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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ilway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and related Ministry of Land and rail operating agency's railway 
informatization planning of information technology, effective through the use of management strategies to establish 
or run to support the systematic informatization investment that you want to execute work in progress, during and 
yet the institutional informatization of operations mainly in the form of efficiency is Chinhae. Accordingly, in order 
to promote the details of the final challenge of providing real-time information and the usefulness of this 
information collection is clearly for the railway sector by function of the components is necessary to distinguish.
In this paper, the details of the plan goals, promoting convenient rail-based real-time information, to promote 
optimal gohyoeuleul railways, railway safety and comfort, was defined as three. Selection of each goal, because 
the direction of vision and ITS around the railroad center of road users by highlighting the benefits of the railroad's 
traffic information center user switching, real-time delivery of information diversity (enhanced content) that can 
increase the capacity of line train operating systems, enhancing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introduced in the 
monitoring system and is a railroad crossing.
Because urban railway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goal of decreasing the annual rate of the train support, and 
the average passenger wait time savings, increased future demand for railway, rail safety, including securing the 
expected effects may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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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의 철도부분 
도입전망 및 추진 방향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철도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세부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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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실시간 철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와 승객유도시스템 등을 통한 열차혼잡도 등

으로 승객의 쾌적성을 증대시킨다. 

2.1.3 철도이용자의 효율성 증대
철도 이용 수요에 대한 실시간 대응성 향상으로 철도운영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 첨단 신호통신체계를 

통한 선로용량 증대를 도모한다. 또한 철도 이용 수요예측을 위한 통행자 행태 분석이 가능하고 IT검지 
기술을 활용한 화물열차와 여객열차의 최적 운행계획을 수립한다.

2.1.4 철도시스템의 안전성 증대
철도 시설물 및 승객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철도 건널목 주변 정보제공체계 구축으로 

건널목 사고를 예방한다. 철도차량과 철도시설물간 첨단 통신제어시스템 구현으로 철도 안전성을 강화
하며 철도 범죄 및 사고예방에 IT기술을 활용한다.

(단위: 건수)
구분 계 열차

사고
철도건널목

사고
철도교통
사상사고

철도안전
사고

2005년 536 6 37 343 150
2006년 460 7 26 296 131
2007년 429 6 24 272 127
2008년 408 7 24 251 126
2009년 382 3 20 238 121

※ 출처 : 국토해양부『제2차 철도안전종합 계획(2011~2015)』, 2010

<도표 1> 철도사고 발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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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수)
구분 계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2005년 522 216 174 132
2006년 443 190 153 100
2007년 431 192 145 94
2008년 410 159 167 84
2009년 395 161 134 100

※ 출처 : 국토해양부『제2차 철도안전종합 계획(2011~2015)』, 2010

<도표 2> 철도사고 사상자 수

(단위: 건수)
구분 계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사고 장애 사고 장애 사고 장애 사고 장애
2005년 536 483 24 100 281 279 231 104
2006년 460 416 16 77 237 232 207 107
2007년 429 357 13 43 220 231 196 83
2008년 408 296 13 39 231 196 164 61
2009년 382 323 1 42 210 226 171 55

※ 출처 : 국토해양부『제2차 철도안전종합 계획(2011~2015)』, 2010

<도표 3> 철도시스템별 철도사고 및 발생장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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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철도분야 지능형교통체계 세부추진전략

2.2.1 철도승객 맞춤형 고급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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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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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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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IT기반 열차운영체계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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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개념도 (KRTCS)

2.2.4 효율적인 화물열차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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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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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실시간 영상기반 철도안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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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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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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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철도는 국가기간교통시설로서 고속철도의 개통과 함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장래 꾸준한 영업연장증가와 수송률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철도ITS와 관련해서 국토
해양부 및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정보화 계획은 정보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경영전략의 수립이나 
실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보화 투자를 실행하고자 하는 노
력이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는 기관별 운영효율화를 중심으로 정보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즉, 철도개혁을 전후로 하여 조직의 정보와 자원을 전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ERP 시스템 구축
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 또한 조직내 정보화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이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도로부문의 ITS와 연계를 위해서는 철도부문의 노드, 링크체계 정립 등과 같은 기본
적인 사업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국외 철도정보화는 철도관련기관에서 각각 다양한 연구개발을 수행중이나 JR동일본의 경우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당기관에 귀속되는 산출물이 아니라 국가 철도정보화산업을 위한 시스템 개발
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 또한 세계철도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국가 자체 
시스템개발 뿐 아니라 EU간 연계정보도 함께 고려하고 있어, 정보화 성숙단계에서 우리나라보다 한 걸
음 앞서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추진된 철도와 관련된 IT기술 융복합 연구는 대부분 차량, 궤도, 신호
통신에 초점을 맞춘 하드웨어 중심의 연구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TS가 최종 수혜자인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정보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기존 철도부문 연구는 지나치게 물리적 
시설의 첨단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철도ITS 추진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실시간정보의 효용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러한 정보수집을 위한 철도분야의 구성요소를 기능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시된 철도ITS의 구현기능을 통해 철도이용수요의 편의성, 철도운영자의 효율성, 철도시스템의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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