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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world, traffic accident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the increase of vehicles are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According to the 2016 data published by the Korea Highway Traffic Authority, 
Korea owns 49.9 vehicles per 100 people. This is the 28th largest number among the 35 OECD member 
countries. In addition, the number of deaths from traffic accidents in Korea totaled 4,292, of which 1,714 
were caused by traffic accidents involving vehicles and pedestrians. To reduce these human casualties, the 
automotive industry is constantly working on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daptive Driver 
Assist System (ADAS). ADAS is the system providing convenience and safeness for drivers. In general, 
ADAS consists of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AEB), Highway Driving Assist (HDA), Adaptive Cruise 
Control (ACC), Lane Keeping Assist System (LKAS). Among them, the AEB detects the possibility of collision 
by the vehicle itself and plays a role of avoiding the collision or reducing the damage through active braking. 
For such AEB, Euro NCAP has been developing test-evaluation methods for the vulnerable since 2017. 
Therefore, In this paper analyzes the scenario of Euro NCAP VRU Test Protocol v3.0.1, which will be 
established in 2020, and proposes test conditions according to the Korean road traffic law. In addition, the 
reliability of the proposed scenario and test conditions was verifi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roposed 
theoretical evaluation formulas and actual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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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피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1) 이에 국
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1997년 국가대표 기관으로 IRTAD 

(International Road Traffic Accident Database)에 가입
하여 매년 교통사고 정보를 분석하고, 국민들이 모두 활
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다.(2)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OECD 평균인 63.4대의 약 
78.4% 수준인 49.9대이며, 이는 OECD 회원국 35개 중 
28번째로 많은 수치를 나타낸다. 또한 최근 2016년도 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4,292명으로 차량(8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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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878명), 자전거(255명), 보행(1,714명), 기타(622
명)로 분류하여 나타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
았으며, 회원국 평균의 2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3) 

이러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 자동차업계에
서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 중에 있다. 

ADAS는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 Autonomous Emer-
gency Braking), 고속도로주행보조시스템(HDA, Highway 
Driving Assist), 적응순항제어(ACC, Adaptive Cruise 
Control), 차선유지보조장치(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 등으로 구성된다.(4)

AEB의 목적은 레이더(radar)와 카메라(camera) 센서
(sensor) 등의 환경 센서를 이용하여 전방의 차량, 장애
물, 보행자 등을 인지하고 1차적으로 운전자에게 시각, 청
각, 촉각 등으로 경고한 후, 운전자가 제동의지가 없을 경
우 차량이 능동적으로 제동하여 전방 물체와의 충돌을 회
피하거나, 피해를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
서 조사한 것과 같이 차량과 차량의 충돌사고 횟수보다 
차량과 교통취약자와의 충돌사고 횟수가 더 많은 점을 고
려해 AEB Vulnerable Road User(VRU)에 관한 시험평
가는 엄격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Euro NCAP에서는 2017년 제정된 AEB 
VRU Test Protocol v1.0.1부터 2020년 제정될 AEB VRU 
Test Protocol v3.0.1까지 꾸준하게 교통취약자들을 위
한 AEB 관련 시험평가 시나리오 및 조건들을 제정하고 
있다.(5)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률의 저감효과를 가진 AEB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는 Shin등이 보행자, 차량의 동역학 
모델을 탑재한 Simulator를 이용하여 보행자 AEB 시스
템의 사고 회피를 위한 제동 시점 및 충돌 위험도를 분석
하였으며,(6) Ahn 등은Dempster-Shafer Theory를 이용
해 물체 식별과 존재 확률을 계산하여 센서 융합을 통해 
가중치를 할당하는 전략을 제안하였다.(7) 또한 Jang 등은 
AEB 국제 기준을 분석하고, 실 도로에서 빈번히 발생하
는 시나리오를 제안하여 실차 시험을 통해 AEB의 안전성
과 성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8) Lee 등은 상용차
량용 자동비상제어장치의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
하여 주행상태를 분석하였다.(9) 또한 Pyun 등은 도로경
사각과 노면마찰계수를 적용하여 AEB의 제동거리를 제
어하는 연구를 실시하였으며,(10) Park 등은 자율주행 2단
계 자동차에 대하여 실차 시험 및 Simulation을 통해 메타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였다.(11) 또한 Lee 등은 AEB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3단계로 제동하는 제어 전략

을 구현하였으며,(12) Park 등은 교통사고 DB(Data Base)
를 활용하여 AEB 차량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13) 또한 
Lee 등은 차대보행자, 차대차 충돌사고에 대한 성능평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AEB 장착 차량에 대한 성능평가를 
진행하였으며,(14) Kim 등은 국내환경에 맞는 차량과 보
행자간의 AEB 시험평가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실차시험
을 통해 이론적 평가 기준을 검증하였다.(15)

그러나 차량과 교통취약자와의 AEB 시험평가에 관련
된 연구는 현재 진행단계이며, 특히 2020년 제정될 예정
인 AEB VRU Test Protocol v3.0.1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조
사된 자료에 의해 차량과 교통취약자간의 교통사고 발생
률을 고려하였으며, Euro NCAP에서 제정될 AEB VRU 
Test Protocol v3.0.1의 시험평가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국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
역의 제한속도인 30km/h를 넘지 않도록 시험조건을 제
안하여 실차 시험을 진행하고,16) 선행연구를 통해 제안된 
이론평가 수식과 실차시험 실측값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
안 시험 시나리오 및 조건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 타당성
을 확인하고자 한다.

2. AEB 시험평가 방법 제안
2.1. Euro NCAP AEB VRU Test Protocol

Euro NCAP에서는 차량과 교통취약자에 대한 AEB 시
험평가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현재 Euro NCAP에
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AEB Vehicle to Person 
(V2P)의 시험평가 시나리오와 조건들에 대해 제정하고 
있다.

2020년에 제정 예정인 AEB VRU Test Protocol v3.0.1
에 제시되어 있는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1) Car-to-Pedestrian Nearside Adult(CPNA)
CPNA 시나리오는 차량 주행 중, 차선의 수직방향으로 

성인이 차량 앞으로 걸을 때, 차량이 성인을 인식하고 
AEB를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나리오이다.

2) Car-to-Pedestrian Farside Adult(CPFA)
CPFA 시나리오는 차량 주행 중, 차선의 수직방향으로 

성인이 차량 앞으로 뛸 때, 차량이 성인을 인식하고 AEB
를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나리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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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destrian scenario condition
Pedestrian CPNA CPFA CPNC CPTA CPRA CPLA
Car speed

[km/h] 10-60 10 4, 8 20-60
Dummy 
speed
[km/h]

8 5 5 5 5

Table 2 Bicycle scenario condition
Bicyclist CBNA CBFA CBLA

Car speed
[km/h] 10-60 10-60 25-60

Dummy speed
[km/h] 15 20 15

3) Car-to-Pedestrian Nearside Child(CPNC)
CPNC 시나리오는 차량 주행 중, 차선의 수직방향으로 

어린이가 갓길에 정차되어있는 차량 앞으로 뛸 때, 차량
이 어린이를 인식하고 AEB를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
는 시나리오이다.

4) Car-to-Pedestrian Longitudinal Adult(CPLA)
CPLA 시나리오는 차량의 주행방향과 같은 종 방향으

로 성인이 걸을 때, 차량이 성인을 인식하고 AEB를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나리오이다.

5) Car-to-Pedestrian Reverse Adult(CPRA)
CPRA 시나리오는 차량 후진 중 정지된 보행자가 존재

할 경우 차량이 보행자를 인식하고 AEB를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나리오이다.

6) Car-to-Bicycle Nearside Adult(CBNA)
CBNA 시나리오는 차량 주행 중 가까운 거리에서 자전

거가 차선의 수직방향에서 나타날 때, 차량이 자전거를 
인식하고 AEB를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나리오
이다.

7) Car-to-Bicycle Farside Adult(CBFA)
CBFA 시나리오는 차량 주행 중 먼 거리에서 자전거가 

차선의 수직방향으로 나타날 때, 차량이 자전거를 인식하
고 AEB를 정상 동작하는 시나리오이다.

8) Car-to-Bicycle Longitudinal Adult(CBLA)
CBLA 시나리오는 차량 주행 중 같은 차선에서 차량과 

같이 종 방향으로 달리는 자전거를 차량이 인식하고 AEB
를 정상 동작하는 시나리오이다.

9) Car-to-Pedestrian Turning Adult(CPTA)
CPTA 시나리오는 차량이 교차로 주행 중 좌, 우회전

을 할 때, 등장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를 차량이 인식하

고 AEB를 정상 동작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나리오이다.
Table 1, 2는 Euro NCAP의 시나리오별 속도조건을 

나타냈다.

2.2. 안전성 평가 시나리오 제안

아래 Fig. 1는 국내 도로 조건과 Euro NCAP의 시나리
오를 고려한 AEB V2P 시험평가 시나리오별 특성을 요약
하여 나타내었다.

Fig. 1 Summary by scenario factor

2.2.1. AEB V2P 시험평가 시나리오 제안

제안하는 시나리오는 2020년 반영 예정인 Euro NCAP 
VRU Test Protocol v3.0.1을 참고하였으며, 차량과 교통
취약자(성인, 보행자, 자전거)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들로 이뤄져 있다. 실차 시험은 Euro NCAP에서 제시한 
시험 조건인 마른 아스팔트 노면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a) CPNA
Fig. 2(a)는 시나리오 1로 선행차량인 Subject Vehicle 

(SV)가 주행 중 SV 앞으로 성인이 걸어서 등장할 때, SV
가 성인을 인식하고 위험 정도를 판단하여 AEB를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나리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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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PNA (b) CPFC

(c) CPNC (d) CPLA

 (e) CPRA (f) CBNA

(g) CBFA (h) CBLA

(i) CPTA (L-turn) (j) CPTA (R-turn)
Fig. 2 AEB scenario (V2V)

(b) Car-to-Pedestrian Farside Child(CPFC)
Fig. 2(b)는 시나리오 2로 SV가 주행 중일 때 SV 앞으

로 어린이가 달려 나올 때, SV가 어린이를 인식하고 위험 
정도를 판단하여 AEB를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나
리오이다.

(c) CPNC
Fig. 2(c)는 시나리오 3으로 SV가 주행 중일 때 갓길

에 정차된 차량들 앞으로 어린이가 걸어서 등장할 때, SV

가 어린이를 인식하고 위험 정도를 판단하여 AEB를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나리오이다.

(d) CPLA
Fig. 2(d)는 시나리오 4로 SV가 주행 중일 때 SV와 같

은 주행 방향으로 걷고 있는 성인을 SV가 인식하고 위험 
정도를 판단하여 AEB를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나
리오이다.

(e) CPRA
Fig. 2(e)는 시나리오 5로 SV가 후진 중일 때 SV 후방

에 위치한 보행자를 SV가 인식하고 위험 정도를 판단하
여 AEB를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나리오이다.

(f) CBNA 
Fig. 2(f)는 시나리오 6으로 SV가 주행 중일 때 가까

운 거리에서 등장하는 자전거를 SV가 인식하고 위험 정
도를 판단하여 AEB를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나리
오이다.

(g) CBFA 
Fig. 2(g)는 시나리오 7으로 SV가 주행 중일 때 먼 

거리에서 등장하는 자전거를 SV가 인식하고 위험 정도
를 판단하여 AEB를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나리
오이다.

(h) CBLA
Fig. 2(h)는 시나리오 8으로 SV가 주행 중일 때 SV와 

같은 주행 방향으로 주행 중인 자전거를 SV가 인식하고 
위험 정도를 판단하여 AEB를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나리오이다.

(i) CPTA(L-turn)
Fig. 2(i)는 시나리오 9로 SV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일 때 걷고 있는 보행자, 자전거를 SV가 인식하고 위험 
정도를 판단하여 AEB를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나
리오이다.

(j) CPTA(R-turn)
Fig. 2(j)는 시나리오 10으로 SV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일 때 걷고 있는 보행자, 자전거를 SV가 인식하고 위험 
정도를 판단하여 AEB를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나
리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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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제안 시나리오의 특징

제안 시나리오는 Euro NCAP에서 2020년에 제정예정
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있다. 실차 시험의 속도 조건은 
국내도로제한속도를 고려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19조를 모두 만족하는 시나리오 조건을 제안한다.

1) Euro NCAP에서 2020년 제정예정인 AEB VRU Test 
Protocol v3.0.1의 시험평가 시나리오를 고려

2) Euro NCAP AEB VRU Test Protocol v3.0.1의 시
나리오에 차량과 달리는 속도로 등장하는 어린이 
시나리오를 추가

3) 속도 조건은 국내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 제19조에 
게시된 어린이보호구역(30km/h)를 활용하여 20, 25, 
30km/h로 시험

실차 시험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나리오별 3회 반복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아래 Table 3∼5에 각 시나리오별 
속도 조건을 나타냈다.

Table 3 Scenario 1∼4 test condition
SV Pedestrian

Velocity (km/h) 20, 25, 30 5
Acceleration (m/s2) 0 0 

Table 4 Scenario 5 test condition
SV Pedestrian

Velocity (km/h) -5 0
Acceleration (m/s2) 0 0 

Table 5 Scenario 6∼10 test condition
SV Bicyclist

Velocity (km/h) 20, 25, 30 15
Acceleration (m/s2) 0 0 

2.2.3. AEB V2P 평가 이론식

기존의 AEB 시스템 평가 기준에 사용되는 식은 Time 
to Collision(TTC)가 이용된다. TTC는 상대 속도와 상대 
거리를 통해 계산되며 아래 식 (1)과 같다.


   (1)

                

TTC는 상대 속도와 상대 거리 만으로 나타나 있으며, 
Enhanced Time To Collision(ETTC)는 상대가속도까지 
포함되어 기존의 TTC보다 강화된 식으로 AEB 시스템 
평가에 사용된다. 아래 식 (2)와 같다.

  

  

  

  
   

 (2)

위의 식 (2)에서 와 는 전방차량과 목적차량의 
속도이며, 두 항으로 상대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와 
는 전방차량과 대상차량의 가속도이며, 두 항으로 상
대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는 전방차량과 대상차량의 
상대 거리를 나타낸다.

아래 식 (3)에서 와 는 보행자의 횡 방향 위
치와 횡 방향 속도를 나타내며 식 (2)의 ETTC를 사용하
여 보행자의 예상위치를 구할 수 있다.

     × (3)

와 pypreped을 이용하여 아래 식 (4)과 같이 전체 상
대거리에 대한 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제안된 식은 행렬
을 이용하여 종 방향과 횡 방향으로 나누었으며, 차량이 
인식 될 경우 앞의 항을 이용하고, 보행자가 인식 될 경우 
뒤의 항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상대거리를 구할 수 있다.

  






  

    


  

  









  ×

 (4)

3. AEB 실차 시험
3.1. 실차 시험차량

실차시험에 사용된 차량인 H사의 G90은 국내에서 출
시된 최첨단 차량으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전방의 차
량 및 보행자를 인식하여 AEB를 동작한다. 차량은 Fig. 
3과 같으며, 국내 도로에 최적화되어 AEB 시험에 적합하
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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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90 used for AEB safety test evaluation

(a) Camera module (b) Sirius (c) RT3002
Fig. 5 Equipment for test

Fig. 6 Dummy for test

Table 9 Scenario 1 AEB real time & Maximum deceleration
Scenario Case AEB activity 

real time
Maximum 

deceleration[m/s2]

1

20 km/h at 4 s -10.78 
20 km/h at 8 s -10.92 
20 km/h at 7 s -10.76 
25 km/h at 5 s -10.69 
25 km/h at 1.5 s -10.40 
25 km/h at 6 s -10.43 
30 km/h at 1.7 s -10.75 
30 km/h at 2.2 s -10.47 
30 km/h at 1.5 s -10.39 

3.2. 실차 시험장소 및 시험장비

실차 시험을 진행한 장소는 대구지능형자동차부품진
흥원의 Proving Ground(PG) 중 차량-도로 연계 시험교
차로에서 진행하였으며, 아래 Fig. 4와 같다.

Fig. 4 Vehicle-road connection test intersection

이론식과 제안 시나리오의 검증을 위해 실시한 실차에 
사용한 시험장비는 Fig. 5∼6에 나타냈고, 실차 시험의 
데이터는 RT3002를 사용하여 차량과 더미(dummy)와
의 상대거리, 차량의 속도, 가속도를 계측하였으며, DAQ 
장비인 Sirius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사용된 

장비의 특성은 아래 Table 6∼7에 나타냈다.
보행자(성인, 어린이)는 더미를 활용하였고. 보행자 더

미의 특성은 Table 8에 나타냈다.

Table 6 RT3002 spec.
Equipment name RT3002

Spec.
Positioning L1/L2 kinematic

Position accuracy 1.5 m CEP SPS
Velocity accuracy 0.05 km/h RMS
Acceleration range 100 m/s2

Table 7 Sirius spec.
Equipment name Sirius

Spec.
Power supply 9-36 VDC

Operating temp. -10 to +50ﾟC
Storage temp. -40 to 85ﾟC

Humidity 5 to 95% at 60ﾟC

Table 8 Dummy spec.
Equipment name Adult dummy Child dummy

Spec.
Height 1.7 m 1.1 m
Width 0.75 m 0.65 m
Length 0.5 m 0.4 m

3.3. 실차 시험 결과

시나리오별 실차 시험의 실제 AEB 동작 시간과 최대 
종 방향 감속도를 시나리오별로 Table 9∼11에 정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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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cenario 2 AEB real time & Maximum deceleration
Scenario Case AEB activity 

real time
Maximum 

deceleration[m/s2]

2

20 km/h at 11 s -10.73 
20 km/h at 6 s -10.12 
20 km/h at 5.5 s -10.42 
25 km/h at 5.6 s -10.51 
25 km/h at 5.5 s -10.46 
25 km/h at 2.2 s -10.63 
30 km/h at 4 s -10.80 
30 km/h at 3.5 s -10.70 
30 km/h at 5.5 s -10.41 

Table 11 Scenario 3 AEB real time & Maximum deceleration
Scenario Case AEB activity 

real time
Maximum 

deceleration[m/s2]

3

20 km/h at 11.5 s -11.35 
20 km/h at 4 s -10.82 
20 km/h at 3.5 s -11.06 
25 km/h at 7 s -11.01 
25 km/h at 7 s -10.97 
25 km/h at 6.5 s -11.26 
30 km/h at 2 s -11.39 
30 km/h at 12 s -10.96 
30 km/h at 4 s -10.94 

(a) Velocity

(b) Clearance

(c) Longitudinal acceleration
Fig. 7 Scenario 1 (20km/h)

(a) Velocity

(b) Clearance

(c) Longitudinal acceleration
Fig. 8 Scenario 1 (25km/h)

다. 또한 시나리오의 재연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해 속도
는 (a), 상대 거리는 (b), 감속도는 (c)를 상대적 지표를 
이용하여 Fig. 7∼15에 나타냈다. 

(a)는 시나리오별 시험 속도를 나타냈으며, 시험조건
에 맞도록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b)는 시나리오별 AEB가 동작한 후 SV와 보행자 간의 
상대 거리를 나타냈으며, 그래프에 나타낸 바와 같이 AEB
의 정상동작으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c)는 시나리오별 AEB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종 방향 
감속도를 나타냈으며, AEB의 정상 동작을 확인할 수 있
고, 최대 종 방향 감속도 편차는 6.03%로 AEB의 동작 신
뢰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제안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4는 예비 시험을 통해 사고
의 위험성이 높았으며, 시나리오 5, 9, 10은 AEB 시스템 
동작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시나리오 6, 7, 8은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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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locity

(b) Clearance

(c) Longitudinal acceleration
Fig. 9 Scenario 1 (30km/h)

(a) Velocity

(b) Clearance

(c) Longitudinal acceleration
Fig. 10 Scenario 2 (20km/h)

(a) Velocity

(b) Clearance

(c) Longitudinal acceleration
Fig. 11 Scenario 2 (25km/h)

(a) Velocity

(b) Clearance

(c) Longitudinal acceleration
Fig. 12 Scenario 2 (3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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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locity

(b) Clearance

(c) Longitudinal acceleration
Fig. 13 Scenario 3 (20km/h)

(a) Velocity

(b) Clearance

(c) Longitudinal acceleration
Fig. 14 Scenario 3 (25km/h)

(a) Velocity

(b) Clearance

(c) Longitudinal acceleration
Fig. 15 Scenario 3 (30km/h)

더미의 부재로 인해 실차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실차 시험 측정 장비인 RT3002를 이용하여 차량의 속

도, 종 방향 가속도, 더미와의 상대거리를 계측하여 데이
터를 취득하였고, Matlab을 통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 7∼1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시나리오 1, 2, 3의 실차 
시험 결과 속도, 가속도 그래프를 통해 AEB가 정상 동작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거리 그래프를 통해 충돌
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종 방향 그
래프에서 급제동이 두 차례 일어난 이유는 AEB가 동작하
면서 차량이 Anti-lock Brake System(ABS)를 동작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4. 실차시험을 통한 제안 시나리오 검증

제안한 시나리오의 검증을 위해 이론값과 실측값 의 
결과를 비교하여 Table 12∼14에 나타내었다.

제안 수식을 통한 이론 계산값과 실차 시험을 통한 실측
값을 비교한 결과 오차율은 최소 2.48%에서 최대 5.35%
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의 30km/h 3번째 시험에서 5.35%
의 가장 큰 오차율이 발생한 이유는 최대 감속도가 -10.94 
ms로 가장 낮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모든 오차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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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Scenario 1 error factor
Scenario Case Theory 

distance
Real 

distance
Error 
factor

1

20 km/h 1.85 m 1.78 m 3.90%
20 km/h 1.96 m 1.89 m 3.68%
20 km/h 1.83 m 1.76 m 3.95%
25 km/h 2.53 m 2.46 m 2.83%
25 km/h 2.24 m 2.17 m 3.20%
25 km/h 2.54 m 2.47 m 2.81%
30 km/h 2.55 m 2.48 m 2.80%
30 km/h 2.71 m 2.64 m 2.63%
30 km/h 1.76 m 1.69 m 4.11%

Table 13 Scenario 2 error factor
Scenario Case Theory 

distance
Real 

distance
Error 
factor

2

20 km/h 1.59 m 1.52 m 4.57%
20 km/h 1.42 m 1.35 m 5.15%
20 km/h 1.52 m 1.45 m 4.79%
25 km/h 2.25 m 2.18 m 3.19%
25 km/h 2.07 m 2.00 m 3.48%
25 km/h 1.53 m 1.46 m 4.76%
30 km/h 2.08 m 2.01 m 3.46%
30 km/h 2.36 m 2.29 m 3.03% 
30 km/h 1.76 m 1.69 m 4.11%

Table 14 Scenario 3 error factor
Scenario Case Theory 

distance
Real 

distance
Error 
factor

3

20 km/h 1.60 m 1.53 m 4.54%
20 km/h 1.89 m 1.82 m 3.82%
20 km/h 2.09 m 2.02 m 3.44%
25 km/h 2.06 m 1.99 m 3.49%
25 km/h 2.87 m 2.80 m 2.48%
25 km/h 2.08 m 2.01 m 3.46%
30 km/h 1.85 m 1.78 m 3.90%
30 km/h 1.49 m 1.42 m 4.89%
30 km/h 1.37 m 1.30 m 5.35%

약 6.00% 미만으로 제안한 시나리오의 검증 결과는 신뢰
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2020년 제정될 Euro NCAP VRU Test Protocol을 포

함하고, 국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법규를 만족하는 시
나리오를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이론 수식에서 사용된 상
대 속도, 상대 가속도 등의 값으로 계산된 상대 거리값과 
실차 시험의 실측값 오차 비교를 통해 제안한 시나리오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제안된 이론 수식을 활용하여 
테스트 모델의 AEB 성능 및 실차 시험하기 힘든 조건에
서 AEB 성능 예측모델로 사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Euro NCAP VRU Test Protocol v3.0.1

과 국내 도로환경을 고려한 AEB V2P 시험평가 시나리오
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수식과 실차시험을 통한 이론값과 
실측값을 통해 오차율을 확인하고, 제안한 시나리오와 제
안된 수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실차 시험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Euro NCAP에서 2020년 제정 예정인 AEB VRU 
Test Protocol v3.0.1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AEB 
V2P 시나리오를 제안하였다.

2) 국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30km/h)를 고려
하여 20, 25, 30km/h의 시험평가 속도 조건을 제안
하였다.

3) 제안한 시나리오의 검증을 위해 이론값을 계산하고 
H사의 G90을 이용하여 대구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
원은 PG에서 실차 시험을 실시하였다.

4) 제안 시나리오의 이론 계산값과 실측값의 오차율은 
최소 2.48%, 최대 5.35%로 나타났다.

5) 시나리오 3의 30km/h 3번째 반복시험에서 나타난 
5.35%의 오차율이 나타난 이유는 최대 감속도가 –
10.94ms로 가장 낮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6) 실차 시험으로 취득한 데이터 그래프에서 나타난 
AEB 동작 시 급제동이 발생한 이유는 AEB가 동작
됨으로 인해 차량의 ABS가 동작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7) 제안한 시나리오별 이론 계산값과 실차시험의 실측
값 비교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이 때 결과
는 최소 2.48%∼최대 5.35%로 오차율 6% 범위내
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결과를 활용하여 
제안된 시나리오, 수식 등은 AEB 개발 또는 실차시
험이 힘든 경우에 성능예측 모델로 사용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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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AEB의 기능이 발전됨에 따라 차량이 곡선
로(좌회전, 우회전) 주행이나 후진 주행 상황에서의 실차 
시험이 진행 되어야 하며, 자전거 더미를 이용한 실차 시
험 또한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바탕
으로 AEB 시험평가 시나리오 및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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