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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노약자가 차량들로부터 위험이 되는 구역에 진입하였을 경우, virtual BLE(Bluetooth Low Energy)를 이용해 주변 

차량들로부터 안전운전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차량이 안전하게 운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모델에 대한 설계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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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스마트 디바이스 혹은 최신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해 노인에 대한 관리 혹은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그중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통계 2014’에서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총 34011건이다. 그중 차대 사람으로 발생한 교통사

고의 건수는 총 10283건으로 약 30%의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본 논문은 차량 위험지역 노약자 

탐지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는 

VANETs(Vehicle Ad-hoc Networks)[1,3]와 GPS를 이용하여 노약

자의 실시간 위치를 탐지한다. 그리고 , 그리고 BLE(Bluetooth Low 
Energy)통신[2]을 적용해 주변 차량들로부터 안전운전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1. BLE

BLE(Bluetooth Low Energy)통신 이란 RSS (Received Signal 

Strength)값을 사용해 사용자의 위치를 감지하는 통신이다[2]. BLE
통신 기술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위치 및 존재를 탐지하기 위해 

Scanning을 이용한다. 그리고 디바이스의 위치 및 존재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Advertising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브로드

캐스트 한 방법으로 전송한다. 

2. VANETs

VANETs은 크게 두 가지 통신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Vehicle 
to Vehicle(V2V) 통신이다. V2V는 차량과 차량간 통신을 의미한다. 
V2V를 통해 차량의 운전자는 더욱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두 번째는 

Vehicle to Infrastructure(V2I)다. V2I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차량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 혹은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VANETs 애플리

케이션 또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3]. 

III. 본 론

차량의 안전운행과 노약자의 안전보행을 위해 지도상에 위험구역을 

정의하여 노약자의 위험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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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차량 위험 지역 노약자 탐지 모델

제안한 모델의 그림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노약자가 이동하는 

구역 중 노약자에게 위험이 있는 구역을 Alert area라 정의한다. 
Alert area가 되는 구역의 기준은 차량이 이동하는 차도와 자전거 

도로, 그리고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노약자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 수시로 GPS 데이터를 수신 받아 노약자의 위치를 

파악한다. 파악한 위치는 Alert area와 근접해 있는 위치인지 혹은 

안전한 구역인지 비교한다. 만약 노약자가 Alert area에 진입하였음을 

탐지하면, BLE통신을 통해 주변 차량들로 안전운전 메시지를 전송한

다. 메시지를 수신 받은 차량들의 운전자는 주변에 노약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메시지를 수신 받은 

차량의 스마트 디바이스는 노약자로부터 안전보행 메시지를 전송한

다. 안전보행 메시지를 수신 받은 노약자는 주변에 차량의 존재를 

확인 한 후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음은 차량 

위험 지역 노약자 탐지 모델에 대한 프로토콜이다. 총 2가지의 상태로 

나뉘어 차량과 프로토콜을 한다. 첫 번째 상태로 Alert Mode이다. 
주기적으로 수신한 GPS 데이터를 통해 위치 계산하여 Alert area지역

임을 탐지하면 State가 broadcast 바뀌고 0.2초 간격으로 안전운전 

메시지를 차량으로 브로드캐스트 형태로 전송한다. 두 번째 상태로 

Secure Mode 이다. GPS데이터가 안전지역에 있는 것으로 탐지하면 

state를 stop으로 한 후 그대로 안전운전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는다.

그림 2. 차량위험 지역 노약자 탐지 모델 프로토콜

IV. 결 론

본 논문은 차량 운전자의 교통 안전사고율과 노인의 차량위험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BLE신호기반 차량 위험 지역 노약자 

탐지 모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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