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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edestrian to vehicle traffic accidents show a very high mortality rate compared to the frequency of 
occurrence. In order to improve the pedestrian protection performance of the vehicle, the korean government added a 
“pedestrian safety“ entry from the year 2007. The performance for pedestrian protection of current vehicles gradually 
improved compared to the past, but it is still insufficient. It was found that the pedestrian protection performance was 
very weak, such as the top of the bonnet, the A-pillar and under the front windshield. A application of an active hood 
and pedestrian protection airbags can be countermeasures for these weak points of pedestrian safety. The active hood 
and pedestrian protection airbags are designed and manufactured to apply to the top of the hood and to the bottom of the 
windshield. The manufactured system is equipped in a test vehicle and evaluated based on the 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KNCAP) test procedures for the performance of pedestrian safety. As a result, the outstanding 
effect of pedestrian protection has been achieved by the active hood and the pedestrian protection airbag. The rates of 
pedestrian injury are reduced by 82.2% and 95.4%, respectively.

Key words : Pedestrian safety(보행자 보호),  Active hood(액티  후드), Pedestrian protection airbag(보행자 보호 
에어백), 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신차안 도평가), Head injury criteria(머리상해기 값)

1. 서 론1)

2011년 국내 차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1,998명으로서 체 교통사고의 약 39.2%를 차지
하고 있다.1) 자동차의 보행자 보호 성능을 향상시키
기 하여  세계 으로 보행자 보호를 한 연구

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 11월 보
행자 보호를 한 세계기술규정인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이 확정, 공표되었다.2) 아국을 
포함한 1998 정가입 국가들은 자국의 보행자 보호

*Corresponding author,  E-mail: dtkim9@hoseo.edu

를 하여 GTR을 곧 시행할 정이다. 특히 우리나
라의 경우 GTR을 기본으로 보행자 보호를 한 자
동차안 기 을 2008년 12월 8일 제정하고 2013년 1
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신차)를 심으로 시행하고 
있다.3) 한편 자동차안 기 과 함께 신차안 도평

가(KNCAP)도 시행하고 있다.4) 신차안 도평가는 

정부가 자동차의 안 성을 평가하여 공표하는 제도

로서 법  구속력은 없으나 최근들어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신차안 도평가에서 보행자안 성

은 2007년에 도입되어 우선 머리부분부터 평가를 수
행하 고 2008년부터 다리부분이 추가되어 지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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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수행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총 
56차종에 한 보행자 보호 성능이 평가되었다. 이
와 같이 보행자 보호를 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들

에 의하여 자동차의 보행자 보호 성능은 차 향상

되는 추세에 있으나 여 히 미흡한 상태이다. 2012
년을 기 으로 재 자동차의 보행자 보호 성능은 

수기 으로 총 30  만 에 약 13.4 , 별 개수 기
으로 총 5개 만 에 약 2.8개 수 에 그치고 있다.5) 
자동차의 보행자 보호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크

게 수동  방법과 능동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동  방법은 보행자 충돌시 충격을 흡수할 수 있

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재질  설계를 변경

하는 방법이다. 재 부분의 자동차들은 이러한 

수동  방법을 용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면 창유리하
단  A필라와 후드상단 등 보행자 보호 취약부 에 

해서는 별도의 획기 인 책이 필요하다. 능동
 방법은 보행자와 충돌시 순간 으로 작동하여 보

행자를 보호하는 극  보호 시스템을 용하는 것

이다. 충돌순간 후드를 들어올려 충격흡수 공간을 
순간 으로 추가 확보해주는 “액티  후드”와 창유
리 하단  A필라에 펼쳐져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보행자 보호 에어백”이 그 표 인 이다. 액티
 후드  보행자 에어백은 해외에서는 이미 기술

이 실용화되어 자동차에 장착되어 매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까지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차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을 고려할 때 액티  후드  보행

자 에어백의 개발이 시 히 요구된다.
배한근

6) 등은 액티  후드 리 트 시스템의 액

에이터를 동역학 으로 해석하 고, 신문균7) 등은 
직교배열표를 이용하여 액티  후드 리 트 시스템

을 설계하 으며, 이동원8) 등은 액티  후드 리 트 

시스템의 다분야 CAE 해석을 수행하 다. 황인9) 등
은 면 부상 액티  후드 시스템을 개발하 고 노

수경
10) 등은 미 니컬 액티  후드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이근배11) 등은 머리상해 감용 액티  후

드 리 트 시스템 개발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

며 노상
12) 등은 공압 실린더  단순 링크기구를 

이용한 충돌 보행자 보호 장치에 하여 연구하

다. 유완동 등은 철도차량 사고자 보호를 한 

에어백 개발13)  사고자 보호 에어백 개발14)을 

연구하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실차평가시험

이 아닌 링크기구를 이용하 거나, 실차평가시험의 
경우에도 액티  후드의 용 차종이 소형승용차 

혹은 SUV 으며, 보행자 보호 에어백의 용은 자
동차가 아닌 철도차량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형 승용자동차를 상으로 

액티  후드와 보행자 보호 에어백을 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 다. 한 국내 신차안 도평가 보

행자안 성 평가방법을 소개하고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5년간의 평가결과를 분석하 다. 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의 표 인 보행자 보호 

취약부분인 후드의 윗부분과 면 창유리  A필라
에 용하기 한 액티  후드  보행자 보호 에어

백을 설계･제작하 다. 제작된 액티  후드  보행

자 보호 에어백을 실차에 장착하여 신차안 도평가 

보행자안 성 평가방법에 의거 실차평가시험을 수

행하 다. 평가시험 결과 액티  후드  보행자 보

호 에어백의 보행자 보호 효과를 분석하 다. 

2. 교통사고 분석

Fig. 1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
한 국내 차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부상자수 
 사망자수를 나타내었다. 2011년을 기 으로 총 

49,701건의 차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행하여 총 

50,907명이 부상하 고 총 1,998명이 사망하 다. 
차  보행자 교통사고는 체 으로 발생건수  

부상자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사망자수는 진

Fig. 1 Traffic accidents for vehicle to pedestrian (2007year~ 
2011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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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affic accidents patterns (2011year)

Fig. 3 Causes of pedestrian fatalities (2011year) 

Fig. 4 Causes of pedestrian injuries (2011year)

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Fig. 2에는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구

분하여 나타내었다. 차 차 사고의 경우 총 161,681
건이 발생하여 총 2,097명이 사망한데 반하여 차  

보행자 사고는 총 49,701건이 발생하여 총 1,998명
이 사망하 다. 차  보행자 교통사고는 발생빈도

에 비하여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의 Fig. 3에는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차  보행자 교통사고의 사망원인을 나타내었고 

Fig. 4에는 부상원인을 나타내었다. 가장 주요한 사

망원인은 머리로서 약 63.8%를 차지하 으며 다음

으로는 가슴(9.7%), 다리(6.5%), 다리(4.4%) 등의 순
서로 나타났다. 가장 주요한 부상원인은 다리로서 
약 40.1%를 차지하 으며 다음으로는 허리(16.9%), 
머리(9.7%), 팔(9.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행자 상해를 이기 해서는 자동차의 보행자 

보호 성능을 향상시켜야 하며 특히, 사망률을 감소
시키기 해서는 보행자의 머리보호 성능을 획기

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3. 신차안 도평가(보행자안 성)

3.1 평가결과

자동차의 보행자 보호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국내 신차안 도평가의 보행자안 성 항목 평가결

과를 분석하 다. 평가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Appendix)에 설명하 다.
머리부분만 우선 시행되었던 2007년부터 2012년

까지 6년간 총 56차종에 하여 보행자안 성 평가

가 수행되었다. 연도별 평가 수는 각각 4 (2007
년), 8 (2008년), 10 (2009년), 12 (2010년), 11
(2011년), 11 (2012년)이다. 평가된 자동차들은 국
내에서 매되었던 신차들이며 수입자동차들도 일

부 포함되어 있다. 다음의 Fig. 5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가결과를 연도별로 표시하여 자동
차의 보행자 보호 성능 추이를 나타내었다. 자동차
의 보행자 보호 성능은 차 향상되는 추세에 있으

나 여 히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을 기 으

로 평가결과 수는 충 30  만 에 평균 13.4 , 별 
개수는 총 5개 만 에 평균 2.8개 수 이다.

Fig. 5 Test results for pedestrian safety (KN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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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과분석

아래의 Fig. 6은 자동차의 표 인 보행자 보호 

취약부 인 면 창유리 하단부(충격 역A2~충격
역A5)  A필라(충격 역A1,충격 역A6)의 평
가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면 창유리 하단부는 

크래쉬패드와 착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 상해가 

높고 A필라는 복사고 발생시 탑승자 보호를 해 
강한 강성으로 인하여 보행자 상해가 높은 부 이

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평가 상 자동차 에

서 창유리 하단  A필라에 실제 충격시험을 실시
한 결과를 역별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머리상
해기 값(Head Injury Criteria)이 부분 1,000~3,000 
사이에 분포하 다. 이 부분에 하여 보행자 보호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보행자 보호 에어백의 

용이 요구된다.
다음의 Fig. 7은 후드 상단에 한 평가결과를 나

타낸 그림이다. 후드 상단의 경우에도 내부 엔진 구
조물과의 2차 충돌  카울 탑의 치 등에 의하여 
상 으로 보행자 상해가 높은 특징이 있다. 후드

Fig. 6 Test results for the bottom of windshield (HIC)

Fig. 7 Test results for the top of hood (HIC)

상단의 경우 부분 머리상해기 값(HIC)이 1,000~ 
1,500 사이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한 보행자 보호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액

티  후드의 용이 필요하다.

4. 액티  후드  보행자 보호 에어백

4.1 해외 개발 황

액티  후드는 보행자와 충돌 시 후드를 순간

으로 들어 올려 공간을 확보함으로서 보행자의 머

리를 보호하는 장치이다. 액티  후드의 자동차 장

착은 2005년 랑스의 시트로엥-C6 차종에 세계최
로 용되었다. 이후 JAGUAR-XK 차종이 2006
년, HONDA-LEGEND차종이 2007년 순서 로 장착

하여 양산하고 있다. 보행자 에어백은 보행자의 머
리상해를 감소시키기 하여 개발된 보행자 용 

에어백으로 자동차 면부의 창유리 하단  A-필
라를 덮는 형식으로 액티  후드와 함께 연동되어 

작동한다. 보행자 에어백은 Volvo-V40 차종이 2012
년 세계최 로 장착하 으며 재까지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다음의 Table 1에 액티  후드  보행자 

에어백의 자동차 장착 황을 정리하여 나타내었

다. 한편 액티  후드와 보행자 에어백 련 국내 개

발 황은 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용화된 사례는 없다. 액티  후드는 최근 련 기

술이 거의 완성되어 곧 내수용 자동차에 장착될 것

Table 1 Vehicles equipped with active hood & pedestrian 
airbag 

구 분 Active Hood Pedestrian Airbag

PSA C6(2005), RCZ(2009)
B809(2011) -

JAGUAR XK(2006), XF(2008)
XJ(2009) -

HONDA LEGEND(2007) -

NISSAN SKYLINE(2007)
GT-R(2007) -

CADILLAC CTS(2008) -

Mercedes Benz E-CLASS(2009)
M-CLASS(2011) -

BMW
5 & 7 Series(2010)

6 Series(2011)
3 Series(2012)

-

VOLVO V40 V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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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되며, 보행자 에어백은 기술 개발이 상
으로 늦게 시작되어 액티  후드보다는 실용화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4.2 시스템 설계  제작

액티  후드를 개시키기 한 액 에이터와 보

행자 보호 에어백을 설계  제작하 다. 액 에이

터는 자동차의 힌지가 장착되는 부 에 부착하여 

후드를 순간 으로 들어 올려주는 장치로서 후드 

윗부분에 좌･우 각각 1개씩, 2개가 한 세트로 작동
한다. 보행자 보호 에어백은 폴딩된 상태로 인
이터와 함께 에어백 하우징에 장착되어 후드 윗부

분의 내측에 설치된다. 아래의 Table 2에 액티  후

드 개용 액 에이터와 보행자 보호 에어백의 규

격에 하여 설명하 고 완성된 시제품을 Photo. 1
에 나타내었다.

Table 2 Specifications of actuator & airbag
구 분 액 에이터 보행자 에어백

개시간 30ms 50ms
개높이 100mm 250mm

인 이터압력 - 390kpa
유지시간 - 150ms
부피 - 120ℓ

Photo. 1 Actuator & Pedestrian protection airbag

4.3 실차평가시험

4.3.1 충격지 선정

평가시험에 사용된 자동차는 국내 자동차를 표

할 수 있는 형 세단형 승용자동차이다. 자동차의

Photo. 2 Selection of impact points (Total 13 points)

보행자 보호 취약부분인 창유리하단  A필라와 후
드 상단에 하여 충격지 을 선정하 다. 창유리
하단  A필라는 좌･우 A필라를 포함하여 9개 지
이며, 후드 상단은 4개 지 으로 총 13개 지 을 선

정하 다. 의 Photo. 2에 선정된 충격지 을 나타

내었다.

4.3.2 실차평가시험 방법

선정된 충격지 에 하여 우선 액티  후드  

보행자 보호 에어백이 미장착된 상태에서 머리모형 

충격시험을 실시하여 머리상해기 값(HIC)을 산출
한다. 이후 액티  후드를 장착한 상태에서 후드의 

4개 충격지 (HP1~HP4)에 한 머리모형 충격시험
을 실시하여 액티  후드의 성능을 확인하고 마지

막으로 보행자 보호 에어백을 장착한 상태에서 A필
라  창유리 하단의 총 9개 지 (P1~P9)에 하여 
머리모형 충격시험을 실시하여 보행자 보호 에어백

의 성능을 확인한다. 아래의 Fig. 8에 실차평가방법 
 차를 나타내었다.

Fig. 8 Test method & procedure for real vehicle impact

4.3.3 시스템 장착

제작된 액티  후드 개용 액 에이터와 보행자 

보호 에어백을 실차에 장착하 다. 액 에이터는 

자동차의 힌지가 장착되는 부 에, 보행자 보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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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Attachment of active hood & pedestrian airbag

어백은 인 이터와 하우징이 조합된 상태에서 후

드 상단의 뒷면에 부착하 고 그 내용을 아래의 

Photo. 3에 나타내었다.

4.3.4 평가시험결과

총 13개의 충격지 에 하여 액티  후드  보

행자 보호 에어백이 미장착된 상태의 결과를 Table 3
에 나타내었다. 시험결과, 후드의 경우 머리상해기
값(HIC)이 최  4,789(HP4), 창유리 하단의 경우 
최  3,405(P2), A필라는 최  6,764를 나타내는 등 
보행자 보호 성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실차 충격시험 사진을 다음의 Photo. 4에 나타내
었다.

Table 3 Test results for without active hood & airbag
충격지 머리상해기 값

(HIC)충격지 설명

P1 A필라 6,764
P2 창유리하단 3,405
P3 창유리하단 1,544
P4 창유리하단 1,975
P5 창유리하단 2,851
P6 창유리하단 2,141
P7 창유리하단 2,897
P8 창유리하단 3,391
P9 A필라 6,520

HP1 후드상단 1,596
HP2 후드상단 842
HP3 후드상단 1,044
HP4 후드상단 4,789

후드상단

(액티  후드 미장착)
후드상단

(액티  후드 장착)

창유리하단

(보행자 보호 에어백 미장착)
창유리하단

(보행자 보호 에어백 장착)

Photo. 4 Real vehicle impact tests

4.4 시스템 효과분석

4.4.1 액티  후드

액티  후드 용에 따른 자동차의 보행자 보호 

효과를 분석하 다. 다음의 Table 4에 후드상단에 
한 총 4개의 충격지 에 하여 액티  후드를 

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용한 경우의 머리상해기

값(HIC)을 나타내었다. 액티  후드를 미 용한 상

태에서는 머리상해기 값(HIC)이 각각 1,044(HP3), 
4,789(HP4) 으나, 액티  후드를 용한 경우 그 

값이 각각 544  854로 감소되어 최  82.2%의 감
소효과(HP4)를 확인하 다. 그러나 충격지  HP1 
 HP2의 경우에는 액티  후드를 용한 경우가 

오히려 머리상해기 값(HIC)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이유는 보행자 보호 에어백 하우징이 후
드상단에 장착되면서 엔진 구조물과 2차 충돌을 일
으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액티  후드  보행자 보

Table 4 Effect of active hood
충격지 머리상해기 값(HIC)

충격

지
설명

(액티  후드)
미장착

(액티  후드)
장착

머리상해

감소율

HP1 후드상단 1,596 1,655 -3.7%
HP2 후드상단 842 1,754 -108.3%
HP3 후드상단 1,044 544 47.9%
HP4 후드상단 4,789 854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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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에어백 등의 시스템을 제작  장착할 때에는 엔

진의 구조물과 2차 충돌을 방지하기 하여 구조  
재질 등을 고려한 설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4.4.2 보행자 보호 에어백

보행자 보호 에어백의 용에 따른 자동차의 보

행자 보호 효과를 분석하 다. 다음의 Table 5에 창
유리하단  A필라 등 총 9개의 충격지 에 하여 

보행자 보호 에어백을 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용한 경우의 머리상해기 값(HIC)을 나타내었다. 
보행자 보호 에어백을 미 용한 상태에서는 머리상

해기 값(HIC)이 창유리하단의 경우에는 최  

3,405(P2), A필라의 경우에는 최  6,764(P1) 으나, 
보행자 보호 에어백을 용한 경우 그 값이 각각 

532  581로 감소되어 최  95.4%의 감소효과(P9)
를 확인하 다. 특히 보행자 보호 에어백이 정상
으로 개되면  시험 역에서 머리상해기 값

(HIC)이 600이하로 나타나는 등 보행자 보호 성능
이 확인되었다. 액티  후드  보행자 보호 에어백

의 보행자 머리상해 감소효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그러나 보행자 보호 에어백의 유지시간이 150ms로
서 비교  짧고 에어백 개 후 형태를 잡아주는 스

트랩 부분이 견고하지 못하여 일부 끊어지는 상

이 발생하 다. 향후 개선품은 보행자 보호 에어백
의 유지시간을 6  이상 폭 확 시키고 에어백의 

폴딩방법을 다양화하며 스트랩을 단단히 고정시키

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Table 5 Effect of pedestrian protection airbag
충격지 머리상해기 값(HIC)

충격지 설명

(보행자
에어백)
미장착

(보행자
에어백)
장착

머리

상해

감소율

P1 A필라 6,764 581 91.4%

P2 창유리하단 3,405 532 84.4%

P3 창유리하단 1,544 461 70.1%

P4 창유리하단 1,975 433 78.1%

P5 창유리하단 2,851 522 81.7%

P6 창유리하단 2,141 485 77.4%

P7 창유리하단 2,897 513 82.3%

P8 창유리하단 3,391 329 90.3%

P9 A필라 6,520 298 95.4%

Fig. 8 Effect of active hood & pedestrian protection airbag

4.4.3 보행자 에어백의 엔진 룸 내 설치방법 제안

보행자 보호 에어백의 머리상해기 값(HIC) 감
소효과는 이  4.4.2 에서 입증되었다. 그러나 보
행자 보호 에어백이 정상 인 상해감소 효과를 발

휘하기 해서는 자동차의 엔진 룸 내에 안정 으

로 장착되어야 한다. 보행자 에어백이 후드와 체결
되는 방식을 설명하기 하여 아래의 Fig. 9에 후드
와 보행자 에어백 하우징, 그리고 인 이터를 도

시하 다. 보행자 보호 에어백의 구성품 에서 인
이터는 운 석 에어백 보다는 커튼 에어백을 

기반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보행자 에어
백의 개형상이 커튼 에어백과 유사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커튼 에어백을 기반으로 보행자 에어백
에 특화된 용 인 이터가 용되어야 한다. 
한 보행자 에어백을 감싸는 하우징이 좁은 엔진 룸 

내에 효과 으로 설치되기 해서는 가  두께가 

얇고 부피가 작아야 한다. 그리고 머리모형의 후드

Fig. 9 Inflater and housing of pedestrian air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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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후 2차 충돌에 의한 머리상해기 값(HIC)의 
증가를 방지하기 해서 재질은 라스틱으로 제작 

되어야하며, 동시에 자동차의 주행  발생하는 진
동  열에 의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5. 결 론

1) 2011년 국내 차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은 

39.2%이며, 보행자 사고는 총 49,701건이 발생하
여 총 1,998명이 사망하 다.

2) 재 자동차의 보행자 보호 성능은 차 향상되

는 추세에 있으나 여 히 미약한 상태이다. 2012
년의신차안 도평가(보행자안 성)결과 평균
수는 약 13.4 (30  만 ), 별 평균은 약 2.8개

(5개 만 ) 수 이다.
3) 자동차의 표 인 보행자 보호 취약부 인 후

드 상단에 액티  후드를 용하여 실차평가시

험을 수행하 다. 액티  후드의 보행자 보호 성

능은 머리상해기 값(HIC)을 기 으로 용 

에는 4,789, 용 후에는 854로서 최  82.2% 감
소효과를 나타내었다.

4) 액티  후드  보행자 보호 에어백 등의 시스템

을 제작  장착할 때에는 엔진의 구조물과 2차 
충돌을 방지하기 하여 구조  재질 등을 고려

한 설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5) 창유리 하단  A필라에 보행자 보호 에어백을 

용하여 실차평가시험을 수행하 다. 보행자 
보호 에어백의 보행자 보호 성능은 머리상해기

값(HIC)을 기 으로 용 에는 6,520, 용 
후에는 298로서 최  95.4% 감소 효과를 나타내
었다.

6) 향후 보행자 보호 에어백의 신속하고 정확한 
개를 하여 에어백의 유지시간을 6  이상으로 

확 시키고 에어백의 폴딩방법의 다양한 용 

 에어백 고정방법을 보다 견고하게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7) 보행자 에어백의 엔진 룸 내 설치방법으로는 먼

 보행자 에어백을 한 특화된 용 인 이

터가 용되어야 하며, 에어백 하우징은 진동  
열에 한 내구성을 갖춘 상태에서 머리상해기

값(HIC)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라스틱으로 

제작되어야함을 제안한다.
8) 본 논문에서는 액티  후드와 보행자 에어백의 

보행자 보호 성능에 하여 시험  근방법으

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의미는 국내에서 공개
된 자료가 거의 없는 보행자 에어백에 한 기술

개발동향 분석과 머리모형 충격시험 결과에 

한 데이터 공개  결과분석이다. 향후에는 보행
자 에어백의 안정화  국산화시키는 연구와 보

행자 머리상해 감소를 한 인자분석의 추가 연

구가 필요하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

원의 연구비지원(12PTSI-C054118-04)으로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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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KNCAP의 보행자안 성 평가방법은 반 으로 

EURO-NCAP과 유사하지만 상부다리모형의 후드
선단부 충격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과 어린이 머

리모형의 충격 역이 횡단경계선인 WAD(Wrap 
Around Distance) 기 으로 1,700mm까지 정의하는 
것(EURO-NCAP은 1,500mm)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세계 공통 기 으로 용되는 세계기술

규정(GTR) No.9 “보행자 보호”의 내용을 우선 으

로 반 시켜 기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보행
자안 성 련 세부 인 평가방법을 A-Fig. 1에 나
타내었다. 머리모형(성인  어린이)와 다리모형(상
부 혹은 하부)을 이용하여 자동차에 충격시험을 실
시 한 후 인체상해 기 값을 산출하고 평가 수를 

부여하여 평가등 을 산정한다.
머리모형 충격시험은 직경 165mm, 무게 4.5kg의 

성인머리모형과 직경 165mm, 무게 3.5kg의 어린이 
머리모형을 각각 65도  50도의 각도와 11.1±0.2m/s
의 속도로 평가 역에 하여 각각 6회 충격시험을 
실시한다. 머리모형 충격시험의 세부내용을 아래의 
A-Table 1에 나타내었다.

A-Fig. 1 Test methods for pedestrian safety (KNCAP)

A-Table 1 Test methods for headform
시험속도 11.1 ± 0.2m/s

시험 역
어린이(WAD : 1,000 ~ 1,700mm)
성 인(WAD : 1,700 ~ 2,100mm)

시험방법
어린이(충격각도 : 50°, 6지 )
성 인(충격각도 : 60°, 6지 )

다리모형 충격시험은 길이 926mm, 무게 13.4kg
의 하부다리모형 혹은 길이 350mm, 무게 9.5kg의 상
부다리모형을 자동차의 면 범퍼에 11.1±0.2m/s의 
속도로 평가 역에 하여 각각 3회 충격시험을 실
시한다. 다리모형 충격시험의 세부내용을 아래의 
A-Table 2에 나타내었다.

A-Table 2 Test methods for legform
시험속도  11.1±0.2m/s
시험 역  면범퍼
시험방법  상부다리 혹은 하부다리(3지 )

머리모형과 다리모형의 평가 역별로 산출된 

수를 합산한 후 인체상해값의 범 에 따라 보행자 

보호 정도를 총 3단계로 구분하고 평가구역별로 자
동차의 면에 색상으로 표시한다. 구체 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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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ble 3 Evaluation methods for injury assessment

구 분
보행자 보호정도 우 수 보 통 미 흡

색상 녹색 노랑색 붉은색

머리 시험구역 HIC 1,000 이하 1,000 과 ~ 1,350이하 1,350 과

다리 시험구역

하부다리

굽힘 각도 15° 이하 15° 과 ~ 19°이하 19° 과
단 변 5mm 이하 5mm 과 ~ 6mm이하 6mm 과
가속도 150g 이하 150g 과 ~ 170g이하 170g 과

상부다리
하 합 5kN 이하 5kN 과 ~ 7.5kN이하 7.5kN 과

굽힘 모멘트 300Nm 이하 300Nm 과 ~ 510Nm이하 510Nm 과

을 A-Table 3에 나타내었다. 2012년까지는 평가결과
를 최고등 의 별 5개  최 등 의 별 1개로 표시
하 으나 2013년부터는 종합등 제로 변경･시행하

여 개별항목에 한 별 표시방법은 더 이상 시행하

지 않는다. 평가 역별 배 은 머리 역이 성인 어

린이 역에 하여 각각 12 , 다리 역은 6 으로 

총 30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