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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민간 교통정보 공유에 따른 효율적인 국도 ITS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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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8월 국가와 민간이 따로 추진하던 교통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대한 투자효율 및 
효과를 극대화 시기키 위해 민·관이 역할을 분담한 ITS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교통정보의 민·관 공유로 소통정보는 민간이 수집하는 정보를 활용하고 국가는 공사, 사고, 기상악화 등 돌발 
상황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정보 수집에 집중하여 특정 지점에 설치되어 실시간 돌발 상황 제공에 한계가 있는 
도로전광표지판 이외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공 및 민간 교통정보 공유에 따른 국도 ITS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반국도 교통
정보제공 사례 분석을 통해 민간 교통정보를 포함한 연계 교통정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통정보제공 정확성 
향상을 위한 연계 교통정보 우선순위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ITS 운영구간에 대한 교통량 수준, 연계 
교통정보의 가용성 등을 분석하여 ITS 수집장비의 운영 또는 철거여부를 검토하였고 아울러 해당사례를 토대
로 ITS 수집장비 설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ITS 혁신방안∣공공 및 민간 교통정보∣교통정보 공유∣연계 교통정보 우선순위∣ITS 수집장비 설치 판단기준∣
Abstract

In August 2014,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devised an innovative ITS 
measure in which private and public sectors share roles to maximize investment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collecting and offering traffic information that had been separately implemented by the 
state and private sector. The main details of the innovative measure include the following: For 
communication information,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private sector is used, and the state 
concentrates on safety-related information collection, such as unexpected situations, including 
construction, accidents, and deteriorating weather conditions. Consequently, safety-related information 
is offered in real-time through smartphones and navigation, in addition to electric road signs that have 
limitations in providing unexpected real-time situations due to installation at specific spots. This study 
presented a connected traffic information priority coordination plan to improve the accuracy of traffic 
information offering by analyzing problems of related traffic information, including a general national 
highway case study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national highway ITS implementation, according to 
actual public-private traffic information sharing.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ed whether to operate or 
demolish the information collection equipment by analyzing traffic volume level and availability of related 
traffic information in the existing ITS operation sections and presented ITS collection equipment 
installation judgment standards based on the case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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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토교통부에서는 1998년 국도 3호선 ITS 구축 시
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까지 24년 간 일반국
도에 ITS1구축을 확대 및 운영해오면서 통행속도의 향
상, 교통혼잡 비용 감소,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네비게이션과 같은 민간 교통
정보 시장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일반국도 ITS 구축률(‘20년 말 기준)은 포장
국도 총 연장 13,983km 대비 4,188km로 30%에 불과
하여[표 1] 향후 전국단위로 ITS를 확대, 구축하기 위해
서는 막대한 투자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 
구축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도 부담될 것으로 예상
된다.

표 1. 일반국도 ITS 구축현황[1]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누적연장
(km) 2,781 2,823 3,108 3,193 3,347 3,413 4,188

국도ITS 
구축률 20.6% 21% 22.7% 23.2% 24.2% 24.6% 30%

누적예산
(억원) 3,875 4,104 4,255 4,446 4,643 4,840 6,414

 ※ 서울청 939km, 원주청 626km, 대전청 979km, 익산청 713km, 부산청 931km

반면, 2010년부터는 민간에서 스마트폰 등 첨단 IT 
기기 보급 확산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국 도로에 대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생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14년 8월 국가와 민간
이 따로 추진하던 교통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대한 투자
효율 및 효과를 극대화 시기키 위해 민·관이 역할을 분
담한 ITS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정보의 민·관 공유로 소통정보는 민간이 수
집하는 정보를 활용하고 국가는 공사, 사고, 기상악화 
등 돌발 상황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정보 수집에 집중
하여 특정 지점에 설치되어 실시간 돌발 상황 제공에 
한계가 있는 도로전광표지판 이외에 스마트폰, 내비게
이션을 통해서도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
공하는 것이다[3].
1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제어·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정보 및 서비스를 제
공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
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 체계[2]

그림 1. 교통정보체계 개편 방안[3]

소통정보제공에 있어 민간정보를 활용함에 따라 국
토교통부에서는 기존 ITS 수집장비인 VDS2, AVI3, 
DSRC4에 대한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는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만 시행하도록 ITS 장비에 대한 최소설치 기준
을 마련하였다[표 2].

표 2. ITS 시설물 설치기준 및 정비방안(‘15.3.23)

ITS 시설물 신규
설치

유지보수
교체 비고

지점검지기(VDS) 최소 ○  · 소통정보 수집 필요구간

구간검지기(AVI) × ×

구간검지기(DSRC) × 최소  · 교통량이 집중되어 상시 모니터링
이 필요한 구간

도로전광표지(VMS) 최소 최소

 ·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우회도로 안
내 필요구간

 · 터널/교량 진입부
 · 사고 등 안전정보 안내 필요구간

CCTV ○ ○ -

도로검지 레이더 ○ ○ -

전용망 ○ ○ -

해당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교통정보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신규도로 ITS 구축 
시 소통정보 수집장비 설치 없이 CCTV 위주로 구축사
업을 진행해왔다. 기 구축된 운영구간 역시 노후된 ITS 
수집장비를 교체하는 대신 민간정보를 포함한 연계정
보로 대체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으나 연계정보의 수집
률이나 품질이 노선별, 지역별로 일관되지 않아 해당정
보로 소통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구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와 같은 돌발 상황 발
생 시에는 ITS 수집정보에 비해 실제상황을 늦게 반영

2 Vehicle Detection System(차량검지기)
3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차량번호인식장치)
4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단거리 전용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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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2]는 2017년 10월 23일 10시 
34분경 국도 3호선 광주 중원터널입구 장호원방향에서 
차량추돌사고 발생 당시 수집된 민간교통정보와 ITS수
집정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사고발생시 민간교통정보와 ITS수집정보 비교

이에 구간검지기(DSRC)의 경우 돌발 상황의 신속한 
파악이 필요한 구간에 한정하여 최소 설치할 수 있도록 
[표 3]과 같이 기준을 조정하였다.

표 3. ITS 시설물 설치 및 관리기준(‘17.12.21)

ITS 시설물 신규
설치

유지보수
교체 비고

구간검지기(DSRC) 최소 최소  · 교통량이 집중되어 상시 모니터링
이 필요한 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설치 및 필요구간에 대한 구
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ITS 신규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 시 실제로 ITS 시설물 특히, 수집장비의 설치
는 보수적으로 시행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정보의 연계가 원할치 않거나 연계는 되더라도 정
보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조치 및 관리 
주체는 관이 아닌 민간이기 때문에 소통정보 제공에 어
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계정보의 현황 및 ITS 수집
장비 설치 기준에 대한 기존문헌을 살펴보고 실제 공공 
및 민간 교통정보 공유에 따른 국도 ITS 추진의 효율성
을 기하기 위해 일반국도 교통정보제공 사례 분석을 통
해 연계정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통정보제공 정확
성 향상을 위한 연계정보 우선순위 조정안을 제시하였
으며 아울러 기존 ITS 운영 구간에 대한 교통량 수준, 
연계정보의 가용성 등을 분석하여 ITS 수집장비의 운
영 또는 철거여부를 검토하였다.

Ⅱ. 기존문헌 고찰

한국교통연구원(2014.12)의 연구[4]에서는 민간 교
통정보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표 4], 이 중에서 
국토교통부와 교통정보제공 관련 MOU 협약을 체결
(‘14.10)한 민간기업은 SK, 팅크웨어로 각 사가 보유한 
다양한 정보에 비해 실제 협약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각 사와의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SK는 실시간 데이
터를 연계하고 있는 반면, 팅크웨어는 패턴데이터를 제
공하고 국토교통부는 각 사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3]. 아쉬운 점은 팅크웨어의 패
턴데이터는 과거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벤트 상황(사고, 공사 등 돌발 상황, 특송기간) 발생 
시에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표 4. 국내 민간교통정보 제공 현황
제공기업 제공범위 제공내용 수집방법 제공서비스

팅크웨어
(아이나비) 전국의 주요도로

실시간 교통정보, 경로안내, 유고정보,
통행시간 예측, 명절교통정보, 통계정보,
교통예보서비스

일정시간마다 단말기가 주행정보 수집
업데이트 시 주행정보를 서버로 전송 내비게아션, TPEG

SK-Planet
(t-map) 전국의 주요도로 실시간 교통정보, CCTV정보, 유고정보,

고객들이 제보한 정보
개인, 버스, 택시의 GPS정보를 실시간
으로 서버로 전송

모바일, TPEG, 다산콜센터,
각종 포탈사이트

동부NTS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와
고속도로(일부지역)

실시간 교통정보, 유고정보, 통제정보,
공사정보 Probe 차량의 GPS정보를 수집 내비게이션, 모바일, TPEG,

텔레매틱스, 각종 포탈사이트
김기사

(현재 카카오네비) 전국의 주요도로 실시간 교통정보, 우회경로 이용자의 GPS 정보를 수집,
한국도로공사와 동부NTS 정보수집 모바일

MNSOFT 전국의 주요도로 실시간 교통정보, 통계정보 사용자의 주행정보를 수집 내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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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교통정보 공유 및 활용에 대한 민관 MOU 내용

민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소통정보 제공 정책에 따라 
ITS 수집장비의 설치는 최소화하거나 설치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아직 나와 있
지 않다.

다만 아주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명지대학교
(2017.1)의 연구[5]에서는 동질성 구간을 단위로 민간
정보 활용기반 지점검지체계(VDS) 구간검지체계
(DSRC) 설치기준을 [표 5][표 6]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
며 항목별로 다수 적용되는 구간을 우선설치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하였다. 

제시(안)을 살펴보면 VDS나 DSRC 모두 교통량 수
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통량 수준
은 ‘도로업무편람 도로별 적정교통량’ 에 제시된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도 확장계획 기준인 D수준이 도
로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표 7]. 즉 D를 초과하면 교
통량이 집중되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구간으로 수
집장비 설치를 2개소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이하인 경
우에는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앞서 ITS 구축, 
운영 시 민간정보 활용과는 별도로 수집장비는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5. 지점검지체계(VDS) 설치기준 제시(안)

항목 검토내용 판단기준

교통량
수준

ㆍ적정교통량 기준 초과 여부
ㆍ서비스수준
  (A∼D 이하 / D 초과)

ㆍA∼D 이하 → 설치(○, 1개소)
ㆍD 초과 → 설치(○, 2개소)

정체구간
여부

ㆍ반복정체 발생구간 여부
ㆍ평일/주말/복합 발생 구간

ㆍ정체 없음 → 설치(×)
ㆍ반복정체 발생 → 설치(○)

우회도로
여부

ㆍ우회도로 기능 구간 여부
ㆍ국도(고속/일반) 우회도로 구간

ㆍ해당 없음 → 설치( × )
ㆍ우회도로 구간 → 설치(○)

주요조사
지점여부

ㆍ주요 교통관련 조사지점 여부
ㆍ관리청 ‘교통량’ 조사구간 등

ㆍ해당 없음 → 설치(×)
ㆍ주요 조사지점 → 설치(○)

기타 ㆍ특별사유에 의한 필요구간
  여부(국가간선도로망 등)

ㆍ해당 없음 → 설치( × )
ㆍ특별/계획 구간 → 설치(○)

표 6. 구간검지체계(DSRC) 설치기준 제시(안)
항목 검토내용 판단기준
민간

교통정보
수집 여부 

및
최소

표본수
확보 여부

ㆍ구간별 민간 교통정보 수집 여부
ㆍ(민간정보 수집구간) 최소표본수 

확보 여부

ㆍ정보 수집+최소표본 확보
  → 설치(×)
ㆍ정보 수집+최소표본 미확보
  → 설치(○)
ㆍ정보 미수집 → 설치(○)
※ 설치(○) 시, 아래 항목 검토 필요

구간검지
체계

(RSE)설치
기준

ㆍ구간검지체계 최소표본수 
  확보 여부
ㆍ지점검지체계 필요 여부
  (소통정보 보완용)

ㆍ구간검지 최소표본수 확보
  → 설치 (○)
ㆍ구간검지(RSE) 최소표본수
  미확보
  → 설치(×)
  → 지점검지 기설(×) 
     지점검지 필요(○)

기타 ㆍ특별사유에 의한 필요구간
  여부(국가간선도로망 등)

ㆍ해당 없음 → 설치( × )
ㆍ특별/계획 구간 → 설치(○)

 ※ 교통량 수준, 정체구간 여부, 우회도로 여부, 주요조사 지점 여부 등은 지점검
지체계(VDS와 동일)

표 7. 도로별 적정교통량(대/일)[1]
구분 2차로 4차로 6차로 8차로

확장
계획
기준

고속국도(C수준) - 51,300 76,900 102,600

일반국도(D수준) 7,500 41,900 68,300 82,800

국가지원지방도(D수준) 7,300 41,100 61,000 81,300

교
통
량
수
준

고속국도

A 수준 - 22,700 34,100 45,400

B 수준 - 37,800 56,800 75,700

C 수준 - 51,300 76,900 102,600

D 수준 - 67,300 101,000 134,500

E 수준 - 84,100 126,100 168,200

일반국도

A 수준 1,600 13,900 20,700 27,600

B 수준 3,300 22,300 36,400 44,200

C 수준 5,300 32,400 52,800 64,000

D 수준 7,500 41,900 68,300 82,800

E 수준 9,400 55,800 91,100 110,400

지방도

A 수준 1,500 13,700 20,300 27,100

B 수준 3,200 21,900 32,500 43,400

C 수준 5,100 31,800 47,200 62,900

D 수준 7,300 41,100 61,000 81,300

E 수준 9,200 54,800 81,300 108,400

다만 DSRC의 경우 민간 교통정보 수집여부에 따라 
설치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으나 민간 교통정보의 
품질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기에
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해당정보의 
소통정보 활용여부는 단순히 수집여부가 아닌 품질과 
절대적으로 관련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공 및 민간 교통정보 공유에 따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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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민간정보로 대체하고 안전정보 수집 관련 인프
라에 집중해야 하는 정부입장에서는 소통정보의 정확
성 제고를 위해 민간과의 지속적인 교통정보 공유와 더
불어 제공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
하고 이에 따른 ITS 수집장비 설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또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계 교통정보제공 정확성 향상 방안

현재 국가교통정보센터로 연계되는 수집기관별 교통
정보에는 공공정보인 국토관리청 데이터, UTIS5 및 지
자체 ATMS6 데이터와 민간정보인 SK/KT(실시간데이
터), 팅크웨어(패턴데이터)가 있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데이터 중에 일반국도 각 노선별 
구간별로 제공되는 최종적인 교통정보로 어떤 것을 선
택할 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 우선순위는 [표 8]
과 같다.

표 8. 연계 교통정보 제공 우선순위
공공정보 민간정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국토관리청 UTIS 및
지자체 ATMS

SK/KT
(실시간)

팅크웨어
(패턴)

즉, 표준링크별로 제일 먼저 국토관리청 데이터(ITS
수집장비 데이터)를 할당하고 국토관리청 데이터가 채
우지 못한 링크에 대해서는 UTIS 및 지자체 ATMS, 민
간정보 순서로 대체하는 일괄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공공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구간의 경우에
는 모두 민간정보로 대체되는 것이다.

공공정보 중 UTIS 데이터의 특성을 살펴보면 프로브
차량 기반 정보 수집 생성·체계로 인해 모수가 적고 구
축 이후 ATMS과의 중복성 등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어

5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 : 도로상에서 OBE(On 
Board Equipment)와 RSE(Roadside Equipment)간에 무선
통신으로 교통정보 등을 주고받는 교통정보시스템으로 2005년
부터 경찰청에서 주요 도시에 구축 

6 Advanced Traffic Managent System : ITS의 기능적 분야의 
하나로 교통정보 수집 이외, 교통감응식 신호제어, 자동요금징
수, 자동단속시스템, 중차량관리, 돌발상황관리 등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된 자동 교통관리 시스템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

려웠을 뿐더러 유지관리도 미흡하여 정보의 수집, 생성
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다음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2018년 10월 26일 오전 8시~9시경 국도 
43호선 망포지하차도 구간의 교통정보 연계 운영사례
로 CCTV 화면은 ‘정체“를 나타내고 있으나 교통지도 
및 VMS에 제공된 소통정보는 “소통원활” 로 나타났는
데 이는 연계정보 우선순위에 따라 KT 실시간 데이터 
대신 실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UTIS 데이터로 제공되
었기 때문이다.

그림 4. 국도 43호선 망포지하차도 연계 교통정보제공 사례

[표 9][그림 5][그림 6]은 국도 48호선 김포IC~태리
IC 구간(표준링크수 46개)에서 수집된 UTIS정보와 민
간정보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민간정보의 경우 실시간 
비율이 높아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UTIS정보
는 프로브차량 기반 정보수집 특성상 편차가 크고 데이
터가 없는 시간대도 존재하는 등 불안정한 패턴을 보이
고 있다.

표 9. UTIS & 민간정보 수집률(김포IC~태리IC) 

구분
2018년

4/9 4/10 4/11 4/12 4/13 4/14 4/15

UTIS
수집건수 11,111 12,348 11,635 8,369 4,868 6,109 5,347 

수집률 84% 93% 88% 63% 37% 46% 40%

민간정보
(SK/KT)

수집건수 12,711 12,900 12,924 12,900 12,911 12,924 12,936 

수집률 96% 97% 98% 97% 97% 98% 98%

 ※ 수집률 = 수집건수/기준건수, 기준건수 = (5분/60분) × 24시간/일 × 46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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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태리IC → 김포IC(상행) UTIS & 민간정보 현황

그림 6. 김포IC → 태리IC(하행) UTIS & 민간정보 현황

그림 7. 태리IC → 김포IC(상행) 최종 교통정보제공 현황

그림 8. 김포IC → 태리IC(하행) 최종 교통정보제공 현황

연계 교통정보제공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구간의 소
통정보가 UTIS정보로 채워진 최종 소통정보는 [그림 
7][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한 정보제공을 기대
하기는 어려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연계정보
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 정확성 향상을 위해서는 연계
정보의 우선순위를 [표 10]과 같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연계 교통정보 제공 우선순위 조정 안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존 국토관리청 UTIS 및
지자체 ATMS

SK/KT
(실시간)

팅크웨어
(패턴) -

변경 국토관리청 지자체
ATMS

SK/KT
(실시간) UTIS 팅크웨어

(패턴)

또한 일반국도 전체를 대상으로 우선순위의 일괄적 
적용이 아닌 지역별, 또는 노선별, 구간별로 우선순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UTIS 및 민간정보의 수집률, 정확도가 지역
별, 노선별, 구간별로 일정치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보 수요자인 도로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통행시간 
정보 정확도 평가와 같은 교통정보서비스 평가의 도입
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Ⅳ. ITS 수집장비 설치 판단기준

앞서 [5]에서 제시한 수집장비 설치 기준에 따르면 
ITS 구축 시 무조건 수집장비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공공 및 민간 교통정보 공유에 따라 소통정
보를 민간정보로 대체하고 안전정보 수집 관련 인프라
에 집중해야 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는 다소 멀어 보인
다. 특히 민간 교통정보가 수집되는 경우 구간검지체계
는 설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민간 교통정보의 품
질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볼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ITS 운영구간 중 서울
청 관내 수집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과 설치되 있지 
않은 구간을 대상으로 각각 당시의 교통량수준, 연계정
보 현황 분석을 토대로 수집장비의 운영여부를 검토하
였다. [그림 9][그림 10]은 2016년 12월 도로개통과 동
시에 ITS 구축이 완료된 구간으로 국도 39호선 장흥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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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우회도로, 국도 43호선 분천~신리 구간이다.

그림 9. 국도 39호선(장흥송추우회도로) ITS 운영구간 현황도

그림 10. 국도 43호선(분천~신리) ITS 운영구간 현황도

먼저 국도 39호선 장흥송추우회도로(4차로)는 구국도
에서 운영 중이던 지점검지기인 VDS와 구간검지기인

AVI를 우회도로개통과 동시에 이설하여 구축한 구간으
로 소통정보는 지점검지기인 VDS와 구간검지기인 AVI
로 생성하고 있다. 그러나 수집장비 대부분이 내구연한 
및 수리한계비용 초과(‘19년 기준)로 교체시기인 만큼 
교체여부 또는 연계정보를 활용한 소통정보 제공여부
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교통현황 분석결과, 해당구간의 ‘17~’20년 평균 일 
교통량은 약 15,000~18,000대로 B수준이며 정체발생
이 없는 소통상황이 원활한 구간으로 연계정보 수집 현
황(‘19.2.8~’19.2.14)도 [표 11]과 같이 양호하고, 서울
청 ITS 수집정보와 유사하게 나타나[그림 11] 수집장비
는 철거 후 타 구간 운영 장비의 예비품으로 활용하고 
소통정보는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 공공 
및 민간 교통정보 공유에 따른 ITS 운영의 효율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국도 39호선 장흥송추우회도로 연계 교통정보 수집 현황

구분 표준
링크수

수신
링크수

기준
건수*

수집
건수(계) UTIS SKT KT TW

UTIS
24

24
48,384

44,634 44,634 　 　 　
92% 100% 　 　 　

민간 24 45,485 　 43,685 1,780 20
94% 　 96% 4% 0%

통합 24 24 48,384 48,137 44,634 3,397 106 0 
99% 92% 7% 1% 0%

 * 해당구간 표준링크수×12회(5분주기 연계)×24시간×7일(‘19.2.8~‘19.2.14)

그림 11. 국도 39호선(장흥송추우회도로) 통합연계데이터 vs 서울청 ITS 수집장비 데이터(‘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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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43호선 분천~신리 구간은 ITS 시설물 설치기준 
및 정비방안에 따라 수집장비 설치 없이 구축한 구간으
로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소통정보를 제공 중이나 해당
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연계정보의 대부분은 실시간데
이터(SK, KT)가 아닌 팅크웨어의 패턴데이터로 가용성
이 좋지 않아 정보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12][표 13].

또한 해당구간의 경우 사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
어 신속한 돌발 상황 검지 및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정
보 보다는 수집장비를 설치하여 소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국도 43호선(분천~신리) 교통량 현황

세부구간 차로
수

연장
(km)

교통량 교통량
수준‘17년 ‘18년 ‘19년

왕림교차로~안녕IC 4 7.5 47,014 50,810 52,203 E

안녕IC~태안교차로 8 2.2 84,779 - - E

태안교차로~망포교차로 6 5.2 65,511 - - D

 ※ 수집장비 미설치로 도교통량조사통계자료 활용

표 13. 국도 43호선(분천~신리) 연계 교통정보 수집 현황

구분 표준
링크수

기준
건수

수집건수(수집률)
계 UTIS SKT KT TW

왕림교차로
~ 안녕IC 14 4,032

3,842 - - - 3,842 

95% 0% 0% 0% 100%

안녕IC
~ 태안교차로 4 1,152

1,098 - - - 1,098 

95% 0% 0% 0% 100%

태안교차로
~ 망포교차로 26 7,488

6,915 - 129 664 6,122 

92% 0% 2% 10% 88%

 ※ ‘18.3.30 ~ ’18.4.5(7일간) 분석자료

수집장비의 철거 또는 설치 등 운영여부를 판단한 위
의 사례에 기초하여 ITS 수집장비 설치 판단기준을 제
시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ITS 수집장비 설치 판단기준(안)

교통량 수준 연계정보
가용성 여부

수집장비 설치여부
VDS DSRC

A~B × ×

C ○ × ×
× ○ ×

D~E ○ ○

첫째, 교통량 수준이 D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소통정보의 정확도를 고려하여 VDS와 DSRC를 융합
설치한다. 왜냐하면 VDS는 과포화시 교통정보의 정확
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고 DSRC는 단말기 장착 차량 
비율이 떨어지는 경우 통행시간의 대표성에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는 단점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교통량 수준이 C인 구간에 대해서는 연계정보
(공공 및 민간정보)의 가용성 여부에 따라 VDS 설치여
부를 결정한다. 단, 연계정보의 가용성 기준은 ITS 수집
장비인 VDS의 성능평가7 합격 기준이 90%이상(교통
량, 속도 정확도)이므로 수집률 및 실시간비율이 90% 
이상인 경우로 한다. 즉, 교통량 수준이 C이고 연계정
보 가용성이 없는 경우에는 VDS를 설치하고 가용성이 
있는 경우에는 VDS 설치 없이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소
통정보를 제공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교통량 수준이 A~B인 구간에 대해서는 소통상
황이 원활한 구간이므로 연계정보를 활용, 소통정보를 
제공하거나 CCTV를 통해 교통상황 모니터링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공 및 민간 교통정보 공유에 따른 
국도 ITS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 연계정보
의 현황 및 ITS 수집장비 설치 기준에 대한 기존문헌을 
살펴보고 실제 일반국도 구간을 대상으로 교통정보제
공 사례 분석을 통해 연계정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
통정보제공 정확성 향상을 위한 연계정보 우선순위 조
정안을 제시하였다.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의 수집, 
생성이 원활하지 못한 공공데이터인 UTIS 데이터의 정
보제공 우선순위를 2순위에서 실시간 데이터(SK/KT) 
다음 순위인 4순위로 변경한 것이다. 

향후 연계 교통정보제공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순위 조정과는 별도로 통행시간 정보 정확도 평가
와 같은 교통정보서비스 평가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ITS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
스의 성능민 신뢰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를 검사하는 행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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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ITS 운영 구간에 대한 교통

량 수준, 연계정보의 가용성 등을 분석하여 ITS 수집장
비 운영 또는 철거여부를 검토하였고 아울러 해당사례
에 기초하여 ITS 수집장비 설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계정보의 가용성(수집률 ≧
90% & 실시간데이터 비율 ≧90%)은 ITS 운영경험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실제 사업추진 시에
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실제정보와 연계정보의 
세부적인 비교·분석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ITS 수집장비의 경우 2년 또는 4년 주기의 
성능평가 제도 또는 유지관리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
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으나 UTIS 및 민간정보의 경우
에는 그렇치 못하기 때문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집장비 설치 판단기준을 
적용, 신규 ITS 구축 예정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
영하고 기존 ITS 운영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여건 및 교
통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수집장비의 운영·철
거·보완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제시된 기준과는 별도로 기존의 CCTV를 활용하거나 
또는 AI 영상 및 레이더센서 기반의 기술 고도화를 통
해 소통정보 수집과 돌발상황 검지와 같은 안전정보 수
집이 동시에 구현되는 복합장비가 도입된다면 ITS 구
축 및 운영의 효율성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안전 및 소통정보 등 
교통정보의 민·관 공유가 필수적이며 특히, 신규도로의 
ITS 구축 시 도로개통시기에 맞추어 민간정보가 공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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