다, 통합적인 남북 교통협력사업을 설계, 지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정부조직이 세분화된 경향이 있어 중국
의 교통운수부문 조직 통합 사례를 참고하여, 통합된 교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서 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철도부문의 경우 주무부처가 철도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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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도로교통은 국토환경보호성과 륙해운성으로 이원화되
어 있어, 내각 산하에 통합된 국토교통부(가칭) 등의 부서를 편성하고 국토업
무 및 철도, 도로, 항공 등 제 교통행정 업무를 통합하여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4) 남북 교통협력을 위한 법제도 통합방향
남북한의 철도·도로 관련 법제도의 체계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장기
적으로 통합이 용이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철도부문의 경우 남한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철도의 산업적 측면을 강화
하고 이에 따라 기존 철도법 체계에서 탈피해 사업, 건설, 안전 등 각종 부문의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국유철도 체
제에서 철도 관련 제 법령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기술됨으로써 구체적인 규범
으로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다.21) 따라서 남북한 철도 관련 각종 법제는 세계
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향후 남북간 법제의 호환, 장기적으로는 통합이 용이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보다 본격적인 북한 지역철도 건설을 위해
서는 북한지역 철도 건설을 위한 한반도통합철도망구축사업지원에관한특별
법(가칭) 등의 별도 법령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22) 이는 국무총리 산하의 한
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사업 지원위원회(가칭) 설치를 통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 골자가 될 것이다.
도로부문 또한 남북 간 그 체계 면에서 큰 차이를 안고 있다. 남한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고속도로, 유료도로 관련 제반 법령을 마련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설
치와 운영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 반면, 북한은 고속도로 운영을 도로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도로 발전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북한지역에서 대규모 도로
21) 최성원(2017), 「남북한 철도 관련 법제도 현황 비교 및 향후 전망」, 이슈페이퍼, 제2017-19호, p. 8.
22) 최성원(2017), 「남북한 철도 관련 법제도 현황 비교 및 향후 전망」, 이슈페이퍼, 제2017-19호, 한국교
통연구원,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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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투자가 예상되나 현재 북한의 도로 시설‧설계 기준은 법규화되지 않아 충
분한 법적 규범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23) 이에 우선 도로 건설 관련
법령을 신설, 보완하여 도로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최근 북한은 과거 자력갱생을 외치던 때와 달리, 외부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주변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래에 북한이 남
한에게 보이는 대남강경행보는 표면적으로는 재차 폐쇄적 국면으로 들어서는
양상을 보이나, 그 내면에는 대북제재로 인한 주변 국가들의 소극적인 협력
양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안보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양국 간 필수불가결한 흐름이다. 특히 남북 육상교통망
연계는 우리의 섬나라체제를 종식시키고 경제영토의 확장을 위한 핵심 협력사
업이므로,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확고한 기반과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 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인 사실과 수치로 도출해내어 남북 협력사업의 당위성을 모색하
고 추진 기반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가. 연구성과 활용방안
본 연구성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남북 육상교통연결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 교통협력사업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작지 않은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객관
적 사실과 수치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남북 교통협력과 관련한 정책 추진에 근
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3) 한국도로공사(2017), 「다자간 협력사업 사례를 통한 통일 도로사업 시행방안 연구」,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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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남북교통협력과 관련한 대국민 조사 결과는 성별,
연령층, 기혼 유무, 출신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어 향후 남북 교통
협력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
방정책’, ‘남북공동특구’ 개발 등 한반도와 관련한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
진을 위해 본 연구에서 검토된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들은 향후 남북간 회담에
서 주요한 아젠다로써 기능하는 등 남북관계 협력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MMCGE 모형에서 도출된 북한 인프라 구축협력에 따른 동
북아 주요국에 미치는 유발효과는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동아
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한 주변국의 참여 및 동의를 얻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주요 배경이 되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자료의 최신자료 구득의
한계, 불비 등의 원인으로 본문에서 추산한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의 높은 신뢰성을 담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료
획득이 어려운 산업연관분석, MMCGE 분석의 경우 북한의 실제 자료가 구축
된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남북 교통협력 사업에 따른 대국민 조사는 연구
기간인 2019년 9월에 시행한 조사로 당시의 북미, 남북관계 등이 반영됨에 따
라 수시로 변화하는 남북 및 북미관계로 인해 상황에 따라 조사 결과의 일반성
또는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북한 지역의 경우 정치·안보적인 이유로 아직은 연구진들이 실제 방
문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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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향후 보완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 현장 실사 및 정보 교류에 기반한 분야별 남북 협력가능 교통인
프라 현황 및 조사 연구이다. 현재는 주로 북한 공간매체, 위성자료 등 간접적
인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남북 공동 현장 정밀조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부문별 사업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한 전문가 인적교류를 통한 남북 교통분야 협력의 필요성 및 효
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이라는 특수한 대상과의 실제
교류 경험 및 사례는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의 법리적 검토, 추진 주체 설정, 실제 접촉 및 단계별 추진 프로세
스의 협력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실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남북한 교통물류 부문 추가적인 법 제도 관련 연구이다. 남북협력사업
의 경제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협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실제 시행 중인 내부 규정과 체제전환국 사례 등을 망라한
보다 심도 있는 교통물류 법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의 진행이 요구된다.
넷째, 북한을 경유하여 대륙과 연계하는 화물수송에 대한 연구 및 시범 사업 추
진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되었듯이 북한 철도 경유 화물운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관련 유라시아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 해제 이전이라도 기존의 북한 철도시설을 활용한 화물수
송에 대한 검토와 시범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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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018년 들어 북한의 대대적인 대외관계 개선 행보로 교착상태였던 남북관계
개선 조짐과 나아가 동북아시아 정세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2018년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한 직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대표단 및 특사단 방남을 시작으로, 4.27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 5.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9.19 평양 남
북정상회담까지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금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최종적
합의를 타결하지 못하였으나, 6월 남북미 판문점 3자회동, 10월 스톡홀름 북미
협상을 개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긍정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부터 지속되어 온 남북, 북미관계 해빙기조 속에 대내외적으로 남북 육
상교통연계 관련 관심도가 고조되었다. 특히 한반도 교통망 연계는 2017년 문
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중점 사업이다. 또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설립을 주창하며 한반도와 대륙의 교통연계가 필수적임
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과 접경을 마주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 교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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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를 통한 자국의 경제영토 확대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이른바 ‘퍼주기’식의 사업이라
는 인식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한 경제활성화’ 사업이라는 인식이 공존해왔
다. 이는 대부분 남북 협력사업은 남한의 기술·자본과 북한의 부지·인력 등을
활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 최근 세계경제의 하락세 흐름에
따라 한국 경제 또한 하방 위험이 커지며, 일부 국민들이 남북 협력사업을 위
한 우리 정부의 재정지출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들은 우리 국민들이 남북경협 및 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교통망 연결을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고 볼 수 있다. 이에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당위성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빈곤해소 등과 같은 정성적 효과 제시보다는 구체적이
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교통협력사업들이 대부분
북한지역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일부 시각에서의 입장에 대해서는 남한에 미치
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경의
선과 동해선의 현대화 및 간선축 구축이 한반도를 본격적으로 대륙경제권과
연결시킴으로써 한반도의 경제영토 규모 확대, 우리나라 국제물류경쟁력 강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량
적 분석결과와 논리가 필요하다. 즉, 남북 교통협력 사업추진 관련하여 객관적
인 사실 제공을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정량적
근거가 필요하다.
한반도 정세의 변화 속에서 대북 투자 및 경제협력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이룩해야 할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
요가 있다. 실증적 분석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남북 경협, 특히 한반
도 교통망 연결이 향후 사회·경제 제반 분야에서 나타나게 될 경제효과를 국
민들에게 공유하고, 현 세계 경기 하향세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 상황에 대응하
기 위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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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최근 북미관계 교착상태에서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반도 통합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북 교통협력
사업의 당위성과 기반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남북
교통협력사업 활성화와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수행하여, 남북
경협이 남한에 미치는 영향 추정과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
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당위성
을 모색하고, 교통분야별 남북협력 추진방향과 남북간 교통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방향, 그리고 교통 법제도 통합방향 등 남북 통합을 위한 기반 조성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또
한 동북아 교통협력 차원에서 동북아 주요국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여 분석
하였다.

나.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통계자료 등 연구자료는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국가의 교통계획, 국가간 협력사업 등은 과거부터 향후 전망까지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4

다. 내용적 범위
○ 교통물류부문 남북경협 현황 및 주요국 정책 분석
○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남북 교통협력사업 추진 관련 국민 인식조사 및 추진방향
○ 결론 및 정책제안

2. 연구 수행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기간과 예산 제약 하에 현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제 방법론 활용과 선행연구에서의 유사한 사례를 선별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하였다. 남북 교통협력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산업연관분석, MMCGE 모형, 장래 화물수요기반 물
류비용 및 시간 절감효과 분석방법 등을 통해 남한과 북한, 그리고 주변 국가
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북 교통협력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지지도를
조사하고자 대한민국 성인을 대상으로 남북육상교통협력 관련 대국민 설문조
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남북경제통합 및 남북육상교통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유무, 그리고 남북교통협력사업의 주 투자주체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
식을 조사하여 추후 우리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에 당위성을 마련하고자 했다.
셋째, 본 연구의 객관적이고 시의성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 북한, 중국, 러시
아 등 주변 국가 중심으로 국가별 문헌자료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
가간 교통물류 협력 현황과 각국의 주요 교통개발전략을 파악하고 각 국가가
발표한 전략과 상통하는 범위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넷째, 국내 대학교, 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와 세미나 및 자문회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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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통협력사업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부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더불
어 제한된 북한교통 관련 연구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 전문가들로부터 폭
넓은 자문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림 1-1> 과업 수행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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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 남북 교통협력사업 관련 연구는 주로 협력프로젝트 발굴과 추진방향
모색 혹은 정성적 측면에서 향후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데 그치며, 다소 한정된
범위에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관련 선행연구로 이상준 외(2013/2015)와 이
현주 외(2018) 보고서는 주로 정책적 측면에서의 한반도협력 중심의 프로젝트
발굴과 추진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는 북
한의 정량적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과 확보한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이 어려웠
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편, 최지영(2010)과 신동천·이석기(2017) 및 서종원 외(2018) 등은 국제산
업연관표 및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여 대북투자를 통한 경제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나, 남한 및 남북 양측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포괄적으
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최장호·김범환(2017)의 경우는
남북경협이 남북한 양측에 미치는 경제성장효과를 추정하여 남한에 주는 이익
까지 제시하였으나, 사업대상이 남북간 교통부문 협력에 집중되지는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보완하기 위해 실증적 방법론을 활용하
여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
산업연관분석, MMCGE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남북 교통협력사업이 남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고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높여 남북 협력사
업의 당위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이민규(2013)와 박지형 외(2015) 등의 산업연관분석 등을 활용한
교통산업부문에서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결론분석과 향후 정
책수립 방향을 모색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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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연구목적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과제명: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북중무역 분석
․연구자: 최지영(2010)
․연구목적: 국제산업연과표
를 기반으로 북중무역이 양
국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추정

․계량분석
․유관기관 경제데
이터 통계분석

․대외무역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
한 북중무역 분석

․과제명: 통일시대를 향한 한
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
트 선정 및 실천과제
․연구자: 이상준 외(2013)
․연구목적: 미래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차원의 국토·
인프라분야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
젝트의 추진을 위한 실천
과제를 제시

․계량분석
․협동연구
․프로그램형 접근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의 개념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
석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계량분석
․유관기관 경제데
이터 통계분석

3

․과제명: 산업연관분석을 이
용한 운송부문별 경제적 파
급효과 분석
․연구자: 이민규(2013)
․연구목적: 운송부문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산유발효과, 공급지장효
과, 물가파급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여 운송 부문의 발전
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산업연관분석 연구방법
론 정의
․운송부문 데이터 재분류
․운송부문 국민경제 파급
효과 분석
․분석결과 정책적 시사점

․계량분석
․유관기관 경제데
이터 통계분석

4

․과제명: 북한 산업구조와 대
북 투자의 효과분석 - 산업
연관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자: 신동천·이석기(2014)
․연구목적: 북한의 산업연관
표와 사회회계행렬을 통계
적 방법으로 추정하고 분석
하여 북한의 경제개발투자
의 경제적 효과 제시

․북한경제의 현황과 변화
추이
․북한경제 산업연관표와
사회회계행렬의 추정과
분석
․북한의 경제개발 투자와
CGE모형을 이용한 산업
별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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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목적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국내 관련연구
기관 협동연구

5

․과제명: 한반도‧동북아 공
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
발 핵심 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연구자: 이상준 외(2015)
․연구목적: 11개 핵심 프로
젝트 특성별로 다자협력 및
남북협력 중심의 프로젝트
추진체계 및 맞춤형 재원조
달방안 제시

․북한 국토·인프라개발
핵심 프로젝트 개요 및
추진여건 분석
․북한 국토·인프라개발
핵심 프로젝트 추진전략
․북한 국토·인프라개발
핵심 프로젝트 추진방안

․계량분석
․유관기관 경제
데이터 통계분석

6

․과제명: 교통산업이 국민경
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 박지형 외(2015)
․연구목적: 교통산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제시된 시사점을
통해 미래 교통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정립
․교통산업의 국민경제 파
급효과 분석
․교통산업 파급효과의 시
사점과 발전방향

․계량분석
․유관기관 경제
데이터 통계분석

7

․과제명: 남북한 경제통합 분
석모형 구축과 경제효과 분석
․연구자: 최장호·김범환(2017)
․연구목적: 남북경협이 양측
에 미치는 경제성장효과를
추정하여 남북 양측의 이익
을 극대화하는 남북경협의
형태 도출

․경제성장효과 평가모형
․경제통합 시나리오
․남북간 단기별 경제성장
효과 평가

․과제명: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자: 이현주 외(2018)
․연구목적: 한반도 신경제지
도 구상의 추진방향 제시

․문헌연구
․유관기관 경제
데이터 통계분
석
․사례연구
․전문가 협동연구

․한반도 주변국의 산업인
프라 여건 변화
․한반도의 남북경협 대내
여건의 변화
․한반도 권역별 남북경협
의 주요 사업과 사례 분석
․향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추진 방향 제시

․과제명: 교통정책평가 국제
협력사업(1)-경제효과 부문
․연구자: 서종원 외(2018)
․연구목적: 남북중 국제운송

․계량분석
․문헌연구
․국제전문가 협
동연구

․남북중 경제 및 교통인
프라현황 분석
․남북중 초국경 교통인프
라 관련 현황 및 계획

선
행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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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구목적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방법

본
연
구

주요연구내용
․남북중 초국경 교통인프
라 구축 방향 및 협력가
능 노선
․남북중 철도 연결사업
경제적 효과 분석 전망

로 구축에 따른 타 산업 및
각 국가의 국민경제 파급효
과를 경제성장파급효과, 산
업연관분석 등을 통해 분석
․본 연구는 본격적인 남북교통협력
사업 활성화 및 실현을 위한 사회경
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남북경협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
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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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분석
․설문조사
․문헌연구
․국내외 전문연
구기관 전문가
활용

․교통물류부문 남북경협
현황
․동북아 주요국 교통인프
라 구축 및 정책현황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
회경제적 효과 분석
․남북 육상교통협력 관련
국민 인식조사 조사
․교통분야별 남북교통협
력 추진방향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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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교통물류부문 남북경협 현황 및 추이
1. 남북 교통협력사업 현황
가. 경의선 연결사업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중 하나는 경의선 철도, 도로망 복원사
업이다.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은 1980년대 남북 경제회담부터 논의되어 왔으
나 실제 추진되진 못하다가,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구체화 됐다. 6.15 공동
선언의 실천사업으로 2000년 7월에 열린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과 9월에 열린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문산~개성 구간)와 도로연결에 합의
하며,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24)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연결사업은 2000년 9월 연결공사를 착공하
여, 2002년 12월 우리 측 철도 공사가, 이어 2003년 10월 우리 측 도로 공사가
완료되었다.25) 2007년 경의선 개통을 시작으로 남북화물열차를 매일 1회 정
2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통일-경의선, 동해선 도로, 철도연결｣, http://www.archives.go.kr/next/se
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361&pageFlag=(검색일: 2019.10.20.).
25) 통일뉴스(2004.05.17.),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현황('04.5월)」, http://www.tongilnews.com/n
ews/articleView.html?idxno=44127(검색일: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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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적으로 운행하였으나, 이후 핵실험 등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
발로 남북간 연결통로는 모두 막힌 상태가 되었다.26)
한편 최근 남북 및 동북아지역 정세변화에 따라 2018년 12월에 남북이 경
의선(개성~신의주 구간) 북측 구간 현지공동조사를 통해 개성-신의주(411.3

㎞), 도라산-개성(17.6㎞) 철도연결 구간의 점검 및 현대화사업을 위한 공동조
사를 마쳤으며,27) 개성-평양(155㎞) 구간의 도로 공동조사와 남측 도로 시찰
등을 논의하였다.28)
경의축 고속도로의 경우, 현재 평양-개성고속도로 및 평양-향산고속도로(평
양-신안주 구간)가 구축돼 있다. 양국은 10.4 공동선언 및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평양-개성고속도로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평양-신
의주 구간은 평양과 중국을 직접적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이지만, 신안주-신의
주 구간은 고속도로가 없어 그동안 고속도로 건설 논의가 진행되어왔다.29)

나. 동해선 연결사업
동해축은 남한과 북한을 거쳐 러시아 대륙으로 연계되는 축으로, 향후 한반
도 2대 간선축으로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의 동해선 연결사업은 2002년 4월 남한측 특사 방북 과정에서 양측간
합의에 따라 공식화되었으며, 2002년 8월 제7차 장관급회담에서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착공이 합의되었다. 이후 동년 9월에 남북이 동시에 동해선
철도연결공사를 착공하였다.30) 2005년 제진~군사분계선 단선철도 복구공사

26) 뉴스핌(2018.04.28.), 「[남북정상회담] '남북철도연결 로드맵'은? 화물열차→관광열차→시베리아횡단철
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80427000504(검색일: 2019.10.20.)
27) 중앙일보(2018.12.06.), 「남북철도조사단, 조사 마치고 귀환…“北철도 나쁘지 않아”」, https://news.jo
ins.com/article/23184092(검색일: 2019.10.20.)
28) 뉴스핌(2019.01.31.), 「남북 도로협력 실무접촉 종료…北, 남측 도로 시찰 등 논의」, http://www.new
spim.com/news/view/20190131001033(검색일: 2019.10.20.)
29)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p. 109
30) 나희승(2006), 「경의선 동해선 철도연결과 남북물류 운송시스템 구축방안」, 남북물류포럼 학술대회 자료집,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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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완료됐으며, 2007년 제진~금강산(25.5㎞) 구간의 시험열차를 운행한 바 있
다. 그러나 현재 남측 강릉-제진 구간은 미연결 상태로, 2019년 10월 현재 예
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조율 중이다.31) 해당 구간은 전구간 국내 사업으로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시 즉각 착수할 수 있다.

자료: 1) 국토지리정보원(2016), 「대한민국 전도」를 토대로 필자 재작성.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8.07.20.), 「남북, 20일 동해선 철도연결 구간 공동점검 실시」, http://www.
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2591(검색일: 2019.09.22.) 참고
3) 중앙일보(2018.12.08.),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 열흘 간 어떻게 진행되나」, https://news.joins.com/
article/23191864(검색일: 2019.09.22.) 참고
4) 연합뉴스(2018.12.20.), 「남북, 동해선 北도로 공동조사 21일 시작」, https://www.yna.co.kr/view/
AKR20181220090400504(검색일: 2019.09.22.) 참고

<그림 2-1> 2018년 남북교통협력 합의 및 대상 구간

31) 강원도민일보(2019.10.21.) , 「동해북부선 예타면제 연내 확정」, http://www.kado.net/?mod=news
&act=articleView&idxno=992906(검색일: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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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12월 경의선 구간의 현지 공동조사 이후 바로 동해선 축 현지
공동조사가 이뤄졌다. 제진-금강산(25.5㎞) 연결구간을 점검하고, 금강산~두
만강(783.4㎞) 구간의 현대화사업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를 마친 상태이다.32)

2. 남북간 주요 회의 현황 및 추이33)
가. 남북 정상회담
1) 6.15 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 남북은 평양에서 열린 첫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남북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의 연합제-낮은 단
계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상봉, 남북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
당국대화의 5개 항에 합의하였다.34)
6.15 공동선언은 교통 관련 의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남북 간 경제협력
및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의 활성화에 합의함으로써 후속 회담 및 실무조치
의 길을 열었다.35)

2) 10.4 공동선언
2007년 10월 4일, 남북은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10.4 공동선언
을 발표하였다. 남북 정상은 6.15 공동선언의 기존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총
8개 항에 합의하였다. 이는 6.15 공동선언의 고수와 적극 구현, 남북관계를 상
호존중과 신뢰관계 전환, 군사적 적대관계의 종식과 긴장완화‧평화를 위한 협

32) 연합뉴스(2018.12.17.), 「동해선 조사단 귀환…남북 철도공동조사 종료」, https://www.yna.co.kr/vie
w/MYH20181217011400038(검색일: 2019.10.23.)
33)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pp. 36-40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함
34) 기록으로 보는 남북회담, ｢공동선언 전문｣, http://theme.archives.go.kr/next/unikorea/six/six04.
do(검색일: 2018.10.20.).
35)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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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 정상 간 종전선언, 민족경제
협력사업의 활성화와 확대발전, 사회문화 교류 협력, 인도주의 협력사업, 국제
무대에서 민족 이익과 해외 동포 권익을 위한 협력 등이다.36)
교통 부문에서는 4가지 합의사항이 도출되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
치,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과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개성-신의주 철
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협의·추진, 백두산관
광 실시 및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등이 포함된다.37)

3) 4.27 판문점 선언
2018년 4월 27일, 남북은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 합의사항은 3개 항으로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
질적으로 해소,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등이다.38)
판문점 선언은 기존 10.4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
을 골자로 향후 신규 사업 논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
한 실천적 대책들’을 주요 과제로 합의하여 교통부문 협력이 최대 관심사임을
확인하였다.39)

4) 9.19 평양공동선언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 백화원
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판문점
36) 기록으로 보는 남북회담, ｢2007 남북정상선언 전문｣, http://theme.archives.go.kr/next/unikorea/s
econd/second05.do(검색일: 2018.10.20.).
37)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 32.
38) 아시아투데이(2018.04.27.), ｢[4.27 판문점 선언 전문] “남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위한 소중한 출발”｣,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427010016828(검색일: 2018.10.20.).
39)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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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해 제반적
문제들을 논의했다.40)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
식을 갖는다’는 내용을 합의하였다. 더불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특구를
조성하는데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41)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2018년 12월 남북 경의선·동해선 연결 착공식이 진
행되었고, 현지 공동조사가 이행되는 등 공동선언의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고자 양국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42)

<표 2-1> 남북 정상회담 중 교통협력 관련 합의사안
연도

선언

합의사안

2000

6.15 공동선언 ․남북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

2007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 및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10.4 공동선언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
수 문제 협의‧추진
․백두산관광 실시 및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2018

4.27 판문점선언

․10.4 선언 합의 사항 이행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활용

2018 9.19 평양공동선언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
자료: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p. 38을 기반으로 추가 작성

40) 경향신문(2018.09.19.), 「[전문]9월 평양공동선언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
view.html?art_id=201809191150001(검색일: 2019.10.25.)
41) 경향신문(2018.09.19.), 「[전문]9월 평양공동선언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
view.html?art_id=201809191150001(검색일: 2019.10.25.)
42) 연합뉴스(2018.12.10.), 「남북, 동해선 北도로 공동조사 21일 시작」, https://www.yna.co.kr/view/
AKR20181220090400504(검색일: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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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 총리 회담
남북은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2년간 총 8회에 걸쳐 남북 총리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1991년 12월에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 기본합
의서’)를 체결하였다. 이어 1992년 9월 열린 제8차 회담에서는 3가지 부속합
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1992년 12월 예정된 9차 회담이 무산된 이후 15년
간 중단된 상태였다.43)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및 공동선언 직후, 동년 11월 남북 총리 회담이
부활하여 제1차 회담이 성사되었다. 이를 통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을 위한 선언·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발표하였다. 교통 분
야에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 개성-평양고속도로 및 경의선 철도 이
용 방안, 개성공단 교통 문제 해결방안 등을 주로 논의하였으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실무접촉과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을 위한 실무접촉 등도 합의되었다.44)

다.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 장관급회담은 2000년 7월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18년 6월까지 총 23
차례 개최되었다. 교통부문에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철도 시범운행이 주
로 거론되었으며, 민간선박 통행 등 해운부문의 협력도 제기되었다. 육로 연결
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민
간선박 통행을 위해서는 해운관계자 실무접촉을 추진하였다.45)

43)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 34.
4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07.11.16.),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
리회담 합의서」, http://korea.kr/archive/expDocView.do;JSESSIONID_KOREA=bD1KbrMJv8p
0LC3RyQpWr1yrW4J2TZ7nSGZfBDlg6C1RWZcyVB6X!603063781!471756033?docId=2202
3&group=T&pageIndex=1&pageUnit=20&startDate=&endDate=&srchKeyword=&srchCode=
EDT01002%2CEDT07&codeLevel1=EDT07&allChkYN=(검색일: 2019.11.10.)
45)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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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남북 장관급 회담 중 교통협력 관련 합의사안
회차

시기

제1차

2000.07.

제2차

2000.08.

제3차

2000.09.

제4차

2000.12.

제5차

2001.09.

제7차

2002.08.

제8차

2002.10.

제10차

2003.04.

제13차
제15차

2004.02.
2005.06.

제17차

2005.12.

제18차

2006.04.

제20차

2007.02.

제23차

2018.06.

장소

합의사안

서울 ․경의선 철도 연결 합의
․서울-신의주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 도로 개설을 위한 9월 실무
평양
접촉
․경제협력 제도적 장치 마련 –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
결절차, 청산결제제도 마련 협력
제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치
․철도 및 도로연결 실무 문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협의‧
평양
해결
․2001년 3월 북측 한라산 관광단 파견
․서울-신의주 철도 및 문산-개성 도로의 개성공단 연결 공사를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 발효에 따라 착수
서울
․남북 민간선박의 상호 영해통과 허용 문제 협의를 위한 해운관
계자 실무 접촉 추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일정 합의
서울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문제 실무협의를 위원회에서 진행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건설 추진 결의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업단지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
평양
산 지역에 연결
․민간선박의 상대측 영해통과 및 안전운항 등 해운합의서 발효
문제 지속 협의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행사 등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평양
회의에서 협의
서울 ․해운합의 발효 문제 지속 협의
서울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 실무사안 협의 및 해결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및 통행‧통관‧통신 문제, 경의선 및 동해
선 열차 시험운행 추진 등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협의‧
제주
해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평양
개통문제 등 협의
․열차 시험운행 상반기 내 실시, 관련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
평양
회 위원 접촉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의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합의하
판문점
기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 개최

자료: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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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동북아 주요국 교통인프라 구축 및 정책 현황 분석
1. 북한
가. 경제개발중점대상개요
북한은 2011년 1월 15일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대외적으로 공
개하였다. 북한은 본 전략계획에 해당하는 모든 주요 대상 사업을 2010년 설
립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 위임하였으며, 주요 전략적 목표로는 하부구조
건설, 농업, 전력, 석탄, 연유, 금속 등 기초공업과 지역개발을 제시하였다.46)
2011년 10월에는 국내 언론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중
점대상개요’가 공개되었다. 계획의 주 목표는 북한 전역을 서북축(신의주-남
포-평양)과 동북축(라선-청진-김책)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공업지구, 교통망, 에너지, 농업 등의 개발에 총 1,000억 달러를
투자하려 하였다.47)
본 계획의 4대 핵심 개발사업은 남포IT산업단지, 김책광업제련단지, 청진중
공업지구, 라선석유화학공업지구 등이다. 지역별로 평양수도권에는 첨단 IT산
업을, 평라선 연선의 동해북부 해안연선지대에는 중화학공업벨트를 중점적으
로 육성하고자 하는 구상을 확인할 수 있다.48)

2. 27개 경제개발구 정책
북한은 1991년 12월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현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한 이후 2002년 11월 금강산관광지구(1998년 관광 개시)를 설치했으며,

46) 연합뉴스(2011.01.15.), 「北,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수립」, http://news.naver.com/main/
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868593(검색일: 2018.06.10.)
47) 통일뉴스(2011.10.06.), 「<단독입수> 북 대풍그룹 ‘2010-2020 북한 경제개발 중점대상’」, http://ww
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47(검색일: 2018.05.10.)
48)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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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설치하였다.49) 이어 2011년 신의주특별행정
구 지역 중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황금평과 위화도 일대에 중국과 합작지대인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를 설치하여 4개 경제특구를 확보하였다.50)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 제정에 이어, 동년 11월 13개 경제개발구를 설치
하였다.51) 2014년 6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동년 7월 6개 경제개발구
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2015년 4월 무봉국제관광특구를, 2015년 10월 경원경
제개발구를, 2017년 12월 강남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2019년 현재 북한의 경
제개발구는 총 27개로 파악된다.52)
2018년 11월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요경제지대들」을 발간,
중앙급 8개와 지방급 19의 총 27개 경제개발구를 소개하였다.53) 기능별로 공
업 12곳, 농업 3곳, 관광 6곳, 수출가공 3곳, 첨단기술 1곳으로 구성되어 있
다.54) 지역별로는 평북 4곳, 평양ㆍ남포ㆍ평남권 6곳, 황북 2곳, 황남 1곳, 라
선ㆍ함북 5곳, 함남 2곳, 자강 2곳, 량강 2곳으로 나타난다.55)

<표 2-3>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현황
개발구

위치

면적

업종

지정일자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강원도
일부지역

440㎢

생태환경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국제적인 휴양 및
치료관광, 력사유적관광

2014.06.12.

라선경제
무역지대

라선시

470㎢

국제적인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봉사업

1991.12.28.

49)
50)
51)
52)
53)
54)
55)

서종원
서종원
서종원
서종원
서종원
서종원
서종원

외(2019),
외(2019),
외(2019),
외(2019),
외(2019),
외(2019),
외(2019),

「교통물류분야
「교통물류분야
「교통물류분야
「교통물류분야
「교통물류분야
「교통물류분야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남북협력
남북협력
남북협력
남북협력
남북협력
남북협력

구상」,
구상」,
구상」,
구상」,
구상」,
구상」,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p.
p.
p.
p.
p.
p.
p.

47.
47.
47.
48.
48.
4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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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

위치

면적

업종

지정일자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평안북도
신의주시,
신도군

52.49㎢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강원도
고성군ㆍ금강군
일부

225㎢

금강산관광

2002.11.23.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평안북도
신의주시

40㎢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2013.11.21.
(특수경제지대)

강령국제
록색시범구

황해남도
강령군

3.5

록색상업기술연구개발,
유기농산물 및 수산물가공

2014.07.23.

은정첨단
기술개발구

평양시
은정구역

2㎢

정보기술, 나노 및 새 재료,
생물공학분야의 연구개발과
도입, 첨단기술제품의 생산과
수출, 첨단기술전시와 교류

2014.07.23.

진도
수출가공구

남포시
와우도구역

1.37㎢

원료, 자재, 부속품을 수입하여
현대적인 기계, 전기, 전자,
2014.07.23.
경공업 및 화학제품들을
생산수출하는 보세가공무역

만포
경제개발구

자강도 만포시

3.9㎢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2013.11.21.

위원
공업개발구

자강도 위원군

2.3㎢

광물자원가공, 목재가공,
기계설비제작, 농토산물가공,
잠업 및 담수양어과학연구

2013.11.21

청진
경제개발구

함경북도
청진시

5.4㎢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생산,
전자제품생산, 중계수송,
2013.11.21.
대외무역

어랑
농업개발구

함경북도
어랑군

5.1㎢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도입한
농축산기시, 채종과 육종을
포함한 농업과학연구개발기지

2013.11.21.

온성섬
관광개발구

함경북도
온성군

1.69㎢

골프장, 수영장, 경마장,
관광봉사

2013.11.21.

경원
경제개발구

함경북도
경원군

1.91㎢

전자제품생산, 수산물가공,
정보산업제품, 피복가공,
식료가공업, 관광업

2015.10.08.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 2011.12.03.
(지대법 제정)
관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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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구

위치

면적

업종

지정일자

무봉
관광특구

량강도
삼지연군

20㎢

백두산지구참관과 관광객들에
대한 종합봉사, 관광상품생산

2015.04.23.

혜산
경제개발구

량강도 혜산시

1㎢

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2013.11.21.
대외무역

압록강
경제개발구

평안북도
의주군

6.3㎢

현대농업, 관광휴양, 대외무역

2013.11.21.

청수
관광개발구

평안북도
삭주군

20㎢

압록강류역의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리용한
관광봉사

2014.07.23.

현동
공업개발구

강원도 원산시

2㎢

정보산업, 경공업,
관광기념품생산업

2013.11.21.

흥남
공업개발구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

2.2㎢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품생산, 기계설비제작

2013.11.21.

북청
농업개발구

함경남도
북청군

3.5㎢

과수업과 과일종합가공업,
축산업을 기본으로하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

2013.11.21.

와우도
수출가공구

남포시
와우도구역

1.5㎢

송림
수출가공구

황해북도
송림시

2㎢

신평
관광개발구

황해북도
신평군

8.1㎢

청남
공업개발구

평안남도
청남구

2㎢

채취설비와 부속품, 공구제작,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학제품생산, 대외무역

2014.07.23.

2014.07.23.

2017.12.23.

선진적인 개발 및 운영방식이
2013.11.21.
도입된 수출지향형 가공조립업
수출가공업, 창고보관업,
화물운송업

2013.11.21.

명승지들에 대한 유람과 탐승,
휴양, 체육, 오락 등 다양한
2013.11.21.
관광봉사

숙천
농업개발구

평안남도
숙천군

3㎢

다수확우량품종들의 육종과
채종, 농산, 축산, 과수, 남새,
버섯부문생산 및 가공,
기술연구개발

강남
경제개발구

평양시 강남군

3㎢

다수확우량품종육종과
사료생산, 첨단제품가공 및
임가공

자료: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 이슈페이퍼, 제2019-8호, 한국교통연구원, p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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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최성원·서종원(2019), 「북한 경제개발구 지정 현황」, 이슈페이퍼, 제2019-8호, 한국교통연구원, p. 7

<그림 2-2> 북한 경제개발구 위치도

3. 중국 동북지역
가. 일대일로 전략
2013년 시진핑 주석은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일대)와 해상실크로드(일로)
를 구상하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을 국가급 지역발전 계획으로 표명하였
고, 2015년 3월에는 발개위, 외교부, 상무부에서 「실크로드경제벨트 및 21세
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56)을 공동으로 발표하
면서 일대일로 전략의 실행을 공식화하였다.57)
56) 중문명 문건 제목은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로 표기
57) 서종원·양하은(2018), ｢중국 일대일로 추진성과와 교통물류부문에서의 우리나라와 협력방향｣, 이슈페
이퍼, 제2018-2호, 한국교통연구원, p. 4.

제2장 교통물류부문 남북경협 현황 및 주요국 정책 분석

23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인프라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6대 경제회랑은 신유라
시아대륙교,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
랑, 중국·중남반도(인도차이나) 경제회랑,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방글라데
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으로 구성된다.58)
6대 경제회랑 중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최초의 회랑은 중·몽·러 경제회랑
으로, 2016년 6월 중몽러 경제회랑 구축을 위한 32개 프로젝트를 협의하였
다.59) 러시아와 몽골도 유럽으로 통하는 철도인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TMR(몽골횡단철도)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회랑에 비해 구축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유럽 직통열차’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 열차는 아라산커우와 후얼궈스세관으로 통하는 서부통로, 얼롄하오터세관
으로 통하는 중부통로, 만저우리세관으로 통하는 동부통로로 구성된다. 2019
년 4월까지 65개 선로로 유럽 15개 국가의 44개 도시로 운송하였으며, 누적대
수 총 11,000대를 기록하였다.60)
한편 2017년과 2019년에는 베이징에서 1차, 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1차 회담에는 29개국 정상을 포함한 130여 개국 및 70여
개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석하였고,61)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회담에는
37개국 정상을 포함한 150개국 5,00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62)
2018년 9월 10일 랴오닝성 정부에서 「랴오닝“일대일로”종합시범구건설

58) 서종원·양하은(2018), ｢중국 일대일로 추진성과와 교통물류부문에서의 우리나라와 협력방향」, 이슈페
이퍼, 제2018-2호, 한국교통연구원, p. 3.
59) 이현주·이백진·어은주·김원배·송쿠이(2016),「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중·
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토연구원, p. 41.
60) 中国一带一路网(2017.12.28.)，“2018年中欧班列将达4000列 开辟新线路缓解‘堵车’”, https://ww
w.yidaiyilu.gov.cn/xwzx/gnxw/41397.htm. 서종원·양하은(2018), ｢중국 일대일로 추진성과와 교통
물류부문에서의 우리나라와 협력방향｣, 이슈페이퍼, 제2018-2호, 한국교통연구원, p. 17.에서 재인용
61) 서종원·양하은(2018), 「중국 일대일로 추진성과와 교통물류부문에서의 우리나라와 협력방향｣, 이슈페
이퍼, 제2018-2호, 한국교통연구원, p. 5.
62) 양하은·서종원(2019), 「중국 ‘일대일로’, ‘중국-유럽열차’ 추진성과와 시사점｣, 이슈페이퍼, 제201920호, 한국교통연구원,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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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안」을 통지 발부하였다. 시범계획의 핵심으로 ‘동북아경제회랑’ 구축
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중몽러 경제회랑’과 ‘한중일+X’모델을 융합하여 동북
아 국가간 공동건설을 목표로 한다.63)

나. 창지투 선도구 계획
북한, 중국, 러시아 3국의 국경에 위치한 두만강 유역의 다자간 협력을 추진
하기 위해 중국은 2009년에 「중국 두만강구역 합작개발계획 강요–창지투를
개발개방 선도구로｣를 비준하여 창춘, 지린, 투먼 일대를 개발하기 시작하였
다. 창지투 선도구 발전계획은 100개의 프로젝트에 달하며 그중 대외운송로
사업은 12개로 총 173.5억 위안 투자, 북한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는 7개로 총
154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을 구상하였다.64)
13차 5개년 계획기간 창지투 전략의 주요 목표로 6대 국제 물류통로를 구축
하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① 연변개방통로는 훈춘을 기점으로 러시아 자루
비노항, 북한 라진항과 청진항을 빌려 동해 출로 확보, ② 중몽러 경제회랑 구
축은 훈춘-창춘-초이발산-러시아-유럽, ③ 내륙개방 통로는 하얼빈-다롄 교
통선을 축으로 창춘, 지린, 쓰핑에 내륙항을 건설하고 다롄항, 잉커우항으로
연결하여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환발해 경제권과 징진지일체화와 접목, ④ 국
제처로통로는 창춘, 훈춘-만저우리-유럽을 연결하는 ‘창만어우’ 국제철도화물
운수 통로 구축, ⑤ 동남부개방통로는 ‘동변도’를 축으로 퉁화, 바이산을 내륙
항으로 건설하여 단둥항구와 연결, ⑥ 공중개발통로는 창춘 룽자공항, 옌지 공
항의 전 세계항로를 구축한다.65) 그리고 변경 지역의 초국경 경제합작구 건설
을 위해 훈춘, 화룽 변경합작구는 러시아와 북한을 대상으로 훈춘-자루비노,

63) 辽宁省人民政府(2018), “辽宁“一带一路” 综合试验区建设总体方案”
64) 서종원·양하은·최성원·장동명·안국산(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 일대일로 연계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pp. 69-71
65) 길림신문(2016.08.30.), 「“13.5” 기간 장길도전략의 사업구상과 중점과업은｣, http://www.jlcxwb.co
m.cn/dby/content/2016-08/30/content_177595.htm(검색일: 2018.06.29.).

제2장 교통물류부문 남북경협 현황 및 주요국 정책 분석

25

훈춘-류다도, 룽징-회령 등 초국경 경제합작구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으
로 발표하였다.66)

다. 신동북진흥계획
1990년 이후 시작된 동북지역의 경제성장 둔화를 극복하고자 2003년 「동
북지역 노후공업기지 진흥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고, 2016년부터 ‘동북진
흥’에서 ‘전면진흥’으로 계획 명칭을 바꾸면서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표
출하였다. 최근에 발표된 동북진흥정책의 정책방향은 투자 활성화, 국유기업
개혁, 산업고도화, 대외개방 확대로 나뉜다. 이 중에서 산업고도화와 대외개방
확대의 경우 ‘중국제조 2025’ 정책과 ‘일대일로 전략’의 목표와 정책방향이 일
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67)

<표 2-4> 중국 동북3성 변경도시의 주요 사업
도시

사업내용

단둥

․변경, 연해, 연강의 지리적 우세성과 동북지역의 동부 출해통로 역할을 통해
도시기능을 향상
․동북아 국가의 연계와 협력을 심화하여 상품생산, 물류, 수출가공기지를 건
설하고 변경관광을 발전

훈춘

․투먼강구역(훈춘) 국제협력시범구 건설을 통해 수출가공, 해외자원개발, 생
산서비스, 국제물류, 국경관광 등 경제기능구의 일체화를 추진

쑤이펀허
-둥닝

․주변국과의 인프라의 후롄후통을 추진하여 투자무역협력을 심화하고 중러
전략 협력 및 동북아 개방협력의 중요 플랫폼으로 건설

헤이허

․중러 헤이허-블라고베셴스크(布拉戈维申斯克) “쌍둥이 도시(双子城)”를 건설
하여 관광업과 물류업을 발전
․세관기능 확대, 동북지역 북부 변경생태주민도시 및 중러 우호시범도시 건설

자료: 国家发展改革委(2016), “东北振兴‘十三五’规划”, p. 53.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
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p. 62에서 재인용

66) 길림신문(2016.08.30.), 「“13.5” 기간 장길도전략의 사업구상과 중점과업은」, http://www.jlcxwb.co
m.cn/dby/content/2016-08/30/content_177595.htm(검색일: 2018.06.29.).
67) 최지원(2017), 「중국 동북진흥정책 평가 및 신정책 방향 분석」, 지역기초자료 17-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2, pp.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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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고도화의 경우 랴오닝성과 지린성이 중국 최초의 국가급 산업고도화
시험구로 선정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랴오닝성은 선양-안산-푸순이 산업고도
화 시험구로 선정되었으며, 랴오닝성은 창춘-지린-쑹위안이 선정되었으며 과
학기술 및 혁신능력 강화, 역내 민영경제 발전, 노후공업 지역의 이전 및 개조
를 강조하였다. 국가급 시험구는 매년 시험구 관리체계에 대한 연도별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성과가 좋지 않으면 시험구 자격을 박탈시킬 예정이다.68)

4. 극동러시아
가. 러시아 신동방정책
러시아 극동개발은 푸틴집권 2기부터 과거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지향하던
방식에서 성장거점 중심의 개발방식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후 푸틴집권
3기에 들어서는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2012년에 극동지역 개발을 전담으로
하는 ‘극동개발부’69)가 신설되는 등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
진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 개최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 매년 ‘동방경제포럼’의 정례적 개최 등 각 국가의 정상
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극동지역에 개최하며 극동러시아에 대한 국
제적 인지도를 개선시켰다.
또한, 새로운 극동발전 계획을 위해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
항’, ‘극동 헥타르’ 등 새로운 제도가 입안되었으며,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국
가기관인 극동개발공사,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등을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극동지역을 투자하기 매력적인 곳으로 변화시켜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 주
변국과의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2013년에는 새로운 국가프로그램인 「2025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

68) 최지원(2017), 「중국 동북진흥정책 평가 및 신정책 방향 분석」, 지역기초자료 17-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23-24
69) (現)극동북극개발부로 명칭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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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연방목적프로그램이 확정 및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사업목록과 연방
예산이 책정되었다. 다만 2014년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등 대내외적 문제로
인해 다양한 극동개발 프로그램과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막대한 예산 조달 이
슈가 극동지역 개발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주요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표 2-5> 푸틴 3~4기 정부 극동개발정책 추진 동향
일 시
2009

내 용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확정

2012

․극동개발부 신설(2013년 권한 확대)

2013

․국가 프로그램 ｢2025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확정

2013

․연방목적프로그램 ｢2018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 경제사회 발전｣ 확정

2014

․국가 프로그램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개정

2014

․‘선도개발구역’ 조성(극동개발부 주관) 및 대통령 서명

2015

․‘선도개발구역’ 관련 연방법 발효

2015

․극동개발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률안 입안

2015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채택 및 서명, 법안 효력 발생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 발효
․’16~’17년, 연해주 외에 하바롭스크 변강, 사할린 주, 캄차트카 변강, 추코트카
자치구 등 총 5개 지역으로 확대)

2016
2016

․‘극동 헥타르 프로그램’ 법안 발효

2019

․‘선도개발구역’ 2개 확대 운영
․’15년 9개, ’16년 14개, ’17년 18개, ’19년 20개 설치 및 운영)

자료: 1)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p. 63을 기반으로 추가 작성
2)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 СПВ”, https://erdc.ru/about-spv/#anc
hor-statistics(검색일: 2019.10.15.) 참고
3)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 ТОР”, https://erdc.ru/about-tor/(검색
일: 2019.10.11.) 참고

나. 선도개발구역
러시아는 성장거점 지역 중심의 극동개발정책의 일환으로 극동지역에 선도개
발구역(ASEZ, Advanced Special Economy Zone)을 조성하였다. 이후 2014년
12월에 대통령령 서명과 2015년 3월 관련 연방법이 발효되며 본격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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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개발구역’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 사회발전 도모와 투자유치 환경
조성을 위해 인프라, 세제혜택, 행정지원 등에 대한 보장이 법으로 규정된 구
역으로, 개념상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 및 현행 러시아 특별경제구
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70)
2018년 11월에 부랴티아 공화국과 자바이칼스크 변강이 극동연방관구로
편입되면서 두 지역의 선도개발구역까지 포함하여 2019년 10월 기준으로 총
20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선도개발구역 내에는 400개
의 국내외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창출된 신규 일자리 규모는 총 69,532개, 총
투자규모는 2.81조 루블로 집계됐다.71)
현재 지정된 선도개발구역 20개 중 연해주의 ‘나데진스카야’, 하바롭스크
변강의 ‘하바롭스크’, ‘니콜라옙스크’, 아무르주의 ‘프리아무르스카야’, 유대인
자치주 ‘아무로-힌간스카야’, 사하공화국 ‘유즈나야 야쿠티야’ 등 6개 구역이
교통물류 분야에 특화된 곳이다.72)

다.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은 선도개발구역과 상호 보완적인 정책으로, 연해주
가 보유한 지리적 경제적 장점을 활용하여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 및
국제 화물 유치를 목표로 하였다.73) 이는 특구 지역을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지정 도시(항만, 국경) 전체에 적용하되 무관세 통관절차 적용 지역에 대해서
70)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동향-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p. 1.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한국
교통연구원, p. 68에서 재인용
71)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 ТОР”, https://
erdc.ru/about-tor/(검색일: 2019.10.11.)
72) 서종원·한은영(2018), 「2018 러시아 교통인프라 개발동향과 한국과의 협력방향」, 이슈페이퍼, 제201
8-3호, 한국교통연구원, p. 14.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
력 방안과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p. 68에서 재인용
73)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동향-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p. 48, http://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8/list.do(검색일: 201
9.09.11.)

제2장 교통물류부문 남북경협 현황 및 주요국 정책 분석

29

만 지리적으로 한정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관세 면제 및 각종 세금, 임대료 등
을 감면해주는 관세자유 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과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74)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정구역은 2019년 10월 기준으로 총 5개 주 내에
22곳이다.75) 2016년에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 발효 후,
2017년에 연해주 외에도 하바롭스크 변강의 소비에트 가반지역 등으로 확대
하는 연방법에 서명하는 등 현재는 연해주, 하바롭스크 변강, 사할린 주, 캄차
트카 변강, 추코트카 자치구 등 총 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76)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은 극동지역에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롭게 구축된 정책으로, 이러한 혜택을 통해 입주한 국내외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규모의 확대가 기대
된다. 또한, 극동지역의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무역 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교통
인프라 개발을 통해 향후 남북한 및 중국 등과 협력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된다.77)

5. 우리나라 교통물류 관련 주요 정책현황 및 계획
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간 하나의 시장협력을 통해 경제통일 기
반을 구축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하였다.78)
74)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동향-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p. 48, p. 65.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p. 71에서 재인용
75)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 СПВ”, https://
erdc.ru/about-spv/#anchor-statistics(검색일: 2019.10.15.)
76)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동향-블라디보스톡자유항 구역확대 등 극동개발 정책
동향(2018.08.22.)」 참고, http://overseas.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8/list.do
(검색일: 2019.09.11.)
77)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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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100대 국정과제 중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
상 및 경제통일 구현’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환동해·환서해·DMZ접경지역 3대
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진하는 것
을 주요 골자로 한다.79)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 10·4 남북정상
선언 등 남북 간에 합의되었던 기존의 경협사업에 대한 이행을 핵심으로 하면
서, 실행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기반시설 확충, 자원개발 협력 등에 대한 각종
우대와 혜택 부여를 제시하였다.80) 또한, 남북경협기업의 피해를 조속히 지원
하고 추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여건 조성 시에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
산 관광 재개 등 민간경협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81)
나아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 철도의 연결을 통해 한반도를 넘어
러시아 및 유럽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협력으로 발전하는 비전을 제시하였
다.82) 이는 아래의 신북방정책과 연계된다.

나. 신북방정책
100대 국정과제 중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은 동북아지역 내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과 동북아를 넘어서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
로써의 ‘신북방정책’을 제시하였다. ‘신북방정책’의 구현 방안은 라진-하산 물
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의 추진기반 마련과 한-EAEU83) FTA
추진, 중국 일대일로 구상 참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84)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3차 동
78)
79)
80)
81)
82)
83)
84)

대한민국 정부(2017), 100대 국정과제, p. 112
대한민국 정부(2017), 100대 국정과제, p. 112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p. 42
대한민국 정부(2017), 100대 국정과제, p. 112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p. 41
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 Eurasian Economic Union)
대한민국 정부(2017), 100대 국정과제,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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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러간 가스, 철도, 항만 등 9개 분야에서의 동시다
발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의미하는 ‘9-Bridge’85)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 협력 플랫폼 구축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북방협력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
해 EAEU와의 FTA 체결과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같은 다자간 협력 강화 등도
제시하였다.86)
그간 북방정책이 외교중심 혹은 에너지 등의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경제중심
으로 추진되었다면,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남북러 3각 협력 및 9개 분야에
서 동시다발적인 협력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보다 협력이 확대·발전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2018년 발표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추진방향과 연
계점을 갖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역점적 추진정책 중 하나이다.

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제73주년 8.15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
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
시아철도공동체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등과 같은 기존 철도협력체 수준
의 느슨한 규약기구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공동 철도연결 및 협력
사업체를 지향하고 있다.87)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남북 교통인프라(철도 중심) 협력을 중심으로 동북
아 상생번영을 견인하고 나아가 유라시아와 태평양 주변국가에게도 공동 번
영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역내 다자협력의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단계적으로는 에너지 및 경제공동체 형성,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과 한반도

85)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북방정책-정책과제-9개의 다리」, http://www.bukbang.go.kr/bukbang/vis
ion_policy/policys/0004/(검색일: 2019.09.20.)
86) 파이낸셜뉴스(2017.09.07.), 「문재인 대통령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http://www.fnnews.co
m/news/201709070929347613(검색일: 2019.09.13.).
87)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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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북방 대륙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성장과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체
추진을 목표로 한다.88)
이러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철도 연결 및
중국, 러시아 등과의 초국경 철도 연결교류협력, 기술표준화 등 포괄적인 범
위에서 인프라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추진방안과 관련 회원국 간 이해사업
발굴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89)

88)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p. 165
89) 서종원·한은영·최성원·양하은(2018), 「신북방경제 시대 한중러 교통협력 방안과 효과」, 한국교통연구원, p.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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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남북 교통협력사업 효과분석 개요
1.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방법론 개요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크게 ‘사업 전’과 ‘사업 시행 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업 전’에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편익추정 혹
은 가치추정이 가능한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활용하여 비시장가치에 대한
선호도 및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90) 남북 육상교통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응답자들에게 이 대상에 대한 지불가능의사 및 지불가능한 금액을 도출하였다.
‘사업 시행 중-건설단계’에서는 산업연관분석, MMCGE 모형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건설단계에서의 생산/
고용/소득증대와 같은 편익효과는 산업연관모형(Input Output Model)을 기반
으로 건설기간 중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각 산업간 거래를 분석하였
다. 또한, 국가간 교역을 기반으로 관련국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MMCGE 방법론을 이용하여 주변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업 시행 중-운영단계’에서는 화물운송 운임 및 시간 변화 분석을 통해 남북

90) KDI 공공투자관리센터·한국환경경제학회(2012),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 지침 개선 연구」,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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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교통인프라가 구축되고 운영될 경우 기존 해상운송 대비 우리나라와 주변국
간 운송운임과 운송시간비용 절감분에 대한 직접적 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이며 비교 대상 교통수단은 해상운송
으로 해운에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철도 전환 물량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정성적 분석방법을 통해 남한, 북한, 동북아 주변국에 미치는 사
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기타 방면의 기대효과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표 3-1> 남북교통협력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방법
단계
사업전

-

건설
단계

사업
시행중

분석 방법론

비고

조건부가치측정법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평가대상(남북 육상교통협력사업)의
지불의사금액(WTP) 도출을 통해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

산업연관분석
(Input-output analysis)

산업 간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고 투자의 파급효과를 추정

MMCGE
국가간 교역을 기반으로 관련국의 경제에
(Multinational Multiregional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남북교통시설 개발에 따른 건설효과 영향)
model)

운영
화물운송 운임 및 시간절감 효과
단계
-

정성적 파급효과

화물운송 시나리오별 시간가치와
운임절감액을 분석하여
운임 및 운송시간 절감 증대효과를 추정
남한, 북한, 동북아 주변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성적으로 추정

주: 본 연구 3장 3절에서 활용한 각 분석 방법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2. 대상 선정
가. 철도
남북 철도교통협력사업 효과분석의 대상으로는 크게 북한 서부축, 동부축, 동
서축의 3대 노선을 꼽을 수 있다. 서부축은 경부선(평부ㆍ평의선)으로 우리의 경
의선 및 경부ㆍ호남선과 연계하여 한반도 서부축을 구성하며, 동부축은 금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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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선ㆍ강원선ㆍ평라선ㆍ함북선ㆍ두만강선으로 우리의 동해선과 연계하여 한
반도 동부축을 구성한다. 동서축은 평라선의 간리-고원 구간으로 수도 평양을 중
심으로 북한의 동서횡단 주간선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우리 측 수도권과
동부축을 직접 연계하는 경원ㆍ강원선 노선이 3+1노선축으로 포함될 수 있다.
철도인프라는 그 수준에 따라 기존선 현대화, 기존선 고속화(200~250km/h
내외 수준), 고속전용선(300km/h 이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준에 따라
사업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초기단계의 연결사업을 상정하여
단선 비전철 성능복원(최대 시속 100km/h급)을 중심으로 사업비를 적용하였
다. 이는 현재 북한 철도의 선형 및 구배 등에 대한 개량을 최소화하고 노반
및 궤도에 대한 개량, 보강을 통하여 설계기준 상의 주행성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다만 경의선의 경우 서울-평양-베이징을 연계하는 특성
상 복선 비전철로의 개량이 필요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단선 비전철 복원 대상인 평라선 동서축(간리-고원), 평라선 동해안축(고원두만강), 강원선, 금강산청년선, 함북선, 경원선 6개 구간(총연장 1,387.6㎞)의
사업비 단가는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의 경의·동해선축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안 내용을 참고하였다.91) 해당 연구에서는 우리 측이 자
재공급 및 일부 기술력을 제공하고 북측이 공사를 시행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
였다. 이에 따르면 평균 사업비는 1km당 약 34억 원 규모로 파악되며 대상
구간에 적용 시 총 4.7조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복선 비전철 개량 대상인 경의선(평부‧평의선)의 사업비는 2018년 언론보
도를 통해 확인되는 경의선 복선개량 현대화 비용 약 3.6조원을 적용하였
다.92) 이들 비용을 합산한 결과 북한지역 총 7개 노선 1,817km 구간에 대한
성능복원 사업비는 약 8.3조원을 적용하였다.

91)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 276
92) 동아일보(2018.04.30.), 「서울~신의주 고속철 신설 등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상 단계」, http://news.d
onga.com/ISSUE/2017president/News?gid=89859669&date=20180430#csidx8fc3cbf0e67
1b0692d5d844b4608b3f(검색일: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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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북한지역 주요 간선철도 노선 성능복원 사업비 추정치
총연장
(km)

비용
(억 원)

구분

노선명

주 요 경 유 지

서부축

경의선

판문점-개성-평양-신의주

429.2

35,894 복선 비전철

동서축

평라선

간리-순천-신성천-양덕-고원

205.7

6,994 단선 비전철

평라선
(두만강선)

고원-함흥-청진-라진-두만강

578.4

19,666 단선 비전철

강원선

고원-덕원-안변-세포-평강

145.1

4,933 단선 비전철

금강산
청년선

안변-동해-고성-삼일포-감호

119.4

4,060 단선 비전철

함북선

청진-회령-남양-온성-라진

324.7

11,040 단선 비전철

경원선

월정리-평강

14.2

483 단선 비전철

동부축

계

1,817

비고

83,070

주: 경의선은 기존 언론에서 보도된 복선사업 예상비를, 기타 구간은 단선 전제로 1km당 34억 원 계상
자료: 1) 동아일보(2017.10.11.), “[단독]국토부, 朴정부때 ‘한반도 통합철도망 마스터플랜’ 마련”, http://news.do
nga.com/East/MainNews/3/all/20171011/86688558/1#csidx73d56d9278a6a368266183154f
868b5(검색일: 2019.06.02.)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2)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 276.을 토대로 필자 재작성.

나. 도로
도로부문의 남북경협대상 노선은 철도와 유사하게 서부축, 동부축의 양대
간선을 선정하였으나, 동서축의 경우 현재 개설된 평양-원산고속도로가 그 수
준을 감안할 때 경협보다는 북한 내부 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
여 제외하였다. 서부축은 문산-개성, 신안주-신의주, 평양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의 신축과 개성-평양, 평양-신안주 구간의 현대화 개보수가 요구된다. 동
부축은 현재 북측 원산-금강산고속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사실상 일반도로
수준의 사양으로 인하여 속초-원산-함흥-김책-청진-두만강/온성에 이르는 전
구간의 도로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도로노선의 사업연장은 2014년 수행된 「통일 준비 한반도 교통인프라
구축전략 기획 연구」의 내용을 적용하였다.93) 사업 대상구간은 서부축 문산

93) 안병민 외(2014), 「통일 준비 한반도 교통인프라 구축전략 기획 연구」, pp. 12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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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총 359km, 동부축 거진-온성 700km와 함께 동부축의 지선인 철원원산 102km 등 총 1,169km 구간이 선정되었다. 사업비용의 경우 2019년 수
행된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의 북한지역 도로사업 추정 단가를 적용하
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지역 도로사업 시행 시 1km당 단가는 고속도로 신설 시
335억 원, 고속도로 현대화 시 128억 원, 일반도로 신설 시 147억 원, 일반도로
현대화 시 136억 원으로 조사되었다.94)
일반도로 사업비의 경우 북한지역 일반도로의 현황이 열악하여 왕복 4차로 포
장도로를 기준으로 신설과 현대화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산정되어 전 구간
을 신설로 전제하여 사업비를 적용하였다. 단 원산-금강산 고속도로의 경우 입체
화가 되지 않아 사실상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진-고
성(북) 구간의 경우 현재 왕복 2차로 포장도로가 개통되어 있으므로 두 구간에 한
하여 일반도로 현대화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지역 총
1,169km 구간의 도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9.4조원을 적용하였다.

<표 3-3> 북한지역 주요 도로 노선 성능복원 사업비 추정치
축선

서부축

동부축-1

구간
문산-개성
개성-평양
평양-안주
안주-정주
정주-신의주
거진-고성(북)
고성-원산
원산-함흥
함흥-김책
김책-청진
청진-라선
라선-온성

등급
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소계
국도
국도
국도
국도
국도
국도
국도
소계

사업내용
신설
확장‧개량
확장‧개량
신설
신설
확장ㆍ개량
확장ㆍ개량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연장(km)
22
161
58
21
105
367
19
89
115
189
164
45
79
700

94)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p. 296-312.

사업비(억 원)
7,370
20,608
7,424
7,035
35,175
77,612
2,584
12,104
16,905
27,783
24,108
6,615
11,613
1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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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선
동부축-2

구간
철원-평강(남)
철원-평강(북)
평강-원산

등급
국도
국도
국도
소계
총계

사업내용
신설
신설
신설

연장(km)
6
14
82
102
1,169

사업비(억 원)
882
2,058
12,054
14,994
194,318

자료: 1) 안병민 외(2014), 「통일 준비 한반도 교통인프라 구축전략 기획 연구」, pp. 129-182.를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2)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p. 296-312.을 토대로 필자 재작성.

다. 항공
항공의 경우 현재 북한에서 국내선 노선이 운항되고 있는 평양, 원산, 선덕
(함흥), 어랑(청진), 삼지연, 의주의 6개 공항을 주요 협력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2015~2017년에 걸쳐 평양국제비행장과 원산비행장의 현
대화를 완료하였으므로 실제 협력대상은 두 곳을 제외한 4개 공항으로 좁혀진
다. 황해권 지역의 경우 측 수도권 및 북측 평양 수도권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각각 인천국제공항 및 평양국제비행장과의 육상교통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강도 지역의 경우 지형적 요건 및 인구규모를
감안할 때 평양국제비행장 및 의주비행장과의 연계가 타당할 것으로 예상된
다. 북한 당국은 2013년 경제개발구 안내서를 통하여 청진시 삼해리 지역에
신공항 건설을 예고하였으나 현지 부지에 대한 파악이 전무하여 본 연구의 분
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북한지역 공항에 대한 투자소요는 한국공항공사(2014), 「북한공항 현황 기
초조사 연구」의 자료를 준용하였다.95) 현재 3,300×60m급 활주로를 갖추고
있는 삼지연비행장 외의 사업대상 비행장들은 모두 2,500×45m급 활주로를
목표로 하며, 2,300㎡ 규모의 여객터미널을 갖추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4개 공항에 대한 현대화 사업비 규모는 총 1,786.8억 원을 적용하였다.

95) 한국공항공사(2014), 「북한공항 현황 기초조사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pp. 2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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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북한지역 주요 공항 현대화 사업비 추정치
구분

토목
시설

삼지연

어랑

정평

의주

계

활주로

-

11,250

11,529

3,375

26,154

유도로

-

450

180

240

870

계류장
주차장 및 내외곽도로
배수시설(암거, 측구 등)
부대시설(울타리 등)

건축
시설

1,760

1,760

5,280

2,035

2,730

1,785

8,230

-

-

-

-

0

-

-

-

-

0

15,495

16,199

7,160

40,534

여객터미널

5,550

6,900

6,900

6,900

26,250

관제탑

-

-

100

100

200

동력동

2,000

2,000

2,000

2,000

8,000

300

300

300

300

1,200

소계

항행안전
등화시설

1,760

1,680

7,850

9,200

9,300

9,300

35,650

-

7,000

7,000

7,000

21,000

전방향무선표지시설(VOL)

2,500

2,500

2,500

2,500

10,000

관제통신시설(ATC) 및
통신관로/케이블

5,000

5,000

5,000

5,000

20,000

항공기상이동 관측시설
(AMOS 및 RVR)

2,500

2,500

2,500

2,500

10,000

소계

10,000

17,000

17,000

17,000

61,000

진입등(ALS) 및
진입각지시등

-

2,000

2,500

2,500

7,000

활주로등 및 유도로등

-

4,000

4,000

4,000

12,000

계류장 조명시설

-

3,000

3,000

3,000

9,000

전원공급시설 및
전원관로/케이블

-

4,500

4,500

4,500

13,500

0

13,500

14,000

14,000

41,500

19,530

55,195

56,499

47,460 178,684

계기착륙시설(ILS)

항행
안전
시설

1,680

소계

소방차고

항행안전
무선시설

(단위: 백만 원)

소계
계

자료: 한국공항공사(2014), 「북한공항 현황 기초조사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pp. 214-216.을 바탕으로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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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통협력사업 관련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사례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의 사례로 ‘성장회계모형’을 활용한 남
북 협력사업의 경제성장효과 분석 사례를 검토하였다.
북한 통계의 한계성, 남북협력 사업비 구성의 비공개 등의 한계로 성장회계
모형을 활용한 남북 협력사업 경제성장효과 분석은 최장호·김범환(2017)96)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최장호·김범환(2017)은 남북한 경협사업 중
대표사업 7개를 선정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교통인프라 건설 사
업은 남북 철도·도로 사업으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신
의주 철도 개보수’,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사업에 대해 남북한 경제성장
효과를 분석하였다.97) 최장호·김범환(2017)이 분석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표 3-5>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개요
노선
경의선
동해선

개성-신의주

개성-평양

종류

규모

구간

거리(km)

철도

단선

문산역(남)~개성역(북)

27.3 (남 12, 북 15.3)

도로

4차선

통일대교 북단(남)~개성(북)

12.1 (남 5.1, 북 7.0)

철도

단선

제진(남)~온정리(북)

25.5 (남 7, 북 18.5)

도로

2차선

송현리(남)~고성(북)

26.7 (남 6.7, 북 20)

개성~문무리

96.3

철도

도로

-

4차선

문무리~평양

90.0

평양~고읍

111.2

고읍~신의주

113.8

개성~평양

158

자료: 1)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남북관계 지식사전(박상열(2008), pp. 77-81), http://nkinfo.unikorea.go.kr/nkp/
term/view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147. 최장호·김범환(2017),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경제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78 재인용
2) 최장호·김범환(2017),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경제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79

96) 최장호·김범환(2017),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경제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7) 최장호·김범환(2017),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경제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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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과정은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각 경협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내역을 정리하고, 성장회계모형에 필요한 변수인 노동, 자본,
인프라 등의 변수의 특성에 맞게 사업내역을 분류하였다. 2단계에서는 남북경
협 사업이 남한과 북한 중에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수립하고 설정하여 남북
한 성장모형에 적용하였다. 3단계에서는 남북한 경제성장모형에 적용되는 노
동, 자본, 인프라의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최장호·김범환(2017)는 사업기간을
30년으로 잡았으며, 건설과 운영기간을 모두 포함하였다.98) 생산성에 대한 가
중치는 경협지역과 그 근방의 행정구역(도 단위)을 설정한 후 해당 범위에 거
주하는 인구가 전체 북한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여 도
출하였다.99) 이에 따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경협위치를 ‘개성~신의주’
구간으로 하여 평양, 황해북도, 평안도 인구가 북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0.5203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100) 4단계에서는 남북경협 사업의 경제
성장효과를 분석하였다.101)

<표 3-6> 남북 철도·도로 경협사업 변수정리 및 투자규모
변수

남한

북한

분류 특성

노동

- 실질노동인구 증가
- 실질노동인구 감소
: 북한근로자 신규고용
: 남한의 북한근로자 고용
> 남한 건설인력 북한공급 > 남한 건설인력 증가
- 남한 근로자
- 북한 근로자
: 1,500명 → 30명
: 3만명 → 600명

-

자본

- 투자감소
- 투자증가
: 북한 노동자 인건비 지급 : 북한 노동자 인건비 수취
- 남한 내 투자
- 북한 내 투자
: 해당사항 없음
: 총 2,000억 원

-

98) 최장호·김범환(2017),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경제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56-57
99) 최장호·김범환(2017),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경제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94
100) 최장호·김범환(2017),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경제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95
101) 최장호·김범환(2017),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경제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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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인프라

남한

북한

분류 특성

- 인프라투자 감소
- 인프라 투자 증가
- 철도·도로 및 출입시설
: 철도도로 및 출입시설 : 철도·도로 및 출입시설 (CIQ)을 남북 공동으로
(CIQ) 건설비용
(CIQ)
활용한다고 가정 → 경
- 북한 내 투자
- 남한 내 투자
수로사업과 달리 남한
: 총 1조 1,000억 원
: 총 3조 2,000억 원
실질노동인구 증가로
이어짐
- 다만 남한의 자본 감소,
인프라 감소는 동일

자료: 최장호·김범환(2017),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경제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93,
p. 109 재구성

최장호·김범환(2017)에서 분석한 남북 철도·도로 경협사업의 성장효과는
남한은 1조 6,000억 원, 북한은 92조 6,000억 원으로 남한과 북한의 성장효과
의 총합은 94조 2,000억이다. 남한의 성장효과는 철도·도로 건설기간에는 양
(+)의 효과가 나타났고 건설이 멈추는 시기부터 음(-)으로 전환하는 형태를 보
였다. 이는 건설 시기에 북한 노동력 증가가 남한의 노동력 감소를 상쇄하여
남한의 성장효과가 양(+)으로 나타났으나, 건설이 멈추고 운영시기에 진입하
면서 남한의 노동력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상쇄효과를 초과하였다고 분
석하였다.102)
북한의 경우 건설사업 기간에 경제성장효과가 급격히 상승하는 형태를 보
였다. 이는 북한의 실질노동인구가 감소했지만, 생산성과 자본스톡 증가가 감
소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인프라 집약 사업의 경우, 투자자금
이 인프라 건설에 대부분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건설기간 중 사
용된 노동력과 증가된 인프라 자본이 남북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
라고 평가한다.103)

102) 최장호·김범환(2017),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경제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15
103) 최장호·김범환(2017),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경제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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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최장호·김범환(2017),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경제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117

<그림 3-1>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연도별 경제성장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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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1. 남북 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
가. 설문조사 개요
본 조사는 남북 육상교통 인프라 연결 및 대륙과의 연계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의 철도 및 도로연결에 따른 사회적 가치추정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서 채택한 조건부가치측정법(CVM)104)은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
는 비시장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편익추정 혹은 가치추정기법이다.105) 즉, 무
작위로 추출된 응답자들에게 특정재화를 얻기 위해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
는지 물어보고, 화폐 단위로 표시된 최대 지불의사금액(WTP)106)이 그 재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반영과 경제적 가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107)
본 설문조사는 남북 철도·도로연결 및 대륙과 연계 운행사업을 평가 대상재
로 선정하고, CVM 기법을 활용하여 이 사업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가
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조사표 내에 사업
대상의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국가차원에서는 화물비용 및 시
간 감소로 인한 국가물류경쟁력 상승, 한반도 리스크 완화로 인한 해외자금유
입 활성화, 한반도 통일비용 감소 등을 제시하였고, 민간차원에서는 신산업 육
성 및 미래 일자리 신규창출, 수입품 가격 인하, 유라시아 철도크루즈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평가 대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가치
추정조사의 정확도 높이고자 다음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지불
의사금액 산정을 통해 대상사업의 가치를 측정하였다.
104)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105) KDI 공공투자관리센터·한국환경경제학회(2012),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 지침 개선 연구」,
p. 13
106)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
107) KDI 공공투자관리센터·한국환경경제학회(2012),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 지침 개선 연구」,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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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설문조사의 사업대상 개요
구분

내 용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 및 대륙과의 연계 운행

사업대상

․경의선/동해선/경원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내용

기대효과

주: 본 연구에서 시행한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설문조사표 내 개요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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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및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보장해주는 남북간 철도/도

로 육상교통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해 별도의 공적재원 마련이 필요
합니다.
이 공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매달 일정금액의 납
부가 필요합니다. 귀하는 향후 남북 육상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
매달 얼마의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나리오 상의 지불수단과 지불기간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KDI 공공투
자관리센터·한국환경경제학회(2012)108)는 CVM 조사의 지불수단은 강제적인
수단과 자발적인 수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금 등과 같은 강제적인 지불수단
의 채택은 응답자들의 무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에, 자발적인 수단은
무임승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불수단 형태로 소득세 인상 등과 같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는 지불수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불기간은
공공투자사업의 시행으로 개인들이 누리게 되는 효과를 부각할 경우 시설 존
속기간을 지불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여러 문제
점들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대상사업들의 사업계획이 4~5년 정도로 추진된
다고 보고 지불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였다.

108) KDI 공공투자관리센터·한국환경경제학회(2012),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 지침 개선 연구」,
pp.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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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조사 방법 및 내용
본 설문의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현장에서 응답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방식
으로 총 550부를 목표로 진행됐다. 조사지점은 지역적으로 다양한 표본수집을
위해 서울역, 수서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청량리역 등 서울시
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을 선정했다.
설문조사 내용은 CVM 연구방법의 조사기법에 따라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관해 기대되는 효과를 조사
했다. 한편,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구축에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
우 지불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조사하여 답변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표 3-8> 설문조사 방법 및 세부 내용
구분

설문조사
방법

조사지점

조사인원

조사일수

조사부수

서울역

2명

3일간

110부

수서역

2명

3일간

110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2명

3일간

110부

동서울터미널

2명

3일간

110부

청량리역

2명

3일간

110부

합계

10명

3일간

550부

구분

설문조사 세부 내용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

․남북 육상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불의사금액’
․남북육상교통 연결을 통한 기대효과
․남북육상교통 연결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이유
․성별
․혼인 및 자녀여부

통계적 분류를 위한 질문

자료: 필자 작성

․연령
․직업

․물류 및 화물운송 관련된 직업 여부
․월평균 총소득
․현 거주지 및 출산지역
․이산가족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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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불의사금액(WTP) 조사 분석
1) 모형 선정 및 변수 설정
본 설문조사에서는 다음의 표와 같이 총 55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38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다. 즉, 총 표본 550부 중 논리적 오류가 있는
112부의 관측치를 제외한 438부만 지불의사금액(WTP) 추정분석을 위한 모형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3-9> 설문지 유효부수 선정 결과
구분

지불의사비용별
조사결과

연령대별
조사결과

목표부수

유효부수

비율

1000원

110

92

84%

2000원

109

73

67%

3000원

114

85

75%

4000원

108

95

88%

5000원

109

93

85%

합계

550

438

80%

20대

110

98

89%

30대

110

110

100%

40대

110

91

83%

50대

110

84

76%

60대 이상

110

55

50%

합계

550

438

80%

자료: ㈜스마트모빌러티(2019.10),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p. 35

지불의사금액(WTP) 계산 시에는 로지스틱 회귀모델(Logistic Regression
Model) 중 하나인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사용109)하였으며, 수
렴 방법은 피셔모형(Fisher’s scor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109)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활용한 지불의사함수 추정 및 지불의사금액 산정 방법 내용은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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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모형 및 데이터 기본 정보
Model Information
Data Set

WORK.Q3_1

Response Variable

yes

Number of Response Levels

2

Model

binary logit

Optimization Technique

Fisher's scoring

Number of Observations Read

438

Number of Observations Used

435*

주: * 유효표본으로 확보한 438개 표본 중 알고리즘 수행과정에서 R 프로그램을 통해 조건에 맞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3개의 표본이 자동탈락하여, 이를 제외한 435개의 유효표본만 최종적으로 지불의사금액(WTP) 산출에 활용
함. 이외에 본 연구 내 ‘국민인식조사’에서는 438개 유효표본을 활용하여 분석함.
자료: ㈜스마트모빌러티(2019.10),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p. 49

CVM 연구의 유효성은 지불의사금액이 경제이론이나 다른 연구 및 문헌에서
중요하다고 제시하는 변수들에 영향을 받고, 이 변수들의 계수가 예상되는 부호
를 가지고 있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가를 살펴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
다.110)
본 조사에서는 산점도와 상관행렬로 설문조사 항목에서의 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변수는 “남북경제통합이 필요할수록(q1)”, “미래 신산업 및 일자
리 신규창출 기대(q4_1_4)”, “통일비용 감소기대(q4_1_6)”, “우리정부 남북관
련 국정과제실현 기대(q4_1_7)”, “남북육상교통 연결을 통해 통일준비 비용 감
소를 기대할수록(q6_4)”, “소득이 적을수록(income)”, “이산가족일수록(isan)”
의 총 7개의 설명변수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본 연구에는 후진소거법의 결과와 CVM 연구의 유효한 변수들을 참고하여
“남북경제통합이 필요할수록(q1)”, “미래 신산업 및 일자리 신규창출 기대

110) ㈜스마트모빌러티(2019.10),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
서, 한국교통연구원,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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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1_4)”, “통일비용 감소기대(q4_1_6)”, “우리정부 남북관련 국정과제실현
기대(q4_1_7)”, “남북육상교통 연결을 통해 통일준비 비용 감소를 기대할수록
(q6_4)”, “소득이 적을수록(income)”, “이산가족일수록(isan)”의 총 7가지 변수
를 최종적인 변수로 선정하였다.

<표 3-11> 변수의 정의와 기본 특성
변수

내용

평균

표준편차

q1
(문제 1)

․남북경제통합의 필요성을 5단계로 제시하고 낮을
수록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2.44

1.26

q4_1_4
(문제
4-1-4)

․남-북 신규 교통인프라 건설작업 및 운영에 따른
미래 신산업 및 일자리 신규창출 기대에 대해 5단
계로 제시하고 높을수록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함.

3.39

1.49

q4_1_6
(문제
4-1-6)

․북한교통인프라 개선에 따른 주변 산업단지 및 지
역개발로 향후 통일비용 감소 기대에 대해 5단계
로 제시하고 높을수록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함.

3.14

1.45

q4_1_7
(문제
4-1-7)

․‘한반도 평화경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동아시
아철도공동체’ 등 우리정부 남북관련 국정과제실
현에 대해 5단계로 제시하고 높을수록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함.

3.13

1.49

q6_4
(문제 11)

․남북육상교통 연결을 통해 귀하가 가장 기대되는
효과로 남북 간 분단된 교통인프라 연결을 통한 통
일준비 비용 감소를 제시함.

1.96

1.48

income
(문제 13)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세후 소득)에 대해 7단계로
제시하고 높을수록 소득이 많음.

3.92

1.50

isan
(문제 15)

․이산가족의 유무에 대해 조사.
․이산가족이 있는 경우 1, 아닐 경우 2

1.94

0.25

자료: ㈜스마트모빌러티(2019.10),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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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모형의 적합도 판정
Model Fit Statistics
Criterion

Intercept Only

Intercept and Covariates

AIC

475.834

282.872

SC

479.909

315.475

-2 Log L

473.834

266.872

Testing Global Null Hypothesis: BETA=0
Test

Chi-Square

DF

Pr > ChiSq

Likelihood Ratio

206.96

7

<.0001

Score

194.31

7

<.0001

Wald

92.43

7

<.0001

자료: ㈜스마트모빌러티(2019.10),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p. 51

2) 지불의사금액(WTP) 변수추정 결과
앞서 추정된 변수별 계수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WTP 모형을 산출하였다.

logÿ  log  

               

다중로지스틱회귀모형의 적합도는 Wald Chi-Square 값을 따르는데, 이 통
계량의 값은 자유도가 7인 92.43이고 p-value는 <.0001으로 가정된 모형이 적
절함을 의미한다.
모형들의 추정치와 ASE는 아래의 표와 같이, p-value 값으로 추정한 결과
지불의사금액에 가장 설득력 있는 변수로는 남북경제통합의 필요성(q1)  =0.6299(ASE=0.1576), 소득이 적을수록(income)  =-0.2888(ASE=0.1156), 남
북육상교통 연결을 통해 통일준비 비용 감소 기대(q6_4)  =2.2282 (ASE=1.0
415), 미래 신산업 및 일자리 신규창출 기대(q4_1_4)  =0.3714 (ASE=0.1857)
의 순으로 나타났다. p-value 값으로 추정한 결과 남북경제통합의 필요성(q1),
미래 신산업 및 일자리 신규창출 기대(q4_1_4), 남북육상교통 연결을 통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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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준비 비용 감소 기대(q6_4), 소득이 적을수록(income)이 각각 유의수준 5%
로 설정할 시,      임을 기각하여 설득력 있는 변수로 판단된다.
양의 부호는 변수가 지불의사와 양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반
대로 음의 부호는 지불의사와 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의
필요성의 경우 필요할수록 낮은 단계를 선택하도록 설문지가 작성되어 있어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래 신산업 및 일자리 신규창출, 향후
통일비용 감소, 우리정부 남북관련 국정과제실현, 분단된 교통인프라 연결을
통한 통일준비 비용 감소에 대한 기대는 양의 관계에 있어 기대치가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의 경우 음의 관계에 있어 총소득이 높을수록 지
불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가족의 경우 주변에 이산가족이 있는 사
람일수록 지불의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남북경제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미래 신
산업 및 일자리 신규창출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통일비용에 대한 감소기대
가 클수록”, “우리정부의 남북관련 국정과제실현을 기대할수록”, “분단된 교통
인프라 연결을 통한 통일준비 비용 감소를 기대할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이산가족일수록”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3> 변수에 관한 통계치 추정
Analysis of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Parameter

Estimate
Value

Standard
Error
(ASE)

Wald
Chi-Square

부호

p-value

Intercept

-0.4665

1.5648

0.0889

(-)

0.7656

q1

-0.6299

0.1576

15.9796

(-)

<.0001

q4_1_4

0.3714

0.1857

3.999

(+)

0.0455

q4_1_6

0.3294

0.2283

2.0816

(+)

0.1491

q4_1_7

0.293

0.202

2.1039

(+)

0.1469

q6_4

2.2282

1.0415

4.5773

(+)

0.0324

income

-0.2888

0.1156

6.2385

(-)

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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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Parameter

Estimate
Value

Standard
Error
(ASE)

isan

0.7824

0.7508

Wald
Chi-Square

부호

p-value

1.0859

(+)

0.2974

LR Chi-Square

206.96

LR p-value

<.0001

Wald Chi-Square

92.43

Wald p-value

<.0001

df

7

자료: ㈜스마트모빌러티(2019.10),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p. 52

3) 지불의사금액(WTP) 산출 결과 및 기대효과
지불의사함수 추정 결과에 따라 다음의 식에 435명의 표본에 대하여 설명
변수 각각의 값을 회귀식에 대입해야 지불 확률을 얻을 수 있다.
log ÿ 
               

이 때, logit임을 고려하여 실제 확률은 다음이 식에서 y에 관한 식으로 풀어
야 설명변수에 따른 지불의사 추정치가 도출된다.

log ÿ  log    

               

최종 지불가능금액을 각 표본에 곱해주어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할 수 있고,
전체 표본 집단에 대한 평균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지불의사가 없는
사람은 최종 지불 가능금액이 0원이 되지만 지불의사 여부를 밝힌 사람이므로
평균 지불의사금액 계산 시 0원으로 포함된다.111)
위의 방식으로 월간 기준으로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한 결과

111) ㈜스마트모빌러티(2019.10),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
서, 한국교통연구원,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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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4,942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월간 총 지불의사금액을 산출
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1인당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4,942원으로, 이를 2018년 기준 20세 이상 인구 42,391,844명112)에 대입할
경우 월 2,095억 원으로 추산되어 남북경제협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의 상
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4> 평균지불의사금액(WTP) 최종 추정결과-20세 이상 개인단위 추산 결과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WTP)

월간 총 지불의사금액(WTP)*

4,942원

월 2,095억 원

주: * 월간 총 지불의사금액 =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 × 20세 이상 인구 수(2018년 기준)
자료: ㈜스마트모빌러티(2019.10),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p. 53

한편, 응답자가 세대주 기준으로 조사에 응했을 시를 가정하여 월 평균 지불의사
금액을 가구 단위에 대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일반 가구
수는 19,979,188가구113)로 이를 환산할 경우 월간 총 지불의사금액은 약 987억 원
으로 추산되며 이는 개인단위 추산된 결과에서 약 1/2가량 낮아진 금액이다.114)

<표 3-15> 평균지불의사금액(WTP) 최종 추정결과-가구단위 추산 결과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WTP)

월간 총 지불의사금액(WTP)*

월 4,942원

월 987억 원

주: * 월간 총 지불의사금액 =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 × 일반 가구 수(2018년 기준)
자료: 필자 작성

112)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연령별 인구현황」, http://27.101.213.4/#(검색일:2019.10.8.)
113) 통계청(국가통계포털), 「인구, 가구 및 주택 - 읍면동(2015), 시군구(2016~)」, http://kosis.kr/statHt
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502&conn_path=I2(검색일: 2019.10.8)
114) 설문조사 시 1인당 월 단위의 지불의사금액을 사전 고지하고 시행하였으나, 응답자가 개인과 가구당
지불의사액을 혼동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라 가구단위로 별도 추산해 봄. 즉, 월간
지불의사액이 월 987억~2,095억 원 사이로 형성될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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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의 남북육상교통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응답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단순 평균 비용은 월 4,765원이다. 1인당 월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인 4,942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평균지불
비용 4,765원 보다 177원 높게 추정되었다.
<표 3-16> 지불의사 있는 응답자 – 남북육상교통 연결 기대효과
구 분

인원(명)

비율

1

물류비용 및 시간절감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상승 및
수입품 소비가격 인하 효과

58

17%

2

경제영토 확대에 따른 우리경제 신성장동력 발굴과
신규일자리 창출효과

136

40%

3

대륙과의 육로 연결을 통한 동북아 국가 관광 및 문화교류 증대

66

19%

4

남북간 분단된 교통인프라 연결을 통한 통일준비 비용 감소

62

18%

5

우리정부 한반도 및 동북아 관련 국정과제 실현

19

6%

6

기타의견

1

0%

-

(중복의견)

7

-

342

100%

인원(명)

비율

합 계
자료: 필자 작성

<표 3-17> 지불의사 없는 응답자 – 지불거부의사 이유
구 분
1

남북육상인프라 구축은 동의하나, 추가적인 비용납부 원하지 않음

19

19%

2

남북연결 육상교통을 이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

19

19%

3

남북교통협력 사업을 통해 파생되는 기대효과에 대해 회의감이 듦

9

9%

4

북한의 교통인프라 사업에 우리의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27

26%

5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것은 동의하나, 사용출처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음

23

23%

6

기타의견

4

4%

101

100%

합 계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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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상관없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은 남북 육상교통연결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효과로 40%가 ‘경제영토 확대에 따른 우리경제 신성장동력 발
굴과 신규일자리 창출효과’를 꼽았다. 이어 19%가 ‘대륙과의 육로 연결을 통
한 동북아 국가 관광 및 문화교류 증대’가 기대된다고 응답했다. 우리 국민들
은 현재 우리 경제의 저성장시대를 우려하며 신성장동력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는 응
답자들에게 지불거부 이유를 물어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북한의 인프
라 사업에 우리의 공적자금 투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어 약 23%
는 ‘공적자금 활용에는 동의하나, 사용출처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며, 약 19%는 ‘남북육상인프라 구축에는 동의하나, 추가 비용납부는 원하지
않는다’ 및 ‘남북연결 육상교통을 이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를 이유로 꼽았다.
앞선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부분 반대의 이유로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 분석의 한계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구축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 및 분석 결
과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분석 결과의 대표성 또는 신뢰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조사가 2019년 하반기 남북 관계가 악화되기 이전인 9월 초에 조사됨
에 따라 2019년 11월 현재 또는 이후 국제정세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남북
교통협력분야의 국민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둘째, 본 조사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 최근 70여 년간 운영된 적이 없는 남북
교통인프라 연결 운영이라는 미래 상황을 가정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
사하였다.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기 어려운 비전과 가능
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과다 지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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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또는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과소 지불의사가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남북 육상교통인프라를 연결 운영 시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
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 응답 결과의 과대 또는 과소분석 가능성이 있다.

2. 산업연관분석115)
가.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남북 협력사업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최지영(2014)은 베트남의 2000년대 산업연관표를 사전정보로 엔트로피 방
법을 이용해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였다. 최지영(2014)은 북한의 산업분
류를 간소화하여 9개 부문에 대한 산업연관표를 추정하였으나, 본 과제에서
철도, 도로, 항공 건설 및 개보수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프
라 건설산업을 구성하는 산업의 세부화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최지영(2014)
이 북한 산업연관표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1970-80년대의 1인당 소
득수준, 경제규모, 산업간 GDP 비중, 투입산출 구조 등이 비슷하다는 근거로
한국의 1975년도 산업연관분석표를 활용하였다.116)
인프라 건설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인프라 공정을 파악할 수 있
는 ‘건축 및 건축보수’와 ‘토목 및 기타건설’ 부문을 주요 분석 데이터로 이용
하였다. ‘건축 및 건축보수’와 ‘토목 및 기타건설’ 데이터가 철도·도로·항공 건
설 및 개보수 사업의 산업관계를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없지만, 북한의 산업
연관표를 가정하여 적용한다는 점, 가정한 산업연관표의 산업부문을 보다 세
부화하게 될 경우 투입산출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여
공정사업별 세분화가 가능한 소분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지 않고, 1975년 중
분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였다.117)
115)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개요는 부록 참고
116) 최지영(2014), 「북한의 산업연관표 추정에 대한 연구」,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 한국은행,
p. 133, pp. 147-148; 서종원·이성원·양하은·최성원(2018), 「교통정책평가 국제협력사업(1)-경제효과
부문」, 한국교통연구원, pp. 122-123
117) 서종원·이성원·양하은·최성원(2018), 「교통정책평가 국제협력사업(1)-경제효과 부문」, 한국교통연구원,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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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최지영(2014), 「북한의 산업연관표 추정에 대한 연구」,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 한국은행, p. 148

<그림 3-2> 남북한 생산유발계수 비교

중분류 산업연관표는 총 60개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분석의 편리함
을 위해 ‘건축 및 건축보수’와 ‘토목 및 기타건설’ 부문을 제외하고 다른 산업
부문은 2014년 한국 산업연관표의 대분류를 바탕으로 재통합하였다. 그 결과
전방연관효과를 나타내는 행 합계는 ‘건축 및 건축보수’가 1.373, ‘토목 및 기
타건설’이 1,000을 나타내었고, 후방효과를 나타내는 열 합계는 각각 2.7179
와 2.7152를 나타내었다. 두 산업부문은 전방연관효과에서는 타 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방효과는 타산업과 비교해 상위권에 위치
하였다. 즉, 건축건설과 토목건설에 각각 10억씩 투자할 경우, 건축건설은
27.179억 원, 토목건설은 27.152억 원 가량의 추정치로 경제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118)
남북 교통협력사업별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남한측 경제적 파급효
118) 서종원·이성원·양하은·최성원(2018), 「교통정책평가 국제협력사업(1)-경제효과 부문」, 한국교통연구원, p. 124

제3장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59

과와 북한측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국제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야 하지만, 국제산업연관표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북한 국내 산업연
관표의 경우도 추정을 통한 표이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남북경협이 주로 추진
되는 북한을 공간범위로 제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철도, 도로,
항공 건설사업의 투자비와 후방효과를 나타내는 열 합계 계수를 곱하면 남북
협력사업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119) 철도
사업과 도로사업은 공정과정이 세부항목별로 발표된 것이 아니고 총사업비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의 80%를 토목 부문에 20%를 건축 부문에 투
자한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120)
먼저, 철도 남북협력사업은 총 7개 노선으로, 서부축의 경의선 97,478.77억
원, 동서축의 평라선 18,993.89억 원, 동부축의 평라선(두만강선) 53,407.74억
원, 강원선 13,396.75억 원, 금강산 청년선 11,025.90억 원, 함북선 29,981.77
억 원, 경원선 1,311.70억 원의 경제파급효과 추정치가 나온다. 7개 노선의 경
제파급효과의 총합은 225,596.52억 원이 나오며, 경의선, 평라선(두만강선),
함북선의 순서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표 3-18> 북한지역 주요 간선철도 노선 성능복원 사업비와 경제파급효과 추정치
구분

노선명

서부축 경의선

경제파급효과(억 원)
총연장 비용
건축 및 토목 및
(km) (억 원)
건축보수 기타 건설

주요 경유지

비고

판문점-개성-평양-신의주

복선
비전철

429.2

단선
비전철

205.7

동서축 평라선 간리-순천-신성천-양덕-고원

35,894 19,511.26 77,967.51
6,994

3,801.80 15,192.09

119) 최지영(2018.05.24.), 「북한 산업연관표의 추정 방법론과 결과 활용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세미
나 발표자료에서 참고
120) 서종원·이성원·양하은·최성원(2018), 「교통정책평가 국제협력사업(1)-경제효과 부문」, 한국교통연구원,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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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선명

주요 경유지

비고

단선
비전철
단선
강원선 고원-덕원-안변-세포-평강
비전철
금강산
단선
안변-동해-고성-삼일포-감호
동부축 청년선
비전철
단선
함북선 청진-회령-남양-온성-라진
비전철
단선
경원선
월정리-평강
비전철
계
평라선

(두만강선)

고원-함흥-청진-라진-두만강

경제파급효과(억 원)
총연장 비용
건축 및 토목 및
(km) (억 원)
건축보수 기타 건설
578.4

19,666 10,690.04 42,717.70

145.1

4,933

2,681.48 10,715.27

119.4

4,060

2,206.93

324.7

11,040

14.2

483

1,817

8,818.97

6,001.12 23,980.65
262.55

1,049.15

83,070 45,155.19 180,411.33

주: 북한지역 주요 간선철도 노선 사업비용 및 총연장은 <표 3-2> 참고
자료: 필자 작성

도로 남북협력사업은 서부축 5개 노선, 동부축-1과 동부축-2로 양대 주요
노선 10개 노선으로 구성된다. 서부축의 경우 ‘문산-개성’ 20,015억 원, ‘개성
-평양’ 55,965.97억 원, ‘평양-안주’ 20,161.65억 원, ‘안주-정주’ 19,105.23억
원, ‘정주-신의주’ 95,526.15억 원으로 서부축의 총 경제파급효과는
210,774.01억 원으로 추정된다.
동부축의 경우 동부축-1의 총 경제파급효과는 276,223.35억 원으로, 각 구간
별의 경우 ‘거진-온성(북)’ 7,017.47억 원, ‘고성-원산’ 32,871.32억 원, ‘원산-함
흥’ 45,909.58억 원, ‘함흥-김책’ 75,451.40억 원, ‘김책-청진’ 65,471.06억 원,
‘청진-라선’ 17,964.62억 원, ‘라선-온성’ 31,537.89억 원으로 추정된다. 동부축
-2의 총 경제파급효과는 40,719.81억 원으로, ‘철원-평강(남)’ 2,395.28억 원,
‘철원-평강(북)’ 5,588.99억 원, ‘평강-원산’ 32,735.53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파급효과 추정치를 바탕으로 서부축, 동부축-1, 동부축-2의 도로
협력사업은 북한 측에 527,717.17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
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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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북한지역 주요 간선도로 노선 성능복원 사업비와 경제파급효과 추정치
축선

서부축

동부축-1

구간명

비용
(억 원)

비고

경제파급효과(억 원)
건축 및
토목 및
건축보수
기타건설

문산-개성

22

7,370

신설

4,006.18

16,008.82

개성-평양

161

20,608

확장‧개량

11,202.10

44,763.87

평양-안주

58

7,424

확장‧개량

4,035.54

16,126.12

안주-정주

21

7,035

신설

3,824.09

15,281.15

정주-신의주

105

35,175

신설

19,120.43

76,405.73

소계

367

77,612

42,188.33

168,585.68

거진-고성(북)

19

2,584

확장ㆍ개량

1,404.61

5,612.86

고성-원산

89

12,104

확장ㆍ개량

6,579.49

26,291.82

원산-함흥

115

16,905

신설

9,189.22

36,720.36

함흥-김책

189

27,783

신설

15,102.28

60,349.12

김책-청진

164

24,108

신설

13,104.63

52,366.43

청진-라선

45

6,615

신설

3,595.78

14,368.84

신설

라선-온성

79

11,613

소계

700

101,712

6

882

철원-평강(남)
동부축-2

총연장
(km)

6,312.59

25,225.29

55,288.61

220,934.74

신설

479.44

1,915.85

철원-평강(북)

14

2,058

신설

1,118.69

4,470.31

평강-원산

82

12,054

신설

6,552.31

26,183.22

소계

102

14,994

8,150.44

32,569.37

1,169

194,318

105,627.38

422,089.79

총계

주: 북한지역 주요 간선도로 노선 사업비 및 총연장은 <표 3-3> 참고
자료: 필자 작성

항공 현대화 사업은 총 4곳으로, 공정분류를 토목건설과 건축시설로 간소화
하여 추정하였다. 삼지연 공항은 총 530억 원, 어랑 공항은 1,499억 원, 정평
공항은 1,535억 원, 의주 공항은 1,289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북한경제에
서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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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북한지역 주요 공항 현대화 사업비와 경제파급효과 추정치
(단위: 백만 원)

구분

공정분류

삼지연

어랑

정평

의주

비용

경제파급효과

토목건설

1,680

4,562

건축시설

17,850

48,515

소계

19,530

53,076

토목건설

15,495

42,072

건축시설

39,700

107,901

소계

55,195

149,973

토목건설

16,199

43,984

건축시설

40,300

109,531

소계

56,499

153,515

토목건설

7,160

19,441

건축시설

40,300

109,531

소계

47,460

128,972

178,684

485,536

계
주: 북한지역 주요 공항 현대화 사업비는 <표 3-4> 참고
자료: 필자 작성

나. 분석의 한계
산업연관분석은 당해연도의 산업간 연관관계 및 구조를 규명한 자료로 특정
사업추진에 따른 해당 지역 전반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
다. 분석의 기초가 되는 산업연관표는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 등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나 북한의 경우 당국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산업연관표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북한의 현재 경제구조와 우리나라 1975
년 산업구조가 유사하다는 가정하에 1975년 남한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따라서 분석 추정된 경제파급효과는 북한지역에서 발생되는 효과로,
이는 사업비 전부를 북한이 부담한다는 가정하에 성립된 것이며, 우리나라와
주변국에 미치는 효과는 MMCGE 모형을 통한 분석을 참고할 수 있다.
한편 산업연관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에 구축될 교통인프라
의 구체적인 사업비를 파악하고 적용하여야 하나 사업비 산출의 한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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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자료의 추정 사업비를 인용하여 적용하였다. 적용 분야 역시 세분화
하고 구체적일수록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고, 사업비가 같아도 사업유형별로
파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공정을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각 산업부문별 투자비를 활용해야 한다.121) 하지만 현재 남북 협력사업이 논의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사업비 산출의 한계로 건설부문과 토목부분
등 2개 분야로 단순화하여 사업별 공정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은 일반적으로 투입사업비 규모에 따른 비율로 파급효과
가 도출된다.122) 현재 북한 교통인프라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으로 구축하
느냐에 따라 사업비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남북 간 협의된 적도
정해진 바도 없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안되었던 사업비를 적용함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성이 많을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후 남북 교통협력
사업의 구체적 방식 및 내용이 공개되면 사업유형별, 세부 공정별 산업연관 파급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파급효과를 추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3. MMCGE 모형
가. MMCGE 모형을 통한 남북 교통시설개발 경제효과 분석123)
교통시설개발 경제효과분석을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발전적 모델로서 CGE
모형124)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수입함수(Trade Model)와 한
국, 중국, 러시아 등 국가 간 투입산출모형(Multi-national Input-Output Model)을
통합하여 선행연구125)에서 개발한 계량경제 투입산출모형(Econometric and

121) 오동규, 이준(2018), 「철도사업 유형별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철도
학회 논문집』, 21(11), p. 1169
122) 서종원·이성원·양하은·최성원(2018), 「교통정책평가 국제협력사업(1)-경제효과 부문」, 한국교통연구원,
p. 124 참고
123) 김의준(2019.11.28.), 「남북 교통협력사업이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세미나 발표내용의 CGE
모형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정리 및 분석
124)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125) 한국지역학회(2019), 「남북 교통시설 개발이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위탁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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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Output Model)을 활용한 MMCGE 모형을 통해 남북 교통시설 개발이 남북
및 주변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문에서 분석하는 경제효과는 남북교통시설 개발에 따른 건설효과
(Construction Effect)로 북한 지역에서의 교통 투자지출이 남북 및 주변국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건설 기간에만 발생하는 단기효과를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기초 자료인 국가 간 교역(수출/수입) 및 거리, 산업구
조 자료는 세계산업연관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를 토대로 구축
되었으며, EU 회원국, NAFTA 회원국, 동아시아 국가 등 43개국을 대상으로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국가간 산업연관구조 등을 파악하였다.126) 한편, 주요
분석대상 국가인 북한과 몽골 자료가 WIOT에는 포함되지 않아, Eora Global
Supply Chain Database 자료를 부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127)
아래의 국가 간 산업연관구조를 살펴보면, 남북 간에는 교역량이 거의 발생
하지 않아 남북간의 산업연관 관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
에서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할 때 중국과 러시아의 원료 비중이 대략 2.3%, 0.2%
등을 차지하는데 반해 북한의 경우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
상품 한 단위 생산 시에도 남한의 영향은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기간 동안 남북간의 공식적인 교역이 거의 없어 나타나는 현상
으로 향후 남북 교역이 정상화된다면 상호 연관성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단, 본 연구에서는 최근 현상을 반영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3-21> 국가 간 산업연관구조
투입계수

중국

북한

몽골

남한

러시아

기타

중국

0.5974

0.0089

0.0223

0.0231

0.0028

0.0091

북한

0.0000

0.5118

0.0000

0.0000

0.0000

0.0000

몽골

0.0001

0.0000

0.4648

0.0001

0.0000

0.0000

126) 김의준(2019.11.28.), 「남북 교통협력사업이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세미나 발표자료, pp. 3-5
127) 김의준(2019.11.28.), 「남북 교통협력사업이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세미나 발표자료, p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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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계수

중국

북한

몽골

남한

러시아

기타

65

남한

0.0079

0.0000

0.0065

0.5643

0.0006

0.0022

러시아

0.0018

0.0006

0.0241

0.0020

0.4583

0.0026

기타
중간투입 계
부가가치계수
총계

0.0391
0.6462
0.3538
1.0000

0.0186
0.5400
0.4600
1.0000

0.0335
0.5511
0.4489
1.0000

0.1018
0.6913
0.3087
1.0000

0.0448
0.5065
0.4935
1.0000

0.4822
0.4961
0.5039
1.0000

자료: 김의준(2019.11.28.), 「남북 교통협력사업이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전문가세미나 발표자료, p. 6

그리고 국가 간 산업연관구조 자료를 기반으로 도출한 국가 간 생산유발계
수에서도 남북 양국 간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
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북한간의 연관성 및 생산유발계수는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의 최종수요가 ‘1’ 증가할
때 중국은 약 0.14만큼 생산되나, 북한의 경우 0.0003으로 거의 영향력이 없다
고 볼 수 있다.128) 이와 유사하게 북한의 최종수요 ‘1’ 증가했을 때도 남한은
0.0015만큼 생산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아 북한이 남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낮
은 것으로 파악된다.129)

<표 3-22> 국가 간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

중국

북한

몽골

남한

러시아

기타

중국

2.4911

0.0472

0.1089

0.1424

0.0168

0.0446

북한

0.0002

2.0484

0.0001

0.0003

0.0000

0.0000

몽골

0.0003

0.0001

1.8683

0.0006

0.0001

0.0000

남한

0.0460

0.0015

0.0308

2.2999

0.0036

0.0106

러시아

0.0092

0.0028

0.0841

0.0111

1.8468

0.0093

기타

0.1978

0.0777

0.1425

0.4638

0.1617

1.9376

계

2.7446

2.1776

2.2347

2.9181

2.0290

2.0022

자료: 김의준(2019.11.28.), 「남북 교통협력사업이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전문가세미나 발표자료, p. 8

128) 김의준(2019.11.28.), 「남북 교통협력사업이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세미나 발표내용 참고
129) 김의준(2019.11.28.), 「남북 교통협력사업이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세미나 발표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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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별로 보면 주변국에 미치는 생산유발 효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예
를 들어 남한이 북한과 중국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남한 산업
생산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재수출 및 재수입 산업으로 그 계수는
3.0877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타 제조업(2.99783), 금속(2.93840), 목재
및 종이(2.92850), 석유화학 및 비금속(2.76943) 산업 순으로 남한 경제에 영
향을 많이 미치는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북한 산업생산 증대에 가장 영향
효과가 높은 남한 산업은 운송장비 산업(0.00194)이며, 재수출 및 재수입
(0.00115), 공공행정(0.00063), 교통(0.00033), 전자 및 기계(0.00029)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중국 산업의 경우는 남한의 전자 및 기계 산업(0.29488)에 가
장 크게 영향을 받으며, 금속(0.23915), 섬유 및 의복(0.21993), 기타 제조업
(0.16123), 운송장비(0.14818) 등도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130)에서는 MMCGE 모형의 특성상 산업의 세분화가 쉽지 않아 26
개로 구분하였으며,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시설의 경우 건설 산업에 포함
됨에 따라 앞서 분석대상에서 제시된 철도, 도로시설 건설에 대한 관련국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을 산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MMCGE 모형의 특징인 건설에 참여하지 않은 주변 국가
에서도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국가별로 주변국
간의 산업연관구조 및 영향이 달라 분담률에 따라 동일사업이 미치는 생산유
발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북한지역 교통인프라 건설에 대한 분담비율
에 따라서도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합계액이 달라지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여
기서 분담비율은 재원을 투입하는 국가의 건설사를 포함한 자재 등 전반적인
분담국이 공사를 주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30) 한국지역학회(2019), 「남북 교통시설 개발이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위탁연구용역보고서, 한국교
통연구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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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남한 산업별 1단위 증가 시 남, 북, 중 전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산업구분

남한

북한

중국

농업

1.53811

0.00002

0.03066

수산업

2.01464

0.00016

0.08126

광업

2.05914

0.00015

0.04778

음식료품

2.46691

0.00004

0.12194

섬유 및 의복

2.57965

0.00007

0.21993

목재 및 종이

2.92850

0.00009

0.10699

석유화학 및 비금속

2.76943

0.00007

0.11010

금속

2.93840

0.00016

0.23915

전자 및 기계

2.47452

0.00029

0.29488

운송장비

2.24155

0.00194

0.14818

기타 제조업

2.99783

0.00008

0.16123

재활용

1.00000

0.00000

0.00000

전기·가스·수도

1.81207

0.00004

0.06462

건설

2.10692

0.00006

0.05538

유지관리

1.09832

0.00001

0.01468

도매업

1.09832

0.00001

0.01468

소매업

1.09832

0.00001

0.01468

숙박 및 음식점

2.72060

0.00002

0.04628

교통

1.49099

0.00033

0.08906

정보통신

1.35804

0.00003

0.03371

금융

1.62066

0.00003

0.02943

공공행정

2.56360

0.00063

0.12102

교육 및 보건

1.70704

0.00007

0.04415

가계

1.97955

0.00015

0.04099

기타

2.53441

0.00006

0.09458

재수출 및 재수입

3.08771

0.00115

0.11089

자료: 한국지역학회(2019), 「남북 교통시설 개발이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위탁연구용역보고서, 한국교통연구
원, p. 26

한편 참여주체(북한/남한/중국/러시아) 및 분담비율에 따라 8개의 시나리오
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A. 북(100%), B. 북(75%)+남(25%), C. 북
(50%)+남(50%), D. 북(25%)+남(75%), E. 북(30%)+중(30%)+남(40%), F. 북
(25%)+중(25%)+남(50%), G. 중(50%)+남(50%), H. 북(25%)+남(25%)+중(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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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25%) 등 몽골을 제외한 동북아 4개국의 분담 가능성에 대해 가정하였다. 현
재의 북한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고, 향후 통일한국에서의 남한의 입지 강화를
감안한다면, C, D, E, F, H 등의 대안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단기적 측면에서 북한에 철도 및 도로시설 건설에 사업비가 투입될 경우 실제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 주요국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살펴보았다. 투자비는 앞서
대상사업에서 제시한 대로 철도사업의 경우 8.31조 원, 도로사업의 경우 19.43
조 원으로 가정하였다.
북한 철도사업 추진 시 남과 북이 각각 50% 분담하는 C안을 보면 남한에
약 8조7천558억 원, 북한에 7조9천746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며, 분
담하지 않은 중국, 러시아, 몽골에도 각각 4천136억 원, 295억 원, 2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시나리오 별로는 남한과 중국이 50%씩 분담하는 방안이 동북아 5개국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북아지역에서 한국과 중
국의 주변 국가와의 무역 및 산업 의존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3-24> 북한철도건설 분담비율에 따른 동북아 주요국 생산유발효과
(단위: 억 원)

시나리오

중국

북한

몽골

남한

러시아

합계

A

3,672

159,487

4

94

229

163,486

B

3,904

119,617

12

43,826

262

167,621

C

4,136

79,746

20

87,558

295

171,755

D

4,368

39,876

28

131,290

328

175,889

E

73,854

47,856

25

71,890

553

194,178

F

62,311

39,881

27

89,079

521

191,819

G

120,486

16

34

90,600

747

211,882

H

61,514

39,880

20

45,416

41,067

187,898

주: 시나리오(분담비율) A. 북(100%), B. 북(75%)+남(25%), C. 북(50%)+남(50%), D. 북(25%)+남(75%), E. 북
(30%)+중(30%)+남(40%), F. 북(25%)+중(25%)+남(50%), G. 중(50%)+남(50%), H. 북(25%)+남(25%)+중
(25%)+러(25%)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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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로사업의 경우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동일하게 25%씩 분담하
는 H안을 보면 중국, 북한, 몽골, 남한, 러시아 각각 14조3천894억 원, 9조3천
289억 원, 46억 원, 10조6천238억 원, 9조6천065억 원 등 동북아 5개국에 총
43조9천53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3-25> 북한도로건설 분담비율에 따른 동북아 주요국 생산유발효과
(단위: 억 원)

시나리오

중국

북한

몽골

남한

러시아

합계

A

8,591

373,074

9

220

536

382,429

B

9,133

279,808

27

102,518

613

392,100

C

9,676

186,543

46

204,816

690

401,771

D

10,219

93,277

64

307,114

767

411,442

E

172,759

111,945

58

168,167

1,294

454,222

F

145,759

93,290

62

208,374

1,219

448,704

G

281,842

36

78

211,932

1,748

495,637

H

143,894

93,289

46

106,238

96,065

439,531

주: 시나리오(분담비율) A. 북(100%), B. 북(75%)+남(25%), C. 북(50%)+남(50%), D. 북(25%)+남(75%), E. 북
(30%)+중(30%)+남(40%), F. 북(25%)+중(25%)+남(50%), G. 중(50%)+남(50%), H. 북(25%)+남(25%)+중
(25%)+러(25%)
자료: 필자 작성

한편 동북아 5개국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시나리오는 대안 간
큰 차이는 없으나 G(중(50%)+남(50%)), E(북(30%)+중(30%)+남(40%)), F, H 순
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북한 교통인프라 개발에 있어 주변국과 산업연관관
계가 밀접한 남한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참여시 동북아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참여시(H)에도 낮지 않은 순위를 나
타내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축
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즉 북한 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국제협력 추진이 단지 북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동북아 전체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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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의 한계
국제산업연관표는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간 산업연관 관계를 규명한
자료로 일반적인 국가별 산업연관표에 비해 산업분류 세분화가 쉽지 않다. 또
한, 산업연관분석과 마찬가지로 특정 산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기초로 각 국
가에 미치는 경제파급효과가 측정됨에 따라 북한 지역 교통인프라 사업비가 정
확하게 산출되어 적용되어야 하나 북한 교통인프라 구축의 정확한 사업비 추정
에 어려움이 있어 MMCGE 모형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도 일정 부분 한계를 가
지고 있다. 이는 앞서 산업연관분석의 한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북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비를 분담한 국가가
투자한 지분만큼을 해당 투자국의 기업, 노동, 자재 등 자국 해당 산업에서 발
생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함에 따라 실제 북한에서 적용 시 사업방식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4. 화물운송 효율성(운임 및 운송시간 절감) 증대효과
가. 화물운송 효율성 분석 배경 및 개요
남북육상교통이 연결되면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국
가들과의 국가 간 국제무역에서 철도를 중심으로 한 육상교통을 활용함에 따른
화물운송 비용 및 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절감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남북 간 교
역 시에는 해상교통에 비해 육상교통의 화물운송 시간 및 비용이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국과의
화물운송에서도 물류비용 절감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국토면적 세계 1, 4위를
차지하는 광활한 국토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들은 지역에
따라 육상운송과 해상운송 선택에 따른 물류시간과 비용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운송시간 및 운송운임 절감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비용 절감으로
화주 및 물류기업에 직접적인 비용절감과 함께 수출 및 물류경쟁력을 제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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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류비 절감에 따른 총 구매가격 절감 등 적
지 않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육상교통인프라가 구축되고 운송될 경우 기존 해상운송
대비 우리나라와 주변국 간 운송운임과 운송시간비용 절감분을 직접적 경제효과
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이며 비교 대
상 교통수단은 해상운송으로 해운에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철도 전환 물량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도로교통의 경우 철도교통에 비해 장거
리 구간에서의 시간이나 운임에서 경쟁력이 약해 철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나. 화물운송 효율성 분석 가정 및 전제
본 연구에서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 운행에 따른 화물운송 효율성 분석을
위한 국가 및 지역간 화물수요는 유관연구131)의 수요예측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편 다수의 선행연구의 경우 특정 교통 분석 패키지를 활용하여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예측된 지역간 화물O/D를 자동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운송시간 및 운임 절감액을 산정한다. 이러한 방식은 운임 기준, 교
통인프라 시설 수준 등이 유사한 동일 국가 또는 지역내에서 분석의 정확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나 국가별로 운송운임 등 체계가 다른 국제물류운송
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대상 국가
의 지역간 실제 운송하고 있는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간 운임 및 운송시간을
추정 및 가정하고 O/D별 수요를 적용하여 절감액을 계산하였다. 기존 선행연
구에서 사용하였던 교통분석패키지를 활용하는 것과 본 방식과 비교하여 어떤
방식이 더 정확성이 높은지는 특정할 수 없으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충분히
검토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역간 국제운송을 위한 운임 및 시간 설정을 위해 사용
한 기준 및 가정은 아래와 같다.132)

131) 유정복·이호·이종훈·강지원(2019), 「남북협력시대 수도권 간선교통망 개편방안」,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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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중·러의 이용 항만은 분석의 편의성 확보 및 변수 통제 차원에
서 일부 주요 항만으로 제한함
- 남한 이용 항만은 서부권은 인천항, 동부권은 부산항을 이용하는 것으
로 가정하였으며 관련된 기준은 ‘국제 컨테이너 운송(International
Container Shipping)’133)의 홈페이지 이용
- 북한에서는 컨테이너 화물 취급이 가능한 항만이 남포항이 유일하나
향후 라진항과 원산항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여 북한 서부권은
남포, 동부권은 라진과 원산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 강원도, 함경
남도는 원산항, 함경북도, 라선직할시는 라진항, 황해남·북도, 평안남·
북도, 자강도, 평양직할시는 남포항에서 연계수송하는 것으로 가정함
- 중국지역 항만은 ‘국제 컨테이너 운송’ 홈페이지를 통해 남한 항구와
의 운임이 확인되는 다롄, 톈진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
- 인천항의 연결 항로는 인천-다롄, 인천-톈진, 인천-남포, 인천-원산,
인천-라진의 5개 항로로 설정함
- 부산항의 연결 항로는 부산-보스토치니, 부산-라진, 부산-원산, 부산-남
포, 부산-톈진, 부산-다롄, 부산-상트페테르부르크의 7개 항로로 설정함
- 해운 운임은 현재 운행중인 구간인 인천-다롄, 인천-톈진, 부산-다롄, 부
산-톈진, 부산-블라디보스토크, 부산-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 ‘국제 컨
테이너 운송(International Container Shipping)’134)의 검색결과를 적용
- 해운 소요시간은 TRADLINX135)의 검색 결과를 적용
- 인천-남포, 부산-원산의 비용 및 소요시간은 인천-다롄의 수치를 적용
- 해-륙 연계수송 시 연계운송수단은 운임기준 확인이 가능한 철도를 기
준으로 하였으나 연계거리가 20km 미만인 원산항-강원도, 라진항-라

132) 국제운송과 관련한 해상운송, 육상운송, 통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제 무역 및 경제 상황에 따라
시기별로 변동 폭이 작지 않아 관련 웹사이트의 검색일 시점의 수치를 적용함
133) SEARATES, https://www.searates.com(검색일: 2019.10.21.)
134) SEARATES, https://www.searates.com(검색일: 2019.10.21.)
135) TRADLINX, “Ocean Schedule”, https://www.tradlinx.com/schedule?tab=fcl(검색일: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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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 상트페테르부르크항-북서연방관구(러)의 경우 도로운송을 적용
- 국외지역 도로 연계 시 운임은 북한지역의 경우 ‘국제 컨테이너 운송(I
nternational Container Shipping)’136)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중국지
역 육상셔틀비용의 평균치인 1km당 5USD를 적용하였으며, 상트페테
르부르크항-북서연방관구(러)의 경우 동일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800U
SD를 적용함
- 국외지역 도로 연계 시 주행속도는 북한지역의 경우 40km/h, 러시아
의 경우 70km/h를 적용함
- 국내 각 지역에서 항구까지의 운송비용은 FORWARDER.KR의 운임표
를 적용,137) 거리 및 운행시간은 각 지역 최대도시의 도로원표지점과
항만 컨테이너부두 사이의 NAVER 경로찾기를 활용함138)
- 철도 화물 수송 속도는 중간 역 정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30km/h로 가정
- 우리나라 항만처리시간은 우리나라 14시간(현재 부산항 기준), 타국가
는 국적 무관 72시간(중국 상해항 기준) 적용139)
- 육상(철도) 통관의 소요시간은 궤간이 동일한 남-북 및 북-중 구간에
서 4시간 30분, 궤간 변경이 필요한 북-러 및 중-몽 구간에서 6시간
으로 설정함
- 북한의 철도운임은 한국의 철도운임 기준을 적용
- 러시아는 OSJD 표준요금, 중국, 몽골 철도요금은 각국에서 적용하는
운임을 이용
- 국제 철도역과 항만의 통관비용은 미고려
- 부산-남포 항로의 비용은 부산-보스토치니를, 소요시간은 부산-다롄을 적용

136)
137)
138)
139)

SEARATES, https://www.searates.com(검색일: 2019.10.21.)
FORWARDER,KR, 「2019년 화물 안전운임제」, https://www.forwarder.kr/tariff/(검색일: 2019.10.21.)
NAVER 지도, map.naver.com(검색일: 2019.10.21.)
현재 러시아, 북한 등은 72시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 연도가
2030년, 2040년으로 향후 항만 처리 기술의 현대화를 가정하여 중국 항만과 같은 시간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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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라진 항로의 비용은 부산-보스토치니를, 소요시간은 인천-톈진을 적용
- 인천-원산 항로의 비용은 부산-보스토치니를, 소요시간은 부산-다롄을 적용
- 인천-라진 항로의 비용은 거리를 고려 부산-보스토치니의 120%를, 소
요시간은 부산-다롄을 적용

한편 우리나라와 주변국간 철도와 해상 운송 비교는 러시아 남부와 북캅카
스 지역을 제외한 러시아 지역, 중국의 산둥성 이북 지역, 몽골과 북한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중국의 상하이, 광둥성 등 남부지역은 해상운송 대비
철도운송의 장점140)이 발휘되기 어려운 지리적 위치로 인해 분석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설정한 O/D 지역은 국가별로 우리나라
7개 권역, 북한 9개 권역, 중국 7개 권역, 러시아 6개 권역, 몽골 1개 권역이다.

<표 3-26> 화물효율성 분석을 위한 국가별 지역 구분
국가

권역

한국

서울/인천/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북한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자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평양직할시,
라선특별시

중국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허베이성/베이징, 톈진시, 산둥성, 네이멍구자치구

러시아
몽골

극동, 시베리아, 우랄, 북서, 볼가, 중앙
몽골 전체

자료: 필자 작성

140) 중국 상하이 등 남부지역의 경우 북한을 경유하여 철도로 운송할 경우 우회하는 거리가 너무 길고,
단위 거리당 증가하는 철도운임의 특성상 운임 경쟁력도 현격히 떨어서 사전에 제외하였으며, 러시아
남부지역 등도 유사한 이유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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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지역간 화물운임 및 운송시간
우리나라 주요 지역과 대상국가 주요 지역간 해상과 육상의 운임은 아래와
같으며, 중국 동북지역, 북한, 몽골, 극동러시아 지역 등은 북한을 경유하는 육
상 요금이 확연히 낮은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표 3-27> 우리나라와 대상국 주요 지역간 화물운임 비교
(단위: 천 원 / TEU)

권역
(교통수단)
북한
함경북도

서울/인천/경기도
철도
해상
391
770

전라남도
철도
해상
574
1,178

경상남도
철도
해상
574
642

북한

함경남도

181

705

364

1,029

364

493

북한

강원도

117

652

300

976

300

440

북한

자강도

299

666

484

1,269

465

778

북한

평안북도

231

632

416

1,235

458

744

북한

평안남도

158

527

343

1,130

325

639

북한

황해북도

107

539

292

1,142

334

651

북한

평양직할시

139

510

325

1,113

367

622

북한

라선특별시

436

742

618

1,150

619

614

중국

헤이룽장성

599

896

784

1,499

827

678

중국

지린성

514

812

700

1,415

742

594

중국

랴오닝성

412

707

597

1,310

639

489

중국

허베이성

654

669

840

1,272

882

415

중국

톈진시

643

626

828

1,229

871

372

중국

산둥성

764

755

950

1,358

992

501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883

891

1,069

1,494

1,111

637

몽골

몽골

2,331

2,339

2,516

2,942

2,558

2,085

러시아

극동

1,201

1,613

1,384

1,138

1,384

602

러시아

시베리아

3,997

5,095

4,179

4,620

4,180

4,084

러시아

우랄

4,359

5,458

4,542

4,983

4,542

4,447

러시아

북서

4,939

3,287

5,121

2,812

5,122

2,276

러시아

볼가

4,455

5,772

4,638

5,297

4,638

4,761

러시아

중앙

4,794

3,801

4,976

3,326

4,977

2,790

주: 전라남도의 경우 평양직할시, 평안남도 등 북한 서부권 접근거리가 경상남도에 비해 짧으나 해상운송 시에
기 설정된 이용항만(인천항)과의 육상 셔틀운송 비용으로 인하여 권역 내 항만(부산항)이 존재하는 경상남도에
비해 운송비용이 높게 추산됨.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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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시간의 경우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해상에 비해 철도수송이 현격히 적
은 운송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각국의 철도, 항만 등 교통인
프라와 통관 관련 물류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 분석한
자료로 실제와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운송거리가 철도수송이 해상운송에 비해 많이 단축됨에 따라 운송시간은 상대
적으로 적게 소요된다.
<표 3-28> 우리나라와 대상국 주요 지역간 화물운송시간 비교
(단위: 시간 / TEU)

권역
(교통수단)
북한
함경북도

서울/인천/경기도
철도
해상
29:46
201:34

전라남도
철도
해상
41:33
188:34

경상남도
철도
해상
41:35
185:25

북한

함경남도

16:11

202:24

27:59

113:24

28:01

110:15

북한

강원도

12:04

198:35

23:51

109:35

23:53

106:26

북한

자강도

23:48

118:20

35:46

122:20

34:33

210:11

북한

평안북도

19:23

116:08

31:22

120:08

34:06

207:59

북한

평안남도

14:42

109:22

26:41

113:22

25:28

201:13

북한

황해북도

11:22

110:08

23:21

114:08

26:05

201:59

북한

평양직할시

13:30

108:14

25:28

112:14

28:13

200:05

북한

라선특별시

32:38

198:38

44:26

185:38

44:28

182:30

중국

헤이룽장성

51:19

138:16

63:18

142:16

66:02

230:07

중국

지린성

43:07

130:04

55:06

62:04

57:50

149:55

중국

랴오닝성

33:11

119:58

45:10

123:58

47:54

211:49

중국

허베이성

56:41

188:44

68:40

192:44

71:24

140:35

중국

톈진시

55:35

184:34

67:34

188:34

70:18

136:25

중국

산둥성

67:19

197:06

79:18

201:06

82:02

148:57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78:51

210:18

90:50

214:18

93:34

162:09

몽골

몽골

113:43

245:12

125:42

249:12

128:26

197:03

러시아

극동

49:42

171:12

61:30

169:04

61:32

165:55

러시아

시베리아

243:41

367:24

255:29

365:16

255:31

362:07

러시아

우랄

294:27

418:10

306:14

416:02

306:16

412:53

러시아

북서

376:39

1027:51

388:27

1025:42

388:29

1022:34

러시아

볼가

309:54

462:14

321:42

460:06

321:44

456:57

러시아

중앙

354:59

1049:22

366:47

1047:14

366:49

1044:05

자료: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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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남북교통연결에 따른 화물운송 효과분석
남북육상교통 인프라가 연결되고 본격적인 화물 운송이 된다면 화물운송에
따른 운송비용과 운송시간이 많이 절감되어 우리나라 국제 물류비 절감과 물
류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장에서 남북교통연결에 따른 화물운송 효과분석은 앞에서 전제로 제시
한 중국와 러시아 일부지역, 몽골, 북한과 우리나라간 향후 물동량에 대한 수
요예측치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분석 연도는 2030년과 2040년을 기준으로
하며, 분석대상 지역은 앞서 제시한 지역 전체와 한반도와 근접한 동북아 지역
인 중국 동북3성, 북한, 몽골, 극동러시아 지역만을 대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컨테이너 운송절감 시간을 계량화하기 위해 화물의 시간가치는 「교
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6차 개정)」을 인용하여 컨테이너 화물 톤당 590.12원/
시·톤을 기본으로 적용하였다. 한편 컨테이너 톤당 시간가치가 장거리, 장시간
을 운송하는 국제화물의 경우 과다추정 될 수 있다는 연구진 일부 의견에 따라
비컨테이너 화물의 잡화분야 시간가치 77.19원/시·톤을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3-29> 철도화물 운송의 품목별 시간가치
구분

비
컨테
이너

컨테이너
양곡
양회
비료
무연탄
광석
유류
잡화
소계(가중평균)

톤당 시간가치 (원/시ㆍ톤)
화차 감가상각비
화차 감가상각비
포함시
미포함시
590.12
90.33
78.48
58.53
50.95
77.19
65.34
24.58
16.59
82.17
74.18
44.01
36.43
77.19
65.34
53.17
44.93

비고
(‘06년 철도화물
수송실적, 톤)
11,253
57
15,823
181
7,368
1,758
2,202
3,685

주: 2007년 기준가격이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화차의 구입비용을 별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화차의 시간당 감가상
각비를 포함하지 않은 시간가치를 적용하여야 함
자료: 한국철도공사ㆍ한국철도시설공단, 「2006년 철도통계연보」, 2007. 국토교통부(2017.6), 「교통시설 투자평
가지침 제6차 개정」, p. 2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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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분석에서는 남북한을 포함한 관련국 철도 용량의 제한이 없어 모든
수송가능 컨테이너 물량을 철도로 운송한다는 가정 하에 분석된 내용으로 실
제 철도 용량의 한계 또는 국경통과 과정에서의 비상식적인 추가 비용이 소요
될 경우 철도 수송에 따른 편익을 줄어들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북방지역 대상 분석
앞서 분석 제시한 바와 같이 해운에 비해 철도 운송은 운송시간 측면에 비
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과의 화물운송에서는 철도운임이
해운에 비해 높아져서 화주 또는 포워딩 물류기업의 선택에 따라 수단선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30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북방지역 전체 수출입 컨테이
너 화물을 철도 운송할 경우 운임은 358억 원이 절감되고, 운송시간에서는
2,083억 원~15,923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
출 화물만을 대상으로 하면 운임 888억 원, 운송시간 절감액 964억 원~7,367억
원으로 철도운송이 해운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0> 연도별 해운 및 철송 운임 및 시간 비교(2030년)-북방지역
(단위: 억 원)

운송운임
구분

철도(A)

해상(B)

운송시간비용
해상-철도
(C=B-A)

전체
(수출입 포함)

13,065

13,423

358

수출 only

4,935

5,823

888

철도(A)
9,8611)
(1,290)2)
3,766
(493)

해상(B)
25,784
(3,373)
11,133
(1,456)

주: 1) 컨테이너 화물 톤당 시간가치 590.12원/시·톤 적용한 추정치
2) ( )는 비컨테이너 화물의 잡화분야 톤당 시간가치 77.19원/시·톤을 적용한 추정치
자료: 필자 작성

해상-철도
(C=B-A)
15,923
(2,083)
7,367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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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40년의 경우에도 수출입 전체와 수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두에서
철도운송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남북철도 연계 운송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제물류 운송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2040년 기준 운송운임은 2,399억 원, 시간 절감분은 1,587억 원~12,134억 원
으로 총 4천억~1조4천5백억 수준으로 추정되는 등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재
원 조달의 당위성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표 3-31> 연도별 해운 및 철송 운임 및 시간 비교(2040년)-북방지역
(단위: 억 원)

운송운임
구분

철도(A)

해상(B)

운송시간비용
해상-철도
(C=B-A)

전체
(수출입 포함)

16,499

18,433

1,934

수출 only

6,612

9,010

2,399

철도(A)

해상(B)

12,5151)
(1,637)2)
5,092
(666)

35,385
(4,628)
17,226
(2,253)

해상-철도
(C=B-A)
22,870
(2,991)
12,134
(1,587)

주: 1) 컨테이너 화물 톤당 시간가치 590.12원/시·톤 적용한 추정치
2) ( )는 비컨테이너 화물의 잡화분야 톤당 시간가치 77.19원/시·톤을 적용한 추정치
자료: 필자 작성

2) 동북아지역 대상분석
철도운송의 효과가 보다 확실한 중국 동북지역, 극동러시아, 몽골, 북한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30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화물
은 해당 권역의 전체 컨테이너를 철도 운송할 경우 운임은 1,729억 원이 절감
되며, 운송시간에서 618억 원~4,722억 원이 절감되어 전체적으로는 2,347억
원~6,500억 원 가까운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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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연도별 해운 및 철송 운임 및 시간 비교(2030년)-동북아지역
(단위: 억 원)

운송운임
구분
철도(A)

해상(B)

운송시간비용
해상-철도
(C=B-A)

전체
(수출입 포함)

1,739

3,468

1,729

수출 only

1,044

2,370

1,326

철도(A)

해상(B)

해상-철도
(C=B-A)

1,3281)

6,050

4,722

2)

(791)

(618)

809

4,270

3,461

(106)

(559)

(453)

(174)

주: 1) 컨테이너 화물 톤당 시간가치 590.12원/시·톤 적용한 추정치
2) ( )는 비컨테이너 화물의 잡화분야 톤당 시간가치 77.19원/시·톤을 적용한 추정치
자료: 필자 작성

한편 2040년의 경우는 철도운송에 따른 절감분의 차이가 더 커져서 4천8백
억 원~1조2천9백억 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출만을 대
상으로 할 경우 4천억 원~1조원 수준의 절감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업체와 물류기업들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연도별 해운 및 철송 운임 및 시간 비교(2040년)-동북아지역
(단위: 억 원)

운송운임
구분

철도(A)

해상(B)

운송시간비용
해상-철도
(C=B-A)

전체
(수출입 포함)

2,843

6,420

3,578

수출 only

1,916

4,839

2,924

철도(A)

해상(B)

해상-철도
(C=B-A)

2,2201)

11,569

9,348

2)

(1,513)

(1,223)

1,521

8,935

7,414

(199)

(1,169)

(970)

(290)

주: 1) 컨테이너 화물 톤당 시간가치 590.12원/시·톤 적용한 추정치
2) ( )는 비컨테이너 화물의 잡화분야 톤당 시간가치 77.19원/시·톤을 적용한 추정치
자료: 필자 작성

마. 분석의 한계
향후 남북육상교통 인프라가 연결 및 운영될 경우를 가정하여 유관연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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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정된 2030년과 2040년의 우리나라와 대륙 간 물동량 수요를 활용하여
물류 운임 및 시간 절감액을 추정하였다. 단, 앞서 분석 가정 및 전제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다수의 물류 조건이 많은 가정을 내포하고 있음에 따라 실제
운영 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남북 및 북중러 접경지역 통관시간, 북한
항만의 처리시간 및 통관비용 등은 향후 시설 현대화 수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적용한 조건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남북 및 우리나라와 대륙 국가간
육상화물운송은 해당 국가의 육상교통 인프라의 현대화 및 용량 확보가 전제
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철도 및 도로 등 육상교통 인프라의
용량제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함에 따라, 북한 육상교통 인프라의 현
대화 및 용량 확대가 안 될 경우 실제보다 많은 운임 및 시간 절감액을 산정했
을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운송시간 비용 산정 시 화물의 종류에 따라 시간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 가능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시간당 가치를 적
용함에 따라 추정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이 소요되는 해상운송의 경우 선박 속도 및 시설의 지속적인 발전과 항만에서
의 통관시간 단축 등 운송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어 해상운송의 운송시간비
용이 급감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래 교통수단의 기술발전에
따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용량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항공교통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유라시아
국가간 물동량은 현재 해운이 독점적으로 수송하고 있으나 육상교통이 구축되
어 해운과 육상교통간 경쟁관계가 만들어진다면 해운교통의 시간과 운임도 추
가적으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형성된다면 해상운송 대비
육상운송의 절감효과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을 것이다.

141) 유정복·이호·이종훈·강지원(2019), 「남북협력시대 수도권 간선교통망 개편방안」,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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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성적 파급효과
가. 남한에 미치는 파급효과
남북 교통연결 사업은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본격적인 대륙-해
양의 연결교량으로 변화시키는 일대 사건이다. 이에 따라 최근 성장동력 발굴
에 한계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ㆍ물류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건설ㆍ교통부문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북한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 사업 경험 및 실적을
축적, 세계시장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1억의 인구를 보유
한 중국 동북지역, 나아가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지의 3억에 달하는 소비시장
이 육로로 연결됨으로써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자원 도입과 제품 수출이 활성
화되고 제조업이 부흥하는 일대 계기가 될 수 있다.
남북 교통연결을 통한 국내 산업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
례가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현재 남북간의 정치적 갈등 및 국제적인
대북제재로 인하여 중단 상태에 있으나 북핵 등의 이슈가 해결되고 대북제재
국면이 해소될 때 가장 먼저 재개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개성공
단의 재개와 확대가 경의선 도로‧철도 연결과 연계될 경우 우리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실현 중
개성공단 정상화, 통일경제특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역개발의 촉매제 역
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교류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는 물론 10.4 공동성명에 따른 후속 사업들을 실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남북한 에너지 자원 교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동해선은 북한
최대의 광물산지인 단천지구 및 무산지구 등이 연계되므로 남한 방면 자원 수
출경로로 활용이 가능하다. 단천지구에서 생산‧가공된 지하자원이 동해선을
통하여 남한으로 반입되면서 지하자원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
으며 추후 남북 투자사업 관련 투자비 회수 등의 명목으로 수입을 기대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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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남북 교통연결은 현재의 불균형한 국토이용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토의 개발은 정치ㆍ경제

ㆍ사회의 중심지인 수도권과 최대 물류허브인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동임해권
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는 지가상승과 통근거리 증대 등 국민 생활에 여러모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남북 교통연결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 경협의 활성
화는 우선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수도권은 분단 체제 하에서 휴전선에 근접한 입지가 큰 약점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1980년대까지 우리 정부는 안보 차원에서 서울
강남 개발을 비롯해 인구와 산업의 국토 남부지역 이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
기도 하였다142)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1990년대 이후 일산신도시를 비
롯한 수도권 북부지역의 개발을 불러왔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남북 교통연결은 그동안 수도권 남부지역에 비해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수도권 북부권에 본격적인 간선 교통망을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내부
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선축 연선지역 역시 남북 교통연결 사업을 통해 수혜를 볼 수 있는 대
표적인 지역으로 주목된다. 현재 강원도 영동지역과 경북 동북부 해안지역은
육ㆍ해상을 막론하고 낮은 접근성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그 기저에는 휴전선으로 대외통로가 막혀있는 동해안 지역의 입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동해선축 육상교통망의 연결은 동해안권 지역을 중국 동북, 러
시아 극동, 북한 등 주요 자원원산지와 세계적 허브항만인 부산을 잇는 간선축
으로 탈바꿈하면서 자원 및 물류산업 등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동해
항 외에 항만물류기지가 전무한 동해안 중북부 지역의 약점을 장전, 통천, 원
산 등 북한 지역 항구와 연계함으로서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국내
의 부산, 광양 등 주요 허브항만 역시 육상교통망을 통해 보다 넓은 배후권역

142) 대한민국 정부(198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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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 개척함으로써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고 항만배후지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의선‧동해선 육상교통 현대화 연결의 궁극적이고도 핵심적인 목적은 인
적·물적 교류를 통한 한반도 통일의 촉매제 역할에 있다. 교통로를 기반으로
한 교류 및 개발협력사업의 현실화는 대외 교류협력 및 개방에 대한 북한 당국
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이끌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독일 통일의 예
에서 보듯이 한반도 간선교통망의 구축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뿐 아니라 인
적교류를 활성화시켜 남북한 국가의 사회·경제·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
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세계적으로 탈냉전 국면이 도래한 이래 우리 정부는 그동안 사실상의 섬나
라 체제 해소와 대륙-해양 연결교량화를 국가적 전략과 비전으로 일관되게 제
시해왔다. 그러나 그 실현에 있어서 협력과 교류의 더딘 진척과 사회적으로
‘퍼주기’ 논란과 같은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교통망 구축을 통하여 북한
의 경제재건과 한반도 경제권 규모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결과물이 도출된다
면, 통일은 물론 국가의 미래비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국론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을 넘어 동북아 역내 주요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한층
성숙, 주도하는 정치ㆍ외교적 역량을 갖춤으로써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
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북한에 미치는 파급효과
20세기 말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침체상황을
체제 전환을 통해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막대한 인구와 자원을 보유한 중국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중 기초 인프라의 부재로 인한 초기
투자비용 문제를 무시하기 어렵다. 북한 역시 최근 국가적으로 27개 경제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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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정ㆍ정비하는 등 김정은 정권 들어 국토개발과 국가경제발전을 의욕적으
로 추진하고 있으나, 1990년대 이래 지속된 경제침체와 기초인프라의 낙후가
투자의 경제성을 낮추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북한이 본격적으로 대외개방과 교류협력에 나설 경우 이 부분에서 비
교적 유리한 조건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접지역에 대한민국과
중국 등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경제강국이 위치해 있는 조건은 접경지역을 중
심으로 투자를 유치하기에 유리하며, 특히 한국은 동포국가이자 통일의 당사
자로서 단기적 경제성이 낮은 투자를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동인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토의 중심 간선축인 경의축 및 동해축 철도·
도로의 현대화에 있어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외자유치를 보다 용이
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선로이용료 수입을 획득
하고 국제물류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나아가 국내 물류운송여건을 개선함으
로써 산업기능을 복구시키고 피폐된 국내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교통물류 협력의 진전은 서방을 비롯한 외부세계에 북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추가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외
적으로 북한의 이미지 및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국제사회 복귀를 통해 IMF,
WB, 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체제전환
국가들이 체제전환 초기 어려움을 겪는 각종 제도 정비 및 대외협상 경험을
남북협력을 통해 축적함으로써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대외개방과 경제성
장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당국 차원에서 대외개방과 경제개발의 가장 큰 효과는 정권에 대한 국
민들의 지지와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국내 지지와 교류협력 성과
의 축적은 대외적으로도 북한 정권을 책임 있는 파트너로 인정함으로써 국내
의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고 경제적 성과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룩할 수
있다. 기존 사회주의 정권이 주도적으로 개혁개방을 구상, 실시한 중국과 베트
남의 사례는 북한에게도 많은 교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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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북아 주변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동북아는 전 세계 인구 및 GDP의 약 20%를 차지하여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143) 그러나 역내 주요 경제대국인 한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서로 육상으로 연결되지 못한 부분은 통합적인 시장 형성과 시너지효과를 내
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역내 주요 국가들은 중국 일대일로, 러시아 신동방정책,
몽골 초원의 길 등 각국의 현실과 입지를 반영한 개발정책을 주요 국가전략으
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의 공통점은 대외통로의 개발을 통하여 국내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해운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이
들 국가 간의 교류는 물리적으로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몽골, 중
국 동북, 러시아 극동, 북한 등지의 자원과 노동력이 한중일의 기술 및 자본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접국의 경제성장과 교류
협력 활성화의 수혜를 입어야 할 접경지역이 상대적으로 성장에서 소외되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남북한 교통망의 연결은 러시아, 중국 등 유라시아 주요 국가와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이어줌으로서 중국 동북내륙, 러시아 극동지역, 몽골, 한반도 간
활발하게 교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한반도는 북부권의 주요 부동
항인 라진ㆍ청진항과 동북아 주요 허브항만인 부산항이 위치해 있어 그동안
태평양 방면으로의 출해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국 동북 및 러시아 극동
지역의 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특히 1억의 인구가 거주하는
중국 동북지역은 막대한 노동력과 소비시장을 기반으로 한반도, 중국, 러시아
극동을 연계하는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143)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https://population.un.org/wpp/(검색
일: 2019.10.18.)의 2018년 수치 기준; 국가통계포털, 「국내총생산(당해년가격)」, http://kosis.kr/s
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903&conn_path=I2(검색일: 2019.10.18.)의
2018년 수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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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된다. 러시아 극동지역 역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천연자원과 한반도
發 공산품이 수송되는 거점지역으로서 이들 수요에 기반한 지역 인프라의 개
선ㆍ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기반한 물류 및 건설산업의 활성화 또한
기대되는 부분이다.
남북 교통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변국 접경지역의 개발이 활성화, 본
궤도에 오른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국가간 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
로 보인다. 21세기 들어 테러, 사이버전쟁, 자연재해 등 새로운 안보위협이 지
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그동안 동북아 지역에서 국가간 다자안보는 구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왔다. 그 기저에는 비정치적 부문에서 다자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 구축 부족이 깔려 있으며, 남북 교통연결을 통한 주변국 동반성장은
이러한 다자간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고 협력의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8년 8.15 경축사에서 제시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다자안보체제 발전 구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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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남북 교통협력사업 추진 관련
국민 인식조사 및 추진방향

제1절 남북 육상교통협력 관련 국민 인식 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설문조사는 2019년 9월 4일부터 6일까지 총 3일간 대한민국 성인을 대
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지점은 조사대상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내 유
동인구가 많은 서울역, 수서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청량리역
등 주요 교통허브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총 550명을 대상으로 남북경제통합 및 남북육상교통인프라 구축 필요 여
부, 남북교통협력사업의 부문별 기대효과, 남북교통협력사업의 주 투자주체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행했다. 더불어 국민들의 의사를 통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성별, 혼인유무, 연령, 직업, 월평균 소득, 출신지 및 거주지 등
을 질문하여 조사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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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구축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개요
구분
조사기간
조사대상자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규모

대국민 인식조사
조사내용

세부 내용
․2019년 9월 4일 ~ 2019년 9월 6일, 총 3일
․대한민국 만 20세이상 성인
․서울역, 수서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청량리역
등 서울시 주요 교통허브지점
․면대면 방식
․총 550부
․남북경제통합 필요 여부
․남북경제통합 필요/불필요 이유
․남북철도, 도로 육상인프라구축 필요 여부
․남북육상교통인프라 구축 불필요 이유
․남북육상교통인프라 연결의 부문별 기대 효과
․남북교통인프라 협력사업의 주 투자주체

자료: 필자 작성

나. 응답자 속성
본 조사의 모집단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설정하고, 서울 시내 주요 교통허브
지점에서 직접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집계 결과, 수집된 총 550부 중 유효부수
는 438부가 채택됐다. 이에 기초통계 분석은 438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자의 성별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5%가 남자, 35%가 여자라고
응답했으며, 혼인 및 자녀유무를 묻는 질문에서는 37%가 미혼, 55%가 기혼/
유자녀 그리고 8%가 기혼/무자녀라고 응답하여 기혼/무자녀가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했다. 연령대 조사는 연령대별로 약 20~25%내에서 비슷하게 조사하
고자 했으나, 고령자층의 통행 비율이 낮은 현실적 한계로 61세 이상 조사 비
율은 13%로 다소 낮게 조사됐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무직이 22%
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생 16%, 공무원/공기업/공교사 8%, 전문직 19%,
기술직 7%, 자영업 14%, 전업주부 7%, 무직/취업준비생 7%라고 응답했다. 물
류관련 직업 종사자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4%만 그렇다라고 했으며 대부분
인 96%는 비 물류관련 직종에 종사한다고 응답했다. 월 소득에 대한 질문에서
는 월 200~499만 원의 소득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68%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월 500~599만 원이 13%, 월 100만 원 미만이 9%, 월 100~19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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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8%, 월 1,000만 원 이상이 2%로 조사됐다. 현 거주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중 76%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7%가
충청남도(대전/세종)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제주도와 해외/기타지역 거주자
는 0명으로 조사됐다. 출신지역(고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수도권 34%, 충남
12%, 경남 12%, 전남 11%, 전북 8%, 경북 8%, 충북 7%, 강원도 7% 등이라고
응답했다. 현 거주지 비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산가족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과 6%만 이산가족이 있다
고 응답했으며, 대다수인 94%는 이산가족이 없다고 응답했다.

<표 4-2> 일반국민조사 대상자 특성
구분
성별
혼인/자녀유무

연령

직업

물류관련직업
종사

총소득

남자
여자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대학(원)생
공무원/공기업/공교사
전문직
사무직
기술직
자영업
전업주부
무직/취업준비생
예
아니오
월 100만 원 미만
월 100~199만 원
월 200~299만 원
월 300~399만 원
월 400~499만 원
월 500~999만 원
월 1,000만 원 이상

유효부수(명)
438
283
155
161
36
241
98
110
91
84
55
68
37
83
97
31
63
29
30
18
420
39
36
85
111
102
57
8

비율(%)
100.0%
65%
35%
37%
8%
55%
22%
25%
21%
19%
13%
16%
8%
19%
22%
7%
14%
7%
7%
4%
96%
9%
8%
20%
25%
23%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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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 거주지
/출신지역(고향)

이산가족 유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남도(대전/세종)
충청북도
전라남도(광주)
전라북도
경상남도(부산/울산)
경상북도(대구)
강원도
제주도
해외/기타지역
무응답
유
무
무응답

유효부수(명)
438
333
148
32
52
15
31
8
48
7
33
15
52
15
37
9
30
0
1
0
0
4
6
26
4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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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100.0%
76%
34%
7%
12%
4%
7%
2%
11%
2%
8%
3%
12%
3%
8%
2%
7%
0%
0%
0%
0%
1%
1%
6%
94%
0%

자료: 필자 작성

다. 조사의 한계
본 조사는 연구 일정 및 예산상의 이유로 2019년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초
에 시행되었다. 2019년 들어 남북관계 및 북미 관계는 상반기 이후 교착상태
를 유지하다가 9월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인근 남측시설 철거 관련 발
언과 북미협상 등에서 남측 배제 발언 등으로 우리나라의 남북협력 관련 여론
이 9월 이전 상황과 다소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9월
초에 시행된 조사시기 측면에서 최근 국민 정서와의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당시의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3자 회동으로 인한
기대감 등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국민감정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설문조사 부수를
확보했어야 하나, 예산의 한계로 438개의 유효부수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부분
은 조사 결과의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단, 직업, 거
주지,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선별하여 조사 분석함으로써 큰 틀에서의 흐름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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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경제통합 인식 조사
남북경제통합144)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매우 필요함’이 30%, ‘약간 필
요함’이 25%, ‘보통’이 23%, ‘별로 필요없음’이 14%, ‘전혀 필요없음’이 8%로
조사됐다. 이 중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매우 필요함’~‘약간 필요함’)는
241명으로 절반 수준인 약 55%로 조사됐다.
통계적 분류로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직업별, 출신지별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21~50세까지는 남북경제통합에 긍정
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약 50~66%, ‘보통’을 제외하고 부정적145)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약 7~18%인 반면, 51~61세 이상은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최대
약 40%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상대적으로 자영업, 기술직, 공무원/공기업 등에
서 긍정적 의견 비중이 높았으며, 부정적 응답 비중은 전문직 분야가 여타 직업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출신지(고향)별로는 강원도, 충청
도, 수도권 순으로 필요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강원도는
약 60%로 가장 많은 비중의 응답자가 남북경제통합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표 4-3> 남북경제통합 필요성 인식 조사
구 분

인원(명)

비율(%)

매우 필요함

132

30%

약간 필요함

109

25%

보통

103

23%

별로 필요없음

60

14%

전혀 필요없음

34

8%

합계

438

100%

144) 본 조사에서 ‘남북경제통합’은 향후 점진적으로 ‘남북통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145) 본 절에서 ‘부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별로 필요없음’~‘전혀 필요없음’의 의견을
합한 것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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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통합 인식조사 – 전체]

[남북경제통합 인식조사 – 성별]

[남북경제통합 인식조사 – 혼인유무]

[남북경제통합 인식조사 – 연령]

[남북경제통합 인식조사 – 직업]

[남북경제통합 인식조사 – 소득]

[남북경제통합 인식조사 – 거주지]

[남북경제통합 인식조사 – 출신지(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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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통합 인식조사 – 이산가족 유무]

[남북경제통합 인식조사 – 물류관련직업종사 유무]

주: 단위는 ‘명’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필자 작성

<그림 4-1> 남북경제통합 필요성 통계적 분류 조사

남북경제통합 필요성에 ‘매우 필요함’~‘보통’을 택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약 41%가 ‘경제시장 확대에 따라 한반도 경제규모 증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
으로 꼽았으며, 이어 약 23%가 ‘한반도 긴장해소로 평화분위기 정착에 도움’
이 될 것으로 응답했다. 남북간 경제협력을 넘어 경제통합까지 이뤄진다면, 한
반도는 약 8천만 명에 달하는 내수시장이 생기고, 동북아는 거대한 경제권으
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146)
반면, ‘별로 필요없음’~‘전혀 필요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크게 3가지를
반대의 이유를 꼽았다. 이 중 29%는 ‘체제 차이 극복의 어려움으로 경제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고, 24%는 ‘경제·안보 목적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전략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마지막으로 20%가 ‘경제적 측면에서 남한의 일
방적인 경제통합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결과,
51~60세는 43%가 ‘정치수단으로 전략될 가능성’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나타
냈으며, 61세 이상은 64%가 ‘체제 차이로 인한 경제통합의 어려움’을 꼽았다.

146) 연합뉴스(2018.05.12.), 「남북통합 8천만 내수시장…동북아 거대시장 부상」, https://tv.naver.com/
v/3203339(검색일: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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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남북경제통합 필요성 이유 설문 결과
구 분

남북경제통합
필요 이유

인원(명)

비율(%)

1. 한반도 평화분위기 정착에 도움

81

23%

2. 국방인력 및 국방비 절감에 도움

46

13%

3. 한반도 경제규모 증대에 도움

145

41%

4. 역사적인 한민족 동질성 회복에 도움

37

11%

5. 남북통일로 점진적인 발전에 도움

39

11%

6. 기타의견

2

1%

- (중복응답)

6

-

350

100%

합 계

남북경제통합
필요하지 않은 이유

1. 현 대한민국 수준에 만족함

10

11%

2. 체제 차이로 인한 경제통합의 어려움

27

29%

3. 정치수단으로 전략이 될 가능성 있음

23

24%

4. 일방적인 경제통합이 될 가능성 높음

19

20%

5. 남북경제통합의 기대효과에 의구심 듦

13

14%

6. 기타의견

2

2%

94

100%

합 계
자료: 필자 작성

자료: 필자 작성

<그림 4-2> 남북경제통합 필요성 이유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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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 인식 조사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 관련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매우 필요
함’이 35%, ‘약간 필요함’이 27%, ‘보통’이 17%, ‘별로 필요없음’이 14%, ‘전혀
필요없음’이 7%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필요함’~‘약간 필요함’으로 응답한
수는 273명으로 이는 전체에서 약 62%에 해당한다. 앞서 조사한 남북경제통
합 필요성과 비교 시, 남북 간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관
심도가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통계적 분류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항목으로는 연령대별,
직업별, 소득별, 거주지별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별
로는 51~61세 이상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 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현저
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직종 응답자들의 긍정적 답변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남북경제통합 필요성 조사와 유사하게 전문직 종
사자들의 부정적 답변이 확연히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월 총소득별로는 월
400~499만 원에 속하는 응답자들의 긍정적 답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출신
지(고향)별로는 강원도 지역의 응답자들의 반대의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이는 거주지 상으로 분류한 통계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
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출신자들은 여타 지역에 비해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
결사업에 꽤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두 지역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중
은 약 72%, 약 68%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표 4-5>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 필요성 인식 조사
구 분

인원(명)

비율

매우 필요함

153

35%

약간 필요함

120

27%

보통

73

17%

별로 필요없음

63

14%

전혀 필요없음

29

7%

합계

43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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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 – 전체]

[남북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 – 성별]

[남북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 – 혼인유무]

[남북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 – 연령]

[남북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 – 직업]

[남북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 소득]

[남북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 – 거주지]

[남북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 – 출신지(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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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 – 이산가족 유무]

[남북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 – 물류관련직업종사 유무]

주: 단위는 ‘명’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필자 작성

<그림 4-3>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 필요성 통계적 분류 조사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 구축에 ‘별로 필요없음’~‘전혀 필요없음’이
라고 응답한 수는 92명이며, 이 중 근본적으로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수는 52명이다. 이처럼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42%가 ‘남한의 퍼주기 식 사업이 될 가능성’에 대
해 가장 큰 우려를 보였다. 다음으로 19%가 ‘교통인프라 사업에 투입되는 시
간과 비용 대비 낮은 효과가 예상’된다고 응답했으며, 17%는 ‘현재 남한이 직
면해 있는 국내 경제현안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차후 남북간 인프라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이 남한 정부의 일방적 투입이 아
닌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의 인프라 건설사업이 남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유하여 이
러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표 4-6>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 필요성 이유 설문 결과

남북육상인프라
필요하지 않은
이유

1.
2.
3.
4.
5.
6.

구 분
현 대한민국 물류환경 개선필요성 못 느낌
투입 시간과 비용대비 투자효과 낮을 것
인프라구축 후 후속사업 실현가능성 낮을 것
현 남한의 경제현안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
남한의 퍼주기 식 사업 가능성 우려
기타의견
합 계

인원(명)
3
10
6
9
22
2
52

비율(%)
6%
19%
12%
17%
42%
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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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필자 작성

<그림 4-4> 남북 육상인프라 연결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설문결과

4.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의 기대효과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한 총 386명147)
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업의 기대효과 조사에서, 가장 긍정적인 선택을 받은
기대효과는 2번 항목인 ‘해운복합운송 대비 철도/도로운송에 따른 화물운송비
용 및 시간절감으로 소비재(수입품) 가격 인하’ 효과였다. 반면, 이 중 가장 낮
은 기대효과로 꼽힌 항목은 7번 항목의 ‘한반도 평화경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 우리정부 남북 관련 국정과제실현’ 효과이다.
응답자들은 2번 항목인 ‘소비재(수입품) 가격인하’ 효과에 대해 25%가 ‘매우
도움’, 43%가 ‘도움이 됨’, 24%가 ‘보통’, 6%가 ‘별로 도움안됨’, 2%가 ‘전혀

147) [기대효과]와 [주 투자주체] 부문의 분석 대상자 386명의 집계방식은 다음과 같음.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
사업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매우 필요함’, ‘약간 필요함’, ‘보통’의 응답자 346명과 ‘별로 필요없
음’, ‘전혀 필요없음’으로 응답한 92명 중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향후 언젠가는 구축될 필요가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 40명을 합산하여 총 386명으로 집계됨. (부록 설문조사표 중 ‘문항 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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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안됨’으로 응답했다. 이어 4번 항목인 ‘미래 신산업 및 일자리 신규창출
기대효과’에 2번 항목과 유사하게 26%가 ‘매우 도움’, 41%가 ‘도움이 됨’, 24%
가 ‘보통’, 8%가 ‘별로 도움안됨’, 1%가 ‘전혀 도움안됨’으로 조사됐다.
<표 4-7>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의 기대효과 조사 결과
전혀 도움안됨
(1점)
1

44% (169명)

21% (81명)

6% (23명)

24% (93명)

43% (166명)

25% (99명)

8% (32명)

27% (103명)

42% (162명)

22% (85명)

8% (33명)

24% (91명)

41% (159명)

26% (99명)

14% (54명)

25% (96명)

35% (134명)

24% (92명)

북한교통인프라 개선에 따른 주변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로 향후 통일비용 감소 기대
3% (12명)

7

23% (90명)

전쟁위험 등 한반도리스크 완화에 따른
국가위험지수 감소와 해외자금유입 활성화로 국내경제 활성화 기대
2% (10명)

6

10% (40명)

남북 신규 교통인프라 건설작업 및 운영에 따른 미래 신산업 및 일자리 신규창출 기대
1% (4명)

5

매우 도움됨
(5점)

한반도 육상교통 연계에 따른 남-북-중-러-몽 철도크루즈 등 동북아 국가 여행비용 절감
1% (4명)

4

도움됨
(4점)

해운복합운송 대비 화물운송비용 및 시간 절감으로 소비재(수입품) 가격인하
2% (5명)

3

보통
(3점)

육로연계를 통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국가 단일시장 형성과 생활권 확대
2% (6명)

2

별로 도움안됨
(2점)

10% (37명)

35% (137명)

34% (131명)

18% (69명)

‘한반도 평화경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
우리 정부 남북관련 국정과제실현
4% (16명)

10% (38명)

35% (136명)

31% (118명)

20% (78명)

자료: 필자 작성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의 총 평균 점수는
3.69점으로 산출됐다. 이 중 가장 긍정적인 선택을 받은 ‘소비재(수입품) 가격
인하 효과’ 항목의 평균 응답점수는 3.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미래 신
산업 및 일자리 신규창출 기대효과’의 평균 응답점수는 3.81점, ‘한반도 육상
교통 연계에 따른 동북아 국가 여행비용 절감효과’가 3.75점, ‘육로연계를 통
한 동북아 국가 단일시장 형성과 생활권 확대효과’는 3.72점으로 지금까지의
4개 기대효과는 총 평균점수(3.6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반도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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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완화에 따른 국가위험지수 감소와 해외자금유입활성화로 국내경제 활성화
기대효과’의 평균 응답점수는 3.63점, ‘북한교통인프라 개선에 따른 주변 산업
단지 및 지역개발로 향후 통일비용 감소 기대효과’가 3.53점, ‘우리정부 남북
관련 국정과제실현 효과’가 3.52점으로 이들은 총 평균점수(3.69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국민들은 개인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
분의 기대효과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물류비용 감소
로 인한 수입품 가격 인하 혹은 육상교통을 통한 동북아 국가 여행비용 감소
등은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신성장동력을 통한 일자리 신규창출은 청년 취
업난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는 등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 필자 작성

<그림 4-5>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의 기대효과 평균 응답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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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 육상교통인프라사업 주 투자주체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연결사업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한 총 386명을 대
상으로, 남북 육상교통협력사업의 주 투자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0%(193명)가 ‘남한+북한+국제사회가 공동부담’
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북 공동부담’ 즉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양측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40%에 달했으며, ‘북한의 100% 부
담’은 6%, ‘남한의 100% 부담’은 3%로 조사됐다.
남북 인프라 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퍼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도
록 사업방식 및 자금조달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북한의 리스크가
감소되지 않는 한 민간 기업들의 투자 관심도가 높지 않아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남북협력기금만으로는 사업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응답자들이 WB, AIIB등 국제사회의 참여와 남북한 공
동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선택한 것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비 회수방안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제적인 공조 및 투자를 끌
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료: 필자 작성

<그림 4-6> 남북 교통인프라 협력사업의 ‘주 투자주체’ 선택

제4장 남북 교통협력사업 추진 관련 국민 인식조사 및 추진방향 103

제2절 교통분야별 남북교통협력 추진방향
1. 교통분야별 추진방향
가. 철도부문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주철종도’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에 따
라 철도는 현 단계에서도 북한을 거쳐 대륙과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연결이
가능하여 남북협력의 우선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에서는 경의선 철도의 공동이용 논의가 합의사항에 포함되었으며 이
에 따라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 수송을 위한 특별객차가 제작되기
도 했다.148)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남한 고속열차를 언급하며 관심을 표명하는 등149) 철도 부문은 남북한
간 교통물류 협력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철도환경은 본격적인 남북 철도연계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언급된 4.27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측 철도의 현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 바도 있
으며, 북한지역을 운행하는 중국, 러시아 국제열차들도 표정속도 50km/h 미
만의 낮은 속도로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철도운송은 해운수송에
비해 높은 가격을 빠른 속도로 상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환경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예상되는 인프라 구축비용의 규모가 큰 상황에
서 그 방향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148) 이데일리(2019.09.27.) , 「[여행] 철길 위의 호텔 '해랑',방방곡곡 추억 싣다」, https://news.naver.co
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8&aid=0004477178(검색일: 201
9.10.10.)
149) 채널A(2018.04.28.), 「김정은 관심은 ‘철도와 도로’…현대화 추진할까」, https://news.naver.com/
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51323(검색일: 20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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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지난 10.4 선언과 9월 평양선언 등을 통해 경의선 개성-신의주 철도
의 연결과 공동이용, 동해선 철도의 연결에 합의한 바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중국 및 러시아 철도와 연결되어 한국 철도를 유라시아 철도망에 접속시
킬 수 있는 주간선노선이며, 한-중, 한-러간 물류수송을 통하여 초기물량을 확
보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들 노선에 대해 현재의 선형 조건에서 가능한
한 최대 성능(최대속도 90~100km/h)을 낼 수 있도록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
고, 물동량의 확충에 따라 고속화, 혹은 고속철도 건설로 단계별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의선은 서울-평양-베이징의 3개 수도를 직접적으로 연결
하는 핵심간선축으로서 초기단계에서 복선화 및 고속철도 건설 병행 등 물동량
소화능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대
간선노선과 함께 경원선과 평라선 동서축(간리-고원)은 서울 수도권 및 평양
수도권을 동해선축과 연계하는 차원에서 현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 철도의 현대화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인접국가들이 직접
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막대한 재원을 남북한뿐만 아니라 이들 인접국가 및 ADB, AIIB 등 주요 국제
기구와 적절한 분담을 통하여 조달, 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북한 철도의 차량 및 건축규격, 시스템 등을 결정함에 있어 대한민국 표준을
적용하는 등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북한 철도 현대화
를 둘러싼 다자간 협력의 틀을 보다 확대ㆍ발전시켜 동북아 역내 국가간 철도
협력기구의 형성과 협력체제의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나. 도로부문
도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운행하는 특성상 중단거리 다품목
소량의 문전수송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부문 협력사업이 주
로 한반도-대륙간의 장거리 육상교통과 물류운송에 주목한다면, 도로부문 협
력사업은 보다 직접적으로 북한 내부 및 남북ㆍ북중ㆍ북러간 접경지역 물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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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다.
북한 철도는 현대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대대적인 물동량 처리능력
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다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자간 국제철도물류운송에 집중하는 한편 중단거리 물류운
송을 도로가 분담하는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중점적인 개발 및 현대화 구간은 경의선축과 동해선축, 그리고 평양-원산 동서
축이 간선노선이 될 것이나, 그 현대화 투자의 규모 및 수준은 북한 도로의 현
실에 맞춰 구간별로 차별적으로 책정될 것이다. 현재 고속도로가 운영되고 있
는 경의선축 개성-평양, 평양-안주 구간과 동서축 평양-원산 구간은 기존 고속
도로의 개보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외 구간은 포장률
등 도로운행여건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평양을 거점으로 중단거리 국제운송이
활발할 경의선축 안주-신의주 구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건설을 조속히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인구밀도가 낮고 거리가 긴 동해선축에 대해서는 우선적
으로 기존 국도의 개량 및 현대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중점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27개 경제개발구를 비
롯하여 단천지구 광산지대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
해서는 간선철도망과 연계되는 단거리 도로 수송이 필수적이다. 주요 간선도로
의 정비ㆍ현대화가 본궤도에 오른 후에는 이들 지역의 연계도로망 건설을 병행
함으로써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등의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도로의 경우에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이 인프라
협력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신호ㆍ통신ㆍ건축ㆍ차
량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철도에 비해 시스템적 측면에서 제약이 크지 않다
는 장점을 가진다. 이에 따라 안주-신의주, 청진-두만강 등 국경연선구간을 중
심으로 해당 접경국가들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을 통해 재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양질의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남북 교통협력
의 추진동력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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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공부문
항공교통은 점과 점을 직접 연결하는 특성상 선으로 연결되는 육상교통수
단인 철도, 도로와 달리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점을 지닌
다. 현재 북한에는 약 52개소150)의 비행장 시설이 확인되며, 이 중 평양, 신의
주, 원산, 함흥, 청진, 백두산 등 주요 도시 및 지점 인근에 여객기 취항이 가능
한 비행장들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탑승 인원의 신원확인 및 보안통제가 용이
하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남북 교통협력 초기의 인력교류에서 특히 큰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항공교통 협력은 주로 항공인력 교류 및 교육사업, 남북간의 항공협정
및 항공로 개설 등 비인프라 부문에서의 협력이 철도ㆍ도로에 비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이후 서해 및 동해 직항로를 통해 수차례의 남북간
직항기가 운항된 바 있으나 해상으로 우회하는 불리함이 있으므로 이를 내륙
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도권 공항(김포, 인천 등)을 거점으로 하는
직항노선 개설을 통해 북한 관광을 본격화함으로써 북한은 물론 우리 여행산
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교통협력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 한-러 등 주변국과의 항공거리 단축에 따른 유류
및 항공시간 절감 등의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다. 또한, 항공부문은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가 활발히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
로 이를 활용한 인력교류 및 교육ㆍ양성사업을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다.
남북 항공협력이 활성화되고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게 될 경우 본격적인 인
프라 구축 협력이 요구된다. 현재 평양과 원산의 경우 북한이 자체적으로 현대
화를 완료하였으나, 함흥, 청진, 신의주, 삼지연 등 지방 주요 거점지역에 대해
서는 항공안전시설, 여객 및 화물 터미널 등의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150) 구글어스, https://www.google.com/earth/(검색일: 2019.10.14.); WIKIPEDIA, “List of airport
s in North Korea”,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airports_in_North_Korea(검색일: 201
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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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북제재 단계별 남북교통협력 추진 방향
가. 대북제재 단계별 남북교통협력 추진 방향 구상 필요성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과 함께 남북 및 한반도 주변 외교관계의 개선을
목표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였
다.151) 이어 2018년 8.15 경축사를 통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발표하
는 등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의 경제협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52)
남북은 2018년 총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위험 해소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의 경제협력 및 상호발전의 분위
기가 조성되었으나, 본격적인 경협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및 미국의 대
북제재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UN의 대북제재는 화물검색, 무기수출 통제,
금융 및 경제활동 제재, 유류공급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153)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등이 개별제재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경제, 무역, 에너지
등 총 11개 부문에 대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채택하고 있다.154)
대북제재 해제 혹은 완화의 시발점은 북미관계의 개선이라 할 수 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의 결렬로 인해 북미관계의 조기 진전은 기대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 역시 전반적 부문에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남북 교통인프라 협력사업은 많은 자재와 인력, 장비가 동원
되므로 대북제재와 같은 외부요인의 변화를 감안한 사업추진 전략이 필요하
다. 따라서 대북제재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각 단계에 대응하는 교통
방식별 추진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151) 대한민국 정부(2017), 100대 국정과제, p. 112, p. 120 참고
152) 서울경제(2018.08.15.), 「[전문]文대통령 "평화가 경제다...'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 https://ww
w.sedaily.com/NewsView/1S3DCB9S0S(검색일: 2019.09.20.)
153)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5, 2017
154) 국립외교원(2017), 「미국의 대북제재 법제도: 세컨더리 보이콧 및 역외적용」,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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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나리오별 남북교통협력 추진 방향 구상
1) 남북교통협력 시나리오 설정155)
앞서 언급한 대로 남북교통협력 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의 변화
에 따라 그 추진 여부 또는 속도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교통협력 사업
에 대해 대북제재 변화가능성에 따라 4개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수준의 대북제재 유지단계, 소폭 완화단계, 대폭 완화단계, 전면
해제단계로 나누어 남북교통협력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 상태의 강력한 대북제재 유지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인프라사업의 추진
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남북간 교류를 통한 교육, 제도 통합방안, 기술
표준화, 초보적인 북한 교통인프라 조사 등이 주를 이룰 것이다.
제재 소폭완화 단계에서는 UN과 미국 등의 제재 예외 및 면제사업의 승인
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등 기존 추진사업 재개가 가
능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기존시설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 교통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밀 조사 사업이 요구
된다.
제재 대폭 완화단계에서는 북한 특수전략시설 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며, 본격적인 철도, 도로, 공항 등 북한 교통인프라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제재 전면해제 단계에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이 참여한 대규모 남북교통협력
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중국, 일본, 미국 등 주변국과의 본격적인
경쟁 및 협력사업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155) 아래 내용은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p. 169-182를 토대로
필자 재작성

제4장 남북 교통협력사업 추진 관련 국민 인식조사 및 추진방향 109

<표 4-8> 대북제재 단계별 교통부문 투자방향
대북제재
시나리오

협력 환경

남북 교통 협력방향

주요 남북협력사업

․제도․기술 표준화,
강력 대북제재 유지 ․강력한 대북제재로 실 ․남북인적교류를 통 인력교류
(현재)
질적인 협력사업 한계 한 제도, 기술표준 등 ․초보적인 북한지역 교
통인프라 조사

․기 합의 또는 중단
․북한 교통인프라 정밀
사업 추진
․UN 승인 하에 별도 승 - 경의선, 동해선, 해 조사 및 교통인프라 D
대북제재
인 및 제재 예외사업
주특구 등
B 구축 등
일부 완화
추진
․기존 인프라를 활용 ․남북철도 활용 관광시
한 시범사업 추진(긴 범사업
급개보수 등)
대북
제재
완화
․본격적인 북한 철
도, 도로, 항공, 항만
․특수 군수 전략물자 외
등 남북협력(공공부
대북제재
교통물류 분야 완화
대폭 완화
문 중심)
․본격 남북협력 추진
․서해경제특구, 동해
관광특구 본격 개발

․북한 경의선, 동해선
등 간선 철도 현대화
․항만, 항공 등 주요 거
점시설과 주요 거점
연결 도로망 현대화
․북한 도시교통 시스템
현대화
․특구 연결 육상 교통
망 구축
․북한철도 경유 남북중
철도화물시범사업

․국제사회와 경쟁 또는
․북한시장 개방
협력 하에 대규모 교
․자유로운 남북경협 환경 통협력
대북제재 전면해제
․중국, 국제기구 등과 ․민간분야 본격적 북
경쟁
한 교통인프라 투자
(민간부문 본격 참여)

․민간부문 참여 본격 북
한 교통인프라 개발
․남북 광역교통망 구축
․타 산업연계 패키지형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
(수익사업 포함)
․유라시아 육상교통망
과 연계망 확충 및 통합
운영체계 구축

자료: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p. 169-182를 토대로 필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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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부문 남북협력 단계별 사업구상
철도부문 남북협력에 있어 핵심적인 사업은 TKR을 구성하는 경의선ㆍ동해
선 등 주요 간선의 현대화와 고속화를 꼽을 수 있다. 두 간선노선의 연결은
북한의 교통물류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ㆍ러시아ㆍ몽골 간의
국제운송로를 확보하여 북한에게는 운송수입을, 주변국에게는 물류운송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최대의 시
장이자 생산기지인 수도권과 동해선축을 연계하는 경원선축과 북한 내부를 동
서로 연결하는 평라선 동서축의 현대화가 수반되면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동북아 철도물류 간선축이 구축될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철도 현대화와 고속화 사업을 위해서는 대규모 장비ㆍ자
재의 반입과 사업비 투입이 필요하며 이는 대북제재의 대폭 혹은 전면 완화가
선행되어야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북제재가 유지 혹은 일부 완화되
는 상황에서는 주로 인력교류 및 공동조사, 기술ㆍ제도 표준화 연구 등 비인프
라 부문의 준비작업 위주로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표 4-9> 대북제재 환경에 따른 철도부문 주요사업 선정
대북제재 환경

남북 철도협력 방향
주요 사업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한 공동협력관계 유지
․북한 철도 전문 인력 고도화 사업
대북제재 유지 ․남북 철도망 연결을 위한 법령 등 제
․동아시아 통합 철도망 구상 사업
도적 통합, 철도시설물 관련 기술적
표준화 연구 및 인력교류 추진
․남북한 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본격적 철도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기술ㆍ제도 통일
일부
제한된 남북교류 범위 내에서 현황 ․남북철도 연계운송협력 체계
완화
․동아시아 철도협력 플랫폼 구축
조사 및 자료구축 추진
사업
대북
․남북 핵심 협력사업 및 투자가 이루
제재
어지는 주요 거점만을 연결하는 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및 현대
완화
대폭
한적 교통망 구축 단계
화 방안
완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철도차량 단계별 지원사업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 서해축과 동 ․남북철도 운영 시범사업
해축 철도망 연계 및 운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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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환경

남북 철도협력 방향
주요 사업
․경의선, 동해선 이외 남북 추가 연계
․남북 철도인프라 관련 부서운영
철도사업 추진
및 통합관리
․북한 동서해축 철도이외 주요 간선
․남북 철도 고속화 사업
대북제재 해제
철도 현대화 사업 추진
․평라선 동서구간(간리-고원) 등 북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연결을 위
한 내부 연계노선망 현대화 사업
한 대륙철도연계망 구축 추진
자료: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 169.를 토대로 필자 재작성

3) 도로부문 남북협력사업 단계별 사업구상
도로부문 남북협력은 철도부문과 마찬가지로 경의선, 동해선 도로축 현대
화가 핵심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철도와 달리 경의선ㆍ동해선은 일부
구간에만 고속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반도로의 포장률이 낮아 본격적으로
한반도-대륙 연계운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현대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본격적인 현대화 작업 이전인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기술ㆍ표준화 연
구, 공동조사 및 인력교류 등 기반조성 부문을 추진하고 향후 제재 해제 국면
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표 4-10> 대북제재 환경에 따른 도로부문 주요사업 선정
대북제재 환경

남북 도로협력 방향

주요 사업

․도로부문 제도 및 기술 표준화 연
․남북 도로망 연결을 위한 법령 등 제
구 사업
대북제재 유지
도적 통합, 도로시설물 관련 기술적
․도로부문 전문가 교류 및 교육훈련
표준화 연구 및 인력교류 추진
사업
대북
제재
완화

일부
완화

․본격적 도로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 도로교통 인프라 공동조사 사업
제한된 남북교류 범위 내에서 현황
․북한 도로교통 DB구축 사업
조사 및 자료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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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환경

대북
제재
완화

대폭
완화

남북 도로협력 방향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에 물류이동
이 가능한 접경지역 도로망 연결
․항만․항공 거점과 북한 내 도시
연결 도로망 우선 검토

주요 사업
․개성-문산 고속도로 신설
․평양-개성 고속도로 현대화
․고성-원산 고속도로 현대화
․해주-개성 도로 신설

․평양-원산 고속도로 현대화
․남북 경제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양-남포 고속도로 현대화
남북 접경지대의 대부분 도로망이
․원산-함흥 도로 현대화
연결되고, 북한 내부 도로망의 현
․평양 외곽순환도로 신설
대화 추진
․접경지역 4개 국도 단절구간 연결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현대화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 연결을
․함흥-온성도로 신설
대북제재 해제
위한 아시안 하이웨이 AH1, AH6
․라선-원정 도로 신설
등의 국제 연계 도로망 구축 추진
․두만강-하산 도로신설
자료: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 173.

4) 항공부문 남북협력사업 단계별 사업구상
항공부문에서의 남북협력사업은 대규모 공항인프라 개발보다는 기존의 공
항인프라를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방향
성이 있다. 특히 ICA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
서 남북간 인력ㆍ정책 교류와 교육사업 및 기술ㆍ제도 표준화 사업을 보다 수
월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국면이 완화될
경우 즉각적인 남북간 항공운송을 개시함으로써 남북 협력의 추진력과 타 분
야와의 시너지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1> 대북제재 환경에 따른 항공부문 주요사업 선정
대북제재 환경

대북제재 유지

남북 협력 방향

주요 사업

․남북한 항공 교통 협력 공동 세미나
․남북 항공 운송을 하기 전 상호 이
․항공 법령과 항공 용어 등 차이
해를 위한 공동 세미나, 연구, 현지
공동 연구
조사 시행
․북한 항공 부문 현지 공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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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환경

대북제재
완화

남북 협력 방향

주요 사업

․남북한 공역 활용 협력
일부 ․북한 공역 활용 구상, 교육 등 제한
․북한 항공 정보 DB 구축
완화
적인 교류
․항공 정책 교육 교류
․남북 간 항공 운송 시작, 북한 항공 ․김포-평양·원산·삼지연 연결
대폭
시장 성장 대비 항공 종사자 양성 ․삼지연 공항 개발
완화
협력
․항공 종사자 양성 교육 교류

대북제재 해제

․단일 항공 시장 등 규제 완화

․라선 등 신 공항 개발
․단일 항공 시장 구축

자료: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 178.

제3절 남북한 교통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 방향
1. 남한 교통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 방향
현재 국내 남북 교통협력사업 관련 기구 및 조직은 크게 정부부처 내의 국토
교통부와 통일부, 부문별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도로),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
도시설공단(철도),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공항공사(항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정부부처의 남북 교통협력 관련 조직 현황을 보면, 통일부는 교류협
력국 산하에 남북경협과를 두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남북 교통협력
관련 조직이 없이 각 교통부문별 조직에서 각각 부문별로 남북 협력사업을 진
행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본부ㆍ실ㆍ단급의 해외남북
사업단을 두고 산하에 남북대륙사업처를 편제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는 혁신
성장본부 산하에 남북도로협력처를 두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 처급 이상의 남
북 교통협력사업 전담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기획본부 산하에 남북철도물류부 조직이 있으나, 항공부문의 공기업들은 해외
사업 관련 조직만이 존재하며 남북사업 조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교통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는 우선 남북 교통협력사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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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조직을 편성하는 것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
통부의 경우 남북교통협력관실(가칭)을 신설하고 철도, 도로, 항공 각 부문 협
력과를 설치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남북 교통협력사업을 설계, 지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및 도로공사에 처급
남북협력사업 조직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추어 여타 부문별 공기업에도 동일한
위계의 전담조직을 설치함으로써 각 기관의 남북협력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향
후 북한 교통인프라 사업 협의체 구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북한 교통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 방향156)
현재 북한 교통인프라 관련 조직은 내각의 철도성과 국토환경보호성, 륙해
운성과 민용항공총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57) 철도부문의 경우 주무부처가
철도성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도로부문은 국토환경보호성(시설 건설 및 관
리)과 륙해운성(차량운행)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항공부문은 내각 내에 주무
부처가 없이 총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민용항공총국은 인원 및 운영을
북한 공군이 관할하고 있는 사실상의 군 산하 조직으로 확인되고 있다.158)
당이 국가를 영도, 정책을 제시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그 특성상 정부조
직이 당 정책의 실무집행기관 성격을 강하게 띄며, 이로 인해 정부부처가 부문
별로 세분화되는 경향을 지닌다. 현재 남북한 교통협력 회담은 부문별 내각
부처들이 협력대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향후 교통협력사업이 본격화될 시에
는 남북간 협의의 파트너를 확정하는 데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북한의 입장
에서도 통합된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
각 산하에 통합된 국토교통부(가칭) 등의 부서를 편성하고 국토업무 및 철도,
156) 본 연구에서 북한의 교통관련 조직 정비 방향을 다루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향후 교통분야 남북협력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함.
157) 통일부(2019), 「2019년 당 정 외곽기구 조직도」 http://nkinfo.unikorea.go.kr/nkp/theme/getPo
werStructureJung.do(검색일: 2019.06.10.)
158) 뉴데일리(2014.03.12.), 「北공군소속 ‘고려항공’ 자료」,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
ml/2014/03/12/2014031200091.html(검색일: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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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항공 등 제 교통행정 업무를 통합하여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교통 관련 기구는 2008년 이전 교통부, 민용항공총국, 철도부로
편제되어 있던 중국과 비슷하며,159) 따라서 2008년 3월 출범한 중국 교통운
수부 및 철도총공사 체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2> 중국 교통운수부문 조직 통합 사례
교통운수부 창설 이전
부처

산하조직

교통부

․판공청
․체제개혁법규사(정신문명건설
사무실)
․종합계획사
․재무회계사
․인사노동사
․도로관리사
․수운관리사
․기본건설관리사
․과학기술사
․교육사
․외사사
․안전감독국(외칭 항무감독국)
․공안국
․기관당위원회

철도부

․판공청
․정책법규사
․발전계획사
․재무사
․과학기술사
․인사사
․노동 및 위생사
․건설관리사
․국제협력사
․안전감찰사

교통운수부 창설 이후
부처

산하조직

교통
운수부

․국가철로국
․중국민용항공국
․국가우정국
․판공청
․정책연구실
․법제사
․종합기획사
․재무감사사
․인사양성사
․도로국
․운송서비스사
․안전및품질감독사
․과기사
․국제협력사
․공안국
․직속기관당위원회
․퇴직간부국
․중국해상구조사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
회 국가감찰위원회 주교통운수
부 기ㆍ검ㆍ감찰조

159) 百度百科, “中华人民共和国交通运输部”, 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8D%
8E%E4%BA%BA%E6%B0%91%E5%85%B1%E5%92%8C%E5%9B%BD%E4%BA%A4%E9%
80%9A%E8%BF%90%E8%BE%93%E9%83%A8/828888?fr=aladdin(검색일: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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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수부 창설 이전
부처

민용
항공
총국

산하조직
․수송국
․공안국
․종합사
․발전계획사
․국제사
․항공기항행조건검정사
․공안국
․전국민항협회
․항공안전판공실
․운송사
․비행표준사
․공항사
․항공관리업무판공실
․재무사
․인사과학교육사
․정책법규사
․직속기관당위원회
․당그룹기찰검열조
․퇴직간부국

교통운수부 창설 이후
부처

산하조직

자료: 1) 中华人民共和国人民政府(1994.02.25.),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交通部职能配置, 内设机构和人员编制
方案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0-11/12/content_7892.htm(검색일: 201
9.06.11.)
2) 中华人民共和国人民政府(2005.09.21.), “铁道部简介”, http://www.gov.cn/banshi/2005-09/21/co
ntent_65406.htm(검색일: 2019.06.11.)
3) 百度百科, “中国民用航空局”, 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9B%BD%E6%B
0%91%E7%94%A8%E8%88%AA%E7%A9%BA%E5%B1%80#reference-[7]-1011840-wrap
(검색일: 2019.06.11.)
4) 中华人民共和国交通运输部, http://www.mot.gov.cn/(검색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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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남북 교통협력을 위한 법제도 통합방향
1. 남북 교통 부문별 법제도 현황
가. 남북 철도부문 법제도 현황
남한의 철도관련 법령은 2019년 8월 기준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철도건
설법을 비롯한 11개 법과 각종 명령,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160)
남한의 철도 관련 법령 체계는 KTX 개통 및 한국철도공사(KORAIL) 출범을
앞둔 2003년을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개편, 정비되었다. 과거 철도부문의 기본
법령은 1961년 제정된 철도법이었으나, 2004년 철도사업법이 제정되면서 폐
지되었다.161) 또한 2003~2004년 사이에 철도안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이 함께 제정되었다.162) 철도건설 관련 법령으로는 1997년 고속철도건설촉진
법, 1984년 국유철도건설촉진법(1991년 공공철도건설촉진법으로 개칭)이 제
정되었으나 2004년 철도건설법의 제정으로 통합·폐지되었다.163) 이는 2004
년 4월 1일 고속철도(KTX)의 개통을 계기로 기존 철도청 영업부문이 한국철
도공사(2005년 1월 1일)로, 철도청 건설부문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통합
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개편(2004년 1월 1일)되는 등 철도의 산업적 측면
이 강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164)
북한의 철도 관련 법령은 2019년 3월 현재 철도법, 철도차량법, 국제철도화
물수송법 등이 있다.165) 북한의 철도법은 1987년 10월 22일 제정되어 2011년
8월 23일 7차 개정되었으며, 총 7장 66조로 구성되어 있다.166) 또한 2010년

160)
161)
162)
163)
164)
165)
166)

서종원(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p. 97-98
최성원(2017), 「남북한 철도 관련 법제도 현황 비교 및 향후 전망」, 이슈페이퍼,
최성원(2017), 「남북한 철도 관련 법제도 현황 비교 및 향후 전망」, 이슈페이퍼,
최성원(2017), 「남북한 철도 관련 법제도 현황 비교 및 향후 전망」, 이슈페이퍼,
최성원(2017), 「남북한 철도 관련 법제도 현황 비교 및 향후 전망」, 이슈페이퍼,
최성원(2017), 「남북한 철도 관련 법제도 현황 비교 및 향후 전망」, 이슈페이퍼,
최성원(2017), 「남북한 철도 관련 법제도 현황 비교 및 향후 전망」, 이슈페이퍼,

제2017-19호,
제2017-19호,
제2017-19호,
제2017-19호,
제2017-19호,
제2017-19호,

p.
p.
p.
p.
p.
p.

4.
4.
4.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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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법, 2011년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을 제정하여 철도 부문의 제반 법령
을 정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67)

<표 4-13> 남북한 철도 관련 법령 현황
부문

남한

북한

법령

제정연도

법령

제정연도

철도건설법

2004.12.31.

철도법

1987.10.22.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6.03.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95.12.29.

철도사업

철도사업법

2004.12.31.

없음

철도산업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03.07.29.

없음

철도안전

철도안전법

2004.10.22.

철도법

2004.10.22.

철도차량

철도안전법

2004.10.22.

철도차량법

2010.12.22.

한국철도공사법

2003.12.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3.07.29.

철도건설

철도물류산업

철도운영주체

없음

철도사고조사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2005.11.08.
관한 법률

국제철도운송

없음

없음
없음
국제철도화물수송법

2011.12.14.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검색일: 2019.10.20.)을 토대로 필자 재작성.
2) YESLAW, 「북한법령」, http://www.yeslaw.com/lims/front/layout.html?pAct=template_conte
nts_view&pGubun=FT_LAW_NK&pUrlGubun=searchNKList(검색일: 2019.10.20.)을 토대로 필자
재작성.

나. 남북 도로부문 법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도로 관련 기간법령으로는 1962년 제정된 ‘도로법’이 있으며, 이
법령에 의거해 도로의 종류 및 등급, 관할 도로관리청이 결정된다.168) 또한 도로

167) 최성원(2017), 「남북한 철도 관련 법제도 현황 비교 및 향후 전망」, 이슈페이퍼, 제2017-19호, p. 5.
168) 국가법령정보센터(2019.06.19.), 「도로법」, http://www.law.go.kr/법령/도로법(검색일: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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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유료도로법이 1962년 및 1963년에 제정되었으며, 19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계기로 한국도로공사법(1969년)과 고속국도법(1970년)이 제정되었다. 이
와 함께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 총 7개의 주요 법령이 구비되어 있다.169)
북한의 도로 관련 법령은 총 5장 43조의 도로법이 있다.170) 북한의 도로법
은 제1장 도로법의 기본, 제2장 도로건설, 제3장 도로관리, 제4장 도로리용,
제5장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편성되어 있다.171)
<표 4-14> 남북한 도로 관련 법령 현황
부문
도로건설 및
시설 등
도로운영주체
고속도로
ㆍ유료도로
기타도로
도로교통
도로물류시설

남한

북한

법령

제정연도

법령

제정연도

도로법

1962.01.01.

도로법

1997.09.17.

한국도로공사법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도로교통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69.01.17.
1970.08.10.
1963.12.06.
1970.08.10.
1991.09.22.
1962.01.20.

없음
도로법
도로법
도로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1995.12.29.

없음

1997.09.17.
1997.09.17.
1997.09.17.
1997.09.17.
2004.10.06.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검색일: 2019.10.20.)을 토대로 필자 재작성.
2) YESLAW, 「북한법령」, http://www.yeslaw.com/lims/front/layout.html?pAct=template_contents_
view&pGubun=FT_LAW_NK&pUrlGubun=searchNKList(검색일: 2019.10.20.)을 토대로 필자 재작성.
3) 한국도로공사(2017), 「다자간 협력사업 사례를 통한 통일 도로사업 시행방안 연구」, pp. 118-119.을
토대로 필자 재작성.

북한의 도로 설계기준은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설계속도의 경
우 최고 120km/h부터 최소 20km/h까지 분포한다.172) 이러한 도로 설계속도
는 평지대 최고속도 면에서는 남한과 비슷한 수준이나, 구릉 및 산악지대 등에
서는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173)
16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검색일: 2019.10.20.)
170) 한국도로공사(2017), 「다자간 협력사업 사례를 통한 통일 도로사업 시행방안 연구」, pp. 118-119.
171) YESLAW(2011.04.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 http:www.yeslaw.com/lims/front/l
ayout.html?pAct=template_contents_view&pGubun=FT_LAW&pUrlGubun=searchView&p
PromulgationNo=172078(검색일: 2019.10.26.)
172) 한국도로공사(2017), 「다자간 협력사업 사례를 통한 통일 도로사업 시행방안 연구」,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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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북 항공부문 법제도 현황
국내에는 2016년까지 항공법이 항공 관련 기반 법령으로 유지되어왔으며,
1974년 제정된 항공보안법이 이를 보조하였다. 그러나 2016년 항공법이 항공
사업법으로 개칭되는 한편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이 신설되어 관련 조항이
보다 세분화, 구체화되었다.174)
반면 북한은 2000년 제정된 민용항공법이 유일한 항공관련 법령으로, 2000
년 제정된 이후 2002년, 2005년, 2008년의 3차례에 걸쳐 수정·보충되었
다.175) 2005년에는 제8장 ‘항공보안’(72~75)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2008년에
는 총 15개 조항에 걸쳐 광범위한 개정이 있었다.176)
북한은 헌법(2012) 제21조와 민법(1999) 제45조를 통해 항공운수를 국가만
이 소유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형법(2012) 제124조에서는 철도, 수상, 항공운
수질서 위반죄를 명시하고 있다.177) 출입국법(1996년 제정)은 2012년 개정되
면서 선원증을 가진 항공기 승무원의 무사증 입국(제22조)과 체류등록 면제 규
정(제37조 및 제38조)을 추가하였다.178)
이와 함께 2011년 제정된 금강산관광특구법에서는 비행장을 주요 하부구조
건설대상(제23조, 제27조)으로 명시하였고, 비행장 건설사업을 무과세 특별장
려부문으로 지정(제36조)하는 한편 지정공항 이용 시 비행장통과세(공항시설
사용료) 면제(제39조)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179)

173)
174)
175)
176)

한국도로공사(2017), 「다자간 협력사업 사례를 통한 통일 도로사업 시행방안 연구」, p. 145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 116.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 117.
YESLAW(2008.04.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http:www.yeslaw.com/lims/fro
nt/layout.html?pAct=template_contents_view&pGubun=FT_LAW&pUrlGubun=searchView
&pPromulgationNo=172024(검색일: 2019.08.16.)
177)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 120.
178)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 121.
179) 서종원 외(2019),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한국교통연구원,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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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남북한 항공 관련 법령 현황
부문

남한

북한

법령

제정연도

법령

제정연도

항공사업

항공사업법

1962.01.01.

민용항공법

2000.03.23.

항공안전

항공안전법

2016.03.29.

민용항공법

2000.03.23.

공항시설

공항시설법

2016.03.29.

민용항공법

2000.03.23.

항공보안

항공보안법

1974.12.26.

민용항공법

2000.03.23.

항공ㆍ철도
2005.11.08.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민용항공법

2000.03.23.

항공사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검색일: 2019.10.20.)을 토대로 필자 재작성.
2) YESLAW, 「북한법령」, http://www.yeslaw.com/lims/front/layout.html?pAct=template_contents
_view&pGubun=FT_LAW_NK&pUrlGubun=searchNKList(검색일: 2019.10.20.)을 토대로 필자 재작성.

2. 남북 교통 부문별 법제도 통합방향
가. 남북 철도부문 법제도 통합방향
남북한의 철도 관련 제도는 그 체계 면에서 큰 차이를 안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의 법은 국가와 공민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공법(公法)적 성격이
강하며, 공민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180) 또한,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철도의 산업적 측면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기존
철도법 체계에서 탈피해 사업, 건설, 안전 등 각종 부문의 법령을 정비해 온
남한과 달리, 북한은 국유철도 체제에서 철도 관련 제 법령이 포괄적인 내용으
로 기술됨으로써 구체적인 규범으로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다.181) 따라서 남북
한 철도 관련 각종 법제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향후 남북간 법제의 호
환, 장기적으로는 통합이 용이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182)
북한의 경우 전반적인 부문에서 법령의 추가 및 보충이 필요하다. 철도법,

180) 최성원(2017), 「남북한 철도 관련 법제도 현황 비교 및 향후 전망」, 이슈페이퍼, 제2017-19호, p. 8.
181) 최성원(2017), 「남북한 철도 관련 법제도 현황 비교 및 향후 전망」, 이슈페이퍼, 제2017-19호, p. 8.
182) 한국도로공사(2017), 「다자간 협력사업 사례를 통한 통일 도로사업 시행방안 연구」,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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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의 3대 기본 법령과, 향후 남북 대륙 철도운송의 활성
화에 대비한 철도산업 및 철도물류 관련 법령 신설이 우선 대상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남한과 비슷한 철도법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남북 철도법령 통합을
준비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내각 철도성을 국유기업 등으로 개편함으로써
철도 산업화의 방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경우 북한지역 철도 건설 및 운행을 뒷받침할 제반 법령 확충이 요
구된다. 현재 남북한 협력에 관한 법령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등이 있으나, 보다 본격적인 북
한지역 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한반도통합철도망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
법(가칭) 등의 별도 법령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183) 한반도통합철도망구축
지원사업에 관한 특별법(가칭)은 국무총리 산하의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사
업 지원위원회(가칭) 설치를 통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하
는 것이 주 골자가 될 것이다.

나. 남북 도로부문 법제도 통합방향
남북한의 도로 관련 제도는 체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남한은 시장경
제 체제 하에서 고속도로, 유료도로 관련 제반 법령을 마련하고 한국도로공사
의 설치와 운영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 반면, 북한은 고속도로 운영을 도로법
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184) 따라서 북한의 도로 발전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고속도로
및 1~6등급 체계인 북한의 도로등급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고속도로, 국도 등
의 분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향후 북한지역에서 대규모 도로 시설투자가 예상되나 현재 북한의 도로 건

183) 최성원(2017), 「남북한 철도 관련 법제도 현황 비교 및 향후 전망」, 이슈페이퍼, 제2017-19호,
한국교통연구원, p. 13.
184) 한국도로공사(2017), 「다자간 협력사업 사례를 통한 통일 도로사업 시행방안 연구」,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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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관련 법규 조항은 도로법 내 9개 조항에 불과하며, 도로 시설‧설계 기준은
법규화되지 않아 충분한 법적 규범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185) 이에
따라 우선 도로 건설 관련 법령을 신설, 보완하여 도로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
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경우 북한지역에서의 도로 건설 및 운영을 뒷받침할 제반 법령을 확
충해야 한다.186) 앞서 철도부문에서의 제안과 유사하게 한반도통합도로망구
축사업지원에관한특별법(가칭) 등의 법령 제정이 요구된다.187)

다. 남북 항공부문 법제도 통합방향
남한과 북한의 항공법은 앞서 두 부문과 달리 유사한 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국제적 규범의 구속력이 강한 항공부문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한의 항공부문 법령은 3개 법령을 근간으로 하며 보다 명시적이고 구
체적인 반면, 북한의 항공법 조항은 구체성이 미약하고 선언적 수준이라는 차
이점을 볼 수 있다.
북한은 국제민간항공협약이 자국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준을 유
보하고 있어, 이를 비롯한 각종 국제법 및 협약들을 준수하는 데서 항공부문
법 제도 통합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한 항공안전법의 경우 국제민
간항공협약에서 제시하는 규범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국제민간항공협
약 준수는 본격적인 항공안전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민용항공법을 통하여 항공기 운행 및 영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법
령을 구비하고 있으나, 비행장 시설 부문에 있어서는 간략한 법령만을 보유하
고 있다. 향후 북한 항공시설 협력이 주로 기존 시설의 개보수 및 현대화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항공시설 법령의 보충과 정비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185) 한국도로공사(2017), 「다자간 협력사업 사례를 통한 통일 도로사업 시행방안 연구」, p. 147.
186) 한국도로공사(2017), 「다자간 협력사업 사례를 통한 통일 도로사업 시행방안 연구」, p. 149.
187) 한국도로공사(2017), 「다자간 협력사업 사례를 통한 통일 도로사업 시행방안 연구」,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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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및 시사점
최근 북한의 경제개발기조는 금강산관광지구, 양덕관광지구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부흥이다. 과거 자력갱생을 외치던 때와 달리,
외부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주변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래에 북한이 남한에게 보이는 ‘금강산지구 내 남측시설 철거 요구’188) 및
‘동해상 단거리 발사체 발사’189) 등의 대남강경행보는 표면적으로는 재차 폐
쇄적 국면으로 들어서는 양상을 보이나, 그 내면에는 대북제재로 인한 주변
국가들의 소극적인 협력 양상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행보는 가히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
러나 북미 간 협상 결렬과 강력한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취한 도발적인 행보는 주변국으로 하여금 대미 관계 리스크를 감수하고 북한
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데 주저하게 만든다. 이러한 정치·안보적 이슈에도 불
구하고 남북경협은 양국 간 필수불가결한 흐름이다. 특히 남북 육상교통망 연
계는 우리의 섬나라체제를 종식시키고 경제영토의 확장을 위한 핵심 협력사업

188) YTN(2019.10.23.), 「김정은, 금강산관광 비판..."남측 시설 싹 들어내야"」, https://www.ytn.co.kr/_l
n/0101_201910231104008165(검색일: 2019.10.26.)
189) News1(2019.11.28.), 「北,초대형 방사포이후 28일만에 미상 발사체 발사…올해 13번째」, https://
www.news1.kr/articles/?3781049(검색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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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확고한 기반과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 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인 사실과 수
치로 도출해내어 남북 협력사업의 당위성을 모색하고 추진 기반조성 방안을 마
련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 등 남북 교통협력사업과
남북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어 온 교통협력사업 내용을 파악하고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국의 주요 교통인프라 정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어 3장에서는 남북 교통협력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다양한 경제모형과 정
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경제모형을 활용한 분석은 크게 ‘사업 전’
과 ‘사업 시행 중’으로 구분하고, 4개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남북 교통협력사업
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도출해냈다.
첫째, ‘사업 전’ 단계에서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
한 편익 및 가치를 추정하는데 활용하는 CVM 방법론을 통해,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추정 조사를 하였다. 최종적으로 지불의사금
액(WTP)을 도출해내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550명(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
로 남북간 철도/도로 육상교통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을 위
해 향후 5년간 얼마의 일정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지 의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불의사금액은 월 4,942원의 금액으로 추정되었다. 20세 이상 인구
(2018년 기준)를 대입하여 월간 총 지불의사금액을 환산한 결과 월 2,095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남북경제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사업 시행 중-건설단계’에서는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남북
교통인프라 건설계획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즉, 국가 내 산업
간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고 투자의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철
도, 도로 등 교통부문별 남북 인프라 협력사업 시 경제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철도 남북철도협력사업(총 7개 노선)을 통해 총 225,596.52억 원의 경제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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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으며, 도로의 경우 남북협력사업을 15개의 연계 노선
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서부축, 동부축-1, 동부축-2의 도로협력사업이 북한
측에 최대 527,717.17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추정됐다.
셋째, ‘사업 시행 중-건설단계’에서 두 번째로 MMCGE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가 간 산업연관구조와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하여 북한 내 교통인프라 건설이
남한, 북한 및 주변국에 미치는 건설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여 북한철도/도로건설 분담
비율에 따른 주변국 생산유발효과를 8개 시나리오로 나누어 추정했다. 이 중
북한 철도사업 추진 시(투자비 8.26조 원) 남과 북이 각각 50% 분담하는 C 시
나리오를 대입하면 남한에 약 8조7천49억 원, 북한에 7조9천282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나타나며, 분담하지 않은 중국, 러시아, 몽골에도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시나리오별로는 남한과 중국이 50%씩 분
담하는 방안이 동북아 5개국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북한 도로사업(투자비 19.43조 원)의 경우 동북아 5개국 간 분담비율로 나
눈 시나리오 대안 간에 생산유발효과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이 중 G-(중
(50%)+남(50%)), E-(북(30%)+중(30%)+남(40%)) 시나리오가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업 시행 중-운영단계’에서는 남북 육상교통인프라가 구축되고 운
송될 경우 기존 해상운송 대비 우리나라와 주변국간 운송운임과 운송시간 절
감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지역은 중국 북부, 러시아, 북한, 몽골 등 북방
전역과 한반도와 근접한 중국 동북3성, 북한, 몽골, 극동러시아 등 동북아지역
을 대상으로 예측하였다. ‘북방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30년의 경우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철도 운송할 경우 운임은 358억 원 절감되고, 운송
시간에서는 2,083억 원~15,923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우리나
라의 수출 화물만을 대상으로 하면 운임 888억 원, 운송시간 절감액 964억
원~7,367억 원으로 철도운송이 해운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도 운송의 효과가 보다 확실한 ‘동북아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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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30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화물은 해당 권역의 전체 컨테이너
를 철도 운송할 경우 운임은 1,729억 원이 절감되며, 운송시간에서 618억
원~4,722억 원이 절감되어 전체적으로는 2,347억 원~6,500억 원 가까운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현재 우리 국민들의 남북 육상교통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를 실시하였다. 남북경제통합에 대한 인식조사와 기대효과를 조사 분석한 결
과, 우리 국민들은 남북경제통합과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사업에 대해 전반적
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경제통합 필요성에 ‘매우 필
요함’~‘보통’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들의 약 41%가 ‘경제시장 확대에 따라 한반
도 경제규모 증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꼽았다. 남북 육상교통인프라 사업
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는 약 62%에 달했으며, 가장 기대되는 효과로
‘해운복합운송 대비 철도/도로운송에 따른 화물운송비용 및 시간 절감으로 소
비재(수입품) 가격 인하’를 꼽았다. 이 외에도 남북 육상교통 인프라사업의 주
투자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등에 대한 항목조사를 진행하여 전반적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분석할 수 있었다.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같이 남북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작지 않고 긍
정적임에 따라 남북 교통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초보적 차원에서의 교통부문
별 협력 추진방향을 정리 및 제안하였다. 현 대북제재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재 시나리오별 협력방향을 구상하였고, 각 교통부문별 대북제재 환경에 따른
주요 사업을 선정했다. 남북 교통협력사업을 전담하는 기구 및 조직의 경우 국내
에 별도의 남북협력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정부조직이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남북간
동일한 위계의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철도·도로 관련 법제도 체
계 또한 남북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장기적으로 통합이 용이하도록 추진될 수
있는 통합방향을 제안했다. 이러한 연구내용은 교통부문 남북협력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제안들로, 추후 대북제재 등 국제정
세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성과 통합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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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성과 활용방안
1. 정책적 활용방안
본 연구성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남북 육상교통연결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제시하였다. 그동안 국민 일부에서 지적되었던 ‘북한 퍼
주기’ 논란을 불식시키고, 남북 교통협력사업이 북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작지 않은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객관적 사실과 수치를 도
출함으로써 향후 남북 교통협력과 관련한 정책 추진에 근거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추정한 수치의 신뢰성은 북한 지역 사회,
경제, 무역 지표 등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높은 수준으로 담보할 수는 없으나
큰 틀에서의 방향과 추세는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남북교통협력과 관련한 대국민 조사 결과는 향후
우리 정부가 남북교통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별, 연령층, 혼인유무, 거주지/출신지 등으로 분류되어
구체적으로 분석된 대국민 조사 분석결과는 향후 남북 교통협력 정책을 수립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
방정책’, ‘남북공동특구’ 개발 등 한반도와 관련한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
진을 위해 본 연구에서 검토된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들은 향후 남북간 회담에
서 주요한 아젠다로써 기능하는 등 남북관계 협력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MMCGE 모형에서 도출된 북한 인프라 구축협력에 따른 동
북아 주요국에 미치는 유발효과는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동아
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한 주변국의 참여 및 동의를 얻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 지역의 철도인프라 구축이 동아시아 국가들
의 경제발전에 일부분 기여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9

음을 보여줌에 따라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학술적 활용방안
본 연구의 학술적 측면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과제에서는 남북교통협력에 대해 산업연관분석, MMCGE 모형,
CVM 모형 등 기존 경제모형을 남북협력분야에 활용하여 사회경제 효과를 계
량적으로 분석 제시함에 따라 향후 타 분야의 남북협력 사업 연구에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과제에서 도출된 남북협력사업에 따른 각종 설문조사 및 수치 자
료는 향후 교통부문을 포함한 인프라, 국토분야 구축방향을 연구하는데 중요
한 기초 학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따라 남북간 경제통
합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 교통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주요 육상 간선
시설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주요 배
경이 되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자료의 최신자료 구득의 한계, 불비 등의 원인으
로 본문에서 추산한 남북 교통협력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의 높은
신뢰성을 담보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자료 획득이 어려운 산
업연관분석, MMCGE 분석의 경우 많은 가정과 유사 사례를 적용함에 따라 분
석결과의 신뢰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남북 교통협력 사업에 따른 대국민 조사와 CVM
의향조사는 연구 기간인 2019년 9월에 시행한 조사로 당시의 북미, 남북관계
등이 반영됨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남북 및 북미관계로 인해 상황에 따라
조사 결과의 일반성 또는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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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간 및 예산상의 제약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북
한 현지 실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북한 지역의 경우 아직은 정치·안보적인
이유로 실제 방문하여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추후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한 북한 내부 남
북 협력 가능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연구성과의 신뢰성을 크
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보완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한 현장 실사 및 정보 교류에 기반한 분야별 남북 협력가능 교통인
프라 현황 및 조사 연구이다. 현재 북한 교통물류 인프라 현황 및 동향 파악은
주로 북한 공간매체, 위성자료 등 간접적인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8년
남북 철도·도로 현지 공동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짧은 일정 및 여건상의 한계로
정밀조사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 공동 현장 정밀조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부문별 사업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한 전문가 인적교류를 통한 남북 교통분야 협력의 필요성 및 효
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남북 교통협력에 있어 전문가 인적교류 및 회의를
통한 의견 교환 등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후속사업 추진의 기반
이 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북한이라는 특수한 대상과의 실제
교류 경험 및 사례는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의 법리적 검토, 추진 주체 설정, 실제 접촉 및 단계별 추진 프로세
스의 협력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실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남북한 교통물류 부문 추가적인 법 제도 관련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도 남북한의 교통수단별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북한
의 법령체계가 남한에 비해 빈약한 만큼 실제 시행 중인 내부 규정과 체제전환
국 사례 등을 망라한 보다 심도 있는 교통물류 법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의 진행이 요구된다. 특히 남북협력사업의 경제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협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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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북한을 경유하여 대륙과 연계하는 화물수송에 대한 연구 및 시범 사
업 추진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되었듯이 북한 철도 경유 화물운송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관련 유라시아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 해제 이전이라도 기존의 북한 철도시
설을 활용한 화물수송에 대한 검토와 시범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
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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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연구방법론
가. 성장회계모형 개요
특정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비용/편익 분석
이다. 특히, 인프라 건설사업에서 비용/편익 분석은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
는 분석방법이기도 하며,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90) 남북한 경제협력에 따른 남북한 경제성장에 미친 효
과를 파악한 기존 연구로 최장호,·김범환(2017)은 Solow growth model 형태
의 성장회계모형을 활용하였다. 최장호·김범환(2017)이 활용한 성장회계모형
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Infrastructure-augmented Cobb-Douglas Producti
on Function)를 가정하였다.
생산함수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국가 총소득(GNI), 총요소생산성(TFP), 15세
이상 65세 미만 노동가능인구(labor), 물질자본(capital), 사회자본(infra)이
다.191) 생산함수에서 사용하는 변수 중, 총생산에 주로 사용하는 변수가 GDP
가 아닌 GNI를 반영하는 이유는 남북경협의 주요 사업들이 물리적 위치의 공
간범위가 북한에 집중되어 있어서 경협사업에 고용되는 근로자는 그 북한 내
에서 고용되는 형태를 나타내 북한내의 GDP는 성장하는 형태로, 남한의 GDP
는 감소하는 편향적인 형태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192)
또한 생산함수의 자본을 물질자본(capital)과 사회자본(infra)로 구분하였는
190) 최장호·김범환(2017),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경제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29
191) 최장호·김범환(2017),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경제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35
192) 최장호·김범환(2017),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경제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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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북한의 경우만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북한은 인프라의 노후화가 경제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인프라 개발로 인한 경제성장효과
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193)

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개요194)
1) 지불의사 질문 유도방법
지불의사 유도방법의 경우는 개방형으로 직접 질문하는 법과 폐쇄형으로
단일양분선택형 및 이중양분선택형 질문 등으로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일
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
도록 하는 방식의 이중 양분선택형 방법을 선택하였다.195)
이에 따라 본 설문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따라 구성했다.196) 이를
테면, 만약 n원의 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지불의사가 있다면
2n원의 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다시 물어본다. 만약 지불의사가 없다면

원의 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재차 물어보는 구성이다. 2n원의 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최대 지불가능한도가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다. 만약
2n원의 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 적어도 지불가능한 한도가 얼마인지 묻

는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의 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어느 범위

까지 지불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후 이마저도 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이 개선사업에 돈을 전혀 쓰지 않을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위의 방식을 도

193) 최장호·김범환(2017),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경제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35
194) ㈜스마트모빌러티(2019.10),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
서, 한국교통연구원 내용을 정리
195) ㈜스마트모빌러티(2019.10),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
서, 한국교통연구원, pp. 10-12
196) ㈜스마트모빌러티(2019.10),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
서, 한국교통연구원,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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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자료: ㈜스마트모빌러티(2019.10),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p. 48

<그림 부록-1> 제시 금액 지불의사 논리 흐름도

2) 지불의사금액(WTP) 추정 분석방법197)
위에서 설명한 방식을 활용하여, 각 설문지에 제시된 금액에 대해 지불의사
를 묻는다. 지불의사여부 확인 과정에서 No인 경우만 0, 나머지는 모두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1로 설정하여 반응변수로 설정하면 본 설문조사의 목적에
맞는 지불의사함수를 추정할 수 있다.198) 이 때 전혀 지불의사가 없는 사람을
제외하곤 모두 지불의사금액을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조사된 지불의사액(WTP)을 산정하는 방법은 확률함수에 로짓모형
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확률의 변화를 선형로짓모형에서 추정하게 되
고 각각의 확률이 변화된 만큼에 지불의사액을 곱하여 각각의 평균을 도출하
는 방식이다. 이에 지불의사함수를 우선적으로 추정하고 최종 지불가능금액을
각 표본에 곱해주어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다.199)
본 조사에서는 제시된 금액(반응변수)에 대해 ‘예(I=1)’와 ‘아니오(I=0)’의 응답

197) ㈜스마트모빌러티(2019.10),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
서, 한국교통연구원, pp. 47-49.
198) ㈜스마트모빌러티(2019.10),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
서, 한국교통연구원, p. 49
199) 김주영(2019.05.28.), 「CVM을 활용한 남북대륙철도 연결에 따른 지불의사액 산정」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및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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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0과 1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로지스틱 회귀모델(Logistic Regression
Model) 중 하나인 이항로짓모형(Binary 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200)

logÿ    log       ⋯        ⋯ 


(1)201)

모수 는 다른 예측변수들이 주어질 때 Y=1이 될 로그오즈에 미치는 의
효과를 의미하며, 위 모수의 부호를 통하여 각 예측치에 따른 응답에 관한 최
종 반응이 예측된다. 위 모형의 X의 효과에 관한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가설
을      Vs.    ≠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
한 검정통계량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202)






(2)203)

이 검정 통계량의 분포는 대표본인 경우    이면 표준정규분포에 근사하다.
위의 검정통계량을 제곱하면 자유도 1인 카이제곱분포를 갖는 왈드통계량이 나온다.


    


(3)204)

     일 때 최대로그우도를  , 에 대한 무제한의 가정 하에서 구
해진 최대로그우도를  이라 할 때, 우도비 검정통계량을 –2( - )으로 제시
한다. 표본크기가 클 경우  하에서 자유도 1인 카이제곱 근사분포를 따른다.
대표본일 때는 왈드 통계량의 근사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

200) ㈜스마트모빌러티(2019.10),
서, 한국교통연구원, p. 47
201) ㈜스마트모빌러티(2019.10),
서, 한국교통연구원, p. 47
202) ㈜스마트모빌러티(2019.10),
서, 한국교통연구원, p. 47
203) ㈜스마트모빌러티(2019.10),
서, 한국교통연구원, p. 47
204) ㈜스마트모빌러티(2019.10),
서, 한국교통연구원, p. 48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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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표본크기일 때는 우도비 검정이 더욱 우수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205)본
조사에서는 표본크기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왈드 통계량 위주로 해석하
였다.206)

다. 산업연관분석 개요207)
인프라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선정할 때, 인프라 사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 비용·편익(B/C)분석,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활용한다. 특히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 산업연관분석은 해당 사업
의 간접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
로 분석하고 투자의 파급효과를 추정한다.208)
산업연관분석의 기본 통계표인 산업연관표는 특정 경제지역내에서 일정 기
간 동안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투입) 및 처분(판매)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태로 구성한 종합 통계표이다.209) 산업연관표에는  산
업의 판매내역으로 작성된 행과  산업의 투입 또는 비용 구조로 작성된 열로
구성된다. 행에는  산업의 산출구조로 구성되는 중간수요(  ), 최종수요(  ),
총산출(  ), 총수입(  )을 기록하고, 열에는  산업의 투입구조로 구성되는 중간
투입(  ), 노동 또는 자본과 같은 부가가치( ), 총투입(  )을 기록한다.210)

205) ㈜스마트모빌러티(2019.10),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
서, 한국교통연구원, p. 48
206) ㈜스마트모빌러티(2019.10), 「남북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가치 추정조사」위탁용역보고
서, 한국교통연구원, p. 48
207) 박지형·서종원·한상용·서창범(2015), 「교통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통연구원, pp. 9294를 참고하여 재정리
208) 이민규(2013),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운송부문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해양정책연구 제27권 2호, p. 58
209)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산업연관표-1975실측표-기타부속표-산업연관표의 의의」, https://ecos.bok.or.kr/
210) 이민규(2013),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운송부문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해양정책연구 제27권 2호,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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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산출구조 관계식(1)은 아래와 같다.


 



 





    



  



    

(1)211)

 는  부문에 사용되는  재의 투입량의 비율(     )이며, 부문간 생

산관계를 나타내는 투입계수(Input Coefficient) 또는 기술계수(Technical
Coefficient)라고 한다.212)
 산업의 투입구조의 관계식(2)은 아래와 같다.


 



 





  

   

 







(2)213)

 는 중간투입을 총산출로 나눈 값이며 산출계수(Output Coefficient)(
    )라고 한다.  부문의 총 투입은  부문이 모든 부문의 중간 구매금액

과 부가가치의 합계와 같다.214)
우리나라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5년 단위로 실측표 기준을 발표하고
있으며 연간 산업의 변화를 반영한 연장표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문사이련계표’ 소
개 책자를 발표한 이후, 산업연관표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다.215) 이에
따라 기존의 연구에서는 북한이 구사회주의 국가와 투입산출구조가 유사하다
는 가정 아래 북한 산업연관표를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불완전한 자료
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RAS, DSS(Diagonal Similarity Scaling) 조정방법, 엔트
로피 방법을 통해 산업연관표를 추정해 볼 수 있다. RAS 방법과 엔트로피 방
법은 새로운 산업연관표의 산업간 투입산출 값을 알지 못할 때 기존 산업연관
표와 새로운 산업연관표의 총산출(=총투입) 값만으로 새로운 산업연관표를 추

211)
212)
213)
214)
215)

이민규(2013),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운송부문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해양정책연구 제27권 2호, p. 62
박지형·서종원·한상용·서창범(2015), 「교통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통연구원, p. 93
박지형·서종원·한상용·서창범(2015), 「교통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통연구원, p. 93
이민규(2013),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운송부문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해양정책연구 제27권 2호,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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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데 이용된다. DSS 방법은 새로운 산업연관표의 산업간 투입산출 값은
알지만 행의 합계와 열의 합계가 동일하지 않을 때 이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산업연관표의 각 셀의 값들을 알 수 없는 북한 산업연관표 추정에 DSS 방법은
적합하지 않다.216)

2.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설문조사표
- 다음 페이지 참고

◈ 본 설문조사의 최초 제시금액은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총 5가지로 구성됨. 본 부록에서는 최초 제시금액 1,000원의 설문 양식을
수록함.

216) 최지영(2014), 「북한의 산업연관표 추정에 대한 연구」,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 이해, 한국은행, pp. 12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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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oeconom ic Effect Analysis on Inter-Korean
Transportation Cooperation Projects
Jongwon SEO et al.

Since 2018,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s taken active steps
to improve foreign relations and North-South Korea relationship has
become significantly warmer. As inter-Korean and U.S.-North Korea
relations have progressed since 2018, interest in inter-Korean
transportation cooperation projects has been rising both at home and
abroad.
In particular, the linkage of the Korean Peninsula's transportation
network is closely related to the Korean government's major national
agenda and is a key project to realize the national agenda. China and
Russia, which face the border with North Korea, are also showing great
interest in their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linkage of the
Korean Peninsula's transportation network. As such, the linkage of the
transportation network on the Korean Peninsula is an important project
for peace and economic growth not only in the two Koreas but also
in Northeast Asia as a whole.

156

Accordingly, In this study, we tried to draw out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inter-Korean transportation cooperation projects in a
quantitative manner to seek the necessity of promoting them and
establish the basis for promotion. We used four research methodologie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inter-Korean
transportation cooperation projects and estimated expected effects of
them on South and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in Northeast
Asia by utilizing qualitative methods.
In addition, to analyze the current Korean people's thought for
inter-Korean transportation cooperation projects, we conducted a survey
on the Korean people regarding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linkage of the transportation network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is study, we sought to establish justification for inter-Korean
transportation cooperation projects and to form a consensus among the
people.
Lastly, in order to effectively promote the inter-Korean transport
cooperation project, at beginning level, the outline of cooperation was
suggested. The outline is continuous and effective promo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specific directions will be able to present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such as eas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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