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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도로 이용자의 교통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와 효율적인 도로 이용을 위해, 또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의 기본 기술로서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발과 요구

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통정보 수집도구인 차량감지기(VDS)를 활용한 교통

정보 수집 시스템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차량 검지기를 활용한 교통정보는 차량의 속도와 교통량을 

산출하는 데에는 효율적이지만, 공사와 수집 장비 불량으로 인하여 모든 교통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교통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알고리즘 개발이 요구된다.

키워드: 지능형 교통체계(ITS), 차량검지기(VDS), 교통량(Traffic volume), 

고속도로(ExpressWay), 앱(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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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도로 이용자의 교통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와 효율적인 도로 이용을 

위해, 또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의 

기본 기술로서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발과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3].

고속도로에 설치된 차량검지기(VDS)는 도로상에서 속도, 교통량, 

점유율 등을 수집하여 고속도로 교통정책, 교통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를 위한 교통정보 수집체계이다.

이렇게 수집된 교통정보는 수집알고리즘과 가공알고리즘을 거쳐 

교통정보수집성과 활용성의 극대화를 통해 안정성(신뢰성) 있는 데이

터를 도출하며, 도출된 데이터는 교통소통과 안전운전을 위하여 고속

도로 교통정보앱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정보 수집•제공 기술의 현황을 기술하고, VDS

를 통하여 제공되는 교통정보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초기에는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VDS(Vehicle Detection 

System),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와 같이 지점검지를 

대상으로 한 수집 시스템, AVI(Automatic Vehicle Identifi- cation), 

DSRC와 같은 구간검지 기반의 수집 시스템을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과 VMS(Variable Message Sign), 교통방송, 

DFS(Driver Feedback System) 등과 같은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무선랜

(Wireless Local Area Network)통신, WAVE(Wireless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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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ehicular Environments) 등과 같은 양방향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 동시에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시스템을 단순히 수집과 제공으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1].

이러한 한계를 피하기 위하여 표 1. 에서와 같이 크게 분리형과 

통합형으로 구분하고,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분리형은 수집기술과 

제공기술로 분리하여 각 기술을 위치시킬 수 있다.

구분 기술 적용시스템

분리형

수집
지점검지 VDS, CCTV

기존 ITS

구간검지 DSRC, AVI

제공

수동형
VMS, 교통방송,

DFS 

능동형
Website, ARS

스마트폰

통합형

(수집⋅제공)
DSRC, 무선랜, WAVE

D S R C 기 반 

교통정보

UTIS[2]

Table 1. 교통정보 수집⋅제공 기술분류 체계

한국도로공사는 2021년 4월 고속도로 교통정보앱의 교통안전 콘텐

츠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번 앱의 개편에는 사고작업구간 CCTV영

상, 사고 잦은 곳, 결빙 취약구간 등 상습 위험구간, 전면 차단 알림 

표출 등의 추가 정보 제공과 출발에서 도착까지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기능이 있어 안전 운전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교통정보 수집⋅제공하는 기술을 활용 분석하여 정확

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정보 수집•제공 기술의 현황을 기술하고, VDS

를 통하여 제공되는 교통정보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제공현황

일반적인 고속도로 교통정보는 표 2와 같이 차량검지기(VDS)를 

통해 수집⦁제공되고 있다. VDS의 원리는 노면에 루프를 매설하여 

루프위를 통과하는 차량을 검지하여 차량의 속도, 교통량을 산출한다. 

차량의 속도와 교통량을 산출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속도 통과시간변동값

루프간거리일정값

 교통량  루프에검지된차량수

구 분 VDS(차량검지기)

설치기준 1식/1km,2km(교통량에 따라 적용)

주요기능 (지점)속도, 교통량, 점유율

설치사진

활용분야
o 도로전광표지 소요시간 표출제공

o 전자지도 소통정보 표출

Table 2. VDS 설치 기준과 설치 사진

2. VDS 정보 가공과정

현재 교통데이터를 위하여 VDS정보의 자료가 생성되어 수집되고 

필터링하여 소통정보를 생성하기까지는 약 1분 35초가 소요되며, 

정보의 가공시간 만을 계산할 때에는 1분이 소요된다.

Fig. 1. VDS 정보 가공과정 

3. 교통정보앱을 통한 VDS 정보

수집된 VDS 소통 정보는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게 표현해 주어야 

한다. 표1. 에서와 같이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나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현재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교통정보 앱을 통한 정보의 제공이다. 

VDS소통정보를 사용한 교통정보앱의 모양은 그림 2.와 같다.

Fig. 2. 교통정보 앱을 통한 VDS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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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 교통정보 앱에서 표시되는 속도정보 표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적색 : ∼40km

• 황색 : 40km-80km

• 녹색 : 80km이상

그림 2.에서 나타나듯 고속도로의 일부구간에서는 회색으로 교통정

보가 제공되지 않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도로의 확장⦁개량공

사, 수집장비 불량 등으로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IV. Conclusions

도로 이용자의 교통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와 효율적인 도로 이용을 

위해, 또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의 

기본 기술로서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발과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통정보 수집도

구인 차량검지기(VDS)를 활용한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차량 감지기를 활용한 교통정보는 차량의 속도와 

교통량을 산출하는 데에는 효율적이지만, 공사와 수집 장비 불량으로 

인하여 모든 교통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에서는 DSRC(단거리 전용통신)을 활용하여 부족 부분을 

보충하고 있으나. 이 또한 완전하지는 않아 새롭게 정보를 보충하는 

부분과 정확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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