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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차세  ITS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외 C-ITS 기술 동향을 재 국내에서 진행 인 로

젝트를 심으로 분석하 으며, 해외 선진국들의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C-ITS 정책이 기존의 ITS 

인 라와의 연계 모색이 미흡함을 지 한다.

이를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 기존 ITS 인 라가 C-ITS에 응이 가능하도록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

한다. 첫째, 기존 인 라 설비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Performance-enhanced ITS)

하고, 둘째, 능동형 센서  융합 센서를 개발하여 V2X 통신 기술과 더불어 선제  안  운행 지원 기술을 

개발(Safety-enhanced ITS)하며, 셋째 Nomadic Device의 보 으로 발생하는 비정형 교통 데이터를 기

존 ITS 설비로 수집한 데이터와 융합하여 고  교통정보를 생성하는 기술 개발(Cloud-ITS)이다.

이와 같이 기존 ITS 인 라에 V2X 통신 환경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고 효율 인 유지 리 기술을 개

발한다면 C-ITS에서 추구하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노변 장비와의 상호 력 인 기술 기반이 조성되고, 

산의 복 투자 방지가 가능해져 C-ITS 도입 효과를 극 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 중심어 :∣지능형 교통체계∣차세대 ITS∣데이터 퓨전∣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next generation ITS (C-ITS) technology trends, focusing o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ITS projects. Based on the promotion practices of developed 

countries, we pointed out the lack of linkages with the existing ITS infrastructure.

As a way to overcome this problem, we proposed the three-direction to enable the existing 

ITS infrastructure corresponding to the C-ITS. First one is developing a technique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existing ITS infrastructure and automate the performance management 

(Performance-enhanced ITS). Second, developing active sensors or fusion sensor which along 

with V2X communication technology implement of an active safety driving support system 

(Safety-enhanced ITS). Third, we need to develop a technology that generate the new advanced 

traffic data by integrating the collected data from existing ITS infrastructure and nomadic 

device (Cloud-ITS).

By improving the function of the existing ITS infrastructure for adaptation to the new V2X 

communication environment, we enhanced the efficiency of maintenance performance and would 

maximize the benefit of the introduction of C-ITS.

■ keyword :∣ITS∣Cooperative ITS∣Big data∣Performance-enhanced ITS∣Safety-enhanced ITS∣Clou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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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현황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이하 ITS)"란 교통수단  교통시설에 하여 

자·제어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

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   리를 과학화·자

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 성을 향상시키는 교통

체계이다. 1990년  에 ITS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로 

재는 ITS에 한 국민 체험이 일상화되었다. 자신이 

원하는 경로 상의 실시간 소통정보를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로 한복 에서도 도로 표

지(VMS: Variable Message Sign)를 통해 방의 소통

상황을 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버스정류장에서는 

키오스크(KIOSK)로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

고, 고속도로에서는 하이패스단말기를 이용하여 요

소에서 정차하지 않고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들어 ITS는 도로 기반 지   구간 심의 

기존 교통정보 수집  제공에서 도로, 자동차, 보행자 

간 력 시스템, 이른바 C-ITS(Co-operative ITS, 이

하 C-ITS) 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선진국에

서는 교통사고 등의 안 문제를 교통 분야의 최우선 해

결 과제로 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차세  ITS로

서 C-ITS 기술의 연구개발(R&D)  장 용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양자간 

는 다자간 C-ITS 련 국제 력  공동연구 추진체

계를 마련하여 C-ITS 기반 로벌 ITS 사업의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요한 척도

인 교통안 문제 해결을 한 핵심기술로서 C-ITS 기

반 국내 연구개발과 국제 력을 해 노력하고 있다. 

먼 ,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계획 2020(2012. 6.,  

국토해양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교통사고 없

는 안 한 도로교통’과 ITS 발 략(2012. 2., 국가경

쟁력강화 원회)에서 ‘Active Safety(능동형 안 ) 서

비스 실용화  보  확 ’ 등을 한 C-ITS 기술 개발 

 상용화의 필요성을 명시하 다[7].

하지만, 국내 C-ITS는 기술구  심의 보  단계

로, 국외 기술 검토와 실용화를 한 비가 미흡한 실

정이다. 그러므로, 해외 C-ITS 기술 동향  상용화 

련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국내 도입을 한 체계

인 실용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정부에서 추진

하려는 C-ITS 3단계 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

시한다. 특히, 올해부터 2016년까지는 C-ITS 시범사업

을 추진할 정이므로, 신규 C-ITS 서비스를 제안하기

보다는 시범사업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서비스 구 에 

기존에 설치되어 운  인  ITS 인 라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제시에 을 맞추었다. 즉, C-ITS 서비스 

환경에 기존의 ITS 인 라가 응할 수 있도록 성능을 

고도화하는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를 하여, 2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진행 인 

C-ITS 연구 개발 내용을 문헌 조사를 통해 검토하고 3

장에서 국내에서 추진 인 C-ITS 정책의 문제 을 진

단한다. 4장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한 기존 ITS 인

라의 고도화 방안을 제안한다.

Ⅱ. C-ITS 관련 문헌 검토

1. C-ITS의 정의
국제표 화기구 ISO와 지역표 화기구 CEN에서는 

C-ITS를 ‘자립형(단일) 시스템의 범 를 넘어 안 , 내

실,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목 으로 ITS 스테

이션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체 ITS의 

부분집합체’라고 정의하 다[6].

재의 ITS 기술은 [그림 1](a)와 같이 교통정보의 

수집·제공장치가 설치된 특정 도로 지 에 차량이 통과

해야 교통 서비스가 가능하다. 따라서, 도로와 차량, 차

량과 차량 간에 정보가 단 되어 있기 때문에 유고 상

황 발생 시 신속한 응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C-ITS

는 [그림 1](b)와 같이 차량이 주행하면서 도로 인 라

와 인  차량 간 상호 통신하며 교통 서비스를 교환하

고 공유하기 때문에, 차량 운 자가 교통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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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인 처가 가능하고 험에 비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a) 現 ITS 기술

(b) C-ITS 기술
출처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12), 지능형교통체계(ITS) 발전전략

그림 1. C-ITS 개념

2. 해외 사례
2.1 유럽
유럽에서는 향후 10년 이내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반으로 인다는 ‘EU road safety policy’를 2010년 7

월에 수립하 고, CVIS, SAFESPOT, Coopers, DRIVE 

C2X, euroFOT 등의 로젝트를 수행하 거나 재 추

진하고 있다[3]. 이 , CVIS 로젝트는 유럽 ERTICO

와 ITS Europe이 주도한, C-ITS 연구개발 기 단계

에 규모 장 실증 시험(FOT: Field Operation Test)

을 동반한 주요 로젝트  하나이다. 2006년 1월 2일

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유럽 7개국의 산학연이 참여

한 CVIS 로젝트는 [그림 2]와 같이 능동형 차량 안  

서비스 지원을 한 V2V(Vehicle to Vehicle), 

V2I(Vehicle to Infrastructure) 통신을 한 요소 기술

을 개발하고 장 검증 실험을 완료하 다[14]. 

 출처 : ERTICO(2010), CVIS Final Activity Report

그림 2. CVIS 아키텍처

CVIS에서 제시한 아키텍처는 이후에 [그림 3]과 같

이 ISO/TC204에서 정한 C-ITS 분야 4  서비스 랫

폼의 근간이 되었으며, 련 핵심 표 들의 실용화와 

검증을 실시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출처 : 문영준(2014), Thinking e-ITS upon Green ITS in ISO/TC204

그림 3. ISO/TC204 C-ITS 시스템 아키텍처

CVIS 로젝트의 후속으로 유럽에서는 지속 인 

장 실증 시험(FOT: Field Operation Test)를 통한 시스

템 시험  검증 작업이 진행 이다. DRIVE C2X 로

젝트는 기존 로젝트의 서비스에 한 검증뿐만 아니

라 실제 도로 환경에서 규모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DRIVE C2X의 테스트 사이트에는 모든 기능들에 한 

구 , 시험  평가를 할 수 있는 STS(System Test 

Sites)와, 모든 기능을 평가하지는 않지만 평가한 데이

터, 기능들의 상호 운용성  가혹한 환경에서의 테스

트에 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FTS(Functional Test 

Sites)가 있으며, 유럽 지역에 7개의 사이트를 구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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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교통 정체 경고, 후방 충돌 경고 등 18개 기능들에 

한 시험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3].

2.2 미국
미연방도로국(FHWA: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은 실시간 교통정보가 교통 혼잡 해결  교통운 리

에 한 신뢰성 확보의 핵심이라 단하고, 교통의 안

성과 이동성 확보에 핵심이 되는 실시간 정보를 수집

하고 제공하기 해 2003년부터 9개의 자동차 업체 업

체들과 함께 차량과 차량 간 통신(V2V), 차량과 노변 

인 라 간 통신(V2I) 환경 구축을 한 VII(Vehicle 

Infrastructure Integration) 로그램을 추진하 다[6]. 

2008년 말, VII의 실용화를 결정하고, 2009년부터 

IntelliDriveSM으로 로젝트명을 변경하여 추진하 다. 

IntelliDrive
SM 로젝트는 차량 안  서비스를 통한 충

돌 사고가 없는 교통 시스템과 운 자들의 주행상황에 

맞는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 라를 구축하려고 

하 다[15]. 이를 해 5.9GHz 역에서 V2X 통신을 

모두 지원하는 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 기술을 개발하여 차량과 운 자의 공공 

 개인 서비스에 제공할 목 으로 2010년부터 미국 

역에 노변 기지국(RSE: Road Side Equipment)과 같은 

통신 인 라를 구축하고 있다[6]. 

 출처 : http://www.thedetroitbureau.com

그림 4. 미국의 IntelliDriveSM 개념도

WAVE는 IEEE 802.11p와 IEEE P1609 규격을 합친 

것으로, 무선통신 기술을 차량 환경에 맞도록 개량된 

통신기술이다[2]. 2011년에는 IntelliDriveSM 로젝트명

을 다시 Connected Vehicle 로젝트로 개칭하여 상용

화 수 의 규모 장 실증 시험을 동반한 연구 개발

을 진행 이다. , Connected Vehicle의 연장선상에서 

안 에 한 기술 개발은 Safety Pilot 로젝트를 통해 

추진되었다. Safety Pilot 로젝트에서는 2,800  이상

의 실제 차량을 상으로 C-ITS 기반 능동 안  시스

템의 도입 여부에 필요한 효과 평가를 실시하 다[6].

2.3 일본
일본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약 70%인 2,400만 에 

보 되어 있는 차내(車內) 장치인 VICS(Vehic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와, 국의 고

속도로 본선을 심으로 약 1,600여 개소에 설치된 

장 인 라 설비인 ITS Spot을 바탕으로 I2V와 V2I 통

신 기능을 이용한 안  운  지원 서비스를 2011년부터 

제공하고 있다[18]. 재 WAVE와 같은 진보된 통신기

술을 용하여 신규 서비스를 확 하기 한 연구 개발

이 진행 이다.

 출처 :http://www.vics.or.jp

그림 5. 일본의 VICS 개념도

3. 국내 사례
우리나라는 u-Transportation 과제에서 V2X 통신을 

한 핵심 기반 기술을 개발하 으며, IT 통신과 자동

차  도로 기술이 융복합된 안 하고 편안한 지능형 

고속도로 구 을 목표로 추진 인 스마트하이웨이 사

업이 연말까지 진행 이다[1]. , 국토교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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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S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총 180억 원의 산으로 C-ITS 시범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차세대 ITS 시범사업 서비스 계획
구 분 서 비 스 명

제 공 도 로
비고

고속 국도 시가지

1 .기본정보 
수집제공

위치기반 차량데이터 수집 O O O

V2I

위치기반 교통정보 제공 O O O
스마트(무정차 다차로) 통행
료 징수(ETC) O

2.안전(주의) 
운전지원 

도로위험구간 정보제공 O O O
노면 상태․기상정보 제공 O O O
도로 작업구간 주행 지원 O O O

3.교차로  안
전 통행 지원

접근로 신호정보 제공 지원 O O
교차로 이동류간 위험경고 O O

4.대중교통,
  상용차량 안
전지원

상용차 운행관리 O O O
옐로우 버스(어린이 보호차
량) 운행안내 O O

5 .교통약자 
상시Care

스쿨존, 실버존경고 및 ISA
(속도제어) O O
교통약자 충돌방지 알림 O O

6.차량 간 사
고예방

차량충돌방지 지원 O O O
V2V긴급차량 접근경고 O O O

차량 긴급상황 경고 O O O

출처 :국토교통부(2013), C-ITS 기본계획(안) 공청회

4. 사례 종합
재 진행 인 차세  ITS 로젝트 분석을 통해 국

가별 특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럽(EU)은 회원국 간의 다국  로젝트가 활발하

며, 국제표 화기구와 연계하여 C-ITS 련 핵심 표

을 빠르게 선 하고 있다. 미국은 시장 규모의 우 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자동차업계의 공동 로젝트를 

일 성 있게 추진해왔으며, 장 실증 시험(FOT) 결과

를 토 로 최근에는 C-ITS 차량 단말 장치 장착 의무

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VICS와 ITS Spot이라는 

독자 인 랫폼으로 기 단계의 안  운  지원 서비

스를 이미 상용화하 으며, 재는 이를 고도화하는 데

에 주력하고 있다.

C-ITS 부문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제 시범사

업을 추진 정인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5～10년은 뒤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국가 차원의 효과 인 략 수립  극 인 

산 지원이 필요하다.

Ⅲ. 국내 차세대 ITS 정책의 문제점

국토교통부는 2013년에 두 차례의 C-ITS 기반 인

라 투자 공청회를 통해 C-ITS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 다. 시범사업 상 구간은 고속도로, 일반국도, 

시가지 구간이 혼용된 약 70km 구간을 선정하고, 여기

에 [표 2]와 같이 시범사업에 필요한 인 라를 구축하

여 신규 서비스와 핵심 기술의 개발하고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12].

표 2. 차세대 ITS 시범사업 구축 내역
구분 물량 비고

C-ITS센터 1식 센터 SW 개발 포함
통신기지국 95개소

C-ITS 단말기 3,000대 3개의 타입으로 배포

 출처 :국토교통부(2013), C-ITS 기본계획(안) 공청회

상기 자료에서 악한 재의 시범사업 계획은 차내 

단말 장치와 WAVE 통신 기반 환경 주로만 목표 서

비스를 구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유럽

에서 진행 인 다수의 C-ITS 로젝트는 융합 센서 

기반 기술을 극 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자동차에 각종 센서를 장착해 운 자 안 과 편의

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운 자 보조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과의 연계를 통

해 차량의 주행 안 도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기상 정보나 노면 정보는 WAVE 통신만으로

는 수집이 어려우므로, [표 1]의 ‘2. 안 (주의) 운 지

원’ 서비스 제공을 충족시키기 해서는 국내에서 기존

에 운  인 노면 센서 는 도로 기상정보 수집장치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데이터 퓨  기

법을 활용하여 교통 안  정보를 추출해내는 기술이 필

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운  인 ITS 인 라 자산을 

C-ITS 환경에 맞게 하게 보완하는 기술 개발이 필

요하다. [표 3]은 2012년 말 기 의 기존 ITS 장 설비 

구축 물량 통계이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한 교통정

보 수집 시스템(DSRC), 상식 차량검지기(VDS: 

Vehicle Detection System), 동 상정보 수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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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와 같이 재 도로변에 설치하여 운  인 

ITS 장설비는 이미 2만 를 넘어섰다[4]. , 고속도

로, 일반국도, 지자체 도로의 리 주체별로 자체 으로 

수립한 ITS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기존 ITS 인 라의 

구축 범 와 물량을 확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차

세  ITS 본 사업에서도 통신기지국을 별도로 설치하

는 경우 산 복이 우려된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기존 ITS 인 라에 V2X 기능을 보완하여 산 복을 

방지하고 신규 설비 투자 비용을 이는 방향으로 계획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표 3. ITS 현장 설비 구축 물량 및 연장(2012년 기준)
구분 구축연장(km) 구축 장비 수( )

고속도로 4,045 7,246
일반국도 2,566 4,028
지자체도로 6,105 9,964

합계 12,716 21,238

출처 :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즉, 기존 ITS 장비는 해당 장비만의 용 구조물

(Pole 등), 검지․제공 장비를 단순 정보 수집․제공  

센터에 연계하는 기능만으로 구성되므로, 이러한 기존 

장비에 무선통신 기능을 목하여 통행 차량에게 정보

를 제공하도록 구성한다면 C-ITS 기능 구 을 한 구

축 비용이 감되고, 기존 인 라의 활용 극 화 측면

에서 효율 이므로, 국가 산 감 차원에서 극 으

로 추진해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Ⅳ. ITS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발전 방안

C-ITS에 응이 가능하고 도로 교통상황을 안 하

게 리하기 하여 지 까지 분석한 내용을 토 로 다

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도출하 다.

첫째, 기존 ITS 장비․시설물의 성능을 향상하여 

기 성능 회복  유지, 고장 진단을 리하기 한 ITS 

인 라 성능 향상 기술(Performance-enhanced ITS),

둘째, 도로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한 실시간 돌발정보, 

안 정보를 제공하도록 안  운행 지원을 한 Active 

Sensing 기술(Safety-enhanced ITS),

셋째, 교통 련 데이터를 수집/융합하여 효율 인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교통 데이터 퓨  기반의 

상황 인지 기술(Cloud ITS)을 제안한다.

그림 6. 기존 ITS의 한계 및 성능 강화 방안

1. Performance-enhanced ITS
기 설치 시의 고성능을 유지하기 한 ITS 인 라 

성능 리  성능 보증을 경제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ITS 설비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 인식장치(AVI: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 도로 표지(VMS), 동 상정보 수집

장치(CCTV)는 ITS 업무 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420

호, 2009. 8. 24.)에 의거하여 ITS 인 라가 갖추어야 할 

기능, 성능, 요구조건을 일정 수 으로 유지되도록 ITS 

성능평가기 으로부터 정기 으로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해서는 인력

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므로, 이를 자동화할 수 있는 셀

 캘리 이션(Self-Calibration) 기능을 개선해야 한

다. 재 ITS 장설비의 성능 리는 장 유지보수요

원의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량번호인식

장치(AVI)나 차량검지기(VDS)와 같은 교통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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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 해 ITS 업무 요령에서 권고하는 검주기는 

2개월이다. 하지만 이 검주기의 산출 기 은 장비의 

이상 유무, 즉 가동률 리에 을 둔 것으로 교통정

보 품질 리에 필요한 검시간이 충분히 반 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국내 ITS 도입 후 약 15년이 경

과함에 따라 조달청 기  내용연수를 과한 노후 장 

설비가 체 장비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증하

다. 이로 인하여 정보 수집 락, 자가 통신망 단  

 교통정보의 품질 하 문제가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비 리 수 은 교통정보 품질 리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 으로는 가동률 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비가 일정주기로 기입력된 최

 리셋 설정 상태 여부를 1차 검하고, 수집데이터

를 과거이력과 비교하여 수집정보의 편차가 임계치를 

벗어난 경우 이상여부를 자동으로 센터에 송하는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설비 제어 로그램을 개선

해야 한다.     

, C-ITS에서 요구하는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 수집

을 해서는 기존 인 라를 고성능화, 고지능화 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개선해야 한다. [그림 7]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 인 다차로 구간 통행 

정보 수집 장치[Multi Lane ANPR(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이다. 기존의 차량 번호  인식장치

(AVI)는 이  트리거가 장착된 카메라를 별도의 

Arm 구조물 에 차로당 한 씩 설치하여 운 해야 

하기 때문에 기 설치비가 많이 들고, 왕복 4차로를 기

으로 할 때 총 4 의 카메라를 유지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검 시간 증가로 인한 유지 리의 애로가 장

의 문제 으로 두되었다. 하지만, Multi Lane ANPR

은 카메라를 지주(Pole)에 부착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Arm 구조물이 필요 없으며, HD  화질의 고해

상도 카메라를 사용하고 이  트리거 신 동 상 분

석기술을 용함으로써 카메라 한 로 2개 차로 이상

의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하다[8]. 

그림 7. Multi Lane ANPR 

동 상정보 수집장치(CCTV)의 경우 기존의 아날로

그 방식의 41만 화소  카메라를 HD  화질의 고해상

도 디지털 카메라로 체하는 방식으로 상품질을 개

선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해상도 문제로 CCTV에 

도입이 불가능했던 객체인식기술과 앞에서 언 한 번

호 인식기술의 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를 들어 시

가지 도로에 지능화된 CCTV를 도입하게 되면 소통상

황 제뿐만 아니라 방범기능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하

나의 설비로 2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기존 

설비의 통합운 을 통해 설비의 구축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V2I, I2I 통신환경에서 장 인 라를  단

순히 통신 기지국 역할만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성능화, 고지능화 함으로써 능동 으로 정보를 수집

하고 이를 통해 교통정보 수집 역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Safety-enhanced ITS
기존 ITS 인 라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식 

장비의 고질 인 문제 은 강우, 강설, 안개 등과 같은 

기후 향에 의해 교통정보 정확도가 하락하는 것이다. 

, 우리 나라는 사계 이 뚜렷하기 때문에 ITS 장 

설비는 , 비에 지속 으로 노출되며, 이로 인해 장비 

내구도  성능이 하되는 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악천후에도 성능 제약이 없는 다기능의 능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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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지(Active Sensing)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C-ITS 환경에서는 이더 검지 기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  말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들

은 항공, 군사 분야에서 사용되던 이더 센서 기술을 

도로교통 분야에 도입하기 시작하 으며, 2000년  

반 기술  안정화 과정을 거쳐 기존의 매설식(루 식) 

검지기를 빠르게 체하고 있다. 이더 방식의 교통 

검지기술은 목표물까지의 거리, 고도, 방   속도 등

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교통 검지기로 활

용해 통과 차량의 주행 속도, 방향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더 검지기는 기존의 매설식(루 ), 상식(카메라) 

검지기 비 설치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비용이 렴

하며, 기상 조건에 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 있

는 교통정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13]. 

이에 따라, 최근 차세  ITS  자율 주행 분야에서는 

차로별 교통 정보 감지 기능 구 을 해 이더 센서

를 필수 기술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7]은 기존의 상검지기에 이더 센서를 융복

합한 교통정보수집장치 개념도이다. 근거리 상 독

이 가능한 상검지기와 차로 구분이 가능한 수 의 정

도를 가진 이더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의 융합을 통

해 기존 검지기보다 정확한 교차로 정보 수집이 가능해

지고 WAVE 통신 기술과 함께 교차로 안  목 으로 

활용이 가능하다[10]. 한 이더와 상 융복합 센서

는 기존의 지 검지가 아닌 일정 역(Zone)의 검지가 

가능하므로 V2V 통신과 연계하여 교차로 딜 마존

(Dilemma Zone) 리로 운용하게 되면 교차로 사고 

방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8. 레이더와 영상 융합 검지기

3. Cloud-ITS
재의 ITS는 인 라에서 수집한 교통정보를 지 , 

구간 단 로 구분하여 단순하게 제공하고 있다. , 교

통 리 기 별로 리 구간이 구분되어, 지역별 는 

권역별 교통정보 연계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 

ITS 설비로부터 수집된 정형 데이터베이스와 더불어 

내비게이션과 스마트 단말기의 보 으로 SNS와 같은 

비정형 교통 데이터가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용량 자료 기반의 규모 도로망 분석이 

가능한 요소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리 주

체별 분 된 교통정보가 아닌 사용자 경로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 돌발 험도, 돌발 확산 지

수, 돌발상황 패턴 분석과 같은 진보된 교통정보 제공

이 가능하도록 센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Ⅴ.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차세  ITS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외 

C-ITS 기술 동향을 재 진행 인 로젝트를 심으

로 분석하 다. 해외 선진국들의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C-ITS 정책이 기존의 ITS 인 라와의 연계 모색

이 미흡함을 지 하 다. 이를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 

기존 ITS 인 라가 C-ITS에 응이 가능하도록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 다.

첫째, 기존 인 라 설비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자동화

하는 기술을 개발(Performance-enhanced ITS)하고, 둘

째, 능동형 센서  융합 센서를 개발하여 V2X 통신 기

술과 더불어 선제  안  운행 지원 기술을 개발

(Safety-enhanced ITS)하며, 셋째 Nomadic Device의 

보 으로 발생하는 비정형 교통 데이터를 기존 ITS 설

비로 수집한 데이터와 융합하여 고  교통정보를 생성

하는 기술 개발(Cloud-ITS)이다.

이와 같이 기존 ITS 인 라에 V2X 통신 환경에 필요

한 기능을 추가하고 효율 인 유지 리 기술을 개발한

다면 C-ITS에서 추구하는 력 인 기술 기반이 조성

되고 산의 복 투자가 방지되어 C-ITS 도입 시 비

용 투입 효과를 극 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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