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친화형 횡단시설 동향
2017. 02. (제 7 호)
2016년 보행자 사망자는 1,70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9.8%이며, 특히 횡단 중
사망자의 비율이 50%이상을 차지하였다(2017.01 통계). 이에 최근 교통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IT기술을 활용한 보행자 친화형 교통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행자 친화형 횡단시설의 핵심기술
• 횡단대기 또는 횡단 중 보행자 감지기술
• 신호제어기술
• 횡단대기 시간 안내 기술
• 횡단 중 안내 기술(횡단 보행자가 있음을 차량에게 알려주는 기술) 등

핵심기술의 내용
• 보행자 감지기술
- 기존에는 보행자가 직접 신호등 버튼을 눌러 횡단대기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보행자 작동식(누름버튼식) 신호기”가 운영되었으나,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서
보행자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
※ 최근 센서 기술 발달로 적외선, 초음파, 극초단파레이더, CCD카메라, 압전센서 방식 등
다양한 자동 보행자 감지(APD; Automated Pedestrian Detection)기술이 각국에서
검토되고 있음

- 자동 보행자 감지 기술은 횡단대기 및 횡단영역 전체를 감지 영역으로 설정하여
보행자의 존재 유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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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의 내용 (계속)
- 자동 보행자 감지 시설 작동 원리

자동 보행자 감지

경고등

- 자동 보행자 감지 방식
감지
방식

내 용
- 감지영역 내에서 발생되는 열의 흔들림을 감지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는 Motion
Sensor로 모듈을 구현하는 방식

적외선
방식

- 아파트 출입구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저렴한 센서
- 물체의 움직임에 기반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감지를 못하거나 고양이 등
작은 물체의 움직임에도 감지반응이 나타남
- 최근 센서의 중첩기술 등으로 이를 극복하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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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핵심기술의 내용(계속)
- 자동 보행자 감지 방식 (계속)
감지
방식

내 용

예 시

- 특정주파수로 에너지빔을 생성하여, 발사되는 빔과
초음파
감지

되돌아오는 빔의 펄스파면의 상대적 크기의 차이를
감지하는 방식
- 물체의 유무와 거리측정 등이 용이
- 현재 안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기술이나 비용이 높음

압전
매트
방식

- 압전센서가 장착된 매트를 바닥에 깔아 놓고 그 무게
변화 등으로 보행자를 감지하는 방식
- 횡단 대기 영역에서만 활용

-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이미지분석 알고리즘에
의해 보행자의 유무를 판별하는 방식
비디오
방식

- 현재 안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기술이나 비용이 높음
- 조명 조건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음
- 최근 야간촬영까지 가능한 카메라의 도입과 알고리즘의
보완 등으로 일부 상용화

• 신호제어 기술
- 횡단 보행자 존재 유무 감지 결과에 따라, 횡단 속도가 느린 보행자에게는
횡단시간을 연장하거나 보행자가 없을 때는 보행자 신호를 생략 가능하도록 함
• 횡단대기시간 및 횡단 중 안내 기술
- 신호가 바뀌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
- 횡단 중 횡단보도 내 매립형 LED 경고등, 유도등 등으로 횡단 보행자가 있
음을 차량에게 알려주는 기능도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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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입 현황
• (2013. 09)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표준지침(경찰청)’ 제정
• (2014. ~ ) 서울시, 천안, 순천, 김천, 제주 등 전국 20여곳에서 CCTV 카메라,
적외선 센서 등을 이용한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시범 도입∙운영

주요국가 도입 현황
• 영국, 호주
- 보행자 친화용 지능형 횡단 시스템(Puffin System;
Pedestrian User-Friendly Intelligent crossings)
- 보행자의 존재는 압력감지매트를 사용하거나 횡단대기
장소 위에 적외선 탐지기를 통해 감지하여, 보행자
횡단수요에 부응
자료) Stephen Ladyman∙Geoff Allister(2006), Puffin Crossings, County Surveyors Society

• 네덜란드
- 도시 보행자 안전 및 편의 교통신호 시스템(PUSSYCATS; Pedestrian Urban Safety
System and Comfort At Traffic Signals)
- 횡단대기 보행자를 탐지하는 압력감지매트, 횡단보도 내의 보행자와 보행
신호기 주변에 있는 보행자를 감지하는 적외선 감지기를 동시 사용
• 미국
-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초음파 감지기와 적외선 감지기 등을
기반으로 하는 보행자 자동감지시스템을 시범 도입, 확대를 검토 중

시사점
• 보행자 친화형 횡단 시설은 보행자 횡단지체 감소, 무단횡단 방지, 보행자 사고
예방, 신호운영 효율성 증대에 기여 가능
• 그러나, 설치∙유지관리 비용 증대, 효용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확대설치 지연
• 국내 시범운영 지역과 국외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문제점 보완, 효과분석 등을
통해 보행자 친화형 횡단시설의 확대 도입방안 도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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