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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land logistics center is a large scale of logistics facility that enables roads, rails, ports, and airports to 
carry out chained-transports and combined-transports, and the logistics center are established at the main logistics 
posts in order to reduce the cost of transport by mass transportation.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capacity of 
Euiwang ICD, the only inland logistics centers in the capital area, will reach its limit before 2015, so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nother stations or to improve the existing facility. Especially, in case of Euiwang ICD, the expansion 
of the center is not possible because of its position, so it is required to establish new logistics centers in other 
places in order to raise the capacity of transpor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o establish new metropolitan logistics centers on the western coast lin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hortage of tract capacity that is brought on by the newly established inland 
logistics centers on the axis of the western coastline (Song-san Station and An-jung Station), and analyzes 
how the new logistics center will distribute railroad cargoes. By these, this study contributes to reduce the 
cost of transport by providing smooth railroad transport service. 

국문요약 

   내륙물류기지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간의 연계운송 및 복합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을 갖
춘 대규모 물류처리 시설을 지칭하며 화물의 대량수송으로 인한 물류비절감을 위하여 전국의 주요 물류
거점에 구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물류를 처리하는 유일한 화물거점시설인 의왕ICD의 
경우, 2015년 이전에 물류시설의 용량이 한계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시설개량이나 다른 
수도권 물류처리시설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입지적으로 부지 확장에 대하여 주변 여건상 한계
가 있으므로 물류처리시설 신설로 인한 용량 및 처리능력 향상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남북 간 화물철
도운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향후 화물운송은 도로와 선박에서 철도로 물량전환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되나 이들 살화물의 주요 수요지인 수도권(서북부 지역)에는 이 물동량을 처리 및 보관 할 수 
있는 화물역과 물류기지가 부재하여 이들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해안축 신규 물류기지(송산역, 안중역)와 서북부 신규 물류기지(대곡역) 신설을 
통하여 수도권 물동량 급증에 따른 철도 선로용량 부족 문제 해소방안과 남북 간의 효율적인 철도수송, 
수도권 철도화물의 분산효과 등을 검토함으로써 원활한 철도수송서비스를 제공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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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내륙물류기지는 다 수단간 연계운송 및 복합운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대규모 물류처리 시설을 

의미하며 화물의 대량수송으로 인한 물류비절감을 위하여 전국의 주요 물류거점에 구축하여 운영을 하
고 있다. 현재는 국내 화물수송수요 증가와 같은 수요 대비 물류시설과 같은 공급측면의 비균등으로 인
한 기업 물류비 증가와 국가경쟁력이 약화됨으로 인하여 내륙거점물류기지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내륙물류기지 내에서 화물의 집배송, 상하차, 보관, 포장 및 조립가공 등 일련의 
물류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화물수송의 효율성이 증대되게 되고 있다.
 내륙거점 물류기지는 90년대 초반부터 공항, 항만 등에서의 수송 적체현상과 도로운송 위주의 물류비 

증가 등 물류체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화물유통체계 개선 기본계획(’94), 국가물류기본계
획(‘06),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08) 등을 수립하여 수도권, 부산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전국 5개 
거점에 복합물류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 기지로 구성된 내륙물류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 
총 5개의 내륙물류기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수도권 북부(파주)와 수도권 남부(평택) 내륙
물류기지는 추후 건설예정에 있다.
 현재 수도권 물류를 처리하는 화물거점시설인 의왕ICD의 경우, 2015년 이전에 물류시설의 용량이 한

계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시설개량이나 다른 수도권 물류처리시설 신설이 필요한 실정
이다. 이는 장래 증가되는 화물수송량을 처리하기에는 시설 한계 및 용량제약에 관한 문제발생이 예상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시설의 개량이나 장비확충으로 인하여 용량 및 처리능력을 최적화하여 향상
시키고 수도권 유일의 화물시설인 의왕ICD의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 물류처리시설 신설
이 시급하다.
 또한, 2000년 7월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경의선 연결에 관한 합의 이후, 남북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평균 물동량은 12,715,329톤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모래, 자갈, 광산
물과 같은 살화물(Bulk Cargo)은 전체 반입 물량 중 약 98.8%인 12,436,104톤을 차지하고 있어 남북
교역에서 화물철도운송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화물운송에 대한 철도 분담률이 약 
92.8%를 차지함에 따라 향후 남북 간 화물운송은 도로와 선박에서 철도로 물량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들 살화물의 주요 수요지인 수도권에는 이 물동량을 처리 및 보관 할 수 있는 화물역과 물
류기지가 부재하여 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래 의왕ICD의 시설한계 및 용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수도권 장래 물몽

량 포화 및 원활한 남북 간 철도 화물운송을 위한 수도권 서북부의 물류시설 신설 대안을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신규 물류기지 확충 방안 수립

2.1 서해선 신규 물류기지 선정
2.1.1 서해선 신규 물류기지 선정 조건 

 화물기지는 철도역의 부대시설로써 일반적인 물류시설과 달리 화물기지 입지대상지에 철도노선이 존
재하거나 인입선을 건설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여건으로 입지선정에 제약조건이 따른다. 따라서 화물기
지의 입지여건 선정은 일반적인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지조건과 철도시설 입지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철도시설 입지조건은 아래와 같다.
 - 기존 철도시설의 활용도가 높거나 관련 철도계획과의 적합한 장소
 - 공단 및 산업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곳
 - 화물기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부지 및 공급가능성이 있는 토지 여건
 - 주요도로 접근성 및 화물기지 진출입이 양호한곳 
 - 유사시설 중복성이 없는 곳
 - 장래 시설 확장 가능성이 있는 곳

454



 2.1.2 서해선 신규 물류기지 선정 결과
서해선의 신규 물류 후보지 선정은 위의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철도정거장과 물류취급역 거점화를 고려

하여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물류기지 선정 결과

구 분 위 치 정거장 기본방향

101 

정거장
충남 당진군 합덕읍 합덕리 일원

 - 당진군의 각종 개발계획, 서해안 산업철도를 고려한 여객

 - 화물역

103 

정거장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일원

 - 포승~평택선, 당진-평택항 배후시설의 화물을 취급하는 여객

 - 화물역

106 

정거장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내 

 - 수도권 서남부의 물류취급, 원시~대곡선과 연계한 여객 

 - 화물역

그림 2. 선정된 물류기지 위치도

2.1.3 서해선 신규 물류기지 신설에 따른 예상 효과 분석
본 절에서는 의왕ICD의 경부선 선로용량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도권 서남부 물류를 처리할 수 있

는 송산역(106 정거장)과 안중역(103 정거장)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여 신규 물류기지 신설에 따른 
효과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송산역(106 정거장)과 안중역(103 정거장)에서 의왕ICD의 물동량 중 
21~26%정도 분담 처리함으로서 의왕ICD 장래 처리능력 초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별 효과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안 1
 - 송산(106)정거장과 안중(103)정거장의 2036년 의왕ICD 전이물동량은 각각 6,741톤/일, 6,038톤/일
 - 송산(106)정거장과 안중(103)정거장으로 전이되는 물동량은 의왕ICD 전체 물동량의 21%~26% 수준

구 분 송산(106)정거장 안중(103)정거장
2021년 5,288 3,365

2026년 5,814 4,503

2031년 6,526 5,674

2036년 6,741 6,038

<표 2> 서해선 화물기지별 장래 물동량 예측 결과(의왕ICD 전이량) (단위 : 톤/일) 

주 : 위 자료는 발도착량을 합하여 계산한 값

455



구 분
서해선 화물기지 

신설 전

서해선 화물기지 

신설 후
증감율 (%)

2021년 33,323 24,670 -25.96%

2026년 39,160 28,843 -26.34%

2031년 47,986 35,786 -25.42%

2036년 58,863 46,084 -21.70%

 <표 3> 서해선 화물기지 신설로 인한 장래 의왕ICD 처리 물동량 (단위 : 톤/일) 

주 : 위 자료는 발도착량을 합하여 계산한 값
 ○ 대안 2
  - 대안 2는 DST옵션을 추가하여 장래 의왕ICD에서 서해선 화물기지로 전이되는 물동량을 분석
  - 송산(106)정거장과 안중(103)정거장의 2036년 의왕ICD 전이물동량은 각각 7,988톤/일, 7,156톤/일
 - 송산과 안중으로 전이되는 물동량은 의왕ICD 전체 물동량의 21%~25% 수준

 <표 4> 서해선 화물기지별 장래 물동량 예측 결과(의왕ICD 전이량) (단위 : 톤/일)
구 분 송산(106)정거장 안중(103)정거장

2021년 6,266 3,988

2026년 6,889 5,336

2031년 7,734 6,723

2036년 7,988 7,156

주 : 위 자료는 발도착량을 합하여 계산한 값

구 분 서해선 화물기지 
신설 전

서해선 화물기지 
신설 후 증감율 (%)

2021년 42,158 31,904 -24.32%
2026년 49,117 36,892 -24.88%
2031년 58,910 44,453 -24.54%
2036년 70,187 55,044 -21.57%

 <표 5> 서해선 화물기지 신설로 인한 장래 의왕ICD 처리 물동량 (단위 : 톤/일)

주 : 위 자료는 발도착량을 합하여 계산한 값
2.2 서북부 물류기지 선정

 철도에 의한 수도권 북부의 물류처리는 용산, 성북, 수색, 오류동 등이며 이 중 용산은 용산역세권 개
발 사업으로 폐지될 전망이므로 가장 근접해 있는 경의선의 수색지역으로 물류처리 기능 이전이 필요하
다. 하지만 수색지역 또한 주변의 상암 DMC 개발계획 및 수색역세권 개발계획 등으로 물류기지 확장이 
어려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도권과 근접한 대체 물류기지의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남북간 철도는 경원선을 제외한 경의선과 동해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철도를 이용한 남북간 화물수송

은 수도권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물량수요가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경의선은 대곡역
에서 대곡~소사선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남북교역 물동량의 대부분을 수송하고 수색역과 인접하기 때문
에 신규 물류기지 부지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경의선의 경우, 파주지역에 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수도권 및 수도권 북부지역 물류단지인 김포물류단지, 부천물류단지, 고양농산물 종합
유통센터 등과 약 35km 이격되어 있고 남북방향 물류흐름에 역행함으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남북교역 물동량 처리가 용이하고 수도권 서북부 물류단지와 인접하여 대곡~소사선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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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축으로의 신규 물류수요 발생이 가능한 대곡역을 최적물류기지로 선정하고 이를 검토하였다. 수도
권 서북부 지역 물류기지는 다음의 입지요건을 고려하였다.
- 수도권 인근지역으로서 기존 철도노선 및 계획노선과 연결이 가능한 지역
- 항만, 철도, 도로의 효율적 연계 수송이 가능한 지역 
- 인근 지역의 산업 발전 추세에 따라 신규 철도물류 창출이 가능하되, 도시개발 계획의 역외 지역
- 북한에서 반입되는 살화물의 이동 및 취급이 용이한 지역
-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이 적은 지역
 대곡역은 현재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이 교차하고 있고 향후 대곡~소사선이 교차하는 역으로서 서울

에서의 거리가 약 8km로 매우 근접하며 인천항 및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와의 연계수송이 가능하고 경
의선, 일산IC 사이의 맹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수도권 서북부에 위치한 물류단지(김포물류단지, 부천물류단지, 고양농산물 종합유통센터)와 인접하여 
대곡~소사선을 이용한 서부축으로의 신규 물류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2.2.1 서북부 물류기지 선정을 위한 구축 전략
 향후 수도권 서북부의 물류기지 신설에 따른 물류흐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략을 

구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기존 서북부 물류의 일부만을 처리하는 수색역에서 장래 신설 물
류기지 대안지역으로 검토 중인 대곡역에 따른 화물의 전환 및 처리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2008년 현재와 2021년 장래로 구분한 향후 수도권 물류기지 구축전략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현재 현황

- 컨테이너는 전량 경부선, 장항선, 전라/호남선, 충북선을 통해 의왕ICD에서 처리
- 양회, 시멘트, 종이류, 석탄 등 벌크화물은 중앙선을 통해 수도권으로 반입 (현재 수색, 성북, 오류 

등지에서 처리)
- 현재 수색역은 컨테이너 물량은 취급하지 않으며 철도로 반입된 벌크양회, 포대양회는 도로를 통해 

수송되고 철도로 반입된 종이류는 도로를 통해 수도권 전역 및 파주출판단지 등지로 수송
- 남북교역 물동량은 대부분 광산물로서 약 90%가 경의선을 통해 수도권에서 소요되나, 이를 처리   

 할 수 있는 물류기지가 부족한 실정
○ 2021년 장래 전략 

 - 의왕ICD 물동량이 서남부 물류기지(송산, 안중)에서 약 20%, 서북부 물류기지(대곡)에서 약 10% 
분담 (포승-평택선을 통해 서해선~원시~소사~대곡으로 환승)

- 중앙선의 벌크화물 수송기능은 유지하며 수도권 서북부 물류기능을 수색역과 대곡역에서 분담
- 수색역은 사일로를 폐쇄하고 창고시설을 통한 물류센터 기능 위주로 운영하며 군수품 및 철도공사 

자체품목의 처리(반출)기능은 유지
- 대곡역은 반입된 벌크양회, 포대양회, 종이류 등과 같은 벌크화물을 주로 처리하며 경기북부 및 서

울북서부에서 발생되어 도로운송(또는 의왕ICD로 셔틀)되던 물동량의 약 20%가 철도로 전환되어 
반출 (컨테이너 형태로 처리)

- 남북교역 물동량은 전량 대곡역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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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서북부 물류기지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 분석 (서해선 신규 물류기지 구축 효과 포함)
 남북물동량 처리가 가능하고 수도권 서북부 물류단지와 인접하여 대곡~소사선을 이용한 서부축으로

의 신규 물류수요 발생이 가능한 대곡역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결과, 장기적 관점에서 수색지역 물류
시설의 대체 후보지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경기 북부지역의 김포시 및 고양시와 인접해 있어 이 지역의 
물동량 중 일부가 신규 철도물류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의선은 과거 남북교역이 활성화될 당시 전체 교역량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남북철도 

물류활성화를 고려한 대규모 물류시설 후보지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이다. 추후 서해선 신설에 따른 내륙
물류기지 구축으로 인하여 호남권에서 수도권의 물동량 경로가 서해선을 중심으로 변화를 하고 서북부
물류기지로의 수송을 위한 경로도 기존 경부선에서 천안에서 포승-평택선을 경유하여 서해선으로 이동
하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철도물류 흐름도                         장래 철도물류 흐름도
그림 3. 현재와 장래 철도물류 흐름도

2.2.3 대곡역 물동량 산정 및 분석결과 검증
  ① 노선별 물동량를 활용한 대곡역 물동량 산정
 본 절에서는 KTDB의 화물O/D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로와 철도의 수도권 서북부로 집중되는 물동량을 

산정하였다. 화물 O/D에서 도로화물은 33개 품목으로 분류가 되며 철도화물은 컨테이너 및 비컨테이너
로 구분 되어 있다. 이 중 도로화물의 컨테이너 비율은 기타품목에서 10.6%(KOTI 내부자료)로 적용하
였으며 각 선로별 수도권 서북부로 집중되는 물동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249개 존은 총 27개 선로별/지
역별로 집합화(Aggregation) 하였다. 또한 철도노선을 기준으로 인접한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노
선을 배정하였으며, 서울, 의왕, 대곡 등 특정지역은 존의 규모와 전이물동량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존을 지정하였다. 대곡역의 물동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포승-평택선 신설, 서해안선(송산정거장, 안중정
거장) 및 대곡역 신설에 따른 추가물동량 등을 포함하여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물동량 산정 결과, 포승-평택선과 서해안선 신설에 따른 장래 추가물동량은 약 5,800천톤/년으로 나

타났으며 대곡역의 2021년 예상 물동량은 13,517천톤/년(컨테이너와 비컨테이너 포함)으로 산정 되었
고 수단 분담비율은 공로 7.0%, 철송 93.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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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21년 대곡역 물동량 및 노선별 분담률 

   ② 의왕ICD 원단위를 활용한 대곡역 물동량 산정 결과 검증
  수도권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의왕ICD는 230,000m2 규모에 137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

는 용량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 서북부의 물동량을 처리할 대곡역이 신설될 경우, 의왕ICD와 협력하여 
수도권의 물동량을 분담하여 처리함으로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대곡역의 장래 물동량 
산정을 위하여 의왕ICD의 규모와 최대처리능력을 고려하여 대곡역 신설에 따른 물동량을 산정하여 과
대․과소추정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다.
의왕ICD의 최대처리능력 기준 부지면적당 처리가능 물동량 원단위는 64톤/m2이고 의왕ICD 도로‧철도 

화물의 2010년 실적자료를 활용할 시의 원단위는 82톤/m2로 나타났다. 추정한 원단위를 활용하여 대곡
역의 물동량을 산정한 결과, 16,239천톤/년으로 나타났다.
 노선별 물동량을 활용한 대곡역 물동량 산정 결과 추정 시 과대추정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의왕ICD의 최대처리능력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와 비교할 시 위 결과는 과대추정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수도권 서북부 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른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시 대곡역의 물동량
이 추정결과보다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포승~평택선, 서해안선 개통과 서해안선의 경부선 선로
용량 한계점을 보완하여 대곡역으로 물동량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신규 물류기지 확충으로 인한 기대효과

3.1 철도물류 효율화 기대
 철도물류 활성화 및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해선 물류시설을 확보하여 철도화물 수송분담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의선 물류시설을 확보하여 남북간 철도 물동량의 98~99%를 차지하
는 살화물의 철도화물로의 전환수요과 신규 물류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건설 예정인 서해선 활용으로 경부선의 철도수송 집중화 완화
 화물물동량이 경부선으로 집중되는 양상이 지속되면 현재의 경부선 선로용량으로는 증가하는 물동량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경부선의 확장
은 심화되어 있는 경부 축 물동량 집중화를 더욱 고착화 시킬 수 있으므로 분산화 방안모색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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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수도권 철도망과 기타 전국의 철도가 개량 중이거나 새로운 노선을 확충 중에 있으며 이 중 남
북축으로 서해안선이 계획 중에 있다. 이 노선들은 경부선, 장항선, 전라선 등과 연결되어 경부선을 우
회하여 수도권 이남으로 물동량을 수송하게 된다. 서해선을 활용한 서해안 지역에 화물기지를 신설함으
로써 경부선의 철도수송 집중화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3  수도권의 물류분산 및 신규수요 창출
 의왕ICD를 이용하는 화물의 도로운송 기종점은 주로 안산, 수원, 평택, 인천, 화성, 오산, 용인, 이천, 

아산, 부산, 김포, 시흥, 홍천 등으로 주로 수도권이며 이 중 수도권 서부인 안산, 인천, 김포, 시흥 등의 
물동량이 전체의 28%를 차지하는데 수도권 서부에 화물기지를 신설할 경우, 현재 및 장래 의왕ICD 물
동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화물의 일부를 철도로 운송할 수 있음으로 
신규 철도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3.4  철도네트워크 효율성 향상
 현재 철도의 특성상 경부축에 집중된 수요로 인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네트워크상의 노선들

이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직결운행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 신규 화물기지는 이러
한 철도계획노선들 중 서해안 축을 따라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운송함으로써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으로 철도네트워크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축 신규 물류기지와 서북부 물류기지 신설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 서해안 

축의 경우, 물류기지 선정 조건에 따라 송산역과 안중역을 최적 물류기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 서해선 및 수도권 상당 부분의 화물 수송을 담당했던 의왕ICD는 2021년에는 약 24∼25%, 2026
년에는 약 24∼26%, 2031년에는 약 24∼25%, 2036년에는 약 21% 정도의 전이 물동량이 발생할 것
으로 산정 되어 장래 서해선 및 의왕ICD 용량 초과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수색지역의 물류시설을 대체하고 수도권 철도 물류 수송 및 원활한 남북간 교역을 위해 선정
된 대곡역의 경우 신규 물류기지 신설로 인하여 수도권의 물동량 경로가 서해선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철도의 수송분담율이 높아져 철도화물의 분산효과 및 철도수송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이 기대되어 수도
권 화물 수송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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