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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늘
2018년 4월 기준, 2차사고 치사율은 54.1%로 일반사고의 치사율(9.3%)에
비해 약 6배 높다(한국도로공사). 또한,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약 37명으로,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수의 약 15%를 차
지한다(국민안전처). 대부분의 2차 사고는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러 가는 도
중에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삼각대 설치시 안전성과 효과적으로 후
행차량에 사고사실을 알리는 효율성이 높은 새로운 제품의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IoT 기술을 안전 삼각대에 결합하여 사고의 정도에 따라
탑승자의 수동 및 자동 조작이 가능하도록 고안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성과
편의성 증대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며 2차사고 예방을 통해 인명 또는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요약문

부착식·부유식 삼각대의 전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방법
은 탑승자에 의해 수동으로 원격 신호기를 이용하여 전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차량 내 설치된 센서의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다. 차량 내 안전 센서
를 모니터링하고 에어백 전개에 관여하는 ACU 시스템에 결합하여 일정량
이상의 충격으로 에어백이 작동할 경우, 삼각대가 자동으로 전개된다. 경미
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원격 조작으로도 삼각대를 전개할 수 있다. 전반
적인 작동과정은 아래 본문의 알고리즘과 같이 각 단계를 거쳐 실행된다.
부착식·부유식 삼각대를 모두 보관함에 있어, 다소 부피를 차지한다는 문
제점이 있었지만, 경량화 설계하였다. 충격 감지 센서의 인식 오류를 방지하
기 위해 차량의 ACU 시스템과 연동하여 센서감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초기
기획단계에서 개발하려던 제품은 일회성 제품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았으나 현
재 설계된 제품은 충진가스를 제외한 모든 구성품은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
여 경제성이 향상되었다. 향후 2차 사고로 인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기대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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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도로공사 및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2차사고 치사율은 54.1%로 일반사
고의 치사율(9.3%)에 비해 약 6배 높다. 또한,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사고 사망자는 연평
균 약 37명, 부상자는 약 1142명으로 이는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수의 약 15%를 차지한다. 발생한 대
부분의 2차사고는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러 가는 도중에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설치시 안전성과
효과적으로 후행차량에 사고사실을 알리는 효율성이 높은 새로운 삼각대의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IoT 기술을 안전 삼각대에 결합하여 운전자의 직접적인 설치를 요했던 기존 삼각대와는
달리 사고의 정도에 따라 수동 및 자동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차별화를 둠으로써 안전성과 편의
성 증대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며 2차사고 예방을 통해 인명 또는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한다.
Abstract: Most of the secondary accidents that occur are on the way to a safety trip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sign a new tripod with high efficiency to safely and effectively inform accidents to following
vehicles during install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ign differentiating manual and automatic
operat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accident, unlike IoT tripod, which required direct installation of driver
by combining IoT technology with safety tripod, to increase safety and convenience. It can be expected, and
the prevention of secondary accidents minimizes human or material damage.

1.

서 론

한국도로공사 및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2차사고 치사율은 54.1%로 일반사고의
치사율(9.3%)에 비해 약 6배 높다. 또한, 2차사고 사망자의 66%는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발생하였
고, 그 중 79%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않고 도로 본선에 나와있거나 차 안에 그대로 머물다가 사고
를 당한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시속 100km/h 이상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져 2
차사고 발생율이 더 높다.(1,2)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가 정차할 경우, 주간에는 차 뒤쪽 100m, 야간에는
200m 지점에 불꽃신호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후행차량에 정차사실을 알려야한다. 특히, 1차 사고 발
생 후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삼각대를 설치하러 가는 도중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3,4) 기존의 삼각대
는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와 직접 설치를 해야 하므로 2차 사고 위험이 높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

†Corresponding Author, schuh@gnu.ac.kr

Ⓒ 0000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4

강하늘

․안지혜․박상혁․허선철

식이 없는 경우 삼각대 설치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차량에 별도의 보관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
개 트렁크에 보관하는데, 트렁크 내부에는 여러 가지 짐 등이 적재되어 있어 필요한 때, 신속하게 설치
하기가 불편하다. 따라서 2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도로 특성에 적합하
고 효율적인 새로운 삼각대의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본 기술은 IoT 기술을 기반으로 부착식·부유식 안
전삼각대로 2차 사고를 예방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소프트웨어 설계
기존 부착식 삼각대의 경우,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와 직접 설치를 해야 하는 불편함과, 설치를 하
여도 후행 차량이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설치 시 2차 사고 위험이 높다. 따라서 본 기술의 목적은
사고 발생 시 부착식·부유식 삼각대가 전개되어 후행 차량에 사고 사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에 있다. 부
착식·부유식 삼각대의 전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 중 첫 번째 방법은 운전자 및 동승자에 의
해 수동으로 원격 신호기를 이용하여 전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차량 내 설치된 에어백 제어 유닛
(ACU ; Airbag Control Unit) 시스템 내 센서의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다.(5~7) 차량의 충돌센서,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등을 포함해 차량 내 안전 센서를 모니터링하고 에어백 전개에 관여하는 ACU 시스템에
결합하여 일정량 이상의 충격이 감지되어 에어백이 작동할 경우, 삼각대가 자동으로 전개된다.(8~10) 경미
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수동으로 원격 컨트롤 버튼을 눌러 삼각대를 전개할 수 있다.(11~12) 전체 과정
은 아래 Fig. 1의 알고리즘과 같이 각 단계를 거쳐 최종단계까지 실행된다.

Fig. 1 Algorithm of embedd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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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lock diagram of alarm and LED system
본 기술로 개발될 제품은 평소 차량 후미 하단부에 부착되어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일정량
이상의 충격이 감지되면 전자동으로 작동된다. 센서가 감지되면 삼각대가 전개되는데, 차량 내 설치된
ACU 센서의 신호를 이용하거나 운전자 및 동승자에 의해 수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 먼저 부착식 삼각
대가 전개되며 경고음과 LED 판의 점멸로 후행 차량에 사고 사실을 전달한다. 이후, 압축가스 주입으로
부유식 삼각대가 전개된다. 수 초 후, 가까운 경찰서 또는 안전신고센터로 알람이 송출된다. Fig. 2는
Labview system을 이용한 LED 판의 작동과정과 알람송출 과정을 코딩하여 나타낸 모식도이다.
Lee, S. H., et al. 에 의하면 제시된 원격 조종이 가능한 삼각대의 경우, 블루투스 기술을 통해 원격으
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자가 직접 설치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7) Park, R., et al.
에 의하면 자동 삼각대의 경우 이동 차체와 LED의 배터리를 일원화 하여 편리성을 확보하였으나 별도
의 모터가 포함된 삼각대를 제작함에 가격경쟁력이 우수하지 못하며 별도의 보관장소를 필요로 하며 사
용자가 직접 설치해야한다.(2) 본 기술로 개발될 안전삼각대는 차량 후미 하단부에 부착되어 보관이 용이
하며 반복 사용이 가능하여 가격경쟁력이 우수하고, 자동전개방식으로 운전자가 직접 설치해야하는 번
거로움이 없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3. 하드웨어 설계
3-1. 제품 개요
본 제품은 하단으로 전개가 가능한 본체와 부유식 구동부로 구성되어 있다. 본체의 외관은 두 면이
이음부로 연결되어 있으며 차량에 거치할 수 있다. 본체 내부에는 제어를 위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내장
되어 있다. 또한, 본체는 최대로 전개될 시 지면과 90도 각도를 이룬다. 본체 측면에 부착된 구동부는
본체의 전개 시, 내부 압축가스가 개방되어 부유식 삼각대가 전개된다.
Figure 3은 삼각대의 상황별 이미지를 나타낸다. (a), (b)는 사고발생시 차량에 설치된 안전 삼각대가
전개된 모습을 각각 측면과 후면에서 바라본 모습을 나타낸다. (c)는 안전 삼각대의 전개 전 모습을 나
타내며, (d)는 사고 발생 후 전개된 삼각대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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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de view

(b) rear view

(c) folded tripod

(d) unfolded tripod

Fig. 3 Prototype image of tripod

Fig. 4 2D CAD image of tripod
3-2.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본체와 구동부로 형성된 안전 삼각대의 전개 후 형상을 2D CAD 도면으로 Fig. 4에 나
타내었다. 좌측 상단부, 평면도를 보면 삼각대의 총 너비는 47cm, 높이는 35cm이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후미부 높이는 최저 24cm, 차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SUV 차량 후미부 높이는 최대 40cm이다. 이 중 일
반적인 SUV 차량을 기준으로 삼각대의 높이를 설계하고, 너비는 배기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47cm로 하
였다. 측면 구동부의 경우, 너비 50cm로 압축가스 통(40mm)과 부유식 삼각대의 보관이 용이하도록 설계
하였다. 좌측 하단부, 정면도를 보면 본체의 두께가 25mm, 구동부의 두께가 50mm로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절별 온도 변화에도 판재의 뒤틀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내부가 빈 사각형태로 경량화
하였고, 전개 전에도 주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두께로 설계하였다.
3-3. 설계 검토
부착식·부유식 삼각대를 모두 보관함에 있어, 다소 부피를 차지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공간적 할
애가 가능하도록 경량화 설계하였다. 충격 감지 센서의 인식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ACU 시스템
과 연동하여 센서감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초기 기획단계에서 개발하려던 제품은 일회성 제품으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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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이 낮았으나 현재 설계된 제품은 충진가스를 제외한 모든 구성품은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여 경
제성을 향상시켰다. 특히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용 여부에 따라 운전자의 조작으로 두 삼각대 중 일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향후 2차 사고로 인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줄이는데 기대가치가 높
다고 생각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oT 기술과 차량용 안전 삼각대를 결합하여, 안전 삼각대 제품개발에 관한 과정을 설
명하였다. 기존 안전 삼각대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운전자가 직접 설치해야하는 불편함과 2차 사고의
위험성을 발견하였고, 탑승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수동 및 자동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기존 제품
들과 차별화를 둠으로써 안전성과 편의성 증대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제품은 차량의 ACU
시스템과 연동하여 센서감지의 인식 오류를 줄일 수 있으므로 향후 2차 사고로 인한 인적 또는 물적 피
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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