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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종단철도(TKR)의 단절에 관한 연구
- 해방후 한반도의 분할과 한국전쟁의 발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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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선, 본 연구를 통하여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구축되었던 한반도를 종단하는 철도
였던 TKR은 해방 이후에 한반도가 분할됨과 함께 사실상 단절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즉,
해방 직후부터 한반도 철도망은 외세에 의해 남과 북으로 분할되어 관리되게 되었다. 남
한 영역의 철도에 대한 행정업무는 1946년 1월부로 미군정청에 의해 수행되었다. 1948
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과 함께 철도조직이 개편되고, 비록 제한된 범위에서나
마 남북한 간을 잇는 철도가 운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극심한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혼란에 이은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산업시설은 물론, 한반도 전역에 부설되었던 철도시설도 철저히 파괴되었다. 즉, 한반도
는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한으로 분단되었으며, 남북한 간을 연결하는 철도망인 TKR의
운행도 전면적으로 중지되어 단절되었다. 이처럼 한국전쟁으로 남한의 철도시설이 무참히
파괴되었으며, 남한의 철도는 미군정에 의해 복구 및 관리가 이뤄졌다. 즉,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과 휴전에 이르는 동안에 걸쳐 남한의 철도시설에 대한 복구는 주로 외자도입과
미국에 의한 경제지원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상기와 같이 초기 한국철도는 일제에 의해 구축되었으나, 뜻하지 않은 외세의 개입에
의한 해방으로 남북한이 분할되어 TKR 철도망도 사실상 단절되었으며, 또한 한국전쟁으
로 한반도 전역의 철도시설이 철저히 파괴되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TKR의 단절은
해방 직후의 남북한 간에 경제적 격차를 낳는 구조적 요인이며, 또한 한민족의 사회적 이
질감을 증폭시키고 대립 관계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소임이 유추되었다.
<주제어> 한국철도, 한국전쟁, 고속철도, 경제원조, TKR, 미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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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문제의식
한국철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개항 이후의 여명기를 거쳐 구한말과 일제 강
점기에 한반도 철도망의 상당 부분이 구축되었다. 즉, 한국철도는 구한말의 외세에 의
해 주도되어 건설되고, 일본 제국주의(이하, 일제)의 조선 침탈과 식민통치, 그리고 대
륙침략을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부설되는 등 지극히 왜곡된 형태의 성장 과정을 거쳤
다.1) 이처럼 한국철도는 사실상 일제 강점기에 군수물자의 수송과 식민지 침탈을 위한
목적으로 부설되었으며, 1945년 8월의 광복과 함께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국토가 사실상 남과 북으로 분할되자 단절의 비운을 맞았다.
즉, 해방 이전의 한반도 철도망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京釜線)을 비롯하여 서
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京義線), 서울과 원산 간을 연결하는 경원선(京元線) 등이
이른바‘한반도 종단철도(Trans-Korean Railway, 이하 TKR)2)’의 기간(基幹) 철도망
으로 기능하였다.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TKR은 사실상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관(縱
貫)하는 간선 철도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광복을 즈음한 시기에 뜻밖에도 외세가 개
입하고 이념적 대립의 결과, 반도는 남북으로 사실상 분할되었다. 특히, 1950년에는
동족 간에 벌어진 6.25사변(이하, 한국전쟁)3)에 의해 기존의 철도망과 시설은 무참히
파괴되었다. 한국전쟁에 의해 한반도에 휴전선이 가로 놓이게 되어 남북으로 분단되자
TKR의 철도망도 단절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철도는 태생과 초기의 성장 과정에서는 외세에 크게 의존하였는데, 특
히, 일제의 일방적인 조선에 대한 침탈과 수탈, 그리고 대륙침략을 위한 교통수단을 확
보하는 목적으로 부설되고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 즉, 미국과
소련의 극한 패권 경쟁으로 왜곡된 형태의 광복을 맞이하였으며, 급기야는 소련과 중
국의 사주와 군사지원으로 북한은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적인 한국전쟁을 도발하였
다. 그 결과 한반도는 뜻하지 않게 남북한으로 분할되었으며, 한반도를 종단하는 TKR
철도망도 완전히 단절되는 운명에 놓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 개항 이후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철도의 생성과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졸고(2021), “구한
말과 강점기의 한반도 철도망 구축에 대한 연구-한국철도의 생성과 일제의 철도수탈을 중심으로,”
「경영사연구」, 제36집 제2호 참조 바람.
2) 본고에서의 TKR(Trans-Korean Railway)은 한반도 종단철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의선과 경
원선 등을 포함하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관하는 철도 교통망을 지칭함.
3)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발발한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황을 6.25사변(事變),
6.25 전쟁 또는 6.25 한국전쟁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논지 전개상의 편의를
위해 한국전쟁으로 통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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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는 외세에 의해 부설
된 TKR 철도망의 단절은 한국철도의 역사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록 논지 전개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향후 한국철도가 가진 한
계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북으로 단절된 상태에 있는
한반도를 잇는 철도망이 연결되어야 함을 주장하는데 일정한 정책적 함의(含意)를 도출
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TKR의 연결과 관련된 현안과제는 현재 답보상
태에 있는 한반도 통일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통일과 관련된 담론(談論)이 탄력성을 받기 위
해서는 1) 이미 세계적 수준을 확보한 남한의 초(超) 고속열차 기술을 TKR의 연결을
위한 사업에 접목(接木)시켜, 2) 남북한 간의 경제적 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3) 한반도가 가진 특수한 상황과 이념적인 갈등을 극복하는 계기가 마련
되어야 한다는 비교적 단순한 논리적 기반에 근거를 두고 있다.4)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는 연구의 수행 여하에 따라서는 1)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
한 경제협력 과제를 도출하여 2)한반도 통일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
는 3) TKR 연결의 역사적 필연성을 주장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언젠가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단절된 남
북한 철도의 연결과 관련된 실천적 논의와 함께, 경제협력을 위한 대안 모색에 있어서
역사적 필연성과 함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궁극적인 의의를 두고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전술한 문제의식과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한국철도의 성장을 역사적
발전과정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남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철도의 역사적 배경과 한국
철도가 성장하게 된 시대 상황을 산업사(産業史)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말
해서, 해방 후 한국철도의 성장과 관련된 시대적 배경과 환경, 철도발전의 등 거시적
요소와 관련된 일반적 현상과 기정사실에 대한 인과(因果)관계를 역사적 흐름 속에서
고찰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이처럼 본고는 한반도 철도가 부설되게 된 시대적 환경과 배경과 그리고 그 과정에

4) 그러나, 현실적으로 TKR의 연결을 둘러싼 논의는 남북한 간의 이해 당사자는 물론 한반도 주변
국들의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이해관계,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UN
에 의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그리고 주변국의 군사ㆍ안보적 패권 논리 등에 매몰되어 핵심 이
슈로 부상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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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와 함께, 한국철도가 가진 역사적 한계인 단절성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교통
동맥인 TKR이 연결되어야 하는 논거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물론, 이와 같
은 관점에서의 연구는 논의의 여하에 따라서는 가까운 미래에 당면하게 될 통일시대에
거론될 TKR의 연결을 위한 사업과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논지 전개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철도의 역사에 있어서 구한말과 일제에 의한 강점기에 대대적으로 철도가
부설되었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두고, 다음과 같은 제한된 연구범위 내에서 논지를
전개한다. 즉, 1) 8.15 광복에 의한 한반도의 사실상 분할과 한국전쟁에 의한 남북철도
가 철저히 파괴되어 TKR이 단절된 상태에 있었으나, 2) 남한철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복구과정을 거쳐, 3) 60년대 이후부터 획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던 시대
적 배경과 상황을 고찰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한민족의 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현재 단절된 상
태에 놓여 있는 TKR이 연결될 필요성에 대한 향후의 논의에 일조하고자 한다.
단,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필자의 전공과 관심 영역이 고려되었다. 즉, 상
기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철도의 성장과 과정을 시대 상황의 변화에 결
부시켜 TKR이 단절되게 된 필연적 요인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후미에서 제시된 각종 문헌과 자료 등 선행연구 성과물들이 참조되었으
며, 제시된 주제에 대한 시대환경의 변화와 현상 분석적인 접근방법이 동원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철도의 기술적 사양과 토목 공학적 관점에서 검토, 기반시설과
운영 시스템, 시설의 유지 및 보수, 안전관리와 교통관제, 사업구조와 산업연관, 북한
의 철도 사정과 실태, TKR이 연결되어야 하는 필연성과 연계방안, TKR 연결의 사회
과학적 의미와 통일 담론 등 고도의 토목건설과 관련된 기술, 기계공학, 그리고 북한
문제와 국제관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논지를 전개하는데 필
요한 최소한의 언급에 거침을 밝혀 둔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이들 개별 주제에 대
해서는 향후 별도의 연구과제로 두고자 한다.

Ⅱ. 해방 이후의 한반도 철도 사정에 대한 개요
- 한반도 철도 네트워크의 사실상 단절
본 장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한국철도가 성장하게 된 배경과 발전과정에 대한 전개에
앞서, 우선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외세에 의해 한반도가 사실상 남북으로 분단되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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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연결하였던 TKR 철도망이 단절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사실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철도는 비록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걸쳐 비록 외국 자본에 의
해 건설되긴 하였으나, 해방 이후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오늘날과 같이 한국철도
가 성장ㆍ발전하게 된 시대적 환경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이 한국철도
가 처한 시대 상황의 변화와 극복과정을 개관한다.

1. 해방과 한반도의 분할-한반도 철도의 단절과 미군정청의 설치
일반적으로 철도는 물자의 대량 수송과 인력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등 근대의 산업사회를 규정짓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
는 극심한 정치ㆍ사회적 혼란기였던 구한말에 외세의 위력(威力)과 기술력으로 여명기
를 맞이하였으며, 또한 일제 강점기에 일본 자본으로 한반도를 관통하는 기간 철도망
인 TKR이 구축된 태생적 한계가 있다. 즉, 한국철도는 대내ㆍ외적으로 극도로 불안정
했던 19세기 후반의 개항 시기에 도입되어,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대륙침략과 자
원 수탈을 위한 수단으로 건설된 지극히 왜곡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5)
특히, 일제의 강점기에 부설되었던 경의선을 비롯하여 경부선, 경원선 등의 한반도
를 종단하는 철도인 TKR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한반도 전역을 잇는 기간철도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45년에 맞이한 광복에 이은 주변 열강의 개입으로 한반도는 사
실상 남과 북으로 분할되어 양분되었다. 즉, 일제가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함으로써, 한
반도는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동시에 소련과 미국의
압력에 의해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비극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소련과 중국이, 남한은 자유 민주주
의 체제를 지지하는 미국의 영향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이 북위 30도 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사실상 분할통치하게 되어, 한반도는 한민
족이 뜻하지 않은 분단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1945년 9월 7일부로 맥아더(Douglas MacArthur) 미육군태평양사령
관이 ‘미육군태평양사령부 포고 제1호’를 선포하자, 북위 38도선 이남에 대해서는 미군
에 의한 군정(軍政)이 실시되었다. 이에 같은 해 9월 12일에는 미군정이 기존의 총독부
로부터 사무업무를 인수하여 미군정청(美軍政廳,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이 수립되었다. 아놀드(Archibald V. Arnold) 소장이 초대 군
정장관으로 임명되어, 1948년 8월 15일부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미군정청
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었다. 이로써 한동안에 걸쳐 남한은 철도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5) 졸고(2021), 전게자료, 94-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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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이 미군정청에 의해 장악되었다.
한편, 북위 38도선 이북은 1945년 8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걸쳐 사실상 소련군
정청(蘇聯軍政廳)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처럼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정치이념
과 체제를 달리하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한반도가 통치됨으로써, 한반도를 종단하였던
TKR 철도망도 일방적으로 운행이 중지되게 되었다. 이로써 경의선, 경원선, 토해선(土
海線)6) 등의 일부 노선은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으며, 1945년 9월 11일을
기해서는 남북한 간의 철도 운행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상기와 같이, 한반도는 오
랜 일제의 치하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극심한 이념대립의 결과 미국과 소
련의 이해관계에 의해 국토가 남북으로 분할되고 남북한 간을 이었던 TKR의 철도망도
사실상 단절되었다.
물론, 해방 직후에는 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남북한 간에는 열차가 운행되었
다. 1945년 12월 28일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의 3개국 외상이 모스크바에서 모
인 이른바 ‘삼상회의(三相會議)’에서 남한 내에서의 대대적인 신탁통치반대운동에도 불
구하고 5년간에 걸친 ‘신탁통치안(信託統治案)’이 결정되었다. 이에 미소공동위원회(美
蘇共同委員會)는 쌍방 간의 연락과 소통을 목적으로 서울-평양 간에 제한된 범위 내에
서 비정규적으로 열차가 운행되는 것이 허용되었다. 즉, 1947년 8월 9일에는 러시아
제 열차에 2량의 객차를 연결하여 2회에 걸쳐 운행되었으나, 이나마, 후술하는 한국전
쟁의 발발로 완전히 단절되었다.7)
<표 1> 남북한 간의 주요 공업 부문 및 자원의 총생산 구성비(1944년)
구 분

공업부문

생산 분야

남한(%)

북한(%)

방직업

86

14

금속업

15

85

요업

30

70

전기 및 가스

15

85

화학공업(화학비료)

12

88

6) 당시 개성(개풍군)의 토성역(土城驛)과 황해도 해주의 해주역(海州驛)을 연결하는 철도를 일컬음.
참조로, 1945년에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할되어, 소련과 미국이 각각 남북한을 통
치할 시기에는 개성과 그 주변 일대는 남한 측의 미군정청이 관할하고 있었음(위키백과, 대한민국
의 철도(https://ko.wikipedia.org/wiki) 참조 및 부분 인용.
7) 정재정(2001), “한국의 철도역사,” 서선덕 외 지음, 「한국철도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삼성경제연
구소, 134.; 김성근(2008.10.2.), “철마 110년, 영고의 자취(8) 광복과 남북 분단,” 실버넷뉴스
(silvernet. bstorm.co.kr/new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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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하자원

생산 분야

남한(%)

북한(%)

석탄

21

79

구리

55

45

중석

54

46

금

37

63

철광석

3

97

흑연

44

56

출처：1) 이헌창(2012), 「한국경제통사」, 도서출판 해남, 411 <표 10-4> 참조.
2) 권영훈(1991), “분단후 한국경제의 변천: 1945~61년,” 구본호, 이규억 편 「한국경제의 역
사적 조명」, 한국개발연구원, 124의 <표 2-2> 가공.

한편, 해방이 있기 이전의 일제 강점기에 건설되었던 한반도 철도망과 산업시설의
상당 부분은 북한지역에 편재되어 있었다. 해방 직후부터 남북한 간의 철도가 사실상
분단되게 되자, 남한의 철도망과 철도 설비, 그리고 철도영업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크
게 줄어들었는데, 그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광복 이전의 한반도 전체 철도망의 영업 거리는 총연장 6,362㎞이었으며, 역사는
762개소, 기관차의 보유 대수는 1,166대, 객차 27,027량, 화차 15,352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종업원의 수는 10만여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한반도 철도망이
남북으로 사실상 단절되자, 남한 측 철도의 영업 거리는 총연장 2, 642㎞로 이전의 절
반 이하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 결과 차량은 기관차 488대, 객차 1,280량,
화차는 8,424량만이 남게 되었고, 역사의 수는 300개, 종업원의 수는 약 6만 명 전후
로 크게 줄어들었다.
물론, 철도시설은 물론 발전, 탄광, 철강, 비료 등 자원 및 산업시설의 상당 부분이
북한에 편재되어 남한은 취약한 산업구조 상태에 놓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공업기반 위
에 놓이게 되었다. 즉, 해방 직전의 남북한 간의 주요 산업별 총생산 규모의 구성비를
두고 보면, 북한은 85%의 금속업, 88%의 화학비료, 85%의 전기 및 가스, 79%의 석
탄, 97%의 철광석 등을 점유하였으며, 남한은 방직업의 86%, 구리와 중석이 각각
55%, 54%를 차지함에 그침으로써, 북한의 산업기반 조건이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우위
에 서게 되었다(상기 <표 1>).

2. 운수국의 설치와 철도의 국유화, 경제원조에 의한 철도정비
전술한 내용과 같이, 해방을 맞이한 직후부터 남북한을 연결하였던 TKR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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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되게 되자, 남한은 미군정청에 의해 철도시설에 대한 복구와 체제가 정비되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16일에 소집된 일본의 집권층과 한국인 직원들이 모인‘철도
업무 접수를 위한 대책회의’에서 일제로부터 철도업무의 접수를 위한 활동이 있었다.
그 후 1945년 9월 2일에 연합국이 일본으로부터 정식으로 항복 조인을 받게 되자, 미
군정의 정식 시행을 하루 앞둔 9월 6일을 기해 기존의 ‘운수부(運輸部)’는 ‘교통국(交通
局)’으로 개편되었다. 교통국의 초대 국장으로는 미 육군의 해밀턴(Ward L. Hamilton)
중령이 취임하여, 북위 38선 이남의 철도시설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진두지휘(陣頭
指揮)했다.8)
또한, 1946년 1월에는 기존의 교통국 조직이 더욱 강화되어 ‘운수국(運輸局)’으로 개
칭되고, 미 육군 중령인 코넬슨(A. J. Cornelson)이 초대 운수국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리고 같은 해 5월 10일에는 미군정이 정한 법률(군정령 제75호)에 준거하여 일제에 의
해 한반도 철도망의 확장을 위해 부설된 사설(私設) 철도에 대해 국유화를 단행하는 작
업이 진행되었다.9)
그 결과, 남한에 소재하였던 사설 철도 및 철도와 관련된 사업들이 국유화되어 국유
철도에 합병되었다. 당시에 국유철도에 합병된 중요 사설 철도로는 조선중앙철도주식
회사가 부설한 조치원-충주간의 90㎞(충북선), 조선경남철도주식회사 소유의 천안-장
항 간의 144.2㎞(장항선),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가 운영했던 수원-남인천 간의 52㎞
(수인선),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성동-춘천 간의 93.5㎞(경춘선), 삼척철도주식회사의 철
암-묵호 간의 143.5㎞ 등 전체 8개 노선에 걸쳐 총연장 거리는 566㎞에 달하였다.10)
특히, 남한에서는 1946년에 접어들어 좌파집단에 의한 철도 총파업 등 사회적 혼란
이 거듭되었다. 그와 같은 와중에도 불구하고, 국산 열차의 자체 개발에 나서 1945년
12월부터 시험 운행을 거쳐 1946년 5월에는 증기기관차인 ‘조선해방자호(朝鮮解放者
號)’가 경부선의 특급열차에 투입되는 등 차량 개량과 관련 시설의 복구에 적극 나섰
다.11)

8) 이용상외 공저(2015), 상동서, 한국철도연보, 34.
9) 정재정(2001), 전게서, 133 및 한국철도공사, 공사소개, 공사연혁(https://info.korail.com/info
/contents.do?key=717#n) 등.
10) 상기 내용은 김성근(2008.10.2.), 전게자료 참조.
11) 참조로, 당시의 조선해방자호는 객차 10량으로 편성되었으며, 서울과 부산 사이를 9시간 30분
에 주파하였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이용상(2005), “한국철도사에 관한 연구,” 한국철
도기술연구원 「2005년 철도기술 발달사 전문가 초청세미나」 회의자료, 97-98.; 이난희(2015.
8.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철마(鐵馬)를 통해 본 광복 70년의 여정!(https://www.korea.kr/
news/reporterView.do?newsId=148799328).; 철도산업정보센터(2015.9.16.), 철도역사관, 철
도사 이야기, 철도차량의 역사(http://www.kric.go.kr/jsp/board/portal/sub06/fieldsHistory
Detail.jsp?p_id1=M02040201&p_id2=17&q_name=all2) 등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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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광복 직후부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정책에 의해 남한의 철도 부문
에 대한 정비작업이 시작되었다. 해방 직후부터 미군이 남한에 주둔함으로써, 미국으로
부터의 경제원조가 시작되었는데,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미군정이
종료될 때까지 제공되었던 점령지역구제기금인 GARIOA(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s)에 의한 원조가 있었다. 이 원조는 해방이 된 직후부터 만 3년간
에 걸쳐 제공된 최초의 경제원조로서, 점령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급한 경제복구와
구호를 공급하는 단기적인 응급지원의 성격을 지녔다.
다음의 <표 2>는 미국에 의해 해방 직후부터 만 3년간에 걸쳐 제공되었던 GARIOA
원조의 주요 물자의 규모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를 통하여 이 원조의 구체적
인 내용은 주로 식료품, 의류, 섬유류 등의 최종 소비재 부문이 약 2억 5백만 달러로
무려 50%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연료와 비료 부문이 약 1억 2천 3백만 달러로 30%를
차지하여 원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표를 통하여 도로,
항만, 교량, 철도 등 건설에 필요한 자본 및 시설재는 4천 1백만 달러 규모로 전체 규
모의 10%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 GARIOA 원조의 주요 지원물자 규모 및 구성비(1945~1948)
(단위：백만 달러, %)

최종
소비재

연료 및
비료

기타
원자재

공업원료용
농산물

시설재

기술원조

기타

계

205
(50.5)

123
(30.0)

8
(2.0)

11
(2.7)

41
(10.0)

-

22
(5.3)

410
(100)

출처：1) 정일용(1987) 「한국경제론」, 까치, <표 4> 인용
2) 이헌창(2012), 전게서, 446 <표 10-2> 재가공.

이처럼, GARIOA는 해방 직후의 과도기적 정치ㆍ사회 및 경제적 혼란을 완화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필품과 소비재 중심의 응급구호인 성격이 강하였
기 때문에, 철도 부문에 대한 투자는 주로 차관형식에 의존하였다. 즉, 1947년 2월에
‘해외청산위원회(OFLC, Office of the Foreign Liquidation Commissioner)’는 철
도와 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를 비롯하여 항만 및 교량 건설, 자동차부품 등 사회
간접자본의 건설에 필요한 약 2천 5백만 달러를 차관형식으로 할당하였다. 이처럼, 차
관도입을 통하여 상기에서 언급된 사설 철도에 대한 국유화 조치와 함께, 철도시설의
복구와 철도차량의 개량 등 철도 부문에 대해 부분적인 정비가 시작되었다.12)
12) 해방 이후의 무상원조 공여와 차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http://
contents.history.go.kr/front/nh/view.do?levelId=nh_052_0040_0020_0050_0020).;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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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당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점령지에 대한 구호와 원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의 동서 간의 치열한 이념적 대립과 냉전(The Cold War)이 전개되는 와중에서 자본
주의 경제체제의 유지와 세계질서의 재편을 염두에 둔 국가 전략적 측면이 강하였다.
해방 직후의 원조는 주로 절대빈곤 상태에 처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
뤄졌으며, 민생품인 식량을 비롯하여 의류, 의약품 등 소비재의 무상제공에 치중하여
산업부흥을 위한 생산재에 대한 원조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
은 일부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원조와 각종 소비재를 무상으로 제공하
였던 것은 당시에 만연하였던 기아와 각종 질병을 퇴치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요소를
제거하여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성과가 있
었다.13)

3.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교통부의 발족
1948년 8월 15일에는 광복 3주년을 기념하여 헌법제정과 함께, 초대 대통령의 선거
와 내각을 구성하는 등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여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1948년 11월 4일에 정부조직법 제4조에 의해 ‘교통부(交通部)’가 11부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신설되어 1실 6국 29개 과의 조직체제가 출범하였다. 이에 교
통부가 주도하여 도로, 항공운수 및 해운, 관광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철도
업무의 주무 기관으로 거듭나 기존에 운수국이 수행하였던 업무를 이양(移讓)받아 남한
의 철도와 관련된 업무와 조직이 더욱 강화되었다.
교통부가 발족함을 계기로 1949년경부터는 당대의 3대 산업철도로 일컬어졌던 영암
선ㆍ함백선ㆍ문경선에 대한 부설공사가 착수되어 지하자원의 채굴과 운반을 위한 철도
시설의 복구와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그다음 해인 6월에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예기치 않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당해 3대 산업철도 노선은 물론 철
도건설을 위한 모든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게 되었다.14)
또한, 해방과 함께 뜻밖에 외세가 개입하여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한과 북한을 통치
함으로써 한반도는 분할되게 되었다. 이로써 한반도는 사실상 남북으로 분단되고, 공산
유(1962), 한국경제와 미국원조, 박영사, 48-50.; 권영훈(1991), 전게서, 156-157 등의 내용
참조.
13) 이헌창(2012), 한국경제통사 도서출판 해남, 446-447 및 남상우ㆍ김준일(1995), “거시정책 및
거시경제의 변천,”,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 반세기: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제1회의: 거시경제 프로시딩, 11 등의 내용 참조.
14) 상기 내용은 주로 철도산업정보센터(2012.2.15.), 남북철도연결(북한철도현대화)역사(http://
www.kric.go.kr/jsp/board/portal/sub06/fieldsHistoryDetail.jsp?p_id1=M02040201&p_
id2=13&q_name=all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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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극한 대립의 결과, 남북한은 정치적 이념과 국가체제를 달리하
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남북을 이었던 TKR도 북위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사실상 운행이 중단되어 거의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상기와 같이 1945년 9월부터 시작된 미군정이 1948년 8월부로 공식적으로 종식됨
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자 외국의
경제원조에도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즉, 기존의 긴급하고 단기적인 응급구호
를 위한 소비재에 대한 원조의 성격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부흥을 위한 계
획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948년 12월 14일에 체결된 한미원조협정(Agreement on Ai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 of America)에 의해 기
존의 소비재 원조와는 달리, 유럽의 마셜 플랜(Marshall Plan)15)과 마찬가지로 경제
적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재 원조로 기조가 전환되었다. 특히, 194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협력처(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원조는 그 대표
적인 사례로, 남한에 대한 공업시설의 도입과 기술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여 경제의 자
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기조가 전환되었다.
이처럼, 산업철도의 확충과 함께 ECA 원조를 기반으로 산업에 대한 기반시설의 정
비를 위해 3개년 투자계획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그 이듬해에 발발한 한
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Ⅲ. 한국전쟁의 발발과 남북한 철도의 단절
- 철도시설의 파괴와 TKR의 완전한 단절
전술한 내용과 같이, 해방 직후부터 한반도가 사실상 분단되자 남북한 간을 연결하
였던 TKR은 단절되고, 남한의 철도망은 미군정에 의해 정비되게 되었다. 그나마도 후
술하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한반도의 남북을 잇는 철도시설과 네트워크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단절되었다. 본 장에서는 외세의 개입으로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남북
한 간을 오갔던 TKR 철도망이 단절된 상황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철
도망의 간선축인 TKR이 복구되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 한국전쟁 이후 분단과 극
15) 마셜 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부터 1951년까지 미국이 서유럽 16개국 나라에 행
한 대외원조계획을 뜻함. 정식 명칭은 유럽부흥계획(ERP, European Recovery Program)으
로, 당초에 유럽을 소련과 공산주의의 팽창으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수립
되었으며, 미국 주도로 세계질서를 재정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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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립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단서를 마련하고
자 한다.

1. 한국전쟁의 발발과 철도시설의 파괴
1950년 6월 15일에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생하자, 한반도에 부설된 철도와
관련된 기존 시설들이 무참히 파괴되었다. 이로써 한반도를 종단하는 철도망도 단절되
었으며, 남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
특히, 경제활동에 필요한 중요 산업시설이 파괴되어, 1953년 기준으로 GNP의 약
85%, 산업시설의 약 43%가 파괴되었다. 철도는 전체 시설의 약 47%가 손해를 입었으
며, 도로와 교량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피해도 상당하였다. 산업 및 공공시설, 그
리고 각종 운송 수단 및 시설 등 비군사 시설에 대한 물적인 피해의 규모는 약 31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인적인 피해도 엄청나 무려 약 210만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국군
60만 명, UN군 54만 명, 민간인 100만 명 등)가 발생하였다.16)
한국전쟁 중에는 모든 교통수단이 전시 수송체제로 전환되고, 운영권은 국제연합
(UN)군의 산하에 놓이게 되었다. 교통부 청사에 수송본부가 설치되고 비상 수송이 시
작되었다.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1951년에 7월 15일에는 UN군에 의해 전시물
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미국의 EMD사가 제작한 SW-8 디젤기관차 35대가 도입되
었다. 이로써 기존의 증기기관차가 가진 비효율성과 불편함이 크게 해소되어 군수물자
및 피난민의 대량 수송을 가능하게 하였다.17) 그 후 디젤전기기관차의 도입이 늘어났
으며, 전쟁의 와중에 3,354량의 객차와 11,755량의 화차가 철수 작전에 동원되어 무
려 200여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을 남한으로 수송하기도 하였다.18) 이처럼, 한국전쟁
중에 남한의 철도시설은 연합군의 지원으로 일부 노선이 기존의 증기기관차에서 디젤
전기기관차로 기종이 대체되는 등 한국의 철도역사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
1953년 7월에 3년간에 걸친 한국전쟁이 휴전과 함께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휴전 당
시의 전선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DMZ)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그 위치는 치열하게 전
개된 공방전의 결과, 대체로 해방 이후의 북위 38선을 중심으로 동서에 걸쳐 있었다.
즉, 군사분계선은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고지전의 결과, 동쪽의 38선 이북에 자리한
강원도 고성군과 서쪽으로는 임진강 주변의 38선 이남에 치우친 형태로 그어졌다. 한
16) 한국재정정보원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kpfisnet/222321412934), 정보재정통계
변천사(4월호) 및 남상우ㆍ김준일(1995), 전게자료, 10 등.
17) 최석중(2015), “철도차량의 역사와 발전,” 이용상 외 ‘한국철도의 역사와 발전Ⅰ’ 북갤러리, 101.
18) 정재정(2001), 전게서, 132 및 철도산업정보센터(2012, 2.15), 전게자료 관련 내용의 일부 인용
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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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쟁 중에는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북한 간을 연결하였던 철도선로와 시설들이 철
저히 파괴되었다. 이로써 한반도를 종단하였던 TKR 철도망은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물이 되고 있다.
상기와 같이, 한국전쟁으로 한반도 전역에 부설되어 있었던 철도망과 철도와 관련된
시설물들이 크게 파괴되었다. 여기서 그 피해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철도원 153명
이 순직하였으며, 터널의 6%를 비롯하여 궤도 7.5%, 기관차 26%, 객차 78%, 화차
48% 등 대부분의 철도차량과 설비, 그리고 기반시설들이 크게 파괴되었다(<표 3> 참
조).19)
<표 3> 한국전쟁에 의한 주요 철도시설의 피해상황
구분

피해규모(B)

B/A

2,641

330

0.12

674

175

0.26

객차(량)

1,183

923

0.78

화차(량)

11,425

5,470

0.48

영업거리(㎞)
기관차(대)

보유 시설(A)

출처：1) 교통부(1958), 「한국교통 60년약사」, 243-248.
2) 이용상(2005), “한국철도사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5년 철도기술 발달사
전문가 초청 세미나」 회의자료, 96 <표 42> 인용.

2. 전후의 경제원조와 철도시설에 대한 복구
앞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한반도는 냉전과 외세의 개입으로 남북이 각각 다른 정치
이념을 추구하여 국가체제를 달리하는 경제 제도가 구축되어 남북한은 휴전선을 사이
에 두고 분단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즉, 한국전쟁에 이은 휴전 조치로 인해 상당 기
간에 걸쳐 한반도를 종단하여 한민족의 대동맥으로 한반도의 통합에 크게 공헌하였던
TKR 철도망이 남과 북으로 분리되었다. 이로써 사실상 일제에 의해 구축되었던 한반
도 전역을 이었던 철도 네트워크도 완전히 단절되어 재편성되게 되었다.
이처럼 한반도의 남북 분단은 한반도 철도망을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하였으며, 남
북한은 제각기 소련과 미국의 지원을 통하여 파괴된 철도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작
업이 이루어졌다.
19) 이용상 외 공저(2015), ‘한국철도의 역사와 발전Ⅱ’ 북갤러리, 348., 이종득(2005), “한국철도기
술발달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5년 철도기술 발달사 전문가 초청세미나」 회의자료, p. 21.;
정재정(2001), 전게서, 134-135 등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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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한의 철도는 한국전쟁 이후 휴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미군에 의해 운영되
었으며, 최소한 1955년 6월에 철도 운영권이 한국 정부로 이양되기 이전까지는 미군
에 의해 철도시설에 대한 복구사업이 추진되어 진행되었다. 전후의 철도시설 복구를
위한 초기 단계의 경제원조는 1950년부터 시작된 한국민간구호(CRIK, Civil Relief
in Korea)단체와 1951년의 UN 한국재건기구(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등 주로 미국과 UN 기구에 의한 원조자금에 의한 것이었
다.20)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는 시급한 해결과제 중의 하나였던 구호를 위
한 소비재가 주종을 이루었다. 원자재에 대한 원조는 주로 철도차량의 도입을 위한 교
통 부문과 기타 식량 보급, 그리고 교육 및 후생 부문 등에 치우쳐져 제조업의 복구에
필요한 시설재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전쟁 후에 미국이 중심이 된 경제원조에 힘입어, 정부의 철도 부분에 대
한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하였다. 1954년 4월에는 한국전쟁 중에 UN군에 의해 전시물
자의 수송용 차량으로 사용되었던 4량의 디젤전기기관차를 기증받아 운용하게 되었는
데, 이것은 한국 최초의 디젤전기기관차였던 것으로 알려진다.21)
한편, 미국은 1953년부터 1961년에 걸쳐 총 22억 8,0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원조자금을 제공하였는데, 그 규모와 집행내용은 한국경제의 산업생산 활동과 구조는
물론, 국민경제와 생활방식을 규정지었다. 특히, 1954년부터 1961년 사이에 국내 총
투자율은 연평균 12.0%를 차지하였으나 그 가운데 국내 저축률은 연평균 3.7%에 불
과하였다. 게다가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은 미국에 의한 원조자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에, 원조내용이 남한의 산업구조 자체를 결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22)
상기와 같이, 한국철도는 휴전 직후부터 파괴된 철도시설에 대한 복구가 조속히 이
뤄졌으며, 1955년 2월에는 FOA(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의 원조자금으
로 미군으로부터 화차 1,540량을 인수하였으며, 같은 해에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
선에 통일호가 운행을 시작하였다. 특히, 1955년 6월에는 UN군의 관할(管轄) 하에 있
었던 철도 운영권이 한국 정부로 이관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원조자금과
장비를 활용하여 철도와 관련된 산업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23)
20) 한국전쟁의 전후 복구와 부흥을 위한 미국 및 UN기구에 의한 원조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권영훈(1991), 전게서, 156-161 참조.
21) 최석중(2015), 전게서, p. 101 및 철도산업정보센터(2015.9.16.), 철도역사관, 철도사 이야기,
철도차량의 역사(http://www.kric.go.kr/jsp/board/portal/sub06/fieldsHistoryDetail.jsp?p_
id1=M02040201&p_id2=17&q_name=all2) 등 참조.
22) 휴전 이후의 한국에 대한 미국 및 UN 기구의 경제원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권영훈(1991),
전게서, 160-161 및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전쟁(韓國戰爭)편(http://encykorea.aks.ac.kr
/Contents/Item/E0042143) 등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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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철도의 운영권이 한국 정부에 인수되기 전후의 시점에, 육상교통의 중
추적인 수단이 되어 전후 복구와 산업화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즉, 해방과 함께 산
업철도가 건설되었는데, 한국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영암선, 함백선, 문경선의 ‘3
대 기간 산업철도’가 착공되어 개통을 보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
면, 1949년에 가장 먼저 기공되었던 중앙선의 일부 구간인 영주에서 철암까지의 영암
선을 비롯하여, 영월선의 연장 구간인 제천에서 함백에 이르는 함백선이 1953년에 착
공되었다. 또한 경북선의 점촌에서 가은까지의 문경선은 1955년에 착공되어, 문경선과
영암선은 1955년, 함백선은 1957년에 각각 개통을 보게 되었다.24)
이처럼 철광석과 석탄 등 광물자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산업철도가 신설되어 정비
되었다. 이로써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 지역의 무연탄을 비롯한 각종 지하자원의
개발이 급격하게 추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산업발전과 경제개발을 이룩하기 위한 기
간 철도망이 구축되었다. 특히, 상기의 당대 3대 기간산업철도는 당시 산업발전의 주된
동력원이었던 석탄의 획기적인 증산을 가져왔으며, 국민경제의 안정과 경제발전의 기
반을 다지는 초석이 되었다.25) 물론, 이 시기에 부설되었던 태백선을 비롯하여 1953
년 11월부터 1958년 12월까지 진행된 충북선의 복구 및 연장사업을 통해 경부선과
중앙선을 동서로 연결하여 중부내륙 지역을 전국철도망 속에 편입시켰다. 이와 같은
당시 남한 철도망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은 그 후에 추진된 경제개발 계획을 달성
하기 위한 기간 육상 교통체계로써 순기능을 발휘하게 하였다.26)
한편, 1956년 3월부터 디젤전기기관차의 검수와 운용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부터
동력 차량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었다. 당시 철
도차량의 도입을 비롯한 철도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처(ICA,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의 차관 등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
였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전쟁복구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자금이 필요하였으
나, 당시 국가의 재정상황으로 충족될 수 없는 사정이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27)이와
같은 경제상황이 녹녹치 않았던 시기에, 1954년부터 시작된 미국에 의한 ICA 경제원
조는 휴전 직후부터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한국경제의 재건과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28)
23) 한국철도공사, 공사소개, 공사연혁(https://info.korail.com/info/contents.do?key=717#n).
24) 한국철도공사, 상동 자료.
25) 대한석탄공사(2001), ‘대한석탄공사 50년사(1950~2000)’ 71 및 이철우(2008), “한국의 산업화
정책추진과 철도를 통한 산업화 -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를 중심으로,” 조진구편 ‘동
아시아 철도네트워크의 역사와 정치경제학 Ⅰ’ 리북, 477-478.
26) 이철우(2008), 전게서, 482-483. 참조.
27) 최석중(2015), 전게서, 101.
28) 이만기(1984), 한국경제론, 일신사, 470 및 권영훈(1991), 전게서, 16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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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내용과 같이, 1953년의 휴전과 함께 한국철도와 관련된 정책은 미군의 한반
도 주둔과 관련된 군사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되었다. 즉, 이 시기에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산업시설에 대한 복구와 함께 광물자원과 인력의 원활한 수송을 통해 산업
재건을 위한 단서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지원과 원조자금은 해방이
된 이후에 남북으로 단절되고 한국전쟁으로 파괴되었던 남한의 철도시설을 복구하고
보강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해방 이후부터 휴전에 이르기까지 미군정청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이른바 ‘철도 부흥정책’은 군수용 화물의 수송은 물론, 경제복구와 부흥을 위한 자원개
발과 원활한 수송을 위한 산업철도의 부설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특히, 1955년에 한
국정부는 미군정청으로부터 철도운영권을 넘겨받게 되자 원조자금과 외자도입을 통하
여 철도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철도는 상당한 정도의 관련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남한의 교통설비와 운용체제가 크게 정비되었
다. 즉, 전국에 걸친 철도망은 60년대 초반 이후의 경제개발계획과 산업화의 달성에
토대가 되었으며, 그 후의 경제부흥과 산업발전, 그리고 지역경제와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 등에 이바지하였다.

Ⅴ. 맺음말
1. 요약 및 의의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철도시설은 북한의 풍부한 자원개발과 산업시설과 관련되어 있
었다. 당시에 건설되었던 기간산업 시설의 대부분이 북한에 편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식
민지의 유산으로, 해방 직후부터 남한의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즉, 해방 직후부터 남한과 북한은 냉전과 국제역학 관계로 인하여 일본 군대의 무장
해제를 명목으로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진주하였다. 이 시기부터 한반도는 이념을 서
로 달리하는 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을 밟게 됨으로써 분단체제가 고착되게 되었다. 남
한은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함께 경제난에 직면하여 철도부문의 복구와 정비를 위해
서는 군정청의 통치하에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에 크게 의존하였다.
다시 말해서 1946년 1월 1일부로 남한의 철도에 대한 행정업무는 미군정청의 운수
부로 옮겨지고, 또한 1948년 8월 15일에는 교통부로 개편되는 등 한반도 철도는 남과
북으로 분할되어 각각 관리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광복 직후인 1946년에 광복
을 기념하여 자체 기술로 처음으로 제작된 증기기관차인 ‘조선해방자호’는 단순한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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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한민족의 억눌려 있던 울분을 표출한 철마(鐵馬)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50년 6월의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 부설되어 있었던 철도와 관
련된 차량, 장비, 그리고 시설물들을 철저히 파괴되었다. 1953년 7월에 무려 3년간에
걸친 전쟁이 휴전 조치로 인해 한반도는 남북으로 양분되고, 군사분계선을 관통하는
TKR 구간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로써, 경의
선과 경원선은 군사분계선이 설치되기 전후의 시점에 이미 선로가 끊어졌으며, 동해북
부선과 경원선의 지선인 금강산선의 철도 운행도 정지되었다. 이처럼 한국전쟁의 소용
돌이 속에서 한반도 전역에 걸쳐 철도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남북한 간을 잇는
TKR 철도망은 완전히 단절되는 역사적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반도가 남북한으로 분단됨에 따라 남북한 간을 잇는 철도망인 TKR의 운
행도 전면적으로 중지되었다. 즉, 3.8선을 사이에 두고 휴전이 되자 한반도를 관통하였
던 TKR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전면적으로 단절되게 되었다. 즉, 해방 이후에 서로
다른 체제하에 놓여 있었던 남북한은 함께 한국전쟁으로 산업시설과 함께 철도시설도
철저히 파괴된 것이다. 이로써 한반도 종단철도의 기간 철도망이었던 경의선 철도는
물론, 그 지선인 남한의 문산과 북한의 개성을 잇는 철도시설도 단절되었으며, 남한의
철도시설도 그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상기와 같이,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과 휴전, 그리고 전후 복구과정에 걸쳐 남한의
철도시설에 대한 복구는 주로 미군정에 의해 이뤄졌다. 특히, 미군정청과 UN의 산하
기구, 그리고 미국에 의한 경제지원 차원에서 무상원조 또는 차관의 형태로 이루어지
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194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의 한국경제는
일제 강점기의 후유증과 파행적 산업구조,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산업시설의
파괴와 경제활동의 자립기반이 크게 부족하여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는 불가피한 선
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내용과 같이, 초기 한국철도는 일제에 의해 구축되었으나, 주변국의 이해관
계에 의해 한반도가 분할되고, 또한 동서간의 냉전체제에 의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북한을 연결하였던 경의선과 경원선 등 한반도를 종단하던 철도인 TKR 철도망도 단
절되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뜻하지 않은 TKR의 단절이야말로 식민지 수탈과 남
북 분단의 상징물로써, 남북한 간의 인적 교류와 물적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분단의
상징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절된 TKR의 복구사업은 후술하는 내용과 같
이, 향후 남북한이 여러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한민족의 동질감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주요 선결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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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함의(含意)-TKR 연결의 필연성
한국철도는 구한말 이후의 복잡한 근ㆍ현대사와 함께 생성 및 발전을 거듭하였다.
사실상 외세에 의한 간섭과 일제의 식민지경영을 상징하는 산물로 출발하여 성장하였
으나, 본문에서 지적된 내용과 같이 해방과 뜻하지 않은 한국전쟁의 결과로 한반도를
종단하는 철도망은 휴전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단절되었으며, 한반도는 철저하게 분
단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도 남한과 북한은 함께 역량과 지혜
를 발휘하여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자 한민족의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이긴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남북한 간의 대립과 불신
관계가 순리적으로 극복된다면, 현재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는 TKR이 복구되어 남북
한을 통합하는 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남북한 간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신뢰 관계가 회복된다면, 고립된 북한의 개방과 함께 한반도의 통합
과 통일시대를 앞당김으로써 한민족은 공존공영의 벅찬 미래를 누리게 될 것임은 당연
한 이치이다.
물론,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또한 TKR의 연
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북한의 비핵화와
UN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대폭적인 완화 또는 철폐가 선결되어야 한다. 즉, 국제
적으로 고립되어 경제적 난국에 처해 있는 북한이 체제변화를 포함하는 태도 변화를
보임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어야만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걸림돌이 제거되고, 또한 주변 정세의 변
화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TKR의 연결을 위한 논의가 가시화된다면, 이는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는 한민족의 부흥을 가져오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기정사실
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 간이 의기투합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경
제협력이 강화되고, 단절된 한반도의 경제 동맥인 TKR을 복원하는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실행단계에 도달할 경우, 1) 남한에서 축적된 철도와 관련된 기술이 북한의
노후화된 철도시설의 복구과정에 투입되는 등의 상호보완 관계가 형성되어 경제적 협
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그 실행과정에서 2) 정치ㆍ군사적인 대립 및 긴장
관계는 크게 완화되어 활발한 인적 교류와 함께 소통 관계도 더욱 밀접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3) 남북 간에는 구태의 해묵은 불신과 대립 관계가 불식되어 신뢰 관계가 회복
되어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고, 또한 한민족으로서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통합과 통
일시대를 실현하는 벅찬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부흥을 위해서는 해방 이후 남북한 간에 전개되었던 대립과 갈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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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군사적인 상호관계를 극복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평화 체제를 구축하
여 공동의 번영을 위한 지혜가 발휘되어야 한다. 비록 원초적이고 당위론에 치우친 논
리이기는 하나, 극한 군사ㆍ안보적 대립 관계에 있는 지금이야말로, 체제를 달리하고
있는 북한을 아우르고 포용하여 관계 개선과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묘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즉, 해방과 한국전쟁이 단서가 된 한반도의 남북한 분단이라는
운명과 숙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통일시대의 초석을 다져나가야만 한다.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서는 우선 단절된 상태에 있는 TKR의 연결을 위한 사업
과 경제협력 관계의 강화를 통해 공존공영을 틀을 구축해야 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실상 외세의 개입으로 남북으로 단절된 TKR을 복구하는 사업은 한반도의 경제 대동
맥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 과업을 이룩하
여 한반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선결(先決)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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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sconnection of the Trans-Korean
Railway(TKR)
- Focused on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29)

Jang-Churl Shin*

Abstract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TKR was cut off along with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other words, after liberation in 1945,
the Korean Peninsula railway network was divided into South and North and
managed.
In particular, due to the Korean War in June 1950, railroads and related
facilities built across the Korean Peninsula were thoroughly destroyed. As a
result,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Korea by the
Armistice Line. In addition, the operation of the TKR connecting South and
North Korea was completely stopped and cut off.
As such, South Korea’s railroad facilities were brutally destroyed during the
Korean War, but the South Korean railroads were restored and manag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restoration of railroad
facilities in South Korea was mainly promoted in terms of economic support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As mentioned above, in the early days of Korea Railroad, the railroad
network was cut off due to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following
liberation. In the Korean War, the railroad facilities were completely destroyed.
In particular, the severance of the TKR became a factor that brought about
an economic disparity between the two Koreas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Today, it has become a symbol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Key Words> Korea Railroad, Korean War, Economic Aid, TKR, U.S. Military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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