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차량사고는 대량의 인적 및 물적 손실을 유발하
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생각되고 있다. 교통사고통
계시스템에서는 2014년과 2017년 사이의 교통사고
의 건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약 4,000건과 200명의 
수치로 집계 되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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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 손실을 최소
화하기 위한 차량안전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Pre-Crash와 Electronic Stability Control은 차량 사
고 감지 및 제어 기술로 연구 되었다 [2].  
Pre-Crash는 차량 간의 거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
우에는 경고 알람과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가동시
켜 차량 충돌을 회피하는 기술이다. Electronic 
Stability Control은 긴급 제동, 노면 결빙 등의 운전
을 방해하는 환경을 차량에 탑재된 센서로 감지하
여, 운전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운전을 제어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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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안전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인, 대
물, 장소의 로그 데이터인 다중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차량 안전을 지원하는 다중로그 플랫폼 기반 차
량안전시스템을 제안한다. 다중로그 플랫폼 기반 차량 안전 시스템은 대인, 대물, 장소에 대한 센서데이
터와 영상데이터를 수집하여, 대인, 대물, 장소에 대한 상황인지데이터인 다중로그를 생성한다. 다중로
그 플랫폼 기반 차량 안전 시스템은 다중로그를 분석하여 차량 위험을 감지, 예측, 대응을 수행할 수 
있다. 다중로그 플랫폼 기반 차량 안전 시스템은 차량 사고를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recent days, vehicle safety technologies for supporting safe vehicle driving attract public attention. 
This paper proposes multi-log platform based vehicle safety system (MLPVSS) that analyzes multi-log 
data (i.e., log-data on human, object, and place) and  supports vehicle safety. The MLPVSS gathers 
sensor data and image data on the human, object, and place, and then generates multi-log data that are 
context-aware data on the human, object, and place. The MLPVSS can detect, predict, and response 
vehicle dangers. The MLPVSS can contribute to reduce car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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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다. 또한, 차량 대 차량, 차량 대 인프라, 차량 
대 사람 간의 통신을 지원하는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 기반 교통사고 감지와 대응을 지
원하는 기술도 연구되었다 [3].

본 논문에서는 다중로그 플랫폼 기반 차량안전
시스템을 제안한다. 다중로그 플랫폼은 센서데이터
와 이미지데이터를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수집하
여 사람, 사물, 위치에 대한 상황인지데이터
(context-aware data)인 대인, 대물, 장소 로그데이터
로 분석하여 사람, 사물, 장소에 대한 위험을 감지
하고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4-5]. 다중로그 플
랫폼 기반 차량안전시스템은  탑승자, 차량, 위치
에 대한 센서 및 이미지 데이터를 로그 데이터로 
분석하여 관리하고, 이를 경찰청 정보 시스템과 공
공안전 시스템과 연동하여, 차량의 위험을 감지하
고 예측하고, 차량 제어 및 위험대응 메시지 전달
을 통한 차량위험대응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기
존의 기술보다 더욱 빨리 위험감지가 가능하고, 더
욱 다양한 위험예측이 가능하며, 더욱 안전한 위험
대응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다중로그 플랫폼 기반 차량안전시스템

다중로그 플랫폼 기반 차량안전 시스템의 구조
는 그림 1과 같이 다중로그 플랫폼, 차량, 인프라
(infrastructure)로 구성되어 있다. 인프라는 범죄 및 
치안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경찰청 정보시스템, 교
통사고 및 재난정보를 관리하는 공공안전 정보 시
스템, 도로 상의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카메라, 인프라에 위치한 인프라센서(예: 지진계), 
경찰청과 소방기관 등 위험 대응을 지원하는 위험
대응기관을 포함한다. 위험대응기관은 위험에 대응
하기 위한 메시지를 생성하고 전달한다.

그림 1. 다중로그 플랫폼 기반 차량안전시스템 구조도

다중로그 플랫폼은 위험감지∙예측∙대응부, 탑
승자 로그 관리부, 차량 로그관리부, 위치 로그관
리부를 포함한다. 위험감지∙예측∙대응부는 차량, 
인프라와의 센서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경찰청 
데이터, 공공안전 데이터를 수집하여 차량 위험을 
감지, 예측, 대응을 수행한다. 위험감지∙예측∙대
응부는 탑승자 단말인 스마트폰(smartphone), 웨어
러블 기기(wearable device), 차량에 위치한 차량센
서, 인프라센서로부터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 카메라로부터 영상 데이
터를 수집하고, 경찰청 정보시스템으로부터 경찰청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공안전 정보시스템으로부터 
공공안전 정보를 수집한다.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기기의 센서 데이터는 주로 탑승자의 위험감지와 
탑승자 로그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며, 차량센서와 
센서 데이터와 블랙박스의 이미지 데이터는 차량
의 위험감지와 차량 로그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인프라 센서의 센서 데이터와 경찰청정보시스템과 
공공안전 정보시스템의 위치 로그를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탑승자 로그관리부, 차량 로그관리부, 위
치 로그관리부가 각각 탑승자 로그데이터, 차량 로
그데이터, 위치 로그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한다.

차량은 차량탑재카메라, 차량센서, 차량제어부, 
차량 위험감지∙예측∙대응부를 포함한다. 차량 위
험감지∙예측∙대응부는 탑승자 단말, 블랙박스, 
CCTV카메라, 인프라 센서로부터 이미지 데이터 
및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차량의 위험을 감지하
고, 예측하고, 대응을 지원한다. 차량 위험감지∙예
측∙대응부는 다중로그 플랫폼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다중로그 분석을 기반으로 위험대응을 결정
하여 차량제어부를 통해 차량제어를 한다. 다중로
그 플랫폼을 이용하여 차량의 안전을 제어하는 다
중로그 플랫폼 기반 차량안전시스템을 통해 차량 
사고를 감지, 예측, 대응을 하여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중로그 플랫폼 기반 차량안전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다중로그 플랫폼 기반 차량
안전시스템은 다중로그 플랫폼을 이용하여 대인, 
대물, 장소 로그를 분석함으로써 차량 사고를 감
지, 예측,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차량 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향후의 연구로 다중로그 
플랫폼 기반 차량안전시스템의 구현 연구를 수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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