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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conflict prediction model using IoT technology to prevent accidents 

caused by the restriction of sight distance of vehicle in Container port. The technology for 

intersection accident detection in Cell environment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location, 

speed, direction of the vehicle, the types of accidents that may occur are classified. Accident 

prediction was performed by subdividing accident judgments by type. For validation, The 

proposed algorithm is simulated with SSAM analysis before and after algorithm application via

VISSIM. For the simulation,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by setting a deceleration rate of 

-3.0m/s2 to a vehicle that performs protective driving for the vehicle provided with information. 

Simulation results show an average reduction in the number of conflicts by 43.34%. On-site 

evaluation was carried out through electric scooter as there was a limit to functional inspection

through large port vehicle. Validation was performed by comparing the location of the vehicle 

at the time of provision and the stopping distance for the information provided through scenario

development. The validation results confirm that 18 out of 20 iterations provided valid infor-

mation. Further research is proposed on future developed models such as verification of models

through multiple vehicles in large network environments and on-site applicability evaluation 

using port mobility equipment.

Keywords: collision avoidance system, collision prediction, field evaluation, IoT, port, sight 
distance

초록

본 연구는 항만 내 도로를 이용하는 이동장비의 안전시거 제약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

기 위해 IoT 기술을 활용한 상충예측모형을 제안한다. Cell 환경에서의 교차로 내 사고에 대한

사고감지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였다. 차량 위치 정보, 속도, 이동 방향 정보를 바탕으로 발생 가

능한 사고유형을 추돌사고, 직각 충돌사고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유형별 사고판단을 세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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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C 기반 사고예측을 판단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VISSIM을 통해 알고리즘 적용 전 ‧ 후의 SSAM 분석을 통한 모

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의실험의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차량에 대한 보호 운전을 하는 차량으로 감속도를 -3.0m/s2

를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평균 43.34%의 잠재적 상충횟수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현장

평가에는 항만 대형 이동장비를 통한 기능점검에 한계가 있어 유사 이동장비를 통해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제공된 정보에 대한 제공 시점의 이동장비 위치와 정지시거의 비교를 통해 유효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유효성 

평가 결과, 90% 수준에서 유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개발된 모형에 대해 대형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

수의 차량을 통한 모형 검증, 항만 이동장비를 활용한 현장 적용성 평가 등의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주요어: 현장실험, 상충 감지, 사고회피기술, IoT, 항만 야적장, 안전시거

서론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중 49.8%가 교차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KOROAD, 2020). 교차

로 주변에는 상충 요인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비신호 교차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교

차로 인근 안전시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Park et al., 2007). 하지만, 야간, 우천과 같은 상황 안전시거 

확보의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물로 인한 안전시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비신호 교차로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항만, 공사장 등과 같은 지역에서 대형 컨테이너로 인한 안전시거 확보 어려움이 존재한다. 항만 내 사고 분석결

과 안전시거 미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교차로 내 직각 충돌사고가 70%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Busan Port Terminal 

Co, 2019). 또한, 장기간 잦은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하

다. 항만 컨테이너 야적장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사도’로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제한이 있다. 이는 

항만 내 도로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또한, 대형 트럭 및 하역 장비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위험도가 

매우 높다. 항만 내 이동장비 사고 통계를 봤을 때, 80% 이상의 사고들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Korea Port Logistics 

Association, 2020).

현재 국내 ‧ 외에서 항만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연구되는 스마트항만에서도 항만의 자동화 및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항만 안전성을 위한 기술로는 크레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할 뿐 항만 

도로를 이용하는 이동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항만 도로의 안전시거 미확보 문제 및 사고 심각도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안전조치

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 이처럼 항만 교차로 내 안전시거 미확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항만 야적장 내 이

동장비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항만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로 안전시거가 확보되지 않

는 상황에서 차량의 안전한 교차로 통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가진다.

• 항만 내 이동장비 안전확보를 위한 사고위험 예측 및 평가 모형 개발

• 모의실험과 현장실험을 통한 제안된 모형 평가

본 연구는 항만 지역 컨테이너 터미널 내 도로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였다. 해당 공간적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동객체의 내용적 범위는 (1) 야드 트럭, (2) 지게차, (3) 리치스태커, (4) 탑핸들러, (5) 

일반 승용차로 제한하였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들 이동객체에 설치되는 차내 단말기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2

차원 공간에서 해석하였다. 내용적 범위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제외하며 이동객체 높이에 대한 정보는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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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고찰

항만 내 도로를 이용하는 이동장비 사고를 관리하는 기술에는 크레인과 근로자에 대한 사고관리 기술로 치중되어 

있어 항만 야드 트럭, 지게차 등과 같은 이동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사고관리 기술은 부족하였다. 본 논문 주제와 유

사한 도로 교차로 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회피 기술(Collision Avoidance Systeml, CAS)와 상충에 관한 기존 선행연

구를 검토하였다.

상충과 사고와의 관계를 Hydén(1987)은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일반적인 도로 상황을 설명하는 Undisturbed 

Passage와 상충발생 가능성을 내포하는 Potential Conflict, 두 차량 간 상충의 발생을 명확히 찾을 수 있는 Slight 

Conflict, 급격한 사고 회피행동을 취하는 Serious Conflict로 제시하였다.

Cho and Kim(2014)은 차량 대 차량(Vehicle to vehicle, V2V) 기반 교차로 충돌 경고 시스템을 제안했다. 알고리

즘은 차량 간의 상대 거리와 상대 각도를 통해 교차 예상시간(Time to Intersection, TTI)을 계산하여 TTI 임계값 

2.7초, 1.7초, 0.8초보다 낮아질 때 경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드라이빙 시뮬레이션을 통한 알고리즘 실험

을 진행하여 실제 제안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다.

교차로 충돌 예방이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Ronald and 

Qingfeng(2002)은 V2V 기반의 교차로 충돌 회피 기술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및 시스템 설계안을 제시하여 실제 

현장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V2V 기반 교차로 충돌방지 알고리즘을 개발한 Tianping et al.(2012)은 인근 차량

의 위치, 속도 등의 정보를 무선 통신을 통해 교환해 TTC와 회피 예상시간(Time to Avoidance, TTA) 비교를 통해 

4단계의 경고 단계를 차량에게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저자는 차량의 차선 변경 및 차량의 제원을 고려하

지 않는 상황에서 알고리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수행결과 충돌 경고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충돌 회피를 위한 개선된 TTC 계산방법을 제시한 Felipe et al.(2013)은 기존 TTC의 경우 차량의 중심점을 기초

로 계산되어 차량의 크기와 상대 차량의 방향과 같은 요소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두 차량이 직각 

충돌을 할 때 충돌지점에서의 상대 각도에 따라 차량 간 사고 발생 유형이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총 32가지로 분류

했으며 그중 10가지 사고 가능 유형에 대해 정립하였다. 유형 정립 후 두 차량 사이의 예상 충돌시간을 보다 정확하

게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 직각 교차로뿐 아니라 다양한 각도의 교차로에서 정확한 TTC를 계산하는 방안을 제안하

였다.

도로교통에서 연구되고 있는 사고 회피 기술 외에 항만 및 공사지역에서 장비들의 사고방지를 위해 Anurag et 

al.(2008)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을 통한 충돌방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들은 

차량의 현재 위치, 방향과 차량의 예상 정지 위치를 통해 차량의 안전구역(Safety Corner)을 설정하여 차량의 구역

이 중복될 때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신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항만 내 안전기술 개발을 통한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써 독일 함부르크의 Hamburger Hafen und Logistik AG(HHLA) 컨테이너 터미널은 레이저 기술을 활

용하여 항만 내 하역 장비에 대한 사고방지 기술을 도입하였다. 크레인의 충돌방지를 위해 레이저 기술을 통한 크레

인 이동 경로상의 장애물에 대한 충돌 경고를 운전자에게 제공하였다(PEMA, 2015). 국내 항만의 스마트항만 개발

을 위해 Korea Maritime Institute(2017)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및 빅데이터 기술 도입을 통해 작업

자-장비-환경 간 정보연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 기술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 고찰결과,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고감지 기술은 실제 기술개발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 및 평가를 수

행하지 못하는 점에서 현장적용 가능성 및 성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존 문헌에서는 실

제 무선 통신을 통한 알고리즘 평가가 아닌 모의실험 환경에서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모의실험 환경에서의 알고리

즘 평가 진행 시 통신지연, 정보 오차와 같은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점(point) 

기반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GPS 위치 정보의 오차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한교통학회지, 제�39권�제�4호, 2021년�8월 519

KIM, Dong Hyeop ･ KIM, Jin-Tae •Article•

모형�개발

1. 개발환경�설계

알고리즘 개발환경에는 점(Point) 기반 개발환경에서는 대형차량의 제원과 영향권의 TTC 산정에 한계가 존재한

다. 다양한 사고 종류를 감지하는 과정에서 충돌 위치가 변화해 정확한 TTC 계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위 셀 환경에서의 사고위험 예측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개발에 적용할 셀 크기 결정을 위해 요구사항을 (1) 교통조건, (2) 기하구조 조건, (3) 측위 제약을 고려한다. 교통

조건으로는 대상이 되는 항만 내 이동장비 5종을 선정하여 제원 및 IoT 장치 설치 위치에 따른 발생 오차를 검토하

였다. 기하구조 조건으로는 항만 내부 조사를 통해 항만 도로의 차로 폭 3.5m를 고려하였다. 측위 제약에는 GPS 오

차 범위를 고려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적용하는 실시간 이동측위(Real Time Kinematic, RTK) 방식의 ±0.1m를 고

려하여 셀 크기를 선정하였다. 셀 크기는 0.5m 단위로 검토하였으며 요구사항별 셀 크기에 따른 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Table 1은 점검 결과를 제시한다.

Table 1과 같이 알고리즘 개발에 적용할 셀 크기로 0.5m와 1.0m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들 두 가지 크기 

중 0.5m 크기는 시스템 개발의 무거움을 초래하며 1.0m 크기의 셀이 알고리즘 개발 시 계산과정이 용이하기 때문

에 최적 셀 크기를 1.0m로 선택하였다.

Table 1. Cell size

Case
Cell size

0.5 1.0 1.5 2.0 2.5 3.0

Geometric constraints ○ ○ ○ ○ ○ ○

Geometry condition ○ ○ ○ ✕ ✕ ✕

Traffic 
conditions

Yard truck ○ ○ ✕ ○ ✕ ✕

Forklift ○ ○ ○ ✕ ✕ ○

Rich stacker ○ ○ ✕ ✕ ✕ ○

Top handler ○ ○ ✕ ✕ ✕ ○

Car ○ ○ ○ ✕ ✕ ○

Proper cell size ○ ○ ✕ ✕ ✕ ✕

Optimal cell size ✕ ○ ✕ ✕ ✕ ✕

2. 알고리즘�개발

결정된 셀 크기를 기반으로 하는 사고감지 모형을 개발하였다. 알고리즘의 판단과정은 3단계 과정으로 분류하였

다. Table 2는 알고리즘 판단과정을 제시한다.

Table 2. Algorithm development order

Case Content

1 Classification of accident

2 Conflict detection by accident type Rear-end collision

Crossing collision

3 Accident risk assessment

수집된 IoT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차량의 속도, 방향 정보를 통해 사고유형을 분류하였다. 사고유형은 추돌사고

와 직각 충돌사고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사고유형 분류는 차량의 방향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

는 차량의 경우 추돌사고, 그 외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경우 직각 충돌사고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사

고유형별 상충 감지 방식을 세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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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는 IoT 장치가 부착된 셀의 위치와 차량의 제원을 고려하여 TTC를 산정하였다. 추돌사고의 TTC 계산

은 현재 차량의 위치(,), (,)의 거리와 각 차량의 속도(,), 후방차량의 IoT 장치에서 전방까지의 거리()과 

전방 차량의 IoT 장치에서 후방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Equation 1과 같이 산정하였다.

 


  (1)

직각 충돌사고의 경우 두 차량의 위치, 방향을 기반으로 예상 사고 발생지점(Conflict Cell)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예상 사고 발생지점을 차량의 제원을 고려하여 예상 사고 발생 영역(Conflict Area)으로 확장하였다. Figure 1은 예

상 사고 발생지점과 예상 사고 발생영역의 산출 개요도를 제시한다.

(a) Conflict cell (b) Conflict area

Figure 1. Conflict cell & area

Figure 1의 (a)와 같이 각 차량의 위치 (,), (,)에서 이동 방향()을 토대로 예상 사고 발생지점 (,)을 차량

의 이동 방향() 수평, 수직 이동할 때를 고려하여 Equation 2와 같이 산정하였다.

 










tan

× tan
   or

tan

×tan
   or

× tan× tan   or

× tan×tan   or

tantan

× tan×tan 

cotcot

×cot×cot
 

 (2)

예상 사고 발생영역 설정 후 각 차량의 예상 점유시간을 통해 사고 발생 여부를 예측하였다. 예상 점유시간에는 

차량의 길이()와 상대 차량의 너비()를 고려하여 진입시간 와 진출시간 를 Equation 3과 같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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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는 차량의 IoT 장치와 예상 사고 발생지점까지의 거리, 는 IoT 장치로부터 차량 전방까지의 거리, 는 

IoT 장치로부터 차량 후방까지의 거리, 는 차량의 속도(m/s), 는 차량의 너비이다. 계산된 각 차량의 점유시간

을 토대로 Figure 2와 같이 차량의 충돌 가능성을 판별하였다. 차량의 충돌 가능성이 존재할 때, 최초 동시 점유시간

으로 TTC 값으로 산정하여 계산하였다.

(a) Safety situation (b) Dangerous situation

Figure 2. 3-dimensional time space diagram

Figure 2는 각 차량의 점유시간을 3차원 공간을 통해 비교한 것이다. 수직축은 시간이며, 수평축은 Cell X, Y를 

나타낸다. (a)는 예상 사고 발생영역이 설정되었지만, 각 차량의 점유시간이 중복되지 않아 안전한 상황을 나타내

며, (b)는 예상 사고 발생영역 내 점유시간이 중복되어 상충 가능성이 존재한 상황을 나타낸다.

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차량의 위험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2항에 따라 관심, 주의, 경

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하였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 위험도에 따른 TTC는 각 2, 4, 6, 8초로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공학적 판단으로 설정하였다. Table 3은 경고 단계에 따른 위험도 및 TTC 기준을 나타낸다.

Table 3. Risk level according to the warning step

Case Risk level TTC (s)

0 Safety -

1 Attention �8

2 Caution �6

3 Alert �4

4 Serious �2

제안된�모형�평가

제안된 모형의 평가를 위해 (1) 모의실험 기반의 알고리즘 적용 전 ‧ 후의 상충횟수를 비교를 통한 안전성 평가와 

(2) 실제 현장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현장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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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의실험�평가

1) 모의실험�평가�방법

모의실험을 통한 평가에는 미시적 교통분석프로그램인 비씸(Verkehr In Stadten Simulation model, VISSIM)과 

차량 경로 분석을 통한 상충 분석 프로그램인 대리안전평가모형(Surrogate Safety Assessment Model, SSAM)를 통

해 알고리즘의 적용 전 ‧ 후의 상충횟수 비교를 통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알고리즘 구현을 위해 VB.NET 프

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VISSIM Com-Interface를 활용하였다.

알고리즘 평가를 위한 양방향 1차로 접근로 4개로 구성된 교차로를 설정하였다. 네트워크는 항만 도로와 유사하

게 설정하기 위해 각 접근로의 차로를 공유차로로 설정하였다. 차량 교통량 조건은 실제 교통량 조사를 기반으로 총 

세 가지 수준으로 설정(200, 300, 400vph)하였다. 상기 제시된 6가지 차종 중 3.3m의 폭과 12.0m의 길이를 갖는 야

드 트럭으로 모의실험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Table 4는 설정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Table 4. Simulation scenarios

Case Traditional operations Proposed model

Vehicle volume (veh/h) 200
300
400

200
300
400

Random seeds 5 5

Total 15 (3×5) 15 (3×5)

제안된 모형에서는 상충 및 사고감지 후 차량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모형으로 실제 정보를 받은 운전자의 

행태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알고리즘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제안된 모형에 의해 정보를 받은 차량이 보호 운행(감

속)할 것으로 예상해 모의실험에 적요하였다. 항만 운전자 운전행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일반차량 운전행태를 고려

하여 감속 수준으로 -3m/s2을 적용하였다(Korea Transport Institute, 2003).

2) 모의실험�결과

제안된 모형을 통해 항만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잠재 사고위험 정보를 제공할 때의 안전성 분석을 위해 SSAM을 

통한 상충횟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5는 모의실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Table 5. Simulation results

Scenarios Traditional operations Proposed model Decrease Decrease rate

200vph Crossing 17.6 11.2 6.40 36.36%

Rear end 1.8 0.0 1.80 100.00%

Total 19.4 11.2 8.20 42.27%

300vph Crossing 46.4 27.0 19.47 41.81%

Rear end 4.6 1.6 3.00 65.22%

Total 51 28.6 22.40 43.92%

400vph Crossing 92.8 53.8 39.00 42.03%

Rear end 7.6 2.6 5.00 65.79%

Total 100.4 56.4 44.00 43.82%

제안된 모형을 통한 위험정보 제공 시 평균 43.68%의 잠재 상충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돌사고(Rear-

end)에 대한 상충 위험 감소는 70%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충돌사고(Crossing)의 경우 상충 위험 감소율은 41.33%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충 위험의 경우 실제 사고가 아닌 잠재적 상충 상황에 관한 결과로 교통사고 상황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상황의 경우 감소한 상충 상황에 대비해 격감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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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실험�평가

1) 현장실험�평가�방법

현장평가는 경기도 화성시의 자율주행차량시험 단지(K-City) 내 도심부 신호 교차로에서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에 대한 반복 횟수 20회를 설정하여 수행하였으며, 시스템 내 로그 기록과 현장 장비의 알림을 통해 성공 여부를 판

단하였다. 현장평가를 위해 유사 이동장비 활용 통한 실험을 설계하였다. 항만 내부 이동장비를 통한 평가에는 제약

사항이 존재해 전동 킥보드에 IoT 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현장평가를 수행하였다. IoT 장치

를 통해 위경도 수집 후 이를 야드트럭의 제원으로 적용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하였다. 현장평가를 위한 IoT 장비에

는 텔레메트리 방식의 통신방식과 RTK 방식의 측위 방법을 적용하여 0.2초의 정보수집단위와 ±0.1m의 오차범위

를 갖는 정보수집장치를 통해 알고리즘 평가를 수행하였다.

현장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는 사고 발생 사례에 근거하여 시거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사고 시나리오를 설정

하였다. 사고 발생 감지 시 이동부 및 서버에서 경고가 울리고 차량의 감속 ‧ 정지를 통해 사고감지가 해제되면 경고

가 해제되는 수행절차를 Table 6과 같이 설정하였다.

Table 6. Field evaluation scenarios

Case Scenarios

Scenario ① Entering the intersection of two vehicle
② Collect data from the device → [Result] check if data is collected
③ Determining if a vehicle is at risk based on collected data → [Result] warning
④ Decrease the speed of vehicle receiving the warning → [Result] warning end

제안된 모형의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는 정보 제공했을 때 제공된 정보에 대한 유효성 지표를 설정하

였다. 제공된 정보의 유효성은 정보제공 시점의 차량 위치(,)와 Equation 2에서 제시된 예상 사고 발생지점과의 

거리(Conflict Distance)와 차량의 실시간 속도를 통해 계산된 정지시거(Stopping Distance)의 비교를 통해 지표 

를 Equation 4와 같이 설정하였다.

  (4)

Figure 3(a)와 같이 의 값이 0보다 클 때, 제공된 정보가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Figure 3(b)와 같이 0보다 

작을 때, 유효성이 없는 정보라고 판단하였다.

(a) Valid information (b) Invalid information

Figure 3. Information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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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평가�결과

설정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각 이동장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센터 시스템 내 로그 

기록을 활용하여 정보의 유효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ure 4는 전체 반복 횟수 중 값에 대한 분포도를 나타낸다.

Figure 4. Results of adequacy evaluation

실험을 통한 정보 유효성 평가결과 20회 반복 횟수 중 차량 운전자에게 제공한 정보 40건에서 총 36건(90%)에 대

해 유효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은 정지시거보다 평균 5-10초 전에 정보제공을 받아 충분한 감속 ‧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안전시거가 확보되지 않은 비신호 교차로에서 차량의 안전한 교차로 통행을 위한 방안을 개발에 목적

으로 하였으며, IoT 기술을 통한 GPS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사고감지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 안전관리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사고감지 및 정보제공 시스템 적용할 경우, 항만 

혹은 공사장과 같은 차량의 안전시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시거 미확보로 인한 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성 확

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평가 결과 20회 중 18회에서 정지시거보다 5-10초 전 적절한 정보제공이 이루

어졌다. 이는 IoT 기술을 활용한 정보수집 ‧ 제공장치를 통해 예상 사고 감지기술의 구현 및 현장적용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교통안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정보를 받은 운전자의 행태를 일괄적으로 -3m/s2 감속도로 설정하여 위와 같은 모의실험 결

과가 도출되었다. 추후 정보제공 측면에서 운전자의 행태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상충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평가의 경우 기존 문헌고찰을 통해 일반 차량의 특성이 반영된 

TTC 기준을 적용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해 항만 야적장 내 운전자들의 운행특성을 반영한 위험도 평가를 수

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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