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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인 교통량분석 장비에는 여러 문제 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한, 교통량분석 장비를 통하여 획득한 기존의 교통량 정보는 실시간 제공이 되지 못하고, 도심지

의 경우 교통량 도분석과 시계열 분석이 어려워 한 도로용량 악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교통소통 제어 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도로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시간 교통량조사를 통한 정확한 도로소통정보와 후처리 통계분석에 의한 도로소통정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  도로소통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 치정보를 교통정보화하여 교통 제센터로 교통정보를 송할 수 있는 인공

성측량 기술기반의 차량용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을 개발하 다. 한, 송된 교통정보를 리․분

석하고 처리된 도로소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웹상에 제공해  수 있는 웹 지리정보체계 기술기반의 

교통 제시스템을 개발하 다.

주요어 : 인공위성측량, 지리정보체계, 교통정보수집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ABSTRACT
There are many problems and limits in equipments being used for traffic-volume analysis in 

the country. And traffic-volume information acquired through existing equipments is not 

provided in real-time. In the case of urban, there are limits on guarantee of trust on 

comprehending a appropriate road-volume because of difficulty on analyzing traffic-volume 

density and time series. And it is difficult to applicate in deciding a road policy as existing 

equipments don't provide the control information of traffic-f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 a road-flow policy rapidly and accurately through the road-flow information that analyze 

post-processed statistics data using traffic-flow investigation based on real time.

In this study, we developed TICS(Traffic Information Collection System) based on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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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could transmit traffic information transformed from car location information to traffic 

control center. And we developed TCS(Traffic Control System) based on Web GIS, which could 

manage and analyze transmitted traffic information, and it could offer handled road-flow 

information to Web-site in realtime.

KEYWORDS : GPS, GIS, TICS, TCS
서  론

최근 국내의 차량 증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심각화로 정 하고 신속한 교통량  도로소

통정보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재 주요

한 교통량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원과 지   

구간검지기를 통한 방법 등 정 인 조사가 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로  차량을 운용

하여 교통량을 취득하는 동 인 방법도 도

입․병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차량의 수

가 어 효용성이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장용

구 등, 2005)

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통정보수집 

장비들은 여러 문제 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

다. 한, 교통정보수집 장비를 통하여 획득한 

기존의 교통정보는 실시간 제공이 되지 못하

고, 도심지의 경우 교통량 도분석과 시계열 

분석이 어려워 한 도로용량 악의 신뢰

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교통소통 제어 련 정

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도로정책 수립에 활

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김시곤, 1999) 따라서 

실시간 교통조사를 통한 정확한 도로소통정보

와 후처리 통계분석에 의한 교통 분석정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  도로소통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차세  IT환경인 ‘유비

쿼터스’ 시 에 비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떠

한 매체를 이용하든 동시에 도로소통정보가 

조사, 분석, 피드백 될 수 있는 교통소통정보 

활용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1. 국내외 연구동향
교통량조사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과거 많이 

수행되었던 인력 수시조사에서 정  교통정보

수집이 가능한 ITS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을 

활용한 상시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정 한 교통정보 수집을 한 교통정

보수집시스템의 개발도 활발히 연구진행 되

고 있다.(이승재 등, 2002) 이  교통정보수

집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검

지기 장비는 고속도로, 주요국도 등 주요도

로를 심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재 루

식검지기를 비롯한 상검지기, 차량검지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5) 그리고, 국가의 ITS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이 이루어진 역시, 제주시, 

주시에서는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단거리통신장비를 활용한 교

통정보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이 , 

역시에서는 DSRC를 교통정보수집․제

공 그리고 단거리통신에 활용하고 있으며, 

주시의 경우에는 단거리통신망으로만 활용하

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5) 그림 1은 

역시의 DSRC시스템을 보여 다.(

역시 ITS)

FIGURE 1. 역시의 DSRC 시스템
 

한, 버스정보시스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Beacon장비는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여러 지역

에서 교통정보수집에 활용되고 있다. Beacon

시스템은 차량의 단말기와 정류장비콘의 통신

으로 통과시간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원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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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시스템이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5) 

그림 2는 부산 역시의 Beacon시스템을 활용한 

버스정보시스템을 보여 다.(부산 역시 버스

정보시스템)

FIGURE 2. 부산 역시의 버스정보시스템

한편, 기존 교통정보시스템의 문제 을 해결

하기 해 GPS 기술을 활용한 교통정보수집

시스템의 개발  활용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지만, 주로 민간기업 주로 연구․개발되고 

있다. 그림 3은 국내의 한 민간기업에서 개발

활용하고 있는 “GPS+무선데이터망”방식의 교

통정보시스템 개념도를 보여 다.

FIGURE 3. GPS 교통정보시스템 개념도

국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GPS를 활용한 교

통정보수집  제공에 한 활발한 연구로 

실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민국과 가장 

국토  도로환경이 유사한 아시아국가인 일

본과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90년 부터 Beacon을 활

용한 VICS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을 운 하고 

있지만, Beacon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실시간 교통정보의 획득  활용이 어렵다.

(이상훈, 2005; 형남 , 2003) 이와 같은 문

제 을 해결하기 해 민간 자동차기업들의 

모임인 Internet ITS 컨소시엄에서는 로

차량을 활용한 GPS 기술기반의 교통정보시

스템을 개발하 다.(이상훈, 2005) 그림 4는 

일본의 Internet ITS 컨소시엄의 GPS 교통

정보수집시스템의 정보처리과정을 표 한 

그림이다.

FIGURE 4. ITS 컨소시엄의 교통정보시스템

재, 나고야시를 상으로 택시 1,570 에 

“GPS+휴 화+DSRC”를 부착한 교통정보시

스템을 실험을 통해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고 

정부차원의 국 도로 정체상황 악을 한 

소 트웨어개발을 계획하고 있다.(인터넷 ITS

공동연구그룹, 2002)

싱가포르에서는 약 8,000 의 택시를 로  

차량으로 활용하여 “GPS+무선데이터망” 방식

의 교통정보 수집을 시작하 다. 그러나, 

재, 무선데이터 통신망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무선통신망을 무선데이터망에서 GPRS 핸드

폰 통신망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이상훈, 

2005) 그림 5는 싱가포르의 교통정보시스템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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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싱가포르 교통정보시스템

이상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교통정부수집기술이 “GPS+핸드폰무선통신망”

방식으로 환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

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 지 이나 일정구간의 교통흐름

과 도심지  주요 국도 상의 교통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었던 기존 ITS 교통정보시스템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해 이루어진 연구이다. 

즉, 기존 ITS 교통정보시스템은 각 지 의 교

통정보를 이용하여 도로의 교통정보를 분석하

기 때문에 체 도로상의 교통정보 악이 어

렵고, 구간의 교통흐름의 경우에도 구간 사이

의 유동 인 교통상황을 악하기 어렵다. 

한, ITS 교통정보시스템은 주요 일정지역에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한 교통정

보만을 제공해주고 있어 체 도로의 교통정

보제공이 불가능하고, 체도로에 한 시스템 

설치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 

체의 교통정보 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

서, 기존 ITS 교통정보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문제 인 유동 인 교통흐름을 동 으로 악

할 수 있고, ITS 교통정보시스템이 제공할 수 

없는 지역의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

템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PS 기술기반의 동

 도로소통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효용성

을 고찰해 본다. 그림 6은 본 연구에서 개발하

고자 하는 실시간 교통정보시스템의 체 구

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동  도로소통

정보시스템은 차량용 단말시스템과 제시스

템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즉, 본 연구에서

는 차량 치정보를 교통정보화하여 교통 제

센터로 교통정보를 송할 수 있는 GPS 기술

기반의 차량용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을 개발한

다. 한, 송된 교통정보를 리․분석하고 

처리된 도로소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웹상에 제

공해  수 있는 웹 GIS 기술기반의 교통 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동적 도로소통정보시스템
요소기술 결정

동  도로소통정보집시스템 개발을 해서는 

차량인식기술, 교통정보화기술, 무선패킷데이

터의 표 화, 무선통신기술이 활용된다. 각각

의 기술들에 해 많은 세부기술들이 존재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요소기술들이 최

기술을 결정하기 해 비교분석실험  기

술특성비교를 수행하 다. 특히, 차량인식기술

로 활용하고자 하는 GPS 기술은 기존의 교

통정보수집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는 검지

기, Beacon, DSRC와 LBS분야에서 활용을 고

려하고 있는 핸드폰 치추 기술, 그리고 고

정 의 치결정을 한 DGPS기술과 비교분

석을 통해 활용가능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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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인식기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재래식 차량인식기술

(검지기)과 첨단 차량인식기술(Beacon, DSRC, 

핸드폰 치추 ) 그리고, 본 연구에서 용하

고자 하는 GPS 기술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교

통정보획득을 한 차량인식기술로 GPS 기술

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 다.

GPS와 DGPS  DSRC의 기술 비교분석은 

역시에서 수행하 다. GPS와 DGPS의 

경우에는 천문연구원의 GPS 기 국을 활용하

여 비교분석을 수행하 고, DSRC의 경우에는 

역시의 DSRC 교통정보시스템(OBE장

비)을 장착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 다. 한, 

GPS와 루 검지기의 경우에는 재, 루 검지

기를 설치하여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43호

선 국도 상의 운행을 통해 비교분석을 수행하

다. GPS와 Beacon의 비교분석은 고양시에서 

리하고 있는 Beacon 기반의 버스정보시스템 

장착 버스(3300번)을 활용하여 수행하 다.

표 1은 기존의 교통정보수집시스템들을 기

으로 하여 GPS 기술의 오차량을 비교실험한 

결과이다. 비교분석을 수행한 기존 차량인식기

술인 검지기는 수 m, Beacon은 약 100m, 

DSRC는 약 50m, 핸드폰 치추 기술은 셀 방

식의 경우 약 500m의 오차량을 가지고 있다.

비교
기술 실험내용 오차량 분석결과

검지기
◦ 43호선 국도 상․하행선상

  의 검지기와 비교

최소 0.3km/h ～

최  12.2km/h

Beacon
◦고양시 버스정류장 Beacon

  과 비교

평균 17m,

최  45m

DSRC
◦ 역시 DSRC RSE와 

  비교

평균 35m,

최  65m

핸드폰◦청주시 택시운행정보로 비교
평균 503m,

최  912m

DGPS
◦서울산업 학교내 상시

  측소를 기 으로 비교

10m 이내

측갑 포함결과 - 

AGPS(80.6%), 

DGPS(96.7%)

TABLE 1. 기존 기술과 GPS 기술 비교실험

의 비교실험을 수행한 결과 GPS의 오차량

은 ± 20m 이내로 양호한 결과가 산출되었으나, 

지 검지기를 제외한 부분의 교통조사장비들

은 GPS보다 많은 오차량이 발생하 다. 특히, 

DSRC는 Beacon에 비해 보다 고주 수를 사용

하기 때문에 Beacon에 비해 오차범 가 었지

만 큰 폭의 오차량이 발생하 다. 따라서, 본 

실험을 통해 GPS를 활용한 실시간 차량인식기

술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교통정보화기술
GPS 정보는 NMEA 0183 아스키코드로 이

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GPS 정보는 그 패킷

정보의 용량이 커 차량용 단말기에서 원 자료

를 그 로 처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GPS 정보  치정보(X,Y)와 시간정

보만이 사용되기 때문에 GPS NMEA 0183 패

킷정보  ‘$GPRMC' 정보내의 치정보와 

시간정보를 추출하여 교통정보처리를 수행하

다. 표 2는 ’$GPRMC' 패킷정보내의 요소들

을 설명한 것이다.

항  목 내  용

Sentence ID NMEA자료 포맷 종류

UTC Time hhmmss.sss

Status
A : 사용가능,
V : 사용불가

Latitude ddmm.mmmm

North or South N : North, S : South

Longitude ddmm.mmmm

Ease or West E : East, W : West

Speed over ground Knots

Course over ground Degrees

UTC date ddmmyy

Magnatic Variation Degrees

Checksum 정확한 신호인지 확인

TABLE 2. ‘$GPRMC’ 패킷정보 요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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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화 기술결정을 해 치/속도 정보 

송방식과 치/속도 정보 수집 방식을 모두 

고려하여 검토하 다. 치/속도 정보 송방

식에서는 치/속도 정보 수집 후 동시 송 

방식과 일정시간 버퍼링한 후 송 방식을 고

려하 다. 치/속도 정보 수집방식에서는 좌

표 Point방식, 링크ID방식, 구간ID방식의 3가

지 송방식을 고려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 

 구간ID방식과 두 가지 치/속도정보 송

방식을 모두 고려한 교통정보 수집기술을 최

의 교통정보화기술로 결정하여 알고리즘을 

구축하 다. 그림 7은 치/속도 정보 수집방

식의 종류를 보여 다.

FIGURE 7. 치/속도 정보 수집방식 종류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교통정보화 기술은 GPS

와 같이 구간  지 검지기가 표 할 수 없

는 시간에 따른 치정보들을 통계 으로 지

, 구간, 구간사이의 유동 인 속도변화의 정

보로 가공하기 한 기술들이다.

3. 무선패킷데이터의 표준화
재, 정보통신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사생활 침해에 한 우려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송할 교통정보의 무선 패

킷데이터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충분히 고

려하여 최소한의 정보로 구축하 다. 즉, 무선 

패킷데이터 형식은 차량운행자의 사생활보호

를 해 최소한의 헤더부분과 내용부분으로 

나 어 암/복호화 하 다.

한, 무선패킷 교통정보의 송속도를 향상

시키기 해 무선통신 주기를 시간 별(새벽/

주간/야간), 요일별 등으로 나 어 결정하 고, 

송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해 이 화 압축

기술을 사용하 다. 그리고, 데이터에 한 표

 인터페이스 규격을 XML/WBXML 코딩을 

통해 제안하여 국제 규격에 처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8은 교통정보 로토콜의 이아

웃을 보여 다.

FIGURE 8. 교통정보 로토콜 이아웃

그림 9는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XML/ 

WBXML 코딩방식의 무선통신 인터페이스 규

격을 보여 다.

Raw Data

Compress

XML Encoding

WBXML Encoding

send

Raw Data

Decompress

XML parsing

WBXML Decoding

receive

CDMA Wireless Network

수신모듈송신모듈

FIGURE 9. XML/WBXML 통신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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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선통신기술
본 연구에서는 CDMA, 무선데이터망, Beacon, 

TRS, DSRC의 무선통신망을 비교검토 하

다. 비교검토는 통신범 , 통신비용, 데이터 

손실률 등을 주된 검토요소로 최 의 무선

통신망을 결정하 다. 표 3은 본 연구에서 

비교 검토한 통신망 비교결과이다.

TABLE 3. 무선데이터 통신망 비교

비교검토결과 DSRC는 단거리 고속무선통

신에 활용하기 때문에 원거리 무선통신에 부

합하 으며, TRS망은 데이터의 손실이 발

생하고 기지국의 부족으로 국 인 통신망

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한, Beacon망도 

통신비용은 렴하 으나, 서울, 수도권 일부, 

역시 일부지역에서만 활용 가능하 다. 무

선데이터망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하는 

최  통신망으로 합하 으나, 국 인 통

신망 구축이 어렵고, 송정보의 손실률이 발

생하여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최 의 무선통신망은 CDMA망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CDMA망의 경우 통신비

용이 다른 통신망에 비해 고가인 문제 을 

가지고 있어 지속 인 이동통신사와의 의

를 통해 국가차원의 통신비용 감 책을 수

립해야 한다.

동  도로소통정보시스템의 최  요소기술

을 비교분석한 결과 교통정보수집장비에 있

어서는 체 도로소통정보를 수집  기존 

교통정보시스템의 보완 면에서, GPS 기술의 

용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교통정보 생성에서는 지속 인 GPS

정보처리  무선통신기반의 원활한 정보

송 면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GPS 수신정보

를 구간속도정보로 최 화하고 2  정보압축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무선통신기술에서는 국 인 통신

망 활용  방향 통신이 가능한 CDMA 통

신망이 가장 합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하지

만, CDMA 통신망의 경우, 타 무선통신망에 

비해 통신비가 고가인 단 을 가지고 있어 

국가차원의 통신비 감방안이 함께 수행되

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동적 도로소통정보시스템
개발 및 실험

동  도로소통정보시스템 개발은 개별 최

요소기술 알고리즘 구축을 통한 차량  제

센터용 소 트웨어 개발과 차량용 Kit의 최 스

펙 결정을 통한 하드웨어 구축으로 이루어진다.

1. 차량용 Kit 최적스펙 결정
교통정보 송수신을 한 단말기의 경우, 

기에는 자체개발을 한 연구를 수행하 으나, 

변하는 IT기술의 변화와 보다 소형화되고 

렴한 우수한 성능의 장비들이 매되어 연구

의 방향을 바꾸어  시 과 미래 지향 인 상

용화된 제품을 선택하기로 하 다. 무선통신, 

컴퓨터 처리, 차량의 단말기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상용화된 제품  Smart PDA계

열의 Cyberbank사의 X310 스마트폰을 본 연

구의 최  교통정보 송수신 단말기로 결정하

다. 표 4는 본 연구에서 조사․비교분석한 차

량용 송․수신 단말기들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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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조사․비교분석한 단말기

GPS시스템은 장비의 종류에 따라 정확도  

기능의 차이가 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교통

정보 송수신 단말기인 X310 스마트폰과 연결 

가능한 GPS시스템을 선택해야한다. 이와 같은 

제약성을 고려하여 RFG-2000 GPS수신기를 최

의 GPS 수신기로 결정하 다. 표 5는 본 연

구에서 비교 검토한 GPS 수신기 비교표이다.

TABLE 5. 조사․비교분석한 GPS수신기

2. 동  도로소통정보시스템 개발

GPS정보처리  교통정보화, 무선패킷데이

터의 표 화, 무선패킷통신규격을 통한 송의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GPS 교통정보시스템을 

개발하 다.

한, GIS 교통 제시스템의 경우에는 송 

교통정보 DB구축  리, 통계  공간 분

석, 웹 지도상의 표  등의 알고리즘 개발을 

통하여 개발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차

량용 부분의 하드웨어  소 트웨어 개발부

분을 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 GIS 교통

제시스템의 경우에는 로토타입 정도만을 

개발․구 하 다. 그림 10은 본 연구에서 개

발한 교통정보시스템의 소 트웨어 구조를 나

타낸 것이다.

FIGURE 10. 소 트웨어 구성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통정보시스템에서의 

교통정보의 처리과정은 차량용 GPS 교통정보

수집시스템에서 획득한 교통정보를 패킷화하

여 무선통신망을 통해 교통 제센터의 서버에 

송되면 GIS 교통 제시스템에서는 데이터베

이스 정보의 합성을 분석하여 올바른 정보

인 경우 처리하지만, 합한 정보가 아닌 경우

에는 다시 차량 단말기로 오류정보를 송하

여 GPS 교통정보수집시스템에서 문제 을 

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11은 

GPS/GIS 교통정보시스템에서의 교통정보의 

흐름을 표 해놓은 것이다.

FIGURE 11. 데이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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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차량용 GPS 교통정보

수집시스템은 교통정보수집  송의 주된 

기능과 함께 차량운 자들을 한 항법시스템

의 기능도 구 하여 활용성을 높 다. 그림 12

에서는 GPS/GIS기반의 실시간 교통정보시스

템 구성과 교통정보의 흐름을 보여 다.

FIGURE 12. 시스템 구성과 교통정보 흐름

본 연구논문은 2004년도 건설교통부의 건설

기술기반구축 R&D사업으로 이루진 연구결과 

 1차년도 연구결과를 토 로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1차년도 연구성과는 체 교통정보시

스템  차량용 GPS 교통정보수집시스템 개

발 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GIS 교통 제

시스템의 경우에는 차량용 GPS 교통정보수집

시스템에서 송된 교통정보를 처리하고 구간

속도정보를 표 해주는 최소 기능의 로토타

입 정도만으로 구축되었다.

GIS 교통 제시스템은 2005년도 2차년도 사

업추진과 함께 개발완성 될 정이므로, 2차년

도 사업완료 후 최종 연구결과에 따른 연구논

문을 발표할 것이다.

3. 동적 도로소통정보시스템 실험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통정보시스템의 실험

은 차량용 GPS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의 GPS정

보처리에 의한 교통정보 생성  CDMA 무선

통신망을 통한 패킷정보 송 원활화 실험과 

로 차량에서 송된 교통정보를 GIS 교통

제시스템에서 구간속도 도로소통정보로 처

리하여 웹 지도상에 구간별 실시간 속도정보

를 제공 원활화 실험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통정보시스템은 다수

의 로 차량을 활용한 교통정보 수집  제

공방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수의 로 차

량정보를 처리․표 이 가능하도록 교통 제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

서는 10 의 로  차량을 활용한 실험이 이

루어졌다. 그림 13은 개별 차량의 수집된 교통

정보를 분석․가공한 동  도로 소통정보를 

제센터에서 처리하여 웹 지도상에 디스

이한 결과를 보여 다.

FIGURE 13. Web GIS 교통 제시스템 결과

표 6은 개별 로  차량에서 송된 교통정

보를 제시스템에서 분석․가공하여 표 한 

동  도로 소통정보의 속도범 별 궤  표

색상을 나타낸 것이다.

속도범 (단  km/h) 궤 표시색 색상 코드

 0 ～ 20 빨강 0xFFFF0000

20 ～ 40 노랑 0xFFFFD000

40 ～ 60 록 0xFF00FF00

60 ～ 랑 0xFF0000FF

TABLE 6. 속도별 도로소통 표  색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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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원활한 교통정보수집  제센터

에서의 처리 그리고 웹 지도상에서의 다수 

로  차량의 교통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구간

속도 제공이 가능하 다.

결  론
본 연구논문은 건설기반구축사업 체 사업 

 1차년도 사업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GPS 

기술기반의 동  도로소통정보시스템 개발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첫째, 국내의 기존 교통정보시스템(검지기, 

Beacon, DSRC)의 황  한민국의 지역  

환경과 유사한 아시아의 일본과 싱가포르의 

교통정보시스템의 흐름변화를 문헌  인터넷

을 통한 조사와 각 지방문으로 조사․분석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기존의 지   구간검

지기의 문제 과 GPS의 교통정보시스템으로 

활용변화 그리고 무선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한 

CDMA 통신망의 활용  국내 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동  도로소통정보시

스템 개발을 한 최 의 요소기술  하드웨

어사양을 결정할 수 있었다. 즉, 요소기술에서 

본 연구를 통해 도입하고자한 GPS의 활용가

능성을 충분히 확인하 고, 교통정보화기술은 

구간ID방식의 동시 송방식과 일정 버퍼링방

식으로 결정하 다. 한, 무선패킷데이터는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기본으로 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교통정보를 XML/WBXML방식의 

인터페이스 규격을 표 으로 사용하 고, 무선

통신망은 CDMA 통신망을 최 의 통신망으로 

결정하 다. 하드웨어사양에서는 단말기의 경

우, 기본 으로 무선통신, 컴퓨터 처리, 차량의 

단말기화가 가능한 Smart PDA계열의 

Cyberbank사의 X310 스마트폰을 최 단말기

로 결정하 고, GPS 수신기의 경우에는 X310 

스마트폰과 연결 가능한 GPS시스템을 선택하

기 해 RFG-2000 GPS수신기를 최 의 GPS 

수신기로 결정하 다.

셋째, 국내의 기존교통정보시스템은 구간사

이의 유동 교통흐름을 감지할 수 없고, 일정지

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체도로의 도로소통정

보를 감지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교통정보시스

템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GPS 기술기반

의 교통정보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GPS 교통정보시스템은 기존 교

통정보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고, 장기 으로는 

체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GPS 기술

기반의 실시간 교통정보시스템의 활용성을 검

토하기 해 10 의 로  차량을 이용하여 

검토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 차량용 GPS 

교통정보수집시스템  제센터의 GIS 교통

제시스템이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하지만, GPS 교통정보시스템에 의한 신뢰

성이 있는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해 교통 

분석  GIS 공간분석을 통한 보다 완벽한 

GIS 교통 제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고, 

CDMA 통신비용 감을 한 책마련  

국확산을 한 마스터 랜 등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통정보시스템의 신뢰성  활용성

을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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