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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철로를 통해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 물류 비즈니스에서의 정보교환은 사용자와 한국철도공사 

간에 자문서(EDI, XML)를 사용하여 처리하거나 WEB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처리하고 있

다. 자 으로 데이터를 교환하여 처리하는 업무 비 은 철도 물류뿐만 아니라 물류 반에 걸쳐 

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철도 물류 한 차 증 되는 업무 자동화에 한 사용자 요구를 지원하

기 하여 자 인 데이터 교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물류 업무에 있어서 

자 인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기 하여  철도 물류 정보화에 해 분석하고 이에 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 표 화된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링 방법에 따른 정보 표 화 방안에 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1. 서론

   재 철로를 통해 수출입되는 컨테이  화물 는 일

반 화물에 한 운송을 담당하는 철도 물류는 국내 수출

입 화물 물동량의 10%에서 20% 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철도 물류 사용자는 운송사(화주 포함) 는 내륙화물기지 

사용자이고, 철도 물류 업무를 처리하기 해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철

도 물류 정보 WEB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한다. 서

비스 인 철도 물류 정보 시스템은 EDI를 기반으로 1997

년에 서비스를 개시하 으며 2000년에 XML 기반으로 시

스템을 개선하 다[1]. 

   그러나 차 e-비즈니스 환경이 활성화됨에 따라 새로

운 기술 기반의 철도 물류 정보화가 요구되기 시작하 다. 

한 XML 기술이 발 함에 따라 확장성 있는 ebXML 기

반의 스키마 형태가 보다 많이 사용되기 시작함으로써 

재 DTD(Document Type Definition) 구조로 되어 있는 

철도 물류 자문서를 스키마 형태로의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1)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교통체계효율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LS07002)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한편 철도 물류에 사용되는 자문서 에는 비표 으

로 정의된 사설 문서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자문서 

내에 역 코드 등과 같이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사설 코드

들이 사용되고 있다[1]. 따라서 향후 로벌 물류를 지향

하고 타 기 과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기 해서는 표  

자문서로의 환과 비표  코드의 국제 혹은 국내 코드 

표 으로 변경이 실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 물류 업무에 있어서 정보화 측

면에 한 문제 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비즈니스 로세스에 해 표

화된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링 방법론을 용하여 비즈

니스 로세스를 재정의함으로써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

고, 모델링을 통해 철도 물류 비즈니스 액티비티 정의를 

포함한 최종 정보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출된 정보 

모델을 통해 향후 신규 자문서를 정의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제2 에서는 련

연구로 표 화된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링 방법론에 

해 설명하고, 3 에서는 철도 물류 정보화 황에 해 시

스템 인 측면과 정보화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4 에

서는 철도 물류 표 화 방안에 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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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련 연구

   ebXML(electronic 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반의 서비스 모델은 핵심 객체, 업무 객체, 

업무 문서, 업무 로세스 등 메타 모델에 따라서 업무 

로세스와 정보 모델로 작성되어 등록 장소에 등록 는 

장된다. 비즈니스 로세스나 정보 모델을 모델링할 때, 

UN/CEFACT(The United Nations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에서 권고하는 이비즈

니스 표 방법론인 UMM(UN/CEFACT Modeling 

Methodology)을 사용한다. UMM은 정보 교환을 포함하는 

력 인 비즈니스 로세스를 기술 립 이고 구  독

립 인 방법으로 모델링하기 한 차를 제공한다. 

UMM 모델링은 비즈니스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처리하는 

주체(entity)나 행 (action)를 모델링한다. 모델링 근 방

법은 기본 으로 비즈니스 모델 체를 포 하는 비즈니

스 도메인으로부터 모델링이 시작되는 하향식 모델링을 

채택한다. 하향식 근법은 측정 가능한 비즈니스 목표와 

요구사항의 확인과 추  가능성을 제공하여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극 화한다[2, 3, 4, 5, 6, 7].

3. 철도 물류 정보화 분석

3.1 업무 측면

 철도 물류 정보시스템은 철도를 이용하여 화물(컨테이

, 일반)을 운송하고자 하는 사용자와 한국철도공사 간의 

물류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철도를 통해 화

물을 수송하는 일련의 차  일부 업무에 해서만 

자문서를 통해 철도화물운송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철도

는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이라는 기본 특징으로 인해 철도

와 운송업체 간의 운  측면에서 철도 운송이 활성화되면 

많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시성과 량 수송

이 가능한 철도를 이용한 화물 운송 실 을 살펴보면 활

용도가 상 으로 높지 않다. 재 철도를 이용한 운송 

업체의 활용도는 철도 컨테이  화물운송 신청의 경우 

75%에 머무르고, 컨테이  재내역 입력을 통한 화물운

송통지서 송신의 경우 45%에 불과하다[1]. 

3.2 시스템 측면

 철도물류정보시스템은 웹서버와 응용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

가 직  DB 시스템에 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용자

는 단지 웹 라우 만을 이용하여 철도청 시스템에 속

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WEB 시스템은 서비스 종류

에 따른 인터페이스 화면과 정보로 구성된 WEB 모듈, 

XML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WEB Agent, 

그리고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은 철도물류정보시스템의 구성을 간략히 보여주

고 있다.

<그림 1>  철도물류정보시스템의 구성

철도물류정보 WEB 시스템은 Model 1 방식으로 설계되

어 운 되고 있다. 이는 하나의 페이지 내에 화면 내용과 

비즈니스 로직 처리 부분 그리고 스타일 정보가 모두 포

함되어 있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페이지를 로딩하

기 해서는 Model 2 방식보다 상 으로 부하가 많아지

게 된다. 한 페이지 별로 반복되는 로직이 존재할 경우 

수정이 발생하면 련된 모든 모듈을 수정해야 하는 단

도 존재한다.

4. 철도 물류 정보 표 화 방안

4.1 시스템 표 화

시스템 측면에서의 표 화를 한 개선 방안은 철도 물

류 WEB 시스템에 한 Model 2 방식의 설계이다.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방식으로 모듈을 

세분화하여 표 과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로세스를 

분리하여야 한다. 즉 기능별로 모듈을 세분화함으로써 개

발  리의 용이성을 기 할 수 있다. 한 표 과 로직

이 분리됨으로써 업무 로직 처리에 한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림 2>는 Model 2 방식으로 설계했을 경우의 

개선된 철도물류정보시스템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그림 3>은 철도물류정보시스템 가운데 WEB 모

듈에 한 상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자원의 재사용성과 

모듈 재사용성을 높이기 해 CBD를 기반으로 웹 모듈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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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단 로 구분하여 설계하는 J2EE 기반의 Model 2 방식으

로 설계하 다.

<그림 2> 개선된 철도물류정보시스템 구성도

  

<그림 3> 개선된 철도물류정보시스템 상세 구성도

4.2 로세스  정보 표 화

먼  로세스 측면에서 재 자문서 는 WEB을 통

해 철도 물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자가 최 로 

EDI나 XML 문서를 송한 후에는 이에 한 정정이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철도물류 로세스는 입력되

는 모든 문서를 모두 최 로 인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상이나 항공 물류일 경우 이와 같은 요구를 반 해서 업무 

로세스가 처리되고 있는데, 철도 물류도 이를 처리할 수 있

도록 해당 로세스를 개선하여야 한다[8]. 이를 반 하는 과

정에서 재의 자문서 내에는 문서에 한 구분이 가능한 

엘리먼트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기

존 엘리먼트를 활용하도록 한다. 

두 번째 정보화 측면에서 먼  사설 포맷으로 사용되는 화

물운송장, 화물운송통지서 등의 자문서에 해 표  자문

서로의 환이 필요하다. 한 재 DTD로 정의하여 사용하

고 있는 철도물류 자문서에 해 UN/CEFACT에서 권고하

는 표 안을 따라 스키마문서로 재정의가 필요하다[9][10]. 

UN/CEFACT에서는 ebXML 자문서를 정의하기 해 기본 

규격인 CCTS(Core Component Technical Specification)와 

XML NDR(Naming And Design Rule)를 권고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XML Library를 배포하 다[5][6]. 확장성이 뛰어난 

ebXML을 기반으로 철도물류 자문서를 정의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4>와 <그림 

5>는 ebXML로 정의한 도착역과 열차에 한 비즈니스 정보 

개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도착역에 한 비즈니스 정보 개체

<그림 5> 열차에 한 비즈니스 정보 개체

세 번째는 철도 물류 정보에 사용되는 코드에 한 표 화

이다. 역 코드와 같은 코드는 한국 철도에서만 사용되는 코드

로서 향후 로벌 철도 물류가 되었을 경우 호환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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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한 해결 방법으로는 국제

인 역 코드를 새롭게 정의하거나 혹은 역 정보에 한 매

핑 테이블 정의를 통해 로벌 철도 물류 환경에서 코드를 

변환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5. 결론

재 철로를 통해 수출입되는 컨테이  화물 는 일반 

화물에 한 운송을 담당하는 철도 물류는 철도 물류 업

무를 처리하기 해 EDI(XML)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교

환하거나 철도 물류 정보 WEB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한다. 그러나 차 e-비즈니스 환경이 활성화됨에 따

라 새로운 기술 기반의 철도 물류 정보화 요구가 증하

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로벌 물류를 지향하고 타 기

과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기 해서는 표  자문서의 

정의와 비표  코드에 한 국제 는 국내 코드 표 으

로 변경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 물류 업무에 해 정보화 측면

에 한 문제 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구체 으로는 철도 물류 정보화에 한 시스

템 인 측면과 정보화 측면에서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아울러 철도 물류 표 화 방안에 해서도 알아보

았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방안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비즈니스 로세스에 해 표 화된 비즈니스 로

세스 모델링 방법론을 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업무를 개

선하고 도출된 비즈니스 로세스 모델을 이용하여 철도 

물류 비즈니스 액티비티를 포함한 최종 정보 모델을 개발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 자문서의 정의가 보

다 용이해지고, 그에 따른 상호운용성도 커질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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