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로드킬 방지를 위한 무인 감시 장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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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가드레일 추가 설치로 인해 소모되는 인력과 예산 없이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도로환경의 개선과 로드킬을 방지함으로써 2차 사고를 예방하며 동물들
을 보호할 수 있고 자동차를 보다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재생에너지와 IT융합 기술이 접목된 로드킬
방지를 위한 무인 감시 장치를 설계하고자 한다.

1. 서론

로드킬로 인하여 보호수종의 감소와 그로 인한 교

본 논문에서는 태양광 모듈을 가드레일에 부착하

통사고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으며 동물의

여 초음파 및 초전형 센서로 미리 야생 동물을 발견

안전한 이동을 위한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지만

하면 설정된 DB를 음향 및 섬광으로 야생동물 퇴치

쏠라 델리네이터 및 동물 유도시설을 따로 시공하는

및 자동차 안내 유도등 기능을 시스템화하여 신재생

이중 비용 증가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5]

에너지와 IT 융합을 이용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

그림 2는 국내 각 고속도로의 로드킬 현황을 나타
낸 것이다.

현하고자 한다.[1,2]
가드레일 고기능 기술은 가드레일 지주에 고정부
와 가드레일 판을 보다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으며
상기 지주에 고정되는 개발 제품은 야생동물이 도로
안으로 넘어 오는 것을 방지하고 쏠라 델리네이터로
안전하게 자동차를 유도하는 로드킬 방지를 위한 무
인 감시 장치를 제안한다.[3,4]
로드킬 방지를 위한 무인 감시 장치의 예상 정면
및 측면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로드킬 방지를 위한 무인 감시 장치의 예상 정면 및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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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각 고속도로의 로드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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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드레일을 추가로 설치하여 소모되는 인
력과 예산 없이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해 새로운 기
능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도로환경의 개선과 로드
킬을 방지하여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고 자동차를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재생에너지와 IT융합 기술이
접목된 로드킬 방지를 위한 무인 감시 장치 설계를
하고자 한다.[6,7]

2. 본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태양광 표준시간 충전으로 음

[그림 4] 무인 감시 장치 시스템의 흐름도

향 및 섬광 출력부의 환경에 따른 소비 전력을 산출
하고 자동차의 안전유도 및 야생동물의 생태 습성에

무인 감시 장치 시스템은 태양광 모듈을 부착하여

맞게 음향 및 섬광을 고려하여 선택한 후 최적의 음

자체 전력을 생산하고 로드킬, 쏠라 델리네이터 구

향 시간과 섬광의 세기를 갖춘 로드킬 방지를 위한

동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무인

무인 감시 장치를 설계하였다. 무인 감시 장치 시스

감시 장치 시스템 흐름도의 각부 명칭별 상세 설명

템의 구성도를 그림3에 나타내었다.

이다.[7-10]
- 태양광 모듈 전원부 : 태양광 모듈을 가드레일
에 부착하고 공간 활용을 최소화 하며 자체 전력을
생산한 후 감지 센서부와 음향 및 섬광 출력부 그리
고 쏠라 델리네이터 등을 구동한다.
- 전원 개폐부 : 태양광 모듈에서 공급된 전력을

[그림 3] 무인 감시 장치 시스템의 구성도

필요에 따라 ON/OFF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 1은 이 기술에 필요한 무인 감시 장치 시스템
의의 정량적 목표를 나타낸 것이다.

1. Solar System

단위

W

가중치

10%

들리지 않을 정도로 높은 주파수(약 20 KHz이상)의
소리인 초음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한 센서로
초음파는 공기나 액체, 고체에 사용하며 주파수가

[표 1] 무인 감시 장치 시스템의 정량적 목표

평가항목
(주요성능)

- 초음파 및 초전형 감지 센서부 : 사람의 귀에

높고 파장이 짧기 때문에 높은 분해력을 계측할 수

현재 기술수준
(성능수준)

개발목표

variable

variable

있는 특징이 있고 초음파 센서에 이용되는 파장은
매체의 음속과 음파의 주파수에 따라 결정된다. 거
리측정센서모듈(UART)를 기본으로 사용전압 12V,
사용전류 20~30mA, 초음파 주파수 40KHz 최대 측

2. Sensor Module

sec

20%

variable

정영역 5m 이상, 지향각 65°이상, 정밀도 5mm 이상

0.1sec

을 협의 후 선택하 전원이 ON 상태에서 야생동물의
3. Solar delineator
module

sec

10%

real time

50mm/s

4. output unit

sec

10%

real time

50mm/s

5. control system

sec

50%

real time

100mm/s

접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리를 정한 후 초
음파로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 동작 선택부 : 감지 센서부에서 센싱된 신호가
감지되면 동작 선택부를 동작시킨다.
- 음향 및 섬광 DB : 동작 선택부에서 야생 동물
이 감지되면 동작이 선택된 후 음향 및 섬광 출력부
로 내장된 데이터가 보내지도록 설정된 DB 보관 장

2.1 로드킬 방지를 위한 무인 감시 장치 설계
무인 감시 장치 시스템의 흐름도를 그림 4에 나타

치이다.
- 음향 및 섬광 도출용 신호 생성부 : 음향 및 섬

내었다.

광 DB에 설정된 데이터가 음향 및 섬광 출력부로
보내지는 신호 생성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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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센서부 : 음향 및 섬광 도출용 신호 생성

일진사, 2012.

부가 음향 및 섬광 출력부로 신호 송출하는 역할을

[9] 김천오, “계측제어응용”, 태영문화사, 2010.

한다.

[10] 이용훈, “전기전자의 개념 주워담기”, OHM사,

-음향 및 섬광 출력부 : 설정된 음향 및 섬광 DB
가 실제 야생 동물의 접근을 예방하기 위하여 혐오
하는 소리를 마이컴에 100여 가지를 저장하며 야생
동물의 내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순차적인 출력
을 하고 고휘도 LED빛으로 설정된 시간에 따라 출
력한다.

3. 결론
본 논문의 기술을 제안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대성
과는 신재생에너지 및 IT 융합 기술을 이용한 도로
시설의 세계화가 가능하며 연관 사업의 일자리 창출
이 가능하다. 또한 태양광 모듈을 이용한 저탄소 및
녹색성장을 구축하고 자동차 안전유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태양광 모듈을 가드레일에 부착하
여 초음파 및 초전형 센서로 미리 야생 동물을 발견
하면 설정된 DB를 음향 및 섬광으로 야생동물 퇴치
및 자동차 안내 유도등 기능을 시스템화하여 신재생
에너지와 IT 융합을 이용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
현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의 가드레일 고기능 기술
은 가드레일 지주에 고정부와 가드레일 판을 보다
용이 하게 부착할 수 있으며 상기 지주에 고정되는
개발 제품은 야생동물 등이 도로 안으로 넘어 오는
것을 방지하고 쏠라 델리네이터로 안전하게 자동차
를 유도하는 것 등 도로안전을 위해 로드킬 방지를
위한 무인 감시 장치를 설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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