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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들어,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U-시티의 심이 증 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산업분야에서 이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다양한 U-시티 서비스 에서도  교통 분야 서비스는 다

른 U-시티 서비스 에서도 가장 활발히 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 분야 에서도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교통정보제어 서비스를 한 비즈니스모델과 비즈니스 모델 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

다.  이를 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해 살펴보고 교통정보제어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기 해 표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를 제시하 다. 제시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U-교통정보제어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로세스를 도출하 다. 본 

연구 결과, 교통정보제어서비스에서 4개의 표 서비스를 도출하 다. 도출된 세부 서비스에서 이해 계

자, 수익자, 수익가치 모델을 도출하여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U-교통정보제어서비스의 비즈니스 모

델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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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teresting of U-city with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ies has increased and 

u-city services can improve people's quality of life. Among the u-city services, traffice service 

is actively developed in our live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business model and business 

model process in u-intelligence traffic service. To propose the research purpose, we examined 

the prior business model and investigated u-intelligence traffic information and control services. 

And also, we draw scenario and used it to identify business model. To efficiently understand 

proposed business model, we built business model process of u-intelligence traffic information 

and control services. The results of study, we draw 4 representative U-intelligence traffic 

information and control service. Based on representative services, we proposed business model 

and business model process with stakeholder, benefiter and value model.  This study concludes 

with implications of the study results as well a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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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 기존의 통신 분야에서 국한되

어 사용되었던 정보통신기술이 유비쿼터스 환경에 

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U-시티 건설을 해 리 이

용되고 있다[1]. U-시티란 주거, 산업, 문화, 행정 등 사

회 반 인 도시 기능을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기획 기부터 효율 이고 체계 으로 구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안 , 복지 등 도시기능

을 획기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1][2].  U-시티 

개념, 인 라 등 다양한 시각으로 U-시티와 련하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설 분

야에서 U-시티와 련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져 왔는

데 주로 이 분야에서는 유비쿼터스 빌딩이라는 개념으

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의료, 방재, 주거, 

교육, 교통 등 도시를 구축하는데 있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U-시티와 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

이다[3].

다양한 U-시티 련 분야 에서 교통 분야는 다른 

U-시티 분야에 비해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질

으로 교통이라는 분야는 시민들의 삶과 매우 한 

련이 있으며, 실생활에서 차량에 양방향 내비게이션 

등 최신 정보통신기기 등을 탑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으로 송받아 운행 시 이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다른 U-시티 분야에 비해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

하여 다양하게 도로운행 정보  제어에 실제 으로 이

용되고 있다. 

U-시티, 특히 교통분야와 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차이 을 가지고 있다. 첫

째, 기존의 U-시티 서비스들은 부분 상용화에 이르

기보다는 기 단계에 있고, 기 단계의 연구들은 비

즈니스 측면의 요인들보다는 서비스의 기술 인 부분

에 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즉, 시민들의 

가치를 악하지 않은 체 기술 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해 계자간의 가치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

발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의 U-시티환경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련한 연구들은 주로 유비쿼터스 환경을 용

하지 않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자 하 다. 인터넷의 격한 발달로 인해 공 자와 수

요자간의 계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인터넷

이나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거래 방법으

로 변화되었다[5]. 하지만 e-비즈니스나 m-비즈니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서로 다른 정보기기를 활용하기 때문

에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 용시켜 살

펴보았을 때,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U-교통 서비

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의 교통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한 고려가 필요

하다. 교통 분야에서의 유비쿼터스 기술의 활용은 새로

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가능  하며, 이를 이용하는 시

민과 경찰청, 도로공사, 기상청 등과 같은 계기  그

리고 교통정보제공사업자, 통신회사 등과 같은 계사

업자간의 계들 역시 새로운 서비스를 발 시키는 순

환  구조를 보이게 된다[5]. 즉, U-시티와 련하여 유

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U-교통서비스 역시 기존의 교

통정보제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과는 다

름을 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U-교통 서비스 에서도 재 

시범 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본 서비스인 교통정보제

어 서비스에 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 교통정보제어서비스에 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고 비즈니스 모델 로세스를 

제안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 으로 한다.

Ⅱ. 비즈니스 모델 

2.1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 
과거의 많은 연구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한 정의가 

범 하게 정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모

델에 한 정의는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고 있다[4][6]. 

그  Timers[7]의 정의는  가장 리 쓰이고 있는 비

즈니스 모델 정의로서 “제품과 서비스, 정보의 흐름에 

한 아키텍처로 다양한 비즈니스 액터들과 그들의 잠

재  이익, 수익의 원천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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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른 연구자들도 이와 비슷하게 비즈니스 모델에 

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를 들어, Leem 등 [8]은 비

즈니스 모델을 비즈니스의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하여 

이해 계자들간의 가치를 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

기 인 비즈니스 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한, Methlie등 [9]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있

어 사업을 한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

다. 따라서 과거 비즈니스 모델에 한 정의를 토 로 

살펴보았을 때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

어 유. 무형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

다. U-교통과 련하여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비즈니

스 모델은 유비쿼터스 교통 환경에서 교통과 련한 유

비쿼터스 컴퓨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의 다양한 요

소들을 통해 유.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2.2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구성 요소 
기존의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주로 텍스트 기

반의 언어로 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텍스트 기반의 비

즈니스 모델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

다[4]. 텍스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은 주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표 하게 되며, 하나의 시나리오에서는 등장

인물, 성격, 역할 등이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에서

도 그와 응되는 것들이 있게 된다[10]. 

한, 구축된 시나리오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통일된 표 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남연과 권오병[4]

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제시되었던 비즈니스 모델 

요소들을 악하여 정리하 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표

하는데 있어 요한 요소로 액터(actor), 흐름(flow), 

시스템(system), 기술(technology) 4가지를 제시하

다. 액터는 일련의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로 

정의내릴 수 있다[11-13]. 액터의 범주로는 customer, 

stakeholder, firm, purchaser, seller 등으로 표 될 수 

있다. 흐름은 액터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과정

에서 나타나는 매개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흐름의 세

부 요인으로 정보, , 서비스, 가치의 제공이 될 수 

있다. 시스템 요인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시스템으

로 정의되고 컴퓨  시스템의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

트웨어 등이 표 인 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요소는 

흐름에서 어떠한 기술이 사용되었는가를 표 하는 것

이다. 본 연구는 교통정보제어 서비스에 한 비즈니스 

모델에 한 연구로서 다음 에서 에서 제시한 4가

지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주요 요인들을 이용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 

Ⅲ. 교통정보제어 서비스 

U-교통정보제어서비스는 U-교통서비스에서 제공되

는 표 인 서비스로서 유/무선망  개별차량에서 수

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계기 , 기업, 개별차량에 교통

정보를 달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획일

이고 일방 인 교통제어  정보제공 서비스에서 벗

어나 실시간이고 분석 인 방법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

한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통과 련

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 이 있다. 아래 [그림 1]

은 교통정보제어서비스에 한 서비스개념도로서 각종 

교통시설물에 부착되어 있는 신호검지기, AVI 등과 시

민들이 휴 하고 다니는 모바일 기기, 도로공사 등 

계기 의 정보들을 도시통합운 센터에서 취합하여 네

비게이션, 노면 표시 , 인터넷, 다양한 모바일 기기 등

을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 수집된 정보

들을 분석하여 진입로 리나 노선 리, 고속도로 

리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1. 교통정보제어서비스 개념도

U-교통정보제어서비스는 세부 서비스로 크게 교통

안 정보제공서비스, 교통정보수집서비스, 교통정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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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서비스

주요서비스 내용

교통안전
정보제공
서비스

작업구간교통
관리

작업구간 내 차량 및 작업구간 접근차량에게 정
보제공 및 경로수정

사고 모니터링 
및 확인

사고지역 내 차량 및 사고지역 접근차량에게 정
보제공 및 경로수정

접근관리 특정 위험구간 접근시 정보제공 및 경로수정

신호 디스플레
이 알림 경고 차량안전통신을 통한 차량내 신호 알림 및 경고

진입 차량 알
림 경고 진입로 차량 알림 및 경고

차량내 신호 
및 경고 시스
템

차량안전통신을 통한 차량 위급정보 및 경고 전
달

교통정보
수집서비
스

교통모니터링 도로변 센서, 차량 내부 센서 및 영상전송장치
를 통한 교통량 모니터링

위험요소 모니
터링 및 관리

도로변 센서, 차량 내부 센서 및 영상전송장치
를 통한 위험요소 모니터링

노면 상태 관
리

교통량 정보 및 외부정보(관계기관 : 기상청, 경
찰청 등)를 통한 노면 상태 관리 수집 및 관리

도로 날씨 정
보 모니터링

RWIS(Road Weather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한 도로 날씨 정보 수집 및 모
니터링

교통정보
제공서비
스

교통 및 도로 
정보 제공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교통 및 도로 
정보를 제공

도로변 정보 
제공

차량내 단말기 및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도로변 
교통편의시설 정보 제공

목적지 경로 
검색 서비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경로 검색 서
비스 제공

도로날씨정보 RWIS를 통해 수집된 날씨 정보를 다양한 매체
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

교통제어
서비스

지역적교통관
리

특정 지역에 대한 속도조절, 차로변경, 경로수
정 등 교통 관리

가변도로관리 반복정체구간에 대한 지속시간 및 영향권을 예
측하여 차로변경 관리

외곽도로 및 
고속도로 관리

외곽도로 및 고속도로 속도조절, 차로변경, 경
로수정등 도로 사용량 조정

고속도로 교차
로 관리 고속도로 진입로 정보 전달 및 경고

가변 요금제관
리

반복정체구간에 대한 지속시간 및 영향권, 주변
도로 사용량을 종합하여 지역별 가변 요금제 서
비스 제공

혼합도로 관리 혼잡도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속도조절, 차로변
경, 경로수정 등을 통한 혼잡관리

공서비스, 교통제어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다. [표 1]에

서 보는바와 같이. 교통안 정보제공서비스는 작업구

간 내 차량  작업구간 근차량에게 정보제공  경

로수정을 한 작업구간 교통 리, 사고지역 내 차량 

 사고지역 근차량에게 정보제공  경로수정, 특정 

험구간 근시 정보제공  경로수정, 차량안 통신

을 통한 차량내 신호 알림  경고, 진입로 차량 알림 

 경고, 차량안 통신을 통한 차량 정보  경고 

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교통정보수집 서비스

는 도로변 센서, 차량 내부 센서  상 송장치를 통

한 교통량 모니터링을 한 교통모니터링, 도로변 센서, 

차량 내부 센서  상 송장치를 통한 험요소 모니

터링, 교통량 정보  외부정보( 계기  : 기상청, 경찰

청 등)를 통한 노면 상태 리 수집  리, 

RWIS(Road Weather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한 

도로 날씨 정보 수집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교통정보제공서비스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운

자에게 교통  도로 정보 제공, 차량내 단말기  모

바일 등을 이용하여 도로변 교통편의시설 정보 제공하

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운 자에게 경로 검색 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RWIS를 통해 수집된 날

씨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운 자에게 제공하게 된

다. 마지막으로 교통제어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 한 

속도조 , 차로변경, 경로수정 등 교통 리, 반복정체

구간에 한 지속시간  향권을 측하여 차로변경 

리, 외곽도로  고속도로 속도조 , 차로변경, 경로

수정 등 도로 사용량 조정, 고속도로 진입로 정보 달 

 경고, 반복정체구간에 한 지속시간  향권, 주

변도로 사용량을 종합하여 지역별 가변 요 제 서비스 

제공, 혼잡도로에 한 모니터링  속도조 , 차로변

경, 경로수정 등을 통한 혼잡 리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표 1. 교통정보제어서비스의 세부 서비스 및 주요 내용

교통정보제어서비스는 재 일본, 미국, 스웨덴 등 선

진국을 심으로 실제 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에 지 약을 해 스마트웨이21 (smart 

way21)이라는 사업을 통해 첨단교통서비스가 실시

이며, VICS 실시간 도로교통 정보제공, 내비게이션, 

ECTS, OBE와 DSRC를 통한 교통정보제공  수집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미연방교통성에서 도시를 

심으로 ITS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텍사스에서 ITS를 실시 에 있다. 녹색산업을 시하

는 스웨덴의 경우 Green wave system을 운 하고 있

다. 이 시스템은 신호에 의한 불필요한 차량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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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써 에 지 약  교통량 감소효과에 을 맞

추고 신호기에 설치된 단말기와 차량내 단말기의 정보

교환을 통해 교통량을 악, 신호를 제어하는 서비스를 

시행 이다. 

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비즈니스 모델은 시나리오

를 통해 텍스트로 표 할 수 있다. U-교통정보제어 서

비스는 크게 기본 인 교통정보제공서비스와 교통제어 

서비스로 서비스가 제공되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각 

서비스의 시나리오  비즈니스 로세스에 해 설명

하도록 하겠다.

Ⅳ. 교통정보제어 서비스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해 교통

정보제어서비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  시나리오

를 제시하고자 한다. 

4.1 교통정보서비스 시나리오 
아래 시나리오는 교통정보제공 서비스에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나리오 에서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 이 많이 내린 추운 겨울날 A씨는 회사에 출근하

기 해 자가용을 타고 집을 나섰다. A씨는 차에 앉는  

순간 항상 리는 구간을 생각하니 짜증이 나기 시작했

다. 그는 차량에 부착된 종합교통정보단말기를 이용하

여 재 도로 상태  노변 상태, 도로 날씨정보를 도시

통합 운 센터와 네비게이션 회사 서버에 속 후 이를 

확인하 다. 도시통합운 센터와 네비게이션 회사에서

는 A씨가 출근할 도로에 있는 작업구간 정보, 사고구간  

정보, 변경된 진입로 정보, 개별차량정보흐름정보, 교

통량정보  도로 노면상태정보 등을 도로변 센서, 차

량 내부 센서  상 송장치를 통해 종합 으로 수집

/ 분석한 후 A씨가 출근할 최 의 도로 정보를 종합교

통정보단말기에 추천하 다. A씨는 최 의 도로 상태

인 도로를 악한 후 회사로 출근하 다. 종합교통정보

단말기에서 추천한 출근길의 도로는 평소 출근하는 도

로보다 많이 한산했고, 노변 표시 에 제공되는 통

행량정보, 경로정보, 사고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악

할 수 있었다. 지난밤 이 많이 내려서 도로 상태는 평

소보다는 좋지 않았으나 우회 도로를 이용한 A씨의 출

근시간은 평소와 비슷하게 출근할 수 있었다.”

의 시나리오에서 살펴보았을 때 A씨 에서 차

량에 부착된 종합교통단말기를 통해 교통안 정보서비

스를 제공받았으며, 도시통합운 센터에서는 각종 센

서  상장치를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수

집한 교통정보를 분석하여 A씨의 종합교통정보단말기

에서는 A씨의 최 의 목 지 경로를 제공하게 된다.  

4.2 교통정보제어 서비스 시나리오 
다음 시나리오는 교통제어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비즈

니스 모델을 시나리오 에서 표 한 것이다. 

“ 이 많이 내린 추운 겨울날 A씨는 자가용을 타고  

에 있는 연구소에 출장을 가게 되었다. 연말이라 

차량이동이 많았고, 고속도로 곳곳이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테헤란로의 잠실방향 2Km 진입 에 테헤

란로의 출근시간이라 많이 막혔다. 출근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을 즈음  가변차선에 란불로 바

면서 도로상황은 훨씬 나아졌다. 한편 그 시각, 종합교

통정보 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B씨는 고속도로에 진

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갑자기 증가하여 정체 구간이 

속도로 늘어남을 인지하 다. 차량의 원할한 소통을 

해 B씨는 주요 고속도로 진입로를 제외한 나머지 진입

로에 한 통제를 하기로 결정하 다.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운 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해 진입로 주변 3km에 있는 차량들에게 종합교통정보

단말기를 통해 진입 통제 지역을 달하 다. 한 테

헤란로의 교통이 출근시간으로 인해 많이 려있는 것

을 확인하고 가변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호등 체계

를 변경하 다. 그 결과 차량 흐름이 보다 원활하게 소

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 시나리오는 교통제어서비스 에서도 가변도로 

리와 고속도로 진입로 리와 련한 시나리오이다. 

 2개의 시나리오에서 살펴보았듯이, U-교통정보제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 Vol. 10 No. 5356

그림 2. 교통정보제어서비스 비즈니스프로세스

서비스는 신속하게 교통의 흐름을 악하여 운 자의 

안 운행  주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하 다. 다

음 에서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구축된 비즈니스 모

델 로세스 다이어그램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Ⅴ. 시나리오에 기반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래 [그림 2]와 같이 U-교통정보제어서비스는 교통

정보서비스를 기반으로 교통 제어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된다. 아래 그림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도식화한 비즈

니스모델 로세스 다이어그램을 제시한 것이다.

반 인 U-교통정보제어서비스는 교통과 련된 

정보를 개인차량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센서  상장치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유/ 무선

망을 통해 도시통합운 센터로 송하게 된다. 경찰청, 

병원, 도로공사 등 계기 에서도 교통사고 정보, 도로 

공사 정보 등 다양한 시설물  련정보들을 도시통합

운 센터로 송하게 된다. 도시통합운 센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교통정보를 정보유형에 맞게 분류하고 

이를 계기   계기 , 개별 차량  일반시민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통량, 진입로, 가변차량 등을 제어

하여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통제하게 된다. 

교통정보제공서비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분석한 후 도시통

합운 센터에서 직  시민  개별차량들에게 교통량 

정보, 가변차량정보, 치정보, 사고 정보, 노면상태정

보 등을 송하게 된다. 한 계사업자들에게 와 

같은 정보를 송하여 계사업자들의 가입자들에게 

정보를 재 송할 수도 있다. 한, 차량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사고 정보 등과 같은 정보들을 경찰청이나 병

원 같은 계기 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처하게 된다.

아래 [그림 2]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교통정보제어서

비스에는 통합운 센터, 계기 , 일반시민, 계사업

자들이 포함된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 요소의 액터

(actor)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로 정

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다. 의 그림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은 교통정보, 

정보 이용료, 세  등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서비스, 

, 가치로서 비즈니스 모델의 흐름(flow)에 해당 된다. 

이러한 로세스에는 수요/공  망이 구성되어 하나의 

완 한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게 된다. 의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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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정의에 따라 이해 계자들 간의 수익 가치를 악

하게 되면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하여 나타낼 수 있다.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교통안 정보서비스, 교통

정보수집서비스, 교통정보제공서비스, 교통제어서비스 

4개로 세분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도시통합운 센터에서는 시민과 개별차량, 계사업

자  계기 들에게 교통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세

, 정보이용료, 데이터 리비 등의 수익가치를 발생시

킬 수 있다. 계사업자의 경우 일반 시민  운행 인 

개별 차량들 뿐 아니라 련 다른 사업자에게 교통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료  단말기장비 매 등

의 수익 가치를 발생시키게 된다. 계기 의 경우 시

민이나 계 사업자들에게 교통정책에 한 정보를 제

공하고 세   정보이용료를 통해 수익가치를 발생시

키게 된다. 를 들어, 재 상태의 교통  도로 정보

를 도시통합운 센터에서 취합하여 일반 시민이나 개

별 차량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운 자 는 시민에

게 재 교통  도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뿐만 아니

라, 련 다른 기업체들에게도 정보이용료  시설 이

용료를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표 2. 이해관계자들 간의 가치원천
제공 서비스 이해 계자 상 수익가치모델

교통안전정
보서비스

도시통합운영센터
시민 세금
개별차량 세금
관계사업자 정보이용료
관계기관 교통시설이용료

관계사업자
관계기관 정보이용료
시민, 개별차량 정보이용료, 장비

판매비, 수신료
관계기관 시민 세금

관계사업자 정보이용료

교통정보수
집서비스

도시통합운영센터 관계사업자 정보이용료
시민 세금

관계사업자 관계기관 교통시설정보료
관계기관 관계사업자 교통정보수집 이

용료

교통정보제
공서비스

도시통합운영센터 관계기관 정보이용료, 데이
터관리비

시민 세금
관계 기관 관계기관 정보이용료

시민 정보이용료

교통제어서
비스

관계사업자 시민 정보이용료, 장비
판매비, 수신료

관계사업자 시민
도시통합운영센터 관계사업자 정보이용료

시민 및 개별차량 세금

Ⅵ. 결론 

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토해양부를 주 으로 U-시

티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른 U-시티분야에 비해 교통 분야는 재 가장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 의 하나이며, 시설설비뿐 아니

라 자동차 자체 내에서도 유비쿼터스 기술이 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교통 분야 

서비스 에서도 가장 기본 서비스인 교통정보제어서

비스에 한 세부 서비스  이에 한 비즈니스 모델

을 제안하 다. 비즈니스 측면 고려 없이 제공 가능한 

기술  측면에 을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1]. 이로 인해 부분

의 u-서비스들이 상용화로 이어지는 것이 매우 드문 실

정이다[4]. 따라서 제공 가능한 기술  측면에 을 

맞추기 에 필요한 서비스 악이 요하며 이에 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명확한 사업 모델을 수

립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U-교통정보제어서비스를 교통정보안

서비스, 교통정보수집서비스, 교통정보제공서비스, 

교통제어서비스 4가지 서비스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해 , 본 연구에서는 교통정보제어서비스에서 나

타날 수 있는 표  시나리오를 정보제공서비스와 제

어서비스를 심으로 작성하 고, 이를 기반으로 비즈

니스 로세스를 도출하 다. 한, 이해 계자, 제공서

비스, 수익가치 모델에 을 맞추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 다. 

비즈니스 모델은 에서 제시한 이해 계자, 제공서

비스, 수익가치뿐 아니라 시스템, 기술 등의 요소가 필

요하다[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기술에 

한 논의는 하지 않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시스템은 

크게 통합운 센터에서 설치되는 서버, 교통시설물에 

장착된 각종 센서류, 통신망 기술  시설물간의 정보

교환 장치로 이루어지게 된다[1]. 기술의 경우 애 리

이션, 랫폼기술, 각종센서와 서버 등의 인 라  

송장치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로 구성되게 된다[1]. 이러

한 시스템  기술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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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게 되고, 새로운 기술  시스템이 등장할 경우 

교체  변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

서는 기본 인 시스템  기술의 구성요소만을 제시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을 

용시키기 해서는 시스템  기술요인들을 용하여

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 U-시티구축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이를 실질 으로 구축한 

사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일부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제안한 비즈니

스 모델에 한 성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U-시티와 련한 기술 

심 연구와 달리 시민들의 욕구  가치를 악하여 비

즈니스 모델을 제시하 다. 이러한 U-교통정보제어서

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  계기 들에게 의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

여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속 가능한 유비쿼

터스 환경 하에서 교통 상황에 합한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도로 이용자들과 운 자들의 차량운행에 있어 원

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할 수 있음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거시 으로, 이와 같

은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실 된다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제어를 통해 운 자들의 연료

감 효과  환경에 악 향을 끼칠 수 있는 기오염, 

소음  운행시 나타나게 되는 차량진동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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