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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ITS 정책 



우리나라 ITS 정책 

• 국토해양부 고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 

• ITS의 개발, 보급, 촉진을 위한 10년단위 기본계획 

• 지능형교통체계의 정의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정보, 통신, 제어기술을 적용 

• 교통운영을 최적화, 자동화 

• 여행자에게 교통정보를 제공 

• 교통체계의 이동성, 안전성, 편의성을 높이는 시스템 

•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 

• 도로교통시스템의 구성요소(교통수단 및 시설)에 첨단기술을 적용 

• 교통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 이용자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며, 연료소모 및 CO2 배출량을 저감 

• 미래형 교통체계 



자동차, 도로 ITS의 개념 



자동차, 도로 ITS의 필요성 

• 교통수단 및 시설의 운영, 관리기능 극대화 

• 교통 혼잡 완화 

• 이용자편의 교통서비스 제공 

• 저탄소 녹색교통시스템 구현 





자동차, 도로 ITS의 기대효과 

• 효율성 

• 도로건설비용의 1% 투자로 교통혼잡 20% 감소 가능 

• 안전성 

• 사고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규모축소 

• 편의성 

• 충실한 정보제공을 통한 여행자 교통수단 접근성 제고 

• 환경성 

• 대중교통 수요분담 확대 및 에코드라이빙 

• 일자리창출 및 신성장동력 

• 수출산업화 육성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 비전 

• 곁에 있는 교통정보, 막힘없는 교통서비스 

• 목표 

•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 수단간 문턱없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 상황에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기반 조성 

• 추진전략 

 
구 분 지능형교통체계 2010 지능형교통체계 2020 

중점 서비스 ▪혼잡․사고의 사후관리 ▪혼잡․사고의 사전예방 

지능화 대상 ▪공공 교통시설 중심 ▪교통수단, 여행자 중심 

시스템 구조 ▪단일센터 기반의 집중형 
▪현장 기반의 분산형  
▪연계 기반의 통합형 

통신 방식 ▪고정 구성요소간 유선통신 ▪이동 구성요소간 무선통신 

제공 주체 ▪공공부문 주도의 서비스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 





ITS 7대 서비스 분야 정의 



교통관리서비스분야 



대중교통 서비스 분야 



전자지불 서비스 분야 



교통정보유통 서비스 분야 



부가교통정보 서비스분야 



2. 국가교통정보센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정보 이용”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제공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관리·운영 

특별교통대책기간, 설해대책, 대형교통사고, 테러 등 유사시 특별대책본부  

운영 지원 

•스마트폰 모바일 교통정보서비스 구축 2010 

•국가교통정보센터 기능개선 
사업 

•  유관기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2009 

•표준노드링크관리시스템 구축 •국도 ITS 연계사업 구축 •국가교통정보센터 명칭 개정 2005~2008 

•건설교통종합정보센터 구축 1995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개시 2011 

설립목적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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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 정보 가공 정보 제공 

  교통정보 국가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제공서비스 

 
 
 

ITS 통합 DB 

- 표준 노드/링크 관리 시스템 
- 교통정보 수집연계 시스템 
- 교통정보제공 시스템 

인터넷 : www.its.go.kr 

현장안내 시스템 : KIOSK, PDP 

모바일 서비스 : 스마트폰,  
휴대전화 
ARS : 1333 

CMC, 국정원,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군수송사령부, 수도군단사령부 
1군/2군/3군 사령부, 해병대수송사령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육군군수사 등 

교통정책수립기관 
연구기관 

대국민  

교통정보 제공 

수집내용 

• 도로 교통정보  

• CCTV 영상 

• 도로전광표지(VMS) 내용 

• 기상 실황 및 예보정보 

고속국
도 

일반국
도 

지방도 

시군도 

기상정
보 

가공내용 

• 전국 및 광역 교통정보 통합 

• 실시간 표준 전자도로기반 교통정보 융

합 

• 교통정보와 기상정보의 융합 

• 교통정책관련 통계생성 

제공내용 

• 표준화된 통합 교통정보 

• 실시간 도로소통 정보 

• 구축통계, 정책 등 ITS 지식정보 

언론매체,ISP 

지방국토관리청 

정보융합  및  
전국통합 
콘텐츠 유관기관 

교통정보 제공 

교통정책기관 

통계분석 

정보제공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지방국토관리
청 

지자체 

기상청 

교통정보 연계, 제공 체계 



3. 우리나라 고속도로망의 ITS 현황 



FTMS와 OASIS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 (FTMS) 

교통이력자료관리시스템 (OASIS) 

사용자를 위한 실시간 교통정보의 유통 

- VMS, 인터넷, 휴대폰, 개인 휴대단말기 

  및 방송 

교통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분석정보 제공 

- 교통계획가, 교통운영 및 관리자,  

  교통안전분석가 등 

교통정보통합제공기관으로 지정 

- 고속도로, 국도 및 시가지 도로 포함 

집중적인 투자 및 지속적인 개선작업 

- 소비자만족도 제고 

교통이력정보의 공유, 융합, 사업화 활용 

- 태동기 

교통정보 서비스 



Data Sources 
 

for OASIS 



Korean  

Expressways 

Total Length: 4,015km 

26 GB/day 



VDS 
Vehicle Detection  System 

Weather 
Weather Information 

AVC 
Automatic Vehicle Classification 



3,780   



 Inductive loop detector  & video image 

vehicle detector 

 Traffic volume, speed and occupancy rate 

 Total 3,780 units (1 VDS/km in average) 

Traffic 

volumn 
Occupancy 

rate 

Vehicle 

speed 

Time 

stamp ID 

VDS 
Vehicle Detection  System 



319 / 1,896   



 319 tollgates (open and closed systems). 

 Average 3.8 million trip O/D collected 
daily. 

 Travel time collected between tollgates for 
individual vehicles 

TCS 
Toll Collection System 

Departure 

Tollgate Arrival 

Tollgate 

Departure 

time Arrival 

time 

Car type 



 7.6 million OBU for Hi-Pass units distributed 
(57%) 

 Currently operating RSE based on DSRC to collect 
and disseminate traffic information 

Hi-Pass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Arrival 

time 

OBU # 

Arrival 

Tollgate Departure 

time 

Departure 

Tollgate 
Departure 

Date 
Arrival 

Date 



7,600,000 



DSRC from Hi-Pass 



RSE 
 



950 



3,280 



 3280  units total 

 Archives video images from the top 100 congested areas 

 Can be queried with existing traffic data 

CCTV 
Video Images of Closed-circuit  

Television  System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1,017 



 Total 1017 units (1 units per 5km) 

 VMS is an important tool which assesses the 
situation at specific times and locations. 

 Linked with other traffic data 

VMS 
Variable Message Sign 

VMS ID 
Text 1 Text 2 

Date & Time 



 Traffic volumn survey system 

 254 units total 

 Ability to classify 12 different vehicle types 

AVC 
Automatic Vehicle Classification 

Handhall 

(Expressway) 

Control Box 

Inductive 

Loop Detector 

Piezo 

Detector 



 Can be queried with other traffic data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about incidents 

Incidents 
Incident information 

Event Occurrence time Link ID 

Event Data Setting time 

Event Clearance time 

Event Confirm Description 



 Corresponds to additional traffic information 

 Archived through the central weather agency 

Weather 
Weather Information 





4. 마무리 



스마트콘텐츠 

• 스마트콘텐츠는 사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상에서 다양한 디바이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는 서
비스 

 



Raw 
Data 

Collectio
n  

On-Line 
Data 

Processing 

Data 
Aggregatio

n 

exTMS 

Raw 
Data 

Storage 

Off-Line  
Daily  Batch 
Processing 

Data 
Aggregatio

n 

OASIS 
(Operations Analysis &  

Supportive Information System] 

Statistical 
Analysis 

Data 
Analysis 

Interoperable 
Data 

EDW 
(Enterprise Data 

Warehouse Analysis 

Research & Development 

Reliability  Verification & Algorithm Development 

Archived Data 
(for  5 years) 

Traffic Policy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 

Service 

User 

Real-time 
Traffic 

Management 

Thank you. 
 
 
                                             김규호 (ekyuh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