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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자동결제시스템의실증실험

_ 심 일·전문연구위원·apsim@reseat.re.kr

최근과학기술동향 [1] ITS 자동결제 시스템의 실증 실험

머리말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란지능형교통(知能形交通) 시스템또는고도도로

교통(高度道路交通) 시스템이라고부르기도한다. 문명의발달은인간삶의질을향상시켜

주었지만그반면에여러가지자연훼손이라던가대기오염, 공해등의갖가지부작용도

유발시켜주고있다. 특히일상생활과 접한관계가있는교통환경은급증하는교통량

으로인하여교통사고의발생, 지체와정체, 배기가스로인한대기오염등의문제는심각

한상태에이르고있으며, 선진각국에서도교통문제해결을위한꾸준한노력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교통시설 투자나 재래식 해결방식으로는 그 한계성을

극복하기에역부족인것이사실이다. 이러한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

최첨단의정보통신과전자제어기술을접목시켜이루어진기술, 다시말해서「정보화」와

「지능화」에의해신속, 저렴하고안전한교통환경을확보하고운 의효율화를기할수

있는교통문화의일대혁신을가져오고있는새로운교통시스템이급속히떠오르고있으며

이시스템을ITS라고부르고있다.

안전하고효율적인교통사회를이루기위한노력은ITS 기술과그서비스의실용화를촉진

시키고있으며, 첨단전자기술의발전과더불어더욱지능화되어가고있다. 차량항법장치

(car navigation)도 점차고도화되어가면서, ETCS(자동요금징수시스템 :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나 DSRC(전용 근거리 무선통신 :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등과같은사회적인인프라와연계하여개발해나가면서종합정보처리

시스템으로서의형식을갖추고급속하게발전되어나가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12월부터 첨단 무정차 통행료 징수 시스템인 하이패스가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을 비롯하여 수도권의 모든 고속도로에 확대 설치

되어출퇴근시간대에톨게이트에서의지체및정체시간이획기적으로개선되었고, 하이

패스이용차량이크게늘어나고있으며옆차선의교통소통에도크게기여하고있는것

으로나타나고있다.



지식정보인프라 |통권 23호 | 2006. 08_ 67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2

ITS는「사람·자동차·도로」가삼위일체가되어정보를주고받는교통안전과교통의효율화를

기할수있는시스템이다. 교통의최적화를통하여정체와지체를해소하여주고따라서에너지

절감을비롯하여지구환경을보존하여인류와공존할수있도록하여준다. ITS는단지도로교통

만을지능화시켜주는것에머물지않고, 철도, 항공, 해운등다른교통시스템과의연계를꾀함

으로서더욱훌륭한사회문화를만들어갈수있는국가차원에서추진해야하는프로젝트인것

이다. ITS의 구성은 <그림 1>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다양한정보시스템과인프라스트럭처로

구성되어유기적인연관관계를갖고관리운 되는복합시스템이라고할수있다.

여기에서는 일본의 사단법인 자동차기술회(JASO)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자동차 기술」2006년 2월호에 게재된

특집기사“ITS-Second stage에로”의 가운데 일부인

ITS 자동결재 시스템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하 고,

2005년 3월 25일부터 9월에 걸쳐서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2005년 일본 아이이치·지구 박람회」(EXPO

AICHI 2005)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자동결제시스템에대한실증실험에

대한평가결과에대하여기술하 다. ITS 자동결제시스템에

대한실증실험은일본정부의지원아래경제산업성의위탁및「ITS의규격화사업」의일환으로,

박람회가개최되었던회장주변과나고야시내의민간주차장에서박람회개최와동시에시작하여

폐막후에도계속해서실시하여오고있다.

ITS 자동결제(自動決濟) 시스템

ITS 자동결제 시스템은 자동 요금징수 시스템인 ETC

(Electronic Toll Collection)에서사용되고있는무선통신

기술DSRC(전용근거리통신 :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s)를 응용 개발한 서비스 방식이다.

DSRC 노축기(路側機 : Road Side Unit), DSRC 차량

단말기(On-Board Equipment) 및 IC 신용카드를 이용

해서주차요금이나급유대금등을신용결제하는방식의

시스템인것이다.

일반주차장에서의실증실험은 19개소의주차장에총 40

기의 DSRC 노측기를 설치하고, DSRC 차량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이 출입할 때마다 IC 신용카드에 의한 범용

결제(ITS 자동결제)를하고, 신용결제와주차장출입관리등에대해서, 운전자나주차장사업자

로부터평가를받는방식으로실시하 다.

<그림 1> ITS와 연관된시스템의구성

<그림 2> DSRC 응용서비스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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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자동결제시스템의실증실험에는현재유료도로통행시에보급되어사용되고있는 ETC

차량단말기를그대로사용하여서도주차장출입장에서결제가가능한주차장도포함되어있다.

더욱이주유소에서의급유대금결제에도확대적용하여, 실증실험을통한DSRC 응용서비스

의보급이촉진되도록하 다.

ITS 자동결제 시스템 실증실험

가. 실험의 목적 및 규모
(1) 실험의 목적

ITS 자동결제시스템실증실험의목적은다음과같다.

·ITS 자동결제시스템의실증실험을실시하는환경을구축하고, 시스템의구체적인모습을

제시하여준다.

·DSRC 응용서비스와관련된표준사양안의타당성및유용성에대한검증을실시하고, ITS

자동결제의평가를하여준다.(상호접속성과상호운용성의검증)

·ITS 자동결제시스템의사업성을확인하기위해, 사업자나사용자의입장에서평가하여준다.

(2) 규모

「2005년일본국제박람회」가열리는박람회장주변과Nagoya 시내를중심으로Aiichi 현내에서

실증실험을실시하 다. DSRC 차량용단말기는시험초기에는50대로시작하 지만, 6월부터는

실증실험모니터링을일반인들까지동원하여실시하 기때문에순차적으로증가하게되었다.

실험규모는아래와같으며, 주차장의ITS 자동결제시스템으로2 종류의서비스제공을실시하 다.

·주차장: 19개소(DSRC 노측기: 40기)

·차량단말기: 230대(DSRC 차량단말기: 약 160대, ETC 차량단말기: 약70대)

나. 실험 시스템의 서비스 내용
(1) DSRC 신용결제 서비스

새로개발된DSRC 차량용단말기와보통의IC 신용카드에의해범용

결제를하는서비스를상업시설주차장이나공공교통과의접속점

주변의17개주차장에서실현하 다. 그실시내용은<그림3>과같다.

주차장 진입 시에 차량에 장착된 DSRC 차량 단말기에서 지불

의사확인버튼을누르면, 주차장입구에설치된 DSRC 노측기로

신호가 가서 주차권 없이도 문이 열려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주차장을 나갈 때에는 이용시간, 요금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로DSRC 노측기로신호가가서문이열린다.

(2) 출입관리 서비스

출입관리서비스는ETC 차량단말기의고유번호WCN(Wireless Call Number)을미리시스템에

등록해 놓고, 출입관리와 자동결제 서비스에 대한 시험을 박람회장의 신체장애자용 주차장과

<그림 3> DSRC 신용결제서비스시스템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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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주차장 2곳에서 실시하 다. 대상 차량의 등록은 그 주차장의 계약이용 차량 중에서

ETC 단말기를장착하고있는차량을대상으로하 다. 각각의서비스내용은<그림4>와 <그림

5>와같다.

다. 실험 시스템의 기능 확인시험
(1) DSRC 신용 결제 서비스 확인시험

현지의 17개소의실증실험실시주차장에서 IC 신용카드를삽입한복수의DSRC 차량단말기

탑재차량의주차장출입과신용결제등일련의동작에문제여부를확인하는아래와같은확인

시험을 한 결과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들 시험은 각각의 해당 표준규격에 준하여 시험

하 다.

○무선통신접속확인시험

사단법인 전파산업회(ARIB)가 제정한 DSRC 시스템 표

준규격ARIB STD-75에의거한시험을실시하여노측기

와차량단말기사이의무선통신이문제없이잘실행되는

가를확인시험하 다.

○ ASL 접속확인시험

주차장에서의 결제 시스템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DSRC 신용결제 시스템에는 DSRC-

ASL(Application Sub Layer) 표준규격 ARIB STD-T88에의거한 DSRC-ASL을실장(實裝)

하고있다. 바로ASL 수준에서의노측기와차량간의무선통신접속과차단이정상적으로실행

되고있는가를확인하는시험을하 다.

○보안접속확인시험

DSRC 응용 서비스의 신용카드 결제에서의 DSRC 통신

구간에서의보안확보는매우중요한항목이다. DSRC 신

용결제시스템에는재단법인일본자동차연구소(JARI)에

서보안요건, 보안모델이나운용계획안등을검토하고,

재단법인도로시스템고도화추진기구(ORSE)가개발한

보안플랫폼(DSRC-SPF ; Security Plat Form)이탑재

되어있고, 이것에대한접속확인시험을실시하 다.

○기본응용접속확인시험

DSRC 응용서비스로상정된이용형태에대해서과부족없이대응가능한 6 가지의기본응용

성으로분류되고, 그노측기와차량단말기간의응용성연계가규정되어있다. 이것은 JARI에

서제안하 고, ARIB에서는인터페이스가이드라인(Interface guideline)으로책정되어있다. 

실증실험의DSRC 신용결제시스템에서필요한응용성으로서차량단말기지시응답응용성과

IC 카드액세스애플리케이션(access application)의 2가지응용성에대해서접속확인시험을

<그림 4> 신체장애자용주차장출입관리시스템의개요

<그림 5> 일반 주차장의차량출입관리서비스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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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 다. 차량단말기의지시응답응용성은노측기시스템으로부터특정의지시정보를차량

단말기에통지함과동시에단말기의입력기구(버튼등)로부터의응답을노측기시스템으로보낸

다. 또한 IC 카드액세스애플리케이션은, 노측기시스템의요구에맞춰서외부단자가있는 IC

카드의국제표준규격 ISO/IEC7816에서규정하고있는방법으로 IC 카드에액세스하기위한기

능을제공하는것이다. DSRC 차량단말기는 ISO/IEC7816에 의거한 IC 신용카드를대상으로

하고있다.

○상호접속성확인시험

시스템이문제없이가동되기위해서는복수의개발업체가만든DSRC 차량단말기와DSRC 노

측기사이의통신문제가발생하지말아야한다. 이번실증실험에서는2개사의차량단말기를준

비하 고, 17개소의주차장에이미설치되어있는주차장설비와접속되어있는DSRC 노측기

와의사이에, 상기의무선통신, ASL, 보안, 기본응용성등의접속확인시험을실시하여, 상호

접속성을확인하 다.

○결제기능확인시험

결제처리장치와결제처리센터간의통신확인및결제처리확인시험을실시하 다. DSRC

차량단말기에 IC 신용카드를삽입해서, 실증실험실시주차장에서입장, 퇴장을실시하 고결

제처리장치상에서당해카드소유자의출입정보및매상정보의확인을하 다.

○총합시험

현지의17개소의실증실험실시주차장에서는IC 신용카드를삽입한복수의DSRC 차량단말기

탑재차량에의해주차장출입과신용카드결제의일련의동작이문제없이실행 되는지와탑재

하지않은차에대해서도실험실시전과마찬가지로기존의주차권으로도이상없이정상적인

출입이가능함을확인하 다.

(2) 입출관리 서비스의 확인시험

○차량단말기고유정보인식확인시험

각사제의ETC 차량단말기가갖고있는고유정보인기기의고유번호(WCN)가출입관리서비스

주차장의노측기시스템에서바르게인식되는지를확인하 다.

○결제정보인식확인시험

ETC 차량단말기의기기고유번호(WCN)를결제처리장치에등록하고, 결제에이용되는등록

차량의출입시각이정확히인식되는가를확인하 다.

○총합시험

현지2개소의실증실험실시주차장에서ETC 차량단말기를탑재한복수의등록차량이순차적

으로자동출입이가능한가를아래의시험으로확인하 다. 비등록차량(ETC 차량단말기를장

착한차량과장착하지않은차량)의 경우나, 일반차량이장애자주차구역에주차하려할경우

입장이불가능한것을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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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서비스의 평가

가. DSRC 신용결제 서비스의 평가
DSCR 신용결제서비스의평가에대해서는, 2005년 3월

25일의실험개시시점부터서비스를체험토록한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가 설문에 의한 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각

평가 항목의 결과는 <그림 6>에서 <그림 9>에 표기한

바와같다.

○주차장 출입 시 게이트 통과시간에 대한 설문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이 응답자의 약 60%가 무난하 다고

답변하 다.

-주차장진출입이모두무난하 다(59.0%)

-주차장진출입모두시간이걸렸다(20.5%)

-주차장진입시에시간이걸렸다(15.4%)

-주차장을빠져나갈때시간이걸렸다(5.0%)

○DSCR 신용 카드 결제 시스템의 편리한 이점으로

서는 현금 지불, 창문 개폐, 좁은 주차 등을 하지

않아도된다는것을꼽았다.

-현금지불불필요(29.6%)

-창문개폐불필요(21.7%)

-바짝붙일필요없음(12.2%)

-좌, 우핸들차량모드사용이용이(12.2%)

-주차장을빠져나가는시간이빨랐다(10.4%)

○DSCR 신용 카드 결제 시스템을 주차장 이외의 다른

장소로의 확대 적용에 대한 응답으로는 드라이브

스루, 셀프서비스주유소등을선호하고있었다.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 (31.9%)

-셀프서비스주유소(28.7%)

-유인주유소(20.2%)

-자동세차기(16.0%)

나. 출입 관리 서비스의 평가
출입장 관리 서비스의 평가에 대해서는 우선, 장애자용 주차지역이 있는 주차장에서는 그곳에

설치한DSRC 노변기지국시스템에장애자용차량의ETC 차량단말기고유번호WCN을등록

해서해당차량이도착하면자동적으로장애자용주차지역에설치된플랩판이내려가도록하여

주차를할수있도록하 다. 이용자설문조사에서도주차장뿐만아니라고속도로의 SA/PA의

<그림 6> 진출입시게이트통과시간에대한평가

<그림 7> DSRC 신용결제서비스의좋은점

<그림 8> 주차장이외의이용희망장소

<그림 9> DSRC 차량단말기의구입희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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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용주차지역에서도이와같은시스템을적용하여등록된차량만주차를가능하게하기를

원하는사람이많았다.

이번 실험에 참여한 일반인의 차량에 대해서도 ETC 차량 단말기 고유번호를 등록해서 민간

주차장에서의 출입장 관리 서비스를 실시하 다. 월간 계약자 약 30명을 대상으로 미리 기기

고유번호를데이터베이스에등록해서, 자동적으로출입이되도록하 다. 이용자조사결과약

80%를 넘는 사람이“매우 만족”, 또는“대체로 만족”하다고 응답하 고, “창문의 개폐가 필요

없다”거나, “진출입이무난하 다”는것을이시스템의장점이라고평가하 다.

주차장 사업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시스템의 보급이 한층 더 잘되기 위해서는 차량 단말기의

보급과 설비의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차장 내 혹은 주차장 주변의 혼잡이

완화되는 것과 주차권 등의 소모품 소모량이 감소하여 주차장 관리가 용이한 이점도 있다는

평가도있었다.

맺음말

ITS 자동결제시스템의실증실험은박람회장의장애자용주차지역을제외하고18개주차장에서

박람회 폐막 후에도 계속 실시 중에 있으며 박람회장의 장애자용 DSRC 노변 기지국도 이설

검토중이다.

DSCR 신용 카드 결제 시스템의 실증 실험은 2005년 6월부터 주차장의 일반 이용객 중에서

모니터요원으로모집하여실험을하 으며, 설문조사를통해서이용자의수용성이나시스템의

개선요망사항등을파악할예정으로있다.

실험대상주차장의사업자에대하여서도설문이나의견청취등을통해서사업자의수용성과

시스템의개선점등을파악할계획으로있다.

ITS 자동결제 시스템의 실용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유용성, 편리성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각종박람회나모터쇼에서시연을한다거나, 비디오상 , PR, 팸플릿배포등을통해서

적극적으로본실험에대한소개를할필요가있다.

DSRC 응용서비스의조기실현및보급의추진을목적으로하고있는DSRC 보급촉진검토회와

연대를하고있고, 사무국은재단법인도로신산업개발기구(HIDO), ARIB 및 JARI가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의 검토 결과와 더불어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보

교환을 실시하고 범용 ITS 자동결제 시스템의 보급 촉진을 위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본문

에서특히인상적이었던것은장애자용주차지역에플랩판을설치하여일반인이함부로주차할

수 없고, 등록된 장애자의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이었다. 장애자를 배려

하는좋은제안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