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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1차 차량 충돌시 발생하는 급제동 현상을 이용하여 후미에 따르는 다른 차량에게 2차
추돌 방지를 위한 장치를 개발하였다. 1차 충돌시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의 파손에 대비한 태양 충전
판넬을 사용하여 독립적인 배터리 전원을 채택하였으며, 야간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고휘도 LED를
장착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광등과 같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점멸하도록 하였고, 급제
동을 판단하기 위해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를 활용하였다. 이 장치를 활용한다면 1차 추돌시 운전
자의 의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점멸하여 2차 충돌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ON/OFF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원 S/W와 매
뉴얼S/W가 장착되어야 하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

동작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 LED가 장착되어

중 1차 충돌보다 2차 충돌에 의해 대형 사고가 많다

야 한다. 그리고 붉은색과 푸른색의 고휘도 LED가

는 것을 알게 되었고, 최근 3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다수 장착되어야 한다. 태양 전지판에서 발생한 전

에서의 2차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체 고속도로 교통

기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충전회로를 보호 할 수 있

사고 평균 치사용 15%보다 3.3배가 되는 것으로 알

는 모듈을 사용하였다.

려져 있다[1].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앞쪽 범퍼 내부의 배터리 손상으로 인한 전원
이 차단되어 다른 전장 장치가 무용지물이 되는 단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경
우 운전자는 당황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위한 긴급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급제동
또는 사고시에 자동으로 후방에 경광등을 켜주는 장
치를 제작하고자 한다.
[그림 1] 모듈 구성도

2. 본론
본 장치의 외형디자인은 [그림2]와 같이 후미에서
본 장치에는 [그림1]과 같이 차량의 급제동을 감

볼 때 고휘도의 푸른색과 붉은색의 LED가 보이게

지할 수 있도록 자이로 센서 및 가속도 센서가 장착

되도록 해야 하며, 상판에는 항상 직사광선을 받을

되어야 하며, 차량의 전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 있도록 태양판을 설치하며, 개발 모듈의 옆면에

태양 전지 모듈이 장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상시

는 배터리의 레벨 상태 및 모듈의 동작 상태를 보여

갓길

주는 LED와 매뉴얼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S/W

주차를

하였을

경우

매뉴얼로

경광등을

- 164 -

2014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를 장착하게 된다.

[그림 3] 가속도센서 블록다이어그램
[그림 2] 외형디자인

2.3 자이로센서 - L3G4200D
2.1 MCU – AVR ATmega128
AVR

ATmega128은

L3G4200D는 저전력 3축 각속도 센서로서 온도 및

8-비트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구조로 명령어가 간단하
며 동작 속도가 빠르고, 1MHz당 약 1MIPS(Million
Instruction Per Second)의 성능을 보이는 CMOS형

시간에 걸쳐 제로 속도 수준의 뛰어난 안정성과 감
2

도를 제공하며, 디지털 인터페이스(I C/SPI)를 통해
측정된

각속도

값을

구할

수

있다.

적용된

L3G4200D 모듈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ㆍ 동작전원: 2.4V ~ 3.6V

마이크로컨트롤러이다.

ㆍ 16비트 속도 데이터 출력

AVR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컨트롤러에서 프로

ㆍ 8비트 온도 데이터 출력

그램을 넣기 위하여 롬라이터나 직렬 통신을 하지

ㆍ 두 개의 디지털 출력 라인(인터럽트 및 데이터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즉, ISP(In System Prorgam)

레디)

방식을 사용하여, AVR을 병렬포트(프린터 포트)를

ㆍ 사용자 선택 가능한 대역폭과 통합된 저역

통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병렬케이블을 제거

통과 필터 및 고역 통과 필터

해도 동작한다. 따라서 실제 구현하고자 하는 회로
에 병렬포트에 연결된 롬라이터만 연결하면 쉽게 하
드웨어를 구현할 수 있으며, C나 어셈블리어로 작성
된

파일로부터

컴파일러를

통하여

기계어(HEX,

ROM 파일)를 간단히 다운로드 할 수 있어 사용하
기가 간편하다.
어

있어

또한 EEPROM과 Flash 가 내장되

별도의

외부

회로를

꾸미지

않더라도

One-Chip으로 CPU부를 구현할 수 있다.

2.2 가속도센서 - ADXL345
[그림 4] 자이로센서 핀구성

ADXL345는 디지털 방식의 가속도계로 13비트 해
상도에서 16g(g=중력가속도 9.8m/sec2)까지의 가속

2.4 프로그램 구성

도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 모드에서는 23마이크로암페어 이하로 구동
되며,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개발된 모듈의 프로그램은 1msec 단위의 타임

ㆍ 동작전원: 1.7V ~ 3.6V

인터럽터를 통해 카운트 값을 관리하는 부분과 무한

ㆍ 대기모드: 0.1 마이크로암페어(2.5V구동시)

루프 내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ㆍ 크기: 3mm x 5mm x 1mm LGA 패키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msec 단위의 인터럽터
함수에서 각 모듈을 제어할 수 있는 카운터 값을 증
가시키도록 하며, 메인에서 각 모듈의 주기값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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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되어 있다.
주기적으로 배터리 레벨 값을 읽어들여 정상적인
레벨이면 상태 LED를 점멸하도록 코드를 작성하였
으며, 매뉴얼 S/W의 입력이 들어 왔을 때 청색/붉
은색을 경광등과 유사하게 표시하는 코드를 구성하
였다.
가장 핵심적인 코드인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
서의 출력값을 디버깅하여 급제동 및 충돌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경광등이 점멸되도록 표시되는 코드를 구축하
였다.
매뉴얼 S/W에 의해서 경광등은 해제되기 전까지

[그림 5] 제작된 스마트 급제동 표시기

계속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급제동일 경우 다시
상단에 태양 충전판을 위치했으며, 경광등은 2단

출발하는 경우는 최대 10초까지 표시되다가 멈추는

의 파란색과 붉은색으로 구성했으며, 모듈의 옆면에

동작을 하게 하였다.
구현된 프로그램에 대한 가상 코드(pseudocode)

전원 상태와 배터리 상태를 표시하도록 LED를 부착
했으며, 매뉴얼 S/W도 위치시켰다.

를 아래 [코드 1]에 표시하였다.
// 인터럽트 프로그램(1msec 주기)
// 각종 카운트값 증가
// 메인 프로그램
// 초기화
// 무한 루프
while(1) {
// 조건에 따른 경광등 ON/OFF 표시 및 ON/OFF
카운트값 초기화

[그림 6] 제작된 스마트 급제동 표시기

// 조건에 따른 가속도 센서값 읽기 및 읽기 카운트
값 초기화

제작된 모듈은 [그림 6]과 같이 후미에서 접근하

// 조건에 따른 경고등 리셋 및 리셋 카운트 값 초

는 차량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의 루프 끝에

기화

위치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충돌에 의한 사고시 자동으로 후방에

// 매뉴얼 스위치 검사 및 스위치 검사 카운트값 초
기화

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해 경광등 표시를 함으로써 2

// 배터리 레벨 검사 및 표시와 레벨 체크 카운트값
초기화

차 충돌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스마트 급제동
표시기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 작품을 이용하면 야

}
// 프로그램 종료

간에 비상시 갓길에 차량을 둘 때에도 수동으로 경

[코드 1] 프로그램 의사코드

광등을 켤 수 있어 갓길 교통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하지만 지속적인 배터리 사용이 문제가 있기 때
문에 차량이 운전 중일 때만 동작하도록 하는 추가

본 연구에서 차량 충돌에 의한 배터리 고장에 무
관하도록 전원을 태양 충전 방식의 소형의 리듐 이

적인 장치가 고안된다면 일반 사용자에게 널리 보급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온 배터리를 채택했으며, 운전자가 충돌 여파에 의
해 무의식 상태일지라도 자이로센서와 가속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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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작된 급제동 표시 장치의 외형은 [그림 5]
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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