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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헌

들어가며

겨울철 도로 위 살얼음(이하 블랙아이스)은 도로의 검은 아스팔트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
은 얼음 막이 생기는 현상이다. 육안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해 대비가 가능한 일반 눈길 도로
와 달리,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잘 보이지 않으면서 매우 미끄
러워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들이 결빙 면을 지나게 되면 갑작스럽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운전
자가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블랙아이스는 밤새 기
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비 또는 눈이 오고 난 이후 새벽에 잘 형성 되며 음지, 커브길 및 교량
등 그늘지고 표면 온도가 낮은 곳에 주로 생긴다. 본 고에서는 네덜란드에서의 겨울철 블랙아
이스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본 문

배수성 포장 (Zeer Open Asfalt, ZOAB) 도로
네덜란드의 도로 품질은 우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배수성 포장(Zeer Open Asfalt, ZOAB) 공법이
다 [그림 1]. 배수성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포장 내부의 공극을 4%에 20%로 증
가시켜 포장 표면의 물을 공극을 통해 포장한 면으로 배수시키는 공법이다. 타이어에 의한 소
음을 흡수하는 장점도 있어 통상 ‘저소음 포장’이라고도 불린다. 배수성 포장 공법은 안전성
측면에서 수막현상을 억제해 미끄럼 저항성과 시인성을 향상시키며, 교통소음 저감 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배수성 포장은 블랙아이스에 취약하다[2]. 일반 도로에 비해 결빙 속도가
빠르며, 제설제의 제설 효과를 감소시킨다. 용해된 제설제가 배수성 포장도로의 공극을 통해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설제 살포시 일반 아스팔트 포장도로보다 많은 양을 사
용하며, 네덜란드의 관계 기관은 기상예보 및 도로 미끄럼 예보 체계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각
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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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후 배수성 포장도로 (왼쪽)과 일반 아스팔트 포장도로 (오른쪽)

자료: VBW Asfalt [1]

도로 미끄럼 예보 체계 (Gladheidmeldsysteem, GMS)
네덜란드 국토교통부 (Rijkswaterstaat)는 약 3,000km의 도로에 겨울철 미끄럼 예보체계
를 구축하고 있다[3]. 예보에 따라 결빙이 예상되는 도로구간에 미리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기상청(KNMI)과 GMS는 제설제 살포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고 있으며 결정 시점과 살포 시
점 간에는 약 2시간이 소요된다[4].

대기기상 관측센서는 다음 변수들을 관측한다.
- 대기기온 (°)
- 이슬점 온도 (°)
- 상대습도 (%)
- 강우 유무

노면상태 관측센서는 다음 변수들을 관측한다.
- 노면 표면 온도 ()
- 노면 하부 온도()
- 노면 전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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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S 관측소 위치 및 센서

자료: 네덜란드 국토교통부 [3]

블랙아이스가 생기는 원인은 소량의 강우, 안개 및 젖은 표면으로 인한 결빙 등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어는 비(Freezing rain)로 인한 노면 결빙이 가장 많다. 기상에서 어는 비란 과냉
각 상태의 액체 강수가 지상으로 떨어져 지표면에 닿거나 물체에 부딪쳤을 때 유리면과 같이
코팅된 모습으로 순식간에 얼어붙는 현상을 말한다[3]. 어는 비로 인한 블랙아이스는 대처가
까다롭다. 어는 비는 매우 특수한 기상 조건이 갖춰진 경우, 또 국지적인 지역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매우 어렵다.
예보체계를 통해 제설제를 도로에 미리 살포 하더라도 어는 비가 오는 경우 제설제와 맞닿은
결빙 면 아래부터 융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이라 할지라도 도로는 결빙상태
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어는 비가 예보될 경우, 선제적 제설을 실
시하고 있으며 일반 강설 시의 제설제 살포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살포한다. 이러한 대책은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4].

마치며

겨울철 급격한 일교차 변화에 따른 노면 결빙은 도로환경, 지역 및 입지 여건에 따라 대형사
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별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적극적인
제설 활동, 자동 염수 분사 장치 및 도로 열선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하며, 운전자들도 겨울철
새벽에는 노면 결빙에 항상 유의하고 안전운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KOTI Vision Zero Brief

네덜란드

일본

영국

미국

부록

참고자료
[1] VBW Asfalt. In Wikipedia, Retrieved December 21, 2020, from
https://nl.wikipedia.org/wiki/Zeer_open_asfalt.
[2]Jeroen de Vreede, “Tegen eigenwijsheid valt niet te strooien”, AD, Retrieved December 21, 2020,
from https://www.ad.nl/home/tegen-eigenwijsheid-valt-niet-te-strooien~a322e73e/
[3]네덜란드 국토교통부, Retrieved December 21, 2020, from
https://www.rijkswaterstaat.nl/wegen/wegbeheer/winter-op-de-weg/gladheid.aspx
[4]네덜란드 국토교통부, Retrieved December 21, 2020, from
https://www.rijkswaterstaat.nl/wegen/wegbeheer/winter-op-de-weg/gladheid.aspx

5

KOTI Vision Zero Brief

네덜란드

일본

영국

미국

부록

일본의
동결억제 포장기술 동향
도쿄대학 환경학 박사

김재열

들어가며

일본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겨울철 도로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동결 억제 포장 기
술을 개발하고 있다. 동결억제 포장 기술은 강설 또는 동결 초기에 블랙아이스를 억제하는 기
능이 있으며, 등판 불능 차량의 발생 방지, 주행 시의 안전성 확보, 동결 방지제의 살포량 억
제 및 압설 처리 시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성
의 호쿠리쿠 지방정비국에서는 동결억제 포장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11개 기술에
대해서 필드제공형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시공 후에는 동결 억제 효과 등에 대해서 포장기술
과 도로관리에 정통한 전문가로 구성된 「동결억제 포장기술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를 설치
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호쿠리쿠 지방정비국에서 동결억제
효과를 조사하고 있는 11개의 기술 중 「아이스톨공법」을 중심으로 공법의 개요와 동결억제
효과 및 지속성, 포장의 내구성 등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고무파우다형 동결억제포장공법(폐고무의 고무파우더를 이용한 동결억제포장공법)
②자펫쿠공법(고무칩 충전형 물리·화학계 동결억제포장공법)
③그루빙 우레탄공법(적설지역의 빙설노면억제공법)
④아이스톨공법(기설 포장대응형 동결억제공법)
⑤아이스크래쉬 페이프공법(탄성체혼입형 물리계 동결억제포장공법)
⑥아매니 우레탄 포장공법(우레탄수지 충전 동결억제포장공법)
⑦아이스 임팩트공법(탄성 몰타르형 동결억제포장공법)
⑧고무몰드공법(탄성체 압입형 물리계 동결억제포장공법)
⑨루빗트포장공법(고무입자를 이용한 동결억제포장공법)
⑩아이스 Topper공법(조면형 고무입자를 이용한 동결억제포장공법)
⑪Full Function페이브공법(종강조면형 하이브리드포장공법)

6

KOTI Vision Zero Brief

네덜란드

그림 1

기존 기술의
문제점과
아이스톨공법의
개발경위

일본

영국

미국

부록

일본의 11개 동결억제 포장기술 필드제공형 사업

기존의 동결 억제 포장공법의 대부분은 표층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에 동결억제 효과를
추가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노면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면을 절삭하여 다시 포
장해야 했기 때문에 아스팔트 폐기물이 발생하였다. 또한, 동결억제효과가 필요한 부분은 주
로 터널의 출입구, 정지선, 횡단 교차로와 급격한 커브 등의 소규모인 곳이 많지만, 동결 억제
포장재의 특성상 기계 시공이 필수적이어서 어느 정도의 면적이 아니면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①기설 포장면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아스팔트 혼
합물에 의존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표면처리공법, ②시공은 특수 기계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인력만으로 간단히 소규모로도 시공할 수 있는 공법, ③화학계의 동결억제 포장은 효과
의 지속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계에서 동결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법의 관
점에서 검토한 결과, 기설밀입도(既設密粒度) 포장 대응형 동결 억제 포장(이하, 아이스톨공
법)이 개발되었다.

아이스톨공법의

1. 아이스톨공법의 개요

개요와 조사방법

아이스톨공법은 표면처리공법에 의한 물리계 동결 억제 포장으로 특수 탄성 골재를 포장 표
면에 고착시킴으로써 동결억제 효과를 발휘한다. 본 공법은 특수 탄성 골재와 바인더와의 접
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탄성재인 재활용 고무칩에 특수 코팅을 실시함과 동시에 미끄럼
저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질 골재를 혼합하였다. 구체적인 아이스톨공법의 시공방법은
<그림 2>와 같이 ①∼④기존 포장면에 에폭시 수지 바인더를 도포하고, 그 위에 특수 탄성재
를 산포·전압, ⑤∼⑦바인더 경화 후(약 2~3 시간 소요)에는 바인더에 부착하지 않은 잉여
골재를 회수하고, 아크릴계 수지 톱코트를 도포하여 톱 코트가 경화(약 1시간 소요)되면 도로
를 개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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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톨 단면과 시공방법

톱 코트
특수탄성골재
바인더

약 5mm

기존 아스팔트 포장
아스팔트 단면
①준비공사

②바인더 도포

③탄성골재 산포

④전압·양생

⑤잉여 골재 회수

⑥톱코토 도포

⑦정리·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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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스톨공법의 조사방법
① 빙착 인장(氷着引張)강도 시험
빙착 인장강도 시험은 일본도로협회의 포장성능 평가법에 정의된 지표에 따라 공시체의 표면
에 인장치구를 빙착시켜 양생 완료 후에 강구를 10회 낙하시켜 인장하중(동결억제 포장기술
필드제공형 사업의 성능 요구치는 0.5MPa 이하)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② 노면 미끄럼 저항치 시험
노면 미끄럼 저항치 시험은 기존의 밀입도 포장과 아이스톨공법을 시행한 포장을 대상으로
국립연구개발법인 토목연구소의 노면 미끄럼 저항치 측정 차량을 이용하여 노면 동결의 지연
과 냉동 조기 해소의 관점에서 노면 미끄럼 저항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③ 노면 노출율 측정 시험
노면 노출율 측정시험은 기존의 밀입도 포장과 아이스톨공법을 시행한 포장을 대상으로 노면
영상 자동촬영차량(5m단위로 50m구간을 측정)과 고정식인터벌카메라(20m구간을 측정)를
이용하여 노면 동결의 지연과 냉동 조기 해소의 관점에서 노면의 노출율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

④ 휠트래킹 시험
휠트래킹 시험은 노면의 변형 저항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본도로협회의 포장성능 평가법에
따라 휠 추적용 공시체를 이용하여 포장을 실시하기 전에 실내 시험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⑤ 노면성능 시험
노면성능 시험은 노면의 내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밀입도 포장과 아이스톨공법을 시행
한 포장을 대상으로 용설 후(3월)와 강설 전(10월)에 노면성능측정 차량을 사용하여 20m 간
격으로 도로의 상태, 도로의 평탄성 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⑥ 제설업자를 대상으로 청취조사
제설업자를 대상으로 청취조사는 제설업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밀입도 포장과 아이스톨공법
을 시행한 포장의 제설작업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 청취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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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마치며

일본

영국

미국

부록

아이스톨공법의 조사방법

미끄럼저항 측정차량

노면영상 자동촬영차량

노면노출율 측정용 고정식인터벌카메라

노면성능 측정차량

일본 국토교통성 호쿠리쿠 지방 정비국이 실시한 필드 제공형 사업의 시험 결과를 조사한
결과, 발주자가 가장 우려했던 노면의 손상에 대해서는 동결억제 포장기술을 시공한 후에도
큰 손상 없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결억제 포장기술을 시
공한 도로의 경우, 교통사고 건수도 시공 전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토교통부가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0년에 겨울
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순찰 강화, 예방적 제설
작업 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본과 같이 다양한 동결억제 포장기술을 개발하여
장기간에 걸친 시험을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겨울철에 안전운전 집중 홍보
기간을 지정하여 현수막, 리플렛, 미디어 등을 활용한 안전운전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일본의 사례와 같이 도로의 동결억제를 위한 기술개발도 병행하는 것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1. 国土交通省 홈페이지, https://www.mlit.go.jp/
2. 渡辺 光憲 , 既設密粒度舗装対応型凍結抑制舗装「アイストール」の開発, 第14回北陸道路舗装会議技術報文
集, 2018
3. 折橋一禎·松澤嘉啓 , 凍結抑制舗装［11 技術］に関する調査検討について, 第14回北陸道路舗装会議技術報文
集, 2018
4. 国土交通省 홈페이지, https://www.mlit.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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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국

미국

부록

영국의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현황
Imperial College London 박사

송준우

서론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비 또는 눈이 도로 상에 배출되는 오염 물질과 결합해 얇은 얼음 막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일반 얼음처럼 투명하기보다는 아스팔트와 같은 검은 색으로 비
쳐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고, 산간지방 도로, 교량, 터널 등 그늘이 많이 지는 곳에 많이 생
긴다. 다른 계절과는 달리 겨울철 블랙 아이스 또는 빙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VMS, 자동 염수 분사 시스템, Grooving 공법, 상습
지역 도로 밑 열선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겨울철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빙판길에서는 제한 속도를 50%로 감속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
여 [그림 1]과 같이 도로 교통 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노면상태(특히, 서리/
결빙) 관련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운전자의 안전 의식 또한 향상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영국에서는 겨울철 궂은 날씨
조건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그림 1

노면상태(서리/결빙) 관련 최근 10년간(2010~2019) 교통사고 건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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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부록

본론
영국에서는 Highways Agency에 의해 빙판길에서 운전자는 40mph 이하의 속도로 주행해
야 한다[2]. 또한 영국도 VMS, 자동 염수 분사 시스템 등 도로상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영국은 겨울철을 대비해 6개월 전에 다음과 같
이 미리 준비한다[4].
- 주변 고속도로 날씨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250개 이상의 기상관측소와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VMS 또는 Overhead Warning Sign(경고표지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날씨 관련 이슈
사항을 전달
- 20시간 이상의 점검을 마친 535개의 Gritter 확보
- 도로 네트워크 전체의 전략적 지점에 기반을 둔 127개의 창고
- 시간당 1,200~2,500 톤의 눈을 제거할 수 있는 25개의 눈 송풍기
- 610,000차선 고속도로를 덮을 수 있는 280,000톤 이상의 소금
그림 2

Gritter[3]

이와 더불어 영국 정부는 빙판길이나 눈 오는 날씨에 운전할 때 운전자에게 다음과 같은
Rule들을 요구하였다[5].

Rule 229
- 운전하기 전에 시야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모든 창문에서 눈과 얼음을 제거해야 한다).
- 조명이 깨끗하고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이고 읽기 쉽도록 해야 한다.
- 계획된 경로의 날씨 상황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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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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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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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시야 확보[4]

Rule 230
- 도로가 잘 처리되었더라도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
- 정지거리가 마른 도로보다 10배 더 길 수 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특히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경우, 소금이나 기타 제설제를 뿌리는 차량을 추월할 때
주의해야 한다.
- 되도록 추월하지 말 것
- 단거리 구간에 걸쳐 도로 상황 변화에 대비할 것
- 날씨 예보,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VMS를 주목할 것

Rule 231
- 가능한 느린 속도로 운전해야 한다; 매우 부드럽게 가속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 제어력 상실 가능성이 높은 커브에서는 특히 서행해야 한다. 커브에 도달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속도를 줄인 후 갑작스럽게 액션(급발진/급브레이크)은 피해야 하고, 커브를
중심으로 부드럽게 운전해야 한다.
- 눈이나 얼음이 있을 때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을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여 핸들 그립을
점검해라. 핸들을 조정했을 때 차량이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진다면 이는 도로 지면이
블랙 아이스 또는 빙판인 경우로 차량이 도로와의 접지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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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부록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 날씨는 빙판 및 블랙 아이스와 같은 결빙으로 인해 운전자에게 심각
한 위험을 줄 수 있다. 특히, 다른 교통 사고에 비해 사고 규모면에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많
은 주의를 요한다. 영국에서는 혹독한 겨울 날씨를 대비하기 위해 6개월 전부터 미리 Gritter
운전자 관련 교육과 훈련을 마친다. 또한 Gritter를 점검함으로써 겨울 내내 운영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운전자에
게 도로 및 날씨 상황을 알려 겨울철 교통사고율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 또한 영국
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양한 시스템과 VMS와 같은 것을 도입함으로써 겨울철 도로 교통사
고율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운전 의식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겨울철 교통사고에 대한 경
각심을 가지고 운전을 해야 한다.

참고자료
[1] 도로교통공단, http://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OVT_UAS_TSA#
[2] Bristol snow: Black ice warning to drivers - BBC News,
https://www.bbc.com/news/uk-england-bristol-21097988
[3] Scotland's LIVE gritter tracker: Where is your local gritter and when will it reach your area? - Daily
Record,
https://www.dailyrecord.co.uk/news/scottish-news/scotlands-live-gritter-tracker-your-11862568
[4] Highways England prepares for first cold snap - GOV.UK (www.gov.uk),
https://www.gov.uk/government/news/highways-england-prepares-for-first-cold-snap
[5] https://www.gov.uk/guidance/the-highway-code/driving-in-adverse-weather-conditions-226-to-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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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커넥티드카(Connected Vehicle)
기술을 활용한 겨울철 교통안전 재고
University of Utah 도시계획학과 교수

홍의석

도입

겨울은 교통안전에 가장 취약한 계절이다. 특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겨울철 폭설로 인해
도로에 눈과 얼음이 쌓이면 미끄러운 노면 상황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미국은
이런 추운 지역에 인구의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어 겨울철 교통안전은 미연방정부의 주요 관
심 사항이다(FHWA, 2020). 특히 펜실베이니아, 뉴욕, 미시건과 같이 눈이 많이 내리는 북
동부 지역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2]. 이에 따라 미 교통부는 오
래전부터 겨울철 기상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이번 호에서는 겨울철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커넥티트카(Connected Vehicle) 기
술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수집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1

겨울철 교통사고 현장

그림 2

미국 겨울철 교통사고 사망자

분포 (1975-2011)

출처 : Frostens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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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현황

네덜란드

일본

영국

미국

부록

미 전역의 통계에 따르면 악천후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24%를 차
지하고 있으며, 맑은 날씨보다 악천후 시 미끄러운 노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Pisano & Goodwin, 2008; Saha et al, 2016). 일반
적으로 도로 결빙 또는 폭설 발생 시 교통사고가 증가하지만, 겨울로 진입하는 시점에 교통사
고 발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겨울이 중순으로 접어들수
록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고 오히려 방어운전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Pisano & Goodwin,
2008). 따라서 도로가 얼기 시작하는 초겨울이 교통안전에 가장 취약한 시기이며, 정확한 기
상 예측과 더불어 노면의 상황을 신속히 운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
함을 알 수 있다.

)
노
면
운
러
미
끄

건

조

한

노

면

(기

타
기

후

)
후
(악
천

씨
은
날
노
면
운
러
미
끄

미

끄

러

운

노

면

(맑

(악
천

후

)

도로상황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건수 (1995-2005)

)

그림 3

출처 : Pisano & Goodwin, 2008

신속한 정보전달을
가능케 해 주는
커넥티드카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커넥티드카 기술도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커넥티드카
기술은 원래는 지능형교통체계(ITS)의 연장선상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근거리 전용 통신
(DSRC)망을 기반으로 차량과 차량(V2V) 또는 차량과 사물(V2X)과의 양방향 통신망을 구축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커넥티드카 개념은 각 차량들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교통 흐름이나 날
씨 정보와 같은 주행 정보를 수신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동차가 스마트폰이나 집, 사무실, 그
리고 도시의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과 상호 통신을 하여 사물인터넷(IoT)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말한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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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사물(V2X) 통신 프로토콜

출처 : Tabora (2018)

최근 이런 커넥티드카 기술을 활용하여 겨울철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으며, 미 전역에서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기존의 기상 관측
시스템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을 통해 중앙 관제 센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시 차량에 일방적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라면, 커넥티드카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은 차량들끼
리 서로 소통을 가능하게 해 도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악천후에 선제적
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식이다.

기존의 기상관측소에 의존하던 방식은 고정형 방식이기 때문에 관측소와 관측소 사이 정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하지만 커넥티드카 기술을 탑재한 제설차량이나 고속도로 단속차량을
통해 이동하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서 보다 촘촘한 날씨정보 구축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
동형 관측 장비와 더불어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 각각의 차량이 커넥티드카 기술로 정보를 공
유하기 시작하면 날씨 정보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 시시각
각으로 변하는 도로의 노면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그림 5].

그림 5

커넥티드카 기술을 활용한 도로 기상 관측

출처 : FHWA (2018)

커넥티드카 기술을
활용한 겨울철 교통
안전 향상 사례

커넥티드카 개념을 교통안전에 적용할 수 있는 두가지 분야는 겨울철 도로 관리와 도로 기상
경보 체계 구축이다. 미 도로국과 교통부에서는 커넥티드카 기술을 적용한 겨울철 도로 관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이오와주 교통부에서는 제설 차량 운영 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사진을 찍은 정보를 취합하여 겨울철 도로 상황을 파악하는 Track a Plow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6]. 미네소타주 도로국에서도 제설 차량에 무선 송수신
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해 도로 기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운전자들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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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였다.

또한 미도로청은 23개의 주정부와 손을 잡고 공공기관 차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로 위험 요
소 및 기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형 이동 관측(Integrated Mobile Observation)체계
를 구축하여 운전자들이 실시간으로 도로의 기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연구
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커넥티드카 기술을 접목한 도로기상 예측 모델은 약 18%가량의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inton & Fu, 2017).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네바다
주에서는 겨울철 도로 기후 경보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고정형 기상 관측 시
스템과 커넥티드카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도로 기상 및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
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림 4

아이오와주의 Track A Plow 프로그램

출처 : https://trackaplow.iowadot.gov

시사점

겨울철 폭설을 동반한 이상기후로 인한 교통사고가 점점 늘어나면서 도로 기상 관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도로의 결빙이 시작되는 초겨울이 오히
려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한 시기인 것으로 나타나, 기상 정보의 정확도와 더불어 경보 시스템
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겨울철 교통안전 재고를 위
해 커넥티드카 기술을 활용하여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미 전역에 커넥티드카 기술이 광범위하게 도입 된다면 겨울철 교통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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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비교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임재경

블랙아이스 및 적설
교통사고 발생 비교

• 최근 5년간(’15년~‘19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블랙아이스(서리/결빙)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7명, 적설 교통사고 사망자는 46명으로,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망자수가 3.7배 더 많음
• 동기간 동안 교통사고 치사율은 블랙아이스(서리/결빙) 교통사고가 3.3%, 적설 교통사고
가 1.6%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2배 높음
그림 1

서리/결빙 및 적설 교통사고 사망자수(‘15년~’19년)

자료: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그림 2

서리/결빙 및 적설 교통사고 치사율(‘15년~’19년)

자료: 자료: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주 : 치사율(%)=사망자수/발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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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년간(’05년~‘19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블랙아이스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겨
울철(1월, 2월, 12월) 평균기온이 영상 2도를 넘을 때 치사율이 4.2%로 가장 높고, 치사율
도 일반 교통사고의 2.9배

- 겨울철 평균기온이 2도 초과~3도 이하 일 때 4.2%, 3도를 초과할 때가 4.1%로, 치사율
도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각각 2.9배, 2.8배 높음

겨울철 평균기온별 서리/결빙 교통사고 치사율(‘05년~’19년)

3도

초

과

-2
~- 도
1도 초
과
-1
도 도
초
과
~0
0도
초
과
~1
도
1도
초
과
~2
도
2도
초
과
~3
도

그림 3

자료: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주 : 치사율(%)=사망자수/발생건수

• 최근 5년간(’15년~‘19년) 교통사고를 도로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블랙아이스 교통사망자
는 시도에서 47명(33.5%)으로 가장 많이 발생
- 일반국도 41명(24.1%), 지방도 27명(15.9%), 특별광역시도 및 군도가 각각 18명
(10.6%)의 순으로 많이 발생
- 이에 따라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65%는 지방관할 도로에서 발생

타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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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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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시

도
광

지
방
특
별

일

반
국

도

도로종류별 서리/결빙 교통사고 사망자수(‘15년~’19년)

체

그림 4

전

도로종류별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자료: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21

KOTI Vision Zero Brief

네덜란드

일본

영국

미국

부록

부록 2. 2020년 교통안전분야 보도자료 목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부표 2-1
날짜

담당과

제목

11월 11일

도로관리과

겨울철 강설·결빙 대비 도로제설 상시 준비태세 착수

11월 16일

도로관리과,철도안전정책과

비탈면 붕괴·산사태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11월 17일

첨단물류과

화물차 운전자 편익제고·안전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1월 26일

생활교통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강화

11월 30일

모빌리티 정책과

12월 10일

모빌리티정책과

12월 16일

도로건설과

부표 2-2
날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목록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경찰청 보도자료 목록
담당과

제목

11월 25일

본청 교통 교통안전과

‘20년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5.5%
감소

11월 27일

본청 교통 교통안전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이 강화됩니다.

11월 30일

본청 교통 교통안전과

2020년 연말연시 음주운전 강력 대응

12월 15일

본청 교통 교통기획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부표 2-3
날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목록
담당과

제목

11월 23일

안전문화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활약했던 1인 방송제작자 3팀 활동
종료

12월 3일

예방안전과

오전 6시~10시, 빙판길 교통사고의 40.3% 발생!

12월 6일

안전개선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시장ㆍ대중교통시설 주변에서
80% 발생

12월 8일

안전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재발 위험 높은 보호구역 긴급 특별점검

12월 10일

생활공간정책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12월 17일

안전개선과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2020년 10월까지의 보도자료 목록은 2020년 9월호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에 수록(Vol 7.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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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2020년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목차

Vol.7 No.1

Vol.7 No.2

부표 3-1
저자

국가

내용

김재열

일본

일본의 스쿨버스 운영체계

홍의석

미국

미국의 안전한 등하교길 프로그램

김효은

프랑스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프랑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송준우

영국

영국의 교통사고 및 위반 관련 벌점 기준 현황

부표 3-2
저자

Vol.7 No.3

Vol.7 No.4

2020년 1호 수록 내용 (2020년 4월 발행)

2020년 2호 수록 내용 (2020년 6월 발행)
국가

내용

홍의석

미국

미국의 비신호교차로에 대한 교통법규 및 안전성 개선
방안

김재열

일본

일본의 인지증 예방과 안전운전

송준우

영국

영국의 이륜차 관련 제도 현황

김효은

부록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근절 방안

부표 3-3

2020년 3호 수록 내용 (2020년 9월 발행)

저자

국가

내용

김재열

일본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자동차 교통 상황의
변화

홍의석

미국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과속차량 증가 현상

송준우

영국

코로나19가 영국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주요
정책

김세헌

네덜란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네덜란드의 도로교통안전 현황

-

부록

2020 교통안전분야 보도자료 목록

부표 3-4

2020년 4호 수록 내용 (2020년 12월 발행 내용)

저자

국가

내용

김세헌

네덜란드

네덜란드 겨울철 도로 위 살얼음 (블랙아이스) 대처방안

김재열

일본

일본의 동결억제 포장기술 동향

송준우

영국

영국의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현황

홍의석

미국

-

부록

미국 커넥티드카(Connected Vehicle) 기술을 활용한
겨울철 교통안전 재고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비교분석
2020년 교통안전분야 보도자료 목록,
2020년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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