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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횡단보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픈플렛폼 툴인 아두이

노를 이용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지선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시스템은 음

성을 통한 보행자용 알람 시스템과 신호등에 설치되어 있는 음성 지원 시스템 및 전광판을 통한 운전자용

경고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의 구성요소로는 아두이노, 감지센서 (적외선 센서), 카메라 모듈, 영

상 통신 모듈, Text LCD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픈소스코드인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각 기기들의

코딩을 하였다.

핵심용어 : 정지선 관리 시스템, 안드로이드, 영상 통신 모듈, 아두이노

1. 서 론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횡단보도에서의 잦은 교통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년간 횡단보도 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18,293 건으로 그중 사망자 수는 245명으로 집계되었

다. 이와 같이 횡단보도에서의 사건 사고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한

횡단보도의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횡당보도상의 안전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

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oT기반 네트워크 시스템과 카메라모듈 및

아두이노를 통하여 운전자의 정지선 준수 및 보행자의 안전구역 준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

였다.

2. 아두이노(Arduino) 기술 개요

본 논문에서 신호등, 보행자 및 정지선의 정보를 읽어 들이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한 아두이노(Arduino) 기술은 오픈소스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컨트롤

러로 완성 된 보드(MCU 보드)와 관련 개발도구 및 환경을 말한다. 아두이노는 다양한 센서로부터 측정 값

을 받아들여, 신호등, 단속 카메라, Text LCD등 외부 장치들을 통제함으로써 보행 환경과 상호 작용이 가능

한 오픈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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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b 2.0 보행자 및 차량 정지선 관리 시스템

3.1 시스템 개요

Web 2.0 보행자 및 차량 정지선 관리 시스템은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OpenCV for Android 기술이 결합

된 시스템으로 아두이노가 감지센서, 카메라모듈, 영상 통신 모듈, Text LCD의 정보를 받고 통제하는 형식

으로 구성된다.

3.2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소스 코딩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소스 코딩은 아두이노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신호등, 감지센서, 경계선 검출 등의

소스 코딩을 통하여 보행자 안전 및 차량 정지선 위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보행자의 위

험 상황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설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켰다. 본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소스 코딩은 신호등 소스 코딩, 감지센서 소스 코딩, 경계선 검출 소스 코딩으로 구성했으며 코딩방식은 그

림.1과 같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회기반시설물 중 교통과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횡단보도 및 신호

등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픈플랫폼 기술의 하나인 아두이노 스마트 센서,기기를 활용한

Web 2.0 보행자 및 차량 정지선 관리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차량 통행 및 보

행 신호에 오픈플랫폼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본 시스템은 횡단보도, 교차로 등 다양한 신호

등 안전 수칙에 응용이 가능하여 시민들의 보행 안전 및 교통사고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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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스 코딩 中 신호등 소스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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