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우리나라는 5G 등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글로벌 제조사를 보유하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95%가 

넘는 IT 강국이지만, 국민의 20%이상이 스마트폰 과의

존 위험군에 속할 만큼 스마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

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1). 

본 연구에서 다루는 스몸비(Smombie)는 스마트폰

(smart phone)과 좀비(zombie)를 합성한 용어로 전방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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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mart phone zombie or Smombie means pedestrians who walk without 
attention to their surroundings because they are focused upon their smart phone. 
Because the traffic accidents and injuries caused by Smombie have been increased 
rapidly in recent years, the social attention and policies are needed to prevent i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Smombie’s current status and some solutions used 
before and to propose new improved method through the latest ICT trend. In this study, 
we did the field survey to check Smombies at several places in Seoul through people 
counting, and found that a lot of pedestrians still use the smart phone while walking. And 
we analyzed many case studies about some solutions to prevent Smombies previously. 
The case studies include legal regulations, government policies, smart phone app 
services and facilities that are used before. We studied them through internet searches 
and reference studies and we also checked the current operating situation as visiting 
several places that the solutions actually has been operated. Therefore, we found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previous solutions in terms of effectiveness and management. To 
consider new solution that can be expec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we analyzed the 
latest ICT trends focused on features to utilize the Smombie prevention, especially video 
recognition and digital signage. In these days, video recognition has been developed 
rapidly with assistance of AI technology and it can recognize the specific pedestrian’s 
characteristics such as holding smart phone as well as hair style, clothes, backpack and 
etc. On the other hands, the digital signage is the convergence device that includes big 
display, network connection and various IoT sensors. It can be used as public media in 
many places for public services as well as advertising. Through these analysis results, we 
show the requirements and the user scenario for the improved method to prevent 
Smombie. Finally, we propose to develop R&D technology to recognize Smombie exactly 
as pedestrian attributes and to spread creative contents to increase pedestrian’s 
interest and engagement for Smombie prevention through digital signage.

Key Words : smart phone zombie, Smombie, prevention solution, field survey, video 
recognition, digital signage, ICT tre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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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혹은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도로나 횡단보

도에서 보행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시야폭과 전

방 주시율이 떨어져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 관련한 사고 및 피

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와 예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Fig. 1에 나타난 현대해상의 사전 연구 결과(2013~19)

에 따르면 스몸비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4년 119건에

서 2019년 225건으로 5년 동안 약 100% 정도 증가하였

으며, 시장 점유율을 고려할 때 2019년 기준 1,300여건

의 교통사고가 스몸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 또한, 삼성화재의 관련 조사(2014~16)에 따

르면 보행 시 주의분산에 의한 교통사고 통계 중 휴대

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상자가 1,105명으로 61.7%를 차

지하였으며, Fig. 2와 같이 20대 이하에서 절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3). 

이와 같이 스몸비와 관련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게임⋅동영상 등의 소비가 늘

어나는 5G 시대를 맞아 20대 이하의 위험성이 높아짐

에 따라, 스몸비의 위험성에 대해 대국민 인식을 확산

시키고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과 지

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스몸비 예방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관련 정책

이나 예방 서비스와 같은 다수의 예방 방안들이 시행

Fig. 1. Traffic accident flow happened by Smombie.

Fig. 2. The age-specific casualties related to Smombie 

pedestrian.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바, 실제 예방 효과의 측면에

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언론이나 사회 캠

페인 등을 통해 스몸비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대국민 인식의 확산도 아

직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주요 보행자 혼잡 지역을 대상

으로 최신 스몸비 현황 파악을 위해 시행한 현장 조사 

분석결과를 소개하고 사전 연구 사례와 비교하여 스몸

비의 심각성과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이어, 

기존 사례의 조사⋅분석을 통해 법⋅제도 정책, 서비

스 측면에서 현재 스몸비 예방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 

주요 방안들에 대한 개요와 활용 현황을 설명하고 예

방 효과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대표적인 예방 사례를 대상으로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대

표적인 문제 사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개선의 필요성

을 더욱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새로운 유형의 스몸비 예방방안을 모색하고자 최신 

ICT 기술, 특히 디지털 사이니지와 디지털 영상 분석

의 관점에서 스몸비와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 기

술과 서비스 동향에 대한 분석 연구를 수행한 바를 설

명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활용한 신유형의 서비스 시

나리오와 기대 효과 등을 제안함으로써 스몸비 위험성

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는 예방 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2. 스몸비 보행자 현황 조사

현대해상은 2016년에 서울 광화문사거리 부근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실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발표를 통해 보도에서는 19.8%, 횡단보도에서는 

13.8%의 시민들이 보행 중 문자사용과 같은 스몸비 현

상을 보이고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2).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례와 유사한 방법으로 최근의 스몸비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사례와의 비교하기 위하여 Table 1

과 같은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수행하였다. 

현황 조사를 위한 대상 장소는 광화문뿐만 아니라, 

강남역, 신촌, 여의도, 사당 등 서울에서 보행자가 많은 

주요 지점 5곳을 선정하여 장소에 따른 스몸비 형상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장소에서는 보도

와 횡단보도를 구분하였으며, 각 장소별 요일 특성을 

비교하고자 주중과 주말을 나누어 측정하였다. 스몸비 

대상은 실제로 보행 중 스마트폰에 시선을 두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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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verview of field survey for Smombie status

Description

Method People counting

Places

Sidewalk and crosswalk near Gangnam station

Sidewalk and crosswalk near Gwanghwamun 

Sidewalk and crosswalk near Sinchon rotary

Sidewalk and crosswalk near Yeouido subway station

Sidewalk and crosswalk near Sadang subway station

Time Afternoon

Day of the week One weekday, One weekend

Period About 20 minutes

Fig. 3. The result of Smombie rates by region in the weekday.

방을 주시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방을 

주시한 채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하는 사람은 그 대상

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조사원은 특정 지점에서 정

해진 시간동안 전체 보행자의 수와 스마트폰을 사용하

는 보행자의 수를 셈하여 그 비율을 계산하였으며, 오

차를 줄이고자 현장에는 2명의 조사원을 투입하고 각 

조사원의 측정 결과를 평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Fig. 3은 현장조사를 통해 평일에 측정된 각 장소별 

스몸비 비율의 조사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조사 

장소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최소 12.65%에서 최

고 32.35%까지 상당히 많은 수의 보행자들이 보행 중

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젊

은 직장인들이 다수 분포하는 여의도의 경우에는 10명

중 3명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그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Fig. 4는 Fig. 3의 결과와 동일한 장소에서 주말에 측

정한 스몸비 비율의 결과이다. 주말 역시 장소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최소 14.44%에서 최고 36.73%에 이르

기까지 매우 많은 보행자들이 스몸비 현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여의도와 같이 주말에는 직장인이 없어 보

행인구와 함께 스몸비 현상도 많이 줄어든 지역도 있

Fig. 4. The result of Smombie rates by region in the weekend.

는 반면, 주말에 그 비율이 증가하는 지역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남, 신촌, 여의도 등은 평일과 

비교하여 유사한 형상을 나타내지만, 사당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의 스몸비 현상이 두드러지게 높아진 경

우도 확인이 되었다. 조사지점이 아파트 단지 앞 버스

중앙차로와 연결된 횡단보도로 평일대비 유동인구보

다 거주인구의 보행 비중이 높은 특성이 반영된 결과

로 예상해 볼 수 있다. 

Fig. 5는 평일과 주말의 스몸비 현황을 평균하여 나

타내는 그래프이다. 여의도처럼 유동인구의 비중이 차

이가 나면 유동인구가 많은 날의 데이터 경향을 따라

가게 된다. 당초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

변 차량이나 교통신호등 등으로 인해 위험성을 인지하

고 스마트폰의 사용을 자제하려는 생각이 반영되어 인

도에 비해 스몸비의 비율이 낮을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신촌이나 사당과 같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현장 조사에서 관

찰한 바로는 횡단보도의 대기 시간이 길수록 보행자들

은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신호가 바뀐 후

에도 그 상태를 지속하여 횡단보도에서 스몸비 현상을 

보이는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 The result of Smombie rates by region on the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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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overall result of Smombie rates in Seoul.

Fig. 6은 스몸비 현황조사를 실시한 5개 지역의 전체 

데이터를 모두 반영하여 도출한 스몸비 현황 결과이다. 

본 조사의 결과는 서울지역에서 약 19.42%의 보행자가 

스몸비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 주변에 5명 중의 1명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스몸비 형상은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면 각각 차이가 

일부 나타남을 알 수 있으나 이를 합산하여 함께 고려

하였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울 지역 내 다수의 지점을 대상으로 주

중과 주말, 보도와 인도를 구분하여 측정한 스몸비 현

황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개별 특성 및 전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우리 생활주변에 

많은 보행자들이 여전히 스몸비 현상을 보이며 사고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6년 현

대해상의 연구사례와 비교하여 보아도 그동안 크게 개

선된 현황을 찾아보기 어려워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에

서 스몸비 예방을 위해 시행하여 왔던 다양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방식

의 예방 대책의 마련과 국민 인식 확산이 시급히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시행한 조사의 결과는 스몸비 

현상에 대한 한 사례를 보여줄 뿐 스몸비에 대한 일반

적이거나 대표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같은 서울 지역이지만 측정 장소와 요일에 

따라서 스몸비 현상이 다른 것처럼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측

정시간이나 요일은 물론, 장소에 따른 유동인구의 특

성, 상업⋅주거 지역 등 주변의 지역적 특성, 날씨⋅기

온 등의 환경적 요소, 횡단보도나 교통시설물의 설치 

형태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스몸비 예방 방안 사례 연구 

본 연구는 스몸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실행되어 왔던 주요 예방 방안을 법⋅제도 

정책과 서비스 측면에서 구분하여 관련 사례에 대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그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법⋅제도 및 정책

그동안 스몸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관련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벨트와 같이 법적 규제가 필요함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

나 제정에 이르지는 못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 경기

도 등 주요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에서 시민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주의해야 함을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4). 비록, 이는 상위 법령의 부재로 법적 강제성을 

갖지 못 하지만 관련 지자체 사업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스몸비 예방을 위한 법적규제

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미국 하와이에서는 2017

년 법률 제정을 통해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 시 벌금

(최대 99달러)을 부과하고 있으며 뉴욕주에서도 유사

한 법안이 2019년 발의된 바 있다5). 

한편, 법적 규제 이외에 Fig. 7과 같이 정부와 지자

체를 중심으로 스몸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관련 예방 사업이 수행되어 왔다. 서울시는 보행인구

가 많은 시청, 강남, 잠실 등 주요 지점에 보행 중 스마

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시 50개와 도로 

부착 표지판 250개를 설치하였고, 경기 고양시도 유사

한 표지판을 22곳의 주요 교차로에 설치하였다. 또한, 

경찰청은 ‘바닥 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을 마련하

고 전국적으로 횡단보도에 교통신호와 연동된 바닥신

 

 

Fig. 7. The examples to prevent Smom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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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examples to prevent Smombie in other countries.

호등 설치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를 중심

으로 노란발자국 캠페인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시흥시 등에서는 ‘No 스몸비 

스쿨존 캠페인’ 등을 통해 스몸비 관련 사고를 예방하

기 위한 정책을 수행한 바 있다6,7).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Fig. 8과 같이 스몸비를 예

방하기 위해 교통안전표시나 바닥신호등을 설치한 사례

가 다수 있으며, 보행 도로를 일반도로와 스마트폰 전용

도로를 구분하여 운영하거나, 충돌사고를 예방할 목적으

로 보조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찾아볼 수 있다.

3.2 예방 서비스 동향

스몸비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나 횡단보

도 등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스마트기기의 앱(App)을 

개발⋅보급하는 예방 서비스도 확산되는 추세이다. 서

울 강남구 등에서는 Fig. 9와 같은 스마트 횡단보도 시

스템을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운영 중이다.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에게는 음성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위험정보

를 음성이나 LED 표지판으로 나타낸다. 또한, QR 코

드로 설치되는 앱을 설치하면 비콘(Beacon) 통신을 통

해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차단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8).

  

Fig. 9. The example of Smart crosswalk system.

  

Fig. 10. The example of 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smart phone application in Korea.

    

Fig. 11. The example of smart phone application in other countries.

한편, 방통위에서는 2018년부터 청소년의 스몸비 안

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Fig. 10와 같이 사이버안심

존 서비스에 ‘스몸비’ 방지기능을 도입하였다. 이 기능

을 활성화 시키는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5~7걸

음을 걷게 되면 화면이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 스몸비

에 대한 위험을 경고할 수 있다9). 

유사한 사례로 해외에서는 Fig. 11과 같이 카메라를 

통한 영상인식을 통해 보행자 앞에 횡단보도나 장애물 

등이 있으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을 제공

하는 앱이나, 문자메시지의 창을 투명하게 하여 보행 중 

전방을 주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앱도 사용되고 있다10).

이 밖에도, 세종시는 어린이 안전 스마트 보행로 구

축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한결 초등학교 인근에 스마

트 횡단보로를 설치하였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도 LED 바닥등, 전광표지판, 음성안내 등을 활용한 보

행자 충돌방지 시스템을 경기도 일산에서 시범운영하

여 스몸비 사고 예방에 활용한 바 있다11).

 

3.3 기존 방안의 한계점

스몸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존의 방안들을 고려

할 때, 그 직접적 예방 효과의 측면에서는 법적규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이 규

정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보행 중 독서, 취식 등과 유사 행위와의 차별성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법적인 강제력을 도입하기 전

에 기술적 대응과 함께 국민 공감대 확산과 같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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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인식제고 등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에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한 표지판 부착

이나 예방 캠페인과 정책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시행범

위가 제한적이고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거리를 

오가는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를 대상으로 대부분 정적

인 기호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제 스몸비 대상 보행자에 대한 관심의 유인이나 실

제 주목률이 낮아 그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오

히려, 이를 인지한 경우에도 회의적이고 불필요하게 

느끼는 확증된 무기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앞선 일부 서비스 사례에서와 같이 ICT 기술을 

기반으로 시설물이나 앱 서비스 등이 보급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주로 시범서비스 형태로 운용되는 사

례가 많아 보편적 서비스로의 확산은 아직 미흡한 상태

이다. 게다가, 일부 앱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오류나 보

안 문제 등이 발견되어 사용자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이

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된 

시설물에서는 구축 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전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4. 기존 예방 방안에 대한 현장 조사

본 연구에서는 3.3절에서 제기한 기존 예방 방안의 

한계점을 실제로 확인하고 대표적 문제 사례를 제시하

기 위해 주요 예방 방안들이 설치된 지역을 직접 방문

하여 시행 현황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의 대상은 교통표지판⋅부착물, 바닥신호등, 

스마트횡단보도로 그 대상을 구분하였으며, 대상 지역

은 강남, 시청, 잠실, 신촌, 여의도, 마포 등의 서울 주

요 지역뿐만 아니라, 과천, 안양, 양주, 일산, 오산, 용

인, 세종 등 경기도와 그 주변 지역으로 총 20여건의 

사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발견

된 개선을 요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4.1 교통표지판과 부착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스몸비 예방 교통표지판은 

대체로 운영상의 문제는 없어 보였으나, 상당수의 표

지판이 Fig. 12와 같이 보행자를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통표지판이 

보행자가 주시할 수 있는 시야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

우가 많아 실제 보행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주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Fig. 13와 같이 일부 설치 

지역에서는 교통 표지판이 훼손된 채 방치된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Fig. 12. The example of traffic sign to prevent Smombie.

 

Fig. 13. The example of damaged traffic sign.

반면, 스몸비 예방을 위한 부착물의 경우에는 Fig. 

14와 같이 외형이 훼손되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

운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대부분 바닥에 부착하는 

형태인 관계로 보행자의 통행에 의해 쉽게 손상될 가

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지속되지 않

아 방치된 사례가 많았다. 스몸비 예방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 그 효과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도시 미관만 

해치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Fig. 14. The example of damaged bottom attach signs.

4.2 바닥 신호등

경찰청에서 전국에 설치한 바닥신호등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에 못지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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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he example of damaged bottom traffic light.

동작을 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

라, 과거에 설치되었던 지역에서 바닥신호등이 철거되

어 없어진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Fig. 15는 이와 관

련된 개선 필요 사례를 나타낸다. 바닥신호등은 횡단

보도 근처 바닥에 설치되는 특성상 충격에 강해야 하

고 누수 등의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는 바닥신호등의 외관에 손상이 있거나 내부에 습기가 

가득해 그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심지어 램프 사이로 잡초가 자라고 있을 

만큼 관리 없이 방치된 사례도 발견되었다. 또한 정상

적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도 밤에 너무 밝은 불빛을 발

산해 오히려 시인성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4.3 스마트 신호등

스마트 신호등 혹은 횡단보도는 비교적 최근에 구축 

및 운영이 되고 있는 스몸비 예방방안으로 현장조사에

서 확인한 바로는 대체로 그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스마트 신호등과 연동하는 

스마트폰 앱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앱이 안드

로이드에서만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앱을 처음에 실

행하지 않으면 휴대폰 차단기능이 동작하지 않으며, 

  

Fig. 16. The example of smart traffic signal system.

일부 스마트 신호등에서는 앱과 연동이 되지 않는 경

우도 있었다. 또한, 차도에 설치되어 운전자에게 보행

자의 진입을 알리는 바닥 램프가 일부 동작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Fig. 16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나

타낸다. 

5. ICT 기반 스몸비 예방 방안 연구

앞선 사례연구와 현황조사의 결과는 기존에 스몸비

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방효과와 유지보수 측면에서 한계가 있

고, 그러한 다양한 예방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

은 사람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

몸비 예방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

하고자 ICT 최신 기술 동향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

고자 한다. 특히, 공공미디어를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

와 딥 러닝 기반의 디지털 영상인식 기술을 핵심 요소

로 규정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디지털 사이니지

는 일반 보행자를 대상으로 스몸비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유용한 융복합 

매체이며, 디지털 영상인식은 스몸비 예방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를 아니라 실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

하는 보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두 기술 요소에 대한 최신 동향을 조사하

고 스몸비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사

용자 시나리오를 정의함으로써 향후 스몸비 예방에 활

용할 수 있는 신 유형의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5.1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동향

5.1.1 공공 미디어를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사이니지는 Fig. 17과 같이 공공장소와 상업

공간에 설치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오락, 광고 등

의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

크, SW 솔루션 등이 결합된 매체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포스터, 안내표시, 간판 등 기존의 아날로그 광

고를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변환한 디지털광고물로써, 

단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의 원격 제

어, 상호연동 등이 가능하고 각종 IoT 센서와 모바일 

연동 기능 등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 상호작용 서비스

를 제공하는 융복합 디바이스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지

하철역사, 버스정류장, 엘리베이터, 은행⋅관공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뉴스, 날씨, 광

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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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he overview of digital signage.

 

Fig. 18. Digital signage examples as public media.

디지털 사이니지는 TV, PC, 모바일에 이은 제4의 스

크린으로 주목받고 있으면서 또한 다른 매체와 달리 

공공성이라는 고유의 특징을 가진다. 다른 매체는 주

로 개인이 소유하고 활용하는 개인 미디어이지만, 디

지털 사이니지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불특정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미디어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로, 디지털 사이니지는 상업 광고를 표현

하는 매체뿐만 아니라, Fig. 18과 같이 공익을 위한 정

보 표현이나 캠페인과 같은 공공 서비스로의 활용이 

더욱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13).

디지털 사이니지는 매체의 정보 전달 측면에서 스케

일(scale) 효과, 서브리미널(subliminal) 효과라는 큰 특

징을 가진다14). 스케일 효과는 다른 매체에 비해 물리

적으로 크기 때문에 갖는 영향력을 의미하는데, 디지

털 사이니지는 큰 화면으로 콘텐츠를 보여주므로 보행

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반면, 서브리미널 

효과는 정기적인 노출로 보행자들에게 반복 접촉 기회

가 많기 때문에 갖는 영향력으로, 디지털 사이니지가 

반복적인 콘텐츠 재생으로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기억

과 잠재의식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이니지는 C-P-N-D가 결

합된 융복합 매체이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전달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용자 상호작용을 통해 양방

향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IoT센서 및 인공지능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맞춤형 및 신유

형의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써의 역할도 

 

Fig. 19. Digital signage to prevent traffic accident (France).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사이니지의 공공성과 융복합성은 다

양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분야로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

적으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

에서는 Fig. 19과 같이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운영하였

다.15) 이 매체는 정지신호에서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

너는 보행자를 인식하였을 때, 자동차의 급정지 브레

이크 소리를 재생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놀라는 보행자

의 사진을 촬영한다. 보행자의 사진은 “얼굴에서 볼 수 

있는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화면에 표시함으로써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전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캐나다 퀘벡에서는 디지털 사이니지

에 설치된 모션 인식 센서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예방

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16). Fig. 20에

서처럼 화면에 나타난 해골 모형은 전방의 보행자의 

동작을 따라 움직이며 화면에 표시된다. 보행자가 해

골 모형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이 갑자기 나

타나는 자동차에 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실

감나게 보여줌으로써 무단횡단 사고의 위험에 대한 보

행자의 경각심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사례는 삼성전자가 스웨덴에서 휴대폰 광고의 

일환으로 보행자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운영

한 디지털 사이니지이다17). 이 매체는 Fig. 21에서와 같이 

보행자에게 보이지 않는 전방 코너에서 접근하는 롱보

드, 유모차 등을 사전에 인식하고 그 정보를 화면에 표시

함으로써 보행자가 이를 조심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20. Digital signage to prevent traffic accident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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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Digital signage to prevent pedestrian collisions (Sweden).

이와 같이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의 공공미디어는 공

공장소에 설치되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과 

같은 공공서비스나 정보를 전달하기에 최적의 융복합 

매체가 될 수 있다. 기존에 활용된 스몸비 예방 표지판

과 같이 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보행자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능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스몸비의 위험성에 대한 전달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

은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

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1.2 딥 러닝 기반의 디지털 영상인식 기술

딥 러닝(Deep Learning)은 방대한 데이터와 고성능의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

로써 디지털 영상인식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영상인식은 2012년 이전까지는 성능 면에서 미

흡한 점이 많았으나, 그 이후부터 딥 러닝 기반의 인공 

신경망 기술이 적용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

다. 특히, Fig. 22의 예와 같이 ImageNet 챌린지인 

ILSVRC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을 통해 매년 새로운 신경망 모델이 제안이 되

는데, 2015년 MS의 ResNet 모델은 인간의 인식률(95%) 

수준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정확성과 최적화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VGGNet, GoogLeNet, SENet, 

ResNet 등 다수의 신경망 모델들이 개발되어 다양한 분

Fig. 22. ImageNet challenge example.

야에서 활용되고 있다18).

이러한 디지털 영상 인식 기술은 문자, 지문, 얼굴 

인식 등 다양한 응용 분야뿐만 아니라, 거리나 도로에

서 보행자를 인식하는데도 활용되고 있다. 보행자 인

식은 카메라로부터 입력받은 영상으로부터 서있는 사

람이나 걷는 사람 등을 찾아내는 기술을 의미한다. 최

근 급부상 중인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자동차가 보행자

를 인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밖에 지능형 감시 카메라(CCTV)나 스마트 신호등

과 같이 거리나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

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보행자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

은 HOG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와 같은 지역 

특징(local features) 추출 기술, Sobel/Canny와 같은 윤

곽선(edge) 추출 기술, 또는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와 같은 통계적 변환 기법 등이 있으며, 최근 

CNN 기반의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어 성능과 정확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19).

보행자 인식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 셋은 사람이 있는 

이미지(Positive Image)와 없는 이미지(Negative Image)로 

구분되며 알고리즘은 각 이미지에 대하여 특징 벡터 

값 추출을 통해 보행자가 존재하는 이미지를 구분하도

록 학습한다. 학습 데이터 셋에 대한 학습이 완료되면 

Fig. 23와 같이 실제 입력 영상에서 Detect Window를 

움직이면서 해당 위치에서의 구해진 벡터 값을 학습 

데이터와 비교하여 보행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방

식이 주로 사용된다20).

한편, 딥 러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영상인식 기술

의 발전은 보행자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넘어 

보행자가 가지는 특정한 속성까지 추출하여 인식하는 

영역까지 발전하고 있다. 보행자 속성 인식(PAR, 

Pedestrian Attribute Recognition)은 기존 보행자를 인식

Fig. 23. Pedestrian detectio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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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Pedestrian attribute recognition example.

하는 저수준의 학습과 달리 영상에서 고수준의 의미적

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입력되는 영상에 대한 시

점의 변화와 시각 조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학습 및 

검출 모델이 설계된다. 보행자 속성 인식을 위한 데이

터 셋은 PETA dataset, RAP-2.0, Berkeley Dataset(BAP), 

PK-100K 등 다양한 종류가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여러 인공신경망 모델들이 개발되어 사용

되고 있다. Fig. 2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관련 연

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보행자의 특징에는 보

행자의 행동(뛰거나 걷기 등)이나 성별뿐만 아니라, 머

리모양, 옷의 색상이나 모양, 가방의 종류와 소지 형태, 

자전거 등 교통수단까지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인 정보

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1).

특히, 보행자 속성 인식 분야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셋 중 PK-100K는 598개의 실제 야외 감시 카메라에서 

수집된 100,000개의 학습용 보행자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어 야외 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개발에 적

합하다. Fig. 25은 PK-100K 데이터 셋을 활용한 사례로

써, 다차원 어텐션(Attention) 모델 기반의 HydraPlus-Net 

알고리즘을 통해 보행자의 속성을 인식하는 연구사례

를 나타낸다. 이 연구는 다양한 레벨(Semantic-level, 

Low-level)과 범위(small-scale, large-scale)에서의 영상 

분석을 수행하여 여러 가지 보행자의 속성을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정밀 분석을 통해 보행자가 

야외에서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특징까지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22).

  

Fig. 25. The structure and example of HydraPlus-Net model.

이와 같은 디지털 영상인식 기술의 발전은 거리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도로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의 존재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특정한 행동 패턴을 인

식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의 개발

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스몸비와 같이 거리에서 

안전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미리 

인식하고 사전에 대응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련 기술이 발전

하였음을 의미한다.

5.2 스몸비 예방을 위한 신유형 서비스 제안

본 연구는 기존 스몸비 예방 방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유형 서비스의 요구사항으로, 첫째, 일반 보

행자의 관심을 유인하는 주목 효과를 높여 스몸비 위

험성에 대한 인식을 신속하게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하

고, 둘째, 불특정 다수가 아닌 실제 스몸비 대상에 대

한 맞춤형 예방 서비스로 관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

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요구사

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핵심 기술 요소로써 본 연구에

서 주목한 것이 디지털 사이니지와 디지털 영상 인식 

기술이다.

그동안 스몸비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설치된 안내 

표지판이나 시설물 등은 대부분 아날로그 방식으로 보

행자의 주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주목률

이 낮은 정적인 메시지와 기호의 전달에 대해 대부분

의 보행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는 스몸비 위험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예방 효과가 미

비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스몸비에 대한 예

방 메시지의 전달을 도로 표지판이나 부착물과 같은 

정적인 방법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의 공공 미디어

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횡단보도나 

도로 등에서 공공미디어로써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

하고 스몸비 예방 콘텐츠를 운영하여 보행자 인식 효

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몸비 위

험성을 알리는 예방 콘텐츠의 제작을 디지털 사이니지

의 서브리미널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행자의 능동적 관

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요소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이

니지가 가진 융복합 매체의 특징을 살려 온도⋅습도 

등 날씨 센서, 근접⋅모션인식 센서 등 다양한 IoT 기

술을 적용하여 구축 환경과 서비스 대상 따라 동적이

고 차별화된 메시지 전달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제

고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이니지는 장치 내에 스마트 

카메라를 내장하고 입력되는 영상을 활용하면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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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디지털 영

상기술을 활용하여 스몸비를 포함한 다양한 보행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몸비 예방 솔루션은 도로나 인도를 걷는 불특정의 

모든 사람을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 메시

지 전달은 그 전달효과가 미미하고 보행자의 주의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지만, 보행자 속성 인식 기술

을 적극 활용하여 실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대상을 탐지하고 이를 상대로 맞춤형 경고 메시

지를 전달한다면 그 주목 효과 및 사고 예방 효과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스몸비 대상에 대해 콘텐츠의 메

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된 장

소에서 근접센서를 활용해 일정 거리 내로 접근 시 화

면에 스몸비 예방 메시지를 표출하거나 경고 음성 안

내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사전 

동의를 전제로 보행자 스마트폰의 실행을 멈추고 스몸

비 경고 메시지를 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Fig. 26은 본 연구가 제안하는 신유형의 

스몸비 예방에 대해 간략한 서비스 시나리오 사례를 

나타낸다. 다수의 보행자가 지나가는 거리에 설치⋅운

용되는 디지털 사이니지는 평소 본연의 목적에 따라 

광고나 혹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보행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디지털 영상분석의 결과로 

스몸비로 판단되는 사람을 인식하면 그 움직임을 지속

적으로 추적하다가 해당하는 보행자가 디지털 사이니

지의 근거리로 접근을 하게 되었을 때 스몸비 예방 콘

텐츠로 화면을 전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스몸비 대상

에 대한 높은 주목율과 인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Fig. 26. The example of new service proposal to prevent Smombie.

6.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현장조사와 ICT 동향 분석을 기반으로 보

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몸비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 기존 시설(시스템) 설치 

현황과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연구하여 새로운 유형의 스몸비 예방 서

비스를 제안하였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일

종인 스몸비는 그 관련 사고의 발생과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과 예방의 효과는 기대보다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수행한 서울 주요

지역의 스몸비 현황은 스몸비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그 해결방안의 모색이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스몸비 예방과 관련한 법⋅제도 및 정

책, 서비스 측면에서 기존 예방 방안들의 현황을 사례 

분석하여 소개하고 기존 방식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예방 솔루션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한 점검 

결과로써 대표적인 문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그 심각

성과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기존 방안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예방방안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스몸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

제 관련 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의 관심을 유인하여 인지 효과를 높이고 실제 

스몸비 대상에 대한 맞춤형 예방서비스가 필요함을 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써 디지털 사

이니지와 디지털 영상인식 기술을 선정하였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공공성과 융복합성을 가지는 공공미디어 

매체로써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하여 보행자와 상호

작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실제로 이를 이용

해 무단횡단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활용되

는 응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디지털 영상인식은 

딥 러닝을 기반으로 보행자의 존재뿐만 아니라 동작, 

성별, 소유물 등 보행자의 특성을 인식하는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HydraPlus-Net 알고리즘 연구 

사례를 통해 휴대폰 통화를 하는 보행자 특성까지 인

지할 수 있음을 소개하였다.

또한,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스몸비 예방을 위한 신유형의 서비스를 제안

하여, 기존 교통표지판과 같은 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거리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상호작용 기반

의 동적인 스몸비 예방 콘텐츠를 운영함으로써 보행자

의 관심과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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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디지털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보행 중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스몸비를 인지하고 그 보행자를 대상

으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스몸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도 함께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장조사와 관련 기술동향에 대한 연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스몸비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예방 방안을 도출

하여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실제 서비스 및 

시스템 구현 측면에서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나 옥외광

고법 등 외적인 규제로 인한 제약 등을 충분히 고려하

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바라건 데, 추후 관련 연

구를 통해 이러한 점이 보완되어 실제 시스템 구축 등 

스몸비 예방 방안에 적용될 수 있다면 스몸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의 확산과 관련한 사고 예방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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