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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무인교통시스템
부산-김해 경전철
BUSAN-GIMHAE Light Rail Transit

부산-김해경전철(주)



첨단교통수단의 내일을 열어갑니다! 
도시의 하늘이 맑아집니다!

최첨단 과학으로 달리는 새로운 희망의 길-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오늘이 내일을 향해 달려갑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친환경 대중교통-

부산-김해 경전철이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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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래 첨단 대체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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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김해까지-
김해에서 부산까지-
대중교통, 그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인프라입니다

- 신교통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

- 인접도시간 균형발전 도모

- 김해국제공항의 교통편의 향상

부산-김해 경전철은 최적의 교통대안입니다

- 짧은 공사기간과 저렴한 사업비    

- 소규모, 무인운전시스템으로 운영비용절감 

- 부산과 김해를 잇는 첨단대중교통     

타 대중교통수단을 빠르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 막힘없이 시간을 지켜주는 정시성

- 탁 트인 지상구간을 달리는 쾌적성

-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성

- 유류비, 도로비 걱정없는 경제성   

 
 



■ 운행현황
운행시간 : 편도 40분
운행회수 : 05시~24시, 총 394회 운행
운행시격 : 출퇴근시간 4~5분 / 평시 5~10분

■ 차량현황
편  성 : 총 25개 편성 (2량 1편성)
승차인원 : 정원 184명
운행속도 : 70km/h
속도제어 : VVVF인버터 제어방식
차체제원 : 길이 27m / 폭 2.65m / 높이 3.40m
집전방식 : DC750V 제3궤조 하면접촉

■ 부산-김해 경전철 노선현황
연장 : 22.36km 역사 : 21개소 (김해구간 12 / 부산구간 9개소)     환승 : 사상역 (부산2호선), 대저역 (부산3호선)

> > > 부산-김해 경전철 소개

■ 우리나라 경량전철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1992. 8.12 경량전철사업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
2002.12.12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체결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2006. 4.21 착공
2011. 1.21 영업시운전 착수
2011. 8.30 준공승인
2011. 9.17 개통

경전철브로슈어(4.17)_경전철브로슈어(4.17)  2017. 6. 21.  오전 11:26  페이지 6



06
07

레일 위를 달리는 컴퓨터,
부산-김해 경전철
내일을 향해 더 빠르고 안전하게 달려갑니다   

 
 



> > > 첨단과학이 만든 첨단교통

다   
1 종합관제실 전경
2 스크린도어 승객감지장치
3 RCS 레일코팅시스템
4 모래분사 시스템 
5 에너지 효율설계
6 무인운전시스템
7 첨단경전철의 요체, 차대부

1

5 76

432

무인운전시스템, 안전과 첨단이 가득합니다

1 차량의 모든 상태를 원격통제하는 신호제어장치가 양방향으로 소통, 차량과 관제실에서 스스로 
감지하고 판단합니다.

2 운행중인 차량의 앞과 뒤, 반대편 차량과 정보를 공유, 관제실과 교신하는 신호장치와 통신장치
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3 2중 승객감지장치가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어떠한 끼임현상도 즉각 감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첨단설계가 지킵니다

1 차량이 멈추는 부분은 오르막, 출발하는 지점은 내리막으로 설계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였습니다.
2 레일의 곡선부에는 식물성 기름을 분사, 마찰소음을 줄이는 레일코팅 시스템(RCS)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3 우천 혹은 적설시, 바퀴가 헛돌경우를 대비 모래를 분사해 마찰력을 높여줍니다.

세계의 기술이 집약된 우리의 자랑입니다

차량제작 : 대한민국 현대로템 추진시스템 : 일본 미쯔비시 제동시스템 : 독일 크노르

신호시스템 : 캐나다 탈레스 출입문시스템 : 이태리 베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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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을 넘어선 소통수단-
부산과 김해가 
상생의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으로 가는 가장 편안한 방법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자가용 이용시 주차 등 불편함이

있었던 김해공항의 이용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부산 도시철도와 환승, 광역교통망 완성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 및 3호선 대저역과 연결,

환승을 통해 부산과 김해를 잇는 도시 광역교통망을 완성했습니다.

부산과 김해가 함께가는 성장

부산에서 김해로, 김해에서 부산으로 소통의 가교가 되어

유동인구의 증가 및 도시발전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합니다.



수로왕릉 김해천문대  국립김해박물관  연지공원  

삼락생태공원    사상역 르네시떼 강서체육공원 사상팔경대  

> > > 교통을 넘어 소통으로

  
  
   

지역과 지역의 경제, 도시가치 상승
쇼핑, 나들이, 관광 등 도시기능의 공유 및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찌우고 역세권 주거단지 조성 등 도시가치가 상승합니다

‘가고싶던 곳’에서 ‘다시 찾고싶은 곳’으로

김
해

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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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깨어있는 
부산-김해 경전철의 심장, 관제실-! 
도시철도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 > > 도시철도분야 최고의 전문가들

  
    

   
 

언제나 승객과
함께하는 
관제 업무

본선 열차운행 업무

기지 차량 입환 업무 전력업무

•열차감시, 운행통제 및 운행스케줄 작성,입력,관리
•Log 및 알람분석 및 장애우려차량 차량교환, 
운행변경 등 실시

•비상시 사고복구를 위한 관련자 출동지시 및 통제

•차량기지 내 차량입환, 세척고 운용
•출고차량 PDT(사전출발시험) 및 
입,출고 원격제어

•차량 유지보수 계획에 따른 차량배치

•SCADA시스템 운용 : 전차선 및 
일반전력 급/단전 감시 및 통제

•급전구역 선로 출입 통제
•선로작업 및 모터카 운행 관련 승인

문제 발생시 즉각 대처를 위한 비상제어

차량 원격제어 시설물 원격제어
•전조등      •냉난방
•객실등      •와이퍼
•출입문      •기동중지
•비상제동 체결 및 해제
•운전준비

•역사, 종합관리동 (차량기지) 조명제어
•역사 방범셔터 제어
•E/S 및 E/L 가동 및 파킹
•역, 차량기지 CCTV 제어 
•공기조화기, 항온항습기 제어 (종합관리동 및 역사)
•기능실 출입문제어(신호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통신실 등)
•역사 PSD, AFC 감시

•신호시스템 (관제SRS, 지상WCU, 차상VOBC) :
수동 제어

•열차 속도제어 : 차량 및 블록 별 속도제어 가능
•본선 운행제어 - 승강장, 블록 : 폐쇄 및 개방 
전열차 최근역 및 현위치 정차대기

•열차(차량) 진로 및 선로전환기 원격제어

•열차출입문 열림, 닫힘, 재개폐 취급
•운행스케줄 변경 : Run↔ Line↔운행초기화
•전차선 급 / 단전
•열차 및 역사 육성방송 실시 등

열차 운행 / 기타 원격제어

안전한 운행을 약속하는 완벽한 원격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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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진보하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길이 도시를 바꿉니다

푸른 도시, 건강 생활을 여는 녹색 대중 교통

2
막힘없는 레일웨이

교통체증 없는 

자유로운 출퇴근 

& 나들이

3
교통비용 절감

유류비, 도로비 절감 

& 환승으로 교통

비용 절감

1
탄소배출 없는 
교통수단

녹색도시 & 

건강도시 조성



도시의 지형을 바꾸는 부산-김해 경전철

1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 이후 부원역, 장신대역 등 역세권내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

2 경전철역 부근 유동인구의 증가 및 상권활성화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생활문화 향상

3 주촌산업단지, 서부산 물류단지, 강서신도시, 사상역 부근 등 도시개발효과

> > > 새로운 교통, 새로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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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소통을! 도시에 가치를!
환경에 녹색을!
부산-김해 경전철이 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이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도시와 사람을 막힘없이 소통시키고

회색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꾸는 대중교통-

부산-김해 경전철이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

교통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부산-김해 경전철이 있습니다. 



> > > 도시에 가치를 더하는 사람들

   
 

   

    

   

   

      

      

      

   

> > > 도시에 가치를 더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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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0 경남 김해시 생림대로 38 부산-김해경전철

Tel. 055)310-9800  Fax. 055)310-99022

부산-김해경전철(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