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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TS 기술의 발 으로 인해 교통 분야에 련한 서비스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V2X 기술은 기존 자

동차 는 도로 인 라에 IT기술이 목되는 IT 융합 기술  하나이며, 주요 자동차 선진국들과 메이

커들은 차세  자동차 기술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한 국제 으로 차량 간 통신을 이용한 국가 

로젝트  서비스가 제안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안  서비스에 한 시나리오가 많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 간 통신을 활용하여 안  서비스 설계  구 을 제시한다. 이 시나리오 구  결

과 운 자, 보행자 모두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인다. 향후 차량 통신이 실제 차에 용되었을 경

우 고려해야 할 결과를 결론에서 제시하 다.

1. 서론

   최근 자동차의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 하고 있다. 미

래의 자동차는 안 하고 편리하면서도 빠른 속도로 이동

이 가능한 지능형 자동차로 발  할 것이라 측하고 있

다[1]. 텔 매틱스(Telematics)는 “Telecommunication”과 

“Informatics”의 합성어로 차량과 무선통신망이 속되어 

운 자에게 교통정보안내, 긴 구조, 인터넷 서비스를 제

공하여 편리함과 안 성을 증 시키는 서비스이다. 

   텔 매틱스는 차량과 IT통신기술이 융합된 표 인 

기술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 시장이 매우 큰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한  세

계 으로 차량과 IT기술이 융합되는 차량 통신 네트워크 

기술과 차량 통신 기술을 활용한 텔 매틱스, ITS, 차량 

안  서비스 등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그 연구의 

로 국내에서는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으로 VMC 기술을 

이용한 차량 간 실시간 무선통신을 통해 도로  사고정

보를 뒤따라오는 차에 직  달하여 연쇄 추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국가사업을 진행 이다. 한, 국제 으로는 차

량간 통신 로토콜 표 인 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가 제정되고 있다. 이 통신을 이

용하게 되면 V2V, V2I 등 상호 필요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5]

   본 논문에서는 차량 간 통신을 활용한 도로  안 서

비스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원활한 진행을 하

여 실제차가 아닌 모형차를 이용하여 실험하 고, 네트워

크는 Zigbee IEEE 802.15.4 통신 로토콜을 사용하 다. 

본 연구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차량 간 사고와 차량  

보행자 사고를 심으로 시나리오 구성을 하 다.[2]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차량 통신 기반 

안 서비스 구조 설계와 세 가지 시나리오에 해 간략히  

소개한 후 3장에서 실제구   결과를 보여주고, 4장에서 

결론을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2. 차량 통신 기반 안 서비스 구조 설계

 교통사고는 운 자, 보행자 모두에게 언제나 험이 존

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통 혼란의 발생률을 이기 

해 실제 교통안   편의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기

술 개발이 최종 목표이다.

 다음 [그림 1]은 본 논문의 체 개념도이다. Server가 

여러 개의 Base station(이하 BS)을 리하며 BS는 수많

은 도로  자신의 도로를 리한다. 도로에는 다양한 

Infrastructure(이하 Infra)가 존재하고 수많은 차가 있다. 

BS같은 경우 Infra정보와 차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Infra

의 경우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반면 차량은 고정된 

치를 가지지 않고 이동한다. 따라서 BS의 Data Base

(이하 DB)는 차량 정보를 Update해야 한다. Infra는 BS에

게 특정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만 정보를 송하여 Traffic

증가를 인다. Infra와 차량, 차량과 차량의 경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표 1] 사망자 발생 교통사고 상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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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구성도이다. 실제 교통

리를 해서는 Server가 여러 BS를 리하는 형식이어

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로의 한 부분만을 다루므로 

Server와 Base station을 동일시한다. 

 실제로는 다양한 Infra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CCTV와 Traffic light만을 이용하고, CCTV는 자체 으

로 server를 두어 직  통신이 가능하게 하 다. Traffic 

light 한 controller를 따로 두어 통신이 가능하게 하

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통신으로 차량 제어가 가능함을 보

다 쉽게 보여주기 해 smart phone을 이용하여 차량 제

어를 구성하 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통신을 이용한 안

서비스의 시나리오를 [그림 3], [그림 4], [그림 5]에 나타

내었다.  

 [그림3]은 CCTV는 사각지 에 설치되어있고, 두 명의 

사람과 차가 같은 지 으로 오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구

상도이다. 빨간 차의 운 자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

고, 사람 한 차가 오고 있는 상황을 모를 때 사고가 발

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운 자와 사람에게 서로의 존재

를 알려 사고를 방하는 것을 첫 번째 시나리오로 정하

다.

 CCTV가 사람을 detection하면 주변 차량에게 사람이 몇 

명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차량이 사람에게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사람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주변에 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차량이 방의 신호등을 향해 진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 구상도이다. 많은 운 자들이 정지선을 지

키지 않고, 꼬리 물기로 인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를 해결하기 해 시나리오로 선정하 다.

 BS에서 Traffic light으로 신호를 송한다. 신호등은 BS

에서 받은 신호가 란불에서 빨간불로 바 기 에 차량

에게 이 정보를 송한다. 차량의 운 자는 신호등이 곧 

바 다는 사실을 알고 속력을 더 내어 지나가던지 속력을 

이고 서던지 한다.

[그림 5]는 앞 차량에 의해 방의 시야가 제한된 상황을 

[그림 5] 차량 간 메시지 송 구상도

[그림 2] 통신 구성도

[그림 3] 사각지  장애물 경고 구상도

[그림 4] 신호 변경 알림 구상도

[그림 1] 서비스 구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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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CTV를 이용한 안  시나리오 구성도

나타낸 구상도이다. 사각지 이거나 다른 요소에 의해 시

야가 가려져있을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따

라서 세 번째 시나리오로 차량 간 통신을 이용하여 주변

차량에게 앞 차 앞에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사고

를 방하고, 앞 차와의 안 거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경

고 알람으로 안 거리를 유지 할 수 있게 한다.

3. 구   실험 결과

 3.1 카메라를 이용한 교통안  시나리오

카메라는 웹캠을 사용한다. 카메라와 컴퓨터는 유선으로 

연결되어있다. box는 실제 사람을 detection했을 경우에만 

나타난다. box가 나타날 경우 웹캠과 연결되어 있는 pc가 

zigbee를 이용하여 모형 차에 human detection정보를 

송한다. 이 메시지를 받은 모형 차는 차량에 있는 

bluetooth를 이용하여 사람의 휴 폰과 페어링 한 후 주의 

메시지를 송한다. 

 [그림 7]은 카메라가 사람을 detection했을 때 CCTV 

server가 이 정보를 받아 BS로 송한 결과이다.

 [그림 8]은 CCTV server로부터 사람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차량이 스마트폰에 자신의 존재를 알려 스마트폰에 

방주의 메시지를 받은 결과이다.

 이 실험 결과 운 자 보행자 모두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3.2 신호등을 이용한 교통안  시나리오

 각 신호등은 안드로이드로 구 하 다. 신호등은 개별

으로 wifi를 통해 controller와 통신하고 있으며, controller

는 zigbee를 이용하여 base station으로부터 신호를 송

받는다. 차량과 차량의 이동경로 방에 존재하는 신호등

과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로 가깝게 근할 때, 신호의 

변경이 임박하면 controller는 해당 차량에게 신호등의 신

호가 곧 변경될 것을 zigbee를 이용해 알려 다.

 이 실험은 Zigbee통신을 이용한 인 라-차량 통신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 자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이용

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8]cctv로부터 받은 메시지 

[그림 10] 실제 신호등 구  

[그림 7] Human detection 결과 [그림 9] 신호등을 이용한 교통안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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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차량 센서 정보

3.3 차량 센서를 이용한 교통안  시나리오

 차량의 방 안 거리 내에 장애물을 감지하는 경우, 해

당 차량의 뒤로 따라 오고 있는 차량에게 장애물의 존재

를 zigbee를 통해 알린다.

[그림 12]은 거리가 8cm 안 일 때 차량이 블루투스를 이

용하여 주의 메시지를 송한 결과이다.  사진은 블루투

스를 이용한 결과이지만 실험은 zigbee로도 하 다. 센서

의 거리 값은 아래 [그림 13]을 보면 알 수 있다. 본 연구

는 거리의 정보를 모두 받지 않고, 8cm보다 크면 block시

켜 송 delay를 낮추었고, 일정 거리 이내일 때 clear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센서를 사용하게 하 다.

4. 결론

 최근 몇 년간 V2V와 V2I 분야에서는 도로의 안 성 향

상과 원활한 차량 운행을 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재는 기존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DMB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차량마다 센서를 설치하고 차량 간의 통신을 통해 차량 

간격, 속도 등을 차량이 스스로 체크하여 인근 도로에 설

치된 V2I 통신 시스템으로 정보를 송하면 사고 는 도

로 공사, 교통량 정보 등을 인근 지역에 근하는 후속 차

량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원활한 교통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3] 

 이 듯 기존의 연구들은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서비스들

이 많고, 차량 간 직  통신 보단 다른 계기들을 이용하

여 통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네비게

이션이나 다른 계기를 이용하지 않고 직  차량 간 통

신을 이용한 시나리오를 통해 차량 안  서비스를 제시하

다. 향후 과제로는, 차량 간 통신을 이용하여 본 논문에

서 제시한 시나리오 이외에 더 많은 시나리오 들을 제시

하고 구성하여 안 서비스에 더 많은 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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