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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량의 보급 증가와 함께 신규 도로 건설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로 위 다양한 위험

들은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들은 크게 고정위험과 가변위험들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는 내비게

이션을 통해 과속, 사고다발, 낙석주의 등에 대한 고정위험이 운전자에게 안내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위험정보는 고

정위험정보보다 가변위험정보가 그 위험성이 높다 할 수 있는데, 가변위험 정보의 경우 맵 회사들이 수기로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데, 이는 실시간성이 떨어지며, 돌발 위험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고 실시간 위험정보를 운전자에게 안내하여 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도로위험정보알림 장치에 대해 

제안하고 구현하여 도로 위 위험정보의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ABSTRACT

With the increasing supply of vehicles, construction of new roads and expansion of existing roads are growing and this 
is leading to a proportional rise in diverse hazards on a road. These hazards are classified into fixed hazards and variable 
hazards. Currently, drivers receive information of fixed hazards, such as overspeed, frequent accidents, and rock fall 
through navigations. However, variable hazards are more hazardous than fixed hazards. Map companies frequently enter 
information of variable hazards manually, but it is less real-time and hard to deal with unforseen hazards. This paper is 
intended to implement a road hazard warning system for making a contribution to pubic interests by improving this 
problem and delivering real-time information of hazards to drivers, and suggest a direction for using information of 
hazards on a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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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차량의 보급이 늘어나며, 신규도로 건설이 늘어나고, 
기존 도로의 확장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도로 위 다양

한 위험들은 차량의 증가와 도로의 증가에 따라 함께 증

가하고 있다. 도로위험정보는 고정정보와 가변정보로 

볼 수 있다. 현재는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과속, 사고다

발, 낙석주의 등에 대한 고정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가변정보는 맵 회사들이 수기로 입력하는 정보에 한정

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험정보라는 것은 상

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고, 이는 실시간성을 가지고 

운전자에게 안내될 수 있어야 그 정보의 능동성과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로위험정보알림 서비스는 

SDIoT(Software Defined Internet of Thing)를 기반에 두

고, 도로상의 위험정보를 정확하고 실시간적으로 운전

자에게 제공하여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회피하

여 공공이익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위험 상황 알림을 운전자 

Map에 표기하여 위험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는 단말을 

설계 및 구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DGPS, WLAN과 

LoRa를 이용한 복합측위정보를 사용한 단말장치에 중

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한다.

Ⅱ. NTRIP (Network Transport of RTCM via 
Internet Protocol) 

2.1. NTRIP 서비스

기존 DGPS는 중파신호 매체를 통해 GPS 위치오차 

보정신호를 전송하는 반면 NTRIP는 인터넷 망을 통해 

GPS 보정신호를 전송한다. NTRIP에서 RTCM(Radio 
Technical Committee for Maritime Service)은 GPS 보정

신호 전송 데이터 포맷이다. 국내에서는 국립해양측위

정보원이 NTRIP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기 그림. 1과 같

이 서비스 된다.[1]
그림 1은 NTRIP Service Flow이다. 

Fig. 1 NTRIP Service Flow

2.2. NTRIP Server

NTRIP은 Hyper Text 전송 프로토콜인 HTTP기반으

로 모바일 IP 네트워크를 통해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

하다. NTRIP 서버는 HTTP 서버로 NTRIP 소스 데이터

를 NTRIP 캐스터에 전송한다. 또한, NTRIP Caster는 

1,000여명의 사용자에게 동시에 데이터 유포 가능하

다.[1]

2.3. NTRIP Client

NTRIP Client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로 

DGPS 데이터 수신이 가능한 단말 또는 PC 등을 지칭한

다.[2] NTRIP Service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립해양측

위정보원이 제공하는 NTRIP Caster URL로 접속하여 

MountPoint를 선택하여 RTCM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

고, DGPS 이용이 가능하다.
NTRIP Client는 유효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

시마다 Caster로 RTCM을 요청 할 수 있어야 한다.

Ⅲ. LoRaWAN

LoRa는 저전력 장거리 통신을 하기 위해 LoRa Alliance
가 발표한 표준이다. OSI 계층을 가지고 있으며, Start-of 
Starts 토플로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oneM2M 통신 

중 하나로 사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2는 LoRaWAN 
네트워크 토플로지이다.

Fig. 2 LoRaWan Topology

3.1. LoRa Classes

LoRaWan은 통신방식이 기본적으로 ALOHA 프로

토콜을 사용한다. ALOHA는 데이터가 동시에 송수신 

되는 구조가 아닌 송신 후 일정 시간동안 수신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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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이다. LoRaWan은 Class A, B, C를 정의하고 

ALOHA를 기반으로 일부 변경하여 필드 어플리케이션

의 구조에 맞도록 사용자 선택을 제공한다. Class A는 

ALOHA방식만을 사용하고, 디바이스가 Up-Link 전송 

후 2회에 걸쳐 Down-Link를 수신하는 구조이다. 다시

말해 LoRa는 Up-Link 전 TX채널과 RX채널을 모두 꺼

두었다가, Up-Link시 TX 채널을 켜고, TX 후 일정 Time 
Delay동안만 RX1채널을 켜고, Down-Link를 대기하며, 
Timeout 시 RX2 채널을 켜고, Down-Link를 통해 데이

터를 수신 받는다. Class B는 Class A가 Up-Link 위주이

고, Up-Link 없이 Down-Link를 할 수 없는 구조를 회피

하기 위해 별도의 Down Link Slot을 추가하여 정해진 

시간에 Beacon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며, Up-Link 
동작과 별개로 Down-Link를 수행 할 수 있는 구조를 가

지고 있다. Class C는 Class A와 B에 반해 통신 지연시

간을 최소화하고, 대량 데이터 전송 및 제어에 유리한 

Class이다. Class C는 Up-Link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Down-Link를 대기한다. 이를 위해 RX2 와 RX1을 순차

적으로 오픈한 후 RX2를 다음 Up-Link까지 오픈 대기

한다. [3-6] LoRa는 AMI 계열의 Up-Link 우선 디바이

스인 초전전력 디바이스 구성부터 원격제어 및 액츄에

이터 등 데이터 통신량이 많은 디바이스까지 선택적으

로 사용 가능한 Class를 분류하고 있다. 다만 Class B와 

Class C는 Class A에 비해 데이터 수신이 유리한 반면 

배터리 소모는 증가하게 된다. 
그림 3은 Class별 데이터 통신이다.

Fig. 3 Data Communication of LoRa Classes

3.2. SKT LoRa 측위 서비스

SKT는 Public LoRa망을 구축하고, 경쟁사 대비 저렴

한 요금으로 IoT에 사용 적합한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측위 서비스 또한 제공한다. 측위 서비스

는 LoRa, GPS, WLAN을 지원하며, LoRa Only, LoRa + 
Wi-Fi, LoRa + GNSS 및 LoRa + GNSS +Wi-Fi 조합으

로 서비스를 제공한다.[7]
LoRa 측위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KT 인증시

험을 통과한 단말의 측위 서비스 사용 등록을 하여야 하

며, Open-TestBed 시험을 통과하면 등록이 시험번호 발

급을 통해 가능하다. 측위 서비스는 정해진 포맷을 기반

으로 LoRa 단말이 측위데이터를 Network 서버로 전달

하면, Network 서버는 SKT IoT 플랫폼 서버인 Thing 
Plug로 전달하게 되고, Thing Plug가 측위 서비스를 요

청하여 좌표 데이터를 받아온다. 그림 4는 SKT LoRa측
위 서비스이다.

Fig. 4 SKT LoRa Location Service Flow

Ⅳ. 도로위험정보알림 설계

도로위험정보알림 서비스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합측위 정보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위험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서비스를 위해 단말과 서버의 시나리오를 구성하

였다. 도로위험정보알림 서비스는 단말에서 사용자가 

유고정보 설정 후, GPS 정보를 수집한다. 이후 LoRa를 

통해 서버로 RTCM 보정 정보를 요청한다. 서버는 

RTCM 보정 정보를 단말의 Down-Link를 통해 내려주

게 되고, 단말은 해당 보정 정보를 GPS에 적용하고, 보
정 정보를 바탕으로 GPS 정보를 재수집하며, Wi-Fi 
Scan을 통해 주변의 AP를 검색한다. 검색된 AP는 별도

의 Up-Link를 통해 서버에 전달한다. 이후 단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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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CM 보정 정보가 적용된 DGPS 정보와 유고 정보를 

주기보고를 통해 서버에 전달된다. 서버는 주기보고를 

수신 받은 후 단말의 Down-Link에 ACK를 내려주게 되

며, 단말은 해당 ACK를 수신받은 후, Wake-up 주기를 

설정하고, Power Off 동작을 수행한다.
그림 5는 도로위험정보알림 서비스 시나리오이다.

Fig. 5 Road Risk Information Notice Service Scenario

4.1. 도로위험정보알림 하드웨어 플랫폼

하드웨어 플랫폼 설계는 사용 특성상 저전력을 기반

에 두고 설계하였다. 해당 플랫폼은 통신을 위한 LoRa 
Module을 내장하고 있으며, LoRa Module은 Sleep 
Mode를 지원하고 여타 LPWA 통신 대비 저전력의 우

수성을 가진다. 위치관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GPS를 

내장하고 있으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DGPS를 지원

한다. 또한, 복합측위를 위해 WiFi를 내장하고 있으며, 
LoRa Module과 마찬가지로 사용이 없는 경우, 전원 공

급을 차단한다. 또한, 사고유형을 선택하기 위한 사용자 

GUI가 필요하기 때문에 LCD Interface와 Key Matrix를 

내장하며, LCD는 저전력을 위해 사용 시만 켜도록 한

다. Micom은 전원 관리를 위해 사용되며, 측위가 필요

한 시점이 아닐 경우, 시스템 전원을 차단한다. Main AP
는 측위 및 통신을 담당한다.

그림 6은 도로위험정보알림 장치의 구성이다.

Fig. 6 Organization of Road Risk Information Notice Device

그림 7은 도로위험정보알림 장치의 설계 PCB 이다.

 

Fig. 7 PCB Design of Road Risk Information Notice Device

4.2. 도로위험정보알림 펌웨어 플랫폼 설계

펌웨어는 마이컴 펌웨어와 Main AP 펌웨어 두 종류

를 설계하였고, Main AP 펌웨어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구동하기 위해 RTOS 기반으로 Task Module
화 하였다. Micom과 전력관리 및 부트 시퀀스를 담당하

는 Micom Task, LoRa 통신을 담당하는 LoRa Task, 
GPS 처리를 위한 GPS Task, WiFi Scan을 담당하는 

WiFi Task, GUI 처리를 위한 GUI 및 Key Task 및 각 

Task의 Message를 받아 시스템을 구동하는 Main Task
로 Module화 하였다.

그림 8은 도로위험정보알림장치의 Task Flo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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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ask Flow Road Risk Information Notice Device 

4.3. 사용자 GUI 설계

도로위험상황알림 장치는 운전자에게 효율적인 정보

를 안내하기 위해 노선, 차로 및 유고정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노선은 상행, 하행을 기준으로 경부선, 호남지선, 중

부선 등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차로는 사고로 인한 차로 

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유고정보는 위험정보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으로 사고, 공사, 결빙, 안개 및 강풍을 선택

할 수 있다. 
그림 9는 사용자 GUI 설계 화면이다.

Fig. 9 Design of User GUI 

4.4. Differential GPS를 위한 RTCM 

Custom Server가 NTRIP Caster로부터 RTCM 정보

를 수신 받아 놓고, 디바이스에서 RTCM 요청이 있을 

때 Network 서버를 통하여 보정 값을 내려준다.[2] 

LoRa의 특성상 데이터 Packet을 최소화 하여야 할 필요

가 있기 때문에 CS서버에서는 기준국으로부터 받은 

RTCM 데이터를 디코딩하여 CS서버와 단말간 정의된 

별도 Packet으로 데이터를 디바이스 장치로 전달한다. 
Packet 재정의를 통해 246Bytes의 데이터를 48Bytes로 

줄일 수 있었다.
표 1은 RTCM 패킷의 재정의이다.

Table. 1 Re-defined Packet of RTCM

Class Packet

Reference Station

66040087aa7d3efc4e035527fcdb004b26f
e2200462dfd78004a33fcbf001622fe41ff
373dfd0a011b25fe3500a829fcdefe1f66a
40087bb6d1103d4abe270f297e6d8d28df
109b295ebba742de5f0506ff203b237e85
0b151f1a13466a40086cc4d2102d637f4c
0f637f6a0d837f4e2b637f452f837e68916
37e4

Re-defined RTCM
87aa7d22fe41ff3725fe3500a826fe22004
627fcdb004b29fcdefe1f2dfd78004a33fcb
f00163dfd0a011b3efc4e0355 

Ⅴ. 구현 및 실험

5.1. 도로위험상황알림 디바이스 구현

도로위험상황알림 디바이스의 구현은 설계를 바탕으

로 구현하였다. 구현함에 있어 설치환경을 고려한 방수 

사출 작업을 진행하였고, LoRa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패치 안테나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그림 10은 

구현된 하드웨어 플랫폼이다.

Fig. 10 Hardwar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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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설계된 LoRa 안테나 이득이다.

Table. 2 LoRa Antenna Gain 

그림 11은 설계된 LoRa 안테나의 방사 패턴이다.

Fig. 11 Radiation Pattern of LoRa Antenna

5.2. 실험

실험을 통해 디바이스의 설정된 사고유형과 차단정

보가 사용자 앱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것과 서버의 위

치관제의 동작 여부를 검증하였다.
실험은 한국고속도로 대전충남지사와 T-Map의 도움

을 받아 공사 구간과 차량에 디바이스를 부착하여 진행

하였다.
⦁실험 일시 : 2018.11.29
⦁실험 장소 : 경부선, 금강 - 황간 구간

⦁실험 내용 : 사고 유형에 따른 사용자 앱 알림 및 서

버 관재

그림 12는 설치된 도로위험알림장치이다.

Fig. 12 Installation of Road Risk Information Notice Device

그림 13은 T-Map의 현재 설치된 도로위험 알림 정보

이다.

Fig. 13 Present Road Risk Information on T-Map

그림 14는 관제서버의 디바이스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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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Device Location Status on Server

Ⅵ. 결  론

본 논문은 도로위험상황 알림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

에게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서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회피하는 것을 통해 공공이익

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구현을 진행하였

고, 실험 진행 결과 도로위험상황알림 서비스의 필요성

을 알 수 있었다. 향후 POC (Proof Of Concept) 테스트

를 거쳐 상용화를 위한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여 공공이

익 기여에 의미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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