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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국내에서는 로드킬로 인하여 보호수종의 감소와 그

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로

인해동물의안전한이동을위한생태통로와유도울타리등

을설치하고있지만 델리네이터및동물유도시설을따로시

공하는 이중 비용 증가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1]

따라서, 태양광모듈및방초, 방림등이적용된다목적가

드레일지주에도로교통통합제어시스템을부착하여자동차

도로에야생동물의접근을원천적으로예방하며자동차의안

전한 유도를 위하여 델리네이터를 설치한 후 User Sensor

Network을 이용하여야생동물의출현과도로의상황을통합

관제및상시감시하고대응하고자로드킬방지및운전자보

호를 위한 도로 교통 통합제어시스템의 휴대용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2. 본론
2.1 기술의 개요
로드킬방지및운전자보호를위한도로교통통합제어시

스템의 휴대용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요를 그림

1로 나타내었다.

[그림 1] 로드킬 방지 및 운전자 보호를 위한 도로 교통
통합제어시스템의 휴대용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2.2 도로 교통 통합제어시스템의 휴대용 원격제

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그림 2는로드킬방지및운전자보호를위한도로교통통

합제어시스템의휴대용원격제어및모니터링시스템의구성

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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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야생동물의 출현과 도로의 상황을 통합 관제하여 상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로드킬 방지 및
운전자 보호를 위한 도로 교통 통합제어시스템에 대한 휴대용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의 연구를 진행
하였다. 도로환경개선과로드킬및자동차의안전유도를위하여태양광모듈및방초, 방림등이적용된다목적
가드레일 지주에 통합제어시스템을 부착하며 전체 시스템은 감지 센서부(초전형), 음향 및 섬광, 델리네이터 출력
부, 통합제어시스템, USN으로구성된다. 따라서, 로드킬방지및운전자보호를위한도로교통통합제어시스템의
휴대용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연구된다면 로드킬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의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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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로드킬 방지 및 운전자 보호를 위한 도로 교통
통합제어시스템의 휴대용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성도

로드킬방지및운전자보호를위한도로교통통합제어시

스템의휴대용원격제어및모니터링시스템은 감지센서부

(초전형)는 감지거리 10m이상, 방향각 60°인센서 3개를병합

하여방향각을 180°로설정하여사용하며전원이 ON 상태에

서야생동물의침입을원천차단하기위해 Sensor Module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감지한다.[2]

음향및섬광출력부는설정된 음향및섬광 DB에야생동

물의접근을예방하기위하여혐오하는소리를마이컴에 100

여가지정도저장하여야생동물의내성을줄이기위해순차

적인출력을하고고휘도 LED빛으로설정된 시간에따라출

력한다.

통합제어시스템은 Delineator Module이 자동차운전자에

게 야생동물이 접근하면 미리 알려주도록 점등하게 하고

Output Unit는야생동물이접근하면경광등과음향으로야생

동물의 침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설계한다.[3]

USN은 통신 프로토콜 및 제어 시스템과 서버에 연동시킬

수 있는 휴대용 원격제어기를 구축한다.[4,5]

휴대용 제어기는 통합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전원 ON/OFF,

모니터링, 원격제어, 정보저장등의기능을수행하므로데이

터 처리속도를 9.6kbps로 설정하여 설계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야생동물의 출현과 도로의 상황을 통합 관

제하여상시감시하고대응할수있는로드킬방지및운전자

보호를 위한 도로 교통 통합제어시스템에 대한 휴대용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의 연구를 진행 하였다.

도로환경 개선과 로드킬 및 자동차의 안전 유도를 위하여

태양광 모듈 및 방초, 방림 등이 적용된 다목적 가드레일 지

주에통합제어시스템을부착하며전체시스템은감지센서부

(초전형), 음향 및 섬광, 델리네이터 출력부, 통합제어시스템,

USN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로드킬방지및운전자보호를위한도로교통통

합제어시스템의휴대용원격제어및모니터링시스템이연구

된다면 로드킬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의 2차 사고를 예방할

수있으며 IT 융합기술을이용한도로시설의세계화및관

련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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