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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동아시아 IC교통카드 네트워크 구축방안
▣ 이 자료는 2008년 3월 일본의 국토교통성 산하의 “IC乘車券等國際相互利用
促進方策檢討委員會”가 발표한 ｢IC乘車券等の國際相互利用促進方策に
ついて｣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I. 개요
□ 일본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의 일환으로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
제를 조성함으로써 자국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
업을 추진
□ 이를 위해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2011년부터 한 장의 IC교통카
*

드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 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IC교통카드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로드맵을 제시
하고 이를 적극 후원할 계획
* 2006년중 일본의 외국인 입국자수는 733만명으로 이중 동아시아지역
비중이 69.2%(508만명). 한편 같은 기간 출국자수는 1,754만명으로
동아시아지역 비중이 67.0%(1,174만명)

― 동 사업의 핵심과제는 국제적인 교통카드 발급 네트워크 및
결제시스템의 구축과 아울러 국제 IC교통카드 제조를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 및 표준의 제정
―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간 자율적 합의 및
공동개발은 물론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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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아시아 주요국의 IC교통카드 운영현황
1. 일본
□ 일본의 교통카드로는 2001. 11월 동경 등 주로 수도권 지역에
서 이용되는 ‘Suica’가 최초
― 2007년말 현재 발급장수는 2,311만장으로 철도, 버스 등에 주
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선불형 IC교통카드
― 동 카드는 교통 외에도 소매점 등에서 물품 구입이 가능한
*

전자화폐 기능이 부가
* 국내 기준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으나 본문에서는 전자
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분하지 않음

□ 이 외에도 수도권에서 사용이 가능한 PASMO와 오사카 지방
을 중심으로 주로 이용되는 ICOCA, PiTaPa 등이 대표적
― Suica 및 PASMO, ICOCA 및 PiTaPa는 각각 서로 호환이 가능

□ 일본 전체로는 4개 교통카드 외에도 nimoca(후쿠오카), PASPY(히
로시마) 등 모두 19개의 지역별 IC교통카드시스템이 구축•운영중
일본의 주요 IC교통카드 현황

도입연도
1)
발급장수
2)
(보급률)

Suica
ICOCA
철도, 모노레일,
철도
버스
2001.11월
2003.11월
2,311만장
337만장
41.9%
11.1%

지불형태

선불형

이용 대상

카드형태
FeliCa3)
주요 사용지역, 수도권 중심

PiTaPa
PASMO
철도, 지하철,
철도, 지하철,
모노레일, 버스 모노레일, 버스
2004.8월
2007.3월
113만장
661만장
2.5%
10.0%
선불형 및 후불
선불형
선불형
형 겸용
FeliCa
FeliCa
FeliCa
오사카, 교토 등 오사카, 교토 등 수도권 중심

주 : 1) 2007년말 현재
2) 발급장수 ÷ 사용지역의 전체 인구수(이하의 표에서 동일)
3) 비접촉식IC카드에 적용되는 통신방식으로 소니社가 개발. 이 외의 통신방식
(protocol)으로는 국제표준인 ISO/IEC 14443의 Type A와 Type B가 있음

- 2 -

2. 중국
□ 중국은 상하이지역에서 이용되는 상해공공교통카드가 1995년
처음 등장한 이래 북경, 광주, 심천 등 주요 지역별로 모두 7
개의 IC교통카드를 발급
― 이중 상해, 북경 및 홍콩 지역에서 이용되는 교통카드에는 전
자화폐 기능이 부가되어 있어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차장, 자
동판매기 등에서 소액결제수단으로도 활용
중국의 IC교통카드 현황
上海公共交通
카드

北京市政交通一
카드

深 圳通

羊城通1)

이용 대상

버스, 지하철,
택시, 페리

지하철, 버스,
택시

철도, 지하철,
버스

지하철, 버스

도입연도

1995년

2003.12월

2004년

2004년

발급장수

3,100만장(2006말)

1,418만장(2007.9
1,600만장
말 현재)

100만장

64.5%

40.9%

94.2%

14.3%

지불형태

선불형

선불형

선불형

선불형

카드형태

Type A

Type A

Type A

FeliCa

북경

광주

심천

大連明珠카드

金陸通카드

八達通(Octopus)

이용 대상

철도, 버스,
페리,

버스, 택시

철도, 지하철,
택시, 페리

도입연도

2004년

2001년

1997.9월

발급장수

150만장

260만장

1,400만장

27.3%

72.2%

207.9%

지불형태

선불형

선불형

선불형

카드형태

Type A

Typ B

FeliCa

대련

남경

홍콩

(보급률)

주요 사용 지역 상해

(보급률)

주요사용지역

주 : 1) 운영기관이 Guangzhou Yangchengtong 및 Guangzhou Metro 등 두 곳으
로 나뉘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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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IC교통카드는 Ez-Link이며 동 카드는 전자화폐 기
능은 물론 ID카드의 기능도 수행
― 2007년말 현재 발급장수는 약 900만장으로 전체 인구(448만
명)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
― 카드 형태는 FeliCa와 Type B 모두를 수용
싱가포르의 Ez-Link 현황
이용대상
지하철, 버스

도입연도
2002.4월

발급장수

지불형태

약 900만장(보급
선불형
률 : 200.9%)

카드형태
FeliCa 및
Type B

4. 태국
□ 태국에는 방콕 지역에서 이용되는 Bangkok Metro Smart Card
및 BTS SKY Smart Pass 등 두 종류의 IC교통카드가 있음
― 최초의 IC교통카드는 지하철에 이용되는 Bangkok Metro
Smart Card로 2004.7월 도입*
* BTS SKY Smart Pass가 먼저 도입(1999년)되었으나 마그네틱카드였으며
IC카드로의 전환은 2007.6월

ㅇ 동 카드는 처음 FeliCa 형태로 발급되었으나 최근 Type A로
의 전환을 추진중
― 한편 태국의 IC교통카드는 교통 이외의 다른 부문에서는 전
혀 사용할 수 없는 순수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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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IC교통카드 현황
Bangkok Metro Smart Card
이용 대상

지하철

도입연도

2004.7월

발급장수

1)

지불형태
(보급률)
카드형태

BTS SKY Smart Pass
기차
1999년 최초 도입되었으며 IC카드
로의 전환은2007.6월

80만장(FeliCa는 35만장, Type A
40만장
는 45만장)
선불형

선불형

10.5%

7%

FeliCa 및 Type A

Type A

주요 사용지역, 방콕

방콕

주 : 1) 2007.10월말 현재

5. 인도
□ 인도의 IC교통카드는 수도 델리에서 이용하는 Delhi Metro
Smart Card로 2002.12월 처음 도입
― 현재는 지하철에만 이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버스 등 모든 대
중교통수단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전자화폐로의 전환도 모색
중
― 당초 FeliCa 카드형태로 발급되었으나 현재 상대적으로 저렴
한 Type A로의 전환을 추진중
인도의 Delhi Metro Smart Card 현황
이용대상

도입연도

발급장수1)

지불형태

카드형태

지하철

2002.12월

FeliCa 105만장, Type A
95만장(보급률 : 14.9%)

선불형

FeliCa(현재 Type
A로 전환중)

주 : 1) 카드형태별로 각각 50만장은 카드가 아닌 일회용 토큰형(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IC칩을 토큰에 장착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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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
□ 국내의 경우 1996년 Upass가 처음 IC교통카드를 발급한 이래
*

현재 11개 사업자 가 지역별 IC교통카드를 발급
― Upass, T-money, 마이비, 하나로카드 등이 가장 널리 이용 되
*

고 있으며 2007.4월말 현재 국내 교통카드

**

발급장수는 모두

5,932만장
* 이외에도 eB, 대경교통카드, VISA CASH,
드, 탑캐쉬 등이 있음

K-cash, 하이패스, 코레일카

** 이중 K-cash, Mybi(은행 발급시) 및 VISA Cash는 전자화폐, T-money,
하나로카드, 대경교통카드, Mybi(비은행기관 발급시)는 선불형전자지급
수단으로 분류되며 이 외의 교통카드는 모두 단일목적 선불카드
우리나라의 주요 IC교통카드 현황
T-money

Mybi

하나로카드

Upass

이용 대상

지하철, 버스,
택시 등

지하철, 버스,
택시 등

지하철, 버스 등 지하철, 버스

도입연도

2004.7월

1997.9월

1997.9월

1996.6월

759만장

694만장

675만장

2,615만장

73.4%

98.6%

184.9%

144.9%

발급장수

1)

(보급률)

선불형 및 후불
선불형
선불형
형
Type A 및
Type A
Type A
카드형태
Type B
인천, 부산, 광
서울, 제주, 포
중, 충청, 전라, 부산
주요 사용지역,
항
원주시
지불형태

주 : 1) 2007.4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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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형 및 후불
형
Type A
서울, 원주

Ⅲ. 동아시아 IC교통카드 네트워크 구축방안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C교통카드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서는 ① 국제적인 카드발급 네트워크, ② 이용요금 정산을 위한
효율적 국제적 결제시스템, ③ 각국의 단말기(개찰기)에서 공통으
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국제IC교통카드 개발이 필요

1. 카드발급 네트워크
□ 개별 이용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 형
태가 가능
① 각국의 오프라인 창구에서 직접 발급하여 판매
② 발급•충전된 카드를 수출하여 해외의 점포에서 판매
③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방식
□ 이중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② 및 ③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
토하는 것이 바람직

2. 국제 결제시스템 구축
□ IC교통카드 사용금액의 원활한 청산 및 결제를 위한 충전방식
으로는 다음의 5가지 형태가 가능
① 신용카드 후불 방식(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1> 참조)
②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의한 자동충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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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교통카드의 잔액이 일정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개찰기를 통과할 때 자
동적으로 일정 금액이 충전되는 방식

③ 신용카드 등으로 임의의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
④ 직불카드 방식과 같이 개찰할 때 이용자의 결제계좌로부터
실시간 인출되는 방식
⑤ 새로운 국제 전자화폐 카드 창설
□ 일부 나라의 도입사례와 비용 등을 감안할 때 ④ 및 ⑤의 방

식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①, ② 및 ③의 방식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할 필요
― ④ 및 ⑤는 아직 도입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도입을 시도
할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
현가능성이 매우 낮음
― ①은 일본의 PiTaPa, 한국의 T-money, ②는 일본의 Suica,
PiTaPa, PASMO와 한국의 T-money , ③은 일본의 Suica,
*

ICOCA가 실제로 도입한 방식
* 지난 3월부터 T-money는 우정사업본부의 업무제휴를 통해 동 서비스
를 제공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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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신용카드 후불방식의 IC교통카드 결제구조
□ 은행의 결제계좌를 보유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서만 IC교통카드 발급
― 신용카드사(한국)와 IC교통카드 사업자(일본)간 사업제휴가 필수

― 제휴된 신용카드사가 자사의 신용카드 회원에게 일본의 IC교통카드
발급하고 대금 지급을 대행
신용카드 후불방식의 IC교통카드 결제구조 개념도

3. 국제 IC교통카드 표준
□ 아시아 각 도시의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IC교
통카드를 개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음
① 관련 국가의 IC승차권 및 단말기 간의 통신방식 및 데이터
규격 등의 시스템을 통일하여 단일화하는 방식
② 단말기 및 관련시스템을 변경하여 다양한 IC교통카드를 인식
토록 하는 멀티시스템을 구축
③ 1장의 IC카드(또는 1개의 모바일전화기 등)에 각국의 IC교통
카드 기능을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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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및 ②는 막대한 비용의 소요, 보안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상황
― 국가별 시스템을 통일할 경우 특정 부문에서의 보안사고가
전체 시스템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으며 기 구축된 각국의
교통카드시스템을 단일화하는 데에 막대한 경비 및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

― 멀티시스템의 구축 또한 현행 기술로 실현이 쉽지 않은 데다
비용 및 시스템 안전성 측면에서도 부정적
□ ③에 의한 방식(1장의 IC카드에 여러 종류의 IC교통카드를 탑재)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
―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한 장에 담을 수 있는 교통카드의 수는
제한적이지만 IC메모리 확대, 메모리의 다분할 기술 발전 등
에 힘입어 탑재 가능 수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자주 방문하는 도시의 교통카드를 선택적으로 탑재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소수의 교통카드 탑재만으로도 이용자의 다
양한 수요(needs)에 대처 가능
― IC교통카드의 결제방식으로는 현금충전방식보다는 앞서 언급
한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후불정산 또는 충전 방식*이 보다 효
과적일 것으로 판단
* “2. 국제 결제시스템 구축”에서 제시한 3가지 방식(① 신용카드 후불
방식, ②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의한 자동충전방식, ③ 신용카드
등으로 임의의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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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의 방식 채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추가적
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중 멀티인터페이스의 IC카드 개발이 가
장 시급한 과제
― 복수의 통신방식이나 규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멀티인터페이
*

스 가 가능한 IC카드의 개발
* 승하차시 IC교통카드와 단말기(reader)기 간에는 거리정보, 탑승시간,
금액 등 미리 약속된 양식에 따라 배열된 다양한 전자적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됨.

동 방식에 사용되는 통신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교통카

드시스템별로 상이한데 멀티인터페이스(multi-interface)는 서로 다른 통
신방식 및 데이터 규격을 모두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

― 각 IC카드가 전체 교통카드시스템과 정합성을 갖도록 하는
기술개발
― 국제적인 정산시스템 구축방안
― 국가별 부정 IC교통카드 정보의 공유 문제
― IC승차권의 발행•재발행•가치재생 등의 기준
*

* 카드의 훼손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환불하기 위해서는 카드내
의 잔존 가치를 재생시킬 필요

― IC 카드 판매장소의 확대 등에 따른 다양한 보안 관련 안전대책 수
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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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국의 교통카드 기능을 하나의 IC카드에 탑재하는 방안
(교통카드 간의 통신방식 및 OS가 동일한 경우)
□ 각국의 교통카드의 통신방식 및 OS 가 동일한 경우 IC카드 내
*

의 메모리 분할방식을 통해 복수의 교통카드를 탑재**
* IC카드를 동작시켜 정보의 입출력을 가능케 하는 운영체제. PC의 경우
windows체제 및 Lynux체제 간에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IC카드의 OS가 다를 경우 호환이 불가능
** 예를 들어 FeliCa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일본의 IC교통카드 및 태국 등
의 일부 IC교통카드를 하나의 IC카드 안에 탑재하는 것을 의미

― IC카드 메모리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여러 도시의 교통카드
*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을 설치(install)함으로써 한 장의
IC카드로 복수의 도시에서 교통시설을 이용
* 교통카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IC카드의 메모리에 설치되어 있
는 다양한 정보 및 응용프로그램(OS는 제외)을 통칭하는 용어
메모리 분할 방식의 IC교통카드 개념도
(FeliCa방식의 통신방식 및 OS를 사용하는 교통카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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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교통카드가 동일한 OS 및 통신방식을 이용하므로 IC카드
내에 한 개의 OS 및 통신인터페이스만 설치
ㅇ IC카드의 통신인터페이스 및 OS는 단말기를 인식하고 동 지
역에 해당되는 교통카드의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구동시
키는 기능을 수행
□ 장점
― 처리속도가 현행 IC승차권과 동일
― 단말기(개찰기)의 개조가 불필요
― 필요한 IC칩 개발이 단기간에 가능하고 OS 및 통신인터페이스
의 개발이 불필요
― 자사의 암호키 등의 보안정보 및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하지 않
고도 탑재가 가능하여 보안성 확보에 유리
□ 유의사항
― 현행의 FeliCa 유형의 IC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동 방
식이 적용될 수 있음
― 많은 교통카드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IC칩의 메모리 용량이 현
재보다 크게 확대되어야 함*
* 현재의 메모리 분할 기술로는 4개까지 탑재가 가능

― IC카드 발급 후에는 다른 교통카드의 추가 탑재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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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간의 통신방식 및 OS가 상이한 경우)
가. select-software 기술에 의한 멀티IC교통카드
□ 1개의 IC카드 내에 각 도시에서 이용되는 교통카드의 어플리
케이션 및 OS를 한꺼번에 탑재
― 서로 다른 종류의 통신방식을 이용하는 단말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멀티 통신인터페이스와 각 단말기에 따라 교통카드를
자동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교통카드의 OS를 구동시키는 프로
그램(select-software)이 필요
Select-software 방식의 IC교통카드 개념도
(서로 다른 통신방식 및 OS를 사용하는 경우)

― 1개의 IC카드에 복수의 OS가 설치되고, 통신인터페이스도 여러
방식의 통신이 가능한 멀티 통신인터페이스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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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멀티 통신인터페이스는 단말기가 보내오는 신호를 인식하고
동 신호에 맞는 규격을 select-software가 판단하여 동일한 규
격의 교통카드를 선택하게 되면 탑재된 교통카드중 선택된 교
통카드의 OS 및 어플리케이션이 작동
□ 장점
― 통신방식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역내 다수의 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음
― 단말기의 개조가 불필요
― 필요한 IC칩 개발이 단기간에 가능하고 OS 및 통신인터페이스
의 신규개발 없이 일부 변경으로 가능
― 암호키 등의 보안정보, 자사의 OS,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정
보를 공개하지 않아 보안성 확보에 유리
□ 유의사항
― select-software가 추가되어 처리속도가 늦어질 우려(향후 기술
적 검토•개발이 필요)
― 현행의 IC승차권을 그대로 탑재하게 되므로 IC칩 메모리의 확
대가 선행될 필요
― 카드 발급 후에는 다른 프로그램 등의 추가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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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통 OS를 개발하여 탑재하는 방식
□ 탑재된 복수의 교통카드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OS 를 개발하
*

여 설치함으로써 교통카드별로 다른 OS의 차이를 극복
* OS 에뮬레이션(emulation) 프로그램을 OS에 부가함으로써 하나의 OS
로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구동

― 단말기가 보내오는 신호에 맞는 규격을 판단하여 선택토록 하
는 select-software도 필요
□ 아울러 각국 교통카드 탑재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교통카드
별 ID 등)를 처리하는 별도의 영역을 마련하여 공통 정보는 동

영역에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여타의 어플리케이션은 교통카
드별로 각각 설치
공통 OS를 탑재하는 방식
(서로 다른 통신방식 및 OS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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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ID 발급 등 공통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중앙관리조직이 필요(자세한 내용은 <참고 2> 참조)
□ 장점
― 다양한 종류의 역내 교통카드 이용이 가능
― 교통카드별로 일부 어플리케이션만을 추출하여 탑재하고 공
통사항은 하나의 프로그램에 담기 때문에 메모리용량을 작게
할 수 있어 처리속도 저하 문제를 최소화
― 발행 후에도 IC카드에 추가적인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하여
IC카드 교환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지속적인 업그레
이드를 통한 보안성 강화가 가능
□ 유의사항
― IC칩, 공통 OS 등이 아직 개발 중으로 실용화까지는 다소 시
일이 걸릴 전망
― 개별 교통카드를 IC카드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정보형태가 변
경이 달라져 단말기의 변경도 필요
― 현행 교통카드가 공통 OS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허
가하는 과정이 필요
― 어플리케이션 등의 주요 교통카드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 따
라 보안이 침해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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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공통OS 방식 채택시 IC교통카드 네트워크
□ 공통OS방식에 의한 IC교통카드시스템을 위해서는 공통 교통ID 발급
및 관리, 암호키 관리 등을 위해 중앙관리조직(공통인증기관 서버)이
필요
― 동 서버는 각국의 IC교통카드 발행용 서버와 연결되고, 각국의 발행
용 서버는 다시 각 지하철 역사의 서버와 연결됨으로써 일원화된 발
급네트워크를 구성
― 발급관련 정보는 VPN*회선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확보
*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인증, 암호화 등의 보안기술을 이용
하여 일반 공중망을 통해서도 안전한 정보교환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로서
전용선 이용에 따른 비용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IC교통카드 발급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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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검토 필요 사항
□ IC교통카드 대신 모바일장비(휴대전화기)에 IC칩을 부착하여
*

사용할 경우 메모리 용량이 확대 되는 장점
* IC칩 자체의 메모리 용량에는 변화가 없지만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메모
리를 이용할 수 있는 데 기인

― 이미 일부 국가에서 도입된 모바일IC 승차권의 경우 국가간
이용을 위해 시스템 변경이 어렵고 통신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조정도 쉽지 않아 아직은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음
― 향후 모바일IC 승차권 도입 추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
서 도입실효성 등을 검토할 필요
□ 이용범위가 특정지역에서 아시아 역내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발생할 수 보안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 국경 간 IC교통카드 발급시스템, 교통카드 충전금액의 관리를
위한 복수 기관의 참여 등 이전에는 없던 IC교통카드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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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정부 차원에서 아시아 역내 IC교통카드 네트워크를 적극
추진하는 일본의 주도로 select-software 기술을 도입한 멀티IC교
통카드가 이르면 8월중 배포될 가능성
― 4개국 의 교통카드가 1장의 IC카드 내에 어플리케이션 및 OS의
*

변경 없이 개별 교통카드를 그대로 설치
* T-money(한국), Ez-link(싱가포르), Octopus(홍콩) 및 nimoca(일본)

― 동 IC카드는 발급 즉시 4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을 기 충전된 상태로 무료로 배포될 예정(약 1천장)
― 일본은 무료 배포되는 IC교통카드 이용실태 결과를 토대로 추
후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까지
역내 지역에서 공통으로 이용되는 IC교통카드가 발급되어 상용
화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음
― 도입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새로운 국제 표준 IC교통
카드 발급에 따라 단말기 등 교통카드관련 시스템의 변경 또는
교체가 불가피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각국의 신
용•직불카드 및 교통관련 운영제도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
― 국제 IC교통카드는 주로 역내 지역을 반복적으로 여행하는 사
람이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데 충분한 편익을 발생시킬 만큼 동
카드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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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중 개최된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 한 장의 카
드로 3개국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을 합의한 바 있어
우리나라도 일본의 IC교통카드 발급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적
극 대응할 필요
* 공동 관광마케팅 및 관광상품 개발•운영 등 3국간 관광교류 협력 강화
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장관급회의(금년은 3회로서
6.22～6.25일중 부산에서 개최)

―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전국 호환 IC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을 조기에 완료하고 동 사업 know-how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IC교통카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주도할 필요
ㅇ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의 도시별•종
류별 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중

이며 2009～2014년중 버스, 지하철뿐 아니라 고속도로 및 철
도까지 연계를 마무리할 예정

*

* 버스 및 지하철의 전국 호환은 이르면 내년중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아시아 IC교통카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의 교
통카드 기술 및 제품의 해외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는 동시
에 국제 IC교통카드 체계 인증을 주도하고 교통카드 관련 국
내표준의 국제 표준화를 실현하는 기회로 활용
ㅇ 싱가포르, 일본 등의 교통카드 규격과 국내 규격과의 차이
및 장단점 분석, 각국의 표준화 전략 조사 등 관련전문기관
의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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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제 IC교통카드의 표준화는 USIM의 금융표준, 현지화폐
인출이 가능한 IC현금카드 표준, 인증서 기반 IC카드 표준 등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금융부문의 표준화 움직임
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거시적 관점에서 동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협의할
수 있는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을 고려할 필요

☏ 자료문의: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과장조사역 김정규
(Tel: 02-750-6613, Email: kim1994@bok.or.kr)
조사역 권순욱
(Tel: 02-750-6648, Email: mostly@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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