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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이칸(青函)터널의 건설 배경에 관한 연구
- 홋카이도(北海道)의 지경학적 특성과 건설과정을 중심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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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로 알려지고 있는 일본의 세이칸터널이 착공되어 건설
되게 된 시대적 배경과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함으로서 일정한 학술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홋카이도의 지역적 특성과 함께 세이칸터널이 개통되게 된 이전 단계
의 철도연락선에 의한 해상수송 실태를 개관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세이칸연락선의 역할과
함께 한계를 지적함으로서 세이칸터널이 건설되게 된 시대적 당위성을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
라, 세이칸터널은 전전에 이미 구상되어 계획되었으나, 본격적인 조사는 패전 후에 실시되었음
을 지적하였다. 건설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54년에 발생한 대규모 해난사건이었다. 재
발 방지책으로 터널공사의 조기실현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어 1964년에 착공되었음을 강조하였
다. 이처럼, 본 연구는 세이칸터널이 개통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서,
그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오늘날의 홋카이도신칸센(北海
道新幹線)은 세이칸터널 건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주제어> 세이칸터널, 세이칸연락선, 홋카이도신칸센, 해저터널, 철도연락선

Ⅰ. 들어가기
1. 문제의식 및 연구과제
세이칸(青函)터널은 일본의 최북단인 홋카이도(北海道)와 본토인 혼슈(本州)를 사이에
둔 23km 거리의 쓰가루(津輕)해협을 해저로 연결하는 철도터널이다. 혼슈의 북단과
홋카이도의 남단을 잇는 이 터널은 1961년 3월에 착공하여 완공하기까지 약 4반세기
*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jcshin@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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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요되었다. 총 공사비는 약 6,900억 엔으로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가
있었다. 이 터널은 1988년 3월에 개통된 이후 두 지역간의 여객 및 물류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세이칸터널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터
널공사는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대규모 토목건설 프로젝트였다. 특히, 터널의 시공
과 굴착작업은 쓰가루해협의 거센 조류와 풍랑, 연약하고 복잡한 해저지질 구조, 고압
용출수와 당시의 기술적 한계 등 험난한 시공조건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본 연구는 근대이후 일본의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였던 세이칸터널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과 환경 하에서 추진되는지를 착공에서 개통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시계열적 관
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1954년 9월에 발생한 대형태풍과 연락
선인 토야마루(洞爺丸)사고가 세이칸터널을 건설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주
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세이칸터널이 착공되어 건설되게 된 일련의 과정들을 사적(史的) 접근을
시도하여 정책적인 시사점과 함께 일정한 학술적인 함의를 도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
다. 즉, 본 연구는 세이칸터널이 개통되게 된 이전 단계에 운영되었던 세이칸연락선(青
函連絡船)에 의한 해상수송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세이
칸터널이 개통되기까지의 경과를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서, 필자의 향후 연
구과제인 초고속열차인 이른바 ‘홋카이도신칸센(北海道新幹線)’이 2016년에 개통되게
된 시대적인 배경을 고찰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세이칸터널은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었던 홋카이도와 혼슈를 해저터
널로 연결시켰다는 단순한 의미를 초월하고 있다. 즉, 이 터널건설은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있었던 홋카이도 지역경제 및 산업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차원의 경제발
전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대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범위는 주로 세이칸터널이 건설되게 된 시대
적 배경을 우선 1) 홋카이도가 처해있었던 지경(地經)학적 위치와 함께 2) 세이칸연락
선의 운영을 통해 본토와의 연결을 도모하였던 정책적인 노력, 그리고 3) 세이칸터널을
건설해야만 했던 시대적 당위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섬나라 일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철도교
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흩어져 있던 섬들을 잇고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기 위
1) 大林組(1993), “この時代の工事ㆍ昭和58ー昭和61年ころ,” 大林組百年史」, 제4장의 내용 참조. 단,
세이칸터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기술상의 한계와 새로운 터널굴착 공법의 개발 등에 대
해서는 별도의 연구과제로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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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던 사실을 학술적 관점에서 분명히 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
구를 통해 현재 민간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일해저터널의 건설논의에 있어서 일정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전술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우선, 세이칸터널이 건설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세이칸연락선 운영의 부침(浮沈)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
구를 통하여 해당 터널공사가 초고속 열차인 홋카이도신칸센의 개통을 가져오게 한 시
대적인 배경과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로서, 세이칸터널건설이 가
진 일본 철도산업의 발전과정과 정책적 의의를 산업사적(産業史的) 관점에서 검토하고
자 한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세이칸터널에 대한 기존 국내연구의 대부분이 일부 토목 또는
철도 전문가의 현장견학을 통한 단순 소개 수준에 거치고 있는 등 학술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부족한 현실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김영근, 2002; 최경수, 2004; 이
복남, 2005; 기타 언론기사). 특히,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세이칸터널에 대한
국내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고, 일반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현실 등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세이칸터널이 착공되기 이전단계에서 세이칸연락선
이 쓰가루해협을 운항하게 되었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실태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통해 세이칸터널이 건설되게 된 시대상황과 일반적 특성을 유추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국내에 소개된 제한된 내용의 세이칸터널 관련 자료와 언론에서의 기
사를 참조로 하고 있으며, 본고의 후미에 참고문헌으로 제시한 일본의 각종 선행연구
자료들을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각 연도의 運輸白書 및 北海道旅客鐵道株式會社 홈페
이지 등).

Ⅱ. 세이칸(青函)터널의 주요 특징
우선 본 장에서는 세이칸터널의 어원과 함께 주요 건설사양을 살펴봄으로서, 그 위
상을 살펴보고, 일본의 토목건설 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를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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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이칸터널의 개요
1) 세이칸터널의 어원과 시대적 배경
우선 세이칸(青函)터널의 어원을 살펴보면, ‘세이칸’이라는 용어는 본토인 혼슈(本洲)
의 북쪽 끝에 위치한 아오모리(青森)의 첫 머리 글자인 ‘청(靑)’과 홋카이도의 하코다테
(函館)의 첫 머리 글자인 ‘함(函)’을 조합해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음독인 ‘세이칸(青
函)’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처럼, 세이칸터널의 명칭은 혼슈 최북단의 아오모리와 홋카
이도 남단의 하코다테의 지명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용어자체에 큰 의미는 없다.
사실, 홋카이도와 본토를 해저터널로 잇는 구상은 전전인 1920년대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구상은 지방 주민의 민원차원에 불과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보다 체계적인 논의는 1931년 9월 18일의 만주사변과 만주지배, 그리고 1937년 7월
에 중일전쟁이 발발한 시점에 일본제국주의의 대동아공영권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즉, 1939년경에 대륙침략을 위해 일본전국을 종관(縱貫)하는 탄환열차 계획안2)이
당시 철도성(鐵道省)내의 간선조사실(幹線調査室)에서 검토되었다. 즉, 당시의 탄환열차
안에는 쓰가루해협에 대한 해저터널 건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구상은 해저
지형에 대한 사전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은 토호
쿠(東北)지방의 북동쪽에 위치한 시모키다(下北)방도에서 홋카이도 남서쪽의 시오쿠비
곶(汐首沖) 사이를 해저터널로 연결하고자 의도하였다.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또한 태
평양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탄환열차계획은 빛을 보지 못하였으나, 1942년에 큐슈와
본토를 잇는 해저터널인 칸몬(関門)터널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었다. 이에 자신을 얻은
일본 정부는 패전 직후인 1946년에 쓰가루해협을 잇는 사전 조사작업에 착수한 결과
현재의 노선안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조사사업도 전후의 사회적 혼란과 전
후 복구과정에서 실종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세이칸터널 건설이 실현되게 된 것은 1954년 9월에 발생
한 제15호 태풍에 의해 1167명의 승객을 태운 토야마루(洞爺丸)가 침몰하여 1,051명
이 사망하고, 5척의 화물선이 침몰하여 승무원 379명이 사망하는 등 총 1,430명이 조
난하여 희생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타이타닉호(1912년 4월 14일 발생,
1,505명 사망)에 이어 세계사에서 두 번째로 큰 해난사고로 기록된 대형 인명피해에
즈음하여 일본 사회는 선박운송을 대체하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육상 교통수단의 필
요하다는 여론이 분출하였다.
이에 그 이듬해인 1955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저터널을 건설하기 위한 조사 검토작업
2) 대동아공영권과 탄환열차계획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제3장 2절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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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착수되어, 쓰가루해협의 거친 날씨와 자연조건에 큰 영향 받지 않는 보다 안전한 수
송수단으로 해저터널 건설이 모색되었던 것이다.3)

2) 세이칸 터널의 위치 및 통과지역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탄생된 세이칸터널은 본토와 홋카이도를 잇는 해저터널을
말하며, 혼슈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카이쿄선(海峽線) 및 홋카이도신칸센(北海道新幹線)
가 통과하는 해저터널을 일컫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쓰가루
해협을 해저로 관통하여 두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전용터널로, 시점은 아오모리현(靑森
縣) 히가시츠가루군(東津津輕郡) 이마베쓰죠(今別町) 하마나(浜名)이고, 종점은 홋카이도
(北海道) 카미이소군(上磯郡) 시리우치죠(知內町) 유노사토(湯の里)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쓰가루해협과 세이칸터널의 위치

출처：1) http://www.donga.com/docs/news/img/200403/200403100245_2.jpg.
2) https://ko.wikipedia.org/wiki/세이칸터널

세이칸터널이 관통하고 있는 쓰가루해협의 직선거리는 23km에 불과하지만, 그 아
래를 관통하는 해저터널의 길이는 무려 53.85km에 이른다. 그 주된 이유는 홋카이도
3) 상기 내용은 持田豊(1994), 「青函トンネルから英仏海峡トンネルへ」, 中公新書, pp.16-20의 내용
이 주로 참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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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혼슈사이의 쓰가루해협의 해저지형이 복잡하여 바다 수심 240m(해면하의 최대 수
심 140m + 해저 100m 지하) 아래에 건설되고 또한 열차가 운행 가능한 경사를 고려
하다 보니 직선거리의 두 배 이상으로 공사거리가 길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세계 해저터널에서의 위치
세이칸터널은 현존하는 세계 해저터널 중에서 가장 긴 53.85km에 달하며, 해저를
통과하는 구간은 23.3km에 이른다.4) 또한 세이칸터널은 해저면으로부터 평균 100m
전후의 깊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 50m 아래에 있는 유로터널에 비해 거의
두 배 이상의 깊이에 해당하며,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터널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상기와 같이 세이칸터널은 해저터널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깊고 긴 터널로서 공사기
간은 유로터널의 7년보다 무려 17년이 더 소요되었다(<표 1> 참조).
사실상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해저터널인 유로터널의 굴착공사 기간은 약 30개월
에 불과하였으나, 세이칸터널의 굴착공사 기간은 무려 21년에 달했던 것을 통해 난공
사 구간에서 어려운 굴착작업이 진행되었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5)
<표 1> 세이칸터널과 유로터널의 비교
구 분

세이칸터널

유로터널

터널구간

일본 혼슈-홋카이도

영국 포크스톤-프랑스 칼레

착공시기

1964

1986

개통일(공사기간)

1988년 3월(24년)

1994년 5월(7년)

총 연장

53.85km

51km

해저구간

23km

38km

터널 깊이

100m(평균)

45m(평균)

출처：졸고(2005), p.119 참조.

세이칸터널 건설에 있어서 당초에 8년 공사기간에 총 공사비 2,014억엔을 계획하였
으나, 실제로 투입된 예산은 1988년의 준공년도를 기준으로 약 6,900억엔으로 당초
4) 참조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터널은 스위스와 이탈리아 북부의 알프스산맥을 관통하는
57.09km의 고트하르트 베이스(Gotthare Base)터널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5) 이복남(2005), “유로터널-상상을 현실화시킨 기술도전의 백미,” 건설저널(The Construction Business
Journal), 1월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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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크게 초과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세이칸터
널의 경우에는 해저면의 지질상태가 복잡하여 예상치 못한 난공사에 직면하여 공기(工
期)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었다.7)
예를 들어, 유로터널의 경우에는 월평균 굴진속도가 1,667m에 이르렀으나, 세이칸
터널은 연평균 굴진속도가 2,560m에 불과하여 공사기간은 물론, 공법과 총 공사비용
등에 있어서 양자 간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세이칸터널의 굴진속도가 상대
적으로 뒤쳐졌던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즉, 유로터널의 경우는 백악
기의 안정된 지층에 의해 작업효율이 높은 TBM(Tunnel Boring Machine)8)이라는
선진 굴착장비의 투입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세이칸터널의 경우에는 공사구간의 지질
과 지층이 불안정하고 연약하여 제한된 구간에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9)공법이 투입되긴 하였으나, 상당부분은 주로 화약발파에 의존하는 재래식
굴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하는 등 건설 환경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다고 할 수 있다.10)

Ⅲ. 홋카이도(北海道)의 지역적 특성과 자연환경
주지한 내용과 같이 세이칸터널은 혼슈의 아오모리와 홋카이도의 하코다테를 연결하
는 해저터널이다. 이 터널이 개통되기 전에는 홋카이도와 혼슈사이의 쓰가루해협에 의
6) 東洋經濟新報社(2018.3.19.일자), “青函トンネル30年、 新幹線が直面する大矛盾,” 관련기사(https:
//toyokeizai.net/articles/print/212935, 검색일：2018.4.5.).
7) 참조로, 세이칸터널의 해저지질은 대체로 화산암에 의해 연약한 지반과 복잡한 지질구조로 형성
되어 있어, 굴착과정에서 고수압에 의한 이상출수(異常出水)로 인해 터널이 침수되고 붕괴되는
등의 예기치 않았던 돌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에 인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새로
운 시공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공사기간이 대폭 연장되기도 하였음.
8) TBM(Tunnel Boring Machine)은 실드공법(shield method)이라고도 하는데, 원통형 터널 굴
착기인 실드를 터널 구조물 안에 투입시켜 커터헤드(cutter head)를 회전시켜 암반을 압쇄하거
나 절삭하면서 굴착해 나가며, 실드 뒤쪽의 터널외벽에 세그먼트(segment)를 설치하고 쇄설물
을 외부에 배출시키면서 굴착해 가는 굴착공법임. 이 공법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안정된 터널구조에 의해 낙반사고가 적은 등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공법으로 알
려져 있으나, 굴착조건이 비교적 복잡한 단점이 있음.
9)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은 오스트리아에서 개발된 터널 굴착공법으로, 주
로 산악(山岳)이나 구릉(丘陵) 등의 터널건설에 채용되며, 지반의 본래 강도를 유지시켜 지반 자
체를 주지보재(主支保材)로 삼고 굴착하는 시공방법임. 굴진속도가 재래식보다 빠르고 토질과 지
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공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특수장비를 투입할 경우에 있
어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공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10) 세이칸터널 건설의 불리한 자연여건, 난공사에 따른 기술적 한계, 특수 공법의 개발, 재래식 굴
착공법의 개량과 선도갱도의 설치, 새로운 시공방법의 개발 등에 대해서는 필자의 별도의 연구
과제로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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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육상교통은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 이 장에서는 세이칸터널이 탄생되게 된 시대적
배경을 홋카이도가 가진 역사성과 자연환경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지역 및 지리적 특성
을 고찰한다.

1. 홋카이도의 역사와 개척의 역사(개요)
홋카이도는 선주민인 아이누족이 수렵과 어로, 채집 등을 생업으로 하면서 독특한
문화와 풍습을 지니고 살고 있었다. 메이지 신정부가 영토 확장에 나서기 전까지는 에
조치(蝦夷地, エゾチ, exochi)로 불리는 일개 변방에 불과하였다. 14세기 이후부터는
본토의 일본인(和人)들이 홋카이도와 본토인 혼슈(本州)의 동북 지방에 정주해 살고 있
던 아이누족을 정복하고 홋카이도 남부까지 진출하기 시작하였다.11)
16세기 말부터는 마츠마에(松前)씨족이 홋카이도 지역의 실질적 지배자로 등장하여,
1604년 막부(幕府)로부터 아이누와의 독점적 교역권을 인정받았다. 이 후 마츠마에번
(藩)은 본토 상인들과 결탁하여 아이누족을 수탈한 결과, 1457년의 코샤마인(コシャマ
イン)봉기와 1669년의 샤쿠샤인(シャクシャイン)반란 등 아이누족에 의해 대규모 군사
봉기와 저항운동이 전개되었으나 결국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12)
그리고 에도바쿠후(江戶幕府)막부시대에는 아이누족이 러시아에게 회유당할 우려에
서 개속(改俗)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어의 사용을 강제하고 본토 풍속을 강요하는 등 동
화정책이 실시되게 되었다. 1868년에 메이지유신(明治維新)에 의해 신정부가 수립되자
홋카이도 개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869년에는 홋카이도 개발을 위해 홋카이도
개척사(北海道開拓使)가 설립되고, 홋카이도 경영을 담당하는 일종의 지방장관인 개척
사(開拓使)가 파견되었다. 1870년에는 구로다 기요다카(黑田淸隆)가 홋카이도 개척차관
으로 부임하여, 1874년 개척장관이 되었다. 이 시기에 비로소 에조치의 명칭이 홋카이
도(北海道)로 개칭되고, 본토의 영세 농어민을 홋카이도로 집단 이주시키고 도로와 교
량, 철도 등도 정비되기 시작하였다.13)
11) 에조치와 홋카이도 개척정책의 변천에 대해서는 榎本洋介(2009), 「開拓使と北海道」, 海道出版企
画センタ-(http://heartland.geocities.jp/sekakumo/ronbun200702_02., 검색일：2018. 9.
20) 및 函館市史디지털판, 통설편(通説編) 제2권 4편, “箱館から近代都市函館へ(http://archives.
c.fun.ac.jp/hakodateshishi/tsuusetsu_02/shishi_04-02/shishi_04-02-01-01-01.htm,
검색일：2018.11.1.)” 등의 관련자료 참조.
12) 상기 榎本洋介(2009), 전게서 및 두산백과, “일본의 홋카이도 진출과 아이누,” 관련자료(https:
//terms.naver.com/print.nhn?docId=1262091&cid=40942&categoryId=31641, 검색일：
2018.9.20) 참조.
13) 홋카이도개척사의 설치, 개척사의 행정조직, 홋카이도 개척정책의 변천 등과 관련된 내용은
http://sapporo-jouhoukan.jp/sapporo-siryoukan/lekishibunko/sapporo_histry/meiji/
meiji2.html(검색일：2018.9.1) 및 http://heartland.geocities.jp/sekakumo/ronbun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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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홋카이도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게 된 배경에는 1876년에 일본정부로부터 초청
을 받아 홋카이도 농업학교(현, 홋카이도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며 선진농업기술을 전
수한 미국인 윌리엄 클라크(William Smith Clark, 1826~1886)의 업적이 지대하였
다. 그의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Boys, Be ambitious!)’라는 구호는 홋카이도 개발
을 위한 슬로건이 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1882년에는 개척사가 폐지되고, 1886년에는 정부기관으로
홋카이도청이 설치되었다. 이를 계기로 홋카이도의 사회자본이 본격적으로 정비되어,
이 시기에 도로 정비와 건설과 함께, 항만의 개량과 건설, 철도부설 등에 큰 진전을 보
게 되었다.14)
상기와 같이, 개발이전의 홋카이도는 원시림의 섬에 불과할 정도로 척박한 땅이었으
나, 석탄, 목재, 농산물 등의 자원이 풍부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야만인으로 치
부되었던 아이누족에 의해 지배되었던 땅이었으나, 중앙정부가 변방으로 취급하여 발
달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었다. 그 결과, 에도시대부터 혼슈는 수도인 도쿄를 중심으
로 대도시가 성장하여 급속한 발전과 함께 교통 인프라가 대폭적으로 정비되었다. 그
러나 홋카이도는 쓰가루해협에 가로막혀 혼슈와의 교류에 한계가 있었으며 경제수준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다.

2. 쓰가루(津輕)해협의 위협과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구축
쓰가루해협은 홋카이도와 본토를 사이에 두고 동해와 태평양이 통하는 해협이다. 혼
슈의 시모키타(下北)반도와 쓰가루(津輕)반도의 두 반도와 홋카이도의 오시마(渡島)반도
가 이 해협을 끼고 있으며, 동서간의 길이는 약 130km이며, 남북간의 길이는 20km에
달한다. 해협의 동쪽지역은 서쪽지역 보다 폭이 상대적으로 좁다. 이 해협의 수심이 가
장 깊은 곳 약 450m이며, 서쪽해협은 수심은 동쪽지역보다 비교적 얕아 약 140m에
불과한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쓰가류해협을 흐르는 해류의 흐름은 매우 빨라 위협적이었다. 이처럼 빠른 해류와
강풍, 그리고 겨울의 혹한 등 척박한 기후조건과 자연환경은 선박의 운항이 용이하지
않아 예로부터 어민들에게 있어서는 경외(敬畏)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자
연 및 지리적 특성으로부터 일본인들은 한반도의 동해에서 태평양으로 흐르는 이 해협
의 해류와 태풍의 영향을 피해 홋카이도와 혼슈를 보다 안전하게 연결하는 수송수단이
02_02(검색일：2018.9.20) 등의 인터넷 자료 참조.
14)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은 國土交通省 北海道開發局 홈페이지, “홋카이도 개발의 역사,” 관련내용
(https://www.hkd.mlit.go.jp/ky/index.html, 검색일자：2018.8.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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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를 염원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의 세이칸터널은 쓰가루해협의
척박한 자연조건을 극복하는 교통수단으로 검토되어 건설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이칸터널의 건설 논의에 있어서는 홋카이도가 가진 지정학적인 가치도 중
요하였다. 쓰가루해협을 관통하는 해저터널의 건설을 위한 구상은 전술한 내용과 같이
태평양 전쟁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찍이 일본 제국주의는 1939년경에 혼슈와
홋카이도를 해저터널로 연결하고,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사할린을 연결하여 유라시아대
륙을 거쳐 열차로 영국과 프랑스 등의 유럽으로 가는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세이
칸터널이 구상되게 된 배경은 20세기 초의 일본 제국주의와 관련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제는 중일전쟁이 치열하게 전개 중인 1939년경에 본토와 홋카
이도를 해저로 연결하고, 다시 홋카이도에서 해저터널을 통해 러시아 사할린을 연결한
후 유럽을 거쳐 영국까지 열차로 간다는 원대한 꿈을 계획하였던 것이다. 그와 같은 건
설계획의 배경에는 일본열도를 장대교량 및 해저터널로 연결하여 국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특히, 당시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일본국내는
물론 아시아 전역을 해저터널로 연결하여 일본이 중심이 된 공영권(共榮圈)구축을 위한
군부의 야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이 오래전에 이른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구축의 일환으로 도쿄
발 런던행 탄환열차 철도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혼슈와 홋카이도를 잇는 세이
칸터널이 단순히 흩어져 있는 일본 국내의 섬들을 연결한다는 이상의 야망에서 비롯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대동아 종관(縱貫) 철도계획’에 의해 식민통치하에 있던 한
반도의 부산을 거쳐 중국의 베이징-계림(桂林), 베트남의 하노이-호치민, 태국의 방콕
과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의 1만 킬로미터를 철도로 연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
나 이 야심 찬 계획은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자 물거품이 되었다.
패전 직후인 1946년에 세이칸터널 건설을 위한 지질조사와 노선에 대한 검토가 있
었지만, 경제 및 정치적 혼란이유 등이 겹쳐 실제로 건설을 위한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
태에 머물렀다. 패전상황에서 일본사회가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에 처해지
게 되자 건설계획은 오리무중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상기와 같이, 세이칸터널을 건설하기 위한 구상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1946년에 4개 섬으로 흩어져 있는 일본열도를 하나
로 묶고자 하는 국가차원의 프로젝트가 수립되어 기본적인 지질조사가 시작되었던 것
이다. 그리고 1953년에는 철도건설법이 제정되어 비로소 법적 추진절차와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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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철도연락선의 도입과 흥망성쇠(興亡盛衰)
1988년 3월에 세이칸터널이 정식 개통되기 전까지 본토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주
된 교통수단은 세이칸철도연락선(青函鐵道連絡船)이었다. 쓰가루해협의 철도운송을 대
신해서 세이칸연락선이 오랜 기간에 걸쳐 승객과 물자의 수송과 운송 수요를 담당하였
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당시 세이칸연락선의 수송 임무와 경제적 역할을 살펴봄과 동
시에, 세이칸연락선이 탄생되게 된 지경학적 배경과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부침(浮沈)과
정을 검토한다.

1. 철도연락선과 주요 특징
우선, 여기서의 철도연락항로는 문자 그대로 철도와 연락하는 항로로서, 철도루터로
개설된 선박항로라고 할 수 있다. 즉, 철도연락항로는 그 구간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가
부설되면 사실상 역할을 다하게 되는 철도운송의 임시 연결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철도연락선은 원래 해협과 강, 호수 등에 의해 철로가 단절된 장소를 항로로
중개하는 잠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나, 철도가 기간교통으로 발달된 일본에서
는 철도운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연히 1988년 3월에 세이칸터널이 개
통됨으로서, 기존 본토의 아오모리(靑森)와 홋카이도의 우다카(宇高)를 연결하는 철도연
락항로는 폐지되게 되었다.
여기서, 참조로 일본 최초의 철도연락항로는 메이지기의 1882년에 개설된 비와호
(琵琶湖)항로로서 오쓰(大津)와 나가하마(長浜)간을 잇는 56.4km 거리의 항로였던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이 항로는 당시 이미 개통되었던 교토(京都)와 오쓰간의 철도와, 같
은 해에 착공한 나가하마와 쓰루가(敦賀) 간의 철도건설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운항되었
던 연락선이었다.
한편, 철도연락선은 크게 열차항송(航送)방식과 화차항송방식으로 대표되는 차량항
송방식과 객차항송방식, 그리고 혼합수송방식 등으로 대별된다. 일본의 경우, 넓은 갑
판에 철도레일을 설치하여 철도차량을 육상에 설치된 잔교(棧橋)를 통과하여 그대로 선
내로 싣는 방식인 객차항송방식은 매우 제한적으로 채택되었다.
참조로, 초기 철도연락선은 차량항송방식을 취하지 않았으나, 차량을 직접 탑재하는
차량항송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메이지기인 1911년에 칸몬(関門)터널 굴착을 위해 혼
슈의 야마구치현(山口県) 시모노세키시(下関市)의 시모노세키역과 북큐슈의 후쿠오카현
(福岡県) 모지시(門司市)의 고모리에(小森江) 간에 개설된 세키모리(關森 또는 関門)항로
였다. 그 후 다이쇼기인 1921년에는 혼슈의 오카야아현(岡山県)의 타마노시(玉野市)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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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노(宇野)와 시코쿠의 카가와현(香川県) 다카마츠시(高松市)를 연결하는 우다카(宇高)
항로,15) 그리고 1925년에는 혼슈의 아오모리와 홋카이도의 하코다테를 잇는 세이칸
(靑函)항로에서도 도입되었다.
또한 객차항송방식은 유럽의 철도연락항로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여객
열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승객을 태운채로 연락선의 차량갑판에 실어 바다를 건너는
방식이었으나 일본 국내에서는 거의 채택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주로 화차와 여객을
함께 운반하는 혼합형(混合型) 수송이 주를 이루었다. 전술한 1925년에 화차운송이 본
격적으로 개시된 세이칸항로는 혼합수송에 해당하였다. 그 시기에 운항되었던 철도연
락선은 이른바 ‘객재화차도선(客載貨車渡船)’이었으며, 그 상당수는 화차수송을 위한 순
수 화차도선이었다.16)
상기와 같이, 철도연락선의 도입 초기에는 여객수송 전용의 연락선이 전무했던 사
실을 통해, 당시 국철(國鐵) 당국의 최대 관심사는 여객수송이 아니라 화차수송에 주
안점을 두었던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여객운송을 위해서는 운항속도를 높여 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고가의 선박을 필요로 하였다.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
해 국철은 여객수송보다는 보다 많은 화차를 수용하여 수송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여객수송의 증가에 즈음하여, 국철은 1960년대 후반부터는 새로운 연락선을 도입하
여 화차수용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선객의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고수하였다. 즉, 이른
바 ‘혼합수송방식’을 답습하여 항만시설과 연락선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여객선으로서의 고속성과 함께 화차 수용량의 증대를 위해,
연락선으로서의 능력이 강화됨으로서 선박의 대형화와 고성능화에 있어서 큰 진척이
있었다.

2. 세이칸연락항로의 탄생
세이칸항로는 국철항로로 신설된 제1호 항로로서, 그 구상은 국유철도17)의 설립을
15) 우다카항로는 우노(宇野)와 다카마츠(高松)를 잇는 철도연락선이 운항하였으나, 세도(瀬戸)대교
의 개통에 맞춰 1988년 4월에 항로가 폐쇄되었음.
16) 상기 내용은 “第二章ㆍ靑函連絡船就航-比羅夫丸ㆍ田村丸の時代(http://haijima-yuki.com/seikan/
rekishi_2.htm, 검색일：2018.9.10.)” 및 기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17) 일반적으로 일본철도는 일본 최초의 민간철도회사인 일본철도회사를 지칭함. 1881년에 창설되
어 주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철도사업을 했으며, 1906년에 철도국유법에 의해 국유화되었음.
참조로, 일본국유철도(Japanese National Railways, JNR)는 일본국유철도법에 근거한 일본의
국유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를 지칭함. 기존의 국영철도산업을 이어받아 1949년6월 정부가
100% 출자하는 공기업(특수법인)로 출발하였으나, 국철의 분할민영화에 의해 1987년4월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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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도쿄의 우에노(上野)와 아오모리간의 철도와 1904년에 전면 개통된 홋카이도철도
의 하코다테와 오타루(小樽)간을 연결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그 이듬해인 1905년에 일
본철도가 직접 운영하였던 세이칸 항로용의 증기선 2척이 영국에 발주되기도 하였으
나, 1906년에 철도국유법에 의해 기존의 일본철도가 정부에 매수되어 국유화됨으로서,
세이칸항로 구상은 국철에 인계되게 되었다.
1907년에 세이칸항로가 기존의 일본유선(日本郵船)이 국철에 매수되자, 그 이듬해인
1908년 3월 7일부로 운항이 개시되었다. 영업개시 초기에는 2개 연락선이 각각 1일 1
왕복의 2왕복으로 운항되었으며, 소요시간은 4시간 15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907년 7월 영국의 조선소에서 진수되었던 1,480톤급의 히라후마
루(比羅夫丸)와 다무라마루(田村丸)에 의해 국철이 직영하는 객화선(客貨船)이 개설되게
되었다.18)
세이칸항로는 개설이후부터 일본의 대표적인 철도연락선으로 기능하게 되었으며, 그
후 수많은 선박들이 취항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1908년부터 세이칸철도연락선이 정
식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래, 1988년에 세이칸터널이 완공될 때까지 무려 80여년 간에
걸쳐 아오모리역과 하코다테역 사이의 쓰가루해협을 운행하는 기간(基幹) 철도연락선
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1925년부터 세이칸항로에는 갑판에 레일을 설치하여 차량을 직접태운 화차항
송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화차도선(貨車渡船)의 시대에 돌입하였다. 참조로 이 시기에는
여객과 화차를 동시에 운반하는 설비를 갖춘 객재화차도선(客載貨車渡船 또는 客貨船)
과 화차만을 운반하는 순수 화차도선(화물선)의 두 종류의 선박이 운항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전시 및 패전 후의 세이칸연락항로의 성쇠(盛衰)
전술한 내용과 같이 1925년에 화차항송이 개시된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기
까지 객화선 4척과 화물선 10척이 취항하였다. 그러나 이들 철도연락선은 전쟁을 수행
하는 과정에 침몰 또는 손상을 입어 전시기에는 세이칸연락선은 거의 파멸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1945년 7월 14일에는 홋카이도와 쓰가루해협에 3,000기 이상
의 미국기가 출몰하여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다. 그 결과 전체 12척의 세이칸연락선 중

로 해체되어 JR그룹(주식회사)으로 사업이 계승됨.
18) 세이칸항로의 개설과 철도연락선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第二章ㆍ青函連絡船就航-比羅夫丸ㆍ田
村丸の時代(http://haijima-yuki.com/seikan/rekishi_2.htm, 검색일：2018.9.10.)” 외 각종
문헌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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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0척이 침몰하고 440명의 선원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2척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9)
1945년에 일본이 마침내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하게 되었으나, 경제 대동맥 역할을
해 왔던 세이칸연락선이 빠른 속도로 복구되었다. 즉, 1947~1948년에는 도야마루와
객화선 4척이 건조되었으며, 오시마마루(渡島丸) 등의 화물선 4척이 건조되었다. 이로
서 전시 중에 건조 과정에 있었던 선박과 공습으로 손상을 입어 수리된 선박 등을 합쳐
1948년에는 14척이 취항하기도 하였다.
1950년대 중반이후 일본이 고도 경제성장기가 도래함으로서 여객 및 화물 운송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 세이칸연락선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즉, 1964년에서 1966
년에 걸쳐서 항해속도가 향상되고 화차탑재량이 증가됨은 물론, 선내 공간의 재배치와
여객 서비스의 합리화 등의 추세를 반연한 츠가루마루형(津輕丸型, 총 5,319톤, 여객정
원 1,286명, 화차 48량, 승용차 12대)의 신형 객화선 7척이 건조되었다.
또한 1967년부터는 승용차의 항송이 개시되는 등 수송능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특
히, 1969년에서 1977년에 걸쳐서는 오시마마루형(渡島丸型, 총 4,075톤, 화차 55량)
의 화물선 6척이 건조되는 등 철도연락선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20)
특히, 1987년에 국철의 분할과 민영화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홋카이도여객철도(JR
홋카이도)가 발족하였다. 그 때에는 여객선 7척과 화물선 8척이 취항하기도 하였다. 그
러나 그 이후 항공기의 보급이 크게 증대되어 연락선의 여객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처럼 교통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되게 된 JR홋카이도의 세이
칸철도연락선은 1988년 3월에 세이칸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마침내 노선이 폐지되게
되었다.21)

Ⅴ. 대형자연재해의 발생과 세이칸터널 건설의 착공
세이칸터널은 전전에 이미 구상되어 계획되었으며, 본격적인 조사는 패전 후에 실시
되었다. 건설추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54년에 쓰가루해협에서 발생한 이른
19) 函館市青函連絡船記念館摩周丸, “青函連絡船の歴史(http://www.mashumaru.com, 검색일：2018.
11.2)” 및 픽시브(PISIV) 백과사전, “세이칸터널” 관련내용(https://dic.pixiv.net/a/%E9%9D%
92%E5%87%BD%E9%80%A3%E7%B5%A1%E8%88%B9, 검색일：2018.11.2) 등의 자료 참조.
20) 日本大百科全書(https://kotobank. jp, 검색일자：2018.4.1), “세이칸연락선” 관련내용 참조.
21) 세이칸연락선은 1908년에 철도연락선으로 취항한 이후, 1988년에 세이칸터널이 개통되어 기존
항로가 사실상 폐지되기까지의 80년간에 걸쳐 무려 1억 6천만명의 승객과 2억 5천만톤의 화물
을 운송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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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토야마루(洞爺丸)사건으로, 대규모 해난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구상의 조기실현이
요구받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세이칸터널이 건설되게 된 사회적 배경과 대형 해난사
고의 발생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시대적 당위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1. 토야마루(洞爺丸) 해난사고와 대형 인명피해
전술한 내용과 같이 패전 직후 한동안에 걸친 전후 복구와 함께 철도연락선에 의한
수송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1954년 9월에 발생하였던 태풍 15 ‘마리’에
의해 5척의 화물선과 1척의 대형 연락선이 침몰되는 대형 해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승객 1,051명과 직원 379명 등 모두 1,430명의 수장되는 등 큰 인명피해가 있
었다. 특히, 같은 달 26일 하코다테만 부근에서 발생한 토야마루(洞爺丸) 페리호의 침
몰사고로 1,172명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되는 대형 참사에 즈음하게 되었다.
이에 기존의 선박수송을 대체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해저터널이 건설될 필요가 있
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처럼, 토야마루사고는 세이칸터널 건설의 논의
를 앞당기고 조기에 착공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22)

2. 세이칸터널 공사의 착수
1955년경부터 터널공사를 위한 본격적인 조사검토에 들어갔으나, 1950년대 중반이
후에도 좀처럼 착공되지 못하였다. 쓰가루해협의 거센 조류와 가혹한 기후변화, 불규칙
하고 복잡한 해저지형과 함께 수심도 140m에 달하는 등 난공사가 예상되어 보다 면밀
한 사전조사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당초, 세이칸터널 건설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동
쪽과 서쪽의 2개의 루터가 검토되었다. 이른바 ‘동쪽 루터’는 시모키다(下北)반도의 오
마쵸(大間町)와 하코다테를 연결하는 약 20km 구간이며, ‘서쪽 루터’는 본토인 혼슈의
소토가하마죠(外ヶ浜町)와 홋카이도의 후쿠시마죠(福島町)을 잇는 22km 구간이 유력한
예상 공사구역으로 검토대상이 되었다.
무려 10년간에 걸친 지질조사의 결과, 동쪽 루터는 깊이 260~300m의 좁고 긴 해
곡(海谷)이 분포하고 있어 터널을 굴착하는데 200m 이상의 해저 깊이가 필요하며, 해
저에는 화산성의 산이 분포하고 있어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에 대해 서쪽 루터는 수심 140m로 비교적 얕고, 암석채취가 용이한 지질인 것
으로 판명되어, 세이칸터널이 통과하는 구간으로 채택되었다.
22) 상기 내용은 持田豊(1994), 전게서, pp.16-20., 日本大百科全書(https://kotobank. jp, 검색일：
2018.4.1), “세이칸연락선” 관련내용의 참조 및 일부 인용.

- 19 -

｢경영사연구｣ 제34집 제1호(통권 89호)

2019. 2. 28, pp. 5~25.

<표 2> 세이칸터널의 주요 건설과정
연도

주요내용

1939

세이칸터널 건설계획의 수립

1946

쓰가루해협 조사위원회 설치

1953

철도건설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예상 노선에 지질조사(어선 동원) 시작

1954

제5호 태풍과 토야마루 및 5척의 선박 침몰사건이 발생

1964

요시오카(吉岡) 조사갱도가 착공되어 터널건설이 시작됨

1987

터널 완공과 시운전 개시

1988

공식 개통

그와 같은 검토 결과, 마침내 1964년에 홋카이도의 요시오카(吉岡)에서 조사사갱 굴
착이 착공되었고, 1966년 3월에는 본토 북쪽 끝의 닷피갱(竜飛坑) 굴착이 개시되었다.
그 후 거의 23년간에 걸친 난공사 끝에 1987년에 마침내 세이칸터널이 완공되었으며,
1988년 3월에 정식으로 개통되어 철도운행이 개시되었다(<표 2> 참조).
이처럼, 세이칸터널건설이 추진되게 된 것은 1954년 가을에 쓰가루해협에서 발생한
대형 해난사고가 결정적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규모
해난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안정적이고 쾌적한 육상교통수단의 조기실현이 사회적으
로 요구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0년 후인 1964년에 홋카이도 측에 위치한 요시오
카(吉岡)조사사갱이 착공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난공사 끝에 무려 24년 만에 개통을 보
게 되었다.23)

Ⅵ. 나오기-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이번 연구를 통하여 일본의 철도연락항로가 개설되게 된 배경과 특징 등에 대해 살
펴봄으로서, 세이칸터널이 개통되기 이전단계에 있어서 세이칸연락선에 의한 본토와
홋카이도간의 해상수송의 역사와 사회적 환경을 고찰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시
기 이전의 상황과 전중, 전후 걸쳐 세이칸연락선이 직면하게 된 성쇠과정을 통해, 세이
칸터널이 건설되게 된 시대 상황과 배경을 정리하였다.
23) 무려 24년간에 걸친 세이칸터널 건설기간 동안에 예기치 못한 지질조건과 기술적 한계에 의해
겪게 된 난공사의 실태와 인명상의 피해, 그리고 새로운 대응공법의 개발과 투입 등에 대해서는
논지 전개상 필자의 별도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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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본열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의 지경학적인 중요성과
함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요소가 차후에 세이칸터널이 건설되게 된 배경이 되었던 점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이칸철도연락선 항로가 탄생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운영상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서 세이칸터널이 건설되게 된 당위성을 도출하였다. 즉, 세이칸터널은 전전
에 이미 구상되어 계획되었으며, 본격적인 조사는 패전 후에 실시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건설추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54년에 쓰가루해협에서 발생한 이른바 토야마
루(洞爺丸)사건으로, 대규모 해난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구상의 조기실현이 요구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0년 후인 1964년에 홋카이도 측의 요시오카조사사갱의 착공을
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오랜 난공사 끝에 마침내 1988년 3
월에 세이칸터널이 개통되었다. 이로서 일본은 오랜 국가적 염원인 본토인 혼슈와 북
부의 홋카이도를 육상교통인 철도로 연결되게 되었다.24) 이처럼, 세이칸터널은 일본의
주요 4개 섬을 혼슈를 중심으로 하나로 묶고, 2016년에는 홋카이도신칸센이 개통됨으
로서 일본전역을 초고속열차로 연결시키는데 초석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은 거가대교(거제-가덕도)의 건설현장에 세계최고 수준의 침매터널을 성
공적으로 설치한 고도의 해저터널건설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2
월에는 수서에서 경기도의 평택 간의 지하 50m 구간에 무려 50.32km에 달하는 철도
터널(율현터널)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여, 세계에서 4번째로 긴 지하철도터널을 건설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21년을 완공목표로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편
도 약 7km(6,927m)의 보령해저터널이 건설 중에 있는 등 터널건설 관련기술들을 축
적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이 축적하고 있는 해저터널 건설 기술을 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한국의 거가대교 건설과정에서 축적
된 침매터널 기술과 일본의 세이칸터널 건설과정에서 축적된 관련기술을 융합시켜 관
련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양국간의 협력과 공생관계를 강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
이다.
특히, 만성적인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한국과 일본이 국가간 메가 건설토목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과 함께 양국간의 상호 협력과 신뢰관계를 보
다 강화하는 지혜가 발휘되어야 한다. 한일터널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상호간의 신
뢰관계를 회복하여 양국 국민이 마음의 터널을 뚫고, 공존공영의 미래지향적인 양국

24) 運輸省(1989), 제2장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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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거듭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한일터널의 전향적인 논의를 계기로 한반
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
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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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storical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the Seikan Tunnel in Japan
- Based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policy implications 25)

Jang-Churl Shin*

Abstract
This study approached the process of the Seikan tunnel construction in Japan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First, we examined the actual situation of marine
transportation by railway ferry. This explains why the Seikan tunnel was
constructed. Through this study, it was made clear that the Seikan Tunnel was
planned before World War II. And a full-scale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The decisive moment for the construction was a
large-scale maritime accident in 1954. It was started in 1964 to prevent
recurrence. In this way, we looked at the process of opening the Seikan tunnel.
Its historical significance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In particular,
today's Hokkaido Shinkansen has made clear that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Seikan Tunnel.
<Key Words> Seikan Tunnel, Seikan Ferry, Hokkaido Shinkansen, Submarine Tunnel,
Railway F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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