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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the usage of the car has been increased to the 

allowed limit of the road and has caused global warming and air pollution. Subway is good 

transit system with punctuality, safety and eco-friendliness, but it needs relatively much money 

for construction considering the needs of transit. So it is hard to balance the finance. 

Many developed countries have adopted advanced transit system including tram for the linking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after 1980s, due to the relatively low construction cost.     

This paper reviews the way to increase the role of tram which is planed to be introduced to 

the local governments as a kind of Advanced transit system.

1. 서 론
  산업발전에 대한 도시 육상교통의 자동차는 석화연료에 의존으로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에 

기인하고 있으며, 도로면적에 비하여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혼잡도가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수송능력이 탁월한 지하철은 정시성, 안전성, 친환경적 장점은 있으나, 막대한 건설비와 

수송수요 적정성이 맞지 않아 새로운 지하철 건설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1980년도부터 선진국에서 도입한 신교통시스템(Advanced Transit System)은 건설비가 저렴하여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를 연계하는 교통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교통수단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시스템 

도입에 대한 역할 증대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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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노면전차의 정의

   미국, 일본에서의 노면전차 시스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으나 우리나라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1) 미국 교통부에서 노면전차(Tram, SLRT : Street Light Rail Transit, Streetcar)는 “선로 

대부분을 다른 교통기관과 분리된 전용궤도를 주행함으로서, 자동차 운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자동차와 공존 가능한 새로운 도시교통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일본은 노면전차는 “주형위에 설치된 주행로를 고무타이어가 부착된 차륜을 가진 차량이 

안내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시스템(Guideway System)"을 신 교통시스템으로 통칭하고 있다. 

    3) 현행 법령체계 도시철도법 에서 노면전차는“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

교통권역에서 건설 운영하는 철도 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정의

하고 이에 따른 도시철도로 분류하고 있다. 

    4) 입법 발의(2009.12.16)한 노면전차 건설관리법안 에서 노면전차는 “도로 위에 궤도

(軌道)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설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2.2 노면전차의 개요

   노면전차(Tram, SLRT : Street Light Rail Transit, Streetcar)는 전차선에 의해 전력을 공급

받아 기본적으로 도로와 분리된 노면 또는 전용궤도 위를 주행하는 저상형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초기 노면전차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도시교통의 많은 부분을 소화하였으나 20세기 

초부터 육상교통인 자동차의 급증으로 도로의 정체에 따라 정시성, 신속성 등의 수송서비스가 

열악하여 이용객이 감소되고 경영이 악화되어 점차 폐지되었으나, 최근에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자동차에 의한 환경오염, 도로 혼잡의 해결 및 에너지절감 등을 위하여 개량되어 건설되거나 신형 

노면전차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으며, 우선 신호방식 도입 전용궤도 주행 및 초저상형 차량도입 

등에 의해 신교통 시스템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노면전차의 종주국인 유럽 각국에서는 신형 노면전차를 주로 환경문제 즉 대기오염이나, 소음

공해해소 방안으로 많이 도입한 반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환경문제보다는 건설이 용이한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도시교통의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알맞은 공공교통수단 개발(컴퓨터 제어 및 무인운전시스템)을 위하여 다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독일은 신 주거단지(자동차가 없는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노면전차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융통성과 경제성 면에서 다른 교통

수단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3 노면전차의 역사 

   노면전차는 도로를 달리는 마차궤도로 부터 발전하여 1879년5월31일 독일의 Siemens Halsice

사가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산업박람회에 제3궤조 방식으로 직류 150V, 3HP 2극 직권전동기를 

사용하여 시속 12㎞, 20인승 전기기관차를 출품한 것을 시작으로 1881년 독일 베를린 남부근교

에서 2.5km의 시험선로를 성공적으로 주행한 이후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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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독일 Siemens사의 노면전차(세계최초)

   1920년대 이후에는 기동성이 우수한 버스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자동차의 보급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면전차가 자취를 감추었으나, 1930년대 미국에서 노면전차의 재생을 목표로 당시 최신

기술을 구사한 고성능 PCC(President Conference Committee)를 개발하였으며, 이 기술은 일본의 

동경, 나고야, 오사카 등과 세계 선진 여러 나라에 도입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0

년대 이후 자동차의 증가로 선로내 자동차운행 등, 도로 혼잡과 정체 로 열차의 주행환경이 악화 

되면서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사유재산을 인정

하지 않은 동유럽 등 공산권 국가에서는 이 노면전차가 여전히 도시교통수단으로 남아 기술의 

유지 및 개발이 진행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노면전차 도입 역사는 1899년5월4일 미국인 H.콜브렌(H.Collblen)과 H.D.보스트

위크(H.D Bostwick) 두 사람이 조선 황실의 특허를 얻어 서대문-청량리간(약8㎞)에 궤도를 부설

하고 직류 600V방식인 노면전차를 처음 운행한 것이 전기철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궤도교통

으로서 노면전차는 도시 내에서 큰 역할을 하였으며, 시민들의 환영을 받아 노선을 증설하여야  

하였던 노면전차는 조선시대 50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오던 서울의 공간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남대문에서 구 용산, 서대문에서 마포까지의 노선의 총 길이40.6㎞의 연장(부산은 총 21.7

㎞)은 새로운 주거지 및 시가지 확장을 가져왔고 이는 서울의 수평적 공간확장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30~40년대와 한국전쟁 이후 1968.11.30까지 운행한 이후 우리나라도 버스와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림 2. 한국 최초의 노면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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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1970년 전후부터 도시공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등으로 

석유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에너지확보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석유생산시설이 없는 독일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이 노면전차를 이용하여 도시의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책과 함께 성능향

상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여기에는 이 노면전차의 우수한 환경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환경

보호를 위하여 전차를 운영하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등 알프스 주변의 국가들도 동참하여 노면

전차의 경량화 개발로 연결되었으며,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1980년대 말

부터 전차의 고성능화와 더불어 궤도의 전용 노선화 및 도심부에서의 지하화도 진행하여 도시교

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노면전차를 운행하고 있는 도시는 약 350

여개 도시에 달한다. 

2.4 노면전차의 특징 및 장 단점

2.4.1 주행로

   노면전차는 기본적으로 일반 도로교통과 노면을 공유하여 동일 노면을 따라 개설된 주행로를 

전차가 주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철도로서 우선 신호와 특정 차선 등의 운행 공간을 가진다.

   기존의 노면전차는 자동차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교통혼잡 및 신호정체를 유발하였고 이는 

차량의 표정속도 저하와 이용승객 감소로 이어져 점차 사라지게 되었으나, 한편으로 자동차의 

증가는 소음과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여 심각한 사회문제화를 발생시켰고 이에 미국 및 

유럽, 일본 등에서 주민들이 적극 선호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차 혼잡에 의한 도시기능 저하 

문제는 기존 궤도를 이용할 수 있고, 건설비가 가장 저렴한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가 부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형 노면전차는 차량의 성능을 개선하고 주행로의 전용 궤도화와 우선 신호

방식 적용 그리고 교차로 및 도심부의 부분고가화, 지하화를 통하여 차량이 정체되지 않고 

30km/h의 표정속도를 유지하여 운행효율과 편의성이 좋은 대중교통으로 재인식 되고 있다.

 스위스의 쮜리히 등 대부분의 도시(신호체계)

   노면전차 우선신호체계 채택 

   교차로 진입 전 설치된 차량감지기에 의해 전방의 신호 개방

2.4.2 차량의 특징

   노면전차는 1950년대 전성기를 이룬 노면전차와 1980년대 후반이후에 신기술이 개발된 저상형 

노면전차가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저상형 노면전차를 기본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노면전차는 

속도 및 가감속도가 향상되었고, 대차의 성능향상 및 관절차체 방식을 적용하여 수송능력을 향상

시켰다.

   1) 저상형 차량은 한 개 이상의 관절을 가지고 있으며, 각 차량에는 2개 또는 3개 이상의 대

차로 구성된다. 3대차의 경우 대부분 앞뒤 2개는 견인대차이고 가운데 것은 트레일러 대차이다.

대차는 2차체 4～6축(2～3대차), 3차체 6축(3대차), 5차체 6～8축(3～4대차), 7차체 8축(4대차) 

방식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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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상형 차량은 고령자, 장애인 및 유모차를 가진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간단히 

타고 내리도록 출입문 높이를 낮게 한 것으로, 1980년대부터 유럽 각국에 도입되었다. 저상형 

차량에는 총 차량길이에서 일부분만 저상으로 되어있는 부분 저상형과 전체 저상형이 있으며, 

부분 저상형은 3차체 연접차량으로, 중간차의 객실 입구만을 낮게한 10% 저상차(First generation), 

전,후차에 설치되어 있는 동력차는 그대로 두고 중간의 트레일러차에 차축이 없는 독립차륜 대

차를 장착한 70% 저상차(Second generation, 상하기기는 지붕에 설치함), 전체 차량에 독립차륜 

대차를 적용하여 전체를 저상화한 100% 저상차(Thiird generation)로 구분할 수 있는데, 100% 

저상차는 1990년대에 실현되었으며, 현재 운행중인 저상차는 70% 및 100% 저상차량이 주종을 이

루고 있다.

그림 3. 프랑스STRASBOURG 노면전차(100% 저상차) 그림 4. 저상형 노면전차

   3) 차량의 바닥 높이가 낮아(레일면에서 차량높이:20~35cm) 높은 플렛홈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노약자, 신체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하기 쉬우며, 접근성이 뛰어난 점이다.

그림 5. 이용자 접근이 용이한 승강장(일본 훗카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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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노면전차(Tram)의 장 단점

   1) 장점

      ① 노면 위에 건설이 용이하고, 공사비가 저렴하다.(지하철의 1/4이하)

         (약200억원/㎞당 전북 전주시 경전철 타당성 조사보고서, 1999년 12월)

      ② 차량의 바닥을 낮춤으로서 승하차가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특히 노약자 및 휠

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용이 용이하다.

      ③ 전용구간은 주행속도가 80㎞/h이상 가능하며 표정속도가 향상된다.

      ④ 탄성차륜을 채용(차량전체 소음레벨 약8dB(A)정도 감소)하여 소음, 진동이 적은 쾌적한 

교통수단이다.

표 1.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2010.07.01[환경부령 제374호, 2010.06.30 개정]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 철도분야

대  상  지  역 구  분

한 도

주 간
(06:00~22:00)

야 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

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

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학교

ㆍ병원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 음

(Leq㏈(A)
70 60

진 동

(㏈(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

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ㆍ유통

개발진흥지구, 미 고시지역

소음(Leq㏈(A) 75 65

진동(㏈(V)) 70 65

  

      ⑤ 정거장 및 구조물의 설비가 간단하고, 시설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저렴하다.

      ⑥ 배기가스의 생성이 전혀 없는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이다.

      ⑦ 자동차와 함께 주행하고 기존 신호로도 운행 가능하여 신호시스템을 단순화 할 수 있다.

      ⑧ 회전반경 25 이하도 가능하여 모든 도로에 주행이 가능하고, 구배, 등판능력 및 가감

속도 성능이 우수하다.

   2) 단점

      ① 기존 대중교통의 체계가 완료된 곳이나, 도로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지역에 건설 할 경우 

기반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② 도심지내 낮은 전차선 설치로 안전 및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프랑스 알스톰사에서 무가선 전차가 개발단계에 있으나 상용화된 사례가 없음)  

      ③ 도로점유율이 높아 기존 좁은 도로에는 적용이 제한적이다.(왕복운행시 약 2개 차로 점유) 

      ④ 겨울철 분기기에 동결방지 장치를 하여야 하며, 노면의 제설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도로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추가용지 확보에 따른 보상비가 발생한다.

       도시혼잡지역에서는 타교통수단과 주행로 공용으로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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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기술사양

   운행 중이거나 개발중인 보편적인 신교통 시스템은 크게 AGT, 모노레일, 자기부상, 노면전차

(Tram), 유도고속차량(GRT), 바이모달, 간선급행버스(BRT)등 이 있다. 이중 가장 널리 쓰이고 

일반적인 노면전차시스템에 대하여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외국의 노면전차 주요사양

시스템명 EuroTram Sirio Citadis

사진

차량제원 W2.4× H3.1× L33.1 W2.4× H3.4× L35.35 W2.4× H3.3× L32.4

최고속도 60km/h 60km/h 60km/h

승객정원 290명 285명 303명

편 성 수 4량 1편성 4량 1편성 5량 1편성

집전방식 상부 카타너리 상부 카타너리 상부 또는 하부 카타너리

최급기울기 6%  6% 6%

유도방식 레일+철제차륜 레일+철제차륜 레일+철제차륜

운전방식 1인운전 1인운전 1인운전

제 작 사 Adtranz Ansaldo Breda Alstom

운행현황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리용(Lyon)

2.5 국외 노면전차 도입에 따른 건설비 및 운영비

   노면전차 시스템의 건설비 및 운영비는 도입시기, 운행도시별 건설목적에 따라 다르며, 근래

에는 오래된 노선을 개량하거나, 기존 운영노선에 저상형 차량을 도입하는 개량, 개선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 건설하는 신설노선에서는 자동차 없는 거리,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의 

일환으로 전용궤도화된 노면전차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신설노선의 건설비에는 트랜지트 몰

(Transit mall)이나, 환승주차장 등의 도시기반시설 건설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건설비의 단순비

교는 곤란하다. 그리고 운영비측면을 보면 영업수입은 운영비의 40~60%정도에 불과하여 시 또는 

국가에서 나머지를 보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은 미국에서 운행중인 노선에 대하여 건설비 및 운영비의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mile수송시 운영비는 버스에 비해서 노면전차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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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건설비 및 운영비 비교(미국)

도시명
최초 

개통일

노선길이

(㎞)

㎞당 건설비 
1mile수송시

운영비

US$

(단위:백만)

원 화

(단위:억원)
BUS 노면전차

Baltimore 1992 36.2 11.3 87.4 $0.53 $0.48

Denver 1994 22.5 11.3 87.4 $0.53 $0.48

Portland

(Gresham노선)
1986 24.5 11.9 92.0 $0.51 $0.35

Sacramento 1987 29.5  7.7 59.6 $0.53 $0.38

San Diego 1981 67.4 10.1 78.4 $0.38 $0.17

St Louis 1993 28.9 12.5 96.5 $0.66 $0.20

    ※ ㎞당 건설비(1995년 환율기준) 및  승객 1인 1mile 수송시 운영비

    ※ 미국 DOT-FTA(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미국내 버스와 노면전차 운영비 비교) 조사자료 참조, 1998년

2.6 국내외 노면전차 도입 및 운행현황 

2.6.1 해외 노면전차 도입사례

   유럽 및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노면전차를 도입한 배경을 종합해 보면 소음공해 예방, 

공기질의 향상,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각종질환 예방, 지구온난화 방지, 각종 동식물군의 보

호 등 환경보호 정책, 슬럼화 등으로 도심부의 매력 저하와 연계하여 도로 건설 예산과다 등으

로 노면전차 건설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여 쾌적한 도심재생의 

주목적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국외 노면전차 도입사례(요약)

    영국 크뤄돈시 소음공해 예방 및 공기질 향상 등 환경보호 정책

    미국 포틀랜드시 도로정체 및 대기오염, 도로건설비과다, 도심 재개발

    프랑스 스트라스버그시 VAL시스템 거부, 환경 및 도심 활성화 요구 

    일본 구마모토시 모노레일 거부, 건설 예산과다 및 도시미관 저해

    일본 히로시마시 AGT 거부, 건설 예산과다 및 승하차 등 안전성제고

   1) 영국

      크뤄돈(Croydon)시는 런던에서 15마일 떨어진 인구 약 32만명의 영국에서 7번째로 큰 도

시로 자동차 교통의 급증과 New Addington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의 개선을 위해 낙후된 지역이다. 

      노면전차 도입배경은 1990년Tramlink 프로젝트의 결정, 특히 환경오염방지 조례에 의한 

소음공해 예방, 공기질의 향상과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각종질환 예방, 지구온난화 방지(1995년 

Croydon 환경회계 감사에서 Croydon 지역은 해마다 약 88만톤의 CO2가 각종차량에 의해 배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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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조사됨) - 각종 동식물군의 보호 등 환경보호 정책과 연계하여 수행되었다. 이 사업은 

1994년 왕실의 승인을 얻어 1997년부터 건설하여 2000년 5월 총 연장 28km(3개노선) 38개역을 

개통하였다. 차량은 Bombardier사에서 24편성을 제작하였다.

   2) 미국

      자동차의 나라인 미국에서 1967년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로부터 시작되어 이곳의 성공은 

거리를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조성하여 침체화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

였다. 자동차와 주행로를 분리한 방식의 고속 신형노면전차는 미국의 샌디에고에 1981년 처음 

도입되어, 영업운행 결과 좋은 실적을 나타냄으로서 각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노면전차 도입배경은 도시교통에서 자동차를 증가시킨 결과, 환경오염, 슬럼화 등으로 도

심부의 매력들을 저하시켰으며, 이러한 공공교통대책을 도시문제, 환경문제, 복지측면 등에서 

해결해야할 중요 정책으로 인식하고, 그 상징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영업수입이 운영비의 

평균 40%정도이다. 그래도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은 공적자금의 조성 및 지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레곤주의 포틀랜드(Portland)시는 1950년에 노면전차를 폐지한지 30년만에 

1970년대부터 도심의 도로정체와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노면전차를 다시 부활시켰다. 당

시 시에서는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고속도로 건설은 자동차의 유입을 

증가시켜, 대기오염을 과중시킬 뿐이므로, 도로건설비를 노면전차 건설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보행자 우선과 쾌적한 도심 재개발(도심의 재생)의 주목적과 환경보

호 차원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3) 프랑스

      스트라스버그(Strasbourg)는 파리에서 약500km 떨어진 독일국경의 라인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25만 정도로 27개의 자치도시를  포함 인구 435천명 정도의 중소도시이다.

      노면전차 도입배경은 당시 스트라스버그 도심은 교통혼잡이 심하고, 공공교통 분담율은 

11%에 불과하였다. 1989년 공공교통수단으로 노면전차와 VAL시스템 도입이 시장선거의 주요 현

안사항으로 등장하여, 당시 시장은 VAL시스템 도입을 공약하였으나, 도심내의 승용차 통과금지

로이용자가 감소할 것을 판단하여 일부 상점주인들의 반발은 있었으나 시민들은 노면전차 도입

을 원했다. 정부는 도심지 자동차 통행금지, 주요 간선도로의 보행자 전용 도로화, 노면전차의 

건설, 공공교통의 강화, 주차장관리 정착 등을 패키지화한 교통정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는 

환경보호와 보행자우선 및 도심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인식시켜 주고 예전의 노면전차의 부

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차량의 저상화와 첨단시스템을 개발하여 참신한 이미지를 보임으

로써, 시민의 호기심 유발과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현재 도시교통 수송의 65%를 분담하고 있다.

 

   4) 일본

     일본의 노면전차는 1950년대에 급속히 보급되면서 총 노선연장이 전국적으로 1,400km(48개

사업자, 53개노선)에 달하여 1955년을 전후하여 그 전성기를 맞았으나, 1960년대에 노면전차를 

둘러싼 외적요인 즉 도시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 자동차 증가에 대한 운행속도 저하, 고

속철도망의 보급 등과 내적요인으로는 발달된 버스에 비해 경제적으로 불리하고 운임인상이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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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면서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재 20개 노선 총연장 238km가 운행되고 있다.

     노면전차 도입배경은 1970년 전후부터 도시공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또한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에너지확보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으

며, 석유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노면전차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구마모토시는 1965년

부터 운행이 중단되기 시작하여, 1973년 오일쇼크 이후에는 버스 등 도로교통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노면전차 노선을 모두 없애고 모노레일(Monorail)은 건설 계획하여 추진되었다. 그

러나 모노레일은 건설 소요예산 과다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시민의 거부감 때문에 결국 노면전

차를 다시 운행하는 방향으로 교통계획이 변경하였다. 히로시마 시는 1945년 원자폭탄 투하 후 

재건한 인구 약 113만명의 계획도시로서, 1994년부터 도시내를 운행중인 히로시마의 대표적인 

신교통수단인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를 도심 나머지 구간까지 확장하려 하였으나, 

1995년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AGT보다 건설비가 저렴한 기존 노면전차를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표 4. 국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영현황

개통년도
지역

(국가)

연장

(역수)
용 도 운 영 현 황

2000
Croydon

(영국)

28㎞

(38)
간선교통

1997년 건설 2000년 5월 개통한 노선, 

최고속도는 80㎞/h, 최대구배 80‰이며, 차량정원은 

208명(좌석70)

1998
Portland

(미국)

52.8㎞

(50)
"

1986년9월 1단계(24㎞)와 1998년9월 2단계(28.8㎞)

건설 개통, 운행최고속도 80㎞/h, 최급구배 70‰, 

차량정원 261명, 년간 수송인원 1천만명, 운영인력 

2,100명 

1994
Strasbourg

(프랑스)

25㎞

(47)
"

1992년부터 1994년11월 1호선(10㎞) 건설 개통,

총3개 노선, 04:30~00:30까지 3~5분 간격, 운행최고

속도 60㎞/h, 차량정원 370명

1997
구마모토

(일본)
12.1㎞ "

시중심부를 관통하는 Y자모양 3개 노선. 1997년8월 

100%의 저상차 처음 도입, 가감속도 4.68㎞/h/s, 

차량정원 76명, 3~10분간격 운행. 

1999
히로시마

(일본)
18.8㎞ "

1912년 최초 개통, 원폭피해 이후 재건한 노선,

1999년 6월 Siemens사의 저상형 전차 도입하여 3~5분 

간격으로 운행, 저상형 차량 정원 187명.

2.6.2 국내 노면전차 도입추진

    최근 국내 도입 계획 중인 노면전차 시스템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여 

노면전차 도입운영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은 건설비 과다 및 쾌적한 도심재생의 주목적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결정한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신교통 경전철 등 건설지연 배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산, 김포 등에서 경전철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이 지하 경전철을 요구하여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의정부와 용인은 고가 구조물로 인한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것이 단

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과다한 건설비용의 추가와 운영시 비효율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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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노면차량 GRT 건설을 추진한 난곡~신대방역~보라매 4.77㎞는 그 동안 93%의 공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노면차량과 신호시스템 도입에 따른 난해로 지하경전철을 재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과다 건설비용 및 민자사업자 선정 장기화 등을 우려하여 GRT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내 신교통시스템 도입지연사례(요약)

    일산 고가 경전철 주민거부, 소음공해 및 도시미관 저해

    김포 고가 경전철 주민거부(지하화 요구), 소음공해 및 도시미관 저해

    전주 건설비용 어려움 및 국내 노면전차 시스템 전무 보완검토   

    난곡 지하경전철 주민거부, 노면차량 GRT건설(공정90%) 주민요구

    제주 시스템선정 혼선(AGT, 모노레일, 노면전차 등 다양한 사업검토) 

   그 동안 울산, 창원, 성남, 위례, 전주 등 국내 지자체에서 도입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 시

스템을 종합해 보면 수송능력은 5,000~18,000명/시간이며 시가지 도로상에 건설하여 버스처럼 

저속으로 운전시격을 짧게 하고 단거리 구간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로서 기존 도시철도망과 대

규모 개발지역 또는 위성도시를 자동주행으로 연계하는 교통시스템이다. 특히 차량의 크기가 작고 

노선계획의 탄력성으로 국내 도입코자하는 AGT와 모노레일 시스템에 비하여 건설비(토목공사비 

및 용지보상비)가 저렴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타교통수단과의 경쟁 우위를 다질 수 있으며, 아래 표 5에서 보면 지하경전철과 노면전차 건설비 

비교 현황을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 또한, 아래 표 6을 보면 여러 지자체에서도 과다한 공사

비용 해소 및 도심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노면전차 건설계획 및 추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 지하 경전철/노면전차 건설비 비교       단위 : 백만원/km

분  야 지하 경전철 노면전차

토  목 42,793 3,642 

건축(기계포함) 7,049 1,688 

전  기 5,300 2,549 

궤  도 2,059 3,143 

신  호 4,204 2,422 

통  신 2,876 1,644 

검  수 569 513 

MIS(경영정보) 344 145 

PM SE 723 387 

차  량 6,580 6,021 

합  계 72,497 22,154

 

   ※ 토지보상비/설계감리비/이전수탁비 제외 금액임.           

   ※ 노면전차 경영정보 시스템 자료 ⇒ 서울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비용 적용(2009년도)

      - 246백만원/170km(종합통제센터 1개소 포함) ≒ 14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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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내 노면전차 건설계획 및 추진현황

지역 사업구간
연장

(역수)
건 설 추 진 현 황

울산 효문~굴화
15.58km

(21개)

지선교통, 재정 및 민간사업

사업비4,690억원

창원 마산~창원~진해 41.9km
간선교통, 재정사업, 사업비 1조2,460억원

(마산 용지보상, 진해 터널공사비 포함) 

성남 모란역~사기막골
6.2km

(8개)

지선교통, 재정사업, 하천복개부지

(일부), 사업비1,305억원

위례

(송파)
마천역~복정역 6km 지선교통, 민간사업(5호선, 8호선 연계)

제주도 제주일고~중문단지 36km
간선교통, 재정 및 민간사업

관광산악용(1100도로)

전주

1,2단계구분시행

(송천역~삼청동,

전주역~평화3단지)

23.9km
간선교통, 재정사업(1단계 14.2km, 2단계 9.7km)

사업비5,189억원

인천

(영종)
공항~영종하늘

4.9km

(5개)
지선교통, LH공사(신도시)

인천

(청라)

1,2단계구분시행

청라역~가정오거리
16.7km

간선교통, LH공사(1단계 13.3km,2단계 3.4km)

바이모달시스템, 사업비1,400억원

    

 ※ 본 자료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방문('08.12~'10.02) 수집하여 요약 정리한 것임.

2.7 국내 노면전차 도입활성화를 위한 과제

2.7.1 노면전차 도입 지연원인

    1) 노면전차 건설 운영관련 법규 미비(제도적측면)

       노면전차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로 분류되고 있으나 기존 궤도계 교통수단과는 

달리 노면의 도로공간을 이용하는 경량전철이라는 점에서 지하에 건설되는 중량(重量)전철을 대

상으로 한 도시철도법이나 궤도운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차량의 크기, 우선 

신호 등 세부적인사항 불명확시)등 기존 법령체계 안에서 도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해외 제도사례

    일본은 철도와 궤도사업 법률 정리

     - 철도사업법에 근거하는 일반철도와 구별

     - 노면전차는 궤도법의 관할 

    프랑스는 노면전차와 같은 이동성 향상을 위한 교통계획 수립

     - 법적명시하여 운행시 우선신호 처리방법 마련, 

     - 안전은 궤도공공 교통시스템 관련규정 의함, 

    독일은 철도와 도로의 교차법을 제정

     - 노면전차는 철도와 교차할 때는 도로와 같이 도로와 교차할 때는 철도와 같이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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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정부의 재정지원 미비(경제적측면)

   정부재정사업은 부산반송경전철, 민간투자사업(SOC)은 김해와 용인, 의정부경전철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부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외 노면전차와 유사 차량시스템으로 도입 

건설 도중에 보류된 난곡GRT(공정률90%)는 Bi-modal, BRT 등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서울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오다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지하경전철 시스템(부분노면, 지하)으로 재검토 

추진하고 있으나 노면전차 등 차량시스템에 대한 지원방안이 불투명하다. 최대 300억원/㎞의 건

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09.8.31성남시 예비타당성조사 준공자료는 208억원/㎞)되는 노면전

차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결정시 사업추진 절차 및 관련 법규와의 관계, 재정지원 등 기

준과 근거가 불명확하여 타당성조사시 민자유치 가능성 및 방안 등의 검토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재정 및 민간투자사업 지원 비교분석은 표 7과 같다.

 

표 7. 정부재정 및 민간투자사업 지원 비교분석

구   분 중앙정부지원사업 민간투자시설사업

적용법률 - 도시철도법
-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시철도법

재정분담 - 중 앙 정 부 : 60%

  (서울시는 40% 지원)

- 광역 지자체 : 20%

- 지방 자치제 : 20%

- 민 간 자 본 :  50%

- 중 앙 정 부 :  25%

- 광역 지자체 : 12.5%

- 지방 자치제 : 12.5%

  ※ 정부와 지자체 50%씩 부담

     광역철도 : 총사업비의 50%

     도시철도 : 총사업비의 50% 

     일반철도 : 총사업비의 40%

  ※ 정부시범사업은 용지보상비

     (정부와 지자체 50%씩 부담)

현   황 - 인구 100만이상 지원 - 인구 100만 이상 지원

문제점 - 인구 100만이하 지원 불가능
- GRT,Bi-modal,BRT등은 지원전무,

  노면전차는 경미

      ※ '09.8.31.노면전차 건설(예비타당성조사) 소요예산 1,305억원(6.2㎞) 

         - 성남시는 궤도운송법 적용 성남시 재정사업(100%)으로 추진 

         - 도시철도법(도시철도기본계획)의 국토해양부 승인 필요(재검토 단계)

      ※ 노면전차건설관리법안 적용가능성 검토(입법안 ‘09.12.19) 

         -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노면전차공사 시행자 건설비 60%이상 지원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에너지 절약 기여도 감안 

2.7.3 운영상의 문제(기술적측면)

   노면전차는 첫째는 건설 및 운영기술의 확보가 용이해야 한다. 노면전차는 일반 도로를 주행

할 경우에는 일반 대중교통수단보다 우선하여 주행할 수 있도록 우선신호가 보장되어야 하며, 

자동운전을 전제할 경우에는 차량과의 사고시 철도와 같이 통행우선권을 부여하여 주행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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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어야한다. 둘째는 차량의 안전과 승객의 보호이다. 환기설비, 안내방송설비 등 최신의 설

비를 요구하며, 외부 설비도 여객의 요구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셋째는 도시중심의 조화와 

균형있는 도시지역의 발전과 새로운 지역개발에 기여이다. 노면전차 주위 및 정거장 주변 등 상

업발전과 주거지역의 형성을 촉진하고, 또한 부동산의 가치증가 및 삶의 질 향상을 초래하고 도

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하여 시민들의 만족감과 긍지가 높이게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

존교통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설정하여 노면전차 사업의 극대화를 갖게 하여야 한다. 

승객의 환승편의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환승동선의 최소화하여야 한다.

2.7.4 노면전차 도입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노면차량 시스템과 관련된 제도적 정비

      경제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큰 노면전차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노면전차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노면전차의 특성에 맞도록 규정하고 재정지원기준(지상/지하, 

환승비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노면특성에 부합하고 표준화된 

차량시스템(Tram, GRT, BRT, Bi-Modal, Guideway 등)선정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재정비 및 제도화

하여야 여러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중앙정부 분담비율 상향조정) 및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임승차 및 환승할인요금제 적용시 정부의 보조금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용인경전철의 재정지원 사례

      총사업비 : 9,571억원

      - 민간투자 : 5,923억원(61.9%)

      - 재정지원 : 3,648억원(38.1%)중 국비35%, 지방비35%, 부담금30%

 수도권은 BUS 준공영제 도입 지원, 노면차량(Tram, GRT, BRT, Bi-Modal,

   Guideway 등)은 없음

   2) 노면차량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적 정비

      기술적 자립도 향상으로 저상차량의 개발, 부품 및 서브시스템의 국산화 추진(유지보수비 

절감 및 부품조달의 연속성 유지)하고,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지원 등 해외의존 

예상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인 노면전차

를 도시의 매력적인 이동수단으로 개척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선진국에 비하여 노면

전차의 건설투자와 기술육성이 소홀하였으므로 앞으로는 기술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내 건설중인 국내외 차량기술의 사례 

      해외 차량제작사 : 의정부(SIEMENS), 용인(BOMBARDIER)

      국내 차량제작사 : 우진산전은 K-AGT 시운전 성능입증, 

       현대로템 : 부산-김해 차량제작 및 캐나다 수출,

       서울메트로 : 의정부 지멘스차량의 기술컨설팅

   3) 노면차량 시스템과 관련된 교통환승 정비

      기존 지하철 노선과 환승체계를 구축하여 문화공간 도입 등 이용자 편의 제공하고 자전거 

주차관리 등록제(일본, 프랑스의 경우 유료화) 및 다른 교통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수송 활성

화하여 노면전차 등 운영의 효율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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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신대방역사 주변의 환승 환경개선

   4) 기본계획수립시기의 융통성 확보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 수립 시부터 연계된 교통시스템으로서의 도시철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주변환경과 조화성, 도시의 타 교통시스템과의 연계 및 환승시스템을 고려한 역사설비, 

안전성 및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의 수송수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하여 경제적인 편익반영(주차비 절감 및 역세권 활성화 대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국내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 경험의 공유

      국내에 도시철도가 도입된지 35년이 지났으며, 신교통 시스템(AGT, 모노레일, 노면차량) 

건설 및 도입 검토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각 노선건설 및 운영의 경험과 교훈, 

애로사항 등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애로사항이나 기술

현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서울메트로가 중

심이 되어 지자체와 서로 협조하고 해외정보수집 및 동향분석에도 공동 역활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6) 서울메트로의 역할증대 

      수도권 전철노선과 연계하여 서울 및 인접 생활권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는 도시철도시스템에 대한 건설 및 운영 경험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준비하여야 할 것도 많다. 첫 번째는 대내적으로 수익 구조의 개선과 공익성의 확충이란 

과제를 조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전국 6개 도시에 8개의 도시철도운영기관과 

지속적인 경쟁우위에 서야 하고 요소기술들의 융합화(fusion)와 첨단화를 통해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화 기술을 도시철도 기술에 적극 활용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석 연구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국내 도시철도표준화에 대한 법제도는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95년 중량전철

차량에 대한 표준화 기준고시)에 있고 신교통시스템에 대한 표준화가 경량전철(고무차륜과 철제

차륜 등)은 표준사양('98년 기준고시)있으나, 노면차량 및 신호시스템에 대한 표준사양이 없다. 

노면전차(Tram), GRT(Guided Rapit Transit), Bi-modal, Guideway(dual mode systam) BRT(Bus 

Rapit Transport) 등에 대한 표준화 전담기구를 통해 표준화 기준의 개선 및 신규작성, 제도의 

개선 및 운영방안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표준화의 효과를 극대화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이 국내 상용화될 경우에는 도입 검토하고 있는 수요자 지향적인 차량운행계획(차량계획, 

운행계획, 운영요원계획)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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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해외진출 및 여러 지자체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에 대한 만족과 기대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는 인력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격형 마케팅 구조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 특히 설계, 

제작, 시험부터 구매, 운영, 유지보수 등 모든 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표준을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일괄 수행하는 것이 수요자 측면에서 서비스 질 향상과 운영자 

측면에서는 수익증대,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환경개선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로 이

어져야 한다.

2.8 노면전차시스템 적용 가능성 검토

   급변하는 도시교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교통시스템인 경량전철을 

포함한 유사 차량시스템를 건설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도시철도가 도시교통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가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취약성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부문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지만 교

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대기오염을 고려하여 노면전차 및 유사 차량시스템의 획기적 확충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도시의 교통문제는 교통정체라는 사회적 손실도 큰 문제이지만, 이로 인한 

대기오염 즉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큰 과제이다. 해당 교통부문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얼마나 배

출하고 있는지는 표 8에서 수송수단별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느 교통수단이 가장 에너지 효율

적인지, 기존 시가지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하며 특히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수단별 에너지 효율성을 우선하여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전기철도 승용차 화물차 해운 기   타

1 8.3 30 3.3 단위수송량당

                     표 8. 수송수단별 대기오염 비교                (단위: 배)

 

   즉, 에너지를 조금 사용하고도 수송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충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여건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 판단되며, 이에 노면전차(Tram)를 중심으로 

GRT, Bi-modal, Guideway, BRT 등의 유사 차량시스템 확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도시교통 정책의 목표는 개발로 인한 악영

향을 최소화하고 인간 중심적인 건설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교통정책도 궁극적으로는 교통시설의 

실질적인 주인인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방안이 되어야 한다. 이 목표는 그 동안 

산업화에 의해 억제되어 왔던 도시민의 욕구를 승화시킬 수 있는 편의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정책방향으로는 검토되어 현재, 국내외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신교통시스템에는 AGT, 모노레일, 

노면전차, GRT, Bi-modal, Guideway, BRT, 자기부상열차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노면전차(Tram)는 전용궤도 주행방식으로 변화되면서 정시성이 확보되고, 또한 차량의 바닥 높

이가 노면에서 20~35㎝로 아주 낮아 노약자나 장애자등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뛰어나며, 건설비와 

운영비가 타 시스템에 비해 가장 저렴하여 세계 많은 나라에서 운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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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교통시스템의 종류(안전궤도 또는 주행방식에 따라 5종류 구분) 

     AGT(Automated Guideway Transit)는 고무차륜과 철제차륜(로터리 구동방식,

      LIM(Linear Induction Motor)구동방식) 

     모노레일(Monorail)은 주행방식에 따라 과좌식과 현수식 

     노면전차(Tram), GRT(Guide Rapit Transit), 바이모탈(BI-Modal),가이드웨이(Guideway) 

     BRT(Bus Rapit Transit) 

     자기부상열차

   최근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에서 신교통시스템 AGT 등이 도입되어, 김해시, 용인시, 의정부시

에서 건설운행단계에 있으며, 노면전차는 전주시에서는 노면전차(Tram), 모노레일, AGT 등 3개

의 경량전철 시스템중 정시성, 편리성, 안전성이 확보되고, 경제성, 운행실적 및 국내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연이 없으며, 소음, 진동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노면전차 도입을 검토 중에 있

고,  울산시, 성남시, 위례신도시와 관광 목적인 한라산(1100도로)에 노면전차를 검토 추진 중

에 있다. 

   노면전차 건설의 적합한 노선은, 도로가 넓게 잘 정리되어 있으나,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수단 

운행으로 수송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지역,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대중교통수단이 미비된 지역, 

지하철 또는 철도노선과의 도심연계노선(지선형 및 순환형) 및 중소도시의 간선교통수단으로 건

설비와 운영비가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도시 

도심의 대기오염 완화 및 산악 관광 목적으로도 노면전차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행중인 노면전차의 차량은 최첨단의 기술집합체로, 개발기술의 많은 

부분이 특허로 등록되어 있어, 외국 경량전철의 섣부른 도입은 기술종속 및 유지관리비용의 상승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외국도심의 노면전차 시스템에 대한 도입 운영실적과 시스템의 국내 

환경 도입에 따른 적용 가능성 면밀히 분석하여 우선 우리 기술로 건설 가능한 노면전차시스템에 

대하여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가 개발한 차량기술을 육성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음을 인식하고 계획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입검토단계에 있는 노면전차시스템이 국외에 도입된 사례를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외에 비하여 국내에는 건설 운영이 전무한 실정이나 향후 노면전

차 및 유사 차량시스템이 국내 도입의 타당성에 대하여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제반여건을 감

안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검토단계에서부터 선정 및 건설 등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하여 도입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그 동안 우리의 관심대상인 AGT시스템

은 장래 확장 가능성이 낮고 효과적으로 운행되지 않아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더 이

상 검토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한때 기대 속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에 도

취된 시대에 도입된 AGT시스템을 보유한 대부분의 도시는 현재 점차 퇴보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처리문제 특히 생산이 중단될 경우에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AGT시스템은 설비가 매우 복잡하고 시스템 사이의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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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어 부품의 국산화가 어려우며 유지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러한 AGT시스템의 한계점과 비

교할 때 노면전차 시스템의 장점은 매우 우수하다. 특히 노면전차는 인류의 최초 도시교통시스

템으로 개발된 전차를 진보시킨 것으로 110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도시교통수단으로

서 그 신뢰성을 충분히 평가받고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러한 장점과 도시의 미관, 보행자

와의 호환성, 환경 특성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통수단 등 특성이 인정되어 현재 유럽과 미국, 일

본은 이 노면전차시스템 도입 붐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노면전차시스템은 선진국 등에서는 차

량의 저상화, 시설의 현대화 및 현대인 취향에 맞는 시설개량으로 승객 편의성을 제고하여 경쟁

력있는 교통수단으로 향후에도 계속 발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관

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노면전차 시스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으

며 이제 새롭게 평가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도시의 교통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시급히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노면전차의 생산기술은 우리에게 매우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부품의 국산화가 용이하여 우리 산업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울메트로가 1974년 8월부터 개통 운영하고 있는 장점들을 더욱 강

화하고 다양한 기술들을 정보수집 및 동향분석하여 상호 유연성있게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하고 공유하여 노면전 및 유사차량시스템이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조기 정착

되어 계속 발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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