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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the 1st version of the National ITS Architecture in 1999 and utilized it as the framework
for ITS planning, design, and standardization. The National Architecture now needs to be revised to accommodate environ-
mental changes in ITS market and advancement of ITS core technologies. This study evaluates the current version of the archi-
tecture and suggests the directions for revision for a new national ITS architecture. The two most popular methodologies for
architecture development-the process-oriented approach and the object-oriented approach-were reviewed, and the process-ori-
ented approach was selected for new architecture development. The concept of the national architecture was then newly
defined based on evaluation of the existing architecture. The new National ITS Architecture is suggested to be composed of
ITS user services, logical architecture, physical architecture, and project architecture. This study must be followed by actual
architecture development efforts and supporting policy actions for successful deployment of the new National ITS Architecture.

Keyword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 national ITS architecture, user services, logical architecture, physical archi-
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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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국토해양부는 1999년 국가 ITS 아키텍쳐를 개발하여 ITS 표준의 밑그림, 관계기관 ITS 계획·설계의 기본틀로 활용하여
왔다. 이후 새로운 ITS 서비스의 등장, 서비스를 구현하는 요소기술의 발전과 사업추진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 ITS 아키텍
쳐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 ITS의 구현에 ITS 아키텍쳐가 어떻게 기여하였으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새로운 사회적, 기술적 환경을 반영하여 국가 ITS 아키텍쳐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ITS 아키텍쳐 개발의 접근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절차지향 접근방법과 객체지향 접근방법의 장단점과 적
용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적용성이 검증된 절차지향 접근방법을 선정하였다. 기존 한국형 국가 ITS 아키텍쳐 모형에 대한 평
가, ITS 사업에서의 활용성을 검토하여 국가 ITS 아키텍쳐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에 따라 새로운 국가 ITS 아키텍쳐는
ITS 서비스, 논리아키텍쳐, 물리아키텍쳐, 사업아키텍쳐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국가 ITS 아키텍쳐를 완성하
는 작업이 우선 이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개발된 국가 ITS 아키텍쳐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가 준수하
도록 유도하기 위한 활용방안 및 ITS 관계자가 국가 ITS 아키텍쳐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 ITS 아키텍쳐의
배포, 홍보, 교육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 지능형교통체계, ITS, 국가 ITS아키텍쳐, 사용자서비스, 논리아키텍쳐, 물리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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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수의 기관이 구축, 운영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가 유

기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가 지

능형교통체계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ITS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능형교통체

계를 구성하는 시스템의 기능과 시스템 간의 정보흐름, 시스

템의 물리적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각 시스템의 구축 및 운

영 주체를 규정하는 국가차원의 ‘ITS 아키텍쳐’를 개발하여

ITS 계획 및 설계의 기본틀로 따르도록 하고 있다.

1999년에 완료된 ‘ITS 아키텍쳐 확립을 위한 연구’의 결

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국가 ITS 아키텍쳐’는 새로

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기술발전에 따른 시스템

구성요소 및 기능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ITS

사업 추진체계의 변화, U-City와 같이 ITS와 관계정립이 필

요한 사업의 등장 등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제표준기구(ISO TC/204 WG1)에서

객체지향 접근방법에 따라 ITS 아키텍쳐 개발방법을 제시한

이후 객체지향 시스템 개발 방법론과 조응하도록 국가 ITS

아키텍쳐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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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ITS에 대한 새로운 수요 및 ITS 구현기술의 발전

을 수용하고 ITS 사업 추진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

ITS 아키텍쳐를 정비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ITS 아키텍쳐를 진단하여

개선점을 파악하고, 그러한 개선을 위한 ITS 아키텍쳐의 정

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ITS 아키텍쳐의 개요

2.1 ITS 아키텍쳐의 정의

‘아키텍쳐’에 대해서는 분야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

지만,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밑그림, 청사진을 표현하는 용어

로 사용되고 있다. 아키텍쳐는 시스템의 기본구조를 규정하

며, 어떻게 작동하여, 어떤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

여준다. 시스템의 목적과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규모와 복잡

성이 커지게 되는데,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분할하고 통합하

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품질을 보

장하거나,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기 어렵다. 시스템을

다양한 관점에서 모형화하고, 이를 시스템 개발단계에서 활

용하기 위한 도구가 아키텍쳐라고 할 수 있다. IEEE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 시스템(software-intensive system)의 아키텍

쳐를 “구성요소로 형성된 시스템의 기본적인 조직과 시스템

간의 관계, 외부환경과의 관계, 시스템의 설계 및 진화를 이

끄는 원리”로 정의한다.

아키텍쳐는 적용분야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계자와 내용에 적합한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아키텍쳐가 어

떤 내용을 포함하며 어떤 방법으로 표현될 것인가는 관계자

의 역할과 관심사, 해당분야에서 아키텍쳐가 필요한 이유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 ITS 아키텍쳐’는 ITS

에 대한 국가차원의 밑그림, 청사진 또는 기본틀로 정의할

수 있으며. ‘국가 ITS 아키텍쳐’에 담겨야 할 내용(아키텍쳐

수준의 의사결정사항)은 왜 국가차원에서 ITS 아키텍쳐가 왜

필요하며,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의해 결정되고,

‘국가 ITS 아키텍쳐’의 형식은 아키텍쳐 수준의 의사결정사

항을 관계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2 국가 ITS 아키텍쳐의 필요성과 역할

2.2.1 국가 ITS 아키텍쳐의 필요성

1990년대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은 소

통, 안전 등 교통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기존의 전통적인 교통체계개선사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

지고 있다.

①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로 구성

•지능형교통체계는 넓은 범위에 존재하는 교통시설과 수

단으로부터 수집된 실시간 자료를 처리하여 서비스를 제

공하는 복잡한 시스템

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능적 요소를 공유

•다수의 서비스가 동일한 구성요소에 의해 기반하므로 효

율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시스템간 연계 및 통합

이 필수적임

③ 다수의 관계자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참여

•교통시설의 관리자, 교통수단의 운영자, 시스템의 설계

자, 구축자, 민간의 서비스 제공자등 상이한 특성을 가진

관계자가 서비스 제공에 참여

④ 시스템 구축이 점진적으로 진행

•지역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르고, 기관마다 시

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수준이 다르므

로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전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관계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독립적

으로 도입하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각 시스템이 상이한 구조를 가지게 되므로 상호운영성과 호

환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한 전

체적인 구조를 규정하는 기본틀이 필요한 것이다.

2.2.2 ITS 아키텍쳐의 역할

ITS 아키텍쳐는 ITS를 구성하는 시스템의 기능과 정보흐

름을 정의하고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을 규정

함으로써;

① 시스템의 상호운영성, 호환성 확보의 기반을 제공함

•정보연계의 대상과 방법을 제시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의 밑그림

② 추진기관의 계획 및 설계를 지원함

• IT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시

•각 기관이 구축 운영해야 하는 시스템의 물리적 요소를

제시

•연계해야 할 시스템과 공유해야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제시

③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을 방지함

•시스템의 공유요소를 제시

•기관의 역할 및 협력관계를 제시

그림 1. ITS 아키텍쳐의 필요성

그림 2. 아키텍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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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ITS 아키텍쳐의 진단

3.1 한국형 국가 ITS 아키텍쳐 개요

3.1.1 ITS 아키텍쳐 개발 경위

1990년대 들어 국가차원에서 지능형교통체계의 도입을 추

진하면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수립과 함께 아키텍쳐 구상에

착수하게 되었다. 초기의 국가 ITS 아키텍처는 ‘ITS 국가기

본계획 97’에서 설정한 5개 분야 14개 시스템을 기초로 위

계에 따라 1~4수준으로 구성되었으며, 1999년「국가 ITS

아키텍처 확립을 위한 연구 II」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구상

된 아키텍쳐를 사용자서비스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수정·

보완하여 논리/물리아키텍쳐를 정립하였다.

3.1.2 한국형 ITS 아키텍쳐 모형

한국형 ITS 아키텍쳐는 일반적인 개념의 아키텍쳐 체계에

따라 논리아키텍쳐와 물리아키텍쳐로 구성되며, 한국형 아키

텍쳐의 독특성은 서비스수요측면에서는 한국형 ITS사용자서

비스, 그리고 서비스제공측면에서는 법·제도·조직적 특수

성 등에 의해 다른 국가의 아키텍쳐와 차별화된다.

3.1.2.1 논리아키텍쳐

논리 아키텍쳐에서는 각각의 사용자서비스를 구현하기 위

해서 필요한 ITS의 기능단위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

본요소시스템(서브시스템)을 설정한다. 이용자를 포함한 ITS

외적인 요소들과 서브시스템간의 정보교환 및 각 서브시스

템 내부에서 수행되어야 할 세부기능과 처리과정를 정의한

후에 정보를 체계화함과 동시에 서비스 구현시 필요한 기능

과 정보간의 관계를 특정 형식을 사용하여 모델화한다. ITS

국가기본계획의 상당수 소분류 사용자서비스는 특성상 다조

직적이며 기능적으로 복합적이어서 각 사용자서비스 자체를

시스템화하게 될 경우 구현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각 서비스

의 기술적, 비기술적 고유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

능단위로 세분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실제 서비스 구현

을 위해 柰澎巳되는 서브시스템은 시행주체 측면에서 단조

직적이며 구현이 용이한 형태로 설정한다.

3.1.2.1 물리아키텍쳐

물리아키텍쳐는 논리아키텍쳐에서 추출된 것으로 각 서브

시스템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 장치를 설정하고

각 장치별 세부기능요소를 정의하며 이들 장치간의 정보교

환을 정의하며, 서브시스템간 공유할 수 있는 물리적 구성요

소들을 파악하여 ITS전체 차원에서 개별 서브시스템 구성요

소들의 물리적 통합연계구도를 모델화한다. 물리아키텍쳐의

구성요소는 크게 센터, 도로장치, 차량장치, 여행자장치 등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 물리아키텍쳐 구상시

에는 서브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이들 유형에 속한 세부장치

들이 설정된다. 각 서브시스템 운영시 이들 구성요소들은 주

어진 세부기능을 수행하고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소

기의 사용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3.2 ITS 아키텍쳐 평가

3.2.1 한국형 ITS 아키텍쳐 모형 평가

한국형 ITS 아키텍쳐 개발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논리아

키텍쳐 개발과정에 포함되는 기능의 상세화 과정을 생략하

고 사용자서비스와 동급화된 사업단위로 서브시스템을 설정

하고 있다. 이들 서브시스템간 기능과 자료의 공유관계는 서

브시스템간 상호결합관계로 표현하고 시스템간의 정보연계에

의해 다른 시스템의 기능과 산출물을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기능에 대한 상세정의가 없어 서브시스템간 공

유기능이 무엇인지,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무엇

인지 명확하지 않다(세부기능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

한 속성의 자료도 서브시스템별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어 각

서브시스템이 공유하는 자료임을 인지하기 어려움).

아키텍쳐가 방대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고, 서비스 분야별

로 서브시스템의 정의, 물리아키텍쳐 정의, 정보흐름사이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일한 기

능이 서로 다른 기술과 물리적 요소에 의해 구현되는 것으

로 정의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ITS 아키텍쳐가 공유기능, 정보흐름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구성요소의 세분화

및 규격화가 필수적이며, 시스템 구성요소의 분할과 조합에

충실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아키텍쳐의 개발이 요구된다.

3.2.2 ITS 아키텍쳐의 내용에 대한 평가

ITS 아키텍쳐는 기술적 타당성, 기반시설의 확보, 제도적·

행정적 환경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ITS의 구성요소 및 구조

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포하고 있다. 요소기술의 발전, 정보

통신 인프라의 보급, 추진체계의 변화에 따라 최적의 시스템

구성은 변화하며 현재의 ITS 아키텍쳐에 내포된 다음 사항

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서브시스템에 대한 기능할당의 적절성

-기능구현을 위한 기술대안의 삭제, 또는 추가

-추진주체(관리영역) 설정

서비스 분야별로 아키텍쳐의 정비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은 표 1과 같다.

4. ITS 아키텍쳐 정비방안

4.1 아키텍쳐 개발의 접근방법

4.1.1 개발방법론 개요

시스템 아키텍쳐는 복잡한 시스템을 추상화하여 단순한 개

념으로 표현하고 시스템을 적정한 규모로 분할함으로써 다

양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로 하여금 시스템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해당사자가 많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ITS의 아키텍쳐는 다양한 관심

사항과 이에 따른 관점을 반영하는 다양한 모델들의 집합으

로 구성되게 된다. 따라서, ITS 아키텍쳐의 개발은 시스템의

목표와 관계자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

록 시스템을 적정한 구성요소로 분할하고 각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ITS 아키텍쳐는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앞서 관계자가 따

라야 할 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포하므로 아키

텍쳐의 개발은 시스템 개발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시스템 개발에서 사용하는 접근방법과 조응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국가 ITS 아키텍쳐’는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의 상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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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호환성,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시하는 기

본틀로 ITS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사업자가

자신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어떤 관계

를 맺어야 하며,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따라야할 표준이 무

엇인지 쉽게 제시해야 한다. 즉, 논리적인 수준에서 기능과

자료의 공유관계, 물리적인 수준에서 정보의 교환 및 통신

을 규정하며,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표준이 드러나야

한다.

시스템 개발방법론은 시스템을 분석, 구현하는 관점에 따

라 ‘구조적방법론(절차지향형방법론)’, ‘정보공학방법론’, ‘객

체지향방법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ITS 아키

텍쳐 개발에는 절차지향(Process-Oriented), 객체지향(Object-

Oriented)의 두 가지 접근방법이 적용된 바 있다. 이 두 접

근방법의 특징 및 장·단점은 표 2에 보인 바와 같다.

미국의 National ITS Architecture, 유럽의 FRAME Archi-

tecture, 한국의 현 국가 ITS 아키텍쳐는 절차지향형의 구조

적 접근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호주의 ITS 아키텍쳐는 객체

지향 접근방법을 따르고 있다. 한편, ITS 아키텍쳐 관련 국

제 표준기구인 ISO TC/204(WG-1)에서는 객체지향 접근방법

을 채택하고 객체지향 시스템개발 표준언어인 UML(Unified

Modeling Language)로 참조 아키텍쳐를 개발하였다. 그러

나, 국제표준기구가 ITS 아키텍쳐의 개발과 표현을 위한 특

정방법론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며, ITS 아키텍쳐에 대한 요

구사항은 ITS 시스템들의 상호관계와 상호운영을 고려하고,

아키텍쳐의 기술을 ITS 표준의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4.2 국가 ITS 아키텍쳐 개발의 접근방법 결정

국가차원의 ITS 아키텍쳐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목적은 기

표 1. ITS 아키텍쳐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분 야 검 토 사 항

교통관리

•교통신호제어시스템에 할당된 교통정보제공을 위한 자료수집기능 재검토
•고속도로교통관리스템에 할당된 자료수집 기능 재검토
•프로브정보 수집기능을 도로관리청 단위로 할당 재검토
•번호판 인식에 의한 자료수집체계 (AVI) 수용

전자지불

•노변과의 단거리 통신을 통한 요금징수자료 전송 재검토
•거리비례요금징수를 위한 버스위치인식 기능 수용
•관계자에 전자금융사업자를 수용하고 정산체계 기능 수정

교통정보유통
•연계수준(정보연계/연계제어) 명확하게 구분 : 연계수준별 연계방식
•전국단위 교통정보연계관리 수용
•정보연계·관리서비스의 제공주체 재검토

여행정보

•정보제공에 사용되는 통신 및 매체 수용
•센터-차량간 단반향정보전송, 양방향정보전송 수용 : 휴대전화(CDMA) 기반 서비스 (SK Nate Drive, KTF K-

way) 수용
•운전중교통정보제공, 동적주행안내 기능 단말 통합

대중교통

•차량-노변 단거리 무선통신에 기반한 운행자료수집 재검토
•차량-센터간 장거리 무선통신에 기반한 운행자료수집 수용
•정보수집과 운행조정 메시지전송 통신체계 공유
•광역 BIS 정보연계 정의

화물운송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정의한 서비스에 맞춰 재정립

첨단차량도로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정의한 서비스에 맞춰 재정립
•도로-차량에 연계에 의한 서비스 구현 재검토 : 도로가 통신에 의해 차량을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의 검
지기능에 의해 도로를 주행하는 방식으로 기능 재정립

표 2. 아키텍쳐 개발방법론 비교

절차지향 구 분 객체지향

•자료처리 중심
•시스템 기능, 즉 프로세스 위주의 분석과 설계 방식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시스템 구성요소를 메시지의 교환에 의해 상호작용하
는 객체의 집합으로 취급 (콤포넌트 중심)

•객체 간 교환 메시지 정의에 중점

•논리적 수준에서는 시스템의 기능과 자료흐름에 초점
을 맞추어 기능간의 자료흐름을 표현
⇒  DFD(Data Flow Diagram)

•물리적 수준에서는 기능을 물리적 구성요소에 할당하
고 물리적 요소간의 관계를 표현
⇒  AFD(Architecture Flow Diagram)

아키텍쳐
표현

•논리적 수준에서는 객체간 관계와 상호작용을 표현 
⇒ Use Case Diagram, Class Diagram, Sequence Dia-

gram
•물리적 수준에서는 객체를 물리적 콤포넌트에 할당하
고 연결관계를 표현 Deployment Diagram

•전체 시스템의 기능구현을 과정을 이해하기 쉬움
•계획수립단계에서 서비스와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대응관계를 형성하기 쉬움

장 점

•객체지향 시스템 개발방법론과 일치하여 설계 및 개발
의 효율성이 높음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용이함
•재사용성, 확장성이 뛰어남

•국제표준에서 권고하는 객체지향 개발방법론과 일치
하지 않음

•아키텍쳐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단 점

•시스템 설계·개발자가 아니면, 시스템의 기능과 구조
를 이해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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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적, 공간적, 조직적으로 분리된 시스템간의 상호운영성과

호환성을 보장하고 공통된 기능, 물리적 구성요소의 공유를

통해 전체적인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키텍쳐가 담아야 할 내용은 접근방법과 관계없이 분석, 표

현할 수 있으므로 위의 두가지 접근방법은 ‘국가 ITS 아키

텍쳐’ 개발방법으로 적용 가능하며 장·단점을 가지게 된다.

객체지향 방법론을 채택할 경우, 국가차원에서 완성도 높

은 객체지향 ITS 아키텍쳐를 개발, 활용한 사례가 없으므로

아키텍쳐의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시행착오

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절차지향 접근방법은 미국,

유럽에서의 개발 및 운용 경험을 통해 검증된 접근방법으로

표준화, ITS 계획과 설계에서 활용된 사례가 있다. 또한, 현

재까지 제시된 객체지향 아키텍쳐는 논리적 수준의 아키텍

쳐로 물리적 측면과 시스템 구축·운영의 주체, 관리 영역

등의 사항은 포함하지 않아 표준의 제정 및 적용, ITS 계획

및 설계에서 따라야 할 기본틀로 활용된 사례가 없다.

객체지향은 시스템 생애주기를 걸쳐 일관된 방법론 적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절차지향에 비해 진전된 접근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객체지향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시스

템 구축 단계에서 효율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클래

스와 콤포넌트를 매우 상세한 수준으로 정의하여 제공해야

하고, 시스템 구축자는 이를 개발의 기본틀(framework)로 수

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설계수준의 상세화를 아

키텍쳐 개발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 차원의 상호운영

성, 호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ITS 아키텍쳐’

개발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

요된다. 또한, 객체지향 아키텍쳐는 ITS 사업에 참여하는 다

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시스템의 청사

진을 제공하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기능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객체지향은 절차지향에 비해 진전된 접근방법

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객체지향 접근방법에 따라 ‘국가 ITS

아키텍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므로 절차지향 접근방법에 따라 개선된 ‘국가 ITS 아

키텍쳐’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3 국가 ITS 아키텍쳐 정립

국가 ITS 아키텍쳐 개정시에는 전통적인 절차지향 접근방

법을 따르되, 기존의 국가 ITS 아키텍쳐를 개선하여 ‘국가

ITS 아키텍쳐’의 개념을 정립한다. 기존의 ‘국가 ITS 아키텍

쳐’는 ‘ITS 기본계획 21’에서 규정한 사용자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스템의 논리아키텍쳐, 물리아키텍쳐로 구성되는데, 논리

아키텍쳐에서 기능 뿐만 아니라 사업 측면을 고려하여 서비스

구현단위인 서브시스템을 설정하고 이 서브시스템을 기준으로

물리아키텍쳐를 개발하도록 ITS 아키텍쳐를 정립한 바 있다.

기존 아키텍쳐는 실제 ITS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하나의

사업에서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분리

된 복수의 서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서브시스템간

상호결합관계는 구현의 순차성을 전제로 하는데 사업시행자

가 도출한 우선순위가 아키텍쳐에서 설정한 순서와 일치하

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물리아키텍쳐와 다른 요소로 구

성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으며, 서

브시스템별로 센터가 설정됨에 따라 센터간 정보연계의 수

가 많아지고 불필요한 정보연계가 표준화의 대상으로 오인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기존 국가 ITS 아키텍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하여 논리아키텍쳐에서는 기능적 관점에서만 시스템을 분석

표 3. 개정된 국가 ITS 아키텍쳐의 구성

구 분  내 용

서비스
- 이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술
  •이용자, 서비스 이용목적, 서비스 이용조건

논리
아키텍쳐

- 단위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능과 자료흐름을 정의
  • DFD diagram 작성
- 기능의 발현조건

물리
아키텍쳐

- 단위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물리적 구성요소를 규정
- 논리아키텍쳐에서 정의한 기능을 물리적 구성요소에 할당

사업
아키텍쳐

-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정의
- 법·제도, 추진체계, 관리영역을 반영
- 물리적 구성요소의 조합으로 표현
- 시스템간 정보연계(메시지흐름)을 표현

표 4. 기존 국가 ITS 아키텍쳐 및 개정 국가 ITS 아키텍쳐 비교

기존 국가 ITS 아키텍쳐 개정 국가 ITS 아키텍쳐

서비스

- 서비스의 구현단위 (서브시스템) 규정
 •서비스와 서브시스템을 매칭
- 법·제도, 추진체계 반영
- 시스템간 상호결합관계 정의
 •서비스의 순차적 구현을 지향

논리

- 서비스구현을 위한 기능 및 자료흐름
 •기능정의, 명세 작성
 •기능간 자료흐름 정의

- 서브시스템의 물리적 구성요소 정의
 •구축단위 
- 서브시스템 구성요소간 관계 규정
 •구성요소간 정보흐름 정의 (AFD) 
 •구성요소간 통신체계 규정

물리

- 서비스구현을 위한 물리적 구성요소
 •기능을 물리적 구성요소에 할당
 •물리적 구성요소간 자료흐름 규정
- 물리적 구성요소간 통신

사업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축·운영 단위
 •물리아키텍쳐의 조합
- 서비스간 연관성 분석
 •논리적, 물리적 측면
 •법·제도, 사업추진체계, 관리영역
- 시스템간 메시지 도출 (AFD)
 •표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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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업아키텍쳐”를 도입하여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

된 법·제도적, 조직적 관점을 분석하는 것으로 국가 ITS 아

키텍쳐를 구성하기로 한다.

기존의 국가 ITS 아키텍쳐와 본 연구를 통해 개선하는 국

가 ITS 아키텍쳐의 구성을 비교하면 표 4과 같다.

4.4 국가 ITS 아키텍쳐 개발과정

가상의 단위 서비스 [서비스 ①], [서비스 ②]를 대상으로

‘국가 ITS 아키텍쳐’ 개발과정을 개념적으로 예시하면 다음

과 같다.

4.4.1 서비스 분석

‘지능형교통체계 국가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서비스 정의를 수

용하여 단위 서비스별로 사용자, 서비스 구현환경을 정의한다.

4.4.2 논리아키텍쳐

단위서비스 별로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능과 자료흐름을

정의하는 DFD(Data Flow Diagram)를 작성한다.

-기능정의 : A, B, C, D, E, F

-자료흐름 정의 : a, b, c, e

-단위서비스별 DFD 작성

• [서비스 ①]의 DFD

• [서비스 ②]의 DFD

4.4.3 물리아키텍쳐

-기능을 물리적 구성요소에 할당

-기능요소를 물리적 구축단위로 변환 : A→A'

-자료흐름을 물리적 구성요간 정보흐름으로 변환 : a→a'

•동일한 물리적 구성요소 내부의 자료흐름은 정보흐름으

로 변환되지 않음

-단위 서비스 DFD를 AFD로 변환

• [서비스 ①]

• [서비스 ②]

-정보흐름을 대상으로 통신방식 정의

• a' : 노변→센터
• c' : 센터→노변
• (b+e)' : 센터→차량

4.4.4 사업아키텍쳐

단위 서비스간 기능적, 물리적 구성요소의 공유도와 사업

추진체계, 관리영역을 검토하여 사업단위(시스템 구축, 운영

단위)를 구성하는데, 공유도가 높고 사업추진체계, 관리영역

이 일치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단위로 설정하며, 공유도가 낮

거나 사업추진체계, 관리영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사업단위로 설정한다. 예시한 [서비스 ①]과 [서비스 ②]는

공유도가 높으므로 사업측면에 의해 사업단위가 결정된다.

4.4.4.1 하나의 사업단위로 구성하는 경우

하나의 시스템이 두 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4.4.2 별도의 사업단위로 구성하는 경우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시스템의 관계는 센터간 정보연계(a' 또는 b')로 표현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다수의 관계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지능형교통체계의 상

호운영성,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ITS의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국가 ITS 아키텍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1999년 국가 ITS 아키텍쳐를 개발하여 ITS 표준의 밑그림,

기능 A B C D E F

물리적 
구성요소

노변 센터 센터 노변 센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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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ITS 계획·설계의 기본틀로 활용하여 왔다. 이후,

새로운 ITS 서비스의 등장, 서비스를 구현하는 요소기술의

발전과 사업추진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 ITS 아키텍

쳐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ITS 아키텍쳐의 실

효성이 낮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ITS의 원활한 정보연계에

국가 ITS 아키텍쳐가 어떻게 기여하였으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새로운 사회적, 기술적 환경을 반

영하여 국가 ITS 아키텍쳐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ITS 아키텍쳐 개발의 접근방법을 결

정하기 위하여 절차지향 접근방법과 객체지향 접근방법의 장

단점과 적용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적용성이 검증된 절차지향

접근방법을 선정하였다. 기존 한국형 국가 ITS 아키텍쳐 모

형에 대한 평가, ITS 사업에서의 활용성을 검토하여 국가

ITS 아키텍쳐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새로운 국가 ITS 아키

텍쳐는 ① ITS 서비스, ② 논리아키텍쳐, ③ 물리아키텍쳐,

④ 사업아키텍쳐로 구성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정립한 방법론에 따라 국가

ITS 아키텍쳐를 완성하는 작업과 더불어, 개발된 국가 ITS

아키텍쳐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가 준수하

도록 유도하기 위한 활용방안 및 ITS 관계자가 국가 ITS

아키텍쳐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가 ITS 아키텍

쳐의 배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가 ITS 아키텍쳐가

지능형교통체계의 상호운영성, 호환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서는 ITS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가 국가 ITS 아키텍쳐의

지위와 역할,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므로, 국가

ITS 아키텍쳐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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