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기기가 인간과 연
결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ICT를 이용하여 별도의 신
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의 보행자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행자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
여 시안성이 우수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도로를 왕래하는 차량에게는 신호등과 같
은 역할을 하며, 동시에 보행자에게도 횡단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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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안전 확보용 신호등을 원격 그룹제어를 이용
하여 사용전력은 최소화하면서 그룹 LED 조명의 
제어를 구현하고자 한다.[1-2]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두 개의 보행신호
등 설치하고 신호등은 무선으로 상호 제어정보를 
동기하게 된다. 

시스템의 구성은 메인 신호기 제어기와 서브 신
호제어기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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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간과 다양한 기기가 상호 연결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CT를 이용하여 원격지와의 동기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보행자용 신호시스템을 구현하였
다. 제어기 구현을 위해서 PLC 회로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선 제어신호 송신 및 수신, LED 램
프 발광제어, 전원제어 등을 수행하였다. 제어기 및 보행자 전용 신호등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메인 제
어기로부터 원격지의 서브 제어기와의 신호 동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도로 양쪽에 설치된 보행신호
등 시스템의 램프 신호 동기화를 구현하였다. 이 결과로 1:1 원격제어, 혹은 1:N의 원격 그룹제어가 가
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이 결과물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Humans and various devices are interconnected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and are used in various ways. In this 
study, a synchronization control system with remote locations was constructed using ICT, and a signal system for 
pedestrians was implemented using the system. PLC circuits were used to implement controllers, through which wireless 
control signal transmission and reception, LED lamp emission control, and power control were performed. It was 
confirmed that signal synchronization from the main controller to the remote sub-controller was possible by establishing 
a controller and pedestrian traffic light system, and lamp signal synchronization of the pedestrian traffic light system 
installed on both sides of the road was implement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1:1 remote control or 1:N 
remote group control was possible, and this result can be used in various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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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행자 신호등의 원격 제어 구현 

그림1과 그림2는 무선 송수신를 포함하는 계통
도이다. 각각 RF 안테나 제어기, 배터리, 상단 신
호램프, 중앙 스폿 램프이 설치되었다. 주변 가로
등과 연결되어 주면이 어두워지면 가로등이 점등
되고 이때부터 보행자 신호 램프가 동작되며, 야간
에 충전되었다가 주간에는 상단 램프가 점등되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

메인 제어기로부터 점등제어 신호가 서브 제어
기로 무선 전송되고 수신된 제어신호를 서브제어
기는 메인신호기와 동기되어 실행한다. 도로 양측
에 설치되어 있는 서브 POST는 각각 메인POST의 
명령을 받아서 신호제어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1:1의 원격 동기제어 방식을 구현
하였으나 서브 제어기를 추가 설치하면 1:N의 그
룹제어가 가능해진다. [3-4]

그림3은 PLC회로와 Relay Board를 통해서 메인
POST와 서브 POST에서 램프를 점등시키기 위한 
회로이다. 

  그림 1. 계통도(송신부)

그림 2. 계통도(수신부)

그림 3. 램프회로

  
그림5와 그림6은 보행 신호시스템 세부 계통도

로서 각각 메인과 서브 시스템 도면이다. 

그림 4. 보행 신호시스템 세부 계통도(메인)

그림 5. 보행 신호시스템 세부 계통도(서브)

그림6은 보행 신호등의 함체 구성도면으로 상단
의 보행자 신호램프와 상 중앙부분의 스폿램프와 
알림스피커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7은 제작된 보행자 신호등을 실제 도로 현
장에 설치하여 동기화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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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보행신호등 함체 구성

그림 7. 보행자 신호등 동작사진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용 신호 시스템을 RF 무선 
동기 방식으로 구현하였으며, 도로 현장에 시제품
을 설치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호의 동기화뿐만 아니라 보
행자의 유무를 감지한 주변데이터도 공유함으로서 
보다 스마트한 신호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배터리 백업을 통해 다양한 전
원소스에(가로등, 태양광) 대응할 수 있으며 배터
리의 상태, 주변 밝기등의 환경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적의 밝기, 주기를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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