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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의 지능형 교통체계(ITS)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한 ITS 사업시행지침  각 ITS 표

에 의하여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ITS 설비에 한 기술  특징과 시공․구축에 한 기술기 이 마련되어 있

지 않은 채, 단 몇 개의 사업시행지침과 정보교환기술에 치우쳐 있는 ITS 표 만으로는 스마트한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을 기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행 법  제도의 황  문제 을 악하고 스마트한 지능

형 교통체계(ITS) 구축을 한 기술기  제정의 필요성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BSTRACT

  In Korea, it is constructing th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ITS) in according with the ITS project implementation guideline and 

each ITS standard on the basis of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ation System Efficiency Act". However, only a few ITS project 

implementation guideline and ITS standard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re not able to construct a smart ITS, without 

technical regulation for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main ITS equipment. Therefore, in this paper, we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and look for the necessity of technical regulation enactment for the smart ITS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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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으로 증가하는 교통

수요, 이에 으로 못 미치는 교통시설의 공 , 이로 

인해 생기는 양자의 괴리는 체증을 시한 많은 교통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 이상 공 인 측면에서 별다른 

책이 부재한 시 에서  세계는 교통량의 시․공간

 분산을 통한 교통시설의 효율성 제고에 심을 기울

이게 되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부산물이 바

로 지능형 교통체계(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인 것이다.[1]

지능형 교통체계(ITS)는 효과 인 교통체계를 실

하기 해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첨단기술을 활용하

여 기존의 교통체계를 좀 더 효율 으로 사용하거나 새

로운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첨단기술이 복합

된 분야이므로 기술  효과가 높아서 타 분야와의 동

반성장이 가능함에 따라,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국가차

원의 기본계획 수립, 국가 ITS 아키텍처 정립, 추진조직 

정비  법 ․제도  기반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2]

이에 우리나라는 1999년 ｢교통체계효율화법｣제정에 

이어서 2010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면 

개정한 후, 지능형 교통체계(ITS) 추진  타 교통수단과

의 연계교통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마련하

다.

그러나 계부처간의 이견으로 주요 ITS 설비에 한 

세부기술기 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설계, 감리, 시공  

유지 리 등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효율 인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 하기 해서는 정보교환기술에 

한 연구  표 제정 뿐만 아니라 주요 ITS 설비의 주

요특성과 시공기술에 한 기술기 이 필요하며, 이에 

앞서 기술기 의 제정 근거 마련  행 법체계의 정비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술기 의 필요성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

하는 모든 디바이스들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

되더라도 통신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기본 

제로 하고 있다는 에서 더욱 요시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재 진행되고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 황과 주요 ITS설비에 하여 살펴보고, 보

다 효과 인 ITS 구축을 한 련 법령의 정비에 한 

필요성과 행 법령  제도의 문제 과 개선책에 하

여 논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ITS 추진 황

재 구축되고 있는 ITS 인 라는 고속도로 3,860km

(도로연장 100%), 일반국도 2,554km(19%), 지자체 도로 

5,555km(8%) 등 총 11,969km에 달하는 ITS 서비스 구간

이 구축되어 있다.

그림 1. ITS 인 라 구축 황
Fig. 1 IT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Status

한, 국 도로  13,535개 지 에 설치된 차량 검지

기와 5,186  CCTV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교

통상황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시간 버스 

치․도착정보 등을 알려주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은 

52개 지자체에 구축․운  에 있는 등 우리나라는 

2001년 국가 기본계획 수립 후, 2009년까지 2조 1,147억 

원을 투자하 다. 그러나 지능형 교통체계의 효과 인 

교통 리  운 을 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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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969km에 달하는 국내 ITS 구축구간(교통정보 수

집 구간)은 국 포장도로 연장 비 14.2%에 불과하며, 

구축범 가 소하여 교통정보 네트워크 형성이 미흡

하고 단 구간(missing link)이 많아 정체시 우회경로 안

내가 미흡하고 체 인 교통정보 활용성 하  서비

스 연속성이 떨어진다.[3]

구 분 도로연장(㎞) ITS구축(㎞) 구축비율(%)

고속국도 3,860 3,860 100

일반국도 13,474 2,554 19

도시부도로 66,862 5,555 8.3

합 계 84,196 11,969 14.2

표 1. 도로별 ITS 구축 황
Table. 1 ITS Construction Status

2011. 12월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에 따라, 도로․자동차, 철도, 해상, 항공

교통 분야  수단간 연계분야의 기술개발․표 화 등 

지능화 기반 조성을 추진하여, 항공, 철도, 시외버스 등 

지역간 교통수단과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 도시교통수

단의 운행정보를 통합하는 TAGO(Transport Advice on 

GOing anywhere)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4]

따라서 스마트한 교통 인 라를 확 하고자 재 

국 도로 ITS 구축률을 14%에서 2020년까지 30%로 확

하는 등 교통정보 연계성 강화  단 구간 해소로 활용

효과를 극 화할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을 효율 으로 실 하기 해서는 건설․

정보통신 등 각 분야별 설계 기 과 시설․장비의 품질 

기  등의 기술  기 이 확립되어야 하며, 주요 ITS 설

비의 원활한 설치  유지보수를 한 표 화 작업이 서

둘러 이루어져야 한다.

2.2. ITS 구성 설비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을 하여 필요한 주요 

ITS 설비는 교통 리운   정보센터 설비와 교통시스

템 장설비로 구분할 수 있다.[5]

교통 리운   정보센터 설비는 교통상황실, 방송

실, 안내데스크 등으로 구성되며, 안정성과 신속함을 갖

춘 종합 인 교통 리체계를 마련하여 유․무선통신을 

통해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 최소의 인력과 비용으로 

도시 체의 교통 리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2. 교통 리운   정보센터 설비 
Fig. 2 Traffic management, operations and 

information center facilities

이어서 교통시스템 장설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1. 폐쇄회로 텔 비 (CCTV) 시스템

도심지내의 간선도로  교차로에 한 CCTV 교통

감시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통 제센터에서 동 상에 

의한 교통감시와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

으로서 도로 장의 CCTV 감시카메라와 통신장비, 센

터의 상제어․신호제어 서버  컴퓨터 시스템과 

상표시 시스템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3. 폐쇄회로 텔 비 (CCTV) 시스템
Fig. 3 CCTV System

그림 3과 같이 CCTV 감시카메라로 도로 장에서 촬

한 상정보는 통신장비를 통하여 센터로 송되

고, 센터의 디스 이 시스템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상정보는 다시 상제어와 신호제어를 거쳐 이용자에

게 필요한 서비스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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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자동차량인식시스템(AVI,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

첨단 기, 자공학기술, 학 그리고 컴퓨터 공학기

술을 이용해 주행 인 이동 차량의 번호 을 자동으로 

순간 포착하여 독, 인식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능을 갖추었고, 촬  장치를 사용하여 포착

된 차량의 상을 신경망(Neural Network) 방식으로 구

된 소 트웨어로 독, 인식한 후 정보를 자료화 하며, 이 

자료를 경찰청 주 산기(Host Computer)의 범법 차량 자

료와 비교하여 자동검색하고 즉각 검거가 가능하다.

그림 4. 자동차량인식시스템(AVI)
Fig. 4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

2.2.3. 상검지시스템(Video Image Detection System)

고속도로나 국도  시내의 간선도로에 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으로써 교통 제센터의 정

보처리  시스템제어  정보 달을 한 센터 설비와 

도로 장의 지역 제어 장치로 구분된다.

지역 제어장치는 고속도로/간선도로의 차량 검지시

스템(Vehicle Detection System)의 장 단말장치로써 비

디오카메라에 의한 상검지기 시스템으로 수집 된 교

통자료를 제센터의 VDS용 Server에 통신선로를 통하

여 실시간 송한다.

그림 5. 상검지시스템
Fig. 5 Video Image Detection System

2.2.4. 차량검지시스템

루 검지기 시스템은 고속도로의 아스팔트 노면에 

루 코일센서를 매설하여 차량검지기 지역 제어 장치

의 루  검지기와 연결한 후 Loop Detector가 루 코일 

센서 를 통과하는 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미세한 

Inductance 변화량을 검지하고 이를 증폭하여 통과차량

의 존재와 속도 등을 측정한다. 한 차량검지기에서 검

지된 차량 정보를 장  분석하며 센터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교통정보를 송토록 하는 교통정보 수집시스

템으로, 음 , 단 , 화상검지기, 이더 등의 다양

한 방식이 있다.

그림 6. 루 검지기 제어기  루 센서
Fig. 6 Loop Detector & Loop Coil Sensor

2.2.5. 가변정보 (VMS , Variable Message Sign)

자식  설비로서 원형 루 검지기 등에서 수

집되는 교통정보를 교통정보센터에서 가공하여 실시간

으로 형 LED 에 표시하여 운 자에게 교통정보

를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7. 가변정보  시스템 구성도
Fig. 7 Variable Message Sign System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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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자식 교통신호제어기

교통신호제어기는 교차로 는 횡단도로에 설치되어 

신호등을 제어하는 장비로써, 방수시설을 갖춘 함체 안

에 마이크로 로세서를 이용한 신호제어용 앙처리장

치부, 제어기의 이상동작을 감시할 수 있는 모순 검지부 

신호등 구동을 한 신호등 구동부  교통경찰 에 의해 

수동조작이 가능한 수동 스 치부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8. 자식 교통신호제어기
Fig. 8 Electronic Traffic Signal Controller

이 밖에도 도로기상정보시스템(RWIS), 긴 화

(Emergency Phone), 버스정보  운행 리시스템

(BIMS), 터 리시스템(TTMS), 교량 리시스템

(BMS), 요 징수시스템(TCS), 텔 메틱스(Telematics), 

주․정차 리시스템, 과 ․과속차량단속시스템, 신호

반단속시스템 등 다양한 ITS 설비들이 있다.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에 있어 우선 으로 고려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주요 ITS 설비에 한 이해

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반 인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을 하여 필요한 주요 ITS 설비들의 특성과 

그에 따른 설계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

고, 이를 강제․의무화 할 수 있는 기술기 의 제정이 반

드시 필요하다.

2.3. 련 법령  제도의 문제

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는 “지능형 

교통체계(ITS)의 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교통체계지능화(ITS)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ITS 사업시행지침”에는 지능형교통

체계 시설․장비 등의 설계  구축 방법, 표 의 용, 

운   유지 리, 효과분석 등에 한 기 이 마련되어

야 하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8조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기능·설계·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등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의 시행에 관한 지침(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지 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제정․고시한 ITS사업시

행지침은 “교통정보 수집용 폐쇄회로TV설치  리”, 

“도로 표지 설치․운   유지․ 리”, “자동차량

인식장치 성능평가”, “차량검지기 성능평가”가 있고, 이

것들의 내용은 말 그 로 ITS 련 공사 시 참고할 만한 

시행지침에 불과하다.

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TS 련 설비 에는 

CCTV, VMS, AVI, VDS 이외에 더 많은 다양한 장비들이 

있다. 그러나 재까지 제정․고시된 시행지침은 단 4개

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 몇 개의 ITS 사업시행지침만으

로 여러 공종이 복합하여 구성되는 지능형 교통체계

(ITS)의 설계  구축, 유지 리  효과분석 등이 구성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림 9. ITS 표 의 구분
Fig. 9 Classification of ITS standards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 ITS 련 기술기

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 이 제정․고시한 “지능형교통체계표 ”이 있다. 이

는 국제표 , 국가표 , 단체표 과 달리 반드시 수해

야 하는 강제표 이다.[6]

하지만, 이러한 강제표 들은 하나같이 “정보교환”

에 한 기 으로써, 기본정보구성, 정보연계체계, 그에 

한 입력기 의 S/W  내용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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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 공동수신설비”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

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2.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이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

성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 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

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7조(구내배관)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되는 구내 관로

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고, 부식에 강한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하

여야 한다.

  2. 배관의 안지름은 배관에 들어가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굴곡은 가능하면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곡률반지

름은 배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굴곡을 유지

하기 위한 다른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에서 다른 장치함까

지 등 한 구간의 배관은 굴곡 부분은 3개소 이하로 하고, 1개소

의 굴곡 각도는 90도 이하로 하며,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한다.

  [별표 2] 사용설비의 성능기준

「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중 일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99호

CURLINKST DEFINITIONS AUTOMATIC TAGS ::= BEGIN 

CurrentLinkState ::= SEQUENCE 

{ 

link-LinkIdNumber UTF8String (SIZE(1..40)),

link-SpeedRate INTEGER (0..300), 

link-VolumeRate INTEGER (0..100000) OPTIONAL, 

link-DensityRate INTEGER (0..2000) OPTIONAL, 

link-TravelTimeQuantity INTEGER (0..10800) OPTIONAL, 

link-DelayQuanity INTEGER (0..12000) OPTIONAL, 

tfdt-VehicleQueueLengthQuantity INTEGER (0..500000) OPTIONAL, 

  tfdt-OccupancyPercent INTEGER (0..100)

} 

END

물론, 각 지역별 교통정보를 앙센터와 이용자들에

게 원활하게 달하기 해서는 에서 보는 기술표

상의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먼  해당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하여 설치되는 각종 ITS 련 장

비들의 특성과 설계  구축 시 고려해야 할 기술 인 내

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처럼 국토해양부에서 제정․고시한 기술기   

각종 국제표 , 국가표 , 단체표 들은 지능형 교통체

계(ITS)의 설계, 시공, 유지 리  통신기술 등 모든 부

분에 하여 검토되어야 할 정보통신 공사  정보교환

기술에만 치우쳐 제시된 기 이라 하겠다.

다음은 표 정보통신 공사  하나인 “방송 공동수

신설비”에 한 행 기술기 의 내용이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기술기 은 방송 공동수신

설비라는 정보통신 설비에 한 “정의”와 각 설비가 갖

추어야 하는 “필수요건”  “성능기 ”에 하여 규정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에도 이

러한 기술기 이 필요하며, 이 기 들을 바탕으로 제

로 시공되었는지를 살피는 검사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 재 ITS 표 체계를 살펴보면, 국토해양

부를 심으로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사)ITS 

Korea,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 게 4개 기 이 표 화

담기 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외 한국정보통신기술

회(TTA)와 한국표 회의 표 들을 용하여 ITS 

표 들이 제정되고 있다.[7]

그림 10. ITS 표 체계
Fig. 10 ITS Standards System

반면, 일본의 경우 고도화된 정보통신 사회를 형성하

기 하여 정보통신 련 법  근간(기본법)인 ｢고도 정

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형성 기본법｣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한 ITS 련법령 정비에 한 연구

1139

ITS 사업 추진의 최상  법령으로 정하여, 추진 략본부

장을 내각총리 신으로 임명하고 각 부처별 이해 계

의 조정  연계를 유도하고 있다.[8]

이는 국내의 ITS 조정․총  기능이 국토해양부장

에게 집 되어 앙 계부처 간의 조정  연계가 어려

운 우리나라와는 참으로 조 인 일이다.

지 처럼 국토해양부에서 ITS 련 모든 강제표

(기술기 )을 제정․고시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물

론 TTA  ITS 표 총회의 단체표 과 KS 국가표 을 

용한다고는 하나,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의 주요

핵심인 정보통신 설비  시공 기술에 한 심도 있는 연

구와 기 개발이 없는 재의 강제표 은 스마트한 지

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을 하여 부족한 이 많아 보

인다.

Ⅲ. 용사례  정책제안

지능형 교통체계(ITS)의 구축은 어느 특정분야 하나

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가 공존하는 융합서비

스라 할 수 있다. 한 단기 추진 사업이 아니라 ․장

기 으로 계속될 사업인 만큼, 련 행정기 의 지속

인 심과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도로교통 뿐만 아니라 철도, 해상, 항공에 까지 

모든 교통 분야의 시스템과 최첨단 정보통신 설비  기

술들이 ITS의 주요 핵심이 듯이 정보통신 주 부처와의 

업무 의  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하여는 업무

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좋은 가 바

로 ｢건축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

이다.

「건축법 시행령」제87조제5항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의2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

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

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협

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행 ｢건축법 시행령｣제87조제4항과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제32조의2에서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설비에 하여 방송통신 원회에서 정하는 

기술기 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날로 발 하는 정보통신기술  설비에 

한 문성과 기술  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정보

통신분야의 주 부처인 방송통신 원회에서 정하는 

기술기 에 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보여 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사례에서와 같이 ITS 발 을 

해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정에서도 계 

기 의 장과 의를 통하여 ITS 설비에 한 세부기술기

을 방송통신 원회와 국토해양부 등 공동으로 제정 

는 방송통신 원회로 임하는 것이 합리 이라 할 

수 있다.

Ⅳ. 결  론

ITS 진화에 하여 명확한 것은 날로 발 하는 정

보․통신․콘텐츠 기술(ICCT, Information Communi- 

cation and Contents Technology)과의 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이다.[9]

이처럼 날로 발 해 가는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에 필요한 주요 ITS 설비는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정보

를 바탕으로 ITS 제센터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집약체인 만큼 효율

인 ITS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주요 ITS 설비 즉, 

정보통신설비에 한 정확한 이해와 설계부터 시공․

구축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공정에 한 연구개

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에 의한 시

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 까지 

지능형 교통체계(ITS)에 한 표 들은 각 지역에서 수

집된 교통정보를 앙 센터와 각 지역 센터  이용자에

게 달하는 정보교환기술에만 치우쳐져 있고,「국가

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

지침 역시 ITS 설비를 모두 포함하지 않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더구나 기존의 ITS를 넘어 녹색교통체계, 융합교통체

계를 강조하는 차세  ITS를 실 하기 해서는 정보통

신분야가 차지하는 비 은 더 커질 것이며, 주요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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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비들의 특성과 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부터 

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 효율 인 시공

기술과 구축방법들이 뒷받침될 때 진정한 지능형 교통

체계(ITS) 구축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효율 인 주요 ITS 설비의 구축․시공에 한 

지속 인 연구를 통하여 설계  시공기술에 한 상세

한 법 기 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기술기

은 방송통신 원회의 주 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연계시켜 하나의 법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먼  국토해양부와 방송통신 원회

에서 지능형 교통체계(ITS)의 핵심기술인 정보통신기

술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ITS의 발 을 해서 책임

감을 가지고 ITS 설비의 세부기술기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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