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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 횡단을 도울 수 있도록 교통 제어 신호기를 임시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교통신호제어기(Traffic light control), WIFI, VANETs, V2I

I. 서 론

차량간 통신에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VANETs(Vehicle 
Ad-hoc Networks)을 상용화하기 위한 표준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1,2].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성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VANETs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에 대한 제안 또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2]. 본 논문은 보행자의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한 VANETs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중 도로 제어 신호기가 점멸되어있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보행자가 보행도로를 횡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2가지 분류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도로 제어 신호기

가 점멸되어있는 장소에서 보행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 도로 신호 

제어기와 임시로 세션을 맺은 후 보행도로를 횡단 할 수 있도록 

신호 제어기에 횡단 요청을 한다. 요청을 받은 신호 제어기는 임시로 

제어기가 점멸 상태를 해지하고 보행자가 보행도로를 횡단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두 번째 임시 점멸을 해지한 상태에서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신호제어기(Infrastructure or 
Road Side Unit: RSU)로부터 인근 차량에 안전 운행 메시지를 

전송하여(Vehicle to Infrastructure: V2I) 인근 차량이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본 론

제안한 시스템은 총 두 가지이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도로를 

횡단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전 보행 시스템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차량 안전 경고 시스템이다. 안전 보행시스템은 다음 

그림 ?과 같은 모델로 나타낼 수 있다. 우선 보행자가 보행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교통 신호 제어기(혹은 Infrastructure)에 

횡단 요청메시지를 전송한다. 교통 신호 제어기는 수신 받은 요청을 

통해 점멸되어있던 신호기를 임시로 점등함으로써 보행자가 보행도로

를 횡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림1. 안전 보행시스템 모델

그리고 점등이 되었던 신호 제어기는 일정한 시간이 종료되면 

다시 점멸을 함으로써 하나의 세션을 종료한다. 그러나 평상시 점멸이 

되어있는 신호 제어기는 해당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가 

갑작스런 점등에 안전사고를 발생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차량 안전 경고 시스템 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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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차량 안전 경고 시스템 모델

다음 그림 2는 차랑 안전 경고시스템에 대한 모델이다. 안전 보행시

스템 모델을 통해 보행자가 보행도로를 횡단하는 구역을 Event Area
라 정의한다. 정의한 Event Area의 주변 블록에 위치한 교통 신호 

제어기(Infrastructure)는 주변 차량들로부터 다른 구역에 Event Area
가 발생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안전경고메시지를 브로드캐스

트 한다(V2V: Vehicle to Vehicle). 안전경고메시지를 수신한 차량들

은 주변 교통 신호 제어기의 점등을 확인하고 안전운전을 하여 운전자

의 안전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 
이와 같이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해 교통 신호 제어기를 임시로 

제어하기 위해 총 3가지의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첫 번째 임시제어를 

요청하기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혹은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두 

번째,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임시 점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WIFI 
통신이 가능한 교통 제어 신호기(Infrastructure), 마지막으로 차량으

로 안전경고메시지를 전송을 요청하고 제어를 관리하기 위한 서버가 

필요하다. 위 3가지 아키텍처를 이용해 보행 임시제어 시스템의 프로토

콜을 정의하였다. 정의한 프로토콜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제안한 모델의 프로토콜

서버는 제어를 계산하고 수락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인근 

Infrastructure로 안전경고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명령 메시지를 전송

한다.

III. 결 론

본 논문은 보행자가 점멸된 신호 제어기가 있는 도로에서 안전하게 

횡단하기 위한 교통 신호 제어기 임시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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