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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정점에 달했던 3차 북핵 위기 국면에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클린
턴 전 대통령이 방북했고, 미국의 여기자들이 석방되었으며,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후 남북관계에서도 현정은 회장이 방북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을 했고, 5개항에 이르는 합의사항을
채택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서거 국면에서 북한은 고위급 특사 조의단을 파견해서 청와대를 예방하
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대화채널이 복원되고, 9월 하순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북한이 과연 대화의 손짓을 내미는 이유는 무엇이며, 북핵문제는 다시 협상국면으
로 전환할 수 있는가?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고 있다. 7월말에 있었던 미중 전략대화에서 양국은 북핵문
제의 평화적 해결에 공감을 표시했다. 앞으로 중국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미국 힐러리 클린
턴 국무장관은 양국의 전략대화 파트너로 정례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제재
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제재
를 지속하면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이른바 투 트랙(Two Track) 접근법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무역국이고, 국제적인 제재국면에서도 북중 무
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시 말해 국제적인 제재는 중국의 참여 여부에 따라 강도
와 규모가 결정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제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 전략
에 어느 정도 차질이 빚어짐을 의미한다.
물론 우다웨이 중국측 6자회담 대표가 북한을 방문했지만, 대화의 성과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이 가능한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언제 움직일 것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이미 2003년 제1차 6자회담이 이루어지기 전 3자회담을
성사시킨 외교적 경험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의 전략대화 대표로서 북중미 고위급 삼각대화를 추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중국의 신중함은 미국의 입장과 관련되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끌려 다니
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비핵화 의지를 밝히지 않는 이상 대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북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양자회담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했고, 보즈워스 특별대표를 초청하기도 했으며,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방문해서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회담의 형식과
내용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몰락하고, 민주당이 압승한 것도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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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의 대등한 외교관계를 주장해 왔으며,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강조해 왔다. 물론 집권이
후 외교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이상보다는 현실을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본 외교의 변화
는 동북아 정치에서 새로운 변수가 아닐 수 없다. 2002년 고이즈미 수상의 방북이후 북일 양국사이
에 쟁점으로 남아 있는 납치문제는 쉽게 풀리기 어렵다. 민주당 역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주장
하고 있지만, 여론의 추이에 반하는 급격한 전환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을 비롯
한 동북아 정치에서 과거의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 외교를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중국은 민주당 행정부와의 대화를 시작했다. 새로운 중일 관계의 재정립은 과거사에 얽
매인 동북아 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가치의 강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에서는 본격적으로 동북진흥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북러 경제협력도 다
양하게 이루어 질 것이다. 최근 2~3년간 북한의 전력사정이 좋아진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러시
아의 발전설비 지원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국제적인 제재 국면이 장기화되면, 북한의 대
중국, 대러시아 경제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북핵 해결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
북핵문제는 갈림길에 서 있다. 다양한 대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성과를 보여 협상국면으로 전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춤하던 3차 핵 위기가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폐연료봉 재처리가 마무리 단계이고, 우라늄 농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북한은 계속해서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협상이 늦어지면, 다시금 북
한이 핵보유를 향한 질주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은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회담의 형식과 관련해서도 유
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이 6자회담의 유용성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 역시
양자대화에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협상의 내용이다. 북한은 2차 핵실험이후 협상의 규
칙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에게 핵무기는 장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핵무기와 북한의 미래는 양립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협상은 시작될 수
있다.
핵 폐기 협상은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국은 최근 포괄적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워싱턴 일부에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전략적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핵 협상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정책목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협상수단으로 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에너지 경제지원을 아낄 이유
가 없다.
여전히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협
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전제된다면, 과거와는 다른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협
상이 불가능하지 않다. 동북아 정세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능동적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며,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번영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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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50일 전투'에서 철도 강조의 함의와 향후과제
김선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북한, '150일 전투' 대대적 실시
북한은 지금 전투 중이다. 국가 전반에 걸쳐 SOC분야의 대대적 건설과 산업분
야에서 생산성 확대를 목표로 한 '150일 전투1)' 운동에 국가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국토 이곳저곳과 각 기업소∙공장에서는 그들의 표현대로 "까고 부수고"해서 새로
길을 놓고 생산량을 늘리기에 분주하다.
북한이 '150일 전투'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경제 활성화의 근본
해결과제로 설정해놓은 철도, 전력, 석탄, 금속산업 등 이른바 '인민경제 4대 선행
2)
'의 목표달성이다. 특히 최근 북한 당국은 철도의 수송량, 무사고운행, 조직규율
강화, 열차생산 등 철도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북한
이 다른 선행분야보다도 철도를 우선하여 강조하는 이유는 북한의 경제시스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에 근거한
‘150일 전투’선전포스터
생산재와 소비재의 원활한 수급은 국가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며, 북한 당국
스스로도 생산원료와 자재 그리고 완성품 등을 기업소나 공장 또는 보급소로 원활히 공급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150일 전투'에서의 철도강조: 규율과 자립적 생산체계
그러나 현재 북한의 철도는 만신창이이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1970년
대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극도로 낙후된 철도시설과 누더기 같은 열차 상태는 수송량을 감당하지 못해 산업
전반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의 경제적 모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3) 자재와 원료 등 내부 동원 능력이 없으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한 산업기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 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철도수송확대와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
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150일 전투'는 이러한 인식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두 가지 부분이 중점적으로 강
조되고 있다.
하나는 '수송조직과 지휘체계의 규율 확립'이다. 북한은 기존의 수송장비 및 자원의 한계상황에서 수송조직
의 재정비를 통해 각 생산단위의 '수송 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더 많은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송계획화' 사업을 통해 기관차, 화차 등의 수송수단과 각각의 수송능력
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장, 기관, 기업소로부터 화물의 종류, 화물 운반량, 수송구간의 물리적 상태, 안
전성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산출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명확한 집행을 위해서 철
도조직의 지휘체계를 '유일사령지휘체계' 구조로 구축하고 있다. 수송과 관련된 모든 지시는 철도성 당무사령
원을 통해서 하달되고, 하위 단위 일꾼들은 사령원의 지령을 정확히 집행,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이 1979년부터 실시했던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30주년을 맞는 해이기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150일 전투'와 맞물려 철도조직의 규율과 안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7월 19일자'로동신문'은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30주년에 부응하여 열차 생산 확대와 함께 각 철도국에서 수송량 확대 그리
고 무사고주행목표 달성을 중점적으로 보도한바 있다.
1) 150일 전투는 조선로동당 창건일인 10월 10에 맞춰 지난 5월부터 '인민경제 4대 선행'부분을 중심으로 생산 단위 전 분야에서 대대적인 생산력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이 자신의 후
계자로 김정일 지명하고 '당중앙'이라는 호칭으로 활동하며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1974년 '70일전투'를 시행하였는데, 북한의 후계구도가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150일 전투'는 김정운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2) '인민경제 4대 선행'은 북한이 국가적 사활을 걸고 진행하고 있는 경제회생 정책이며, 매년 1월 1일 발표하는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도 그 중요성을 주지하고 있다.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습관
적이리만치 '인민경제 4대 선행'을 자주 언급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이를 얼마나 절대적인 해결과제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원년'이라
는 목표 설정은 이에 대한 선전∙선동과 목표달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3) 만성적인 물자부족과 수송의 차질은 북한 당국이 단위 자체에서 생산과 공급 등 모든 것을 해결하는 '내부예비', '자립적 생산체계' 등을 끊임없이 강조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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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하나는 '자립적 생산체계' 구축이다. 이는 북한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내부예비'와도 상통하는 문
제이다. '자립적 생산체계'는 국가로부터 자원 및 기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소나 공장 등 단위 자체의 자원과 기술, 즉 '내부예비'가 최대한 동원된 생산∙공급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공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송체계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북한 당국
은 철도 기본시설에 필요한 자재는 각 철도국 또는 철도대에서 자체적으로 수급하고, 열차 생산공장에서는 노
후된 기관차, 객차, 화차의 보수와 교체의 제반 여건을 국가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로동신문'과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등을 통해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등 열차 생산∙수리 공장이 자체적인 힘으로 생산 실적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기
사를 수시로 보도하고 있다.4)

균형적 수송체계의 관건은 철도 안정화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해결과제가 산적한 철도 중심의 수송체계를 탈피하기 위한 의견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철도운송이 가까운 거리수송에 비경제적이며 자동차 운송에 비해 기동성이 적다는 점, 운
영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건설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건설기간이 길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
다. 주요 산업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상황과 노후화된 철도운영에 막대한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
현실적 측면에서 철도보다는 일회성 다빈도 수송이 가능한 도로운송이 유리할 것이라는 견해다. 이는 북한이
그간 집행해온 철도 일변도의 교통정책을 지양하고 자체적으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
심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또 북한 교통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정책화 되기에는 요원한 감이 없지 않다. 여전히 북
한 당국은 철도의 중요성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천덕꾸러기 신세
가 되어버린 북한의 철도지만, 기존 물류시스템이 워낙 철저하게 철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철도를
애물단지 취급할 수만은 없다. 북한의 입장에서 당장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지라도 장기적 관점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떻게든 철도를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제협력체계 구축: 남북협력 우선실시 중요
북한은 사망 직전에 있는 철도를 어떻게든 살려내야 한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경제회생의 물꼬를 틀 수 있
다. 따라서 북한은 종래에 거론되었으나 남북관계 악화로 중단되었던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재개하는 데에 전
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철도를 북한이 자체적인 힘으로 회생시키기에는 자본과 기술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 이해 당사국과의 협력은 필수이다. 특히 안정되고 꾸준한 남북 협력사업은 남북
간 긴장완화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감소시켜 외국자본의 투자 확대가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남북협력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철도 협력사업을 시도하여 철도안정화를 도모
해야 한다.
결국 북한은 그들이 항상 선전하고 있는 '내부예비', '자립적생산체계', '조직규율강화'의 강조가 현실적 상황
에서 고려될 수 있는 대안이긴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하고,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자본∙기술협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남북
간 경제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북핵문제와 남한의 대북정책과 연계하여 경제발전 구상이 좌우된다면, 그에
동조할 투자자와 자본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요컨대, 지금 북한은 '150일 전투'에서 '철도의 규율과 자립적 생산체제'를 강조할 때가 아니다. 또한 남북은
서로 소모적인 치킨게임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남북이 이전에 합의했었던 경의선 철도 개∙보수와 남
한도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라진-핫산 간 철도현대화 사업부터 차근차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할 때이다. 그것이 사망 직전의 기형적 수송체계에 심폐소생술을 가하는 것임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4)「로동신문」
5월 13일,「조선신보」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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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유아시아방송, "김정일 저택에 전용 기차역 있다" 보도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김정일 저택에 전용 기차역이 있다고 보도했다. RFA는 북한의 위성사진을 연구해 온 미
국 조지 메이슨 대학(George Mason University)의 경제학자 커티스 멜빈(Curtis Melvin)의 말을 인용, 평안
북도 신의주와 평양시 룡성구, 원산, 함흥, 회천 등지에 위치한 김정일 저택 입구에 김위원장이 이용했을 것으
로 보이는 개인 기차역이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8월 12일

북한 남포항, 150일 전투에 만전 : 북한 남포항은 150일 전투에 부응하여 항구 현대화를 수행하고 자
체의 수송조직과 지휘체계 확립을 통해 선박화물수송 안정화에 만전
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남포항 종합지령실 백재열 부기사장은 "남포
항이 전체적 화물 통과량 수행을 위해 화물품목과 수량에 적합한 상∙
하선 작업을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포항
김용일 항장은 "150일 전투 기간 동안 참모부와 부두대원들의 노력에
남포항의 자동조종돛배

의해 남포항의 화물처리 능력이 신장되었다"고 전하는 등 화물의 원활
한 상∙하선 작업을 위해 제반 수송 기자재 확보와 완전가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석탄 화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4호 부두1)'는 석탄 상∙하선에 필요한 기중기와
벨트컨베이어를 자체적 힘으로 가동시켜 물동량 계량과 화물선별의 동시 수행을 가능하게 했다.
한편, 항구 인근을 오가는 바지선 등의 컴퓨터 조정에 의한 '자동조종돛배'를 생산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TV> 8월 20일

피현국토관리대학, 국토관리 정보화에 주력 : 북한 평안북도 소재의 피현국토관리대학이 산림과학
분야에 첨단기술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지역의 범위와 경영주기의 기간, 경영투자의 범위,
경영정보의 확실 여부 등 산림경영의 주요내용을 수학적으로 고찰하여 정보화하고 있으며, 생물통계학과 다
변량해석과 같은 수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상이한 지역적 특성에 맞춰 산림조성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
하였다. 특히, 도로와 교량건설에 쓰이는 자재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는 3차원설계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실용
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로동신문> 8월 30일

중국
2012년 베이징을 중심으로 전국 1~8시간 교통권 형성 계획 : 8월 10일 거행된 '신중국 성립 60주
년 철도발전성과(新中國成立60周年鐵道發展成就)' 기자회견에서 철도부 부부장 왕즈궈(王志國)는 2012년에는
1.3만㎞의 여객전용선 및 도시간철도가 운영될 것으로 '4종4횡2)'의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전국이 고속철도망으
로 연결되어 1~8시간 교통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왕즈궈는 2008년부터 2012년은 중국 철도
건설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매년 7,000억 위안(약126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어 5,000㎞이
상의 새로운 노선이 개통되며 2012년까지 중국 철도영업 총연장이 8만㎞에서 11만㎞ 이상으로 증가하고 주요
간선의 여객전용선 건설 등으로 기존 공급부족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신화통신> 8월 11일

1) 남포항 4호부두에서 작업을 마친 석탄은 성진제강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야금주조에 이용되고 있다.
2) 4종4횡(四縱四橫)은 베이징~정저우~우창~창사~광저우, 베이징~상하이, 베이징~하얼빈, 항저우~푸저우~선전 등 4개의 종단 고속철도와, 칭다오~타이위엔,
란저우~쉬저우, 청두~난징, 항저우~창사 등 4개의 횡단 고속철도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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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항공운송 정기화 실현 : 중국과 타이완간의 항공운송이 8월 31일부터 정기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로
써 매주 전세기 108편이 운행되던 것이 270편이 운송된다. 양안간 개방된 항로 중 중국항공사는 타이완의 전세기
전용공항인 타이완 숭산(松山)공항에 취항하는 푸저우(福州), 난창(南昌) 2개 공항을 제외하고 타오위엔(桃園)공항
에 취항하는 25개 공항의 노선을 모두 정기노선으로 전환하였다. 타이완항공사도 개방된 8개 공항 중 타오위엔,
까오시옹(高雄), 숭산, 타이중(台中)공항을 중심으로 대륙과의 정기 및 전세기항로를 개통한 다. 이로써 양안간 정
기항로는 중복되는 노선을 제외하고 총 32개, 전세기 항로는 총 14개 노선이 되었다.

<중국교통신문> 9월 2일

러시아
러시아철도공사와 카자흐스탄철도공사 협력 강화 : 러시아철도공사와 카자흐스탄철도공사가 전
략적 파트너십 체결이후 프로젝트 사업, 여객운송, 화물운송, 컨테이너운
송, 운송요금정책, 철도기술 등과 관련된 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2009년
상반기에는 컨테이너 운송, 환적화물운임, 철도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이
진행되었다. 특히 극동-로코티-사리아가치-아사케 항만 간 컨테이너운
송 요금과 컨테이너 보관문제를 협의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양측 실
무단이 러시아철도공사와 카자흐스탄철도공사 간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카자흐스탄 철도

실무회의를 알마티에서 개최했었다.

<러시아철도공사> 8월 5일

러시아철도공사, 몽골횡단철도 차량현대화에 2,550만 루블 투자 : 러시아철도공사가 몽골횡
단철도 차량 현대화에 2,550만 루블(약 8.3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현재 몽골철도차량의 70%가 35년 이
상 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편이다. 2007년에 러시아철도공사는 몽골철도공사와의 협력의 일환으로 몽골 측에
무개화차 300대와 유개화차 50대를 지원한바 있으며 2009년에는 무개화차 1,000대를 지원해 몽골철도 차량
현대화에 기여하고 있다.

<러시아철도공사> 8월 25일

몽 골
한국에서 기증한 버스 운행 시작: 한국에서 몽골에 기증한 시내버스 400대 중 270대가 도착했다. 이
중 80대는 제3버스공사에 배분되었다. 따라서 제3버스공사는 울란바토
르시 동부지역에 신설된 4개 노선에 67대의 버스를 투입하여 시민들에
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공원 재조성 등 제반문제들로 한 노선만
운행되던 것이 세개의 노선이 추가되어 운행되면서 울란바토르 시민들
몽골의 한국버스

의 교통편의가 개선되었다.

<TV9> 2009.08.03

한국, 몽골 철도청에 협력 제의 : 국회의원 라쉬(R.Rash), 바야르세흥(G.Bayarsaikhan), 도로운
송건설도시계획부 바트에르덴(J.Baterdene) 국장, 몽골 철도청 푸릅바타르(L.Purevbaatar) 부청장 등은
한국을 방문하여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과
회견하였다. 이번 방문은 한국이 몽골에 철도와 관련한 협력을 제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번 회의에서 양국
간 철도분야 협력강화를 내용으로 한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서에는 몽골 철도 현대화와 광산 연계
인프라 구축사업, 전문가들의 정보 교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한국은 몽골에서 새로 개
발하고 있는 광산, 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한국이 몽골의 타왕털거
이(Tavantolgoi) 철도의 최대투자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몽골의 광산 개발을 위한 도로, 철도 건설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NEWS>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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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구 분

총연장(km)

3,399

5,242

77,965,903

27,334

85,000('06)

1,815

전철화노선(km)

1,817

4,211

24,047

15,189

43,000('06)

0

53

80

37

55

50('06)

0

1,403

156

25,794

15,189

36,600('02)

0

41

3

40

35

42('02)

0

1,435

1,067
1,435(3437㎞ )
762(11㎞ )

1,520
1,067(957㎞ )

1,520

전철화율(%)
복선화노선(km)
철도시설

복선화율(%)
궤간(mm)
영업역(개)
기관차(unit)

보유차량

운송량

1,435

1,435

640

775

5,544

9,752

-

-

3,226

1,224

18,306

1,396

19,700

123

객차(unit)

1,411

2,228

42,471

51,637

39,700

284

화차(unit)

13,183

19,510

571,078

13,956

624,900

2,688

여객(백만명)

989

-

1,356

22,840

1,278

4

여객(억인km)

316

-

7,216

4,055

1,741

12

화물(백만톤)

44

-

3,142

50

1,344

15

화물(억톤km)

109

-

23797

233

20,900

99

※ 주 : 기관차는 전기기관차, 증기기관차, 디젤기관차, 동차, 전기동차를 포함하며 한국과 일본의 여객운송량은 지하철 포함
※ 참고자료 : 2007철도통계연보(철도공사), 북한통계포털(http://bukhan.kosis.kr/) , 2008중국통계연감, www.mongoliatrade.mn, 러시아통계청, 러시아철도공사, 일본 국토교통성,
CIA The World Factbook, UIC 세계철도통계연감(2007)

� 동북아∙북한 연구 소식
실적
'남북 녹색교통 협력사업의 추진방향' 자문회의 개최
우리센터에서는 8월 13일(목) '남북 자전거 협력사업', '남북 평화물길 잇기 사업' 등 남북간 녹색교통 협력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권영인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자문회의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영봉
센터장, 평화재단 유길용 실장, 삼천리자전거 구홍서 이사, 한국철도공사 변현진 단장, 로지스 허훈 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계획
동북아 북한교통DB 구축방안 자문회의 개최
우리 센터에서는 9월18일(금) 본원 지하회의실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교통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교통DB 구
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한다. 한반도 및 주변 국가들의 사회경제 지표들의 일관된 자료의 부재와 북한
의 교통정보 단절구간에 대한 수집체계 및 표준화에 대하여 향후 계획에 대한 논
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본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 주체되며 국토해양부,
KOICA, 한국수출입은행, 국토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