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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e event of a pedestrian accident, the pedestrian is at high risk of severe injury that may result in death due to lack of 
safety equipment. In a pedestrian accident, both the impact position of the pedestrian and vehicle velocity just before the impact are 
important factors that need to be calculated. The accident is reliably recreated through the MADYMO simulation by using the speed 
before the impact, the injured area of the pedestrian, and the damaged state of the vehicle. However, the reliability and utilization of 
MADYMO are not yet confirmed. Therefore, this paper recreated the accident by using MADYMO in order to demonstrate the 
reliability and utilization of the simulation results under the situation where the accident video exists. The initial impact position 
and dummy posture were set by using accident videos and photos of the damaged vehicle. Furthermore, vehicle speed was 
calculated by investigating the accident video and considering the thrown distance of the pedestrian. Through the MADYMO 
simulation, the thrown distance of the human dummy model was compared with a real accident. In addi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destrian behavior and dummy model’s behavior was compared.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MADYMO is reliable in using 
simulation results based on thrown distance, physical evidence, etc.

Key words : Vehicle-pedestrian accident(차  보행자사고), Pedestrian throw distance(보행자 도거리), Pedestrian behavior
(보행자거동), Accident reconstruction(사고재구성), MADYMO(마디모)

1. 서 론1)

국내 교통사고 통계지표에 따르면 차  보행자 사고

는 2013부터 2017년까지 총 245,642건이 발생하 다. 차 
 보행자 사고 유형은 횡단 , 차도통행 , 길거리가장
자리구역통행 , 보도통행  그리고 기타로 분류되는데, 
횡단 에 발생한 사고는 109,826건으로 체 사고의 44.7 
%를 차지한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횡단  발생

한 사고에 의한 피해자는 171,556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사망자수는 약 3 %이고, 나머지 약 97 %는 상자 
 부상자로 분류된다.1) 이처럼 보행자 사고의 경우 보행
자를 보호하는 안 장치가 부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모든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심

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일반 인 보행자 사고에서 차량의 충돌 속도  충격

지 은 요한 쟁 으로 다 지며, 이를 추정하기 해 
장유류물, 보행자 도 치, 차량 손상태, 보행자의 
상해부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사고분석을 수행한

다. 하지만 방범용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가 보편화되
면서 사고 발생 시 충돌 속도, 충격지  그리고 충격 후 

보행자의 거동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 인 

분석이 가능하다.
보행자 사고에 한 국내외 연구사례들을 살펴보면, 

보행자 사고에서 요한 쟁 으로 다 지는 차량의 충돌 

속도를 추정하기 해 Evans와 Smith2)는 도거리를 이

용하여 속도를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Ravani 등3)

은 보행자의 충돌 유형을 Wrap Trajectory, Forward 
Projection, Fender Vault, Roof Vault, Somer Vault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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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가지로 정의하 으며, Wood 등4)은 보행자 충돌 유형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Wrap/forward 충돌 유형5)

에 국한하여 속도를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이러
한 충돌 속도를 추정하는 수학  모델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Simms 등6)은 속도를 추정하는 기존 수학

 모델에서 고려하지 않은 요인들에 한 불확실성을 

제시하며 속도 추정의 신뢰성 한계에 한 연구를 진행

하기도 하 다. 한, 한인환과 Brach7,8)은 사고사례를 바

탕으로 통계  분석방법인 Monte carlo를 이용하여 보행
자 사고모델을 구축하 으며, 평지가 아닌 경사길 보행
자 충돌사고 해석 모델을 구축하고 해석 모델의 불확실

성에 한 평가 방안을 제시하 다. 
이처럼 수학  모델을 이용하여 보행자 사고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다양한 사고 유형에 용하기 힘
들다는 한계 과 결과에 한 불확실성 때문에 인체거동

해석 로그램인 마디모(MADYMO; MAthematical DY-
namical Models)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기서 마
디모는 TNO(Netherlands Organisation for Applied Science 
Research)에서 개발한 로그램이며, 사용자의 입력 조건
에 따라 다수의 바디(Body)와 운동 (Kinematic joint)
로 구성된 멀티바디(Multi-Body System)가 로그램에 
용된 수치  알고리즘(e.g., modified Euler or Runge- 

Kutta)에 의해 각 바디에 가해지는 힘을 계산하고 멀티바
디의 움직임을 측하여 보행자의 충돌 후 거동 분석  

상해 평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로그램이다.
이러한 마디모 로그램을 바탕으로 최지훈 등9)은 

면유리에 보행자의 머리가 충돌하는 상황을 실험하여 

로그램 상에서 재 하고 이를 통해 차량의 속도를 추정

하는 해석  방법에 한 연구를 진행하 으며, Grocetta 
등10)은 다양한 차종의 면 형태에 따른 보행자의 충돌 

후 거동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한, Untaroiu등11)은 

보행자의 보행 거동(Gait cycle)을 바탕으로 차량의 손 
상태와 충격 부 를 최 화하여 충돌 상황을 재구성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일부 연구자들은 보행자의 상해정도
에 집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지성호 등12)은 실제 사

고에서 보행자의 자세  거동을 고려한 보행자의 상해

평가에 한 연구를 수행하 고, Han 등13)은 차량의 속

도, 다양한 차종의 면 형태  보행자의 신체 크기까지 
고려하여 보행자의 상해정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처럼 보행자 사고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

지만, 보행자 사고의 충돌 , 충격 시  그리고 충돌 후 

상황을 체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거나, 
시뮬 이션 결과에 한 신뢰성을 평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디모 로그램의 신뢰성 평가를 수

행하기 해 사고 상황이 기록된 사례를 바탕으로 사고 

재구성을 수행하 다. 사고 장과 차량은 실제 모델을 
기 으로 LS-PrePost 로그램을 이용하여 3D 모델링을 
하 으며, 사고 상  차량의 손부분을 바탕으로 최
 충돌 지   충돌 자세를 설정하 다. 충돌 속도의 경
우 사고 상을 통한 속도 계산  도거리를 바탕으로 

속도를 추정하는 공식을 이용하 다. 총 4가지(Appel, 
Barzeley, Video Analysis, Limpert)속도에 해 각각 마디
모 시뮬 이션을 수행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디모를 
이용한 차  보행자 사고 시뮬 이션의 활용성과 신뢰

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2. 사고내용

2.1 사고개요

2018년 9월에 발생한 차  보행자 사고이며, 도로를 
횡단하던 60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 을 보행

하던  불상의 이유로 안 지 에 멈추고, 이후 승용차
량이 면 범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이다.

2.2 사고 장  물리  자료

사고 상에서 확인되는 충격 ･후 상황은 Fig. 1과 
같다. 사고는 늦은 새벽에 발생하 으며 도로상에는 운

자의 시야를 방해할만한 다른 차량이나 노면에 놓인 

장애물은 없었고 노면은 건조한 상태이었다. 장에서 

측정된 보행자의 도거리는 충격지 으로부터 약 18 m
이며, 보행자의 모자와 신발은 안 지 에 떨어져 있었

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 상에서 확인된 충격지 , 보행
자 낙하지 , 유류물의 치 그리고 차량의 정지지 을 

도로상에 표시하면 Fig. 2와 같다.

Fig. 1 Scene of a traffic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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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ccident situation map

Fig. 3 Pedestrian drop position

차량은 보행자를 안 지 (노란색 빗 )에서 충격하
으며, 충격 후 노면상의 마름모 표식에서 최종 정지하
다. 사고 상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최종 치를 확
한 모습은 Fig. 3과 같다. 보행자의 몸통은 앙선에 걸친 
채로 도되어 있었고, 머리 방향은 도로상에 새겨진 “노
인 보호구역”의 “보”자 부분을 향한 상태이다.

2.3 보행자  사고차량 정보

보행자는 60  남성이며, 신장은 168 cm이고 몸무게
는 75 kg이다. 차량은 자동차에서 출시된 LF쏘나타 
모델이다. Fig. 4는 차량의 면부 손 사진으로, 면 범
퍼  엔진 후드가 변형되었고 면 유리의 좌측 하단부

분이 손된 것으로 확인된다.

Fig. 4 Damaged of the vehicle

3. 충돌 속도

차  보행자 사고는 사고 상이 없을 경우, 차량의 
손 부분  보행자의 상해부 를 고려하여 충돌 유형을 

분석하고 속도를 추정하는 공식에 보행자의 도거리를 

용하여 충돌 속도를 계산한다. 하지만 사고 상이 있
는 경우에는 상의 임 분석을 통해 차량의 속도 계

산이 가능하다. 

3.1 도거리를 이용한 속도 추정

사고 상에서 차량은 충격 후 감속을 하고 보행자는 

차량의 지붕 로 넘어가 차량의 후방부에 최종 으로 

치하 으므로 총 5가지의 충돌 유형 , Roof Vault 충돌 
유형에 해당된다. 측정된 보행자의 도거리를 이용하여 
Roof Vault 충돌 유형에 용 가능한 식 (1) : Appel 공식, 
식 (2) : Barzeley 공식 그리고 식 (3) : Limpert 공식을 이용
하여 각각 보행자 충돌 속도를 계산하 다. 계산된 속도
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Calculated speed (Presumption equation)
Type Throw distance (m) Speed (km/h)
Appel

18
46.7

Barzeley 49.6
Limpert 55.2

∙   ×   (1)

where,   vehicle speed (km/h)
 throw distance (m)

∙   ×    (2)

where,   vehicle speed (km/h)
 throw distance (m)

∙      (3)

where,   vehicle speed (km/h)
 throw distance (m)
 coefficient of friction( 0.8)

3.2 상자료를 이용한 속도 추정

사고 상은 임 이트가 30 FPS로 1 에 30 
임을 고정 으로 갖는 상이다. 속도 계산을 한 기
구간은 Fig. 5와 같이 횡단보도의 폭으로 설정하 으며, 
장에서 측정된 폭의 길이는 약 5.9 m이다. 기 시간은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한 시 부터 통과한 시 (12
임, 약 0.4 )까지로 설정하 다. 차량의 속도를 계산
하는 공식은 식 (4)와 같이 표 할 수 있으며, 차량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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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rame analysis in video

Table 2 Calculated speed (Overall)
No Type Speed (km/h) Throw distance (m)
I Appel 46.7

18 m
II Barzeley 49.6
III Video analysis 53.1 N/A
IV Limpert 55.2 18 m

정 속도는 53.1 km/h로 계산된다.

∙    × 


×  (4)

where,   vehicle speed (km/h)
  section distance (m)
  frame rate (frame per second)
   frame number (frame)

총 4가지(Appel, Barzeley, Video Analysis, Limpert)속도
는 Table 2와 같다. 속도를 추정하는 공식을 통해 계산된 
속도는 46.7 km/h, 49.6 km/h, 55.2 km/h이고, 상을 통해 
계산된 속도는 53.1 km/h이다.
상을 통해 계산된 속도는 Barzeley 공식과 Limpert 

공식을 통해 계산된 속도 값 사이에 치하며, 상 속도 
분석의 측정오차인 ±5 % (50.4 ~ 55.7 km/h)를 용하여
도 Barzeley 공식  Limpert 공식과 약 1 km/h이내의 속도 
편차를 보인다.14) 이러한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상이 없는 경우에는 충돌 유형에 해당되는 하나의 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다수의 식을 이용하여 속도를 계산한다

면 실제 충돌 속도를 포함하는 속도의 범 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사고 재  시뮬 이션

4.1 분석방법

본 에서는 사고 장모델, 보행자 인체모델의 기 
충격 자세 그리고 차량모델을 설정하는 과정에 하여 

기술하 다. 사고 장은 드론(Inspire 2, DJI)을 이용해 
장 촬 을 한 후 모델링을 하 고, 보행자 인체모델의 
기 충돌 자세는 상자료를 통해 설정하 다. 차량모
델의 경우에는 실제 사고 차량을 3D 스캔하여 모델을 구
성하 다.

4.1.1 사고 장모델

Fig. 6과 같이 드론(Inspire 2, DJI)을 이용하여 사고 장

의 선명한 항공사진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Ls-PrePost 
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링하 다.

Fig. 6 Accident road reconstruction modeling

4.1.2 보행자 인체 더미 모델  충격 자세

보행자 인체모델은 마디모 로그램에 내장된 인체 

모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북미 성인남자 평균 키와 몸

무게의 50 %를 기 으로 제작된 Hybrid 50 percentile 
dummy model에 보행자의 신장(168 cm)과 몸무게(75 kg)
를 용하여 사용하 다.15) 보행자 인체모델의 기 충
격 자세는 Fig. 7과 같이 상 자료  손 부분을 참고하
여 설정하 다.

4.1.3 차량모델

보행자 사고의 경우, 차량의 외형은 보행자의 충돌 후 
거동에 크게 향을 주기 때문에 LF소나타 차량을 3D 스
캔하여, Ls-PrePost 로그램을 이용해 3D 모델을 Fig. 8
과 같이 구성하 다. LF소나타의 주요제원은 Table 3과 
같으며, 해석시간을 단축시키기 해 차량 외 에 해

서만 유한요소 모델링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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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ummy posture

Fig. 8 Vehicle model

Table 3 Vehicle specifications
List Value 

Overall length (m) 4.855
Height (m) 1.865
Width (m) 1.475

Wheel base (m) 2.805
Vehicle weight (kgf) 1,479

차량모델은 면 범퍼, 면 유리, 엔진 후드 등과 같
이 총 30개로 구성하 으며, 체 요소(Element)의 개수
는 36,537개이고 (Node)의 수는 71,417개이다. 차량의 
면 부분인 범퍼와 엔진 후드의 경우에는 충격완화제, 
방음재 그리고 내장재 등과 같은 다수의 부품들로 구성

되어 있어 정확한 물성치(Material property)를 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체(Cadaver)와 차량 간의 충돌실험
을 수행한 연구16)를 참고하여 면범퍼와 엔진후드에 

한 강성치(Stiffness value)를 Table 4와 같이 설정하
고, 마디모 시뮬 이션에는 가해진 힘에 따라 변형이 일

어나는 Force-deformation 조건으로 설정하 다.15) 면 
유리의 경우에는 Table 5와 같이 유리의 물성치를 설정
하 다.17)

Table 4 Stiffness value
List Value (N/mm)

Front bumper
2000 

Engine hood

Table 5 Material property of glass

    

70 30 0.22 2500

4.1.4 PC-CRASH와 마디모 연동해석

오스트리아 Dr.Hermann Steffan에 의해 개발된 교통사
고재구성 로그램인 PC-CRASH18)를 이용하여 추정식

과 상을 통해 계산된 총 4가지 속도조건과 차량이 노면
상의 마름모표식에 제동하는 조건을 토 로 Fig. 9와 같
이 차량 주행 상황을 재 하 다.

Fig. 9 PC-CRASH Simulation

PC-CRASH에서 재 한 총 4가지 속도 조건에 해 차
량의 3축(x,y,z) 가속도와 Roll, Pitch, Yaw 방향의 각도 그
리고 차량의 변 를 추출하 으며, Fig. 10에는 총 4가지 
속도 조건  상속도분석 결과(Video analysis : 53.1 
km/h)만을 표시하 다. 추출한 데이터는 마디모에 차량
의 동 거동을 해 차량모델의 심 에 각 데이터를 

용하 다.
차량과 보행자간의 마찰계수는 Wood와 Simms19)의 논

문을 참고하여 0.2값을 설정하 으며, 보행자와 노면과
의 마찰계수는 Drag-Testing 실험논문을 바탕으로 0.4를 
용하 다.20)

4.2 분석결과

시뮬 이션 해석시간은 사고 상을 바탕으로 기충

격부터 최종정지까지 소요된 시간(2.96 )과 동일하게 
설정하 다. 시뮬 이션의 재 성  신뢰성에 한 부

분을 논하기 해 사고 상을 바탕으로 계산한 속도인 

53.1 km/h의 조건에서 해석된 체 인 충돌 상황을 사고

상과 비교하 고, 이후 총 4가지 속도조건에 한 보행
자의 도 치 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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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cceleration

      (b) Rotation

       (c) Position
Fig. 10 PC-CRASH Simulation result at 53.1 km/h

4.2.1 보행자 충격 자세  차량 손 형태 검토

보행자 사고 시뮬 이션에서는 기 충격 자세에 따

라 충돌 후 거동에 크게 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 차량의 

손 사진  보행자의 상해 부 를 고려한 해석은 선행

되어야 한다. Fig. 11은 차량이 보행자 인체모델을 충격
하는 상황이다. 보행자 인체모델은 차량의 손부분과 
동일하게 인체모델의 하체가 1차 으로 면 범퍼와 엔

Fig. 11 MADYMO Simulation

진 후드에 충격하고, 이후 충격에 의해 몸이 회 하면서 

인체모델의 머리가 실제 면 유리의 손부분과 동일한 

치에 충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2 보행자 거동 분석

Fig. 12에는 마디모 시뮬 이션 결과와 사고 상의 충

격 후 보행자 거동변화를 비교하 다. 좌측은 사고 상

의 충격 후 거동이며, 우측은 시뮬 이션 결과이다. 보행
자와 인체모델은 노란 선으로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머리 방향은 빨간 화살표로 표시하 다. 그림의 오른쪽 
에는 충격 이후의 진행 시간을 표시하 다.
사고 상에서 보행자는 차량과 충격 후 시계방향으로 

회 하면서 차량 면유리에 충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보행자는 비상하면서 시계방향으로 회 하

고, 앙선과 도로의 좌회  화살표 표식 사이에 최  낙

하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후, 충격에 의한 가속으로 미끄
러지면서 최종 으로 “보”자 부분에 최종 정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디모 시뮬 이션의 경우에도 보행자 

인체모델의 체 인 거동은 사고 상의 보행자 거동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보행자 인체모델이 최  낙하

하는 시   보행자가 최종 으로 정지한 시  그리고 

최종 자세 한 사고 상과 유사하게 해석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4.2.3 속도에 따른 보행자 도 치

시뮬 이션 결과에서 충돌 ･후 상황에 한 보행자 

인체모델의 도 치  차량의 치는 Fig.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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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between video (Left) & MADYMO (Right)

Fig. 13 MADYMO Simulation result

Fig. 13에서 보행자 인체모델의 도 치를 심으로 

확 한 그림은 Fig. 14와 같다. 각각의 인체모델에는Ⅰ~
Ⅳ까지의 번호를 할당하 고, 인체모델의 도거리는 머
리를 기 으로 측정하 으며, 선으로 “+”표시를 하
다. 장에서 측정된 도거리는 실선으로 표시하 다. 
시뮬 이션의 충돌 속도와 해석된 도거리 그리고 인체

모델의 X축  Y축 방향의 이동거리는 Table 6과 같다.
충돌 속도는 최소 46.7 km/h에서 최  55.2 km/h이며, 
도거리는 충돌 속도에 따라 최소 15.9 m에서 최  21.3 m
로 계산된다. 인체모델의 X축 이동거리도 최소 15.9 m에
서 최  21.1 m로 도거리와 동일하게 충돌 속도의 증가
에 따라 최  충돌지 으로부터 멀어짐을 알 수 있다. Y
축 이동거리는Ⅰ의 결과에서만 1.1 m의 값으로 다른 값

Fig. 14 Final position of pedestrian

Table 6 Pedestrian position analysis

No Type Speed 
(km/h)

Throw distance 
(m) X (m) Y (m)

I Appel 46.7 15.9 15.9 1.1
II Barzeley 49.6 19.3 19.1 2.4
III Video analysis 53.1 19.6 19.4 2.4
IV Limpert 55.2 21.3 21.1 2.3

Table 7 Speed & Throw distance variation

No Sort Speed 
(km/h)

Variation
(km/h)

Throw 
distance (m)

Variation 
(m)

I Appel 46.7 ( -6.4 ) 15.9 ( -3.7)
II Barzeley 49.6 ( -3.5 ) 19.3 ( -0.3 )
III Video analysis 53.1 ( 0 ) 19.6 ( 0 )
IV Limpert 55.2 ( +2.7 ) 21.3 ( +1.7 )

보다 작게 해석된다. 이는 다른 인체 모델의 최종 자세와 
머리의 방향이 반 로 해석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Table 7은 상 속도분석 결과인 III을 기 으로 속도 

 도거리의 편차를 정리한 표이다. I과 IV의 경우에는 
III과 충돌 속도의 편차가 각각 -6.4, 2.7 km/h 발생하며, 
도거리도 속도의 편차와 유사한 경향으로 각각 -3.7, 

1.7 m 편차가 발생한다. 하지만 II의 경우에는 III과 3.5 
km/h의 속도 편차가 발생하지만, 도거리의 차이는 -0.3 m
로 서로 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디모 로그램에서 인체모

델의 거동은 비선형으로 해석되며, 단순히 인체모델에 
가해지는 힘에 의해 도거리가 비례하여 계산되지 않

고, 충돌 후 차량  인체모델 그리고 노면  인체모델의 
마찰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복합 으로 해석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Table 8은 장에서 측정된 도거리인 18 m를 기 으

로 각각의 시뮬 이션에서 계산된 도거리에 한 편차

를 정리한 표이다. I과 IV의 경우에는 실제 보행자의 낙
하지 과 각각 -2.1, 3.3 m의 거리 차이가 발생하 으며, 
인체모델은 실제 보행자의 낙하 자세와 다른 자세를 보

인다. II와 III의 경우에는 1.3, 1.6 m의 차이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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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row distance variation with Ref.18 m

No Type Throw distance
(m)

Variation (m)
Ref.18 m

I Appel 15.9 ( -2.1 )
II Barzeley 19.3 ( +1.3 )
III Video analysis 19.6 ( +1.6 )
IV Limpert 21.3 ( +3.3 )

실제 보행자의 자세와 유사한 자세를 보인다.
보행자 사고에서 사고 상이 있을 경우에는 III의 경

우처럼 차량의 충돌 속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인체모델
의 도 치도 실제 보행자의 도 치와 근 하게 계

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고 상이 없을 경우
에는 도거리를 바탕으로 충돌 속도를 계산하기 때문

에 다수의 추정공식 에서 충돌 유형에 따른 실제 충돌 

속도와 가장 근 하게 계산되는 추정공식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본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I과 IV의 경우에는 

실제 도거리에 비해 해석된 도거리가 무 작거나 

크게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II(Barzeley)의 경
우에는 총 4가지의 시뮬 이션 결과  실제 보행자의 

도 치에 가장 근 하 고, 상 분석 결과인 III의 결과
와도 인체모델의 최종 자세  도 치가 유사함을 확

인하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 충돌 사고에 마디모를 이용한 

사고 재구성을 수행하 고, 마디모 시뮬 이션의 활용성 

 신뢰성에 한 검토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도거리를 이용하여 충돌 속도를 추정하는 경우 충
돌 유형에 해당하는 하나의 추정공식만 이용하여 속

도를 추정하는 것은 실제 속도와 편차가 발생할 수 있

으며, 충돌 유형에 합한 다수의 속도 추정공식들을 
함께 사용한다면 추정 속도의 범  내에 실제 충돌 속

도를 포함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2) 상 자료  차량 손부분을 바탕으로 인체모델의 

기 충돌 자세를 설정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행
한 시뮬 이션 결과에서 인체모델은 실제 차량의 

손부분과 응하며 하는 결과를 보 다. 인체모
델의 충돌 후 거동은 실제 사고 상과 유사하며, 인체
모델의 최종 치 한 실제 최종 낙하지 에 근 하

다. 그러므로 제시된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고려하
여 마디모 로그램에 용한다면 실제 상황과 유사

한 사고 재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인체모델의 최종 도 치는 충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  충돌 치로부터 멀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한, 본 사고 사례에서는 Barzeley 공식이 용된 해석 
결과가 실제 보행자 도 치와 가장 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시뮬 이

션의 결과와도 유사한 자세  치를 보 다. 그러므
로 본 사고 사례와 유사한 충돌 유형의 경우, Barzeley 
공식을 통해 충돌 속도를 추정하는 것이 실제 충돌 속

도에 가장 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보행자 사
고 시뮬 이션 수행 시 인체모델의 도거리  낙하

자세와 장에서 측정한 도거리  보행자의 최종 

자세를 함께 고려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사고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차  보행자 사고에 있어 마디모 로

그램을 이용한 사고 재구성 분석방법을 제시하 고, 이
를 통해 차  보행자 사고에서의 활용성  신뢰성을 검

증하 다. 향후에는 다양한 보행자 충돌 유형에 해서 
마디모 시뮬 이션의 신뢰성을 계속 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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