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교통안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4조에 따라 5년 단위의 지역교통안전기본계
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지역교통안
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보호, 안
전한 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역교통안전시행
계획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더욱이 세종특별자치시는 지금까지의 
유입인구 및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률로 미루어 보
아 향후 지속적인 교통량의 폭증이 예상되고 있으
며, 불가피한 교통사고의 증가, 도로정체 문제 등 
다양한 교통사회 문제가 예상된다. 이에 도로 인프
라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
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통문제를 해소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빅데이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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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교통정책 혁신 수요 및 기대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1], 아직까지 빅
데이터 기반의 교통안전 시설의 효용성이 부각되
지 않고 있다. 
 현재의 도로 교통안전 정책은 사고 잦은 곳 개선, 
도로안내 표지,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경험적 정책 
개발에 국한되어 있고 대부분 사후대응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 정책의 개선효과
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심으로 지속
적인 교통량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
반의 교통안전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2.1 국내 교통데이터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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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종특별자치시의 교통량 폭증으로 인한 교통 문제 증가 추세는 시설 인프라의 투자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교통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다. 교통데이터를 활용해 교통안
전정책을 수립한 국내·외 사례를 알아보고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정보 및 데이터 활용 실태 등을 분석하
여 CCTV를 활용한 주차정보 제공, 스마트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안전지키미 드롭존 설치방안을 제
안한다. 본 연구가 향후 세종특별자치시의 교통 안전망 강화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trend of increasing traffic problems due to the explosion in traffic volume in Sejong City has reached a level 
that cannot be solved by investment in facility infrastructure, so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 intelligent traffic 
environment based on data. By benchmarking similar cases in the domestic and overseas, and analyzing the traffic 
information of Sejong City, we propose a plan to provide parking information using Intelligent CCTV, a smart traffic 
signal control system, and a safe drop zon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a basis for establishing policies of the 
Sejong City traffic safety strateg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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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 데이터(심야택시 승·하차 
데이터 500만 건), 요일별/시간대별 유동인구 데이
터(KT 통화량 데이터 약 30억건), 빅데이터와 GIS
분석을 결합한 유도인구 패턴 분석 등으로 심야버
스 9개의 노선을 선정하여 50일간 운영한 결과 총 
30만 4천명, 하루 평균 6,079명, 버스 1대 당 일
평균 138명이 이용하여 일반 시내버스의 110명보
다 25% 이상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였다. 민관의 
빅데이터를 융합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1]. 또한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는 주정차 위반일자 및 장소, 차종, 차량 용도, 
차적 주소지 등 13개 유형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데이터로 주정차위반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감소를 통한 도로교통의 개선과 방문
자의 만족 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위반 건수가 
많은 지점에 대하여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며, 이동형 CCTV 
및 인력을 활용한 단속을 실시할 때 지역, 경로, 
시간대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수립할 수 
있었다[2]. 이외에도 교통카드 관련 빅데이터 활용, 
도로 교통혼잡 파악 가능한 전국교통혼합지도 개
발, 대구발 코로나19확산 분석 등 감염병 방역에도 
교통 관련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2.2. 해외 교통데이터 활용 사례

영국에서는 런던과 인근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
하기 위해 관측시스템의 데이터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여 혼잡 개선 및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등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을 조
정하는데 사용하였다[3]. 이외에도 노변장치를 통
해 수집된 자동차 운행정보 분석으로 도로 위험지
역 파악 및 개선활동 수행으로 차량 ECU 빅데이
터를 활용한 교통사고 예방에 활용하고 있다.

Ⅲ. 세종시 교통정보 및 데이터 활용현황

세종시의 2015~2019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
면 매년 증가 추세로 차대차 충돌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주의, 태만 등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이 높다. 시간대로는 출퇴근 시간대의 사고 발
생 비율이 높다[4]. 이는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
간대에 원활한 주행이 어려워 끼어들기 등의 운전
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분석되며, 근본적인 해결
책은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CCTV, 교차로감시카메라, 
VDS (영상검지기), DSRC-RSE (노변기지국) 등의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을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도로전
광표지판을 통해 도로소통 및 돌발 상황 등을 운
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도로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도로이용자에게 도로, 기상, 
교통상황 및 그에 따른 교통구제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제공서비스, 차량사고, 
고장차량 발생 등과 같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과 
공사, 행사, 시위와 같이 예측이 가능한 특별 상황 
등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돌발 상황
관리서비스, 버스정류장에서 승차 대기 중인 버스
이용자에게 실시간 버스 정보를 제공하는 대중교
통제공서비스가 있으나 세종시의 ITS시스템은 사
용자 서비스 구성이 제한적이고 구현된 기능이 단
순하여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Ⅳ. 교통데이터 활용한 정책 제안

4.1. 지능형 CCTV 기반 주차정보 제공

세종시는 차량 대비 주차 공간이 현저히 부족
하여 주차장 탐색을 위한 배회차량 및 불법주차로 
인한 사회적 혼잡비용 증가되고 있으며 주차정보
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고조되어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정보시스템
이 도입되었으나 이용실적은 저조하며, 가용 주차
정보만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또한 운영 중
인 주차정보시스템은 주차면 단위의 상세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도 그 효율
성이 떨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및 불법 주차 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차 공간 
부족 구간, 시간대를 확인하여 사설주차장 등 활용 
가능한 운영시설을 파악하여 스마트폰 어플 등으
로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근처 가능 주차장, 요금 
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주차장 탐색을 위한 불필요한 
운영비용을 감소를 통해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
을 것이다.

4.2. 스마트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도로교통법상 신호제어기 설치 및 관리는 지자
체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신호운영 전문 인력 부
족 및 예산 등의 문제로 신호의 유지관리와 개선
사업이 미흡한 실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신호제
어기가 온라인 제어(원격제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능적인 제어가 어렵고 신호운영DB 구
축도 관리대장에 수동으로 필요시마다 업데이트하
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의 교통량은 시간대에 따라 격차가 심하
므로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교통 혼잡 
최소화 및 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재 교통신호제어 기법은 사전에 조사된 하루 교
통량 패턴에 의하여 신호시간을 오프라인으로 계
산한 후 적용하는 것이다.[5] 인구유입 증가 등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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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도시 특성상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림 1과 같은 스마트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이 반
드시 필요하다. 또한 신호제어를 위한 IoT의 교통
신호 적용으로 24시간 실시간 자동화된 기술 도입 
및 교통상황 변화에 신호시간을 수시 조정할 수 
있는 신호제어기 온라인 제어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1. 빅데이터 기반 교통신호체계 개념도 

4.3. 안전 지키미 드롭 존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주정
차 차량에 의한 어린이 시야 확보 불량이다. 최근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법률개정내용[6]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가 추가되었다. 하지
만 학교 주변에는 주정차 소요가 있으나, 안전을 
위해서 도로에 승·하차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림 2. 학교 내 승하차구역 도입 설계안

학원차량 블랙박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승하차 
소요시간, 대기시간, 이용인원, 이용시간대 등 분석
하여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그림 2.와 같이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지정하거나 학교 내 어린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드롭존 구
역을 마련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Ⅴ. 결  론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주로 교통사고 고빈도 지역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교차로 시설개선, 도로 안내시설 개선, 
교통 단속 장비 설치 및 정비,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 등의 시설 인프라 개선 및 홍보, 교
육을 추진하고 있다.
 근본적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기반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구축을 통해 유용한 
교통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교통안전정책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교통데이터는 도시, 산업, 과
학 발전에 기여하는 자산이다. 내비게이션 교통정
보, 운전자의 운전 행태 등 차량운행기록, 지능형 
교통체계 등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기에 앞서서 각종 교통데이터가 데이터 관
계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자유롭게 유통되고 데이
터를 융합·분석하는 기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3가지 제안이 향후 세종특별
자치시의 교통 안전망 강화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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