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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찰청 국내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통계에 따

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총 229,600건이며 
그 중 보행자사고는 46,150건으로 전체 사고건수의 약 
20%를 차지한다.(1) 보행자란 도로를 보행하거나 노상 작
업 중인 자, 노상 유희 중인 자, 도로에 서 있거나, 누워있
는 자, 장애인용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보조하는 자, 세발
자전거나 모형자동차에 타고 있는 아이 등을 말하며 이들은 
자동차와 충돌하는 경우 별도의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중상 이상의 매우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 초반까지 경미한 차량사고와 야생동물과의 
충돌로 부터 범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SUV 차량에 
Bullbar라는 철제범퍼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2000
년대 중반부터 보행자 보호의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연
구(2)들이 이루어지며 2005년 대대전인 단속을 시행하여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차량 디자인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선이 이루어
진 것을 볼 수 있다. Fig. 1은 구형 차량과 신형 차량의 
디자인을 나타낸 것으로 구형 차량의 범퍼는 보닛 라인에
서 돌출되어 있는 반면 신형 차량의 범퍼는 완만한 곡선
을 이루고 있다. 이는 보행자와 충돌시 보행자의 범퍼의 
돌출부에 의해 무릎 탈골 등의 상해 정도를 줄이고자 도
입되었다.(3)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차량 안전도 
평가방법 중 보행자안전성 평가시험을 진행한다. 시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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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40km/h의 속도로 성인 및 어린이 머리모형을 차량
에 충격한 후 머리상해기준 값을 산출하고, 상부 또는 하
부 다리모형을 이용하여 충격시험을 시실시한 후 인체상
해기준 값을 산출한다. 산출된 인체상해결과 값에 평가점
수를 부여하여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보행자보호 
정도를 구분한다. 위와 같이 차량과 보행자간의 충돌에서 
보행자의 상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만 차량과 보행자간의 상대적인 질량과 강성의 차이로 보
행자의 부상을 막기란 매우 어렵다.(4)

본 연구에서는 차량과 보행자간의 충돌 후 부상을 줄
이는 것이 아닌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보행신호를 대기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량 충돌 해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배경 및 방법
2.1. 연구 배경 및 목적

Fig. 2는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제작한 옐로카펫으로
써 최근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주관하고 지자체, 학교 등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중 일부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 시설
물은 시각적 효과만으로 운전자가 사고를 예방할 뿐 보행

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지 못한다. 
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 에어백 등의 안전장치에 보호

를 받는 차량 탑승자와 달리 보행자는 별도의 보호 장치
가 없기 때문에 매우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다. Ashton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차량이 보행자를 충돌하는 속도가 
10km/h 증가할 때마다 사망 확률은 약 20%씩 증가하며 
50km/h에서 사망확률은 60%로 30km/h에서의 보행자 
사망확률 20%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다.(5) 또 보행 중 스
마트폰 혹은 음향기기 사용은 시각 및 청각의 반응을 늦
추게 만들어 사고 발생 위험성을 높이지만 많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과 음향기기를 사용하고 있다.(6)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 보행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

의 횡단보도를 관심영역으로 설정한 후 다양한 사고상황
을 적용하여 교통사고 분석 프로그램인 PC-Crash로 시
뮬레이션 하였다. 이때 차량이 구조물과 충돌 후 이동하
는 경로를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차량이 지나가지 않는 
안전지역을 도출하여 안전지대로 설정하였다. 또한 신호
등 지주와 신호제어기 등의 시설물을 이동시켜 안전지대
가 최대한 넓게 나올 수 있도록 최적의 시설물 위치를 도
출하였다.

2.3. 선행연구 동향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선행연구 동향으로 범(7)은 어린

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를 

(a)

(b)
Fig. 1 (a) Design of the old type and (b) new type car

Fig. 2 Yellow car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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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현행 도로법상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
로 지정이 되기 위해선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만 국한되어있어 보호 구역을 도
서관 같이 일반인뿐 아니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다
양한 교통약자 또한 이용이 잦은 시설 까지 확장시키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이용자 특성과 교통사고 조사자료 분
석을 통하여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같은 시설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시설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8)은 노인보호구역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서 도로교통법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기준인 
노인관련 시설 주변도로 보다 실제 노인들의 유동이 많은 
도로 즉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노인계층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수집, 노인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노인보호구역 대
상 지정 기준으로 적용하여 노인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개
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9)은 교통섬에 대한 연구로 교통
섬이 차량과 보행자간의 상층률을 상승시켜 개선이 필요
하며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교통섬은 1988
년부터 시행한 교통체계관리 사업에 의해 명확한 기준 없
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해외 주요
도시 대비 2배가량의 교통섬이 설치되어져 있으며, 해외
에선 교통섬의 효용성이 떨어짐을 인지하여 교통섬을 철
거하고 보다 넓은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조사되
었다. 또한 국내 시민들에게 보행 중 불편한 점에 대한 설
문조사결과 37.9%가 횡당보도에서의 차량과 상층이라고 
답하고 있다. 시뮬레이터 분석 방식으로 분석 결과 대부
분의 교통섬의 설치효과는 미미하므로 보행공간을 헤치
는 교통섬을 철거함으로써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교차로 
횡단보도에 S 형식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방안으로 차량
과 보행자간의 상층이 줄어들어 보행자의 안전이 보다 확
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2.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에 진행되었던 연구들은 충돌 후 보행자의 상해정
도를 줄이거나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으
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근본적인 충돌의 원인을 
없앨 수 없을뿐더러 개선을 위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
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인 신호
등의 지주와 신호제어기 등을 이용해 차량의 인도 돌진에
도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개선비용을 최소화 화
였다.

3. 해석 범위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차로를 조사하여 해석을 위한 도로 구조를 선정하였으
며, 실사고 데이터를 조사하여 차량의 초기속도와 각속도
를 결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차
량을 선정 후 차량의 제원에 맞게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
작하였다.

3.1. 충돌 시뮬레이션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교통사고의 충돌해석 프로그
램인 PC-Crash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Fig. 3
은 PC-Crash의 운동량 보존법칙을 이용한 충돌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Fig. 3 Collision model of PC-Crash

식 (1)에서 (4)는 Full Impact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
으로 충돌의 압축단계에서 발생하는 힘의 교환과 반발을 
나타낸 공식이다. 여기서 과 는 각각 접선방향과 
법선방향의 속도이며,  ,  , 는 회전운동, 은 반발계
수를 나타낸다.

   
   (1)

   
   2)

 (3)
 (4)

식 (5)와 (6)은 Sliding Impact에 대한 공식으로 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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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 는 차량 무게중심의 접선방향 
속도요소인 과 마찰계수  그리고  , 로 결정되며, 
차량 진행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인  마찰계수 의 제한
을 받는다.

     (5)
   (6)

3.2. 교차로 선정충돌 시뮬레이션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사고
다발구간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교차로를 선정하였다.

Fig. 4 Collision model of PC-Crash

Fig. 4는 해당 교차로를 도면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행
신호 대기지역의 왼쪽에 신호등의 지주가 설치되어있는 
구조이다.

3.3. 속도 및 각도 설정

본 연구에서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상황을 알아보
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설정하여 반복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변수의 설정은 미국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실제사고 데이터베이
스인 NASS(National Automotive Sampling System)과 
가천삼송자동차연구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교통사고 데
이터베이스(ACCC)를 이용하여 차량이 충돌 또는 오조
작으로 인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분석하여 인도 진입
속도와 각도를 도출하였다. 

Fig. 5는 NASS 데이터와 ACCC의 사고 분석결과로 
차량의 인도진입 속도는 26km/h에서 99km/h로 나타났
으며, 진입각도는 약 5deg.에서 110deg.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입력조건에 사용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하는 속도범위는 30km/h에서 80km/h로 나타났으며 여
기서 30km/h는 Ashton의 연구 결과5)에 따라 보행자의 
사망확률이 높지 않은 관계로 제외하였다. 진입각도의 경
우 가장 악조건이라고 판단되는 15deg.와 가장 호조건으
로 판단되는 60deg.의 두 값을 입력 변수로 사용하였다.

3.4. 차량 모델 설정
본 연구에서는 차량이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로 시설물을 이용하였으며, 그 시설물의 위치를 
이동시켜 보행신호를 대기하는 보행자의 안전지대를 도
출하였다. 따라서 도로 시설물간의 폭에 따라 안전지대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다. 시설물의 폭이 넓으면 안전지대의 
폭도 넓어지겠지만 차량의 폭보다 넓게 설계되면 차량이 
시설물 사이로 지나갈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 제조사 차량 중 가장 전폭이 가장 좁
은 기아자동차의 모닝을 선정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Fig. 
6은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차량의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Fig. 5 Entering speed and angle 

Fig. 6 Specification of the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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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보행신호 대기장소의 구조물에 차량이 

충돌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신

호를 대기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검출하였으며, 차량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물을 추가하였을 때 안전지대의 
면적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Fig. 7의 (a)는 하나의 지주만 설치된 경우로 차량이 
지주에 충돌 후 이동하는 궤적을 나타내었으며, 횡단보도 
폭과 같은 넓이로 안전지대를 검출하였다. 붉은색 차량의 
궤적은 차량이 지주에 15 deg.로 충돌한 차량을 나타낸 
것으로 차량은 지주와 빗겨 지나가는 Sliding Impact의 
충돌형태를 나타내었다. 파란색 차량의 궤적은 60deg.로 
충돌한 차량을 나타낸 것으로 Full Impact의 충돌형태를 
나타내며 지주와 충돌직후 차량이 회전하며 정지하였다. 
충돌시뮬레이션 결과로 보았을 때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
는 경우에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신호를 대기할 수 있
는 면적은 5.57m2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물리학자 엔
리코 페르미에서 이름을 딴 것으로, 기초적 지식에 합리
적 추론을 더해 근사치를 추정하는 방법인 페르미 추정법
에 따라 3.3m2에 9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정하면 1명
당 약 0.37m2의 면적 차지하고 이를 안전지대에 적용시
키면 15명의 인원이 신호를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다. 
(b)는 기존에 설치된 지주에 하나의 지주를 추가로 설치
하였을 때 충돌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시뮬레이션은 동일
한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주
의 폭이 늘어난 만큼 보행자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안
전지대 또한 18.49m2로 기존 하나의 지주일 때 보다 약 
3.3배 넓어지게 되어 49명의 성인이 신호를 대기할 수 있
는 공간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c)는 하나의 신호등 지주
와 신호제어기를 설치했을 때의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신호제어기는 교통신호의 제어를 위해 설
치된 시설물로 그 하단부가 직육면체 형상의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있고, 폭은 약 1m로 지주보다 0.6m가량 넓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지대 확보에 더욱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주와 신호기를 설치했을 때의 보행
자 안전지대는 24.56m2로 지주가 하나일 때 보다 약 4.4
배, 지주가 두개일 때 보다 1.3배 증가하였고, 해당 안전
지대 면적에는 66명의 성인이 신호를 대기할 수 있다.

5. 결 론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충돌해석 프로그램인 PC-Crash 시뮬레이

(a)

(b)

(c)
Fig. 7 (a) Simulation result of the case 1, (b) case 2 and 

(c)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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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통해 차량의 충돌 후 궤적을 확인할 수 있으
며, 그에 따른 결과로 보행신호를 대기하는 보행자
의 안전지대와 안전인원을 도출할 수 있다. 

2) 지주가 하나만 설치된 초기조건에서의 보행자 안전
지대는 5.57m2로 면적대비 안전인원은 15명으로 계
산 되었다. 반면 지주를 두 개 설치했을 때 18.49m2, 
49명, 지주하나와 신호제어기를 설치했을 때 24.56m2, 
66명으로 안전지대가 넓어지고 면적에 따른 안전
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영역을 옐로카펫과 같이 색
상이 있는 필름 또는 보도블록의 색상 등을 이용해 
안전지대를 표시한다면 보행신호를 대기하는 보행
자의 안전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과 같이 안전지대의 확보를 위해 도로
의 기하학적 구조를 변경한다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많
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기존에 도로를 이용하던 운전자
와 보행자에게 혼란을 주어 더욱 위험한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한 보행자 안전지대를 도
출하는 방법론을 사고다발구간,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
호구간, 신규 또는 재시공되는 횡단보도에  설치 후 그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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