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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of 2009 System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ation System Efficiency Act and the 
revised Road Traffic in the center of th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rail, sea and air transport sector is 
expanding in various areas to promote business and Industry is planning to. Accordingly, the introduction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Outlook and Direction of the railway sector and to provide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rail sector has raised the need.
 In this paper, the introduction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rail sector strategy is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rail users a convenient rail-centric information system used. Second, the reliability and value-added 
operating system built for the creation of high-tech rail. Third, crime and accidents are implemented in a safe 
railway.
 The results of this paper, the railway sector through the national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to develop 
and introduce strategies to provide operational direction is expected to be present.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철도가 개통된 지 1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 철도 연장 및 시스템에 

대한 확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장고한 철도 역사에 비해 국내 철도수송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그 동안 승용차 위주의 도로에 대한 시설 및 시스템 투자가 주를 이루었고 

철도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최근 교통정책 패러다임은 지구 온난

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외부효과에 의해 CO2 절감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현재와 같은 승

용차 위주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중심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99년 제정된 교

통체계효율화법을 2010년 12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개정하였다. 2009년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전면개정하면서 도로교통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를 철도, 해상, 항공교통

분야로 확대하고, 각 분야의 사업추진을 위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통합교

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16항에 의거된 ‘지능형교통체계’ 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

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의 철도부분 

도입전망 및 추진 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철도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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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철도분야 지능형교통체계 도입의 필요성

2.1.1 철도분야 지능형교통체계 도입 배경

녹색성장이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철도교통이 제 2의 부흥적 기로에 있는 현실에서 정시성

과 무공해의 철도교통은 토목과 건설위주의 고비용 중심의 사업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 철도분야의 정보화사업은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의 경영혁신 및 업무효율화 중심으로 사업추진이 되어 

대국민서비스에 대해선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철도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관련법을 정비하여 

IT(Information Technology)기술과 접목한 첨단 철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2.1.2 철도운영현황

KTX 및 수도권 광역전철의 차량 및 역은 철도공사가 철도궤도 및 시설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각 지역별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철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기후변화, 유가상승에 대

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인 철도 수송분담률 증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철도의 에너지 소비량은 승용차 대비 12% 적고 CO2 배출량은 17% 적어 녹색성장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철도 수송분담률이 1% 증가함에 따란 8,800억원(에너지절감 6,000억원/년, 교통 혼잡비용 

2,800억원/년)의 편익이 발생한다.

구분 ’04 ’09 ’15 증가율

수송분담률(%) 24.3 24.4 26.0 7%

여객수(억명) 29.5 38.7 48.2 63%

열차운행거리(억km) 1.73 1.89 2.72 57%

철도역사(역) 1,073 1,162 1,346 25%

※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 통계연보, 각 년도

도표 1. 철도여객수송 분담률 및 철도기반시설 증가 현황 

(단위: 천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고속철도 32,104 36,017 36,709 37,417 36,823

광역철도 835,993 854,814 878,664 905,879 912,586

새마을호 10,626 9,690 10,015 10,814 10,820

무궁화호 58,120 55,645 54,956 57,383 55,034

통근열차 13,329 12,225 7,965 6,885 3,983

※ 출처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통계연보』, 각 년도.

도표 2. 철도수단별(코레일) 연간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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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호선 172,082 171,944 169,903 169,635 168,097 163,860

2호선 703,796 698,776 699,222 707,328 727,058 732,038

3호선 265,399 259,166 257,543 256,173 256,548 257,501

4호선 312,583 306,529 304,327 298,621 295,222 297,132

5호선 445,353 432,294 426,275 423,804 426,961 418,224

6호선 209,537 207,580 211,514 212,229 217,100 221,792

7호선 417,767 417,023 419,580 421,624 429,190 430,780

8호선 114,418 111,352 109,504 109,023 111,303 110,236

※ 출처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단, 각 년도.

도표 3. 철도수단별(서울메트로) 연간 이용현황

2.2 철도분야 지능형교통체계 도입전략

2.2.1 철도승객을 위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이용자에게 철도이용에 필요한 운행계획, 출ㆍ도착, 연계교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철도연계교통이용(노

선간 환승, 수단 간 환승)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철도역사, 승강장, 열차 모바일 위치기반서비스를 제

공하며 철도역사 및 열차내 실시간 맞춤형 정보 이용환경을 구축한다.

그림 1.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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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열차혼잡도 기반 승객유도서비스

승강장에 설치된 안내장치를 통해 진입열차의 차량혼잡정보를 제공하여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차량으

로 승객의 동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열차 내 혼잡도를 측정,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승강장 내 열차 혼잡

도 또한 제공된다.

그림 2. 서비스 구성도

2.2.3 효율적인 열차운영체계 전략

수송용량을 증대시키는 무선통신기반 열차관제 및 신호시스템을 구축시킨다. 환승대기시간을 최소화시켜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철도연계운영체계를 도입한다. IT 기술을 활용한 철도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해 

철도수요 대응성 향상과 이용자 만족도 증대 및 운영비용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철도운영체계 효율화를 

구현 시킨다.

그림 3.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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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화물열차운영 효율화를 위한 자원관리

실시간 화물 위치추적과 같은 기본적인 화물 위치정보와 화물관련 기초 전산자료 및 전자문서 등을 제공하

는 서비스를 통해 주요 화물취급역을 중심으로 도착하게 될 화물의 속성(컨테이너적재내역) 및 최종 종착지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화물열차 위치정보, 화물 속성 및 최종목적지 정보를 이용하여 화물 취급역에서의 열차 조성 및 야드관리 

업무를 효율화한다.

그림 4. 시스템 구성도

2.2.5 영상기반 철도안전감시

열차, 철도역, 선로 등 철도관련 시설 등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사후조치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철도시설물 내 유고감지, 열차의 실시간 좌석점유 파악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IT 기술을 활용한 철도모니터링 시스템 및 안전시설물 강화를 통해 안전한 철도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림 5. 서비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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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차상제어기반 철도건널목 관리

현재 유인 및 무인으로 관리되는 철도 건널목의 운영자동화 및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상설비 중

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건널목 폐쇄장치의 차상 설비화 및 건널목 주변 열차 접근 상황을 실시간으로 건널목 

통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6. 시스템 구성도

3. 결론

철도분야 지능형 교통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철도분야의 차별성을 통해 수송분담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승용차통행을 철도로 전환(shift) 시키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교통체계에 대한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

고 철도와 이용자들이 스스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교통상황을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보편화 되어 있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무선통신에 기반한 분산형 지능화, 

구성요소 간 양방향 정보교환에 기반한 통합형 지능화 또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철도관련 연구를 개발, 제작하거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여 철도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협력관계의 형

성 또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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