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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도시 간 경쟁이 차 치열해지면서 최근에는 세계 으로 메가시티리

(Megacity region： 역경제권)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음.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방분

산에 따른 비효율 극복과 핵심도시의 발 을 하여 주변도시들과의 업구조를 

조성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정책을 추진 임.

◦메가시티리 이 경쟁력을 갖추기 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인구 규모, 국 비 

높은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 항구  공항 기반인 라(Two-port System), 효율

인 역교통인 라가 필수 이며, 특히 심도시와 공항  항구를 연결하는 

역교통축은 새로운 로벌 경쟁축으로서 경쟁우  확보의 핵심요소임.

◦우리나라 경인권의 역교통망은 경쟁도시에 비해 열악한 수 으로, 로벌 선두 

도시권과의 격차해소를 통한 선두그룹 진입을 해서는 역교통망 확충이 필수

임.

◦경인Express철도를 건설해 량의 고속수송이 가능한 철도서비스를 확 하고, 기존 

경인선을 지하화하여 지역단 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함.

◦고  연담화가 진행되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해 가는 경인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서울 도심과 청라․ 종지구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최단거

리 노선을 구축함.

◦새로운 발 축으로 경인축에 철도부지, 도로부지 등의 유휴공간과 거 지역을 개발

하여, 경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발 축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ii

◦IT산업의 명으로 국경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국제 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환

경 하에서, 개별도시가 아닌 지식과 인구가 집 된 역권 개념의 경인권 발 략 

수립은 필수 임.

◦세계 인 선두 메가시티리 의 교통인 라 수 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

가되는 경인권에, 철도와 도로를 심으로 한 SOC 투자를 근간으로 산업클러스터 

조성  거 개발을 추진하여 비교우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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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도시 간 경쟁이 차 치열해지면서 최근에는 세계 으로 메가시티리

(Megacity region)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소도시 로망스에서 탈피하

여 도시권 단 의 국가 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랑스의 경우도 과거 추진해 

왔던 지방 분산화로 인하여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해되고, 행정과 교통시스템의 

비효율화  지식산업의 부진이 유발되고 있음.

경제구조는 제조업에서 메가시티 심의 지식－인지문화경제로 환 이며, 세

계경제활동의 60%, 기술 신의 90%가 메가시티리 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 분산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핵심도시의 발 을 심으로 국가 경쟁

력을 선도한다는 메트로네이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집 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극 화시키는 정책이 추진 임.

개별 도시의 특성을 살린 역할수행  종합 인 행정 리시스템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핵심도시의 발 을 심으로 주변도시들과의 업구조 조성

을 도모하고 있음.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기 한 메가시티의 구성 요건은 일정수  이상의 인구 규모,

국 비 높은 GRDP 비율, 항구  공항 기반인 라(Two-port System), 효율 인 

역교통인 라 등이며, 특히 심도시와 공항  항구와의 고속 연결성은 메가시

티의 핵심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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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경우 세느강 끝의 서양 연안도시 르아 르항( 리기  200km)에 규모 

항구를 건설하고 고속철도를 통한 연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륙도시인 베이징은 

바다로 진출하기 하여 120km 거리의 텐진항까지 고속 철망을 이미 구축함.

◦세계 20개 메가시티  경제  번 , 장소매력도, 교통연계성 등 50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조사한 경인권 경쟁력은 11 로 평가되었으며, 경인권과 경쟁하는 도쿄

권은 3 , 상하이권은 12 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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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래의 경쟁력 메가시티, 동아일보

◦경인권의 핵심도시인 서울의 1인당 GDP 수 은 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으나, 해

외 선진도시의 경우 1.5~2.0배를 상회하여 국가경쟁력을 견인함.

지난 10년간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국평균을 약 1.5% 하회하고 있으며, 그 격차

가 어들고 있지 않아 국가경쟁력을 지속 으로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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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아직도 내수용 생산기지로 동일권역의 메가시티인 싱가포르, 홍콩, 도쿄와 

경쟁하기 해서는 로벌 역량 강화가 실함.

◦우수한 역교통망은 메가시티리 (MCR)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나, 경인권의 수

은 경쟁도시에 비해 열악함.

서울과 인천은 각각 도시철도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지하철 연장은 약 

315km로 우수한 편이나, 두 도시를 연결하는 역교통망은 경인선뿐으로 세계 

최하  수 임.

◦경인권이 메가시티리 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한 최우선 과제는 역교통

망 확충임.

경인권의 단 면 당 철도연장은 40m/km2로 도쿄의 28%, 런던의 32%에 불과함.

선진 MCR과 동일 수 의 역철도망을 확보하기 해서는 49km~175km의 추가

인 역철도 인 라 확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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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권은 미국, 유럽, 일본의 도시권과 격차해소를 통한 선두그룹 진입의 분수령

에 직면하고 있음.

유럽에서는 국경 없는 도시 간의 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 런던의 경우 런던을 

심으로 앙정부 간섭에서 탈피하여 자체 인 성장 리계획 수립하고 있고,

리시는 그랑 리(Grand Paris) 로젝트를 통하여 역교통 확충을 심으로 향후 

10년간 약 63조원을 투자할 정임.

도쿄는 도시 성장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재생사업을 추진 이며, 국은 고도성

장에 발맞추어 3  역경제권( 동성, 상하이, 베이징)을 개발하고 있음.

◦1960년 부터 1990년 까지 교통인 라 공 은 경인축을 심으로 활발히 진행되

었으나, 2000년  이후 심축이 환되어 활발한 신규 인 라 공   계획은 경

부축을 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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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은 그동안 독자 인 발 을 도모하여, 상호동반 계가 쇠퇴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다양한 교통데이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경인고속도로의 체교통량 증감은 미미하나 지역 인 편 이 발생하고 있음. 특

히, 인천구간은 규모 사업추진에 따라 연평균 6.42% 증가하 으나, 서울－인천

구간은 연평균 1.70% 감소하여 쇠퇴하고 있는 상호 계를 반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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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통행 분포를 살펴보면 인천에서 서울로의 출근통행량은 2002년에 비해 2006

년에 8.1% 감소하 으나, 서울에서 인천으로의 출근통행량은 18.7% 증가하여 서

울의 심도시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자료：2006 가구통행실태조사

◦배후지역의 성장  심도시와의 연계는 도시발 의 원동력으로, 1990년  도심,

등포, 강남을 심으로 한 3핵 도시공간구조가 2007년 도심과 강남의 2핵 심으

로 변화되어 인천과 서울의 연계가 약해지고 있음을 반 함.

등포와 서남권의 종사자수는 1991년에 비해 2007년에 다른 지역보다 하게 

감소한 모습을 보여 두 도시 간의 계가 쇠락함을 나타내고 있음.

서울의 발 축은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경부축에 집 되어 경부축의 종사자

수 증가율은 경인축의 26배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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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1도심 5부심 공간구조를 바탕으로 향후 수도권 역 공간구조는 서울과 인

천의 2핵 심으로 환될 필요가 있음.

보 용지는 쾌 한 환경을 제공하고 무분별한 개발확산을 방지하나 도시 성장을 

억제하고 있어, 가용용지 측면에서 유리한 경인축을 심으로 발 축 형성이 바

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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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부산을 뛰어넘어 제2의 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상되며, 재 규모 개발 

사업(청라, 종, 송도, 검단)이 진행되고 있음.

지난 10년(1995~2005년)간 부산의 인구는 24만 명 감소한 반면, 인천의 인구는 22

만 명 증가함.

4단계에 걸친 주거, 상업, 공업, 시가화 용지 개발 계획에 따라 1995~2005년간 인

천의 시가화 면 은 무려 27%나 증가함.

◦인천은 우수한 인 라를 기반으로 동북아 물류 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규

모 국제행사를 개최․계획하여 국제 인 도시의 상이 제고됨.

2000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2007년 송도국제도시 앞 인천 신항 공사 착공

인천시의 물동량은 2002년 약 1만 5천톤에서 2006년 약 3만톤으로 2배 가까이 증

가함.

2009년 세계도시축   2014년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여 인천의 로벌 랜드화 

 투자유치 활성화를 추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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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독자 으로 수도권 남부  국을 양  발 축으로 육성하고 있어, 멀어져

가고 있는 서울과 인천의 력과 상생을 통한 시 지를 극 화시키기 해서는 서

울과 인천의 시․공간  연계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역교통망 확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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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주변 토지의 주용도는 주거와 공업이며, 특히 인천시 도로변(인천요

소 주변)에 공여용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음. 서울시 구간의 경우, 고속도로변의 

주용도는 상업이며, 그 배후에는 주거용도가 분포하고 있음.

◦경인선 철도축은 부분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 공공용지와 나

지가 분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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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권의 통행패턴을 살펴보면,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에 의한 지역단 로 통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지역단 로 남북방향 통행보다 동서방향 통행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지역발 을 해서는 남북방향 발 축에 한 회복이 필요한 실정임.

◦경인고속도로의 교통량은 약 111,000 로 지난 10년간 교통량 증감은 미미한 수

임.

인천구간인 서인천~가좌, 가좌~도화, 도화~인천구간의 교통량은 지속 으로 증가

하고 있으나, 서울구간은 감소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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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선의 여객수송실 은 연간 1억4천만 명(1일기  약 37만 명)으로 증감은 미미

한 수 임.

그러나 가장 높은 수송실 을 기록했던 2003년의 1억9천만 명과 비교 시, 30% 정

도의 여객수송이 감소함.

◦경인선의 화물수송실 은 2001년 이후 지속 인 감소추세(연평균 -8.13%)에 있으

며, 특히 서울~인천 간 화물수송은 화물차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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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의 물동량은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0년 비 2008년에 20% 이상 증가함.

－세계 인 경제 기 발생 이 (2005~2007년) 국 물동량은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여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인천공항의 여객과 화물 물동량은 2001년 비 2007년에 약 2배 증가하 으며, 연

평균 증가율은 약 15%에 이름.

국 여객과 화물 물동량은 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여객의 경우 2000년 3백

만 명에서 2007년 9백만 명으로 증가하 으며, 화물의 경우 2000년 18만 톤에서 

2007년 62만 톤으로 3배 이상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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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축을 로벌 리딩 메가시티 으로 견인하기 한 비 은 다음과 같음.

경인축의 양호한 국제교류기반을 활용하여, 향후 세계 3  교역권으로 부상할 동

북아 경제권시 에 비함.

서울과 인천의 기능  연계인 라 개선  고 인력과 기술을 이용하여 과거 고

속성장과 산업화의 거 인 경인고속도로  경인선 주변의 쇠락지역을 재생함.

경쟁도시인 도쿄권(4.59), 오사카권(3.89), 상하이권(3.31)과의 비교우 를 할 수 

있도록 상생의 발 을 통한 시 지효과 극 화를 모색함.

◦비 에 따른 략목표는 다음과 같음.

경인축이 행정경계의 제약을 극복하고 물리 인 역 확장과 인천을 통해 양

으로 근할 수 있는 로벌 환경을 조성하기 해서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교통인 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하여 개별 도시의 기능 극 화와 집 이익을 유

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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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축 양단의 거 개발을 통하여 균형발 과 시 지 효과를 극 화함. 재 추진 

인 인천의 종, 청라, 송도 개발에 응하여 여의도ㆍ용산, 마곡ㆍ개화, 상암ㆍ

수색과 같은 경인축의 문 지역에 한 개발을 추진함.

여의도ㆍ용산은 국제업무와 융, 마곡ㆍ개화는 R&D 클러스터와 신규사업(BT, 

IT, GT), 상암ㆍ수색은 방송  문화콘텐츠로 특성화함.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축 상의 교통거   여유부지에 한 인 개

발을 추진하여 양끝 단을 연결하는 나무형 고리를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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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략을 도로, 철도, 지역개발부문으로 나 어 제시함.

◦도로부문에서는 국의 고속성장에 응하고 고속압축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경제성장 도로 확충  최근의 친환경 녹색교통 추세에 발맞추어 Eco-친환경 

도로를 구축함.

◦철도부문에서는 속도경쟁력과 근성 향상을 통하여 교통의 경쟁력을 확보하

고 교통 심의 친환경 도시공간을 창출함. 지하화 거 역사의 TOD 개발이나 

유휴철도부지에 친환경 공간을 조성함.

◦지역개발부문에서는 경인권의 단 된 남북방향 발 축을 회복하여 이동권을 보장

하고 거 개발을 통하여 도시공간구조의 효율화를 도모함.



19

◦제안사업은 기존 경인선을 지하화하고, 재 운  인 경인선 행노선을 폐기하

고 고속의 경인Express철도를 건설하는 것임.

기존 경인선 인천~오류구간(27km)을 지하화하고, 송도~서울역구간에 행철도 

노선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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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은 기성 시가지를 통하는 철도를 지하화하여 지역단 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소음해결  지상부 도로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함.

과도한 산소요  철도기능의 기술  문제로 인하여, 국지 으로 개선 책이 검

토되고 있거나 개선사업이 유보되어 있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근원 인 

해결책을 제시함.

◦ 재 검토되고 있는 GTX와 비교 시 제안 노선의 장 은 다음과 같음.

기존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조속 추진

이 가능함.

경인선이 통과하는 개발 거 의 수요를 흡수하여, 사업의 효과뿐 아니라 경제 ㆍ

재무  측면에서 유리함.

기존 경인선 완행노선이 Express노선의 지선역할을 수행하여, 역간 거리가 상당한 

Express철도의 단 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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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후의 경인선 표 단면은 다음과 같음.

재 지상 운행 인 행  완행 철을 복층으로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을 활용함.

◦경인선 완행노선과 Express노선의 환승역에는 완행노선이 Express노선의 지선기능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직 환승연결통로를 설치함.

◦환기  방재계획은 다음과 같음.

동차량의 발생열량을 제거하고 34.5℃ 이하로 터 기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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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환기계획을 수립함.

심도 장 터 의 특성상 지상으로의 안 한 피난을 한 최 시설을 계획하고,

한강하   수지 통과구간의 단선터 에 해서는 수방시설을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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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선 지하화  Express철도 건설을 한 개략 사업비는 각각 약 4조 5천억 원,

3조 1천억 원으로 산출됨.

경인선 지하화 단  공사비는 본선 661억/km, 정거장 1,806억/km을 용하 으

며, Express철도의 단  공사비는 본선 610억/km, 정거장 1,800억/km을 이용하여 

개략 사업비를 산출함.

송도와 서울역을 연결하는 Express의 경우, 구로~서울역 구간은 수도권고속철도

(KTX)와 혼용운행을 계획하여 사업비 산출에서 제외됨.

(단 ：억원)

(단 ：억원)

◦경인Express철도 건설 시, 기존 경인선과 비교하여 수송수요는 약 14% 증가할 것으

로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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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Express철도 건설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철도 인-km는 수요증가와 노선연장

증가에 따라 약 2배가 증가하고, 인-시간의 경우 행서비스 도입으로 인하여 평균 

28%가 감소할 것으로 망됨.

◦장기간의 건설기간과 막 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철도사업의 사회․경제 반에 미

치는 효과에 한 개략 인 분석을 시행하 으며, 경인Express철도 건설 시 철도시

간 감편익은 연간 1,342억 원, 주변 도로의 혼잡완화로 인한 도로시간 감편익은 

연간 962억 원으로 분석됨.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신월IC~서인천IC 구간을 지하화하여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남북거  간의 단 을 해소하고, 낙후되고 쇠락한 주변지역 개발을 통하여 경

인지역 생활권을 정비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을 도모하는 사업임.

재 편도 4차로인 신월IC~서인천IC 하부에 편도 3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고, 상

부는 도시계획도로(신호간선도로)로 정비함.

서인천IC 이하 구간은 인천시에서 추진 인 구도심 재생사업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에 고규격 도로망을 공 하기 해 추진 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과 연결되어, 서울~서인천IC~가정뉴타운~청라지구를 동서로 연결하는 직선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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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망이 확보됨.

서울시의 상습정체 구간일 뿐 아니라 강서구와 양천구를 횡단하는 신월IC 이하구

간(제물포길)은 신월IC~서부간선도로~여의도~올림픽 로를 연결하는 제물포터

 사업과 연계되어, 인천지역의 규모 개발에 따른 잠재  교통수요를 흡수하

여 서울도심으로의 최단 근로를 제공함.

◦경인고속도로의 표 횡단면은 본선 편도 4차로, 측도 편도 2차로로 구성되어 있으

며, 상부를 도시계획도로로 정비하기 해서는 물리  종단단차에 한 조정이 필

요함.

신월IC 이하구간인 제물포로의 횡단면은 편도 2차로인 본선과 편도 3차로인 측도

가 분리된 형태를 가지고 있음.

◦기존의 경인고속도로는 분리된 형태의 지하터 로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편도 3차

로의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며 여유부지는 공원녹지로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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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정  교통처리 책은 다음과 같음.

경인고속도로와 측도를 운 하면서 지하에 심도 터 을 먼  시공함.

경인고속도로 본선과 측도의 물리  단차를 해소하고, 기존 본선 상에 도시계획도

로를 건설함.

측도를 폐쇄하고 본선 여유 부지를 포함하여 공원녹지로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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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에 건설된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서구의 도심을 동서로 양분하고 있음. 특히 

해당 지역의 도로와 입체교차(grade separation)하고 있어 회 연결성이 떨어지고,

이는 주변지역의 낙후와 쇠락의 직 인 원인이 되어 인천의 변방이라는 이미지

를 형성함.

경인고속도로 상부에 건설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지역도로와 평면교차(at grade 

separation)하도록 계획하여, 방향별 연결성과 생활여건의 개선을 도모함.

◦환기  방재계획은 다음과 같음.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환기소는 배기가스의 확산  취입이 용이할 뿐 아니

라 민원발생의 소지도 은 곳에 설치함.

피난계단은 2~2.5km마다 설치하며, 계단실에 차연을 한 방화문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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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상부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기 한 개략 사업비는 각각 1

조 8천억 원, 1천 2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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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억원)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계획도로를 구축하여 추가 인 도로용량 확보 시,

서인천IC~여의도구간(21km)의 통행시간은 재 33분에서 18분으로 15분 이상(약 

45%)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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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편익을 살펴보면, 도로시간 감 편익이 연간 360억 

원, 사고  환경 련 편익이 연간 108억 원으로, 30년간 총 발생 편익은 약 1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망됨.

(단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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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개발의 목 은 경인축 교통인 라 확충과 더불어, 경인축의 양 끝단을 연결하

는 교통축 상에 나무마디 형태의 간거 을 형성하여 발 축의 연속성을 확보

하는 데 있음.

◦경인고속도로축의 경우, 가용부지 면 , 산업부지 합성, 도로 통행량, 기타 도로 

근성, 기존계획과의 부합성 등의 평가를 통해 부평IC, 인천 요 소, 신월IC를 거

입지로 선정함.

인천 요 소 주변은 산업공단이 조성되어 있으나 주택이 혼재되어 공단과 기능상

충이 발생하고 있음. 신월IC 주변은 비행고도 제한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노후 

다세   다가구 주택 등이 집하고 도로변으로 소규모 공장 등이 입지하고 있

음. 최근 (구)신월정수장 부지공원화, 신정뉴타운 사업계획, 서부화물터미  부지

활용계획 등 개발기 가 높아진 지역임.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경인선 철도축의 경우, TOD 개발환경이 용이한 거 을 선정하기 하여, 쇠락정도,

철도 통행량, 공간  심성, 가용부지 면 , 교통 근성, 개발 용이성  기존계획

과의 부합성을 검토함. 그 결과 주안역, 부평역, 오류역이 거 개발 가능지역으로 

선정됨.

주안역과 부평역은 지역정체성 약화  기반시설 미흡으로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약화가 진행하고 있어, 도시재생  역세권 개발로 심기능 회복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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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류역 주변은 뉴타운사업, 등포․구로의 벤처  정보통신사업, 서남권 산

업네트워크 강화에 따라 인구집 이 상됨.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경인선 철도축의 개발은 역세권 재생을 심으로 하며, 주안역은 상업․업무, 미디

어, 디자인 련 사업, 부평역은 상업․업무, 문화 심 재생사업, 오류역은 TOD 지

향 복합용도 개발사업을 계획함.

◦경인고속도로축의 경우, 주변 공업지역인 부평, 효성, 작 지역에 한 도시재생을 

통한 환경개선과 기존 산업공단을 정 기계, 로 , 자동차 등 첨단산업 주로 재편

하고 장기 으로 주안~부평~부천~구로~ 등포와 연결되는 역첨단산업벨트를 형

성하는 것을 개발방향으로 제시함.

◦거 구상은 거 의 성격상 철도부지 는 도로부지 등 유휴공간에 한 개발구상

( 실  안)과 주변지역까지 포함한 개발구상( 극  안)으로 나 어 수립함.

◦신월IC 주변은 신월정수장 부지의 공원화 계획, 신정뉴타운, 서부트럭터미  부지

활용계획 등 다수의 개발계획으로 장래 개발기 가 높은 지역임.

◦신월IC와 교차하는 남부순환도로를 기 으로 신월IC 동측은 집한 공업지역의 수

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아 트형 공장으로 개발하고,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화 계획

과 연계하여 근린생활권 공원(계단식), 도서  등 공공시설의 확충을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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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업소는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운JC 서측에 

치하여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상 으로 넓은 개발부지의 확보가 가능함.

◦비교우  입지의 이 을 살려 규모의 복합쇼핑몰과 명품 아웃렛을 건립하여 신

쇼핑문화의 거 으로 육성하고, 업소 부지의 일부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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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공업지역의 완충지 로 12층 규모의 산업지원시설과 산학연 신클러스터

를 계획함. 한 남ㆍ북 간의 교류를 통해 균형발 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행데크를 

설치하며, 주변에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탄소 녹색산업을 상징 으로 구 할 수 

있도록 개발함.

◦ 행 정차역을 심으로 30층 규모의 호텔식 지던스와 공동주택을 두어 교

통지향형 개발(TOD)을 유도하고 상부 개발수익을 지하화 사업비로 일부 활용함.

한 철도 유휴부지에 사회복지시설과 친환경공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쉼터

의 기능을 제공함.



35

◦경원로를 따라 북측의 활발한 역세권 사업지역과 남측의 주거, 숙박 심의 혼재지

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용도 기 으로는 북측은 일반상업지역, 남측은 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부평로  경원로 주변은 심지미 지구로 결정되어 있

음. 한 주변지역은 부평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부평미군부  공원화사업, 부평시

상일원 기능개선사업, 부평목련아 트 주변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정ㆍ계획되

어 있으며, 개발가능 면 은 부평역사를 포함하여 약 107,651.21m2에 이를 것으로 

단됨.

◦30층 규모의 아 트와 업무시설을 건립하는 등 거 역 TOD 개발을 유도하고, 랜드

마크와 부평상징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도심에 볼거리를 제공함. 한 아 트와 업

무시설, 규모 복합상가에 공 공원을 동선에 따라 설치하여 녹색 보행축을 연계

한 복합쇼핑몰의 조성을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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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상업지역과 남측의 문화진흥지구를 연계할 수 있는 12층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을 심으로 언덕ㆍ수(水)공간조형 등의 자연요소를 담은 녹지공간을 조성하

여 주안역 일  재정비 진지구와 연계되는 도심재생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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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거 개발구상은 철도부지 는 도로부지 등 유휴공간뿐만 아니라 주변지를 

포함하는 개발구상임.

◦철도역 거 구상은 부평역․주안역 도심재생 로젝트 등의 이미 수립된 역세권 

주변 사업계획과 철도부지개발을 연계하여 신규 발 축을 형성하는 것을 가정함.

한 경인고속도로변 거 구상은 경인고속도로 상의 도로부지뿐만 아니라 주변지

를 포함한 개발구상에 을 두어 고속도로변 공업지역의 산업재생을 한 지원

기능  공공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가정함.

◦개발구상(안)에 따라 거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약 3,870억 원의 사업이익을 얻

을 수 있으며, 이는 투입액 비 33%에 해당함. 개발가능한 면  규모가 상당한 오

류역, 인천 업소, 부평역에서는 거 개발을 통하여 각각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상되며, 경인선 지하화  Express철도 건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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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비용을 일부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됨.

(단 ：억원)

(단 ：억원)

◦장기간의 건설기간과 막 한 투자 사업비가 소요되는 철도, 도로, 거 개발 사업이 

사회․경제 반에 미치는 향을 세 하게 분석하여 투자사업의 정성이 검토되

어야 하나, 이 연구가 재 구상(안)단계이므로 개략 인 분석을 수행하여 제시함.

◦구상 안별 비용  편익에 한 분석항목을 선정하여 산출한 후 사업성을 검토함.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지상부 도시계획도로 신설의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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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고, 경인선 철도의 경우 행철도 구축에 따른 철도  공로 편익을 반

함.

경인선 지하화는 기존 선로를 단순히 지하화하는 것이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편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거 개발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사업비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함.

◦ 실  안인 경인축 교통 인 라 확충안에 한 부문별 사업비는 철도부문 약 7

조 6천억 원, 도로부문 약 1조 9천억 원으로 상되며, 사업추진에 따른 편익은 철

도부문 연간 약 2,300억 원, 도로부문 약 47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망됨.

◦2016년 개통기 으로 평가기간 30년을 용 시, 경인축 교통 인 라 확충안의 B/C

는 0.42로 분석되어  단계에서의 경제  타당성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이는 

기존 경인선의 지하화에 따른 편익이 발생하는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지역개발효

과  시장권의 확  등과 같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편익을 반 하지 못하기 때문

임. 그러나 거 개발의 효과가 되어 경인고속도로축에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

되고 경인선을 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면 B/C는 0.93에 이를 것으로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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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축에 한 교통인 라 투자는 경인권이 메가시티로 부상하기 한 연계인 라 

확충뿐만 아니라 막 한 고용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실  안의 경우 경제효과는 약 21조 4천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7만 6천 명으

로 추정되었으며, 극  안의 경우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발되는 경제효

과와 고용유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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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의 명으로 국경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국제 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환

경 하에서, 개별도시가 아닌 지식과 인구가 집 된 역권 개념의 메가시티리

(MCR)이 부각되어 경쟁력의 단 로 인식되고 있음.

국경이 허물어진 유럽에서는 인재와 자본이 집 된 로벌 핵심도시를 심으로 

기능 으로 통합된 역단  경제권을 형성하여 시 지효과를 극 화하고 더 높

은 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도 뉴욕, LA, 시카고 등의 세계 인 도시권의 성장을 통해 국가 경

쟁력을 선도하는 메트로네이션 정책을 추진 임.

◦메가시티리 이 경쟁력을 갖추기 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인구 규모, 국 비 

높은 GRDP 비율, 항구  공항 기반인 라(Two-port System), 효율 인 역교통

인 라가 필수 이며, 특히 심도시와 공항  항구를 연결하는 역교통축은 새

로운 로벌 경쟁축으로 기능하여 경쟁우  확보의 핵심요소임.

리의 경우 세느강 끝의 서양 연안도시 르아 르항( 리기  200km)에 규모 

항구를 건설하고 고속철도를 통한 연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륙도시인 베이징은 

바다로 진출하기 하여 120km 거리의 텐진항까지 고속 철망을 이미 구축함.

◦세계 인 선두 메가시티리 의 교통인 라 수 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

가되는 경인권에, 철도와 도로를 심으로 한 SOC 투자를 근간으로 산업클러스터 

조성  거 개발을 추진하여 비교우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경인Express철도를 건설해 량의 고속수송이 가능한 철도서비스를 확 하고, 기

존 경인선을 지하화하여 지역단 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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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담화가 진행되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해 가는 경인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서울 도심과 청라․ 종지구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 노선을 구축함.

새로운 발 축으로 부상한 경인축에 철도부지, 도로부지 등의 유휴공간과  거 지

역을 개발하여, 경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발 축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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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Strategy for the Kyung-in Corridor to 
Strengthe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Kimin Sohn Seung-Jun Kim Da-Mi Maeng

Ⅰ. Needs of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of Kyung-in Corridor
Ⅱ. Current Issues on Employment, Social Polarization, and Transportation
Ⅲ. Vision and Strategy
Ⅳ. Strategic Plans
Ⅴ. Conclusion

In a competing world, globalized mega-city regions(MCR) are of increasing 

importance, where human resources, capital, regulations, and innovation are 

concentrated. This new spatial unit becomes a strategic one to develop the entire nation.

To be a leading MCR in the global network, a few such as economic prosperity, 

attractiveness, and connectivity are known as key factors. Among those, connectivity is 

of the most importance by determining social and spatial cohesion, inter-relationship or 

communication within and between cities, agglomeration economies. However, there is 

an obvious gap in the level of connectivity between the Kyung-in corridor and 

world-leading MCR.

This research is to look for potential strategies to ensure economic succes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Kyung-in corridor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with a 

focus on SOC investments and urban regeneration. The strategies entail the construction 

of new intercity(Seoul~Incheon) express railway and metro line underneath Kyung-in 

railway, underground construction of Kyung-in expressway and use of existing facilities 

as an arterial, and development and rehabilitation of key points including or near major 

railway stations and ramp-freeway j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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