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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동향

1. 제4차 국가철도망 정책

⊙  국민 편의와 저성장 기조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국토 공간 형성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앞으로 10년간 국가 발전 전략과 국정 운영 철학이 담겨져

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과 그 방향이 같아

야 함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성장과 개발시대 중앙정부 주도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에서 사회적 가치, 형평성, 협력적 경제사

회 등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함

⊙  지역 간 협력적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철도 인프라 정비

•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간 연계·협력 

관광 사업지원을 위한 교통 인프라 정비를 도모

-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노선 발굴 등 교통편의를 향상, 테마를 

활용한 관광요소를 접목 등을 통해 ‘사람~자연~문화~역사’가 

만나는 새로운 경관 인프라로 조성

[표1] 광역 연계·협력 지방자지단체 제안사업 (예시)

[그림1] 관광분야 지역 연계·협력 사업

구분 광역 연계·협력 제안사업 해당지자체

도로

충청·대전권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남해안권 통행시간 단축(남해고속도로-동해안고속도로 연계 등) 부산, 경남, 광주, 전남, 경북 등

전북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철도 포함) 전북, 전남, 서울 등

동서 내륙간선도로 확충(동서3축 고속도로, 대구-광주 달빛동맹사업) 대구, 광주,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백두대간 국가생태경관도로 조성 충북, 강원 등

철도

동서 내륙철도 확충(대구-광주, 김천-전주 내륙철도) 대구, 광주,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GTX 구축 및 연계 등) 서울, 인천, 경기 등

남해안 고속화철도(부산-광주) 부산, 광주, 전남 등

동해선 고속철도 등 광역교통체계 구축 부산, 울산, 경남 등

자료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국토교통부, 2019

자료 :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토교통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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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철도망 구축을 통한 이동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

• 도로 단절구간의 연결, 기존 철도의 전철화·고속화, 지·간선 버스노선 확충 등을 통해 촘촘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

- 국토공간을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변화시키는 철도망 구축 : 권역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X자형 

국가철도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철도 인프라의 용량 부족 해소와 단절구간 연결 등 시설 수준을 동등하게 구축

- 국토공간을 보다 빠르고 촘촘한 체계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 권역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신규 철도망 계획을 수립

하고, 포용성장 실현, 수송력 증강을 위해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 낙후철도 고속화로 기존 철도 인프라의 용량 부

족을 해소 

2. 전주~김천 철도 추진 경위

⊙  국가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지역발전 및 연대·협력 촉진형’ 내륙간 철도

• 지난 수십년간 동서통합 및 영호남간 교류, 지역균형발전, 철도 네트워크 효율화 등을 이유로 

동서내륙철도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 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2차, 3차 

계획을 거쳐 20여년 간 추가검토사업으로 머물러 있음

•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수립 중)에서도 대동소이한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지역발전 

및 연대·협력 촉진 발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함

- 해당 사업은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연대·협력 촉진 철도망 사업이며 인적·물류 교류확대, 동서 내륙·해양권 

통합 관광벨트 구축을 핵심으로 지역낙후 해소와 지역간 통합 연대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

⊙  단절구간(Missing Link)해소를 통한 효율적인 철도네트워크 구축 도모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상의 철도망 전략은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국토공간을 보다 빠르고 촘촘

하게 연결해 권역간 철도 네트워크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의 철도망 현황을 살펴보면 호남선, 전라선, 경부선 등 모두 남북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동

서 내륙간을 연결하는 철도 축은 없다고 볼 수 있음

- 새만금~김천 철도사업은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를 동서로 연결하여 Missing Link 해소와 더불어, 기존의 경부선, 호남

선과 연계함으로써 사통팔달의 전국 철도망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신항만, 신공항과 연결성 강화 및 글로벌 시대에 대응가능한 경제 철도

• 전주~김천간 철도는 기존 경부선, 군장산단 인입철도, 익산~대야 복선전철 등과 연계하여 새

만금·환황해권과 대구·경북권, 나아가 부산·울산권과 철도 연결이 가능함

- 환황해경제권의 물류 수송 연계 네트워크를 내륙과 연결함으로서 국가 산업·경제의 허리 축을 담당하고 동서화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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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간 활발한 인적·물적교류를 도모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간 대량 화물 운송수단 확보로 수·출입 물동량의 신속한 이동 및 

공로수송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로 자리매김이 가능

⊙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 확보

• 제1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이후, 전주~김천간 철도는 경제성과 타당성 미확보를 이유로 사

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지난 10년간 새만금개발,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충분한 

잠재수요를 확보하였음

- 본 사업노선 영향권 인구는 광역적으로 약 700만명 수준이며, 관광과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 통

행이 2020년 기준 약 1800만 통행/일로 나타남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전주시 64.2 65.2 65.4 0.19%
익산시 31.0 30.6 29.9 -0.36%
진안군 2.8 2.7 2.6 -0.74%
김천시 13.6 14.0 14.1 0.36%
대구광역시 251.1 248.8 243.2 -0.32%
부산광역시 356.8 351.4 341.1 -0.45%
계 719.5 712.7 696.3 -0.33%

[표2] 본 사업노선 영향권  인구 현황

[표3] 본 사업노선 영향권 통행 현황 및 추이

자료 : 국가교통DB, 한국교통연구원, 2020.5

(단위 : 만인)

(단위 : 통행/일)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전주시 1,653,716 1,656,601 1,659,117 1,648,002 1,632,887 1,599,872 

익산시 529,385 519,913 508,896 498,332 484,821 467,040 

진안군 45,881 44,673 43,642 42,089 38,863 36,226 
김천시 274,614 270,875 266,242 258,359 245,449 236,483 
대구광역시 5,021,594 4,920,125 4,791,265 4,639,257 4,460,723 4,266,944 
부산광역시 10,529,567 10,443,047 10,248,379 10,024,858 9,712,085 9,321,799 

계 18,054,757 17,855,234 17,517,541 17,110,897 16,574,828 15,928,364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전북-경북 공동 노력 필요

•이와 같이 국가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효율적인 국가철도기간망 구축, 국가와 지역의 교통환

경변화에 대응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계

획에 전주~김천간 철도를 건의 중임

- 대상사업 건의 제출(전북도/경북도 → 국토부) : ’19. 11./ ‘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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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당위성

1.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철도교통 네트워크 효율성 강화

•현 정부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국민통합과 국토이용의 효율성 향

상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정책적 기조에 맞게 지역 낙후도가 가장 낮고 교통투자에서 소외되어 온 전북과 경북을 잇는 

중부대륙권의 철도망 건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야 할 시기임

•전라북도는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지역개발이 뒤처졌으며 현재 전북과 경북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지역낙후도가 최하위권일 뿐만 아니라, 전주~김천간 철도 경유지역 대다수 지역

의 지역낙후도가 낮으며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실정임

•새만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적으로 인적·물적 유통의 연결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적 위상에 맞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간선 철도교통망이 필요함

•이에 새만금~김천 철도사업은 건국 이래 동서로 단절되어 있던 국토를 효율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역사의 의미와 함께 김천은 경부선, 경북선, 남부내륙선(김천-진주)이 향후 십자형

으로 교차하게 되는 경북내륙권 및 부산울산권과의 교통 결절점으로서 동서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음

2. 여객 및 물류수송 역할에서의 사업 추진 타당성1)

•국가기간 철도망은 여객과 화물을 효율적으로 수송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교통수요 예측을 통해 전주~김천 철도 노선의 필요성 

및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여객 수요는 2030년 기준 일 6,102명으로 예측되었으며, 2035년 이후, 새만금 사업이 완공과 

더불어 수요가 증가하여 2045년 일 약 8,300명으로 예측되었음

•화물 수요는 2030년 기준 하루 약 5,600톤, 2045년에는 하루 9,500톤의 화물이 수송되는 것

으로 예측되었음

1)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전라북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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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전주~김천간 철도 비용 산정 결과 (40년 계)

[표4] 전주~김천간 철도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결과

영향권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여객(인/일) 6,102 7,383 8,410 8,317

화물
(톤/일)

계 5,609 7,338 8,622 9,520

컨테이너 4,305 5,910 6,955 7,527

일반 1,304 1,428 1,667 1,993

[그림2] 전주~김천간 철도 장래 통행배정 결과

3. 경제성분석 측면에서의 사업 추진 타당성2)

•사업의 필요성을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도로·철도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표

준지침(한국개발연구원, 2008)에 의거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비용산정 결과, 총 사업비는 2조 5천억원(공사비 2조원, 부대비용 1,850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40년간 운영비 1조 5천억원을 포함 총 4조 2천억원(세금 제외)이 소요

되는 것으로 검토됨

•편익 산정 결과는 개통년도 2028년 843.2억원, 2045년에는 1,65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음

- 편익항목 중 통행시간 절감비용이 6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운행비용 절감편익이 25.9%, 교통사고 및 환

경비용 절감편익이 약 8.2%를 차지함

구분 설계비 감리비 측량및조사 공사비 용지보상 시설부대비

비용 715.6 314.8 183.0 18,302.3 218.8 31.1 

구분 SE비용 예비비 차량구입비 운영비 대체투자비 계

비용 155.1 1,992.1 1,037.0 15,379.5 3,608.9 41,938.2 

(단위 : 억원)

2)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기본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전라북도, 2020

자료 : 세금 제외한 값이며, 용지보상비와 차량구입비용은 최종년도에 잔존가치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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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전주~김천간 철도 편익 산정 결과

[표7] 전주~김천간 철도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 결과, 40년간 총 할인비용은 2.37조원, 총 할인편익은 1.92조원으로 산정되어, 

B/C가 0.81로 분석되었음

•민감도 분석 결과, 비용 20% 이상 감소(운영비 제외), 편익 30% 이상 증가시 B/C>1.0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가짐

(단위 : 억원)

연도 통행시간 운행비용 교통사고 환경비용 계

2028년 489.2 273.4 25.9 54.7 843.2 
2030년 589.7 308.2 28.1 63.2 989.2 
2035년 835.3 365.7 31.6 78.9 1,311.5 
2040년 1,028.4 389.6 33.6 88.1 1,539.8 
2045년 1,104.5 413.2 36.3 95.7 1,649.8 

총할인편익 총할인비용 B/C NPV IRR

23,723.9 19,207.9 0.81 -4,515.9 2.63%

구 분　 비용 B/C NPV(억원) IRR

비용 감소시

0% 0.81 -4,515.9 2.6%
-10% 0.92 -1,656.8 3.6%
-20% 1.01 191.5 4.2%
-30% 1.11 2,039.7 5.0%

편익 증가시

0% 0.81 -4,515.9 2.6%
+10% 0.89 -2,595.2 3.3%
+20% 0.97 -674.4 4.0%
+30% 1.05 1,246.4 4.5%

[표8] 전주~김천간 철도 민감도 분석 결과

4. 수요 증진 방안

•대중교통수요는 소비자 효용이론에 기초하여 경쟁수단으로 전환되는 수요와 교통시설 도입

에 따른 주변 도시 및 토지이용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유발 수요로 구분됨

•전자의 경우, 소비자 효용은 각 수단의 일반화 비용인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에 의해 결정되며, 

철도 수단의 일반화 비용을 줄이고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철도 통행속도 

증가, 요금 할인방법이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접근시간을 절감하여야 함

- 철도 통행속도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급행/일반 형태의 서비스 다각화가 요구되며, 급행의 경우, EMU 250급 차량을 투

입하고 주요 역만을 정차함으로서 표정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완행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서 교통권 확대 및 지역

간 통행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요금할인 방안으로는 “철도+테마관광(복합상권)+인센티브”정책을 수립하여 인구증가와 동시에 전주∼김천권 철도 수

요를 증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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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5판)

- 외부적 방안으로는 전주~김천간 철도역으로 접

근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함. 그 중 광역 노선은 전무후무함에 따라, 

수요증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노선망의 공급이 

필수적임

- 관련연구3)에 따르면, 접근시간의 통행시간 가중

치는 1.0~1.5배로 조사되는데, 이는 차내 통행시

간 대비 접근시간은 이용자에게 최대 2.0배 가중

되어 인식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후자의 경우, 철도시설 공급에 따라 주변 도시(지가 등) 및 토지이용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유발 수요가 예상되며, 해당 수요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민간투자(PPP) 유치를 통한 

역세권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전주역과 김천역은 전주~김천간 철도 개통시 2개 이상의 국가기간교통망이 경유함에 따라 광역환승센터로 지정이 가

능함에 따라, 해당 부지의 개발사업이 용이하고 민간투자 유치로 철도수요 증대,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하고 있으며, 주거/상업/공공/MICE 산업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활성

화되고 있음

- 광역 철도망으로는 대구 복합환승센터, 서울역 복합환승센터, 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최근 수도

권 지역의 GTX-A 노선의 영동대로(삼성역), 구성역 또한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역세권 개발 진행 중임

Ⅲ. 기대효과

1. 전북을 부산행 열차 출발역으로(동서교류)

•지난 수십년간 모든 정부가 동서화합, 동서간 균형발전을 슬로건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동서간 교류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

- 그동안 경제성을 이유로 동서 내륙간 철도 및 도로 인프라 또한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동서간 인적·물적 교류 단절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교통수요는 도시발전과 교통시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고 지속적인 환류를 통해 변화

[그림3] 전주~김천간 철도 영향권 및 대중교통망 구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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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데, 동서간은 내륙간을 연결하는 도로나 철도가 미비하

고  낮은 철도 접근성 때문에 수요가 낮을 가능성이 있음

- 동서간 간선 철도망의 부족은 동서 간 수많은 Missing Link를 초래하였고, 단절 구

간의 증가는 동서축은 물론 남북측 이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는 여객 및 물류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저해함으로서 통행 발생(Production)과 

유입(Attraction)의 발생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전주행 KTX가 개통되기 전에는 하루 

2,700명이 다녀갔으나, 2011년 KTX가 개통된 이후에는 하루 8천

명, 2020년에는 하루 약 3만명의 이용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음 (연 1,00만명 이상의 관광

객 이용, 10배 이상 증가)

•이는 KTX의 개통이 수요(관광)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EMU 250이상의 전북

발 부산행 철도가 운행될 경우, 이와 유사한 수요 증가 (연 3만명)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2. 한반도 신성장 허리축 및 서해안권 글로벌 역할 확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하나로 연결되어, 물류수송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전북권역이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대중국 무역 기지로 발전

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해안권의 글로벌 위상 및 역할 확대 

•또한, 무주덕유산국립공원, 무주 태권도원, 경북권을 연계한 인적·물적 대량수송 수단을 확보

해 영호남 관광벨트 구성하고, 전북·경북 지역의 제조업과 농산물 교류가 원활해지고 이로 인

해 동서화합 및 영호남의 상생발전 도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국가철도망 효율화 측면 네트워킹 

•본 사업을 통해 서쪽으로 전주에서 익산, 군산을 경유 새만금까지, 동쪽으로는 진안, 장수, 무

주를 거쳐 김천, 포항, 부산 등과 연결하여 영호남 상생 환경 조성

•나아가 장항선, 전라선, 경부선 등 남북축과 연계한 철도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철도 운행노선

을 다양화함으로서 전국 철도 네트워크의 효율성 향상, 철도의 접근성 향상, 철도 이용향상 

등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도모함

[그림4] 동서축 도로 인프라 
부족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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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ost Covid-19에 대응 가능한 교통망 구축

•전세계적으로 Covid-19 팬데믹을 겪고 있으며, 현재 국내 총 누적 확진자 수도 약 220,000명

(2020.9.10.기준)으로 향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Covid-19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가 필요함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교통수단별 감염병 확산력의 차이가 발생하며  ‘고속버스 > 

일반철도 > 고속철도 순’으로 분석되었음

•현재 동서내륙축의 이동은 고속·시외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을 통해 대중교

통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Covid-19 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Post Covid-19 시대의 지

속가능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Ⅳ. 결론

⊙ 필요성

•본 사업은 전라북도 중추도시 전주·새만금 권역과 경북의 중추도시인 김천·대구 권역을 연결

하고 나아가 부산·울산권과의 여객과 화물을 효율적, 환경적으로 수송함으로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 됨

•국가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지역발전 및 연대·협력 촉진형 내륙간 철도’, ‘Missing Link해소를 

통한 효율적인 철도네트워크 구축 도모’, ‘신항만, 신공항과 연결성 강화 및 글로벌 시대에 대

응 가능한 경제 철도’, ‘새만금개발,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잠재적인 수요 확보’ 측

면에서 본 사업은 반드시 국가적으로 시행타당성이 충분하며 이를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

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그림5] 전주~김천 연결철도(Missing Link)를 통한 전국 통합 철도망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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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 확보 방안

•교통수요 예측 결과, 여객 수요는 2045년이 되면 하루 약 8,300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

측되었으며,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중앙선, 충북선, 태백선, 영동선 보다 높은 수준임

•경제성 분석 결과, B/C가 0.81로 분석되었으며, 서비스 다양화, 연계프로그램 개발, 민간투자

사업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향후 본 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 평가 방식이 요구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2019.4.3.)에서도 이미 제시되어 있는 ‘수도권·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 

이원화 및 균형발전 평가 강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정책성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분석’를 

통해, 당 사업이 국정목표에 부합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 사업 진행시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함

- 경제성 (35~50%→30~45%), 정책성 (25~40%→25~40%), 지역균형 (25~35%→30~40%)

⊙ 제  언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하고 국민통합과 국토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위해, 지역 낙후도가 가장 낮고 교통투자에서 소

외되어 왔던 중부내륙권의 철도망 건설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시

기임

•전북을 부산행 열차 출발역으로 추진함으로서 동서간 교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단절

된 철도망 연결함으로서 국가철도망을 효율화를 달성하는 한편, Post Covid-19 시대 한반도 

산업·경제·관광·무역의 신성장 동력 및 기폭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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