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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로 진화하다
# 안전띠 착용 기술*의 특허출원이 `15년 이후 2배 이상 증가
#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안전띠 착용 기술 개발 활발**

* 안전띠 잠금・해제 등을 차량 시트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
** 기간별 특허출원건수(누적) 추이 : ’10～’14년 (0건) → ’15～’18년 (10건)

□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안전띠 착용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3건에 머물다가 최근 4년간(‘15~
’18년) 연평균 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1
참조)

□ 안전띠 착용과 관련된 기술은 ▲ 안전띠 착용 모니터링(착용 여부
감지・경고 등) ▲ 안전띠 스마트 시스템(사고 예방 제어・시스템 등)
▲ 안전띠 구조(편의성・견고성 향상 등)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ㅇ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기술별 특허출원 비중을 살펴보면, 안전띠
62건(36.5%), 안전띠 스마트 시스템 61건(35.9%),
안전띠 구조 47건(27.6%) 순으로 조사됐다. (붙임 2 참조)
착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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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출원인별로 보면, 내국인이 142건(84%), 외국인이 28건(16%)
으로 내국인이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외국인 중에는 일본이

14건

(8.2%), 미국이 6건(3.5%)으로 그 뒤를 따랐다.
- 내국인은 대기업 56건(33%), 중견기업 32건(19%), 개인 30건(18%),
중소기업 15건(9%), 대학 연구기관 등 9건(5%) 순으로, 대・중견
기업이 절반 이상(52%)을 차지했다.

․

□ 안전띠 스마트 시스템 기술 분야 중에서 차량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특허출원*이

2015년부터

신규로 신청되기 시작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 기간별 특허출원건수(누적) 추이 : ’10～’14년 (0건) → ’15～’18년 (10건)

ㅇ

안전띠를 이용하여 운전자・탑승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는 기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ㅇ 또한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감지되면 안전띠를 진동시켜 운전자를
깨우는 등 운전자 상태를 관리하고, 운전자 상태에 따라 안전띠를
제어하는 기술도 출원됐다. (붙임

□

3 참조)

향후 안전띠 착용 관련 기술 개발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18.9.28, 시행)로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ㅇ 특허청 백온기 자동차심사과장은 “사고시 운전자・탑승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후적 기능을 넘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띠 착용
기술의 특허출원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 붙임 : 안전띠 착용 관련 특허출원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허심사2국
자동차심사과 황광석 심사관(☎ 042-481-33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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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안전띠 착용 관련 특허출원 현황1)

□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2010～2018)

(단위 : 건)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출원건수

12

16

12

14

11

22

29

27

27

170

1) 특허청의 특허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제특허분류(IPC) 및 선진특허분류(CPC) 기준으로 안전띠 착용
관련 기술 분야(B60R22/48)에 속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을 1차 추출하고, 이를 전수 조사하여 관련
없는 것을 삭제하는 등 2차로 선별하여 집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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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세부 기술분야별・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2010～2018)

□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2010～2018)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개인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외국인

계

출원건수(건)

56

32

30

15

9

28

170

비율

33%

19%

18%

9%

5%

1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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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띠 착용 관련 기술의 세부적 예시

□ 안전띠 착용 모니터링
발명의 명칭
(공개번호)

기술내용

도면

안전띠의 웨빙 내측면에 플렉
플렉시블 압력 센서를
시블 압력센서를 배치하여, 압
이용한 안전벨트
력 센서로부터 전달된 신호를
정상 착용 감지
이용하여 안전벨트를 정상적으
시스템 및 그 방법
로 착용했는지 감지하여 알람
(10-2018-0085994)
을 제공하는 시스템
웨빙 인출량 판단에
의한 시트벨트 착용
감지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시트벨트
용 리트랙터

(10-1752805)

안전띠를 착용하기 위해 예측
되는 최소 안전띠 인출 길이를
설정하여, 버클에 더미를 체결
하거나, 신체 후방으로 안전띠
를 인출하여 체결하는 회피 행
위시,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착
용되지 않았음을 판단하는 안
전띠 착용 감지장치

□ 안전띠 구조
발명의 명칭
(공개번호)
비상 상황시 탑승자를
외부에서 신속하게
구할 수 있도록
형성된 상부가 탈착
가능한 안전벨트

(10-2019-0046098)

안전벨트 장치

(10-2016-0091031)

기술내용
차량사고 발생시 버클의 고장
이 발생하거나, 외부에서 탑승
자를 구조할 시 버클에 도달하
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안
전띠의 상부가 탈착 가능하도
록 하여, 비상시 구조원이 창
문을 통해 상부고정부를 분리
시키고 탑승자를 구조할 수 있
도록 한 안전띠 시스템
탑승자가 차량 승차를 감지하
여 탑승자가 착석하면, 사이드
필러에 인접하게 위치한한 안
전띠를 탑승자의 전방으로 이
동시켜 탑승자가 안전띠를 손
쉽게 잡아서 버클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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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 안전띠 스마트 시스템
발명의 명칭
(공개번호)
운전 환경 환기를
위한 스마트 시트
벨트 시스템 및
운전 환경 환기
방법

(10-2016-0134389)

탑승자의 심정지시
흉부를 압박하여
심폐소생모드를
실행하는 안전벨트

(10-2018-0038657)

차량 제어 방법

(10-1977091)

기술내용
시트벨트에 설치된 온도 감지
센서와 진동 감지 센서를 이용
하여 운전자가 졸음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상태인
경우, 차량내 온도를 낮추거나,
차량을 감속하거나, 시트벨트
진동하여 운전 환경을 변경하
는 시스템
안전띠에 심장작동측정센서를
삽입하여 심장박동을 모니터링
하거나, 급작스런 자세변경, 급
작스런 조향능력 상실 등의 운
전자 행동을 모니터링하여 심
정지상황 발생을 감지하고, 심
정지상황 발생시 안전띠를 감
았다 풀었다 하여 심폐소생을
실시하는 시스템
탑승자의 제스처를 감지하여,
제1탑승자가 제2탑승자에게 해
를 가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제1탑승자의 움직임이 제한되
도록 안전띠의 길이를 줄이는
차량의 제어 방법

안전벨트에 체온, 심박수 등의
생체정보를 센싱 생체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센
하는 안전벨트 및 서장착하고, 센서 측정 결과
이를 이용한 자율 운전자가 졸음상태인 것으로
주행 시스템
판단되면, 자동차를 자율 주행
(10-2018-0117961) 모드로 전환하여 사고를 방지
하는 시스템
차량의 가속도 센서와 충돌 감
지 센서를 이용하여 차량 사고
차량의 승객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차량의 안전
장치 및 그 제어 띠가 풀린 길이를 이용하여 풀
방법
린 길이가 길면 길수록 안전띠
(10-2019-0046098) 의 구속 시점을 앞당기고, 에
어백의 전개 시점은 늦추는 제
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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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