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1][2] 

 눈이나 비가 도로 위 먼지, 기름 등과 섞여 만들어진 얇은 

얼음층인 블랙아이스는 색깔이 어둡고 도로 색이 그대로 

비쳐서 보이기 때문에 라이트를 비춰도 잘 보이지 않아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 블랙아이스 도로의 

마찰계수는 0.05로 일반도로의 14배이며, 눈길의 6배나 높기 

때문에 블랙아이스가 예상되는 지점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타이어 점검, 주행 속도 감속, 차량 외부 온도 

파악 등 블랙아이스를 운전자가 자체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운전 결빙 주의보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에게  블랙  아이스  발생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운전자를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대전~세종 지역의 87.8km 도로를 대상으로 C-ITS 

시범사업을 진행해 국내 도입을 위한 15개 서비스를 

선정하였으며, 통신 3사에서는  C-ITS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 다만, 이는 C

-ITS 통합 관제센터 구축 및 C-ITS가 교통신호를 통제하여 

교통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안전주행보다는 

자율주행에 초점을 두어 도로 노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두이노 센서를 활용해 블랙 아이스를 

미리 발견하고, 운전자용 앱(이하 ForD)을 통해 결빙 발생 

정보를 제공받아 블랙아이스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아두이노 우노 R3 SMD 호환보드[3] 

아두이노(Arduino)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픈 소스 하드웨어로 다양한 웨어러블 컴퓨터 프로토타입 

개발 및 차세대 디지털 기기 발명에 활용되고 있다. 

아두이노 우노(Arduino Uno)는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아두이노 시리즈로 알려져 있다.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3번째 버전인 R3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드로써 

거의 표준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우노 보드는 총 44개의 

핀과  단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  각  핀과  단자들은 

아두이노와 다른 보드 또는 센서들의 제어에 이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응용을 할 수 있다. 

 

2.2 WIFI ESP8266 모듈 

 WIFI ESP8266 모듈은 IOT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등을 

구성할 때 필요한 와이파이 제품에서 가장 보편적인 모델 

노면, 기상정보를 이용한 자동차 안전운전 결빙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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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절기, 야간 등 도로에서 결빙으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는 교통 체증 및 2차 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진다. 도로 

중 결빙 발생 다발 지역인 지방도로, 터널 출입구, 교량 구간, 산기슭 도로, 그늘진 곡선 도로를 대상으로 C-ITS 

관점 안전운전 결빙 주의보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결빙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자 한다. 노면/

기상 상태를 아두이노, 기상 api로 측정, 차량 운전자용 앱(GIS/맵 기반) 구현을 통해 앱 사용 운전자 간 양방향 

V2V, 운전자와 아두이노 센서 간 V2I 통신으로 결빙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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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로 활용된다. 시리얼 통신을 통해 AT 명령으로 설 

정 변경이 가능하며, 3.3V에서 동작한다. 

 

2.3 비접촉식 온도센서 

비접촉식 온도센서는 체온계나 열화상 카메라에 사용되는 

모듈로, 대상체에 접촉을 하지 않고 적외선을 이용해 온도 

센싱을 한다. MSX90614 적외선 온도 센서로 -70도 ~ 380

도까지 온도를 감지하고 5V 전압에서 동작한다. 

 

2.4 초음파 센서 

초음파  센서는  발생  시간과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차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HC-SR04 

초음파 센서에서 Trig는 초음파를 발생시키며, Echo는 물체 

및 장애물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초음파를 받는 역할을 한다

. 

거리 = 340m/s(초음파 속도) * 시간 / 2 

  

2.5 안드로이드 스튜디오[4] 
 Android Studio 는 Android의 공식 통합 개발 환경(IDE)

이며, Android용으로 특수 설계되어 개발을 가속화하고 모든 

Android 기기에 맞는 최상급 품질의 앱을 빌드할 수 있다. 

Emulator를 사용하여 앱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다양한 기기 

설정으로 앱을 테스트할 수 있다. 
 

3. 설계 

3.1 사용자 어플 메뉴 구성도 

그림 1은 본 논문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적인 흐름을 나타낸 

메뉴 구성도이다. 

 
(그림 1) 사용자 어플 메뉴 구성도 

 

3.2  관리자 페이지(웹) 메뉴 구성도 

그림 2는 본 논문 관리자 웹 페이지의 핵심적인 흐름을 

나타낸 메뉴 구성도이다. 

 
(그림 2) 관리자 페이지(웹) 메뉴 구성도 

 

3.3 시스템 흐름도 

 
(그림 3) 시스템 흐름도 

 

1) 신고 접수 : ForD 어플에서 접수된 신고내용과 

설치된 센서에서 자동 감지된 내용이 서버로 전송 

2) 데이터 저장 : 서버로 들어온 데이터를 DB에 저장 

3) 경고 알림 전송 : 위험 도로가 있는 지역을 지나고 

있는 차량의 ForD 어플과 도로에 설치된 센서에 

경고 알림을 전송 

4) 경고 알림 상시 전송 : DB에 쌓인 데이터를 가공해 

위험 도로를 예측한 뒤 경고 알림을 상시 전송 

 

3.4 테이블 정의서 

1) Users : 회원 조회 테이블 

 
(그림 4) DB 회원 조회 테이블 

 

2) DangerReportList : 신고 조회 테이블 

 
(그림 5) DB 신고 조회 테이블 

 

3) SensorData : 아두이노 센서 데이터 테이블 

 
(그림 6) DB 아두이노 센서 데이터 테이블 

 

 

4. 구현  

 4.1 ForD 앱 주요 기능 

1) 길찾기 

그림7 길찾기에서 결빙 주의 구간 알림은  카카오 내비api

와 연동, 결빙 센서를 통해 측정된 결빙 정보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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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간을 지나는 사용자에게 500m 전, 200m 전, 해당 

구간 직전에 주의 구간 알림을 보내 사용자가 결빙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센서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해당 지역의 온도, 습도 정보를 이용해 결빙 

예측을 하여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을 경우 그림8 결빙 

예상 알림을 보낸다. 

 

 
(그림 7) 결빙 주의 구간 알림 (그림8) 결빙 예상 구간 알림 

 

 

 

2) 위험도로 신고 

그림9 위험도로 신고는 카카오맵 위치 url 정보를 받아와 

앱 이용자가 결빙, 도로 파임 등 도로 전반에 관한 위험, 

불편 사항을 신고하는 기능이다. 해당 신고는 

파이어베이스에 real-time으로 올라가게 되고, 관리자용 

웹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리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을 

거쳐 해당 신고에 대응하고 위험도로 알림으로 안내한다. 

 
(그림 9) 위험 도로 신고  (그림10) 위험 도로 신고 완료 

 

 

3) 위험도로알림 

그림11 위험도로 알림은 사용자 위험도로 신고 내용을 

토대로 관리자 웹에서 확인을 거친 후 위험도로 리스트를 

볼 수 있다 

 
(그림 11) 위험 도로 알림  (그림12) 위험 도로 알림 상세 

 

4.2 관리자 페이지 (웹) 

1) 대시보드 

관리자 전용 웹 메인 대시보드 화면에는 결빙 신고, 결빙 

측정, 긴급 메시지 전송 내역 등 어플 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그림 13) 관리자 웹 메인 대시보드 페이지 

 

2) 결빙통계 

관리자 전용 웹 결빙통계 페이지에서는 날짜 별, 위치 별로 

결빙 내역에 대한 정리와 관련 통계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관리자 웹 결빙통계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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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파이어베이스 (DataBase) 

데이터 베이스는 firebase를 사용했으며, 실시간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해 줄 수 있는 기능인 realtime database를 

사용했다. 저장되는 데이터로는 그림 14 APP 사용자 정보, 

도로 이상 발생 시 앱에서 도로 이상을 제보받고 알림을 

주는 위험도로 알림 내역, 그림 15 아두이노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아두이노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결빙 유무를 파악하며 결빙 발생 시 APP으로 

알림을 전송한다. 

 
(그림 15) 파이어베이스 구성1 

 
(그림 15) 파이어베이스 구성2 

 

4.4 진행 프로세스 

 
(그림 16) 시뮬레이션 모습 

 
(그림 17) 차가 지나갈 때 distance_bool이 true로 바뀜   

[3.3 시스템 흐름도] 에서와같이 설치된 비접촉식 

온도센서에서 측정된 값이 5도 이하일 경우, Firebase의 

Temperature_bool 값이 false에서 true로 변경되며, 그때의 

측정값이 해당 센서 카테고리에 날짜, 시간과 함께 기록된다. 

기록된 값은 관리자 웹페이지로 전송되어 관리자에게 

전달되며, 관리자는 이를 통해 발생 여부 확인 후 

운전자들에게 push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값이 기록된 센서 주변에 차량이 

지나갈 경우 파이어 베이스의 distance_bool 값 역시 true로 

변경되며 ForD 앱에서 해당 위치를 지나가는 차량에게 결빙 

발생 구역 500m, 200m 전에서 주의 알림을 전송하여 

운전자가 결빙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한다. 

 

5. 결론 

 2014~2019년 5년간 블랙아이스 사고 사망자가 700명이 

넘었지만, 예방책은 안전 운행 등 운전자의 자체적인 

노력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  센서를  이용해  도로  상태를 

파악하고 사용자에게 결빙 주의, 예측 구간 알림을 전송해 

주는 애플리케이션 ForD를 구현하였다. 운전자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대비가 아닌 V2I 통신을 통해 결빙 상황 측정, 

예측 후 운전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하는 

것이 ForD 서비스의 핵심이다.  

 실제 블랙아이스가 발생한 환경이 아닌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다 보니 다양한 데이터를 얻지 못한 

부분에 있어 아쉬움이 있으나, 이 프로젝트는 운전자 뿐만이 

아닌 운전자와 관리자(공무원, 교통안전공단 등) 모두를 

위한 결빙 사고 예방법을 제시하고 관리자용 플랫폼을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  

 

 해당 서비스가 실제 상용화 된다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기상악화로 인한 위험 구간을 미리 인지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구간 알림 수신을 통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관리자는 도로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적은 인력으로 넓은 지역을 더욱 용이하게 

관리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사업의 

지원을 통해 수행한 ICT멘토링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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