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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erms of accessibility and time the tram rail and bus transportation system is equipped with all the 

benefits of. In addition, construction and operating costs than light rail trams reduce AGT, and by car from 

the city center by inhibiting the transport demand management, pedestrian-oriented transportation system, 

including city jaebuheung can expect several effects, depending on the expected introduction of trams are. 

Accordingly, increasing interest in streetcars and trams, and the forum is running and the green at the 

National Assembly,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samurai tram lines in the Korean research team 

developed the tram is thriving. 

  In this study, in Korea as a way to introduce a tram tram to enhance the safety and reliability challenges 

for the advancement and promotion of foreign tram with the safety regulations and accident cases learn safety 

measures to strengthen the domestic transportation The expected introduction of the tram fits the matter at 

issue and the perception of citizens and the passengers can make changes to present policies, the successful 

national introduction of trams and safety study aims to review.

Ⅰ.서론

트램은 접근성과 정시성의 측면에서 철도와 버스의 이점을 모두 갖춘 신교통시스템이다. 또한 트램은 

AGT 경전철보다 건설비와 운영비를 낮출 수 있고, 도심에서의 자가용 이용을 억제함으로써 교통수요관

리, 보행자중심의 교통체계, 도심 재부흥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 따라 트램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램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녹색트램포럼이 운영 중이고, 한

국철도기술연구원 무가선트램연구단에서는 한국형 트램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트램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면전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진화 과제 추진 및 외국의 트램들의 안전규정과 사고 사례를 통한 안전강화대책을 알아보고 국

내 교통사정에 맞는 트램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시민과 승객의 인식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들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국내 트램 도입과 안전성 검토에 관한 연구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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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길이 (m) 30m x 2량

차량 폭 (m) 2.65m

정원 (명) 350

좌석수 150

입석수 200

최대수송인원

(명/시간)
21,000

한방향 

2,000명/시간 수송 

시간간격, 배차

10분 30초 (6분/시간)

km당 건설비용 294.2억 ~ 392.2억

평균주행속도 15~22km/h

도로공간 배분 병용 혹은 완전분리

정시성 중~상

Ⅱ.본론

  1.트램의 기능과 역할 

  1.1 트램의 도입배경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교통정책으로 인해 대중교통활성화를 통한 환경오염의 감소와 혼잡감소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기존의 대중교통들은 한 가지 이상의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

나인 버스는 쾌적성이나 정시성의 문제, 도시철도는 막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인한 경제성문제와 접

근성이 불편한 점, 속도가 경쟁력인 이 사회에서 다른 대중교통보다 속도경쟁력이 미비한 점, 마지막으

로 친환경성에도 불구하고 승객서비스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현실

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기존 버스나 철도의 단점들을 보안한 새로운 신교통수단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

한 시점이다.

 

  1.2 트램의 특징과 효과

  트램이란 두가지 이상의 교통수단 특성을 갖는 교통시스템이란 뜻으로 고무바퀴를 이용하며 (버스와 

유사한 외관의 차량을 2~4량을 연결하여 굴절버스형태로 주행하여, 전자기 또는 광학 유도장치에 의해 

노면에 장착된 유도장치에 의해 자동유도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궤도와 일반도로와 혼용이 가능해 

노선설계의 유연성이 보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1. 트램 차량제원

                                                           그림 1. 해외의 노면전차

  이러한 바이모달 트램의 문제점으로는 신호시스템이 도시철도 신호시스템과 유사하지만 일반 도로차

량들과 병행 운전을 하게 되고 운행 시 무인운전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교차로에서의 안전한 진로설

정과 제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 바이모달 트램 선로 검지가 가능해야하며 바이모달 트램 위치를 

관제실에 전송하고 진로를 생성, 운영, 모니터링이 가능해야하고 모든 것이 관제실에서 제어가 가능해

야 한다.

  바이모달 트램의 효과로는 쾌적성, 안전성, 환경성, 에너지절감, 효율성, 교통약자 배려 등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경량화, 친환경 에너지사용, 전자기 유도방식, 자동제어방식의 신기술이 접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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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독일 <베를린> 프랑스 <리옹> 스페인 <바로셀로나>

사진

노선

개요
독일 베를린

인구 약 345만명

프랑스 리옹

인구 약 47만명

스페인 바로셀로나

인구 약 160만명

도시규모(명) 주간선수단 보조간선수단 지선수단 대상지역

100만 이상 지하철 경량전철 + 트램 혹은 BRT 버스 서울, 5대 광역시

50~ 100만 경량전철 트램 혹은 BRT 버스 수원, 용인, 성남

50만 이하 트램 BRT 버스 행복도시, 전주시

대중교통수단이다. 버스의 장점인 경량성, 접근성, 유연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일반도로 및 전용도로

를 모두 운행 가능한 장점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활성

화하려는 정부의 필요에 대해 적합한 대응이 가능하다. 

  1.3 대중교통체계에서 트램의 기능과 역할 

  국내에 운행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교통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중 트램은 경제성과 유연성 그

리고 철도의 정시성을 결합한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이다.

  하이브리드 구동방식과 편성의 자유로움으로 친환경성이나 수송수요의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트램

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2.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성(안)                     

  결론은 트램은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되는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이나 경량전철을 보완하는 보조간선수

단으로 활용하거나, 50만 명 이하 규모의 중소규모 도시에서는 주간선수단으로 활용하던 수송능력이나 

서비스 수준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고 먼저 개발 완료된 경량전철과 함께 대중교통 중심의 교

통체계를 구성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해외선진사례 비교·분석

                                도표 3. 해외선진사례 비교·분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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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동서 통합 후 교통정책

� Urban

� 버스 도입 후 노면전차 

규모가 점차 줄어듬

� 1994년 현대화 시작

� 1956년 노면전차 폐지

� 지하철 4개선과 트롤리 버스

망 존재

� 1992년 올림픽 이후 도시

발달로 교통체증 극심

� 지하철 연결 안되폐지된 

노면전차 재도입

운영 노선 191.6km 22개 노선 연장39.6km, 3개 노선
노선 28.6km,5개 

노선(T1~T5)

특징

� 1865년 개시,BVG 운영

� 독일최대의 노면전차 시

스템

� 노면전차가 중심에 위치

하여 타 교통수단과의 연

계가 가능함

� 운전 교육용 시뮬레이터

를 일반인에게 공개함

� 도심 녹화사업 병행

� 관광,모임용,파티용,노면

전차도 운영

� 1997년 노면전차 정비 포함

도시교통 계획수립 3년만인

2001년 노면전차 2개 노선개

통

� 차량 디자인도 휜색의 요정

을 연상하는 파격적 디자인

� TGV정차역과 연계

� 공항과도 연결되어 공항 급

행열차 역할도 수행

� 일부 노선에는 폐선된 LEA의 

노선을 재활용 하고 있음

� 1872년 개통된 구형 트램 

유지

� 2004년 5개 신형 노면전

차를 전격 도입함

� 2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운행

� 주말 무료 운행

� 노면전차 도입전 광장에 

전시 색션 마련 재도입 

촉진

� 우선신호부여

� 프랑스-스페인 민자유치

건설

  3. 트램도입을 위한 운영의 필요성

  

  향후 교통흐름이 녹색교통으로 변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트램의 도입이 절실해지며, 트램도입이 현실화

에 이루어 지고 있다. 저 비용 교통수단이면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트램이 도시교통에 새로

운 대안으로 떠오르며 도시미관까지 바꾸어주고 도시 이미지는 물론 도시의 위상까지 살려주는 트램의

도입은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트램도입에 필요한 운영흐름으로 운행시간, 배차간격, 투입차량,등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1 운행시간

 

  바이모달을 포함하는 모든 대중교통의 경우 서비스가 하루 중 얼마나 오랜시간 제공되는지가 중요하

다. 이는 서비스의 도입 수준의 결정에도 중요한 요인이다.

  운행시간은 트램을 운영하는 노선의 첫차 및 막차 시간 간격이며 운영자가 노선의 특성 및 지역적 특

성을 반영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3.2 배차간격

  각 유형별 트램의 서비스 빈도는 수요에 맞추어 결정하여야 하며 첨두와 비첨두의 운영 스케줄의 적

절한 조건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자와 지선 서비스 빈도는 승객수요를 반영해야 하나 30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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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유형
빈도(분)

출퇴근시간 주간 저녁 주말

전역정차

(기본서비스)
5~8 8~12 12~15 12~15

고속 8~12 10~15 - -

지선 5~15 10~20 10~30 10~30

고속통근자 10~20 - - -

버스노선 연결 5~15 5~20 10~30 10~30

항목 경전철(AGT) 바이모달 트램

차량편성 2량 1편성 3량(2량) 1편성

바닥높이 약 1m 35cm(kneeling시 28cm)

차량중량(tonf) 31.2 21.7(16.8)

승차인원(명/편성) 160 150(116)

운행방식 자동운행(고무바퀴) 자동운행(고무바퀴)

궤도형태 안내 궤도 전자기식 매설궤도

최고속도(km/hr) 주고 고가형식 노면,고가,지하형식 가능

서비스 빈도가 15분을 초과할 때는 노선을 실제로 주행한 후 서비스시간을 고려하여 차두시간을 변경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 대중교통 서비스의 빈도 

 

  

주 : BRT편람, 한국도로공사, 2005

  3.3 투입차량

  배차간격은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운행하는가를 나타내며 배차간격의 역수는 1시간당 운행차량수를 

나타낸다.

  

                          표 5. 경전철과 바이모달트램의 차량 제원 비교

 

  바이모달트램 도입시 2량 편성의 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첨두수요가 많거나 여러 노선이 운영되는 곳

에서는 3량 편성의 투입이 가능하다. 세부 운영방안으로 시간대별 편성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

다.

  4.트램 도입을 위한 필요한 시설

  4.1 운영․인프라 기술개발

  트램은 적절한 운영 인프라 요소의 개발과 적용을 통하여 70~80% 이상을 차지하는 전체 도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운행효울 향상, 사고방지, 승객편의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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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친환경 전용선로

� 도입비용의 가장 큰 부분차지

� 정시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

� 콘크리트 포장형식 채택

� 차량 주행소음 감소, 열섬효과의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주행면을 

제외한 나머지 노면공간에 잔디식재를 통한 녹지공간 조성

� 최적단면의 산정을 위한테이퍼와 직단면 형식, 분리단면 형식 개

발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포장단면의 시공단차를 줄이기 위해 에어백 

시공법 개발

고가구조물

� 트램의 통행권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

� 민원으로 인한 시공상의 어려움

� 트램 이미지와의 부합성, 도시미관, 시공성, 경제성 등 고려

� 하이브리드 강관 트러스 합성형으로 결정

� 간결함과 투시성이 우수

스마트정거장

� 전체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 좌우

� 도심지 미관에 큰 영향

� 무인 운영 솔루션 정거장

� 보안기술과 첨단 IT기술 집적

� 차량 운행 특성, 승객의 안전과 편의성 고려

� 운행 효율성, 시공성 고려

운영관리시스템

� 자동운전의 차량제어기능

� CCTV를 통해 전 노선 및 차량․정거장 실시간 감시

� 시스템 구성요소 통합 제어․감시

� 돌발상황 발생 시 실시간 원격 제어 가능

시험선 구축

� 신뢰성확보를 위한 전체시스템에 대한 상용화 수준에서의 운영 

시험평가가 필요

� 운영 및 인프라 요소에 대한 성능시험과 연계운행을 성능 시험이 

순차적으로 실시

  이러한 이유로 최근 네덜란드, 프랑스, 남미 여러 국가를 중심으로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수준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운영 및 인프라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R&D사업을 통하여 

차량을 비롯하여 전용선로, 고가구조물, 정거장, 운영관리시스템, 전용신호시스템 등 관련 기술을 개발

하여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시험평가를 수행 중에 있다. 

                                   표 6. 트램 도입 시 필요한 시설

 

  4.2 활용방안

  

  운영 인프라 요소는 구축 및 운영비용과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기존 도로를 활용

하거나, 신설하는 등의 현장 여건, 수송수요, 도입, 운영비용․방식, 수요자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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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계획 도계획 시/군계획 부분별계획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중기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

ITS 기본계획

ITS 시행계획

ITS 기본계획(광역)

ITS 시행계획(광역)

ITS 기본계획(도시)

ITS 시행계획(도시)

복합환승센터개발

기본계획

복합환승센터실시

계획

복합환승센터관리

계획

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도시교통정비연차별계획

교통수요관리조치(교통혼

잡특별관리구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대중교통의

육성 및

대중교통기본계획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광역)

지방대중교통시행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도시)

지방대중교통시행계획

교통카드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

5. 트램도입을 위한 법정비 필요성

  5.1 법정비 필요성

  

  21세기 현대 사회는 인간이 자신의 삶의 질을 만족하기 위하여 목표를 정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

다. 그에 따라서 법의 변화 또한 뒷받침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사회는 당면한 문제를 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법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어 가고 있다. 교통분야에 있어 최근의 법제정은 교통

의 새로운 기술도입, 시스템효율화 및 활성화,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교통관련법이 사회의 요구를 반영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정들은 기존 교통관련법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고 또한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이 됐다. 

  현재의 교통정책은 교통의 체계적인 역할에 대해 변화하는 기대의 반영과 더불어 현실에 바탕을 둔 

예견되는 미래의 문제를 미리 선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사회 전반적인 비용을 감

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은 과거의 교통문제의 해결에 얽매

이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교통이 미래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상황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있다. 

  5.2 트램 활성화를 위한 법정비의 필요성

 

  교통기술의 발전과정에서 개발된 신대중교통수단인 바이모달 트램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통관련법은 시대에 맞춰 교통계획의 수립, 교통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시스템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교통편의와 복지향

상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유럽 및 일본에 비해 트램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홍보 및 주민의 이해와 합의가 부족하고 나아가 기존 버스노선의 조정, 차선 및 정류장의 위치, 

우선신호처리 방안, 제정지원 등과 맞물려 제도적으로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교통관련법들을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교통수단과 시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

일치로 인해 야기되는 도시교통혼잡의 심화문제와 개인교통수단의 이용이 곤란한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

서비스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 해결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바이모달 트램이 신대중교통수단으로서 

도입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교통관련 법들을 검토하여 그 테두리내에서 도입이 가능한지 살펴보아

야한다. 

                                     표 7. 교통관련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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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광역)

교통카드전국호환지역계획

(광역)

(도시)

교통카드전국호환지역계획

(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직계

획(광역)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중직

계획(도시)

교통안전법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광역)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광역)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도시)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도시)

철도건설법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철도건설사업별기본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지속가응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연차별시행계획

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활

성화종합계획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연차별시행계획

도로법 도로정비기본계획(도로의 관리청)

  5.3 철도사업법의 준용 및 새로운 법령의 제정

  

  바이모달 트램은 철도의 궤도와 유사한 노면에 매설된 자기유도시설에 의해 운행되어, 전용로를 철도

의 시설로 정의 될 수 있다. 따라서 바이모달 트램의 건설과 운영, 관리 등을 ‘도시철도법’ 및 ‘철

도사업법’에 근거하여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모달 트램을 위해 건설비와 차량구입비가 일반도로 

사업에 비해 많이 소요되므로 경제성 또는 사업성이 부족하여 도로상에 주행로 및 관리 설비를 건설해

야 함으로 도시철도법 준용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이모달 트램이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될시 운영은 철도사업법에 준할 수 있다.

  바이모달 트램의 특성상 기존법령내에서 교통수단의 계획, 건설, 관리, 운영 등을 규정할 수 없다면 

새로운 법령을 재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바이모달 트램의 특성상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서

는 일반 도로교통수단보다 우선하여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신호 도입 여부, 주행안정성의 보장을 

위해 전용차로의 지정여부, 자기유도장치 등 시설물의 정의, 일반도로와의 관리 주체 및 관리 방법 일

원화 여부, 정부의 사업비 지원 등이 있다.

                            

                              그림.2 바이모달 트램 관련법의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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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바이모달 트램을 비롯한 트램은 지하철의 정시성, 대량수송과 BRT의 장점인 경량성, 접근성, 유연성

을 모두 갖춘 신교통수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도입검토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트

램의 수준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자체는 현실적인 적용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 제시된 운영적인 측면과 시설적인 측면, 법개정이 현실화되어 적용된다

면 그동안 대상지역의 수송수요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고비용의 대중교통수단을 경쟁적으로 도

입함으로써 운영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현재의 트램 도입을 하기 위해 교통관련법의 재정비와 신교통수단인 트램에 맞는 새로운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또한 트램이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하여 친환경 전용선로, 스마트 정

거장 등 다양한 시설 설치방안을 제시하여 트램을 비롯한 타 신교통수단에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설설치로 교통약자, 시민 모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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