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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기술을 이용한 안 지향 보도블록의  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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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휘도의 원에 의한 부심 방지와 야간 교통사고 방을 해 LED와 조도 센서를 이용한 

디  기술을 사용하여  력 안 지향 보도블록을 구 하 다. 본 논문의 디  시스템은 부심을 방지하기 

하여 에 피로도가 은 구색을 사용하 고, 6.10Wh 력이 소모되었다. 한, 기존 시스템과 비교하

을 때 약 56.9%의 력이 감되는 것을 확인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a low power of safety oriented sidewalk block was implemented using dimming technology using LED and illuminance sensor to prevent 

glare by high - intensity light source and prevent night traffic accident. The dimming system of this paper used a light bulb color with less fatigue to prevent 

glare and consumed 6.10Wh power. Also, it is confirmed that the power saving is about 56.9% when compared with the exi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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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 으로 에 지 고갈에 한 정부 심의 에

지 감 정책에 따라 기존 조명보다 효율이 높은 

LED 조명에 심이 집 되었으며, 더 나아가 단순한 

백색 이 아닌 여러 색상의 표 이 가능한 LED를 사

용함으로써 동 인 특성  각종 센서나 사물인터넷

(IoT)의 융합에 기반을 둔 스마트 조명이 개발되고 

있다[1-2]. 

한,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횡단보도 보

행 시 안 사고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운 자의 

경우 다양한 교통 시설물로부터 교통사고를 방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얻지만 보행자는 건 목과 신호

등에만 의존하고 있어 각종 사고에 상시 노출돼있다. 

특히, 야간에 악천후까지 겹치게 되면 운 자 시야 폭

이 좁아져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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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고 험이 증하게 된다1).

2007년 기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련 통계에 따

르면 보행자의 사망률은 40%, 특히 2008년 야간 보행

자의 교통사고는 총 54,481건으로 체 사고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 문제 때문에 최근 횡

단보도에 LED 안 유도 블록 시설을 설치하여 교통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일례로 창원시에서 2008년

부터 LED 안 유도 블록을 시설하여 기존의 야간 사

고율과 비하여 발생 건수는 0.5%, 부상자 수는 

0.8% 감소하 고, 특히 사망자 수는 52.5%로 감소하

다[3-5]. 이는 안 유도 블록이 운 자 측면에서는 

방 횡단보도진입로의 시거확보를 통해 보행자의 존

재를 인식할 수 있으며, 보행자 측면에서는 LED 안

유도 블록을 인식함에 따라 주변 차량에 한 경각심

을 높일 수 있는 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안 유

도 블록은 고 휘도의 원으로 인해 부심이 있어 

운 자와 보행자의 일시  시각장애로 인한 사고 

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소비 력 한 높은 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운 자에게는 가로등과의 식별이 쉽지 

않다는 단 이 있다[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심 방지와 가로등과의 

식별 편의를 해 조도 센서의 값을 이용하여 실시간

으로 LED 휘도의 값을 조 하는 디 (dimming)기술

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력소모를 이는  력 

안 지향 보도블록을 제작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시스템 구성도

그림 1은 본 논문의 시스템 구성도로 원생성부, 

센서부, 제어부, 구동부로 구성되어 있다. 원생성부

의 태양  패 이 제어부의 원 장장치에 원을 

모은다. 본 논문의 핵심은 조도 센서를 통해서 주변의 

밝기를 입력받아 계산된 값으로 아두이노를 통해서 

LED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게 된다. 원생성부는 태양

지 패 을 사용하여 원 장장치를 통해 아두이노

의 구동 원을 장한다. 사용된 태양 지 패 은 

110mm x 135mm의 크기로 4개를 사용하여 제작하

다[7].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도 센서의 연속된 측

정값을 비교하여 LED의 밝기를 조 하 으며, 보행 

신호등의 신호를 인터럽트로 처리하 다. 인터럽트가 

실행되었을 때 LED의 색이 록불로 바 고 진동모

터를 3회 작동시켰다. 이후 보행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 면 LED 한 같은 색으로 일정 시간 동안 켜  

후 기존의 구색으로 변하도록 하 다. 인터럽트 시 

색상의 밝기 한 주 의 밝기에 따라 LED의 밝기가 

조 된다. 이것을 바탕으로 시스템 동작 흐름도를 구

성하 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지면 LED 자블록에도 빨간

색이 켜져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는 심리  항선 

역할을 하게 된다2). 한, 운 자에게는 보도와 도로 

간의 구분 선 역할에 도움을 다. LED의 작동시간은 

24 시간으로 조도 센서의 측정값에 따라 수시로 LED 

1)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927
2) http://www.gmilbo.co.kr/view.asp?gm_gubun=M&gm_lcode=2&num_idx=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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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를 조 하여 에 지가 약된다. 한, 낮에도 작

동시켜 멀리서 마주 오는 운 자가 쉽게 인식하고, 그

에 따라 교통사고를 방할 수 있다3).

그림 2. 시스템 동작 흐름도
Fig. 2 System operation flow chart

Ⅲ. 실험  고찰

3.1 밝기에 따른 조도 센서의 수치 값

그림 3은 조도 센서로 일출부터 일몰까지 조도 센

서에 태양의 원 외에 다른 원의 향을 받지 않

는 공간에서 측정하 으며 이를 그래 로 나타내었다.

측정결과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조도 센서는 0부터 

최  54612 Lux까지 측정이 가능하 다.

 


              (1)

여기서 는 조도 센서를 통하여 측정한 값의 

비율이며, 조도 센서 측정값을 LED 밝기로 변환하는 

식이 필요하 다. 식 (1)은 조도 센서의 측정값에 최

로 측정할 수 있는 54612을 나 어 0∼100사이의 

백분율로 나타내기 하여 사용하 다. 

그림 3. 일출부터 일몰까지 조도 센서로 측정한 
데이터 값

Fig. 3 Data value measured by illuminance sensor 
from sunrise to sunset

3.2 빛의 밝기에 따른 LED 디  실험

LED는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PWM을 통해 제어

하기 때문에 3부터 최  255까지 단계로 밝기가 조

되며 값으로 LED의 밝기 단계를 설정하기 해 

식 (2)를 사용하 다.

 

                            (2)

본 논문에서는 빛의 밝기에 따라 LED 밝기가 변하

는 디  시스템을 사용해 구 하 다.

(a) 빛의 밝기 최

(a) Maximum Brightness of Light

3) http://news.koroad.or.kr/oldwebzine/ /articleview.php?ho=119&menu=3102&pag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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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빛의 밝기 최소 

(b) Minimum Brightness of Light

그림 4. 빛의 밝기에 따른 LED 등 실험
Fig. 4 LED lighting experiment according to 

brightness of light

그림 4(a)는 Lux 값이 최 일 때 LED의 밝기가 최

인 255가 출력되며. 그림 4(b)는 Lux 값이 0에 가까

워지면서 LED의 밝기가 최 인 3으로 출력되어 소비

력을 일 수 있게 된다.

3.3 신호등 인터럽트 성공률

신호등의 변화를 주기 하여 아두이노의 인터럽트 

기능을 사용하 다. 인터럽트는 시스템 동작 흐름도에

서 신호등의 등동작을 1회로 정하여 20회 실험하

다. 실험결과, 20회  19회 작동하여 95%의 성공률

을 확인하 다. 1회 오작동의 경우, 인터럽트가 끝나

지 않았을 때, 인터럽트가 다시 실행되는 오작동이었

고, 일반 인 보행 신호의 변화 주기로 실행한다면 오

작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LED는 조도 센서가 측정하는 값에 따라서 밝기가 

변한다. 표 1은 Lux값이 만 단 로 변화할 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평상시)와 인터럽트 때의 력소

비량을 계산하 다.

인터럽트 시 진동모터가 작동하는데 피 실험자 4명

이 굽 두께가 다른 신발을 신고 진동 모터 세기 50단

계부터 모터작동 인지에 한 실험을 하 다. 실험결

과 70단계 이상에서 4명이 확실한 인지를 하 고, 이

에 따라 보도블록 진동모터의 세기를 70단계로 설정

하 다.

표 2는 조도 센서가 측정한 Lux값을 인용하여 하

루에 소모되는 력을 계산하 고, 평균 6.10Wh가 소

비되었다. 표 3은 태양  패 에서 하루 동안 생산되

는 력으로 38.5Wh 용량의 배터리에 장한다. 보도

블록을 한 개를 작동하 을 때, 최소 6일 정도 구동할 

수 있고, 6개의 보도블록을 24시간 구동할 수 있는 

력이다. 표 4는 빛의 밝기를 바탕으로 LED 밝기의 소

비 력량이다. 하루 24시간 구동 시 최  밝기를 사

용했을 때의 소비 력량은 14.16Wh이다. 본 논문에

서 설계한 디  시스템으로 LED를 제어할 경우 24시

간 동안 소비 력은 6.10Wh이며 자 비 후자가 소

비 력량에 있어서 약 56.9% 감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 다.

Lux

Consumption

current (mA)

Consumption

power (W)

Normal Interrupt Normal Interrupt

0 20.2 31 0.07 0.10

10000 41.5 44 0.14 0.15

20000 91 92 0.3 0.30

30000 120 112 0.4 0.37

40000 150 141 0.5 0.47

54612 180 168.5 0.6 0.56

표 1. Lux별 력소비량(  : 3.3V)

Table 1. Power consumption by Lux
(  : 3.3V)

Time

(T)

Ambient 

brightness(Lux)

Consumption 

power(W)

0∼6 0 0.40

6∼7 10000 0.14

7∼8 20000 0.30

8∼9 30000 0.39

9∼10 40000 0.50

10∼15 56000 2.95

15∼16 40000 0.50

16∼17 20000 0.30

17∼18 10000 0.14

18∼19 10000 0.14

19∼24 0 0.34

Total output 6.10

표 2. 시간별 력 소비량
Table 2. Power consumption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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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T) V(V) A(㎃) P(W)

AM 5 0 0 0.00

6 3.90 5 0.02

7 6.10 98 0.60

8 6.50 240 1.56

9 6.70 335 2.25

10 6.80 500 3.40

11 6.80 700 4.76

12 6.80 770 5.24

PM 1 6.87 1000 6.87

2 6.87 800 5.50

3 6.77 620 4.20

4 6.42 422 2.71

5 6.40 258 1.65

6 4.90 35 0.17

7 0.10 0.02 0.00

Total 

output
81.93 5783.02 38.93

표 3. 태양  패  력 생산량 측정
Table 3. Solar panel power generation 

measurement

 

Division
Power 

Consumption (Wh)

Maximum 

Brightness
14.16

Dimming System 6.10

표 4. 안 지향 보도블록의 소비 력
(24시간기 )

Table 4. Power consumption of safety 

oriented sidewalk block (24 hours basis)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휘도 원에 의한 부심 방지와 

야간 교통사고 방을 해 LED와 조도 센서를 이용

한 디  시스템으로  력 안 지향 보도블록을 제

작하 다. 디  시스템은 LED 밝기 조 에 조도 센서

를 이용함으로써 주변 밝기에 따라 0∼255까지 밝기

가 자동으로 조 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 다. 

그 결과, 하루 24시간 최  밝기로 구동 시 

14.16Wh가 소모되는 반면, 본 논문의 보도블록은 

6.10Wh가 소모돼 약 56.9% 감 효과가 있었다. 

한, 외부 원을 사용하지 않고 태양 지 패 을 사용

하여 력을 생산하 고, 38.5Wh의 배터리를 완 히 

충 할 수 있는 38.9Wh의 력이 생산되었다. 이는, 

보도블록 1개를 평균 6일 정도 구동할 수 있고, 6개의 

보도블록을 24시간 구동할 수 있는 력이다. 

향후 연구과제는 생산 력 효율 증 를 해 태양

지 패 의 태양  추  알고리즘을 목한다면 최

소한의 태양 지 패 을 사용하여 더 많은 보도블록

을 구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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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공학과 재학

2018년 남서울 학교 자공학과 졸

업 정

※ 심분야 : 자회로

김지수(Ji-Su Kim)

2016년 3월∼ 재 남서울 학교 

자공학과 재학

2018년 남서울 학교 자공학과 졸

업 정

※ 심분야 : 무선통신시스템

김선 (Sun-Kwan Kim)

2014년 3월∼ 재 남서울 학교 

자공학과 재학

2018년 남서울 학교 자공학과 졸

업 정

※ 심분야 : 무선통신시스템

이승 (Seung-Dae Lee)

1990년 단국 학교 자공학과 졸업

(공학사)

1992년 단국 학교 학원 자공학

과 졸업(공학석사)

1999년 단국 학교 학원 자공학과 졸업(공학박사)

1995년∼ 재 남서울 학교 자공학과 교수

※ 심분야 : 유무선통신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