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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hors analysized transport policies of the European countries about the intermodal 

transport since 2002 and urban transport to add new ones to the Korean transport 

policies for the railway-oriented transport network. Now the Ministry of Korean 

transport tries to invest more than before in the railway to increase the speed of 

the conventional lines and to construct high speed lines. The Ministry also try to 

integrate ticketing and payment of urban public transport with a smart card 

nationwide.   

1. 서론

녹색교통을 실현하는 일환으로 철도중심교통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철도내에서

의 노력 뿐만 아니라, 철도가 근본적으로 통행의 시작과 끝의 양단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필

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 교통수단과의 연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물운송 및 여객운송 

모두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화물운송과 여객운송 모두

에서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및 환승을 촉진시키기 위한 유럽의 노력을 살펴보고 

우리의 철도중심교통체계 구축 전략에 도움이 되는 바를 찾고자 한다. 

2. ECMT의 조사

유럽교통부장관회의(European Conference of Ministers of Transport, ECMT)는 2002년 

화물부분에 대한 복합운송발전실태(National Measures to Develop Combined Transport)

를 조사한 이래 2007년도 같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 각국

의 복합운송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전반적인 교

통정책에서 복합운송의 중요성’, ‘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회

계상의 인센티브’, ‘기타 지원수단’, ‘미래조치계획’이다. 2002년과 2007년 조사결과 중 독

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의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전반적인 교통정책에서 복합운송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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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정책은 복합운송이 철도와 같은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의 실적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복합운송을 높이기 위한 환적시

설 구축, 도로화물수송 억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인다. 

<표 1> 전반적인 교통정책에서 복합운송의 중요성 

국 가 주 요 내 용

독 일

화물운송량의 증가에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인 철도와 수로의 점유율을 높

이고자 하고 있음. 이는 통합된 전체적인 교통시스템의 틀 안에서 달성될 것

임. 복합운송은 이런 교통수단간의 연계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도로 교통의 

상당량을 철도 및 수로로 전환시키기 때문임. 

프랑스

교통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되어있고 교통수

단간 더 좋아진 균형을 달성하고 전반적인 교통규제를 확실히 하고자 함. 교

통규제의 목적은 운임과 사회적 규제라는 두 개의 지레를 통해 교통이용자의 

행태와 이들의 선택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화물과 여객분야에서 교통수단

간 새로운 균형을 이루고자 도로이외의 교통수단에 우선순위를 주고 있는데 

향후 10년간 철도 교통량을 배가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프

랑스 정부의 이러한 의도 표명은 복합운송분야에서 더 높은 성장률을 요구하

고 있음. 

네덜란드

복합운송은 경제센터에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존 기반시설의 활용을 개선하며 

환경에 대한 부담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음. 복합운송정책은 네덜

란드 정부의 통합된 화물운송정책의 일부분임. 복합운송정책은 2개의 목표를 

갖고 있음. (1) 교통 사슬에서 각기 다른 링크의 개선 및 통합 (2) 도로수송

에서 철도, 내륙수로, 연근해 수송으로 운송수단 전이 촉진. 이를 위해 복합

운송을 위한 여러 교통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터미널 공간구조

가 필요함. 기반시설정책, 터미널정책 및 공간계획정책간에는 정합성이 있어

야 하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영역은 함께 일을 하여야 함(2002).

화물운송에 대한 전체적인 기반시설 망의 최적 이용을 지지하고 있음. 복합운

송을 이용하거나 기반시설 망의 최적 사용이라는 국가정책에 기여하는 혁신

적인 물류 아이디어는 장려되고 있음. 유럽이 추구하는 운송수단 전이를 지원

하는데 그러한 정책이 어느 한 교통수단의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

는 견해를 갖고 있음(2007).   

영 국

복합운송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속가능한 배송정책문건은 주요 화물 환적시설

에 대한 국가적 정책 틀을 제시하고 있음. 배송망에서 화물 환적시설의 실적

은 복합운송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정책 틀은 (1)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각기 다른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환적시

설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리고 환적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을 허용

함으로써 영국의 주요 화물 환적시설의 국가 및 지역 경쟁력에 대한 기여를 

촉진하고 함. (2) 소비자로 향하는 전방 배송에 대해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의 사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존 환적설비의 운영 및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고

자 함. (3) 적절한 여유 용량이 있거나 만들어질 수 있을 때 확장보다는 기존 

환적 설비의 최대 및 효율적인 이용을 장려함.

스위스

복합운송은 도로화물운송을 철도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수단이라는 관

점에서 스위스 교통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복합운송을 장려하기 위

해 2001년 1월1일부터 대형화물트럭에 대해 서비스관련사용료

(service-related charge, RPLP)가 부과되고, 알프스를 통과하는 새로운 철

도가 건설 중에 있으며(총 130억CHF, 우리 돈으로 약 15조), 철도구조개혁

과 관련한 새로운 재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2001년 1월 1일부터 시

행되는 교통 흐름을 바꾸기 위한 법에 의해 도로와 철도에 대한 지원수단들

이 결정됨. 이 법에 의거 2010년까지 28.5억CHF이 지원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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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경우만 2009년 조사에서 이전과 다른 답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

형화물트럭의 서비스관련 사용료를 인상하고, 알프스를 통과하는 철도터널 건설 지원에 많

은 투자를 하고 있다.  

<표 2> 전반적인 교통정책에서 복합운송의 중요성에 대한 2009년 스위스의 내용

2001년 RPLP에 의한 사용료는 2005년 1월 대형화물트럭 최대허용중량과 함께 인상됨. 

2008년에 다시 사용료가 인상됨. 2009년 스위스 내에서 40톤 트럭이 300km를 주행했

을 때 내는 사용료는 평균 325CHF임. 알프스를 통과하는 새로운 철도는 1998년 가격

으로 187억CHF이 소요되는데 뢰츠버그(Lotschberg) 터널은 2007년에 개통되었고, 고

타드(Gotthard) 터널은 2017년에 개통될 예정임.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물교통 

전이에 관한 법에 의거 2010년까지 28.3억CHF이 지원될 예정임. 이 법은 2010년 12

월 새 법으로 교체될 예정인데, 이 법에서는 고타드 터널이 개통되고 2년 후에는 연간 

알프스를 통과하는 탱크 로리를 65만대로 제한할 예정임. 이를 위해 스위스 의회는 

2011-2018년 동안 알프스를 통과하는 화물교통량을 촉진시키기 위해 16억CHF을 지원

하고, 추가하여 국내 철도화물운송을 위하여 2011-2015년 사이에 2억CHF을 지원할 예

정임. 이들 기금은 철도화물의 화차에 대해 사용할 수 있으며 알프스를 넘지 않는 복합

운송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음(수출입 및 국내수송). 

2.2 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네덜란드만이 2004년 이후 복합운송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다른 나라들

은 철도 및 수로로의 화물수송전환을 위해 관련 시설에 투자지원을 하고 있다. 

<표 3> 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 가 주 요 내 용

독 일

독일 연방철도 DB AG 및 다른 민간철도 그리고 항만의 복합운송터미널에 

대한 재정지원. 복합운송촉진지침아래 1998년부터 약 4억DM가 민간부문의 

프로젝트 지원에 사용됨. 2002년 예산은 1억5천만DM(7천5백만유로)(2002). 

연방정부는 새로운 복합운송터미널 및 기존 터미널 개량에 대한 건설비용을 

지원. 정부지원은 연방철도인프라개량법 또는 복합운송환적시설촉진에 관한 

지침(2002년 11월 1일 제정 2005년 10월까지 유효)에 근거하고 있음. 2008

년까지 시행될 후속 지침은 EC에 제출된 상황임. 복합운송촉진지침 아래 정

부가 지원한 환적시설은 62개이며 금액은 4억1천8백만유로. 이 중 철도와 도

로를 연계하는 복합운송시설은 32개 금액은 2억6천3백만유로(2007).  

프랑스

특별히 철도-도로 복합운송에 관해서는 기반시설, 대형구조물 및 복합운송터

미널 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에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지원은 복합운송프로젝트의 건설 또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모든 소유자/운영

자(기반시설 관리자, 복합운송운영자, 지방정부 또는 이들 사이의 파트너십)

에게 그리고 대형 구조물 설비의 개량을 추진하는 모든 복합운송운영자에게 

가능. 2000년 지원금액 1억2천만FRF(대략 1천8백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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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계속

국 가 주 요 내 용

네덜란드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공공내륙터미널에 대한 정부지원이 2001년 11월 시행

됨.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환경 및 안전과 같은 사회적 전제조건에 비추어 

심사하는 방식임. 위험부담 자본의 50%를 정부가 지원함. 입지선정은 민간의 

몫인데 현존하는 공간계획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2003년 총 예산은 8.2

백만유로임. 내륙수로운송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하는데 위험부담 

자본의 50%. 2003년 말에 시행되는데 총 예산은 13.6백만유로임. 철도 연결

선(링크)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원제도가 있었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여 2000년

에 종료됨(2002). 2004년 이후 재정 지원 없음. 

영 국

화물시설지원금(Freight Facilities Grant, FFG)은 기업의 중량트럭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철도 또는 내륙수로 화물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임.  

철도 또는 수로 화물 시설(철도 측선, 화차, 부두, 취급설비 및 부속 건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데 지원이 없으면 도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거나 

철도 또는 수로로의 전환이 탱크로리의 운행감소로 환경적 편익을 가져올 때 

주어짐. 지원금은 철도 또는 내륙 수로 교통과 도로와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

해서 또는 총 환경적 편익(이 금액이 낮을 때)에 대해 주어짐. 환경적 편익은 

감소된 탱크로리마일에 근거해서 계산됨. 정부는 “Transport Act 2000”을 

통해 탱크로리의 운행 감소로 환경적 편익을 가져오는 모든 해운화물수송의 

자본비용에 대해서도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 

스위스

복합운송 및 부수 차량의 수송 촉진에 관한 법령하에 스위스연방정부는 비상

환투자지원금 또는 우대금리 대부를 제공할 수 있음. 화물교통촉진을 위한 자

금지원 하에 2010년까지 연간 평균 1천8백만CHF이 지출될 예정인데 알프스

를 통과하는 남북노선에서 도로교통을 철도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국경지

대에 위치한 터미널에 대한 공동재원조달의 일환임. 

독일과 스위스는 이 항목에 대한 2009년도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있다. 

<표 4> 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2009년도 독일 및 스위스 내용

국 가 주 요 내 용

독 일

2007년과 동일. 다만 복합운송환적시설촉진지침은 1998년 이래 2번 수정되

어 EC에 제출되었음. 이 지침에 의거 지원된 복합운송환적시설은 72개이며 

금액은 5억8천만유로임. 이 중 철도와 도로를 연계하는 복합운송시설은 34개 

금액은 3억1천5백만유로임.  

스위스

복합운송에 관한 법령하에 정부는 비상환투자지원금 또는 대부를 제공할 수 

있음. 교통수단 사이에 환적을 위한 설비 및 시설의 건설, 구매 또는 재개발; 

복합운송운영에 필요한 철도 시설의 연장, 복합운송을 위한 철도화물차량의 

구매, 복합운송을 촉진하거나 원활히 할 수 있는 그 밖의 투자에 사용됨. 연

간 4천만CHF이 가능함. 조건은 10년이 지나면 운영비용은 자체 조달. 스위

스를 관통하는 철도교통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면 스위스 밖의 터미널 건

설에도 지원될 수 있음. 철도지선 연계에 관한 법에 의거 민간철도의 철도지

선의 건설에도 비상환(non-recoverable) 정부지원금이 지원됨. 지원규모는 

연간 2천만CHF 정도임. 

독일은 복합운송환적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의 변화를 알리고 있고, 스위스는 복합운송

을 위한 투자에 대한 지원, 민간의 철도지선건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밝히고 있다.  

799



2.3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운영비용을 자체 조달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원칙에서 보면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은 큰 관심사일 수 밖에 없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복합운송링크 및 새로운 복합운송설비 운

영 초기 운영지원을, 프랑스는 철도와 도로의 외재비용 차이를 지원하는데 이 지원은 철도

운임에 반영되고 있다. 

<표 5>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 가 주 요 내 용

독 일

2005년 5월 철도 및 내륙 수운에 의한 새로운 복합운송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지침이 제정됨. 이 지침은 인프라 이외의 영역에서 복합운송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창출함. 독일 내에서의 복합운송링크, 국제 링크에서

의 독일 영역에 대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짐. 단 통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원

이 없음. 이 지원프로그램은 새로운 복합운송설비 운영 초기에 발생하는 어떠

한 용량부족도 완충할 수 있는 초기개시지원(start-up aid(initial financing))

도 가능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총 1억5천만유로를 제공하게 될 것임(2007). 

프랑스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회수되지 않은 외재비용의 관점에서 철도와 도로

의 차이를 부분적으로 보전하도록 설계됨. 2000년 재정지원의 한도는 톤키로 

당 4.8상팀(centime)(0.7유로 센트)인데 복합운송에서의 추세를 정확히 반영

하는 교통량에 대한 복합지수에 근거하고 있음. 이 지원은 철도운영자, 

SNCF에게 지불되는데 SNCF는 운임을 설정할 때 이를 반영하고 있음. 모든 

복합운송운영자, 복합운송을 이용하는 수송업체 및 포더들이 이러한 도움으로 

혜택을 받고 있음. 지금은 SNCF가 유일한 지원자이긴 하지만, 유럽의 법제

에 따라 프랑스 내에서 복합운송을 운영하는 모든 철도운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000년 예산 6억2천만FRF(대략 9천5백만유로). 

네덜란드 없음

영 국

Track Access Grant(TAG)는 선로 마모에 기초한 선로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는 철도화물서비스에 적용됨. Freight Facilities Grant와 마찬가지로 도로

와 비교하여 철도의 비용이 높은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하여 주는 수준임. 철도

규제처(The Regulator)는 선로사용료 2001-2002년 분에 대해서는 40%, 

2002년 4월1일 이후 분에는 52%의 할인을 결정함. 이로 인해 Railtrack 

(2004년 이후에는 Network Rail)에 보전하여 주는 금액이 연간 8천4백만파

운드 또는 통제기간 전체에 걸쳐 5억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 보전하여 

주는 원칙은 다음과 같음. 화물운송운영자에 대해 고정화물비용 또는 여객운

송과의 공통비용을 부담시키기 않음. 철도망의 개량이 화물에만 편익을 줄 경

우 화물운영자는 수반되는 고정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선로사용료는 장기적의 

관점에서 설정되어야 하는데 미래비용이 현재비용보다 낮아진다는 예측에 기

초함. 이는 장기적으로 득이 되는 교통투자가 늦어지는 것을 피하고 현재의 

이용객에게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철도를 떠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

임. 이는 또한 최근에 이루어진 도로 부분의 차량 및 주유세의 감면에 대응하

여 철도부분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것임. 

스위스

복합운송 및 부수 차량의 수송 촉진에 관한 법령하에 스위스연방정부는 또한 

운영비용에 기여. 철도차량 구매를 위한 우대금리 대부를 제공할 수 있음. 화

물교통 촉진을 위한 재원은 대부분 복합운송에 사용될 예정인데 아직 (일반

철도 화물운송에 비해) 재원의 얼마가 사용될는지는 알 수 없음. 철도를 이용

하는 비용에 대한 정부보조, 공공기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 링크 또

는 노선에서 발생한 회수불가능한 비용에 대한 보전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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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복합운송의 철도이용에 대해 선로사용료는 삭감하여 주고 이를 철도시설운영자에게 

지불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철도를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하여 주고 있다. 

스위스 경우만 2009년 조사에서 이전과 다른 답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

부가 요구한 복합운송서비스에 대한 운영비용 지원, 비부수차량 복합운송의 경쟁력을 높이

기 위한 탁송량에 대한 최대지원금의 대폭 상향조정 등이 담겨 있다. 

<표 6>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2009년 스위스의 내용

복합운송에 관한 법령하에 스위스정부는 또한 운영비용에 기여할 수 있는데, 복합운송서

비스 형태로 스위스 정부가 요구한 서비스에 관한 것임. 이 비용은 열차의 수 및 운송된 

탁송량에 의해 계산됨. 2001년에 제정된 교통량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스위

스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2억1천8백만CHF임. 스위스 연방 교통부는 운전자비동행 복합

운송(unaccompanied combined transport)이 도로와의 경쟁에 밀려 도로운송보다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2009년 탁송량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 운전자비동행 복합운송이 경쟁력 있는 운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 지

원이 기대됨. 스위스 연방교통부는 2012-2018년간 스위스 알프스를 관통하는 “Rolling 

Highways"(스위스 구간에서는 철도를 이용하여 탱크로리를 운반하는 서비스, 탱크 로리 

운전자들은 이동하는 열차에서 휴식을 취함)에 대해 국제경쟁입찰에 부침. 목적은 스위

스 내에서 운전자동행 복합운송의 량을 증대시키고 지원수단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2012-2018년간 지원가능한 금액은 3억5천만CHF임. 

2.4 회계상의 인센티브

복합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회계상의 인센티브는 복합운송에 활용되는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면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표 7> 회계상의 인센티브

국 가 주 요 내 용

독 일
복합운송의 처음 및 마지막 단계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차량세 

면제. 피기백(piggyback)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차량세 환급

프랑스

도로차량은 도로운송부분에 대해 설정된 요율로 차축세금(axle tax)을 내어야 

하지만 도로-철도 복합시스템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기본 요율에 

대해 75% 감면이 적용됨(1971년부터 실시됨). 이러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서 도로운송자는 철도-도로 복합운송실적 증명에 요구되는 규정된 문서 또는 

SNCF 또는 SNCF의 대리인이 서명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함. 

네덜란드 없음

영 국

Grants: 투자 및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참조

차량면허세환급제공(Vehicle Excise Duty Rebate, VED): 영국에서 VED는 

모터를 사용하는 차량에만 부과됨. 현재 자동차를 철도로 운반하는 것은 차폭

(loading gauge)제한 때문에 불가능함. 특별히 고안된 세미트레일러가 피기

백으로 철도 위에 올려져 운송되고 있음. 세미트레일러에 대해서는 동종 세금

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환급도 없음. 

스위스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RPLP에 관련된 법적 조항에 의거 (그리고 34

톤까지 허용되는 최대중량의 증가에 의거) 복합운송의 처음과 끝단의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최대허용총중량 44톤)은 컨테이너의 길이에 따라 RPLP 중 

20-25CHF를 일괄적으로 환급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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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경우만 2009년 조사에서 이전과 다른 답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

전자비동행 복합운송을 이용하는 도로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환급금을 알리고 있다. 

<표 8> 회계상의 인센티브에 대한 2009년 스위스의 내용

RPLP의 법적 조항에 의거 운전자 비동행 복합운송을 이용하는 도로 차량 소유자들은 

적재단위 또는 세미트레일러의 길이가 18-20feet 사이이면 단위 당 24CHF, 길이가 

20feet이상이면 단위 당 37CHF을 환급 받게됨. 이와 관련 연간 도로운송운영자들에게 

환급되는 비용은 약 2천만CHF임.

2.5 기타 지원수단

복합운송에 이용되는 도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적재중량을 44톤까지 허용하고 있다. 

<표 9> 기타 지원수단

국 가 주 요 내 용

독 일

복합운송의 처음과 끝단의 도로운송 부분에만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최대 허

용 중량이 44톤으로 상향됨. 주말 및 일반 휴일, 공휴일 운전금지에서 제외. 

Rolling Road train 서비스 시 열차에서 보내게 되는 트럭운전자의 시간에 

대한 휴식시간 인정. 

프랑스

1. 복합운송운영에 대해서는 최대적재중량 준수요구를 면제

  1986년 10월 14일 명령에 의하면 관절차량의 최대적재중량은 40톤을 넘

지 못함.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예외로 최대적재중량을 44톤으로 허용하는데 

최초 및 끝단 도로운송부분에서의 관절 차량, 더블로드트레인(double road 

train, 트레일러를 여러 개 연결하여 운송하는 트럭) 또는 4축 이상의 트레일

러를 끄는 트랙터에 대해 적용됨. 더 나아가 Prefect(중앙정부 또는 지역 내

에 있는 정부대표자)는 주어진 구간 내에서는 44톤 이상의 도로 차량에 대해

서 지역운송허가를 발행함. 

2. 도로운송업체들에 대한 지원

  도로운송업체들에게 복합운송 옵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스왑바디, 컨테이

너 혹은 샤시를 구매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낮은 이자율로 대부계

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음. 대부를 갚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율의 차

이는 교통부, 전력부(EDF), 환경에너지보존부로부터의 지원으로 충당함.

네덜란드

도로 차량의 최대 총중량은 50톤임. 따라서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44톤 차량

에 대한 예외는 필요하지 않음. 특정 일 또는 특정 시간에 운송을 금하는 것

은 없음. 따라서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면제가 필요 없음. 

영 국

철도/도로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44톤중량한계 허용.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최대 축중 10.5톤인 6축41톤 트럭을 장려하고 있음. 1994년 이

래 철도터미널에서 출발하거나 향하는 화물을 운송한다는 것을 문서로 증명

하면 관절차량, 견인봉 트레일러 콤비네이션(drawbar-trailer combinations)  

, 6축41톤 트럭에 대해 44톤 중량한계를 허용하고 있음. 

스위스

대형트럭에 의한 오후 10시에서 새벽 5시 사이의 심야운송 및 일요일 운송 

금지는 운송업자들로 하여금 철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장려함. 지선에 관한 

법령에 의거, 민간기업들은 자신들의 공간에서 직접 운영되는 지선을 건설하

는데 소요되는 재원에 관해 저이자 대부 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음. 복합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의 최대적재중량은 44톤임. 

802



스위스 경우 2009년 조사에서 이전과 거의 같은 내용을 보내왔는데 다만 운전자 휴식시간

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표 10> 기타 지원수단에 대한 2009년 스위스의 내용

오후 10시에서 새벽 5시 사이의 심야운송 및 일요일 도로화물운송 금지는 운송업자들로 

하여금 철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장려함. 탱크로리 운전자에 관한 법에 의거 복합운송에

서 운전자가 열차에서 보낸 시간은 휴식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거나 특정 조건하에서는 

1일 휴식시간에 추가되기도 함(그래야 열차운송이 끝나는 구간에서 트럭을 운전할 수 

있게 됨). 4축 이상의 로리, 로드 트레인, 관절 차량에 적용되는 최대허용중량은 40톤이

지만 운전자 비동행 복합운송에서 터미널 혹은 스위스 port에서 출발하거나 향하는 운

송구간에 이용되기만 하면 최대허용중량은 44톤으로 증대됨.  

2.6 미래 조치 계획

독일은 혁신적인 복합운송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손실에 대한 한시적

인 재정지원, 환적에 적합한 세미트레일러 구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는 단기적으로는 SNCF가 복합운송운영자들과 협업하여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고, 

중기적으로는 복합운송프로젝트 및 철도망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화

물고속선을 건설하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현존하는 기반시설의 활용 증대,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확장, 변동비

용 및 차별화된 비용에 기초한 가격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영국은 FFG, TAG를 계획의 근간으로 보고 있다. 스위스는 민간의 지선건설에 대한 저이자 

대부 또는 정부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표 11> 미래조치계획

국 가 주 요 내 용

독 일

2001년 8월 교통건설주택 연방장관은 복합운송에 관한 보고서를 독일 의회

에 제출함. 이 보고서는 복합운송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 수단을 조사하는 2

개의 연구를 언급하고 있음.  

- EU PACT(pilot actions for combined transport) 프로그램의 후속으로서 

철도/도로 및 철도/수운 복합운송 개발에 대한 국가적 촉진프로그램. 이 프로

그램의 목적은 새로운 혁신적인 복합운송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손실을 한시적 재정지원(초기 재정지원)을 통해 상쇄하고자 하는 

것임. 이 연구에 의하면 연간 3천만DM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철도/도로 및 

수운/도로 복합운송량이 각각 9천5백만톤과 8천4백만톤이 증가할 수 있음. 

- 크레인에 의한 환적에 적합한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s)의 구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연구에 의하면 향후 4년간에 걸쳐 5백만DM을 지원하면(9,750

대의 세미트레일러 구매비용) 1백만톤의 화물이 철도로 전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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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미래조치계획-계속

국 가 주 요 내 용

프랑스

단기계획: (1) 복합운송개발 정책의 추구. 이러한 복합운송개발은 상당부분 

SNCF가 복합운송운영자들과 협업하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자

신의 산업 프로젝트에서 계획했던 주요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가에 달려 있음. (2)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의 시작. 

중기계획: (1) 복합운송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의 시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계약에 기초하여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최소한 총 6억FRF(약 

9천만 유로)을 투자. (2) 철도망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를 통해 병목구간의 해

소(기존선의 재개발 또는 신선 건설). 이를 통해 복합운송운영에 혜택이 되도

록 함. (3) 프랑스와 이태리 사이의 알프스를 관통하는 노선에서 최초의 

rolling road service(엔진의 공기, 연료, 시동 타이밍 등의 균형을 잡아주는 

서비스) 실시.  

장기계획: (1) 화물운송이 가능한 새로운 고속선의 건설(페르피냥-바르세로나

(Perpignan-Barcelona) TGV, 렝-론(Rhin-Rhone) TGV, 프랑스와 이태리 

사이의 알프스를 통과하는 새로운 철도 터널) (2) 향후 10년 이내에 철도화

물을 배로 늘리는 것인데 총 100G톤키로에 이를 것임. 현재 총 화물운송에

서 복합운송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25%인데 이를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임. 

※ 컨테이너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항만에 이르는 철도-내륙 수로의 연계

를 개선하는 수단을 조사하고 있음.  

네덜란드

NTTP 참조. 교통을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촉진시키면서 외재

비용을 내재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현존하는 기반시설의 활용증대,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확장, 변동비용 및 차별화된 비용에 기초한 가격정책을 

수단으로 봄. 이를 통해 각기 다른 교통수단 사이 및 내에서 좀 더 효율적인 

기반시설 이용, 좀 더 안전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 

영 국

2000/2001회계년도 FFG(Freight Facilities Grant) 및 TAG(Track Access 

Grant) 예산은 5천2백만파운드임. 현재는 중앙정부가 이를 관리하고 있지만, 

Transport Act 2000에 의거 2001년 2월 1일 부터는 SRA(Strategic 

Railway Authority)가 Rail FFG 및 TAG를 관리함. Water FFG는 계속 중

앙정부가 관리함. 

스위스 기타 지원수단 참조

2.7 2009년에 추가된 문항

ECMT에 의해 수행되어 왔던 (1) 복합운송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수단에 관한 모니터링 

및 분석 (2) 복합운송에 관한 ECMT의 결정의 시행 모니터링 및 검토가 UN ECE ITC 

Working Party on Intermodal Transport and Logistics에 의해 계승되어야 한다고 2008

년 ITC 69차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Working Party는 자신의 48차 회의에서의 결정에 의

거 당 조직의 장이 UNECE 국가들에게 복합운송촉진에 관한 국가 정책 수단들을 수집하고 

갱신하기 위해 일관되고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 설문지를 회람하였다. 다음은 추가

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독일과 스위스만이 이 조사에 응하였다. 

독일의 경우 복합운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교통수단간 공정경쟁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복합운송터미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교통수단간 최적의 환적운영을 가능하게 한다고 의견

을 제시하고 있다.   

스위스는 RPLP를 통해 도로를 운행하는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서비스이용료를 높임으로써 

철도로의 화물운송전이를 촉진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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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새로운 문항에 대한 독일의 내용

국가 및 국제 기구

1 국가 정책조정 개선 수단
(환경, 토지이용, 교통)

독일연방 교통건설도시부 및 다른 부처의 전문가들이 
많은 국가정책조정그룹에 참여하거나 복합운송에 관한 
다른 그룹 및 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2 국제 정책조정 개선 수단
(환경, 토지이용, 교통)

위와 같음. 다만 국제정책조정에 적용되는 것임. 예로
써 Marco Polo를 들 수 있음

비용 및 가격

1 교통수단간 공정경쟁 
확립

독일은 공정경쟁을 장려하는데 예들 들면 공공정책수
단 및 복합운송에 대한 재정적 지원임

2 교통수단간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인터페이스 개발

복합운송터미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교통수단간 최
적의 환적운영을 가능하게 함. 

네트워크, 터미널 및 물류센터

1 국제표준의 시행 독일은 AGTC 합의를 비준하였지만, 내륙수로에 관한 
AGTC Protocol은 비준하지 않음

2
터미널 계획을 국가적, 지
방의 또는 국경통과 운송 
및 토지이용계획 통합

복합운송터미널의 위치 결정 및 계획은 지역적으로 다
른 규정을, 특히 건설 및 계획의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 조건 관점에서 운영자들이 고려하여 결정됨

3 터미널 접근을 개선하는 
행정적 수단

복합운송의 촉진은 공공정책수단 및 재정적 지원을 통
해 이루어짐

4 터미널 운영 및 설비 개
선을 위한 행정적 수단

원칙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통한 복합운송촉진은 투자
에 한정됨(예외도 있음)

상호운영가능성

1 철도정보 및 신호시스템
의 양립가능성 확보

개별 수단의 시행은 개별 기업의 책임. 공공기관은 요
구되는 법적 전제조건을 제공.

2 전자정보시스템의 도입 위 참조

3 기타 수단

교통 운영

1 철도망 접근의 자유화 공공재원으로 건설된 복합운송터미널에 대한 접근은 
차별없이 제공되어야 함

2 내륙수로교통에 대한 접
근의 자유화 위 참조

시장 감시

1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자
료의 획득가능성 확보

예를 들어, 연방교통인프라계획 수립과정에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수집됨 

2 병목구간 목록의 작성 연방교통인프라계획 수립과정에서 병목구간들이 확인됨

3 근해 운송정보실 설치 근해운송 및 내륙수로 촉진센터를 Bonn에 설치함

교통 사슬의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혁신의 촉진

연방정부의 화물운송 및 물류 매스터플랜은 명시적으
로 혁신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 실행을 예견하고 있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침이 현재 준비되고 있음. 

복합운송 사슬에서의 운영자

1 협동 및 파트너십 합의 
촉진

독일은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의 이용을 권장. 이는 원
칙적으로 교통수단 분할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않음. 

2 위험물수송에 대해 복합
운송을 권장

안전상의 이유로 특정 위험물 수송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자유로운 운송수단 분할이 제한됨

3 철도화차에 대한 국제 
Pool 사용의 촉진 위의 2개항 참조

4 터미널간 철도블럭트레인 
운영 촉진 위의 2개항 참조

5
효과적이고 양립이 가능
한 EDI시스템 사용 권장
(예, 이동 및 추적 등) 

위의 2개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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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새로운 문항에 대한 스위스의 내용

국가 및 국제 기구

1 국가 정책조정 개선 수단(환경, 토지이용, 교통)

2 국제 정책조정 개선 수단(환경, 토지이용, 교통)

비용 및 가격

1 교통수단간 공정경쟁 
확립

RPLP 목적의 하나는 도로에서 철도로의 화물운송 전
이를 촉진하는 것임. 기반시설 및 외재비용을 내재화함
으로써 RPLP는 철도교통의 기반조건을 개선하고 있음.

2 교통수단간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인터페이스 개발

네트워크, 터미널 및 물류센터

1 국제표준의 시행
스위스는 1993년 2월 11일 AGTC 합의를 1998년 3
월 4일 내륙수로에 관한 프로토콜을 비준함. 이들 국제
법에 각인된 국제표준이 적용됨. 

2 터미널 계획을 국가적, 지방의 또는 국경통과 운송 및 
토지이용계획 통합

3 터미널 접근을 개선하는 행정적 수단

4 터미널 운영 및 설비 개선을 위한 행정적 수단

상호운영가능성

1 철도정보 및 신호시스템
의 양립가능성 확보

2009년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스위스 교통부장관들
이 A 교통축(로테르담-제노아) 전구간에 ETCS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를 2015년까지 시
행한다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함. 스위스는 열차의 자동
신호와 열차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이 표준시스템의 도
입에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ECTS Level 2
가 뢰츠버그(Lotschberg) 터널을 통과하는 마트스테튼
(Mattstetten)에서 로쓰리스트(Rothrist) 신선 구간에 
성공적으로 도입됨. 이 시스템은 고트하드(Gotthard) 
및 세네리(Ceneri) 터널에도 적용될 예정임. 기타 표준
궤를 사용하는 철도망에서는 기존 시스템이 ETCS 
Level 1(제한적인 감독이 이루어짐)로 교체될 예정임. 

2 전자정보시스템의 도입

3 기타 수단

교통 운영

1 철도망 접근의 자유화

2 내륙수로교통에 대한 접근의 자유화

시장 감시

1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자
료의 획득가능성 확보

스위스 연방교통부는 매월 동행 및 비동행 복합운송에 
의해 수송된 화물톤에 관한 통계를 내고 있음. 분석의 
일환으로 스위스 연방교통부는 질적인 기준을 개발하
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복합운송열차의 도착 시 지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임.  

2 병목구간 목록의 작성

3 근해 운송정보실 설치

교통 사슬의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혁신의 촉진

스위스 연방교통부는 과거 복합운송에 관한 여러 연구
를 수행하였는데, 이들은 특히 비동행 복합운송이 일반
철도 화물에 미치는 영향, 경제위기가 비동행 복합운송
에 미치는 결과를 다루고 있음.  

복합운송 사슬에서의 운영자

1 협동 및 파트너십 합의 촉진

2 위험물수송에 대해 복합운송을 권장

3 철도화차에 대한 국제 Pool 사용의 촉진

4 터미널간 철도블럭트레인 
운영 촉진

Hupac SA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주요 터미널간을 오가는 셔틀 열차(shuttle trains)임. 

5
효과적이고 양립이 가능
한 EDI시스템 사용 권장
(예, 이동 및 추적 등) 

HUPAC은 또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장소의 예
약, 열차의 추적, 지연이 되는 경우 고객에게 정보제공
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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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의 도시교통정책 추이

3.1 유럽 교통백서 2050

요 얼마전인 3월 28일에 발표된 유럽의 교통백서 2050 “단일유럽교통권으로 로드맵 - 경

쟁력있고 자원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을 향해”(Roadmap to a Single European Transport 

Area - Towards a competitive and resource efficient transport system)에서 다수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는 도시간교통과 도시교통 사이의 효율적인 망 구축이 관심사가 되

고 있다. 철도를 이용하는 도시간 교통이 지하철, 버스 등의 도시교통하고 효율적으로 연계

되어야만 녹색교통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정책차원에서 도시간 교통의 시

작과 끝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교통이 중앙정부의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유럽에서 2007

년경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번 교통백서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단일유럽교통권의 성패는 복합교통수단 여행계획(multi-modal travel planning) 및 통합 발

권(integrated ticketing)을 위한 효과적이고 상호운영이 가능한 유럽 전역에 통용되는 시스

템 구축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항공, 항만, 철도,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의 연계가 더욱 증

대되어야 하며, 모든 교통수단을 통합하는 온라인 정보 및 전자 예약/지불 시스템은 복합교

통 여행을 증대시킨다. 서비스 제공자가 실시간 여행 및 통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기술적인 과제로는 통합 교통관리 및 정보시스템, 스마트 통행 서비스 촉진, 인프라 및 차

량의 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통행 관리, 화물을 추적하고 화물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실시간 

정보시스템, 여객/여행 정보, 예약 및 지불시스템에 공동연구가 제안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교통부문에 경쟁을 증대시키고 각기 다른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완전 통합적인 

교통망을 갖추고 여객과 화물이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대폭 전이하는 단일유럽교통권

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자발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도시교통감사 및 도시교통계획을 세울 경우 2011 - 2014년 간에 재정적인 지원

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3.2 도시교통 실행계획 2009

도시간교통의 시작과 끝단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도시에 인구의 72%가 살고 있으며, GDP의 

85%가 도시에서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 공해, 소음 등의 환경문제에 직면하여 있으며, 교

통혼잡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교통이 EU 중앙정부의 관심 대상이 된 시점 이후 

2009년에 도시교통 실행계획(Action Plan for Urban Mobility)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지속가능한 도시 통행(urban mobility)을 지원하기 위한 이 시행프로그램은 6개 주제하에 

20개의 시행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행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20번째 시행활동인 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1988년 이래 EC가 ITS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왔으나 그 

연구결과는 권고사항일 뿐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전기를 마련할 것인지 궁금하

기도 하고, 한 해 전인 2008년에 발표된 ITS Action Plan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 통행에 대

한 ITS 적용을 EC가 지원하겠다는 것을 가시화한 항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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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권 및 지불, 교통량 관리, 여행정보, 접근에 대한 규제 및 수요 관리를 살펴보고 유

럽 Galileo GNSS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회에 관해 다룬다. 하나의 시작으로 EC는 서비스 

간 그리고 교통수단 간 발권 및 지불시스템의 상호운영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띄울 것

이다. 여기에는 도시교통에서의 스마트 카드(smart card)의 사용이 포함되는데 주요 유럽 

목적지(공항, 철도 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표 14> 도시교통 실행계획의 주제 및 시행활동 

주제 시행활동

통합정책의 촉진 1. 지속가능한 도시통행계획의 채택 증진

2. 지속가능한 도시통행 및 지역정책

3. 건강한 도시환경을 위한 교통

시민이 초점 4. 도시공공교통에서 승객의 권리에 관한 기반

5. 거동제약자에 대한 접근가능성 개선

6. 여행정보의 개선

7. 그린존(green zones)에 대한 접근

8. 지속가능한 통행 활동에 대한 캠페인

9. 운전교육의 일환인 에너지 효율적인 운전

도시교통의 녹색화 10. 온실가스 저배출 및 무배출 차량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

11. 청정 및 에너지 효율적인 차량에 대한 인터넷 가이드

12. 도시에서 외부비용의 내재화에 대한 연구

13. 도시 교통요금 구조에 대한 정보 교환

자금지원의 강화 14. 기존 자금원천의 최적화

15. 미래 자금 소요에 대한 분석

경험 및 지식의 공유 16. 자료 및 통계의 갱신

17. 도시 통행 관찰의 구축

18. 국제 대화 및 정보교환에의 기여

도시통행의 최적화 19. 도시 화물 교통

20. 도시 통행을 위한 ITS

3.3 ITS 시행계획 2008

2008년도 ITS 시행계획(Commission of EC, Action Plan for the Deployment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n Europe, COM(2008) 886 final)만 하더라도 아직 도로

교통의 시각에서 작성된 것이며, 도시교통과의 접목은 한 활동영역의 작은 항목 하나에 지

나지 않았다. 

6.4에서 도시 통행 영역에서의 ITS 시도를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과 지방정부간의 특별 ITS 

협업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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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ITS시행계획 2008 중 도시교통에서의 ITS 언급 조항

6 유럽 ITS 협력 및 조정 시행시기

6.1 유럽전역의 ITS 채택에 관한 유럽 조정에 대한 법적 기반의 제안 2008

6.2

ITS 응용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도구의 

개발. 여기에는 경제적, 사회적, 재무적 및 운영측면의 영향에 관한 

계량적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수용가능성, 생애주기비

용/편익 뿐만 아니라 설비의 구매 및 개발에 대한 모범사례의 발굴 

및 평가까지도 망라하는 것이어야 함. 

2011

6.3

EU 및 국가 재원으로부터의 공공재원조달에 대한 지침 개발. ITS 

시설 및 서비스의 경제적, 사회적 및 운영적 가치의 평가에 기초한 

이들 시설 및 서비스를 위한 국가재원.

2010

6.4
도시 통행 영역에서의 ITS 시도를 촉진하기 위한 회원국과 지방정

부간의 특별 ITS 협업기반 구축
2010

3.4 IFM

2009년도 도시교통 실행계획 20번째 시행활동 및 2008년도 ITS 시행계획 6.4에 기반을 

두고 시작된 IFM(Interoperable Fare Management project)는 스마트 카드를 이용하여 공

공교통 수단간에 상호 통용되는 발권 및 지불시스템의 골격(표준, 양립가능성)을 2년 반에 

걸쳐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발권과 요금지불의 불편함이 더 이상 공공교통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2015년까지 공공교통 모든 이용자들이(신

용이 불량하여 은행카드가 없는 사람까지 포함) 하나의 스마트 카드로 유럽 전역에서 철도

와 버스 등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역무원의 접촉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이용전이(modal 

switching), 예를 들면 “Park and Ride"처럼 역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등 

철도의 이용이 증대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표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표 16> 고려되고 있는 표준들

영 역 기존의 표준

매체(Media) ISO/IEC 14443

파일 구조(File Structure) ISO/IEC 7816-4

구성(Architecture) EN ISO 24014-1(IFM)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s) EN 15320 (IOPTA)

데이터 요소(Data Elements) EN 1545

보안(Security) ISO 15408 (Common Criteria)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IFM Forum(UITP가 주관)을 통해 관련기관들의 의

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는 참여기관 및 이용자의 보증 및 사기(fraud) 최소화 문제

를 다루는 모델구축(trust modelling), 이용자의 자료를 보호하는 모델구축(privacy 

modelling),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및 상호 운영이 가능한 매체(common 

applications and interoperable media), IFM 관련 조직 설계(model of IFM 

organizaitons), 지원 후방조직 ICT 시스템간 상호접촉(supporting back office ICT 

809



system interfaces)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2010년 5월 1단계 시범사업이 제시되었는데, 벨기에의 Calypso Network Association, 영

국의 ITSO, 독일의 VDV 3개 스마트 카드회사가 참여하여 하나의 스마트 카드가 3사의 발

권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1단계는 2010년 7월

1일부로 종료되었다. 

3.5 교통카드 전국호환 제도화

우리의 경우는 2003년부터 서울지역에서 철도와 버스 승차에 대해 통합요금제를 시행한 것

을 필두로 지역별로 다양한 교통카드사업자와 서로 상이한 교통카드 사용으로 인해 교통카

드의 전국호환 및 통합교통카드자료 DB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성의 필요를 느낀 정부는 2008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운영자는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 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장비를 설치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반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운영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동 법률 제10조 2에서 국토부장관은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동 법률 제10조 3에서는 시장 군수가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수립하도

록 하고 있고, 동 법률 제10조 4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와 시외버스 등 도시간 교통

에 대해 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동 법률 제10조 5에서 

대중교통운영자는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 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통합교통카드자료 DB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표준 노드/링크체계 구축사업

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부터 교통카드 전국호환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완료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 시사점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도자체의 속도향상과 환적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이용하는 도로화물운송자들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이용실적에 

대해 많은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유럽의 정책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여객의 경우에도 도시교통이 도시간 철도와 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유럽전역에 통용되는 

IFM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우리는 아직 전국호환 

IFM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본, 중국 등과 아시아지역에서 통용되는 IFM 구

축은 조만간 준비하여야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일본이 아시아 국

가들과 논의하고 있는 IFM에 대해 주시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최근의 금융기관 해킹사건에서 보듯이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보안과 사생활 보호를 위

해 관련 데이터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한데 유럽의 노력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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