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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conducting demonstration of transportation card for bus from Godeok-dong to Sangil-dong in 1996, due 
to continuously support for public transportation, the transportation card utilization of metropolitan public 
transportation passengers is currently going beyond 90%. In the current situation,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 is mainly focused on road operation and control, offer of real time information and research of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 using transportation card data which is differentiated by previous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 is needed to study.
This paper compare and analyze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 which is being used to each country, based 
on foreign examples of activating use of transportation card then introduce figure of advanced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 which provide decision making feature for improving policy and institu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based on transportation card data, scientific analysis of passenger information, information of 
demand forecasting, variation and so on for constructing new route.

국문요약

1996년 서울 고덕동～상일동 구간 시내버스에 교통카드 시범실시 이후 다년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으로 현재 수도권 대중교통 승객의 교통카드 이용률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현 상황에서 국내 및 국

외의 교통정보시스템은 도로운영 및 제어, 실시간 정보 제공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존의 교통정보시스템

과 차별화되는 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한 교통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내 및 국외사례를 중심으로 각 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통정보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교통카드자료 기반의 대중교통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사결

정지원 기능, 승객 통행정보에 대한 과학적 분석, 새로운 노선 구축에 대한 수요예측 및 변화 등의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진화된 미래 교통정보시스템의 모습을 소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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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6년 서울 고덕동～상일동 구간 시내버스에 교통카드 시범실시 이후 다년간 정부의 대중교통 활성

화 정책시행과 환승할인 혜택, 다기능카드 보급사업 등 대중교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현재 수도

권 대중교통 승객의 교통카드 이용률이 90%를 넘어서고 있다1). 높은 교통카드 이용률은 대중교통 이

용자의 실제 교통수단 이용정보와 개인별 여정정보 등 다양한 통행관련 정보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였

다. 그러나 지역별로 다양한 교통카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이한 교통카드 사용으로 인해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및 통합 교통카드자료 DB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통합 교통카드 자료 

DB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표준 노드/링크체계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부터 교통카드 전

국호환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

단체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위해 BIS (Bus Information System, 버스정보시스템)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BIS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대중교통수단의 위치, 배차간격 등 제

한적인 실시간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카드와 관련한 통합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해외 주요 국가로는 홍콩, 싱가포르, 일본, 영국 등을 꼽을 수 있다. 홍콩은 옥토

퍼스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1997년 발매를 시작으로 2007년 기준 1,400만장의 카드가 발급되었으

며, 교통카드 보급률은 95%, 교통분야 사용 비율은 75%에 이르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지링크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700만장 이상이 발급되었다. 교통분야에서 일일 거래건수는 약 800만건이며, 일일 대

중교통 통행량은 400만 통행 이상이다. 일본은 여러 개의 교통카드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ICOCA는 

2003년 11월 1일 서일본 여객철도 (JR 서일본)이 오사카 근교 구간에 처음으로 도입한 교통카드로서, 

2008년 12월 말 약 431만 매의 발행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게이한신 지구의 자동 개찰기로의 ICOCA 

이용률은 약 50%에 이르고 있다. 영국은 Oyster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1,000만장 

발생되었다. 이와 같이 교통카드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외에서 개발한 교통관리 시스템으로는 캐나다의 COMPASS System, 미국 교통국 고속도로관리시스

템, 일본의 한신 고속도로공단 교통관리시스템 등이 있다. 해외에 구축된 교통정보시스템은 운영 및 도

로제어, 실시간 정보제공 등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교통정보시스템을 고찰하고, 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정책 및 제도 개선

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능, 승객 통행정보에 대한 과학적 분석, 새로운 노선 구축에 대한 수요예측 및 

변화 등의 정보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교통정보시스템의 개념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정보 

및 교통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외 교통정보시스템

2.1 국내 교통정보시스템

2.1.1 공공부문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사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공부문의 교통정보수집과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8개 기관, 45개소(국토해양부, 경찰청, 각 지자

체,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미포함) 교통정보센터가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 수도권 17개소, 충청권 6개

소, 경상권 11개소, 전라권 5개소, 강원권 3개소로 이루어져있다. 공공부문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도로건

설, 유지보수, 교통량 분석 및 신호분석을 목적으로 각 기관별 지역단위로 설치․운영 중인 ITS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간 연계운영은 상호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위계별 센터

의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체계적인 형태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교통정보센터 현황으

1)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300&aID=2011040614405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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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국가교통정보센터(국토해양부), 도로교통정보센터(서울지방국토관리청), TOPIS (서울시), 서울시

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센터(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서울종합교통정보센터(서울지방경찰청), 서울교통방송생

활정보센터(TBS), 인천교통정보센터(인천시, 인천지방경찰청), 경기도교통정보센터(경기도), 한국도로공

사교통정보센터(한국도로공사) 등이 있다. (표1 참조)

2.1.2 민간부분

교통정보 수집은 로티스(구간별 속도정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부산시), 리얼텔레콤(구간별 속도정보, 

사고 및 통제정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대구시, 프로브차량으로 택시 이용), SK에너지(구간별속도정

보, 영상정보, 서울 및 수도권일부, 프로브차량으로 택시 이용), SK텔레콤(구간별 속도정보, 고속도로, 

핸드폰 정보이용), KTF (구간별 속도정보, 전국예정, 핸드폰 정보이용) 등의 민간기업에서 운영 중이

다.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로는 혼잡교통, 안전운전, 관심지점, 뉴스, 유고, 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표 1 참조)

표 1. 교통정보 수집/제공 현황 (수도권 중심)

구분 교통정보 수집/제공 현황 제공정보

공공부문

‧ 국가교통정보센터 

 (국토해양부)

‧ 실시간 도로별 소통상태

  국도

  고속도로

‧ 경기도교통정보센터

 (경기도)
‧ 인천교통정보센터

 (인천시, 인천지방경찰청)

‧ 도로교통정보센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한국도로공사교통정보센터

 (한국도로공사)

‧ TOPIS
 (서울시)

‧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 서울시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센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 도로전광표지

‧ 영상, 노선별 구간소요시간

‧ 서울종합교통정보센터

 (서울지방경찰청)
‧ 공사/집회

‧ 사고 및 정체

‧ 주요도로 속도
‧ 서울교통방송생활정보센터

 (TBS)

민간부문

‧ 로티스

‧ 구간별 속도정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부산시

‧ 리얼텔레콤

‧ 구간별 속도정보

‧ 사고 및 통제정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대구시

  프로브차량으로 택시 이용 (서울 약 12,000대, 

부산 약 2,000대)

‧ SK에너지

‧ 구간별 속도정보

‧ 영상정보

  서울 및 수도권일부

  프로브차량으로 택시 이용 (서울 약 6,000대)

‧ SK텔레콤 ‧ 구간별 속도정보

‧ 고속도로‧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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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례 중에서 수도권대중교통이용정보시스템 등 표 2와 같은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여행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2. 인터넷 여행정보 서비스 제공 사이트

구분 현황 제공정보

대중교통

‧ 수도권대중교통이용정보시스템

 (algoga.go.kr, 교통안전공단)

‧ 실시간 환승교통정보시스템

 (tago.go.kr, 국토해양부)

‧ 대중교통정보

 (topis.seoul.go.kr, 서울시)

‧ 인천버스정보

 (bus.incheon.go.kr, 인천시)

‧ 경기도버스정보

 (gbis.go.kr, 경기도)

‧ 지하철정보

 (smart.co.kr, seoulmetro.co.kr, 

irtc.co.kr, korail.go.kr)

‧ 고속버스정보

 (kobus.co.kr,easyticket.co.kr, 전국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 운행스케줄

‧ 운임

‧ 실시간 출발/도착 정보

‧ 연착/결항 정보

‧ 지하철 출입구 안내 정보

‧ 버스 승강장 위치 및 노선정보

도로

‧ 고속도로교통정보

 (roadplus.co.kr, 한국도로공사)

‧ 국도교통관리시스템

 (its.re.kr,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서울도시고속도로교통정보시스템

 (smartway.seoul.kr, 서울시)

‧ 혼잡교통정보

‧ 유고정보

항공

‧ 인천국제공항

 (airport.or.kr, 인천국제공항공사)

‧ 항공포털

 (airport.co.kr, 한국공항공사)

‧ 운행스케줄

‧ 운임

‧ 실시간 출발/도착 정보

‧ 연착/결항정보

‧ 돌발상황정보

해운
‧ 여객선정보

 (island.haewoon.co.kr, 한국해운조합)

‧ 운행스케줄

‧ 운임

‧ 실시간 출발/도착 정보

‧ 연착/결항정보

‧ 돌발상황정보

철도
‧ 철도정보

 (korail.go.kr, 한국철도공사)

‧ 운행스케줄

‧ 운임

‧ 실시간 출발/도착 정보

‧ 지연정보

‧ 정차역 정보

‧ 잔여석 정보

이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서울버스정보, 하철이, 

경기버스정보, 전국버스 등이 있다. 실시간 버스위치, 도착예정시간, 소요시간, 비용 등을 주요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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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문제점

국내에  ITS가 도입된 1990년대 초부터 교통정보 서비스를 위한 많은 연구와 사업들이 진행되어 부

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교통정보시스템은 수도권 및 지역별로 구축되어 있지만 

기관간 연계운영은 상호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위계별 센터의 기능 및 역할이 체계적인 형태로 운영되

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민간기관에서 구축된 교통정보시스템도 수도권 및 일부지역에만 정보

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축된 교통정보시스템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환승정보, 요금, 실시간 출발/도착

정보, 대기시간, 운행스케줄, 지연정보 등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거

리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2.2 국외 교통정보시스템

국외에 구축된 교통정보시스템 현황과 교통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3 참조)

표 3. 국외 교통정보시스템 현황 및 제공정보

구분 현황 제공정보

일본
‧ VICS‧ 한신 고속도로공단 교통관리시스템

‧ 도로 구간별 지체정도‧ 통제구간‧ 통행시간 등

미국

‧ Traffic‧ Transguide‧ 511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Guideline

‧ 도로정보‧ 대중교통정보‧ 기상정보‧ 혼합지역 동영상 정보 등

중국 ‧ 북경 첨단교통시스템 (개발예정)
‧ 동적경로‧ 에코드라이브

캐나다 ‧ COMPASS System

‧ 폐쇄회로 영상정보‧ 차량검지정보
  속도
  교통량
  점유율 등

유럽
‧ Travel M8‧ Traffic-Master

‧ 고속도로 상태‧ 출구 램프위치 및 이용시간

국외의 주요 교통정보시스템은 도로를 중심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VICS의 경

우, 1995년 설립하여 교통정보 연계를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였고, 20년간 준비를 통해 국가 차

원의 각 기관(통산성, 경찰청, 건설성, 우정성 등)간 연계체계를 완성하여 실시간 도로 교통정보 제공하

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교통정보(지도, 경로안내, 대중교통정보, 환승안내, 주차장안내 등)와 더불어 주변 음

식점, 날씨 등 부가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교통정보 이용 및 효율을 제고시키고자 다양한 부가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는 민간의 교통정보제공 사업은 이윤창출 목적의 콘텐츠 

제공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속적인 갱신노력이 보이고 있으나, 정부 교통정보 제공은 기본적으로 교

통정보제공에 일차적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서비스 개선 및 향상에 대한 요구가 대두될 것으로 보

인다.

2.2.1 일본

일본은 VICS (Vehicle Information & Communication System)과 교통정보제공 사이트 (I-TREK, 

MAVITime)가 있다. VICS는 1970년 IVHS (Intelligent Vehicle Highway System)의 사업을 통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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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제, 교통정보, 차량운영과 첨단차량제작 등 총체적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토건설성, 우정성, 

경찰청 등 각 기관의 교통관제센터 (JARTIC)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통합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ICS는 도로 구간별 지체정도, 통제구간, 지역에 대한 정보, 도로구간이나 링크의 통행시간, 주차

정보나 응급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VICS 추진체계

교통정보제공 사이트인 I-TREK은 국토교통성 중국지방정비국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공공교통정보, 주차장정보, 목적지정보, 경로안내정보, 보행정보, 주행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NaviTime은 2000년 민간자본으로 설립되어, 일본, 미국, 유럽, 아시아의 도로교통 및 차량 내비게이션, 

환승안내, 음식점 검색, 주차장, 철도, 날씨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2. i-TREK, NaviTime 홈페이지

한신 고속도로공단의 교통관리시스템은 2003년 기준 15개 노선 233.8km에 구축되어 있으며, 자료수

집체계, 정보가공체계, 정보제공체계로 구성하였다. 정보제공체계는 가변정보판과 자동응답시스템, 노측

방송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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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신 고속도로공단 교통관리시스템 개요

2.2.2 미국

Traffic은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며 미국 전역에 걸쳐 도로교통 상황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도로교통 상황정보, 지도정보, 혼합지역 동영상 정보, 영상정보, 날씨정보 등을 제공한다.

그림 4. Traffic 홈페이지

TransGuide는 San Antonio Texas DOT의 주도하에 구축되었으며, 인근지역 주민 및 여행하는 시민

에게 교통상황정보 및 여러 부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11 서비스는 2000년 6월 21일 연방통신위원회

는 국가 교통정보서비스 번호로 지정되어 20개 주에서 21개의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림 5. TransGuide 운영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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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Guideline’은 교통정보와 기상정보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토

록 정의하고 있다. 기본필수제공정보로는 도로정보, 대중교통정보, 기상정보 등이 있고, 선택정보로는 여

행정보, 집회 및 특별행사 정보, 주차정보, 목적지까지 경로에 대한 정보, 대중교통정보, 지역교통시설 

정보, 예약 서비스 등이 있다.

2.2.3 중국

중국의 경우, 일본 신재생에너지개발기구와 중국 국가발전위원회, 북경시 발전위원회와 매년 악화되는 

북경시의 교통 체증으로 인한 에너지 및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북경에 첨단교통시스템을 도입하기

로 하였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동적경로유도서비스와 에코운전지원서비스이다. 동적경로유도서비스는 서

비스 제공 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 교통정보를 휴대전화 기반의 텔레매틱스 서비스에서 자동차 장치에 

전달하며, 자동차 장치는 고정밀도의 교통정보를 받아 가장 빠른 경로를 표시하고 최적의 경로를 운전

자에게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에코운전지원시스템은 에코운전을 위해 최적 운전 조건을 안내하고, 다른 

운전자와의 순위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에코운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2.2.4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Ontrario 교통국에서 개발한 COMPASS System이 있다. COMPASS System은 고속도

로 교통관리 시스템으로, 1991년 1월 Toronto의 401번 고속도로 16km 구간에 최초로 COMPASS 시스

템을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계속 수정․보완하여, 현재 현재 

Toronto 401번 고속도로 전체뿐만 아니라 Toronto 고속도로 네트워크 및 Ottawa 417번 고속도로, 

Mississauge의 Queen Elizabeth Way로 확대되어 구축․운영 중이다. COMPASS System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는 폐쇄회로 영상정보, 차량검지시스템 차량검지정보(속도, 교통량, 점유율, 차량길이 등)이다. 

(표 4 참조)

표 4. COMPASS System 상세 운영 및 제어전략 현황

구분 운영 및 제어전략 주정보

Toronto (Highway 401) 

COMPASS System

‧ 유고감지 및 확인 (Detection and Confirmation)

‧ 유고관리 (Incident Management)

‧ 정보제공 (Motorist Advisory)

‧ 혼잡관리 (Congestion Management) ‧ 폐쇄회로 영상정보

‧ 차량검지시스템 차

량검지정보

  속도

  교통량

  점유율

  차량길이 등

Mississauga COMPASS 

System

‧ 유고감지 및 확인 (Detection and Confirmation)

‧ 유고관리 (Incident Management)

‧ 정보제공 (Motorist Advisory)

‧ 혼잡관리 (Congestion Management)

‧ 수요관리 (Demand Management)

Burlington COMPASS 

System

‧ 유고감지 및 확인 (Detection and Confirmation)

‧ 유고관리 (Incident Management)

‧ 정보제공 (Motorist Advisory)

Ottawa (Highway 417) 

COMPASS System

‧ 유고감지 및 확인 (Detection and Confirmation)

‧ 유고관리 (Incident Management)

2.2.5 유럽

영국의 자동차협회와 자동차개발주식회사의 보조로 이동전화 교통정보 제공시스템인 Travel M8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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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되어 고속도로 소통상태, 출구의 램프위치와 이용시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Traffic-Master는 실

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내 장치로서 도로의 혼잡정보를 매 분마다 자동으로 갱신하여 운전자

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런던의 주요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독일 SOCRATES의 DRIVE Ⅰ

시스템은 Cellular Radio를 통해 차량 내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6. Traffic-Master 설치사례 및 운영

3.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교통정보시스템

주요 국외 교통정보시스템은 교통정보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하였다. 국내 교통정

보시스템의 경우, ITS가 도입된 1990년대 초부터 많은 연구와 시업들이 진행되었으나,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 운영자는 실시간 

정보뿐 아니라, 과거실적자료도 향후 운영계획수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독립

된 정보시스템으로 인해 체계적인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어, 종전에는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적 

방법으로 파악하던 대중교통이용자의 통행경로를,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이용자의 통행경

로실적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자료를 이용한 통행자의 통행경로 분석은 개인별 대중교통 통

행행태 분석의 사실성 향상 및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 향상, 대중교통정책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7은 기존 통행경로의 분석체계를 교통카드자료를 기반으로 한 통행경로를 파악하여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분석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7. 통행경로 분석체계

경로기반의 통행정보는 서비스계획 수립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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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 정보2)를 이용하여 기존의 통행경로 분석체계가 아닌 REAL OD 정보 기반의 새로운 개념의 교통정

보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8은 교통카드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교통정보시스템 개념도를 

나타낸다.

그림 8. 새로운 개념의 교통정보시스템 개념도

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교통정보시스템은 대중교통 통행분석, 열차스케줄별 통행분

석 기능으로 구성하였다. 대중교통 통행분석의 주요기능은 교통카드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통행실적 분

석, 공간상관성을 고려한 통행수요예측, 복합대중교통망의 여러 개의 통행경로, 통행경로별 확률적 통행

배정을 수행하는 통행배정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9 참조)

그림 9. REAL OD 기반 통행분석 절차 및 주요기능

2) REAL OD (Origin - Destination) 정보 : 교통카드가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개인별 통행이 전체 경로별 O/D조

합에 대해 집계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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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스케줄별 통행분석의 주요 기능은 신규 열차스케줄 생성 및 기존 열차스케줄을 불러오는 열차스

케줄 생성, 열차스케줄별 통행분석을 통해 열차스케줄 승객탑승 결과를 분석하는 철도 통행분석으로 구

성하였다. (그림 10 참조)

그림 10. 열차스케줄별 통행분석 기능과 절차

3.1 대중교통 통행분석

새로운 개념의 교통정보시스템의 첫 번째 주요 기능은 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한 대중교통 통행분석이

다. 대중교통 통행분석의 주요기능은 REAL OD DB를 활용하여 교통카드자료 기반 통행실적 분석, 통행

수요 예측, 복합대중교통망 통행배정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9 참조)

3.1.1 교통카드자료 기반 통행실적 분석

교통카드자료 기반 통행실적 분석 기능은 OD간 통행실적 분석, Node별 실적 분석, 도시철도 실적 분

석 세부기능으로 구성하였다. OD간 통행실적 분석기능은 통행실적, 통행경로 조회 및 통계량 분석, 경로

상 Node/Link 속성조회 및 통계량 분석, 경로별 실적평가 지표값 분석 및 출력의 세부기능으로 구성하였

다. Node별 실적 분석은 Node에 대한 통행실적 조회 및 통계량 분석, Node별 실적평가 지표값 분석 및 

출력으로 구성하였다. 도시철도 실적 분석은 도시철도에 대한 통합/호선별 실적 조회, 통계량 분석, 통

합/호선별 실적평가 지표값 분석 및 출력으로 구성하였다.

3.1.2 고등 통행수요 예측

고등 통행수요 예측 기능은 공간상관성 분석, 유의성 검증, 수단선호도 분석 세부기능으로 구성하였

다. 공간상관성 분석과 유의성 검증은 관련 모형을 선택하고 평가척도에 의해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으

로 구성하였다. 수단선호도 분석은 4단계 Logit 모형과 공간상관성 평가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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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복합대중교통망 통행배정

복합대중교통망 통행배정 기능은 분석대상 네트워크 관리, 통행경로 선정, 통행경로별 확률적 통행배

정 세부기능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대상 네트워크 관리기능은 분석대상 대중교통네트워크 조정을 위한 

역/정류장 신설 및 삭제, 기존 운행노선의 변경 및 신규노선 추가로 구성하였다. 통행경로 선정 기능은 

복합대중교통망에서 K-th 최단경로 알고리즘을 적용한 통행경로 산정으로 구성하였다. 통행경로별 확

률적 통행배정은 확률적 통행배정모형을 적용한 통행경로별 복합대중교통 통행배정으로 구성하였다.

3.2 열차스케줄 기반 통행배정

새로운 개념의 교통정보시스템의 두 번째 주요 기능은 열차스케줄 기반 통행배정이다. 열차스케줄 생

성의 세부기능은 기존스케줄 조회, 열차스케줄 생성으로 구성된다. 철도 통행분석의 세부기능은 REAL 

OD 기반 기존 열차스케줄별 통행분석, 환승 및 타 교통수단을 고려한 열차스케줄별 통행자 수요예측,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0 참조)

3.2.1 열차스케줄 생성

열차스케줄 생성 기능은 기존 열차스케줄 조회, 신규 열차스케줄 생성의 세부기능으로 구성하였다. 기

존 열차스케줄 조회는 코레일, 메트로 열차스케줄을 조회하는 것이며, 신규 열차스케줄 생성은 역간시분

설정, 노선계획, 열차시각표 작성, 열차운용/반복계획 수립으로 구성하였다.

3.2.2 철도 통행분석

철도 통행분석 기능은 열차스케줄별 통행분석, 열차스케줄 승객탑승 시뮬레이션의 세부기능으로 구성

하였다. 열차스케줄별 통행분석은 열차스케줄기반 통행네트워크 구성, 통행별 일반화비용함수 추정, 통

행배정, 결과분석으로 구성하였다. 열차스케줄 승객탑승 시뮬레이션은 열차스케줄별 통행분석 결과를 이

용하여 열차스케줄 조정, 열차스케줄별 통행재배정 및 결과분석으로 구성하였다.

3.3 교통정보 발전방향

현재까지 구축된 교통정보시스템은 도로를 중심으로 운영자 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

하였다. 교통정보측면에서 교통정보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국내와 국외로 구분할 수 있다. 2.1에

서 소개한 국내 교통정보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정보 수집/제공의 상호연계성 

및 통합을 위한 활성화가 필요하며, 대중교통수단 정보의 연계․제공 체계 확보 및 교통약자 지원정보 제

공을 통해 대중교통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 극대화가 필요하다. 2.2에서 분석한 국외 교통정

보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정보는 정부에서 공급, 부가정보는 민간이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초기는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이 안정화 되고 부가정보의 활용성이 높

아지면 상황에 따라 일부 유료화 전환 및 국내기술의 국외 수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한 교통정보시스템에서 운영자를 위해 실적에 따른 노선 우선순위, 환승연계, 복

합대중교통망 운행스케줄, 통행량,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한 수요예측, 환승인원 등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이용수요가 많은 노선, 요금, 탑승률, 혼잡도, 정체구간 등의 

정보가 제공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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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교통카드 이용현황 및 국내외 교통정보시스템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외 교통정보시스템은 이용자를 위해 위치정보, 노선정보, 도로상태, 주변정보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시간 자료는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되지만 장래의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국내외 교통정보시스템은 이를 사용하는 운영자에게 현재 도로 및 대중교통 운영과 제어를 위

한 정보의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운영자는 현 상황의 문제해결은 가능하지만 장래의 수

요 및 정책 방향 설정 등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새로운 개념의 교통정보시스템은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자료를 바탕

으로 한다. 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하여 교통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가

미된 교통정보시스템은 운영자에게 정책 방향 설정 및 수요예측 등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개념의 교통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실시간 정보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에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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