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개념 철도 자동화물운송시스템 기술동향 연구

Technology Trend of the New Concept Rail-based Automated Freight Transport System

신승진*, 노홍승*†, 허성호*, 계동민*

Seungjin SHIN*,Hong-Seung ROH*†,Sung Ho HUR*, Dong-Min KYE*

 

초 록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인프라 구축 및 수송비 최소화, 교통 

혼잡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 신개념 철도 자동화물운송시스템 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꾸준히 늘

여나가고 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을 중심으로 물류거점 간 대량화물 자동운송시스템, 

화물 운송경로 최적화 자동운송시스템, 지하화물 운송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자동운송시스

템 관련 기술이 활발히 개발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시작된 국산 신개념 철도 자동화물운

송시스템의 기술 개발 방향성을 제시할 목적으로 국내외 철도 유사 시스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자동

화물운송시스템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신개념 철도, 자동화물운송시스템, 철도 유사 시스템, 화물운송, 기술동향

1. 서 론 

우리나라는 화물운송과정에 도로운송 비중

이 절대적으로 높은 까닭에 구조적으로 내륙

수송비용 부담 증가, 교통혼잡비용 증가, 대

기오염 및 소음 증가, 도로파손에 따른 유지

보수 발생, 대형 교통사고 발생 등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

다 친환경적이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도로와 

철도 또는 연안해운으로의 운송수단 전환

(Modal shift)정책이 꾸준히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철도는 높은 초기투자비용, 하역절차

의 추가, 선로용량의 한계, 여객 우선정책 

등 문제로 인해 정책성과가 미미하다. 연안

해운도 일기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정시성 및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도로운송의 대안으로

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수송

비 최소화, 교통혼잡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 

신개념 철도 자동화물운송시스템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꾸준히 늘여나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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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기에 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

본 등 관련기술 선진국에서는 물류거점 간 

대량화물 자동운송시스템, 화물의 운송경로

를 최적화한 자동운송시스템, 지하화물 운송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자동운송시

스템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Van Binsbergen 

et al., 2014; 노홍승 외 2010, Rijsenbrij 

et al., 2006). 대표적인 기술로는 Freight 

Shuttle System, CargoRail Tram, CargoCap, 

TubeXpress (SUBTRANS), SkyTech, Cargo 

Tunnel, UCM 등을 들 수 있으며1) 세계적으로 

자동화물운송시스템 신기술 확보 경쟁은 앞

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철도 유사 시스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신개념 철도 자동화물운

송시스템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신개념 철도 자동화물운송시스템

1) http://www.freightshuttle.com/concept/, 

http://www.megarail.com,  http://www.cargocap.com, 

http://www.tubexpress.com/index.htm,   

http://www.skytechtransport.us/, http://www.cargotunnel.com/, 

http://www.denys.be/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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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 개발 방향성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국내외 기술동향2)

본 연구는 운송기술, 제어시스템기술, 트레

일 적재기술, 운송대상 화물형태, 동력위치 

기술 을 중심으로 자동화물운송시스템 주요 

기술을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운송

기술은 운송방식과 구동방식, 제어시스템 기

술은 무인자동제어와 무인자동/유인 제어, 

트레일러 적재 기술은 화차 회전 방식과 수평

2) 국내외 자동화물운송시스템 기술 내용은 <부-표 1> 참조

이동방식, 운송대상 화물형태는 시스템에 따

라 운송 대상을 컨테이너 운송만을 위한 시

스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를 고려한 시스템, 

인원/화물을 위한 시스템, 동력위치는 기관

차 동력과 화차별 동력으로 구분하였다.<표 

1>은 국내외 자동화물운송시스템별 기술 적

용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자동화물운송시스

템 기술의 특징을 5가지 관점(운송수단 관점, 

자동화 관점, 공간적 관점, 에너지 관점, 화

물 형태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송수단관점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

한 order-made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철

도와 같은 전용 노선을 활용하거나 건설비 절

구분 운송 방식 구동기술 제어시스템 트레일러 적재 기술 운송 대상 동력 주체

AutoCon 고정 경로 
(레일 방식) 선형 유도 모터(LIM) 무인 자동 화차 회전 방식 컨테이너/트레일러 화차별

한국형 DMT 고정 경로
(레일 방식) 회전모터 무인 자동

/유인 제어 수평 이동 방식 컨테이너 화차별

한국형 ATS 고정/자유경로 회전모터
(연료전지/CNG)

무인 자동
/유인 제어 수평 이동 방식 컨테이너 기관차

SkyTech 
Transportation

고정 경로 
(레일 방식) 선형 유도 모터(LIM) 무인 자동 수평 이동 방식 컨테이너/트레일러 화차별

FSS 고정 경로 
(모노레일) 선형 유도 모터(LIM) 무인 자동 화차 회전 방식 컨테이너/트레일러 화차별

CargoTram 고정/자유경로 회전모터
(연료전지/CNG)

무인 자동
/유인 제어 수평 이동 방식 컨테이너 화차별

ECCO System 고정 경로 
(자기부상) 선형동기 모터(LSM) 무인 자동 수평 이동 방식 컨테이너 화차별

TubeXpress 고정 경로 
(파이프 라인) 회전모터 무인 자동 수평 이동 방식 화물 기관차

Cargo Tunnel 고정 경로 
(파이프 라인) 회전모터 무인 자동 수평 이동 방식 소형화물 화차별

Sky Train 고정 경로 
(모노레일) 회전모터 무인 자동 수평 이동 방식 컨테이너 기관차

MagneRail 고정 경로 
(레일 방식) 선형 유도 모터(LIM) 무인 자동 수평 이동 방식 컨테이너 화차별 

Container Freight 고정 경로 
(자기부상)

선형유도모터를 변형한 
LD(Linear Drive) 무인 자동 수평 이동 방식 컨테이너 화차별

Combi-Road 고정/자유경로 회전모터 무인 자동
/유인 제어 수평 이동 방식 컨테이너/트레일러 화차별

OLS-ASH Project 고정 경로 
(파이프 라인) 회전모터 무인 자동 수평 이동 방식 화물 화차별

CargoCap 고정 경로 
(파이프 라인) 선형 유도 모터(LIM) 무인 자동 수평 이동 방식 화물 화차별

Modalohr 고정 경로
(레일 방식) 회전모터 유인 자동 화차 회전 방식 컨테이너/트레일러 기관차

UCM 고정 경로 
(파이프 라인) 회전모터(로프) 무인 자동 수평 이동 방식 컨테이너 화차별

Flexiwaggon 고정 경로
(레일 방식) 회전모터 유인 자동 화차 회전 방식 트렉터+트레일러 기관차

Cargo Speed 고정 경로
(레일 방식) 회전모터 유인 자동 화차 회전 방식 트레일러 기관차

MIT 고정 경로
(레일 방식) 회전모터 유인 자동 화차 회전 방식 컨테이너 기관차

DMT 고정/자유경로 회전모터 무인 자동
/유인 제어 수평 이동 방식 차량 화차별

ACT 고정 경로 
(모노레일) 회전모터 무인 자동 수평 이동 방식 컨테이너 화차별

<표 1> 국내외 자동화물운송시스템별 기술 적용 현황



감을 위하여 모노레일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특히 수단 간 연계를 위한 인터모달 기술개

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둘째, 자동화 관

점에서는 향후 무인자동화를 통해 인력과 비

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기술적 지향점이 뚜렷

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공간적 관점에서는 

화물운송을 기존 도로교통 흐름과 분리하기 

위해 고가화 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넷째, 에너지 관점에서는 환경적 측면

을 고려하여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특히 실용화에 근접한 FSS, 

ECCO 시스템 등은 선형모터를 활용하고 있다. 

선형모터(LIM) 방식에 의한 구동방식이 많이 

시도되고 있으나 높은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기술개발 진행은 시범운행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지역적으로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며, 여섯째, 화물 형태적 관점에서는 컨

테이너 화물형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

으며, 하루 5,000TEU 이상의 대량화물 운송

능력을 갖추기 위한 대형화, 대량화 중심의 

기술개발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마지막으

로, 별도의 전용화차를 이용하여 궤도(전용

노선)를 따라 군집형으로 움직이는 기술이 

늘어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국내외 자동화물운송시스템별 상용화 단계

를 살펴보면, 국내 신개념 철도 자동운송시

스템 중 인원 수송용 운송시스템인 부산 반

송선, 스카이큐브(PRT)는 무인 자동화 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동화물운송시스템 기

술인 AutoCon은 개념 설계를 완료하고, 지하

화를 위한 기술적 검토도 이루어진 바 있으

며, 최근 축소규모의 시연모형을 개발하는 

본격 기술개발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형 

ATS는 기획연구 단계를 완료하였으나, 타당

성 문제로 본 사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해외 자동운송시스템도 기술에 따라 개념 개

념설계 이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몇

몇 기술은 경제성 문제로 진행이 중단된 상

태이다. 자동화물운송시스템 중 개발진도가 

가장 앞선 기술로 평가되는 미국의 FSS는 직

선주로 100m 구간에 대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마치고 시범운행 중에 있다. <그림 1>은 국

내외 자동화물운송시스템별 상용화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3)

2.2 자동화물운송시스템 기술 개발 방향

국내외 신개념 철도 자동운송시스템 사례 

검토 결과 기술 개발 방향성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인터모달리즘에 입각한 신

개념 하역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새로운 개

념의 자동화물운송 시스템 개발은 하역기능

을 생략하거나 최대한 간략화 함으로써 하역

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절감을 대폭 감소시

키는 방식이 유력하다. 둘째, 기존 철도시스

템과 비교할 때 투자비용과 보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자제어를 최대한 간소화한 독창

3) 국내외 시스템별 상용화 단계는 <부-표 2> 참조

<그림 1> 국내외 자동화물운송시스템별 상용화 단계



적인 메카니즘을 채택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고도의 안전성이 담보된다는 전제 하에 

화물운송수단은 여객운송에 비해 안락감이나 

고급화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

적 비용 효율적이고 단순화된 작동 메카니즘

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교량구

조물 등 운송체계 인프라는 최대 감내중량

(활하중) 수준에 따라 경량화가 가능하며 구

조물 및 장비 경량화를 통하여 건설비를 대

폭 절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급적 기존 사용 중인 화물 운송수단과 연

계가 가능한 형태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궤도의 간격을 일반철도와 같게 표준궤간으

로 설계함으로써 추후 철도와의 직접적 연계

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하는 배려가 

필요하며, 컨테이너 운송시 ISO규격의 모든 

규격의 컨테이너 화물은 모두 취급할 수 있

도록 시설물이나 장비의 규격을 국제 표준에 

정합화 필요할 것이다.

3. 결 론

본 연구는 신개념 철도 자동화물운송시스템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

로써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철도 유사 시스템 사례를 검토

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해외 선진국들의 신개념 철도기반의 자

동화물운송시스템 연구는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운송수

단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운송시스템 기술

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아직 개발된 기술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시범사업 수준에

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시스

템은 향후 꾸준한 정부의 지원이 확보되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만 개발된다면 

조만간 기술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국내외 자동화물운송시스템 관련 

최신 사례를 검토하고, 전반적인 기술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 학술적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새로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형태가 확정된다면 경쟁기술과의 세부적

인 기술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해외 자동화물운송시스템은 기술에 따

라 개념설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실용화로 전

이하지 못하고 개발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진 

경우가 발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각의 

시스템의 실용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원

인규명과 동시에 새롭게 개발하는 기술의 상

용화를 위한 실천적인 전략마련과 신개념 철

도 자동화물운송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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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구분 개요 기술특징 기대효과

AUTO-
CON

AutoCon 은 선로 밑에 설치된 
전동 선형모터(linear induction 
motors)를 이용하여 구동함으로
써 기관차(locomotive)와 차량기
지(depot)가 필요 없는 무인 자
동수송시스템 개념
선형모터를 이용한 무정차 루프
형태의 컨테이너 운송기술로서 
2010 년 개념설계를 완료
한국교통연구원이 개발

AutoCon 의 적재하중이 기존 컨테이너수송열차
의 1/3 정도로 고속도로 주변이나 철도 주변의 
유휴지를 활용한 간편한 건설과 건설비용 저감
아코디언식 기계적 원리로만 무정차 저속 운행
시켜 하역구간 내 가감속을 위한 추가적인 전
기조작을 배제함으로써 기존 선형모터 구동방
식 대비 1/10 수준의 전력만 요구됨
2013 년 12 월 “회전정렬 철도 시스템 및 열차의 
회전정렬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특허출원

낮은 공사비 단가로 운송시스템 설치에 
소용되는 고정비용과 에너지(연료)비용 
및 인건비 절감을 통해 변동비 절감 가
능, 신규도로 건설을 대체하는 기회비
용적 요소와 교통사고 및 도로재포장 
비용 절감 요소 등 가능
충분한 용량으로 인해 장차 국내 장
거리 도로운송물량의 전환 기대
화차 간 연계빔으로 연결되어 있어 
기존 컨테이너 열차대비 약 66%의 
활화중 감소 기대

한국형 
DMT

HTS(Horizontal Transfer System)
를 이용해 중량물을 수평으로 
이송하는 시스템
도로와 철도간에 별도의 환적 
장비 없이 자체환적 및 셔틀운
송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새로
운 형태의‘복합기능 트레일러'
((주)범창종합기술 개발)

기존 장비에 비해 신속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복합일관수송 체계 구축 가능
유압을 발생시키면 HTS 내부 수직 실린더가 
작동해 상판이 상승되고 반대일 경우 하강
평이동은 동작센서를 이용, 2 조의 HTS 롤러의 
이동속도를 동기화해 가이드레일을 따라 안전
하게 이동

터미널 적용시 HTS 의 환적능력은 기
존 환적장비의 환적능력 대비 약 30
분 단축 기대
HTS 를 이용한 중량물(벌크화물 등) 
수평이적재에 응용 가능
HTS 를 활용해 트레일러나 화차, 터
미널 시설물 등에 장착해 컨테이너 
환적에 활용

한국형 
ATS

물류거점간 화물운송을 친환경, 
에너지 효율적으로 무인자동운
송하기 위한 운송 시스템 및 관
련기술로서 탄소발생량을 절감 
목표로 개발 
2009 년 저탄소 친환경 운송수
단 개발을 목적으로 국가 R&D
사업으로 고정경로와 자유경로
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된 자동운송기술로서 2010 년 
개념설계 완료

거점 내에서는 개별 유닛이 자동으로 이동하고, 
거점과 거점 사이에서는 Tractor 를 이용해 철
도처럼 하나로 편성되어 이동 가능
이동 후에는 주차 위치로 자동으로 이동하며 
주차 Zone 에는 무선 충전시스템을 통해 개별 
유닛과 Tractor 를 충전
부산항 내에서 적용을 고려하였으나, 현재 개
발단계에서는 AGV 대차비용, 항만 내 자동화
시스템과의 연동 등 기술적‧경제적 문제 때문
에 본 사업 추진이 무산 됨 

친환경성(연료 및 소음)과 회전반경의 
최소화, 지상 전용공간 최소화
무인자동운송으로 운행되며 40ft full 
컨테이너 수송을 기준으로, 4 량 이상 
견인이 가능
물류거점 간 운송을 무인자동화하고 
이를 통해 기존 거점 물류기지 활성
화를 유도

ACT 
Tube

(재)RIST 에서 개발한 ACTTube 
기술은 고정경로를 이용한 운송
시스템임
독일 CargoCap 과 유사한 형태
를 가지나 한국 내에서 독자적
인 기술로 개발
기존의 파이프라인으로 운송되던 
액체, 기체, 분말 형태의 화물 운
송을 대체할 방안으로 고안

초고속 여객운송을 위해 고려되었으며 시속 
600∼700km 운행 
간선수송에 적용할 때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어
야 하므로 주요수요 구간을 중심으로 단거리 
설비를 중점적으로 고려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통제, 위치파악, 실
시간 제어가 가능하며, RFID PAD 를 부착한 팔
렛트(T11)단위로 자동 상·하역이 가능하도록 
설계

시속 600~700km 운행하여 초고속 여
객운송이 가능
기존 지하시설의 경우 수송대상의 부
피는 작은데 반해 설비는 거대하여 
Dead Space 가 많이 발생하여 효율성
이 낮음

SkyTech 
Transpor

tation
(미국)

고가 궤도에 설치된 LIM(Linear 
Induction Motor, 선형모터) 방식
의 Vehicle 를 이용하여 화물용 
컨테이너를 선박에서 터미널이나 
하차장까지 자동으로 운송하기 
위한 시스템

운송방식 및 구동방식은 고가 궤도 LIM Vehicle 
방식임
단일 트랙에서 하루에 8,000 개의 컨테이너 운송
이 가능하며, 6 개의 트랙을 이용하면 하루에 
48,000 개의 컨테이너 운송 용량을 갖출 수 있음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거나 내리는 공
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선박
의 이용률 증가
컨테이너 처리용량을 일반 터미널에 
비해 2～3 배 정도 증가시킬 수 있으
며 터미널 내에 차도가 필요 없으므로 
컨테이너 적재 면적 확보 기대

FSS
(Freight 
Shuttle 
System)
(미국)

Texas Transportation Institute 에서 
개발한 컨테이너 화물 운송 전
용 기술로 현재 Freight Shuttle 
International (FSI)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FSS 의 연구개발은 Texas A&M
의 벤처기업 형태로 TxDOT, 학
교,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4 년 8 월까지 
꾸준히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음 

양방향 Shuttle 시스템은 LIM(linear induction 
motor) 기술을 이용한 궤도를 따라서 30～
70mph 의 속도로 한 번에 한 개의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함
양방향 Shuttle 방식으로 운송되며, 선형모터를 
이용해 구동함
2010 년 FSS 시스템 개념을 대상으로 특허 출
원을 시작하였으며,  다수 특허 등록에 관한 
상을 받을 만큼 관련 기술을 활발하게 개발 및 
특허 출원하고 있음 

Dallas 와 San Antonio 의 I-35 의 물동
량은 15,000 대/일 이며, 이 중 위험물
을 제외한 9,000 대/일의 물동량 처리
60mph 로 운행 시 10 초 간격을 두고 
최대 17,000 대/일 의 물동량 처리
FSI 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해당 
구간의 운송비를 약 20% 절감 기대

<부록-표 1> 국내외 자동화물운송기술 동향



구분 개요 기술특징 기대효과

SkyTech 
Transpo
rtation
(미국)

고가 궤도에 설치된 LIM (Linear 
Induction Motor, 선형모터) 방식
의 Vehicle 를 이용하여 화물용 
컨테이너를 선박에서 터미널이나 
하차장까지 자동으로 운송하기 
위한 시스템

운송방식 및 구동방식은 고가 궤도 LIM 
Vehicle 방식임
단일 트랙에서 하루에 8,000 개의 컨테이너 운
송이 가능하며, 6 개의 트랙을 이용하면 하루에 
48,000 개의 컨테이너 운송 용량을 갖출 수 있
음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거나 내리는 공
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선박
의 이용률 증가
컨테이너 처리용량을 일반 터미널에 
비해 2～3 배 정도 증가시킬 수 있으
며 터미널 내에 차도가 필요 없으므로 
컨테이너 적재 면적 확보 기대

ECCO 
System
(미국)

미국의 General Atomics 社에서 
개발하고 있는 ECCO(Electric 
Cargo COnveyor) System 은 컨테
이너를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움
직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시스
템

영구자석 및 리니어 동기모터(LSM)를 이용하
여 자기부상 형태로 운행되고 무인운전이 가능
하며, 2004 년 샌디에이고(400ft, 121.92m) 시험
선로 개발 완료
최근 Los Angeles 항과 Intermodal 시설간의 5 마
일 시범사업을 통해 하루 5,000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가능성검증

물리적 접촉 없이 주행 가능함으로 
마찰이 제거되어 선로의 유지보수 비
용이 적게 소요

Cargo 
Tram
(미국)

2007 년 도로의 극심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MegaRail 社에서 컨테이너 수송 
고무차륜 차량(시제품) 개발 
선로에서는 전기, 일반도로에서
는 CNG 와 같은 무공해 연료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Hybrid 시스
템임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연료 사용과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동시에 대
용량 화물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Tram 들이 리드카에 연결되어 운송되며 표준화
된 컨테이너의 사용으로 운송효율이 증대되면
서, 한번에 1∼6 개의 컨테이너 운반이 가능함. 
전용 도로에서는 시간당 5,000 개,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에서는 일일 70,000 개 정도의 컨테이
너 처리 능력

전용도로 이용시 여객용은 195km 까지, 
화물용은 120km 까지 운행 가능
CargoTram 장치를 활용하기 위한 인
프라 구축은 공간에 대한 유연성을 가
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기존에 건설되어있는 고속도로, 철로, 
파이프라인 등의 남는 공간을 활용하
여 구축할 수 있음

Container 
Freight

(미국)

자기 서스펜션을 개발하고 있는 
LEVX 社에서 제안한 시스템으
로, 자기 서스펜션 전용 노선 및 
차량을 이용하여 중량 화물을 
이동시키는 시스템

자기 부상열차와 비슷한 방법으로 전기 없이 
자력의 반발력을 이용하여 레일 위로 중량화물
을 마찰 없이 이동시킴
향후 Port Angeles 의 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 
현재 Port Angeles 에서 Full scale 로 테스트 진
행

Linear Induction Motor 를 변형한 
Linear Drive 시스템(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찰 없이 이동 및 
방향 전환, 제동 가능
자기 서스펜션 시스템은 자기부상열차
와 다르게 차량 부상을 위한 전기 시
스템이 필요하지 않음으로 상대적으로 
시스템 구축비용이 작음

Cargo 
Tunnel
(미국)

소형화물을 자동 무인 운송체를 
이용하여 수송하는 시스템으로 
University of Washington 에서 제
안함. 원통의 표준화된 상자를 
이용하여 물건을 이동하는 형태
로, 주로 작은 온라인 쇼핑 택배 
화물이나 가정용 작은 화물을 운
송하기에 적합함

에너지 소모가 작다는 장점이 있으며, 작은 터
널이 수송경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비교적 저렴함
구체적인 구동 방식과 터널의 세부 사항 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전기를 이용한 구
동 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라고 개념적으로만 제
안하고 있음 

에너지 소모가 작다는 장점이 있으며, 
작은 터널이 수송경로로 이용되기 때
문에 건설비용이 비교적 저렴함

TubeXp
ress
(SUBT
RANS)

(미국)

TubeXpress 는 지하 튜브 통로

를 이용한 컨테이너 자동운송 

시스템으로, 파이프라인에 맞도

록 설계된 캡슐 자체나 캡슐을 

운반하는 철도에 화물을 실은 

뒤 물류거점 간에 화물을 운반

하는 시스템

튜브 통로는 통상적으로 콘크리트 파이프라인

으로 구축되며 직경 2m 튜브 내에 만들어진 

철로를 따라 설치된 선형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방식 임 

아직 뚜렷한 적용대상지역은 선정되지 않은 것

으로 조사되었음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청의 첨단화물운

송에 관한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가교통시스템센터(National 
Transportation Systems Center)에 의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Modalo
hr

(프랑스)

화차 상판을 유압으로 회전시켜 
트레일러를 화차에 이적재하는 
시스템임
GATE 운영상황실에서 트레일러 
축중량을 점검하고 출입을 허가
하며 계측소와 트레일러 보관장
소를 거쳐 상하차 작업 실시

350m 구간의 터미널에 5～6 명의 전문운영요
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30 량을 1 편성으로 편
성하여 운송함
Modalohr 시스템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룩셈부
르크를 연결하는 구간에서 상업 운행
2007 년 프랑스 Luxembourg 와 south-west 를 
연결하는 상업 노선 개통, 해당 노선은 프랑스
에서 가장 긴(1,050km) 화물급행철도임

이송차량에 회전시스템이나 실린더가 
불필요하며 유지보수 용이
최소 300km 이상의 거리에서 도로와 
경쟁시 효과가 있으며, 전용 터미널 
구간에서만 상하역이 가능함
시스템 적재 후 트레일러를 분리하고 
나서부터는 유인자동운송시스템으로 
운영하며 1 개화물 적재 시 상차시간
은 약 4 분정도 소요됨

UCM
(Underg
round 

Contain
er 

Mover)
(벨기에)

Underground Container Mover'라
고 불리며 21km 에 달하는 전동 
컨베이어벨트로 일일 
5,500VAN(11,000TEU)을 운송하
도록 설계
앤트워프항 내 물동량 처리를 
위해 신규 철도 인프라의 대안
으로써 지하 물류시스템 제안

신규 항만으로부터 기존 마샬링 야드와 강 반대
편에 위치한 내륙수로 허브터미널로 40 피트 컨
테이너를 운반할 수 있는 지하물류시스템을 설
계 및 제안. 앤트워프항에 당초 철도시설을 도
입하기로 했으나 처리능력과 천문학적인 굴착
비용 소요로 인해 도입시스템에 대한 선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

20 개 이상의 컴퓨터가 제어하는 수직
통로를 통해 컨테이너를 부두로부터 
22 미터 내지는 28 미터 아래 위치한 
지하의 컨베이어벨트로 이송한 뒤 저
속 컨베이어벨트(시속 7km)로 컨테이
너 하역과정에서도 정지하지 않는 채 
운송이 가능함

<표 계속>



구분 개요 기술특징 기대효과

Cargo 
Cap

(독일)

독일의 교통 혼잡과 이로 인한 막
대한 사회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
적으로 Ruhr University of Bochum
에서 연구개발되고 있는 24 시간 
무인 자동수송시스템
150km 반경지역 내 운송을 목
표로 설계하고 있으며 500 볼트
의 전기로 구동하고 중앙조정실
에서 무인 자동 조정하는 화물
캡슐시스템

차량의 고장으로 인한 통로의 폐색에 대한 대
비하고자 각각의 차량에 복수 개의 모터를 장
착, 전기를 이용한 완전 자동 구동 방식
2006 년에 지상모델 실험을 완료하였으며 유럽
표준파렛트(T12) 2 개를 적재할 수 있는 캡(Cap)
이라고 불리는 반송차들을 연결하여 제어하는 
시험운행이 진행 중임
주요 취급 대상화물은 포장 화물로, 발달된 경
제 구조와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지역에 고속
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대표적으로 
음식, 소비재, 생산 부품 등

CargoCap 운영은 노이즈와 배기가스
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 환경적 측면
에 기여
Pipe Jacking 기술이 적용되어 표면에
서 원격으로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피해( 식물 등의 손상 등) 
최소화
정해진 경로가 존재하는 혼잡한 도심 
지역 내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으며, 
간선 수송망과 CargoCap 연결하면 경
제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Cargo 
Beamer
(독일)

2004 년 Cargo Beamer AG 社에
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트럭이 
도로에 수평으로 정차하고 수평 
이동 버킷(Bucket)과 구동장치를 
통해 적재 및 하화하며, 도로에
서 차량까지 동시에 이적재가 
가능한 시스템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프랑스 칼레를 연결하는 
유럽 철도 노선에서 성공적인 테스트 운행을 
마침. 2013 년 7 월  Wolfsburg AG 와 함께 독일 
볼프스부르크와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연결하는 
노선에 시스템을 적용. 
2015 년부터 Calais-Berlin-Poland-Baltic 연결하
는 경로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

화물을 이적재 하는데 약 15 분이 소
요 됨
2014 년 초까지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 
터미널 건설 계획을 세우고 약 25 만
유로의 자금을 투입 함

Combi-
Road

(네덜란
드)

Road-Train 이라고도 불리는 
Combi-Road 는 각 컨테이너를 
세미트레일러에 적재한 뒤 고무
바퀴가 장착된 전동 AGV 로 견
인하는 형태의 무인자동 내륙수
송시스템임
네덜란드 국립연구소(TNO), 네
덜란드 CTT 와 민간기업들이 공
동 출자한 ICES Combi-Road 프
로젝트를 통해서 개발

AGV 를 이용한 Combi-Road 시스템은 고정경로
와 자유경로를 모두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임
고무차륜방식(AGV)에 회전모터로 구동함
Combi-Road 차량의 최소운행간격은 12 초, 
180m 이며, 5 대/분의 비율로 하루 24 시간, 연
간 360 일 기준으로 최대 단일방향 운송능력이 
260 만 TEU 라고 보고됨
시험운행을 거쳤으나 전용도로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일반차량의 심리적 불안감 
유발 등의 문제로 현재는 운행되지 않고 있음

차량은 전원공급이 가능하고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전용주행로를 50km 의 
균일한 속도로 주행하며, 내륙터미널
에서 별도의 하역작업 없이 배송까지
도 일체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
을 가짐

OLS-AS
H 

Project
(네덜란

드)

네덜란드는 1995 년부터 주요 
교통/물류망을 지하 물류화하기 
위한 OLS Project 를 추진하였으
며 그 중 첫 번째로 추진된 프
로그램인 OLS-ASH 는 네덜란드 
내에서도 가장 물동량이 많은 
ASH 지역의 화훼물류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 됨

OLS-ASH 지역의 지하 화훼물류 시스템에 
Spykstaal Vehicle, Lödige Vehicle, DTM Vehicle
을 고려하였음
운송방식은 프로토타입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선택되었으며, 구동방식은 회전모터임
현재 개발단계는 네덜란드에서 추진되고 있는 
OLS 프로젝트 중 가장 첫 번째로 구축 및 시
범운영이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임

1995 년 민간회사에서 OLS 개발 프로
젝트를 시작하여 1999 년 델프트에 테
스트 사이트가 구축되었고, 정부로부
터 큰 관심을 받았었음
네덜란드 화훼경매장인 Aalsmeer 와 
원거리 수송 출발지인 Schipol, 화훼
생산단지인 Hoofddorp 연결 가능

Flexiwa
ggon
(스웨덴)

AB 社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으
로, Modalohr 와 유사하게 화차의 
일부분이 회전하여 트럭 자체를 
이‧적재하는 방식으로, 화차는 앞
부분의 대차와 가이드를 따라 분
리되며, 뒷부분의 화차를 축으로 
회전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

화차에는 유압 구동식 가이드, 가이드 받침용 
유압 받침대, 화차 회전축 그리고 트럭진입을 
위한 가이드 유동장치로 구성됨
유럽, 캐나다, 미국과 같이 철도를 이용하여 장
거리 운송을 하는 나라와 도로 인프라가 충분
하지 않은 나라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여겨지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

컨테이너 화물트럭 자체를 이동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 승용차까
지 운반 가능하며, 최고 160km/h 주
행 할 수 있음 
각 화차 및 화물을 이적재 하는데 약 
7 분의 시간의 소요되며,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이적재 할 수 있음

ACT(A
utomate
d 
Contain
er 
Transpo
rter)
(인도네
시아)

인도네시아 Adhi Karya 라는 공
기업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써 
컨테이너 화물 운송을 위한 모
노레일 방식 시스템
Tanjung Perak 항과 Teluk 
Lamong 항 간의 높은 물동량으
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의 지‧정체
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고무바퀴를 이용한 복선의 모노레일 형태이며 
동력은 전기모터를 사용함 
Tanjung Perak 항과 Teluk Lamong 항 사이의 
소규모 항만과 물류단지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
으로 2013 년 12 월부터 2 년 동안 총 305 백만
$를 투자하여 총 11.4km 건설 계획 수립
Inka, LEN 등과 같은 다양한 민간 기업이 투자
하고 있음

모노레일 형태로써 시스템의 중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구축비용이 
낮고, 높은 높이로 올려서 이동하기 
때문에 주변 도로 및 철도 인프라와 
지형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향후 해당 시
스템을 확장하여 국내 원자재 물동량
의 70%를 해당 시스템으로 처리 기대

일본 
DMT(D
ual 
Mode 
Truck)
(일본)

일본 DMT 는 일반도로에서는 
유인으로, 전용도로에서는 무인
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
현재 개발단계는 DMT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약 760m
의 시범트랙 구축을 실시

일반트럭을 개조한 것으로, 일반도로에서는 사
람이 운행을 하고 연료를 사용하지만, 전용도
로에서는 중앙관제센터에서 속도와 방향을 조
정하고 배터리만으로 운행이 가능
동경-고베간 550km 에 대한 적용이 고려되었으
나 취소됨. 현재 일본 학계에서 SSM(Sensor 
Steering Mechanism) 방식을 이용한 DMT 기술 
학술 연구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일반트럭을 이용해 운송되며, 전용도
로 내에서만 무인으로 주행 가능
평상시 약 50km/h 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최고 75km/h 의 속도 가능

<표 계속>



구분 기술 상용화 내용 상용화 단계

AutoCon
· 2010 년 개념설계 완료
· 2014 년 R&D 기획 완료
· 2015 년 경제적 타당성 검토
· 2017 년 R&D 연구단 사업 진행 중

개념 설계 
(연구 개발 중)

한국형 ATS · 2009 년 국가 R&D 사업으로 시작
· 2010 년 개념설계 완료

개념 설계
(타당성 문제로 중단)

SkyTech Transportation · 한진 터미널 내 데모 시스템 테스트 시범사업(테스트 중)

FSS · 2010 년 비즈니스 모델 구축
· 실물 크기의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I-35 corridor 적용 시범사업

CargoTram · 2007 년 시제품 개발
· 롱비치항과 UP/BNSF Intermodal Facilities 구간 대상 노선 및 경제석 분석 완료

기술 개발 완료
적용 지역 검토

ECCO System · 2004 년 샌디에고에서 시험 선로 개발 완료 시범 사업(테스트 중)

TubeXpress ·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진행 중 개념 설계

Cargo Tunnel · 콘셉트 제안 이후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 연구 중단

Sky Train · 1/6 크기의 프로토타입 모델을 완성하여 FDOT's Transplex 2003 에서 발표
· 풀스케일 모델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진행 개념 설계

MagneRail · 해당 연구 진행 중 연구 진행

Container Freight · Port Angeles 에서 풀스케일 테스트 진행 시범사업
(풀스케일 테스트 중)

Combi-Road · ICES Combi-Road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발
· 시험운행을 거쳤으나 비용 등의 문제로 중간 건설계획 중단

OLS-ASH Project
· 1995 년 개발 프로젝트 시작
· 1999 년 델프트에 테스트 사이트 구축
· 2000 년까지 정부 주도 연구개발 진행 
· 2002 년 예산상 문제로 중단

개념 설계
(풀스케일 프로토타임 

테스트 이후 중단)

CargoCap
· 2006 년 지상모델 실험 완료
· 지하 무인 화물수송망 건설에 대한 연구 진행 중
· 실용화를 위한 법적 근거 및 경제성 검토 완료

개념 설계

UCM · 벨기에 앤트워프 대학에서 설계 제안 개념 설계
(건설비용 과다로 논란 중)

DMT
· 성능을 실험을 위한 시범트랙 구축
· 일본 학계에서 SSM(Sensor Steering Mechanism) 방식을 이용한 DMT 기술 학술 

연구 등을 꾸준히 진행
개념 설계

ACT · 2013 년 6 월 목업 시스템 발표
· 2013 년 12 월부터 건설 예정이었으나 중단된 상태 개념 설계

<부-표 2> 국내외 신개념 철도 자동운송시스템별 상용화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