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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many exclusive freight cars in railway freight transportation system. Gondola is one kind of freight 
cars. Gondolas have a role to carry bulk-type cargo such as coals and ores. A few problems are occurring due 
to exclusive freight cars. Operation company has redundant freight cars because exclusive freight cars can carry 
limited items. And purchasing cost of freight cars is higher and higher because of irregular bid. Operation efficiency 
of gondola is very low because return time of gondola is much longer than that of container car.
  In this study, we analysed the introduction effect of hopper-type container for through transit. First, we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distribution on freight stations. And we provided the effect of hopper-type container 
in terms of operation efficiency, cost reduction, new demand excavation and image enhancement of eco-friendly 
railroad.

1. 서론

철도물류는 다양한 전용화차가 수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무연탄, 유연탄 등 석탄류와 철광석, 백

운석, 경석 등 광석류의 수송에는 주로 일반 무개차와 호퍼차가 이용되고 있다. 전용화차의 운영으로 인

해 화차의 과다 보유, 화차 소량 제작에 따른 단가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무개차와 호퍼차의 

회귀일은 컨테이너에 비해서 2-3배 길고, 상하차 시간의 증가 등으로 운영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다. 또한 벌크화물 운송 중의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각종 민원과 벌크화물 취급역의 감소 등으로 수

요가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 벌크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덤프기능을 가지는 탈부착식 수송용기가 개발되어 시험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벌크화물 수송에 있어 컨테이너 형태의 다양한 용기가 도입되기 위한 시발점이 되고 있다. 

후속 연구로서 호퍼형 일관수송용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호퍼형 일관수송용기는 기존의 호

퍼차의 하역 방식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며, 화차에 탑재된 상태에서의 하화 기능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를 수송하는 트레일러에 탑재된 상태에서도 하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또한 환적시에 컨테이너와 동

일하게 리치스태커 또는 대형 지게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벌크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컨테이너 기능을 가지는 호퍼형 일관수송용기가 도입될 경

우의 예상 가능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호퍼형 일관수송용기가 도입될 경우의 효과로서 철도물류의 운영 

효율화 측면, 철도물류의 비용 절감 측면, 철도물류의 신규수요 창출 측면, 철도물류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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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철도물류의 운영 효율화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운영 화차 종류는 유개차, 무개차, 조차, 평판차, 컨테이너차, 소화물차, 차장차 

등 매우 다양하며, 동일한 차종 내에서도 그 기능별로 여러 형태의 전용화차로 구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각의 전용화차가 수송하는 품목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특정 품목의 수요가 연간 일정

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비수기에는 많은 화차가 운휴하거나 대기 상태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즉 전용화차가 수송할 수 있는 화물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철도물류 전체에서 볼 때 화차의 운영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전용화차 보유로 인해 유지보수가 복잡해지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된다.

대표 차종
KORAIL 화차

사유화차 합  계
영업용 비영업 계

유개차 977 20 997 174 1,171

무개차 3,200 22 3,222 347 3,569

조  차 1,264 0 1,264 3,662 4,926

평판차 258 48 306 209 515

컨테이너차 1,952 8 1,960 765 2,725

소화물차 6 158 164 164

차장차 35 35 35

합   계 7,657 291 7,948 5,157 13,105

자료: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2009년 1월 1일 기준)

도표 1.  한국철도공사 화차 보유 현황

품목별로 수요의 계절적 편차로 인해 최대수요가 발생하는 월에는 화차수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수요

가 낮은 월에는 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차가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컨테

이너 및 무개차의 월별 여유차량수는 최대 1,500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월
수송실적 (차수)

차량 당 

수송가능차수
소요차량수 여유 차량수

컨테이너 무개차 소계 컨테이너 무개차 컨테이너 무개차 소계 컨테이너 무개차 소계

1 46,524 20,082 66,606 20.6 6.3 2,258 3,213 5,471 450 408 858

2 43,095 16,971 60,066 19.3 5.8 2,235 2,902 5,137 475 714 1,189

3 52,261 19,857 72,118 20.6 6.3 2,536 3,177 5,713 176 434 610

4 52,442 21,356 73,798 19.9 6.1 2,629 3,530 6,159 85 76 161

5 53,105 21,110 74,215 20.6 6.3 2,577 3,377 5,954 139 224 363

6 49,232 19,670 68,902 19.9 6.1 2,469 3,251 5,720 249 345 594

7 56,067 20,281 76,348 20.6 6.3 2,720 3,244 5,964 0 347 347

8 51,951 18,719 70,670 20.6 6.3 2,521 2,995 5,516 201 591 792

9 50,668 18,704 69,372 19.9 6.1 2,541 3,092 5,633 183 489 672

10 51,682 20,731 72,413 20.6 6.3 2,508 3,316 5,824 218 260 478

11 35,094 20,792 55,886 19.9 6.1 1,760 3,437 5,197 968 134 1,102

12 29,969 20,689 50,658 20.6 6.3 1,454 3,310 4,764 1,271 259 1,530

계 572,090 238,962 811,052 243.4 73.8 2,351 3,237 5,588 4,415 4,281 8,696

자료: 국토해양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가물류표준 종합시스템 개발, 2009

도표 2.  월별 여유차량수 분석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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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무개차가 담당하는 품목을 수송할 수 있는 컨테이너형 벌크용기를 개발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호퍼형의 일관수송용기는 기존의 일반 무개차와 호퍼차가 담당하고 있는 

화물을 수송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철도물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는 컨테이너차가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을 수송할 수 있어 컨테이너차 위주의 화차 운영이 가

능해진다.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차 중에서 컨테이너차, 무개차를 컨테이너차로 대체할 경우 전

체 화차의 약 50%를 차지하게 되어 컨테이너차 위주의 철도수송이 가능해지고, 전용화차가 복잡하게 

난립하여 물류 효율화에 저해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조차를 컨테이너차로 대체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고, 호퍼형 일관수송용기는 이러한 화차 표준화를 촉진하는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컨테이너차가 다양한 품목을 수송할 수 있게 되면 월별 수요 편차에 따른 

화차의 과다 보유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화차 운영의 효율화와 직결되는 것이다.

현재 굴착기에 의한 하화작업으로 인해서 무개차의 화차 측면 및 상판의 잦은 손상이 발생하고 있다. 

무개차의 경우 적재함이 대차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화차의 검수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적재함 부

분이 손상을 입을 경우 화차 전체가 입고함으로써 화차 운용률이 떨어지게 된다. 즉 무개차의 경우 컨

테이너에 비해 회귀일이 길고 수요 불균형에 따른 운휴, 적재함 손상에 따른 차량정비소 입고로 화차 

가용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도 무개차를 대체할 수 있는 호퍼형 일관수송용기 개발을 통해

서 향후 무개차의 보유를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구분
화차운영계획 (량)

회귀일(일) 주요수송품목
현보유량 신규도입량

무개차
일반 2,103 427 4.44 

산화물(무연탄, 광석류)
호퍼 873 0 4.57 

평판차 482 101 14.34 기계류, 장비류

컨테이너 2,738 271 1.56 컨테이너

조차 벌크 3,605 2,349 4.15 벌크시멘트

주: 현보유량은 2010년 3월 기준이며, 신규도입량은 2011-2024년 내구연한 도달에 따른 소요량임.

자료: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도표 3.  한국철도공사 화차운영계획 및 회귀일

철도물류의 운영 효율의 저해 요인으로서 벌크화물 수송 화차의 도착대기시간이 과다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철도 화물운송시간 분석 결과, 일반화물의 경우 컨테이너에 비해 최소 1.2배에서 최대 3.0배 

정도 길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유는 하화시간이 컨테이너에 비해 길고, 최종 도착역에서 소비지까지의 

유통경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도착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구분
화물운송시간 (분) 하화

시간

비율

품목별 하화시간 비교

228.3
278.1

451.4

329.6

820.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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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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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1,000.0

컨20'(영) 컨40'(영) 벌크양회 유연탄 철강

분

적재 운송 도착대기 하화 합계

컨테

이너

컨20'(영) 25.8 290.5 667.8 228.3 1,212.4 18.83%

컨40'(영) 28.1 254.2 790.7 278.1 1,351.2 20.58%

일반

화물

벌크양회 55.3 306.6 3,361.3 451.4 4,174.6 10.81%

유연탄 110.1 357.3 3,524.4 329.6 4,321.5 7.63%

철강 83.9 302.1 1,966.2 820.9 3,172.9 25.87%

자료: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도표 4.  철도 화물운송시간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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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퍼형 일관수송용기의 도입은 벌크화물의 도착대기 시간을 줄여줄 수 있

다. 물류 프로세스가 컨테이너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수단간 환적시 컨테이너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급이 가능하게 되어 하화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로부터 벌크화물 수송시간의 최대 약점인 도착대

기시간을 기존 컨테이너 취급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2.2 철도물류의 비용 절감

호퍼형 일관수송용기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도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

일 발주 기준으로 화차수가 많을 경우 구매 단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의 철도화차 

보유 상황에서는 다양한 전용화차의 운영으로 인하여 대량제작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즉 화

차의 구입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내구연한이 도달하는 차량을 대체하기 보다는 일정량의 

화차가 필요할 경우에 구매가 이루어지는 등 안정적인 화차 구매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개차를 컨테이너차로 대체할 경우 전체 화차의 약 50%를 차지하게 됨

으로써 내구연한을 20년으로 가정하더라도 연평균 250량 이상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화차수요의 안정

적인 발생으로 인한 구매단가의 절감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화차구분 화차수(량) 단가(원) 구입년도 제작사

무개차

219 58,060,168 2001년 디자인리미트

276 49,490,000 2002년 디자인리미트

100 54,000,000 2003년 성신산업

231 44,989,610 2003년 고려차량

97 64,329,897 2007년 로윈

100 73,900,000 2008년 로윈

컨겸평판

100 53,562,289 2001년 디자인리미트

100 58,500,000 2004년 성신산업

110 50,772,727 2004년 삼환종합기계

142 54,450,000 2005년 SLS중공업

컨테이너

86 49,246,000 2001년 디자인리미트

86 49,246,572 2001년 디자인리미트

100 51,700,000 2001년 로템

96 51,700,000 2002년 성신산업

100 56,360,000 2006년 고려차량

110 56,272,727 2006년 성신산업

자료: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도표 5.  화차 구매단가 추이

현재 유연탄, 무연탄 등 무개차로 수송하는 화물의 경우 철도수송시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표면

경화제를 살포하여 운송함에 따라 처리 작업 및 약품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호퍼형 일관수송용기 

개발시 경제적인 덮개를 설치하여 먼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표면경화제 사용에 따른 

추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운영 효율화 측면의 효과가 발생한다면, 운송비용

의 절감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물류 프로세스의 개선에 따라 화주 및 소비처의 물류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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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철도물류의 신규수요 창출

철도물류는 도로와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요의 창출이 필요하다. 벌크화물 수송에 있어 철도의 최

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Door-to-Door 서비스 부재와 환적시 내용물의 하화 및 적재 반복으로 인

한 물류비용 및 시간 증가로 인해 수요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벌크화물 수송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도로 부문의 수요를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수송 프로세스의 한계가 발목을 잡고 있다. 

호퍼형 일관수송용기 도입은 수단간 환적시 컨테이너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급이 가능하게 되어 환

적시간이 감소하고, 비용의 절감도 가능하므로 철도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벌크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화물역 이외에도 컨테이너 전용취급역에서도 벌크화물을 취급할 수 있으므로 벌크화물의 철도

서비스 제공지역이 넓어지게 된다. 인근에 벌크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역이 없어 어쩔수 없이 트럭 운송

에 의존하는 화주나 소비처의 수단전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구분 수송 프로세스

무개차

(일반)

무개차

(호퍼)

도표 6.  기존 철도화차 수송 프로세스

또한 호퍼형 일관수송용기는 단기적으로 한국철도공사의 화물취급역 개편에 따른 철도물류의 접근성 

악화를 해결할 수도 있다. 화물취급역 개편에 따라 많은 벌크화물 하치장이 없어지고 이로부터 수요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지만, 호퍼형 일관수송용기가 도입되면 컨테이너 취급역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철도이용 수요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4 철도물류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

철도의 장점 중에는 대량수송수단이라는 것 이외에도 친환경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벌크화물 수송

을 위해서는 하치장이 필요하고, 수단간 환적시에 많은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벌크화물 

취급역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원인 중에는 벌크화물 운송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민원도 

주요한 요인이다.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양질의 생활환경 추구에 따른 벌크수송수단에 대한 비산먼

지 발생에 대한 민원은 친환경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철도 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의 친환경 이미지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벌크화물 하치장에서 발생하는 민원도 해결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벌크화물 수송용기의 컨테이너화에 있으며, 향후에도 벌크화물 수송에 있어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송시스템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철도화물수송은 전용화차가 담당하고 있다. 최근 석탄류와 광석류와 같은 벌크화물 운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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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컨테이너 형태의 수송용기가 개발되고 있으며, 호퍼형 일관수송용기도 그 중 하나이다. 벌크화물의 

철도수송에도 컨테이너가 도입되면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철도물류의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볼 때 수요의 편차나 성수기/비수기 발생에 따른 화차의 운휴

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업무가 보다 단순화되며, 여유차량수도 최

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굴착기에 의한 하화작업에 따른 무개차의 적재함 손상에 따른 불필요한 

입고를 없앨 수 있으며, 컨테이너와 동일한 취급을 하므로 화물운송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 안정적인 화차 구매로 인한 구매단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표면경화제를 사용할 필

요가 없어 이와 관련된 처리작업 및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컨테이너 취급역에서도 벌크화물을 

취급할 수 있어 새로운 수요의 창출 및 철도역 정비에 따른 수요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 철도수송 과

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철도물류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벌크화물 운송용 일관수송용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홍보와 설득이 필

요하다. 즉 일관수송용기의 도입이 화주, 운송업체, 물류업체, 운수업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정량적인 자료를 근거로 확산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벌크화물 

일관수송용기 도입에 따른 효과를 주요 품목별로 물류 프로세스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도출

하고, 그 편익이 어떻게 배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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