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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ㅇ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거리 통행 시 불가피하게 다른 교통 수단으로 환승해야할 상
황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때때로 여행자의 불편을 야기시킴
-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거리 통행은 출발지에서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으로 접근
하여 고속버스, 열차, 항공 등으로 지역간 이동 후 다시 도착지의 터미널, 철도
역, 공항에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여러 개의 통행사슬로 구성됨
ㅇ 또한 연계교통수단과의 환승경로 스케쥴, 운행시간, 소요시간에 대한 정보부족 등
으로 환승 시 불편함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역간 교통과 도시교통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환
승 시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수단간 연계체계 구축을 다방면으로 추진 중
- 인터넷과 주요 환승시설에서 대중교통연계정보를 제공하고, 출발지에서 목적지
까지 여정계획수립을 지원하는 TAGO 서비스 제공
- 환승시설 운영기관 등 대규모 환승시설에서 환승정보안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
정(환승시설 운영기관 설계 및 배치기준, 2010)
-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제공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ㅇ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에서 철도역, 공항 등 환승시
설을 운영하는 철도공사, 공항공사 등이 환승시설이용정보, 연계교통정보를 제공하
여 수단간 문턱 없는 연계교통 구현을 지원하도록 정보의 표준화 추진계획 등 관
련 계획을 고시
ㅇ 여행자가 교통수단, 환승시설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연계교통정보, 환승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운영기관, 환승시설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의 표준화가 필요

- 1 -

- 각 기관이 수집·관리하는 환승시설정보, 연계교통정보를 연계 및 환승정보시스템
으로 통합하기 위해 정보교환 항목(내용, 형식)의 표준화 필요
- 하나의 여행자 단말로 다수의 기관이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성요소 간 연계정보에 대한 표준화 필요

나. 과업의 목적
ㅇ 여행자에게 교통수단, 환승시설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의 기본구상과
본 서비스 구현을 위해 교환되는 정보들의 표준안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다. 과업의 범위
ㅇ 본 과업은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의 정보교환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하
여 국내·외 대중교통(버스, 철도, 항공, 해운) 정보서비스의 현황 및 동향 분석, 대
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
보서비스 구성요소 및 정보연계 분석,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정보교환
표준안 도출 및 추진방안을 과업의 범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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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의 주요내용
ㅇ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의 내용과 연구진행 중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표 1-1]과 같이 본 과업의 주요내용을 수행하였음
[표 1-1] 본 과업의 주요내용
과업범위

본 과업의 주요내용

ㅇ 국내·외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현황 및 동향 분석
국내·외 대중교통 연계 및

- 국내·외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현황 검토

정보서비스 현황 및 동향

- 대중교통 정보서비스 관련 표준화 현황 검토

분석

- 관계기관 대중교통 정보서비스 제공 현황 및 계획 검토
- 한계점 및 시사점 분석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기본구상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유스케이스 분석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요구기능 도출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구성요소 및 정보연계 분석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개념 정립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서브시스템 정의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구성요소 및 자료흐름 분석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정보연계 분석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표준화
계획 수립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표준안 도출 및 추진방안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표준화 기본방향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정보교환 표준안 도출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표준화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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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현황 및 동향 분석
1. 국내·외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현황 검토
2.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관련 제공 현황 및
계획 검토
3. 대중교통 정보서비스 관련 표준화 현황 검토
4. 한계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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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동향 분석

1. 국내·외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현황 검토
가. 국내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현황
1) 타고(TAGO)

ㅇ TAGO(Transport Advice on GOing anywhere)는 전국 대중교통의 운행정보를 수
집·통합하고 인터넷, 키오스크, 휴대폰을 통하여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

ㅇ 전국의 도로, 항공, 열차, 고속/시외/시내버스, 지하철, 해운 등 전체 교통수단의 정
보를 센터 간 연계를 통하여 수집
- 전국의 BIS/BMS 정보, 지하철 운행정보 제공
- 지역 간 교통수단의 잔여좌석, 출·도착시간, 운임, 환승방법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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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하철 정보 제공 시 역간 최단경로(환승역, 환승지점, 환승거리 포함) 정보를 제
공하고 지하철역정보 조회 시 편의시설 현황과 출구위치, 출구별 연계버스 노선,
연계버스 정류소 위치, 주변 건물 등의 정보를 제공
- 전국의 KTX/기차역 664개역 중 48개 역에 대한 버스 환승정보 제공
- 지역 간 대중교통수단의 좌석 예약·발권은 전문 사이트 링크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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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고가(ALGOGA)
ㅇ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대중교
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ㅇ 통합 대중교통환경 하에서 목적지까지의 최단경로와 환승정보, 소요시간, 이용요금
등을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안내함
ㅇ 환승주차장, 교통카드, 저상버스, 유실물 찾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부
가정보 등을 제공함
ㅇ 지하철 정보, 고속철도 연계교통정보, TAGO와의 정보 연계를 통한 시외/고속버스,
철도 이용정보, 버스노선 및 정류장으로 검색 가능한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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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갈아타기(Smart Garatagi)
ㅇ 스마트 갈아타기 서비스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공기
출․도착 정보, 실시간 대중교통정보, 공항 시설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실
시간 상황인식 기반의 대중교통정보, 환승정보, 시설정보 등을 보다 편리하고 정확
하게 맞춤형 정보로 제공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연계환승 및 이용자의 정보 수집
및 가공, 이용자 및 운영자 상황에 맞게 처리 및 제공하는 단계를 가짐
ㅇ 스마트 갈아타기 모바일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정의하는 ITS 서비스 분류 중
대중교통서비스, 교통정보유통서비스, 여행자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승시
설 운영기관에 기반을 둔 갈아타기 모바일 고유 정보를 제공함

ㅇ 주요기능
- Wi-Fi 기반의 실내 위치측위 기술을 이용한 현재 사용자 위치 확인(김포공항 국
내선 내)
-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목적지까지의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및 경로 제공
-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항공기, 버스, 지하철) 실시간 정
보 제공
- 김포공항 국내선의 편의시설 및 상업시설 안내, 경로 제공
- 운영자 호출 기능
- 김포공항 국내선의 편의시설 및 상업시설 안내, 경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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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등록 및 관리, 여행계획 등록 및 관리, 연계환승 안내, 스마트 환승안내,
환승시설 운영기관 시설 안내 등의 주요 기능으로 구성되며 세부기능은 [표
2-1]과 같음
[표 2-1] Garatagi 서비스 기능 정의
번호

기 능

설 명

1

이용자 위치확인

2

사용자등록 및 관리

3

여행계획 등록 및 관리

4

최적경로 안내

위치정보 수집관리 및 위치확인 기능을 통해 최종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안내

5

환승경로 안내

이용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센터 내부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산출 및 제공

6

환승시설 운영기관
시설 안내

시설물 정보의 제공 및 경로 안내 기능

7

환승주차정보 안내

Nomadic Device와 무선통신 및 GPS 기능을 기반으로 환승주차장정보 및 자차
위치 정보, 경로안내 기능

8

연계환승정보 안내

환승 시 소요되는 이동시간, 배차간격 및 스케쥴, 최적 환승경로 등의 정보를 제
공

9

스마트 환승
안내

사용자의 여행 시간 또는 경유지, 목적지 변경으로 인해 사전에 제공된 연계환승
안내 정보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현재 시간 및 사
용자 위치 산출 결과 여행 스케쥴 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환승수
단 및 최적 환승경로 정보 등을 갱신하여 push 형태로 제공

10

특별지원기능

이용자 위급상황 혹은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단말기 상에서 도움
요청의 발생위치 및 상황발생정보 전달 기능

11

스마트 환승정보 전달
최적화

Nomadic Device와 Wi-fi 통신 및 GPS 기능을 이용하여 현재 위치 정보 제공
사용자 정보, 이용단말기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
목적지, 환승시설 운영기관 이용교통수단, 시설물이용 및 예약사항, 환승수단 정
보 등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

정보 표출 단말기의 통신수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가공하여 정보 전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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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포털사이트
ㅇ 포털사이트의 대표적인 업체인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민간 업체에서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지자체, 코레일, 버스조합 등)에서 대중교통 정보를 연계하여 수집·통합
한 대중교통 운행정보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대중교통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정보는 표준화 된 정보형식이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외부업체에 위탁 또는 직접 정보를 재가공하여 이를 다시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ㅇ 출발지 및 도착지를 설정하고 경로를 검색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수단, 도로 선호도
에 따른 경로 검색 결과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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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 대중교통 연계 및 정보통합서비스 현황
1) Metro
ㅇ 미국 LA시는 장기교통계획과 단기교통계획에 의해 대중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효
율화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 중 일환으로 웹사이트에 대중교통 정보 및 도로교통
상황 정보를 제공
ㅇ 정부 주도하에 웹사이트를 구축 및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이동함에 있어 도심
내부 이동에 버스, 전철 도심외부 이동에 항공과 연결된 버스, 전철, 철도 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
ㅇ Metro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 시각표, 노선도, 장애인 시
설물 이용가능 정보, 여행 전 대중교통정보를 제공하는 “Trip Planner", 실시간 교
통정보가 있음
ㅇ 웹 사이트에서 실질적인 대중교통 통합정보로써 Trip Planner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사용자로부터 출발지, 목적지, 여행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여
행조건(선호하는 교통수단, 요금등급, 최대 보행거리, 장애인 여부 등)을 기입하고
실행하면 사용자가 기입한 조건에 맞추어 여러 가지 경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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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Metro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표 2-2] Metro 서비스
시각표

정적

버스, 철도 운행시간

버스, 전철, 철도

노선도

정적

정류장 및 노선정보

자전거, 버스, 전철, 철도

장애인접근

정적

장애인 시설이용정보

-

Trip Planner

정적

환승정보, 소요시간, 운임정보

도보, 자전거, 버스, 전철, 철도

실시간교통정보

실시간

LA 도로 소통 상황정보

자동차, 버스

2) TransPerth
ㅇ 호주에서는 2005년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대중교통수단(버스, 전철, 철
도, 페리 등)에 대한 환승, 시각표, 정류장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Perth
Metro 지역에 대하여 Journey Planner 서비스를 제공 중
ㅇ 정부 주도하에 웹사이트를 구축 및 운영되고 있으며,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하여 웹
사이트를 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조하여 실
시간적인 정보 이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ㅇ TransPerth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여행 전 대중교통 안내(Journey Planner),
정류장 검색(Stops), 대중교통 운영 시각표 검색(Timetables) 등 3가지 주요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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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NaviTime
ㅇ 2000년도에 민간자본으로 설립되어 정부 보조금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NaviTime은 대중교통 및 차량 Navigation 기능을 제공하며 일본 이외에도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NaviTime은 타 사업자가 수집 및 생성한 정보를 구입하여 자체 시스템에 맞게 가
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ㅇ 실시간으로 교통상황과 날씨를 고려한 자동차 경로 정보 제공하고 이와 함께 버스,
철도, 항공의 운행시각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토탈 네비 서비스를 지원함
ㅇ 또한, 전체서비스 종합정보와 함께 JAL, ANA 항공사의 항공예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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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기관 대중교통 정보서비스 제공 현황 및 계획 검토
가. 기관별 대중교통 정보서비스 제공 현황
ㅇ 현재 국내에서 대중교통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속/시외/시내버스, 지하철,
KTX/열차, 항공, 해운에서 구축한 정보제공 및 예약시스템 현황을 나타냄
ㅇ 기관별로 여행자에게 탑승 수단에 대한 운행정보, 운행스케줄, 이용안내 등의 정보
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자가 다른 수단으로 환승 시 필요한 정보는 부
족한 실정임
ㅇ 또한 시내버스와는 달리 다른 대중교통 수단은 실시간 위치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자가 다른 대중교통 수단으로 환승 시에 각 수단별로
제공하는 출․도착 시각표에만 의지하여 여행 스케줄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시로 바
뀌는 여행시간 정보에 따라 여행스케줄을 계획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상태임
ㅇ 국내의 대중교통 정보서비스 제공 현황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표 2-3] 수단에 따른 기관별 대중교통 정보제공서비스 현황
구분
고속버스

기관명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KOBUS),

제공정보
ㅇ 고속버스 운행정보, 운행스케줄, 고속버스터미널안내,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협회

편의시설안내, 교통정보안내, 휴대폰이용안내

(센트럴시티, 동서울터미널 등)
시외버스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ㅇ 버스 운행정보, 운행스케줄, 버스터미널안내, 편의시
설안내, 교통정보안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ㅇ 실시간버스정보검색, 빠른길 검색, 지하철정보, 열차
시내버스

전국 지자체

정보, 정류장정보, 고속버스정보, 환승주차장정보, 위
치찾기 정보

지하철

KTX/열차

한국철도공사,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한국철도공사

ㅇ 최소환승경로검색, 최단경로검색, 연계버스노선정보,
역별주요 시설안내, 장애인이용안내
ㅇ 열차표 예매서비스, 운행스케줄, 철도통계, 편의시설
안내, 각역별 부가정보, 철도여행 및 관광지 정보
ㅇ 출발/도착현황, 항공사별/시간별 운행스케줄, 환승스

항공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진흥협회

케줄, 항공사정보, 출입국/교통안내 및 모바일 서비스,
터미널 및 주요시설 안내

해운

한국해운조합

ㅇ 승선예매서비스, 여객선운임조회, 터미널안내, 운항시
각표 조회, 항로조회, 선사정보조회, 결항노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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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대중교통 정보서비스 추진주체 및 계획
ㅇ 분야별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제공 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분야별 추진주
체 및 추진내용은 [표 2-4]와 같음
[표 2-4] 분야별 추진주체 및 추진내용
구분

과제명

추진주 체
◦ 지방자치단체(시)

자동차·도로
교통 분야

여행자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
확대

◦ 지방자치단체(도)
◦ 고속버스운송사업 조합
◦ 터미널 운영자

추진 내용
◦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특별교통수단
이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 시외버스 정보시스템, 특별교통수단
이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 고속버스정보시스템
◦ 실시간 열차운행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국토교통부

◦ 이용컨텐츠 개발 등 연구개발 추진
◦ 실시간 열차운행 자료수집

철도교통
분야

철도승객 맞춤형

◦ 앱(App)운영

◦ 한국철도공사

◦ 열차 내 단말장치 설치(고속철도, 광역철도,

고급 정보 서비스

일반철도)

제공
◦ 7개 도시철도 사업자
◦ 무선통신 사업자

해상교통
분야

여객정보 활용체계 ◦ 국토교통부
고도화

◦ 실시간 열차운행 자료 수집
◦ 앱(App)운영 (도시철도)
◦ 열차내 무선통신 접속환경 구현
◦ 대중교통 환승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해운조합

◦ TAGO 시스템 연계 정보 제공

◦ 국토교통부

◦ AIRPORTAL 앱기반 시스템 구축
◦ 출국, 탑승, 환승 자동화 시스템 구축

항공교통
분야

항공승객 맞춤형 ◦ 인천국제공항공사
서비스 확대

◦ 모바일 공항안내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제공
◦ 모바일 공항안내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 한국공항공사

제공
◦ 다수단 교통정보 연계, 다수단 여정계획 수
립, 최적 이동경로 안내 등 의사결정 지원

◦ 국토교통부

시스템 구축

여행 전과정에
수단간 연계

◦ 여행자 단말 정보제공체계 표준화

대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교통시설 운영기관(공항공사,
철도공사, 항만공사)
◦ 교통수단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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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시설내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 교통수단내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ㅇ 분야별 추진내용에 따라 [표 2-5]와 같이 중·장기 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각
분야별로 대중교통 정보서비스를 구축·운영하여 수단간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를 계획 중임
[표 2-5] 분야별 중·장기 계획
구분

분야
시내버스
정보제공

자동차
·도로
고속버스
(자자체,
정보제공
고속버스
운송조합,
터미널운
시외버스
영자)
정보제공

철도
(국토부,
한국철도
공사,
서울메트
로 등)

해상
(국토부,
해운조합)
항공
(국토부,
공항공사)

수단간
연계
(국토부,
교통시설
운영기관,
교통수단
운영기관)

중기
장 기
(2011년～2015년)
(2016년～2020년)
ㅇ 정보제공정류장 확대
- 기 구축된 지자체의 정보제공 정류장 확대 ㅇ 정보제공 범위의 확대
- 농어촌 버스 및 마을버스로 확대
ㅇ 도시간 버스정보연계 확대
- 신규 및 기존 버스정보시스템 연계기능 확대
ㅇ 전국 고속버스로 확대
ㅇ 고속버스정보 제공
- 광역시 및 주요 지자체 중심으로 고속버스정
- 주요 고속버스 실시간 운행 정보 제공 및 환
보 및 환승정보 제공
승휴게소 중심으로 실시간 환승정보 제공
ㅇ 고속-시외버스 연계정보 제공
- 고속 및 시외버스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ㅇ 시범사업 추진
ㅇ 전국 시외버스로 확대
- 주요 시외버스 실시간 운행 정보제공 및 주 - 광역시 및 주요 지자체 중심으로 시외버스정
요 터미널 중심으로 시범적용
보 및 환승정보 제공

기타
ㅇ 대도시를 중심으로, 친환경교통수단, 특별교 ㅇ 친환경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이용정보제공
교통수단
통수단 이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시스템 전국 중․소도시로 확대
정보제공
ㅇ 위치기반 철도이용자 정보서비스 구현 범위
ㅇ 위치기반 철도이용자 정보서비스 구현
확대
- 시범사업 추진(서울역, 용산역 등)
- KTX역을 포함한 모든 철도역 및 환승센터
철도 승객 ㅇ KTX 일부 열차 및 일부 구간에서 열차내 실
- 타수단을 이용중인 통행자
맞춤형
시간 정보제공 서비스 구현
ㅇ 열차내 실시간 정보제공 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정보
- 시범사업 추진(KTX의 5% 이내)
- 서비스 확대(KTX,새마을호 각각 30% 이상)
서비스 ㅇ 광역 및 도시철도의 실시간 열차 운행정보
ㅇ 광역 및 도시철도의 실시간 열차 운행정보
제공
제공
- 광역철도 노선 서비스 구현
- 도시철도 노선 서비스 구현
ㅇ 여객선 운항정보 제공 체제 고도화
ㅇ 대중교통 환승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여객정보 - 여객선 승선권 전산매표 시스템 확산
- TAGO 시스템 연계 및 부가서비스 제공
관리
- 예약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해상여객
ㅇ 환승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운항정보 제공
ㅇ 인천공항 출국, 탑승, 환승 자동화기기 시범 ㅇ 모바일 공항 및 연계교통 정보 제공 시스템
여객
운영 및 확대
개발
맞춤형
ㅇ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설계 개념에 자동화 - 설치 및 시험운영
서비스
모델 반영
ㅇ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출국, 탑승, 환승
제공
ㅇ "AIRPORTAL" Application 개발
자동화기기 확대 구축
ㅇ TAGO 연계정보를 실시간 교통정보, 운행정보
로 확대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분석, 여정계
획 수립 등 기능개선
◦ 전국 철도역, 항만, 공항으로 여행자 이동
여행
ㅇ 각 수단의 예약, 결제 시스템과 연동 운영
지원 서비스 확대
전과정 ㅇ 이동지원 서비스를 위한 연구개발
- 표준화된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구축된 환승
맞춤형
- 실내 여행자 위치추적 기술
시설부터 환승이동경로안내 서비스 제공
정보제공 - 여정계획 실시간관리기법
- 요금결제 확인 시스템 설치
ㅇ 표준화
- 교통시설내 정보통신기반시설과 여행자 단말
간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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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정보서비스 관련 표준화 현황 검토
가. 대중교통 정보서비스 관련 표준 제정 현황
ㅇ 국토교통부는 교통정보 수집, 관리, 제공의 호환성과 연계성을 제고하여 지능형교
통체계의 활용성을 높이고 더욱 다양하고 종합적인 IT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에 따라 ITS 표준을 제정․고시하고 있으며, 강제
성이 없는 국가표준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이를 '기술기준'이라 명명하였음
ㅇ 국토교통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에 따라 총 5개 기술기준을 제정․
고시하였으며, ‘Open-API를 이용한 교통 정보제공 기술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정
을 준비하고 있음
ㅇ 기술기준은 교환할 정보에 대한 구성과 정의, 이에 대한 ASN.1 (Abstract Syntax
Notation One) 표기방법을 정하고, 정보교환을 위한 프로토콜까지 명시하였으며,
[그림 2-13]은 5가지 기술기준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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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 -799호)
ㅇ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 제정목적은 고속국도․국도․지방도․시/군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 시 필요한 기본적인 교통정보의 교환을 위한 표준
(이하 “기술기준”이라 함)을 정의함으로써 교통정보의 관리․제어․분석․제공의 호환성
과 연계성 제고임
ㅇ 기술기준은 도로교통시설을 관리하는 각 단위구간 또는 단위 관리청별 구역센터
간, 광역적으로 통합하는 권역센터 간, 구역센터와 권역센터 간, 국가통합센터와
권역센터 및 구역센터 간 교통정보 교환에 적용함
- 구역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경찰청, 각 지방교통방송, 한국도로공사(지
역센터 포함), 각 지방 재해대책본부의 센터를 말함
ㅇ 기술기준의 기본정보는 교통정보 수집․관리, 교통정보센터와 정보연계, 자체 노변설
치물의 관리 및 특별수송 지원 등을 위한 기본정보로서 다음 9개 정보를 포함함
- 교통소통정보, 교통통제정보, 돌발상황발생정보, 도로상태정보, 기상정보, 도로관
리정보, 프로브정보, 차량검지정보
ㅇ 센터와 센터간 교환․제공되는 기본교통정보 중 센터 간 연계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
로 같은 수준의 센터간 연계 시에도 본 기본교통정보 교환을 위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였으
며, 기본교통정보를 구성하는 9개 정보의 ID, 교환주기, 정보 세부항목 등 정보내용과 정
보흐름을 설명하고 있음
ㅇ 센터(국가·권역·구역)간 수직·수평으로 교환되는 9개 기본정보에 대한 내용/센터ID
부여에 대한 사항 규정
- 여기서 구역센터란 각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경찰청, 각 지방교통방송, 한국도로
공사(지역센터 포함), 각 지방 재해대책본부의 센터를 의미
- 통신은 TCP/IP 방식으로, 데이터 교환절차는 ITS를 위한 센터간 데이터 인터페
이스 표준(KS X ISO 14827-1,2)의 ASN.1으로 정의된 Datex데이터 패킷구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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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I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I : 센터-센터 연계
101
106. 기상정보

기상청
환경부

106

106

106
106

101
103
105
108

102
104
107
109

국가차원의 교통정보센터
101 102
103 104
105

102
104
107
109

102
104
107
109

101
103
105
108

101 102
103 104
105

특별수송대책반
지하철,
철, 철도,
도, 항만

권역센터

권역센터

구역센터
101
103
105
108

101
103
105
108

102
104
107
109

101 102
103 104
105

101 102
103 104
105

구역센터

구역센터

구역센터

101
103
105
108

102
104
107
109

101. 교통소통정보

105. 도로상태정보

102. 교통통제정보

107. 도로관리정보

103. 돌발상황발생정보 108. 프로브정보
104. 돌발상황정보

109. 차량검지정보

<하향정보연계>

<상향정보연계>
목적 및
적용범위

표준 대상
(9개
기본정보)

표준 항목

도로교통시설을 관리하는 각 단위구간 또는 단위 관리청별 구역센터 간, 광역적으로
통합하는 권역센터 간, 구역센터와 권역센터 간, 국가통합센터와 권역센터 및 구역센
터 간 교통정보 교환
교통소통정보(교통정보·고속도로교통정보·도시부간선도로·국도/지방도 교통정보), 교통
통제정보, 돌발상황발생정보(돌발상황정보·돌발상황발생정보·구조요청·접보), 돌발상황
정보(돌발상황정보·돌발상황보완정보·돌발상황종료정보), 도로상태정보, 기상정보, 도
로관리정보, 프로브정보(프로브정보·위치정보), 차량검지정보
정보형식 및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데이터 교환(통신방식, 데이터 교환 절
차, 데이터 패킷 구성), 인증정보, 센터ID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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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Ⅱ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 - 800호)
ㅇ 본 기술기준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교통체계지능
화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교통정보센터에서 단말장치 간 교통정보 교환 시 적용함
- 교통정보센터는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각 단위 관리청별 구역센터, 광역적으로
통합하는 권역센터, 국가통합센터임
- 단말장치에 포함되는 것은 터미널․역사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공중단말장치
(KIOSK), 운영 및 관리의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축하는 개인단말장치
(PDA 등), 사업시행자가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 단, 노변장치를 통해 통신하는 단말장치와 가변표시장치(VMS)는 별도의 기술기준
으로 정함
ㅇ 센터와 단말장치(공중/개인정보제공 단말)간 교환되는 4개 기본정보의 내용을 규정
[표 2-7]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II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II : 센터-단말장치 연계

고속국도․국도․지방도․시/군도 등 교통시설에 대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 시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의함으로써 교통정보의 관리․제어․분석․제공의 호환성과 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교통정보센터에서 단말장치 간
목적 및

교통정보 교환 시 적용

적용범위

※단말장치: 터미널․역사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공중단말장치(KIOSK), 운영 및 관리
의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축하는 개인단말장치(PDA 등), 사업시행자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단, 노변장치를 통해 통신하는 단말장치와
가변표시장치(VMS)는 별도의 기술기준으로 정함)

표준 대상

표준 항목

4개 기본정보: 교통소통정보, 교통통제정보, 돌발상황정보, 도로상태정보
정보형식 및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데이터 교환(통신방식, 데이터 교환 절
차, 데이터 패킷 구성), 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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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Ⅳ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 - 801호)
ㅇ 국토교통부는 2009년 8월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IV｣(국토교통부 고시 제2008-45호) 일부를 개정함
ㅇ 이 기술기준에서 정의하는 교환대상 기본교통정보는 차량에 장착된 장치(이하 ‘차
량장치’)와 노변장치 간 교환하는 정보로 교통소통정보, 교통통제정보, 돌발상황정
보, 도로상태정보, 기상정보, 프로브정보 등 6개의 정보를 포함함
[표 2-8]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IV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IV: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제공 기술표준

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형식
을 정의하여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의 호환성과 연계성 제고
목적 및
적용범위

노변에 무선통신장치(이하 ‘노변통신장치’)를 설치하여 특정차량(이하 ‘프로브’)의 위치
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간평균통행속도를 산출하거나 노변통신장치를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에 적용(단,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
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90호)에 따라 버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구간평균통행속도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표준 대상

표준 항목

차량에 장착된 장치(이하 ‘차량장치’)와 노변장치 간 교환하는 6개 정보 : 교통소통정
보, 교통통제정보, 돌발상황정보, 도로상태정보, 기상정보, 프로브정보
정보형식 및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데이터 교환(통신방식데이터 교환 절차,
데이터 패킷 구성), 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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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로브카 및 무선통신기술을 통한 교통정보 수집/제공과 관련된 정보를 규정하며,
특히 통신방식 및 데이터 교환절차를 규정하는 데 초점
- 통신방식과 데이터 교환절차 중 센터-노변장치 간 통신방식 및 데이터 교환절
차는 ITS를 위한 "노변장치와 통신을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표준(ISO
15784-1,3)을 따르도록 구성(ASN.1으로 정의된 Datex데이터 패킷구조를 준
용)
- 통신방식: 센터-노변통신장치간은 TCP/IP, 노변통신장치-차량장치간은 사업시
행자가 정한 통신방식으로 사용
- 인코딩방식: 센터-노변통신장치간은 BER(Basic Encoding Rule), 노변통신장치
-차량장치 간은 PER(Packed Encoding Rule)을 사용
- 데이터 교환절차: 센터-노변장치간은 ISO 15784-1,3을 따르며, 노변장치-차량
장치간은 통신망의 특성에 따라 정의된 데이터 교환절차를 따르도록 규정

4)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 156호)
ㅇ 대중교통정보 정보교환 기술기준의 목적은 대중교통(버스)에 관한 시스템 구축․운
영의 효율성,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의 신속성과 정확성, 센터간 연계호환성을 확보
하기 위함이며, 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간 상호 연계
및 공공기관에 연계하는 민간시스템에 적용을 그 범위로 함
ㅇ 국토교통부는 2010년 3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인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을
개정․고시함
ㅇ 대중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은 센터간 연계라는 점에서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
준 I’과 정보형식에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통신 프로토콜로 규정
- 대중교통차량ID, 정류장ID, 노선ID, 통과노드ID 등 대중교통정보교환에 필수적인
식별자의 부여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방법을 따름
- 통신방식: TCP/IP방식(센터-센터간 통신)
- 데이터 교환절차 및 패킷구성: KS X ISO 14827-2에 정의된 클라이언트와 서
버간 통신 절차, ASN.1으로 정의된 Datex 데이터 패킷 구조를 따름

- 24 -

제2장 국내·외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현황 및 동향 분석
[표 2-9] 대중교통(버스)정보교환 기술기준: 센터-센터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센터-센터

대중교통(버스)에 관한 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성,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의 신속성 및
정확성, 센터간 정보교환 연계성 확보를 목적
목적 및

자치단체, 공공법인 또는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하 “공공시

적용범위

스템”이라 한다) 또는 공공시스템과 연계하는 시스템에 적용
※원칙적으로 다수의 정류장을 정차하는 노선버스를 대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고속형 버스 제외)

표준대상

6개 정보항목: 버스위치정보, 도착예정정보, 운행계획정보, 운행지시정보, 운행관리정
보, 긴급상황정보
정보형식 및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데이터 교환(통신방식데이터 교환 절차,

표준 항목

데이터 패킷 구성), 대중교통정보 교환을 위한 식별자(ID) 부여, 통신을 위한 메시지
인코딩 룰

- 25 -

나. 대중교통 정보서비스 표준화 추진 현황
1) TAGO 관련 표준화 추진 현황
가) 재정목적
◦ 국민에게 제공되는 교통정보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TAGO정보 수요기관
에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TAGO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나) 적용범위
ㅇ 국토교통부가 구축ㆍ운영 중인 TAGO 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에 교통정보(대중교
통)를 제공할 경우 적용
다) 정보연계 체계
ㅇ 기술기준을 준용하는 정보항목을 포함하면서 기존 TAGO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
는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교환하는 체계 마련
- 시내버스 정보 중 시내버스 위치정보, 운행지시정보, 운행계획정보, 운행관리정
보, 운행관리정보, 긴급 상황정보 등을 센터 간에 교환하는 방안 마련
- 정보제공단에서도 시내버스 위치정보, 운행계획정보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
ㅇ TAGO 대중교통정보는 수집방식 및 가공주체가 상이하여, 대중교통정보의 연계/통
합을 위하여 상호 호환되도록 [그림 2-14]와 같이 시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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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항목 분류 및 입력기준
◦ TAGO정보는 정보교환주기, 인터페이스에 따라 다음 [표 2-10]과 같이 정보별 ID
와 정보내용을 구분하였음
◦ TAGO정보의 세부적인 제공 형태는 수요기관과의 협의 하에 정보제공 주체가 정하
도록 규정함
[표 2-10] 세부 정보항목
ID

정보명

01

정류장정보

02

차량정보

정보내용
정류장 ID, 정류장 한글 명칭, 정류장 영문 명칭, 정류장
유형, 관할관청, 환승 정류장 여부, 중앙차로여부, 기타(비고)
차량 ID, 차량번호, 차종, 차량속성, 승차정원,
운행업체, 관할관청, 저상차량여부, 기타(비고)

정보교환주기

변경시

변경시

노선 ID, 노선 한글 명칭, 노선 영문 명칭, 운행형태,
03

노선정보

기점정류장ID, 종점정류장ID, 운행개시일, 운행 종료일,
노선설명, 운행업체, 소요시간, 관할관청, 인가대수,

변경시

기타(비고)
04

스케줄정보

05

운임정보

노선 ID, 진행순서, 정류장 ID, 정류장별 도착시간,
기타(비고)
노선ID, 운행형태, 운행등급, 출발정류장ID, 도착 정류장 ID,
운임, 기타(비고)

변경시

변경시

메시지 발생시각, 정보제공 정류장ID, 노선ID,
06

출도착정보

차량ID, 통과노드(정류장)ID, 노드진입시각,

실시간

노드진출시각, 노드통행시각, 막차여부, 기타(비고)
07

잔여석정보

08

긴급상황정보

09

위치정보

노선ID, 출발 일자 및 시간, 출발정류장ID, 도착 정류장ID,
차량ID, 잔여석, 기타(비고)
메시지 발생시각, 노선 ID, 차량 ID, 통과노드 ID,
돌발상황유형, 상황설명, 기타(비고)
메시지 발생시각, 차량 ID, 위도, 경도,
메시지 수집주기, 기타(비고)

실시간

실시간

실시간

메시지 발생시각, 노선ID, 차량ID, 통과노드ID,
10

운행관리정보

운행상태(무정차 등), 결행노선ID, 결행대수,

실시간

기타(비고)
11

운행지시정보

메시지 발생시각, 다음 정류장ID, 차간거리조정,
운행지시정보(코드), 기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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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비고

2) 환승센터 관련 표준화 추진 현황
가) 표준 제정 목적
ㅇ 환승센터에서 환승센터와 연계되는 내․외부 연계대상과의 정보연계 시 데이터 정의
와 데이터 교환을 포함하는 정보교환 절차를 표준화하여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이
용자에게 환승서비스 제공하기 위함
나) 적용대상 및 범위
ㅇ “환승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환승센터와 물리적으로 연계되는 외부교
통정보센터, Nomadic Device(ND), 동적환승안내장치, 환승주차정보시스템을 대상으
로함
ㅇ 내용적인 측면에서 환승센터와 각 연계대상과의 유무선 통신환경에서의 환승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데이터 및 정보교환 절차로 적용범위를 한정함

ㅇ 내용적인 측면에서 환승센터와 각 연계대상과의 유무선 통신환경에서의 환승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데이터 및 정보교환 절차로 적용범위를 한정함
- 환승센터와 외부교통정보센터 간 정보교환 : 환승센터와 외부센터간 정보연계를 통
해 수집된 정보를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교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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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센터와 ND(Nomadic Device) 간 정보교환 : 환승센터에서 연계․수집한 정보
를 서비스 영역 내 Wi-Fi 지원 보행자경로안내단말기(Nomadic Device)에 제공
하기 위한 정보교환 규격
- 환승센터와 동적환승안내장치 간 정보교환 : 환승센터에서 연계․수집한 정보를
환승센터 내 동적환승안내장치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교환 규격
- 환승센터와 환승주차정보시스템 간 정보교환 : 환승센터와 연계 및 운영하는 주
차정보시스템간 정보연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환승주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교환 규격
다) 교통연계환승 통합운영시스템 정보 연계 체계
ㅇ 센터시스템은 인터넷, ARS, 개인단말장치(ND), 공공단말장치 등을 통해 환승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ㅇ 환승차량안내시스템은 별도 시스템으로 주차정보시스템 역할을 수행하며, 컨시어지
유도안내매체를 통한 주차안내 및 자기차량 위치안내 장치를 통한 자차위치안내서
비스를 제공함
ㅇ 각 센터 및 서브시스템은 주변의 개인단말(ND) 또는 공공단말 및 노변장치를 통
해 환승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외부 연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환승정보, 일반
교통정보, 대중교통정보 등을 수집/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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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PEN-API를 이용한 교통정보 제공 기술기준(안)
가) 목적 및 적용 범위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규정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교통정보를 인
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자 할 때 교통정보 공개형식을 정의하여 활용 편의성 제고
를 목적으로 함
ㅇ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유/무선 인
터넷이 가능한 개인 또는 공중단말장치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ㅇ 지능형교통체계 관리청이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노변장치를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나) 정보연계 체계 및 교통정보의 항목구성
ㅇ 교통정보센터와 단말장치 간 교환정보의 연계체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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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통정보를 구성하는 정보의 항목구성은 다음과 같음
[표 2-11] OPEN-API를 이용한 교통정보제공 기술기준 정보 항목
ID

정보명

01
02
03
04
05
06

교통소통
정보제공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교통소통
정보제공
교통통제
정보제공
돌발상황
정보제공
CCTV
정보제공
도로이용
정보제공
버스운행
정보제공
버스위치
정보제공
버스도착
정보제공
버스환승
정보제공
주차장
위치정보제공
주차장
운영정보제공
주차장
안내정보제공

형상정보
포함여부
불포함 노드링크
포함
기반
불포함 메시지
포함
기반
노드링크기반
메시지기반

정보세항목
링크식별번호, Mash식별번호, 도로명칭, 시작노드식별번호,
끝노드식별번호, 링크 길이, 통행시간, 통행속도, 혼잡코드, 영상정보,
패턴통행시간, 패턴통행속도
통제유형, 차단차로수, 개시시각, 종료시각, 우회정보

-

돌발상황유형, 돌발상황대상차량, 돌발상황상태, 우회정보

-

영상정보(동영상)
영상정보(정지영상)

-

실시간 도로이용 알림정보

불포함
포함
불포함
포함
불포함
포함
불포함
포함

버스노선번호, 버스종류, 기점, 종점, 경유지, 요금, 첫차출발시간,
막차출발시간, 첨두시 배차간격, 비첨두시 배차간격, 1일운행횟수, 운행시간
버스노선번호, 최근통과정류장ID
버스노선번호, 도착예정시간, 잔여정류장
탑승지점, 버스노선번호, 통행시간, 통행정류장, 환승도보거리,
환승도보시간
주차장개수, 주차장일련번호, 주자장이름, 주자장종류
주차장구분, 주차장주소, 상세위치, 주차부제시행여부, 운영시간,
요금정보, 주차요율, 요금할인정보
비점유주차단위구획수, 목적지까지 도보거리

다) OPEN-API 교통정보 제공 기술기준(안)의 대중교통정보 관련 정보 표준
ㅇ OPEN-API를 이용한 교통정보 제공 기술기준에는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버스운행
및 환승과 관련된 정보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표 2-12] OPEN-API를 이용한 교통정보제공 기술기준의 대중교통 관련 정보 항목
정보명

정보세항목
버스노선일련번호, 버스종류, 기점, 종점, 경유지,

버스운행정보

요금, 첫차출발시간, 막차출발시간, 첨두시 배차간격,
비첨두시 배차간격, 1일운행횟수, 운행시간

설명
- 버스의 노선에 대한 노선버스의 운행계
획 정보

버스위치정보

버스노선번호, 정류장ID

- 센터에서 제공하는 버스노선의 위치정
보

버스도착정보

버스노선번호, 도착예정시간, 잔여정류장

- 버스노선의 요청 정류장까지의 버스도
착에 대한 정보

버스환승정보

탑승지점, 버스노선번호, 통행시간, 통행정류장,
환승도보거리, 환승도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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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정류장에서 목적 정류장 까지의
버스 환승에 대한 정보

4. 한계점 및 시사점 분석
가.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관련 한계점 및 시사점 분석
ㅇ 국내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인 TAGO, 알고가, 갈아타기는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였으나, 대중
교통 정보의 표준이 없어 각 시스템에서는 다른 기관과의 정보를 연계하여 이를
다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제공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 중이며,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연계
시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임
ㅇ 특히 TAGO는 전국 대중교통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대중교통정
보제공시스템이지만 표준화된 정보형식이 없는 관계로 사업 초기에 비해 늘어난
연계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정보수집에 문제가 있으며, 정보제공에도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ㅇ 현재 TAGO는 각 기관별로 제공되는 교통정보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림
2-16]과 같이 각 기관에 설치된 연계서버에서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AGO
에서 규정하는 정보내용 및 형태로 1차 변환 후 TAGO 센터로 전달함
ㅇ 특히 표준화된 정보형식이 없어 각 기관별로 연계서버에 문제 발생 시 TAGO 유
지관리 담당자가 직접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TAGO 유지관리 업체 변경 시 인수
인계도 어려움이 있고, TAGO 사업 초기에 비해 늘어난 연계기관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도 어려운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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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시내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 수단은 실시간 위치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자가 다른 대중교통 수단으로 환승 시에 각 수단별로 제
공하는 정적인 출․도착 시각표에만 의지하여 여행 스케줄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시
로 바뀌는 교통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움
ㅇ 알고가는 수도권 대중교통 정보만 제공하는 한계가 있으며, 버스 이외의 다른 수단
의 경우 직접 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수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
스템을 연결하여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중
ㅇ 갈아타기는 교통연계 및 환승정보시스템 기술개발 과제에서 개발된 시스템으로
환승시설 내에서 스마트폰 등(Nomadic Device)과 같은 기기로 시설 내에서 환승
정보 및 외부기관의 연계된 정보를 제공 받을 수는 있으나, 환승시설 외에서 이용
자가 정보제공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음
ㅇ 현재 Naver, Daum 등 민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정보 제공을 추진 중이지만,
민간에서 대중교통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중교
통 운영기관 및 환승시설 운영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표
준화된 정보 형식이나 내용이 없어서 외부업체 및 직접 정보를 재가공하여 이를
다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임
ㅇ 또한 각 대중교통 기관을 연계하는 것과 이를 다시 재가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
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 포털사이트 업체 외에는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
비스의 개발이 어려운 상태임
[표 2-13] 국내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관련 한계점 및 시사점
구분

한계점

시사점

타고
(TAGO)

- 표준화 된 정보형식이 없어 연계기관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우며, 정보수집 및
제공에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용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의 한계

- 표준화 된 정보형식의 적용으로 정보의
신뢰성 제고 필요
- 대중교통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수도권 정보만 제공하는 한계가 있음
- 버스 외의 타 수단은 간접적으로 제공

- TAGO와의 통합 연계를 통한 서비스 고
도화 필요함

갈아타기
(GARATAGI)

- R&D 과제에서 개발된 시스템으로 시설
내에서만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외부에
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를 위
한 시설 내부와 외부 모두 정보 제공이
필요함

민간포털

- 각 지자체 및 기관에서 대중교통 정보
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 중이나, 표준
화 된 정보형식이 없어 이를 다시 재가
공하여 제공하고 있음
- 대형 포털사이트 업체 외에 다른 중소
규모의 민간 업체는 정보제공이 어려움

- 대중교통 정보의 표준 적용을 통하여
원활한 정보연계가 필요함
- 표준 적용을 통한 정보 제공으로 다양
한 민간업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알고가
(ALG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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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기관 대중교통 정보서비스 제공 현황 및 계획 관련 시사점
ㅇ 자동차·도로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와 같은 수단에 대한 정
보제공서비스를 친환경, 특별교통수단까지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지자
체와 민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다른 수단과의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ㅇ 철도분야에서는 승객에게 열차운행 및 철도 연계교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
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운행정보 및 실시간 고급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수단과의 연계정보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됨
ㅇ 해상분야에서는 바다, 섬, 여객선 운항정보와 육상 교통수단과의 환승정보를 제공
할 계획이나, 다른 수단에 비해 연계 및 환승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이 낙후되어
이를 고도화 하는 작업 시 표준화 된 정보형식 적용 및 타 수단과의 연계를 강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항공분야는 여행계획수립, 예약·결제, 통행 중 환승·연계교통 안내, 요금 지불처리
를 통한 다수단 교통수단 이용 등 여행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표
준화된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구축된 환승시설에서 환승이동경로 안내 등 고도화 된
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ㅇ 대중교통 수단 간에 연계되는 정보의 대상을 실시간 교통정보 및 운행정보로 확대
하고 이를 분석 및 재가공, 정보화하여 수단간 연계를 통한 통행전 여행계획수립,
예약·결제, 통행 중 수단 연계·환승 정보 제공 등의 진보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에 불편을 야기한 대중교통 환승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표준화가 필요함

다. 대중교통 정보서비스 표준화 관련 한계점 및 시사점
ㅇ 대중교통정보 연계 및 환승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각 대중교통 수단의 정보가 각
수단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대중교통 정보를 연계하여 이를 효율적
으로 가공 및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환되는 정보와 형식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며, 이
때 교통정보서비스의 표준화는 기존에 고시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정의되어야 함
ㅇ TAGO 사업 당시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과 관련된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대중교통 정보교환 기술기준이 제정․고시되면서 업무 중복 및 데이터 중복성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추진이 중단되었음. 이에 조속한 재추진이 필요하며, 다음의 사항
들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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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현황 및 동향 분석
- 당시 정보 연계는 고속버스, 항공, 철도에만 국한되어 있어 해운, 시외버스 등을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정보교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실정임
- TAGO는 수단 및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 및 이동정보를 고려하지 못하는 시스템
이며, 실시간 경로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각 수단별로 교환되는 교통정보의 교환
형식 및 내용이 표준화 되어야 함
- TAGO는 정보제공 수단으로 키오스크 및 홈페이지(PC), 휴대전화, FAX를 이용
하여 연계 및 환승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 스마트폰과 모
바일기기 개발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실시간 이용자 위치기반 대중교통 정보서
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음. 이에 따라 수단과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대중교통 이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표준화가 조속히 수행되어야 함
- 대중교통 이용자가 목적지로 이동하고자 할 때 극심한 교통혼잡, 사고 발생, 악
천후의 날씨 등 돌발상황의 영향으로 실제 출발 및 도착시간의 지연 등이 발생
할 수 있고, 이용자의 수단 및 경로의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운행정보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갱신하고, 이용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시
스템이 필요함
ㅇ 교통연계환승 통합운영시스템 기술개발(스마트 갈아타기)에서는 환승시설 운영기
관 이용자의 환승편의를 위하여 상황인식 기반의 환승정보제공 기술과 운영자 지
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공간적 서비스 지원 범위가 환승센터 시설 내에
만 국한되어 실시간 연계환승정보를 제공 받기에는 공간적 한계가 있음
ㅇ OPEN-API기반의 교통정보 제공 기술기준(안)에서는 시내버스의 운행과 환승에
대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수단에 대한 운행정보 및 환승정보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35 -

제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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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요구사항 및 기능 도출
1.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2.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유스케이스 분석
3.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요구기능 도출

제3장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제3장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1.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의 단위서비스 및 서브시스템을 도출하고, 보다
편리하고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용자 및 운영자/관리자 측면의 서비
스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함

가. 대중교통 이용자 관련 서비스 요구사항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ㅇ 대중교통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위하여 2012년 9월 기준으로 KTX역, 고속/시외
버스 터미널, 휴게소 등에서 약 8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표 3-1] 설문조사 지역
구 분

KTX

고속버스

휴게소

조사지역

용산역
광명역
광주역

센트럴터미널
광주종합터미널
동서울터미널
강릉터미널

정안 휴게소
횡성 휴게소

[표 3-2] 응답자 특성
구
전
주 이용
교통수단
성별

연령

차종

월 평균
가구소득

분
체
승용차
고속버스/시외버스
고속철도(KTX)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학생/무직
주부
회사원
자영업
거절/무응답
300만원 미만
300만원~500만원 미만
500 이상
거절/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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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840)
(299)
(321)
(220)
(488)
(352)
(159)
(170)
(252)
(239)
(20)
(84)
(141)
(424)
(179)
(11)
(158)
(475)
(196)
(11)

비율
100.0
35.6
38.2
26.2
58.1
41.9
18.9
20.2
30.0
28.5
2.4
10.0
16.8
50.5
21.3
1.3
18.8
56.5
23.3
1.3

2) 설문조사 분석
가)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한 점
◦ 대중교통 이용 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
- 대중교통 이용 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대중교통이 자주 다니지 않아 불편하다
- 대중교통이 자주 다니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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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 출발지/목적지에서 역·터미널까지 접근이 불편하다
- 출발지/목적지에서 역·터미널까지 접근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불편하지 않다는 의
견보다 높게 나타남

◦ 철도, 고속·시외버스 사이의 환승이 불편하다
- 철도, 고속·시외버스 사이의 환승이 불편한지에 대해 보통이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편하다는 의견이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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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고속·시외버스와 시내버스, 택시, 승용차로의 환승이 불편하다
- 철도, 고속·시외버스와 시내버스, 택시, 승용차로의 환승이 불편한지에 대해 보통
이 21.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편하다는 의견이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 장거리 대중교통정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
- 장거리 대중교통정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불편한지에 대해 보통이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편하다는 의견이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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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나) 환승정보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
◦ 환승 시 어떻게 갈아타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 환승 시 어떻게 갈아타야 하는지 알기 어려움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 25.7%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이 불편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 플랫폼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싫다
- 플랫폼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싫다는 의견에 대해 보통이
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편하다는 의견이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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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이용 시처럼 버스 출․도착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불편하다
- 시내버스 이용 시처럼 버스 출․도착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불편한지에 대해 보통
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편하다는 의견이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보
다 높게 나타남

다) 대중교통 관련 정보서비스 이용관련 인식
◦ 교통정보서비스 이용경험
- 교통정보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있음이 71.9%로 없음 28.1%보다 높게 나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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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 이용경험이 있는 교통정보서비스
- 이용경험이 있는 교통서비스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이 48.5%로 가장 높으며, 네
비게이션이 34.1%, 민간포털서비스가 13.9%, 공공기관 인터넷 교통정보가
9.1% 순으로 나타남

◦ 장거리 이동시 가장 필요한 정보
- 장거리 이동시 가장 필요한 정보를 살펴보면 소요시간이 50.1%로 가장 높으며,
대중교통 출도착정보가 37.9%, 환승 시 이동경로가 6.3%, 통행비용이 4.5% 순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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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이용관련 인식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이용여부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59.0%로 가장 높으며, 반드시 이용한다는 26.7%, 잘 모름이 9.9%, 이용하지 않
을 것이라는 응답은 3.8%, 전혀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0.5% 순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이유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대중교통
에는 필요 없을 거 같아서가 37.0%로 가장 높으며, 현재 제공되는 정보검색 방
법이 복잡해서가 26.1%, 새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가 12.6%,
현재 제공되는 교통정보검색 시간이 오래 걸려서가 9.2%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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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의 가장 유용한 제공시점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의 가장 유용한 제공시점을 살펴보면 출발 전
이 62.6%로 가장 높으며, KTX(열차)가 18.8%, (KTX)역사가 17.9% 순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제공시 가장 유용한 정보제공 매체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제공시 가장 유용한 정보제공 매체를 살펴보
면 핸드폰이 68.1%로 가장 높으며, 인터넷이 24.2%, VMS가 5.6%, KIOSK가
1.1%, 매표소가 0.1%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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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문결과 분석 및 요구사항 도출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관련된 요구사항을 [표 3-3]과 같이 도출함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표준화 방안은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이용자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음
[표 3-3] 설문조사 결과 및 요구사항 도출
구분

설문 결과
- 대중교통 이용 시 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하다는

1.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한 점

응답이 높음
- 대중교통이 자주 없어 불편하다는 응답이 높음
-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높음
- 대중교통 환승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높음
- 장거리 대중교통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음

2. 환승정보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

요구사항 도출
- 이용자 위치에 따른 대중교통
접근정보 및 출․도착 정보 필요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이동 시에 실시간 환승정보 제공
필요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장거리 이동
시 자세한 여행정보 제공 필요

- 환승 시 어떻게 갈아타야 하는지 몰라

- 누구나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불편하다는 응답이 높음
- 플랫폼에서 다른 수단을 기다리는 시간이

환승정보 제공방법 필요
- 대중교통 시설 내 이용정보의 제공

불편하다는 응답이 높음
- 시내버스처럼 출․도착 정보가 없어 불편하다는
응답이 높음

필요
- 대중교통 환승 수단의 실시간
출․도착 정보 필요

- 대중교통 관련 정보서비스 이용은 대부분
3. 대중교통 관련
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인식

-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 이용정보

있음(71.9%)
- 이용 경험이 있는 서비스는 대부분
스마트폰과 네비게이션으로 나타남(82.6%)
- 장거리 이동 시 가장 궁금한 정보는

제공 필요
-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수단별
소요시간 비교정보 필요

소요시간으로 나타남(50.1%)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 희망은 매우 높음(85.7%)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이용 의사가 없는
4.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인식

경우는 “대중교통에는 필요 없다(37.0%)”,
“정보검색 방법 복잡하다”(26.1%)로 나타남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의 가장
유용한 제공 시점은 “출발 전”이 가장 높게
나타남(62.6%)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제공에
가장 유용한 정보매체는 휴대폰으로
나타남(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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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실시간 연계
및 환승정보를 제공 필요
- 언제, 어디서나 대중교통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정보제공시스템 필요

제3장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다.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관련 운영자/관리자 요구사항 분석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기관의 운영자의 요구사항도 반영되어야 함
ㅇ 이에 따라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자가 생각하는 시스
템의 효율성 및 안정성 측면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함
ㅇ 또한 각 수단별 대중교통 운영기관과 환승시설 운영기관의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표 3-4]와 같이 도출함
[표 3-4]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기능적 요구사항
구분

이용자 위치확인

요구사항

주요내용

실시간 이용자

- 무선통신 및 GPS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위치검색 기능

여행경로 정보 수집
이용자 경로

수집하고 이를 경로정보 생성에 활용

- 출발지 및 최종목적지 등록․검색

- 최종목적지 등록 및 변경 시에 검색결과 리스트의 상세정

정보 수집
여행경로 정보 표출

보 표출
- 선택되어져 있는 최적 환승정보에 대한 일반정보 및 경로
정보 표출

외부 교통정보

외부교통정보센터 정보

센터와의 연계

수집

연계환승정보 표출

- 각 수단별 운행정보 및 긴급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연계

- 연계수단 간 실시간 환승정보 표출

이용자 맞춤형
연계환승
정보제공

최적연계환승경로 표출

- 이용자 위치정보 기반 최종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안내하
는 최적 경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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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유스케이스 분석
가. Actor 정의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이용 또는 운영할 주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표 3-5]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시스템 Actor 정의
구분

정의
보행자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착지까지 이동하는 이용자

운전자

전체 여행일정표에서 자가용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용자

이용자

운영자/관리자

대중교통 운영시스템
운영자/관리자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서비스 운영시스템 운영자/관리자

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작성
ㅇ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여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에 대한 전반
적인 흐름을 분석해 보고, 대중교통 이용자, 운영기관 등의 정보가 어떻게 연계되
고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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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스케이스 정의서
1)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제공 서비스 유스케이스 정의서
ㅇ 이용자가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동 시 유스케이스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하였음
[표 3-6]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제공 서비스 유스케이스 정의서
유스케이스명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제공 서비스

개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제공

선행조건

이용자는 필히 Nomadic Device를 소지
1. Nomadic Device를 이용한 이용자의 서비스 요청
2. 목적지 입력 및 확인 (대중교통 운영시스템으로 전송)

기본흐름

3. 대중교통 운영시스템에서 연계 및 환승을 위한 대안 경로 제공
4. 이용자의 수단선택 및 경로정보 확인
5. 동적 경로 안내
6. 목적지 도착확인
1. Nomadic Device 또는 차내 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 요청
2. 목적지 입력 및 확인 (통합센터로 전송)
3. 대중교통 운영시스템에서 각 수단별 대중교통 운영기관과 환승시설 운영기관에 운영
정보 요청
4. 수단별 대중교통 운영기관 및 환승시설 운영기관에서 요청 확인 및 대응
5. 수단별 실시간 대중교통 운영정보 수신 확인

세부흐름

6. 환승시설 운영정보 수신 확인
7. 대중교통 운영시스템에서 연계 및 환승 정보 생성
8. 최적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제공
9. 이용자의 환승 수단선택 및 경로정보 확인
10. 실시간 연계 및 환승가능정보 제공
11. 수단별 대중교통 운영기관 및 환승시설 운영기관에 대중교통 정보 제공
12. 긴급상황정보 제공

종료조건

목적지 도달 또는 이용자에 의한 서비스 종료

기타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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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서비스 유스케이스 정의서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운영시스템 운영자는 대중교통 운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시스템에서는 모니터링 중에 긴급상
황 발생 시 대응 및 조치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유
스케이스를 정의함
[표 3-7] 대중교통 운영시스템 운영자 의사결정지원 서비스 유스케이스 정의서
유스케이스명
개요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시스템 운영지원 서비스
대중교통 정보센터의 운영자에게 센터운영을 지원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상황대응 의사
결정 지원 정보 제공
• 대중교통 수단별 운행정보 및 이용 상황 정보 제공

선행조건

• 외부 대중교통 정보센터에서 운행관련정보 수신
• 이용자 및 수단별 운영상황 모니터링
• 상황대응 의사결정 지원 정보 제공
운영시스템 모니터링

상황대응의사결정 지원 정보제공

① 시스템 → 운영자 : 수단별 대중교통

① 시스템 → 운영자 : 대중교통 운영 지

이용현황 및 서비스 수준 정보 제공
기본흐름

② 운영자 → 시스템 : 특정 수단 또는 지
역과 관련된 정보 요청

역 내 긴급 상황 발생 정보 제공
② 시스템 → 운영자 : 상황 검지, 분석,
인지 후 대응 시나리오 제공

③ 시스템 → 운영자 : 요청정보 제공

③ 운영자 → 시스템 : 시나리오 대안 설
정 및 대응 시스템 운영

① 시스템 :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상황 정
보와 외부교통정보센터로부터 시외교
통수단의 운행정보 수신
서비스 수준을 GIS Map과 연동

긴급 상황 검지
③ 시스템 : 상황대응 의사결정 지원 알고

③ 시스템 → 운영자 : 대중교통정보 시스

리즘으로 긴급 상황을 분석, 인지 후

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화면에 통합

운영자에게 대응 시나리오 대안을 제시

적으로 제공
흐름

련 시스템 모니터링
② 시스템 : 대중교통 시스템 내 발생한

② 시스템 : 관할지역 내 수단별 대중교통

세부

① 시스템 : 관할지역 내 대중교통 운영관

④ 상황대응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 : 실

- 운영지원정보 : 수단별 대중교통 운행

시간 내․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 상

현황 정보, 외부 긴급 상황 정보, 수단

황을 감지하고 관할지역 운영상황에 기

별 대중교통의 서비스 수준 등
④ 운영자 → 시스템 : 특정 지역 또는 수
단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 요청

반한 대응 절차 및 관련정보를 도출
⑤ 운영자 → 시스템 : 대응방안 지원정보
를 기반으로 시스템에 대응을 지시

- 특정요청정보 : 도로 혼잡지역, 대중교

⑥ 운영자의 대응조치는 통합운영시스템에

통 수요 밀집지역, 주차장 운영현황,

전송되어 이용자들에게 긴급 상황에 따

긴급 상황 발생지역 정보 등

른 대응 정보로 제공

⑤ 시스템 → 운영자 : 요청정보 제공
종료조건
기타요구사항

대중교통 운영시스템에서 요청한 정보 수

긴급상황 발생 지역 또는 대중교통 수단

신 시 종료

관리자의 상황 종료 공지
-

-

- 52 -

제3장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

라. Activity Diagram 작성
1)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이용자 Activity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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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운영자/관리자 Activity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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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요구기능 도출
ㅇ 이용자 및 운영자/관리자 측면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서비스에서 필요한 요구기능을 도출하고, 유스케이스 분석을 통하여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진행함
ㅇ 도출된 요구기능은 [표 3-8]과 같이 실시간 위치 정보 검색 및 수집 기능과 여행
경로 정보, 대중교통 수단의 최적 연계 및 환승정보, 모바일 정보 등의 기능으로
나타남
ㅇ 도출된 요구기능을 기반으로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를 위한 단위서비스
및 서브시스템, 이를 위한 아키텍처 수립 및 정보교환 표준 도출에 활용됨
ㅇ 실시간 이용자 위치 검색 및 수집 기능, 실시간 예상소요시간 및 운임정보제공 기능,
모바일 기반의 정보제공 기능, 수단별 실시간 운행정보 수집 및 제공 기능은 기존의 대
중교통 연계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못하던 신규 기능으로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ㅇ 다수단 간 여행경로 생성 및 제공 기능, 수단별 외부교통정보센터와 연계 기능은
기존의 시스템에서도 유사한 기능으로 지원하고 있었으나,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
가 원활하지 않고 각 수단의 대중교통 운영정보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정 및 보완하는 기능이 필요함
[표 3-8]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요구사항 및 요구기능
구분

요구사항

요구기능

- 이용자 위치에 따른 대중교통 접근정보
- 장거리 여행정보 제공
- 대중교통 수단의 실시간 출․도착 정보
이용자

-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 이용정보

○ 실시간 이용자 위치 검색 및 수집 기능

- 수단별 소요시간 및 이용정보
- 실시간 연계 및 환승정보
- 모바일 정보제공시스템

➡

○ 수단별 실시간 운행정보 수집 및 제공 기능
○ 다수단 간 여행경로 생성 및 제공 기능
○ 실시간 예상소요시간 및 운임정보 제공기능

- 실시간 위치검색 기능

○ 모바일 기반의 정보제공 기능

- 여행경로 정보 수집
운영자/

- 여행경로 정보 표출

관리자

- 외부교통정보센터와 정보 연계

○ 수단별 외부교통정보센터와 연계 기능

- 연계환승정보 표출
- 최적연계환승경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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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구성요소 및
정보연계 분석

1.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개념 정립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는 여행자가 언제, 어디서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
지 이동하는 최적 대중교통수단 및 연계환승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음
ㅇ 서비스 구성 체계는 교통수단, 교통시설, 이용자 크게 3개로 구성될 수 있으며, 3
개의 구성요소가 실시간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Nomadic Device
를 소지한 대중교통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중교통 운영기관과 환승시설 운영기관
에서 수집된 대중교통 정보를 제공받아 언제, 어디서나 원활한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59 -

2.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서브시스템 정의
ㅇ 이용자 및 관리자 측면의 서비스 요구사항에 따른 주요 요구기능을 도출하고, 요구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단위서비스 및 서브시스템을 도출함
[표 4-1] 요구기능에 따른 단위서비스 및 서브시스템 도출
요구 기능
-

실시간
수단별
다수단
실시간
모바일
수단별

단위서비스 도출

서브시스템

이용자 위치 검색 및 수집 기능
실시간 운행정보 수집 및 제공 기능 ○ 환승정보연계 서비스
○ 환승정보연계 서브시스템
간 여행경로 생성 및 제공 기능
○ 이용자경로정보수집 서비스 ○ 이용자경로정보 서브시스템
예상소요시간 및 운임정보 제공 기능
○ 연계환승정보안내 서비스
○ 연계환승정보안내 서브시스템
기반의 정보제공 기능
외부교통정보센터와 연계 기능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의 서브시스템은 환승정보연계 서브시스템, 이용
자경로정보수집 서브시스템, 연계환승정보안내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됨
- 환승정보연계 서브시스템 : 외부교통정보센터의 교통수단별 정보를 연계하여 환
승정보연계 단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브시스템으로서 수단별 실시간 운행정보
수집 기능, 수단별 외부교통정보센터와 연계기능으로 구성됨
- 이용자경로정보수집 서브시스템 : 이용자의 Nomadic Device (ND)에서 요청 및 입
력된 이용자의 개별적인 경로정보와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으로 구성됨
- 연계환승정보안내 서브시스템 : 외부교통정보센터에서 연계한 교통수단별 정보
와 이용자의 경로정보 및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연계환승경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서브시스템으로 수단별 실시간 운행정보 제공 기능, 다수단 간 여
행경로 생성 및 제공 기능, 실시간 예상소요시간 및 운임정보 제공 기능, 모바
일 기반의 정보제공 기능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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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구성요소 및 자료흐름 분석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의 구성요소는 크게 대중교통 운영기관 및 환승
시설 운영기관, 대중교통 이용자,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제공시스템으로 크게
구분되어질 수 있으며, 각 구성요소 상호간의 정보교환이 표준화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따라서 각 구성요소 간의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통하여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구성요소의 기능과 기능에 따른 세부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ㅇ 각 기능의 세부내용에 따른 자료흐름을 살펴보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흐름도, 기능명세서, 자료흐름 명세서를 작성하고자 함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시스템은 [그림 4-3]과 같은 자료흐름에 따라 서브시스
템과 구성요소 간의 정보연계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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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승정보연계 서브시스템
ㅇ 환승정보연계 서브시스템은 대중교통 운영기관, 환승시설 운영기관에 받은 정보를
수집 및 정리하여 연계환승정보안내 서브시스템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는 서브
시스템으로 표현할 수 있음

ㅇ 환승정보연계 서브시스템의 자료흐름도에 따라 연계환승정보안내 서브시스템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기능을 도출하고, 기능에 대한 세부내용의 기술 및 자료
명세서를 작성함
ㅇ 환승정보연계 서브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기능은 외부교통정보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수단 및 시설별 대중교통 운행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기능의
세부내용은 [표 4-2]와 같이 나타남
[표 4-2] 기능명세서
- 외부교통정보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수단 및 시설별 대중교
○ 수단 및 시설별 대중교통 운행정보 수집 및 제공 기능

통 및 환승시설 운영정보를 수집하고 연계환승정보안내 서
브시스템에 제공하는 기능

[표 4-3] 자료명세서
기능

기능

대중교통 정보 수집

대중교통 정보 제공

세부자료
시간, 차량번호, 차량속성, 차량위치, 운행업체 및 기관, 승
차정원, 좌석, 출·도착시간, 정류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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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용자경로정보수집 서브시스템
ㅇ 이용자경로정보수집 서브시스템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위치, 출발지, 도착지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환승정보안내 서브시스템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는 서브
시스템으로 표현할 수 있음

ㅇ 이용자경로정보수집 서브시스템의 자료흐름도에 따라 연계환승정보안내 서브시스
템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기능을 도출하고, 기능에 대한 세부내용의 기술 및
자료명세서를 작성함
ㅇ 이용자경로정보수집 서브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기능은 실시간 이용자 위치 검색 및
수집 기능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를 생성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른 기능의 세부내용은 [표 4-4]와 같이 나타남
[표 4-4] 기능명세서

[표 4-5] 자료명세서
기능

기능

이용자 정보 수집

이용자 정보 제공

세부자료
이용시간, 이용자위치, 이용자정보, 이용자 출·도착지, 이용
자스케줄, 이용자탑승여부, 이용자환승여부,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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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계환승정보안내 서브시스템
ㅇ 연계환승정보안내 서브시스템은 환승정보연계 서브시스템과 이용자경로정보수집
서브시스템에서 수집·처리된 정보를 가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자, 대중교통 운영기
관, 환승시설 운영기관으로 정보제공을 하는 서브시스템으로 표현할 수 있음

ㅇ 연계환승정보안내 서브시스템의 자료흐름도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 대중교통 운
영기관, 환승시설 운영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도출하고, 세부내용
의 기술 및 자료명세서를 작성함
ㅇ 연계환승정보안내 서브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기능은 수단별 실시간 운행정보 수집
및 제공 기능, 다수단 간 여행경로 생성 및 제공기능, 실시간 예상 소요시간 및 운
임정보 기능, 모바일 기반의 정보제공 기능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기능의 세부내
용은 [표 4-6]과 같이 나타남

- 64 -

제4장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구성 및 분석
[표 4-6] 기능명세서

○ 다수단 간 여행경로 생성 및 제공 기능

○ 실시간 예상소요시간 및 운임정보 기능

-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최종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여행
경로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
- 실시간 이용자 및 교통수단의 위치를 기반으로 도착지 및 환승시
설까지의 예상도착시간을 제공하고 각 수단의 운임정보를 제공
- 이용자의 모바일기기에 정보를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시스템이 이

○ 모바일 기반의 정보제공 기능

용자의 여행경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표 4-7] 자료명세서
기능

기능

세부자료
수단별 운행정보, 수단별 연계 및 환승 정보, 수단별

다수단 여행경로 생성

다수단 여행경로 제공

출·도착 시간, 수단별 실시간 위치, 전체 여행계획 및
경로 제공 등

실시간 소요시간 및

실시간 소요시간 및

각 수단별 실시간 도착예정시간, 수단별 소요시간, 수

운임정보 생성

운임정보 제공

모바일 기반 정보 생성

모바일 기반 정보 제공

단별 운임, 전체 운임 등
시간, 위치, 차량, 노선, 출·도착시간, 탑승, 환승, 잔여
석, 운임, 긴급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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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정보연계 분석
ㅇ 대중교통정보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한 각 시스템 아키텍처를 개발하
고 각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필요기능, 기능사이의 정보흐름 정의 작업을 수행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시스템 아키텍처는 각 기능을 정의한 후 시스템의 구성요
소로 할당하여 표현하고, 이를 구성요소 간 정보교환 체계에 따라 정보의 흐름을 표
현하며, 이러한 작업의 내용은 정보흐름 간 구성도, 정보흐름 정의로 표현할 수 있음
ㅇ 앞에서 살펴본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시스템의 자료흐름 분석에 따라 [그림
4-7]과 같이 정보연계 구성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정보흐름 내용을 분
석하고, 서브시스템의 정보흐름을 나타냄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시스템 서브시스템 간 정보흐름 분석을 통하여 어떤 정
보를 교환하는지를 분석하고, 시스템 간의 세부 정보내용을 도출하고 정의하는 작
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보교환 표준안 도출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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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중교통 이용자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제공시스템
ㅇ 대중교통 이용자와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제공시스템 사이의 정보의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림에서 제시된 정보 흐름의 구성에 따라 정
보의 내용을 정의하고 세부정보 내용을 도출함

ㅇ 대중교통 이용자와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제공시스템 사이의 정보 흐름에 따
라 필요한 정보 형식을 도출하고, 세부정보 내용을 [표 4-8]과 같이 나타냄
[표 4-8] 대중교통 이용자와 연계 및 환승정보시스템 간 세부정보 내용
구분

대중교통 이용자 ↔

정보명

세부정보 내용

위치정보

• 수단ID, 차량ID, 이용자ID, 이용자 위치, 노선ID, 시설ID, 막차정보,
막차의 최종 도착시설ID, 이벤트정보(메시지발생시각, 이벤트정보
수집노드(zone/구역)ID, 노드진입·진출시각, 노드통행시간), 정주기
정보(차량위치정보(GPS), 위치정보수집시각, 정보수집주기)

긴급상황정보

• 수단ID, 차량ID, 시설ID, 노선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
역)ID, 차량위치정보(GPS), 발생위치(도로명칭, 관련교차로, 돌발
상황발생위치설명), 돌발상황발생시각, 돌발상황부연설명, 돌발상
황유형, 돌발상황유형부연설명, 돌발상황긴급정도, 돌발상황긴급
정도 부연설명

탑승정보

• 이용자ID, 수단ID, 차량ID, 시설ID, 출발/도착지정보, 탑승확인정
보, 탑승가능여부, 탑승시간, 탑승불가사유, 총좌석정보, 남은좌석
정보

환승정보

• 이용자ID, 수단ID, 차량ID, 시설ID, 환승스케줄정보(경로, 수단, 시
간, 장소, 운임), 환승가능여부, 환승소요시간, 환승불가부연설명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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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중교통 운영기관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제공시스템
ㅇ 대중교통 운영기관과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제공시스템 사이의 정보의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림에서 제시된 정보 흐름의 구성에 따라 정
보의 내용을 정의하고, 세부정보 내용을 도출함

ㅇ 대중교통 운영기관과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제공시스템 사이의 정보 흐름에
따라 필요한 정보 형식을 도출하고, 세부정보 내용을 [표 4-9]와 같이 나타냄
[표 4-9] 대중교통 운영기관과 연계 및 환승정보시스템 간 세부정보 내용
구분

정보명

세부정보 내용

위치정보

• 수단ID, 차량ID, 노선ID, 시설ID, 막차정보, 막차의 최종 도착시설ID,
이벤트정보(메시지발생시각,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구역)ID, 노드
진입·진출시각, 노드통행시간), 정주기정보(차량위치정보(GPS), 위치
정보수집시각, 정보수집주기)

탑승정보

• 이용자ID, 수단ID, 차량ID, 시설ID, 출발/도착지정보, 탑승확인정보,
탑승가능여부, 탑승시간, 탑승불가사유, 총좌석정보, 남은좌석정보

도착예정정보

• 시설ID, 노선ID, 수단ID, 차량ID, 도착예정시간(출발시설ID 및 진출․진
입시각, 통과시간), 평균통행속도, 막차정보, 운행지연시간

대중교통 운영기관 ↔
대중교통 연계 및
운행계획정보
환승정보시스템

• 노선기본정보(노선ID, 노선명칭, 노선거리, 기․종점시설ID), 노선부가
정보, 노선운행정보(첫차․막차 출발시각, 첨두/비첨두 배차간격), 차
량운행회수, 운행계획정보 갱신시각․갱신내용, 운임정보(운행등급, 이
용요금)

운행지시정보

• 수단ID, 차량ID, 다음정차시설ID, 차간거리조정, 운행지시정보

운행관리정보

• 수단ID, 차량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차량위치정보
(GPS), 운행상태정보, 무단결행노선ID, 무단결행발생대수, 노선ID, 노
선명칭

긴급상황정보

• 수단ID, 차량ID, 시설ID, 노선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차량위치정보(GPS), 발생위치(도로명칭, 관련교차로, 돌발상황발생위
치설명), 돌발상황발생시각, 돌발상황부연설명, 돌발상황유형, 돌발상
황유형부연설명, 돌발상황긴급정도, 돌발상황긴급정도 부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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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승시설 운영기관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제공시스템
ㅇ 환승시설 운영기관과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제공시스템 사이의 정보의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림에서 제시된 정보 흐름의 구성에 따라 정
보의 내용을 정의하고, 세부정보 내용을 도출함

ㅇ 환승시설 운영기관과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제공시스템 사이의 정보 흐름에
따라 필요한 정보 형식을 도출하고, 세부정보 내용을 [표 4-10]과 같이 나타냄
[표 4-10] 환승시설 운영기관과 연계 및 환승정보시스템 간 세부정보 내용
구분

정보명
•
위치정보

탑승정보
환승정보

•
•

•
환승시설 운영기관 ↔ 도착예정정보
대중교통 연계 및
•
환승정보시스템
운행계획정보
운행지시정보 •
•
운행관리정보
•
긴급상황정보

세부정보 내용
수단ID, 차량ID, 노선ID, 시설ID, 막차정보, 막차의 최종 도착시설ID,
이벤트정보(메시지발생시각,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구역)ID, 노드진
입·진출시각, 노드통행시간), 정주기정보(차량위치정보(GPS), 위치정보
수집시각, 정보수집주기)
이용자ID, 수단ID, 차량ID, 시설ID, 출발/도착지정보, 탑승확인정보, 탑
승가능여부, 탑승시간, 탑승불가사유, 총좌석정보, 남은좌석정보
이용자ID, 수단ID, 차량ID, 시설ID, 환승스케줄정보(경로, 수단, 시간,
장소, 운임), 환승가능여부, 환승소요시간, 환승불가부연설명
시설ID, 노선ID, 수단ID, 차량ID, 도착예정시간(출발시설ID 및 진출․진
입시각, 통과시간), 평균통행속도, 막차정보, 운행지연시간
노선기본정보(노선ID, 노선명칭, 노선거리, 기․종점시설ID), 노선부가정
보, 노선운행정보(첫차․막차 출발시각, 첨두/비첨두 배차간격), 차량운
행회수, 운행계획정보 갱신시각․갱신내용, 운임정보(운행등급, 이용요금)
수단ID, 차량ID, 다음정차시설ID, 차간거리조정, 운행지시정보
수단ID, 차량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차량위치정보(GPS),
운행상태정보, 무단결행노선ID, 무단결행발생대수, 노선ID, 노선명칭
수단ID, 차량ID, 시설ID, 노선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차량위치정보(GPS), 발생위치(도로명칭, 관련교차로, 돌발상황발생위
치설명), 돌발상황발생시각, 돌발상황부연설명, 돌발상황유형, 돌발상
황유형부연설명, 돌발상황긴급정도, 돌발상황긴급정도 부연설명

- 69 -

라.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정보항목 도출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운영자/관리자 요구사항 및 유스
케이스 분석과 Activity Diagram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상황흐름 및 정
보제공 내용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한 정보연계 및 아키텍처를 도출함
ㅇ 도출된 정보연계 및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를 위
하여 필요한 정보목록을 아래와 같이 도출함
가) 위치 정보
ㅇ 이용자 또는 교통수단의 실시간 위치 추적 및 이를 이용한 실시간 경로 정보 제공
을 위해서는 각 시스템 구성요소의 측위정보가 필요함
ㅇ 위치정보는 이용자 및 각 대중교통수단의 위치, 수단의 노드 진출입 시간, 위치정
보 수집 시간, 정보수집 주기, 이벤트 발생 시 발생시각과 위치 등의 정보를 포함
하고 있으며, 수집된 위치정보는 운행지시정보, 도착예정정보, 환승정보, 탑승정보,
긴급상황정보의 생성 및 제공 시 필요함
나) 도착 예정 정보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실시간 대중교통
이용 및 환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탑승 수단의 도착예정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함
ㅇ 대중교통 수단이 출발한 교통시설의 ID와 출·도착시간, 도착예정시간, 평균통행속
도, 막차정보, 차량이 실제로 운행시각표에 맞게 출발했는지 나타내는 운행지연시
간 정보가 포함됨
다) 운행 계획 정보
ㅇ 이용자가 수신하는 최적 대중교통 이용정보는 탑승할 각 교통수단의 노선기본정보와
노선운행정보, 운행횟수, 운임정보 등으로 구성되는 운행계획정보는 이용자에게 제공
할 연계 및 환승경로 정보 생성 시 필수적인 정보로서 각 수단이 운행해야할 시공간
적인 계획정보를 나타냄
ㅇ 노선기본정보는 노선명칭, 노선거리, 기·종점시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노선운
행정보는 노선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인 운행시각표, 첨두/비첨두 시 배
차간격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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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운행 지시 정보
ㅇ 대중교통운영시스템에서는 특별수송기간과 같이 기존의 운행시각표에서 운행을 증
편해야할 경우, 대중교통 시스템 내 문제 발생 시에 수단의 운행을 조정 또는 통제
해야 할 경우에 운행지시정보를 이용하여 차간거리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운행편을
배차시킬 수 있음
ㅇ 운행지시정보는 수단ID, 차량ID, 다음정차시설ID, 차간거리조정, 운행지시정보 등으
로 구성됨
마) 운행 관리 정보
ㅇ 운행 관리 정보는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운영시스템에서 차량의 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차량위치정보, 운행상태 정보, 결행여부 및 결행노선,
결행차량대수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바) 긴급 상황 정보
ㅇ 교통사고, 의료사고, 도로보수(Work Zone)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긴급상황은 언제
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와 운영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긴급상
황은 신속히 각 수단의 운영센터와 이용자들에게 전파가 되어야 함
ㅇ 긴급상황정보는 발생위치, 발생시간, 상황설명, 상황유형, 상황의 긴급정도 등의 정
보가 포함되며, 수신자의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세부 정보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사) 탑승정보
ㅇ 탑승정보는 이용자가 통합운영시스템에서 제시한 이용경로로 수단을 이용하고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이용자 탑승여부, 각 수단별 탑승여부 정보뿐만 아
니라 환승해야하는 수단의 탑승가능여부, 탑승불가사유, 잔여석 정보도 포함됨
ㅇ 탑승확인정보는 이용자가 교통수단을 탑승하였을 때 이를 자동/수동으로 확인하여
이용자 위치정보가 아닌 수단의 운행정보 제공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하며, 탑승
가능여부 정보는 혼잡으로 인한 지체발생, 기상상태악화, 사고발생 등으로 여행계
획표대로 연계 및 환승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경로 재탐색을 하기 위해 필요함
아) 환승 정보
ㅇ 환승정보는 이용자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착 하는데 수단 간 환승이 필요한
경우 이과 관련된 정보를 나타내며, 환승경로, 이용수단, 환승시간, 환승시설, 운임
등의 정보로 구성되는 환승스케줄정보, 이용자가 환승 시에 환승이 가능한지에 대
한 정보인 환승가능여부정보, 환승에 소요되는 시간정보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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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를 위하여 도출된 정보항목과 세부 정보내용을
정리하면 [표 4-11]과 같음
[표 4-11]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정보항목 및 세부 정보내용
정보항목

세부 정보내용
수단ID, 차량ID, 이용자ID, 이용자 위치, 노선ID, 시설ID, 막차정보, 막차의 최종 도착시설ID, 이

위치정보

벤트정보-메시지발생시각,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구역)ID, 노드진입·진출시각, 노드통행시간,
정주기정보 - 차량위치정보(GPS), 위치정보수집시각, 정보수집주기

도착예정
정보

운행계획
정보

운행지시
정보
운행관리
정보

긴급상황
정보

탑승정보

환승정보

시설ID, 노선ID, 수단ID, 차량ID, 도착예정시간(출발시설ID 및 진출․진입시각, 통과시간), 평균통
행속도, 막차정보, 운행지연시간
노선기본정보(노선ID, 노선명칭, 노선거리, 기․종점시설ID), 노선부가정보,

노선운행정보(첫차․막

차 출발시각, 첨두/비첨두 배차간격), 차량운행회수, 운행계획정보 갱신시각․갱신내용, 운임정보
(운행등급, 이용요금)

수단ID, 차량ID, 다음정차시설ID, 차간거리조정, 운행지시정보

수단ID, 차량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차량위치정보(GPS), 운행상태정보, 무단결행
노선ID, 무단결행발생대수, 노선ID, 노선명칭
수단ID, 차량ID, 시설ID, 노선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차량위치정보(GPS), 발생위
치(도로명칭, 관련교차로, 돌발상황발생위치설명), 돌발상황발생시각, 돌발상황부연설명, 돌발상
황유형, 돌발상황유형부연설명, 돌발상황긴급정도, 돌발상황긴급정도 부연설명
이용자ID, 수단ID, 차량ID, 시설ID, 출발/도착지정보, 탑승확인정보, 탑승가능여부, 탑승시간, 탑
승불가사유, 총좌석정보, 남은좌석정보
이용자ID, 수단ID, 차량ID, 시설ID, 환승스케줄정보(경로, 수단, 시간, 장소, 운임), 환승가능여부,
환승소요시간, 환승불가부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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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존 대중교통 정보서비스의 표준과의 차이점
ㅇ 새롭게 도출된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시스템의 표준(안)과 기존 추진된 대중
교통 정보서비스의 표준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대상수단 : 기존의 표준에는 고속버스, 항공, 철도, 시내버스 정보로만 제한되어
있었지만, 시외버스 및 해운의 운행정보를 연계하여 모든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 경로 정보 제공 시에 반영하여 표준(안)에 포함시켰음
- 정보제공 주체 : 기존의 표준에는 각 수단별 대중교통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정
보만을 수집하여 제공하였으나, 이용자의 실시간 정보와 복합환승시설운영기관
의 수단별 운행과 관련된 정보들도 수집하여 경로 정보 생성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서비스의 표준(안)에 포함시켰음
- 이용자 위치정보 : 기존의 표준에는 고정된 POI 기반으로 이용자 위치를 추정하
였으나, 이용자의 실제 측위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수단의 탑
승 및 환승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안)에 포함시킴
- 환승정보 : 기존의 표준에는 수단별 운행시각표를 기준으로 환승위치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시간으로 이용자 및 수단별 출발/도착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상황에 맞게 환승정보를 제공하도록 표준(안)에 포함됨
· 환승스케쥴정보 : 기존의 표준에는 이용자가 이동 중에 특별한 경로 재탐색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고정된 여행스케쥴에 따라 이동하지만, 실시간 이용자 및 수단정보의 수집이 가능하게
되면 동적으로 상황에 맞는 경로 정보 제공이 가능함.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환
승경로, 탑승수단, 탑승 및 환승시간, 환승장소, 환승을 통한 교통수단 이용운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탑승정보 : 기존의 표준에는 이용자가 출발 및 도착지를 입력하고 수신된 경로
정보만으로 이동하고 이동 중 탑승확인에 대한 정보는 없었으나, 이용자 및 수
단의 위치기반으로 실시간 경로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수단을 탑승하였는지
또는 탑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과정이 필요하므로 탑승정보를 표준(안)에
포함시킴
[표 4-12] 기존 표준과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표준(안)과의 주요 차이점
구분

기존 표준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표준(안)

대상 수단

고속버스, 시내버스, 항공, 철도

고속버스, 시내버스, 항공, 철도, 시외버스, 해운

정보제공 주체

수단별 대중교통 운영기관

수단별 대중교통 운영기관, 이용자, 환승시설 운영기관

이용자 위치정보

POI 기반 (고정)

실시간 위치 기반

환승정보

고정식 시각표 기준

실시간 운행정보 기반 동적 스케쥴 정보 제공

탑승정보

고려하지 않음

실시간 탑승 확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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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 도출 및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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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표준안
도출 및 추진방안

1.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표준화 기본방향
ㅇ 기존의 대중교통 정보제공서비스 및 시스템은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정보 수집을
통한 제공에만 국한되어 있어 이용자의 위치에 따른 맞춤형 정보제공이나 실시간
정보제공이 어려움
ㅇ 현재 TAGO와 같은 대중교통 정보제공시스템은 각 기관별로 수집된 정보의 형식이
나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다시 가공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변환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다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음
ㅇ 또한 각 수단별 위치정보, 출·도착정보, 소요시간정보 등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렵
거나 부정확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수준에 맞는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제공에
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는 각 운영기관에서 연계하여 수집된 정보와 이
용자의 정보를 융합하여 실시간 맞춤형 대중교통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서는 정보형식과 내용을 통일하여 효율적인 정보교환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ㅇ 이를 위해서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의 표준화 방안의 기본방향을 안전
성, 호환성, 확장성, 실시간성, 보안성을 고려하여 표준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가. 안정성
ㅇ 통일된 정보교환 형식 및 내용으로 데이터 오류 최소화
ㅇ 표준화된 데이터의 사용으로 정보의 신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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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환성 및 확장성
ㅇ 향후 다양한 대중교통 정보서비스 제공 및 연계가 가능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구축이 용이
ㅇ 대중교통 정보 간 연산 및 조합을 통한 새로운 정보생성 및 산출이 용이

다. 실시간성
ㅇ 실시간으로 자료수집 및 활용이 가능한 정보를 표준화 대상에 포함시켜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여행자에게 최적의 정보제공을 고려

라. 보안성
ㅇ 표준화된 정보교환 형식 및 내용만을 사용하여 정의되지 않은 데이터 사용을 원천
적으로 차단 및 불필요한 데이터 사용량 감소
ㅇ 대중교통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정의된 데이터만을 수집하여 운영기관 정보 및 개
인정보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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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정보교환 표준(안) 도출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의 목적, 적용범위, 정보연계도, 정보항목 및 세부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교환에 필요한 표준
안을 도출함

가. 목적
◦ 여행자에게 교통수단, 환승시설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정보교환 표준
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적용범위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범위는 대중
교통 이용자, 대중교통 운영기관, 환승시설 운영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
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함

다. 정보연계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는 수집방식 및 가공주체가 상이하지만 표준화된 대중
교통정보의 연계/통합을 위하여 상호 호환되도록 아래와 같이 연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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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목분류 및 입력기준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의 정보교환 표준을 위한 정보항목, 세부 정보내
용, 정보교환 주기를 [표 5-1]과 같이 정의함
[표 5-1]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정보교환 표준(안) 정의
정보항목

세부 정보내용

교환주기

수단ID, 차량ID, 이용자ID, 이용자 위치, 노선ID, 시설ID, 막차정보, 막차의
위치정보

최종 도착시설ID, 이벤트정보(메시지발생시각,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구
역)ID, 노드진입·진출시각, 노드통행시간), 정주기정보(차량위치정보, 위치정

실시간

보수집시각, 정보수집주기)

도착예정정보

시설ID, 노선ID, 수단ID, 차량ID, 도착예정시간(출발시설ID 및 진출․진입시각,
통과시간), 평균통행속도, 막차정보, 운행지연시간

실시간

노선기본정보(노선ID, 노선명칭, 노선거리, 기․종점시설ID), 노선부가정보,
운행계획정보

노선운행정보(첫차․막차 출발시각, 첨두/비첨두 배차간격), 차량운행회수, 운

변경시

행계획정보 갱신시각․갱신내용, 운임정보(운행등급, 이용요금)

운행지시정보

운행관리정보

수단ID, 차량ID, 다음정차시설ID, 차간거리조정, 운행지시정보

수단ID, 차량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차량위치정보, 운행상태
정보, 무단결행노선ID, 무단결행발생대수, 노선ID, 노선명칭

필요시

필요시

수단ID, 차량ID, 시설ID, 노선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차량위
긴급상황정보

치정보, 발생위치(도로명칭, 관련교차로, 돌발상황발생위치설명), 돌발상황발
생시각, 돌발상황부연설명, 돌발상황유형, 돌발상황유형부연설명, 돌발상황긴

발생시

급정도, 돌발상황긴급정도 부연설명

탑승정보

환승정보

이용자ID, 수단ID, 차량ID, 시설ID, 출발/도착지정보, 탑승확인정보, 탑승가능
여부, 탑승시간, 탑승불가사유, 총좌석정보, 남은좌석정보

이용자ID, 수단ID, 차량ID, 시설ID, 환승스케줄정보(경로, 수단, 시간, 장소,
운임), 환승가능여부, 환승소요시간, 환승불가부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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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정보
◦ 자동위치측정기술(Automatic Locationing System) 중의 하나인 GPS를 이용한 위
도/경도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 및 대중교통수단, 교통시설의 위치정보를 제공
[표 5-2] 위치정보
정보명

위치정보

아키텍처상 정보명

위치정보
수단ID, 차량ID, 이용자ID, 이용자 위치, 노선ID, 시설ID, 막차정보,

정보세항목

막차의 최종 도착시설ID, 이벤트정보-메시지발생시각,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구역)ID,
노드진입·진출시각, 노드통행시간, 정주기정보 - 차량위치정보(GPS),
위치정보수집시각, 정보수집주기

설명

이용자 및 수단의 실시간 위치정보로서 이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이용경로 정보를 생성하고
시설의 위치정보와 연계하여 환승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

정보생성주체

대중교통 운영기관, 환승시설 운영기관, 이용자

2) 도착예정정보
◦ 실시간 연계 및 환승정보 제공 시 탑승 및 환승가능여부 정보 생성을 위해 이용자
및 각 수단들의 도착예정시간과 실제 도착시간을 수집함
[표 5-3] 도착예정정보
정보명

도착예정정보

아키텍처상 정보명

도착예정정보
시설ID, 노선ID, 수단ID, 차량ID,

정보세항목

도착예정시간(출발시설ID 및 진출․진입시각, 통과시간), 평균통행속도,
막차정보, 운행지연시간

설명
정보생성주체

이용자 및 수단별로 터미널 및 각 정류장/역에 도착예정시간과 평균통행속도, 막차정보,
실제 출발한 시간에 대한 정보
대중교통 운영기관, 환승시설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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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행계획정보
◦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하는 시간과 경로, 경유지에 대한 노선정보이며, 이용자에게
제공할 이동경로 및 환승경로 정보 생성에 활용
[표 5-4] 운행계획정보
정보명

운행계획정보

아키텍처상 정보명

운행계획정보
노선기본정보(노선ID, 노선명칭, 노선거리, 기․종점시설ID), 노선부가정보,

정보세항목

노선운행정보(첫차․막차 출발시각, 첨두/비첨두 배차간격), 차량운행회수, 운행계획정보
갱신시각․갱신내용, 운임정보(운행등급, 이용요금)
노선의 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동 정보를 미리 입력하여 운행지시 및

설명

조정과 협력, 이용자 여행스케줄에 활용
대중교통 운영기관, 환승시설 운영기관

정보생성주체

4) 운행지시정보
◦ 돌발상황 또는 특송기간과 같은 특별한 상황 발생 시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계획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표 5-5] 운행계획정보
정보명

운행지시정보

아키텍처상 정보명

운행조정정보

정보세항목

수단ID, 차량ID, 다음정차시설ID, 차간거리조정, 운행지시정보

설명

긴급상황 정보에 따라 또는 운행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보완․조정하는 운행 지시정보

정보생성주체

대중교통 운영기관, 환승시설 운영기관

5) 운행관리정보
◦ 이용자 ID, 차량ID, 시설 ID 등의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내 정보 송수신 주체들의
고유ID 정보와 무단결행노선 및 결행대수 등의 운행상태를 나타내는 정보
[표 5-6] 운행관리정보
정보명

운행관리정보

아키텍처상 정보명

운행상태정보

정보세항목

수단ID, 차량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차량위치정보(GPS), 운행상태정보,
무단결행노선ID, 무단결행발생대수, 노선ID, 노선명칭

설명

시스템 내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구성요소들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이며, 구성요소들의
ID와 세부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음

정보생성주체

대중교통 운영기관, 환승시설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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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긴급상황정보
◦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중교통운영시스템 내 각 구성요소에게 긴급 상황에 대한 정
보를 전파하여 운영전략에 반영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보
[표 5-7] 긴급상황정보
정보명

긴급상황정보

아키텍처상 정보명

돌발상황보완정보
수단ID, 차량ID, 시설ID, 노선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차량위치정보(GPS),
발생위치(도로명칭, 관련교차로, 돌발상황발생위치설명), 돌발상황발생시각,
돌발상황부연설명, 돌발상황유형, 돌발상황유형부연설명, 돌발상황긴급정도 및 부연설명

정보세항목
설명
정보생성주체

운행 중인 대중교통에 발생하는 돌발상황 정보
대중교통 운영기관, 환승시설 운영기관

8) 탑승정보
◦ 이용자가 이용수단을 탑승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시스템에서 이용자에게
연계 및 환승 경로 정보 제공할 시점을 판단하고 탑승가능여부, 탑승하고 있는 시
간에 대한 정보와 이용자의 출발/도착지 정보, 잔여좌석 정보를 포함함
[표 5-8] 탑승정보
정보명

탑승정보

아키텍처상 정보명

탑승정보
이용자ID, 수단ID, 차량ID, 시설ID, 출발/도착지정보, 탑승확인정보, 탑승가능여부, 탑승시간,
탑승불가사유, 총좌석정보, 남은좌석정보
대중교통 이용자가 수단을 탑승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탑승 전에 탑승가능여부와

정보세항목
설명
정보생성주체

탑승시간에 대한 정보를 나타냄
이용자, 대중교통 운영기관

9) 환승정보
◦ 대중교통 수단 간에 환승경로, 이용수단, 환승시점, 환승가능여부, 환승소요시간,
운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도로 및 교통여건에 따라 환승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경로 재탐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교통정보임
[표 5-9] 환승정보
정보명

환승정보

아키텍처상 정보명

환승정보
이용자ID, 수단ID, 차량ID, 시설ID, 환승스케줄정보(경로, 수단, 시간, 장소, 운임),
환승가능여부, 환승소요시간, 환승불가부연설명
대중교통 최적 이용 경로 상의 수단 간 환승을 해야 할 경우 수단간 환승 시 환승방법,

정보세항목
설명
정보생성주체

소요시간, 가능여부에 대한 정보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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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중교통 이용자 정보교환 항목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자와의 정보교환 내용은
[표 5-10]과 같음
[표 5-10] 대중교통 이용자 정보교환 항목
정보교환형식
구분

위치정보

긴급상황정보

탑승정보

정보항목

방식

주기

이용자 위치

• 실시간 이용자 현재 위치정보,, 위치정보수집시
각,정보수집주기

단방향

실시간

상황발생 정보

• 수단ID, 차량ID, 시설ID, 노선ID, 이벤트정보수
집노드(zone, 구역)ID, 차량위치정보(GPS), 발
생위치(도로명칭, 관련교차로, 돌발상황발생위
치설명), 돌발상황발생시각, 돌발상황부연설명,
돌발상황유형, 돌발상황유형부연설명, 돌발상
황긴급정도, 돌발상황긴급정도 부연설명

양방향

발생시

• 이용자ID, 수단ID, 차량ID, 시설ID, 출발/도착지
정보, 탑승확인정보, 탑승가능여부, 탑승시간,
탑승불가사유, 총좌석정보, 남은좌석정보

양방향

요청시

• 이용자ID, 수단ID, 차량ID, 시설ID, 환승스케줄
정보(경로, 수단, 시간, 장소, 운임), 환승가능
여부, 환승소요시간, 환승불가부연설명

양방향

요청시

이용자
탑승정보

이용자
환승정보

정보세항목

환승스케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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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중교통 운영기관 정보교환 항목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를 위한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시내버스와 관련된
정보교환 내용은 [표 5-11]과 같음

[표 5-11] 시내버스 관련 정보교환 항목
구분

위치정보

도착예정정보

운행계획정보

운행지시정보

운행관리정보

긴급상황정보

정보항목

정보세항목

정보교환
주기

시내버스 위치

• 버스ID, 차량ID, 노선ID, 시설ID, 막차정보, 막차의 최종 도
착시설ID, 이벤트정보 (메시지발생시각, 이벤트정보수집노드
(zone/구역)ID, 노드진입·진출시각, 노드통행시간), 정주기정
보 (차량위치정보(GPS), 위치정보수집시각, 정보수집주기)

실시간

• 정류장ID, 노선ID, 버스ID, 차량ID, 도착예정시간(출발시설
ID 및 진출․진입시각, 통과시간), 평균통행속도, 막차정보,
운행지연시간

실시간

• 노선기본정보(노선ID, 노선명칭, 노선거리, 기․종점정류장
ID), 노선부가정보, 노선운행정보(첫차․막차 출발시각, 첨
두/비첨두 배차간격), 차량운행회수, 운행계획정보 갱신시
각․갱신내용, 운임정보(운행등급, 이용요금)

변경시

• 버스ID, 차량ID, 다음정차정류장ID, 차간거리조정, 운행지시정보

필요시

• 버스ID, 차량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차량
위치정보(GPS), 운행상태정보, 무단결행노선ID, 무단결행
발생대수, 노선ID, 노선명칭

필요시

• 버스ID, 차량ID, 정류장ID, 노선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
(zone, 구역)ID, 차량위치정보(GPS), 발생위치(도로명칭,
관련교차로, 돌발상황발생위치설명), 돌발상황발생시각,
돌발상황부연설명, 돌발상황유형, 돌발상황유형부연설명,
돌발상황긴급정도, 돌발상황긴급정도 부연설명

발생시

시내버스 정류장
도착예정정보

시내버스
운행계획

시내버스
운행지시정보

시내버스
운행관리정보

시내버스
상황발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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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를 위한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시외/고속버스와 관
련된 정보교환 내용은 [표 5-12]와 같음

[표 5-12] 시외/고속버스 관련 정보교환 항목
구분

정보항목

정보세항목

정보교환
주기

위치정보

시외/고속버스
위치

• 버스ID, 차량ID, 노선ID, 시설ID, 막차정보, 막차의 최종 도
착시설ID, 이벤트정보 (메시지발생시각, 이벤트정보수집노드
(zone/구역)ID, 노드진입·진출시각, 노드통행시간), 정주기정보
(차량위치정보(GPS), 위치정보수집시각, 정보수집주기)

실시간

도착예정정보

시외/고속버스
정류장
도착예정정보

• 시설ID, 노선ID, 버스ID, 차량ID, 도착예정시간(출발시설ID
및 진출․진입시각, 통과시간), 평균통행속도, 막차정보, 운행
지연시간

실시간

운행계획정보

시외/고속버스
운행계획

• 노선기본정보(노선ID, 노선명칭, 노선거리, 기․종점정류장
ID), 노선부가정보, 노선운행정보(첫차․막차 출발시각, 첨
두/비첨두 배차간격), 차량운행회수, 운행계획정보 갱신시
각․갱신내용, 운임정보(운행등급, 이용요금)

변경시

운행지시정보

시외/고속버스
운행지시정보

• 버스ID, 차량ID, 다음정차정류장ID, 차간거리조정, 운행지시정보

필요시

운행관리정보

시외/고속버스
운행관리정보

• 버스ID, 차량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차량위
치정보(GPS), 운행상태정보, 무단결행노선ID, 무단결행발생
대수, 노선ID, 노선명칭

필요시

시외/고속버스
상황발생 정보

• 버스ID, 차량ID, 시설ID, 노선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차량위치정보(GPS), 발생위치(도로명칭, 관련교차
로, 돌발상황발생위치설명), 돌발상황발생시각, 돌발상황부
연설명, 돌발상황유형, 돌발상황유형부연설명, 돌발상황긴급
정도, 돌발상황긴급정도 부연설명

발생시

긴급상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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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를 위한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KTX/열차와 관련
된 정보교환 내용은 [표 5-13]과 같음

[표 5-13] KTX/열차 관련 정보교환 항목
구분

위치정보

도착예정정보

운행계획정보

운행지시정보

운행관리정보

긴급상황정보

정보항목

정보세항목

정보교환
주기

KTX/열차 위치

• 수단ID, 열차ID, 노선ID, 역ID, 막차정보, 막차의 최종 도
착역ID, 이벤트정보 (메시지발생시각, 이벤트정보수집노드
(zone/구역)ID, 노드진입·진출시각, 노드통행시간), 정주기정
보 (열차위치정보, 위치정보수집시각, 정보수집주기)

실시간

• 역ID, 노선ID, 수단ID, 열차ID, 도착예정시간(출발역ID 및
진출․진입시각, 통과시간), 평균통행속도, 막차정보, 운행
지연시간

실시간

• 노선기본정보(노선ID, 노선명칭, 노선거리, 기․종점역ID),
노선부가정보, 노선운행정보(첫차․막차 출발시각, 배차간
격), 열차운행회수, 운행계획정보 갱신시각․갱신내용, 운
임정보(운행등급, 이용요금)

변경시

• 수단ID, 열차ID, 다음역ID, 열차간 거리조정, 운행지시정보

필요시

• 수단ID, 열차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열차
위치정보, 열차운행 상태정보, 무단결행노선ID, 무단결행
열차대수, 노선ID, 노선명칭

필요시

• 수단ID, 열차ID, 역ID, 노선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열차위치정보, 발생위치(관련교통시설 및 철도
역, 돌발상황발생위치설명), 돌발상황발생시각, 돌발상황
부연설명, 돌발상황유형, 돌발상황유형부연설명, 돌발상황
긴급정도, 돌발상황긴급정도 부연설명

발생시

KTX/열차
역 도착예정정보

KTX/열차
운행계획

KTX/열차
운행지시정보

KTX/열차
운행관리정보

KTX/열차
상황발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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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를 위한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지하철과 관련된
정보교환 내용은 [표 5-14]와 같음

[표 5-14] 지하철 관련 정보교환 항목
정보항목

정보세항목

정보교환
주기

위치정보

지하철 위치

• 수단ID, 지하철ID, 노선ID, 지하철역ID, 막차정보, 막차의
최종 도착역ID, 이벤트정보 (메시지발생시각, 이벤트정보수
집노드(zone/구역)ID, 노드진입·진출시각, 노드통행시간), 정
주기정보 (지하철위치정보, 위치정보수집시각, 정보수집주
기)

실시간

도착예정정보

지하철역
도착예정정보

• 지하철역ID, 노선ID, 수단ID, 지하철ID, 도착예정시간(출발
역ID 및 진출․진입시각, 통과시간), 평균통행속도, 막차정
보, 운행지연시간

실시간

운행계획정보

지하철
운행계획

• 노선기본정보(노선ID, 노선명칭, 노선거리, 기․종점역ID),
노선부가정보, 노선운행정보(첫차․막차 출발시각, 배차간
격), 열차운행회수, 운행계획정보 갱신시각․갱신내용, 운
임정보(운행등급, 이용요금)

변경시

운행지시정보

지하철
운행지시정보

• 수단ID, 지하철ID, 다음역ID, 열차간 거리조정, 운행지시정보

필요시

운행관리정보

지하철
운행관리정보

• 수단ID, 지하철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지
하철위치정보, 지하철운행 상태정보, 무단결행노선ID, 무
단결행열차대수, 노선ID, 노선명칭

필요시

지하철
상황발생 정보

• 수단ID, 지하철ID, 지하철역ID, 노선ID, 이벤트정보수집노
드(zone, 구역)ID, 열차위치정보, 발생위치(관련교통시설
및 지하철역, 돌발상황발생위치설명), 돌발상황발생시각,
돌발상황부연설명, 돌발상황유형, 돌발상황유형부연설명,
돌발상황긴급정도, 돌발상황긴급정도 부연설명

발생시

구분

긴급상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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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를 위한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항공과 관련된 정
보교환 내용은 [표 5-15]와 같음

[표 5-15] 항공 관련 정보교환 항목
정보항목

정보세항목

정보교환
주기

위치정보

항공편 위치

• 수단ID, 항공편ID, 노선ID, 공항ID, 마지막항공편 및 도착
공항ID, 이벤트정보 (메시지발생시각, 이벤트정보수집노드
(zone/구역)ID, 노드진입·진출시각, 노드통행시간), 정주기정
보 (항공기위치정보(GPS), 위치정보수집시각, 정보수집주기)

실시간

도착예정정보

항공편
도착예정정보

• 공항ID, 노선ID, 수단ID, 항공편ID, 도착예정시간(출발공항
ID 및 진출․진입시각, 통과시간), 평균비행속도, 마지막 항
공편 정보, 운행지연시간

실시간

운행계획정보

항공편
운행계획

• 노선기본정보(노선ID, 노선명칭, 노선거리, 기․종점 공항
ID), 노선부가정보, 노선운행정보(운행시각표, 비행간격),
비행회수, 운행계획정보 갱신시각․갱신내용, 운임정보(운
행등급, 이용요금)

변경시

운행지시정보

항공편
운행지시정보

• 수단ID, 항공편ID, 다음공항ID, 운행지시정보

필요시

운행관리정보

항공편
운행관리정보

• 수단ID, 항공편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항
공편위치정보(GPS), 항공편운행 상태정보, 무단결행노선
ID, 무단결행편수, 노선ID, 노선명칭

필요시

항공편
상황발생 정보

• 수단ID, 항공편ID, 공항ID, 노선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
(zone, 구역)ID, 항공편위치정보(GPS), 발생위치, 돌발상
황발생시각, 돌발상황부연설명, 돌발상황유형, 돌발상황
유형부연설명, 돌발상황긴급정도, 돌발상황긴급정도 부연
설명

발생시

구분

긴급상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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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를 위한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해운과 관련된 정
보교환 내용은 [표 5-16]과 같음

[표 5-16] 해운 관련 정보교환 항목
정보항목

정보세항목

정보교환
주기

위치정보

여객선 위치

• 수단ID, 여객선ID, 노선ID, 항구ID, 마지막 운행편 및 도착
항구ID, 이벤트정보 (메시지발생시각, 이벤트정보수집노드
(zone/구역)ID, 노드진입·진출시각, 노드통행시간), 정주기정
보 (여객선위치정보(GPS), 위치정보수집시각, 정보수집주기)

실시간

도착예정정보

여객선
도착예정정보

• 항구ID, 노선ID, 수단ID, 여객선ID, 도착예정시간(출발항구
ID 및 진출․진입시각, 통과시간), 평균운항속도, 마지막 여
객선 정보, 운행지연시간

실시간

운행계획정보

여객선
운행계획

• 노선기본정보(노선ID, 노선명칭, 운항거리, 기․종점 항구
ID), 노선부가정보, 노선운행정보(운항시각표, 운행간격),
운항횟수, 운행계획정보 갱신시각․갱신내용, 운임정보(운
행등급, 이용요금)

변경시

운행지시정보

여객선
운행지시정보

• 수단ID, 여객선ID, 다음항구ID, 운행지시정보

필요시

운행관리정보

여객선
운행관리정보

• 수단ID, 여객선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여
객선위치정보(GPS), 여객선운행 상태정보, 무단결행노선
ID, 무단결행편수, 노선ID, 노선명칭

필요시

여객선
상황발생 정보

• 수단ID, 여객선ID, 항구ID, 노선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
(zone, 구역)ID, 여객선위치정보(GPS), 발생위치, 돌발상
황발생시각, 돌발상황부연설명, 돌발상황유형, 돌발상황
유형부연설명, 돌발상황긴급정도, 돌발상황긴급정도 부연
설명

발생시

구분

긴급상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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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환승시설 운영기관 정보교환 항목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환승시설 운영기관의 정보교환
내용은 [표 5-17]과 같음

[표 5-17] 환승시설 운영기관 정보교환 항목
정보항목

위치정보

환승시설 위치

• 수단ID, 차량ID, 노선ID, 시설ID

실시간

도착예정정보

수단별
도착예정정보

• 시설ID, 노선ID, 수단ID, 차량ID, 도착예정시간(출발시설ID
및 진출․진입시각, 통과시간), 평균통행속도, 막차정보, 운행
지연시간

실시간

운행계획정보

수단별
운행계획

• 노선기본정보(노선ID, 노선명칭, 노선거리, 기․종점정류장
ID), 노선부가정보, 노선운행정보(첫차․막차 출발시각, 첨
두/비첨두 배차간격), 차량운행회수, 운행계획정보 갱신시
각․갱신내용, 운임정보(운행등급, 이용요금)

변경시

운행지시정보

수단별
운행지시정보

• 수단ID, 차량ID, 다음정차정류장ID, 차간거리조정, 운행지시정보

필요시

운행관리정보

수단별
운행관리정보

• 수단ID, 차량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차량위
치정보, 운행상태정보, 무단결행노선ID, 무단결행발생대수,
노선ID, 노선명칭

필요시

수단별
상황발생 정보

• 수단ID, 차량ID, 시설ID, 노선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차량위치정보, 발생위치(도로명칭, 관련교차로, 돌
발상황발생위치설명), 돌발상황발생시각, 돌발상황부연설명,
돌발상황유형, 돌발상황유형부연설명, 돌발상황긴급정도, 돌
발상황긴급정도 부연설명

발생시

긴급상황정보

정보세항목

정보교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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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3.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표준화 추진방안
ㅇ 도출된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정보교환 표준(안)의 표준제정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및 프로세스를 제시함

가. 국토교통부 ITS 표준화 절차 및 조직
ㅇ 국토교통부는 분야별로 ITS 표준화전담기관을 두고, 민간중심의 표준개발․제정 기
구인 ITS 표준총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표준제정은 ITS 단체표준을 제정한 후 국가표준 또는 기술기준으로 제정하는 상향식
표준화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ITS 표준화 절차 및 조직은 [그림 5-2]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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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표준화 추진절차 및 프로세스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표준화는 표준화의 목적, 기능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체표준과 기술기준으로 구분되어 진행될 수 있으며, 다음의
프로세스를 따름
1)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단체 표준 제정 절차
ㅇ 단체표준이란 생산자 모임인 협회․조합․학회 등 각종 단체의 생산업체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표준임(한국표준정보망, 2008년 www.kssn.net)
ㅇ 단체표준의 목적은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를 기하고 원자재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에 의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
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단체표준의 제정은 대중교통 정보시스템의 구축
과 관련된 기술, 설비, 장비, 자재, 통신방식 등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표준화시킴
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성 극대화, 장비의 호환성 증대, 구축비용의 감소, 연계 및
환승정보 서비스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단체표준으로 게재하는 것은 단체 간의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혼란을 감소
하게 하며, 급격한 기술개발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

① 표준화 과제 제안
ㅇ 단체표준을 제안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개인은 누구나 표준총회에 표준화 대
상 또는 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음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표준화 전담기관은 표준제
정, 표준개정, 표준폐지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추진함
② 표준화 과제 채택
ㅇ 제안된 표준화 과제의 타당성 검토
③ 표준 초안 작성
ㅇ 표준화 과제에 대한 실무 작업팀에 표준초안 작성을 요청하고 실무팀은 표준안을 기반
으로 수단별 대중교통 운영기관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초안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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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표준안 의견 수렴 및 검토
ㅇ 표준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표준총회의 표준안 검토를 개최하기 최소 60일 이전
에 4주이상의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함
⑤ 표준안 검토 및 심의
ㅇ 표준총회의 규정에 따라 표준초안, 의견수렴 결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표준안
의 채택여부를 결정함
ㅇ 표준안이 채택되지 못할 경우 해당 실무작업팀에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재검토 요
청이 가능
⑥ 표준 채택 및 공고
ㅇ 표준총회는 채택된 표준에 대해 단체표준 번호부여 원칙에 따라 표준번호를 부여
하여야 하며 신규로 채택된 표준 및 개정, 폐지된 표준에 대해 일간신문 또는 총회
및 관련기관 간행물 발간을 통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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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기술기준 제정 절차
ㅇ 기술기준은 특정 단체나 협회 등이 필요에 의해 만든 단체표준과는 달리 국가에서
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기준을 적용할 경우 각기 다른 지자체가 사업을 시
행하더라도 각각의 시설 및 서비스를 연계할 때 상호 호환성 및 연동성 문제를 사
전에 방지할 수 있음
ㅇ 현재 대중교통 수단별로 운영정보를 생성 및 제공하는 시스템이 상이하여 보다 정
확한 대중교통운영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운영기관 및
시설, 서비스의 상호호환성, 확장성이 고려된 기술기준이 제정되어야 함
ㅇ 기술기준의 제정으로 각 수단별 시스템 간의 호환성이 확보되면 향후 추가되는 대
중교통 수단 및 시설이 도입될 때에 구축 또는 교체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경제
성 향상에도 기여함

① 기술기준안 제안
ㅇ 기술기준안은 표준총회, 표준전담기관 등 제안하고자 하는 단체, 개인, 기관은 누구
나 제안이 가능함. 표준총회에서 제정된 단체표준, 대중교통 정보화 사업 시행 중
또는 완료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표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필요 표준이
기술기준안으로 제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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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정요청서 접수
ㅇ 기술기준안 제정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표 5-18] 기술기준안 접수 시 제출 서류

1

소속기관 명칭, 대표자 명 (개인일 경우 성명) 및 연락처

2

제안표준명 (국문, 영문)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서

3

기술기준안 문서

4

관련 지적 재산권 목록, 해당자료 및 신․구 기준 대비표 (기술기준 개정시)

5

표준검증시험 평가 결과서(평가 선행 시),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시험규격 및 시험표준

③ 기술기준안 채택
ㅇ 표준의 기술적 세부사항 검토과정을 수행하기 전에 국가표준으로 강제성을 부여해
야할 표준안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이며, 적합성 평가과정의 수행여부를 판단함
④ 적합성 평가(표준검증시험)
ㅇ 접수된 기술기준안의 실제 적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하는 시험규격 및 시험표준에 따라 표준검증시험을 시행함
⑤ 기술심의
ㅇ 기술기준안의 기술적인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국가적 상호운용성
및 호환 가능성 판단, 타 표준개발 시 중요한 기준 제시,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안
전과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게 됨
⑥ 기술기준 채택을 위한 의견 수렴
ㅇ 기술심의 과정을 통과한 기술기준안에 대해 15일 동안의 관계부처 및 의견수렴 대
상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표준심의위원회에서 검토
⑦ 기술기준 채택 및 고시
ㅇ 채택된 기술기준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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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표준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ㅇ 표준화를 통해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제공 시스템의 상호호환성(Compatibility)
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경제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제공 단체표준과 기술기준은 향후 대중교통 운행정보
생성과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의 기반 시스템 구축 시 소프트웨어 및 하
드웨어 요구사항, 정보교환기준, 정보형식, 교환정보 목록 등에 반영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의 정보교환 표준은 향후 모바일 여행경로 제공
서비스와 효율적인 대중교통 정보 수집 시스템 구현에 활용되고 해당 시스템의 구
축 이후, 다양한 교통정보서비스 개발 시 수집 및 제공정보의 기준으로도 활용 가
능함
ㅇ 표준은 서비스 및 재화 생산을 가속화시켜 시장의 생산기술의 혁신과 시장의 확대
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고 제품, 서비스, 건강, 안전, 환경 등의 분야에
서 생활의 편익과 안전성의 증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함
ㅇ 국제표준은 국제무역활동에 있어 국가간 무역을 촉진시키고 제품 및 서비스의 자
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그 예로 WTO, OECD 다자간 협상 또는 FTA 등에
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의 표준을 조속
히 제정하고 국제표준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성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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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ㅇ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거리 통행 시 불가피하게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해야할 상
황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때때로 여행자의 불편을 야기시키며, 연계교통수단과
의 환승경로 스케쥴, 운행시간, 소요시간 등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환승 시 불편
함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ㅇ 여행자가 교통수단, 환승시설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연계교통정보, 환승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로 상이한 대중교통 수단의 정보를 연계하여 효율
적으로 가공 및 이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교환되는 정보형식의 표준화가
필수적
ㅇ 국내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인 TAGO, 알고가, 갈아타기는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였으나, 정보
교환 표준에 대한 시도는 미흡
- 표준화된 정보형식의 부재로 각 시스템에서는 다른 기관과의 정보를 연계하여
이를 다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제공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운
영 중이며,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
라,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에도 문제를 야기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의 단위서비스 및 서브시스템을 도출하고, 구성요
소간 정보교환 포출 도출에 활용하기 위한 이용자 및 운영자 측면의 요구사항을 도
출하고, 유스케이스 및 Activity Diagram 분석을 통하여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
보서비스 요구기능을 도출함
- 실시간 이용자 위치 검색 및 수집 기능
- 수단별 실시간 운행정보 수집 및 제공 기능
- 다수단 간 여행경로 생성 및 제공 기능
- 실시간 예상소요시간 및 운임정보 제공기능
- 모바일 기반의 정보제공 기능
- 수단별 외부교통정보센터와 연계 기능
- 101 -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의 서비스 요구사항 및 주요 요구기능을 기반으
로 단위서비스 및 서브시스템을 도출하였으며, 서브시스템은 환승정보연계 서브시
스템, 이용자경로정보수집 서브시스템, 연계환승정보안내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됨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의 구성요소는 크게 대중교통 운영기관 및 환승
시설 운영기관, 대중교통 이용자,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제공시스템으로 크게
구분되어질 수 있으며, 각 구성요소 상호간의 정보교환이 표준화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음
- 각 구성요소의 기능에 따른 자료흐름을 살펴보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
한 기능명세서, 자료흐름 명세서를 작성
- 각 구성요소 간 정보흐름 분석을 통하여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지를 분석하고,
정보명과 세부 정보내용을 도출하고 정의함
ㅇ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를 위하여 도출된 정보항목과 세부 정보내용을
기반으로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교환에 필요한 표준안을 도출하였으며, 표준
안의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의 목적, 적용범위, 정보연계도,
정보항목 분류 및 입력기준,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데이터 설명서 등으
로 구성함
ㅇ 도출된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정보교환 표준(안)의 표준제정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및 프로세스를 제시함
- 국토교통부는 분야별로 ITS 표준화전담기관을 두고, 민간중심의 표준개발․제정
기구인 ITS 표준총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표준제정은 ITS 단체표준을 제정한 후 국가표준 또는 기술기준으로 제정하는 상
향식 표준화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표준화는 표준화의 목적, 기능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체표준과 기술기준으로 구분되어 진행될 수 있으
며, 각각의 표준제정 절차 및 프로세스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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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ㅇ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여행자 맞춤형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상이한 대중교통 정보교환을 위한 표준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 제공 시스템의 상호 호환성(Compatibility) 및 확장
성을 증대시키고, 이용자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킬 필
요가 있음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정보 제공 관련 Open-API 시행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교통정보 활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향후 누구나 교
통정보서비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교통정보 이용활성화가 확
대되고, 이는 교통정보 제공사업의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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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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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 록

부록.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정보교환 표준(안)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
정보교환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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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D

201

정보명

세부 정보내용

위치정보

수단ID, 차량ID, 이용자ID, 이용자 위치,
노선ID, 시설ID, 막차정보, 막차의 최종
도착시설ID, 이벤트정보(메시지발생시각,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구역)ID,
노드진입·진출시각, 노드통행시간),
정주기정보(차량위치정보, 위치정보수집시각,
정보수집주기)

정보교환
주기

인터페이스

아키텍처상
정보명

실시간

센터-센터-단말

위치정보

실시간

센터-센터

변경시

센터-센터

필요시

센터-센터

수단ID, 차량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차량위치정보, 운행상태정보,
무단결행노선ID, 무단결행발생대수, 노선ID,
노선명칭

필요시

센터-센터

수단ID, 차량ID, 시설ID, 노선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차량위치정보, 발생위치(도로명칭,
관련교차로, 돌발상황발생위치설명),
돌발상황발생시각, 돌발상황부연설명,
돌발상황유형, 돌발상황유형부연설명,
돌발상황긴급정도, 돌발상황긴급정도
부연설명

발생시

센터-센터-단말

요청시

센터-단말

탑승정보

요청시

센터-단말

환승정보

시설ID, 노선ID, 수단ID, 차량ID,
202

도착예정

도착예정시간(출발시설ID 및 진출․진입시각,

정보

통과시간), 평균통행속도, 막차정보,

도착예정
정보

운행지연시간
노선기본정보(노선ID, 노선명칭, 노선거리,
기․종점시설ID), 노선부가정보,
203

운행계획

노선운행정보(첫차․막차 출발시각, 첨두/비첨두

정보

배차간격), 차량운행회수, 운행계획정보

운행계획
정보

갱신시각․갱신내용, 운임정보(운행등급,
이용요금)
204

205

206

운행지시
정보
운행관리
정보

긴급상황
정보

수단ID, 차량ID, 다음정차시설ID,
차간거리조정, 운행지시정보

운행조정정
보
운행상태
정보

돌발상황
보완정보

이용자ID, 수단ID, 차량ID, 시설ID,
207

탑승정보

출발/도착지정보, 탑승확인정보,
탑승가능여부, 탑승시간, 탑승불가사유,
총좌석정보, 남은좌석정보
이용자ID, 수단ID, 차량ID, 시설ID,

208

환승정보

환승스케줄정보(경로, 수단, 시간, 장소,
운임), 환승가능여부, 환승소요시간,
환승불가부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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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위치정보는 GPS 좌표 값의 위도/
경도 정보를 이용하며, 정보의 유형 및 세부항목은 아래 표의 상단과 같이 하며,
그 입력기준은 아래 표의 하단과 같이 한다.
정보명
아키텍처상 정보명
정보세항목

설명

위치정보
위치정보
수단ID, 차량ID, 이용자ID, 이용자 위치, 노선ID, 시설ID, 막차정보, 막차의
최종 도착시설ID, 이벤트정보(메시지발생시각,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구역)ID, 노드진입·진출시각, 노드통행시간),
정주기정보(차량위치정보(GPS), 위치정보수집시각, 정보수집주기)
이용자 및 대중교통 수단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이용경로 정보를
생성하고 시설의 위치정보와 연계하여 환승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
대중교통 운영기관, 환승시설 운영기관, 이용자

정보생성주체
LocationInfo ::= SEQUENCE
{
ModeNumber
VehicleIDNumber
UserIdentity
UserLocation
LocationInfoType
{
LocationEvent
LocationPolling
},
SubRouteIdentityNumber
FacilityIdentity
LastVehicle
LastVehicleFacilityIdentifyNumber

UTF8String
UTF8String
UTF8String
NMEACoord※
CHOICE

(SIZE(1..255)),
(SIZE(1..255)),
(SIZE(1..255)),
OPTIONAL,

LocationEvent,
LocationPolling
UTF8String
UTF8String
BOOLEAN
UTF8String

(SIZE(1..255)),
(SIZE(1..255)),
OPTIONAL,
(SIZE(1..255))

OPTIONAL

}
LocationEvent ::= SEQUENCE
{
MessageGenerationTime
NodeZoneIDNumber
NodeZoneEntryTime
NodeZoneExitTime
NodeZoneTripTime
}
LocationPolling ::= SEQUENCE
{
VehicleCoordinate
VehicleCollectedTime
VehicleCollectedCycleTime
}

GeneralizedTime,
UTF8String
GeneralizedTime
GeneralizedTime
INTEGER (0..1200)

(SIZE(1..255)),
OPTIONAL,
OPTIONAL,
OPTIONAL

NMEACoord※
GeneralizedTime
INTEGER (0..3600)

OPTIONAL,
OPTIONAL,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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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대중교통 및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GPS 좌표값으로 적용할 때 NMEACoord 값을 기준으로 함
NMEACoord ::= SEQUENCE {
latitude

SEQUENCE {
integerValue

INTEGER,

fractionValue

INTEGER,

fracSize

INTEGER(0..10),

compass

ENUMERATED { north, south }

},
longitude

SEQUENCE {
integerValue
fractionValue

INTEGER,
INTEGER,

fracSize

INTEGER(0..10),

compass

ENUMERATED { east, west }

},
optData

OCTET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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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AL

◦ 수단별로 실시간 연계 및 환승정보 제공 시 탑승 및 환승 예정시간 정보 생성을
위해 이용자 및 각 수단들의 도착예정정보의 유형 및 정보 세부항목은 아래 표의
상단과 같이 하며, 입력기준은 하단과 같이 한다.
정보명

도착예정정보

아키텍처상 정보명

도착예정정보
시설ID, 노선ID, 수단ID, 차량ID, 도착예정시간(출발시설ID 및

정보세항목

진출․진입시각, 통과시간), 평균통행속도, 막차정보, 운행지연시간

설명

이용자 및 수단별로 터미널 및 각 정류장/역에 도착예정시간과
평균통행속도, 막차정보, 실제 출발한 시간에 대한 정보

정보생성주체

대중교통 운영기관, 환승시설 운영기관

ArrivalPredictionTimeInfo ::= SEQUENCE
{
MessageGenerationTime

GeneralizedTime,

FacilityIdentifyNumber

UTF8String

(SIZE(1..255)),

SubRouteIdentityNumber
ModeNumber
VehicleIDNumber

UTF8String
UTF8String
UTF8String

(SIZE(1..255)),
(SIZE(1..255)),
(SIZE(1..255)),

AccesspointArrivalTime
LastFacilityIdentifyNumber

INTEGER
UTF8String

(0..72000),
(SIZE(1..255))

LastZoneEntryTime

GeneralizedTime

OPTIONAL,

LastZoneExitTime

GeneralizedTime

OPTIONAL,

LastZoneTripTime

INTEGER (0..1200)

OPTIONAL,

RollingAverageSpeedRate

INTEGER(0..300)

OPTIONAL,

LastVehicle

BOOLEAN

OPTIONAL,

ScheduleDelayTime

INTEGER (0..86400)

OPTIONAL

}

- 116 -

OPTIONAL,

부 록

◦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하는 시간과 경로, 경유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이용자에
게 제공할 이동경로 및 환승경로 정보 생성에 활용
정보명

운행계획정보

아키텍처상 정보명

운행계획정보
노선기본정보(노선ID, 노선명칭, 노선거리, 기․종점시설ID), 노선부가정보,

정보세항목

노선운행정보(첫차․막차 출발시각, 첨두/비첨두 배차간격), 차량운행회수,
운행계획정보 갱신시각․갱신내용, 운임정보(운행등급, 이용요금)

설명

노선의 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동 정보를 미리 입력하여
운행지시 및 조정과 협력, 이용자 여행스케줄에 활용

정보생성주체

대중교통 운영기관, 환승시설 운영기관

RouteSchedulePlanning ::= SEQUENCE
{
MessageGenerationTime

GeneralizedTime,

SubRouteIdentityNumber

UTF8String

(SIZE(1..255)),

SubRouteNameText

UTF8String

(SIZE(1..255))

OPTIONAL,

SubRoute Distance

INTEGER

(0..1000)

OPTIONAL,,

BeginIdentifyNumber

UTF8String

(SIZE(1..255))

OPTIONAL,
OPTIONAL,

EndIdentifyNumber

UTF8String

(SIZE(1..255))

RouteGuide

SEQUENCE OF

RouteGuide,

TimeBeginTime

GeneralizedTime

OPTIONAL,

TimeEndTime

GeneralizedTime

OPTIONAL,

PicktimeHeadwayTime

INTEGER (0..86400)

OPTIONAL,

NonPicktimeHeadwayTime

INTEGER (0..86400)

OPTIONAL,

VehicleFrequencyQuantity

INTEGER (0..1440) OPTIONAL,

RouteSchedulePlanningUpdatedTime

GeneralizedTime OPTIONAL,

RouteSchedulePlanningUpdatedContents

UTF8String

(SIZE(1..255)) OPTIONAL,

FareClass

UTF8String

(SIZE(1..255))

OPTIONAL,

FareInfo

Long

(1..2147483648)

OPTIONAL

}
RouteGuide ::=

UTF8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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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별로 계획된 운행만으로는 현실상황이 부적합한 경우 그 불편을 신속히 최소
화하기 위한 운행지시정보의 유형 및 정보세부항목은 아래 표의 상단과 같이 하며,
그 입력기준은 아래 표의 하단과 같이 한다.
정보명

운행관리정보

아키텍처상 정보명

운행관리정보

정보세항목

수단ID, 차량ID, 다음정차시설ID, 차간거리조정, 운행지시정보

설명

긴급상황 정보에 따라 또는 운행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보완․조정하는 운행
지시정보

정보생성주체

대중교통 운영기관, 환승시설 운영기관

OperationPlanning ::= SEQUENCE
{
MessageGenerationTime

GeneralizedTime,

ModeNumber

UTF8String

(SIZE(1..255)),

VehicleIDNumber

UTF8String

(SIZE(1..255)),

NextFacilityIdentifyNumber

UTF8String

HeadwayTimeOffsetQuantity

INTEGER (-600..600),

ServiceDirectionCode

BIT STRING

{
break

(0),

commit-Vehicle

(1),

stand-by

(2)

}OP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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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1..255)),

부 록

◦ 수단별로 계획된 운행서비스 확보, 안전운행 및 시설 대기승객의 신뢰성 확보를 위
한 운행관리정보의 유형 및 정보세부항목은 아래 표의 상단과 같이 하며, 그 입력
기준은 아래 표의 하단과 같이 한다.
정보명

운행관리정보

아키텍처상 정보명

운행관리정보
수단ID, 차량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차량위치정보(GPS),
운행상태정보, 무단결행노선ID, 무단결행발생대수, 노선 ID, 노선명칭

정보세항목

설명

시스템 내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구성요소들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이며,
구성요소들의 ID와 세부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음

정보생성주체

대중교통 운영기관

OperationConditions ::= SEQUENCE
{
MessageGenerationTime

GeneralizedTime,

ModeNumber

UTF8String

(SIZE(1..255)),

VehicleIDNumber

UTF8String

(SIZE(1..255)),

NodeZoneIDNumber

UTF8String

(SIZE(1..255))

VehicleCoordinate

NMEACoord

OPTIONAL,

VehicleIrregularConditionCode

BIT STRING

OPTIONAL,

OPTIONAL,

MissingRouteIDNumber

UTF8String

(SIZE(1..255))

OPTIONAL,

MissingCountQuantity

INTEGER

(1..100)

OPTIONAL,

SubRouteIdentityNumber

UTF8String

(SIZE(1..255))

OPTIONAL,

SubRouteNameText

UTF8String

(SIZE(1..255))

OPTIO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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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계획에 따라 계획된 운행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을 빚거나 안전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긴급상황정보의 유형 및 정보세부항목은 아래 표의 상단과 같이
하며, 그 입력기준은 아래 표의 하단과 같이 한다.
정보명

긴급상황정보

아키텍처상 정보명

긴급상황정보

정보세항목

수단ID, 차량ID, 시설ID, 노선ID, 이벤트정보수집노드(zone, 구역)ID,
차량위치정보(GPS), 발생위치(도로명칭, 관련교차로, 돌발상황발생위치설명),
돌발상황발생시각, 돌발상황부연설명, 돌발상황유형, 돌발상황유형부연설명,
돌발상황긴급정도, 돌발상황긴급정도 부연설명

설명
정보생성주체

운행 중인 대중교통에 발생하는 돌발상황 정보
대중교통 운영기관, 환승시설 운영기관

CurrentIncidentsStatus ::= SEQUENCE
{
MessageGenerationTime
GeneralizedTime,
ModeNumber
UTF8String
VehicleIDNumber
UTF8String
FacilityIdentity
UTF8String
SubRouteIdentityNumber
UTF8String
NodeZoneIDNumber
UTF8String
VehicleCoordinate
NMEACoord
LocationRoadwayNameText UTF8String
LocationCrossStreetBeginTextUTF8String
IncidentLocationText
UTF8String
IncidentGeneratedTime
GeneralizedTime,
IncidentDescriptionLongText UTF8String
IncidentType
BIT STRING
IncidentTypeOtherText
UTF8String
IncidentLevelCode
ENUMERATED
{
incidentDetected
(0),
confirmedAndResponding
(1),
clearedAndRecovering
(2),
overAndDone
(3)
}OPTIONAL,
IncidentLevelOtherText
UTF8String
}

(SIZE(1..255)),
(SIZE(1..255))
(SIZE(1..255))
(SIZE(1..255))
(SIZE(1..255))
OPTIONAL,
(SIZE(1..255))
(SIZE(1..255))
(SIZE(1..255))
(SIZE(1..255))
OPTIONAL,
(SIZE(1..255))

(SIZE(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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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AL,
OPTIONAL,
OPTIONAL,
OPTIONAL,
OPTIONAL,
OPTIONAL,
OPTIONAL,
OPTIONAL,
OPTIONAL,

OPTIONAL

부 록

◦ 이용자가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했는지 확인하여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를 이
용자의 탑승여부, 탑승가능여부, 탑승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탑승정보 유형 및 정
보세부항목은 아래 표의 상단과 같이 하며, 그 입력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정보명

탑승정보

아키텍처상 정보명

탑승정보

정보세항목

설명

정보생성주체

이용자ID, 수단ID, 차량ID, 시설ID, 출발/도착지정보, 탑승확인정보,
탑승가능여부, 탑승시간, 탑승불가사유, 총좌석정보, 남은좌석정보
대중교통 이용자가 수단을 탑승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탑승 전에
탑승가능여부와 탑승시간에 대한 정보를 나타냄
이용자, 대중교통 운영기관

BoardingInfo ::= SEQUENCE
{
MessageGenerationTime

GeneralizedTime,

UserIdentity

UTF8String

(SIZE(1..255)),

ModeNumber

UTF8String

(SIZE(1..255)),

VehicleIDNumber

UTF8String

(SIZE(1..255)),

FacilityIdentity

UTF8String

(SIZE(1..255)),

BeginIdentifyNumber

UTF8String

(SIZE(1..255))

OPTIONAL,

EndIdentifyNumber

UTF8String

(SIZE(1..255))

OPTIONAL,

Boardingcheck

BOOLEAN

OPTIONAL,

BoardingPassibility
BoardingTime
NotInServiceText
TotalSeat
EmptySeat

BOOLEAN
GeneralizedTime
UTF8String
INTEGER
INTEGER

OPTIONAL,
OPTIONAL,
(SIZE(1..255))
(1..10000)
(1..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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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AL,
OPTIONAL,
OPTIONAL

◦ 대중교통 수단 간에 환승여부, 환승장소, 환승가능여부, 환승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환승정보 유형 및 정보세부항목은 아래 표의 상단과 같이 하며, 그 입력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정보명

환승정보

아키텍처상 정보명

환승정보

정보세항목

설명

이용자ID, 수단ID, 차량ID, 시설ID, 환승스케줄정보(경로, 수단, 시간, 장소,
운임), 환승가능여부, 환승소요시간, 환승불가부연설명
대중교통 최적 이용 경로 상의 수단 간 환승을 해야 할 경우 수단간 환승 시
환승방법, 소요시간, 가능여부에 대한 정보

정보생성주체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정보시스템

TransferInfo ::= SEQUENCE
{
MessageGenerationTime

GeneralizedTime,

UserIdentity

UTF8String

(SIZE(1..255)),

ModeNumber

UTF8String

(SIZE(1..255)),

VehicleIDNumber

UTF8String

(SIZE(1..255)),

FacilityIdentity

UTF8String

(SIZE(1..255)),

TransferRoute

UTF8String

(SIZE(1..255)),

TransferVehicle

UTF8String

(SIZE(1..255)),

TransferTime

GeneralizedTime

OPTIONAL,

TransferLocation

NMEACoord※

OPTIONAL,

Transfercheck

BOOLEAN

OPTIONAL,

FareInfo

Long

(1..2147483648)

OPTIONAL,

TransferCheck
TransferRequiredTime
NotInServiceText

BOOLEAN
INTEGER
UTF8String

OPTIONAL,
(0,.86400)
(SIZE(1..255))

OPTIONAL,
OPTIONAL

TransferF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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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및 이용자 간 정보 송․수신을 위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센터 및 이용자 간 통신방식은 TCP/IP방식으로 규정한다.

◦ 교통정보교환을 위한 국가표준(KS X ISO 14827-2)에 정의된 클라이언트와 서
버 간 통신 절차를 따른다.

◦ 교통정보교환을 위한 국가표준(KS X ISO 14827-2)에 ASN.1으로 정의된 Datex
데이터 패킷 구조(부속서 A, B)를 따른다.
◦ 기본 패킷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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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차량ID, 시설ID, 노선ID과 통과노드ID 등 대중교통정보교환에 필수적인 식
별자의 부여 및 관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방법에 따른다.
-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관리요령
◦ 표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수단들에 대해서는 각 수단에서 자체적으로 사용 중
인 노드/링크 체계를 따른다.

ㅇ 수단 ID는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 인식부호로서 총
3자리로 한다. 앞 1자리는 운송수단, 뒤 2자리는 운송수단별 운영형태(Type)을 나
타낸다.
ㅇ 운송수단은 버스(0), 승용차(1), 기차(2), 지하철(3), 항공(4), 선박(5), 자전거(6)
등이며, 새로운 운송수단은 7～9까지 차례로 부여한다.
ㅇ 운송수단별 운영형태에서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
한 운행행태로 다음과 같다.
코드값

코드정보

11

직행좌석형시내버스

12

좌석형시내버스

13

일반형시내버스

21

직행좌석형농어촌버스

22

좌석형농어촌버스

23

일반형농어촌버스

30

마을버스

41

고속형시외버스

42

좌석형시외버스

43

일반형시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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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송수단별 운영형태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정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운영형태는
남는 번호를 차례로 부여한다.
- “승용차”는 자가용(11), 택시(21), 렌트카(31) 등
- “기차”는 KTX(11), 새마을호(21), 누리로(31), 무궁화호(41), 통근열차(51) 등
- “지하철”은 서울지하철 1호선(01)～9호선(09), 분당선(11) 등
부산지하철 1호선(21)～3호선(23), 대구지하철 1호선(31)～2호선(32),
광주지하철 1호선(41), 대전지하철 1호선(51) 등
- “항공”은 국내선(11), 국제선(21) 등
- “선박”은 여객선(11), 쾌속선(21), 카페리(31) 등
- “자전거”는 운영형태가 하나이므로 “00”을 사용함

ㅇ 버스 ID 체계는 버스 운행정보 등을 교환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차량에 대한 정보
이다.
ㅇ 버스 ID체계

코드설명

구분
코드체계
①②③
④
⑤⑥⑦⑧⑨

숫자
숫자
숫자

차량 ID체계
①②③ ④ ⑤⑥⑦⑧⑨
권역번호
수단번호
일련번호

- 권역번호는 운영자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권역번호를 입력
- 수단번호는 “별지2 버스 기반정보 코드부여 방법”에 따라 입력(‘0’:노선번호, ‘9’:
기타)
- 차량 ID의 일련번호는 권역별로 사업 허가 시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1번부터 올
림차순으로 누락 및 중복 없이 부여하되 예비차를 포함함
ㅇ 정류장의 철거, 노선폐지, 차량의 대폐차 등 기반정보의 변화가 발생하여 기반정보
의 ID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관련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해당 기반정보 ID가 재사
용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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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열차는 열차종별로 여객열차, 화물열차, 전동열차로 구분되며, 여기에 운행방법에
따라 정기열차 및 임시열차로 구분된다.
ㅇ 열차 ID 체계는 5자리를 사용하며, 첫째자리는 구분자, 나머지 네 자리는 일련번호
로서 열차종별로 배정번호를 사용한다.
ㅇ 열차 ID체계
구분

열차 ID체계

코드체계

① ②③④⑤

①

기호

구분자

②③④⑤

숫자

일련번호

코드설명

- 구분자 : 정기열차 착·발을 위한 단행열차(L 또는 M), 객/화차를 연결하여 운행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기열차번호 앞에 G(출발회송) 또는 R(도착회송)을 붙여
사용하며, 전동열차의 경우 전동열차의 소속기관을 표시하는 기호를 사용함(K:
철도공사, S:서울매트로)
- 일련번호 : 여객열차, 화물열차, 전동열차 모두 4자리를 사용하며, 여객열차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로 구분, 화물열차는 B/T열차, 컨테이너, 일
반화물로 구분, 전동열차는 경인선, 경부선, 중앙선, 일산선, 안산선, 과천선, 분
당선으로 구분하여 각각 천번대로 구분하여 사용함
◦ 지하철 ID체계
구분

지하철 ID체계

코드체계

① ②③④⑤

①

기호

구분자

②③④⑤

숫자

일련번호

코드설명

- 구분자 : 소속기관을 구분하는 영문 1자리를 사용함(K: 철도공사, S:서울매트로)
- 일련번호 : 네 자리를 사용하며, 첫 번째 자리는 1～9(1호선～9호선)를 가리키
며, 나머지 세 자리는 일련번호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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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항공기 등록부호는 국적기호 “HL"과 등록기호 ”4자리 숫자“로 구성하여 부여하고
있으며, 항공기별 등록부호 부여방법은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2-9호(‘02.11.22)
“항공기등록기호지정요령”을 참조함
ㅇ 항공기 ID체계
구분

항공기 ID체계

코드체계

① ②③④⑤

①②

기호

국적기호

③

숫자

항공기 및 엔진의 종류

④

숫자

엔진의 수

⑤⑥

숫자

일련번호

코드설명
등록기호

- 국적기호 : 국가별 무선국 부호로 모든 항공기는 무선통신장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우편연합(ITU)의 무선통신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국가별 무선국 부호
를 공동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HL", 미국은 "N", 중국은 "B", 일본은 "JA",
바레인은 “A9C”를 사용함
- 등록기호 : 등록기호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숫자
는 항공기 종류,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의 종류와 숫자를 의미하고, 나머지 두자
리 숫자는 등록된 순서에 따라 정해지는 일련번호를 사용함

ㅇ 선박에 대한 식별부호는 3가지가 사용되는데, 선박 기본정보를 등록할 때 사용되는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ship identification)라 하는 선박식별번
호, 선박의 유형에 따라 부여하는 선박번호, MMSI(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라 하는 선박무선설비고유번호임
ㅇ 선박 ID체계
- IMO 번호(선박식별번호) : 선박고유번호 숫자 7자리 사용
- 선박번호 : 상선은 6자리, 어선 및 바지선은 14자리를 사용
- MMSI(무선설비 고유번호) : 선박지구국, 해안국, 해안지구국 등 집단 호출을
식별하기 위하여 무선설비를 통해 송신되는 9개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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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 INTEGER (0..7)
firstGrade Age ::= 6
02 01 06

Application 1

Application 2

Value
Length
Tag
0

0

0

0

0

0

1

0

Tag Universal 2
0

0

0

0

0

0

0

0

Length 1
1

1

0

Valu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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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
0

Total of 24
bits

0

1

Message ::= SEQUENCE {
version
INTEGER
(0.. 20),
community
OCTET STRING
}
Sample Message ::= { 0, ‘EB069937’h }
0

0

1

1

0

0

0

0

0

0

0

0

0

1

0

Value (1 of 9) integer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1

1

0

0

1

0

1

0

1

0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1

0

1

1

1

1

0

1

0

1

1

Value (6 of 9) OCTET STRING

Value (7 of 9) OCTET STRING
0

0

Value (4 of 9) OCTET STRING

Value (5 of 9) OCTET STRING
0

0

Value (2 of 9) integer

Value (3 of 9) integer
0

0

Length 9

Tag universal 16
0

0

1

0

0

1

1

0

0

Value (8 of 9) OCTET STRING
1

Value (9 of 9) OCTE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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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ASN.1 데이터 명

설명

수단ID

ModeNumber

수단 구분을 위한 고유번호

차량ID

VehicleIDNumber

이용자ID

UserIdentity

이용자위치

UserLocation

노선ID

SubRouteIdentityNumber

시설ID

FacilityIdentity

막차정보

LastVehicle

막차의
종점 시설ID

LastVehicleFacilityIdentify
Number

이벤트 정보

유효값

UTF8String

(1..255)

UTF8String

(1..255)

이용자 기기의 고유번호

UTF8String

(1..255)

이용자의 위치

NMEACoord

대중교통 노선의 고유식별자

UTF8String

(1..255)

대중교통 시설의 고유번호

UTF8String

(1..255)

현재 진행하는 차량의 막차여부

BOOLEAN

0-막차아님
1-막차

UTF8String

(1..255)

대중교통 사업자의 각 차량
에 지정된 고유번호

해당노선의 막차가 진행하
는 방향의 종점(최종시설)의
고유식별자
노드영역 중심으로 생성하
해당시스템에 따라 정보가

Generalized (YYYYMMDD
Time
hhmmss)

생성된 시각
대중교통 차량이 정해진 노
선을 운행할 때 경유하게

NodeZoneIDNumber

되는 노드영역(교차로, 도로
상의

노드진입시각

NodeZoneEntryTime

노드진출시각

NodeZoneExitTime

노드통행시간

NodeZoneTripTime

정주기 정보

정보수집지점,

UTF8String

(1..255)

시설

등)의 고유번호
대중교통 차량이 노드영역
으로 진입한 시각
대중교통 차량이 노드영역
을 벗어난 시각
대중교통차량이 노드영역에
머무른 시간, 정차시간

시각

Generalized (YYYYMMDD
Time
hhmmss)

시각

Generalized (YYYYMMDD
Time
hhmmss)

초

INTEGER

(0..1200)

수집주기 마다 생성하는 정보

차량위치정보
(GPS)※

VehicleCoordinate

차량위치정보
수집시각

VehicleCollectedTime

차량정보
수집주기

데이터유형

는 정보

메시지 발생시각 MessageGenerationTime

이벤트정보수집
노드ID

단위

대중교통 차량의 GPS 위치

NMEACoord

정보
대중교통 차량의 위치를 수
집한 시각

VehicleCollectedCycleTime 대중교통 차량의 수집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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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초

Generalized (YYYYMMDD
Time
hhmmss)
INTEGER

(0..3600)

명칭

ASN.1 데이터 명
latitude

integer

위도 정보

fraction

NMEA좌표
추가정보

NMEA좌표 정보 중 위도 정보
NMEA 좌표 정보 중 소수 점 이상
정수 정보
NMEA 좌표 정보 중 소수 점 이하
정보

fracSize

소수 점 이하 정보의 총 자릿수

compas

남/북 방향 정보

longitude

NMEA좌표 정보 중 경도 정보

integer

경도 정보

설명

fraction

NMEA 좌표 정보 중 소수 점 이상
정수 정보
NMEA 좌표 정보 중 소수 점 이하
정보

fracSize

소수 점 이하 정보의 총 자릿수

compas

동/서 방향 정보

optData

NMEA좌표 정보 제공 시 선택적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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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데이터유형

유효값

SEQUENCE

INTEGER

INTEGER

INTEGER

0..10

ENUMERATED

0..1

SEQUENCE

INTEGER

INTEGER

INTEGER

0..10

ENUMERATED

0..1

OCTET STRING

부 록

명칭
메시지
발생시각

ASN.1 데이터 명

MessageGenerationTime

설명

단위 데이터유형

해당시스템에 따라 정보가 생

유효값

Generalized (YYYYMMDD

성된 시각
도착예정정보를 제공할 대중

Time

hhmmss)

UTF8String

(1..255)

시설ID

FacilityIdentityNumber

노선ID

SubRouteIdentityNumber

대중교통 노선의 고유식별자

UTF8String

(1..255)

수단ID

ModeNumber

수단 구분을 위한 고유번호

UTF8String

(1..255)

차량ID

VehicleIDNumber

UTF8String

(1..255)

도착예정시간

AccesspointArrivalTime

INTEGER

(0..72000)

UTF8String

(1..255)

출발(최근통과)
시설ID
(최근통과시설)
진입시각
(최근통과시설)
진출시각
(최근통과시설)
통과시간

LastFacilityIdentifyNumber

LastZoneEntryTime

LastZoneExitTime

LastZoneTripTime

평균통행속도

RollingAverageSpeedRate

막차정보

LastVehicle

운행지연시간

ScheduleDelayTime

교통시설의 고유식별자

대중교통 사업자의 각 차량에
지정된 고유번호
정보제공시설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되는 통행시간

초

가장 최근에 통과한 시설의
식별자
가장 최근에 통과한 시설영역
으로 진입한 시각
가장 최근에 통과한 시설영역
에서 진출한 시각
가장 최근에 통과한 시설영역
에 머무른 시간, 정차시간
대중교통 수단의 최근 구간평
균통행속도

시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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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hhmmss)

Generalized (YYYYMMDD
Time

hhmmss)

INTEGER

(1..1200)

㎞/h INTEGER

(1..1000)

초

현재 진행하는 차량의 막차여부

운행이 지연되는 시간

Generalized (YYYYMMDD

BOOLEAN

초

INTEGER

0-막차아님
1-막차

(0..86400)

명칭

ASN.1 데이터 명

메시지
발생시각

MessageGenerationTime

노선ID

SubRouteIdentityNumber

노선명칭

SubRouteNameText

노선거리

SubRoute Distance

설명

단위 데이터유형

해당시스템에 따라 정보가 생성

유효값

된 시각

Generalized (YYYYMMDD
Time
hhmmss)

대중교통 노선의 고유식별자

UTF8String

(1..255)

UTF8String

(1..255)

INTEGER

(0..1000)

기점 시설ID BeginFacilityIdentifyNumber 대중교통노선의 시작 시설(기점)

UTF8String

(1..255)

종점 시설ID

EndFacilityIdentifyNumber

UTF8String

(1..255)

노선부가정보

RouteGuide

첫차출발시각

TimeBeginTime

막차출발시각

TimeEndTime

첨두시
배차간격

PicktimeHeadwayTime

비첨두시
배차간격
차량운행횟수

노선기본정보 운행계통을 포함
한 대중교통노선의 명칭
노선의 거리정보

km

대중교통노선의 마지막 시설(종점)

노선이 통과하는 모든 시설의
목록을 설명
운행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한
첫차의 기점출발 운행시각 정보
운행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막차 기점출발 운행시각 정보

시각

Generalized (YYYYMMDD
Time
hhmmss)

시각

Generalized (YYYYMMDD
Time
hhmmss)

첨두시(최소) 노선의 배차간격

초

INTEGER

(0..86400)

NonPicktimeHeadwayTime

비첨두시(최대) 노선의 배차간격

초

INTEGER

(0..86400)

VehicleFrequencyQunatity

하루의 해당차량 운행횟수

회

INTEGER

(0..1440)

운행계획정보 RouteSchedulePlanningUpd
운행계획정보가 최신 갱신된 시각
갱신시각
atedTime

Generalized (YYYYMMDD
Time
hhmmss)

운행계획정보 RouteSchedulePlanningUpd 갱신시 바뀌는 정보항목 및 간
갱신내용
atedContents
략한 내용

UTF8String

(1..255)

UTF8String

(1..255)

운행등급

FareClass

이용요금

FareInfo

대중교통 이용 시 운행등급

대중교통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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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1..2147483
648)

부 록

명칭
메시지발생
시각

ASN.1 데이터 명

MessageGenerationTime

수단ID

ModeNumber

차량ID

VehicleIDNumber

다음정차
시설ID
차간거리
조정
운행지시
정보

설명

단위 데이터유형

해당시스템에 따라 정보가 생성

Generalized (YYYYMMDDh

된 시각
수단 구분을 위한 고유번호
대중교통 사업자의 각 차량에
지정된 고유번호

NextFacilityIdentifyNumber

해당노선의 다음정차 시설 ID

HeadwayTimeOffsetQuantit

운행계획대비 차간간격의 조정

ServiceDirectionCode

긴급상황에 따른 운행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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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값

분

Time

hmmss)

UTF8String

(1..255)

UTF8String

(1..255)

UTF8String

(1..255)

INTEGER

(-600..600)

BIT STRING

운행중단

0

대차투입

1

대기정차

2

명칭

ASN.1 데이터 명

메시지발생시각 MessageGenerationTime

수단ID

ModeNumber

차량ID

VehicleIDNumber

설명

단위 데이터유형

해당시스템에 따라 정보가 생성

유효값

Generalized (YYYYMMDD

된 시각
수단 구분을 위한 고유번호
대중교통 사업자의 각 차량에
지정된 고유번호

Time

hhmmss)

UTF8String

(1..255)

UTF8String

(1..255)

UTF8String

(1..255)

대중교통 차량이 정규 노선상을
이벤트정보수집
노드ID

NodeZoneIDNumber

운행할 때 경유하게 되는 노드
영역(교차로, 정보수집지점, 시
설 등)의 고유번호

차량위치정보
(GPS)

운행상태정보

무단결행
노선ID

무단결행
발생대수

대중교통 차량의 GPS 위치정보
VehicleCoordinate

비정상적 상황(위반 등)이 발생

NMEACoord

했을 때의 차량의 위치정보 수집

VehicleIrregularCondition
Code

대중교통차량의 비정상적 상황,
상태 지칭 코드

BIT STRING

-

UTF8String

(1..255)

INTEGER

(0..100)

UTF8String

(1..255)

UTF8String

(1..255)

운행계획의 변경 없이 차량이
MissingRouteIDNumber

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중
교통노선 고유식별자

MissingCountQuantity

노선ID

SubRouteIdentityNumber

노선명칭

SubRouteNameText

운행계획의 변경 없이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회수
대중교통 노선의 고유식별자
노선기본정보 운행계통을 포함
한 대중교통노선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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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부 록

- NMEACoord : 표준 NMEA 좌표 정보
명칭

ASN.1 데이터 명
latitude

integer

위도 정보

fraction

NMEA좌표
추가정보

NMEA좌표 정보 중 위도 정보
NMEA 좌표 정보 중 소수 점 이상
정수 정보
NMEA 좌표 정보 중 소수 점 이하
정보

fracSize

소수 점 이하 정보의 총 자릿수

compas

남/북 방향 정보

longitude

NMEA좌표 정보 중 경도 정보

integer

경도 정보

설명

fraction

NMEA 좌표 정보 중 소수 점 이상
정수 정보
NMEA 좌표 정보 중 소수 점 이하
정보

fracSize

소수 점 이하 정보의 총 자릿수

compas

동/서 방향 정보

optData

NMEA좌표 정보 제공 시 선택적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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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데이터유형

유효값

SEQUENCE

INTEGER

INTEGER

INTEGER

0..10

ENUMERATED

0..1

SEQUENCE

INTEGER

INTEGER

INTEGER

0..10

ENUMERATED

0..1

OCTET STRING

명칭
메시지
발생시각

ASN.1 데이터 명
MessageGenerationTime

수단ID

ModeNumber

차량ID

VehicleIDNumber

시설ID

FacilityIdentity

노선ID

SubRouteIdentityNumber

설명

단
위

해당시스템에 따라 정보가 생성
된 시각

데이터유형

유효값

GeneralizedT (YYYYMMDD
ime

hhmmss)

UTF8String

(1..255)

UTF8String

(1..255)

대중교통 시설의 고유번호

UTF8String

(1..255)

대중교통 노선의 고유식별자

UTF8String

(1..255)

UTF8String

(1..40)

수단 구분을 위한 고유번호
돌발상황을 관측하거나, 돌발상
황에 있는 차량ID

대중교통 차량이 정규 노선상을
이벤트정보
수집노드ID

NodeZoneIDNumber

운행할 때 경유하게 되는 노드영
역(교차로, 정보수집지점, 시설
등)의 고유번호

차량위치
정보

VehicleCoordinate

대중교통 차량의 GPS 위치정보

NMEACoord

LocationRoadwayNameText 돌발상황이 발생한 도로의 명칭

UTF8String

(1..255)

UTF8String

(1..255)

UTF8String

(1..255)

(GPS)
도로명칭

관련교차로

LocationCrossStreetBegin 돌발상황이 발생한 시점과 관련
Text

된 교차로 명칭

돌발상황
발생위치

IncidentLocationText

돌발상황 발생의 위치에 대한 설명

설명
돌발상황
발생시각
돌발상황
유형

IncidentGeneratedTime

IncidentTypeCode

돌발상황
유형

IncidentTypeOtherText

부연설명
돌발상황
긴급정도

IncidentLevelCode

돌발상황 발생의 시각

발생된 돌발상황 유형 분류 코드
돌발상황에 대한 문자 설명의 긴
표현

GeneralizedT (YYYYMMDD
ime

hhmmss)

BIT String

-

UTF8String

(1..255)

긴급상황에 대한 정도로서 추가

ENUMERATE

대처방안을 알려주기 위한 정보

D

0 ~ 3

사고감지 / 확인 및 대응조치 단계

0 / 1

처리 및 복구 / 상황종료 단계

2 / 3

돌발상황
긴급정도

IncidentLevelOtherText

긴급상황에 대한 정도의 부연설명

부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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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F8String

(1..255)

부 록

명칭

ASN.1 데이터 명
latitude

integer

위도 정보

fraction

NMEA좌표
추가정보

NMEA좌표 정보 중 위도 정보
NMEA 좌표 정보 중 소수 점 이상
정수 정보
NMEA 좌표 정보 중 소수 점 이하
정보

fracSize

소수 점 이하 정보의 총 자릿수

compas

남/북 방향 정보

longitude

NMEA좌표 정보 중 경도 정보

integer

경도 정보

설명

fraction

NMEA 좌표 정보 중 소수 점 이상
정수 정보
NMEA 좌표 정보 중 소수 점 이하
정보

fracSize

소수 점 이하 정보의 총 자릿수

compas

동/서 방향 정보

optData

NMEA좌표 정보 제공 시 선택적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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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데이터유형

유효값

SEQUENCE

INTEGER

INTEGER

INTEGER

0..10

ENUMERATED

0..1

SEQUENCE

INTEGER

INTEGER

INTEGER

0..10

ENUMERATED

0..1

OCTET STRING

명칭
메시지
발생시각

ASN.1 데이터 명

MessageGenerationTime

이용자ID

UserIdentity

수단ID

ModeNumber

차량ID

VehicleIDNumber

시설ID

FacilityIdentity

기점 시설ID

설명

단위 데이터유형

해당시스템에 따라 정보가 생
성된 시각

EndFacilityIdentifyNumber

탑승확인정보

Boardingcheck

탑승가능여부

BoardingPassibility

탑승시간

BoardingTime

탑승불가사유

NotInServiceText

총좌석

TotalSeat

남은좌석

EmptySeat

Generalized (YYYYMMDD
Time

hhmmss)

이용자 기기의 고유번호

UTF8String

(1..255)

수단 구분을 위한 고유번호

UTF8String

(1..255)

UTF8String

(1..255)

UTF8String

(1..255)

UTF8String

(1..255)

UTF8String

(1..255)

대중교통 사업자의 각 차량에
지정된 고유번호
대중교통 시설의 고유번호

BeginFacilityIdentifyNumber 대중교통노선의 시작 시설(기점)

종점 시설ID

유효값

대중교통노선의 마지막 시설
(종점)
이용자가 수단에 탑승했는지
확인
이용자가 수단에 탑승가능한
지 확인

이용자가 수단에 탑승한 시각 시각

BOOLEAN

BOOLEAN

0-미탑승
1-탑승
0-탑승불가
1-탑승가능

Generalized (YYYYMMDD
Time

hhmmss)

UTF8String

(1..255)

대중교통 수단의 총 좌석

INTEGER

(0..10000)

대중교통 수단의 남은좌석

INTEGER

(0..10000)

수단에 탑승이 불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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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명칭
메시지
발생시각

ASN.1 데이터 명
MessageGenerationTime

이용자ID

UserIdentity

수단ID

ModeNumber

설명

단위 데이터유형

해당시스템에 따라 정보가 생

유효값

Generalized (YYYYMMD

성된 시각

Time

Dhhmmss)

이용자 기기의 고유번호

UTF8String

(1..255)

수단 구분을 위한 고유번호

UTF8String

(1..255)

UTF8String

(1..255)

대중교통 사업자의 각 차량에

차량ID

VehicleIDNumber

시설ID

FacilityIdentity

대중교통 시설의 고유번호

UTF8String

(1..255)

환승경로

TransferRoute

대중교통 이용자의 환승경로

UTF8String

(1..255)

환승수단

TransferVehicle

환승 시 탑승하는 수단

UTF8String

(1..255)

환승시간

TransferTime

환승장소

TransferLocation

환승운임

TransferFare

환승가능여부

TransferCheck

환승소요시간

TransferRequiredTime

환승불가사유

NotInServiceText

명칭

ASN.1 데이터 명
latitude
integer

위도 정보

fraction
fracSize
compas
longitude
integer

경도 정보

fraction
fracSize
compas

NMEA좌표
추가정보

optData

지정된 고유번호

환승 수단에 탑승하는 시각

시각

이용자가 환승하는 장소

Long

이용자가 수단에 환승가능한

BOOLEAN

지 확인
수단을 갈아타는데 소요되는

초

수단에 환승이 불가한 사유

설명
NMEA좌표 정보 중 위도 정보
NMEA 좌표 정보 중 소수 점 이상
정수 정보
NMEA 좌표 정보 중 소수 점 이하
정보
소수 점 이하 정보의 총 자릿수
남/북 방향 정보
NMEA좌표 정보 중 경도 정보
NMEA 좌표 정보 중 소수 점 이상
정수 정보
NMEA 좌표 정보 중 소수 점 이하
정보
소수 점 이하 정보의 총 자릿수
동/서 방향 정보
NMEA좌표 정보 제공 시 선택적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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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Dhhmmss)

NMEACoord

대중교통 이용요금

시간

Generalized (YYYYMMD

단위

(1..2147483
648)
0-환승불가
1-환승가능

INTEGER

(0..86400)

UTF8String

(1..255)

데이터유형
SEQUENCE

유효값

INTEGER
INTEGER
INTEGER
ENUMERATED
SEQUENCE

0..10
0..1

INTEGER
INTEGER
INTEGER
ENUMERATED
OCTET STRING

0..10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