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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블랙 아이스에 의한 사고 사례가 많다. 블랙 아이스는 사람의 눈으로 식별하기 힘들고, 보인다 하더

라도 도로가 조금 젖은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차량 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센서를 통하여 블랙 아이스를 판별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해결책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키워드: 도로 결빙 현상(black ice), 차량사고(car accident), 센서(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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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구분

결빙 건조

사고

건수
비율

사고

건수
비율

급커브 13 0.45 256 10.65

야간 시계불량 9 0.31 295 12.27

도로구조에 의한

시계불량
8 0.28 196 8.15

장애물에 의한

시계불량
6 0.21 263 10.94

이상기후에 의한

시계불량
20 0.69 9 0.37

노상장애물 5 0.17 95 3.95

노면 미끄러움 2791 96.18 184 7.65

기타

도로환경적원인
50 1.71 1106 46.02

계 2902 100 2404 100

Table 1. 3년 (2008~2010)간 도로환경 요인별 겨울철 교통사

고 현황. [3]

블랙 아이스는 눈이나 비가 아스팔트 도로 틈새로 스며들었다가 

먼지 등과 섞여 도로 위에 얇게 얼어붙는 현상으로 ‘도로 결빙 현상’이

라고도 한다[1]. 이렇게 생긴 얼음은 주행 중인 운전자의 눈으로 

발견하기 힘들다. 문제는 눈이 쌓인 길보다 더욱 미끄럽다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듯 겨울철 블랙 아이스로 인한 차량 사고가 많이 발생하

고 있다[2]. 뿐만 아니라,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는 차가 미끄러지며 

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2차, 3차 사고 등의 위험이 더 클 뿐더러 

일단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블랙 아이스에 대한 대처로는 평소주행 속도의 절반으로 

주행하는 것 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 유형에 대해 탐색하고 

이러한 유형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센서를 활용해 블랙 아이스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블랙 아이스 사고 유형

블랙 아이스 사고는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겨울철 눈길 사고 사망자가 186 명인데 

비해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706 명에 다다를 정도로 

블랙 아이스 사고는 위협적이다. 위협적인 블랙 아이스 사고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3-5]. 

첫 번째 사고 유형은 도로 위에 얇게 생성되는 블랙 아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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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주행 중인 운전자에게는 도로가 물에 젖은 정도로 식별이 

되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 사고 유형은 

그늘진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온도차이로 터널 및 다리 밑 어두운 

곳에서 생긴 블랙 아이스를 식별하지 못하고 나는 경우이다. 그늘진 

곳이 더 차갑기 때문에 블랙 아이스가 좀 더 잘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생성된 블랙 아이스는 주로 어두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눈으로 

구별하는 것이 좀 더 어렵게 된다. 블랙 아이스는 눈이 덮인 일반 

도로보다 6배, 눈이 쌓이지 않은 일반도로보다는 14배나 더 미끄럽기 

때문에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다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유형의 공통점은 모두 주행 중인 운전자가 판단 및 식별을 

잘못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기후 관측 자료도 연구[6]되어 

좀 더 정확한 예측으로 블랙 아이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 하지만, 

예측한 모든 구간에 대해서 블랙 아이스가 생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운전자가 식별해야 한다는 문제점은 계속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자가 블랙 아이스를 

판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습 결빙 지역이나 

취약 지점들을 찾아서 열선이나 염수 분사 장치[7]를 설치한다. 블랙 

아이스가 생성될 조건이 생기면 작동하여 결빙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루빙(grooving)[8]이라는 도로에 홈을 파서 표면 얼음이 제거되도

록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취약구간에 미포함된 도로라고 

해서반드시 블랙 아이스가 생성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습도가 높아지

고 기온이 낮아지면 새벽 무렵에 생길 수 있다. 즉, 아무리 정부가 

대책을 세워도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운전자의 식별 여부가 사고 여부를 결정한다고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를 IoT 기술과 결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Proposed Scheme

1. 장치와 센서 적용 기법 정리

얼음이 미세하게 얼어서 생긴 미세한 채도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블랙아이스는 사람의 눈에 비칠 

때는 그저 도로가 젖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구분해줄 이미지 센서를 합한 응용기술이 필요하다. 

참조논문 [9]에서 제안된 응용 기술에서 사용하는 핵심 부품인 

저가의 LED 광원은 원래 존재하고 있던 제논 램프나 레이저 등 

광원을 이용한 부품에 비하여 값이 싸고 크기가 작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핀 홀 마스크를 사용하여 적당하게 고른 빛을 인가하기 때문에 

별다른 광학 장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피가 작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다.

감지 센서로 사용되고 있는 CMOS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가 설치되

어 있는 휴대폰에도 사용되는 센서이다. 이 기술은 휴대폰으로도 

간단하게 블랙아이스의 분석 및 측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많은 

픽셀들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광 다이오드 배열을 사용하는 측정 방법보다 양이 많은 정보들

을 빠르게 얻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밀하고 상세한 측정이 가능한 

센서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센서들에 온도 확인을 위해 온도 센서 기술을 추가한다. 

위치적 그리고 지리적으로 본다면 아스팔트 도로 위에 비가 내려 

그 비가 얼어 생기는 블랙아이스는 지면으로부터 열손실 발생이 

커서 대기 온도보다 지면 온도가 약 2~3도 낮은 도로면에서 높은 

확률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논문 [10]에서는 비접촉 방식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원리인 저온용 비접촉 온도센서를 사용한다. 일정 

온도에 있는 도로는 열복사 법칙에 의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이 때, 그 열복사 에너지를 측정하여 물체의 온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이다. 

Table 2는 led 광원, CMOS 이미지 센서, 온도 센서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보인다. 그림 1은 해당 센서들을 어떻게 적용하여 

블랙 아이스를 식별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그림으로 제시한다.

그림 장치명 장점 단점

LED 광원

가격이 싸고 

부피가 작다. 

또한 긴 

수명을 

가지고 있다.

다른 

광원보다 

밝기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미지 센서

적은 

가격으로 

많은 픽셀을 

이용해 

이미지 측정 

가능하다. 

다른 이미지 

센서보다 

전력 소모도 

적다.

화질이나 

잡음 등의 

보정이 다른 

이미지 

센서보다는 

떨어지는 

편이다.

온도 센서

접촉 온도 

센서보다 

상대적으로 

온도 분포가 

쉽고 

간단하게 

측정된다.

정확한 온도 

측정을 

위해서는 

복사율을 

따로 보정 후 

측정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Table 2. 장치와 센서의 장단점.

Fig. 1. 이상적인 블랙아이스 감지 센서 이용 방법(출처: 참조논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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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nclusions

블랙아이스는 겨울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대안책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운전자가 눈으로 식별하기 힘든 블랙 아이스를 직접 보고 조심해

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미지 센서와 LED 광원을 

합쳐, 사람들의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블랙아이스를 식별할 수 

있는 응용기술을 기존 기술과 결부하여 고찰해보았다. 하지만 이는 

도로같이 넓은 공간을 한 번에 관측하여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블랙 아이스를 식별해내서 운전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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