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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has been an issue to deliver traffic regulation and control information to autonomous 

vehicles flawlessly from the highway infrastructure to ensure safe driving. Although issues of 

recognizing and decoding existing roadside devices and their information contents have been 

highlighted, it has been missing the fact that urban traffic regulation that autonomous vehicles 

should follow is complex, time and mode dependent, and compound, multiple ununiformed 

text signs. Recent studies found interests in how to generate, manage, and utilize such complex

and compound conditions digitally and handling multiple traffic control devices legally 

addressed by the national traffic laws. This paper presents a digital communication protocol 

delivering regulatory information from an Internet-of-things device attached to a conventional 

traffic control device to autonomous vehicles (D2V). The data can be categorized into two 

different sets, the basic and the supplemental, and the total size is 32bits, subjected to the 

current power-supply capacity. The basic contains geographical and management information,

and the supplemental contains specific information for regulation, such as indication, direction,

weight, time, day, distance, and so on. Five different types of D2V communication protocols 

were prepared for selective application of those depending on field conditions in practice. It is 

expected that digital informatization of traffic control devices could introduce progress for a 

safe autonomous vehicle-highwa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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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안전한 공로 자율주행을 위하여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량이 디지털 형태로 교통안전시설을 인지하고 해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차량의 교통안전시설 인식 센서기술은 전기, 전자, 통신 부문에서 개발되나 

시설의 인식 여부로 내용이 제한되고, 영상해석 부문에서 해독을 연구하나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실

제 도로교통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건부 통제, 시차제 운영 같은 복합 정보가 바르게 파악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정보

의 전달과 해독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교통안전시설에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장치를 부착하여 이를 통해 디지

털 교통안전시설 정보를 자율주행차에 전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해당 정보는 ‘기본정보’와 ‘보조정보’군을 포함한

다. ‘기본정보’는 도로 및 시설과 관련된 위치 및 관리 정보이다. ‘보조정보’는 규제의 범위, 조건과 내용을 구체화하

는 ‘지시’, ‘수치’, ‘운영’ 등 보조적인 정보이다. 이들 정보 조합 구성에 따라 총 다섯 가지 종류의 통신 메시지 데이터 

세트를 마련하여, 다양한 현장 상황에 따라 이들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교통안전시설의 디지털정보화를 

통해 자율주행차량이 오류없는 정확한 교통안전정보를 상시 수령하게 하여 공공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

주요어: 자율주행, 메시지 데이터 셋, D2V, 사물인터넷, 교통안전시설

연구�배경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위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서비스 경험을 통해 미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새로

운 첨단 기술들의 소개로 디지털 도로 인프라와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목표 시기가 당겨지고 있다. 완전한 자율주행

을 위해서는 교통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율주행차가 먼저 (1) 주변 인접 차량과의 사고 위험을 피할 

수 있어야 하고, (2) 주변 차량이 없어도 스스로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연구

자 및 관련 기관이 노력하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교통안전 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California Government, 

2021).

주변 인접 차량과 상충은 자율주행차량에 장착된 다양한 라이더, 레이더, 영상검지기 등과 같은 센서로 인지할 수 

있다. 자율차량 관련 전기, 전자, 통신과 같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에서 상충 상황을 인지하고 이

에 차량이 대응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센서를 이용한 방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도로교통 

법규를 준수하기엔 한계가 있다. 자율주행차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생산

될 것이며, 다양한 국가로 수출된다. 이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도로교통 법규 내용이 국가별1)로 다르다. 자율주행차

가 주행 도로 현장에서 도로교통 법규를 바르게 확인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안전 상황이 확보되기 어렵다. 법규 준수

는 공공의 영역이다. 이 때문에 국가 공공기관이 올바른 법 진행을 위한 자율주행 인프라 환경 개발에 관심을 가진다.

국가 도로교통 관련 법규 중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교통안전시설은 중요성은 높다. 해당 시설을 자율주행차가 인

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기, 전자, 통신 분야 전문가들은 차량 센서를 이용하여 ‘딥 러닝’ 등의 방법으로 

이들 시설을 인식하려 한다(Chawin et al., 2018). 이는 시설을 고유 객체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개별 시설의 인식에 

해당한다. 주 표지와 보조표지로 구성되는 복합 시설이 전달하는 내용을 영상 이미지 해석 기술로 바르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영상 이미지도 우천, 안개, 강설 및 가로수 가림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상시 확보하기 어

렵다. 이러한 상황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이다.

현장 도로교통 관련 시설과 운영은 복합적으로 마련된다. 시차제 좌회전 및 시차제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같은 ‘시

차제’로 운영되고 있고, 특정 차량 중량, 높이, 요일, 시간, 차로와 같은 조건에 따라 규제가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조

건부’로 운영되기도 한다. 자율주행차량이 현장에서 이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율주행 기술이 다루는 

1) 노면표시�중� ‘지그재그’ 표시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서행’의� 의미로�정의되나, UN Convention on Road Signs and Signals에서는� ‘주차금지’ 의미로�정의

된다(United Nations, 200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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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정보는 개별 해석이 아닌 복합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복합적인 정보(시간, 조

건, 차로, 구간, 규제 등)가 자율주행차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Kim, 2018).

자율주행차량의 안전 주행을 지원하는 도로 인프라 구축에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및 ‘동적지역지

도(local dynamic map, LDM)’ 기술이 언급된다. 이들 중 LDM은 기술집약적이고 방대하여 많은 초기 및 운영비용

이 소요된다.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LDM을 마련 및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개념상 존재

하나 현실적이지 않다. IoT 기술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여 현실화 기회가 존재한다. IoT 기술로 교통안전시설 

정보 제공 ‘IoT 장치’가 개발되고 있다(National Police Agency, 2020). 해당 장치를 통해 ‘자율주행차’로 복합 교통

안전시설 정보를 전달한다. 이러한 ‘장치’에서 ‘차량’으로 전송되는 통신은 device-to-vehicle(D2V)로 명칭된다.

복합적인 교통안전시설 정보를 다양한 유형의 메시지 셋에 담아 자율주행차로 전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복합

적 교통안전시설 정보를 효율적으로 자율주행차로 전달하는 내용 및 방법은 교통공학 관점에서 중요하다. 자율주행

차 개발자들에게 내용이 충분히 전달 가능하여야 하고, 자율주행 도로 인프라를 마련하고 관리하는 도로관리청 행

정 전문가들이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차량이 바르게 규제정보를 수신하고, 또한 

자율주행차량의 시설 인식 오류 상황이 없도록 하여 안전한 도로 주행을 가능하게 할 것을 기대한다(Yoon et al., 

2017).

본 연구는 D2V통신을 통해 자율주행차로 전달되는 복합 교통안전시설 메시지 ‘데이터 셋’ 개발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차가 필요로 하는 시설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이 정하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대

상으로 한다. 연구범위에서 별도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교통신호’ 및 자율주행차가 필요로 하지 않는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또한 ‘IoT 기술’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실용화 가능성이 낮은 높은 비용의 

‘통신 및 전력’기술 활용을 가정하지 않는다. 별도 통신 및 전력 사용료가 없는 통신기술을 활용하는 IoT시설을 기반

으로 D2V 통신 메시지 ‘데이터 셋’ 내용을 개발한다.

문헌�고찰

자율주행 인프라가 자율주행차로 디지털 형태의 교통안전시설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연구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차량이 수동적으로 교통안전시설 인지 및 해석 기술이 차량이 영상 이미지를 수집 및 분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장 교통안전시설은 보행자, 차량, 이륜차 운전자 모두를 대상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차량 대상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하는 시

설 중에서도 규제 중요도가 높은 시설과 낮은 시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 중 자율주행차량에게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구별하기 위하여 Park and Yun(2018)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들은 현재의 영상 이미지 분석 기술의 한계를 인식하고 주변 도로환경

에서 ‘교통안전시설’을 구분하는 기술의 중요성을 먼저 지적하며, 교통안전시설 중 교통신호기, 노면표시, 교통안전

표지, 도로의 차로 수(폭), 중앙분리대 순으로 중요도가 높음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교통안전시설 이미지가 손상되

었을 경우 영상 이미지 분석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교통안전시설의 영상 이미지 인식 성공률에 대하여 Kevin et al.(2018)은 다양한 촬영 각도와 촬영 거리를 반영하

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딥 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인식 성공률을 비교하였으며, 교통안전표지 모양이 

손상되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상 이미지를 통한 교통안전표지 인식률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도로 

인프라 환경에서 실시간 교통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통안전시설 모양은 유지되어 있더라도 주변에 교통안전시설과 유사한 형태의 상업 광고 표지가 도로변에 위치

한 경우 영상 이미지 인식 성공률을 Chawin et al.(2018)이 분석 하였다. 이들은 자율주행차량이 교통안전시설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설치된 형태가 유사한 민간 시설(주유소, 식당, 숙박업소, 아웃렛) 등을 홍보하는 광고 표지까지도 

교통안전시설로 오판하여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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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통안전시설을 인식하는 과정에 영상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디지털 교

통안전시설 정보를 자율주행차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Richard et al.(2019)이 제안하였다. 이들은 자율주행차

량에게 능동 방식으로 전달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보를 디지털 교통안전시설(digital traffic control device)로 정의하

였다. 노변장치(road side unit)와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안전시설 자료를 자율주행차에게 배포하는 방식

을 제시하였다. 모든 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

하여 이러한 교통안전시설 정보 등급을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함께 제안하였다. 해당 등급을 결정하는 

지표로 이들은 ‘유지보수 시급성’을 적용하였다.

교통안전시설 규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교통신호 부문으로 제한되었다. 

대표적 교통안전시설인 교통신호 부문에서 센터와 현장 제어기간 통신 방식으로 미국의 ‘국가지능형교통체계통신방

식(National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for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이 사용되고 있다(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2004). Go et al.(2006)은 해당 통신방식의 우리나라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

나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시설까지 확장검토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Kim et al.(2013)은 국내

형 디지털 교통신호제어기용 별도의 통신 메시지 셋을 개발하였다.

자율주행환경 교통안전시설 중 교통신호 부문에서 무선통신 자료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안전표

지 및 노면표시 부문에서의 무선통신 정보 메시지 셋 연구는 이루어진바 없다. 자율주행 환경에서 이미지 프로세싱

의 한계가 대두되며 해당 분야의 연구가 조명될 것으로 예견된다.

연구�대상

1. 교통안전시설

우리나라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의된다(National Police Agency, 202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교통신호기와 안전표지를 정의한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1). 현행 도로교통법은 노면표시를 안전표지의 종류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안전표지의 종류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로 구분된다. 안전표지(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는 도로변에 설치되

어 색상, 문양, 심벌의 형태로 도로 상 특정 지점 또는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노면표시

는 노면에 설치되어 기호, 문자 또는 선의 형태로 특정 지점 또는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이들 교통안전시설로 제공하는 정보로 해당 도로 지점 또는 구간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게 한다. Table 1은 되며 이

Table 1. Traffic control device under the road traffic law 

Category Description Example
Traffic 
control 
device

Warning sign Providing ‘warning information’ before the danger point

Regulatory sign Providing ‘regulatory information’ such as restrictions and 
prohibitions

Guide sign Providing ‘guide information’ necessary for traffic safety, 
such as traffic methods and traffic classifications

Secondary sign Supplements the main function of warning signs, 
regulatory signs or guide signs

Road marking Providing of various cautions and regulations information 
on the road surface with symbols, letters, or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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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교통안전시설 중 자율주행상황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정보를 선별하여 IoT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에게 제

공할 필요가 있다. Table 2는 상기 4가지 기준으로 자율주행 교통안전시설 메시지 세트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시설

을 제시한다. 자율주행차에게 필요하지 않은 교통안전시설 정보를 누락하여 IoT 정보제공 메시지 세트 대상을 최소

화 하였다. 필요하지 않은 시설로 누락한 기준은 총 네 가지이다.

Table 2. Excluded traffic control device

Classification ID Contents ID Contents
Low correlation 
of autonomous 
driving

333 Bicycle pedestrian classification 302 Bicycle lane
205 Motorcycles and motorized bicycles are prohibited 303 Bike and pedestrian road
207 Cultivator tractors and handcarts are prohibited 317 Bicycle pedestrian classification
210 No bicycle traffic 320 Bicycle parking
230 No pedestrian traffic 321 Pedestrian lane
231 Prohibition of vehicles loaded with dangerous goods 544 Uphill slope marking

The standard is 
ambiguous

140 Danger 106 Priority road

Various installed 
forms

125 Signal 526 Guide line marking
315 Traffic classification by direction 531 Safety zone sign
226 Slow 540 Direction marking
509 Road obstacle sign 541 Direction marking
519 Slow 527 Guide line marking
520 Slow 528 Guide line marking
523 Parking sign 525-2 Left turn guide line marking
525 Guide line marking - -

Information 
duplication

132 Crossing 529 Crosswalk notice sign
516-4 Stopping/parking prohibited signs (curbstones) around 

firefight facilities
505 Road edge area line marking

첫째, 주의, 규제, 지시 등의 안전표지와 조화되지 않아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보조표지의 경우 연구 대상에서 제외

한다. 보조표지 원래 목적이 주의, 규제, 지시표지와 연계되어 보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지 않은 경

우는 제외한다. 둘째, 자율주행차량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다른 용도의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제외한다. 

예로 보행자 및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다. 셋째, 노면표시 중 다양한 이미지 형태로 설치되어 그 형

태가 일반화되기 어려운 노면표시를 제외한다. 이는 안전지대와 같이 교차로 형태별로 그 모양이 다양하여 디지털 

정보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넷째, 정보제공 구간이 길어 동일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함으로 인해 경제

성이 낮아지는 경우이다. 일반 차로변경 허용 구간 차로가 이러한 경우의 예이다. 제외된 시설은 Table 2와 같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128종의 교통안전시설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2. IoT 교통안전시설�무선�통신

IoT 교통안전시설의 통신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현재 첨단 교통인프라와 관련하여 웨이브(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WAVE), 5G(five generation), c-V2X(cellular vehicle to everything), IoT기반 로라(Long 

Range, LoRA) 통신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통신방식 중 교통안전시설을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선

호 방식을 가정하며 진행되었다. 이는 1990년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 사업 중 당장 초기비용이 저렴한 임대망 통신 인프라를 구축한 후, 향후 통신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한 

자가망 시스템을 전면 교체한 과거의 이력을 근거로 한다. 통신 유지보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IoT기반 로라 

자가망의 활용을 가정하며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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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량의 IoT장치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후 적절한 판단 후 제동(최악의 경우 충분히 정지)할 수 있도록 

‘최소통신거리’로 300m(300m 전방 상황 인지)로 설정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안전 정지시거’를 초과하는 수준이

다. 이 거리는 도시부 주행 시 자율주행차량이 동일한 교통안전 규제정보를 최소 2회 이상 수령할 수 있는 기회에 해

당한다.

IoT 기반 LoRa 통신은 IoT장치에서 자율주행 차량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 전력을 소비하게 된다. 도로변

의 지주에 부착(안전표지 설치를 위한 부착식) 되거나 도로 노면에 매설(안전표시 설치를 위한 매설식)되어 설치되

기에 별도의 배터리 전력을 사용한다. 배터리 수명도 일반적인 교통안전시설 내구연한(교통신호등 5년, 교통신호제

어기 10년)보다 충분히 긴 10년을 목표하는 IoT 장치가 준비되고 있어2), 해당 무선통신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IoT 장치의 정보제공 주기는 10초/회이고, 1회 정보제공에 사용되는 정보제공 데이터 용량은 32byte이다. 여기

서 1byte는 16진수 2자리로 표현된다. 해당 자리 수에 총 256가지(0-255) 문자를 사용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해

당 공간에 교통공학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정리 및 활용하여 자율주행차량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한다. Figure 1은 기초 설계된 IoT 교통안전시설의 1회 무선통신 데이터 공간을 도시화

하여 제시한다.

Figure 1. IoT traffic control device LoRa D2V transmission capacity

전체 데이터 패킷 용량 32bytes/회 중 시작 및 종료 구분자(2bytes/회), 오류 점검 공간(2bytes/회)을 제외하면 실

제 교통안전시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은 28bytes/회로 한정된다. 본 연구에서 실제 규제정보 전송 용량인 

28bytes/회 한계를 인식하며 IoT 교통안전시설 정보제공 D2V 통신 메시지 데이터 셋을 개발하였다. 개발 과정에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행정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설치되어 운용되는 다양한 사용의 경우를 고려

하였다.

데이터�셋�구성�설계

1. 설계�기본�요소�진단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활용 가능한 데이터 28byte를 사용할 수 있는 단위 정보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

다. 이들은 ‘기본정보’와 ‘부가정보’이다. ‘기본정보’는 안전시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부가정보’는 안전시설 정

보에 추가하여 보조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이다. Table 3은 이들 ‘기본정보’와 ‘부가정보’를 

구분하여 제시한다. 본 단락에서는 ‘기본정보’ 내용을 우선적으로 설명한다.

‘기본정보’는 (1)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 이름, (2) 교통안전표지가 적용되는 도로 코드, (3) 시설의 설치 지점, 

(4) 고유 교통안전시설 식별코드와 같은 일반 정보를 포함한다. 전국 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를 

2) Low power wide area network(LPWAN) 특성�고려한� LoRa 통신(최대�통신�거리� 11km) 사용으로�전력소모�관리(Le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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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의한 ‘도로명 코드’를 변형 활용한다. ‘행정안전부’ 도로명 코드에는 주도로와 연결

되는 연결로 및 접속로를 구분하는 정보가 부재하여 이를 구분하는 순차번호(1byte)를 추가 부여하여 구분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량의 진행 방향(예; 상행, 하행)을 별도로 구분하게 하고, 설치 위치가 유사하

나 적용 대상이 아닌 교통안전시설 정보를 거르게 한다. 입체 교차지점에서 다른 도로에 설치되어 통신 연결되는 다

른 교통안전시설물을 걸러내게 한다.

자율주행차량에게 교통안전을 조심하여야 하는 지점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밀 위성항법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s, GPS) 위치정보(8bytes)를 통해 제공한다. 해당 좌표는 X, Y 값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문형식 

또는 측주식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구분하게 한다. 이들 정보는 자율주행차량 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의 기능을 유

지 및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관리청이 필요로 하는 정보이다.

‘기본정보’의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의 고유 식별코드가 포함된다. 이는 경찰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

칙 별표 6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식별코드로 일반 교통안전시설 코드와 동일하다. 해당 고유 식별코드는 총 2개 자

리(2bytes)를 활용하여 구분할 수 있다.

Table 3. Unit traffic control device basic information composition

Data classification Data size (byte) Mandatory Remark
Start/end classification data 2 Yes Protocol start/end separator
Error verification data 2 CRC-16 error verification code
Basic information Road information data 5 Road name code

Connection road 
classification data

1 Main road : 0
Connection road : 1-255
(assign sequential number)

GPS data 8 GPS latitude, Longitude (WGS 84)
Traffic control device ID 2 Road traffic law

Supplementary information 1 or 10 No Optional

2. 부가정보�설계

실제 도로현장에서는 ‘기본정보’에 추가하여 ‘부가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특정 시간 대 회전금지’와 같은 경우 

‘해당 시간대’에 대한 보조 정보가 필요하며, ‘특정 구간에 규제 적용’의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

하다. 이들 부가정보는 도로 환경에 따라 정보가 상이한 교통안전시설 정보를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기존 

‘보조표지’의 역할과 유사하다. ‘부가정보’를 세부적으로 설계함에 앞서 각 교통안전시설에게 필요한 ‘부가정보’의 

종류를 진단하였다. Table 4는 진단 결과를 제시한다.

Table 4. Required information for traffic control device

Required information Traffic control device ID Quantity
Location 101, 102, 103, 104, 105, 107, 108, 109, 110, 110-2, 111, 112, 113, 114, 

115,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6, 127, 128, 129, 130, 133, 
134, 136, 137, 138, 138-2, 139, 141, 212, 213, 214, 216, 227, 228, 304, 
305, 306, 308, 309, 310, 312, 313, 314, 316, 319, 322, 325, 326, 327, 
328, 329, 521, 522, 526-2, 530, 532, 533, 534

65

Index & Location 135, 217, 301, 309-2, 318, 323, 324, 324-2, 332, 501, 502, 503, 506, 
507, 508, 510, 511, 512, 512-2, 512-3, 513, 514, 516-2, 516-3, 524, 
535, 535-2, 536, 536-2, 536-3, 542, 303-2, 330, 331, 331-2, 504-2, 
537, 538, 539, 543

40

Numerical & Location 116, 117, 220, 221, 222, 223, 224, 225, 517, 518 10
Index & Numerical & Location 218, 219, 515, 516, 504, 201, 202, 203, 204, 206, 211, 307, 311 13
Sum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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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교통안전시설에게 필요한 ‘부가정보’ 활용상황을 진단한 결과 아래의 네 가지 경우로 구분되었다.

• (Case 1) 위치정보(지점정보)만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 (Case 2) 인덱스정보(차로정보, 회전정보)와 위치정보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 (Case 3) 수치정보(속도, 중량 등)와 위치정보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 (Case 4) 인덱스정보, 수치정보와 위치정보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이들 위치정보, 인덱스정보, 수치정보 활용상황을 토대로 세 가지 ‘부가정보’ 형태를 A, B, C 타입으로 구분하였

다. Table 5는 구분된 ‘부가정보’를 제시한다.

Table 5. Supplementary information type

Supplementary 
information type

Data size
(byte)

Property Delivery information Input
Communi-

cation
Decoding

A  1 Index Geometry information, 
Regulatory information

Index Hex code Hex code index matching

B  1 Numerical Regulatory information Dec code Convert Hex code to Dec code
C 10 Operation Regulatory information, 

Operation information
Index & 
Dec code

Hex code index matching & 
Convert Hex code to Dec code

1) 부가정보�타입A

‘부가정보’ 타입A는 1byte/회 저장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1byte는 16진수 2자리를 갖고 있을 수 있으며, 

각 자리마다 16개의 값(0-9, A-F)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첫째자리 값 A1과 둘째자리 값 A2 2가지 정보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부가정보’ 생성이 가능하다. Figure 2는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한다. 이들 두 가지 자리 수 조합으

로 총 256가지(16×16)의 조합을 활용하는 ‘부가정보’ 타입A 활용방안이 마련되었다.

Figure 2. IoT traffic control device supplementary information A representation

앞서 진단한 ‘부가정보 활용방안 중(Case 1-4)’ ‘인덱스정보’ 활용을 필요로 하는 교통안전시설 40종을 활용상황

을 재검토하여 (1) ‘차로정보’와 (2) ‘회전정보’를 설계하였다. 도로 기하구조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 세부 요소정보 

‘A1’에서는 ‘차로정보’를, ‘A2’에서는‘회전정보’ 및 ‘전용차로 여부’ 정보를 전달하도록 설계하였다. Table 6은 이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Table 6. Element value of supplementary information A

Element value Definition Provided information Remark
A A1 First digit value Lane information 1st lane, 2nd lane, Starting point, etc.

A2 Second digit value Exclusive movement information Left turn arrow, Exclusive lane, etc.

설계된 내용에 따라 A1과 A2에 별도의 인덱스 정보를 부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이때 ‘지점정보’ 규

제와 ‘구간정보’ 규제를 구분하여 교통안전시설 고유코드 번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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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finition of supplementary information A value by hex code

Element 
value

A1 A2

Point regulation Section regulation Point regulation Section regulation
‘0’ All lane - - All lane
‘1’ 1st lane - Left turn arrow -
‘2’ 2nd lane - Straight arrow -
‘3’ 3rd lane - Right turn arrow -
‘4’ 4th lane - Straight+Left turn arrow -
‘5’ 5th lane - Straight+Right turn arrow -
‘6’ 6th lane - U-turn arrow -
‘7’ 7th lane - Left turn+U-turn arrow -
‘8’ 8th lane - Lane change arrow (left direction) -
‘9’ 9th lane - Lane change arrow (right direction) -
‘A’ 10th lane Starting point - Roadside lane
‘B’ 11th lane Middle point - Central lane
‘C’ 12th lane End point - -
‘D’ 13th lane - - -
‘E’ 14th lane - - -
‘F’ 15th lane - - -

2) 부가정보�타입B

‘부가정보’ 타입B는 1byte/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1byte는 0-255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10

진수로 입력된 수치정보를 16진수로 변환하여 교통안전시설 규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부가정보’ 

B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은 10종이다. 개별 교통안전시설 별로 제공하는 정보와 활용 예시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Table 8. Use of supplementary information B

ID Traffic control device Provided information
Example

Input (Dec code) Hex code Translate
116 Uphill slope Slope (%) ‘15’ 0x0F 15%
117 Downhill slope
220 Vehicle weight limit Car weight (t) ‘5’ 0x05 5t
221 Car height limit Car height (m) ‘45’ 0x2d 4.5m
222 Vehicle width limit Car width (m) ‘30’ 0x1E 3.0m
223 Securing the distance between cars Distance between cars (m) ‘50’ 0x32 50m
224 Maximum speed limit Speed information (km/h) ‘60’ 0x3C 60km/h
225 Minimum speed limit
517 Speed limit
518 Speed limit (in child protection zone)

3) 부가정보�타입C

‘부가정보’ 타입C는 10bytes/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중 2bytes는 인덱스 정보를 활용한다. 나머지 8bytes는 

수치 정보를 활용하도록 설계하였다. Figure 3은 2bytes로 구성된 인덱스 정보 C1, C2와 8bytes로 구성된 수치정보 

C3, C4를 제시한다.

Figure 3. IoT traffic control device supplementary information C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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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단한 ‘부가정보’ 활용방안 Case 1-4 중 인덱스 정보와 수치 정보가 동시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총 13종

에 대하여 검토하여 (1) 허용 vs. 금지, (2) 요일제, (3) 적용시간 정보 등에 대한 인덱스 설계를 수행하였다. 해당 조

합을 토대로 ‘부가정보’ 타입C의 ‘인덱스정보’ 종류로 총 4개를 마련하였다(C1, C2와 수치 정보 C3, C4). Table 9

는 이들 ‘인덱스정보’ 종류를 제시한다.

Table 9. Definition of supplementary information C value by hex code

Configuration Definition Provided information Remark
C1 Allowed/Prohibited Allowed or prohibited Time difference operation, etc.
C2 Weekdays/weekends/full-time Weekdays or weekends or 

every day restriction
Bus lane operation, etc.

C3 Operation time information 1 Start time and end time 
information

AM bus lane operating hours, etc.
C4 Operation time information 2 PM bus lane operating hours, etc.

C1은 시차제(예; 시차제 좌회전 허용) 및 요일제(예; 주말 버스전용차로 운영)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금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한다. C2는 요일제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일제’, ‘주말제’, ‘전일제’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한다. C3과 C4는 운영시간 정보를 전달하며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한다. C4는 이들 운영 시간이 두 가지인 경우(예;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이 오전 및 오후로 구분되는 경우) 활

용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설계된 내용에 따라 C1과 C2의 인덱스 정보를 부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Definition of supplementary information C1 & C2 value by hex code

Hex code C1 C2
0x01 Allow Weekday
0x02 Prohibited Weekend (or holiday)
0x03 Allowed at left turn signal Every day
0x04 Allowed at right-left turn signal -
0x05 Allowed in red light -
0x06 Allowed at pedestrian signal -
0x07 Allowed for left turn & Pedestrian signal -
0x08 Allowed at red light & Left turn signal -

C3와 C4는 ‘시작시간’ 정보와 ‘종료시간’ 정보를 입력하여 운영시간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들 

‘시작시간’ 정보와 ‘종료시간’ 정보는 각각 2bytes, 총 8bytes 공간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된 정보제공 활

용예시는 Table 11과 같다.

Table 11. Use of supplementary information C3 & C4

Example
Input (Dec code) Hex code Translate

Division Time
Start 07:30 ‘0730’ 0x02DA 07:30-09:00
End 09:00 ‘0900’ 0x0384
Start 18:00 ‘1800’ 0x0708 18:00-20:00
End 20:00 ‘2000’ 0x07D0

이는 버스전용차로가 오전 07:30-09:00과 오후 18:00-20:00 동안 운영되는 활용되는 예시이다. 자율주행차는 

해당 정보를 수령하여 해당시간에 버스전용차로로 진입을 하지 않게 하여 안전을 확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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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구성의�조합

현장에 있는 여러 종류의 교통안전시설은 경우에 따라 ‘부가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 시

설에 따라 작은 량의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나, 반대로 큰 량의 데이터를 사용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러한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하나의 IoT 장치에 최대한 많은 교통안전시설 정보를 함께 담아 전송하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하나의 지주에 여러 개 안전표지가 설치된 경우가 그러하다. 제한적인 데이터 패킷 공간에 최대로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것이 공학적으로 유리하다. 앞서 설명된 ‘기본정보’ 및 ‘부가정보’ 데이터셋 구성을 

조합하여 전체 데이터 패킷 용량 28bytes/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였다. 해당 과정으로 총 5가지 통신 메

시지 데이터 셋이 도출되었다.

1. D2V 통신�메시지�데이터�셋�타입� 1

하나의 위치 정보에 많은 양의 교통안전시설 정보를 담을 수 있는 D2V 통신 메시지 데이터 셋 타입 1을 개발하였

다. D2V 통신 메시지 데이터 셋 타입 1에는 최대 1개 위치정보와 7개 교통안전시설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데이터 

패킷 공간은 기본 요소 정보 10bytes, 위치 정보 8bytes, 교통안전시설 정보 14bytes로 구성된다. 설계된 D2V 통신 

메시지 데이터 셋 타입 1의 데이터 패킷 구성은 Table 12와 같다.

Table 12. D2V communication message data set type 1 dataset

Division Start Road data
Connection road 

data
GPS data

Traffic control device data
CRC-16 End

1 2 3 4 5 6 7
Info - Road name code Classification data X Y ID ID ID ID ID ID ID - -
Byte 1 5 1 4 4 2 2 2 2 2 2 2 2 1
Sum 32

2. D2V 통신�메시지�데이터�셋�타입� 2

근접한 두 개의 위치 정보의 교통안전시설 정보를 하나의 IoT 장치에 담고 전송할 수 있는 D2V 통신 메시지 데이

터 셋 타입 2를 개발하였다. 데이터 용량에 따라 첫 번째 위치 정보에는 교통안전시설 정보 2개를 담을 수 있고, 두 

번째 위치 정보에는 교통안전시설 정보 1개를 담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각각의 정보에 투입된 데이터 패킷 용량

은 기본 요소 정보 10bytes, 위치 정보 16bytes, 교통안전시설 정보 6bytes로 구성하였다. 설계된 D2V 통신 메시지 

데이터 셋 타입 2의 데이터 패킷 용량은 Table 13과 같다.

Table 13. D2V communication message data set type 2 dataset

Division Start Road data
Connection 
road data

Traffic control device data A Traffic control device data B
CRC-16 End

GPS data A 1 2 GPS data B 3
Info - Road name 

code
Classification 
data

X Y ID ID X Y ID - -

Byte 1 5 1 4 4 2 2 4 4 2 2 1
Sum 32

3. D2V 통신�메시지�데이터�셋�타입� 3

하나의 위치 정보에 ‘부가정보’ 제공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정보를 담을 수 있는 D2V 통신 메시지 데이터 셋 타

입 3을 개발하였다. D2V 통신 메시지 데이터 셋 타입 3에는 ‘부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4개의 교통안전시설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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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ID 정보만 제공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 정보 총 5개를 전송할 수 있다. 각각의 정보에 투입된 데이터 패킷 용

량은 기본 요소 정보 10bytes, 위치 정보 8bytes, 교통안전시설 정보 14bytes(교통안전시설 정보 10bytes와 ‘부가정

보’ 4bytes)로 구성하였다. 이때 세부 정보는 ‘부가정보’ A와 B가 활용 된다. 설계된 D2V 통신 메시지 데이터 셋 타

입 3의 데이터 패킷 용량은 Table 14와 같다.

Table 14. D2V communication message data set type 3 dataset

Division Start Road data
Connection 
road data

GPS 
data

Regulation data
CRC-16 End

1 2 3 4 5

Info -
Road name 
code

Classification 
data

X Y ID
Sup

A or B
ID

Sup
A or B

ID
Sup

A or B
ID

Sup
A or B

ID - -

Byte 1 5 1 4 4 2 1 2 1 2 1 2 1 2 2 1
Sum 32

4. D2V 통신�메시지�데이터�셋�타입� 4

근접한 두 개의 위치 정보에 ‘부가정보’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2개의 ‘위치정보’와 ‘부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D2V 통신 메시지 데이터 셋 타입 4를 개발하였다. 각각의 정보에 투입된 데이터 패킷 용량

은 기본 요소 정보 10bytes, 위치 정보 16bytes, 교통안전시설 정보 6bytes(교통안전시설 정보 4bytes와 ‘부가정보’ 

2bytes)로 구성하였다. 이때 세부 정보는 ‘부가정보’ A와 B가 활용 된다. 설계된 D2V 통신 메시지 데이터 셋 타입 3

의 데이터 패킷 용량은 Table 15와 같다.

Table 15. D2V communication message data set type 4 dataset

Division Start Road data
Connection 
road data

Regulation data A Regulation data B
CRC-16 End

GPS data A 1 GPS data B 2
Info - Road name 

code
Classification 
data

X Y ID Sup
A or B

X Y ID Sup
A or B

- -

Byte 1 5 1 4 4 2 1 4 4 2 1 2 1
Sum 32

5. D2V 통신�메시지�데이터�셋�타입� 5

하나의 위치 정보에 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부가정보’ C를 활용하

여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D2V 통신 메시지 데이터 셋 타입 5를 개발하였다. D2V 통신 메시지 데이터 셋 타입 5에

는 ‘부가정보’ A와 C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1개의 교통안전시설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각각의 정보에 투입된 데이터 패킷 용량은 기본 요소 정보 10bytes, 위치 정보 8bytes, 교통안전시설 정보 13bytes

(교통안전시설 정보 2bytes와 ‘부가정보’ 11bytes), 빈 공간 정보 1byte로 구성하였다. 이때 세부 정보는 ‘부가정보’ 

A와 C가 활용 된다. 설계된 D2V 통신 메시지 데이터 셋 타입 5의 데이터 패킷 용량은 Table 16과 같다.

Table 16. D2V communication message data set type 5 dataset

Division Start Road data
Connection
road data

GPS data Regulation data CRC-16 Null End

Info - Road name 
code

Classification 
data

X Y ID Sup A Sup C - - -
C1 C2 C3 C4

Byte 1 5 1 4 4 2 1 1 1 4 4 2 1 1
Sum 32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9 No.4 August 2021538

•Article• Design of IoT-Based Device-to-Vehicle Communication Message Data Sets for Wireless Information Provision in Autonomous Highway Environment

결론

자율주행차량에게 교통안전시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차량에게 필요한 요소 정보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D2V 통신 메시지 데이터 셋 5종(1종은 최대 1개 위치정보와 7개 시설정보, 2종은 최대 1개 위치정보와 2개 

시설정보, 3종은 최대 1개 위치정보와 5개 시설정보, 4종은 최대 2개 위치정보와 2개 시설정보와 ‘부가정보’, 제5종

은 1개 위치정보와 1개 ‘시설정보’와 ‘부가정보’)을 개발하였다.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되는 세부 ‘부가정보’를 인덱

스 정보, 수치 정보, 운영 정보로 구분하여 실제 현장에서 교통안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데이터 셋을 설계하

였다.

다양한 주변 환경 요인(기상, 가로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센싱방식으로 정확한 교통안전시설 영상 이

미지 정보 확보가 어려운 현재 기술을 극복하게 한다. 논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저자들은 동적지역지도(local 

dynamic map, LDM)의 역할도 검토하였으나, LDM 개발 및 관리 주체를 서로 다른 기관에게 서로 미루고 있는 실

정(아무도 개발 나서지 않는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기에 본 제안된 연구 방향이 향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방식은 향후 자율주행차량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구상권 책임으로 자

유롭지 못하는 도로관리청이 제도적 부담과, 통신 등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가볍게 하는 대안이다. 

해당 부문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논의와 토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차량이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하는 도로 인프라 환경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의미를 가진다. 단순하게 정적인 ID 정보만이 아닌 교통안전시설이 내포하고 있는 ‘부가정보’를 자율주행차량

에게 제공하여 자율주행차량 제조사 들이 의지가 있는 경우 보다 안전한 주행할 할 수 있게 독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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