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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마트카드를 소개합니다.

(경 교통사업 황)

Ⅰ ㈜ 한 국 스 마 트 카 드  일 반 현 황  

1. 회사 개요

기업체명
( 문)

(주)한국스마트카드
(KoreaSmart
CardCo.,Ltd)

표자 최 성 설립일자 2003.10.6

주 소 서울시 구 남 문로 5가 581
화번호
(FAX)

02-2288-6096

(02-2288-7601)

Homepage www.t-money.co.kr (기업소개 www.koreasmartcard.com)

주요사업
-선불 자지 수단 발행 리(상품명:T-money)

- 자지 결제 행

기업형태 거래소()코스닥()제3시장() 등록()벤처기업()외감(0)

※ 선불 자지 수단 :이 가능한 가치가 자 방법으로 장되어 발행된 증표

※ 자지 결제 행 : 자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 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는 그 가의 정산을 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 자 융거래법)

※ 외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한 법률’에 의거 독립된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에 의한 회계

감사를 수행하는 회사

2. 연혁

연 월 연

2003.10 서울스마트카드(주)설립(자본 50백만원)

2003.10 손기락 표이사 취임

2003.11 서울특별시와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한 사업시행합의서』체결

2003.12 유상증자(보통주식 8,864백만원)

2004.01 유상증자(보통주식 11,523백만원)

2004.03 (주)한국스마트카드(KSCC)로 사명 변경



연 월 연

2004.06 유상증자(보통주식 6,771백만원)

2004.07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서비스 개시

2004.07 유상증자(우선주식 5,986백만원,보통주식 3,462백만원)

2005.11 안동/거제/포항/제주 호환서비스 개시

2006.02 김정근 표이사 취임

2007.03 T-money택시결제 서비스 본사업 개시

2007.04 유상증자(5,000백만원)

2007.07 수도권통합요 제 정산서비스 개시

2007.07 포항버스 교통카드 서비스 개시

2008.04 뉴질랜드 교통카드 시스템 오

2008.09 역/좌석버스 통합환승시스템 서비스 개시

2009.02 모바일 T-money인터넷 가맹 결제 서비스 오

2009.03 시 교통 정산 행 시스템 오

2009.04 박계 표이사 취임

2009.07 서울시메트로9호선 수도권 통합환승시스템 서비스 개시

2009.10 인천버스 수도권 통합환승시스템 서비스 개시

2010.05 ISO9001인증 획득

2011.03 지역 T-money시스템 오

2011.09 마을버스 BMS구축 서비스 제공 약

2011.09 티머니 역사 서비스센터 오

2011.10 신분당선 수도권 통합환승시스템 서비스 개시

2011.12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2.03 티머니 2012고객감동 랜드지수 1

2012.04 최 성 표이사 취임

2012.04 모바일티머니 NFCGlobalCompetition2012Best수상

2012.06 동일역 5분재개표 시행

2012.07 의정부 경 철 수인선 개통

2012.10 분당선 연장구간 개통

 

※ 유상증자 :주주로부터 주 을 납입받아 자본 을 증가시키는 것

※ 우선주식 :주주로써의 의결권 보다는 배당을 우선 으로 받기 해 보유하는 주식

※ ISO(InternationalStandardizationOrganization) :국제표 기구의 약자로 세계가 공통 으로

제정한 품질과 환경시스템의 규격

※ AFC(AutomaticFareCollection):자동요 징수시스템 혹은 역무자동화 시스템

※ 통합환승시스템 :정해진 시간내에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시 환승할인이 용되어 기본

요 에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요 을 납부하는 시스템



3.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도

❍ 표자 경 진 황

직 성 명 경 력 소유 주식수

표이사 최 성 LG CNS 융 2사업부 /상무 해당 없음

※ 등기 임원 기 임

❍ 임원 종업원 황
(단 :명,2013년 3월말 재)

구 분 임 원 사 무 직 기 술 직 합 계

임 원 8 - - 8

종 업 원 - 122 57 179

합 계 8 122 57 187

※ 비등기 임원 포함,비상임 임원 제외



4. 주주 현황

❍ 보통주식
(2013년 3월 29일 재)

주 주 명 주 소 소유주식수 지분율

서울특별시 서울시 구 태평로1가 31 4,315,840 36.16%

(주)LG CNS 서울시 구 회 동 2가 10-1 3,927,167 32.91%

(주)에이텍 서울시 서 구 서 동 1451-78 1,133,648 9.50%

신한카드(주) 서울시 구 태평로2가 120 475,654 3.99%

(주)KB국민카드 서울시 구 남 문로2가 9-1 325,650 2.73%

카드(주) 서울시 등포구 여의도동 15-21 325,650 2.73%

BC카드(주) 서울시 서 구 서 동 1587 325,650 2.73%

(주)LG유 러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679 325,650 2.73%

롯데카드(주) 서울시 서울시 구 남창동 51-1 150,004 1.26%

(주)한국외환은행 서울시 구 을지로2가 181 150,004 1.26%

(주)스마트로 서울시 천구 가산동 345-9 130,260 1.09%

기 타 348,908 2.92%

합 계 11,133,828 100%

❍ 우선 주식

주 주 명 주 소 소유주식수 지분율

서울특별시
*명의신탁자:㈜LG CNS

*명의신탁일:2013.03.18

서울시 구 태평로1가 31 396,873



Ⅱ ㈜ 한 국 스 마 트 카 드  재 무 현 황  

㈜한국스마트카드 재무 황은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한

감사결과(2012.3.14)를 토 로 작성되었으며,㈜한국스마트카드 재무제표에 한

감사보고서는 융감독원 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열람이 가능함.

※ 자공시시스템(DART)홈페이지 :http://dart.fss.or.kr

1. 요약 재무상태표
(단 :백만원)

구 분
제10기

(2012.12)
제9기

(2011.12)
제8기

(2010.12)
제7기

(2009.12)

[유동자산] 203,941 164,247 133,950 105,162

등 74,792 41,175 72,864 45,777

채권 69,226 63,564 39,490 31,806

기타 53,523 54,232 14,852 22,906

재고자산 6,399 5,277 6,744 4,673

[고정자산] 80,083 97,758 115,384 141,204

투자자산 1,832 2,307 565 533

유형자산 50,532 75,717 104,899 134,760

무형자산 7,077 6,479 2,536 2,665

기타 20,642 13,255 7,384 3,246

자 산 총 계 284,024 262,005 249,333 246,366

[유동부채] 208,556 195,978 192,927 174,234

채무 53,890 46,632 35,219 31,435

차입 8,000 1,880 43,000 59,500

선수 135,402 133,275 108,644 79,706

기타 11,264 14,191 6,064 3,593

[고정부채] 7,063 8,011 3,110 32,829

환사채

차입 30,047

보증 1,283 1,456 2,678 1,474

기타 5,780 6,555 432 1,308

부 채 총 계 215,620 203,990 196,037 207,063

[자본 ] 61,655 61,655 61,655 61,655

[자본잉여 ] 6,121 6,121 6,121 6,121

[기타포 손익 계]

[이익잉여 ] 629 △9,760 △14,479 △28,472

자 본 총 계 68,404 58,015 53,297 39,303



구 분
제9기

(2011.12)
제8기

(2010.12)
제7기

(2009.12)
제6기

(2008.12)

[유동자산] 164,247 133,950 105,162 84,456

등 41,175 72,864 45,777 42,979

채권 63,564 39,490 31,806 29,362

기타 54,232 14,852 22,906 9,708

재고자산 5,277 6,744 4,673 2,407

[고정자산] 97,758 115,384 141,204 100,579

투자자산 2,307 565 533 506

유형자산 75,717 104,899 134,760 95,669

무형자산 6,479 2,536 2,665 1,480

기타 13,255 7,384 3,246 2,924

자 산 총 계 262,005 249,333 246,366 185,035

[유동부채] 195,978 192,927 174,234 152,257

채무 46,632 35,219 31,435 39,619

차입 1,880 43,000 59,500 53,328

선수 133,275 108,644 79,706 57,104

기타 14,191 6,064 3,593 2,206

[고정부채] 8,011 3,110 32,829 15,630

환사채 12,500

차입 30,047

보증 1,456 2,678 1,474 279

기타 6,555 432 1,308 2,851

부 채 총 계 203,990 196,037 207,063 167,887

[자본 ] 61,655 61,655 61,655 49,155

[자본잉여 ] 6,121 6,121 6,121 3,787

[기타포 손익 계] △641

[이익잉여 ] △9,760 △14,479 △28,472 △35,153

자 본 총 계 58,015 53,297 39,303 17,148



2. 요약포괄손익계산서
(단 :백만원)

구 분
제10기
(2012년)

제9기
(2011년)

제8기
(2010년)

제7기
(2009년)

[매출액] 173,239 182,951 150,812 118,436

수수료매출 113,627 109,305 128,799 96,140

상품매출 21,075 28,448 18,807 18,924

기타매출 38,537 45,198 3,206 3,372

[매출원가] 126,715 130,146 108,740 83,178

[매출총이익] 46,523 52,804 42,073 35,257

[ 매비와 리비] 34,424 40,023 31,040 25,817

여 등 10,818 12,102 11,124 9,697

외주용역비 2,391 5,933 6,048 1,820

지 임차료 3,872 4,380 3,640 2,857

손상각비 2,547 3,491 230 4,591

경상개발비 3,056 3,813 452 6

기타 11,740 10,304 9,546 6,846

[ 업이익] 12,099 12,667 11,033 9,440

[ 업외수익] 4,481 2,814 985 2,307

[ 업외비용] 1,531 567 1,887 5,066

[법인세차감 순이익] 15,049 14,914 10,130 6,681

[법인세비용] 4,424 2,888 (3,863)

[당기순이익] 10,625 11,788 13,993 6,681



3. 요약현금흐름표
(단 :백만원)

구 분
제10기
(2012년)

제9기
(2011년)

제8기
(2010년)

제7기
(2009년)

[ 업활동 흐름] 40,525 70,840 71,169 50,120

당기순이익 10,625 12,026 13,993 6,681

조정 44,875 48,951 41,961 34,673

자산 부채의 증감 (14,975) 9,864 15,215 8,766

[투자활동 흐름] (13,004) (61,410) 2,464 (83,714)

투자활동으로 인한 유입 2,674 956 23,058 8,418

투자활동으로 인한 유출 (15,678) (62,366) (20,594) 92,132

[재무활동 흐름] 6,120 (41,120) (46,547) 36,393

재무활동으로 인한 유입 11,120 7,880 43,000 104,405

재무활동으로 인한 유출 (5,000) (49,000) (89,547) (68,012)

[ 성자산의 증가] 33,641 (31,689) 27,087 2,798

[기 성자산] 41,175 72,864 45,777 42,979

[외화표시 의 환율변동효과] (24)

[기말 성자산] 74,792 41,175 72,864 45,777



4.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요 주석사항

❍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 계액과 손상차손

계액을 차감한 액을 장부 액으로 하고 있음.

-유형자산의 일부를 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 효익이 ㈜한국스마트카드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 액에

포함하거나 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때 체된

부분의 장부 액은 제거하고 있음.

-그 외의 일상 인 수선․유지와 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 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당기 기의 추정 내용 연수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추정 내용연수 상각방법

기 계 장 치 4~8년 정액법

비 품 4~6년 정액법

-당기 유형자산 장부 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 :백만원)

구 분
기 장부
액

취득액 처분액
감가
상각비

기타
증(감)액

기말장부
액

기계장치 74,440 10,170 (53) (35,959) 756 49,354

비 품 842 149 (58) (275) 200 858

건설 인자산 434 568 - - (682) 320

합 계 75,717 10,887 (112) (36,234) 275 50,533



❍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최 인식 후에 원가

에서 상각 계액과 손상차손 계액을 차감한 액을 장부 액으로

인식하고 있음.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 부터 잔존가치를 ("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음.

-다만,일부 무형자산에 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는 기간에 하여 측 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않고 있음.

-당기의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 :백만원)

내 역 업권 산업재산권 소 트웨어 기타무형자산 합 계

기 액 238 110 1,373 4,758 6,479

취득 액 - 18 2,952 1,391 4,361

처분 액 - - (4) (1,695) (1,699)

기타증(감)액 - - (3) - (3)

상 각 액 - (29) (402) (1,403) (1,834)

손상차손 - - - (227) (227)

기말 액 238 98 3,917 2,824 7,077

❍ 정부보조

-정부보조 은 ㈜한국스마트카드가 정부보조 에 부수되는 조건을 수하고

그 보조 을 수취하는 것에 해 합리 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음.

-㈜한국스마트카드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는 건설하는데 사용하는

정부보조 을 수령하고 있으며,해당 자산의 장부 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 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됨.



(단 :백만원)

수 령 처 연도 액 내 역

서울메트로 외 2005 1,142 정기권운 시스템 구축

경기도청,제주도청 2007 3,586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경기도청 2008 120 수도권 역서버스 환승할인 시스템

인천시청 2009 805 인천 통합정산시스템 구축

제주도청 2009 10 공 버스 음성안내방송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2009 82 RF무인 카드시스템 구축

문경시청,상주시청 2011 46 문경,상주여객 자동음성안내시스템 구축

-㈜한국스마트카드는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정부보조 을 기계장치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음.

❍ 고객충성제도

-최 의 거래 가로 받았거나 받을 가의 공정가치는 고객충성제도에

따른 보상 수 (이하 '충 마일리지')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음.㈜한국스마트카드는 모든 보상 수를 T-money

충 으로 제공하고 있음.

-충 마일리지에 배분할 가는 회수될 충 마일리지에 하여

제공될 T-money충 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하고 있음.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부여된 포인트 회수되는 포인트를 해 제공

되는 T-money충 의 공정가치는 기 회수율과 기 회수시 을

고려하여 추정되고 있음.

-충 마일리지에 배분된 가는 이연하여 충 마일리지가 회수되고

㈜한국스마트카드가 T-money충 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 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수익인식 액은 회수될 것으로 기 되는 총 충 마일리지에서

T-money충 과 교환되어 회수된 충 마일리지의 상 크기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음.



❍ 신용 험

-신용 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 방이 융상품에 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가 재무손실을 입을 험을 의미하며,

주로 거래처에 한 매출채권과 투자자산에서 발생함.

▹ 매출채권 -㈜한국스마트카드의 신용 험에 한 노출은 주로 각

고객별 특성의 향을 받음.㈜한국스마트카드의 고객은

주로 운송기 ,신용카드사 등으로 신용 험은 낮은 편임.

▹ 투자자산 -㈜한국스마트카드는 업상 필요한 곳에만 투자를 함으로서

신용 험에의 노출을 제한하고 있음.

▹ 보증 -2012년12월31일 재㈜한국스마트카드가제공한보증은없음.

❍ 유동성 험

-유동성 험이란 ㈜한국스마트카드가 융부채에 련된 의무를 충족

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험을 의미함.

-㈜한국스마트카드의 유동성 리방법은 재무 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한국스마트카드의 평 에

손상을 입힐 험 없이,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임.

-일반 으로 ㈜한국스마트카드는 재무 부채 상환을 포함하여, 상 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음.여기에는 합리 으로 상할 수 없는 극단 인 상황으로

인한 잠재 인 효과는 포함되지 않음.

❍ 법인세비용

-당기와 기 법인세비용(수익)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단 :백만원)

구 분 당기 기

법인세부담액 5,004 5,609

일시 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713) (2,720)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련된 법인세 비용(수익) 134 -

법인세비용(수익) 4,425 2,888



❍ 이연법인세

-당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 :백만원)

구 분 기 액 당기손익반
기타포 손익

반
기말 액

감가상각비 5,035 1,388 6,423

무형자산상각비 181 37 218

교통발 기 446 245 692

손충당 1,891 337 2,229

정부보조 621 (206) 415

복구충당부채 110 (5) 105

확정 여부채 869 23 134 1,026

퇴직연 (597) (290) (888)

장단기선수수익 1,937 (693) 1,244

매출액 (9) (14) (23)

연구 인력개발 비 (605) (275) (880)

기타 (123) 32 (91)

합 계 9,756 579 134 10,469

❍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당기 말과 기 말 기 재 매출채권과 기타채권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 :백만원)

구 분 당기말 기말

매출채권 22,645 21,823

     매출채권 손충당 (10,762) (8,338)

미수 56,621 49,272

     미수 손충당 (161) (105)

미수수익 884 912

합 계 69,226 63,564



❍ 차입

-당기 말과 기 말 기 재 차입 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 :백만원)

차 입 처 내 역 이자율 (%) 당기말 기말

한국씨티은행 단기차입 3.85~4.21 8,000 1,880



5. 외부감사인의 의견





구 분 기존 시스템 신교통카드시스템

교통카드

특정사 마이페어 방식 국제규격을 수하는 카드로 개선

보안성 결여 융사고 방할 수 있는 보안성 확보

단순 RF기능 자화폐 등 다양한 기능 수용

개인 ID 수용 불가
개인 ID 수용 가능

(정기권,경로우 카드 도입에 필수)

단 말 기

특정사 SAM 표 SAM 용,MultiSAM 채택

호환성 부족 표 SAM 용으로 호환성 확보

용량부족,확장성 부족 용량 확장성 확보

Ⅲ 주 요 사 업  

1. 주요 사업현황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선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배경

-서울시는 기존 교통카드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성능 하,복잡한 요 체계,

새롭게 시행되는 통합거리비례제로 인한 용량시스템 도입 필요성,

버스업체 수입 의 투명화 진,다양한 교통요 지불수단 활용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 등을 해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함

❍ 사업목표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지하철,택시 등 모든 교통 이용

-버스․지하철 무료환승,통합거리비례요 체계 등 제공으로 시민부담 경감

-카드 이용률 제고로 버스회사 운송수입 의 투명성 확보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 교통정책 수립 추진

❍ 시스템 구축방안

-교통카드 단말기 시스템 개선



-정산시스템 개선

구 분 기존 시스템 신교통카드시스템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시스템 공 업체의 암호화 Key

장방식에 한 공개거부로 시스템

공 업체로부터 독립성 결여

서울시가 기술 소유권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시스템 정책 집행 시 시의

통제력(공공성 담보)확보

발 ,정산, 리 주체가 서로 상이함 교통카드 발 정산 시스템의 일원화

운수사업자가 정산업무를 병행함으로

인한 사업의 불투명성
정산업무의 투명성 확보

막 한 선수 융사고 우려 시스템 개선을 통한 선수 리

자료 리의 어려움 자료의 DB화를 통한 체계 리

❍ ㈜한국스마트카드의 역할

-㈜한국스마트카드는 신교통카드시스템 사업과 련하여 사업시행자,

정산사업자,발행사업자의 역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 :신교통카드시스템 사업을 시행/운 하는 사업자

▹ 정산사업자 :운송기 이 운 하는 교통수단에서 사용되는 선/후불

카드의 요 을 정산하는 업무

▹ 발행사업자 :T-money카드를 발행 매 유통하는 사업자



❍ 사업범

-서울시내버스 마을버스 체 시스템 구축

-서울지하철 한국철도,인천지하철 체 시스템 구축

-서울택시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공항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경기도 인천시 버스 교통카드 호환시스템 구축

-수도권 통합환승시스템 부 시스템 구축

❍ 추진 경과

-2003.5월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2003.9월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선정

-2004.6월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2004.7월 :신교통카드 서비스 개시(버스,지하철)

-2006.9월 :택시 교통카드 결재서비스 개시

-2007.7월 :서울시와 경기도 버스 통합 환승할인제 시행

-2007.11월 :교통카드 국호환 추진 시작

-2008.9월 :서울시와 경기도 역버스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2008.11월 :우 용(노인,장애인 등)교통카드 발 시행

-2009.6월 :1회용교통카드(종이승차권 발 단)시스템 도입 시행

-2009.10월 :서울시와 인천시 버스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 추진성과

-수도권 통합환승 거리비례요 제 기반 제공(’07년 경기도,’09년 인천시)

-객 교통 데이터 확보로 서울시의 합리 교통정책 수립 평가 지원

- 국최고교통카드사용률(2012.12월:지하철100%,버스98%,택시50%)

- 국 부분의 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이 가능해짐

(서울 → 국 96% 호환)

-택시․유통․주차장․공공요 등 사용처가 다양해짐

-교통카드 충 ․환불처 폭증가(충 처 70,065 ,환불처 59,695 )



  교통카드시스템 서비스 개선내용

❍ 신규노선 개통에 교통카드시스템 개선

-2호선(용두역)개통 :2005.10월

-1호선(동묘앞역)개통 :2005.12월

-경부선(세마/오산 /진 /지제역)개통 :2005.12월

- 앙선( 랑~덕소 구간)개통 :2005.12월

-경부선( 명역)개통 :2006.12월

-경원선(덕계~소요산 구간)개통 :2006.12월

-인천1호선(계양역)개통 :2007.2월

-분당선(죽 역)개통 :2007.12월

- 앙선(도심/팔당역)개통 :2007.12월

- 앙선(국수/양수/운길산역)개통 :2008.12월

-장항선( 명~신창 구간)개통 :2008.12월

-인천1호선(캠퍼스타운~국제업무지구 구간)개통 :2009.5월

-경의선(서울~문산 구간)개통 :2009.6월

-9호선(개화~신논 구간)개통 :2009.6월

-공항철도1호선 (인천국제공항~서울역 구간)개통 :2009.6월

-3호선(경찰병원/오 /가락시장역)개통 :2009.12월

- 앙선(신원/아신/양평/원덕/용문역)개통 :2009.12월

-경부선(당정/서동탄역)개통 :2010.1월

- 앙(오빈역)개통 :2010.5월

-경춘선(상 ~춘천 구간)개통 :2010.12월

-신분당선(강남~정자 구간)개통 :2011.10월

-분당선(구성/신갈/기흥역)개통 :2011.11월

-수인선(송도~오이도 구간)개통 :2012.6월

-분당선(선릉~왕십리 구간)개통 :2012.10월

-7호선(선릉~왕십리 구간)개통 :2012.10월

-분당선(기흥~방죽 구간)개통 :2012.12월



-경의선(공덕~DMC구간)개통 :2012.12월

-경춘선(별내역)개통 :2012.12월

❍ 요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선

-서울 버스․철도 요 인상 :2007.4월

-경기/인천 버스 1차 요 인상 :2011.11월

-서울 버스․철도 요 인상 :2012.2월

-공항철도 요 조정 :2012.4월

-경기/인천 버스 2차 요 인상 :2011.6월

-공항철도 요 인상 :2012.10월

- 역 행버스(M버스)거리비례운임 도입 :2013.2월

❍ 서비스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선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운 :2004.7월

-도시철도공사 무인충 기 서비스 개시 :2005.10월

-한국철도공사 무인충 기 서비스 개시 :2006.2월

-서울메트로 무인충 기 서비스 개시 :2006.9월

-서울 카드택시 시범사업 개시 :2007.3월

-경기 버스 통합환승시스템 구축 :2007.7월

-서울 카드택시 본 사업 개시 :2007.9월

-인천지하철공사 무인충 기 서비스 개시 :2007.9월

-서울 공 주차장 카드결제시스템 개시 :2008.2월

-좌석 버스 통합환승시스템 구축 :2008.9월

-서울 버스 복수하차 단말기 용 :2009.3월

-서울 역버스 BMS시스템 구축 :2009.5월

-InternationalTaxi개통 :2009.5월

-RF1회용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2009.5월

-9호선 수도권통합환승시스템 구축 :2009.7월

-공항철도 수도권통합환승시스템 구축 :2009.7월

-인천 버스 통합환승시스템 구축 :2009.10월



-서울버스 GPS 면교체 :2010.2월

-서울버스 28핀 커넥터 면교체 :2010.3월

-서울 지간선버스 BMS시스템 구축 :2010.6월

-버스노선 변경 알리미 서비스 개시 :2010.12월

-공항버스․택시 환승할인 서비스 개시 :2010.12월

-택시안심귀가서비스 개시 :2011.8월

-서울 공 주차장 결제/환승할인 서비스 개시 :2011.9월

-티머니 역사서비스 시행 :2011.9월

-신분당선 수도권통합환승시스템 구축 :2011.10월

-서울 버스 복수하차 단말기 용 2차 :2011.12월

-국토부 권(M-Pass) 용 :2011.12월

-OneCardAllPass 용사업 :2012.1월

-서울마을버스 BMS시스템 구축 :2012.2월

-동일역사 5분내 재개표 서비스 구축 :2012.6월

-신분당선 수도권정기권 용 :2012.6월

-신분당선 1회권 차액정산시스템 구축 :2012.8월

-동일역사 5분내 철도/버스 차액정산시스템 구축 :2012.9월

-수입 검증 시스템 개선 :2012.10월



사업명 사업내용

제2기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

- 카드시스템과의상호연계성을고려하여동시개통목표로분리발주 구축

-수도권통합정산시스템,수입 검증시스템,통합 포탈시스템, 운 기

고객서비스센터 등

카드시스템

-제2기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과 연계를 고려하여 동시 개통을 목표로 분

리발주 구축

-카드 충 ․지불․환불 시스템   

-원장 리 시스템

단말SW운 리시스템
-수집센터 발주 작업과 병행 진행

-카드처리시스템,요 정책제어시스템,운 정보 리시스템,SW인증시스템

카드 리시스템(SCMS)
-자체 설계 후 분리 발주 -선불카드 생명주기 리(발 ․사용․폐기)

-다 발행사,다 요 상품 리

  교통카드시스템 고도화 사업

  사업개요

❍ 구축목 :서울 교통카드사업 신 책 지원체계 기반확보

-교통카드의 실시간 통제,다양한 상품 개발 서비스 지원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정산투명성 강화를 통한 교통운 기 의 신뢰성 제고

-수집분야 개방에 따른 서울시 교통카드 요 정책 일 성 확보

-기술 독립성 강화와 수도권 통합정산 안정성 확보

❍ 추진방식 :통합정산과 기타 련 시스템 분야별 분리발주

❍ 구축기간 :2013.5.~ 2014.5.

❍ 사업범



  교통카드 서비스 개선

❍ 분실·도난 안심서비스 시행

-분실·도난신고 시 카드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홈

페이지에 실명으로 등록한 교통카드의 분실·도난 시 차에 따라 카

드에 남은 잔액을 환불해 주는 서비스

❍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 개선

① 해외에서도 사용가능한 모바일 교통카드 로 서비스

- 세계 최 로 해외에서 교통카드 서비스 호환사용 제공

-국제표 도입과 해외 교통카드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로 서비스 제공

-우선 싱가포르에서 서비스 시행(’13년 상반기), 진 으로 아시아

세계로 서비스 지역 확

② 모바일 USIM내 티머니 기능 선탑재 서비스

-모바일 USIM내 티머니 기능 선탑재를 통해 모든 NFC스마트폰 사용자

는 별도의 다운로드 차 없이 모바일 교통카드 이용

③ 모바일 교통카드 통합 앱앱(App)서비스

-이통사별로 분산된 앱(App)을 통합하고 고객 편의성과 품질을 제고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을 해소

▹ 통합 앱(App)이미지



④ 모바일 교통카드 후불청구 방식 서비스

-신용카드를 모바일 교통카드 App을 통해 등록 후 일별 한도 액(3

만원)범 내에서 사용(교통/택시/유통 결제)하고,1개월 동안 사

용한 액을 신용카드로 청구하는 후불교통카드와 동일한 서비스임

<후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 이용 차>

❍ 한 장의 교통카드에 다양한 서비스 기능 탑재

-교통카드 이용 패턴에 따라 한 장의 카드에 정기권,할인권 등 ‘다

상품 탑재 기능’제공으로 카드 구매 발 비용 감



2. T-money 소개

  T-money 개요

❍ 교통결제시스템

-스마트칩이 탑재된 티머니카드를 단말기에 하는 순간,인공 성

으로부터 치정보를 수신하는 단말기와 무선(RF)통신을 통해 탑승

치,환승유무 등의 정보를 주고받은 후 결제가 완료됨.

-버스가 차고지에 일정거리 이상 들어오면 무선 AP(AccessPoint)

집계 PC에 의해 버스 집계시스템에 거래내역이 무선으로 송신되며,

지하철의 경우 단말기에 거래내역이 장됨 모든 거래내역은 요 정산을

해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시스템으로 송됨.

❍ 요 정산시스템

-교통기 별,유통처별로 다양한 곳에서 결재된 티머니카드 거래내역은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센터에 수집되며,매일 정산하여 차량별,노선별,

운수사별,결재처별로 수익 황과 기타 부가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있음.



카 드 종 류 기본 기능

기본카드(시 /특 )
-일반/청소년/어린이용 선불카드

-다양한 형태(기본카드,미니카드,악세서리)

인터넷 티머니 -USB 연결장치로 PC에 연결 인터넷 충 /결제 가능

모바일 티머니

-휴 폰에 T-money사용이 가능한 융 USIM 장착

-일반 충 ,모바일 충 ,모바일 자동충

-인터넷 결제,모바일결제

-발행기 :SKT,KT,LG텔 콤

업무택시카드
-기업의 비즈니스 업무시 택시 결제 용 카드

-기업과 제휴 방식으로 운

티머니 자동충 카드

-잔액이 일정 액 이하가 되면 교통단말기에서 사용 시

일정 액 자동충 월 최 자동충 액 범 내에서 충

제휴 융 기 발행(신한은행,우체국,농 ,외환은행)

❍ T-money카드 사양

-티머니카드는 국내 최 국제표 (ISO 14443)에 따라 구 된 카드로

자체 내에 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운 체제,통신모듈 등을

갖춘 비 식 스마트카드임.

-카드의 내부에는 단말기와 근거리통신(RF:Radio Frequency)을

하기 한 RF칩과 RF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음.

-카드를 충 하면 RF칩에 액이 장되고,RF칩은 RF안테나를 통해

단말기와 통신을 통해 요 을 결제함.RF칩은 는 RF안테나가

손되면 통신이 불가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 T-money카드 종류

-선불방식 : 등을 사용하여 일정 액을 충 후 사용하고 충 된

액이 소진되면 계속 충 해서 사용하는 방식 임.

-후불방식 :기존의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칩(chip)을 내장하여 교통

요 지불기능을 함께 갖도록 한 것으로 후불로 1개월에

1번씩만 결제하는 방식 임.

▹ 상품 황



법인 티머니
-기업의 비즈니스 업무 시 택시 결제 용 카드

-기업과 제휴 방식으로 운

1회용 교통카드 -지하철 1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무임용 티머니카드

-기존 무임용 MS승차권을 체(지하철 무임,버스 유임)

-경로/장애/국가유공자 상

-서울시/인천시 발

서울 시티패스 러스

-기본 카드 인 라 공통 사용

-서울 시티투어버스 할인

-서울시 주요 명소 할인

제휴 선불카드 -제휴사 카드 혜택에 티머니 기능 추가

제휴 후불카드

-후불 결제 기능 티머니 탑재

-신용카드 제휴사에서 발 (국민은행,하나은행,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삼성카드,신한카드,BC카드, 카드,

롯데카드,수 카드,농 ,제주은행)

지하철 정기승차권
-지하철 기 용 서울 용과 거리비례용 정기권 1달 60회

-기 구매/충 /환불은 각 지하철 공사에서 담당

교통 용카드 -교통결제만 가능

교통안심카드 -분실·도난 시 카드에 남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카드



구 분 황

교통

수도권
버스(10,728),지하철(8,887),서울택시(70,756),

경기택시(11,639),인천택시(1,169)

지 방

버스 지하철(980/240),제주버스(427),

포항버스(200), 주버스(67),문경버스(38),상주버스(42),

포항택시(1,376), 택시(8,429),제주택시(1,380)

유통 국

편의 (22,340), 슈퍼(3,600), 랜드(2,796),

주차장(500),공 화(18,000),공공시설(1,900),

자 기(4,900),기타(2,300)

충 편의 (22,340),지하철(5,439),가 (4,974),ATM(37,312)

 T-money 운영 현황

❍ 교통카드 이용 황
(단 :천건/백만원,2012년 12월 기 )

구 분
1일 평균 이용 황 월 이용 황

이용건수 이용 액 이용건수 이용 액

버 스 5,430 3,640 172,169 112,834

지 하 철 7,166 5,786 222,149 179,364

택 시 507 4,043 15,715 125,331

합 계 13,103 13,469 410,033 417,529

※ 이용 황은 수도권 기 ,지하철 이용 황은 정기권/1회권 포함,유통 이용 황은 제외

❍ 교통카드 발 황
(단 :천매,2012년 12월 기 )

구 분 티머니 카드 우 권 정기권 계

발 량 93,884 2,327 1,516 97,727

❍ 교통카드 결제․충 인 라 황

(단 : ,2012년 12월 기 )



티머니 사용지역 황 지역별 사업자 황

❍ 교통카드 국호환 사용

-지역별로 분리 사용되던 교통카드 간 호환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국

60여개 도시의 버스․지하철 이용 가능(수도권 기 선불 8개 카드,

후불 11개 카드 사용 가능)

▹ 국 사용지역 사업자 황

❍ 교통카드 시스템 해외 수출 황

-뉴질랜드(웰링턴)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2008.4월

-뉴질랜드(오클랜드)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2010.12월

-말 이시아(쿠알라룸 르)버스결제시스템 구축 :2011.4월

-콜롬비아(보고타)AFC& BMS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 :2011.7월

※ LG CNS사업 수주(한국스마트카드는 컨소시엄 참여)

-태국(방콕시)통합교통카드시스템 구축․운 컨설 사업 :2013.1월



❍ 충 선수 황

(단 :백만원)

구분
충
(A)

정산액(B) 충 잔액
(A-B=C)

충
미수 * 잔액사용 액 환불 액 소계

2009년 1,218,230 1,193,156 7,027 1,200,183 18,046 9,268 62,633

2010년 1,442,542 1,414,212 11,744 1,425,956 16,586 9,643 78,844

2011년 1,590,662 1,549,447 21,809 1,571,256 19,406 14,354 93,539

2012년 1,842,538 1,791,460 27,481 1,818,941 23,597 19,997 111,493

※ 티머니의 주요 충 처인 철도기 편의 은 충 액을 2~3일 후에 지 하고 있어 거래처별로 지 시

간차이로 인하여 충 미수 이 발생함

※ 충 선수 :티머니 카드에 충 된 액

❍ 장기 미사용카드 선수 황

(단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5년이상 미사용 4,564 8,107 12,104

4년이상 5년미만 미사용 3,646 4,137 5,304

3년이상 4년미만 미사용 4,264 5,461 8,110

2년이상 3년미만 미사용 5,762 8,519 9,832

1년이상 2년미만 미사용 9,564 11,028 13,020

계 27,799 37,252 48,370

❍ 정산 황

(단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수 도 권 42,397 44,680 51,834

지 역 1,753 2,065 2,420

택 시 9,464 13,400 16,416

비 교 통 591 750 1,142

기 타 2,110 1,941 1,779

합 계 56,315 62,836 73,591



 T-money 주요 서비스

❍ T-money카드 충 서비스

- 충 :T-money가맹 편의 가두 매 ,지하철 무인충 기,은행

ATM기에서 천원 단 로 충 가능하며,1회 충 시 천원~

최 9만원(GS25/CU/세 일 최 5만원)까지 충 가능

(카드당 최 충 액 50만원)

-마일리지 충 :1천 이상의 T-마일리지를 보유한 경우 천 단 로

마일리지 충 이 가능함.

▹ 충 처 :서울메트로(1-4호선)역무실,도시철도공사(5-8호선)아이센터,

나이스 지 기기,은행ATM기,모바일(티머니앱)

-자동 충 :카드의 잔액이 미리 정한 액 이하일 경우 버스/지하철/

택시단말기 사용 시 미리 지정한 결제 수단을 이용해 일정

액씩 자동으로 충 되는 서비스임.

▹ 가능 카드 :신한카드,외환카드,우체국카드,농 카드,모바일티머니

-모바일 충 :모바일티머니 사용자의 경우 핸드폰 소액결제,인터넷

뱅킹,신용카드결제 충 이 가능함.

-인터넷 충 :인터넷 충 단말기 T.P.O.P(티팝) 는 USB형

인터넷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충 이 가능함.

❍ T-money카드 결제서비스

-교통결제서비스 :교통카드 간 호환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국 60여개

도시의 교통 사용 택시 사용 가능함.

▹ 지하철 결제서비스 :서울메트로(1~4호선),도시철도공사(5~8호선),

한국철도공사(국철 구간),서울시메트로9호선(9호선),코 일공항철도

(서울역~인천국제공항),인천메트로,신분당선,의정부경 철,부산지하철,

도시철도공사, 구도시철도공사,김해경 철



▹ 버스결제서비스 :서울,경기,인천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역버스,

구,부산 시내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울산 시내버스 마을

버스,강원(원주,횡성,춘천,강릉),충남충북(충주, 동,청주,옥천,

단양,제천,진천,청원,괴산,보은,음성), 남(목포,여수, 양,화순,

나주,장성,함평,담양,보성, 암,해남), 북(군산, 주,익산,군산,

김제,남원,고창,정읍,진안,임실,부안),경남(창원,통 ,거제, 양,

양산,함안,사천,마산,진해,진주),경북(포항,구미,경주,안동,상주,

문경, 주,김천,경산, 천)시내버스,제주 시내․외버스

▹ 택시결제서비스 :서울,인천, ,부산, 구, 주,울산,경기(고양,

과천, 명,군포,동두천,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양주,

용인,의정부,이천,평택,포천,하남,화성, 주),강원(강릉,속 ,

원주,춘천),충남충북(계룡,서산,연기),경북(구미,김천,문경,안동,

천,포항,상주),경남(거제,김해,마산, 양,양산,진해,창원,통 ),

북(군산,김제,익산, 주,남원,부안), 남(목포),제주

-유통결제서비스 :T-money가맹편의 , 형마트, 랜차이즈,공공

주차장,무인기기등 국6만여유통가맹 에서결제가가능

▹ 주요 가맹 황

구 분 가맹 명

편의 -GS25,CU,세 일 ,바이더웨이,미니스톱,스토리웨이

형마트 -홈 러스

랜드 가맹

-교보문고,롯데월드,롯데시네마 피카디리,씨 스 안산,미스터 도넛,

에뛰드하우스,토니모리,더페이스샵,크라운베이커리,맥도날드,

롯데리아,엔제리 스 등

공 공 -공 주차장,민원결제,고궁 문화재,경륜/경정,경마 등

기 타 -공 화,자 기 등 무인기기



❍ T-money카드 환불서비스

-잔액환불서비스 :카드에충 되어있는잔액환불로써정상 인사용이가능한

카드의 잔액환불 고장 는 손된 카드의 잔액 환불

▹ 정상 인 사용이 가능한 카드의 잔액환불시 잔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T-money가맹편의 에서 장 환불이 가능하며,잔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지하철 고객서비스센타에서 장 환불이 가능함.

▹ 잔액에 상 없이 환불받으려면 은행ATM(신한은행,농 ,하나은행,

우리은행)기를 통해 계좌환불이 가능하며,잔액환불 시에는 환불서비스

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잔액을 지 함.

※ 한국스마트카드 본사에서 환불하실 경우 환불수수료를 차감하지 않음

▹ 단말기에서 카드잔액을 확인할 수 없는 고장 손카드는 장

환불이 불가능함.이 경우 환불 투 는 우편환불 투를 작성한 후

카드와 함께 수하면 카드번호를 통한 잔액 확인 후 고객 계좌로 환불됨.

▹ 구입 후 2년 이내의 고장 손카드의 경우 카드 잔액과 카드 구입 시

지불한 카드값도 환불이 가능함.

❍ 소득공제서비스

-티머니 홈페이지 스마트폰 티머니 앱에서 소득공제 카드등록(본

인인증 필요)후 티머니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하는 모든 액은 신용

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서비스에 등록 된 카드의 사용 액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

되어 연 1회 국세청에 신고됨.

※ 1월~12월 사용 액을 그 다음해 1월에 국세청에 일 신고함.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 여액의 25%를 과하는 티머니 사용 액의

25%를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과 합산 용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보 형 카드(교통만 사용가능)의 사용 액은

수증 액과 합산됨.



❍ T-마일리지서비스

-티머니로 교통 이용시 는 제휴사에 립된 포인트를 T-마일리지로 환

립하여 발생된 포인트로,카드충 을 통해 처럼 사용이 가능함.

-마일리지 립 :티머니 홈페이지 스마트폰 티머니 앱에서 마일리지

카드등록 후 교통 이용시 이용 액의 0.2%씩 월2회

나 어 립되며,매월 1~15일까지 사용분은 다음달

1일/매월16일~말일까지사용분은다음달16일에 립됨.

▹ 립지역 :서울시․수도권(인천공항버스 포함),용인경 철, ,

포항, 주,문경,상주,제주

-마일리지 환 :티머니 홈페이지 회원이 보유한 제휴사 포인트를 T-

마일리지로 환 후 립되며,제휴사에 따라 환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제휴 황 :GS칼텍스 보 스 포인트,띠앗포인트,서울시-마일리지,

인천시 마일리지 홀씨

-마일리지 사용 :T-마일리지가 1천 이상인 경우 천 단 로 사용

▹ T-마일리지 충 :티머니 홈페이지에 충 비 번호를 등록 후 충

처에서 T-마일리지 충 을 한 후 사용할 수 있음.

▹ T-마일리지 선물 :티머니 회원의 T-마일리지를 마일리지 서비스에

등록 된 다른 사용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선물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T-마일리지 기부 :교통사고 유자녀 불우 청소년에게 T-마일

리지로 기부하는 공익 로그램으로 기부된 T-마일리지는 으로

환산되어 분기단 로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됨.

※ 아름다운재단에 요청하시면 기부 납입 수증을 발행해 드림.



❍ 잔액이동서비스

-잔액이동 서비스는 “A”카드 잔액 액환불 후 그 잔액을 B”카드에

충 해주는 방식으로,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원하는 카드로 잔액

이동 서비스를 이용해 충 할 수 있음.

▹ 서비스 이용처 :서울메트로(1-4호선)역무실,도시철도공사(5-8호선)

아이센터,GS25,㈜한국스마트카드 본사

❍ 권종변경서비스

-티머니카드 일반용․청소년용․어린이용 카드 구분이 없는 무권종의

카드를 구입한 경우 카드의 권종을 등록해 주는 서비스임.

※ 무권종카드를 청소년 는 어린이 권종으로 권종 변경하신 후 반드시 티머니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카드 등록을 완료하셔야 지속 인 할인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이용처 :서울메트로(1-4호선)역무실,도시철도공사(5-8호선)

아이센터,T-money가맹편의 ,한국스마트카드본사

별첨:1.㈜한국스마트카드외부감사보고서1부.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