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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가로등 고장 처리를 수행하면서 가로등의 고장상태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고장 난 

가로등에 한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을 착안한 것이다. 가로등에 고장이 발생하면 이를 발견한 

주민들이 리기 (기 지자체 등)에 민원 신고를 하거나 가로등 운  리자가 고장을 발견하게 된

다. 여기에서 주민 신고는 어떤 가로등이 고장 났는지 가로등 ID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치를 

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주민 신고가 부분 화로 민원을 요구하고, 신고 당시 정확한 가

로등 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호간에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주민의 원망으로 남는다는 이다. 

따라서 가로등 고장 처리  민원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고장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

다. 우리는 가로등의 조도를 주기 으로 센싱하고 송하여 고장 상태와 동작여부를 모니터링 함으로

써 해결할 수 있다.

1. 서론

   가로등은 매일 밤 특정한 시간 에 어두운 도로나 보

도 같은 길에서 운 자나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통한 사

고 방  범죄 방을 해 길 가장자리에 높게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의 가로등은 빛에 민감한 지를 이

용하여 어둑해 질 무렵 자동으로 등되고 새벽에 소등되

며, 흐린 날씨에도 작동한다. 가로등 사이에는 화선이나 

인터넷 선과 같은 기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부

분이다.

   가로등은 교통안 과 도로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범

죄의 방지를 통해 보행자의 불안감 제거하며, 운 자의 시

선을 유도하여 편안하고 안 한 주행 여건을 제공함으로

써 운 자와 보행자에게 심리  안정감과 쾌 감을 제공

하는 역할을 한다.

   가로등을 비롯한 조명시설이 충족해야 하는 성능 조건

은 다음과 같다. 한 노면 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

포가 균일해야하며, 조명기구의 부심이 운 자에게 불쾌

감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 배치․배열로 도로 선형이 격히 변하는 곳, 교차

로, 도로 합․분류  등 특수한 곳의 유무  치 등을 

운 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조명시설

이 도로와 도로 주변 경 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1].

   그리고 가로환경 시설물로서 가로등은 다음과 같은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도로  공공장소 등 도시 역

에 걸쳐 설치되어 있으며 운용에 있어 시간  규칙성이 

있다. 둘째, 상시 원이 공 되며 지상에 설치되어 있어 

각종 기기의 추가  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지그재그 는 마주보기의 배열로 20∼30m의 일정한 간

격을 유지하여 설치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 리 업무를 맡

고 있고, 램   안정기 교체 등 단순 업무인 경우 문

업체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고장 

수리반을 운 해 주1회 이상 주 간선도로와 우범지역에 

한 주․야간 순찰과 사 검을 통한 고장 방에도 만

을 기하고 있다. 가장 요한 것은 고장을 신속하게 인

지하고, 고장원인을 정확하게 단하며, 가능한 빨리 복구

하는 것이 고장처리(fault processing)의 핵심이다. 가로등 

고장처리는 아래와 같이 우선 고장 신고로부터 시작된다. 

고장난 가로등에 해서 리자  주민들이 리기

(기 지자체 등)에 민원 신고를 하면 

리기 에서 검토 후 유지보수업체에게 작업지시 혹

은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

유지보수업체에서 검토 후 장별로 수리를 하고(공사 

·후 사진 촬  후 일지작성)

수리 후 사진 지, 작업일지서 작성 후 리기 에 제

출하면, 리기 에서는 검수 후 수리가 완료된다.

일반 으로 공정 완료시까지 총 3일이 소요되며, 가로

등 1개당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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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Fault Treatment Process of Street Right

   본 연구는 가로등 고장 처리를 수행하면서 가로등의 

고장상태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고장 난 가로등에 

한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다. 가로등에 고장이 발

생하면 이를 발견한 주민들이 리기 (기 지자체 등)에 

민원 신고를 하거나 가로등 운  리자가 고장을 발견하

게 된다. 여기에서 주민 신고는 어떤 가로등이 고장 났는

지 가로등 ID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치를 악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주민 신고가 부분 화로 

민원을 요구하고, 신고 당시 정확한 가로등 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호간에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주민의 

원망으로 남는다는 이다. 따라서 가로등 고장 처리  

민원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고장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우리는 가로등의 조도를 주기 으로 센

싱하고 송하여 고장 상태와 동작여부를 모니터링 함으

로써 해결할 수 있다.

2. 련 연구 분석

   가로등 고장신고  처리는 첫째, 고장 신고를 수하

고, 이에 따른 고장 검출 로세스, 둘째, 다 으로 발생하

는 고장정보를 신속히 처리하는 고장 진단 로세스, 셋

째, 진단 결과에 따라 온라인 는 오 라인으로 처리하는 

고장 조치 로세스 등의 과정으로 수행한다.

   류승기외 5명은 지능형 도로정보체계의 유지 리 지식

기반 구축을 한 온라인 고장검출 시스템 연구에서 다음

과 같은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2]. 가로등 운 체계에서 

시스템의 고장, 리자의 조작 실수, 센서의 고장, 제어 시

스템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스템의 비정상 상

태(abnormal state)를 리자에게 알려주는 고장정보는 시

스템의 운  상태 악에 있어서 매우 요한 신호이고, 

고장정보는 이상상태를 표출하여 시스템의 운 을 지원하

는 것을 목 으로 하나, 여러 개의 정보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리자에게 시스템의 상태를 악하는데 인지부

담(cognitive load)을 주게 된다. 이러한 고장정보는 일반

으로 하나의 고장에 의해서 되어 다 으로 고장정

보를 발생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따라서 다 으로 발생

하는 고장정보에 해서 발생원인과 이에 한 신속한 조

치 방법을 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가로등 

리를 해서 장에서 발생하는 고장정보를 검출하고, 유

용한 정보로 이용하기 해 지식베이스화 하는 방안을 제

시하고 있고, 검출정보의 지식베이스로부터 고장진단을 수

행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고장검출 방법과 검출정보의 지

식화 하는 방식에 해서 다 으로 발생하는 고장에 해 

상을 악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한 책을 마련하

는 고장진단 방법은 고장모드, 상 악, 원인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고장모드는 시스템 부품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 설계상

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 리상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 등

으로 분류한다. 시스템 부품불량으로 인한 고장은 부품과 

모듈의 외형 손상, 기능불량, 특성불량,  열화 등과 구

조, 기능  시스템 등의 설계불량으로 인한 고장을 들 수 

있다. 고장 상은 시스템의 이상  고장상태가 계속 발

생하는 고장과 돌발 이고 단속 으로 발생하는 단발고장

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발고장은 환경요인(온도, 습도, 먼

지, 진동, 충격), 원 정 , 압 변동 등에 의해 고장

상을 발생하며, 이를 근거로 고장진단을 하게 된다. 이러

한 고장진단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고장 상의 다  

발생으로 인하여 리자에게 원인규명을 하는데 방해를 

주게 되거나 정확한 고장해석을 불가능하게 한다. 즉, 고

장진단은 상을 정확하게 악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

며, 일반 으로 고장발생 시 정상 인 운  상태와의 차

이, 즉 원이나 부하의 변동, 이상 소음발생, 진동이나 충

격 등으로 인한 고장 상을 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장

상의 분석을 통한 고장진단은 시스템의 상태를 악하

기 해 진단 규칙, 고장 상 자료가 요구된다. 진단 규칙

은 시스템에 따라 계측신호를 토 로 비교하여 고장진단

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 발명된 특허를 분석하여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첫째, UNS(Ubiquitous Networking 

Service)를 활용한 방법, 력선 통신(Power Line 

Communication)을 이용한 방법, 별도회선을 구축하는 방

법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등  소등 시간과 동작 확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독자 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만 용이 가능한 형태로 장에 용하기 한 비

용  측면과 장경험 부족에 따른 설계로 인해 시장에 

용하기가 어렵다. 

   재 가로등의 고장 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 을 갖는다. 첫째, 계통연계형 가로등의 경우 PLC 

통신 는 별도의 통신회선을 리 하는 시스템을 용하

고 있어 고장정보에 한 처리가 비교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회선비용  별도의 처리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비용 인 문제 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독립형 태양  

가로등의 경우 별도의 회선이 없기 때문에 고장 자동처리

를 해서는 별도의 회선을 설치하거나 최근 등장한 USN 

기술을 응용 할 수 있으나 이 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시장에서 실질 인 수요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

으며 주민의 신고로 고장 수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

러한 방식은  주민의 신고가 없을 경우 담당직원이 직  

순회하며 고장  동작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

을 갖는다. 셋째, 기존 가로등의 고장 수의 경우 부분 

주민 신고에 의해 고장 신고를 처리한다. 따라서 인 이 

드문 장소일수록 조치가 늦어져 우범지 로 변화할 험

성을 갖게 되며 시골의 경우 고장상황을 주민이 인지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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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고령화로 인한 조치 미숙으로 고장 수처리가 안되

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모든 형태의 

가로등에 용할 수 있도록 Component 단  개발을 하

고, 이를 활용해 결합형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 시스템은 

제품의 단 별 장 용이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통해 제

품화 하도록 한다. 

   따라서 신재생에 지를 이용한 가로등의 인버터로부터 

주기 으로 정보를 자동 송하여 발 상태  가로등의 

력 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존의 가로등과 더불어 

가로등의 동작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처리해주는 태양

 가로등 고장처리 신고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3. 고장 신고 시스템의 설계

   우리는 가로등의 조도를 주기 으로 센싱하고 송하

여 고장 상태와 동작여부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고장 신고 

시스템을 설계한다. 아래 (Fig. 2)는 고장 신고 시스템의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Conceptual Diagram of Fault Report System

(Fig. 3) Construct Diagram of  Fault Report System

   (그림 2)는 독립형 태양  가로등, 계통연계형 태양  

가로등, 일반 가로등을 보여주고 있고, 각 가로등에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칩이 부착된 장

치가 가로등마다 설치되어 있다. 각 장치들은 가로등의 상

태와 고장 정보를 센싱하고, 이 정보를 CDMA 통신을 이

용하여 DB 서버에 장한다. 고장처리 자동 요청을 통하

여 가로등 유지보수업체는 고장 신고 수를 받고 있다. 

   (Fig. 3)은 고장 신고 시스템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

다. AFD(Auto Fault Detect Device)와 DBS(DB Server), 

MMS(Maintenance Monitoring Server) 등 3개의 컴포

트로 구성하고 있다.

   (Fig. 4)는 AFD를 보여주고 있다. CCC(CDMA 

Communication Component), FDC(Fault Detect 

Component), IDC(Inverter Data gathering Component)로 

구성되어 있다.  

   CCC는 CDMA 통신 기능을 담당한다. 가로등 상태 정

보와 고장 정보를 DB 서버로 보낸다. FDC는 타이머를 

내장하고 있으며 시간별 조도를 확인하고 가로등 주변의 

밝기정보를 확인하여 고장발생 여부를 진단한다. IDC는 

기존의 태양  인버터와 통신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

버터에 정의된 정보를 서버로 송하기 해 데이터를 처

리한다.

(Fig. 4) AFD(Auto Fault Detect Device)

(Fig. 5) DBS(Databas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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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는 DBS를 보여주고 있다. DBS는 CDMA 방식

으로 수집된 정보를 고장 요인과 고장진단 하도록 DB 스

키마를 구성한다. 요청 서비스별 Data Packing  송 

기능을 갖는 데이터 수집 서버기능을 갖는다. DBS는 데

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수집을 한 GDM(Gathering Data 

Manager), 에러 메시지 처리 한 TDM(Trigger Data 

Manager)으로 구성한다. GDM은 데이터 리와 처리를 

한 DPM(Data Pofile Module),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로 

재구성하기 한 DPM(Data Parser Module), 그리고 데이

터 장을 한 DSM(Data Storage Module)로 구성한다. 

TDM은 MMS에 고장 처리를 자동으로 요청하기 한 메

시지를 만들거나 인버터 정보 등 요청 데이터 처리를 

한 동작을 수행하며, 고장처리를 한 EDM(Error Data 

Module), 송데이터 Packing을 한 DPM(Data Packing 

Module), 그리고 데이터 송을 한 SDM(Send Data 

Module)로 구성한다.

   (Fig. 3)에서 MMS는 고장처리 자동 요청으로 고장 진

단이 나왔을 경우 유지보수 업체를 자동으로 호출하고, 수

리 요청을 보낸다. MMS는 서버 로그램으로 고장발생

에 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고장처리 요구를 자동으로 호

출하기 해, 자동 트리거링(triggering) 발생 등을 수행하

도록 설계한다.

5. 결론  향후연구

   우리는 가로등의 조도를 주기 으로 센싱하고 송하

여 고장 상태와 동작여부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고장 신고 

시스템을 설계하 고, 이를 구  에 있다. 우리가 기

하고 있는 장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컴포 트 설계로 필요 컴포 트만 장착함으로써 

비용 감이 가능하다. 를 들어 기존의 가로등에는 고장

진단 컴포 트 FDC와 CDMA 통신 컴포 트 CCC만 

용하여 고장 여부를 단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태양  

가로등의 경우에는 태양  인버터 데이터 수집 컴포 트 

IDC와 기존 센서와 연계된 고장진단 컴포 트 FDC, 

CDMA 통신 컴포 트 CCC를 용하여 발 상황과 력

상황 고장여부를 단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수집데이터의 이식성이다. 태양  발  자료와 

고장 정보 등을 데이터 수집 Agent를 통해 수집하고 수집

된 데이터를 기본형으로 장해 두었다가 수집 데이터를 

요청하는 시스템이 맞춰 Repacking하는 기술을 용하여 

태양  모니터링 시스템과 가로등 유지보수 시스템에서 

동시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장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고장처리에 한 자동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여 

유지보수 담당 업체가 신속한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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