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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본의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

3



슈퍼시티구상(2021)

4

➢ 슈퍼시티의 목적은 특정 구역 내에 다양한 첨단 기술(5개 이상의 영역 연계가
전제)이 구현된 미래형 도시 구축

➢ 국가전략특구제도(규제개혁 가능)를 활용하면서 주민과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협력하여 세계 최첨단 일본형 슈퍼시티를 실현

➢ 2021년에 실시한 슈퍼시티 구상에 응모한 31개 제안 중 이동(물류와 교통) 영역
을 테마로 한 제안은 30개 지자체에 달함

참고사이트 : https://www.chisou.go.jp/tiiki/kokusentoc/supercity/supercity_sckoubo2.html



디지털청설립(2021.9)

5

➢ 디지털청은 디지털 사회 형성의 사령탑으로서 미래 지향의 DX(①생활자•사업자
• 직원에 친절한 공공서비스 제공, ②디지털기반 정비를 통한 성장전략의 추진, 
③안전•안심으로 강인한 디지털기반 실현)를 대담하게 추진하여 디지털시대의
관민 인프라를 구축

참고사이트 : 
https://www.itkisyakai.com/entry/2022/09/04/%E3%83%87%E3%82%B8%E3%82%BF%E3%83%AB%E5%BA%81%E3%81%8C%E3%80%8C%E8%A8%AD%E7%AB%8B1%E5%B9%B4%E3%81%
AE%E6%B4%BB%E5%8B%95%E5%A0%B1%E5%91%8A%E3%80%8D%E3%82%92%E5%85%AC%E8%A1%A8



디지털청설립(2021.9)

6

➢ 마이 넘버의 소관을 총무성, 내각부로부터 디지털청의 일원적인 체제로 이행
➢ 우수한 인재가 민간, 지자체, 정부를 오가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

여 인재의 유동성을 높임

참고사이트 : https://www.projectdesign.jp/articles/b32c3e22-c8d7-41fd-941b-e7acfed7d04d

국토교통성
사무실 풍경



기시다내각출범(2021.10)

7
참고사이트 : 政府広報オンライン(2022), https://www.gov-online.go.jp/tokusyu/newcapitalism/

➢ 기시다총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코로나 후의 새로운 사회의 개척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비전 제시

➢ 새로운 자본주의의 3가지 방향은, 1. 시장실패의 시정과 보편적 가치의 옹호, 2. ‘시장
도 국가’에 의한 과제해결과 새로운 시장·성장, 국민의 지속적인 행복 실현, 3. 경제안
전보장의 강화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의모빌리티사례

8참고사이트 : https://www.cas.go.jp/jp/seisaku/digital_denen/dai2/siryou2-2.pdf

카와사키시
철도회사의 MaaS앱 연계

아이즈지역
관광•생활MaaS 연계

사카이마치
자율주행버스의 상용화



디지털실장타입제도

9

➢ 디지털을 활용한 지역의 과제 해결, 매력 향상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실시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사업의 시작에 필요한 단년도의 하드/소프트 경비
를 지원하는 교부금(차년도 지자체 예산 확보가 전제로 채택)

참고사이트 : https://clip.zaigenkakuho.com/digital_koufukin/
https://www.sbbit.jp/article/cont1/78567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교부금

지방창생
추진교부금

지방창생
거점정비교부금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추진

교부금

지방창생거점정비타입 디지털실장타입

마이넘버카드
이용횡전개사례

창출형

양호모델
도입지원형

TYPE1

마이넘버카드
고도이용형

TYPE3

데이터연계
기반활용형

TYPE2

마이넘버카드
이용횡전개사례창출형

국비 : 3억엔 보조율: 10/10

TYPE3 마이넘버카드 고도이용형
국비 : 6억엔 보조율: 2/3

TYPE2 데이터연계기반활용형
국비 : 2억엔 보조율: 1/2

TYPE1 양호모델도입지원형
국비 : 1억엔 보조율: 1/2

https://clip.zaigenkakuho.com/digital_koufukin/
https://www.sbbit.jp/article/cont1/78567


교부금지급을위한디지털실증타입

10

➢ 2021년도 보정예산 200억엔, 2022년도 2차 보정예산 800억엔 확보

참고사이트 : 内閣府地方創成推進室·デジタル庁(2022), 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推進交付金（デジタル実装タイプ TYPE2/3）の採択結果について



(참고)일본전국3D도시모델「PLATEAU」

11
참고사이트 : https://www.mlit.go.jp/plateau/

➢ 국토교통성를 중심으로 2020년도부터 3D도시모델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전국 56개
도시의 도시모델을 정비하여 오픈데이터로 공개



02 국토교통성의주요관련사업

12



(참고)도로운송법상의 여객사업

13참고사이트 : https://wwwtb.mlit.go.jp/chubu/tsukuro/manager/pdf/H30/04.pdf

①디맨드교통(DRT)
전국 1,741개 지자체 중 절반 정
도가 제도를 도입했을 것으로 예
상, AI온디맨드교통 등의 시스템
도입은 그 중 절반이 될 것으로 예
상

②자가용유상여객운송
〇자가용차유상여객(교통공백)의
도입단체수와 차량대수(2019년도)
는 556단체, 3,516대
〇자가용차유상여객(복지)의 도입
단체수와 차량대수(2019년도)는
2,578단체, 15,722대

③허가 및 등록이 필요 없는 운
송(볼란티어수송)

https://wwwtb.mlit.go.jp/chubu/tsukuro/manager/pdf/H30/04.pdf


(참고)사업자협력형자가용유상여객운송

14참고사이트 : ： https://www.mlit.go.jp/jidosha/jidosha_tk3_000012.html
http://www.city.sakura.lg.jp/cmsfiles/contents/0000028/28222/081_20211127kaiseishiryo.pdf

➢ 국토교통성은 2006년에 창설되어 전국 각지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자가용 유상
여객운송지역의 도입, 운행내용 등을 정리하여 2019년에 사례집을 발표하고, 
2021년에 사업자협력형 자가용유상여객운송을 창설

수지개선모델

지역자원
활용모델

사업자와의
역할분담모델

관광수요 등에
대한 보완모델

이동수단
확충모델

주민주도모델

https://www.mlit.go.jp/jidosha/jidosha_tk3_000012.html
http://www.city.sakura.lg.jp/cmsfiles/contents/0000028/28222/081_20211127kaiseishiryo.pdf


(참고)노동후생성의이동지원서비스매뉴얼

15참고사이트 : ： https://www.fujitsu.com/jp/group/fri/report/elderly-health/2021regionalpolicy1a.html?fbclid=IwAR3iM27-Dp3ONSLwFPq8jMr6avvTZ4GdmAMNlr0RxFKFbHW9
zmYFMzGqhrQ



지역공공교통계획(마스터플랜)의 개요

16



지역공공교통재편사업의 활용이미지

17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교통의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도시계획 등의 관
련 분야와 연계를 통해 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참고사이트 : https://wwwtb.mlit.go.jp/chubu/tsukuro/pdf/keikaku/keikaku.pdf
https://web.pref.hyogo.lg.jp/ks05/documents/29kouben1-2.pdf

디맨드교통(DRT)의 활용범위
1차교통의 보완

https://wwwtb.mlit.go.jp/chubu/tsukuro/pdf/keikaku/keikaku.pdf
https://web.pref.hyogo.lg.jp/ks05/documents/29kouben1-2.pdf


일본판 MaaS사업(2018～)

18

➢ 일본판MaaS사업은 모빌리티서비스의 정보 통합 및 예약·결제기능을 제공하는
레벨 2의 수준을 스마트시티 정책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레벨 3·4수
준인 서비스 제공의 통합과 정책의 통합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

참고문헌 : 김재열, 일본의 MaaS(Mobility as a Service) 관련 정책 및 산업 동향



일본판 MaaS사업의테마

19



일본판MaaS추진지원사업사례
AI온디맨드교통의 API와 MaaS앱연계

20참고문헌 : https://www.chunichi.co.jp/article/499374

가가시 MaaS앱

가가시
MaaS앱

AI온디맨드교통과의 API 연계



MaaS 관련데이터연계에관한가이드라인작성
(2020～)

21

➢ MaaS 관련 데이터의 연계구조를 Society 5.0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근거하여 유
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기술

➢ 민간사업자 등이 구축한 기존 플랫폼 또는 향후 구축될 플랫폼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으로 연계 가능하도록 하면서 MaaS
앱도 하나의 앱으로 다른 지역의 Maa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참고사이트 : 김재열, 월간교통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estnColumn4=2021&q_searchKeyTy=sj___1002&q_searchVal=&q_bbsCode=1017&q_bbscttSn=20211018165330905&q_clCode=4&q_lwp
rtClCode=&q_lwprtClNm=&q_art=&q_lang=&q_rowPerPage=10&q_currPage=1&q_bbsSortType=&#section2



지역교통공창(共創)모델실증프로젝트(2022～)

22

➢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연계하여 공창(共創)플랫폼을 구
축하고, 지역공공교통을 유지·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의 운행경비 등을
대상으로 경비의 2/3(상한 2,000만 엔)를 보조

참고사이트 : 김재열, 월간교통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estnColumn4=2021&q_searchKeyTy=sj___1002&q_searchVal=&q_bbsCode=1017&q_bbscttSn=20211018165330905&q_clCode=4&q_lwp
rtClCode=&q_lwprtClNm=&q_art=&q_lang=&q_rowPerPage=10&q_currPage=1&q_bbsSortType=&#section2



지역교통공창(共創)모델실증프로젝트(2022)
③홋카이도카모에나이촌채택

23참고사이트 : https://www.mlit.go.jp/report/press/content/001488790.pdf
https://www.fujitsu.com/jp/microsite/fujitsutransformationnews/2021-11-22/01/

https://www.mlit.go.jp/report/press/content/001488790.pdf


③홋카이도카모에나이촌사업내용

24

➢ DRT(수요응답형교통수단)×VR×화물혼재



(참고)일본의화물혼재

25

➢ 여객운송·화물운송분야의 운전사 부족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여
객과 화물로 나누어 온 운송사업을 전환하여 2017년 9월 1일부터 버스, 택시, 
트럭이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코로나19로 인해 택시승객이 감소하였을 때는 특례조치를 실시하여 택시델리버
리서비스도 실시

참고사이트 : 김재열, 월간교통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estnColumn4=2018&q_searchKeyTy=sj___1002&q_searchVal=&q_bbsCode=1017&q_bbscttSn=20180906152056795&q_clCode=4&q_lwp
rtClCode=&q_lwprtClNm=&q_art=&q_lang=&q_rowPerPage=10&q_currPage=1&q_bbsSortType=&#section2



③홋카이도카모에나이촌사업내용
복지시설에서실시한라이브커머스

26



스마트아일랜드추진실증조사사업(2020～)

27
참고사이트 : https://www.mlit.go.jp/report/press/kokudoseisaku11_hh_000090.html



AI온디맨드교통을활용한육상교통과해상교통
연계

28

実証内容

•離島共通のニーズである「陸上交通・海上交通の連携」に資するエリアで実証し、同事業成果を78地域の250超の有人島（約38万人居住）に横展開
•離島航路を含む公共交通ネットワークの最適化・利便性向上に向け自律航行船・AIオンデマンド交通活用による実証、効果検証を実施

具体的な取組内容

•自律航行船における陸上交通（デマンド交通、自家用有償旅客運送、グリンスローモビリティ、自動運転車両）の予約システムとして活用されている
「AIオンデマンド交通」の適用可能性（パラメータ設計等）を技術的に検証

•陸上交通・海上交通の予約システム共通化に向けたモデル構築、利用者の受容性、予約インターフェースのあり方を検証

①予約

③運行

③運行

セーフティー
ドライバー

自動運転
島内
利用者

①予約

②指示

垂水/白水
（島内）

①予約

③運航

③運航

セーフティー
ドライバー

自律航行船舶
島内
利用者

①予約

②指示

竹原港
（島外）

2020年度実証
（陸上交通）

2022年度実証
（海上交通）

AI온디맨드교통



저비용자율주행 「마이크로로봇택시」

29

➢ LiDAR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시스템은 센서에만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채산성면에서 지방도시에는 도입이 어려움

참고사이트 : 김재열, 일본의 라스트원마일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실험, 도로학회지



「마이크로로봇택시」 주행동영상

30
참고사이트 : https://youtu.be/-GHjbudxBsY

https://youtu.be/-GHjbudxBsY


(참고)낙도의자율주행실증실험(2020)

31
참고사이트 : https://youtu.be/7FPeDscTlXM

https://youtu.be/7FPeDscTlXM


(참고)낙도의자율주행선박실험 (2022)

32
참고사이트 : https://youtu.be/YL3LlsLGuus

https://youtu.be/YL3LlsLGuus


환경성과공동으로진행중인그린슬로모빌리티

33

➢ 일본에서 그린슬로우모빌리티는 시속 20km 미만으로 공도를 주행하는 4인승
이상의 전기자동차로 정의

➢ 환경성과 공동으로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교통문제의 해결과 지역의 저탄소
형 모빌리티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린슬로모빌리티를 활용

참고사이트 : 김재열, 월간교통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estnColumn4=2019&q_searchKeyTy=sj___1002&q_searchVal=&q_bbsCode=1017&q_bbscttSn=20190724093101567&q_clCode=4&q_lwp
rtClCode=&q_lwprtClNm=&q_art=&q_lang=&q_rowPerPage=10&q_currPage=1&q_bbsSortType=&#section2



03 경제산업성의주요관련사업

34



자율주행은수단, 목적은사회과제해결

35참고사이트 : https://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mono/automobile/Automated-driving/4_kuzumaki.pdf

교통사고 삭감

고령자 등의 이동지원, 지방 활성화

버스와 트럭의 운전사 부족

모든 국민이 안전•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사회 실현



RoAD to the L4프로젝트(2021-2025)

36

➢ 프로젝트는 종합적인 조사검토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기관을 설치
➢ 운행설계 영역(Operational Design Domain, ODD)별로 모델지역을 설정하여 고

도화를 검토하면서 서비스 대응범위의 확대를 도모

참고사이트 : https://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mono/automobile/Automated-driving/5_yokoyama.pdf
https://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mono/automobile/Automated-driving/6.2_murato.pdf

시
가
지

내

지
구

내

전용 혼재

자율주행테마1

자율주행테마2

자율주행테마3

자율주행테마4

지역MaaS 실증

모빌리티데이터
연계기반검증

물류MaaS 실증

1

2

3

4

https://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mono/automobile/Automated-driving/5_yokoyama.pdf


1. 자율주행실현을위한지원방향

37참고사이트 : https://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mono/automobile/Automated-driving/3_fukunaga.pdf
https://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mono/automobile/Automated-driving/3_fukunaga.pdf

➢ 완전 자율주행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법을 모색하면서 ①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②인프라・제도 정비, ③사회 수용성 향상 등의 종합적인 지원과 산관학
연계가 필요

①
기술
개발

②
인프라・

제도
정비

③
사회

수용성
향상

종합적인 지원

상용차 자가용차

상용차에서
선행 실장하고,

자가용차에서 양산개발



(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연계)
자동주행비즈니스검토회

38

➢ 2014년도부터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주행의 기술검증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모
델 검증도 실시하여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현실적인 자율주행서비스의 도
입방안을 검토

참고사이트 : 김재열, 일본의 라스트원마일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실험, 도로학회지



자율주행기술의난이도에따른 ODD의유형화

39참고사이트 : https://jidounten-lab.com/u_tier4-safety-report-detail

➢ 사전에 설정한 ODD의 범위 내에서만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설계함으
로써 주행시의 안전성을 담보

센서구성
LIDAR
개수

카메라
개수

1기
이상

1기
이상

6기
이상

6기
이상

6기
이상

6기
이상

자율주행에 필요한
최저한의 구성

저속 및 불규칙한
물체가 주행환경에
존재하는 경우,

중거리의 물체 검출
을 위한 구성

불특정다수의 사람/
자전거/고속 이동차
량이 주행환경에 존
재하는 경우, 근거리
부터 원거리의 물체
검출을 위한 구성



자동주행그린슬로모빌리티

40

➢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 사업)의 하나로 중산간 지역 미치노에키
(道の駅 ) 등을 거점으로 한 자동주행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추진 중

➢ 도로에 매설한 전자유도선(노면에서 약 5cm 아래에 매설)과 RFID 태그(노면에
서 약 3cm 아래에 매설)를 감지하면서 자동으로 주행

참고사이트 : 김재열, 월간교통
https://mkcm.koti.re.kr/servlet/blob/short/14.%EA%B8%80%EB%A1%9C%EB%B2%8C%20%EA%B5%90%ED%86%B5%20%EB%8F%99%ED%96%A5.pdf?key=cbc5z1OFuIiyxv98



자동주행그린슬로모빌리티주행동영상

41
참고사이트 : https://youtu.be/wUtixqkYrd8

https://youtu.be/wUtixqkYrd8


(참고) CES 2023 「MOOX」

42
참고사이트 : https://youtu.be/vFK4n6NzjAw

https://youtu.be/vFK4n6NzjAw


(국토교통성)자율주행에대응한도로공간에
관한검토회

참고사이트 : 動運転に対応した道路空間に関する検討会 홈페이지, 2020
43



(참고) 일본의 「2040년도로정책비전」

참고사이트 : 国土交通省, 2040年道路政策ビジョン, 2020
44



2. 지역MaaS 실증(신지역MaaS창출추진사업)

45참고사이트 : https://www8.cao.go.jp/cstp/stmain/pdf/r4_sc_besshi1.pdf

➢ 지역에 MaaS를 도입하는데 있어 사업성, 사회 수용성, 체제면 등에서 공통된 과
제가 존재

➢ 이러한 공통된 과제를 정리하고, 지역에 피드백함으로써 사회 실현, 전국적인
레퍼런스 모델이 되는 선진 사례를 창출

A : 타 이동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화 B : 모빌리티로서의 서비스 제공 C : 수요 측의 행동변용을 유도

D : 이업종과의 연계를 통한
수익 활용・부가가치 창출

E :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수집, 
교통•도시정책과의 연계



(참고)스마트모빌리티 챌린지협의회

46

➢ 2019년도부터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모
빌리티 챌린지사업」에서는 지역의 구체적인 수요 및 솔루션에 관한 정보를 공
유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챌린지 추진협의회」를 설립

➢ 협의회는 국토교통성의 일본판 MaaS추진·지원사업과 경제산업성의 선진파일럿
사업을 지원

참고사이트 : https://www.mobilitychallenge.go.jp/



(참고)스마트모빌리티 챌린지사업현황

47



신지역MaaS창출추진사업의실시체제

48

➢ 경제산업성은 완전자율주행 등의 사회실현을 고려한 선진 모빌리티서비스의 실
증실험 등을 관계 성청과 연계하면서 진행

참고사이트 : https://www.meti.go.jp/press/2021/08/20210824001/20210824001-1.pdf
https://www.mlit.go.jp/report/press/content/001409533.pdf

전문가
위원회
등

위탁
사무국

경제산업성
(지방경산국)

채택지역A 채택지역B 채택지역C

①공모
②
응
모

③자문

④답신

운영
지원

선진 파일럿지역의
횡단분석

⑤채택지역의 결정 및
공포

⑥
대표단체와의
위탁계약

https://www.meti.go.jp/press/2021/08/20210824001/20210824001-1.pdf
https://www.mlit.go.jp/report/press/content/001409533.pdf


3. 모빌리티데이터연계기반검증

49참고사이트 : https://www.meti.go.jp/shingikai/mono_info_service/smart_mobility_challenge/pdf/20220405_01_s03.pdf

➢ MaaS의 보급과 정착·고도화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에 어떻게 부가가치를 추가할
것인지, 이용자측에 어떻게 메리트와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지를 검증

이용자의 데이터제공 수용성과
지속적인 비지니스모델 검증

MaaS의 고도화를 위한
이업종 연계 사례를 확립

SNS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시선에서
지역 과제•서비스효과를 가시화



①트럭데이터
연계시스템을 구축

②가시화•혼재를
통한 배송효율화

③전기상용차 활용•
에너지매너지먼트 검증

4. 물류MaaS 실증

50
참고사이트 : https://www.meti.go.jp/press/2020/04/20200420005/20200420005.html

➢ 화주•운송사업자•차량의 물류•상류(商流) 데이터와의 연계와 부분적인 물류기
능의 자동화를 통해 물류의 최적화를 실현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물류의 부
가가치를 향상



(참고)피지컬인터넷로드맵발표

51

➢ 전자상거래의 증가, 적재 효율의 저하,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으로 물
류 분야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2022년 3월에 피지컬 인터넷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

참고사이트 : 김재열, 월간교통
https://mkcm.koti.re.kr/servlet/blob/short/13.%EA%B8%80%EB%A1%9C%EB%B2%8C%20%EA%B5%90%ED%86%B5%20%EB%8F%99%ED%96%A5.pdf?key=8dc4z1O6068yLC8g



04 결론

52



1.Deep MaaS와 Beyond MaaS

53

➢ 일본은 MaaS의 영역을 MaaS 앱을 제공하는 ‘MaaS의 기본 기능’, 이를 바탕으
로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와 효율화,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Deep MaaS’, 다른
업종 간의 연계, 도시계획 등과 연계를 도모 하는 ‘Beyond MaaS’로 구분

➢ Deep MaaS : 교통정보의 제공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이용한 모빌리티 매니
지먼트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계획이 가능

➢ Beyond MaaS : 타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고, 에코시스
템을 구축하여 MaaS 사업의 사업성을 확보

참고사이트 : 김재열, 월간교통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estnColumn4=2021&q_searchKeyTy=sj___1002&q_searchVal=&q_bbsCode=1017&q_bbscttSn=20210420180212527&q_clCode=4&q_lwprt
ClCode=&q_lwprtClNm=&q_art=&q_lang=&q_rowPerPage=10&q_currPage=1&q_bbsSortType=&#section1



(참고) 토요타의 MaaS앱 「my route」

54

➢ MaaS 프로젝트 「my route」는 2018년 11월 1일부터 토요타자동차주식회사「미
래프로젝트실」와 서일본철도주식회사가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에서 시작

➢ 현재, my route서비스는 토요타파이낸스서비스주식회사가 운영

참고사이트 : 김재열, 월간교통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estnColumn4=2021&q_searchKeyTy=sj___1002&q_searchVal=&q_bbsCode=1017&q_bbscttSn=20210420180212527&q_clCode=4&q_lwprt
ClCode=&q_lwprtClNm=&q_art=&q_lang=&q_rowPerPage=10&q_currPage=1&q_bbsSortType=&#section1
https://www.toyota-finance.co.jp/business/
https://corp.kinto-jp.com/company/profile/

토요타
파이낸스
서비스
주식회사

토요타그룹의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브랜드
KINTO



2. LWC(Liveable Well-Being City) 지표

55

➢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에서는 각 사업별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KPI를 설정
하고, 구상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

➢ 디지털청과 일반사단법인 스마트시티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
해서 웰빙을 중시하는 LWC지표 활용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표

➢ 지역 고유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초 지자체 단위로 지표를 개발

참고사이트 : https://www.sci-japan.or.jp/vc-files/images/LWC/LWC_Guidebook220701_mini.pdf

매슬로의 욕구단계설 세계행복도조사 일본의 특성을 고려하여 웰빙을 중시하는 지표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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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Ⅰ



안전하고혁신적인이동의시대를위해

정밀하고체계적인도로시설정보구축필요













Ⅱ 추진내용





이

주요시설물

주변지형지물

폭
경사

곡률

각종 시설물 및 도로 기하구조의 내용 기록











요약

1. KRRIS는 일반국도
도로대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도로대장정보 시스템임

2. 고속도로통합플랫폼은
고속국도를 관리하기 위해
설계, 건설, 유지 등 5개
분야의 28개 시스템을
통합관리하고 있음

3. BMS, TiMS, RSMS 등의
도로 관리시스템은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업무
관리 등 12종 시스템으로
안전한 도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임

4. 지방도를 관리하는 도로
관리시스템은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상이하며, 
일부는 공간정보 시스템에서
도로정보를 관리함



요약구분 KRRIS BMS TiMS RSMC
시설물 교량 / 터널 / 표지 교량 터널 표지

레이어명
교량 BRDG_NAME FACIL_NAME - -

터널 TUN_NAME - FACIL_NAME -

표지 SB_NAME - - COLUMN_NAME

좌표계 UTMK TM(5181) TM(5181) TM(5174)

도형 면형 / 면형 / 점형 점형 - 점형

속성 80개 / 69개 / 15개 14개 14개 6개

갱신 수시갱신 - - -

구분 관리시스템 테이블 속성

터널

KRRIS

공간정보ID 10
터널명 가림터널

설치일
2000-05-

24

… …

TiMS

공간정보ID 10
시설물명 가림터널
시설물순번 5

… …

구분 관리시스템 테이블 속성

고속국도
고속도로
통합 플랫폼

노선명 청주 ~ 하남

노선번호 2
구간 36
… …

구분 관리시스템 테이블 속성

교량

KRRIS

공간정보ID 20
교량명 상천
설치일 2000-05-24

… …

BMS

시설물종류 교량
시설물명 상천
건설연도 2000-05-24

… …

구분 관리시스템 테이블 속성

표지

KRRIS

방향 상행
표지
종류

시설물표지

설치일 2010-01-13

… …

RSMC

표지판ID 50
노선번호 21
도로명 중부고속국도
… …

구분 관리시스템 테이블 속성

일반국도 KRRIS

관리번호 3-121
도로종류 광역시도
관리기관 청주시청
준공일 2004-10-16

… …



요약1

2

3

4

5

6



Ⅲ 추진목표



구분 도로법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의
수립

도로건설ㆍ
관리계획의
수립

도로의
지정ㆍ고시

도로의
변경ㆍ폐지

도로구역
결정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의
점용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도로포장
관리시스템

(PMS)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
(CSMS)

도로교량
관리시스템

(BMS)

도로터널
관리시스템

(TiMS)

교통량
조사시스템

(TMS)

도로관리
통합시스템
(HMS)

도로점용
시스템

(ROAS)

도로제설
관리시스템
(RSMS)

도로보수
현황시스템
(RMIS)

척척해결
서비스
(RPRS)

도로표지
센터

(RSMC) 



디지털 도로대장 프로세스 재설계 방향

• 디지털 도로대장 구현

• 전국 도로정보의 통합관리체계

- 고속국도ㆍ지방도ㆍ시ㆍ군ㆍ구도 등 단계적 디지털화 운영

- 공공ㆍ민간 등 자료 연계를 위한 개방적이고 확장이 용이한 DB 구조

• 시설물 성능, 유지보수 등 디지털 도로정보를 활용한 유지관리 체계 지원

• 도로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 정책 수립 및 과학적 의사결정 환경 제공

- 침수, 응달 등 도로 내 재난발생 예상지역 연구 등 기초자료 활용

- 생애주기 기반 시설물 정보이력 관리체계 구축 기반 제공

• 공공ㆍ민간 등 신산업 창출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 디지털 도로대장 개방

• 변화된 도로정보의 신속한 인지는 도로대장의 최신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

- 상시 갱신된 도로대장 정보 제공을 통한 활용성 강화 도모

- 자율차, 물류/택배,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도로정보 활용

디지털 도로대장을 중심으로
도로시설정보 통합관리체계 마련

도로관리에 대한 과학적 행정 실현

통합 디지털 도로대장을 통한
최신의 도로정보 제공

정보 공유ㆍ활용의 강화 과학적 의사결정 실현 도로대장의 정책적 활용



정보화 비전

도로대장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국 도로에 대한 통합정보ㆍ활용체계 구축

비전 Statement

사업 전략목표

디지털 도로대장
법ㆍ제도 및 운영기반 정립

도로대장 디지털화 및
통합관리 구현

사용자 중심
도로대장 활용성 강화

디지털 도로대장
수집ㆍ공유ㆍ관리체계 마련

전국 디지털 도로대장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은 급변하는 이용 여건의 변화(자율차 등 미래 모빌리티 보급, ICT 등 첨단기술 등의 발전)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디지털
도로대장의 통합관리를 기반으로 도로정보 운영ㆍ관리ㆍ활용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도로정보를 관리하기 위함. 이를 위하여

• 디지털 도로대장의 신뢰성, 적시성 확보를 위한 하고,
• 디지털 도로대장을 기반으로 국토관리청ㆍ공공ㆍ민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ㆍ협업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 디지털 도로대장을 활용한 공간적 융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도로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지원

업무 개선
도로

자산관리
도로

유지관리
재난·안전
신속 대응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4280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4280
http://d.kbs.co.kr/news/view.do?ncd=3524535
http://d.kbs.co.kr/news/view.do?ncd=3524535
















구분 응답 수 종이 전산파일 별도의 시스템 GIS기반시스템

전체 150 38.38% 47.84% 7.17% 6.47%

강원 20 51.3% 38.8% 4.3% 5.8%

경기 24 31.3% 42.3% 11.5% 14.2%

경남 4 52.5% 30.0% 7.5% 10.0%

경북 24 47.9% 42.3% 5.0% 4.8%

광주 1 0.0% 100.0% 0.0% 0.0%

대구 9 26.1% 67.8% 4.4% 1.7%

대전 6 59.2% 40.0% 0.8% 0.0%

부산 17 26.8% 50.9% 9.4% 12.9%

울산 6 27.5% 44.2% 25.0% 3.3%

인천 11 14.1% 75.0% 8.2% 4.5%

전남 8 38.1% 53.8% 5.6% 2.5%

전북 8 53.8% 41.1% 3.2% 0.7%

충북 12 43.5% 49.0% 4.2% 2.5%

구분 응답 수 부책 카드
정보처리

시스템

전체 114 49.4% 9.4% 39.5%

강원 14 46.1% 5.7% 48.2%

경기 17 55.4% 7.1% 32.9%

경남 0 - - -

경북 24 62.5% 15.8% 21.7%

광주 0 - - -

대구 3 6.7% 0.0% 93.3%

대전 5 50.0% 20.0% 30.0%

부산 15 26.7% 0.0% 73.3%

울산 6 41.7% 0.0% 58.3%

인천 10 38.0% 10.0% 50.0%

전남 4 75.0% 0.0% 25.0%

전북 9 53.3% 23.3% 13.3%

충북 7 66.9% 11.4% 21.7%















공사
정보

시설물
변화







미래 신산업 기초 인프라단순 공적 장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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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로대장



지자체

완성차 네비
게이션

중앙정부

연구소

AI
업체

빅데이터
업체

자율차

국토청국토사무소

지자체

포털

완성차 네비
게이션

중앙정부

AI
업체

빅데이터
업체

자율차

국토청국토사무소

지자체

포털

네비
게이션

중앙정부

국토청국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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