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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ailway industry has well developed with Korea's economic growth as follows - Industrial railway's 
electrification in 1973, Seoul subway opening in 1974, Busan subway opening in 1985, High speed railway opening 
in 2004. But LRT as city transportation means has been faced with many difficulties.
  Looking at the LRT projects implemented until now, there are some issues like the transportation demand, 
the quality & safety of RS and facilities, the poor management of inhabitant complaints and the failure to 
maintain policy coherence. They have caused not only the project schedule to extend but also the project 
costs to increase, even to obstruct the project progress itself in some cases. These risk factors become the 
obstacle of LRT project's success, but it is said that more basic problem is the lack of risk management 
capability of competent authorities in railway business.
  Under these circumstance, Railway specialized Authorities and Local government have cooperated to identify 
various risk factors and to prepare the measures in advance, so we try to introduce this cooperation case, 
which will help other local government as an useful reference.

1. 서 론

경제 후발주자로서의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사회, 문화 분야에서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
다.  이는 전후 폐허 상태로부터 출발하여 불과 반세기 여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한 데에 대
한 세계 각 국의 평가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소위 압축 성장으로 표현되는 우리 경제의 발전 과정과 함께 
철도 산업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다.

[ 표 1. 국내 철도산업의 발전과정 ]
구    분 노선 개통 연  도

산업선의 수송력 증강 중앙선 전철화 1973년
수도의 지하철 개통 서울 지하철 개통 1974년

제2도시의 지하철 개통 부산 지하철 개통 1985년
국가 중심축의 수송력 증강 경부고속철도 건설 및 개통 1992년~2004년 (경부 1단계)

무인운전 도시철도 개통 부산 4호선 개통 2011년 
한편,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의 후발 경제성장 국가들도 우리와 유사한 철도발전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지

만 이들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경전철시스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인운전 도시철
도 분야에서는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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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세계 각 국의 철도산업 발전과정 ] 1)

대만 중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터키 멕시코 브라질
수도의 지하철 1996년 1969년 1987년 1979년 1996년 1999년 1996년 1969년 1974년

제2도시의 지하철 2008년 1995년 - - X X 2000년 X X
고속철도 개통 2007년 2009년 - - X X X X X

무인운전도시철도 1996년 X 2003년 2005년 1996년 2007년 1997년 2009년 2010년
이는 국가의 경제력이나 철도산업의 기술력으로 볼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경전철 사업추진과 관

련된 제도나 방법에 문제의 주된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 경전철 사업이 잇달아 어려움에 직면
하면서, 여러 가지 원인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전철 건설에 관한 주무관청의 전문성 부족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전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철도전문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
단과 지자체(창원시)가 협력하여, 사업의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해가는 협력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며,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전철 관련 주요 활동

- 2006년 경전철사업 지원부서 발족 
- 경전철 사업추진에 관한 제도개선 요구 (민간투자법/도시철도법에 철도전문기관 참여 필요성 제기)
-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을 지원
  ・ 품질․안전 점검 및 설계도서 검토․자문 시행
  ・ 사업관리 참여
- 지자체 경전철 담당자 집합교육 실시 (2011년)

3. 창원시 경전철(노면전차) 추진경위 및 일반현황 

3.1 추진 경위
-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 2009년 1월
- 창원시 경전철 추진 전담조직 구성 : 2011년 2월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011년 4월 [1]
- 공단-창원시 간 협력체계 구축 : 2011년 6월 (월1회 협의 정례화)

3.2 창원시 일반현황
- 시 인구 : 1,105,355명 (2011년 7월말 현재) (국내 도시인구 순위 9위) 
  ※ 도시철도가 없거나 통과하지 않는 도시로는 인구 순위 7위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 시 면적 : 747㎢ 
  ※ 울산1056㎢,인천959㎢,대구886㎢,부산758㎢ 보다 작고, 서울605㎢,대전510㎢,광주501㎢ 보다 큼

4. 국내에서의 신형노면전차 (SLRT=Street Light Rail Transit) 건설의 의미

4.1 노면전차의 역사
188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노면전차가 등장한 이후 1930~1950년대 노면전차는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

러나 1950년대에 들어가서는 자동차교통 증대와 함께 노면전차의 수송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었고, 수송량은 
매년 감소 경향을 보이다 사업 곤란에 빠진 많은 노선이 폐지되었다. 우리나라도 1899년 노면전차 운행을 시
1) http://www.mic-ro.com/metro/index.html 사이트로부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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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이후 1968년 종로의 노면전차를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1970년대에 이르러 자동차 
교통량의 증대로 인한 교통사고와 배기가스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자동차보다 환경적으로 건
전한 교통수단으로 도시교통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재래형 노면전차 기
술을 기초로 하여 노선의 전용궤도화와 고성능 저상차량의 도입에 의해, 수송력, 신속성, 정시성, 쾌적성이라
고 하는 서비스 요소가 개선되어, 대량수송기관과 버스의 중간 수송력을 가진 새로운 중량 수송시스템으로 
재생하였다. 

그 예로써, 프랑스에서는 1985년 낭트에 제1호 SLRT가 도입되었고, 1987년 글루노빌의 SLRT가 개통되
었으며, 특히 1994년 스트라스브르에서 SLRT를 성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노면전차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

4.2 국내에서의 도입 여건
노면전차는 다른 경전철시스템에 비해 건설비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도로점유율로 인한 도로교통 

혼잡 유발과 도로운송사업자의 반발 등의 이유로 아직 추진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전철사업에서
도 재무적인 사업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또한 최근 건설된 고가구조물 형식의 경전철이 
도시미관, 조망권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성 고려 측면에서 노면
전차를 주목하는 여건이 형성되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도로교통과 경합하는 노면전차가 운행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개정 등 제도적인 준비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면전차 시스템 도입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5. 기 추진된 경전철사업에 대한 분석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제정되고, 하남경전철과 부산김해경전철이 1992
년 정부시범사업 의결 및 19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국내 경전철사업은 추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201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부산4호선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부산김해경전철이 각각 개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원인으로, 초기에는 경전철 도입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많
이 거론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일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근의 경전철사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경전철사업의 문제점은 다음
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개통에 임박하여 교통수요 예측 및 관리, 차량 및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문제가 부각됨 
- 민원관리 미흡 및 정책 일관성 유지 실패
- 민간투자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적용과 신기술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과도한 학습기간의 소요 및
   빈번한 시행착오의 발생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주무관

청의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준공을 앞두고 중요한 문제점이 표면화됨
경전철 사업은 사업의 추진이 확정되면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사업이 진행된다.
① 재원확보 → ② RFP공고 → ③ 사업자선정 → ④ 실시설계승인 → ⑤ 착공/건설 → ⑥ 시운전/준공 → ⑦ 운영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경전철 사업들을 보면, 교통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운영적자보전(최소운영수

입보장) 문제, 시운전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상의 문제 발생 등, 심각한 문제들이 준공을 앞두고 표면화
되어 개통 및 정상 영업에 차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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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준공을 앞두고 문제점이 표면화된 사례 ]
 사업 구분 준공을 앞두고 표면화된 문제점
용인경전철

2001년12월 RFP 공고, 2005년12월 착공, 2010년7월 개통을 목표로  동년 1월부
터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나, 시설물 하자 등의 이유로 준공이 거부되다가 2011년1월 
실시협약이 해지되고 중재재판 진행중

부산김해경전철
1999년7월 RFP 공고, 2006년4월 착공, 2011년7월 개통을 목표로  동년 4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나, 시설물 하자, 소음 등의 이유로 개통이 연기되다가 9월에 
개통

인천월미모노레일 2007년10월 RFP 공고, 2008년7월 기공식을 거쳐 2009년5월 일단 완공하였으나 
그 후 시운전 과정에서 잇따른 안전사고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임

○ 민원 관리 및 정책 일관성 유지 미흡
경전철 사업에서의 민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추진 자체에 대한 찬반민원, 노선 및 역사 위치관련 민원, 

소음/분쟁 등 시공관련 민원, 도시미관에 관한 민원, 토지 및 건물보상 관련 민원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발생하는 민원은 사업비 증대 및 공기 연장을 가져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추진 자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 표 4. 민원 및 정책 일관성 유지 미흡 사례 ] [3]
사업 구분 주요 민원의 유형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광명, 김포, 수원경전철
고양 경전철
김포 경전철

 소음, 분쟁 민원
 노선, 역사관련 민원
 노선 역사위치 민원

 사업자체 찬반에 관한 민원
경전철 / 중전철 정책 혼선

○ 새로운 제도, 새로운 시스템 적용으로 인한 학습기간 과다소요 및 시행착오
민간투자제도가 대규모 종합 엔지니어링 사업인 철도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적용됨에 따라, 협상기간이 장

기간 소요되고, 경전철 시스템을 위한 건설 및 운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다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경전철 시스템은 종류가 다양하여 반복 학습효과에 의한 사업추진 능률 향상
을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주무관청의 리스크 관리 능력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방해하는 여러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하

는 주무관청의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시사점
재원 확보, RFP 공고, 사업자 선정, 실시설계 승인, 착공/건설, 시운전/준공, 운영이라고 하는 경전철사업의 

추진절차를 보면, 계약 및 계약이행관리와 같이 계약 중심의 업무인데 반해, 사업의 리스크 요인을 보면, 교
통수요, 민원, 정책 일관성과 같은 계약 외적인 요소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초기에 도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써, 리스크의 회피 및 저
감을 위해 주무관청, 철도전문기관, 계약자가 각각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는가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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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점을 반영한 협력 사례
 
6.1 리스크 요인의 도출

창원시 노면전차 건설사업은 2012년 RFP 공고, 2013년 실시설계, 2014년 착공, 2019년 개통을 목표로 추
진되고 있는데, 이것과 병행하여 사업의 주요 리스크 요소들도 사전에 도출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 
추진된 경전철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 사업의 리스크 요소를 기술적 요인, 교통수요, 민원 및 정책, 
신 프로세스라고 하는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고, 각각에 대해 예상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정리하였다.

[ 표 5. 노면전차 건설사업의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향 ]
구  분 예 상 문 제 점 대 응 방 향

기술적 요인 ⁃ 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가?

⁃ 시스템 통합, 시설물 품질관리, 운영 신뢰
성/안전성 관리 체제의 명확화

교통수요 관련 ⁃ 운영단계의 손익규모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 수요예측시 반영된 각종 개발계획의 이행 
관리

⁃ 개통연도 이전에 변화된 여건을 감안한 교
통수요의 정밀 분석 (교통량 상세분석-
교통카드 정보분석 등)

⁃ 교통수요 극대화를 위한 조치방안 강구 
(버스노선/환승체계 개선 등)

민원 및 정책 관련
⁃ 사업의 공기/사업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민원사항 또는 정책일관성 문제는 없는
가?

⁃ 사업추진 자체에 관한 민원
⁃ 생업과 관련된 민원
⁃ 공사 및 교통 불편과 관련된 민원
⁃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

신 프로세스 관련
⁃ 도로교통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노면전차 

시스템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들은 무엇인가?

⁃ 도로교통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 (법, 사고
복구, 신호체계 등)

이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리스크 요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관련주체와 참고자료들
을 정리하였다.

[ 표 6. 리스크 요인의 상세 정의 ]
 구 분 상세 구분 관련 기관 / 단체 참고 자료

기술
시스템 국내시스템 개발연구기관 SE/SI해외시스템 해외 메이커

시설물 품질 책임감리, 시공사 ISO 9001
운영 신뢰성 시스템공급사, RAMS 관리자 RAMS

교통수요
도시개발계획 시 관련부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수요 정밀분석 교통카드관련 교통정보 분석

노선 및 환승체계 도로교통사업자 노선체계 연구

민원/정책
찬반 민원 주민, 시의회, 시민단체, 지역언론 PI(국민참여)

갈등관리사례
생업 관련 민원 도로운송사업자, 상가운영자
공사 관련 민원 주민, 상가운영자

정책 일관성 시의회, 시 내부
신 프로세스

도로교통법 국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개정관련
사고복구체계/보험 시경찰청, 119, 보험사(감독원)

교통신호체계 시경찰청 신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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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리스크 요인별 대응방향

 ○ 시스템 통합 및 운영 신뢰성 확보
경전철 시스템의 도입에는, 해외에서 운영 실적이 있는 해외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과 국내에서 개발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해외시스템의 도입은 시스템의 안전성과 검증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기술
종속 및 유지보수비 증가의 우려가 있고, 국내 개발 시스템의 적용은 시스템 검증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단점
이 있다. 차량, 신호 등의 단위 시스템의 인터페이스가 잘 이루어지고 운영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SE 및 RAMS 활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SE와 RAMS활동은 그 범위와 업
무량이 방대하여 주무관청 입장에서 깊이 있는 관여는 어렵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고 전문기관을 적절히 활
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의 확보가 가능하다. SE와 RAMS에 대한 기본개념 소개자료 뿐 아니라 
최근에 발표된 경전철시스템에 관한 SE, RAMS 연구 자료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4][5][6][7][8]

 ○ 시설물의 품질 확보
노면전차 시스템은 도로상에 건설되기 때문에 노반, 궤도, 역사 등의 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경전

철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매립형 궤도와 같이 처음으로 적용하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시
설물에 대한 품질확보가 중요하다. 시설물의 품질은 사후에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시공 중의 품질관리가 중요하며, ISO9001 품질시스템에 근간을 두고, 시공사, 감리단 등 시
공현장 관계자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통수요의 극대화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후 개통까지는 통상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시 반영된 

각종 도시개발계획들이 변경 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계획이나 중대한 
환경 변화가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개통이 가까워지면 그 동안의 바뀐 여건에 맞추
어 보다 정밀한 교통수요 파악 및 기존의 교통체계 개선 등 교통수요 극대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검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최근 환승할인제도의 시행으로 교통카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카드 DB를 
활용하여 교통정책수립에 이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9][10][11]

부산, 서울과 같이 도시철도 개통을 앞두고 버스의 운영체계와 노선조정에 대해 연구한 국내 다른 도시의 
사례들도 있고, 도시의 종합교통계획의 일환으로 경전철시스템이 도입, 활용되는 해외도시의 사례들을 참고할
만하다.  [12][13][14][15][16]

 ○ 민원 관리
경제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공공의 수행업무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 있고, 이것은 민원

과 사회적 갈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민원과 사회적 갈등은 공공사업의 사후적 비용 증가를 야기하고 있
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사업에 있어서의 국민참여제도(PI : 
Public Involvement)가 체계적인 틀을 갖추어가기 시작하였다. 2) [17][18][19] 철도사업과 도로사업은 절차
상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철도사업에 있어서도 이 내용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최근에는 철도분야에 
특화한 사례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20][21][22][23][24][25] 

국민참여(PI)라는 것은 주민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관여시키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한 형태이며, 반드시 
합의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초기의 개념정의와는 달리, 최근 국내의 국민참여(PI) 도입동향은 합
의형성이라는 결과물의 도출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용어 정의와 상관없이, 민원관리라는 것이 사업의 내용
을 정확히 알리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얻는 단계와 사업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특정 이해관계

2) 도로사업 시행 시 공청회, 설문조사, 고시, 공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제도가 단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

한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하여, 2007년도에 도로사업의 국민참여제도(PI) 지침작성 연구에 

이러 도로사업 국민참여 매뉴얼이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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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대한 갈등을 관리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철도사업과 관련된 PI 및 갈등에 관한 연구자료 이외
에도, 갈등관리를 초기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한 청계천 복원사업과 같은 다른 분야의 갈등관리 사례도 좋
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26][27][28]

 ○ 정책 일관성 관리
4년 주기로 시행되는 지방선거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경전철사업의 정책적 일관성 유지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과 갈등관리를 제대로 수행한다면 그 위험성을 상당히 저
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도로교통 관련 사항
노면전차는 도로 상에서 궤도 위를 주행하는 시스템으로 도로와 철도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교통수단이

다. 따라서 노면전차를 차에 포함시키고 노면전차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로 규정하는 영국, 호주의 
사례도 있고, 노면전차를 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일본의 사례도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노면전차가 도시철도 내의 교통수단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로 상의 차와는 다른 개념
으로 이해되지만, 현재의 도로교통법에는 노면전차와 관련된 규정이 모두 삭제되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의 
개정 없이는 노면전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최근의 연구[29]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의 쟁점사항
으로는, 노면전차의 범위, 노면전차의 지위, 우선통행권과 같은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 노면전차 운행과 안
전을 위한 다른 운전자의 의무와 노면전차 운전자의 의무, 노면전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기 위한 규정으
로 노면전차 전용로, 노면전차 신호 및 안전표지 등이 있다고 하며, 우선통행권과 같은 사안은 경우에 따라서
는 노면전차 건설 기본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도로관리자, 119 등과 연계한 사고복구체계의 확립, 사고발생 시 보험관계 
등, 노면전차가 최초로 적용되는 도로 상의 철도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련사항의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30][31]

7. 결 론

경전철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적격성조사가 통과되고 나면 주무관청인 市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전철사업의 일반적인 추진과정은, 시스템을 선정하고 시스템 구매계약과 시설물 건
설계약을 시가 직접 체결하거나, 민간투자사업자와의 실시협약을 맺어 수행하게 하며, 시는 이에 대한 계약 
및 협약의 이행관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기 추진된 경전철사업들을 보면, 교통수요, 민
원관리, 정책관리 실패와 같이 계약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계약 
외적인 요소들은 계약범위 내의 사안과 달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주무관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계약 외적인 요소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전철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창원시 노면전차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市와 철도전문기관이 협력하는 사례에 대하
여 기술하였다.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을 가급적 많이 도출하여, 전
체적인 리스크의 형태를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도출된 리스크 요인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바
라보면, PI와 단계별 갈등관리, 도로교통과 관련된 사항, 교통수요 확보문제, 시스템의 건설 및 운영이라는 4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향후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실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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