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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량에서 수집된 차량 운행 데이터는 차량에서 발생한 영상 데이터 및 센싱 데이터가 그대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

에 외부에서 차량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석하여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차

량의 움직임 및 운전자의 조작 상태를 감지하고 분석하여 실제 도로 상황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움직임, 운전자의 각종 조작상태, 충돌 펄스 및 충돌과 관련된 신호들을 감지하고 저장하여 분석하는 사고 상황감지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충돌 직전 운전자의 반응, 차량의 조작 상태 및 물리적인 움직임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수집하여 분석한 차량 운행 데이터는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을 규명하

고 공정한 사고처리에 이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파악하여 잘못된 운전 습관의 교정 및 유류비 절감 등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BSTRACT

Car running data collected from the vehicle is a native image data and sensing data of it. Hence, it can be used as a set 
of objective data based on which events that took place outside the car can be analyzed and determined. In this paper, we 
designed and implemented a emergency situation detection system to sense, store, and analyze signals related to car 
movements, driver's various operation states, collision pulse, etc when a car collision accident occurs on the actual road 
by sensing and analyzing the car movements and driver's operation status. The suggested system provides information 
on the driver's reaction right before the collision, operation state of the vehicle, and physical movement. The collected 
and analyzed data on vehicle running can be utilized to clarify the cause of a collision accident and to handle it in a just 
manner. Besides, it can contribute to grasping and correcting wrong driving habits of the driver and to saving. 

키워드 : 충돌사고, 사고감지,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블랙박스 

Key word : Crash Accidents, Accident Detection, Accelerometer, Gyro Sensor,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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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국내외적으로 자동차 보유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

라 교통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사상자를 포함한 인적

경제적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

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자동차 등록대

수 1,887만대,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23,656건으로 인

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는 각각 

13.3명과 769.2명이고,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

자수와 부상자수는 각각 2.6명과 156.1명으로 나타났다

[1,2].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사고의 문제를 분석하고, 사고 

후 처리를 위한 블랙박스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어 상용화되었으며, 자동차 회사들도 독자적인 기술

을 바탕으로 생산되고 있는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탑재

하여 출시하고 있다[3,4]. 그러나 현재 출시되어 상용화

되어 있거나 출시 예정인 제품들은 교통사고 후 과실여

부를 판단하는 기능이 대부분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움직임이나 운전자의 조작상태 등 사고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의 제품화가 시작되

고 있으며, 연구 및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
라서 자동차 충돌사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운전자

의 의식불명에 따른 초기 응급조치의 미흡, 뺑소니 또

는 사고 후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용 블

랙박스와 함께 교통사고 상황을 감지하여 통보 또는 분

석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5,6,7].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움직임 및 운전자의 조작 상태

를 감지하고 분석하여 실제 도로 상황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움직임, 운전자의 각종 조

작상태, 충돌 펄스 및 충돌과 관련된 신호들을 감지하

고 저장하여 분석하는 차량용 사고 상황 감지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충돌 직전 

운전자의 반응과 차량의 조작 상태, 차량의 물리적인 

움직임에 대한 정보, 즉 차량의 물리적 움직임과 관련 

있는 종 횡 가속도와 차속 데이터, 운전자의 조작 상

태와 관련 있는 조향각, 방향등, 제동 및 가속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수집 및 분석한 정보는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공정한 사고

처리에 이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파악

하여 잘못된 운전 습관의 교정 및 유류비 절감 등의 효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교통사고 상황

감지 및 통보서비스 관련 연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제안한 사고 상황감지시스템의 구성, 사고감지 및 정보 

분석 방법을 소개하며, 4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의 구

현 및 실험 내용,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한 내용을 

기술한다.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

의한다.

. 관련연구

빈발하고 있는 자동차 충돌 사고에서 사고 상황에 대

한 과학적인 해석은 차량 사고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그 중요성이 최근 강력하게 인식되고 있다. WHO는 

2020년 상해나 사망의 3번째 주요 원인으로 차량사고

를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모든 수송사고의 90%
는 차량에 의해 이루어진다. 2009년 한해 대략 1000만 

건의 사고가 있었고 그중 3.5만 명가량이 사망하였다. 
최근 북미,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충돌사고 해석, 효과적인 교통사고 구

조 방지 대책의 수립, 안전도를 제고하는 차량의 설계, 
그리고 텔레매틱스(Telematics)와 연동을 통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구현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고 당시 차량의 각종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 및 사고 당시 차

량 움직임과 운전자의 반응을 분석할 수 있는 사고 기

록 장치(EDR : Event Data Recorder)에 대한 개발 및 시

험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4].
[4]에서는 차량에 장착한 EDR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충돌을 감지하기 위한 알고리즘, EDR 저장 데이터를 

활용하는 재구성 해석 방법, 그리고 실험에 의한 신뢰

도 및 실용성 확보 과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에서는 

정면/측면/후방의 모든 방향에서 충돌을 제대로 감지하

였고, 충돌 유사상황을 정확히 구분하여 배제할 수 있

었다.
[7]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통보를 위하여 비행

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성하여 사고판단, 사고데이터 저장 그리고 사고통보

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방법은 차량의 센서로부터 측

정되는 가속도 값을 통하여 사고의 판단이 가능한 향상

된 점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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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과 [9]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후 신속한 처리가 요

구되는 환자의 응급후송 및 2차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에 따라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

는 블랙박스 기반의 차량용 응급감지 및 통보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에서는 사고감지, 정보 

분석 및 정보 운영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블랙박스보

다 차량상황 감지의 정확성을 높이고, 스마트폰을 이용

하여 응급상황을 통보해준다.
[10]에서는 교차로 내 사고를 감지하기 위하여 배경

영상과 교차로 내에 설치된 사거리 신호등의 주기를 이

용한 교차로 사고감지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사고감

지를 위하여 차량 및 외부 그림자 또는 차량 조명등의 

영향으로 인한 사고 오 판단을 줄이기 위하여 신호등의 

주기와 배경영상의 히스토그램의 속성을 이용한 필터

를 개발하여 이용하였으며, 사고 감지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 사고 상황 감지시스템

차량용 블랙박스의 핵심은 교통사고를 감지하고, 사
고정보를 저장 및 분석하여, 사고원인을 식별하거나 운

전자의 운전습관을 분석하여 개선하는 등 분석한 정보

를 운용하는데 있다. 현재 교통사고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운전석 또는 조수석의 

에어백을 위한 전방 충돌센서, 측면 에어백 장착 차량

은 측면 충돌센서 등을 이용하여 사고를 감지한다. 요
약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방과 측면의 가속

도 센서에서 측정한 충격량을 계산하여 사고를 감지하

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스위치 조작으로 

사고 감지 기능을 대신하여 전후 상황의 데이터를 저장

하여 활용한다[4].  

3.1. 시스템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여 구현한 사고 상황감지 시스

템(emergency situation detection system)의 구성은 그

림 1과 같다.  
차량의 충돌을 감지하고 동적 움직임을 분석하기 

위한 종 횡 방향의 가속도 센서, 운전자의 반응 및 차

량 조작상태의 분석을 위한 자이로 센서 및 각종 스위

치 조작 정보의 입력을 위한 장치들이 있고, 이들 데이

터를 저장할 메모리, 시스템을 제어할 마이크로프로세

서 등으로 구성된 전자제어장치와 사고정보의 기록 및 

분석을 위한 사고감지 모듈과 정보 분석 모듈로 구성

된다. 저장되는 정보는 차량의 동적 움직임에 관련하

여 종 횡 가속도, 차속 데이터가 있으며, 운전자 조작

과 관련해서는 조향각, 방향등, 제동 여부, 가속 여부 

등이 있다.

그림 1. 사고 상황감지 시스템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emergency situation detection system

3.2. 사고 감지 하드웨어 모듈

충돌 사고를 감지하는 방법으로 가속도 센서 또는  

에어백 폭발 신호를 이용하거나 운전자의 수동 조작에 

의해 충돌을 감지할 수 있다. 시스템이 차량의 충돌 사

고를 감지하면 사고 전후의 일정 시간동안 차량의 움직

임, 운전자의 행동들과 관련된 자료를 저장하고, 이러

한 자료들은 충돌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사고 정보 분

석 프로그램에서 활용한다. 이와 같은 처리 과정을 통

하여 사고현장에서 차량의 궤적을 확인할 수 있고, 충
돌사고 원인 분석 과정에서 충돌 차량의 속도 변화와 

주력 방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고감지 모듈의 주요 

기능은 충돌의 자동 감지, 충돌 차량의 속도변화와 주

력 방향 등 계산, 차량 거동의 측정 등이다. 충돌 판정, 
그리고 충돌 차량의 속도변화와 주력 방향 계산을 위해 

±50G 측정범위인 dual-axis capacitance형 가속도계

(Analog Devices ADXL250)를 사용한다. 한편, 통상적

인 차량 주행에서 가속도의 측정을 위해서는 ±5G 범위

인 2개의 single-axis capacitance형 가속도계(Analog 
Devices ADXL105)와 측정범위 ±100 /sec인 하나의 

yaw-rate 센서(Silicon Sensing Systems CRS-03)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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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충돌 동안 가속도의 특성이 정상 주행동안의 것

과는 매우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측정 범위의 

가속도계와 서로 다른 표본 빈도를 사용한다. 또한 기

록된 자료를 저장하는 동안 입력 전원이 꺼지더라도 기

록된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FeRAM을 사용한다. 표1
은 사고감지 모듈의 주요 사양을 요약한 것이며, 그림 2
는 표 1의 사양을 반영하여 구성한 사고감지 하드웨어 

모듈이다. 

표 1. 사고감지 모듈의 주요 사양

Table. 1 main specification of the emergency detection 
module

항  목 사   양

가속도 

센서

범위
±50G(충돌감지)

±5G(궤적 추적)

감지 방향 가로축과 세로축

주파수 200 Hz(충돌감지)

각속도 

센서

범위 ±100 도/초

주파수 20 Hz

운전자 조작
조향각, 방향등, 제동여부, 가속여부, 

기어선택, 엔진RPM

메모리 크기 1MB 플래시 메모리

기록 시간 각 사고당 -50sec +10sec 

 

그림 2. 사고 상황 감지 모듈 

Fig. 2 module of emergency situation detection

일반적으로 속도에 상관없이 충돌이 발생한 후 0.08 
0.17초 사이에 가속도 펄스가 존재하게 된다. 가속도 

신호성분을 주파수 분석을 하였을 때, 첫 번째 피크가 

위치하는 주파수 분포가 충돌 속도에 대한 상관 정보가 

약하며 50 70Hz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이 특정 주파수를 통해 충돌사고 판단이 가능하다

고 가정하였다. 

3.3. 충돌사고 분석 모듈

사고 분석 모듈은 차량의 충돌을 감지하고 동적 움직

임을 분석하기 위해 센서와 각종 스위치 조작 여부를 

이용하여 수집한 종 횡 방향의 가속, 차속 데이터, 조
향각, 방향등, 제동 및 가속여부, 운전자의 반응 및 차량

의 조작상태를 분석한다. 정보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는 사고감지 하드웨어 모듈을 이용하여 수집한 후 메모

리에 저장하며, 차량의 동적 움직임에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사고감지 하드웨어 모듈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고를 분석하는 모듈의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사고 분석 모듈은 사고 분석과 실시간 센싱 데이터 

처리로 구분되며, 사고 분석은 차량의 이동 정보를 분

석하기 위한 기능으로 차량 정보와 사고 정보를 입력하

고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한다. 그리고 센싱 데이터 처

리는 차량의 움직임 기록장치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

석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사고감지 하드웨어 모듈

⇩
충돌사고 분석 프로그램

사고 분석 센싱

데이터

처리
차량정보

관리

사고정보

관리

차량주행

정보분석

그림 3. 충돌사고 분석 프로그램의 구성

Fig. 3 configuration of emergency analysis program

3.3.1. 사고 분석

사고 분석은 차량의 이동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기능

으로 차량 정보와 사고 정보를 관리하고, 차량의 움직

임을 분석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자동차 사고

의 기본 정보 입력을 위한 사건 정보와 사고 분석 기능

을 포함한다. 차량정보와 사고정보 관리에서는 사고 리

스트, 사건 번호, 차량 정보, 사고정보 파일, 사고 정보 

등의 정보를 관리한다. 
사고 차량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차량 이동 정보를 사고분석 모듈로 가져와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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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정보를 분석한다. 사고 주행 정보 분석은 차량 이

동 정보를 분석하여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기능으

로 센싱 정보 분석과 3차원 주행 궤적으로 표현할 수 있

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센싱 데이터는 가속도 센

서와 자이로 센서로부터 초당 10개의 정보를 저장하며, 
원시 데이터의 노이즈 필터링(Noise filtering)을 수행하

기 위하여 K-평균 알고리즘(K-means algorithm)[12]과 

칼만 필터(Kalman filter) 알고리즘[12]을 적용하여 처

리하였다. 

3.3.2. 센싱 데이터 처리

사고감지 데이터는 차량의 움직임 저장장치의 센서

를 교정(calibration) 및 초기화를 실시하여 실시간으로 

사고 상황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한다. 115,200bps의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센서와 통신하며, 센서의 기본 

출력속도는 100ms이다. 센싱 정보는 실시간으로 그래

프로 표시되고, 그 값은 센싱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실험 및 고찰

이 장에서는 사고 상황을 감지하여 저장장치에 저장

하는 하드웨어 모듈과 저장장치에 저장된 사고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고 상황을 분석하는 사고 분

석 프로그램의 구현 내용과 실험 내용, 관련연구들과의 

비교한 결과를 기술한다.

4.1. 사고 감지 실험

사고 감지 실험을 위해 사고 상황 감시시스템을 탑재

한 차량으로 실제 도로를 주행하여 사고 상황 감지 모

듈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실

험한 도로 주행은 직선 주행, 지그재그 중행, 실제도로

를 주행하는 상황을 기반으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데
이터 수집 주기는 초당 10개의 정보를 저장하였다. 

직선 주행은 평지에서 일정한 속도로 가속하여 진행

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지그재그 주행

은 실제 주행 시 좌우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진행하였으

며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또한 도로 주행의 시

뮬레이션을 위해 실제 도로를 이동하면서 사고 상황 감

지 모듈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4. 직선 주행 가속도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Fig. 4 acceleration signal & simulation of straight traveling
 

그림 5. 지그재그 주행 가속도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Fig. 5 acceleration signal & simulation of zigzag traveling

그림 6. 실제 도로 주행과 시뮬레이션

Fig. 6 actual road driving and simulation 

그림 7. 도로 주행 가속도 데이터와 노이즈 제거 결과

Fig. 7 acceleration signal of road driving and noise 
reduction results

4.2. 사고 분석 실험

사고 분석 모듈은 차량의 이동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기능으로 차량 정보와 사고 정보를 입력하고 차량의 움

직임을 분석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사고 분석 모

듈은 그림 8과 같이 사고리스트( ), 사건번호( ),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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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사고정보파일( ) 및 사고정보( )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8. 사고 분석 모듈의 화면 구성

Fig. 8 configuration of emergency analysis module

 

그림 9. 사고정보 파일 관리

Fig. 9 management of emergency information file

사고리스트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를 보여주고, 사건번호는 날짜와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부여하고, 차량정보는 사고 차량의 정보를 입

력할 수 있다. 사고 정보 파일은 차량 거동정보 저장장

치로부터 거동정보 파일을 사고분석 모듈로 복사하여 

사고 주행 정보를 분석한다. 그림 9의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한 후 거동정보 파일을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

하면 사고 분석 모듈로 파일을 복사한다. 사고정보는 

실제 사고와 관련되는 정보, 즉 사고 시간, 사고 장소, 
도로의 제한 속도, 탑승 인원, 관련 차량과 사고내용을 

입력하여 관리한다.

그림 10. 사고 주행 정보 분석 모듈

Fig. 10 analysis of driving accident information

사고 주행 정보 분석 모듈은 차량 이동 정보를 분석

하고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센싱 

정보 분석과 3차원 주행 궤적을 표시한다. 이 모듈은 그

림 10과 같이 사고리스트( ), 사건번호( ), 기본정보

( ), 확장 그래프 뷰( ), 센서 분석 영역( ) 및 그래프 

뷰(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 정보

Fig. 11 information of acceleration & gyro sensor 

사고 리스트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를 리스트로 보여주고, 사건 번호는 해당 차량의 움직

임 센싱 정보 목록을 보여주며, 리스트 중 분석하고자 

하는 목록을 선택하면 그림 11과 같이 그래프 뷰에 가

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의 정보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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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기본 정보와 가속도 센서 offset 
Fig. 12 basic information and acceleration sensor offset  

기본 정보는 그림 12와 같이 선택한 차량의 움직임 

정보 파일의 총 개수, 사고 설정 임계값, 적용 축, 노이

즈 필터 적용 여부, 속도 연산 여부와 Offset 등을 설정

할 수 있다. 

그림 13. 가속도와 자이로 센서 정보

Fig. 13 information of accelerometer and gyro sensor

그림 14. 속도 연산 그래프

Fig. 14 speed   computation graph

확장 그래프 뷰 기능은 3D View, 가속도 그래프, 자
이로 그래프, 속도 연산 그래프와 평균 그래프를 표시

할 수 있다. 3D view는 차량의 주행 궤적을 3D로 변환

하여 그림 15와 같이 가상공간에 보여주고, 가속도 그

래프는 그래프 뷰의 그래프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영역

의 차량 움직임 정보 중 가속도 정보를 확대하여 새로

운 윈도우에 보여준다(그림 13(좌측)). 자이로 그래프

는 그래프 뷰의 그래프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영역의 

차량 움직임 정보 중 자이로 센서의 정보를 확대하여 

새로운 윈도우에 보여주며(그림 13(우측)), 속도 연산 

그래프는 그래프 뷰의 그래프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영

역의 차량 움직임 정보 중 가속도 정보를 적분하여 속

도 정보로 변한한 후 그림 14와 같이 새로운 윈도우에 

보여준다.

그림 15. 3D 주행 시뮬레이션

Fig. 15 3D driving Simulation

센서 분석 영역은 그래프 뷰의 그래프에서 사용자가 

마우스 드래그로 선택할 수도 있고, 입력창에 직접 입

력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센서 분석 영역에서 설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의 궤적 및 속도 연산에 사용되므

로 영역 설정은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3D 주행 궤적은 

그림 15와 같이 선세 분석 영역에서 설정된 구간의 차

량 주행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3D 주행 시뮬레

이션은 차량의 자동 및 수동 주행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며, 간격(interval)을 설정하여 차량의 진행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차량 주행 시뮬레이션은 차량 움직임 

정보의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를 분석하고 적용하

여, 차량의 브레이크 상태 정보를 차량의 위치에 따라 

on/off로 표시된다.

그림 16. 사고감지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Fig. 16 real-time analysis of emergency detec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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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센싱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실험

사고감지 데이터는 차량의 움직임 저장장치에 저장

된 저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사고 상황을 그림 16과 

같이 그래프로 표시한다. 센싱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표시되고, 그 값은 센싱 데이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4.4. 기존 연구와 비교

차량의 충돌사고 감지 및 분석에 대한 기존의 관련 

연구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비교한 결과를 표 2
에 정리하였다. 4개의 방법에서 센서, 각종 스위치 및 

신호등/배경영상 등으로부터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획

득하여 사고 상황을 감지하고 있다. 센서나 각종 스위

치를 이용하여 차량의 충돌사고를 감지하는 방법은 일

반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영상을 이용하여 사고 

상황을 감지하는 방법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제안한 

방법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센서와 각종 스위치 등을 

이용하여 사고 상황을 감지하였다.

표 2. 관련 연구와의 비교

Table. 2 comparison with related research

방법

항목

제안한 

방법

기존 

연구[4]
 기존 

연구[8],[9]
기존 

연구[10]

정보획득

방법

센서, 각종 

스위치

센서, 각종 

스위치

가속도 

센서

신호등과 

배경영상

사고

상황감지

사고원인

진단

사고원인

분석

사고 후 

정보활용

사고원인

분석/판별

주행경로 

재구성

전화/문자 

통보

교차로신

호등제어

사고감지

정확도

100%
(20/20) ? ? 100%

(15/15)

기존 연구들은 부분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진단하거

나 분석할 수 있다. [8]과 [9]는 사고를 감지하여 전화나 

문자로 통지만 가능하고, [10]은 교차로 내에서 사고 발

생 시 교차로 신호등제어기 제어 및 사고 상황을 종합 

교통 센터에 전송이 가능하며, [4]는 사고과정을 재구성

하여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센서

와 각종 스위치를 통해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

한 형태로 사고의 원인을 진단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일반화되어 있는 사고 상황감지 방법을 적용하여 하드

웨어 모듈을 구현하고 실험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사고 

감지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움직임 및 운전자의 조작 상태

를 감지하고 분석하여 실제 도로 상황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움직임, 운전자의 각종 조

작상태, 충돌 펄스 및 충돌과 관련된 신호들을 감지하

고 저장하여 분석하는 차량용 사고 상황 감지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구현한 시스템에서는 충돌 직전 

운전자의 반응과 차량의 조작 상태, 차량의 물리적인 

움직임에 대한 정보, 즉 차량의 물리적 움직임과 관련 

있는 종 횡 가속도, 차속 데이터, 운전자의 조작 상태

와 관련 있는 조향각, 방향등, 제동 및 가속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의 분석 결과는 충돌 사

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공정한 사고처

리에 이용할 수 있고,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파악하여 

잘못된 운전 습관의 교정 및 유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향후 연구방향은 차선과 차량 인식률을 개선, 주행 

도로 영상 프레임 처리 속도 보완 등 주행 차량에 서 획

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존 연구들과 

접목시켜 제안한 사고 상황 감지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

시키고, 실제 차량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블랙

박스와 결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개발을 진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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