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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 삼각대에 관한 연구
김태국
동명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A Study on Smart Warning Triangle
Tae-Kook Kim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Tongmyong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안전 삼각대를 연구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

후, 사고를 알리기 위해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나 안전 삼각대 설치 중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 삼각대를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스마트 안전 삼각대는 충격을 감지하면 로고 라이
트을 통해 삼각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충격 감지, 로고 라이트 기능을 수행한다. 제안된 스마트
안전 삼각대는 조명의 밝기 등이 보완되면 안전 삼각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2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주제어 : 안전 삼각대, 아두이노, 로고 라이트 프로젝터, 도로교통,밝기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smart warning triangles to prevent secondary accidents on roads. After a traffic

accident on the road, a safety tripod must be installed to notify the accident. However, it can cause secondary
accidents during warning triangle installation. To solve this problem, a smart warning triangle was proposed
and implemented. A smart warning triangle acts as a triangle through a logo light projector when it detects
an impact. Arduino functions as an impact detector and a logo light projector. The proposed smart safety tripod
is expected to help prevent secondary accidents by acting as a safety tripod if the brightness of illumination
is complemented.
Key Words : warning triangle, arduino, logo light, road transportation, brightness

1. 서론

의 사망률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다[1,2].
안전 삼각대 법규는 주간 차량 후방 100m 지점에 안

본 연구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
하여 아두이노(Arduino)와 블루투스(Bluetooth)를 활용

전삼각대를 설치하고, 야간 차량 후방 200m 지점에 불꽃
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3].

하는 지능형 안전 삼각대를 구상하였다. 차량 결함이나

안전 삼각대 설치를 위해 일정거리 밖으로 나가야 한

교통사고 이후,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2차 사

다는 것은 2차 사고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고가 발생하게 된다. 2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전체사고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능형 안전 삼각대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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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자이로 센서는 가속도를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와 달

지능형 안전 삼각대는 충격을 감지하는 센서

리 각속도를 측정한다. 자이로스코프(Gyroscope)가 각속

(MPU-6050)와 아두이노를 연결하여 일정 값 이상의 충

도를 측정하는 기구인데 MEMS 기술을 적용한 칩 형태

격이 감지되면 로고 라이트 삼각대에 신호를 주고 라이

의 자이로센서도 각속도를 측정한다. 각속도는 시간당

트가 자동으로 켜진다. 직접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

회전하는 각도를 의미한다. 자이로 센서의 측정원리는

고도 후미에 설치된 로고 라이트 삼각대를 통해 후방차

다음과 같다. Fig. 1은 자이로 센서의 원리를 나타낸다

량이 사고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하여 2차 사고 발생률

[9,10]. 자이로 센서는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물체의 역학

감소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1차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

운동을 이용한 개념으로 위치 측정과 방향 설정 등에 활

어져 사고차량 운전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일 때

용되는 기술이다[11].

를 대비해 충돌 후 자동점등이 되어 후방차량에게 사고
를 인지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 6축 자이로 센서(Gyro Sensor)를 사용한
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속도에 상관없이 충돌이 발생
한 후 0.08에서 0.17사이에서 가속도 펄스가 존재한다. 가
속도 신호성분을 주파수 분석을 하였을 때, 첫 번째 피크

2. 관련 기술

가 위치하는 주파수 분포가 충돌속도에 대한 상관정보가
약하며, 50Hz ~ 70Hz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1 블루투스
블루투스(Bluetooth)는 좁은 범위 내에서 저렴한 비용

따라서 이 특정 주파수를 통해 충돌 사고 판단이 가능하
다고 가정하였다.

으로 휴대용 PC, 휴대폰을 비롯한 이동 가능한 장치들을
무선으로 연결하여 주는 기술명세를 말한다. 무선주파수
를 이용하여 각종 디지털 장비간의 통신에 물리적인 케
이블 없이 음성과 데이터를 주고받게 해준다.
블루투스 무선시스템은 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2.4GHz의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주파수대에
서 작동한다. 주파수 호핑 송수신기는 간섭과 페이딩을
피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4-6]

2.2 충격감지센서
충돌 감지 센서는 충돌을 했을 시에 일정 값 이상의
충격을 감지하여 측정한 값을 보내는 센서이다. 본 논문
에서는 자이로/가속도 센서인 MPU-6050 센서를 사용한

[Fig. 1] Principle of Gyro sensor

다. 자이로 센서에는 3축, 6축, 9축 자이로 센서가 있다.
3축 자이로 센서는 회전 각도를 알아내기 위한 센서이다.

2.4 로고 라이트

6축 자이로 센서는 3축 자이로 센서와 3축 가속도 센서가

로고 라이트란 제작한 이미지 글래스에 빛을 투영하

있어 물체의 가속도를 알 수 있다. 9축 자이로 센서는 자

여 바닥에 이미지를 투영하는 기술이다. 교육용 및 프로

이로 센서와 가속도, 그리고 지자기 센서가 있어 자력을

젝트용으로 흔히 쓰이는 빔 프로젝트의 원리와 비슷하다.

검출하여 동서남북을 검출 할 수 있다. 충격 감지를 위해

본 논문에서 쓰이는 로고 라이팅 기술은 빔 프로젝트보

가속도 값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 센서가

다는 차량용 로고 라이팅 및 광고에 쓰이는 광고용 로고

포함되어 있는 6축 자이로/가속도 센서인 MPU-6050을

젝터를 변형한 기술이다[12].

사용하였다[7,8].

2.5 아두이노
2.3 자이로 센서(Gyro Sensor)

아두이노(이탈리아어: Arduino 아르두이노)는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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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완성
된 보드와 관련 개발 도구 및 환경을 말한다. 2005년 이
탈리아의 IDII(Interaction Design Institutelvera)에서 하
드웨어에 익숙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디자인 작품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하려고 고안된 아두이노는 처음
에 AVR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아두이노는 다수의 스
위치나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들여, LED나 모터와 같은
외부 전자 장치들을 통제함으로써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
능한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13-16].

2.6 앱 인벤터(App Inventor)
앱 인벤터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기 위한 앱 개발 도
구이며, 웹을 기반으로 한 앱 개발 도구이다. 앱 인벤터로
앱을 개발하려면 웹 브라우저로 앱 인벤터 개발 페이지
에 접속하기만 하면 된다. 앱 인벤터로 작업한 프로젝트
는 웹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Fig. 2] Proposed system

어디서든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불러와서 앱 개발 작업
을 쉽게 이어나갈 수 있다[17].

3.2 구현
3.2.1 앱 개발

3. 스마트 안전 삼각대
3.1 제안된 스마트 안전 삼각대
제안된 스마트 안전 삼각대는 자동과 수동 모드로 동
작된다. 차량 사고 등을 자동으로 인지하여 안전 삼각대
조명을 ON 하거나, 수동으로 안전 삼각대 조명을 OFF
할 수 있다.
Fig. 2는 제안된 스마트 안전 삼각대 시스템 흐름도이
다. 충격량 등으로 사고를 인지하면 자동으로 안전 삼각
대의 조명이 ON 된다. MPU-6050을 사용하여 가속도와
자이로(기울기) 값을 아두이노에 전달한 후, 전달되어진
충격값(Impact)이 미리 정해둔 사고 임계값(Accident)
이상이 되었을 경우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삼각대의 조명
을 ON 하는 방식이다. 블루투스와 연결하지 않고 자동으
로 일정량의 충격값 이상이 되면 스마트 안전 삼각대의
조명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또한, 수동으로도 안전 삼각대의 조명을 ON/OFF 할
수 있다. 즉,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수동으로 삼각대의 조
명을 ON/OFF 할 수 있다. 이는 충격량 검출 등의 오동
작이 일어날 경우 수동으로 안전 삼각대의 조명을 제어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Fig. 3] App inventor sourc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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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충격값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스마트 안전 삼각대를
제어하는 것이 아닌 차량 결함의 문제가 있어서 충격값
을 감지하지 못할 때, 차에 아무런 결함이 없음에도 스마

본 연구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

트 안전 삼각대의 조명이 ON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수

하여 아두이노와 블루투스를 활용하여 지능형 안전 삼각

동으로 스마트 안전 삼각대의 조명을 제어하는 수동버튼

대를 연구하였다. 차량 결함이나 교통사고 이후, 안전 삼

을 구상하였다.

각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2

Fig. 3는 앱 인벤터로 개발한 스마트 안전 삼각대 앱의

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전체사고의 치사율에 비해 약 3
배 더 높다. 기존 안전 삼각대 법규는 주간 차량 후방

소스코드이다.

100m 지점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고, 야간 차량 후방
3.2.2 충격 감지

200m 지점에 불꽃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그러

충격을 감지하기 위해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충격

나 안전 삼각대를 설치 시, 2차 사고에 노출되는 문제가

감지를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아두이노와 MPU-6050 센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고 라이트 기술을

서를 이용하여 결과 값(가속도/기울기 값)을 측정하였다.

이용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은 자이로 센서의 소스코드이다. 아두이노와 자이로

본 연구는 차량충돌 등 1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신속

센서는 I2C(Inter-Integrated Circuit)를 사용하여 통신한

히 안전 삼각대를 점등하여 후방차량에 사고가 났다는

다. 그리고 Fig. 4는 자이로 센서의 결과값이다.

것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1차
사고로 운전자가 신체를 움직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자이로/가속도센서 값을 이용하여 충돌을 자동으로 감지
하고 안전 삼각대를 점등 한다. 운전자가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후방 차량에게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블루투스와 앱 인벤터
를 통해 앱을 개발하여 스마트 안전 삼각대 ON/OFF를
할 수 있으므로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사용 할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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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urce code of gyro sensor
#include <Wire.h>
const int MPU=0x68; //MPU 6050의 I2C 기본 주소
int16_t AcX,AcY,AcZ,Tmp,GyX,GyY,G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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