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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업무요령 및 성능평가 제도 개선방안의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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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ITS 업무요령 및 ITS 성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법․규정의 개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ITS 업무요

령 및 ITS 성능평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제도

개선을 통하여 민원 발생의 우려를 줄이며,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ITS 장비와 센터의 유지관리 기준과

ITS 성능평가 업무의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분담 체계화, ITS 성능평가기관의 역할 정립과 기술위원회의 기능을 정립하여

ITS 성능평가 제도 개선 하에서 생산되는 교통 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를 도출할 수 있어서 ITS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및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se the related regulations and laws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performance tests and

methods. This study improves the reliability of present traffic information, reduce public discontent by systematic reforms and

reduce national and social costs through the analysis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performance tests’current status and problems.

This study will maximize the investment profits and efficiency of ITS system as the reliability of transportation information which

is created through the maintenance of ITS equipment and center, systemization of work responsibility through close analysis of

ITS performance test and overall evaluation of role of ITS performance assessment organization will improve and new level of

service will be 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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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이하 ITS)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 기술이 세

박자의 조화로 완성된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경우

하드웨어에 치중하여 구축하여 왔다. 운영 기술 부

재나 부실한 유지관리에 기인하는 문제가 발생하였

을 때에도, 이들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하드웨어 설치 물량 부족이나 최첨단 장비 부

족 등으로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

러다 보니 향후 사업은 무조건적 하드웨어 확장이나

맹목적인 새로운 기술트렌드 추종으로 진행되는 위

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용지물의 ITS라는 오명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에만 치중하는

방식의 사업으로는 시스템의 크기를 확장할 수는 있

으나 교통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치있는 유료화 전환

은 꿈도 꿀 수 없게 되므로 속빈 강정형식으로 진정

한 ITS의 발전은 없다. 하드웨어를 확장하고, 검증되

지 않은 새로운 하드웨어 신기술 트렌드를 추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1].

교통정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비와 자료

의 성능(performance)을 높여야 하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정(ITS 업무요령, ITS 성능평가 요령 등 관계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2-4].

본 요령들은 첫 번째 버전이 나온 이후 여러 가

지 개선해야할 사항들이 드러났으며, 이를 개선하

고 내용을 보완해야 국내 ITS 기술을 세계적인 수

준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ITS 성능평가 제도와 관련된 업무내용은 ITS 업무

요령 제6장 및 ITS 성능평가요령에 따라 교통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교통정보 수집 및 표출 장비

에 대한 성능 평가로서 기술시험, 준공전 성능검증,

정기검사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ITS 장비와 센터의

성능평가는 교통정보의 신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

다. 이것은 교통자료수집, 자료의 가공․처리, 정보

제공의 영역까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료의 수집 부문 가동률을 기반으로 하는 정확도

간섭현상 때문이다 [5-9]. 따라서, ITS 교통정보의 신

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S 장비 도입 전에 사전

시험을 통하여 좋은 장비를 선별하고, 도입 후에 주

기적으로 검사하여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 범위 및 흐름도

본 연구는 ITS 업무요령 및 ITS 성능평가 요령 개

선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ITS 성능

평가기관의 업무를 분석하고, ITS 성능평가기관과

성능평가 대행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한다. 그리

고 기술위원회의 운영 필요성 검토, ITS 장비와 센터

의 유지관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다. 그림 1은 ITS 성능평가 제도의 위계를 도식한 것

이다.

<그림 1> ITS 성능평가 제도의 위계
<Fig. 1> ITS performance test systems of 

hierarchical process

<그림 2> ITS 성능평가 제도 개선 연구 내용도
<Fig. 2> Revisions diagram of performance test 

systems for IT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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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TS 성능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관

리를 위하여 ITS 성능평가 제도를 연구한다 [2-5]. 그

림 2는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서 관계 법령 및 관

련 자료의 검토를 통해 미비점 및 문제점을 분석한

다 [10-16]. 국토해양부와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 집

단의 회의를 통해서 ITS 업무요령, ITS 성능평가 요

령, ITS 성능평가 시행계획에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

고 전문가 집단의 자문회의와 ITS 성능평가 업무요

령 개선 방안을 다루었다.

Ⅱ. ITS 성능평가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ITS 업무요령의 현황 및 문제점

ITS 업무요령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장 교통체

계의 지능화”와 관련하여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효율

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서, 일반총칙, 계획, 사업, 표준화, 운영관리, 성능평

가, 전문위원회, 효과분석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그

리고, IT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검사·검증, 교

정, 유지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2-5,17].

검사․검증은 운영과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성능평

가기관/표준적용검증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

시험․검증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ITS 시설․장

비의 기능 수정․보완하는 교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유지관리는 필요한 성능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전문적

인 유지 보수(직접 수행 또는 전문업체 위탁)를 수행

하는 것이고, 운영은 수집시설․장비를 이용한 교통

정보의 수집, 자료의 분석․가공, 관련 시설 제어에

활용, 일반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3,12,17].

따라서, 효율적인 ITS운영은 현장장비 주변 조건

(전력, 통신망, 교통, 도로 조건 등), 현장장비 유지관

리 이력, 각 센터의 지점별·구간별 교통량, 속도, 점

유율, 통행시간, 공사, 사고 등의 이력 자료와 관리

현황, 마지막으로 관리청 및 사업시행자가 기존 교

통정보 수집자료를 분석하여 현장 시스템을 추가하

거나 기존 시스템을 정비·보완하여 시스템의 품질관

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12,17].

표1은 ITS 업무요령 중 ITS 성능평가 관련 조항을

정리한 것이다.

ITS 업무요령

조항 제6장 ITS 성능평가 조항 제6장 ITS 성능평가

제47조 ITS성능평가 목적 제48조 ITS성능평가 적용범위

제49조 ITS성능평가기관 지정 제50조 ITS성능평가 시행계획 수립

제51조 ITS성능평가 시행계획 운영제52조
ITS성능평가의 종류및

결과통보

제53조 ITS성능평가 결과 활용 제54조 ITS성능평가 기술교류

<표 1> ITS 업무요령의 성능평가 관련 조항
<Table 1> Related provisions of performance tests on 

ITS working methods 

ITS 성능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5조2항에 의

한 현황조서와 ITS 구축·확장, 향후 계획 등을 ITS

성능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ITS 성능평가기관

은 제1항에 의한 제출 자료의 분석 결과와 ITS 서비

스 품질관리 등을 고려한 ITS 성능평가 시행계획(안)

을 마련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에 제출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ITS 장비 수

급 상황을 고려하여 성능평가 기준 및 방법, 성능평

가 일정(대상 지역, 장비, 기간 등), 조사 인력, 장비,

소요 예산, 기타 성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의 ITS 성능평가 시행 계획을 확정한다 [2-5].

그림 3은 ITS 성능평가 업무절차를 도식한 것이

다. ITS 시설․장비의 고장 예방과 수명 연장을 위하

여 분기․연간 정비 등의 계획적인 정비가 이루어지

도록 하여야 하며, 성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2-5].

성능평가 중 기술시험은 ITS 성능평가기관이 수

행하고, 준공전 성능검증은 관리청, 사업 시행자, ITS

성능평가기관, 평가대행기관이 수행한다. 그리고 정

기검사는 관리청, 사업시행자, ITS 성능평가기관, 평

가대행기관이 수행한다 [5].

ITS 업무요령 제50조에서는 성능평가를 위해 해

마다 ‘ITS 성능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

고, 이 계획에 따라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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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TS 성능평가 업무절차
<Fig. 3> ITS performance tests processes  

표 2는 ITS 업무요령의 문제점을 조항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법규조항 ITS 업무요령의 문제점

제48조 ITS 성능
평가 적용범위

ITS 센터, 전체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수
행할 수 있는 직무분석과 업무분장체계
의 적용범위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제49조 ITS 성능
평가기관 지정

ITS 성능평가 관련 기술교류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능평가기관과 성능평가 위탁기관
간의 역할/기능의 직무분담이 명확하
지 않다.

제50조 ITS 성능평
가 시행계획 수립
제51조 ITS 성능
평가시행계획운영

성능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비용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 있지 않고, 성능 평가 후에 계획
적인 정비를 위한 비용분석과 운영
효율화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

제52조 ITS 성능
평가의 종류 및
결과통보

기술시험 2년의 조건 및 예외 조항이
없다. 기술위원회의 역할과 효과가 명
확하지 않다.

제53조 ITS 성능
평가 결과의 활용

동일 종류, 동일 사양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교통정보 수집․제공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제54조 ITS 성능
평가 기술교류

ITS 관련 교육 훈련과 기술 전시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2> ITS 업무요령의 조항별 문제점
<Table 2> Issues of provisions on ITS working 

methods

2. ITS 성능평가 요령의 현황 및 문제점

ITS 성능평가 요령은 ITS 성능평가 기관이 현장에

설치할 ITS장비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임을 판단하

는 시험으로서, 평가대상은 차량검지기(VDS: Vehicle

Detection System), 차량번호인식장치(AVI: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 이동식 기준장비(PODEs: Por-

table Detec -tor Evaluation Systems)로서 성능평가 종

류 및 수행주체는 기술시험은 ITS 성능평가기관, 준

공전 성능검증은 관리청과 사업시행자 그리고 ITS

성능평가기관, 평가대행기관이다. 정기검사는 관리

청, 사업시행자, ITS 성능평가기관, 평가대행기관이

수행의 주체가 된다 [2-5,17].

차량검지기의 성능 기준 항목은 교통량, 속도, 점

유율이고 평가척도는 “100(%)-MAPE”를 사용하는데,

주중 3일간 매일 일출(기상청 예보 기준의 전후 15

분), 주간(일출 30분후 - 일몰 30분전), 일몰(기상청

예보 기준의 전후 15분), 야간(일몰 30분후 - 일출 30

분전) 각각에 대해 30분(최소 100대 이상)씩 1분 분

석단위로 실시한다 [17].

MAPE n
i 

n
Y i
Y i X i

× 
,

여기서, Yi = i 번째 분석단위시간의 기준값

(baseline data), Xi = i 번째 분석단위시간의 평가대상

장비 측정값

차량번호인식장치의 성능기준 항목은 인식률이고,

평가척도는 “100(%)-PE”를 사용한다. 주중 3일간 매

일 일출(기상청 예보 기준의 전후 15분), 주간(일출

30분후 - 일몰 30분전), 일몰(기상청 예보 기준의 전

후 15분), 야간(일몰 30분후 - 일출 30분전) 각각에

대해 30분(최소 100대 이상)동안 분석단위시간 30분

으로 수행한다 [17].

  Y
E
×

여기서, E = 분석단위시간동안 해당 장비가 번호

판을 오인식 또는 미인식한 차량대수, Y = 분석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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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동안 검지한 유효차량 대수

이동식 기준장비의 시험항목은 교통량, 속도이고

평가척도는 “100(%)-MAPE" 를 사용하며, 주중 2일

간 주간(일출 30분후 - 일몰 30분전), 야간(일몰 30분

후 - 일출 30분전) 각각에 대해 30분(최소 100대 이

상)씩 1분 분석단위로 실시한다 [17].

표 3은 차량검지기와 차량번호인식장치의 성능기

준, 그리고 이동식 기준장비의 성능기준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성능수준

기술 기준값

VDS

(교통량,속도,

점유율)

AVI

(인식률)

PODEs

(교통량,속도,주

야간)

최상급 ≧95 % ≧90 % ≧95%

상급 ≧90 % ≧80 % -

중급 ≧80 % ≧70 % -

중하급 <80 % <70 % -

<표 3> 차량검지기, 차량번호인식장치, 이동식
기준장비의 성능기준

<Table 3> Performance criteria of PODEs, AVI and 
VDS

성능평가는 준공전 성능검사와 정기 기술시험으

로 나누는데, 준공전 성능검증은 현장에 설치된 ITS

장비에 대한 성능이 관리청의 요구수준과 규정된 성

능수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ITS 사업 준공 전에 확

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준공전 성능검사에서 VDS의

평가방법과 기준은 교통량, 속도를 대상으로 평가척

도는 “100(%)-MAPE”를 사용하며 평가기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이상으로 한다. 검증은 교통

량, 속도 자료를 전체 차로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방향별 1개 차로에 대해 평가할 수 있

다. 주간(일출 30분후 - 일몰 30분전)에는 전수를, 야

간(일몰 30분후 - 일출 30분전)에는 무작위 20%를 1

시간(최소 200대 이상)동안 5분 단위로 평가하며, 루

프검지기와 같이 날씨, 조도 등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검지기의 경우 주간검사만을 수행할 수 있다.

준공전 성능검사에서 AVI의 평가항목은 인식률이

며, 평가척도는 “100(%)-PE"를 사용하며, 평가기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이상으로 하는데, 검

증은 30분(최소 100대 이상)간 30분 단위로 분석한

다. 주간(일출 30분후 - 일몰 30분전)에는 전수를, 야

간(일몰 30분후 - 일출 30분전)에는 무작위 20%를

평가하며, 기준은 기술시험과 동일하다.

정기검사는 기 구축 운영 중인 ITS 장비가 노후 등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능수준저하의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사를 말하는데,

정기검사 VDS 검사항목은 교통량, 속도이고, 평가척

도는 “100(%)-MAPE”를 사용하며, 평가기준은 준공전

성능검증과 동일하다. 검사는 준공 2년 후부터 2년마

다 수행하되 1년 단위로 총 평가대상장비의 50%를 윤

번제로 주간(일출 30분후 - 일몰 30분전)은 전수, 야간

(일몰 30분후 - 일출 30분전)은 20%를 수행한다.

AVI의 정기검사항목은 인식률이고, 평가척도는

“100(%)-PE”를 사용하며, 평가기준은 준공전 성능검

증과 동일하다. 검사는 준공 2년 후부터 2년마다 수

행하되 1년 단위로 윤번제로 총 평가대상장비의

50%에 대해 주간은 전수, 야간은 20%를 수행하며,

성능기준은 기술시험과 동일하다. 그림 4는 기술시

험의 절차와 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1단계 : 사전준비

2단계 : 장비설치

3단계 : 시험수행

4단계 : 결과분석 및 통보

- 시험방법 설명
- 시험기간 설명
- 시험장비 요구조건 설명

- 시험장비 사양 확인
- 시험실 및 검지영역 확인
- 시험장비 제작
- 시험장비 Calibration

- 시험기간 동안 자료수집
- 기상상황 기록
- 평가환경 통제

- 수집자료 분석
- 분석자료 검토
- 성적서 발급
- 성적서 유효기간 통보

1단계 : 사전준비

2단계 : 장비설치

3단계 : 시험수행

4단계 : 결과분석 및 통보

- 시험방법 설명
- 시험기간 설명
- 시험장비 요구조건 설명

- 시험장비 사양 확인
- 시험실 및 검지영역 확인
- 시험장비 제작
- 시험장비 Calibration

- 시험기간 동안 자료수집
- 기상상황 기록
- 평가환경 통제

- 수집자료 분석
- 분석자료 검토
- 성적서 발급
- 성적서 유효기간 통보

구 분 VDS/AVI VMS PODEs

1단계: 사전준비 5일

차후

추가

예정

1일

2단계: 장비설치 5일 -

3단계: 시험수행 3일 2일

4단계: 결과분석 및 통보 7일 2일

전체 총20일 총5일

<그림 4> ITS 장비 기술시험의 절차 및 기간
<Fig. 4> Process of ITS performanc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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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준공전 성능검증 및 정기검사 절차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준공전 성능검증 및 정기검사는 4단

계로서 1단계는 사전준비, 2단계는 검정수행, 3단계

는 결과분석, 4단계는 결과통보이다.

검정의뢰
(TMC/TIC)

검정실시
(검정기관)

향후 검정기간
동안 신뢰도 확보

교정의뢰
(검정기관)

교정실시
(장비설치업체)

재검정실시
(검정기관)

장비교체

1단계:사전준비

2단계:검정실시

3단계:결과분석

4단계:결과통보

-검정방법 설명
-검정기간 설명
-검정조건 설명

-자료수집

-수집자료 분석
-분석자료 검토

-성적서 발급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검정의뢰
(TMC/TIC)

검정실시
(검정기관)

향후 검정기간
동안 신뢰도 확보

교정의뢰
(검정기관)

교정실시
(장비설치업체)

재검정실시
(검정기관)

장비교체

1단계:사전준비

2단계:검정실시

3단계:결과분석

4단계:결과통보

-검정방법 설명
-검정기간 설명
-검정조건 설명

-자료수집

-수집자료 분석
-분석자료 검토

-성적서 발급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구 분 일정 내 용

평가대상

장비
VDS / AVI / VMS / IPDS / PODEs

신청 및

접수
※검증 및

검사는

부정기

수행하므로

시행일정을

성능평가기

관과

관리청이

조정할 수

있음.

- 기록부작성

- 접수증 수령

사전준비
- 시험조건 설명 및 확인

- 시험장비 사양 등 확인

시험수행
- 시험실시, 결과출력물

날인봉인

결과분석 - 수집자료 분석․검토

결과통보
- 심의위원 평가의뢰

- 시험성적서 발급

<그림 5> 준공전 성능검증 및 정기검사
<Fig. 5> Performance verification for permit 

completion and periodic tests

본 연구에서는 ITS 성능평가 개선을 위하여 현장

의 사안과 ITS 성능평가 업무의 문제점을 분석하였

다.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TS 성능평가기관 업무의 직무분석을 통한

업무분장 체계화가 필요하다. 직무분석은 ITS 성능

평가기관의 업무추진 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의 원인

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ITS 성능평가 업무 사항들은

발주처의 업무역할, 사업자의 업무역할, 법․제도적

업무 역할과 ITS 성능평가기관 간의 위상 및 역할

분담체계이다. 이러한 업무를 조직적으로 체계화하

기 위해서는 ITS 업무의 특수성을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직무분석에 따

른 직무분담을 명확히 하여 표준 업무내역과 직무상

관도, 수행평가도 등의 유기적이고 체계화된 성능평

가체계를 구현하며, 네 가지 측면의 ITS 성능평가 업

무를 수행도 측면에서 수치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ITS 성능평가기관과 성능평가 대행기관 간

의 위상 및 역할 분담 정립이다. 성능평가 기관은 법

제도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경직성과 정해진 예산

의 제약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

어서 ITS에 대한 전문기술 향상이 부족하고, 민첩한

기술대응이나 건전성이 높은 평가기술 확보가 어렵

다. 또한, 투자대비 과다한 기대를 가지고, 과다 경쟁

및 과다 제안을 유도하는 측면과 성능평가 대행기관

에게 예산에 비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성능평가 대행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내실 있는 평가 시스템 구축

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성능평가기관의 부담으로 귀

결된다. 성능평가기관의 전문 인력 부족과 ITS 운영

경험 부족으로, 첨단기술개발이나 센터 운영단말 성

능기술 부분에 대하여는 요구사항을 제대로 내지 못

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장 시설물이나 하드웨

어에 치중하여 사업관리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써

소프트웨어나 센터 운영단말 부분이 상대적으로 완

성도가 떨어지게 구축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이는

운영자의 운영기술을 발전시키고 시스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셋째, 이동식 기준장비와 도로전광표지 시험의 법

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ITS 업무 요령 및 성능평가

요령에서는 이동식 기준장비와 도로전광표지의 기술

적인 시험방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체계가 보완

되어야 한다.

넷째,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따른 기능 정

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ITS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

스템의 효과는 장비의 지속적인 신뢰성 확보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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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TS 성능평가 기관의 업무
<Fig. 6> Working drafts of ITS performance test agency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인적 자원에 의해 좌우된다.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영입하여 확충하는 것이 공무

원 조직의 문제로 어렵다고 할 때, 기존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 정보기술은 하루

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교통정보를 산출하는 장

비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기술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지방 중소도시의 소규모 관제센터

의 경우, ITS 성능평가는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이들 센터의 운영을 위한

교육 훈련도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중요한 핵심기

술의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역할을 규정하고 의사결정하는 기술위원회의 기

능과 현장 기술 개선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

된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현장경험이 있

는 해외 성능평가기관 간의 기술교류가 첨단의 신기

술을 접목하고 발전하는 데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ITS 장비와 센터의 유지관리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신뢰성 있는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시스템 운영의 최적화보다 기본 바탕이 되는 장

비 상태 최적 유지라는 전제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

에서 장비의 유지관리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센터

에서 장비의 작동상태를 파악하고, 장비의 유지보수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확립하여 유

지보수 업무를 효율화 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센

터 운영단말에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이

다. 시스템 구축 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는 도

로의 물리적 여건이 바뀌거나 시스템에 변동이 생기

면 그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라미터

값들도 운영자가 운영하면서 상황에 따라 조정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기능이 갖추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홍보, 관리체계의 부재이다.

ITS 성능평가 업무에서 주기적으로 지자체 및 센터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성능 향상 교육 및 훈련을 제

공함으로써 ITS 장비와 기준장비를 발전시킬 수 있

다. 그리고 센터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최신 개발 장

비를 상시 전시함과 동시에 해외 기술교류와 국제적

인 기술 변화의 흐름을 비춰볼 수 있도록 전시·홍보

하는 대화의 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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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TS 성능평가 기관과 평가대행기관의 역할 분담
<Fig. 7> Roles of ITS performance test agency and related agencies  

<그림 8> 이동식기준장비에대한정확도검사기준
<Fig. 8> Accuracy criteria for PODEs 

Ⅲ. ITS 성능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

1. ITS 업무요령 개선 방안

우선, ITS 성능평가기관 업무의 직무분석을 통한 업

무분담의 체계화를 들 수 있다. ITS 성능평가의 제반

사항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ITS 성능평가기관의 직무분

석을 실시하였다. ITS 성능평가 업무 사항들은 발주처

의 업무역할, 사업자의 업무역할, 법․제도적 업무역할

과 ITS 성능평가기관 간의 위상 및 역할 분담이다. 이

러한 업무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ITS 업무의 특수성을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들

네 가지 측면의 ITS 성능평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개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6은 ITS 성능평가기관의 직

무분석을 기반으로 업무내용을 체계화한 것이다.

ITS 성능평가기관 업무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우

선, 복합시스템인 ITS의 특성에 맞는 인허가, 설계

및 시공, 감리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성능기준이

불명확하고 산출물이 일반화되어 있지 못한 특성이

있어서 ITS 사업을 저가입찰 방식에 의해 추진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

로는 사업기간 1-2년 내에도 기술발달이 빠르게 진

행되어 이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법과 제

도적 측면에서 성능평가기관과 성능평가 대행기관의

업무와 기능 역할(방법론 개발, 업무수행, 교육 및

훈련, R&D 및 기술교류)을 규정하여 법적인 제도화

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ITS 성능평가기관의 위상과 성능평가 대행기

관의 역할이다. ITS 성능평가기관은 필요에 따라 성능

평가 대행기관을 둘 수 있는데, 현재 요령상에는 성능

평가기관과 성능평가 대행기관의 기능/역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ITS 성능평

가 분야의 일괄적인 접수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ITS 성능평가기관과 성능평가

대행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일관

되고 통괄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

요가 있다. 그림 7은 ITS 성능평가 기관과 평가대행기

관의 역할 분담을 정리하여 개선안을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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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ITS 성능평가 제도상의 기술위원회 운영
방안

<Fig. 9> ITS technical committee for 
performance test 

<그림 10> ITS 센터 및 장비의 유지관리
<Fig. 10> ITS center and equipment maintenance 

셋째, 이동식 기준장비 성능평가 제도 정립이다.

이동식 기준장비는 ITS 성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능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

다. 따라서, 이동식 장비의 성능평가 기준을 실제 구

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한 필요가 있으

며, 이를 통해 성능 평가의 객관성이 진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8은 이동식 기준장비에 대한 정확도 평

가 기준을 정리하여 제도화를 제안한다.

넷째,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정립이다. ITS 업

무요령에서는 성능평가 결과를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중인 성

능평가 요령에서는 실측값을 근거로 하여 판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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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임무가 부여되지

않는 기술위원회 제도는 폐지하여 현실성 있는 제도

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림 9는 ITS 성능평가 제도

상의 기술위원회 개선 방안이다.

다섯째, ITS 장비와 센터의 유지관리 기준 설정이

다. 신뢰성 있는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

스템 운영의 최적화는 물론이고, 이의 바탕이 되는

장비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ITS의 성능평가와 더불어 계획/설계에서 유지관리까

지의 ITS 품질관리가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시스템 구축 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는 도로

의 물리적 여건이 바뀌거나 시스템에 변동이 생기면

그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응용 프로그램에

서 사용되고 있는 파라미터값들도 운영자가 운영하

면서 상황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제

를 발견하고 수정 보완을 하며 실시간 교통운영관리

를 수행하기 위해 ITS 센터의 운영 단말에 성능 향

상 시스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성능 향상 시스템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 단말에

시스템 운영 기능, 장비 유지관리 기능, 데이터베이

스 유지관리 기능을 부가하여야 한다. 운영 단말의

시스템 운영 기능으로는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수

집⋅가공⋅제공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가를 파악하

고,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원인을 쉽게 추적하여 운영

자가 실시간 환경에서 쉽게 수정하고 제어할 수 있

는 기능이 대표적인데, 현재 ITS 센터 운영 단말에는

기본적인 모니터링 기능 밖에 구현되어 있지 않다.

ITS 장비의 유지관리 기준 외에 교통 정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센터의 실시간 통행시간 정보로

서, 이에 대해 교통정보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성능

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림 10은 ITS 센터 및 장비

의 유지관리와 기준안을 정리한 것이다. ITS장비는

설계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의 전 단계에서 품질관리

루프를 수행한다 [12,18].

2. ITS 성능평가 요령 개선 방안

ITS 성능평가 요령 제5조에서 기술시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비 외에도 주정차 단속장비의 경

우 실제 기술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ITS 장

비 중 신규로 기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의 경

우(예를 들어, 주정차 단속장비, BIS 장비 등)는 시

험 기준을 마련하는 심도깊은 연구를 시행할 필요

가 있다.

주정차 단속장비의 경우, 기존의 기술시험 시행

사례를 보완하여 기술시험 기준을 만들고, 이를 ‘ITS

사업시행계획’에 실어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표 4는 ITS 업무요령의 개정안 항목이다. 기술시

험 성적서의 유효기간은 VDS와 AVI의 기술시험의

성적서는 현재 2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동식 기준

장비의 경우는 6개월로 한정되어 있다.

ITS 업무 요령 제52조(ITS 성능평가의 종류 및 결과

통보) ③ 기술시험은 시험성적서 발행일 기준으

로 2년간 유효하며, 교정검사 주기는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 정한다.

ITS 성능평가 요령 제6조(기술시험의 시행 등) ② 제

5조의 VDS와 AVI에 대한 기술시험 성적서의 유

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동식 기준장비에 대한

기술시험 성적서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표 4> ITS 업무요령의 개정안의 항목
<Table 4> Provision of revised ITS working methods

VDS와 AVI 유효 기간의 경우, 상위 규정인 ITS

업무요령에서는 구체적인 연한 규정을 삭제하고, 하

위 규정인 ITS 성능평가 요령에서는 2년 연한의 근

거(예: 전자 부품의 성능 향상 등), 공사중인 사업의

경우 유효 기간의 적용 방안(예: 발주 시점 기준), 유

효기간의 연장 등의 상세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 5는 ITS 성능평가 요령의 개정안 항목이

다. 이동식 평가기준장비의 적용 기준은 영상 이미

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추출하는 AVI 또는 VDS의 경

우, 자체적으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

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통정보의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비 센서에 대한 원격 보정

(calibration)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

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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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성능평가 요령 제12조(이동식 평가기준장비) ① 관

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제9항 각호의 장비에 대하

여 준공전 성능검증 및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 기

술시험을 득한 이동식 기준장비를 이용하여 검증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이동식 기준장비는 평가대상장비 검지영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량, 속도 자료를 수집

하고, 기술시험결과 최상급이상이며, 증거자료 확

보를 위한 영상자료 수집이 가능하도록 한다.

<표 5> ITS 성능평가 요령의 개정안의 항목
<Table 5> Provision of revised ITS performance tests

3.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

ITS 성능평가 제도는 교통체계효율화법(안)에서

성능평가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표 6은 교통체계효

율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ITS 성능평가 관련 조항

의 개정내용을 정리하여 제안한 것이다.

제80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①국토해양부장관

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시스템 및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

도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

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기준을 제정·고

시한 때에는 구축·운영 중인 장비 ·시스템 및 서비스

가 지능형교통체계 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이하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확인결

과 구축·운영중인 장비·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능형교

통체계성능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성

능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⑤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업무를 제4

항에 따른 성능평가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다.

⑥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신뢰도 평가에 관한 절차·

방법 및 성능평가전담기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6> 교통체계효율화법개정안의성능평가관련항목
<Table 6> Related provisions of performance tests in 

transport systems efficiency regulation

Ⅳ. 결론 및 토론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ITS 업무요령 및 ITS 성능평가 요

령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

이 도출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TS 업

무요령과 성능평가 요령 및 시행계획을 분석한다.

제시된 문제점은 1) ITS 성능평가기관 업무의 직무

분석을 통한 업무분담의 체계화, 2) ITS 성능평가기

관과 성능평가 대행기관 간의 위상 및 역할 분담 정

립, 3) 이동식 기준장비의 성능평가 기준 제도화, 4)

기술위원회의 역할 정립, 5) ITS 장비와 센터의 유지

관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ITS 장비 및 센터의 개

선안 도출이다.

연구결과, 제안된 개선안은 표 7에서와 같이, ITS 업

무요령, 성능평가 요령, 시행계획의 개선을 제안한다.

문제점 개선안

ITS 성능평가기관 업무내

용 정립

ITS 성능평가 시행계획에

반영

성능평가 기관과 대행기관

간의 위상 및 역할 분담

ITS 업무요령 제49조제3

항 수정

이동식 기준장비 검사 기

준 정립

ITS 성능평가 요령 제12조

제2항수정

기술위원회 구성 및 역할

정립

ITS 업무요령 제52조 제4

항 수정

ITS 장비 및 센터 유지관

리 기준 정립
ITS 업무요령 제53조 수정

주정차 위반단속장비 성

능평가 기준 정립

ITS 성능평가 관련 조항

신설

<표 7> ITS 성능평가 제도 개선안 요약
<Table 7> Summary of suggestion for improvement 

systems in ITS performance test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성능평가와 관련된 ITS 관

계 법령 개정(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과 연구 항목

을 도출하는 것이다. 성능평가 관련 ITS 법령의 개정

은 진행중이며, 성능평가 관련 연구 항목을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할 분야이다. 향후 ITS 성능 평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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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주력해야 할 부분은 교통정보의 품질을 높이

기 위한 것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17-20]. 따라서, ITS 장비와 센터의 교통정보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장비 및 센터의 품질인증제도를 도

입하고, 품질인증제도 확립을 위한 운영 관리를 비

롯한 장비와 센터 전문인력 확충,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토론

교통정보의 품질 확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ITS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근간이 된다. 따라

서, 기구축된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시민들

이 체감하는 ITS 효과를 상승 시킬 수 있도록 대안

을 모색한다. 이러한 것의 사례로서 센터 간 통합/연

계를 통한 글로벌 서비스에 대비한 표준화 연구와

센터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자료의 2차 활용 방안 강

구(예: 교통상황 예보를 위한 전문가 시스템 개발),

그리고 ADUS(Archived Data User Service) 도입을 고

려할 수 있다 [21-27]. 그림 11은 센터에서 수집된 자

료가 실시간 제어 및 정보제공 외에 저장 및 가공하

여 다양한 수요자에게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용자 서비스개발을 고려한다.

<그림 11> ITS 센터및장비의기능제고추진체계
<Fig. 11> Propulsion system of the enhanced  

capabilities of ITS equipments and center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사용자 서비

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다양한 연구와 워크샵 등

을 통해 1999년 국가기본계획에 ADUS를 사용자 서

비스로 추가한 바 있다 [8,21-23]. 우리나라에서도

ADUS 도입을 통해 실시간 정보제공 외에 거의 쓰임

새가 없는 센터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시스템

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데이

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이용자 그룹(정책 입

안자, 교통계획자, 교통학자, 엔지니어)에게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가공 및 저장하

여 제공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ADUS 구축효과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개별적 필요에 의해 따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인력에 의해 부분

적으로 수집되는 자료에 비해 센터의 자료를 사용하

게 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신뢰성 높은 자료를 광

범위하고 미세한 수준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

리고 제반 교통정책 수립에 있어, 센터에서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하게 되어 정책의

신뢰도와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과를 통해 제도 개선이 되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매우 크다. 우선,

불명확했던 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민원 발생의 우려

가 줄어들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교

통 자료의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면 교통정

보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가 도

출됨에 따라 ITS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및 투자 효과

극대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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