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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concept of Ubiquitous Computing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we need to have a voice in the field of Trans-

portation. Ubiquitous Computing means that IT network based on realization of 5 Any(Anytime, Anywhere, Anything,

Anynetwork, Anydevice) is deeply penetrated into our daily life. As ITS has developed with the aid of IT and Transportation

Technology together, we need to discuss u-Transportation concept with Ubiquitous Computing and Transportation Technology.

According to the recent papers and studies, Transportation or Transportation Information sector is mentioned as a major appli-

cation of Ubiquitous Computing. However, most of the studies are limited to the basic concept without any in-depth under-

standing about Transportation. This paper present the implementation of u-Transportation and the role of Transportation

Technology based on recent technology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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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화두가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통분야의 참여와 대

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비쿼터스란 IT네트워크가 일상화되는 개념으로 5 Any(Anytime, Anywhere, Anything,

Anynetwork, Anydevice)의 실현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IT기술과 교통기술을 접목하여 ITS를 발전시키고 있듯이, 유비쿼터

스 컴퓨팅과 교통기술의 접목을 통한 u-Transportation 개념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관련 문헌과 연구를 보면 교통분

야, 특히 교통정보분야를 유비쿼터스의 매우 큰 응용분야로 빈번히 거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교통분야

에 대한 심층적 이해 없이 단순한 상식수준에서 비전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기술동향자료를 토대로 u-

Transportation 실현과 관련한 교통기술 분야의 쟁점과 역할에 대하여 집중 조명한다.

핵심용어 : 유비쿼터스, 지능화교통체계, u-Transport, 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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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60년대의 대형 컴퓨터 시대, 1980년대 중반 이후 PC

중심의 컴퓨터 네트워크 시대,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의 인터넷을 거쳐 IT 네트워크가 일상화되는 유비쿼터스 컴

퓨팅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유비쿼터스는 라틴어에서 기원

하는 단어로 ‘어디에나 있다. 편재(遍在)하다’라는 의미이며,

제록스 PARC의 CEO였던 마크 와이저(Mark Weiser)가 '유

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1988년 처음으로 제창한 것

에서 유래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무선통신 및 컴퓨팅 기술 그리고 센서

기술 등의 급속한 발달이 이루어져 왔고, 따라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하 유비컴(UbiCom))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 사업이

계획 중에 있다. 그러한 계획에는 송도시, 제주시 등이 제안

하고 있는 ‘UbiCom 도시’가 있고, 그 중에는 교통 분야도

중요한 UbiCom 영역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안들에서 교통에의 UbiCom 접목에 따른 콘텐츠와 서비스

는 대게 피상적이고, ITS와의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다. 게

다가, 변화되고 발전되는 IT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 기

술의 이슈 혹은 역할에 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즉, UbiCom 환경하에서 교통(혹은 ITS) 분야에 어떠한 변

화가 일어날 것인지, 그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biCom 하에서의 교통과 ITS의 차

이를 규명하고, UbiCom 환경 하에서 교통기술이 갖는 이슈

와 교통 분야의 역할을 논의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 분야의 UbiCom을 UbiCom-T

(UbiCom-Transport)라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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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biCom의 개념

UbiCom은 그림 1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5 any’

(anytime, anywhere, anything, anynetwork, anydevice)를

지향하고 있으며, 일상 영역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UbiCom은

인간, 사물, 정보 간의 자율적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게 되며,

유무선 통신, 컴퓨터, 초소형 컴퓨팅 객체(RFID와 같은)를

통합시킨다. 결국,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을 통해서도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UbiCom을 통해 구현 가능한 기술 영역을 그림 2에서 제

시하고 있다. UbiCom은 사물과 사람의 아이덴티티 인지 및

위치 파악, 상황인지, 사물의 물리적 속성의 조정, 사물들

간의 자율적 정보 교환, 물적-전자적 개체간의 상호작용 및

연계, 장소와 장치에 무관한 정보검색, 모든 객체에의 주소

부여 등을 가능케 한다.

3. UbiCom 추진사례

국외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UbiCom-T와 같

은 개념 설정의 시도는 찾을 수 없었다. 교통 분야라는

특성상 대부분이 유비쿼터스와 도시를 연계하려는 모델이

기본 프레임이고, 많은 경우가 네트워크와 관련된 도시 인

프라를 중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외사례를 통해서

UbiCom 및 UbiCom-T에 대한 국내 개념 정립에 반영하

고자 한다.

3.1 Zamora Hot City

세계에서 가장 통신망이 발달한 도시로서, Afitel사가

WiFi(IEEE802.11)을 전역에 구축한 세계 최초의 WiFi 도시

이다. 이것을 계기로 2003년 ‘Computer world honors’를

수상하기도 했다. 통신이용료는 정액제로서 월 9.9 유로이고,

통신서비스는 최대 11Mbps이다.

3.2 INTEL CITY

EU의 정보화사회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아래와 같이 5개

의 주요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 e-Democracy City

* Virtual City

* Cultural City

* Environment City

* Post-catastrophe City

INTEL-CITY는 ‘Manchester’, ‘Helsinki’, ‘Siena’, ‘Dresden

+ Berlin’, ‘Rome + Leicester’, ‘Marseille’ 등 6개 도시를

통합된 오픈시스템 기반(Open System City Platform)으로

시범 통합하였다. 여기서, Manchester는 Regen. System,

Helsinki는 Wireless system, Siena는 Wired system,

Dresden과 Berlin은 Land use system, Rome과 Leicester

는 Mobility system, 그리고 Marseille는 Admin system을

담당하며, 이들을 통합된 환경 하에서 지능적 정보관리를 갖

는 통합된 다차원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운영하게 된다.

3.3 Urban Tapestries

2002년 6월에 시작, HP 실험실의 지원 하에 개발되었다.

이것은 사용자가 무선으로 특정장소에 대한 다양한 멀티미

디어 정보 콘텐츠에 접근하는 동시에 개인이 각자 자신의

콘텐츠를 새롭게 기록하거나 업로드 할 수 있게 하는 서비

스를 제공한다. 도시 공간상에서 개인이 지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시에 개인의 경험을 기록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사회

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지식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소에

기반하는 무선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3.4 Amble Time 프로젝트

보행자가 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어 다니며 생

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시작된

프로젝트로 아일랜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MIT 미디어

실험실과 더블린 미디어 실험실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

젝트는 기존의 시간개념을 반영할 수 없었던 일반적인 지도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것

으로, PDA를 기반으로 하는 여행지도에 시간적 요소를 첨

가한 것이다. 가령, GPS시스템과 평균 도보속도를 사용하여

그림 1. UbiCom의 5Any 개념

그림 2. UbiCom의 기술 영역과 UbiCom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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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곳을 제시해줄 수 있다.

3.5 UAE 두바이시 텔레매틱스 프로젝트

아랍에미레이트(UAE)의 두바이시는 그림 3과 같이 2단계

에 걸쳐 1600만불 규모의 텔레매틱스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에 집

중하며, 두 번째 단계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다. 이 프로젝트는 두바이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설계

구현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공공 사업

전체를 민간기업에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3.6 스톡홀름의 혼잡관리시스템

스웨덴 스톡홀름시는 RFID를 활용한 혼잡통행료 징수시스

템을 2006년 1월 운영 개시하였다. 스톡홀름시는 그림 4에

보이는 스톡홀름 도심부를 진출입하는 차량에게 통행료를 부

과하게 되며, 통행료는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간대

별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에는 다른 교통분

야와 접목된 개별화된 서비스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구상

하고 있다. 또한, RFID칩이 식재된 OBU(On Board Unit)

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를 위해 별

도의 카메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4. UbiCom-T와 ITS의 관계

그림 5는 ITS와 텔레매틱스 그리고 UbiCom-T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시간적으로 ITS는 1990년대 초를 시작으로

준비되어 왔다. 당시 기술은 주로 인터넷, 광통신, 차량검지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서비스는 주로 교통류 관리

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선통신 기술이 발달하면

서 이용자의 이동성이 요구되면서 운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텔레매틱스가 ‘언제, 어디서나, 끊어지지 않는 개인화된 서비

스'를 목표로 하여 기술개발과 서비스를 주도하게 되었다. 텔

레매틱스는 몇년 지나지 않아 모바일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여기에 개별성과 편재성이 강조되면서, 차량 내에서만이 아

닌 차량 밖으로 정보 서비스를 확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텔

레매틱스의 확장된 서비스가 바로 UbiCom-T가 된다. 간단

히 정리하면, ITS는 두 가지의 변화, 즉 서비스의 변화와

기술의 변화를 통해 텔레매틱스와 UbiCom-T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림 6은 교통의 지능화 과정에서 IT 분야의 접목과 그로

인한 발전과정을 개념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표 2는 교통지

능화의 단계별 특성을 현 ITS, 텔레매틱스, 그리고

UbiCom-T를 통해 비교하고 있다.

교통 지능화의 목표는 교통효율과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교통 지능화를 위한

그림 3. UAE 두바이시의 텔레매틱스 프로젝트

그림 4. 스톡홀롬시의 혼잡통행료 징수 위치

표 1. 스톡홀롬시의 시간대별 변동 혼잡요금

TIME Charge

06:30 ~ 07:00 SEK 10

07:00 ~ 07:30 SEK 15

07:30 ~ 08:30 SEK 20

08:30 ~ 09:00 SEK 15

09:00 ~ 15:30 SEK 10

15:30 ~ 16:00 SEK 15

16:00 ~ 17:30 SEK 20

17:30 ~ 18:00 SEK 15

18:00 ~ 18:30 SEK 10

18:30~06:30 SEK 0

그림 5. ITS와 텔레매틱스 그리고 UbiCom-T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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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IT 진입은 주로 유선통신 기술과 도로 현장의 차량 감

지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주로 불특정 다수에 의한 정보

제공이 수혜자들이었다. 또한, 교통의 지능화는 텔레매틱스

기술을 통해 차량 내 장치를 통한 정보제공이 가능해져 특

정 다수를 위한 부가가치 정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였다.

게다가, 차량 자체가 프루브 데이터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교통정보와의 융합을 통해 정

보의 신뢰성은 상당히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통합이나 표준화 등이

이슈로서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다.

최근, UbiCom 기술을 교통에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교통의 지능화를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일반다수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든 관

계없이 선택적이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운전자 환경을 이루게 될 것이 분명하다.

UbiCom-T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은 프라이버시가

될 것이다. 영국 런던의 경우, 지금 현재도 공공과 민간 모

두 합쳐 50만개의 CCTV가 있고, 런던 시민은 3분에 한번

꼴로 CCTV에 노출된다고 한다. 따라서, UbiCom-T에 있어

서는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화될 텐데, 각종 센서가 모든

사람과 사물에 식재되어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쉽게 노출되

고 불필요하게 이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러한 프라이버시 이슈가 교통 분야에서도 활발히 논

의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된다.

5. UbiCom-T의 이슈와 교통부문의 역할

5.1 UbiCom-T하에서의 교통의 객체화 및 행동양식의 변화

도로 교통시설, 차량, 운전자 모두가 지능화/개체화되고, 이

들 각 개체들에 의해 수많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수집되며,

이들 개체 간의 상호 정보 교류는 최적의 교통을 위해 제어

되고 관리되는 환경으로 변화할 것이다.

가령, 도로에서는 지능화된 센서가 노면 상태, 시설물 상

태, 도로 기하구조, 도로 위험물 감지 등을 감지하고, 차량

은 도로 센서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원하는 곳의

원하는 교통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 요금정보와 소요시간에 따라 경로를 안내 받고, 교통류

관리를 위한 원격 신호제어, 도로 상에서 발행한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신속한 감지가 가능해진다. 이때, 어느정도의 수

준까지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이 도로 상에서도 가능한 환

경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위험지역을 달리는 차량

에게 경고 메시지를 그 당해 차량의 단말기를 통해 제시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노변 장치가 즉각 인지하고,

경찰, 병원 등에 자동 연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차량간의

정보 교류(차두거리, 차량간 상대속도, 경고메시지 등)를 통

해 안전운전 역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하에서 운전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를 선별하여 얻게 되므로, 경로선택 행동 등

운전자 행동 양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게다가, 차

량 내에 업무 환경이 마련되고, 문화활동을 위한 다양한 콘

텐츠가 확보되므로,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운전자의 행동 양

식은 달라질 것이다.

5.2 UbiCom-T의 이슈 및 대응

UbiCom-T의 주요 이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통

정보의 통합, 프라이버시 문제, UbiCom-T를 위한 신기술

적용 및 구현에 대한 현실적 로드맵의 마련, UbiCom-T에

대응 가능한 국가 ITS 아키텍처의 재정립 필요, 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표준화 작업의 참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은 이러한 이슈들과 교통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프라이버시 문

제와 표준화 작업에의 참여이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UbiCom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회 문제화 될 것으로 판단된

다. 타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유타주는

‘FRID 소비자 보호법안'을 통해 RFID부터 개인식별 정보를

얻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RFID 기술에 관한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안)’, ‘RFID 개인정보 보호 가

이드 라인(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과

정에서 교통분야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이슈가 함께 논의

되지 못한다면 교통 지능화의 목표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표준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정보

그림 6. 교통의 지능화(ITS) 과정

표 2. 교통 지능화의 단계별 특성 비교

구 분
교통의 지능화(ITS)

현 ITS 텔레매틱스 UbiCom

자료수집 장치 차량검지기: 지점 및 구간 소통상황 프루브 차량: 경로 소통상황 모든 사물이 정보원

정보제공 장치 VMS, 인터넷 차량 내 단말장치 모든 단말기

서비스 유형 정보를 활용한 교통관리부문 중시 차량 중심의 부가가치정보 개별적, 선택적 정보제공 서비스 중시

정보수혜 범위 시공간 제약이 강함 시공간 제약 완화 시공간 제약 해소

주요이슈 편익에 대한 회의 정보통합 및 표준화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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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 등에서 다루고 있는 UbiCom 관련 신기술 표준화가

‘가정’, ‘산업’ 부문 등의 제한된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교통분야 전문가가 이들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6. UbiCom-T를 위한 추진절차 및 체계

UbiCom-T를 위한 추진절차는 앞서 설명한 주요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추진체계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관

주도의 기구화와 민간협의체이다. 표 4는 대안별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UbiCom-T에서 UbiCom은 민간기술 중심, 교통기술과 콘

텐츠는 공공 중심의 기술로서, 민관의 협동이 중요한 요소이

고, 기술 발전속도를 고려할 때 신속한 의사결정 및 민간의

창의성이 중시되는 분야이므로 UbiCom-T의 추진체계는 민

관협의체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은 UbiCom-T의 추진체계 및 그 역할을 정의한 것

이다.

UbiCom-T 추진을 위한 협의체는 민간, 공공, 그리고 학계

로 구성된다. 민간은 관련기술 적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교

통정보 관련 수집장치 및 제공장치 개발, 응용서비스 개발을

주관하며, 공공기관은 ITS 아키텍처에 UbiCom-T의 수용 및

법/제도/예산, 그리고 표준화와 시범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학계의 경우는 주로 R&D 분야를

맡아 수집 및 제공 기술과 응용 서비스부분 등의 요소기술

연구를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UbiCom 환경 하에서 교통기술이 갖는 이

슈와 역할을 논의하였다. 먼저, 교통지능화의 과정으로서 IT

의 초기 진입에 의한 현 ITS와 UbiCom-T의 관계를 밝히

었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 Ubicom-T가 수용되면서 발생될

이슈들을 제시하였으며, 그러한 이슈에 대한 교통 분야의 대

응방안과 UbiCom-T의 추진 협의체를 논의하였다.

최근, 정보통신부나 산업자원부 등의 정부기관에서는

UbiCom을 국가적 전략 산업으로 보고 기술개발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 분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맞

추어 UbiCom-T를 위한 역할 정립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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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UbiCom-T의 이슈 및 교통분야의 대응방안

항목 이슈 대응 방안

교통정보 관련
콘텐츠의 통합

선결과제로서 공공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교통정보의 통
합이 필요

통합 및 배포체계 구축(참고: 도로교통정보 배포
체계 구축방안 연구, 도로공사)

기술 적용 및 서비스
구현에 대한 실현 가능

 로드맵 필요

신기술에 대한 기술적 한계의 몰이해로 기술 적용 및 구현
에 대한 비 현실적인 기존 사업 단위 로드맵을 재정비

관련 교통기술과 IT기술이 조화된 단계별 로드맵 
작성(예: 구간정보수집 및 가공기술과 관련 통신
기술의 조화 활용)

UbiCom-T를 수용하는
국가 ITS아키텍처의 재정립

UbiCom-T의 개념은 상당 부분 ITS 아키텍처 상에 수용되
어야 함. 특히, 정보수집 및 제공에 있어 많은 변경 필요 예상

UbiCom-T로 수용하는 ITS 아키텍처 ISP 연구 
및 구축 과업 필요

표준화 작업에 참여

여러 산업분야에 적용될 RFID와 같은 신기술이 교통분야
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함. 또한, 표준화 되지 않
은 콘텐츠는 활용이 매우 어려워 5Any 개념의 실현에 잠정
적으로 큰 제약이 됨.

교통관련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표준화 시행 및 
관련 예산 배정 필요. 정보통신부 등에서 추진하
고 있는 RFID나 무선통신 등의 표준화 작업에 
ITS 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프라이버시 문제 대두
언제 어디서나 인식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정보 교류 가
능한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무너져 개인 및 기업의 위치 노
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음

암호화 기술 적극 활용 및 법적 제도적 정비에 건
교부/지자체 적극 참여

 표 4. UbiCom-T 추진체계의 대안

구분 관 주도의 기구 민관 협의체

장점
일관성 있는 추진 및 공통기술
에 대한대규모 R&D에 유리

신속한 의사결정 및 민간의 창
의성 실현에 유리

단점 보수적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의 법적 집행력 약화

그림 7. 추진체계 및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