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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와 차량 간에 효율 인 도로 사용을 유지하면서 횡단보도 사고의 많

은 부분을 차지하는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센서, 카메라, 투 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   

방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극 으로 추 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하는 시스템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 을 때 보행자에게 조명을 비추어 보다 먼 거리에서 운

자가 용이하게 식별을 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 내 사고 발생 시 제 센터에서 장 정보를 수신 받아 

상황에 맞춰 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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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횡단보도는 차량과 보행자가 공유 하는 길이다. 차량과 

보행자 간 원활한 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하여 횡단보도

는 일정한 신호체계에 따라 동작한다. 이를 한 횡단보도 

신호 체계는 각 신호를 시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과 보

행자의 요구에 의해 신호가 발생하는 방식 등이 있다. 국

내에서는 해마다 차량의 수와 도로의 면 이 증가함에 따

라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신호기의 신호 치계는 일정한 시간주기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정된 국내의 지리 인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자와 차량과의 효율 인 도로사용을 한 

다양한 신호 체계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 국외에서는 보

행자의 횡단 의사에 기반을 둔 효율 인 시스템을 운용하

는 사례가 있다. 를 들어 Puffin Crossing [2]은 카메라

를 활용하여 보행자의 필요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을 선택

할 수 있음은 물론 노약자나 장애우에게도 충분한 횡단 

시간을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신호체계의 발 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해마다 꾸 히 발생하고 있다. 2014

년도 국내 교통사고  부상자가 약 15.3%와 사망자의 

40%가 보행자 교통사고이다. 보행 사망자  도로횡단에 

의한 사망자는 약 63%로 이는 체 교통사고의 사망자 

 약 25%인 1211명에 달한다[3]. 미국 통계청 조사[4]에 

따르면 보행자 사고의 68%에서 72%가 18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발생한다. 그  73%가 도심지역에서 발생하

며, 69%가 교차로가 아닌 구간에서 발생한다. 더불어 

72%의 사고가 조명이 없는 도로에서 발생한다[4]. 이러한 

형태의 사고를 이기 해 운 자에게 차량 방의 보행

자나 장애물을 감지하여 경고를  수 있는 시각 기반의 

LIDAR 보행자 감지 시스템[5]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투 해주는 

LightGuard 시스템[6], 횡단보도 운 자에게 구역을 표지

로 보여주어 알려주는 Pavement Marker[7] 등의 연구가 

있었다. 이 시스템들은 운 자가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도

록 보행자 인식 는 감지를 통해 경고하여 사고를 방지

하거나 보행자와 신체  손상정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

록 유도 한다. 그러나 야간에 차량과 보행자 간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 구호 활동 지원에 

한 기능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횡단보도의 신호체계를 효율 으로 리

하면서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유사시 극

인 구호 활동이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제안한

다. 

2. 련연구

   John D. Bullough et al[8]가 연구한 투 기의 디자인

에 따른 효과 평가는 투 기의 설치 수와 설치 방법에 

하여 운 자의 보행자 인식률에 한 효율성이 다를 수 

있다. 실제 운용 시 은 비용으로 효율 인 보행자 인식

률을 여러 디자인을 고려할 수 있다. 

 비정상 움직임 추 에서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보행자를 추 하 으나 Piotr Doll´ar et al[9]의 연구와 같

이 다양한 방식의 상추 을 이용하여 세세하게 사람과 

차량을 추 한다. 상처리 패턴을 용한다면 이상 움직

임에 한 정확도를 늘려 허  오류 가능성을 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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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호  데이터 흐름도

(그림 3) 능동 보행 신호기 순서도

(그림 1)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아키텍처 

다.   Jules White et al[10]는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보행

자의 교통사고를 주변사람에게 알리는 시스템에서 주변의 

항상 사람이 요구되어 지는 시스템이 아닌 신호를 제어기

로 바로 송하여 보행자의 사고를 더 높은 정확도로 확

인하고 한 카메라 밖에서 이루어진 사건 한 추 할 

수 있다. 결과 으로 제 센터의 빠른 응과 업무량 감

소를 달성할 수 있다. 

 경계선 감지기에서는 한 종류의 센서를 사용하여 보행자 

 차량의 검사에 사용되었으나 Ashish Dhar[]11]는 다양

한 센서들을 사용하여 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차량을 추

하고 통행량을 확인한다면 스마트 횡단보도의 정확도에 

보다 더 높은 효율성을 기 할 수 있다. 한 보행자가 횡

단보도로 진입하기  신호 기 상태일 때 보행의지를 

상실하여 이탈하는 경우의 한 확인이 가능하고 이에 

한 큰 력을 사용하는 장비들이 체 보행 알고리즘을 

이행하지 않고 간에 단할 수 있다면 높은 비용 효율

성을 기 할 수 있다. 

3. 시스템의 구성

    제안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은 보행자와 운 자

의 횡단보도 도로의 유에 한 환을 보행자의 필요에 

따라 효율 으로 수행하고 장애우나 노약자에게는 충분한 

보행의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여 보행자 심의 횡단보도 

환경을 제공한다. 차량과 보행자 교통사고의 부분이 야

간에 일어나는 것에 기인하여 보행자 인식을 한 경계선 

검사기와 야간 투 기를 사용하여 운 자가 보행자를 보

다 먼 거리에서 발견하고 미리 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에 보행자의 횡단보도 횡단 시 사고의 험성을 크게 

여 과 동시에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긴 응센터의 상황 감시자가 녹화된 상을 송받아 

해당 상황을 단하여 이에 따른 한 조치를 바로 취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계선 

감지기와 보행자 추  녹화기, 신호기, 투 기, 제어기 등

의 모듈과 제센터로 구성된다. 

 경계선 감지기는 차량, 사람 혹은 물체가 해당 지역을 지

나가는 여부를 단하는 장치로 횡단보도 감지기와 차량 

정지선 감지기로 구분 할 수 있다. 횡단보도 감기지는 보

행자 는 물체의 횡단보도 역 내 진입여부를 단한다. 

장치로 횡단보도 감지기와 차량 정지선 감지기로 구분 할 

수 있다. 횡단보도 감지기는 보행자 는 물체의 횡단보도 

역 내 진입여부를 단한다. 차량 정지선 감지기는 차량

의 정지선 통과 여부를 단하며 통과하는 속도를 측정하

기도 한다. 

 보행자 추  녹화기는 상처리를 한 컴퓨터와  

CCTV카메라가 하나의 모듈로 구성되어있다. 보행자 추

은 횡단보도 내 움직이는 보행자나 이동 물체의 치를 

지속 으로 추  한다. 이 추 정보는 경계선 검사기만으

로 단할 수 없는 횡단보도 내 보행자나 물체의 추  정

보를 수집한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어기에 달하여 상을 기록한다.

 신호기는 횡단보도  차량의 신호를 제어하는 모듈이다. 

보행자가 없을 때는 횡단보도는 차량을 통과시키지만, 보

행자가 횡단보도 진입을 해 보행신호기를 르면 차량 

진입을 막고 보행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변경한다. 

사고 발생 시 제어기는 후속 사고 방지를 해 차량 신호

를 변경한다. 

 투 기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진입과 보행 시 해당 역

의 조도를 높여주어 차량 운 자가 보행자를 용의하게 식

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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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형태 문제

보행자 

움직임

횡단보도 장시간 유.

횡단보도 횡단 불가.

경계선

센서 

운 자 차량 정지선 돌 .

차량의 고속 이동.

<표 1> 비정상 움직임의 형태

(그림 5) 횡단보도 인식 정확도

(그림 4) 스마트 횡단보도 로토타입

(그림 6) 보행자 인식 정확도

 제어기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모든 모듈을 제어/ 리하고 

제센터와 통신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제어기는 각 모듈과의 통신을 통하여 시스템의 체

를 리한다. 제어기는 그림에서의 화살표는 통신의 방향

성을 나타내며, 이 데이터 흐름을 기 로 경계선 감지기와 

보행자 추 기  신호기에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능동 

보행 신호화 비정상 움직임 추  그리고 상황에 처

하기 한 알고리즘을 포함한다. 능동 보행 신호 알고리즘

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 보행자의 상황에 따라 

신호 시간을 제어한다.  장애우나 노약자에게 지정된 횡단

보도 보행 시간 보다 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정 

보행 신호 시간을 과 시에 보행자 추 기로부터 횡단보

도 내 보행자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신호를 바로 환하지 

않고 보행신호를 유지한다. 그림 3은 제어기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 후 이탈까지 신호 유지를 한 시 스 

다이어그램이다. 비정상 움직임 추  알고리즘은 보행자의 

횡단보도 횡단 볼가상황, 보행자 횡단  차량 주행 상황

을 추 한다. 표 1에서 신호 순서가 각 센서에서 문제되는 

형태에 하여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각 다른 알고

리즘으로 체한다. 보행자의 횡단보도 내 이동이 불가능

한 상황을 추 함으로서 유사시 제 센터에 보고하여 상

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한다. 보행자 횡단  차량의 횡단

보도 진입 시 에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제어

기는 제센터로 해당 상황 정보를 달한다.

 제센터는 각종 상황에 한 정보를 제어기로부터 수신

하여 센터 근무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상황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 센터 근무자는 제어기에 해당 상황에 한 

상을 요청하여 해당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

다. 만약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 기 에 해당 정보를 신속히 달할 수 있

다. 

4. 구   실험 결과

   제안하는 시스템의 운  가능성을 실험하기 해 모형

도로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로토타입 형태의 시스템을 

구 하 다. 그림 4에서 제어기와 CCTV분석기는 라즈베

리 이를 사용하고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신호, 투 기 그

리고 경계선 감지기로 신호를 달하 다. CCTV는 웹캠

을 사용하 고 유 기 은 웹페이지로 구축하여 제어기에

서 보내는 상신호를 수신하 다. 모형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내 존재 시 차량의 정지선 반 신호를 확인  

서버로 송하 고 상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 환경에서 야간 보행자 인지를 통한 보

행자 사고 방 효과를 확인하기 해 실제 도로 환경을 

바탕으로 실험하 다. 본 실험에서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

고 있는 가로등을 투 기로 사용하 다. 보행자는 180cm

의 성인 남성이 어두운 옷을 착용하여 밝은 옷의 빛 반사

를 최 한 일 수 있도록 하 다. 도심에서 자주 사용하

는 승용차를 기 으로 하향등을 켜고 운행하는 상황을 가

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각 실험은 밝기 값을 고정한 

상태로 은 사진을 거리별로 어 횡단보도나 보행자를 

찾는 방식으로 운 자로 가정한 성인 20명에게 독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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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 다. 차량은 60km/h로 이동한다고 가정을 하고 각 

사진을 단하는데 5 의 제한시간을 주었다. 한 사  

근  거리 사진을 보고 략 인 횡단보도나 보행자의 

치에 한 추측성 답변을 배제하기 해 가장 먼 거리의 

사진을 독하게 하 다.

 그림 5는 운 자가 횡단보도 인지를 제한시간 내에 정확

하게 인지한 통계이다. 차량 조등은 바닥면의 횡단보도

를 인식할 때 50m부터 식별 가능하 으나 30m부터는 

80%의 인원이 식별을 하 다. 그러나 투 기는 차량 조

등이 인식할 수 있는 거리보다 5배나 긴 거리로부터 인식

할 수 있었다. 운 자의 인식거리 효율성은 가장 비슷한 

정확도를 기 으로 비교하 을 때 투 기가 120m거리를 

먼  확보하 다.

 그림 6에서 보행자 인지 정확도는 보행자의 형태를 확인

하는데 투 기와 차량 조명등은 200m와 150m에서는 거의 

포착하지 못하거나 포착이 불가능하 다. 그러나 100m부

터 투 기는 보행자의 윤곽을 포착하는 기회가 크게 증가

하면서 부분의 실험자가 보행자를 식별하 다. 이에 반

하여 차량 조등은 30m 거리부터 투 기와 근사한 비율

의 포착률을 보 다. 가장 비슷한 정확도를 기 으로 비교

하 을 때 투 기가 3배의 보행자 인식률인 70m차이를 

보 다.

 그림 5와 6의 실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간 횡단

보도에서의 투 기 운 이 운 자의 보행자 인지에 큰 도

움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에 따라 보행자를 인식

하고 보행자 상황에 맞춘 투 기 운 이 야간 보행자 횡

단 사고를 방하는데 효과 임을 확인하 다. 기존의 시

스템이 야간 시간 동안 지속 으로 투 기를 운용함에 반

해 제안하는 시스템은 보행자 인식을 기반으로 필요한 경

우에만 투 기를 운용함으로써 상 으로 은 력을 

소모하므로 많은 에 지를 약할 수 있다.

5. 결론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보행자와 운 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스

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제안하 다. 횡단보도의 투 기는 

운 자에게 매우 높은 보행자 포착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고속 충돌에 의한 사고를 감소시킨다. 한 사고가 발생 

시 제센터에서 사고와 동시에 빠른 응이 가능해서 심

각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행자의 골든 타임을 충분히 

확보하고 즉각 인 장 통제가 가능하여 2차 사고를 방

지한다. 운용에서는 이 의 횡단보도 투 기는 보행자의 

사용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행자가 없는 시간에 비추

기에 사용량  비용 효율이 매우 낮았으나 스마트 횡단

보도는 보행자가 이용할 때 켜지므로 수요에 따른 소모가 

가능해진다. 이 시스템의 설치가 확 된다면 운 자들에게

는 야간에서도 멀리서 미리 보행자의 단 유무와 계없

이 횡단보도 지역과 물체의 진입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으

며 보행자는 횡단을 할 때 보다 더 안 한 상태로 횡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구조 받을 수 있다는 기 심리를 기반으로 보다 더 극

인 횡단보도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향후에는 본 시스

템이 설치된 구간에서 경계선 검사기를 사용한 차량 통행

량 추 으로 보행자와 차량이 횡단보도 도로 사용 시간

환을 보행자의 횡단 요구에 응하면서 차량의 통행량의 효

율을 크게 낮추지 않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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