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시스템의 교통안전 효과분석 연구
(보행자 에어백 시스템을 중심으로)
*

최새로나 ․오철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Assessing the Safety Benefit of an Advanced Vehicular Technology to Protect
Pedestrians (with a Focus on Pedestrian Protection Airbag Systems)
CHOI, Saerona*․OH, Cheol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ystems and Logistics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at Ansan 426-791, Korea

Abstract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첨단 기술의 교통안전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에어백 시스템(Pedestrian Protection Airbag Systems)은 차량 전면부에 보행자 충돌시 에어
백을 전개함으로써 보행자 머리상해 심각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행자 에어백 시스템 도입시
의 교통안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보행자 에어백 충돌시험에서 수집한 충돌 위치별 머리상해지수(Head
Injury Criteria)를 기반으로 보행자 사망확률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보행자 사망확률을 도출하였다. 각종 사회경제지표를 활용하여
보행자 에어백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감소될 보행자 사망자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세 가지의 시장점유율 추세를 이용하여 보행자
에어백 시스템의 시장점유율을 예측하였으며,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보행자 에어백 시스템의 교통안전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는 향후 보행자 에어백 시스템의 국내 시장 도입시 교통안전측면의 경제성 평가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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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보행자는 교통시스템 요소 중 사고발생시 교통안전상 가장 취
약하므로 보다 능동적으로 차대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심
각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 연구, 법제도, 첨단
기술기반 대응책 등 다양한 형태로 보행자 안전증진을 위한 노력
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차대 보행자 사고 통계에 따르면(1) 차
량과 보행자 충돌시 그 빈도가 가장 높은 신체부위는 다리
(38.8%)와 머리(11.8%)로 나타나며,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
로는 머리상해가 68.4%로 가장 높았다. 일본 연구에서도 머리
상해는 심각한 보행자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2),
반면 미국 연구에서 머리상해의 빈도는 하체, 상체보다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3, 4). Froming et al.은 머리상해 충격지점의
44.3%가 차량의 windshield이며, 특히 A-pillar에 충돌한 사
고의 경우 심각한 보행자사고의 82%를 차지한다고 제시하였다
(5). 따라서 차대 보행자 충돌시 보행자의 머리상해 심각도를 감
소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기술은 최근까지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
으며, 이러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능동형 보
행자 보호기술(Active pedestrian protection technologies)
은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하기 전에 미리 보행자를 검지하여 차량
의 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는
비전(Vision)(6), 가시광(7), 통신(8) 등을 기반으로 보행자를
인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수동형 보행자 보호기술(Passive
pedestrian protection technologies)은 사고발생시 보행자의
부상심각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을 일컫는다. 예로써
Compliant hood(9), Active bumper/hood(10, 11),
Windshield airbag(12) 등이 있다.
이러한 첨단 자동차 기술은 급속도로 개발 및 적용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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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따른 교통안전 효과추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도 국내외
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ctive hood lift systems
(AHLS)의 교통안전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에서는 본 시스템이
95%의 신뢰수준을 가지고 약 33~84명의 보행자 사망자를 감
소시킨다고 제시하였다 (13). 또한, Intelligent speed
adaptation (ISA) 관련 연구에서는 심각한 보행자 사고를
59% 감소시키며 부상사고의 경우 36%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4).
본 연구에서는 수동형 보행자 보호기술 중 하나인 보행자 보
호 에어백 시스템(Pedestrian protection airbag systems,
PPAS)의 교통안전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PPAS 충돌시험을 통하여 충격지점별 머리상해지수를 도출하였
다. 둘째, 머리상해지수에 따른 보행자 사망자수를 추정하였다.
셋째, PPAS 적용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수 감소분의 95% 신
뢰구간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가지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시장점유율을 반영하여 PPAS의 교통안전효과를 계량화하였다.

2. 보행자 보호 에어백
PPAS는 보행자와 차량 충돌시 에어백을 전개함으로써 보행
자의 머리상해 심각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PPAS는 보행자 검지 센서, Electronic control unit (ECU),
데이터 프로세싱 및 에어백 전개를 위한 알고리즘, 에어백, 에어
백 하우징, 차량 후드(Hood) 전개를 위한 경첩(Hinge)와 액추
에이터(Actuator) 등을 포함한다. 보행자가 차량 전면부에 충
돌한 것을 감지하면 액추에이터가 힌지를 작동시키고 후드가 들
어 올려지며 에어백이 전개된다. 보행자 에어백은 차량의
A-pillar와 windshield 하단부를 감싸는 U자 형태로 전개된다
(12). 그림 1은 보행자 에어백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에어백은 30msec 이내에 전개되며 운전자 시야확보를 위해 약
30초간 동안만 그 형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그림 1. Euro NCAP의 보행자 에어백 시험 예시

Ⅱ. 본론
1. 분석 내용
PPAS의 잠재적인 보행자 사망자수 감소 효과를 계량화하기
위하여 Oh et al.의 연구에서 제시한 보행자 사망자 추정을 위
한 분석방법론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계발하여 활용하였다.
기존 방법론을 기반으로 PPAS 적용시 보행자 사망자수 감소분
을 추정하였으며, 시장점유율 추세에 따른 연차별 보행자 사망자
수 감소추세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다음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그림 2. 보행자 에어백 시험의 머리모형 충격지점

1) 충돌시험 및 데이터 수집
PPAS 충돌시험을 통하여 충돌위치별 머리상해지수를 수집하
였다. 머리상해지수는 보행자의 머리가 충돌했을 때 충격의 정도
를 수치화한 값으로써 두부의 가속도가 시간의 함수로 측정되어
산출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가속도의 지속시간    은 충돌
중 36msec 이하의 간격을 가지는 임의의 두 순간을 나타낸다.
 
   
   

 






   

(1)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 연구소에서는 에어백 충돌시험
을 통하여 국내 세단형 자동차에 65〫
의 각도 및 40km/h의 속
도로 머리모형을 각 충돌위치에 충돌시킴으로써 PPAS 적용 여
부에 따른 충돌위치별 머리상해지수를 수집하였다. 여기서 65〫
의 각도 및 40km/h의 속도는 유럽의 신차안전도평가제도(Euro
NCAP)의 기준을 따른다. 그림 2의 총 13개의 충격지점에 대해
15회의 시험을 통한 머리상해지수가 수집되었으며, PPAS 적용
여부 및 충돌위치에 따른 머리상해지수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
정하면 그림 3과 같다.

(a) With PPAS

2) 보행자 사망자수 추정
2002~2011의 보행자 사고자료 및 인구밀도 자료를 활용하
여 연차별 보행자 사망자수를 추정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을 활용


하여 독립변수를 인구밀도로 적용한 결과, 
및 
을
추정하기 위한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회귀식은 식(2)와 식(3)과
같으며 모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표 2에서 제시하고 있다.


  
 
∙ 

∙



: 번째 연도의 보행자

    


: 번째 연도의 인구밀도

(2)
사망자수

(b) Without

PPAS

그림 3. HIC 분포 (a) ‘with PPAS’ and (b) ‘without PPAS’

3) 머리상해지수를 고려한 보행자 사망자수 추정 모형 적용
머리상해지수를 고려한 확률적 보행자 사망자수 모형을 적용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일반화하면 식(4)와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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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구밀도 및 보행자 사망자수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결과

표 3. PPAS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 감소분의 95% 신뢰구간

Model summary

Adjusted  Std. err. of the estimate
0.995 0.991
0.990
7.369
ANOVA
Sum of
Mean
Model
df
F
Sig.
squares
square
Regression 47491.132 1 47491.132 874.563 1.85*10-9
Residual 434.422 8 54.303
Total
47925.554 9
-








Coefficients
Unstandardized Standardized
coefficients
coefficients
Model
t
Sig.
B Std. err.
Beta
-16
Constant 964.962 5.034
191.6896.14*10
23.993 0.811
0.995
29.573 1.85*10-9

Model summary

Adjusted  Std. err. of the estimate
0.721 0.520
0.460
73.331
ANOVA
Sum of
Mean
Model
df
F
Sig.
squares
square
Regression 46541.094 1 46541.094 8.655
0.019
Residual 43019.806 8 5377.476
Total 89560.900 9
Coefficients
Unstandardized Standardized
coefficients
coefficients
Model
t
Sig.
B
Std. err.
Beta
Constant 1561.781 369.836
4.223 0.003







Levene's test for
equality of variances

Std. Std. err. Of
F
Sig.
dev. the mean
without 15 128.800 51.925 13.407
PPAS
9.615
0.004
with 15 48.867 19.899 5.138
t-test for Equality of Means
95% Confidence
Mean
Std. err.
interval of the diff.
t
df
Sig.
diff.
diff.
Lower
Upper
5.567 28 0.00001 79.933
14.358
50.523 109.344
N

Mean



-0.990

0.336

-0.721

-2.942 0.019


Pr   


 
  exp   log  









  exp   log 



(4)

   
 



4) PPAS로 인하여 감소할 보행자 사망자수 추정
머리상해지수를 고려한 PPAS 적용여부에 따른 보행자 사망
자수 추정을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식(5-6)을 적용하였
다. 식에 사용된 통계량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수집한 2012
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  × 
×  × Pr  (5)
∙ 
   

  × ×
×  ×Pr     
∙ 

(6)



 

: PPAS 적용에 따른 보행자 사망자 수
  : 연간 차대 보행자 사망자수(2,044)
 : 차대 보행자 사고 중 머리상해사고의 비율(0.678)


: 분석 대상차량(PPAS 장착 가능)의 비율(0.662)
 : 보행자 사고 중 충돌속도가  이하인 사고의 비율

(0.750)
Pr     Pr      : HIC별 PPAS 적용 여부

에 따른 보행자 사망 확률

그림 4. Estimated pedestrian fatalities using PPAS

위 모형을 적용하여 보행자 사망자수를 추정한 결과,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PPAS 적용 및 미적용시의 보행자 사망자수
의 차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을 도출하였다. 신뢰구간은 약
50~110명으로 나타났으며 PPAS 적용으로 보행자 사망자수를 연
평균 80명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PPAS 적용 및 미
적용시에 대한 보행자 사망자수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때 분포는
그림 4와 같이 나타난다.
5) 시장점유율 분석

여기에서,     의 값은 기존 연구결과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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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Statistics

본 연구에서는 PPAS의 시장진입시 시장 형태에 따른 세 가
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PPAS의 교통안전 효과를 평가하였다.
시나리오 1은 모든 차량에 PPAS가 의무적으로 장착된 Before
market을 고려하였으며, 시나리오 2와 3은 After market의
형태로서 보급추세가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추세를 따른다고
가정한 것이다.
∙ Scenario 1: PPAS 의무 적용
∙ Scenario 2: PPAS 보급추세가 하이패스 추세를 따를 때
∙ Scenario 3: PPAS 보급추세가 내비게이션 추세를 따를 때
시장점유율(Market penetration rate)은 어떠한 상품이나
기술이 특정 시점에 시장에 진입했을 때 시장내에서 차지하는 이
용비율로 정의된다(15). PPAS 적용 여부에 따른 보행자 사망
자수의 감소분에 시장점유율 개념을 적용하면 식(7)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 
∙ ∆


(7)


∆
: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PPAS 적용 여부에 따른 보


행자 사망자수 감소분
 :  번째 연도의 시장점유율(1≤≤20 )
본 연구에서는 각 시나리오별 시장점유율의 추세식을 개발하
였다. 시나리오 1은 Before market을 고려한 것이므로 본 연
구에서의 대상차량인 승용차의 판매대수의 추세를 따른다고 가

그림 5. 시나리오별 시장점유율 추세

그림 6. 시나리오간 보행자 사망자수 비교

표 4. Comparison of pedestrian fatality among scenarios
Year

Without
PPAS

t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369
345
322
298
274
250
227
203
179
155
132

(a) Scenario 1 (b) Scenario 2 (c) Scenario 3
Lower Upper Lower Upper Lower Upper
4
10
2
5
2
5
8
19
6
13
6
14
13
28
9
20
10
22
16
37
12
28
14
31
20
46
16
36
17
39
24
54
19
44
21
48
28
62
23
51
25
57
31
70
26
59
29
65
34
77
29
67
33
74
37
84
33
75
36
82
40
91
36
82
40
91

정하고 최근 6년간 승용차 신차 판매대수, 차량등록대수의 자료
를 수집하여 추세식을 개발하였다. 시나리오 2와 3은 After
market을 고려한 것으로, 관련 연구에서 수집한 최근 6년간 판
매대수 및 시장점유율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시나리오 2와 3
에서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을 고려한 것은 운전자가 차량 구입
후 필요에 의해 차량에 장착하는 장비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을 고
려하였기 때문이다. PPAS 적용시점 ‘t’를 기준으로 향후 20년간
각 시나리오에 대한 시장점유율 추세식을 적용한 결과는 그림 5
와 같다.

2.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PPAS의 교통안전 효과
시장점유율 추세를 적용하여 보행자 사망자수 감소분을 연차
별로 추정한 결과, 표 4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시나리

오 1의 결과를 살펴보면, PPAS 적용시점 ‘t’를 기준으로 ‘t+10’년
의 보행자 사망자수의 감소분은 연간 40~91명으로 나타났다.
PPAS의 보급추세가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을 따를 경우 ‘t+10’
년의 연간 보행자 사망자수 감소분은 각각 36~82명, 40~91명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6은 각 시나리오간 보행자 사망자수의 감소추세를 그래
프로 표현한 것이다. PPAS를 의무장착했을 경우를 반영한 시나
리오 1의 기울기가 가장 급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보행자 보
호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Ⅲ. 결론
자동차의 안전을 위한 기술은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기술은 신차안전도평가에서 별
5개를 받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보행자-차량 충
돌사고의 감소 및 보행자 상해심각도 경감을 위한 대응책 및 관
련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수동적 보행자 안전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 보호 에
어백 시스템의 교통안전 효과평가를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보
행자 에어백 충돌시험에서 수집한 머리상해지수, 각종 통계자료
를 통하여 개발한 선형회귀식을 활용하여 PPAS 적용 여부에 따
른 보행자 사망자수를 연차별로 추정하였다. 또한, PPAS의 시
장진입시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보행자 사망자수 감소분 추정결
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PPAS 적용시 보행자수 감소분의
95% 신뢰수준은 연간 50~110명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시장
에 PPAS 장착차량이 100%임을 가정한 결과이다.
세 가지의 시장점유율 추세를 고려하여 PPAS의 보행자 보호
효과를 연차별로 추정한 결과 PPAS의 의무장착을 고려한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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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 1이 가장 빠른 보행자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시나
리오 3의 경우 ‘t+10’ 시점에서 시나리오 1과 같은 결과를 보인
것을 볼 때, 운전자의 필요에 의해 PPAS를 차량에 장착할 경우
의무장착과 유사한 보행자 보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효과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NCAP과 같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차 개발시 보행자 보호 개념을 도입하여 Active hood
lift system, PPAS와 같은 보행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행자 보호 시스템의 일종인 PPAS의 교통안전
효과를 계량화하고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
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1개 차종, 13개의 충격지점에 대한 머리상해지수 수집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보다 다양한 샘플 수 확보 및 타차종을 고
려한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 및 개
발한 통계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
루어진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PPAS의 교통안전 효과평가가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보행자 보호 에어백 시스템의 교통안
전 효과 평가시 활용가능하며, 보행자 안전 증진을 위한 대응책
마련 및 의사결정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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