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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경찰청 및 각 지자체의 주도하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보급되고 있는 도시 교통 정보 시스템 (UTIS)과 

국토해양부 및 한국 도로 공사 등을 중심으로 한 DSRC 기반의 교통 정보 시스템을 모두 활용하는 시스템 및 효율적인 경로탐

색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도시 교통 정보 시스템은 무선랜과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기존 단방향 방식인 TPEG의 주요 도로 

위주의 제한된 교통 정보 단점을 극복하고 많은 지선를 포함한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단지 

도심 내에서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등을 통해서 장거리 운전도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상의 DSRC 기반의 서비스도 

동일 단말에서 지원해야 하나의 단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두 개의 다른 통신 모듈의 통합

된 단말 시스템을 제안하고 기존에 제안된 UTIS 기반의 분산 경로 탐색 방식을 DSRC 기반의 고속도로 교통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경로탐색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향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연구와 현재 다른 주체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        

키워드: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단거리전용통신(DSRC), 동적분산경로탐색(Dynamic distributed hierarchical Routing Plan)

I. 서론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은 

도심 내에 여러 대의 무선 교통정보 수집, 제공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구간 속도정보 등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 
가공, 제공하여 각 지방 교통 센터 간 통신망을 연계하는 양방향 

교통 정보 시스템이다[1].  또한 UTIS는 TPEG의 주요도로 위주

의 제한된 교통정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정보를 제공받

는 모든 차량이 현재 도로의 자신의 운행속도, 돌발 상항 정보 등

을 교통 센터에 제공하고 지선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 대한 교

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2]. 
그러나 UTIS는 고속도로 등과 같은 도로에서는 교통정보를 제

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텔레매틱스와 첨단교통체계 서

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선 통신시스

템이 제공하지 못하는 고속(160Km/H)의 이동성을 보장한 시스템

이 필요했고, 이러한 이유에서 개발된 시스템이 바로 단거리 전용

통신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s)이다. 첨

단교통체계를 위한 무선통신기술 중 하나인 DSRC는 고속의 이동

성과 높은 통신성공률을 보장하며, 현재 자동차요금징수나 버스정

보시스템과 같은 교통정보 수집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3].
 또한 이 두 방식의 통신 프로토콜들은 기존 DMB를 활용한 

TPEG 방식과는 달리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여 다양한 장소의 교

통 정보를 모든 차량으로부터 직접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으나, 서
로 다른 차량 이동 특성을 갖는 도심지와 고속도로 등의 특성 때

문에 서로 다른 장비들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통합 단

말기를 개발하고 통합된 교통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산 경로 

탐색 알고리즘 기법을 제안한다.

II. 관련 연구 고찰

2.1 도시교통정보시스템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수집, 분석, 가
공하는 여러 장치들이 필요하며 전체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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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TIS 시스템 구성도

 Fig 1. UTIS System overview

- 중앙장치(센터) : OBE(차량내장치)와 도로 변의 설치된 RSE
(노변장치)간의 실시간 통신을 통해 수집된 차량의 위치 정보 

및 구간 속도 정보를 가공하여 완성된 교통 정보를 다시 RSE
로 전송한다. 노변장치와는 광통신망을 이용해 통신한다.

- RSE(Road Side Equipment) : OBE로부터 차량의 운행 정보

를 수집하여 중앙장치로 전송한다.  또, 중앙장치로부터 전달

된 교통 정보를 접속한 OBE에 전송해 준다, 중앙장치와는 광

통신망을 이용하며 OBE와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통신한다.
- OBE(On Board Equipment) : 내비게이션 단말기에 부착된 

장치로서 GPS의 위치 및 속도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의 이동 

경로에 따른 운행 정보를 축적한다.  그리고 RSE와의 통신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운행 정보를 RSE에 전송한다. 또, RSE
로부터 전송된 교통 정보를 CNS에 전송해 준다.

- CNS(Car Navigation System) : OBE로부터 전송된 교통 정

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탐색한다.

2.2 DSRC 시스템

DSRC 방식은 ITS 전용의 단거리 통신 방식으로UTIS와 같이 

도로변에 설치된 노변통신장치 (RSE: Road Side Equipment)와 

차량에 설치된 차량통신장치 (OBE: On Board Equipment) 사이

에 단거리 무선 고속 패킷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차량 

통행료 자동징수 서비스와 노변 검색,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교
통신호 전달 등 다양한 ITS 서비스가 가능하다. 

DSRC는 10m에서 100m의 좁은 서비스 지역에서 차량단말기

와 노변기지국 사이에 실시간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OSI의 7계층보다 축소된 형태의 물리계층(Physical Layer), 데이

터 링크 계층(Data Link Layer) 그리고 응용계층(Application 
Layer)으로 이루어진 스택 구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실시간 환경에서 매우 일반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텔레

매틱스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적합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기
본적인 시스템 구성 요소는 UTIS와 동일하나, 위와 같이 물리적

인 통신 프로토콜이 다르다[6].  
UTIS는 신호등에 의해서 자주 정지하는 도심지 환경에 맞는 

무선랜 기반의 프로토콜을 채택하여 대역폭이 크나 빠른 차량 속

도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CCTV 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영상등의 고급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고속도로와 같은 속도에서 정

지가 없이 진행시에는 한계가 있는 프로토콜이다.
반면 DSRC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은 작은 대역폭이지만 빠른 

속도를 지원하여 현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과금(일명 하이패스)
등의 서비스에 많이 쓰이고 있고 추가적인 기지국을 설치해서 교

통 수집 및 문자기반의 교통 정보 및 뉴스, 날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림 2. DSRC 시스템 응용 서비스들

Fig 2. DSRC System's Services

2.3 서로 다른 통신 방식의 문제점

교통의 흐름이나 통신의 특성상 서로 다른 시스템의 공존을 기

술적으로 이해하나,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다른 단말을 동시에 사

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주) 서울통신기술과 같은 회사

에서 주력 사업인 하이패스 사업을 바탕으로 내비게이션에 진출하

여 TPEG과 하이패스가 결합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UTIS와 DSRC를 결합한 형태의 단말이나 서비스는 없다. 
따라서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의 모듈을 하나의 내비게이션에 통합

하여 구성하고 두 다른 시스템을 단일 단말에서 사용자 관점의 통

합된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3. 통합된 단말 및 서비스 시스템

Fig 3. Combined device and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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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동적 분산 계층 경로탐색 기법   

본 절에서는 그림 3과 같은 통합 시스템 환경에서 효율적인 경

로탐색 알고리즘 방안을 제시한다. 

3.1 교통소통정보 권역 재정의

제안된 UTIS 기반 분산 계층 경로 탐색 기법[7]에 의하면 기존

의 교통소통정보 분류 기준 중 구역소통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활용도가 떨어지고 특정 도시에서 인접 도시 경계를 넘

어가는 경로 탐색 등에 대해 고려가 미비하여 새롭게 권역을 세 

개로 정의하였다. 새로운 동적 기법은 고속도로와 같은 특수권역 

소통정보를 두어 교통소통정보의 분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재 정

의한다.

 그림 4. 새로운 교통소통정보 분류

     Fig 4. New traffic information category

- 권역소통정보(City Traffic Information) :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등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통소통정보.
- 중대권역소통정보(Provincial Traffic Information) : 수도권, 

충청권 등 중대권역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통소통정보.
- 전국소통정보(National Traffic Information) : 전국을 대상으

로 하는 교통소통정보. 
- 특수권역소통정보(Special Traffic Information) : 고속도로, 

DSRC 기반의 국도와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로, 어느 한 권

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한 경로탐색을 할 

교통소통정보.

따라서 일반 도심지에서는 UTIS를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가 경

로탐색을 먼저 이용하고 운전자가 고속도로 상이나 DSRC 기반의 

국도 상에서는 제공된 교통 정보를 활용해서 목적지 근처의 고속

도로 출구까지 경로탐색이 수행도니 다음, 도심지에서는 UTIS 교
통 정보를 받고 CTI 레벨의 경로 탐색이 동적으로 이루어 진다.

3.2  동적 분산 계층 경로 탐색 기법

동적 분산 계층 경로 탐색 기법은 기존에 제안된 UTIS 기반 분

산 계층 경로 탐색 기법[7]를 기본으로 한다. 즉 출발지와 목적지

의 위치에 따라 다른 방식의 분산 경로 탐색이 이루어지나, 새로운 

방식에서는 STI 권역에서 경로탐색이 이루어졌을 때 현재 도로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목적지 방향으로 경로를 설정하고 목적지 근

처에서 기존의 CTI 레벨의 경로 탐색이 이루어진다.

각 상황별 상세한 흐름은 다음과 같다.

Variable Description

Sx 경로의 출발지

Dx 경로의 목적지

SRx 경로이탈에 따른 새로운 출발지

CTI 권역 소통정보

PTI 중대권역 소통정보

NTI 전국 소통정보

STI 특수권역 소통정보

① ∈ and∈  ( 출발지와 목적지가 한 

도시 내에 존재하는 경우)
   [7]의 방식과 동일

② ( ∈ and∈and  번  (출발지 

혹은 목적지가 도시를 벗어나 중대권역에 존재하는 경우)
   [7]의 방식과 동일

③ ∈ and∈and  번  (출발지 혹

은 목적지가 중대권역을 벗어나 다른 중대권역에 존재하는 

경우)
  [7]의 방식과 동일

④ RSE 통해 UTIS나 DSRC 둘다 교통정보 및 센터와의 통신 

불가능한 경우

  [7]의 방식과 동일

➄ ( ∈  and∈  
  이 경우는 DSRC 기반의 교통 정보로 경로탐색을 하고 고속

도로 출구 등의 지역에서는 현재 단말기의 데이터로 경로탐

색을 하나 실제로 출구에 진출할 때 최신의 UTIS 데이터를 

통해서 재탐색을 한다.
 
⑥ 재탐색

  경로를 벗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현재의 위치를 출발지로 하

고 목적지에 따라 분산 계층 경로 탐색을 수행한다. 그러나 

운전자의 잦은 경로이탈은 전체적인 시스템 부하에 큰 비용

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SRx 가 기존 경로 범위에 크게 

벋어나지 않고 다른 고속도로 등이 근처에 없을 때는 4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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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순 경로탐색을 하고 원래의 설정된 경로로 다시 연결 

되는 것이 전반적인 시스템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

만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또

는 근거리이지만 새로운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 이용이 유리

한 경우는 새로운 경로탐색을 시행해야 한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UTIS만의 정보를 활용하는 기존의 분산 환경 

경로탐색 알고리즘에 DSRC 기반의 교통정보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동적 방식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특성상 경부고속도

로와 같이 출퇴근시 고속도로가 제구실을 못할 경우, 기존의 방식

에서는 DSRC 방식의 교통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속

도로상 자동적인 재탐색을 불가능하였는데 새로운 알고리즘은 모

든 경우를 수용할 수 있다. 
향후 DSRC 기반의 다른 정보인 VMS, 날씨, 돌발 상황등의 다

른 서비스를 기존의 UTIS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의 설계가 요구된다. 또
한 다른 두 시스템이 사용자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

는 표준화 및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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