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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many disadvantageous problems have been found during the process of domestic LRT(Light Rail 
Transit) projects and that can influence negative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domestic railway. 
  Since many projects have been progressed while having few original technologie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y are being built unreasonable railway which lacks economic feasibility.
  The on-going LRT projects which are being carried out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have a tendency 
to favor the systems and rolling stocks that have been approved by other countries through years of 
experienc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we are having few chances to develop original technologies.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promote railway development and jump up to the level of advanced railway 
standards through developing our unique and independent future LR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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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내 경전철 사업 추진에 있어 여러 불리한 요소들이 대두되어 철도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되는 바이다.

국내 철도 원천기술이 성숙되지 못한 환경속에 신교통 시스템의 경전철 건설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경제성이 부족한 철도가 건설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은 차량 및 시스템 선정에 있어 해외에서 검증

된 시스템만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국내 원천기술 개발 기회마저도 부족하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내 독자적인 시스템만으로 미래 경전철을 개발하여 세계로 도약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철도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경전철 개요

2.1 경전철의 특징 및 종류

경전철이라 함은 대도시에서 운영중인 중전철(이하 지하철)이 지닌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여 기존의

키워드 : 미래철도, 원천기술, 경전철

1556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규모의 수송용량을 갖은 철도형식을 말한다.

또한 경전철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경전철의 경우 지하철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가 약 50~60%가 저렴

한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신교통수단은 차량시스템 형식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와 서로 다른 특성으로, 여러 종류로

분류가 가능하고 사업비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1. 경전철의 대표 종류]

2.2 경전철의 역할 및 시사동향

경전철은 국내외적으로 확장 추세에 있는 친환경 신교통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고, 검증된 시스템별

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전망 또한 밝다할 수 있다.

경전철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하철을 보완하는 교통수단으로서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사업비 저렴,

도시 재설계 용이, 연계 교통수단 등의 긍정적인 교통수단으로 평가되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계획 중에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경전철 추진사업 자체가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과 같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마치 교통

수단의 경전철 자체가 문제 있는 것으로 오인되어 철도 발전에 저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3. 경전철 사업 추진 고찰

3.1 수송수요 와 MRG

최근 건설을 완료하고도 개통이 연기되고 있는 경전철의 경우, 당초 수송수요 예측치의 30% 정도가

실수요라는 분석을 통해 내부적인 원인과 함께 개통 자체를 여러 사유를 들어 연기하는 등 국내에서 추

진 중인 모든 경전철이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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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사업이 대부분 민간투자로 추진되고 있고, 지자체는 사업 추진 당시 투자기관에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 최소운영수익보장) 계약으로 개통 시 수송수요의 차이에 따른 많은 비

용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인 기관인 지자체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고, 심지어 투자

자가 운영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투자비만 회수하려는 현상까지 대두되고 있다.

물론 철도는 공익 특성상 운송수요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고, 사업타당성

분석의 B/C 결과도 평가 적용 기준이 적합하지 않는 측면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2 사업비 과다

철도는 종합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으로 단편적인 기술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은

아니다.

국내 110여년의 철도 역사 속에 고속철도 개발, 철도객차, 여객안내 시스템, PSD 등에서 기술발전을

이루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성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만의 철도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곧 원천기술은 외국에 있고 부분적으

로 국산화하여 적용되고 있는 실정 속에서는 시스템비용이 과다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경전철 사업 추진에서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

에 없어 사업 추진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표2. 국내 경전철 추진 현황]

3.3 정부지원

현재 추진되는 경전철 사업은 정부에서 단위 사업별로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

다.

그러나 국가 철도건설 지원제도에 있어서 철도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즉 사업비 지

원에 있어 총사업비에 대한 일정 비율이 아닌 노선 길이 단위로 일률적인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다면 무

분별한 외국 시스템을 고가에 수입하는 상황은 적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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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업추진 방식

재정은 열악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해야하는 지자체에서는 턴키방식의 민간투자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곧 과다설계와 부실공사에 유혹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사업비를 부풀려 시공에서

선 이익을 취하려하고 운영은 별도로 위탁하여 리스크를 전가하려는 상황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정밀한 심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려 해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리라 본다

3.5 최근 정부 사업추진 방식 변경 동향

지자체의 무리한 선심성 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하여

기초지자체의 광역단체와 사전협의(노선재원 등) 의무화하도록 하고

해당 관할구역 내 폐쇄적 노선계획은 상위 교통계획 및 생활권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등에 반영 되도록하고

교통수요 과다예측 등 타당성 조사 부실에 대하여는 교통 DB 정확도 제고 및 주민참여 강화시키도

록하여 실질적인 타당성 조사가 되도록 하며

교각 위주의 고비용 노선 건설은 건설사업비 검토 강화 등으로 과도한 시설공사 방지하고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사업계획서 평가 시 비용절감 건설방식을 장려하여 효율적인 노선설정에 대하여 우대

하는 방안 강구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재부 소관 규정 (민자사업기본

계획 및경전철 건설보조금 지원기준)과 국토부 소관 규정(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유기적으로 연

계ㆍ통합 하여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처리지침(가칭)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 미래 도시철도 연구 동향

4.1 국가 미래철도 개발 동향

국가에서는 2010년까지 약 6,000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철도 발전에 노력을 기하였고 2011년에도 약

1,300억원을 투자하여 철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미래중점

분야 육성, 공공. 기초. 원천 R&D 지원확대 방향으로 사업체계를 변경하고 30대 미래핵심기술

(Green-up30)을 도출하여 ‘Green Growth Leader'로서의 비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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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국가 R&D 수행절차 및 연구 비전]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친환경 철도시스템 개발 및 독자적인 철

도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산업의 기술기반 조성하고, 철도 시스템을 고속화하고, 접근성을 높

고 친환경적인 철도기술을 개발하며,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고효율화의 경제적인 미래형 철도시스템

을 개발하는데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업 세부 내용에는 국내 원천 철도 시스템 개발이 아닌 대부분 외국 기술의 부분

국산화가 목표인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무가선 저상트램 시스템 개발연구, 도시철도표준화 2단계

연구, 도시철도터널 및 차량의 공기질 개선 기술개발 등이다.

4.2 미래 도시철도 개발 필요성 및 분석

경전철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경제적인 건설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개발

이 필요하다

경전철시스템에 대한 국내 수요에 적극대응하지 않을 경우 국내는 외국기술에 종속되고 국부의 해외

유출과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건설비 증가 요인이 되고 우려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다양한 경전철 시스템에 대한 표준사양을 고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

나 이 또한 외국 기술을 기준한 국산화에 불과하여 오히려 신개념 시스템 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 On-Demand, Non-Stop 무인운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레벨에서의 성능,

안전성, 운영효율성, 신뢰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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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 경전철 개발 방향

5.1 해외 기술개발 동향

세계에서는 모노레일, 노면전철, AGT(철제차륜, 고무차륜), 리니어전철, 자기부상, 가이드웨이 시스

템, PRT, 등 30여종, 60개국 751노선에서 경전철이 운행되고 있고 계속 개발 추세이다

경전철시스템의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자체개발을 통해 건설․영업운영 중에 있는 나라는 일본, 프랑

스, 캐나다 등으로 세계 각지에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을 개척 중에 있다.

5.2 국내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

고무차륜 AGT 시스템의 K-AGT 경전철 시스템은 유일하게 국산화에 성공하여 부산 반송선에 적용

되었고 여러 지자체에서 적용 예정인 시스템으로 국산화 약 60%를 90%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중

에 있다.

기타 모노레일, 노면전철, AGT(철제차륜), 리니어전철, 자기부상, PRT, 등의 시스템은 국산화 단계로

연구 시험중이거나 수입하여 운영 예정에 있는 실정이다.

5.3 미래 경전철 개발 방향

정부 지원금의 제도는 향후 사업비 기준이 아닌 거리 기준으로 검토될 것으로 사료되고, 건설비가

적고 버스 이상의 수요를 운송하고 수익성이 있는 시스템의 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외국시스템 도입으로

는 사업타당성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국 신교통 시스템의 일부 국산화 경전철 개발 방향은 모두 부족하다는 견해이다.

최근에 버스 운송과 비슷한 노면전차, 바이모탈 등이 개발되고 적용하려는 추세이나 버스전용차선의

효율보다 더 좋을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전술한 바와 같이 원천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

력을 갖추어 적용까지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5.3.1 사업추진에 용이한 미래 경전철 개발 과제

현재의 무분별한 수입경전철 시스템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국내 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되며,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새로운 철도 시스템으로 충분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현 지하철의 혼잡도를 해소하면서 지상교통에 영향이 적고 보상비가 적어 사업타당성이 충분한 시스

템이 되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여 고효율에너지 사용은 물론 소음공해, 일조권, 사생활 침

해 등의 민원을 해소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며,

계단이 없고 이용자의 승하차가 편리하도록 하여 철도의 굴레인 접근성 및 타 교통과의 연계환승이

편리한 시스템과,

기존철도망을 그물망으로 수직 및 평면교차로 10km 정도의 노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과,

마을버스, 광역버스를 대행하여 기존철도와 수직연결 시키는 노선을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집 근처

300m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구간 노선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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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주요 과제

이러한 철도시스템이 적용되기 위한 기술적 선결과제로는

급곡선(R=40m) 급구배(10%)가 가능하여 지하, 지상, 고가에 영향이 적은 경제적이고 자유로운 건설

이 가능 한 시스템과

편도 1차선이 존재하는 모든 도로에 건설이 가능하고 계단 없이 승하차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이 필

요하다.

또한, 현재의 일반적 경전철의 수송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지하구간을 건설비를 기존 지하철의 20%

정도로 건설이 가능한 시스템, 운영비는 ㎞당 한 해에 5억원 내외의 효율적인 국산화 시스템 개발이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7. 제언

앞에서 언급한 미래 철도 철도시스템 개발을 위해 정부, 지자체, 연구원, 관계기관 등 각 계 철도인

들의 사명어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본 저자는 미래 도시철도 시스템 개발에 대한 애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을 도모하여 우리 철도

인 모두가 하나 되어 순수 국내 기술로 도시철도시스템을 개발 완성하여, 적용 및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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