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남양주시 ‘진접선 광역철도 지방비 분담금' 갈등

 ○ 갈등의 배경

  - 진접선은 과거 “수인선, 신분당선, 중앙선, 경춘선”사업과 같이 “철

도건설법”에 의해 추진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우리 시는 기존 지원

비율과 동일한 도비 70%를 요청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진접선이 별내선·

하남선과 동일한 도시철도형 광역철도로,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도비 50%만 지원하겠다는 입장

     ※ 道내 광역철도에 대한 지방비 비율 도70%, 시30% 방침 결정

          (1998.10.20.,방침서에 분당선·수인선·신분당선 노선 및 비율명시)  

 ○ 경기도-남양주시 입장

  - (경기도) 진접선은 별내선·하남선과 동일한 유형인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이며, 사업 시행주체만 국토부 임을 주장하며 도비 50%만 지

원하겠다는 입장이며, 우리 시와는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지

방비의 50%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 불가시 공사에 차질

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우리 시에 통보

▴2017년 7월 도지사 주관 남양주시 유관기관단체장 간담회시 “ 남양주 시장·

  이정애 도의원·동부상공회의소회장”은 진접선 도비분담비율 70% 지원이

  타당함을 건의” 하였으며, 이와 관련 남지사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현장에서 답변 하였으나 현재까지 변동 사항 없음

 - (공문 회신 답변) “장기검토 사항으로,  도비 분담률 상향에 따른 소요

   예산 및 타 사업의 道 재정부담 증가 내용 등을 종합적인 검토 필 ”
▴2017년 8월 행정1부지사 면담시 도비 70%지원이 타당함을 건의하였으나

  도비 50%, 남양주시 50% 분담을 일방적으로 지속 통보 

  - (남양주시) 별내선, 하남선은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은 

되었으나, “도시철도법”을 근거로 도시철도 사업으로 추진되며, 재

산도 해당 지자체로 됨.“광역교통법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

정지원)”제4항에 따르면 광역철도사업의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이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도지사



가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

기도는 합당한 협의 없이 별내선·하남선·GTX 사업의 형평성을 운

운하며 일방적으로 도비 50%만 주장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관련법

에 근거한 협의가 타당하게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경기도의 요구안은 

수용불가 입장으로 빠른 시일내에 분담비율을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으며, 협의 완료 즉시 확보된 예산액 납부가 가능함을 경기도에 

통보 

 ○ 정책비교

  - (진접선 광역철도 유형) 

사업 건설 법규 ∙ 철도건설법

재산귀속 ∙ 국가 귀속

도비 지원비율 사례 ∙ 도비 70% 지원

도비 협의 확정 근거 ∙ 해당 건설사업 협약서에 지방비 분담비율 명시 없음

  - (별내선, 하남선 광역철도 유형) 

사업 건설 법규 ∙ 도시철도법

재산귀속 ∙ 해당 지자체

도비 지원비율 사례 ∙ 도비 50% 지원

도비 협의 확정 근거 ∙ 해당 건설사업 협약서에 지방비 분담비율 명시

○ 의견(갈등해소)

  - 광역교통법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지방비 분담비율 협의후 우리 시 

분담금 납부

   (진접선) 도비 70% 타당 ⇒ 국비 지원 75%지원 사업으로 기존 광역철

도와 동일유형

   (별내선, 하남선) : 광역철도이나 “도시철도”로 사업승인 ⇒ 道내 신규 

사업 유형으로 분담비율 규정 필요 ☞ 별내선의 경우 

우리 시 도비 50% 수용

    (GTX) 광역철도이나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국비 70로 축소된 사업 ⇒ 

도비 축소 지원 가능



붙임   국비 75% 지원 광역철도사업 추진 현황 비교

구 분 진 접 선 수 인 선 신분당선(강남~정자)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비 고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철도건설법 철도건설법 철도건설법 철도건설법

철도유형 국가시행광역철도
(광역교통법 개정전)

국가시행광역철도
(광역교통법 개정전)

국가시행광역철도
(광역교통법 개정전)

국가시행광역철도
(광역교통법 개정전)

시행주체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부)

착공일 2014. 12. 10. 2004. 12. 29. 2005. 6. 24. 2011. 2. 8.

진접선 기본계획
고시일은 광역교통
법 개정전으로 종전 
국비 75% 지원 적용

재산귀속 국 가 국 가 국 가 국 가

국비지원 75% 75% 75% 75%

도비지원 도 50%주장
시 70% 주장

60~70%
(시군 재정 차등지원)

60%
(시군 재정 차등지원)

60%
(시군 재정 차등지원)

재정 자립도에 따라 
도비 60∼80%차등 
지원

광역교통법
개정일

진접선, 수인선, 신분당선 모두 법 개정 이전으로 국비 75% 지원 사업

(법 개정일 2013. 12. 31 / 시행령 개정 2014. 3. 31.)

비 고
⦁ 광역철도 지정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2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국가교통위원회에 의해 결정

신안산선
⦁‘10. 12. 10. 기본계획고시(재정사업) / ⦁’15. 8. 17.  민간사업 추진결정 

⦁‘16. 10.  3. 민간투자사업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2016-665호)/ ’17.8.11.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사전통지  



붙임 2  진접선 분담금 관련 형평성 제기 노선 비교

구 분 진 접 선 별 내 선 하 남 선 G T X 비고

개요

구 간 당고개~진접 암사~별내 상일동∼창우동 삼성~동탄

기본계획
고시 기준연 장 14.78km 12.906km 7.725km

(1단계 4.755/ 2단계 2.970) 39.5km

사업비 1조 3,322 1조2,806억원 9,909억원 1조5,547억원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비 

60% 지원(1단계)
철도건설법

지자체 시행 광철은 
도시철도법 재정 
지원기준 적용

철도유형 국가시행광역철도
(광역교통법 개정전)

연장형 광역철도
(광역교통법 개정후)

지자체 시행광역철도
(광역교통법 개정전)

신규 광역철도
(광역교통법 개정후)

국비75지원
진접선 유일

광역철도
지정

1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교통정책실무위원회 심의

1차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2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충족여건

시행주체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부) 경기도 경기도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부)
철도건설법 적용시
소유권 국가 귀속 

기본계획
고시일 2013. 12. 17. 2014. 12. 18. 2013. 11. 20. 2015. 3. 19. 광역교통법개정 

’13. 12. 31.

착공일 2014. 12. 10. 2015. 12. 17. 2014. 9. 29. 2016. 10. 착공

재산귀속 국 가 해당 시·군
(남양주,구리, 서울)

해당 시·군
(하남,서울) 국 가

국비지원 75% 70% 1단계 구간: 60%
2단계 구간: 70% 70%

도비지원 도 50%주장
시 70% 주장 50% 50% 50%

광역교통법
개정일 2013. 12. 31 / 시행령 개정 2014. 3. 31.

비 고
⦁ 광역철도 지정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2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국가교통위원회에 의해 결정⦁ 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승인 :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신안산선 ⦁‘10. 12. 10. 기본계획고시(재정사업) / ⦁’15. 8. 17.  민간사업 추진결정 ⦁‘16. 10.  3. 민간투자사업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2016-665호)/ ’17.8.11.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사전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