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신저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신교통연구본부

E-mail : htyoon@krri.re.kr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신교통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교통공학적 측면에서 바이모달 트램의 특성 연구

Characteristics of the Bimodal Tram in terms of Traffic Engineering

 윤희택†            박영곤*          장세기* 

Yoon, Hee-Taek     Park, Young-Kon    Chang, Se-ky

ABSTRACT

Recently, a variety of new transportation systems have been developed or introduced, but there has been a 

lot of confusion in the selection process of systems because there is no such domestic cases, and a lack of 

information on the systems. It does not make sense to analyz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systems in 

a single frame because each system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purposes. It is important to compare the 

relative values of the systems considering the status of the project site, transport demand, costs,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cities. In the present paper, the operational system and infrastructure technologies of 

the bimodal tram developed in Korea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is, the values for the bimodal tram was 

compared with similar new transportation systems through several practice cases. It is expected to promote in 

the practical use of the bimodal  tram through this study. 

1. 서론

최근 다양한 신교통수단이 개발되거나 도입 에 있으나, 국내 운  실 이 무한 각 수단의 특성에 

한 분석 자료가 미비하여 시스템 선정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래되고 있으며, 기술  기 보다는 정

책  단에만 의존하여 수단을 선정하는 사례마  나타나고 있다. 

각 수단은 서로 다른 특성과 용도가 있어 이를 하나의 틀에서 장단 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

며, 이보다는 해당 사업지의 황, 수송수요, 사업비, 도시 환경  측면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유사

한 수단에 한 상  가치를 비교하고, 이를 토 로 정책  단에 의해 선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여기서는 지 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바이모달 트램을 심으로 유사한 신교통수단에 한 교통공학  

측면에서의 상  가치를 여러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비교하 다. 타 수단에 비한 바이모달 트램이 

가지는 교통수요  계획  측면, 경제  측면, 이용자 측면, 기술  환경  측면에서의 가치를 살펴보

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재 추진되고 있는 바이모달 트램

의 실용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바이모달 트램의 특성

2.1 수송용량 측면

상 사업지의 정 수송수요는 수단 선택을 한 주요 인자이며, 이는 사업의 성공여부와 이후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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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리  측면에서도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차량, 운 방식, 정거장, 기통신, 신

호 등 모든 설비의 규모와 유지 리  운 계획도 수송수요 측결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수단별 수송용량은 같은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편성 차량 수, 운 시격 등에 의해 수요처리를 매우 다양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업 산 규모와 수송수요 외에도 수단별 에

지 효율성, 운행특성, 정거장 간격, 설비규모 등을 면 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 으로 철제차륜은 고무차륜 보다 에 지 효율 측면에서 장거리, 용량 운행에 유리하며, 이런 

이유로 차량 편성당 수송용량도 크다. 바이모달 트램의 편성당 수송용량은 편도 1.5～7.5천명/시간 수

으로 경 철이나 노면 차 보다 수송용량은 작지만, 버스와 BRT(간선 행버스체계) 보다는 크다. 보편

으로 지하철 > 경 철, 노면 차 > 바이모달 트램 > BRT 순이다. 

지하철 경전철, 노면전차 바이모달 트램 BRT

20～40 7～25 1.5～7.5 120～200

도표 1. 편성당 수송용량(편도, 천명/시)

2.2 비용 측면

수송수요와 치  개념으로 건설비용은 수단을 선택하는데 매우 요한 인자이다. 수단별 건설비의 

상  비교방법은 1km당 소요 건설비를 비교하거나, 1인 승객을 1km 수송하는데 투입되는 건설단가를 

비교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건설비는 국가별 수 차이(기술수 , 물가수  등), 시스

템 사양, 선로조건, 운행조건, 건설시기, 발주방식, 사업 리능력 등에 의해 많은 차이를 보이는 바 단순

비교는 실 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많은 조건을 가정하여 단순 비교할 경우, 공사비에 직  향을 

주는 주요 인자로는 차량성능(등 성능과 회 반경)과 차선의 격리정도(degree of separation)가 있다. 양

질의 노반에서 종단과 평면 직선구간의 km당 공사비를 단순 비교할 경우에는 차량성능이 공사비에 미

치는 향은 미미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산지가 많아서 선로선형(종단, 평면)이 격히 변하는 

곳에서는 공사비에 많은 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 으로 차량의 등 능력이 작거나, 회 반경이 작을수록 선로 선형의 유연성이 축소되고, 규모 

성토와 교량 가설로 인하여 토목공사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분의 철도와 같

이 철제차륜 수단은 고무차륜 수단에 비하여 상 으로 차량의 등 능력이 작고, 회 반경은 커서 선

로선형의 변화가 많은 경우 토목공사비가 많이 드는 경향이 있다. 

차선의 격리정도는 차량의 운행방식(자동/수동)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 으로 자동운  구간에서는 별

도의 독립차선을 운행하며, 수동운  구간에서는 혼용차선을 운행하게 된다. 부분의 철도는 독립차선

을 이용하여 자동운 을 하는 수단으로 이는 차량제어가 용이하여 고속화에 유리한 반면에, 높은 기 

비용을 유발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 으로 차선의 분리정도가 큰 수단일수록 고가나 지하차도

가 필요하게 되어 공사비는 증가하게 된다.

바이모달 트램은 버스 수 의 등 능력(12%)과 작은 회 반경(12m)을 가지고 있어 유연한 선로선형 

계획이 가능하다. 한 기존의 철도수단과 비교할 때 차량기지 규모가 작고, 변 소가 필요 없으며, 수

송수요에 따른 단계  구축이 가능하여 기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국내․외 자료를 토 로 추정된 수단별 km당 건설비는 아래와 같

다.

중량전철 경전철 노면전차 바이모달 트램 BRT

1,000이상 400～500억 200～400 50～280 50

도표 2. 수단별 공사비 (억원/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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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용자 측면

교통수단이 이용자 측면에서 가져야 할 가치는 안 성(safety), 근성(accebility), 정시성

(punctuality), 승차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며, 이는 교통 수요을 창출하는 주요 요인이랄 수 

있다. 여기서는 각각에 하여 바이모달 트램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2.3.1 안 성

안 성은 교통으로 가져야 할 가장 기본 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안 성을 단하는 기 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운행과 련한 것만을 논의 상으로 하고자 하며, 이 경우에 안

성은 정시성과 마찬가지로 차선의 격리정도에 의하여 큰 향을 받는다. 일반 으로 선로의 격리정도가 

클수록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향이 어 차량제어가 용이하고, 이로 인하여 안 성이 상승하는 경향

이 있다. 철제, 고무차륜 AGT시스템은 고가나 지하구간으로 건설되는 특성으로 선로의 격리정도가 높아 

안 성이 가장 높은 편이다. 노면 차는 선로의 분리정도가 AGT와 바이모달 트램의 간 정도이며, 이

에 따라 안 성도 AGT 보다는 작으나 바이모달 트램 보다는 클 것으로 상된다. 

바이모달 트램은 자동운  구간에서는 타 수단이나 보행자로부터 완  분리된 용선로를 운행하고, 

기존 도로에서 수동운 하는 경우에는 버스와 마찬가지로 운 자의 단에 의존하여 운행안정성을 확보

해야 한다. 일반 으로 혼용선로를 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버스 등과 차량의 물리  성질(제동거

리 등)이 동일한 고무차륜 방식이 철제차륜에 비해 안 하다고 할 수 있다.

2.3.2 근성

이용자 측면에서 근성은 의 교통에서  더 가치가 요해지고 있다. 이는 수송수요와도 

매우 한 계를 가지며, 지하철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 인 라를 구축할 경우에 사회  

민원이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 비용과 함께 도로교통에 비해 철도가 가지는 상

 약 이 되고 있다. 일반 으로 선로의 분리도가 낮고, 선로선형의 유연성이 높은 수단일수록 근성 

확보가 유리하다. 주로 고가나 지하에 건설되는 철제차륜, 고무차륜AGT, 모노 일 자기부상열차 시스템

은 차선의 격리정도가 높아서 이용자 근성이 떨어지는 반면, 차선의 격리정도가 낮은 노면 차, 바이

모달 트램, BRT 등은 지상 도로변에서 바로 탑승할 수 있어 근성 는 근시 편리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바이모달 트램의 근성은 용선로와 혼용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이유로 도로와 철도의 

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3.3 정시성

이용자의 시간가치가 요시되는 사회에서 정시성은 교통 품질의 서비스 수 을 결정하는 주

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용자 근성은 비용이나 안 성과 마찬가지로 차량의 성능(자동운 ) 보다는 차

선의 격리정도에 더 큰 향을 받는다. 차선의 격리정도가 높은 수단일수록 차량제어가 용이하여 정시

성은 향상되며, 반 의 이유로 격리정도가 낮은 수단일수록 정시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여러 연구와 조사에 따르면 버스이용객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정시성의 부족이며, 이는 신교통시스템

의 공통 인 주된 도입 사유가 되기도 한다. 주로 고가나 지하에 건설되는 철제차륜, 고무차륜AGT, 모

노 일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은 차선의 분리도가 높아서 정시성이 높으며, 차선의 분리도가 낮은 노면

차, 바이모달 트램, BRT 등은 차선의 분리도가 낮아 정시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시성을 확

보하기 해서는 차선을 독립차선을 자동운 해야 하며, 이는 총 사업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 라 

비용에 인 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다. 

바이모달 트램은 용선로와 혼용도로에서 자동/수동 운 을 하게 배합하여 운행하는 수단으로 

AGT와 BRT의 간 역에서 수송수요, 비용 등 제반 여건에 따른 최 의 정시성 정도(degree of 

punctuality)을 목표로 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한 바이모달 트램은 근성 확보와 비용 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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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상을 주로 운행되는 시스템이나, 정시성 확보를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가나 지하화도 

가능하다. 

2.4 기술  측면

외국산 신교통시스템 도입 시에는 유지 리 비용의 감 측면에서 기술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하고, 

국내기술 활용성과 신기술 이   국산화 가능성 등을 면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는 신교통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기술  측면에서 검토해야할 주요 항목이다.

분야 주요 기술사항

구조물 선로, 역사, 차량기지

기술 및 운영
차체, 궤도 및 대차, 추진 및 제동장치, 제어장치 전원장치, 

승객편의설비, 열차운행 및 지원업무

영업성
구조물 건설 및 차량공급일정, 훈련계획, 계약조건, 품질보

증 및 품질관리

기술이전 및 국산화 기술이전, 국산화 계획

공급가격 구조물, 차량, 지원업무

재무성 및 경제성 비용, 편익분석, 자금조달계획, 재무성

부대사업 재원조달계획, 재무성, 본 사업+부대사업의 재무성

도표 3. 신교통수단 도입시 고려해야 할 주요 기술사항

재까지 국산화 개발되었거나 개발 인 신교통수단은 고무차륜 AGT, 바이모달 트램, 노면 차 등으

로 해외 시스템 보다 기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2.5 환경  측면

부분의 신교통수단은 기를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사한 환경  특성을 나타내지만 차량 엔

진으로 발 을 하는 바이모달 트램이 운행지역에서의 소음과 배기가스 배출측면에서 다소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O2 총량규제 등 최근 환경문제에 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외부 기를 사

용하는 신교통수단의 경우 사업구역 내 배출가스의 발생 유무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기생산원(발 소), 

생산원으로 부터 사업지구까지의 송 시설, 사업지구 내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여 환경요인을 분석

하는 방식으로 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지 까지 소음, 배출가스 등과 같이 차량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경  요인이 주된 심사 으나, 

최근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  등의 향을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도시 미  측면에서는 

노면 운행방식의 노면 차와 바이모달 트램이 고가 운행방식의 AGT 보다 우수하다. 특히 최근 용인경

철의 사례에서와 같이 도심내부에 건설되는 고가구조물은 소음문제 외에도 일조권, 조망권과 같은 사

생활 침해로 인한 규모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고무차륜으로 인한 높은 등 능력과 회 반

경이 작은 바이모달 트램은 선로선형의 제약이 거의 없어 선로공사로 인한 사업지의 큰 변화없이 시공 

가능하여 환경  측면에서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3, 바이모달 트램의 경제성 제고방안

기 사업비용은 교통 수단 선택의 주요 인자로 소요의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공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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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은 매우 요하다. 바이모달 트램은 철도와 달리  구간을 완  격리된 용선로를 확보하기 

보다는 혼용구간을 히 배합함으로써 기 공사비를 일 수 있다. 즉 바이모달 트램의  구간에 

용선로를 구축하여 자동운 을 하거나 혼용도로에서 수동운 을 하기 보다는 사업비, 수송수요, 지역

 특성,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철도와 도로 간정도의 서비스 품질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요하다. 

용선로 구간에서 타 수단의 진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안 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고, 정시성 

측면에서도 수동운 하는 차량 수 으로 서비스 품질이 하향 평 화될 우려가 있다. 한 일부 혼용구

간에서는 타 수단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선로부지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공사비를 감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바이모달 트램은 용 주행로상의 자동운  구간과 혼용주행로 상의 수동운  구간을 하게 

배치 운 함으로써 은 비용으로 소요의 서비스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철도 바이모달 트램 버스 용차로제

-  노선 용선로 - 용선로 + 혼용 -  노선 혼용운행

- 비용(↑), 편익(↑)

  (정시성 100% 근 )

- 간정도의 비용, 편익

(정시성 70～80% 수  목표)

- 비용(↓), 편익(↓)

(정시성 50% 이하)

- 비용(C)과 편익(B)은 

높으나, 수송수요가 

미치지 못할 경우, 

경제성 확보(B/C)가 

어려움

- 사업비, 수송수요, 

지역특성 등에 따라 

비용(C)과 편익(B)의 

조정을 통하여 

최 화(optimization)하는 

것이 요

- 비용(C)과 편익(B)가 모두 

낮으며, 차량과 

운 인 라의 

업그 이드를 통하여 

소량의 비용(C)투자로 

량의 편익(B)를 

확보하는 경우에 

경제성(B/C) 확보 용이

도표 4. 바이모달 트램의 경제성 제고방안 

4, 결론

지 까지 수송용량, 건설  운 비용, 이용자 측면, 환경  측면에서 바이모달 트램의 특성에 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 으로 철제차륜은 고무차륜 보다 에 지 효율 측면에서 장거리, 용량 운행에 유리하며, 이

런 이유로 차량 편성당 수송용량도 크다. 바이모달 트램의 편성당 수송용량은 2500～7500명/시간/

방향 수 으로 철제차륜인 노면 차 보다 수송용량은 작지만, 버스와 BRT(간선 행버스체계) 보다

는 크다. 

2) 공사비에 직  향을 주는 인자로는 차량성능(등 성능과 회 반경)과 차선의 격리정도가 있다. 

일반 으로 차선의 격리정도가 크고, 차량의 등 성능이 작거나 회 반경이 클수록 공사비는 높은 

경향이 있다. 바이모달 트램은 차선의 격리정도가 철도와 버스의 간정도이며, 버스 수 의 차량

성능을 가지고 있어 공사비가 50～280억원/km로 매우 렴하다. 한 수송수요에 기반한 단계별 

구축이 가능하여 기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장 이 있다.

3) 이용자 측면에서 교통수단이 가져야 할 가치는 안 성, 근성, 정시성, 승차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안 성과 근성, 정시성은 차선의 격리정도에 매우 큰 향을 받으며, 바이모달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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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은 철도와 버스의 간정도 수 이다. 차량진동에 따른 승차감은 고무차륜을 가지는 바이모달 

트램이 철제차륜 보다 떨어진다. 

4) 기술  측면에서 국산화 개발된 K-AGT, 바이모달 트램, 무가선 트램 등이 외국산 제품 보다 유지

리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5) 부분의 신교통수단은 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므로 환경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지만, 

내연기 에서 기를 생산하는 방식의 바이모달 트램이 운행지역에서의 소음과 배기가스 측면에서 

가장 불리하다. 그러나 CO2 총량규제 등 최근 환경문제에 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외부 

기를 사용하는 신교통수단의 경우 사업구역 내 배출가스의 발생 유무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기생

산원(발 소), 생산원으로 부터 사업지구까지의 송 시설, 사업지구 내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

여 환경요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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