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③ 추진중(2023년 이후 완료 예정) 신성장사업과 철도사업팀( ☎ 2797)
동해선(강릉~제진) 철도 연결사업 조기 건설

 ◦ 위    치 : 강릉 ~ 제진(고성)
 ◦ 사 업 량 : 111.7㎞(단선, 설계속도 250㎞/h)
 ◦ 총사업비 : 2조 7,406억원

 ◦ 사업내용         

  부산
동해선

삼척
동해선 강릉 동해선 제진 북한철도

나진
TSR연결 블라디

보스톡308.1㎞ 58.0㎞ 110.9㎞ 800㎞ 152㎞

❑ 추진상황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확정고시: '16. 6. 27.
     - 강릉~제진(단선전철, L=110.9km 2조 8.5천억) 및 삼척~동해(포항~동해, 전철화,

        L=178.7km 2.4천억) 신규 반영, ※ 포항~강릉(복선전철, L=215km) 추가검토사업 반영

  ❍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동해선 철도 연결): '18. 4. 27.
  ❍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29번째 회원국) 가입: '18. 6. 7.
  ❍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 (연내 동해선 철도 연결 착공): '18. 9. 19.
  ❍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18. 12. 26.
  ❍「평화경제 강원비전 전략보고회」개최: '19. 4. 26.
      - 문재인 대통령 참석 동해북부선 남측구간(강릉~제진) 조속 연결 약속

  ❍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19. 6. 30.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신경제 로드맵 발표’:‘19. 8. 15.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의 첫걸음’⇒ 동해북부선 철도 조기착공 필요성 역설

  ❍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조기추진 공동건의문 작성: ‘20. 2. 24.
      - 동해북부선 조기착공 및 예타면제를 위한 도지사·지역단체장 및 道·市·郡의회 의장

         공동건의문 작성·서명

       ※ 동해북부선 예타면제 등 조기착공 건의문 중앙부처 전달(‘20. 4. 7.)

  ❍ 통일부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20. 4. 23.
     - 통일부 교추협 개최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 추진안 상정’남북교류협력사업 확정

  ❍ 남북교류협력사업 확정에 따른 예타면제 신청·확정(국토부→기재부): ‘20. 4. 24.
     -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의뢰(KDI, 4~5개월 소요)

  ❍ 통일부·국토부 주관 4.27. 판문점선언 2주년 기념행사 개최(제진역): ‘20. 4. 27.
     - 통일부·국토부 장관 및 道·市·郡 단체장 등 참석, 판문점선언 2주년 및 동해북부선

        조기착공 염원 기념행사 추진



  ❍ 국토부 주재 도·철도통과 4개 시·군(속초·강릉·고성·양양) 국·과장급 실무회의 : ‘20. 5. 20.
  ❍ 강릉~제진 단선전철 타당성조사·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찰 공고: ‘20. 6. 19.
  ❍ 강릉~제진 단선전철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20. 7. 20.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유신  - 전략환경영향평가: ㈜ 동아기술공사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문재인 대통령  ‘철도 연결’ 의미 강조: ‘20. 8. 15.
     -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

  ❍ 국토부 강릉~제진 단선전철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20. 9. 25.
     - (일시/장소) ‘20. 9. 25(금), 10:00(1회)/ 11:00(2회) 시청 5층 대회의실/ 시민 26여명 참석

  ❍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0-1027호): ‘20. 12. 23.
❑ 향후계획

  ❍ 기본·실시설계: ‘21. 1~3월 발주 예정 

  ❍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 ‘21. ~‘27.
❑ 기대효과

  ❍ 통일·북방시대를 대비해 남북 간 단절구간인 동해선 철도연결을 통해

     유라시아 철도 중심 복합물류 및 에너지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지이자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핵심 교통망을  

     확보함으로써 관광인프라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