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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비도심 지역의 교통안전기술 설계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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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 비도심 지역의 교통사고 감을 해 충청권을 상으로 기존연구에서 수행된 련 문헌 검토,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통한 요인분석  군집분석과 설문조사, 충청권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여 실정에 맞는 3가지 
교통안 기술을 제안한 바에 이어, 실제 용 가능한 교통안 시설물의 상세 설계  테스트베드 용, 만족도 조사  기술 
개선에 을 맞추고 추가 연구를 수행하 다.
제안된 3가지 기술은 충청권 교통안 수 의 향상을 한 교통안 시설물로서, 보행자 건 목 인식등, 교통약자 노견용 인식
등, 농기계 운행 안  LED 이다. 각각의 기술은 기존 교통안 시설물의 비도심 지역에 용시 발생가능한 빛 공해  

제설작업 문제 을 보완하고, 태양 기반 자생기술로서 농 지역의 교통안 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Abstract  In previous research, we analyzed traffic accident characteristics in the Chungcheong region through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a questionnaire using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data to enhance Korea's traffic 
safet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investigated the design and application of traffic safety technology in 
non-urban areas in this study. Three technologies are proposed to improve traffic safety facilities for the region: a
recognition light at pedestrian crossing works, a recognition light on the road for the underprivileged in traffic works,
and a safety LED sign for operation of agricultural machine works. Each technology complements the light pollution 
problem about snow removal and road safety when applied to existing facilities in the non-urban areas. Solar-based
indigenous technolog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oad safety in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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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4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총 223,552건의 교통사
고  99.6%는 도로분야에서 발생하 으며, 1일 평균 
6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3명이 사망하며 925명
이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의 도로분야 교통안  수 은 경제 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하 권 수 으로써, 자동차 보유 수 1만
당 사고율이 2.5명(2012년 기 )으로 선진국(일본 0.6명, 
국 0.5명)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1].
이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여 히 낮은 우리나라의 교

통안  수 은 농·어 과 같은 지역 소도시에서 보다 더 

열악하다. 이에 지난 기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소

도시의 교통안  수 의 제고를 해 충청권을 상으로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 하 으며, 분석 결과를 토 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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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 기술을 제안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교통안 기술을 상으로 상세설계  

테스트베드 용을 통해 개발 기술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한 충청권 교통사고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

기술 개발의 기  연구에 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 , 기 연구에서는 충청권 지역에 해 요인

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지역유형별 교통사고 특성

을 분석 하 으며, 분석 결과 농 형지역이 도시형지역 

보다 교통사고 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
라 농 형지역의 교통안 에 한 심과 책이 보다 

더 필요함을 확인하 다. 한, 충청권 운송업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 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주요 교통사고 요인과 교통안  시설물의 필요성 등 

에 해 조사하 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느끼는 
주요 사고  요인으로 ‘보행자  고령자 통행’과 ‘시
인성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 교통안  

시설물에 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다수의 응답자가 

‘보통’으로 응답하여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확인 하 다.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물로서 ‘야간 운 시 

조명시설’로 나타났고, 시설물 설치로 인한 기 효과는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기 연구에서는 충청권 농 형지역의 교통안  수  

향상을 하여 교통사고 특성 분석을 토 로 맞춤형 교

통안 기술의 기술  개념을 제안하 다.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3가지 교통안 기술  보행자 건 목 인식등은 

신호 시스템이 미비한 농 지역에서 야간 보행자의 도로 

횡단 시 교통사고를 방하기 한 시설물이며, 교통약
자 노견용 인식등은 안 시설  조명시설이 부족한 농

지역의 야간 갓길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감하기 한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운행 안  LED 은 

농 지역 주요 교통사고 요인인 농기계 사고를 방하기 

한 기술로써,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기계 교통

사고에 한 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2].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충청권 교통사고 특성을 고려

한 3가지 교통안 기술에 해 각각 기술의 상세 설계를 

실시하고, 시공  테스트 베드 운 을 통한 효과 검증을 

본 연구의 범 로 설정하 다. 우선, 기존 유사 교통안
기술들을 검토하여 비도심지역에 용하기 어려운 기술

 이유들을 새로운 교통안  기술에 용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상세 설계를 통해, 테스트베드 시공을 실시
하 다. 한 테스트베드 지역 내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기술의 만족도에 한 의견을 수렴하 고, 이를 토 로 

향후 기술을 용성과 효과성을 업데이트하고자 한다.
연구 과정은 기존 연구에서 수행하 던 내용에 이어 

추가  차를 수행하 으며 체의 연구 과정을 Fig. 1.
에 나타내었다.

Fig. 1. Research process

우선 기존 연구에서 진행된 연구 차는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에 해 고찰해 보고 연구수행을 한 기

존문헌을 검토하 으며, 두 번째로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반 인 교통사고 특성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해 보았고, 농 지역의 교통안  

수 의 재고라는 목표와 지방자치단체별 비교 결과를 바

탕으로 충청권을 상지로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세 번째로 충청권 운송업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주요교통사고 험요인을 축출하 으며, 네 번째
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지역유형들에 따른 교통

사고 특성을 분석하 다.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 농 지

역의 교통안  수 의 향상을 해 통계  방법론과 

장조사를 통해 추출한 충청권 교통사고 특성을 반 한 

교통안 기술을 제안하 다[2].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 차에 이어 첫 번째로 제안

된 3가지 교통안  기술의 장 용을 한 상세 설계

(외형  작동방식)를 진행하 고, 두 번째로  테스트베
드에 교통안 기술을 용하여 작동 상태를 평가하 다. 
세 번째로 설문조사를 통해 교통안 시설물 설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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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테스트 베드 인근 주민에게 확인하 다.
향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  개선 방향을 수

립하고 테스트베드의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안

기술의 용에 따른 효과와 기술 자립 여부를 장기 으

로 평가하고자 한다.

2. 기존 교통안전 기술 현황

비도심 농 지역에 용할 야간 교통안 시설물 상세 

개발을 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통안 시설물

에 해 검토하고, 기존 교통안 시설물이 비도심지역인 

농 에 용하기 어려운 문제 에 해 고찰하여 이에 

한 개선 사항을 개발시설물에 용하고자 하 다.
우선, 김학성[3]은 보행자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감소

시키기 한 목 으로 일련의 조명장치를 아래의 Fig. 2.
와 같이 횡단보도의 측면에 설치하여 보행신호 작동 시 

설치된 조명장치가 횡단보도에 근하는 차량을 향해 

멸  빛을 발산하여 차량운 자가 횡단보도까지의 거리

와 횡단보도의 치를 선명하게 인식하고 횡단보도에 보

행자가 횡단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첨단 횡단보도 안 시

스템을 개발하 다.

Fig. 2. Recognition light at pedestrian crossing works 
(H. S. Kim, 2007)

상기 시스템은 건 목 신호등이 없는 비도심지역에 

용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도로시설물 유지 리 주체기

 자문을 통해 비도심지역의 겨울철 제설 작업시 도로 

노면에 설치된 표지병으로 인한 제설 작업의 어려움이 

문제 으로 지 되었다. 추가 으로 농 지역 특성상 노

면에 흙과 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주기 으로 청소

하지 않으면 표지병 LED의 시인성이 떨어지는 문제
도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오성훈[4]은 Fig. 3.과 같이 주행 차량의 진

입상황과 보행자의 진행상황을 실시간 치신호로 감지

하여 감지 신호에 따라 보안등의 멸  멸 작동 속

도를 제어함으로써 차량운 자에게 근거리 보행자가 근

해 있음을 알리고 보행자에게는 주행 인 차량이 근

거리에 근 해 있음을 인지시켜 측하지 못한 돌발 인 

교통사고의 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 시설물을 개발하 다.  

Fig. 3. Security Light(S. H. Oh, 2014)

하지만 상기 교통안 시설물은 근래에 많이 용되고 

있는 지주를 이용한 집 형 투 기와 같은 유사한 교통

안 시설물로 농 지역에 설치하 을 경우 농작물 재배

에 향을  것으로 단된다.
실제로 근래에 농 지역이나 등산로 등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빛 공해에 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집 형 투 기나 가로등이 보행자의 어두운 길을 밝  

주고 차량 운행에 도움을 주지만, 벼 등 농작물 생육에는 
지장을 주는 빛 공해로 지 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빛 공해 환경 향 평가  측정·조사 기술용역종합 보고
서’에 따르면 2013∼2014년 경기지역에서 제기된 빛 공
해 민원 894건  48.7%인 435건이 농작물 피해 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5]. 벼는 낮보다 밤이 길어야 이
삭이 패고 꽃이 피는 단일식물이어서 야간 조명에 노출

되면 이삭 패는 시기가 지연돼 수확량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도심지역인 농 에 설치될 

교통안 시설물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

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토 로 문제 을 해결하고자 하

다.
우선 도로 노면에 설치되는 표지병을 보도블록 에 

설치하여 제설작업에 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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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자하는 교통안  시설물이 빛 공해로 인한 농작

물 피해가 없도록 조명시설을 낮은 치에서 설계하

다. 한 농 지역 특성상 수동  신호체계가 아닌 사람

이나 농기계를 센서로 인식하여 능동 으로 작동되는 기

술로 용하여 기존 시설물에 비해 독창 이고 차별성을 

갖을 것으로 단된다.

3. 교통사고특성을 반영한 교통안전기술 

개발 및 상세설계

기존 연구에서는 충청권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충청권 3군집 지역의 교통안  수  향상에 도움을 

 수 있는 교통안 기술을 제안하 다[2].
제안된 3가지 교통안 기술은 보행자 건 목 인식등, 

교통약자 노견용 인식등, 농기계 운행안  LED 
으로 2장에서 언 된 기존 교통안  기술 황 검토를 

토 로 비도시지역에 용하기 한 개선안에 맞추어 제

품을 개발하 다.
교통사고 감을 해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각 제품의 

성능지표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기술의 자립성, 작동
의 정확성, 시설물 유지 리성이다. 태양 에 의한 제품

의 자립성은 세 가지 교통안 기술에 공통 으로 용되

는 항목이며, 유지 리성은 차량 등의 충격, 기후변화 등
을 반 한 유지 리 측면의 성능이다. 제품별 작동의 정
확성은 건 목 인식등의 경우, 라인센서를 이용한 건
목 보행자 인식률, 바닥에 표시되는 라인 이 와 포스

트 상단의 LED 발 체를 통해 건 목 보행자에 한 차

량의 인식률이다. 다음으로 교통약자 노견용 인식등은 
보행자 인식 센서의 정확도와 LED 라이트를 통한 보행
자의 노견 안내 효과와 차량의 색 LED 인식률이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운행안  LED 은 농기계에 

부탁된 RFID 송신부 카드와 포스트에 부착된 RFID 수
신부의 수신 정확도와 차량이 LED 안  을 인식

하고 서행할 수 있는 인식률이다. 본 기술들은 성능지표
를 만족하기 한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향후 테스트
베드 운 을 통해 성능지표 만족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기술들은 지역 용을 해 각각 독립된 형태의 기

술로 개발되었으며, 태양 에 지를 이용한 자생에 지

를 기반으로 한다. 한 비도심지역 특성상 주어진 신호
체계에 맞춘 수동  시스템 보다는 보행자나 농기계의 

이동에 맞춤으로써, 능동형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개발

하 다. 이를 해 개발된 제품들은 모두 센서 기반으로 
사람이나 차량을 인식하고, LED나 을 통해 항 

차량에게 안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3.1 보행자 건널목 인식등

보행자 건 목 인식등은 비도심지역의 신호등이 설치

되지 않은 건 목에 마련되어 보행자의 안 을 확보하기 

한 교통안 시설물이다. 기존 농 이나 산간지역 등 

비도심지역의 농로나 지방도 상에 있는 건 목은 산의 

효율 인 사용을 하여 사용자의 수가 은 경우 신호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그런 경우 비도심지역 특
성상 운 자가 건 목의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사고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낮에는 운 자가 

보행자를 식별하는 것이 용이한 반면 야간에는 조명시설

이 부족한 비도심지역에서 건 목 보행자의 안  험이 

폭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 목에 

렴한 비용으로 교통안 시설물을 설치하여 야간 보행자

의 안 을 확보할 수 있는 보행자 건 목 인식등을 개발

하고자 한다. 
본 교통안 시설물은 내부 으로 보행자가 건 목으

로 진입하는 것과 건 목으로부터 보도로 진출하는 것을 

인식하기 한 동작 센서부, 상기 건 목 쪽으로 진행하

는 차량에게 경고용 빛을 조사하기 한 차량용 경고등, 
동작 센서부  차량용 경고등의 동작을 제어하기 한 

제어부, 태양  기반 력을 제공하기 한 태양  패

로 구성되어 진다. 이러한 작동방식에 해 Fig. 5.에 나
타내었다. 외형 으로는 Fig. 4., Fig. 6.과 같이 안 을 

한 건 목 지주 4개와 력을 제공하기 한 태양  

지주 2개로 구성되고, 건 목 지주의 상세 구성은 색 

LED 등, 라인센서, 라인 이 , 메인 임, 센서 도
우로 구성이 되며, 태양  지주는 메인 컨트롤러와 태양

 패 로 구성된다.

Fig. 4. Recognition light at pedestrian crossing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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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inciple of recognition light at pedestrian crossing

Fig. 6. Recognition light at pedestrian crossing installation view

본 교통안 시설물의 주 기능은 양측의 인도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라인 센서가 보행자가 도로 횡단시 보행

자를 인지하여 횡단보도 양 에 설치되어있는 운 자 

경고등  보행자 안 등을 통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 하게 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통안 기술이다. 
본 기술의 장 은 지주를 이용하여 시공이 간단하며, 라
인 이 를 이용함으로써 기존 기술에 비해 도로상 굴착

이나 삭이 필요 없는 것이 장 이며, 태양  자체충

방식으로 유지 리에도 용이하다.
실제 장조사 결과, 충청권 농 지역에서는 교통량

이 음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속도가 매우 빠르나, 많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시스템이 없어 보행자가 건 목 횡

단 안 에 한 험요인이 높았다. 따라서 본 교통안
기술 용을 통해 안 사고 감에 정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3.2 교통약자 노견용 인식등 

교통약자 노견용 인식등은 충청권 교통사고 특성분석

을 통해 확인된 주요 교통사고 요인인 보행자 교통사고

의 감을 한 기술로써 Fig. 7., Fig. 8.과 같다. 교통약
자 노견용 인식등은 안 시설  조명시설이 부족한 충

청권 농 지역에 보행자가 도로 갓길을 보행 시, 양 방향
으로 장착된 인체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등용 백색 

LED와 색 LED를 통해 운 자가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다.

Fig. 7. Recognition light on the road for the underprivileged 
in traffic works

Fig. 8. Principle of recognition light on the road for the 
underprivileged in traffic

Fig. 9. Recognition light on the road for the underprivileged 
in traffic installation view

야간 보행자 통행 시 보행자 측에는 상시 백색 LED
를 발 하여 야간 보행자 보조등 역할을 수행하며, 차도 
측에는 인체 감지센서로 보행자를 식별하고 색 LED
를 발 함으로써, 차량 운 자에게 보행자 이동에 한 

신호를 주어 보행자 안 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

술이다. 장조사 결과, 농 지역은 가로등 시설이 부족

하며, 농작물에 한 피해로 인하여 가로등 설치에 조심
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다수의 농 지역 도로

는 보도 폭이 좁아 보행자의 안 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야간 운 자가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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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제 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며 이로 인

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교통약자 노견용 인식등은 농 지역의 특성을 반 하

여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보행자의 안 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기술이다. 교통약자  보행자의 야간 갓길 
통행 시 안 성 향상을 해 개발된 교통약자 노견용 인

식등의 장 은 마을  농로 진·출입로에 한 치 식별
을 용이하게 하며, 마을 진·출입 인원에 한 시인성 확
보로 교통사고 감을 도모한다. 한, 진·출입 차량에 
한 운행경로 안내로 야간 주행  교통사고를 방할 

수 있다. 노견용 인식등의 작동 사진은 Fig. 9.와 같다.

3.3 농기계 운행 안전 LED 전광판

농기계 운행 안  LED 은 농 지역 주요 교통

사고요인인 농기계 충돌사고를 방하고자 하는 시스템

이다. 농기계 운행 안  LED 은 농기계에 RFID
칩을 부착함으로서, 농기계가 국도  지방도 통행 시 
RFID칩을 인식하는 LED 에서 차량운 자에게 경

고등을 표시하여 농기계에 의한 교통사고 안 성을 향상

시켜주는 기술이다. 
충청권 교통사고특성을 분석한 결과, 농기계 교통사

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특별한 조치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기계는 비교  승용차  

다른 차량에 비해 통행속도가 히 느리며, 그로인해 
경사 구간과 같은 시거확보가 불량한 곳에서 차량의 

운 자가 농기계를 안 거리 밖에서 제 로 식별하지 못

할 경우, 농기계와 차량의 속도차로 인해 사고 험성이 
크다. 그러나 재 농 지역 농기계 사고 방 시설물로

서는 농기계 후면에 반사 을 부착하는 수 에 그치는 

실정이다.
농기계 운행 안  LED  기술은 농 지역의 농

기계 황을 조사하고, 농기계 후방 반사  내에 능동형 

RFID칩을 설치하여, 농기계 운행 동선을 설계하고, 주
요국도  지방도에 농기계 운행 인식등 설치를 통해 농

기계 교통안 수 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교통안

기술이다. 따라서 굽은 도로나 마을(농가) 진출입로에 
농기계 운행운  LED  포스트를 설치하고, RFID 
수신부 센서를 통해 통행하는 농기계(RFID 송신부)에 
한 안 문구를 알려주어 주·야간에 서행 농기계로 인
한 추돌사고를 방하는데 목 이 있다. 이러한 농기계 
운행 안  LED 의 작동방법과 작동원리는 Fig. 
10., Fig. 11.과 같으며, 실제 농  노견에 설치될 농기계 

운행 안  LED 의 입체 도면은 Fig. 12.와 같다.

Fig. 10. Safety LED sign for operation of agricultural 
machines works

Fig. 11. Principle of Safety LED sign for operation of 
agricultural machines

Fig. 12. Agricultural Safety Signage

4. 교통안전기술의 적용

재까지 개발된 교통안 기술의 실제 용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테스트를 통해 제안된 기술의 검증과 
개선안을 도출하기 하여 테스트베드를 구축 하 다.  
테스트베드 상지로는 충청남도 교통사고 이력자료를 

토 로 아래 Table 1.과 같이 5군데 후보지역을 바탕으
로 장 조사를 실사하 다. 장조사는 보행자 건 목 

인식등의 용을 해 신호등이 없는 건 목(보조시스템 
포함)을 상으로 야간동선, 야간보행자 통행량, 노견 폭 
확보 유무, 가로등 유무(야간보행시설물), 야간 교통량, 
사고이력(보행자, 건 목, 농기계) 등 의 지표를 기반으
로 이루어 졌다. 그리고 농기계 운행안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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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해 지역별 농기계 수와 농기계 동선, 농기계 동
선상의 곡선구간 포함 여부를 조사하 다. 한 마을별 

시설물(학교, 노인정, 부녀회 , 교회, 버스정류장, 슈퍼)
을 바탕으로 농 지역 인구 이동이 빈번한 장소를 고려

하 다. 그 결과 충청남도 산군 고덕면 구만리 619호
선  하나의 교차로를 테스트베드 상지로 확정하고 

제안된 3가지 교통안 시설물을 용하 다.

Evaluation 
Items

Tae-an 
local road 

603

Hong-seo
ng local 
road 616

Ye-san 
local road 

619

Seo-san 
local road 

649

Cheong-y
ang local 
road 645

Night travel 
distance 2.4 km 0.9 km 2.0 km 1.2 km 3.2

Night Walker medium small large large small
Road shoulder 

width
some 
areas

some 
areas

some 
areas

some 
areas

almost 
none

Street lamp none none none none none

Night traffic large small medium medium medium

Accident history 12 cases 4 cases 6 cases 8 cases 6 cases
Traffic lights 
(setup / total) 2/10 1/6 0/12 1/9 0/6

Farm 
Machinery medium medium medium medium medium

Agricultural 
accidents small small medium small small

Priority 3 5 1 2 4

Table 1. Survey Result for Test-bed

최종 확정된 테스트 베드 특징은 간선도로(지방도 
619호선)와 교차하는 마을 진입로로써 보행자 통행이 
잦고 그로 인해  높은 사고 험성을 갖고 있으며, 교차
로 인근에 학교, 교회, 버스 정류장이 치하여 야간 보
행자와 건 목 보행자가 많다. 교통안 시설물의 지역 

용에 한 계획은 Fig. 13.에 나타나있다.

Fig. 13. Test-bed Installation Plan

테스트베드는 산군과 MOU를 통해 진행하 고, 설
치 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로 계획하
다. 테스트 베드 용 3개월 후에는 주민 만족도 조사를 
1차로 실사하 고, 지속 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안

시설물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테스트 베드 
용에 따른 교통안 시설물의 유지 리 계획은 청소  

검은 주 1회 이상 수시로 실시하고, 안정화 단계 후 
검은 월 1회로 계획하 다. 3가지 교통안 시설물의 수

명은 최소 2년에서 최  5년으로 계획하여 구성요소의 
수명을 용하 다.

5. 주민 만족도 조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3달간의 운 기간이 지난 

2015년 11월 테스트베드 인근 주민을 상으로 설치된 
시설물들에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 다. 만족도 조
사에 응답한 인원은 총 40명으로서, 15명은 남성이고 25
명은 여성이다. 테스트베드 인근 주민들은 부분 고령
자들로서,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  다수(67%)는 나
이가  50 를 넘는 고령자들이 고, 40 는 7명, 30  

이하는 6명이 다. 이들  31명은 시설물을 이용한 경
험이 있는 응답자 으며, 9명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로
서, 설문에서 교통안  시설물에 한 내용을 읽고 설문

에 응답하 다.

Fig. 14. Survey Areas

Fig. 15. Traffic Safet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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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Improvement of Psychological Stability

Fig. 17. Inconvenience

Fig. 18. Causing Traffic Accident

먼 , Fig. 15.는 교통안  시설물 설치를 통해 안

성 개선에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 한 조사 결과이다. 
응답자  48%는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답했으며, 
22%는 ‘크다’, 20%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하 고, 10%
는 ‘작다’라고 응답하 다. 조사 결과, 교통안  시설물

의 설치를 통한 교통안  개선 효과에 해 주민들의 만

족도가 높음을 확인하 다.
두 번째로 Fig. 16.은 교통안  시설물의 설치를 통하

여 심리  안정감 향상 정도를 묻는 질문에 한 결과이

다. 체 응답자  68%가 ‘매우 크다’, ‘크다’라고 응답
하 으며, 27%가 보통이다, 5% ‘작다’라고 응답하 다. 
조사 결과, 부분의 주민들은 교통안  시설물의 설치

를 통해 교통사고에 한 심리  안정감이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Fig. 17.는 시설물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불편함을 묻는 질문에 한 조사 결과로써, 체 응답자 
 98%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
통안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오히려 교통사고가 유발되

느냐에 한 질문에는 42% ‘  아니다’라고 응답했으
며, 33%가 ‘아니다’, 25%가 ‘보통’이라고 응답하 다.
테스트베드 인근 주민들을 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분의 주민들은 개발된 시설물의 설치

를 통해 교통안 의 개선과 심리  안정감 향상을 느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용된 시설물들에 

해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하 다.

6. 결론 및 향후과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통안 수 의 재고를 해 

충청권 실정에 맞는 교통안 기술을 제안한 기존 연구에 

이어 3가지 교통안 시설물의 상세 설계  테스트 베드 

용에 따른 추가 연구를 수행하 다. 제시한 교통안
시설물은 비도심 지역인 농  특성에 맞추어 개발되었으

며, 유지 리에 용이한 자생형 기술로 개발되었다. 교통
안 시설물의 용성과 효과성은 충남 산군을 기반으

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지속 으로 평가 에 있으

며, 1차 주민 만족도 설문결과 체로 양호한 평가를 나
타내었다.
테스트 베드에 용된 세 가지 기술은 선행 기술의 문

제 인 도로상 제설 작업의 문제와 빛 공해로 인한 농작

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기존 교통안

시설물과 다르게 태양 에 의한 자립형 기능과 센싱 기

반 능동형 제품으로 설계 되었다. 
하지만 용된 교통안 기술은 주기  유지보수와 성

능 테스트 결과 다양한 개선 방향이 도출되었고, 특히 보
행자 건 목 인식등의 지주로 인한 안 사고 유발 가능

성과, 차량 운 자가 교통약자 노견용 인식등과 보행자 

건 목 인식등의 이  신호  LED를 인식하는데 다
소 시인성이 떨어 질수 있다는 평가 결과가 도출 되었다. 
한, 농 지역 주민들의 이동 동선이 다양함에 따라 정

해진 이동 동선으로 이동하지 않는 문제 과 기후 조건

이 불량한 겨울철 폭설, 우천  안개시 성능 개선에 
한 문제 도 도출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도출된 문제 을 개선하기 한 추

가  기술에 해 인스토 과 테스트베드 모니터링

을 통해 지속 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충청지역 특성에 맞춘 교통안  기술의 개발은 도심지에 

비해 낙후된 비도심 지역의 교통안 수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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