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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노선번호 및 노선명

송호열(서원대학교 전 총장)

고속국도 분기점, 나들목, 휴게소, 교량, 터널 등의 시설 관련 특성을 분석하려면, 먼저 고속국도의 기본 속성인 노선번호와 

노선명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노선번호의 부여 기준과 노선명 제정 기준을 국토교통부예규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을 통해 살펴보았다.

과거의 고속국도 노선번호와 노선명 제･개정은 현재와 크게 달랐는데,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전체(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속국도 관련 고시들(대한민국 관보)까지 검색하여 변천 과정을 파악하여 정리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한 

각종 자료(｢노선별 관리현황｣과 한국도로공사 웹사이트에 탑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현재의 고속국도 노선번호와 노

선명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1. 노선번호 부여

관리지침 제2장에 ‘노선번호 부여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제5조가 고속국도에 관한 것이다. 먼저 대원칙으로 남북

방향은 홀수번호를 부여하고, 동서방향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남북방향 노선은 서쪽부터 동쪽으로, 동서방향은 남

쪽부터 북쪽으로 가면서 노선번호가 순차적으로 증가한다.

단, 경부선은 ① 우리나라 대표 도로라는 역사적, 상징적 의미를 지닌 국가적으로 중요한 도로(국토의 대동맥)이고, ② 대체

로는 남북축 도로라고 볼 수 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동서방향이기도 하여 노선이 불규칙하므로 개통 당시와 동일하게 1번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한국도로공사).

다음으로 간선노선은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끝자리에 5번, 동서뱡향은 끝자리에 0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현재 남북방향은 서쪽부터 15번, 25번, 35번, 45번, 55번, 65번이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동서방향은 남쪽부터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이 부여되어 있다.

보조노선은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끝자리에 1,3,7,9번을, 동서방향은 끝자리에 2,4,6,8번을 부여한다.1) 

그래서 현재 남북방향은 서쪽부터 17번, 27번, 29번, 37번이, 동서방향은 남쪽부터 12번, 16번, 32번, 52번이 운영 중에 있다.

간선노선 및 보조조선과 연결되는 지선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한다. 앞 두 자리는 기존 노선의 번호를 그대로 부여하고, 

끝자리에 남북방향은 1,3,5,7번, 동서방향은 2,4,6,8번을 부여한다.2) 그래서 남북방향 노선의 지선으로 151번, 153번, 171

1) 이 항목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예를 들어 15번과 25번 사이에는 서쪽부터 

17번, 19번, 21번, 23번의 노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 이 역시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지선의 경우, 통상 두 간선(또는 보조) 노선을 연결하는데, 둘 중 어떤 노선에서 분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천공주선(현 151번)의 경우, 서해안선인 15번과 당진영덕선인 30번을 연결하고 있는데, 

왜 301번이 아니고 151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즉 분기 노선 중 ‘남쪽(또는 서쪽) 노선을 기준으로 노선번호를 

부여한다’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선의 노선번호를 ① 건설 순서에 따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② 남쪽(또는 서쪽)부터 북쪽(또는 동쪽) 순서로 부여할 것인지도 명확하

게 정의해 주어야 한다. 현재 한 노선의 지선이 복수인 경우는 호남선의 지선 251번과 253번인데, 건설 순서로 노선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255번으로 고시되어 현재 건설 중인 강진~광주선까지 연계해서 보면 더욱 그렇다. 이는 노선번호 부여 대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지선의 경우, 대각선 방향의 노선이 많은데, 이를 남북방향(또는 동서방향)으로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05번, 153번, 

171번 및 451번은 남북방향, 102번과 104번은 동서방향이 분명하지만, 151번, 251번, 253번, 301번 및 551번은 대각선에 가깝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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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251번, 253번, 301번, 451번, 551번이, 동서방향 노선의 지선으로 102번, 104번, 105번이 운영 중에 있다.

순환노선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첫 자리에 서울 1, 대전 3, 경기(수도권) 4, 광주 5, 부산 6, 대구 7을 부여하고,3) 

뒤에 00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현재 100번, 300번, 400번(일부 구간만 개통), 600번이 운영 중이며, 500번과 700번은 건설 

중에 있다. 순환노선과 연결되는 지선은 역시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첫 자리는 해당 지역 번호를 부여하고, 둘째 자리는 

시계방향으로 1번부터 순서대로 부여하며, 끝자리는 0번을 부여한다. 현재 110번, 120번, 130번이 운영 중에 있다.4)  

2. 노선명 제정

관리지침 제3장에 ‘노선명 제･개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제11조가 고속국도에 관한 것이다. 대원칙은 기점과 종점

의 명칭을 우선적으로 사용(①항)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점이 용인시이고 종점이 서울특별시인 경우, 용인서울선이라고 

제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기점과 종점의 기준(②항)인데, 기점은 남쪽 또는 서쪽, 종점은 북쪽 또는 동쪽으

로 정하며, 시･군명을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서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을 포함한다.

경부선의 경우, 서울(경성)과 부산을 연결하는 노선이고, 경인선 및 제2경인선의 경우, 서울(경성)과 인천을 연결하는 노선

이므로 두 도시의 명칭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제정(축약합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종점과 기점의 순서로 합성되어 

있고, 개통 당시의 풍토를 반영한 노선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노선명 제정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5)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①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 ②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 ③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장

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 등도 사용할 수 있다. ①에 해당하는 것이 남북노선으로는 서해안선, 호남선, 중부선 및 제2중부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 동서노선으로는 남해선, 영동선 등이 운영 중에 있다. 

일부 지선의 경우,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본선 명칭과 관련하여 명칭을 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논산~대전 

구간의 고속국도를 ‘호남선의 지선’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다. 이에는 남해 제1지선, 남해 제2지선, 남해 제3지선, 중부내륙

선의 지선, 중앙선의 지선 등이 해당된다. 

순환노선의 경우, 수도권제1순환선(서울외곽순환선), 수도권제2순환선, 대전남부순환선, 부산외곽순환선이 운영 중에 있

고, 광주외곽순환선과 대구외곽순환선이 건설 중에 있다. 대도시 주변을 순환하는 고속국도의 경우, 대부분 경계부나 외곽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노선명에 ‘외곽’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하지만 ‘순

환’이라는 용어만으로도 그 의미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의 편리성 제고 측면에서는 ‘외곽’이라는 용어를 

생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국제공항선은 기점의 명칭을 따라서 제정된 유일한 사례이다. 처음에는 고속국도 제20호선 수도권신공항선으로 지정

(대통령령 제13983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 1993. 09. 27.)되었다가, 1997년에 인천국제공항선으로 변경(대통령령 제15468

호, 고속국도노선지정령, 1997. 08. 27.)되었으며, 2001년에 130번으로 노선번호가 변경(대통령령 제17228호, 고속국도노선

지정령, 2001. 08. 25.)되었다. 2000년 11월에 개통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처음부터 인천국제공항선으로 불려왔다고 해도 무

방할 것이다. 

할 것이다.

3) 예전에는 해당지역의 우편번호 첫 자리를 사용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우편번호체계가 대폭 수정되면서 불일치 지역이 발생하였기 때문

에, 불가피하게 관리지침을 수정하게 된 것이다.

4) 현재 순환지선은 수도권에 3개 노선이 운영 중인데, 이 원칙에 따르면, 100번 노선의 동쪽에 추가로 지선이 건설될 경우, 이들 노선의 

번호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 크게 보면 노선명 제정의 대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상이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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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변천

본장에서는 대통령령인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6)을 통해 고속국도 최초 개통부터 현재까지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의 변천 

내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표 1).

6) 고속국도법 제3조에 따라 1971. 8. 31. 제정한 이후 26회에 걸쳐 개정해 왔는데, 고속국도법의 폐지와 함께 2014. 7. 15.에 폐지되었다. 

이후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노선 지정 및 고시는 관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표 1. ｢고속국도노선지정령｣에 따른 고속국도 노선번호 및 노선명 제･개정 내역

연번 시기
변동 내역 관련 법령

구분 내역

  1 1971. 08. 31. 제정 서울~부산선 (고속 제1호) 대령  5770

  2 1971. 08. 31. 제정 서울~인천선 (고속 제2호) 대령  5770

  3 1971. 08. 31. 제정 서울~순천선 (고속 제3호) 대령  5770

  4 1971. 08. 31. 제정 서울~원주선 (고속 제4호) 대령  5770

  5 1971. 12. 08. 제정 부산~순천선 (고속 제6호) 대령  5868

  6 1973. 08. 23. 개정 서울~강릉선 (고속 제4호) 대령  6821

  7 1973. 08. 23. 제정 속초~삼척선 (고속 제5호) 대령  6821

  8 1976. 03. 19. 제정 대구~마산선 (고속 제7호) 대령  8031

  9 1978. 06. 22. 개정 고속 제(00)호를 고속국도 제(00)호로 대령  9059

 10 1978. 06. 22. 개정 대전~순천선 (고속국도 제3호) 대령  9059

 11 1978. 06. 22. 제정 대전~순천선의 지선 (고속국도 제3호의 2)7) 대령  9059

 12 1978. 06. 22. 개정 수원~강릉선 (고속국도 제4호) 대령  9059

 13 1978. 06. 22. 제정 언양~울산선 (고속국도 제8호)8) 대령  9059

 14 1978. 06. 22. 제정 부산~마산선 (고속국도 제9호) 대령  9059

 15 1984. 06. 28. 개정 경부선 (고속국도 제1호) 대령 11449

 16 1984. 06. 28. 개정 경인선 (고속국도 제2호) 대령 11449

 17 1984. 06. 28. 개정 호남선 (고속국도 제3호) 대령 11449

 18 1984. 06. 28. 개정 영동선 (고속국도 제4호)9) 대령 11449

 19 1984. 06. 28. 개정 동해선 (고속국도 제5호) 대령 11449

 20 1984. 06. 28. 개정 남해선 (고속국도 제6호) 대령 11449

 21 1984. 06. 28. 제정 남해선의 지선 (고속국도 제6호의 2) 대령 11449

 22 1984. 06. 28. 제정 구마선 (고속국도 제7호) 대령 11449

 23 1984. 06. 28. 제정 구마선의 지선 (고속국도 제7호의 2)10) 대령 11449

 24 1984. 06. 28. 개정 울산선 (고속국도 제8호) 대령 11449

 25 1984. 06. 28. 제정 88올림픽선 (고속국도 제9호) 대령 11449

 26 1984. 06. 28. 편입 (연번 11) 대전~순천선의 지선을 호남선으로 대령 11449

 27 1985. 05. 29. 제정 중부선 (고속국도 제10호) 대령 11700

 28 1988. 01. 14. 제정 판교-구리선 (고속국도 제11호) 대령 12377

 29 1988. 01. 14. 제정 신갈-반월선 (고속국도 제12호) 대령 12377

 30 1988. 01. 14. 제정 대전남부선 (고속국도 제13호) 대령 12377

 31 1989. 10. 20. 제정 중앙선 (고속국도 제14호) 대령 12828

 32 1991. 07. 25. 개정 (연번 28) 서울외곽순환선 (고속국도 제101호) 대령 13433

 33 1991. 07. 25. 제정 서해안선 (고속국도 제11호) 대령 13433

 34 1991. 07. 25. 개정 대전남부순환선 (고속국도 제13호) 대령 13433

 35 1991. 07. 25. 제정 제2경인선 (고속국도 제15호) 대령 13433

 36 1992. 04. 29. 개정 남해제2지선 (고속국도 제6호의 2) 대령 13636

 37 1992. 04. 29. 제정 남해제3지선 (고속국도 제6호의 3)11) 대령 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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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속국도노선지정령｣에 따른 고속국도 노선번호 및 노선명 제･개정 내역(계속)

연번 시기
변동 내역 관련 법령

구분 내역

 38 1992. 04. 29. 개정 (연번 29) 신갈~안산선 (고속국도 제12호)12) 대령 13636

 39 1992. 04. 29. 제정 시흥~안산선 (고속국도 제16호) 대령 13636

 40 1992. 04. 29. 제정 대전~진주선 (고속국도 제17호) 대령 13636

 41 1992. 04. 29. 제정 중부내륙선 (고속국도 제18호) 대령 13636

 42 1992. 04. 29. 제정 부산~대구선 (고속국도 제19호) 대령 13636

 43 1992. 04. 29. 제정 부산~대구선의 지선 (고속국도 제19호의 2)13) 대령 13636

 44 1993. 09. 27. 제정 수도권신공항선 (고속국도 제20호) 대령 13983

 45 1996. 07. 01. 폐지 남해제3지선 (고속국도 제6호의 3) 대령 15102

 46 1996. 07. 01. 폐지 구마선의 지선 (고속국도 제7호의 2) 대령 15102

 47 1996. 07. 01. 개정 (연번 39) 서울~안산선 (고속국도 제16호) 대령 15102

 48 1996. 07. 01. 개정 (연번 40) 대전~통영선 (고속국도 제17호) 대령 15102

 49 1996. 07. 01. 제정 천안~논산선 (고속국도 제21호) 대령 15102

 50 1996. 07. 01. 제정 대전~당진선 (고속국도 제22호) 대령 15102

 51 1996. 07. 01. 제정 청주~상주선 (고속국도 제23호) 대령 15102

 52 1996. 07. 01. 제정 구미~옥포선 (고속국도 제24호) 대령 15102

 53 1997. 08. 27. 제정 광주외곽선 (고속국도 제3호의 2) 대령 15468

 54 1997. 08. 27. 제정 마산외곽선 (고속국도 제6호의 3)14) 대령 15468

 55 1997. 08. 27. 제정 제2중부선 (고속국도 제10호의 2) 대령 15468

 56 1997. 08. 27. 개정 (연번 44) 인천국제공항선 (고속국도 제20호)15) 대령 15468

 57 1997. 08. 27. 편입 (연번 52) 구미~옥포선을 중부내륙선으로 대령 15468

 58 1997. 08. 27. 제정 평택~음성선 (고속국도 제24호) 대령 15468

 59 1997. 08. 27. 제정 공주~서천선 (고속국도 제25호) 대령 15468

 60 1997. 08. 27. 제정 익산~장수선 (고속국도 제26호) 대령 15468

 61 1997. 08. 27. 제정 김천~포항선 (고속국도 제27호) 대령 15468

 62 1997. 08. 27. 제정 김천~포항선의 지선 (고속국도 제27호의 2) 대령 15468

 63 1999. 08. 31. 제정 부산~울산선 (고속국도 제28호) 대령 16545

 64 2001. 08. 25. 개정 남해선 (고속국도 제10호) 대령 17228

 65 2001. 08. 25. 개정 88올림픽선 (고속국도 제12호)16) 대령 17228

 66 2001. 08. 25. 개정
(연번 53) 고창~담양선 (고속국도 제14호) (고창군까지 서쪽으로 구간 

확대)
대령 17228

 67 2001. 08. 25. 개정
서해안선 (고속국도 제15호) (북쪽 일부 구간을 제2경인선과 영동선에 

이관하고, 서울~안산선을 편입하여 구간 직선화)
대령 17228

 68 2001. 08. 25. 개정 울산선 (고속국도 제16호) 대령 17228

 69 2001. 08. 25. 개정 (연번 59) 서천~공주선 (고속국도 제17호)17) 대령 17228

 70 2001. 08. 25. 개정
익산~포항선 (고속국도 제20호)18) (익산~장수선과 김천~포항선의 

지선, 김천~포항선의 동쪽 일부를 통합)
대령 17228

 71 2001. 08. 25. 개정
김천~영천선 (고속국도 제22호) (김천~포항선의 동쪽 일부 구간을 

익산~포항선에 이관, 구간 축소)
대령 17228

 72 2001. 08. 25. 개정
호남선 (고속국도 제25호) (북쪽 일부 구간을 분할하여 호남선의 지선 

신설)
대령 17228

 73 2001. 08. 25. 개정 논산~천안선 (고속국도 제25호)19) 대령 17228

 74 2001. 08. 25. 개정 당진~상주선 (고속국도 제30호) (대전~당진선과 청주~상주선 통합) 대령 17228

 75 2001. 08. 25. 개정 대전~통영선 (고속국도 제35호) 대령 17228

 76 2001. 08. 25. 개정 중부선 (고속국도 제35호) 대령 17228

 77 2001. 08. 25. 개정 제2중부선 (고속국도 제37호)20) 대령 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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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속국도노선지정령｣에 따른 고속국도 노선번호 및 노선명 제･개정 내역(계속)

연번 시기
변동 내역 관련 법령

구분 내역

 78 2001. 08. 25. 개정 평택~음성선 (고속국도 제40호) 대령 17228

 79 2001. 08. 25. 개정
중부내륙선 (고속국도 제45호) (구마선의 일부 편입, 마산까지 

구간 확대)
대령 17228

 80 2001. 08. 25. 개정
영동선 (고속국도 제50호) (서해안선 북쪽 일부 구간 및 

신갈~안산선 편입, 서쪽으로 구간 확대)
대령 17228

 81 2001. 08. 25. 개정 중앙선 (고속국도 제55호) (부산~대구선 편입, 부산까지 구간 확대) 대령 17228

 82 2001. 08. 25. 개정 동해선 (고속국도 제65호) (부산~울산선 편입) 대령 17228

 83 2001. 08. 25. 개정 서울외곽순환선 (고속국도 제100호) 대령 17228

 84 2001. 08. 25. 개정 마산외곽선 (고속국도 제102호) 대령 17228

 85 2001. 08. 25. 개정 남해제2지선 (고속국도 제104호) 대령 17228

 86 2001. 08. 25. 개정
제2경인선 (고속국도 제110호) (서해안선의 북쪽 일부 구간 편입, 

서쪽으로 구간 확대)
대령 17228

 87 2001. 08. 25. 개정 경인선 (고속국도 제120호) 대령 17228

 88 2001. 08. 25. 개정 인천국제공항선 (고속국도 제130호) 대령 17228

 89 2001. 08. 25. 제정
호남선의 지선 (고속국도 제251호) (호남선에서 논산~대전 대덕 

구간 분할, 신설)
대령 17228

 90 2001. 08. 25. 개정 대전남부순환선 (고속국도 제300호)21) 대령 17228

 91 2001. 08. 25. 개정
구마선 (고속국도 제451호) (일부 구간 중부내륙선에 이관, 

달성군까지로 구간 축소)
대령 17228

 92 2001. 08. 25. 개정 (연번 43) 중앙선의 지선 (고속국도 제551호) 대령 17228

 93 2002. 12. 05. 제정 순천~완주선 (고속국도 제27호)22) 대령 17794

 94 2002. 12. 05. 개정 통영~대전선 (고속국도 제35호) 대령 17794

 95 2002. 12. 05. 개정 평택~충주선 (고속국도 제40호) 대령 17794

 96 2002. 12. 05. 제정 서울~양양선 (고속국도 제60호)23) 대령 17794

 97 2002. 12. 05. 제정 익산~포항선의 지선 (고속국도 제202호) 대령 17794

 98 2004. 11. 03. 제정 용인~서울선 (고속국도 제141호) 대령 18579

 99 2004. 11. 03. 제정 수도권제2순환선 (고속국도 제400호) / 봉담~동탄 구간만 건설 대령 18579

100 2004. 11. 03. 제정 평택~화성선 (고속국도 제411호) 대령 18579

101 2008. 01. 03. 분리 무안~광주선 (고속국도 제12호) 대령 20526

102 2008. 01. 03. 개정 평택~화성선 (고속국도 제17호)24) 대령 20526

103 2008. 01. 03. 제정 수원~광명선 (고속국도 제17호)25) 대령 20526

104 2008. 01. 03. 개정 평택~제천선 (고속국도 제40호) 대령 20526

105 2008. 01. 03. 제정 광주~원주선 (고속국도 제52호)26) 대령 20526

106 2008. 01. 03. 개정 서천~공주선 (고속국도 제151호) 대령 20526

107 2008. 01. 03. 제정 평택~시흥선 (고속국도 제153호)27) 대령 20526

108 2008. 01. 03. 개정 용인~서울선 (고속국도 제171호)28) 대령 20526

109 2008. 01. 03. 제정 오산~화성선 (고속국도 제171호) 대령 20526

110 2008. 01. 03. 개정 고창~담양선 (고속국도 제253호)29) 대령 20526

111 2008. 01. 03. 제정 상주~영천선 (고속국도 제301호)30) 대령 20526

112 2008. 01. 03. 개정 (연번 91) 중부내륙선의 지선 (고속국도 제451호) 대령 20526

113 2008. 01. 03. 추가
수도권제2순환선(인천~김포 구간) / 봉담~동탄 구간과 

인천~김포 구간 분리 고시31)
대령 20526

114 2008. 01. 03. 추가 동해선 남쪽의 울산~포항 구간 대령 20526

115 2008. 01. 03. 분리 남해선을 영암~순천 구간과 순천~부산 구간으로 분리 고시 대령 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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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 광주~대구선의 서쪽 일부 구간(전남 담양군 고서면~담양읍). 한국도로공사 웹사이트의 노선정보에는 ‘1973년에 호남고속도로 담양

선으로 개통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8) 1969. 12. 29.에 이미 전 구간(14.3km)이 개통되어 사용 중에 있었다(한국도로공사, 2019:538).

9) 신갈~새말 구간(104km)은 1971. 12. 1.에, 새말~강릉 구간(97km)은 1975. 10. 14.에, 영동선과 동해선 연결로(12.5km)는 1988. 12. 

15.에 각각 개통되었다(한국도로공사, 2019:538-540). 2001. 11. 28.에는 횡계~강릉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노선을 대폭 조정, 

이설하였다. 이 구간을 신설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대변화가 있었다.

10) 이현IC(현 서대구IC)~팔달교 구간(한국도로공사)

11) 전남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을 연결하는 지선(7.5km)인데, 1995. 12. 27. 개통(건설교통부공고 제1995-400호)된 후, 1997. 2. 18. 지자

체로 이관되면서 고속국도에서 해제되었다(한국도로공사, 2019:541-542). 따라서 현재의 남해제3지선과는 무관하다.

12) 1991. 11. 29.에 23.2km 개통(한국도로공사, 2019:540; 건설부공고 제143호)

13) 준공 초기에는 양산~구포고속도로라고도 불렀다(한국도로공사). 이로써 경부선과 남해선을 직접 연결하게 되었으며, 1996. 6. 28.에 

완전 개통하였다.

14) 현재 산인JC~칠원JC~북창원IC~창원JC 구간(17.2km)인 마산외곽선은 2001. 11. 8. 우회도로로서 남해선의 지선으로 개통되었는데, 

2008년에 남해선 본선으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남해선의 본선이었던 산인JC~내서JC~서마산IC~동마산IC~창원JC 구간이 남해 제1지

선이 되었다(한국도로공사).  

15) 2000. 11. 20.에 40.2km 개통(한국도로공사, 2019:543)

16) 2002. 12. 5. 서쪽 구간을 전남 무안군 망운면까지 확대(대통령령 제17794호)

17) 2009. 5. 28. 전 구간(61.4km) 개통(한국도로공사, 2019:544)

18) 대구~포항 구간(69.4km)은 2004. 12. 7.에, 익산~장수 구간(61.0km)은 2007. 12. 13.에 각각 개통되었다(한국도로공사, 

2019:543-544).

19) 2002. 12. 23. 전 구간(81km) 개통(한국도로공사, 2019:543)

20) 2001. 11. 29. 전 구간(31.08km) 개통(한국도로공사, 2019:543).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한 ｢고속국도노선현황｣과는 달리 ｢한국도로공사

60년사｣에는 노선연장이 41.7km로 기재되어 있다. 건설교통부공고 제2001-318호에는 2001. 11. 23.부터 사용하며, 총연장은 

30.99km로 기재되어 있다(관보 제14957호, 2001. 11. 21.).

21) 서대전~판암 구간(18.4km)은 2000. 12. 22.에, (통영~대전선과 중첩 구간인) 판암~비룡 구간(3.3km)은 1999. 9. 6.에 개통하였다(한

국도로공사, 2019:542-543). 이 중 산내JC~비룡JC 구간은 통영~대전선과 중첩 구간이다.

22) 서남원~완주 구간(65.2km)은 2010. 12. 28.에, 순천~서남원 구간(47.0km)은 2011. 1. 31.에, 순천~동순천 구간(5.6km, 당시 여러 

매체는 4.3km로 보도)은 2011. 4. 28.에 각각 개통되었다(한국도로공사, 2019:544). 총 연장은 117.78km이다. 

표 1. ｢고속국도노선지정령｣에 따른 고속국도 노선번호 및 노선명 제･개정 내역(계속)

연번 시기
변동 내역 관련 법령

구분 내역

116 2008. 01. 03. 분리 동해선을 부산~포항 구간과 삼척~양양 구간으로 분리 고시 대령 20526

117 2008. 01. 03. 폐지 김천~영천선 (고속국도 제22호) 대령 20526

118 2008. 11. 17. 개정 (연번 103) 수원~문산선 (고속국도 제17호) 대령 21123

119 2008. 11. 17. 제정 구리~포천선 (고속국도 제19호)32) 대령 21123

120 2008. 11. 17. 제정 남해제3지선(부산항신항선) (고속국도 제105호)33) 대령 21123

121 2008. 11. 17. 개정 (연번 84) 남해제1지선(고속국도 제102호) 대령 21123

122 2009. 12. 21. 개정
당진~영덕선 (고속국도 제30호)34) (동쪽 구간을 상주에서 

영덕까지 확대)
대령 21896

123 2010. 12. 20. 제정 부산외곽순환선 (고속국도 제600호)35) 대령 22537

124 2012. 12. 27. 제정 함양~울산선 (고속국도 제14호) 대령 24267

125 2013. 11. 05 제정 아산~청원선 (고속국도 제32호)36) 대령 24834

126 2013. 11. 05. 추가
수도권제2순환선(포천~양평 구간) / 봉담~동탄 구간, 

인천~김포 구간, 포천~양평 구간으로 분리 고시
대령 24834

127 2013. 11. 05. 제정 광주외곽순환선 (고속국도 제500호) 대령 24834

128 2013. 11. 05. 제정 대구외곽순환선 (고속국도 제700호) 대령 24834

※ 시기 : 고속국도 개통 시기가 아니라 노선번호 또는 노선명이 제·개정된 시기(대통령령의 시행일 기준)를 의미함. 



- 119 -

단 보

표 1을 보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고속국도 노선번호 및 노선명도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중 주요 

변화만 간추려 보았다. 1971. 12. 08.에 개정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대통령령 제5868호)부터 종선은 기수(奇數, 홀수, 

odd), 횡선은 우수(偶數, 짝수, even)를 사용하도록 하고, 건설 순위(착공일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원칙을 도입하

였다.

2001. 8. 25.에는 고속국도의 노선번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기종점도 모두 변경하였다(대통령령 제17228호). 일부 노

선의 경우에는 노선을 통합, 분할, 편입 또는 이관하여 노선 자체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상세 내용은 표 1의 해당 부분 

참조). 

대한민국 전자관보 제14808호(2001. 5. 24.)에 따르면, 총연장도 짧고, 노선수도 적을 때는 준공순서에 따라 노선번호를 

부여해도 불편을 초래하지 않지만, 총연장 및 노선수가 늘어나게 되면,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

으로 개편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사용하는 노선번호 및 노선명 제･개정 기준의 대강이 마련되었다. 물론 이후에도 

부분적인 개정은 이어져 왔다.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폐지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고시된 고속국도는 당진~천안선(고속국도 제32호) 중 아산~

천안 구간37), 강진~광주선(고속국도 제255호)38), 세종~포천선(고속국도 제29호) 중 안성~구리 구간39), 새만금~포항선

(고속국도 제20호) 중 새만금~전주 구간40), 수도권제2순환선(고속국도 제400호) 중 김포~파주 구간41) 및 양평~이천 구

간42) 등이 있다. 노선명이 변경된 경우도 있는데, 88올림픽선은 2015. 12. 25.에 광주~대구선으로 변경43)되었다.

23) 강일~춘천 구간(61.4km)은 2009. 7. 15., 춘천~동홍천 구간(17.1km)은 2009. 10. 30., 동홍천~양양 구간(72.6km)은 2017. 6. 30.에 

개통하였다(한국도로공사, 2019:544,546). 총 연장은 151.1km이다.

24) 2009. 10. 29.에 26.69km 개통(한국도로공사)

25) 2016. 4. 29.에 27.38km 개통(한국도로공사)

26) 제2영동선이라고도 불리며, 2016. 11. 11. 전 구간(56.95km)을 개통하였다(한국도로공사, 2019:545).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한 ｢고속국

도노선현황｣과는 달리 ｢한국도로공사60년사｣에는 노선연장이 59.6km로 기재되어 있다.

27) 제2서해안선으로도 불리며, 2013. 3. 28.에 전 구간(40.3km)을 개통하였다(한국도로공사).

28) 경수선으로도 불리며, 2009. 7. 1.에 22.9km를 개통하였다(한국도로공사).

29) 장성JC~대덕JC 구간(25.3km)은 2006. 12. 7.에, 고창JC~장성JC 구간(17.2km)은 2007. 12. 13.에 개통하였다(한국도로공사, 

2019:543-544).

30) 2017. 6. 28. 전 구간(94km) 개통(한국도로공사, 2019:546)

31) 봉담~동탄 구간(9.26km)은 2009. 10. 29.에, 인천~김포 구간(28.88km)은 2017. 3. 23.에 개통하였다(한국도로공사).

32) 양주 지선과 함께 2017. 6. 30.에 50.6km 개통(한국도로공사, 2019:546)

33) 부산항(신항)제2배후도로라고도 불리며, 2017. 1. 13.에 전 구간(15.3km)이 개통되었다(한국도로공사, 2019:546).

34) 청주~상주 구간(80.5km)은 2007. 11. 28.에, 당진~대전 구간(91.6km)은 2009. 5. 28.에, 상주~영덕 구간(107.9km)은 2016. 12. 

26.에 각각 개통하였다(한국도로공사, 2019:544-545). 청주~상주 구간은 개통 당시에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이전이었

기 때문에 청원~상주선이라고 불렸다. 

35) 노포JC~기장JC 구간(11.5km)은 2017. 12. 28.에, 진영JC~노포JC 구간(37.3km)은 2018. 2. 7.에 개통하였다(한국도로공사, 

2019:546).

36) 이 중 옥산~오창 구간(12.1km)은 2018. 1. 14.에 개통하였다(한국도로공사).

3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98호(관보 제19092호, 2017. 9. 12.) 관련

3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46호(관보 제19139호, 2017. 11. 24.)

3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66호(관보 제19220호, 2018. 3. 23.)

40) 서쪽으로 구간 확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0호(관보 제19348호, 2018. 10. 1.)

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42호(관보 제19505호, 2019. 5. 20.) 

42) 화성~여주 구간의 일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97호(관보 제19695호, 2020. 2. 24.)

4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81호(관보 제18664호,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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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노선의 구간별 개통 시기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뿐만 아니라 현재의 노선명 변화를 보면, 각 노선의 구간별 개통에 따라서 노선명이 달라져 온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 사용된 노선명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각 노선의 구간별 개통 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로공사50년사: 1969~2019｣와 ｢대한민국 전자관보｣, 국가기록원(관보),44) 한국도로공사 및 위키백과 웹사이

트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고속국도 노선의 구간별 개통 시기를 상세하게 정리하였다.45) 

1) 경부선

서울~수원 구간(24.0km)은 1968. 12. 21., 수원~오산 구간(21.5km, 매일경제 1968. 12. 30. 기사에는 13.8km로 기재. 

네이버지도에서 약측해 본 바 후자가 타당함.)은 1968. 12. 30., 오산~천안 구간(38.1km, 경향신문 1969. 9. 29. 기사에는 

39.77km로 기재)은 1969. 9. 29., 천안~대전 구간(68.8km, 동아일보 1969. 12. 10. 기사에는 66.7km로 기재)은 1969. 12. 

10., 대구~부산 구간(122.8km)은 1969. 12. 29., 대전~대구 구간(152.8km)은 1970. 7. 7.에 개통하였다(한국도로공사, 

2019:538). 이로써 경부선 전 구간(428.0km)을 1970. 7. 7.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12월 종점 부근의 일부 구간

(양재IC~한남IC)이 고속국도에서 해제되었고(한국도로공사), 지속적으로 선형 개선 작업을 추진해 온 결과 총연장은 

415.34km로 감소하였다.

2) 서해안선

안산~인천 구간(27.6km)은 1994. 7. 6.(동아일보, 1994. 6. 26.에는 당일 임시 개통한 것으로 보도)에, 안산~일직 구간

(9.1km, 당시에는 시흥~안산선)은 1995. 12. 28.에, 안중~안산 구간(42.7km)은 1996. 12. 17.에, 목포~무안 구간(23.2km)

은 1998. 8. 25.에, 군산~서천 구간(22.7km) 및 군산~동군산 구간(7.4km)은 1998. 10. 30.에,46) 일직~서울(금천구 가산

동) 구간(5.2km)은 1998. 11. 25.에, 당진~안중(포승) 구간(18.8km, 서해대교 포함)은 2000. 11. 10.에, 서천~당진 구간

(103.7km)은 2001. 9. 27.에 개통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무안~군산 구간(113.3km)47)이 2001. 12. 21. 개통됨으로써 전 구간

이 개통되었다(한국도로공사, 2019:541-543). 2001. 8. 25. 북단의 노선을 대폭 조정하였다(표 1의 연번 67, 80, 86 참조). 

3) 호남선, 호남선의 지선 및 남해선, 남해제2지선

호남선 전주~대전 구간(79.5km)48)은 1970. 12. 30.에 개통되었고, 호남선을 거쳐 남해선까지 연결되는 전주~부산 구간

(348.8km)은 1973. 11. 14.에 개통되었다(한국도로공사, 2019:538). 남해선 목포~광양(영암~순천) 구간(106.8km)은 

2012. 4. 27.에 개통되었고, 1998. 7. 29.에는 남해선의 동단 2.1km를 부산에 이관하였다(한국도로공사, 2019:542, 545). 

남해2지선 부산~냉정 구간(20.6km)은 1981. 9. 4.에 개통되었다(한국도로공사, 2019:539, 545).

44) 관보의 경우, 국가기록원에서는 2000년까지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고, ｢대한민국전자관보｣에서는 2001년 이후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45)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관보｣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우선하였고, 이어 ｢한국도로공사50년사｣를 참조

하였다.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로 재확인하였으며, 위키백과의 경우, 몇 노선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참조하였다. ｢네이버뉴스라이

브러리｣는 2000년까지의 신문기사를 검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부(1948. 8. 15.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 건설교통부

(1994. 12. 23. 건설부와 통합), 국토해양부[2008. 2. 29. 해양수산부의 일부 부서(해운물류, 항만, 해양환경 업무)와 행정자치부의 

지적 업무를 통합]를 거쳐 2013. 3. 23.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관보에서 공고 제목을 검색할 때 이를 유념하여야 한다.

46) 건설교통부공고 제1998-455호에 따르면, 당시 개통된 구간은 서천~군산간 23.6km이다(관보 제14039호, 1998. 10. 26.). 

47) 건설교통부공고 제2001-349호에 따르면, 당시 개통된 구간의 연장은 113.9km이다(관보 제14982호, 2001. 12. 20.). 

48) 건설부공고 제129호에 따르면 당시 개통된 구간의 연장은 79.1km이다(관보 제5736호, 197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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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부선 및 통영~대전선 

중부선 전 구간(123.6km)은 1987. 12. 3.에, 통영~대전선(총연장 209.8km) 서진주~진주 구간(7.8km)은 1996. 12. 20.

에, 함양~진주 구간(58km)49)은 1998. 10. 22.에, 무주~대전 구간(42.6km)은 2000. 12. 22.에, 함양~무주 구간(59.4km)

은 2001. 11. 21.에, 통영~진주 구간(47.9km)은 2005. 12. 12.에 각각 개통되었다(한국도로공사, 2019:540, 542, 543). 두 

노선의 현재 총연장은 332.48km이다. 

5) 중부내륙선 및 중부내륙선의 지선 

옛 구마선(84.2km)은 1977. 12. 17.에 개통하였고, 구마선 지선(3km, 대구 상리동~비산동)을 1994. 6. 1.에 대구로 이관하

였다. 중부내륙선 김천(아포IC)~상주 구간(32.1km)은 2001. 9. 28.에, 충주~여주 구간(41.0km)은 2002. 12. 20.에, 상주~

북상주 구간(12.7km)은 2004. 1. 16.에, 괴산~충주 구간(14.9km)은 2004. 7. 15.에, 북상주~괴산 구간(50.3km)50)은 

2004. 12. 15.에, 현풍~김천 구간(62.0km)은 2007. 11. 30.에, 여주~북여주 구간(17.6km)은 2010. 9. 15.에, 북여주~양평 

구간(18.51km)은 2012. 12. 28.에 각각 개통되었다(한국도로공사, 2019:539-544).

6) 중앙선, 대구~부산선 및 중앙선의 지선 

중앙선 대구(금호JC)~칠곡 구간(6.1km) 및 남원주~만종 구간(6.2km)은 1994. 12. 15.에,  대구~안동 구간(85.9km), 제

천~원주 구간(36.3km),51) 홍천~춘천 구간(25.2km)은 1995. 8. 29.에, 대동~대저 구간(8.8km)52)은 1996. 6. 28.에, 서부

산~구포 구간(3.9km)53)은 1999. 7. 1.에, 안동(서안동)~영주 구간(25.5km)은 1999. 9. 16.에, 영주~풍기 구간(9.5km)은 

2000. 6. 1.에, 원주(만종)~홍천 구간(42.5km)은 2001. 8. 17.에, 풍기~제천 구간(51.2km)은 2001. 12. 14.에 각각 개통되

었다. 부산~대구선 전 구간(82.05km)은 2006. 2. 12.에 개통54)되었으며, 중앙선의 지선 양산~남양산 구간(2km)은 1996. 

5. 1.에, 남양산~대동 구간(7.5km)은 1996. 6. 28.에 개통되었다(한국도로공사, 2019:541-543).

7) 동해선

먼저 강원도 구간을 보면, 동해(천곡)~강릉(안인) 구간(30km)55)은 1975. 10. 14.에, 명주군 연곡면~주문진읍 구간

(5.74km)은 1977. 12. 16.에,56) 강릉~주문진 구간[강릉IC~현남(현 남양양)IC, 19.96km]은 2001. 11. 28.에,57) 현남~하조

대 구간(15.2km)은 2009. 11. 27.에, 하조대~양양 구간(9.67km)은 2012. 12. 21.에, 삼척[남삼척(현 근덕)IC]~동해 구간

(17.8km)58)은 2016. 9. 9.에, 양양~속초 구간(18.89km)은 2016. 11. 24.에59) 각각 개통되었다. 이어 동남해안 구간을 보면, 

49) 건설교통부공고 제1998-447호에 따르면, 당시 개통 구간(함양~서진주)은 49.8km이다(관보 제14036호, 1998. 10. 22.). 

50) 건설교통부공고 제2004-314호에 따르면, 개통 당시의 구간은 49.7km이다(관보 제15871호, 2004. 12. 14.). 

51) 건설교통부공고 제1995-249호에 따르면, 당시 개통 구간은 서제천~남원주 구간이 30.1km, 칠곡~서안동 구간은 79.8km이다(관보 

제13098호, 1995. 8. 26.).

52) 건설교통부공고 제1996-189호에 따르면, 당시 고속국도 사용 개시 구간은 남양산IC~대저JC(14.3km)이며, 당시에는 부산~대구선의 

지선(고속국도 제19호의 2)이라고 불렸다(관보 제13347호, 1996. 6. 27.). 이 중 중앙선 본선에 속하는 구간을 네이버지도 상에서 약측한 

결과는 7.2km였다. 이어지는 중앙선의 지선 중 남양산~대동 구간이 이 때 함께 개통되었다.  

53)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215호에 따르면, 당시 고속국도 사용 개시 구간은 부산 사상구 삼락동 ~ 부산 강서구 대저1동으로 1.6km였다

(관보 제14241호, 1999. 6. 29.).

54)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22호에 따르면, 당시 고속국도 사용 개시일은 2006. 1. 25.이다(관보 제16179호, 2006. 1. 25.).

55) 건설부공고 제107호에 따르면, 당시 행정구역명 상으로는 삼척군 북평읍에서 명주군 강동면 구간이다(관보 제7162호, 1975. 10. 1.).

56) 건설부공고 제141호(관보 제7829호, 1977. 12. 19.)

57) 건설교통부공고 제2001-324호(관보 제14962호, 2001. 11. 27.) 당시 개통 구간의 도로 연장으로 볼 때, 1977. 12. 16. 개통된 구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 122 -

단 보

부산~울산 구간(47.17km)은 2008. 12. 29.에, 울산~포항 구간(42.1km)60)은 2015. 12. 29.에, 남경주~동경주 구간

(11.6km)은 2016. 6. 30.에 개통되었다(한국도로공사, 2019:539-545). 현재 북쪽 구간은 121.8km, 남쪽 구간은 100.83km

가 건설되어 사용 중에 있다. 1975. 10. 14.에 영동선이 완공되고, 동해선 동해~강릉 구간도 개통되었지만, 두 노선의 연결로

(12.5km)는 1988. 12. 15.에 비로소 개통되었다(각주 9) 참조). 2001. 11. 28.에는 영동선 이설 완료61)로 동해선과 영동선의 

분기점이 북쪽으로 5km 정도 이동하였다.

8) 무안~광주선 및 광주~대구선

88올림픽선 전 구간(담양~옥포, 175.3km)은 1984. 6. 27.에, 무안~광주선의 무안~나주 구간(30.4km)은 2007. 11. 9.에 

그리고 나주~광주(운수IC) 구간(10.95km)은 2008. 5. 28.에 각각 개통되었다. 두 노선의 총 연장은 현재 212.88km이다(한

국도로공사, 2019:541, 544). 

9) 평택~제천선

평택(서평택JC)~안성(서안성IC) 구간(26.6km)62)은 2002. 12. 12.에, 안성(서안성IC)~남안성 구간(9.8km)63)은 2007. 

8. 31.에, 남안성~대소 구간(21.2km)64)은 2008. 11. 11.에, 대소~충주 구간(27.6km)은 2013. 8. 12.에, 충주~동충주 구간

(18.0km)은 2014. 10. 31.에, 동충주~제천 구간(23.7km)65)은 2015. 6. 30.에 각각 개통하였다(한국도로공사, 2019:543-545). 

서쪽부터 구간별로 순차 개통하였다. 원래는 삼척까지 연장할 계획이었다. 현재 총 연장은 126.91km이다.

10) 수도권제1순환선(서울외곽순환선)

판교~구리 구간(23.5km)66)은 1991. 11. 29.에, 남양주(당시 미금시)~구리 구간(2.3km)은 1992. 12. 10.에, 구리~퇴계원 

구간(2.7km)은 1993. 12. 31.67)에, 판교~학의 구간(8.8km)은 1995. 7. 20.에, 학의~평촌 구간(3.3km)은 1995. 12. 28.에, 

평촌~산본 구간(3.3km)은 1996. 10. 31.에, 김포~일산(신평IC) 구간(김포대교 포함, 3.5km)은 1997. 11. 3.에, 장수~서운 

구간(8.0km)은 1998. 7. 24.에, 안양(산본IC)~장수IC 구간(21.3km) 및 서운JC~김포IC 구간(7.8km)은 1999. 11. 26.에, 

신평~일산 구간(2.13km)은 2001. 9. 11.에, 일산~퇴계원 구간(36.3km)은 2007. 12. 28.에 각각 개통68)되었다(한국도로공

사, 2019:540-544; 위키백과). 총연장은 128.02km이다.

5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9호에 따르면, 당시 개통 구간은 18.56km이다(관보 제18842호, 2016. 9. 9.).

5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534호(관보 제18891호, 2016. 11. 23.)

6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551호에 따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울산~남경주 구간(22.72km)과 동경주~남포항 구간(19.42km)이다(관보 

제18668호, 2015. 12. 29.).

61) 건설교통부공고 제2001-323호(관보 제14962호, 2001. 11. 27.)

62) 건설교통부공고 제2002-324호에 따르면 당시 개통 구간은 25.7km이다(관보 제15272호, 2002. 12. 11.).

63)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337호에 따르면, 당시 개통 구간은 10.1km이다(관보 제16579호, 2007. 8. 31.).

64)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704호에 따르면, 당시 개통 구간은 22.0km이다(관보 제16874호, 2008. 11. 11.).

6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784호에 따르면, 당시 개통 구간은 23.9km이다(관보 제18542호, 2015. 6. 29.).

66) 건설부공고 제134호(관보 제11957호, 1991. 10. 31.) 및 건설부공고 제143호(관보 제11979호, 1991. 11. 26.)에 따르면, 판교~하남JC 

구간(19.3km)은 1991. 10. 31.에, 하일IC~구리 구간(4.2km)은 1991. 11. 29.에 각각 개통하였다. 

67) 건설부공고 제1994-44호에 따르면, 1994. 2. 5.에 개통되었다(관보 제12635호, 1994. 2. 4.). 당시 언론 보도 내용도 이와 부합한다. 

68)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231호(관보 제16284호, 2006. 6. 28.)에 따르면, 일산IC(덕양구 내곡동) ~ 

송추IC(장흥면 교현리) 구간(18.3km)과 의정부IC(의정부시 호원동) ~ 퇴계원IC(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구간(10.5km)은 2006. 6. 

30.에 개통하였다.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523호(관보 제16657호, 2007. 12. 27.)에 따르면, 최종 구간인 송추IC~의정부IC 구간

(7.5km)은 2007. 12. 28.에 개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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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인선 및 제2경인선

경인선의 서울(양평동)~가좌 구간(23.5km)은 1968. 12. 21.에, 가좌~인천IC 구간(6.0km)은 1969. 7. 21.에 개통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선 전 구간(29.5km)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인선 인천항(제2도크) 구간

(0.484km)은 1973. 4. 19.에 개통되었다. 1985. 11. 12. 양평~신월 구간(5.5km)을 서울특별시에, 2017. 12. 1. 인천~서인천 

구간을 인천광역시에 이관하였다(한국도로공사, 2019:538, 540, 546). 

제2경인선의 서창JC~광명IC 구간(10.8km)은 1994. 7. 6.(동아일보, 1994. 6. 26.에는 당일 임시개통한 것으로 보도)에, 

광명IC~석수IC 구간(4.7km)은 1995. 12. 28.에, 석수IC~삼막IC 구간(1.08km)은 2001. 10. 18.에, 인천대교(18.3km)를 포

함하여 공항신도시JC~학익JC 구간(19.96km)은 2009. 10. 19.에, 삼막IC~여수대로IC 구간(21.92km)은 2017. 9. 27.에 각

각 개통되었다(한국도로공사, 2019:541-544; 위키백과).

5.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관계

2020년 4월 현재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관계는 표 2와 같다. 고속국도 중에는 민자고속도로(공식 명칭은 ‘민간투자고속도

로’)69)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민자고속국도 ‘여부’만 표시하였다.

표 2에는 공식 명칭만 기재하였는데, 광주~원주선의 경우 제2영동선, 남해 제3지선의 경우 부산신항 제2배후선이라고 부르기

도 한다. 서울외곽순환선은 2020. 9.부터 개명되기 때문에 새로운 명칭인 수도권 제1순환선이라고 표기하였다. 17번 고속국도의 

경우, 순차적으로 익산에서 문산까지 연결할 예정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익산~문산선으로 불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69) 민자고속도로 중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노선을 민자위탁노선이라고 하는데, 서울~양양선(60번) 중 서울-춘천 구간, 동해선(65번) 

중 부산-울산 구간, 세종~포천선(29번) 중 구리-포천 구간(양주지선 포함) 3개 노선이 있다. 도로 운영･관리 노하우가 탁월한 한국도로

공사가 도로 및 시설 관리, 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민자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며, 협약에 따라 민자 노선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한국도

로공사가 차지한다.

이에 비해 민자관리노선은 고속도로를 건설한 민자업체가 도로 및 시설 관리, 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민자관리노선은 

수도권제1순환선(100번) 중 일산-퇴계원 구간을 비롯하여, 평택~화성선 및 수원~광명선(17번), 논산~천안선(25번), 옥산~오창선(32

번), 광주~원주선(52번), 중앙선(55번) 중 부산-대구 구간, 남해제3지선(105번), 제2경인선(110번) 중 인천 남구 용현동부터 경기 안양

시 석수동까지의 구간(26.7km, 노선의 중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공항신도시JC-학익JC 구간 및 석수IC-여수대로IC 구간), 

인천국제공항선(130번), 평택~시흥선(153번), 용인~서울선 및 오산~화성선(171번), 상주~영천선(301번), 수도권제2순환선(400번) 

중 봉담-동탄 및 인천-김포 구간 등 총 13개 노선이 있다(한국도로공사).

표 2. 고속국도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관계

노선
비고

노선
비고

노선
비고

번호 명칭 번호 명칭 번호 명칭

1 경부선 10 남해선
100

수도권 제1순환선

15 서해안선 102 남해 제1지선 (일산-퇴계원 구간) ②

151 서천~공주선 104 남해 제2지선

110

제2경인선

153 평택~시흥선 ② 105 남해 제3지선 ② (인천대교 구간) ②

17

평택~화성선 ②
12

무안~광주선 (안양-성남 구간) ②

수원~광명선 ② 광주~대구선 120 경인선

서울~문산선 ②,③ 14 함양~울산선 ③ 130 인천국제공항선 ②

(김포~파주 구간) 16 울산선 300 대전남부순환선

문산~도라산선 ②,③
20

새만금~포항선
400

수도권 제2순환선

171 오산~화성선 ② (새만금~전주 구간) ③ (봉담~동탄 구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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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의 주요 시설물인 노선, 분기점, 나들목, 휴게소, 교량, 터널 등에 관한 각 시설물별 연구를 종합적 관점에서 수행하

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노선에 관한 연구가 먼저 제대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전담 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가 부득이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필자는 본고를 완성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해 준 한국도로공사에 감사한다. 하지만 주무 부처와 전담 기관은 고속국

도 주요 시설물들에 관한 각종 정보를 DB화하고 변동 내역을 누적적으로 지속 관리해야 할 책임을 방기해 왔다. 고속국도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DB화하고 변동 내역을 누적 관리함으로써 고객인 국민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0년 역사를 자랑하기 전에 고속국도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는 일부터 매진해야 한다.

표 2. 고속국도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관계(계속)

노선
비고

노선
비고

노선
비고

번호 명칭 번호 명칭 번호 명칭

171 용인~서울선 ② 204 새만금포항선의 지선

400

(인천~김포 구간) ②

25

강진~광주선 ③ 30 당진~영덕선 (파주~포천 구간) ③

호남선 301 상주~영천선 ② (화도~양평 구간) ③

논산~천안선 ②
32

당진~천안선 ③ (양평~이천 구간) ②,③

251 호남선의 지선 옥산~오창선 ② 500 광주외곽순환선 ③

253 고창~담양선 40 평택~제천선  600 부산외곽순환선

27 순천~완주선 50 영동선  700 대구외곽순환선 ③

29

세종~포천선 52 광주~원주선 ②

(세종~안성 구간) ③

60

서울~양양선

(안성~구리 구간) ③ (서울~춘천 구간) ①

(구리~포천 구간) ① (동홍천~양양 구간)

35
통영~대전선

중부선

37 제2중부선

45 중부내륙선

451 중부내륙선의 지선

55
부산~대구선 ②

중앙선

551 중앙선의 지선

65

동

해

선

부산~울산선 ①

울산~포항선

포항~영덕선 ③

삼척~속초선

※ 왼쪽부터 ‘남북방향 노선’, ‘동서방향 노선’, ‘순환노선 순서’로 정리하였음.

※ 비고 : ①은 민자위탁노선, ②는 민자관리노선, ③은 건설 중인 노선을 의미함. ‘②,③’은 민자로 건설 중인 노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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