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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망 효율성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25) 철산위 심의․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향후 10년간(‘16～’25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을 마련, ‘철도

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은「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ㅇ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16.2.4),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은 “국민행복과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6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검토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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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추진방향
① 기존 철도망의 효율성 제고

② 주요 거점간 고속이동 서비스 제공

③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④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⑤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⑥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철도망 구축

□ 이번 3차 철도망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첫 번째로, 기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고속·준고속 철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우선, 기존 고속철도에 대한 연장구간 건설과 수도권 고속철도 

완공(‘16년말)을 통해 전국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병목구간 해소, 고속

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연결선 사업이 추진된다.

ㅇ 또한,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고속화철도(200km/h

이상)를 건설하고, 낙후된 기존 일반철도를 고속화(230km/h)하는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② 두 번째로, 광역 교통체계의 혁신을 위한 광역철도(급행노선 포함)를

구축하여 주요 도시에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 주요거점간 30분 통행을

실현하고, 이미 시행 중인 10개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도 적기에

완공하며,

ㅇ 대량의 통행수요가 발생하는 수도권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에 광역

철도망 공급과 충청권․대구권 등 지역 광역통행을 위한 철도망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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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 번째로, 비전철과 전철이 혼재되어 전철운행이 불가능한 주요 

간선을 전철화시키는 사업도 추진한다.

ㅇ 장항선․경전선․동해선․경북선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를 추진하여

해당 노선의 열차속도 향상, 전철운행, 열차운영편성 증가 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④ 네 번째로, 산업단지ㆍ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국내 화물운송에 있어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의 역할 증대를 위해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 산업단지, 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 한편, 제3차 철도망계획에 따라 2016～2025년 기간 동안 철도망 

확충에 총 7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ㅇ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8조원, 일반철도 38조원, 광역철도 24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재원 구성은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

유치․공기업․기타 24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되었으며,

ㅇ 투자재원 중 국고의 경우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투자 감축

기조에 따라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보다 규모를 축소하였다.

* '15년까지 23.6조원, '16～'20년 22.0조원, '21～'25년 21.1조원

ㅇ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막대한 부채는(’15년도말 현재 19조원대)

원활한 투자재원 확보에 심대한 장애인 점을 감안, 2016년 이내에 

단위선로사용료 도입 및 선로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공단 부채를 

조속히 상환하는 등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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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준고속철도 철도망이 전국적

으로 확대”되며, “철도망의 효율화 사업에 중점을 두어 낮은 비용

으로 철도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이용측면에서도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이 절반

이상(46→ 60%)으로 확대”되고, “200km/h 이상의 고속화 철도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85%가 고속화된 철도의 수혜”를 받게 되어

“국민들의 교통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ㅇ 이와 더불어 “10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40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생산유발 효과 + 임금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변화 >>

구 분 현재 장래 증가

철도연장
(km)

합 계 3,729.3 5,363.5 1,634.2

고속철도 368.5 708.7 340.2

일반철도 3,302.7 4,195.8 893.1

광역철도 58.1 459.0 400.9

복선화율(%) 58.0 71.0 13.0

전철화율(%) 70.0 82.0 12.0

□ 6.17일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은 내주 중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박진호 사무관(☎ 044-201-39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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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36개 신규사업 현황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 사업비(억원)

① 운영효율성 제고사업

고속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금천구청 복선전철 30.0 19,170

평택～오송 2복선전철 47.5 29,419

일반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 2복선전철 17.3 13,280

수서광주선 수서～광주 복선전철 19.2 8,935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57.0 1,524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화 116.5 20,304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화 121.6 7,927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178.7 2,410

문경․점촌선 문경～점촌～김천 단선전철화 73.0 13,714

경전선 보성～목포* 단선전철화 82.5 1,702

경북선 점촌～영주* 단선전철화 56 980

소계(11개 사업) 799.3 119,365

② 지역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일반

어천 연결선 어천역～경부고속선 복선전철(직결선) 2.4 1,540

지제 연결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선 복선전철(직결선) 4.7 2,800

남부내륙선 김천～거제 단선전철 181.6 47,440

강원선 춘천～속초 단선전철 94.0 19,632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단선전철 53.8 16,266

소계(5개 사업) 336.5 87,678

③ 노후시설 개량 사업

일반
충북선 조치원～봉양 고속화 82.8 4,606

호남선 가수원～논산* 고속화 29.3 4,596

소계(2개 사업) 112.1 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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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개 사업은 공청회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사업
1)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에서 계룡∼논산구간 제외
※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 2.4일 공청회 대비 총사업비는 3.7조원 감소(74.1→70.4조원)

④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

광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송도～청량리 복선전철 48.7 58,319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의정부～금정 복선전철 45.8 30,736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복선전철 7.1 6,728

신분당선서북부연장 동빙고～삼송 복선전철 21.7 12,119

원종홍대선 원종～홍대입구 복선전철 16.3 21,664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복선전철 15.2 12,245

도봉산포천선 도봉산～포천 복선전철 29.0 18,076

일산선 연장 대화～운정 복선전철 7.6 8,383

서울 9호선 연장 강일～미사* 복선전철 1.4 1,891

충청권광역철도(2단계) 신탄진～조치원1) 2복선전철(기존선) 22.5 5,081

소계(10개 사업) 215.3 175,242

⑤ 철도물류 활성화 사업

일반

새만금선 대야～새만금항 단선전철 43.1 6,160

구미산단선 사곡～구미산단 단선철도 11.0 2,472

아산석문 산단선 합덕～아산․석문산단 단선철도 36.5 6,991

대구산업선 서대구～대합산단 단선전철 40.1 8,164

동해신항선 삼척해변정거장～동해항 단선철도 3.6 578

인천신항선 월곶～인천신항 단선철도 12.5 5,470

부산신항 연결지선 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단선전철(연결선) 4.4 1,502

소계(7개 사업) 151.2 31,337

⑥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사업

일반 동해선 강릉∼제진 단선전철 104.6 23,490

소계(1개 사업) 104.6 23,490

총 계(36개 사업) 1,719.7 44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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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제3차 계획완료에 따른 기대효과

 1. 철도관련 주요 지표 변화

□ 광역경제권간 주요 거점의 철도망 연결

ㅇ 영업거리는 3,729km에서 5,364km(144%↑)로, 전철화 연장은 2,595km

에서 4,421km(170%↑)로 대폭 제고

< 철도주요지표 변화 >

구분 2014 (A) 2026 (B) 비고(B/A)

영업거리(km) 3,729 5,364 144%

복선화율(%) 2,147(58%) 3,813(71%) 178%

전철화율(%) 2,595(70%) 4,421(8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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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철도운영 효율화

□ 고속·고속화철도 운행용량 확보로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주요거점

간의 원활한 교류 가능

* 서울～수색구간: 147회/일(’14) → 387회/일(’26), 240회/일 증가

청량리～망우구간: 170회/일(’14) → 350회/일(’26), 180회/일 증가

□ 시설수준 상이구간 해소로 주요 간선의 전철 운행 가능

ㅇ 전철과 비전철이 혼재된 주요간선의 시설수준 일관성 확보로 전철

운영 가능하며, 기존 전철구간 투자효과 현실화

* 전철화율 변화 : (현재, ‘14년) 장항선 13.9%, 경전선 41.08%, 동해선 0% →

(’장래, 26년) 3개 노선 모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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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단전구간 및 시설수준 불일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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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철도 경쟁력 확보

□ 지역 간 철도 고속통행 실현으로 철도 경쟁력 확보

ㅇ 경부, 호남 고속철도망이 완성되며, 주요지역간 일반철도 고속화

사업으로 도로대비 속도 경쟁력 확보

□ 수도권 내 고속통행 실현으로 광역권 내 통행에 철도 경쟁력 확보

ㅇ 통근시간 30분대로 단축되어 국민 삶의 질 개선, 도심과 외곽지역

간 통근 불편을 해소

< 지역간 및 수도권 주요거점 간 통행시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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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속이동서비스 지역 확대

□ 고속철도, 고속화철도(준고속철도)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ㅇ 고속철도 서비스 인구비율 : 46% → 60% (정차지역 기준)

ㅇ 고속화철도 서비스 인구비율 : 5% → 25% (정차지역 기준)

<고속철도․고속화철도 직접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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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통일시대를 위한 철도망 구축

□ 남북철도 단절구간 연결을 통한 남북철도망 연결 및 대륙철도 

운행을 위한 기틀 마련

<남북철도 단절구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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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경제적 파급효과

□ 총 36개 신규사업, 44조 6,313억원 투자계획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140조 2,127억원으로 추산

ㅇ 생산유발효과 122조 628억원, 임금유발효과 18조 1,499억원,

고용유발효과 1,082,017명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생산유발효과
(억원)

임금유발효과
(억원)

고용유발효과
(인)

금 액 1,220,628 181,499 1,08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