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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ive: This study proposed an IoT-based traffic safety management system 
appropriate for the environment as a whole and specifically roads in rural area. 
 
Background: A recent increase in agricultural machine-related traffic accidents resulting
from a rapid rise in motorized agricultural machine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rural societies. The mortality rate of agricultural-related traffic accidents is very high
and such accidents incur loss of labor force and a lot of costs, and therefore measures
to reduce such accidents are required. 
 
Method: This study analyzed the types of agricultural machine-related traffic accidents
aimed at designing an agricultural machine-related traffic safety system appropriate
for topographic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and presented an effective agricultural
machine-related traffic accident prevention system using IoT technology. 
 
Results: This study proposed a traffic safety maintenance system utilizing IoT
technology to connect between terminals installed on agricultural machines and 
terminals for providing traffic information, and designed the structure of the system,
its communication method, hardware and software, and user interface. Besides, this
study presented a real-time monitoring system that senses agricultural machine-related
machine accidents and makes it possible to rapidly cope with them. 
 
Conclusion: The IoT-based traffic safety system for agricultural machines proposed 
by this study is expected to become an effective measure to prevent agricultural 
machine-related traffic accidents.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ble to be utilized to construct a system
to keep traffic safety via IoT-based agricultural machines. 
 
Keywords: Internet of things, Agricultural machinery, Traffic accident, Safety system, 
Ru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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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등 대한인간공학회지 

1. Introduction 

농업기계 보급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농업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 확보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농업의 기계화는 생산성 향상

과 농업인의 육체적 노동부담을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최근 농업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여성 농업인 및 귀농인의 증가, 농촌의 도

농복합지역(Urban-rural complex area)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농업기계 관련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농업기계 관련 교통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게 발생하여 농업인에게 막대한 인적 · 물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Kim et al., 2011). 최근 5년간(2012~2016년) 농

업기계 교통사고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4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행하였고, 모두 2,341건의 가운데 395명이 사망하여 연평

균 치사률이 약 17%로 나타나 일반 차량 교통사고 치사율 2% 대비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KOROAD, 2016). 이와 같은 농기계 교통사고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자동차 탑승자에게도 매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 및 예방이 요구된다(Samsung Traffic Safety Research Institute, 2009). 

 

우리나라의 농업기계 보유대수를 살펴보면, 2010년 132만여대에서 현재 2016년 114만여대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

고 있다. 경운기와 같은 소형 · 보행형 기종의 경우 69만여대에서 58만여대로 감소한 반면에 트랙터와 같은 대형 · 승용형 기종은 26만

여대에서 28만여대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MAFRA, 2017). 이와 같이 농업기계 보유대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높은 보유율을 보이는 경운기 사용과 농촌인력 부족 및 고령

화로 인해 작업능력이 높은 트랙터 등의 주행형 농업기계 사용증가로 인해 전복사고 및 일반 차량과 추돌 · 충돌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업기계 기종별 100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보면 트랙터 0.19건, 경운기 0.18건, 이앙기 0.01건, 콤바인 

0.0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DA, 2013). 그리고 도로 주행 시 발생하는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 유형은 차량과 농업기계 간의 사고

가 66%로 가장 높으며, 농업기계 단독사고 28%, 농업기계와 사람과의 사고가 6% 등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인적요소, 차량요소, 도로요소, 환경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대부분의 농기계 사고는 인적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4a). 농촌지역 도로를 주행하는 

일반 차량 운전자의 경우에는 과속 또는 전방 주시 태만, 잘못된 판단, 농업기계 운행자의 경우는 교통법규 미준수 등이 주요 사고의 

원인이다. 그 밖에 환경적 요인으로 농촌의 지형적 특성상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교통안전 사각지역(예: 언덕길, 커브길, 교차로, 주변

의 장애물 등) 등의 농촌의 도로와 농업기계의 방향 지시등 및 야간 반사장치 미부착 등이 사고요인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03). 

Dimitrovski (2013)과 Choi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도농복합지역에서의 도로를 저속 주행 농업기계에 대한 낮은 시인성과 더불어 도

로안전시설물,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등이 도시 기준으로 적용되어 농촌의 특성에 적합하지 못한 교통 시스템 설치도 농업기계 교통

사고 원인으로 보고하였다(Kim and Hwang, 2017). 그리고 농업기계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논밭이나 농로, 도로 진입 및 출입 시에 발

생하는 사고가 50%를 보였고, 이 가운데 전도와 추락사고가 60%를 차지하였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 부주의, 운전미숙 등의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RDA, 2013). 최근 농촌의 경우 노동인력 감소로 인해 혼자서 영농작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대부분의 농작업 시간도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농업기계 단독 교통사고 발생 시에 주위 사람에

게 쉽게 발견되지 못하는 등 신속한 응급구조 지체로 인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농업기계 교통사고

는 사고 발생 시에 제3자에게 발견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 있어 안전조치가 취약한 농촌에 적합한 교통사고 안전 시스템

에 대한 구축이 요구된다(Kim et al., 2016). 이에 따라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과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 시에 사고 상황에 따른 적절하

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도심 및 공공 도로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을 활용한 교통정보 및 안전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충돌 · 추돌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 효율적 교통 시스템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

러나 농촌지역에서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IoT 기술 융합을 통한 교통안전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도심 및 공공 도로에는 IoT 기술을 활용 교통안전 서비스를 검토하고, 농촌지역 도로의 지형적 및 통

신 등의 인프라를 고려하여 농촌지역 도로 환경에 적합한 IoT 기반의 농업기계 교통안전 관리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 시스템 구축

을 위한 주요 구성요인에 대한 기술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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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oT and Rural Environment 

IoT (Internet of Things)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 받고 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Widyantara and Sastra, 2015; Lu et al., 

2015). IoT는 인간, 사물, 장치, 비즈니스, 서비스 네트워킹 등의 객체를 인터넷 기술을 통해 M2M (Machine to Machine) 간의 상호간 자

율적으로 정보처리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수 있는 기술이다(Chen, 2014; Kim et al., 2014b). 최근 IoT 관련 연구 동향을 보면, 다

양한 장치들 간의 호환성 및 연결 기술, 감지센서 및 센싱 기술, 빅데이터(Big Data) 활용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고(Joo and Na, 2015), 

다양한 정보 기술과 접목시켜 지능형 첨단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교통정보 및 안전 관련 시스템에서의 IoT 기술 활용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교통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Perumalla and Babu, 2013; Wang and Qi, 

2012). 교통 분야에서는 협력 지능형 교통 시스템(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C-ITS), 텔레매틱스(Telematics) 등이 IoT 활성

화에 따라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으며, 운전자와 차량 그리고 도로 사이의 연관성을 높임으로써 교통안전성과 사용자 편의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Orey et al., 2014; Billot et al., 2014). 그 예로 차선 이탈 방지, 주행 중에 충돌 경보 및 회피 시스템(Yoo and Son, 

2012),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주변 인프라 등과의 통신을 통해 정보교환(Richard and Wagner, 2013), 다양한 교통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운전자에게 적시에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운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등의 연구가 있었다(Im and Kim, 2017; 

Orey et al., 2014). 기존의 교통안전 시스템 관련 IoT 적용 기술을 살펴보면,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이용하여 차량

과 교통신호 제어기(Traffic light control) 간의 효율적 교통신호 관리 시스템(Choosri et al., 2015), 횡단보도의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 

예방을 위해 카메라 녹화 영상분석 처리를 활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An et al., 2016), 긴급 차량(Emergency vehicle)의 신속한 운행을 위

한 IoT Board 및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모듈을 활용한 도시교통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Perumalla and Babu, 2013), 그 밖에 

센서 및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주변 인프라 등 다양한 정보를 교환 및 공유를 가능한 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Richard and Wagner, 2013). 

 

기존의 교통안전 관련 연구에 비추어 볼 때, 농촌의 도로 상황에 기존의 도심 및 공공 도로에 활용된 IoT 기술은 그대로 적용하기에

는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의 경우 정보통신망 등의 인프라가 열악하며, 농업기계(예: 경운기, 트랙터)의 경우 일반 

차량과 달리 정보수집 및 전달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농촌

지역 도로 환경은 대부분 농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일반 도로와 달리 곡선 또는 언덕 구간이 많고, 도로 주변에 있는 풀, 나

무, 각종 작물 등에 의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 등의 교통안전 사각지역이 많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주행 중인 농업기계

가 가려질 수 있어 주변에 주행 중인 일반 차량의 운전자가 농업기계를 쉽게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농업기계는 특성상 

주행 가능한 속도가 일반 차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주행하는 일반 차량이 전방의 농업기계와 추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다. 이때 차량 운전자가 전방에 대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저속 주행 중인 농업기계를 미처 인지하기 어려운 농촌 도로 환경이 주요 사

고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은 대표적인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례 및 이에 대한 사고 원인을 보여준다. 농촌 도로에서 주로 발

생되는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이 트럭, 승용차, 오토바이 등과 발생하는 추돌 및 충돌사고이다. 예를 들

면, 주차 및 정차되어 있거나 저속으로 주행 중인 농업기계를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 내에서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추돌사고 또는 

곡선 도로, 차로 진입로, 교차로 등에서 차량 운전자 전방시야 미확보, 과속 및 운전 부주의로 인한 충돌사고가 대표적 사례이다. 

 

따라서 기존의 IoT 기술 적용을 위해서는 농촌지역 도로의 특성, 교통사고 유형, 정보통신 인프라 등을 고려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볼 
  

Table 1. Cases of major traffic accidents between agricultural machines and vehicles (RDA, 2005; RDA, 2012; RDA, 2016) 

Circumstances of accidents 

Objects 

Causes of accidents Agricultural 
machine Vehicle 

Collision between a driving vehicle and 
an agricultural machine parked or stopped 
near the farm road or the load in the 
evening 

Cultivator 
Tractor 
Combine 
Agricultural vehicle 

Truck 

A vehicle driver's speeding and 
carelessness and an agricultural 
machine not equipped with the 
ligh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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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교통안전사각지역을 주행 차량 운전자에게 농업기계 주행정보를 교통정보 안

내 전광표시에 표출하여 안전거리 유지 및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주의 운전을 유도하여 충돌 · 추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농업기계 사고 발생 시에는 센서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사고를 감지하여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중대사고를 저감할 수 있

는 시스템 구축은 효율적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기계와 교통정보 안내표시 단말기간의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정보교

환 및 정보표현 기술, 사고감지센서 기술, 유무선인터넷 기술, 모니터링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Proposed System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농촌의 도로에서의 농업기계와 상대 차량과의 추돌 · 충돌 등의 사고 예방 시스템과 농업기계 사고 발

생 시에 신속한 긴급조치가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농업기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교통안전 

사각지역에서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Machinery attached terminal)와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Traffic information management terminal) 

간의 IoT 기반의 시스템이고, 후자는 농업기계 사고(예: 전복, 추락, 추동 · 충돌)가 발생할 경우 사고감지센서를 이용하여 사고로 판단

되면 제3자 또는 관련 기관에 신속한 사고조치가 가능하도록 사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은 농업기계에 부착한 단말기와 교통안전 사각지역 등의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는 교통정보 안내 단말

기 사이의 정보교환 및 정보표현 기술이다. 농촌지역의 도로를 지나는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 도로에서 주행 중인 농업기계에 대한 출

현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주의 및 감속 등의 안전운행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계 사고감지 시스템

은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 내의 사고감지센서를 통해 농업기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하고, 사고로 판단되면 농업기계 운행

자의 스마트폰에 사고정보를 전달하고, 응급 상황으로 판단되면 실시간으로 운행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고 관련 정보

를 제3자(예: 보호자, 마을이장 등) 및 DB & 모니터링 센터, 관련 기관(예: 119 안전센터,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 등)까지 사고정보를 

전송하여 신속한 사고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Table 1. Cases of major traffic accidents between agricultural machines and vehicles (RDA, 2005; RDA, 2012; RDA, 2016) 
(Continued)

Circumstances of accidents 

Objects 

Causes of accidents Agricultural 
machine Vehicle 

Rear-end collision between an agricultural 
machine that was quickly turning and 
stopping and a driving vehicle 

Cultivator 
Tractor 

Truck 
Car motorcycle 

An agricultural machine driver's 
failure to operate an indicator or 
tail light and a vehicle driver's 
difficulty with forward prediction 

Rear-end collision between an agricultural 
machine driven at a low speed and a driving 
vehicle on the hill or road curve 

Cultivator 
Tractor 

Truck 
Car 

A vehicle driver's speeding and 
carelessness and failure to see the 
field of view ahead on the hill and 
curved road 

Collision between an agricultural machine 
while entering into the road from the farm 
road and a driving vehicle 

Cultivator 
Tractor Car 

Both an agricultural machine 
driver's and vehicle driver's failure 
to see the field of view ahead 

Collision between an agricultural machine 
turning left and right and a vehicle going 
straight at the crossroad 

Cultivator 
Tractor 

Truck 
Car motorcycle 

A vehicle driver's careless response 
to low-speed agricultural machine 
entering the road 

Head-on collision between an agricultural 
machine running on the narrow road curve 
and a vehicle on the opposite side 

Cultivator Truck 
Car 

Failure to see the field of view 
ahead due to an obst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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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은 농업기계 교통안전 시스템의 전반적 구성도를 보여준다. 시스템의 주요 구성은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 교통정보 안내 단

말기, 사용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B & 모니터링 센터이다. 여기서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는 농업기계 종류 및 사용자 정보, 주

행속도 정보, 사고감지 · 판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는 접근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정

보를 시각적 정보표현(예: LED 문자 및 도형, 경광등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 도로교통 상황을 전달한다. 그리고 

사용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농업기계 운행자용과 제3자용으로 설계된다. 농업기계 운행자용은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로부터 사

고정보를 수신하고, 응급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에 제3자용 스마트폰과 DB & 모티터링 센터에 정보를 전달한다. 제3자용 스마트폰 어

플리케이션은 관련 기관에 사고정보를 전달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리고 DB &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다수의 농업기계 교

통사고정보를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DB에 저장하여 사고분석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사고 이후 조

치 등의 상황 등의 기술적 통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농업기계 교통안전 시스템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된 도로에 설치된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는 농업기계가 근접할 경우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로부터 농업기계 운행정보(예: 

농업기계 종류, 운행속도, GPS 정보 등)를 수신 받는다. 이때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는 근거리에 접근하는 농업기계를 인지하고, 농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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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ID 체크, 주행속도 및 위치를 분석한 후에 LED 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 및 경광을 실행하여 반대편 차선을 주행 중

인 차량 운전자에게 농업기계 접근에 따른 사고주의 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둘째, 농업기계의 전복, 추락, 충돌 · 추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 내에 포함하고 있는 감지센서(예: 각속도, 가속

도)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로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농업기계 운행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사고 발생신호를 

전달한다. 이때 농업기계 운전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에 수 초 동안 확인 반응 없을 경우 응급 상황 판단하고, 제3자 및 

DB & 모니터링 센터로 자동으로 사고정보(예: 사고자, 사고위치, 발생시간 등)을 전송한다. 

 

셋째, DB & 모니터링 센터는 다수의 농업기계 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 GPS 정보를 이용한 사고분포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모

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사고정보 및 사고 발생 이후에 사고조치 등의 정보를 수신 받고, 사고 통계 및 사고 원인 등의 분석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4. System Design and Implementation 

4.1 System design 

본 연구에서는 농업기계 교통안전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 시스템(Machinery attached terminal system)과 교

통정보 안내 단말기 시스템(Traffic information management terminal system)을 설계하였다.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는 농업기계의 운

행정보를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 시스템에 전달하고, 농업기계 사고 발생 시의 사고정보를 농업기계 운행자의 스마트폰에 전달하도록 

구성되었다.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는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로 농업기계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된 정보를 분석하여 상대방 차량 운

전자에게 전방에서 접근하는 농업기계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Figure 2는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 시스템과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 시

스템의 Block diagram을 보여준다.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 시스템(Figure 2 (a))은 GPS 수신 및 사고감지센서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신모듈을 제어하는 등

의 상황을 판단하는 Main MPU (Micro processor unit),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와의 400Mhz 무선통신 및 농업기계 운행자의 스마트폰과 

사이에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2.4GHz Bluetooth 무선통신 모듈, 농업기계 사고를 감지하는 감지센서부, 농업기계가 교통정보 안내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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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근접하거나 야간 운행 시, 또는 사고 발생 시에 신호(예: 경광등, 경고음)를 출력하는 알림구동부, 농업기계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GPS 수신부, 그 밖에 태양광 충전 및 방전을 위한 전원관리부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GPS 수신정보는 농업기계의 위치 및 주

행속도를 측정하고,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 사이의 거리정보를 산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가속도 및 각속도 센서로부터 측정

된 데이터는 사고를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태양광 시스템은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의 전원공급에 있어 농업기계 자체의 전원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업기계에서 자체 전원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업기계의 자체 전원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하였다.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 시스템(Figure 2 (b))은 농업기계 접근정보를 표현하고 관리하는 Main MPU, 농업기계 정보를 송수신하는 400Mhz 

무선통신부, 그리고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로부터 수신 받은 정보를 표현하는 정보표시부 등으로 구성된다. 표시장치(LED 전광표지)

는 농업기계가 접근하면 농업기계에 부착된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상대편 차량 운전자에게 농업기계 출현 및 접근거리, 농기계 

주행속도 등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출력한다. 전원의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태양광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이는 

충전 및 방전기능이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에 외부망(예: 3G 또는 LTE 등) 통신모듈이 설계되어 외부망을 통해 농

업기계 주행횟수 및 종류 등의 정보를 DB 센터로 전송할 수 있고, 지역 날씨 및 다양한 교통정보를 수신 받아 이를 표시장치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다. 

 

Figure 3은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와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는 사이는 정보처리 및 시스템 운용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두 장치가 

400Mhz 근거리 무선통신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서로를 인식하고,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와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 사이 정

보를 송수신하게 된다. 이때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에 부착된 경광등은 자동으로 커지게 되고,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는 접근 중인 농

업기계 관련 정보를 LED 전광표지에 출력하게 된다. 그리고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와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 간의 거리가 멀어져서 

근거리 통신이 끊이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시스템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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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사고감지 판단은 농업기계 부착 단말기 내의 감지센서로부터 수집되는 가속도를 이용하여 농업기계의 사고 상황을 검지하

도록 설계하였다. 가속도와 각속도의 충격량이 클수록 위험도가 높은 형태의 위험 운전 상황을 나타내고(Jeong et al., 2012), 또한 기

울기 측정값은 가속도 신호 값은 통해 움직임 벡터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Park, 2014). 기존의 연구에서 실험을 통해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 급제동과 사고를 구분하기 위하여 순간 최대 가속도가 최소인 임계값을 산출하여 그 이상의 값을 사고로 판단하였다(Lee 

et al., 2016; Mon,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속도 특성을 이용하여 미리 설정된 충격량과 기울기의 임계값을 활용할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이때 설정된 임계값 이상의 값을 나타내면 사고 패턴으로 판단하고, 사고자 정보, 사고 발생시간, 사고위치 등의 정

보를 Bluetooth 무선통신을 통해 농업기계 운행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그리고 사고정보 전달 오류를 최소화 하고 정확한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농업기계 운행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사고상태 확인 알림 메시지를 호출하도록 하였다. 농업기계 운행

자가 사고 확인 신호가 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 초간 메시지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응급 상황으로 판단하고, 제3자 

및 DB & 모니터링 센터로 자동으로 사고자 정보 및 위치정보를 전달하도록 설계하였다. 제3자 또는 DB & 모니터링 센터의 관리자는 

농업기계 운행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응급센터 등에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ure 4는 농업기계 교

통사고 판단 및 응급조치 흐름도를 보여준다. 

 

 

 

 

 

 

 

 

 

 

 

 

 

 

 

 

 

 

 

 

 

 

 

 

4.2 Hardware design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는 Figure 5와 같이 본체 내에 PCB (Printed circuit board)가 장착된다. 본체 케이스는 가로 100mm × 세로 

170mm × 두께 60mm로 농업기계에 장착하기 적합한 형태로 제작하였다. Main MPU는 32 bit ARM Core, ATSAM4S2B를 사용하여 시

스템을 제어하고, 내부의 메모리는 128Kb RAM과 128Kb Flash Memory를 탑재하였다. 사고감지를 위한 센서는 충격 및 기울기를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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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3축 가속도와 3축 자이로 센서를 적용하였다. GPS Chipset은 MediaTec MT-3337로 수신기 감도 -143dBm, 위치 2.5 - 3m로 

소모전류는 14.0mA를 사용하였다.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 간의 통신은 400Mhz 무선 송수신모듈은 SilliconLabs SI4464로 통신 범위는 

100m이며 기본 전송속도는 115Kbps이고, 농업기계 운행자의 스마트폰과의 무선통신은 SilliconLabs의 BGM11 2.4Ghz Bluetooth 모듈

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장치는 최대전압이 9.0V, 최대전류 0.77A, 패널의 크기는 가로 100mm × 세로 47mm × 두께 47mm

이고, Battery는 축전지 방식으로 용량이 24Ah, 정격전압 6.0V, 전격전류 1.0A를 사용하였다.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 시스템의 구성은 제어부, 메모리부, GPS, 통신모듈, 표시부, 전원부로 구성된다. Main MPU는 32bit ARM Core 

ATSAML22N18A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제어하고, 내부의 메모리는 128Kb RAM과 128Kb Flash Memory를 탑재하였다. LED 장치는 Pixel 

Pitch는 15mm, 256 Dots (16 × 16), 2개 색상을 지원하며 5단 1열로 구성되었고, LED 표지면의 크기는 가로 1440 mm × 세로 2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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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LED 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에 표출되는 글자크기는 너비 240mm × 높이 240mm로 주간 · 야간 100m 거리 이상

에서 판독할 수 있는 200mm 메시지 문자높이 이상으로 설계하였다(MOLIT, 2010). 그리고 메시지 글자 속성은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굴림체를 사용하였다(Kim et al., 2009). 전광표지에 표출되는 정보표현은 1라인에 비점멸식으로 메시지 전환방법은 나타내기 방식

과 밀어내기(Scroll) 방식을 선택 적용할 수 있다. 메시지 전환방법의 경우 나타내기 방식의 경우 휴지시간을 0초 혹은 0.5초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Yeon et al., 2008), 밀어내기 방식의 경우 스크롤되는 속도를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태양광 발전장치는 최대전압이 21.5V, 최대전류 8.57A이고, 패널의 크기는 가로 340mm × 세로 250mm × 두께 50mm이고, 2개의 패

널을 이용하여 충전한다. 따라서 최대전류는 15A이다. 배터리는 축전지 방식으로 12V, 100Ah 배터리를 4개를 사용하였고, 정격전압은 

12V, 정격전류 100A를 적용하였다. 그 밖에 GPS Chipset, 400Mhz 무선 송수신모듈은 농업기계 부착 단말기와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Figure 6은 본 연구에서 구현된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Figure 6 (a))와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Figure 6 (b))를 보여준다. 농기계 부착형 

단말기는 단말기 본체와 시각 및 청각 신호장치, 그리고 태양광 시스템으로 설계되었고,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 시스템은 단말기 본체, 

LED 표시, 등주등의 기구물 및 가로등, 그리고 태양광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4.3 Application system's UI design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은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인터렉션과 관련된 하드웨어에 및 소프트웨어 대한 설계이다. 본 연구에서 하드웨

어 측면은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와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이다.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사각지역 접근 시 또는 

야간 주행 시에 주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게 즉각적인 주의를 전달하기 위하여 시각적(Visual) 신호로 경광등을 활용하였고, 농업기계 

사고 등의 위험상태의 경우 경광등과 더불어 사이렌(Siren) 청각적(Auditory) 신호를 동시에 적용하도록 설계하였다.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의 시스템 작동방법은 프로그램에 따라 제어되는 자동모드 방식과 사용자가 On/Off 제어할 수 있는 수동모드 스위치가 제공하

였다.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제어가 되며, LED 전광표지에 미리 프로그램된 문자 및 그림 문자가 출력된다. 출력

되는 메시지는 2가지 색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깜박(Flicker lights)이는 효과 제어가 가능하다.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에 포함되어 있

는 경광등은 보다 높은 주의 및 위험에 대한 신호전달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와 교통정보 안내 단말

기의 태양광 충전상태, 배터리 용량상태, GPS 수신상태, 무선통신상태 등의 동작상태는 LED로 표시된다. 본 연구에서 소프트웨어 사용

자 인터페이스 부분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모니터링 PC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으

로 농업기계 운행자용(피보호자)와 제3자용으로 설계하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UI는 농업기계 운행자의 경우 사고정보 수신 및 

사고 확인, 긴급 연락처 등록(제3자), 메시지 발송, 응급센터 연락, 사고조치 입력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로부

터 사고 발생 시에 농업기계 운행자에게 즉각적인 사고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촉각(Tactile) 및 청각 신호를 동시에 전달하도록 하였

  

(a) Machinery attracted terminal (b) Traffic information management terminal 

Figure 6. Implement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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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수초간 상태 확인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응급 상황 발생 메시지를 SMS (Short Message Service)와 동시에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고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제3자용 UI는 피보호자로부터 전달 받은 응급 상황 메시지 수신, 사고자 등록, 사

고자에 대한 상태 확인, 관련 기관에 신속한 연락을 위해 전화연결 기능, 사고 유형 및 조치 현황 입력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사

고 유형은 이동 중 전복, 추락, 충돌, 추돌 등, 사고조치는 스스로 조치함, 제3자의 도움, 응급센터 연락 등에 대한 입력이 가능하다. 입

력된 사고 유형 및 조치 현황 정보는 DB & 모니터링 센터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모니터링 PC는 다수의 농업기계에 대한 사고정보를 

종합적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농업기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지역별 현황, 사고조치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관적 확인을 위하여 전국 지도상에 사고위치를 정보시각화(Information visualization)하였다. Figure 7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

마트폰 어플리케이션 UI (Figure 7 (a))와 모니터링 PC UI (Figure 7 (b))설계의 예를 보여준다. 

 

5. Conclusion and Further Research 

본 연구에서는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계 부착형 단말기와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 간의 IoT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시스템을 제안하였고, 주요 시스템에 대하여 설계하였다. 그리고 농업기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

록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본 제안된 시스템은 농촌 및 농촌 주변과 인접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에

게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고, 농업인에게 안전한 농작업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 시스템과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 시스템 간의 IoT 기술을 활용은 시스템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IoT 기술을 적용은 기존의 농업기계에 야간 반사소재를 부착, 경광등 설치 등의 방법에서 해결하지 못한 교

통안전 사각지역에서의 안전 확보에 보다 효율적 대안이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된 IoT 기술 적용 농업기계 교통안전 시스

템은 정보수집 및 전달, 정보표현 등을 능동적이고 자율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농업기계 교통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구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로 실제 농촌

의 도로에서 현장시험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성 및 사고감지 시스템에 대한 사고판단 알고리즘 및 임계값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사고감지센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농업기계 사고 패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차량 운

전자가 LED 전광표지에 표출되는 정보에 대한 인지성, 운전시 주의성, 운전자의 선호도 등 인간공학적 평가, 주행 차량의 감속 및 속

도 준수 효과 등의 반응 등에 현장 적용성 평가 등을 수행 할 것이다. 본 연구가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 및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 Smartphone App. (b) Monitoring PC 

Figure 7. An example of a user interface system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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