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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령화의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사회 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자의 교통사

고 황을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보행 고령자를 한 안 메시지 송기술에 해 소개한다. 

제안하는 안 메시지 송기술은 정보통신기술을 차량과 고령자에 목한 차량-보행자간 통신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제안하는 송기술의 개념의 동작원리에 해 소개하고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 하기 해 필요한 

사항들에 해 논의한다. 

ABSTRACT

As the elderly are increasing, traffic accidents which are related to the elderly are one of major issues in aged society. In this 

paper, we analyze traffic accident statistics for the elderly. Based on the analyzed data, safety message transmission system for the 

elderly pedestrians is introduced. The proposed system is based on the P2V(Pedestrian-to-Vehicle) communication which combines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ith vehicles and pedestrians. We introduce the concept and principle of the 

proposed system and discuss implementation issues for realizing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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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령인구의 비유에 따라 체 인구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이상 14% 미만인 사회를 흔히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하고 하며, 14%이상 20% 미만인 

사회를 ‘고령 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이상인 

사회를 ‘  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라고 구분

한다. 한국은  세계 유래 없이 빠르게 고령인구가 

증가학고 있고,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

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상된다[1]. 이러한 인구 고령화에

도 불구하고 고령자와 련된 법규  사회 인 인식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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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 교육 실 을 살펴보면 어린이 안 교육 실

은 2013년 1,991,901명인데 비해 고령자의 교통안 교

육 실 은 2013년 111,797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도 고령자의 교통

사고 사망자가 어린이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고령자는 일반 성인들과 비교해서 신체 인 기능이 

하되고 감각이 무뎌지며 시야가 좁아지고 쉽게 피

로해지는 경향이 있어 장거리 연속이동  장시간 서

있는 것이 곤란하다. 한 변화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

려져 환경의 변화에 용하기 힘들어진다. 이와 같은 

신체 인 기능이 하는 고령자의 교통사고 증가에도 

직 인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고령자와 련

된 교통사고 황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한 방

안은 고령화 사회의 사회 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ICT: Infor-

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교통과 

보행환경에 목하여 보행사고를 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3-4]. 표

인 로서 정보통신기술을 차량  보행자의 휴  통

신기기에 장착하여 보행자-차량간 통신 (P2V: 

Pedestrian-to-Vehicle communications)을 이용하여 

안 메시지를 송수신 하는 서비스가 제안되었다[5-6]. 

본 논문에서는 고령자의 일반 인 사고 황을 분석

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안 메시지 

송기술의 개념에 해 설명한다. 한 안 메시지 

송기술의 구 을 해 필요한 실질 인 용 련 사

항에 해서도 논의한다. 

Ⅱ. 고령자 사고 황 분석

이번 장에서는 고령자 사고의 일반 황을 통계자료

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한다. 상충(Conflict)의 사  

의미는 교통사고 직 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사고 

상황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와 차량간의 

잠재  사고 험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2011년 교통사고통계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사고의 비율이 차량과 사람간의 사고 을 때가 

45.5%로 차량간사고시 17.6%, 차량 단독사고시 16.6%

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사상

자는 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9.1%인 2044명이 발생

하 으며, 부상자의 20%인 51,289명이 발생하 다[8]. 

표 1. 연령층별 보행자 사상자수[7]
Table 1. Casualties depending on the age[7]

Age
Casualties/
Percent

Deaths/
Percent

Death 
Rate

Total
53,333
100%

2,044
100%

3.8

Under 12
6,291
11.8%

49
2.4%

0.8

13～20
6,078
11.4%

60
2.9%

1.0

21～30
6,878
12.9%

97
4.7%

1.4

31～40
6,079
11.4%

142
6.9%

2.3

41～50
8,472
15.9%

288
14.1%

3.4

51～60
7,958
14.9%

376
18.4%

4.7

61～65
2,561
4.8%

149
7.4%

5.8

Over 65
9,014
16.9%

833
43.2%

9.8

Undefined
2
0.0%

0
0.0%

0

표 1은 연령층별 보행자 사상자수를 나타내는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상자와 사망자수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냄을 알 수 있으

며 특히 사망자수는 43.2%을 차지한다. 표 1에서 사

망율(Death Rate)은 (사망자수(Deaths)/사상자수(Ca-

sualties))×100을 이용하여 계산된 값인데 사망자수 

뿐만 아니라 사망률이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2012년 자료를 살펴보면 보행  사

망자의 경우 체 사망자  47.3%가 고령자이며, 연

령이 증가할수록 사망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고령자의 도로형태별 보행자 

사망사고를 분석하 는데, 그 결과가 표 2에 사망자수

와 비율로 표시되었다. 도로는 단일로(Single roa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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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road Intersection

Others Total
Crosswalk

Near 

Crosswalk

Inside 

tunnel

Above 

bridge

Other

Single 

roads

Intersection

Near 

intersectio

n

65~70
Deaths 24 9 0 1 127 43 32 8 244

Percent 9.8% 3.7% 0.0% 0.4% 52.0% 17.6% 13.1% 3.3 100.0%

71~80
Deaths 58 20 2 3 282 76 57 10 508

Percent 11.4% 3.9% 0.4% 0.6% 55.5% 15.0% 11.2% 2.0 100.0%

81~
Deaths 16 7 0 4 108 34 32 6 207

Percent 7.7% 3.4% 0.0% 1.9% 52.2% 16.4% 15.5% 2.9 100.0%

Total
Deaths 98 36 2 8 517 153 121 24 959

Percent 10.2% 3.8% 0.0% 0.8% 53.9% 16.0% 12.6% 2.5 100.0%

표 2. 보행자 도로형태별 사망자 수[7]
Table 2. Deaths of pedestrians depending on the road type[7]

교차로(Intersection)으로 구분하 으며, 단일로는 횡

단보도상(Crosswalk), 횡단보도부근(Near crosswalk), 

터 안(Inside tunnel), 교량 (Above bridge),  기타

단일로(Other single road)로 구분하 으며, 교차로는 

교차로내(Intersection)  교차로부근(Near inter-

section)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자의 도로형태별 사망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기타단일로(53.9%)  교차로  교차로주변

(28.6%)에서 보행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 장에서

는 단일로  교차로에서 고령자에게 용 가능한 안

메시지 송 시스템을 제안하고 시스템 구 시 고

려사항에 해 논의한다.

Ⅲ. 안 메시지 송시스템

앞 장에서 보 듯이 고령 보행자의 사고의 부분

은 기타단일로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다. 이를 이

용하여 비신호 단일로  교차로에서 용 가능한 안

메시지 송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 1은 제안하는 

안 메시지 송시스템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체시

스템은 보행자통신장치(PU: Portable Unit), 차량통신

장치(OBU: On Board Unit), 노변통신장치(RSE: 

Road Side Unit)들로 구성되며 노변통신장치들은 서

버/제어기(Server/Controller)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1. 단일로에서 안 메시지 송시스템
Fig. 1 Safety message transmission system in the 

single road

안 메시지는 차량과 보행자간에 송수신되는 상호

간의 정보 이야기한다. 정보 송은 보행자와 차량간의 

통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실질 인 정보의 

송수신은 차량-노변간  노변-보행자간 통신을 통해

서 이루어진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나타내면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에서처럼 보행자는 휴

통신장치를 이용해서 노변통신장치와 통신을 하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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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통신장치는 차량통신장치와 통신을 하게 된다.

그림 2. 보행자-차량간통신 개념도
Fig. 2 Concept of P2V(Pedestrian-to-Vehicle) 

communication

 그림과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안 메시지가 

보행자로부터 차량으로 송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보행자가 노변기지국으로 근한다.

2. 보행자가 노변기지국의 통신반경에 들어오면, 보

행자-노변기지국 통신을 통해 보행자 정보가 노변기

지국으로 송신된다.

3. 노변기지국은 보행자로부의 정보를 수신한다. 

4. 노변기지국은 노변기지국-차량 통신을 통해 안

메시지를 해당 차량에게 송신한다.

5. 차량은 안 메시지를 수신한다.

6. 차량은 주 에 노약자가 있음을 악하여 안

운행을 하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로 안 메시지

가 송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 노변기지국으로 근한다.

2. 차량이 노변기지국의 통신반경에 들어오면, 차량

-노변기지국 통신을 통해 차량의 정보가 노변기지국

으로 송신된다.

3. 노변기지국은 차량의 정보를 수신한다.

4. 노변기지국은 노변기지국-보행자간 통신을 통해 

안 메시지를 보행자에게 송신한다.

5. 보행자가 안 메시지를 수신한다. 

6. 보행자가 안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주변에 

차량이 있음을 감지하여 주변차량을 조심하게 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안 메시지를 수신하여 교통사

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림 3. 교차로에서 안 메시지 송시스템
Fig. 3 Safety message transmission system in the 

intersection

이와 유사하게 의 단일로에서의 안 메시지 송

을 확장하여 나타내면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안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원리는 단일로에서와 동일

하게 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일로와는 다르게 네 

방향으로 부터 근하는 보행자와 차량의 방향  

치를 더 정확하게 악하여 필요한 정보만 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용이 필요하다.

Ⅳ. 구 시 고려사항

앞 장에서 소개한 시스템을 실제시스템으로 구 하

기 해서는 통신시스템 체 구조를 비롯하여 안

메시지 송을 효과 으로 용하기 한 여러 가지 

구 련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안

메시지 송시스템을 구 하기 해 통신방식, 치

정보  정보 리 사항 등에 해 논의한다. 

4.1. 통신방식

보행자와 차량간의 통신을 해 여러 가지 무선통신

방식이 가능하다. 재 상용화 되어있는 기술로는 셀룰

러 시스템, 무선랜, 지그비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s)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차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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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용하기 해 무선랜을 변형시킨 WAVE(Wir-

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기술도 용

가능하다. 다양한 통신방식에 해서 통신범 , 주 수

사용여부(허가 역  비허가 역), 력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합한 통신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시스템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

여 제안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나 사용할 수 있

는 비허가 면허 역을 사용하고 최소한 수십m의 통신

거리를 보장하면서 보행 고령자들이 휴 하기 간단한 

크기의 통신장치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단

된다. 

4.2. 치정보

차량에게 보행자의 정보를 알려주거나 혹은 보행자

에게 차량의 정보를 알려주기 해서는 치정보도 

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단일로나 교차로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정보를 송하기 때문에 10m

의 치오류를 가지는 일반 GPS보다는 좀더 정 한 

치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치정보는 AGPS(Assi-

sted GPS)혹은 좀더 정 한 정보를 제공하는 DPGS 

(Differential GPS) 방식을 제공하는 GPS에 기반을 

방식이 있다. 한 참조신호의 시간을 이용하거나 수

신신호의 세기를 이용하는 등의 통신에 기반을 둔 방

식이 있다. 보행자-차량간 안 메시지 정보 송 기술

은 특정지역에서 정보를 송하는 방식에 을 두

어 정 한 치 정보 송이 가능한 치정보 송 시

스템을 선택해야 한다. 

4.3. 정보처리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정보처리에 

련된 부분이 있다. 앞의 그림 1과 3에서 보 듯이 

단일로 혹은 교차로에는 차량  보행자들이 무작

호 근할 수 있다. 이때 정해진 단일로  교차로에 

근하는 모든 사용자를 리하고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는 노변기지국에 제어기를 설치하여 앙

집 식형태 혹은 각각의 통신장치가 주변정보를 받아 

분산처리형태로 처리 가능하다. 효과 이고 빠른 데이

터 처리를 해서는 앙집 식형태가 유리하며 시스

템을 간략화여 운 하기 해서는 분산처리형태 한 

가능하다. 실제시스템을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정보를 송할 것인지에 따라 정보처리 

주체를 정하는 것은 체시스템을 운 하는데 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단된다.

실제시스템 구 을 해서는 이장에서 논의한 시스

템구조  운 인 측면이외에도 실제 고령자들의 

요구사항을 악하여 시스템을 구 했을 경우 사용자

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의 설계가 필요하다. 를 들어 

고령자들이 안 메시지를 수신해서 정보를 표출하는 

방식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고령 보행자가 지니고 

있는 통신장치 자체에서 소리, 빛, 떨림 등을 이용해

서 정보 수신을 알려주도록 할 수 있다. 한 수신된 

정보를 스마트폰을 연계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표출할 수 있다. 어느 방식이 더 효과 인 지를 단

하기 해서는 다양한 설문조사  인터뷰를 통한 필

요한 요소  요구사항의 악이 필요할 것으로 단

된다. 마지막으로 실제 상용화를 고려한 통신장치의 

구 형태에 해서도 고려해야한다. 통신장치 자체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해도 실제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 구 형태의 고려가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충지역에서 고령보행자를 한 안

메시지 송시스템에 해 소개하 다. 먼  고령자

들의 교통사고 형태를 악하여 우선 으로 안 메시

지 송이 필요한 지 을 선택하고, 안 메시지 송

을 한 구조도  안 메시지 송 차에 해 소개

하 다. 한 실제 시스템구 을 해 고려해야할 사

항에 해 논의하 다. 실제 시스템 구 시는 본 논문

에서 제시안 구  고려사항을 참조로 하여, 고령자들

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다양한 자료수집을 통해 반

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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