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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모니터링 장치는 전송된 영상과 GPS좌표를 통해 위험 지역을 감시하는 감시부, 위험 상황 및 객체 확인, 

위험상황에 대한 경고 메시지 등을 전파하는 위험상황 처리부, 시간대별로 영상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영상출력부, 그리고 상황

정보를 저장하는 상황정보 DB의 설계로 구성된다.

키워드: 모니터링 (monitoring), GPS좌표(GPS coordination), 데이터베이스 설계 (DB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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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기존에 운영되어온 도로안전지역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오직 차량

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통행로에 가드라인을 설치하여 

도로상으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 중점관리지역의 도로에서 과속

방지턱이나 과속방지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의 속도를 

제한하는 방법, 불법 주정차를 중점 관리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1]-[7]. 이러한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차량의 

흐름과 통제에 효과를 가져와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운전자의 안일한 

대응과 학생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다양한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학교 주변의 상황들을 

대처할 만한 시스템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8][9].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대처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를 제안한다.

II. Monitoring system

그림 1은 안전관리 지역을 스쿨존으로 가정하여 상황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Fig. 1. Monitoring system

모니터링 장치는 안전관리 지역에서 감시 기능을 기반으로 상황인

식장치로 부터 전송된 상황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관하고, 

위험상황을 화면에 경고메시지로 보여준다. 관리자는 목록에서 시간

대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촬영영상을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II. Conclusions

안전관리 지역에서는 객체의 위험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객체의 위치를 GPS센서를 통해 감시하며, 학교 주의의 보도와 

도로를 영상센서를 통해 사고의 상황을 검출하고, 위험 상황이 인식되

면 중앙 모니터링 장치에서 자동으로 상황을 알림으로써 경고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관리 지역에서 수집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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