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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1.1 수립배경 및 목적

가. 수립배경

m 2007. 12 “제1차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수립” 이후

권역별 특화발전계획, 추가 주택공급정책 등에 의해 권역별 도시·교통

여건과 광역교통수요의 변화 발생

- 5+2 광역경제권, 보금자리주택 등 도시개발 및 국가교통 중기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교통관련 계획 변경

m 저탄소녹색성장구현을위한대도시권녹색교통및대중교통의경쟁력

강화를 국가교통정책의 기본 개념으로 설정

-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간 연계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 및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체계 구축 필요

m「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대광법)」에의해 ’07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여건변화와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수정 필요

-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광역

교통망의 확충과 교통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향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개선방안, 기존 시설 확충과 더불어

광역교통의 관리 및 운영방안 제시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법정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기존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2026년에서 2020년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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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립목적

m 기존 기본계획(’07)을 토대로 변화된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

한 종합적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 국가 상위계획 및 지자체 계획의 반영 및 유기적 연계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방안 마련

- 도시·교통의 여건변화 및 대도시권 교통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중교통 중심형 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정책 마련

m 변경(안)을 통해 교통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최적

광역교통체계구축및운영효율화를유도하고, 이를합리적으로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m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과의

체계적 연계성 강화 및 계획 방향의 일관성 강화

- 20년 장기계획으로서의 기본계획과 5년 단위의 실행계획인 시행

계획간 사업 내용의 연결고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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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획의 성격 및 범위

가. 기본계획의 성격

m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해수립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20년 장기 법정계획

- 광역교통망 및 체계의 개선과 확충, 광역교통수요의 관리, 대도시권

광역대중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규정1)

m 대도시권역의 최상위 종합교통계획으로서 철도, 도로, 대중교통,

BRT 등의 교통시설 및 교통운영, TSM 등 전반적 교통계획 수립

- 기본계획은 중앙정부가 수립주체인 국가계획이지만, 계획수립단계

에서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계획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통해 Matching Fund의 개념으로 중앙정부 예산 지원

m 권역별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광역교통수요의 효율적 처리, 지역연계

체계구축등광역대중교통망및광역간선도로망을제시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차원의 전략적인 기능을 담당

- 교통망의 노선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m 국가, 지자체의 계획노선과 권역별 주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교통

시설을 검토하여 권역 특성에 맞는 종합 광역교통망 제시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내용) (개정 201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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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계획과 관련계획과의 관계

m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수립되는

대광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대도시권 내 최상위 교통계획

m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사업내용과

각 부문별 국가 교통계획을 검토하여 반영

- 기본계획 수립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각 부문별 국가 교통계획을

반영하고 기본계획 완료 후 주요사업을 다시 이들 계획에 반영

m 지자체계획은기본계획수립시검토하여기본계획의성격에부합하고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

- 기본계획 수립 후 주요 교통사업을 각 지자체 계획에 반영

<그림 Ⅰ-1> 기본계획과 관련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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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m 기본계획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20년 단위 장기계획

이며, 시행계획은 매 5년 단위의 단기계획으로 수립

- 장기 마스터플랜으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제도와 교통망 구축,

교통시설 관리․운영방안 등 종합적인 정책방안 작성

- 광역교통망 구축에 있어 광역간선교통축을 중심으로 교통망 형성을

위한 교통시설의 개선, 확충 및 운영방안을 제시

m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내용을 수용하여 단기간 내에

우선 추진되어야 할 광역교통시설을 대상사업으로 선정

- 대광법에서 규정한 광역교통시설 중 사업추진이 시급한 우선사업에

대하여 5년간 집행 및 추진계획 수립

* 20년 단위 기본계획(여건변화시 수정계획 수립 가능)을 5년 단위 1～4차

계획으로 수립되며, 개별 광역교통시설 추진사항을 연계하여 반영

<그림 Ⅰ-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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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본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m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m 부산・울산권 : 부산/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김해/창원시)

m 대구권 : 대구광역시, 경상남․북도 (경산시 외 7개 시군)

m 광주권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외 4개 시군)

m 대전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공주시외 7개시군)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그림 Ⅰ-3> 권역별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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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적 범위

m 계획기간 : 2013년 ∼ 2020년

- 분석 기준연도 : 2014년 기준

□ 내용적 범위

m 광역교통망, 광역교통 운영 및 관리, 법 제도 등의 광역교통정책 추진

현황

- 권역별, 부문별 광역교통망 구축 및 운영·관리 현황 등

m 광역교통의 여건 전망 및 문제점 검토

- 광역교통 패러다임 변화 및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

- 통행량, 교통수단분담률 등의 교통수요예측 및 광역교통 문제점 분석

m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별 세부 추진방향 구축

m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에 적합한 중점 추진계획 수립

- 거점 및 전략도시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대

- 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 안정성과 이동성 보장을 위한 운영효율성 제고

- 지속가능한 광역교통정책 추진

m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제시

- 투자규모 산정 및 투자계획 수립, 재원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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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4> 계획의 수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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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광역교통정책 추진 현황

2.1 광역교통망 구축 현황

가. 대도시권별 광역교통망 구축 현황

m 대도시권에서는 지속적인 광역화로 인하여 권역별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기존 철도의 복선화 및 급행화 추진

m 광역버스체계의 경우 수도권은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를

중심으로, 지방권은 시외버스를 중심으로 운영

m 도로교통망은 모도시 중심의 방사․순환형으로 구축되어 왔으며,

권역별 거점연결을 위한 고속화 도로망 체계를 구축

<표 Ⅱ-1>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현황

구 분
광역교통망

대중교통망 도로교통망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형구조의
철도망 구성 및 급행화․복선화
․BRT 운영 및 버스중앙차로 설치
․광역급행버스/직행좌석버스 운행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순환형
도로교통체계
․외곽지역의 개발계획에 필요한
도로교통체계

부산․울산권

․기존 철도 복선화 및
주변도시와 경전철 연결
․광역버스체계는 시외버스와
직행좌석버스 운영

․부산을 중심으로 방사․순환형
도로교통체계
․항만배후도로 및 순환고속망 건설

대구권
․방사형 광역간선철도망 구축
․광역버스체계는 시외버스를
중심으로 운영

․방사․순환형 도로교통망체계
․대구 내・외부 순환교통망 구축

광주권

․일반철도와 도시철도로 구성된
광역간선철도망 구축
․광역버스체계는 시외버스를
중심으로 운영

․방사․순환형 도로교통망체계
․제1순환도로 및 제2순환도로가
시내부를 중심으로 형성

대전권

․대전과 지역연계 강화를 위한
광역간선철도망 구축
․광역버스체계는 시외버스를
중심으로 운영

․고속도로 중심의 지역간 통행을
위한 방사형 간선도로망 형성

․대전 내부에 고속순환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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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문별 구축 현황

□ 철도부문

m 수도권 철도시설은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형 구조의 철도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복선화 및 급행화를 추진․운영

- 수도권의 광역철도 4개 노선, 연장 218.0km, 일반철도 10개 노선,

연장 309.8km, 도시철도 10개 노선, 연장 346.3km의 철도시설 구축

- 복선화된 경의선 외 4개 노선의 일부 구간에만 급행열차 운행

m 지방권은 기존 철도망에서 권역별 광역화로 인한 공간구조 변화

에 대응하는 철도를 건설하고 있으며, 기존 철도의 복선화 추진

- 수송능력과 운영효율화를 위한 기존노선의 복선화와 고속화 추진

* 경전철 : 부산김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 도시철도 : 부산2호선 연장, 대구1호선 연장, 광주2호선, 대전2호선 건설

* 동해남부선, 경전선 복선전철화 및 충북선 고속화 개량

□ 광역버스체계

m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수도권에 가장 발달되어 있으며, 대부분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운영

* 광역BRT : 수도권의 서울-하남BRT가 운영 중이며, 지방권은 미운영

m 광역버스2)의 경우 수도권은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를 운행하

고 있으며, 지방권은 시외버스를 중심으로 운행

- 수도권 : 약 200개의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노선 운행

* 수도권의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현재 분당, 일산, 수원 등 18개3) 노선 운행

2) 광역버스는 2개 이상 지자체를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 시외버스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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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권 : 시외버스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일부 직행좌석버스 운영

* 부산・울산권에 부산-양산간, 울산-양산간 직행좌석버스 운영

□ 도로교통체계

m 수도권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순환형 도로망을 구축하여 왔

으나, 광역교통수요 증가로 대부분의 교통축에서 도로용량 초과

m 지방권은 모도시 중심의 방사형 도로망을 구축하여 왔으며, 기존

고속도로와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순환망 구축

* 부산・울산권 : 부산신항에서 주변도시(창원, 김해, 양산)를 연결하는 부산
신항 제2배후도로 및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외곽고속순환망 건설

* 대구권 : 도심 내외부를 연결하는 순환형 도로망(제2차 순환도로 구축, 제3차

순환도로 건설 중)과 모도시 중심의 방사형 도로망 형성

* 광주권 : 시내부를 중심으로 환상형 간선도로망 및 제1순환도로, 제2순환도로의

순환망 체계 형성

* 대전권 : 대전시를 중심으로 지역간 연계를 위한 방사형 간선도로망 및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고속국도 순환망 체계 구축

□ 환승체계

m 수도권의 환승체계는 초기 환승주차장 위주에서 복합기능의 환승센터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대부분 철도역을 중심으로 구축

* 환승주차장 97개소(19,645면) 및 환승센터 11개소(173,615㎡)

m 지방권의 경우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환승주차장 구축․운영

* 환승주차장 : 부산 19개소, 대구 12개소, 광주 4개소, 대전 4개소

3) 제3차 광역급행버스 추가노선 선정 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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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광역교통 운영 현황

가. 권역별 광역교통 운영 현황

m 교통량발생을억제하고, 승용차의이용을감소시키기위한승용차요일제,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TDM(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실시

m 대도시권 내 자치단체별 개별 교통카드시스템을 운영하여 왔으나, 호

환 및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요금제 구축 또는 일부 운영 중

m 지방권의 경우 모도시 및 주변도시가 ITS 및 BIS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모도시를 중심으로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표 Ⅱ-2> 대도시권 광역교통 운영 현황

구 분 광역교통 운영 현황

수도권

․교통수요관리방안으로 승용차요일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버스전용차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혼잡통행료 징수 시행

․통합요금제를 확대․시행하여 수도권 교통시설간 환승할인 시행
․자치구별 교통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교통정보 제공

부산․울산권
․부산과 울산에서 승용차요일제, 교통유발부담금 시행
․부산을 중심으로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요금제를 시행․확대
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김해 간 광역버스 정보제공

대구권
․교통수요관리방안으로 승용차요일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행
․대구를 중심으로 도로 소통정보 및 버스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광주권

․교통수요관리방안으로 도심주차료 인상,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강화 방안 시행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 시·군(나주, 담양, 장성) 지역을 통합하는
광역버스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대전권

․교통수요관리방안의 정착을 위해 승용차 자율부제,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 강화, 승용차 요일제 등을 시행

․교통정보, 시내버스, 교통단속 시스템 등의 첨단교통시스템
(ITS) 구축으로 교통체계 효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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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문별 운영 현황

□ 교통수요관리

m 수도권과 지방권 모두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승용차요일제, 교통유발

부담금 등을 실시하여 교통량 유발과 승용차 이용 억제

- 수도권은 승용차요일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버스전용차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혼잡통행료 징수 등을 시행

* 서울과 경기도의 승용차요일제는 참여요일(월-금)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인천은

차량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참여요일 결정

* 남산 1,3호 터널에 혼잡통행료 징수(1996년부터 시행)

- 부산․울산권은 승용차요일제,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전용차로 시행

- 대구권은 승용차요일제, 대중교통전용지구, 버스전용차로 시행

*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1.05km)는 2009년 12월부터 지정․운영

- 광주권은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도심주차료 인상, 카풀제도 활성화,

교통유발부담금 시행

- 대전권은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자율부제, 주차장유료화 확대, 교통

유발부담금 시행

□ 대중교통요금체계

m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2007년 7월부터 확대․시행하여 수도권 전체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철도간 무료 환승요금제 시행

-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이용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 비례 요금 징수

* 환승요금은 기본구간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 추가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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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지방권의 경우 시(자치구)별 다른교통카드시스템을 운영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지역간 교통카드 호환 및 통합시스템 구축

- 부산․울산권과 광주권은 일부 지역에서 환승할인 실시

- 대구권 및 대전권은 교통카드 호환체계 구축

□ 도로체계개선

m 수도권은 2007년부터 교통혼잡개선사업(TSM)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교통혼잡지점을 DB로 구축하여 관리

* 경기도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TSM) 보고서, 2008

m 지방권 역시 지속적으로 교통혼잡개선사업(TSM)을 시행하여,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 사업 추진

□ 교통정보제공 체계

m 수도권의 경우 자치구별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도로소통 정보 및 버스 정보 제공

-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일반국도 이상의 도로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여 교통정보 제공

* 교통정보센터 :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19개 시군에서 구축․운영

- 각 지역별 버스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2008년 수도권 광역버스정보

(BIS) 연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7월부터 버스 운행정보 제공

* 수도권에 운행되는 529개 노선 중 정류장 38,244개소에 정보 제공

m 지방권의 경우 모도시 및 주변도시가 ITS 및 BIS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모도시를 중심으로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 부산․울산권 : 부산/김해/양산간, 양산/울산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운영

* 광주권 : 광주시를 중심으로 전남 지역 통합 광역버스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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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광역교통 법 제도 현황

□ 법적근거

m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 5개 대도시 권역의 광역교통 정책 및 제도, 관리

등은 대광법에 근거하여 운영 중

- 주요 정책 및 제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 법정계획

m 법정계획으로 추진되는 20년 장기 기본계획과 5년 단기 시행계획은

효율적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 기본계획은 광역교통망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교통시설,

운영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한 Master Plan으로 수립

-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단기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교통

정책 및 광역교통시설, 운영관리방안 등의 실행계획으로 수립

* 광역교통시설인 광역철도 75%, 광역도로 50%, BRT 50%, 여객 및 화물

공영차고지, 환승주차장 및 환승센터 30% 국고지원(사업비 총액기준)

- 추진계획은 시행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

계획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

* 추진계획의 집행실적과 부진한 사항의 사유 및 향후 대책 포함

* 국토부장관은필요시개선권고및시정요청을할수있고, 관계기관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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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개선대책

m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친 사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립

- 주요 연계교통시설, 대중교통 및 환승시설, 필요 교통시설의 개선과

확충 및 재원분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 대광법 제7조 및 제7조의 2에 속하는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당 시․도 지사장이 수립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m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건설및개량을위해징수되며,

납부, 부과 대상 및 산정기준에 대해 대광법에 정량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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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광역교통의 여건 전망 및 문제점

3.1 광역교통 패러다임의 변화

가. 국내외 환경 및 정책기조 변화

□ 도시광역화에 따른 혼잡가중

m 대도시권의 지속적인 인구집중,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광역화의 진행

으로 광역교통축의 용량초과로 혼잡발생

m 문제해결을 위해 광역적 차원의 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이 요구되며,

광역교통문제 해결과 지자체 이견 조정을 위한 통합기구 필요

□ CO2 감축의 필요성 증대

m 지구 기후변화는 온도 및 해수면 상승,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인

하여 핵심 글로벌 어젠다(Global Agenda)로 부상

m 최근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는 세계의 노력들은 기후변화 완화

(Mitigation)정책을 중심으로 CO2 저감에 집중

m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녹색성장 동력화 등의 기반 조성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체계 구현 필요

m 기후변화, 에너지 등 각종 이슈 및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세계화·개방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

m 선진국, 동북아 및 개도국 등과 함께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책개발 및 협력강화의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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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확대 및 IT 기술(ITS, 스마트폰

등)과 교통의 융합 등 교통부문의 선진기술 확보 필요성 대두

□ 공항, 항만 및 배후시설과 연계하는 광역교통계획 수립

m 자유무역에 따른 국제화물수송수요의 증대로 한․중․일 및 아시아

경제국간 물류거점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 가속화

- 국제교역의 증대, 해외여행 증가 등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따라

국제 교통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08년 대비 ’20년까지 여객 1.27배(인․㎞기준), 화물은 1.60배

(톤․㎞기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m 대도시권과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예산투입의 필요성 증가

구분 2008년 이전 2008년 이후

종합적
패러다임

▪ 균형을 통한 성장
▪ 서민위주의 복지국가 성장
▪ 국민의 삶의 질 중시

▪ 성장을 통한 균형
▪ 녹색성장
▪ 경기회복 중시

경제논리
▪ 형평성 강조
▪ 정부규제 강화

▪ 효율성 강조
▪ 정부규제 완화

공간계획

▪ 행정구역 단위의 개발
- 세종시
- 혁신도시
- 기업도시 등
▪ 수도권의 성장억제

▪ 광역별 특화 발전
- 5+2 광역경제권
- 4개 산업벨트, 내륙 초광역권
▪ 수도권의 규제완화
- 보금자리주택 공급, 다양한 부동산 정책

SOC 투자
▪ 사업별 분산투자
▪ 도로투자 우선

▪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자
▪ 철도 투자확대(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 환승체계 개편

주요 산업
▪ 개발 위주 경제성장
▪ 지식기반 경제 진입
- IT 산업의 발전

▪ 녹생성장으로 전환
▪ 신 성장동력 창출
- 신재생에너지, 제로 탄소, 탄소배출권

<표 Ⅲ-1> 국내외 환경 및 정책기조의 변화



제3장 광역교통의 여건전망 및 문제점

- 19 -

나. 해외 광역권 교통정책

□ 중심지 체계와 연계된 철도망 공급 확대

m 파리대도시권의 르 그랑 파리 프로젝트는 고속 광역전철 중심의 광역

교통체계 및 철도, 고속지하철, 트램 등 6개 주요 허브 구축

m 런던대도시권은 2도심과 9대 도시거점의 광역철도망 연계 및 지역

거점을 연결하도록 도심순환선을 따라 방사형 광역철도망 구축

m 도쿄대도시권은 주요 중심 거점을 철도망으로 연결 및 신도시 건설 시

철도와 연계하고, 신도시는 철도노선을 따라 방사형으로 개발

m 뉴욕대도시권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철도를 우선 구축하며,

뉴욕대도시권 내 중심지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계획 추진

파리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체계 런던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체계(철도)

도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체계 뉴욕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체계(광역철도)

<그림 Ⅲ-1> 중심지 체계와 연계된 철도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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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과 시외곽 지역으로의 다양한 대중교통시스템 연계강화

m 도시철도, 트램 등의 경전철, BRT 등 다양한 대중교통시스템을

도심과 시외곽으로 연계하여 승용차와의 경쟁력 제고

m 꾸리찌바, 보고타, LA 메트로폴리탄, 시드니, 오타와 등의 BRT의

명확한 기능부여로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운영

- BRT 시스템 도입으로 교외화에 따른 광역교통의 수요 관리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증대를 목표로 운영

□ 효과적 복합환승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으로의 교통수요 유도

m 광역적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기 위해 편리한 환승시설

구축과 같은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도로교통의 혼잡 개선

- 미국은 주요 철도역에 환승주차장 형태로 환승체계 구축

- 일본의 경우 신칸센, 일반철도,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을 포괄하는

복합환승체계 중심의 교통망 구축

- 프랑스 파리는 대중교통중심의 복합환승체계 및 지하 공간을 활용한

입체 환승센터 구축을 통해 효율적 도시공간 활용 효과 유도

□ 효율적 교통운영관리

m 명확한 광역교통시설 및 수단의 개념 규정과 실행 가능한 Action

Plan 위주의 계획, 총괄적 책임 및 법적 권한 부여로 실효성 확보

* 미국(MTA, MPO, TriMet 등), 프랑스(STIF), 영국(TfL) 등

m 광역권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괄하여, 종합·체계적인 광역교통

계획 수립을 통한 수단간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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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사점

m 광역교통계획은중심지체계와연계된철도망공급확대및철도수단의

우선적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 모도시와주변지역의광역철도망연계및도심순환선을따라방사형의

광역철도망 구축, 신도시 건설시 철도와의 연계 강화

- CO2 감축을 위한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도로시설의 확충에서

벗어나 탄소저감형 광역교통체계 구축

m 광역교통시설은 대도시권과 주변지역의 연계 강화 및 대중교통

수단으로의 유도를 위해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효율화 강화

- 외곽의 주요 유출입지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복합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수단간 연계 강화로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

- 교통부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IT 기술 등을 이용한 효율적 운영 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체계 구현

m 종합적으로, 국내외환경변화및도시공간구조, 교통망의종합적고려를

통해 광역교통체계의 합리적 계획 추진 필요

- 효율적인광역교통체계구축하기위해 ‘철도중심의고속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추진계획 마련

- 대중교통 수단간 편리한 연계시스템 강화, 환승 거점 중심의 ‘복합

환승체계 구축’ 및 운영효율화를 통한 녹색 대중교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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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간구조의 변화

m 7대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거점도시권의 육성, 광역경제권간 연계․

협력으로 권역별 특성 전략을 통한 광역연계형 녹색국토로 개편

m 기존단핵집중형에서 다핵분산형공간구조를 통한자립적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도시권역간 연계형 국토 구조로 전환

- 연계형 다핵 분산형 개발계획에 따른 광역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교통망 구축계획 필요

m 권역별 중심도시 내부구조 또한 단핵 도시구조에서 점차 도심의 기능

분화에 따른 다핵 도시구조로 변화

- 다핵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거점 및 전략도시 연계 생활권 육성 필요

구 분
공간구조 변화

현 재 장 래

수도권
・단핵집중형(서울)
공간구조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 전환 및 거점도시를 중심
으로 다변화된 지역생활권 형성

・클러스터형 산업벨트 구축 및 자족적 도시형성
전략을 통해 공간구조의 다변화 추진

부산․울산권

・부산: 1도심 5부도심
・울산: 1도심 2부도심
・도심기능 집중

・부산은 2도심 6부도심 4지역중심으로 다핵화
・울산은 1도심 4부도심의 부도심 기능 분리
・도심기능 분리 부도심 강화

대구권
・기존 경부선 중심의
단선적 도시구조

・다핵 도시구조로 변화
(영천 및 달성 산업지구 개발 등 X형 도시개발)

광주권
・상무신도심/구도심
중심의 단핵 구조

・다핵형 공간구조로 변화
(서남해안 광주∼나주 혁신도시)

대전권
・대전시 중심의
단핵 구조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청주시의 삼핵 공간구조로
변화

<표 Ⅲ-2> 권역별 장래 공간구조 변화

자료 : 각 대도시별 광역도시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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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간 및 교통 구조 전망

부산․울산권 공간구조 전망 대구권 공간구조 전망

광주권 공간구조 전망 대전권 공간구조 전망

<그림 Ⅲ-2 > 권역별 공간구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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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통수요예측

가. 사회경제지표 전망

m 목표년도인 2020년 권역별 사회경제지표 예측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은 감소추세 및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수도권은 학생수를 제외한 모든 사회경제지표의 증가 추세

-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수도권 및 지방권의 학생수 감소 추세

- 세종특별자치시의영향으로대전권은수도권과함께인구및종사자수,

승용차 보유대수 증가 추세

구 분
사회경제지표

인구 학생수 종사자수 자동차 보유대수

수도권

2009년 24,379 4,317 8,418 5,814

2020년 25,993 3,556 9,649 8,141

증감률(%) 0.58% -1.75% 1.25% 3.11%

부산․
울산권

2009년 6,904 1,577 2,396 2,500

2020년 6,490 1,092 2,851 2,826

증감률(%) -0.56% -3.29% 1.59% 1.12%

대구권

2009년 3,554 825 1,150 1,374

2020년 3,240 625 1,004 1,296

증감률(%) -0.84% -2.49% -1.23% -0.53%

광주권

2009년 1,725 426 514 610

2020년 1,671 341 491 922

증감률(%) -0.29% -2.00% -0.42% 3.83%

대전권

2009년 2,796 724 798 1,059

2020년 3,153 618 847 1,912

증감률(%) 1.10% -1.43% 0.54% 5.52%

<표 Ⅲ-3> 권역별 사회경제지표 변화전망

(단위 : 천인, 천대)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http://kosis.nso.go.kr)

주 1 : 각 시・도 통계연보, 해당년도, 학생수는 초・중・고・대학생을 포함함

주 2 : 수도권 2009년 종사자수는 수도권 장래교통수요예측 경신연구 수정 자료 활용하여 예측

주 3 : 수도권 자동차 보유대수는 승용차만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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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행량 예측

m 수도권의 목적통행은 연평균 0.8%, 수단통행은 연평균 2.2%로

증가하고, 목적통행에 비해 수단통행 증가분이 클 것으로 예측

- 목적통행 : 5,137만통행(’09) → 5,590만통행(’20)으로 0.8% 증가

- 수단통행 : 5,155만통행(’09) → 6,557만통행(’20)으로 2.2% 증가

m 지방권의 경우 목적통행과 수단통행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구권은 장래 통행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

- 대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의 증가율은 0.1% 수준

- 대구권의 경우 목적통행 및 수단통행 모두 -0.5%이상 감소

구 분
교통수요

목적통행 수단통행

수도권

2009년 51,370 51,548

2020년 55,904 65,570

증감률(%) 0.8% 2.2%

부산․울산권

2009년 15,154 15,886

2020년 15,408 16,076

증감률(%) 0.2% 0.1%

대구권

2009년 8,187 8,672

2020년 7,711 8,094

증감률(%) -0.5% -0.6%

광주권

2009년 3,800 4,069

2020년 3,838 4,109

증감률(%) 0.1% 0.1%

대전권

2009년 7,284 7,385

2020년 7,366 7,485

증감률(%) 0.1% 0.1%

<표 Ⅲ-4> 권역별 교통수요 변화전망

(단위 : 천통행/일)

자료 : 수도권은 장래교통수요예측 경신연구(2010), 지방권은 KTDB의 2007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2008)

주 : 권역 전체 기준, 수도권 환승포함, 수단통행의 경우 도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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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통수단분담률 변화

m 장래 수도권 수단분담률의 경우 승용차분담률이 증가하고, 대중교통

분담률은 감소하여 도로교통의 승용차 비중 증대

- 승용차 분담률 : 37.7% (’09년) → 39.4% (’20년), 1.7% 증가

- 대중교통 분담률 : 56.0% (’09년) → 55.3% (’20년), 0.7% 감소

m 지방 대도시권의 경우도 승용차분담률이 소폭으로 증가한 반면, 대중

교통 분담률은 감소하여 도로교통의 승용차 비중 증대

- 승용차 분담률 : 55.1% (’09년) → 56.3% (’20년), 1.2% 증가

- 대중교통 분담률 : 32.9% (’09년) → 32.3% (’20년), 0.6% 감소

구 분 승용차 버 스 철도 택 시

수도권

2009년 37.7 30.4 25.6 6.3

2020년 39.4 28.0 27.3 5.3

부산․울산권

2009년 46.8 33.4 6.8 13

2020년 49.4 31.4 7.8 11.4

대구권

2009년 56.9 26.9 6.4 9.8

2020년 58.1 26.8 5.4 9.7

광주권

2009년 56.9 29.2 1.4 12.5

2020년 57.2 28.7 1.9 12.2

대전권

2009년 60 25.9 1.4 12.7

2020년 60.3 25.5 1.8 12.4

<표 Ⅲ-5 > 대도시 권역별 수단분담률 변화 예측

(단위 : %)

자료 : 수도권은 장래교통수요예측 경신연구(2010), 지방권은 KTDB의 2007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2008)

주 : 권역 전체 기준, 수도권 환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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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광역교통 문제점 

가. 부문별 광역교통망의 문제점

□ 철도부문

m 수도권의 철도시설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일부구간에만

복선화 및 급행화로 운행하고 있어 철도의 경쟁력 저하

- 교통축별 철도와 승용차의 출퇴근 소요시간 조사결과, 대체적으로

철도가 약 8분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교통축은 승용차가 유리

* 고양파주축(주엽-시청) 철도61분, 승용차47분, 과천안양축(평촌-시청) 철도46분, 승용차31분4)

m 지방권의 경우 주변도시와 연결되는 철도망 체계가 미흡하고, 기존

철도의 저속운영체계로 인하여 철도 수단분담률 감소

- 부산・울산권은 굴곡노선과 기존시설의 단선구간으로 운영효율 저하
* 현재 경전선의 부전에서 창원까지 구간이 삼랑진 경유로 통행시간 증가

- 광주권은 광역생활권에 대응하는 철도시설 부족으로 분담률 감소

* ‘09년 기준 광주권 철도분담률은 1.4% (’05년 대비 39% 감소)

□ BRT 부문

m 수도권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는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가 혼재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용차로 단절구간으로 인한 효과 감소

- 인천/부천축 경인로-국도46호선 구간에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 혼재

- 의정부(도봉로-국도3호선) 및성남축(송파대로-국도3호선) 단절구간존재

m 지방권은 대부분 도심의 가로변 차로를 중심으로 버스전용차로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광역 BRT 노선 부재

- 광역 BRT 노선이 전무하여 승용차 대비 통행시간 경쟁력 취약

4) 수도권 교통수단별 통행시간 조사결과, 교통안전공단,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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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체계

m 수도권의 지속적인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광역교통수요 증가와 광역

간선 교통축상의 평균 혼잡도(V/C) 1.0이상으로 혼잡 발생

- 승용차 이용의 증가로 인해 수도권 12개 교통축 중 V/C가 1.0이상인

축은 8개축이며, 고양/파주축이 1.16으로 가장 혼잡

m 지방권의경우도교통수요가도로용량을초과하여교통혼잡이발생하는

교통축 및 정체가 발생하는 단속류 구간과 병목구간 존재

- 부산・울산권 : 부산-울산축, 부산-양산축, 부산-김해축, 울산-경주축
V/C 1.0 이상, 국도7호선에 단속류 구간과 병목구간 존재

- 대구권 : 영천축, 경산축, 군위축 V/C 0.8 이상, 국도5호선에 단속류

구간과 병목구간으로 인한 정체 발생

- 광주권 : 화순축에 도로용량 근접 구간 존재(V/C 0.9이상)

□ 환승체계

m 기존 환승시설은 대부분 도시철도역 중심의 환승주차장으로 건설․

운영되어 환승수요 처리를 위한 제 기능 및 실효성 저하

- 환승보다는 주변지역의 주차시설 역할과 도시 외곽이 아닌 도시내

지역에 입지하여 교통량 저감, 대중교통수요 전환 효과가 미흡

m 환승시설의 입지 및 시설운영에 있어 접근시간, 대기시간 등 환승소요

시간이 길고, 수단간 환승방법이 불편하여 시설 이용 기피

- 환승에 따른 소요시간이 전체 통행시간에 20～30%를 차지

□ 광역버스 운행

m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이 일부 축에 편중되어 있으며, 개발계획 등에

따라 증가될 수요에 대비한 광역버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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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축에 84개 노선 집중 배치, 의정부축, 하남축, 광명축, 김포축,

인천-시흥/안산축은 광역급행버스 운행 부족

* 수도권 광역버스 첨두시 평균 혼잡률 125-132%

m 지방권의 경우 시외버스를 중심으로 광역버스를 운영하여 접근성이

낮고, 터미널이용으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로 이용률 저하

나. 광역교통 운영의 문제점

m 현재시행중인여러교통수요관리정책은도심내혼잡을해소하기위한

정책으로 광역측면의 교통수요관리 효과 미비

m 대도시권 모두 지자체별 ITS 및 BIS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지만,

광역 BIS시스템과 통합 정보제공시스템 부재로 정보제공 한계

m 광역교통축 교차로의 불합리한 기하구조와 신호운영체계가 교차로

용량감소 및 교통정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제공

다. 광역교통 법․제도의 문제점

m 교통계획과 도시계획간 연계가 원활치 않아 ‘선개발-후교통’ 행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난개발에 따른 개발지역 주변의 교통문제 유발

m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 차원의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이 필요

하나, 지자체별 교통계획 수립과 시설공급으로 한계 발생

- 광역권차원의 교통계획 수립 및 일관성 있는 광역교통시설 공급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행정기구의 설립 필요

* 수도권 광역교통 행정기구 버스운영→전반적 교통계획 및 행정으로 기능 확장 필요

m 광역교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따른

관련 DB 구축, 사후관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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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통망 구축에 따른 환경영향과의 정합성 문제점

m 대규모 교통시설(철도, BRT, 광역간선도로, 환승시설 등)의 건설을

통한 교통체계구축과 교통정책 추진이 자연․문화․생태계 등에

미치는 환경영향 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로 환경성 검토 제도화

- 교통과 환경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기존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

환경영향평가’로 강화되어 환경영향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m 국토의 균형발전 및 개발, 교통시설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교통계획에 대해 ‘국토계획평가’ 실시

- 계획수립에 의한 대단위 개발과 교통SOC시설 건설 이전에 해당

사업이 국토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검증하는 평가시스템 도입

- 국토연구원에 ‘국토계획 평가센터’를 설립하여 평가체계 정례화

m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으로서의 광역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영향 검증을 위한 평가시스템과의 정합성 유지 상충 문제

- 광역권별 교통망 구축에 필요한 교통시설과 운영대책을 제시하는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국토계획평가의 환경성 부문간 이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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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4.1 2020 광역교통의 비전 및 목표

가. 기본계획 목표 설정

비전 및 목표

비젼 대중교통중심의광역교통체계구축을통한녹색교통환경구축

목표

및

추진

지표

광역교통망확대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운영효율성제고
광역교통정책추진

⇒

대중교통분담률 27% 향상

온실가스배출량 10%저감

평균통행속도 15% 증가

교통혼잡비용 10% 감소

추  진  과  제

거점 및 전략도시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대

서비스개선을통한

대중교통이용활성화

광역철도망

광역 BRT

광역간선도로망

연계 환승체계

광역버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안전성과이동성보장을

위한운영효율성제고

지속가능한

광역교통정책추진

광역교통수요관리

스마트 교통서비스

교통체계관리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연계

계획수립 체계 정비

광역교통관리 강화

체계적인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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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지표

□ 성과․효과분석 지표 설정

m 본 과업의 목표인 광역교통망 확대, 대중교통의 강화, 운영효율성

제고, 관리제도 개선 효과에 대한 정량화 가능 지표의 설정

m 대중교통수단분담률, 교통혼잡비용, 평균통행속도, 온실가스배출량의

4개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효과 예측

□ 목표 성과지표

m 대중교통수단분담률 26.7%, 평균통행속도 15.2%를 향상시키고

온실가스배출량 10.0% 및 교통혼잡비용 10.0% 감소

-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은 5대 권역 평균 37.4%→47.4%로 증가,

평균통행속도는 36.6km/h→42.2km/h 향상

- 교통혼잡비용은 현재 76,097억원→68,487억원 감소,

온실가스배출량은 54백만톤→49백만톤으로 10.0% 감소

성과지표
현 황
(2009)

목 표
(2020년)

비 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37.4% 47.4% 26.7% 향상

교통혼잡비용 76,097억원 68,487억원 10.0% 감소

평균 통행속도 36.6km/h 42.2km/h 15.2% 증가

온실가스 배출량1) 54,178천톤 48,760천톤 10.0% 감소

<표 Ⅳ-1>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자료 : 대중교통수단분담률 현황은 수도권은 장래교통수요예측 경신연구(2010), 지방권은 KTDB의 2007년

국가교통DB구축사업(2008) 자료이며, 타 자료는 본 연구에서 KTDB를 이용하여 분석한 수치임

주1 : 환경적 편익을 경제적인 수치로 환산하면 약 541억원의 환경편익 발생(수도권 478억원, 지방권 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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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광역교통기본계획 추진방향

기본방향

m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계획 수립시 교통수요가 충분한 교통축에 대해

철도, 버스, 환승체계 등 대중교통을 우선 검토

- 차선으로 교통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등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도로 신설이나 확장 검토

<그림 Ⅳ-1> 기본계획 중점 추진계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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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역교통망 확대

m 계획 수립시 광역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흡수하기 위하여

대중교통망을 우선 검토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및 이용 활성화 추진

- 1차 기본계획의 광역대중교통망 : 광역도로 투자비율은 38:62이며,

수정계획은 53:47으로 광역대중교통망의 투자비율이 137% 증가함

m 장래 공간구조에 부합되는 광역철도망 노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 대도시권 신규 개발지역의 경우 광역철도망을 우선 검토

- 기존 광역철도망의 경우 복복선 전철화를 통한 속도 경쟁력 확보

및 운영횟수 증대로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m 광역차원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체계의

속도 경쟁력 제고와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 유도

- 도로신설이나 도로혼잡구간 확장 시 광역철도나 BRT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우선사업 지정

m 대도시권 모도시와 주변도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의 도로

교통망을 형성하여 광역권 연계를 강화하는 광역간선도로망 구축

m 광역간선도로망을 형성하는 간선도로의 단거리 혼잡구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대중교통수요 대비

용량 부족 교통축

․승용차보다 긴

대중교통 통행시간

․광역교통축에

혼잡도 심화

추진방향

․대중교통 우선 검토

․대중교통수요에

대응하는 철도/BRT

구축 및 급행화

․광역간선도로망

보강

기대효과

․대중교통망 효율성 제고

․대중교통수단 경쟁력

강화 및 이용 활성화

․광역도로교통축 혼잡해소

및 통행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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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중교통 활성화

m 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환승시간 단축 등

양질의 환승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도모

- 광역철도↔버스간, 버스↔버스간 광역 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대중

교통 이용자의 대중교통환승시간 단축 및 시설 이용 편리성 제고

m 승용차와의 속도 경쟁력을 갖춘 광역급행버스의 확대를 검토하여

교통혼잡 개선과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 유도

- 수도권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광역교통축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광역급행버스 운행이 가능한 노선 선정 및 지방권 도입 검토

m 낙후된 대중교통 관련 시설 개량과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 등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이미지 제고

현황 및 문제점

․환승주차장 중심의
환승시설 구축
․비효율적인 환승체계로
전체 통행시간 증가
․버스의 낮은 이동성으로
버스이용 저해
․낙후된 대중교통
편의시설

추진방향

․환승센터 중심의
환승시설 건설
․환승거점 등 효율적인
환승체계 구축
․광역급행버스 추가
노선선정 및 도입 검토
․낙후된 대중교통시설
교체 및 신규 서비스
제공

기대효과

․효율적인 환승체계
구축
․환승시간 절감 및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버스 통행시간 감소로
이용자 증가
․대중교통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이용
활성화

다. 운영효율성 제고

m 광역차원의 교통수요 감소, 대중교통수단으로 수단전환 유도 등 광역

교통 수요관리방안을 통하여 근본적인 교통문제 원인을 해결

-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광역교통 수요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수요관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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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 유도 방안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화․현실화를

통해 기업체의 자발적 교통수요관리 활동 유도

m 급속하게발전하고있는첨단 IT 기술과스마트단말기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체계 관리 운영의 효율 극대화

- 지능형도로, U-T(Ubiquitous Transportation)서비스, 광역BIS 구축등

스마트 교통서비스 제공

m 시급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TSM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교통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

- 주요 광역축별 교차로 신호운영체계 개선 및 연동 등 TSM 기법을

활용하여 교차로 기하구조체계 개선, 병목구간 차로운영 개선

현황 및 문제점

․광역차원의 교통수요
관리정책 미흡
․교통 및 버스 정보의
지엽적 제공
․광역교통축에
불합리한 교통체계로
지․정체 발생

추진방향

․효과적인 광역교통
수요관리방안 검토 및
적용
․광역BIS 구축 및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다양한 TSM 기법을
적용하여 문제 해결

기대효과

․광역교통수요 억제 및
대중교통으로 전환 유도
․광역교통정보 접근성 제고
․지・정체 해소 및
교통혼잡비용 감소
(수도권 현황에 비해
0.8% 감소, 지방권
현황에 비해 18.9% 감소)

라. 광역교통정책 추진

m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성 강화, 광역교통관리를 위한 권역별

전담기구 운영 등 효율적인 광역교통계획수립 환경 조성

- 광역도로, 광역버스 등 광역시설이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고, 계획할 수 있는 광역교통기구 신설

- 권역별 광역교통기구는 지자체간 이해관계 조정, 광역교통 관련

통행행태, 지역개발 전망,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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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현재 법․제도상의 광역권역 설정과 광역교통시설 지정 기준을

현실적인 광역교통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보완

- 광역교통 권역과 시설기준을 실제 영향권에 부합되고, 현실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역설정 및 시설규모 지정 기준 조정

m 광역교통개선대책 DB 구축과 사후관리를 통해 광역교통관리 강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현실화하여 합리적인 원인자 부담원칙 제시

- 광역교통 관련계획 수립시 구축된 DB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관련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체계 구축

-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을 제시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를 체계화하고, 기업체의 참여율 제고

m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평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행효과 증대

-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시스템에 의해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추진이

우수한 대도시권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현황 및 문제점

․기본계획과 타 교통

계획과의 차별성 논란

․광역교통시설의

선정기준의 부적절

․낮고 불합리한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추진방향

․타 교통계획과

차별화, 연계성 강화

․광역교통시설

선정기준 조정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실화 및 강화

․사후관리 체계화

기대효과

․효율적인 광역교통

계획수립 환경 조성

․필요한 광역교통시설

선정으로 문제 해결

․광역교통수요 감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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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점 추진계획

5.1 거점 및 전략도시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대

가. 광역철도망

□ 추진개요

m 장래 공간구조에 부합되는 광역철도망과 철도수단 중심의 체계적인

광역철도망을 확충하여 친환경 녹색교통체계 구현

□ 권역별 추진방안

m 수도권 : 교통축별 광역대중교통수요를 흡수하고, 방사형 교통망 보완

및 지역 거점간 광역적 연계 강화를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

- 도심 접근 30분대 광역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추진 본격화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 일산～수서(동탄),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m 부산․울산권 : 기존선의 복선화를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와 통행속도

향상 및 생활권 확산에 대응하는 광역철도망 확대 구축

m 대구권 : 교통축별광역대중교통수요를흡수하기위하여시계내구축된

도시철도망에서 모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연장노선 구축

m 광주권 : 기존 철도망 개선과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광역대중교통

수요 처리 및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등과 연계된 광역철도망 구축

m 대전권 : 방사순환형 교통망 보완을 통해 광역 교통수요 흡수 및 행정

중심복합도시와 주요 거점간 연계를 고려한 광역철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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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구축(안)

m 국가기간 고속철도망 및 권역별 광역간선철도망을 형성하고, 지역

연계성 강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철도사업의 단계별 추진

- 광역철도 운영체계를 급행위주(6개 교통축의 통행시간 10～30분

단축)로 재편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도심 접근

30분대 광역철도망 구축

m 광역철도망을 형성하는 사업, 상위 및 관련계획을 반영(경제성 높은

사업 우선)하고, 투자우선순위에 의해 중기사업과 장기사업으로 구분

- 대도시권 권역내에 광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광역철도망 구성

- 권역별 상위계획, 관련계획(국가철도망계획, 대중교통계획, 지자체

계획 등)을 검토하여 B/C, 수단전환률이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

- 중기사업의 경우 구성된 광역철도망 중에 공사 중이거나, B/C가

높은 사업을 중기('13～'16) 사업으로 선정

- 장기사업의 경우 구성된 광역철도망 중에 중기사업을 제외한 향후

추진 가능한 사업을 장기사업('17 이후)으로 선정

구 분

중 기
(2013년 ～ 2016년)

장 기
(2017년 이후)

노선수(개) 연장(km) 노선수(개) 연장(km)

수도권 25 932.2 10 134.9

부산・울산권 6 158.7 14 174.2

대구권 5 148.8 3 48.5

광주권 1 41.7 4 168.8

대전권 3 184.9 - -

합 계 40 1,466.3 31 526.4

<표 Ⅴ-1> 광역철도망 구축

주: 개별사업 추진내역은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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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간선철도망 구축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m 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 생산유발효과를 계상

- 광역간선철도망 구축에 따른 대도시권 생산유발효과는 114조원이

발생되며, 수도권이 84조원, 지방권이 30조원의 효과 발생

□ 기본계획 사업의 환경성 평가

m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환경보전 관련 현황을 검토

하였으며, 상위계획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여부를 조사

-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생태·환경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 등의 현황을 권역별로 검토

- 국가철도망구축계획등상위계획의환경영향평가검토여부를조사하여

해당 사업은 제외

m 권역별로 광역간선철도망 노선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등 5개 노선이 환경관련 보호구역에 영향 발생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킨텍스-수서(동탄), 송도-청량리) 노선은 도심을

경유해 문화재 보호구역에 인접하는 것으로 분석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정부-금정), 진접선, 의정부-양주선은 관악산,

수락산 등에 인접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영향 발생

m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시 이를 고려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안 검토

-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신청 및 문화재 주변 구조물 보호 설계,

우회노선 선정 등 친환경적 최적(안)을 선택하여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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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역BRT

□ 추진개요

m 광역교통수요의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통행속도 향상으로

버스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및 도로의 혼잡 완화 유도

□ 권역별 추진방안

m 수도권 : 광역BRT를구축하여방사형교통망을보완하고, 철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교통축에 BRT 건설로 대중교통 활성화

m 부산․울산권 : 대중교통수요가높은부산-울산축, 부산-창원거제축에

광역BRT 건설로 대중교통망 보완 및 이동성 향상

- 경남권 지역개발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동서해안 관광단지

개발 등 지역간 연계 강화를 위한 광역BRT 구축

m 대구권 : 순환 방사형광역BRT를 구축하여대구시내부교통망을보완

하고, 철도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교통축에 BRT 건설

m 광주권 : 장래 주요 개발계획과 관련된 주변지역간의 광역적 연계 및

도심권에 집중된 광주시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광역BRT 구축

m 대전권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역대중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주요

거점간과의 체계적인 연계가 가능한 광역BRT 교통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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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구축(안)

m 권역별 우선추진사업(중기)과 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

- 중기사업은일반형BRT로추진하되장기사업은경제적타당성이높은

일부사업에 대해 신교통형BRT로 추진

m 도로여건, 교통수요 등을 감안하여 세부 검토축을 선정하고, 연계성,

부지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후보사업 선정

- 각 권역별 광역교통축을 기본으로 도로여건, 이용수요, 구축 용이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검토축을 선정

- 광역교통망연계성, 회차용이성 (환승시설, 부지확보가능성등), 도시

철도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후보 사업을 선정

* 도로여건, 이용수요, 실현가능성 등 7개 평가항목으로 가중치 부여

- 중기사업의 경우 최종 후보 노선 중 공사중인 사업이거나, 정책적

추진사업 중 B/C를 고려하여 중기('13～'16)사업으로 선정

- 장기사업의 경우 중기사업을 제외한 향후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정

구 분
중 기

(2013년 ∼ 2016년)
장 기

(2017년 이후)
노선수(개) 연장(km) 노선수(개) 연장(km)

수도권 3 49.0 21 512.1

부산・울산권 - - 2 56.2

대구권 - - 6 251.2

광주권 - - 3 30.2

대전권 3 39.0 6 79.1

합 계 6 88.0 38 928.8

<표 Ⅴ-2> 광역BRT 구축

주: 개별사업 추진내역은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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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역간선도로망

□ 추진개요

m 장래 광역교통수요에 대응하는 광역 간선도로망의 체계적 구축을

통하여 광역교통축의 소통 원활화와 통행시간 단축

m 광역권 대도시 및 주변도시의 지역간 연계강화와 도심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도로와 연계한 효율적 광역간선도로망 구축

□ 권역별 추진방안

m 수도권 : 광역순환망과 연계하여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교통축의 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도로 개선

- 광역순환망 9개 노선(234.0km), 방사축 56개 노선(680.5km) 구축

m 부산․울산권 : 지역 연계순환도로망을고속화하고, 광역간선도로망을

보완하여 지역연계성을 높이고 통행속도 개선

- 광역순환망 25개 노선(202.9km), 방사축 43개 노선(621.1km) 구축

m 대구권 : 대구시내외부순환망과방사형교통축을연결하는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교통축 혼잡 완화를 위한 도로 개선

- 광역순환망 8개 노선(124.0km), 방사축 24개 노선(436.1km) 구축

m 광주권 : 지역간 연계 강화와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간선

도로망 보강으로 지역접근성 강화 및 효율적 광역간선도로망 구축

- 광역순환망 1개 노선(87.5km), 방사축 8개 노선(149.0km)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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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대전권 : 순환형도로망과주요거점을연계하는광역간선망노선개선

및 확충을 통해 내부혼잡 해소 및 권역내 지역접근성 강화

- 지역접근성 강화 10개 노선(95.0km), 방사축 5개 노선(52.5km) 구축

□ 단계별 구축(안)

m 권역별 광역교통축별로 장래 교통 혼잡구간을 분석하고, 관련계획5)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을 검토하여 해당 축에 광역간선도로 선정

- 각 광역교통축별로 장래 혼잡도(V/C) 등을 분석하여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을 선정

-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 지자체 계획, 자체발굴 사업 등을 검토하여

해당 교통축의 교통소통을 원활화시키는 광역간선도로 구축

- 중기사업의 경우 광역간선도로망 중 공사중인 사업이나, 투자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을 중기('13～'16)사업으로 선정

- 장기사업의 경우 중기사업을 제외한 향후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정

구 분

중 기
(2013년 ～ 2016년)

장 기
(2017년 이후)

노선수(개) 연장(km) 노선수(개) 연장(km)

수도권 56 713.0 9 201.5

부산・울산권 63 782.9 5 41.1

대구권 28 417.1 4 143.0

광주권 9 236.5 - -

대전권 14 126.5 1 21.0

합 계 170 2,276.0 19 406.6

<표 Ⅴ-3> 광역간선도로망 구축

주1 : 개별사업 추진내역은 별첨 참조

주2 : 광역간선도로망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이 2016년 이전에 착공하는 사업으로 중기사업에 포함

5)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국토해양부), 도로정비기본계획(국토해양부, 지자체), 지자제 기타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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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간선도로망 구축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m 교통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 생산유발효과를 계상

- 광역간선도로망 구축에 따른 대도시권 생산유발효과는 102조원이

발생되며, 수도권이 52조원, 지방권이 50조원의 효과 발생

□ 기본계획 사업의 환경성 평가

m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환경보전과 관련된 현황을 검토

하였으며, 상위계획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여부를 조사

-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생태·환경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 등의 현황을 권역별로 검토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도로정비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환경영향

평가 검토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은 제외

m 권역별로 광역간선도로망 노선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산·울산권의

2개 노선이 환경관련 보호구역에 영향 발생

- 웅촌-용당간 연결도로가 울주검단리 유적 근처를 지나고, 국도 7호선

확장구간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인집한 것으로 분석

m 웅촌-용당간 연결도로등 2개 노선은기본및실시설계단계에서이를

고려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방안 검토

-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신청 및 문화재 주변 구조물을 보호하는

설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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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서비스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가. 연계 환승체계

□ 추진개요

m 시외 유출입 교통량이 많은 교통축의 주요 환승지점에 통행 특성을

고려한 환승시설을 설치하여 유출입 교통량을 흡수

m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철도, 버스, 승용차 등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연계성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편의 증진

□ 추진방안

m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포함), 환승주차장 등으로 구분

- 기존 환승주차장 중심에서 복합기능의 환승센터 위주로 전환

m 대중교통이용 제고를 위한 환승시설의 적정 입지 선정

- 중심도시와 인근지역과의 연계, 권역별 대규모 개발계획 등을

반영하여 최적 입지에 환승지점을 선정

- 광역교통축을 대상으로 대도시 외곽에 환승시설을 설치하여 혼잡

지역으로 유입되는 교통량 감소 유도

m 대중교통축 중심의 대규모 개발 사업지 내 환승시설 신설 및 확충

- 신도시·신시가지 등의 개발사업시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환승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부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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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환승시설과 연계하여 생활교통수단(자전거, 보행 등) 강화

- 자전거 거치대 설치, 공공자전거 확대․시행 등 권역별 자전거 활

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

□ 단계별 구축(안)

m 교통수요가가장많은광역간선대중교통축상에환승시설을우선(중기)

선정하고, 그 이외의 사업은 장기로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

m 권역별 광역교통축을 기본으로 환승수요 및 타 교통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환승시설의 적정 입지 선정

- 수도권은 법적기준, 교통카드데이터(환승수요), 입지 여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환승센터 위주로 선정

- 지방권은 지자체 수요조사와 광역교통수요분석을 통해 대안을

설정하고, 법적기준,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환승시설 선정

구 분
중 기

(2013년 ～ 2016년)
장 기

(2017년 이후)

수도권 27 15

부산・울산권 8 7

대구권 1 7

광주권 1 8

대전권 - 10

합 계 37 47

<표 Ⅴ-4> 환승체계 구축

(단위 : 개소)

주 :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8개 사업(울산역, 광주송정역, 남춘천역, 부전역 등)을 포함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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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역버스

□ 추진개요

m 대도시권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승용차과 비슷한 경쟁력을 갖춘

광역버스체계를 구축하여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

- 광역권역내 광역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내 시내버스와

광역버스간 환승을 위한 환승시설 구축

□ 권역별 추진방안

m 수도권의 택지개발계획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광역대중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광역급행버스 확충 및 노선 확대

- 수도권의 광역교통축을 대상으로 택지개발계획 등을 파악하여 광역

급행버스 운행이 추가될 수 있는 노선 선정

m 광역급행버스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 노선선정과 면허에 관한

제도 정비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시

- 광역급행버스 면허권 자치단체 위임 방안 및 정류장 수 제한 규정

적정성 검토,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차량규격 변경 검토

m 지방권의 경우 시외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광역권 대중교통을 광역

버스로 전환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및 경제성 향상

- 시내 주요 대중교통 결절점에서 타 시의 대중교통 결절점까지 운행

하는 광역버스 확대 및 광역급행버스 도입(간선 광역버스체계 구축)

- 환승시설을 시 경계에 설치하여 지자체간 시내버스의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지선 광역버스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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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구축(안)

m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광역대중교통수요가 예상되는 축에

운행이 가능한 노선을 선정하여 광역교통수요 처리

-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축상의 대중교통수요 처리

m 시외버스를 중심으로 광역권의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지방권은 장기적으로 광역버스 운영

* 현재 경남 양산시가 부산과 울산에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노선 운행

- 지방권의 경우 지자체간 이해관계 차이로 광역행정기구의 도입과

환승할인제도의 광역권 확대가 선결되어야 광역버스 도입 가능

* 협의사항 : 광역버스 노선, 지자체별 버스투입대수, 환승시설

- 현재 시외버스 중심의 노선을 광역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외

버스 업계와의 협의 선결 필요

* 협의사항 : 광역버스 노선 및 요금, 노선 운영주체, 시외버스의 보상방안

구 분
중기 계획

(2013년 ～ 2016년)
장기 계획
(2017년 이후)

수도권

․고양/파주축, 구리축, 김포축에

3개 노선 광역급행버스 확충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

․수도권 외곽 도시간 광역버스

확충(환상형 광역버스망 구축)

․입체적 복합환승센터 도입

지방권

․부산울산축, 부산창원거제축,

부산양산축, 부산김해축,

울산양산축에 광역버스 확충

․왜관․구미축, 창녕축에

광역버스 확충

․광역급행버스 도입

․입체적 복합환승센터 도입

․광역권내 환승할인제도 도입

․대도시권 행정체계 노선조정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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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추진개요

m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관련 시설과 운영

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 우선 추진사업 등 단계별 추진

□ 추진방안 및 계획

m 대중교통 관련시설 중 교통수요별 버스정류장 설치 표준(안) 작성,

버스전용차로의 운영방식과 신호, 버스게이트 설치 방안 마련

- 정류장 등급별 적정 시설물(쉘터, BIS 등) 설치 매뉴얼 및 BRT가

아닌 버스 전용차로의 효율적 운영 표준(안) 작성

m 전국 호환 가능 통합 교통카드, 권역별 통합환승 요금제 실시, 지역간

(시외) 버스의 인터넷 예약 및 카드결제 시스템의 도입 추진

- 대도시권별․권역간 대중교통 이용편리와 서비스 향상 방안 추진

구 분
중기 계획

(2013년 ～ 2016년)
장기 계획
(2017년 이후)

수도권 및
지방 5개
광역권

․버스정류장 설치 표준(안) 마련

․통합환승요금제 시행(지방권)

․전국 호환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지역간 버스 인터넷 예약제 및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전용차로 운영방안

표준(안) 마련

․발권·검표없는 고속버스

승차 시스템 도입



제5장 중점 추진계획

- 51 -

5.3 안전성과 이동성 보장을 위한 운영효율성 제고

가. 광역 교통수요관리 (TDM)

□ 추진개요

m 광역차원의 교통수요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용차 이용 억제

방안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여 광역교통 혼잡 해소

□ 추진방안 및 계획

m 광역내 지역간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을 강화

하고, 수요관리방안을 광역권으로 확대하여 광역교통수요 감소

- 교통유발부담금제도 개선, 주차요금 정책 등 원인자 부담원칙 강화

- 승용차요일제 광역권 확대, 광역대도시권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방안

시행, 광역축 도로에 HOV차로 도입 등 수요관리방안 확대

m 승용차 공동이용과 스마트오피스, 대중교통이용 인센티브 제공 등

수요관리정책을 활용하여 승용차수요 감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

구 분
중기 계획

(2013년 ～ 2016년)
장기 계획
(2017년 이후)

광 역
교 통
수 요
관 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주차제도 개선 (도심지/노상

주차장 억제, 주거지주차 증대)

․카풀 및 카쉐어링 활성화

․스마트오피스 제도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제 도입

․대도시권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방안 확대시행

(지자체→광역권으로 확대)

․산업단지 주차관리 및 운영 개선

(노상주차장 억제, 노외주차장 공급)

․광역권 승용차 요일제 도입

․광역축 HOV차로 도입 (수도권

→지방권으로 확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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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 교통서비스(ITS, BIS)

□ 추진개요

m ITS 구축을 통한 교통정보 활성화 및 광역권의 통합버스정보제공을

위한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 교통체계 확대

□ 추진방안

m 대도시권의 광역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첨단화된 지능형 ITS 인프라를

확대하여 교통혼잡 완화 등 교통체계 최적화

m 광역권의 통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및 버스정보 이용의 편의성․접근성 증대

□ 추진계획

m 다양한 교통수단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및

운행정보를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 확대

m 하나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전국의 모든 교통시설 및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추진

m 광역교통축에 대한 유기적 연계시스템 운영을 통해 간선도로축 용량

증대 및 친환경 운전 유도를 위한 교통제어시스템 도입 추진

m 도로-차량(V2I)간, 차량-차량(V2V)간 통신할 수 있는 차세대 ITS

인프라 구축 확대로 실시간 교통 및 도로 안전 정보 제공 등을 강화

* V2X : 차량이 주행하면서 도로 인프라 및 다른 차량과 지속적으로 상호 통신하며 교통

상황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교환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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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지방권의경우권역내각지자체별교통정보센터의정보를통합․운영

할 수 있는 통합교통정보제공시스템 구축

- 각 지자체별로 구축되어 있는 ITS/BIS를 연계․통합하여 정보 통합

관리 및 정보제공매체 다양화로 이용자들에게 효율적인 정보 제공

- 비상시(지진, 폭우 등) CCTV와 센서 등 ITS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우회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축

구 분
중기 계획

(2013년 ～ 2016년)
장기 계획
(2017년 이후)

스마트
교통
서비스
(ITS, BIS)

․권역별 교통수단간 실시간

연계 교통정보제공 체계 구축

․지방권 권역내 통합교통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전국 교통수단간 실시간 연계

교통정보제공 체계 구축

․V2X 개념의 차세대 ITS인프라

구축

다. 교통체계관리(TSM)

□ 추진개요

m 시설확충 이전 기존 교통시설의 단기간․저비용의 운영개선을

우선 검토하여 혼잡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지․정체 발생 억제

m 지역간도로의정체는어느정도해소되었으나, 혼잡이대부분발생하는

도시내 도로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여 개선 추진

□ 추진방안

m 불합리한 교차로 기하구조와 신호체계, 램프미터링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개선하여 지·정체 원인 제거와 통행속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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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광역대중교통 운영개선 관련 TSM기법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성․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추진계획

m 광역교통축주요교차로의기하구조및신호체계, 주요가로병목구간의

차로확대․차로운영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관리

- 교통량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첨단신호제어시스템 구축

- 주요 교통축별 병목구간 개선, 애로구간의 차로운영 개선, 신호

체계와 노면표시 조정,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운영 개선

m 주요 교통축의 보행자 및 차량의 교통안전 제고

- 사고다발지점의 도로구조개선 및 차량신호카운트 시스템 도입

m 주요 교통축별 교통 결절점의 교통서비스(LOS) 제고

- 주요 혼잡 교차로의 기하구조 개선 및 신호체계 개선

m 혼잡해소를 위해 확장․신설 중심에서 운영기법 개선, 수요관리, 대

중교통시설 개선 등 지․정체 해소 종합대책 시행

◆ (시설 용량증대) 우회도로 신설 및 확장, 입체교차시설(지하/고가차도 등) 및 회전교차로

설치, 단구간 확장 등

◆ (신호 접근체계 개선) 신호연동, 신호 최적화, 일방통행, 진출입램프 개설 등

◆ (대중교통시설 개선) 버스정류장 재배치, 환승시설, BRT 설치, 환승 주차장 신설 등

◆ (ITS) 소통 상황, 공사, 사고 등 교통정보 안내를 통해 교통량 분산 도모

◆ (지자체 노력평가) 노선신설, 혼잡통행료, 주 정차 단속, 주차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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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대상사업 선정, 개선대안 마련 과정에서 국가 지방청 지자체가 합동

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

< 사업 추진절차 및 주체 >

구 분
중기 계획

(2013년 ～ 2016년)
장기 계획
(2017년 이후)

교 통

체 계

관 리

․주요 광역축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

․주요 가로 병목구간의

차로확대 및 차로운영 개선

․첨단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사고다발지점 도로구조 개선

․차량신호카운트 시스템 도입

․주요 대도시권 광역축의 TSM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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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속가능한 광역교통정책 추진

가.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연계

□ 추진개요

m 신도시개발및기존도시의재정비시관련계획에광역교통관련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계획과 교통계획간 연계 강화

□ 추진방안 및 계획

m 신도시 개발시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 간 연계 강화

-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제시된 교통계획(안)을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

* 민자유치, 대중교통강화, 수요관리정책 등 다양한 운영효율화 방안 제시

- 신도시 개발시 대광법상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기 및 규모를 조정하여 선교통-후개발이 되도록 조치

m 기존 도시의 재정비시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 간 연계 강화

- 도시계획 수립시 계획내용에 교통계획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정비

- 도로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도로설계지침마련(Link & Place)을

통해 주변도시환경에 가장 적합한 교통인프라 구축

구 분 중기 계획
(2013년 ～ 2016년)

장기 계획
(2017년 이후)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연계

․광역교통계획의 재정여건 조정

․대중교통, 수요관리정책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보완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정비

․도로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도로설계지침 마련(Lin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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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획수립 체계 정비

□ 추진개요

m 효율적광역교통계획의추진을위한권역별전담광역교통기구의기능

및 권한 강화와 신설,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

m 광역교통을 위한 권역 재설정 및 광역교통시설 지정기준 정비

□ 추진방안 및 계획

m 광역교통업무를전담하는광역교통행정기구의기능부여및권한강화,

신설기구 설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중앙정부와 지자체 행정기구와의 업무공조 및 유기적 연계성 강화,

정책적 일관성 확보를 위한 관리운영 지침 개발

- 비상시(지진, 폭우 등) 광역교통체계를 조정·운영할 행정체계 구축

m 법․제도상의 광역권역 설정 및 범위 재설정을 위한 법 개정

- 대광법 별표1 : 부산․울산권에 경주시 포함

m 광역교통시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의 개정 및 제약 완화

- 광역철도 지정기준, 광역도로 정의 개선, 사업비 총액 및 사업구간

연장 제한 완화

구 분
중기 계획

(2013년 ～ 2016년)
장기 계획
(2017년 이후)

계획수립
체계 정비

․광역권역 설정 및 범위

재설정을 위한 법 개정

․광역교통시설의 정의 개선과

제약사항 완화

․광역교통 계획·예산 통합

관리체계 마련

․행정기관별 역할분담지침(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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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역교통관리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광역교통시설부담금)

□ 추진개요

m 대도시권내에서 대광법상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광역교통개선

대책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조정하여 효율성 강화

□ 추진방안 및 계획

m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겨 조정함으로써 전체

사업추진 공정을 단축하여 선교통-후개발 원칙 시행

m 대규모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내용 중 도로 및철도, 대중교통,

ITS 등 시설 확충계획을 중심으로 관련계획의 DB구축

m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개발사업 완료전 교통개선사업의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개발사업 완료후에도 계획내용과 비교하여 사후점검

- 대도시권의 상위 및 관련계획 수립시 구축된 DB자료를 활용토록

하여 대도시권의 신속하고 일관된 광역교통 관련 정보 제공

m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 및 대상사업 규모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규모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

- 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분담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부과금액

규모에 대한 규정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수혜자에게 적정 규모 부과

구 분
중기 계획

(2013년 ～ 2016년)
장기 계획
(2017년 이후)

광역교통
관리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기

조정

․관련계획의 DB 구축

․사후관리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대상사업

규모 조정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규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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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체계적인 사후관리

□ 추진개요

m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를 실천하는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 제도 강화를 위해 평가시스템과 인센티브제 도입

□ 추진방안 및 계획

m 광역교통시행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 매뉴얼 작성

- 대광법 제6조 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관리제도의 내용 강화

- 지자체가 작성하는 집행실적 보고서의 세부 항목 작성지침 개선

m 개선 권고 및 시정 요구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 광역교통 전담 행정기구를 통한 객관적․정량적 기준의 ‘추진상황

점검 보고서’ 작성과 점검 내용의 평가시스템 반영

m 평가결과에 따른 국고지원의 차등 인센티브제 도입

- 평가결과 우수 대도시권과 지자체에 중앙정부의 국고지원 확대

- 차기 시행계획 수립시 권역별 평가결과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지정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차등적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추진

구 분
중기 계획

(2013년 ～ 2016년)
장기 계획
(2017년 이후)

사후
관리

․추진계획 매뉴얼 작성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시스템

마련

․국고지원 인센티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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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6.1 투자계획

□ 투자기본방향

m 국가기간망 사업 및 계속사업의 우선 투자

- 대상사업 중 국가기간망 사업이나 과거부터 연차적으로 투자되던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자계획에 반영

m 경제적 타당성의 고려

- 대상사업중경제적타당성이높은사업을우선적으로투자계획에반영

m 대중교통중심의 투자

- 친환경적, 효율적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중교통 투자비율 제고

m 투자 효율성 극대화

- 적은 사업비로 개선효과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투자계획에 반영

m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합리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다양한 매칭펀드 방식을 통한 투자재원마련

m 민간자본의 활용

-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을 절감하며 민간부문의 효율적 운영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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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투자계획(안)

m 계획기간(2017∼2020년) 동안 5대대도시권의투자재원은총 9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계획기간 이후에도 약 31조원 필요

m (간선철도부문) 장기 기간의 투자재원은 58조원으로 계획기간 이후에

도 약 21조원이 필요

m (간선도로부문) 장기 기간의 투자재원은 35조원으로 계획기간 이후에

도 약 10조원이 필요

<표 Ⅵ-1> 투자계획

구분
장기

(2017∼2020)
소계

2021년
이후

합계

철도 584,796 584,796 208,880 793,676

도로 353,598 353,598 104,190 457,788

합계 938,394 938,394 313,070 1,251,464

(단위: 억원)

주 2 : 사업의 추진시기 및 사업비용은 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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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재원조달 방안 

□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m 현행민간투자법상의 BTO방식이나여타의다른방식으로투자에대해

민간자본을 유치

- 수익형민간투자(BTO, BOT, BOO), 임대형민간투자(BTL) 등의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방식 활용

□ 수익자부담원칙 강화

m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소요되는 비용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등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

□ 투자재원의 다양화

m 승용차의 교통부담금을 대중교통 운영재원으로 활용

- 주차요금, 혼잡통행료 등 교통부담금을 카풀보조금, 셔틀버스, 수요

대응형버스 운영보조금, 대중교통이용자의 보조금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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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광역대중교통망 및 광역간선도로망 사업목록

1. 권역별 광역대중교통망

m 수도권 광역간선철도망

구분 사업명 구 간 연장(km) 기 능 변경 비고

1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61.1 성남축 보완

중기

2 중앙선 덕소-원주 69.1 구리축 보완 변경

3 소사-원시선 소사-원시 23.3 광역순환축 보완

4 대곡-소사선 대곡-소사 18.4 광역순환축 보완 변경

5 경원선 동두천-연천 20.8 의정부축 보완

6 서해선 송산-홍성 89.2 과천/안양축 보완 변경

7 수서-용문선 수서-용문 44.1 하남축 보완

장기
8 월곶-판교선 월곶-판교 38.4 인천-시흥/안산축,

광역순환축 보완
변경

9 인덕원-수원선 인덕원-서동탄 39.4 과천/안양축 보완 변경

10 여주-원주선 여주-원주 20.9 하남축 보완 변경

11 이천-충주-문경선 이천-문경 94.3
하남축, 성남축

보완 변경 중기

12 교외선 능곡-의정부 29.6 광역순환축 보완 변경
장기

13 양주포천선 양주-포천 23.4 의정부축 보완 변경

14 별내선 암사-구리-별내 12.9 구리축 보완 변경

중기

15 신분당선 연장 강남-용산 7.8 성남축 보완

16 신안산선 복선전철 안산,시흥-서울역 46.9 광명축 보완

17 수인선 복선전철 수원-인천 52.8
인천-시흥/안산축

보완

18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킨텍스-삼성 36.4 고양/파주축 보완 변경

장기
19 삼성-동탄 39.5 성남축 보완 신규

20 송도-청량리 48.7 인천/부천축 보완

21 의정부-금정 47.9 의정부축, 과천/안양축
보완

변경

22 진접선(4호선 연장) 당고개-진접 14.8 의정부축 보완 변경
중기

23 하남선(5호선 연장) 강일역-검단산역 7.7 하남축 보완 변경

24 구리남양주선(6호선 연장) 봉화산~도매시장사거리 4.0 구리축 보완 변경 장기

25 김포선(9호선 환승) 김포한강신도시-김포공항역 23.6 김포축 보완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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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1차 추진사업 중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미포함된 사업(오리-오산선),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신탄리-철원철도 복구, 포승-평택 단선철도)은 제외하였음

주2 : 시흥광명선(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은 경기도의 건의(종점 : 광명역→독산역(신안산선))가 있

어,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사업 등 주변 개발 계획이 확정된 이후 노선을 검토하여 일부 조정할

예정임

주3 : 별내선 연장은 3차 시행계획의 추가검토 사업으로,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

한 사업. 추가검토 사업은 총 연장과 총 사업비 계에 포함하지 않음

구분 사업명 구 간 연장(km) 기 능 변경 비고

26 의정부양주선(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15.0 의정부축 보완

장기27
시흥광명선(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대공원역-광명역 12.3
인천-시흥/안산축

보완

28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계양-검단 7.8 김포축 보완

29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선 국제업무지구-랜드마크시티 0.9 인천-부천축 보완 중기

30 인천도시철도 2호선 김포
연결

완정사거리-김포도시철도
걸포지구

7.2 인천-김포축 보완 변경 장기

31 7호선 연장선 부평구청역-213역 3.9 인천-부천축 보완 중기

32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동빙고-삼송 21.7 고양/파주축 보완 신규

장기33 신분당선 연장 광교-호매실 11.1 성남축 보완 신규

(34) 별내선 연장 별내선 종점-진접선 001역 3.2 구리축 보완 신규

합 계 (33개) 9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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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도권 광역간선철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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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수도권 간선급행버스(BRT)

구분 사업명 구간 연장(km) 교통축 변경 비고

1 화랑로-국도47호선 별내역-석계역 7.1 의정부축

장기

2 시흥대로-국도1호선
장안구청사거리-구로디지털단

지역 25.9 과천/안양축

3 성남대로 벽산APT사거리-복정역 15.5 성남축

4 분당-내곡간 도로 수내사거리-내곡IC 9.8 성남축

5 경인로-국도46호선
길병원사거리-여의도

환승센터 24.7 인천/부천축

6 외곽순환BRT 서울외곽순환도로 128.0 광역순환축

7 헌릉로-국지도23호선(1단계) 산성역-강남역사거리 9.7(12.0) 성남축 변경

8 헌릉로-국지도23호선(2단계) 수원 광교도청역-수서역 23.6 성남축 신규

9 김포R&D도로 한강신도시-개화역 18.2 김포축

10 동1로-국대도3호선(1단계)
(민락2지구)장암역~태릉입구역

사거리
11.7(18.0) 의정부축 변경

11 동1로-국대도3호선(2단계) 양주 옥정지구-민락2지구 11.4 의정부축 변경

12 서곶길-지방도355호선 한강신도시-가정오거리 16.8 인천-김포축

13 도봉로-국도3호선 덕정역-도봉산역 15.1(19.6) 의정부축

14 밤고갯길-국지도23호선 광교신도시-수서역 23.6 성남축

15 남태령로-국도47호선 안양 호계사거리-사당역 13.4 과천/안양축 변경

16 경인고속도로 가정오거리-화곡사거리 15.8 인천/부천축

17 올림픽대로 고촌지구-광화문 18.2(24.4) 김포축

18 강변북로-국도43호선 구리역-강남역 19.8(23.0) 구리축

19 계수대로-국도39호선 국도42호선-개봉역 12.0 광명축

20 남태령로-지방도309호선 의왕TG(지방도309)-사당역 18.6 과천/안양축

21 제2경인고속도로 남부역-광명역 28.2
인천-시흥/안
산축

22 통일로-국도1호선 월롱역-구파발역 16.7(21.9) 고양/파주축

23 도봉로-국도43호선 송우지구-도봉산역 11.4(20.4) 의정부축 변경

24 인주로-국도42호선 용현역-광명역 26.5 인천-시흥/안
산축

25 청라-화곡간 BRT 서구 연희-서울시 화곡동 19.8 인천/부천축

26 부천-신방화역 부천 고강지하차도-서울
신방화역

3.3 인천/부천축

27 중앙로-개화동로BRT 고양시 대화역-김포공항 38.4 고양/파주축 신규

합 계 (27개)
583.2
(619.9) -

주 : 각 사업의 연장은 실제 공사구간을 의미하며,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사업 구간의 연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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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도권 광역BRT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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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부산․울산권 광역간선철도망 및 간선급행버스(BRT)

구분 사업명 구간 연장
(km)

기능 변경 비고

광
역
간
선
철
도

1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65.7 부산-울산축 보완

중기

2 경전선 부전-마산 32.6
부산-창원거제축

보완

3
부산도시철도1호선연장

(다대선)
신평차량기지
-다대포해수욕장

8.0 접근성 강화

4 부산도시철도1호선연장
(노포-북정)

노포-북정 15.2 부산-양산축 보완

5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

사상구 괘법동
-사하구 하단동 7.0 접근성 강화

6 용호선 경성대-SK뷰 5.4 접근성 강화 변경

장기

7 송도선 자갈치-장림삼거리 7.4 접근성 강화 변경

8 영도선 연안여객터미널-태종대 8.0 접근성 강화

9 동부산선 장산-기장역 11.2 접근성 강화 변경

10 기장선
안평차량기지
-일광택지개발지

7.1 접근성 강화 변경

11 신정선
스포원파크 입구
-월평리 8.5 부산-울산축 보완

12 정관선 좌천역-월평리 12.8 접근성 강화 변경

13 사상-가덕선(하단녹산선) 하단역-녹산 14.4
부산-창원거제축

보완 변경

14 강서선 대저-명지 21.3 접근성 강화 변경

15 C-Bay선(Park-bay선) 중앙역-부산시민공원 9.1 접근성 강화 변경

16 울산 경전철 1호선 효문역-굴화 16.0 접근성 강화 변경

17 울산-양산 철도건설 울산 신복로터리
-양산 북정

41.2 울산-양산축 보완

소계(17개) 290.9

B
R
T

A1 부산하단-진해용원 교차로 하단-진해 15.9
부산-창원거제축

보완
장기A2 내성교차로-무거삼거리 내성-무거 40.3 부산-울산축 보완

A3 울산BRT 건설사업 태화강역-신복로타리 11.0 부산/울산축 신규

소계(3개) 67.2

합계(20개) 358.1 - -

주 : 창원도시철도, 초읍선, 북항망양선 관련계획 변경으로 광역철도망에서 제외하였음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2016년)상의 연장노선으로 변경하였음

부산울산 광역철도의 경우 지자체 건의사업으로 광역간선철도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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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산·울산권 광역대중교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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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대구권 광역간선철도망 및 간선급행버스(BRT)

구분 사업명 구 간 연장
(km)

기 능 변경 비고

광역
간선
철도
망

1 대구선 복선전철화 동대구-영천 34.9 영천축 보완

장기

2 대구권광역철도 구미-경산 61.9
왜관․구미축보완
경산축 보완

변경

3
대구도시철도3호선
혁신도시연장 범물〜혁신도시 12.1 지역접근성강화

4
대구도시철도1호선
국가산단연장

화원설화〜대합산단 31.0
고령축(창녕축)

보완

5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안심〜하양)

안심〜하양 8.7 영천축 보완 변경

6 대구도시철도3호선연장 칠곡〜동명 3.0 군위축 보완

7 대구도시철도2호선
연장

문양〜성주 17.6 성주축 보완 변경

8
대구도시철도2호선

하양연장 경산〜하양 13.5 경찬축 보완

합 계 (8개) 182.7 -

B
R
T

A1 경산-내부순환 경산시 백천동
-내부순환

39 경산축 보완

장기

A2 창녕-엑스코 창녕-엑스코 50.5 창녕축 보완

A3 가창-대구대 가창
스파밸리-대구대

40.6 영천축 보완

A4 구미역-범물 구미역-범물동 63.4 왜관·구미축 보완 변경

A5 서재-시지 서재-시지지구 25.9 지역접근성 강화

A6 성서-동호
성서

계명대-동호지구 31.8 지역접근성 강화

합 계 (6개)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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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구권 광역대중교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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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광주권 광역간선철도망 및 간선급행버스(BRT)

구분 사업명 구 간 연장
(km)

기 능 변경 비고

간선
철도
망

1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113.0 지역접근성 강화

장기

2 광주도시철도2호선 시청-백운광장(효천역)-
광주역-첨단-수완-시청

41.7 지역접근성 강화

3
광주-광주전남공동형신
도시 광역철도
건설사업

효천역-혁신도시-나주역 21.0 나주축 보완 변경

4 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사업

소태역-화순전남대병원 12.4 화순축 보완 변경

5 무안공항철도 호남선 함평역-무안공항
(함평-무안 직결선)

15.8 함평축 보완

합 계 (5개) 203.9 - -

B
R
T

A1 제1순환로
동운고가차도-
동운고가차도

14.3
지역접근성 강화
(도시내 BRT)

장기A2 북문로
동운고가차도-
장성 시계

9.2 장성축 보완

A3 동문로
서방사거리-
석곡치안센터

6.7 담양축 보완

합 계 (3개) 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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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광주권 광역대중교통망



별첨

- 74 -

m 대전권 광역간선철도망 및 간선급행버스(BRT)

구분 사업명 구 간 연장
(km)

기 능 변경 비고

간선

철도

망

1 충북선 고속화개량 조치원～봉양 82.8 청주축 보완 변경

장기
2 충청권 철도 논산-조치원 83.1 논산축 보완 변경

3
대전도시철도2호선

(순환선)

서대전역-정부청사역-유성

-진잠-서대전역
37.4 지역접근성 강화 변경

합 계 (3개) 203.3 - - -

B

R

T

A1
대전역-와동IC 광역BRT

건설사업
대전역-와동IC 11.5 세종축보완 변경 중기

A2
반석역∼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반석역-유성터미널 6.6 세종축보완 변경

장기

A3 계룡로
유성생명과학고∼

서대전네거리
8.1

연기축 보완

(도시내 BRT)
-

A4 오송-청주 오송역-청주시 9.0 지역접근성 강화 -

A5 오송-청주국제공항 오송역-청주국제공항 20.0 지역접근성 강화 -

A6
신탄진-청주

(국도17호선)
신탄진역-청주역 24.0 청원축 보완 -

A7 대덕대로 연구단지4가∼안골4가 6.2
지역접근성 강화

(도시내 BRT)
-

A8 동서대로 도안신도시∼동부4가 11.8
지역접근성 강화

(도시내 BRT)
변경

합 계 (8개) 97.2 - -

주 : 공사중 - 중기, 기타 -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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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전권 광역대중교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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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별 광역간선도로망

m 수도권 광역간선도로망 추진사업

구분 사업명 구 간 연장(km) 차로수 기능 변경 비고

1 A1 경부고속국도 양재-기흥 28.8 8→10 성남축 보완
중기

2 A2 서해안고속국도 안산-일직 10.0
6～8→
8～10

과천/안양축 보완

3 A3 김포～파주간 고속국도 김포-파주 20.1 4 광역순환축 보완 변경

장기

4 A4 파주～양주간 고속국도 파주-포천 39.2 4 광역순환축 보완 변경

5 A5 양평～이천간 고속국도 양평-이천 23.0 4 광역순환축 보완

6 A6 장수-서창간 고속국도 장수-서창 4.0 4
인천-시흥/안산축

보완

7 A7 제2경부 고속국도 서울-세종 77.4(129.1) 6 성남축 보완

8 A8 제2외곽순환고속국도 인천-김포 28.6 4～6
인천-김포축,
광역순환축 보완

중기

9 A9 제2경인고속국도 안양-성남 21.9 4～6
인천-시흥/안산축,
광역순환축 보완

10 A10 서울～문산 고속국도 서울-문산 35.6 4～6 고양/파주축 보완

11 A11 구리～포천 고속국도 구리-포천 50.5 4～6
의정부축, 구리축

보완

12 A12 화도～양평 고속국도 화도-양평 18.6 4 광역순환축 보완

13 A13 광명～서울 고속국도 광명-서울 19.8 4～6
과천/안양축,
광명축 보완

장기
14 A14 제2외곽순환고속국도 포천-화도 29.0 4 광역순환축 보완 변경

15 A15 제2외곽순환고속국도 안산-인천 21.3 4 광역순환축 보완

16 A16 제2외곽순환고속국도 봉담-송산 18.5 4 광역순환축 보완

17 A17 제2외곽순환고속국도 이천-오산 31.3 4 광역순환축 보완 변경

18 B1 의정부～소흘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하송우리 8.0 4→6 의정부축 보완 변경

중기

19 B2 성남～장호원1
성남시 여수동- 광주시

태전동
10.9 4

하남축, 성남축
보완

20 B3 성남～장호원3
광주시 초월읍- 광주시

곤지암읍
7.7 6

하남축, 성남축
보완

21 B4 성남～장호원4 광주시 곤지암읍-
이천시 백사면

10.2 6 하남축, 성남축
보완

22 B5 성남～장호원5 이천시 백사면- 이천시
부발읍

12.2 6 하남축, 성남축
보완

23 B6 성남～장호원6
이천시 부발읍- 이천시

장호원읍 15.2 4
하남축, 성남축

보완 장기

24 B7 신갈우회도로 용인시 영덕동-상하동 5.1 4
성남축 보완, 지역
접근성 강화 중기

25 B8 삼가～대촌 용인시 상하동-남동 7.4 4
성남축 보완, 지역
접근성 강화

장기

26 B9 인화～강화 인화-강화 12.7 2→4 김포축 보완
중기

27 B10 진접-내촌
남양주시 진접읍-
포천시 내촌면 9.0 4 의정부축 보완 변경

28 B11 토당～원당 고양시 토당동-원당동 5.8 4
고양/파주축 보완,
지역 접근성 강화

장기29 B12 원당～관산 고양시 원당동-관산동 3.5 4
고양/파주축 보완,
지역 접근성 강화

30 B13 관산～벽제 고양시 관산동-벽제동 6.3 4 고양/파주축 보완,
지역 접근성 강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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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구 간 연장(km) 차로수 기능 변경 비고

31 B14 상패～청산 동두천시 상패동-
연천군 청산면

9.8 4～6 의정부축 보완 변경

장기
32 B15 하중～안산

시흥시 하중동-안산시
장상동

11.3 4
인천-시흥/안산축

보완
변경

33 D1 초지대교～인천2 인천시 금곡동-김포시계 8.6 4 인천-김포축 보완

34 D2 지방도 364호선 광암～마산 11.3 2→4 의정부축 보완 변경

35 D3 지방도 371호선 일영～석현 1.6 2 고양/파주축 보완

36 E1 동부간선도로
서울시 도봉구-
의정부시 국도3호선

9.5 4 의정부축 보완 변경 중기

37 E2 원당-태리 인천시 원당동-김포시
고촌면

5.0 6～8 김포축 보완 장기

38 E3 감일-초이 서울시 매천동-하남시
초이동

6.6 6 하남축 보완 변경 중기

39 E4 태릉-구리IC간 확장
서울시 묵동-구리시

인창동 4.7 4→6 구리축 보완 변굥

장기

40 E5 과천-우면산간 도로
서울시 우면동-과천시

문원동 5.0 6～10 과천/안양축 보완

41 E6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

인천시 거첨도-김포시
약암리 6.4 4 인천-김포축 보완 변경

42 E7 벌말로 도로확장 인천시 하야동-부천시
삼정동

5.9 4→8 김포축 보완 변경

43 E8
봉오대로-김포공항간

도로확장
서울시 외발산동-
부천시 오정동 2.1 2→4 인천/부천축 보완

44 E9
상도교-호장교간
도로개설

서울시 도봉동-
의정부시 장암동 1.8 4 의정부축 보완

중기
45 E10 천왕-광명시계

서울 구로구
천왕동~시흥시 과림동

6.9 4 광명축 보완 신규

합 계(45개)
688.1
(739.8)

-

주1 : ( ) 안은 해당 노선의 총 연장을 의미

주2 : 1차 추진사업 중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에서 미포함된 사업,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제외하였음

주3 : A(고속도로), B(국도, 국대도), C(광역시도), D(국지도, 지방도), E(광역도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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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수도권 광역간선도로망



별첨

- 79 -

m 부산․울산권 광역간선도로망

구분 사업명 구 간
연장

(km)
차로수 기 능 변경 구분

1 A1
경부고속도로
(영천-언양확장)

언양JC-영천IC 54.8 4→6
울산-경주축
보완

중기
2 A2 부산외곽순환 김해-부산 48.8 4 순환망 구축

3 A3 함양～울산 고속도로 함양-울산 144.8 4
울산-밀양청도축

보완

4 A4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부산신항 서컨테이너
-남해고속국도 진례IC

15.3 4 순환망 구축

5 B1 국도31호선
(장안-온산1)

기장군 일광면 문동리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7.7 4 부산-울산축
보완

중기

6 B2 국도7호선
(내남-외동)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14.8 4 지역접근성
강화

7 B3
국도35호선
(효현-내남)

경주시 광명동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10.9 4

지역접근성
강화

8 B4
국도7호선

(부산시계-웅상2)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양산시 용당동 7.5 4

부산-울산축
보완

9 B5
국도7호선

(부산시계-웅상1)
양산시 동면 여락리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7.2 4～6
부산-울산축
보완

10 B6
국도31호선
(장안-온산2)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8 4
부산-울산축
보완

11 B7 국도14호선
(동읍-한림)

창원시 대산면
-김해시 한림면

7.1 4 지역접근성
강화

12 B8 국도7호선
(웅상-무거1)

양산시 용당동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7 4 부산-울산축
보완

13 B9
국도7호선
(웅상-무거2)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7.3 4

부산-울산축
보완

14 B10
국도58호선
(무계-삼계)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
-김해시 삼계동 13.8 4→6 순환망 구축

15 B11
국도31호선
(양남-감포1)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경주시 양북면 구길리

8 4
울산-경주축
보완

장기

16 B12
국도31호선
(양남-감포2)

경주시 양북면 구길리
-경주시 감포읍 팔조리

6.8 4
울산-경주축
보완

17 B13 국도7호선
(울산농소-경주외동)

울산 북구 농소동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7.7 4 울산-경주축
보완

18 B14 국도35호선
(하북-북부)

양산시 명곡동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11.8 4 지역접근성
강화

19 B15
국도35호선
(북부-가산)

양산시 동면 가산리-
양산시 북부동 7.7 4

지역접근성
강화

20 C1
산성터널접속도로
(화명측)건설

북구 화명동(화명IC)-
북구 화명동 산성터널입구 1.7 6～9 순환망 구축

중기

21 C2
천마산터널 및
접속도로

부산 서구 암남동(남항대교)
-사하구 구평동

3.3 4 순환망 구축

22 C3 옥동-농소간도로
남구 남부순환도로-
북구 호계동

17 4
울산-경주축
보완

23 C4 석동-소사간도로 창원시 진해구 석동-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7.1 4 부산-창원거제축
보완

24 C5 산성터널 북구 화명동-
금정구 장전동

5.5 4 순환망 구축

25 C6 율리-삼동간도로개설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7.4 4

지역접근성
강화

26 C7 식만～초읍간도로 강서구 식만동-
부산진구 초읍동

17.3 4 부산-창원거제축
보완

중기
27 C8 을숙도-장림고개간

도로개설

부산 사하구
신평동(을숙도대교)-
사하구 장림동(장림고개)

3.8 4 순환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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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A(고속도로), B(국도, 국대도), C(광역시도), D(국지도, 지방도), E(기타도로)를 의미함

구분 사업명 구 간
연장

(km)
차로수 기 능 변경 구분

28 C9 상개-매암간도로개설

울산 남구
두왕동(남부순환도로)

-울산 남구
부곡동(매암교차로)

4.6 4 순환망 구축

29 C10
엄궁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
강서구 생곡동
-사상구 엄궁동

14.8 6
부산-창원거제축

보완

장기

30 C11 동김해JCT-송정IC간도
로건설

동김해JCT-송정IC 15.6 4 부산-양산축보완

31 C12
반송터널 및
접속도로

금정구 부곡동(중앙로)
-기장군기장읍

(부산울산고속도로 기장IC)
11.9 4 순환망 구축

32 C13
동서1축

(오토밸리로-범서척과)
동부도시고속도로
-북구 호계동

9.4 4 순환망 구축

33 C14
동서1축

(범서척과-봉계)
범서 척과-봉계 11.3 4 순환망 구축

34 C15 동서1축외곽순환도로
(오토밸리로-정자)

울주군 범서읍
-오토밸리로

6 4 순환망 구축

35 C16 서생-국도14호선연계
도로개설(남창-진하)

울주군 온양 남창
-서생진하

7.7 4 연계성 강화

36 C17
동서3축개설

(동서도시고속도로(함
양-울산-울산대교))

청량면 덕하리
-남구장 생포동

9.9 4 순환망 구축

37 C18
동구청-남목간
도로개설

울산 동구청
-울산 동구 남목동

3.5 4
지역접근성
강화

38 C19
남구황성-북구효문
(동부도시고속도로(중

로1-19))개설

울산 남구 황성
-울산 남구 매암

9.8 6 순환망 구축

39 D1
국지도60호선
(생림-상동)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김해시 상동면 매리 9.3 4 연계성 강화

중기
40 D2

국지도60호선
(한림-생림)

창원시 대산면 북부리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14.3 4 지역접근성 강화

41 D3
국지도69호선
(대동-매리)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김해시 상동면 매리

11.9 4 지역접근성 강화

42 D4 국지도60호선
(김해매리-양산)

김해시 상동면 매리
-양산시 신기동

10.2 4 순환망 구축

43 E1 동김해IC-식만JC 김해시 어방동
-부산 강서구 식만동

4.6 6～8 부산-김해축
보완

장기

44 E2
국도7호선확장
(신답교-경주시계)

울산시 북구 신천동(신답교)
-경주시계(외동)

4.6 4→6
울산-경주축
보완

변경 중기

45 E3 웅촌-용당간연결도로 울산시 웅촌
-양산시 용당

6.3 2→6 부산-울산축
보완

장기

46 E4 초정-화명
(화명대교및접속도로)

김해시 대동(초정IC)
-부산 화명

3.6 4 부산-김해축
보완

47 E5
강서첨단물류도시
남북(1축)연결도로

강서구 강동동
~대동면 주중리

2.1 4
부산/김해축
보완

신규

48 E6 금곡-양산물금간도로
양산시 동면 가산리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2.6 4

부산-양산축
보완

합 계(48개) 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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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부산·울산권 광역간선도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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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대구권 광역간선도로망

구분 사업명 구 간
연장
(km) 차로수 기 능 변경 비고

1 A1 영천-상주간 고속국도 영천-상주 72 4 외곽순환 체계구축

장기

2 A2 금호강변 고속화도로 검단-대림 21 6 영천축 보완

3 A3 금호강변 고속화도로 대림-금호 17.3 6 영천축 보완

4 A4 제4차 순환도로 지천-읍내 9.8 4
내부순환 체계구축5 A5 제4차 순환도로 서변-율암　 12.7 4

6 A6 제4차 순환도로 성서-지천 13.2 6-10
7 A7 현풍순환도로 　성서공단-구지 33.9 6-8

창녕축 보완
8 A8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현풍 52.4 4→6
9 A9 현풍-청도간 도로 현풍-청도　 27 4

외곽순환 체계구축
10 A10 영천-청도간 도로 영천-청도 40 4

11 A11 대구-무주간 고속국도 대구-무주 33 4 성주축 보완

12 A12 성주-군위간 도로 성주-군위 43 4 외곽순환 체계구축

13 B1 국도 28호선 고노-우보 14.9 4 지역접근강화

14 B2 국도 25호선 남천-청도1 10.2 2→4 지역접근강화

15 B3 국도 5호선 화원-옥포 8.6 4→6 창녕축 보완

16 B4 국도 33호선 쌍림-고령 6.1 2→4 지역접근강화

17 B5 국도 33호선 고령-성주2 14.4 2→4 지역접근강화

18 B6 국도 33호선 고령-성주3 8.3 2→4 지역접근강화

19 B7 국도 67호선 왜관-석적 11.4 2→4 왜관․구미축 보완

20 B8 국도 33호선 구포-생곡1 22.4 4 왜관․구미축 보완

21 B9 국도 33호선 구포-덕산1 7.2 4 왜관․구미축 보완

22 B10 국도 33호선 구포-덕산2 7.1 4 왜관․구미축 보완

23 C1 조야~동명간 도로건설 대구 조야~칠곡 동명 9.7 6 군위축 보완 신규

24 C2 방촌 대정간 도로건설 대구 방촌~경산 대정 7.0 4 경산축 보완 신규

25 D1 국지도 79호선 왜관-가산 15.3 4 지역접근강화

26 D2 국지도 79호선 동명-부계 14.3 4 군위축 보완

27 E1 다사~왜관간 도로건설 대구 다사-칠곡 왜관 9.3 6 왜관구미축 보완

28 E2 다사~다산간 도로건설 대구 다사-고령 다산 3.3 6 고령축 보완 변경

29 E3 시계~압량간 도로건설 대구 시계~경산 압량 5.0 4 경산축 보완 신규

합 계 (29개) 549.8 -

주1 : A(고속도로), B(국도, 국대도), C(광역시도), D(국지도, 지방도), E(기타도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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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대구권 광역도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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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광주권 광역간선도로망

구분 사업명 구간 연장(km) 차로수 기능 변경 비고

1 A1
호남고속국도

확장
문흥 IC∼광산 IC 11.0 6

외곽순환체계
구축

장기2 A2 제3순환도로
횡계IC∼양촌IC,
본량∼진원 87.5 6

지역접근성
강화

3 A3 광주∼완도간
고속국도

광주∼해남 89.3 4 지역접근성
강화

4 E1
광주송정1교～나

주시계
광주송정1교～나주

시계
5.7 6 나주축 보완 변경 중기

5 E2
광주 용두～담양

대전
광주 용두～담양

대전 3.0 6 담양축 보완

장기6 E3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주 하남～장성
삼계

10.0 4 장성축 보완

7 E4 광주 대촌～나주
금천간 도로확장

광주 대촌～나주
금천

9.1 4 나주축 보완

합 계 (7개) 215.6 -

주1 : A(고속도로), B(국도, 국대도), C(광역시도), D(국지도, 지방도), E(기타도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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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광주권 광역도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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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대전권 광역간선도로망

구분 사업명 구간 차로수
연장

(km)
기능 변경 비고

1 A1
공주-청원간

고속국도
공주∼청원 4 21.0 청주축 보완 변경 장기

2 B1
*공주시연결도로

확장

행복시 경계～

공주IC
6 9.42 세종축 보완 변경 중기

3 B2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행복시

경계～번암사거리
6 5.00 세종축 보완 변경

장기

4 B3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

오송역연결도로

～조천교서단
4 2.86 세종축 보완 변경

5 B4
*오송～청주연결도로

확장

오송역연결도로∼

휴암IC
4 4.51 세종축 보완 변경 중기

6 B5
*조치원 우회도로

신설
- 4 6.48 세종축 보완 변경

장기
7 B6

대전

와동～신탄진간도로

(국도17호선

우회도로)

대전 와동～신탄진 4 5.72 청주축 변경

8 B7
서대전IC～두계3가

(국도4호선) 확장
서대전IC～두계3가 4→6 5..54 논산/계룡축 변경

9 C1
*오송～청주국제공

항연결도로 신설
오송역∼청주국제공항 4 4.72 세종축 보완 변경 중기

10 C2
*부강역 연결도로

신설

행복시경계～

부용면금호리
4 2.25 세종축 보완 변경

장기

11 C3
*외삼동-유성복합터

미널 연결도로 확장

외삼동∼유성복합터

미널
8 6.30 세종축 보완 변경

12 C4
*행정중심복합도시

동측우회도로 신설
- 4 7.54 세종축 보완 변경

13 C5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주터미널

연결도로 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주터미널
4 0.60 세종축 보완 변경

14 C6
*금남∼북대전IC

연결도로 신설
금남∼북대전IC 4 7.34 세종축 보완 변경

15 C7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건설

- - 0.80 세종축 보완 변경

16 C8

대전

산성～구례(연장)

도로

대전 산성～구례 4 10.0 금산축 - 중기

17 C9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도로건설
신도안～세동 4 1.9 논산/계룡축 신규 장기

합 계 (17개) - 101.44 - - -

주 1 : A(고속도로), B(국도, 국대도), C(광역시도), D(국지도, 지방도), E(기타도로)를 의미함

2 : *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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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대전권 광역도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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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승시설

m 수도권 환승시설

구분 사업명 시설구분 환승수단 축구분 비고

수도권

1 광명역 복합환승센터 KTX/철도 광명축

장기

2 수서역 복합환승센터 KTX/철도 성남축

3 수색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고양/파주축

4 백마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고양/파주축

5 운정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고양/파주축

6 의정부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의정부축

7 구리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구리축

8 중랑차고지(신내IC) 환승센터 철도/버스 구리축

9 인덕원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과천/안양축

10 경기도청역(광교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과천/안양축

11 양주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의정부축

12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철도/버스 광명축 변경

13 고촌(김포 도시철도) 환승센터 철도/버스 김포축

14 북변(김포 도시철도) 환승센터 철도/버스 김포축

15 양촌(김포 도시철도) 환승센터 철도/버스 김포축

16 향남 환승센터 철도/버스 광명축

17 도농역 복합환승센터 철도/버스 구리축 변경

18 별내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의정부축

19 덕소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의정부축

20 복정역 복합환승센터 철도/버스 성남축 변경

21 지제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광명축

22 송내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인천/부천축

23 도봉산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의정부축

24 산곡2교 환승센터 BRT/버스 하남축

25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철도/버스 과천/안양축 변경

26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철도/버스 과천/안양축 변경

27 개화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김포축

28 죽전역 환승센터 BRT/버스 성남축

29 수원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과천/안양축 중기

30 오산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과천/안양축

장기

31 김포공항 복합환승센터 철도/버스 김포축 신규

32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 철도/버스 고양/파주축 신규

33 강일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하남축 신규

34 삼성역일대통합역사및
지하공간개발사업

복합환승센터 철도/버스 성남축 신규

35 검암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인천/부천축 신규

36 구성역멀티환승터미널 환승센터 철도/버스 성남축 신규

37 청라지구 환승센터 BRT/버스 인천/부천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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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시설구분 환승수단 축구분 비고

38 강화온수리 환승센터 철도/버스 인천/부천축 신규

장기

39 운서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인천/부천축 신규

40 주안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인천/부천축 신규

41 금촌역

환승주차장

철도/버스 고양/파주축

42 파주역 철도/버스 고양/파주축

43 경명로 접속부 철도/버스 인천/부천축

44 가정오거리 철도/버스 인천/부천축

45 동탄2 철도/버스 성남축

46 의정부역 철도/버스 의정부축

47 광나루역 철도/버스 구리축

48 강동대로역 철도/버스 하남축

49 방죽역 철도/버스 과천/안양축

50 천왕역 철도/버스 인천/부천축

51 신방화역 철도/버스 인천/부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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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수도권 환승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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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지방권 환승시설

구분 사업명 시설구분 환승수단 축구분 변경 비고

부산
·

울산권

1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KTX/버스 부산울산축 　

장기

2 울산역 KTX/버스 부산울산축 　

3 동래역 철도/버스 부산김해축 　

4 사상역 철도/버스 부산김해축
복합

환승센터로
변경

5 김해장유

환승센터

버스 부산김해축 　

6 태화강역 철도/버스 울산경주축 　

7 울산 송정역(가칭) 철도/버스 울산경주축 　

8 명지신도시 버스 부산/창원축 신규

9 대저역 철도/버스 부산김해축 신규

대구권

1 도동

환승센터

버스 영천축

장기

2 안심역 철도/버스 영천축

3 연호역 철도/버스 경산축

4 파동 버스 청도축

5 진천역 철도/버스 고령축

6 계명대역 철도/버스 성주축

7 칠곡 철도/버스 군위축

광주권

1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KTX/철도/버스 나주·함평축

장기

2 효천역

환승센터

철도/버스 나주축

3 양과동 버스 나주축

4 종착역(첨단지구) 철도/버스 장성축

5 공항역 철도/버스 함평축

6 용산역 철도/버스 화순축

7 녹동마을 버스 화순축

8 각화동 버스 담양축

9 도동마을 버스 담양축

대전권

1 유성

복합환승센터

철도/버스 공주축 변경 중기

2 오송역 KTX/철도/버스 청주축 - 장기

3 청주공항 KTX/철도/버스 청주축 - 장기

4 대전역

환승센터

KTX/철도/버스 서울/부산축 변경 중기

5 서대전 KTX/철도/버스 광주/논산축 변경 장기

6 신탄진 철도/버스 청주축 - 장기

7 판암역 철도/버스 옥천축 - 장기

8 진잠 철도/버스 논산축 - 장기

9 반석역 철도/BRT 세종축 - 장기

10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버스/버스 청주축 신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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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부산·울산권 환승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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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대구권 환승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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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광주권 환승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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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대전권 환승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