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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전 세계적으로 ICT 스마트시티의 일환으로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인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C-ITS와 함께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첨단 도로 인프라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C-ITS, 자율주행서비스의 연구와 함께 단기적으

로 도로 교통안전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솔루션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oT 가드 레일을 기반으로 

C-ITS의 필수 요구정보인 교통흐름과 사고위험 정보를 감지·분석하여, 도로 현장에 즉각적인 경보와 원격 모니터링

을 제공할 수 있는 고속도로 사고감지 및 경보 시스템을 제안한다. 지능형 IoT 가드 레일은 장기적으로 C-ITS와 자율

주행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실제 도로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지능적 첨단 도로 인프라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ABSTRACT 

Currently, as part of the ICT Smart City, the company is building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for 
solving urban traffic problems. In order to realize autonomous driving service with C-ITS, the role of advanced road 
infrastructure is important. In addition to the study of mid- to long-term C-ITS and autonomous driving services, it is 
necessary to present more realistic solutions for road traffic safety in the short term.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highway accident detection alarm system that can detect and analyze traffic flow and risk information, which are 
essential information of C-ITS, based on IoT guard rail and provide immediate alarm and remote control. Intelligent IoT 
guard rail is expected to be used as an intelligent advanced road infrastructure that provides data at actual road sites that 
are required by C-ITS and self-driving services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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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도시의 인구과밀로 인한 도시문제가 심화 되면서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ICT 기반의 스마트시

티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는 것은 스마트교통 프로젝트이며, 지능형 교통시

스템(C-ITS) 구축을 통한 도시교통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을 통

해 차량-차량, 차량-보행자 통신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 운전 지원, 교차로통행 

지원, 교통약자 보호, 긴급상황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한다[1-2]. 이러한 교통안전 중심의 C-ITS 구현을 위

해서는 차량-차량, 차량-인프라 등 교통요소 간의 통신

기술과 함께 다양하고 유용한 도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

한 첨단도로 인프라는 필수 요소이다[1-3].
그러나 현재 C-ITS에서의 도로 정보수집을 위한 인

프라 장치는 CCTV 영상검지기, 도로 루프 차량검지기, 
레이더 돌발 상황 검지기, 기상 센서 도로기상정보시스

템 등으로 매우 한정적이다. 차세대 ITS에서 기대하는 

급정거, 정차 차량, 사고상황, 도로상 장애물 등의 교통

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통요소 간 통

신으로 확인·전파, 추돌·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첨

단도로 인프라가 부족하고 미흡한 실정이다. 차세대 

ITS를 통한 스마트교통을 위해서는 자율주행과 같은 고

도화된 차량과 함께 C-ITS 서비스를 위한 지능화된 첨

단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즉각

적인 교통안전 대응이 가능한 솔루션이 필요하다[4-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oT 가드레일을 기반으로 

C-ITS의 필수 요구정보인 교통흐름과 위험요소 정보를 

감지·분석하여 제공하며, 독립적으로 도로 현장에 즉시 

경보와 원격 관제를 제공할 수 있는 고속도로 사고감지 

및 경보 시스템을 제안한다.

Ⅱ. 관련연구

2.1. 클라우드 기반 교통정보 시스템의 한계

현재 C-ITS를 통해 연계하고자 하는 교통정보시스템

은 대부분 중앙시스템에서 취합·분석하여 다양한 형태

로 정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이다. 그림1
과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에 따

른 부하, 전송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고 실시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Fig. 1 Cloud-based systems

2.2.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

으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엣지 컴퓨팅 기술과 클라

우드 컴퓨팅 기술을 혼합하는 형태이다. 엣지 컴퓨팅 기

반은 수집한 데이터를 네트워크 엣지 환경에서 지연 시

간 없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현장에서 즉각

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로컬 영역에서 직접 컴퓨팅이 수

행되며, 엣지 디바이스 간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효율적

이고 지능적인 상황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현장 상황 

분석을 통해 추려진 데이터는 다시 클라우드로 전달되

어 머신러닝과 같은 지능적인 정보 처리를 수행하며, 외
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정보 연계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하다[6-8].

Fig. 2 System that Combines Edge Computing Technology 
and Cloud Comput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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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oT 가드레일 기반의 고속도로 사고감지 
및 경보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는 도로상의 가드레일에 설치되는 IoT 
장치를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교통 흐름, 충격 감

지 등)를 수집하여 도로 위험 상황(급정차, 급정체, 추돌

사고 등)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도로 운전자에게 시각

적 경보를 제공하여 2차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교통안

전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림3은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

성도이다.

Fig. 3 Configuration of IoT Guardrail-based Highway 
Accident Detection and Alarm System

제안하는 IoT 가드레일 기반의 고속도로 사고감지 

및 경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Ÿ가드레일 IoT 모듈 : 도로상의 가드레일에 설치하여 

충격을 감지하고 위치정보를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하

는 IoT 디바이스

Ÿ IoT 엣지 컴퓨팅 네트워크 :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 인

프라가 보장되지 못하는 도로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지능형 IoT 엣지 컴퓨팅 네트워크(연결-확장-복구)를 

구축 

Ÿ엣지 컴퓨팅 기반 도로 위험 상황인식 기법 : IoT 엣지 

컴퓨팅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센서 디바이스 간 

유기적인 데이터 연계를 통해 도로위험상황을 인식 

및 통보

Ÿ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 상시 도로 교통 흐

름 및 도로 현장 위험상황의 인식과 통보 상태를 실시

간 모니터링

3.1. 가드레일 IoT 모듈

그림4는 사고감지를 위한 가드레일 IoT 모듈의 구성

도이다.

Fig. 4 Guardrail IoT Module Hardware configuration

그림4의 가드레일 IoT 모듈은 무선통신이 가능한 

32-bit MCU를 기반으로 충격 감지 센서 모듈과 GPS 모
듈을 활용하여 사고 상황을 감지하고 위치 정보를 관제

센터로 전송하기 위한 가드레일 설치형 IoT 모듈이다. 
Wi-Fi 혹은 Bluetooth 4.2 메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AP-LTE 모뎀을 통해 외부 네트워크와 연동한다. 충격

감지센서는 일반적인 디지털 방식의 충격 감지 방식이 

아닌 충격의 강도를 수치화하여 다양한 상황으로 분류

(직접 충격, 간접 충격 등)하기 위해 3축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며, GPS 모듈을 통해 사고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3.2. IoT 엣지컴퓨팅 네트워크

가드레일에 설치되는 IoT 모듈은 지능형 IoT 엣지컴

퓨팅 네트워크(로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노드로서 동작하게 된다. 하나의 노드에서 Station 
(Client)과 AP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SoftAP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각 노드는 SoftAP 인터페이스

를 이용해서 다수의 하위 노드 연결을 가질 수 있으며, 
동시에 Station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상위 노드 연결

을 통해 여러 계층으로 구성된 트리 네트워크 구조를 형

성하고 있다. 그림5는 IoT 엣지컴퓨팅 네트워크의 구성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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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etwork configuration

그림5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는 4가지 유형으

로 구분할 수 있다. Root 노드는 네트워크의 최상위 노

드로서,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IP 네트워크 간의 유일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며, Wi-Fi 라우터에 연결되고, 외
부 IP 네트워크와의 패킷을 내부 네트워크의 노드로 중

계한다. Internal 노드는 Root Node 또는 Leaf Node가 아

닌 중간 계층 노드로서, 하나의 상위 노드를 가져야하지

만 여러 개의 하위 노드 연결이 가능하다. Leaf 노드는 

하위 노드가 허용되지 않는 노드로서, 네트워크의 최대 

허용 계층에 있을 경우, 리프 노드로 지정하여 하위 노

드 연결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여 네트워크 계층을 추가

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Idle노드는 현재 네트워크 속해 

있지 않은 노드로서, 상위 노드와의 연결을 형성하거나 

루트 노드로 설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Root Node는 네트워크 초기 구축 시, 지정하는 것을 기

본 설정으로 하고 각 노드와 라우터 간의 신호 강도에 

따라 동적으로 선택한다. Root Node의 범위에 있는 Idle 
Node가 Root Node와 연결, 네트워크의 두 번째 계층 형

성한다. 나머지 Idle Node는 범위 내의 Internal Node와 

연결되어 네트워크에 새로운 계층을 형성한다. 이때, 네
트워크 최대 허용 계층에 따라 Internal Node 또는 Leaf 
Node가 될 수 있다. 네트워크 내에 Idle Node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네트워크의 최대 허용 계층에 도달할 때까

지 반복하여 네트워크 계층을 형성한다. 허용되는 최대 

계층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마지막 계층의 노드는 Leaf 
Node로 설정한다.

Internal Node의 장애 상황에 따른 네트워크 복구 과

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Internal Node에서 장애가 발생

할 경우, 연결 해제 된 하위 노드는 처음에 상위 노드로 

다시 연결을 시도한다. 연결 시도가 여러 번 실패할 경

우에는 각 하위 노드는 RSSI 값을 기반으로 상위 노드

를 검색한다. 연결 가능한 상위 노드가 있으면 각 자식 

노드는 새로운 기본 설정 부모 노드를 개별적 선택, 해
당 노드와의 연결 형성한다. 연결 가능한 상위 노드가 

없는 경우에는 Idle Node 상태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Root Node가 되어 별도의 네트워크 형성한다. 이때, 각 

네트워크가 확장함에 따라 기존 네트워크와 연결이 가

능하다.

3.3. 엣지 컴퓨팅 기반 도로 위험 상황인식 기법

가드레일에 설치되는 IoT 모듈은 교통 흐름 및 도로

위험 상황 인식 기술의 가용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10m 간격으로 구성한다. 인근의 IoT 모듈과의 정보 연

계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정확성을 보장하고, 
사고상황 또는 교통 흐름상 정체 상황을 따라 LED 또는 

경광등으로 현장에 통보한다. 그림6은 엣지컴퓨팅 기반

의 실시간 분석 및 정보 연계를 예로 든 것이다. 인접 노

드 간 데이터 교환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초 특정 노드

(이벤트 노드)에서 이상 데이터(충격, 정차, 급정체 등) 
감지하면, 해당 노드가 Station 노드라면 상위 SoftAP 노
드로 인접 노드 데이터를 요청한다. 이벤트 노드의 

SoftAP 노드는 인접 SoftAP 노드(상위 부모 SoftAP 노
드, 하위 자식 SoftAP 노드)로 이벤트 노드의 데이터 요

청 메시지를 중계한다. 인접 노드들의 데이터 요청 메시

지를 전달받은 SoftAP 노드들은 내부의 모든 Station 노
드에 상대 데이터를 요청한다. SoftAP 노드들은 내부 모

든 노드들의 데이터를 취합하고, 2~4번 과정을 역순으

로 전달하여 최초 데이터를 요청한 노드로 모든 데이터

를 전송한다.

Fig. 6 Edge Computing based Real Time Analysis and 
Information L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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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은 차량 충격 상황에 대한 도로 위험 상황인식 

및 현장통보 시나리오이다. 가드레일 IoT 모듈에서 일

정수치 이상 충격이 감지될 경우, 차량의 가드레일 충돌

로 파악하고, 충격의 강도에 따라 직접 충격, 간접 충격, 
충격거리 예측 등 다양한 상황 파악할 수 있으며, 사고

지점으로부터 후방 일정 지점까지 사고 상황을 전달하

고 경광등을 통해 경보한다.

Fig. 7 Highway Accident Detection Sinario-1

그림8은 차량 정지 상황이 일정 시간 감지되고, 전방

의 교통 흐름이 원활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

고로 파악하고, 후방 일정 지점까지 상황을 전달하고 경

광등을 통해 경보한다.

Fig. 8 Highway Accident Detection Sinario-2

그림9는 차량 정지 상황이 일정 시간 감지되고, 전방

의 교통 흐름 상황이 정체된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고 상황인지 아닌지 정확한 판단

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후방 IoT 모듈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한다.

Fig. 9 Highway Accident Detection sinario-3

그림10은 차량정지 상황이 계속 감지되고, 전방에서 

교통흐름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

고 상황으로 판단, 후방 일정 지점까지 사고 상황을 전

달하고 경광등을 통해 경보한다.

Fig. 10 Road Danger Context Aware scenario-4

그림11은 차량정지 상황이 계속 감지되고, 전방에서 

교통흐름이 정체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교통흐름상 정체구간으로 파악하고 교통 흐름을 

LED로 표시한다.

Fig. 11 Road Danger Context Aware scenario-5

3.4.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은 LTE, LoRa 등
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가드레일 IoT 모듈 및 네트

워크 연결 상태 관리, 도로 교통흐름 및 위험상황 모니

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12는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

터링 시스템예시이며 지도를 기반으로 원활, 서행, 정체 

등의 교통흐름과 교통 구간별 거리정보, 가드레일 IoT 
모듈 상태를 관리한다.

Fig. 12 Real Time Monitoring System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 IoT 가드레일 기반으로 C-ITS
의 필수 요구정보인 교통흐름과 위험요소 정보를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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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도로 현장에 

즉각적인 경보와 원격 관제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과 

네트워크 기술이다. 제안하는 IoT 엣지 컴퓨팅 네트워

크는 열악한 야외 도로 환경에서 안정적인 엣지 컴퓨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리고 엣지 컴퓨팅을 기반으로 

별도의 중앙시스템 연동 없이 지능형 IoT 가드레일 모

듈 간 정보교환을 통해 도로의 교통 흐름의 분석과 위험

상황을 지능적으로 감지하고, 독립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 경보와 상황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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