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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사회는 속도의 사회라 할 수 있다. 방대한 자료를 쉽게 보내기도 하
고 받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
로 수집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자료와 정보의 이동 속도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크게 증가되었으며, 그에 따라 경제활동과 우리의 생활방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람의 공간이동 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중 철도교통
의 속도 향상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철도교통의 속도 증가는 사회 및 경제활동의 범위를 공간적으로 확대해
1906년 개통된 경부선을 비롯한 철도가 우리나라 국토의 공간체계와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료에 의하면 경부선 개통 당시 기차의 최대 시속은 50㎞ 이하였다고 한다.
그 후 1980년대에는 140㎞로, 그리고 2003년 KTX가 개통된 후에는 300
㎞로 상승하였다. 최근에는 시속 550㎞를 낼 수 있는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가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기차의 속도 증가는 계속되고 있
는 중이다. 속도의 증가는 사회 및 경제활동의 범위가 공간적으로 확대되
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의 파급효과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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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도시개발과 교통의 융합을 통한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략

고속철도의 출현은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과 국가의 성장을 유도하게 된다.
공간적으로 철도역사와 주변지역은 이러한 경제성장 효과의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역세권 개발은 도시환경 개선의 차원을 넘어서 경제성장의 거점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국토 및 도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역세권 개발은 경제성장의 거점 기능 극대화를 위해 국토 및 도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철도교통의 속도 상승은 일차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생산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생산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고속철도의 출현은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 접근성을 향상시켜 궁극적
으로 지역과 국가의 성장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공간적으로 철도역사와 주변지역
은 이러한 경제성장 효과의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도시환경 개선의 차원을 넘어서
경제성장의 거점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국토 및 도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적으로 철도의 경쟁력 향상에 힘써야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한 개발은 무엇보다도 도로부문의 여객교통량과 화물교통량
을 철도로 흡수해야 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철도의 역할
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여객과 화물 수송
에서 철도의 분담률은 각각 7~8% 수준으로 일본과 유럽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높은 철도 수송분담률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진국들은 철도 인프라 확충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철도는 지구 온난화에 실질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왜냐하면 철도교통의 탄소 발생 원단위는 도로
교통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나
라도 정책적으로 철도의 경쟁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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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경쟁력 향상정책은 가격 측면과 공간개발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다.
전자는 화물의 경우 유류비 지원이나 세제혜택 등을 통해 그리고 여객의 경우
소득공제나 교통비 할인 등의 편익 제공을 통해 철도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의
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는 도시 간 교통이 도시 내 교통으로 편리하게 연
계될 수 있는 쾌적한 환승체계와 성장거점 공간으로서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구축해야 함을 가리킨다.

철도 경쟁력 향상 정책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융합적인 접근방법에 기초해야
철도의 경쟁력 향상 정책이 유효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융합적
인 접근방법에 기초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철도역사 중심의 도시와 부동산개발, 복합적이고 효율적인 환승체
계 구축, 에너지 소비구조 개편, 도시 및 지역성장, 국토 균형개발 그리고 그
러한 개발들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제도 그리고 합리적인 수단별 가격체계 등
이 관련된 주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
적한 바와 같이 국토 및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간의 괴리가 있었다. 이제는 국
토 및 도시개발과 교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수립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수서 고속철도의 개통은 국토 및 도시, 나아가 국가발전에 있어 그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수도권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나 정치·행정적으
로 우리나라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도권지역은
수도권만을 위한 지역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를 위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수서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도시계획분야와 교통의 융합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한 논의의 핵심은 언급하였듯이 융합적인 사고에 기초
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사고를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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