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춘선 폐선 예정부지 및 폐선부지 (연장면적83Km)

서울시 노원구(km)

구리(km)

N

남양주(km)

가평(km)

춘천(km)

범 례
경춘선 노선 및 역이름
가 연인산도립공원(19,702)

[노] 상계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태양광사업
자전거도로 기조성

[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노] 중랑천 공원조성

광운대
(성북)

신공덕

[노] 노원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가 칼봉산자연휴양림(30,550)

[노] 국토부’제로에너지주택실증단지’
구축 R&D사업

군전용선(용도변경)

가 계성푸른누리수련원(700)

운행 구간

활용(경춘-4)

[구] 별내선(지하철8호선)
광역철도사업
[구] 남양주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서 태릉강릉조선왕릉전시(53,256)

폐선 예정

춘천시계~김유정역 : 19.2km

레일바이크(점용허가)

가 예성연수원(12,300)

가평군계~가평역군계 1.3km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12,10)

폐선 완료
활 용

가 두밀연수원(1,600)

[가] 경춘선(가평구간) 폐선부지 개선사업

춘강원도립화목원(135,418)

(1.52km)

[노] 경춘선폐선지역
공원 및 자전거길 조성

[가] 산장관광지 시설 확충

별내
갈매 (신역)

화랑대
신내

퇴계원

[구] 갈매동택지개발
(보금자리주택)사업
구 동구릉(91,099)

[구] 구리남양주포천
고속도로 건설

망우

가 산장관광지(24,750)

사릉

37
성북~화랑대:6.3km
갈매~별내:0.72km
진관리~마석:17.4km

[노] 동구릉주변 역사공원조성

[구] 진건보금자리개발사업

금곡

가평

구봉산(경강)

역사 보전

춘애니메이션박물관(252,413)
지자체 관광 개발계획

[가] 역세권(가평,청평,상천지구)개발

상천

가자라섬캠핑장(111,572)
가제이드가든(212,590)

가 가평가족눈썰매장(61,721)

[가]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가 제이드팰리스골프클럽(25,126)

청평

[가] 연극인마을 조성

평내호평

상천리~청평:8.44km

가호명호수공원(204,364)

백양리

[춘] 후평 산업단지 재생 : 바이오중심단지 개편

춘에티오피아

춘 춘천베어스
관광호텔(22,700)

마석

춘 춘천세종호텔(19,945)
한국전참전기념관(124,880)

남춘천

춘구곡폭포(302,832)

[춘] 소양·약사지구 재개발 : 15개구역(소양6,약사9)

춘등선폭포(111,137)

강촌

춘국립춘천박물관(203,369)

10만 - 50만

200만 이상

50만-100만

300만 이상

[춘] 춘천 공영차고지 주변 산업단지 조성

역 주변지역 인구범례

김유정

생태공원 조성완료

10,000명

춘김유정문학촌(373,432)

가 양주컨트리클럽(68,841)
남 서호미술관(12,882)

[춘] 경춘선 구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풍물시장(사용허가)
김유정~춘천 : 8.6km

활용(경춘-3)

100만 이상

춘 라데나GC(49,259)

가 가일미술관(5,376)

활용(경춘-2)

10만 미만

[춘] 약사천 “녹색나눔숲” 조성

남 모란미슬관(10,952)

가 대성관광지(7,146)

활용(경춘-1)

관광지 현황 범례

[춘] 글로벌 나노바이오기술산업화 융합지구 조성

강촌(2,396,081)

대성리

5km 권역

춘 강원도청소년수련관(56,315)

가 청평페리유람선(3,475)

북한강자전거길(사용허가)

관광지 현황
주변지역 인구

춘엘리시안 강촌-골프장(100,294)
춘엘리시안 강촌-콘도(240,642)
춘엘리시안 강촌-스키장(321,037)

춘
주차장, 공원
조성확정

지자체 개발계획

춘천

춘 중도유원지(51,338)

북한강자전거길(사용허가)

마석~구암리:7.1km

보 존
철도 구간별 계획

가 이화원(83,618)

남스타힐리조트(113,735)
남 홍유릉(61,702)

춘 춘천시청소년
여행의집(15,487)

[가] 자라섬 시설정비사업

경춘선자전거길(사용허가)

[구] 신내택지개발사업
[구] 인창수택재정비촉진계획

[가] 석봉로 및 북한강
자전거길 도로환경 개선

매 각

활용(경춘-5)

[춘] 김유정 문학마을

1,0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