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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전용도로를 위한 콘크리트 차량방호울타리의 동적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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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S : In This study two different concrete barrier systems have been proposed to be established at the small vehicle driveway. One
is for median barrier, and the other is for roadside barrier.

METHODS : In order to determine the suitable shape of barrier, the impact parameters including vehicle weight, impact angle, impact
velocity and impact level have been analyzed. The real crash test has been carried out with 0.9 ton and 2.5 ton vehicles, respectively by using
the 2m segment type concrete barriers connected by steel plates that are totally 40m barrier systems.

RESULTS : The numerical results obtained by LS/DYNA-3D software are compared with real crash tests from the viewpoints of vehicle
stability, vehicle trajectory, occupant risk, etc.

CONCLUSIONS : From the above results, the dynamic performance of proposed barrier systems satisfies the specification of Korean Code
for roadside safety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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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70년~1980년대에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개발을

이루면서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시작되었으며, 위성도

시의 개발 및 도심의 재개발 등이 이루어지면서 과 화

가 더욱 가속되었다. 또한 자동차 보급률의 증가로 인해

도로 혼잡도 증가, 물류비용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는 도로의 확장₩신설 등 교통망확충이 시급하나 지가상

승에 의한 용지보상비의 증가, 주민 민원에 따른 노선결

정의 어려움 등 대규모 도로의 확장₩신설에 의한 교통

망 확충은 점차 어려워져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규칙”(국토해양부, 2009)을 통

Main Author : Hwang, In Tae, Manager
Department Highway, Byucksan Engineering Co,
4F KT&G Seongnam Branch office., 219-3, Yatap-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463-836, Korea
Tel : +82.31.725.9630    Fax : +82.31.701.0805
email : 2006jh@hanmail.net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 

http://www.ksre.or.kr/

ISSN 1738-7159 (Print)

ISSN 2287-3678 (Online)

083-174-교통체계  2012.8.17 11:17 AM  페이지113   프린텍1 



한 소형자동차 설계기준을 새롭게 규정하 으며, “소형

차 전용도로 도입방안 연구”(한국도로공사, 2008), “소

형차 전용 지하도로 건설계획”(서울특별시, 2010), “수

도권 지하고속도로 구상방안 수립연구(한국교통연구원,

2009. 12)”등 전체 통행중인 혼합차량 중 85% 이상(수

도권의 경우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형차를 분리 통행

시키려는 소형차 도로 건설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 등급은 소형

차량 뿐만 아니라 대형차량의 충돌까지 감안하여 설계

되어 있어, 소형차 도로에 적용하게 되면 과대 설계되어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소형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하여 안전성 및 미관성 또한 떨어진다. 따라서 소형자동

차 규격에 맞는 차량방호울타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형차전용도로에 적합한 소

형차의 충돌변수(impact parameters :충돌속도, 충돌

차량중량, 충돌각도, 충돌등급)를 고려하여 그 동안의

국내 국도 및 고속도로의 교통관련 자료의 분석과 소형

차량의 충돌 시 등판(ramping)이나 전복(overturn)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콘크리트 방호울

타리의 단면을 결정하 다. 

이 연구에서는 실물충돌시험을 수행하기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여러 후보단면을 대상으로 가상 모

의실험을 통해 안전측에 드는 단면의 제원을 확정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해석한 결과와 실험

값과의 자료비교를 통해 유한요소 모델링 기법과 적절

한 입력자료의 적정성을 보여 주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분리

대용과 노측용 콘크리트 방호울타리가 제안되었는데,

중앙분리대는 기존의 F-형(federation type)이, 노측

용은 기존의 SS-형(single slope type) 단면을 기초로

수정되었다. 각각의 단면은 2m 길이의 분할식

(segment type) 콘크리트 방호울타리와 현장 연속타

설인 연속식(continuous type) 방호울타리의 2종류 형

식에 대해 검토를 하 다. 분할식의 경우 실물충돌시험

장에서 현장 타설을 통한 방호울타리를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 및 조립에 용이한 2m 규격을 이용하 다.

충돌차량의 중량은 충돌계수 분석을 통해 탑승자 위험

도(occupant risk) 평가를 위해 0.9톤 승용차, 강도성

능 평가를 위해 2.5톤 픽업트럭을 가정하 다. 그 외의

충돌조건은 국내 규정인‘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동적성능평가를 위해 LS/DYNA-3D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으며, 구조적 적합성, 충돌후 차량의 궤적, 탑

승자 위험도 평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물충

돌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비교하여 판단하 다. 

2. 소형차전용도로를 위한 충돌변수 분석

이 연구는 제안된 소형차 전용 방호울타리에 적용해

야 할 차량중량, 충돌각도, 충돌속도 및 충돌등급을 여

러 충돌변수 분석을 통해 확정짓는 과정을 말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미“소형차도로 차량방호울타리 개발을

위한 연구”(한국도로공사, 2010)와“소형차도로 방호울

타리 형식선정을 위한 충돌계수 및 방호울타리 높이선

정 연구”(최현호, 2010)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 즉 차

량중량(vehicle weight)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탑승자 위험도(occupant risk)와 구조적 적합

성(structural adequacy)이다. 먼저 탑승자 안전도 평

가를 위한 차량중량은 2009년 기준 수도권고속도로의

운행비율(5.41%)과 경형 차량등록비율의 증가추세 등

을 감안하여 기존의 1.3톤 보다는 경형차를 포함한 0.9

톤을 충돌중량으로 하향조정한다면 대부분의 차량이 탑

승자 안전도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

형차 전용 방호울타리의 강도측면, 즉 구조적 접합성 측

면에서는 한국도로공사(2001~2008)의 교통사고 누적

분포비율을 보면 재현확률 2 수준에 해당하는 중량은

2.25톤임을 알 수 있으며, 15인승 승합차량의 중량에

해당하는 2.5톤의 경우 98.79%의 차량이 운행한 것으

로 나타나 차량등록 비율과는 4% 이상의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도성능 평가를

위해 2.5톤 픽업트럭을 사용하 다. 

한편, 충돌각도(impact angle)는 RISER(European

Community, 2005)에서 유럽 7개국의 사고 데이터와

대표적인 211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국내 소형차

방호울타리 사고 및 국내 교통사고 누적통계를 분석하

여 결정하 다(최현호, 2010). 즉, 현재 국내에서 사용

되는 소형차 도로의 충돌각도 기준은 강도평가에서 15。

탑승자 위험도 평가에서는 20。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

나 이 연구는 소형차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충돌각도 데

이터와 핸들조작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충돌 각도의 상

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형차전

용도로의 경우 충돌각도 및 탑승자 위험도 평가 모두

20。로 상향 조정하면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으로 충돌각

도 기준에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충돌속도(vehicle velocity)는 현행 충돌속도

기준(국토해양부, 2009)은 트럭 기준이며 14톤 트럭이

낼 수 있는 최고속도, 즉 설계속도의 80%로 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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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80%를 충격속도로 규정하고 있어 소형차의 주

행특성이 반 되고 있지 않다. 특히 소형차의 경우 설계

속도가 낮은 도로이더라도 과속의 경향이 높으며, 자동

차전용도로의 경우 그 경향은 더욱 높다. 국내의 국도사

고를 분석하여 사고누적률을 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회

귀분석하면 강도평가를 위한 설계속도의 80%인

65km/h를 적용 시 35%의 차량만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재현확률빈도가 낮아 충돌속도 기준으로 부적합한

결과이며 미국의 결과와도 상이한 주행행태로 판단된

다. 따라서 소형차도로의 충돌속도를 설계속도와 동일

하게 적용하면 누적률 68%의 차량이 이에 해당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충돌속도 기준으로 설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방호울타리의 저항능력을 정의하는 충돌

등급(impact level)은 현재 차량의 도로이탈 방지를 위

해 설치되는 방호울타리는 대형차 위주의 방호울타리

성능을 평가토록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소형자동차가

설계기준자동차로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소형차도로의

도입을 위하여 소형자동차의 규격에 맞는 차량방호울타

리 등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형차 고속도로는 경부선 오산∼양재 등 5개 노선

L=143.1km 구간의 신설 및 지하구간에 검토되고 있으

며 설계속도는 80~100km/h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

에서 현재 시공 중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을 포함

하여 L=136.9km 구간이 검토되고 있으며 설계속도는

60~70km/h로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설계속도별

등급분류 방식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의 규정에 따라 설계속도 80km/h 미만도로는 SBC-60

등급, 80km/h 도로는 SBC-80 등급, 100km/h 도로는

SBC-100등급 등 3개 등급을 신설함이 바람직하다. 

Table 1에 새로 규정된 소형차도로 충돌시험 기준을

정리하 으며 이 연구에서는 SBC-80 등급을 기준으

로 하 다.

3. 소형차 차량방호울타리의 단면 결정

이 연구에서 제안된 소형차 전용도로를 위한 중앙분

리대용과 노측용 콘크리트 방호울타리의 단면은 Fig. 1

과 같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단면들은 각각

기존의 F-형 및 SS-형 콘크리트 방호울타리 단면을 기

초로 하여 적절한 단면의 높이 등을 축소하여 제시한 것

이다. 여기서, 단면의 높이 결정은 아래의 검토사항을

갖고 결정하 다. 

즉, 소형차 방호울타리의 높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충돌차량의 충분한 강도와 충돌 후 전복(overturn)되지

않고 선회하여 충돌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

확보가 중요하다. 차량의 무게중심 높이가 방호울타리

보다 높게 형성되지만 충돌차량이 전복되지 않는 것은

복원모멘트가 차량에 작용함으로써 차량의 전복을 줄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차량의 전복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

해서는 충돌차량의 충돌속도, 충돌각도, 차량중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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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rash test Specification for Small Vehicle 

Roadway(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0)

Test
Level

Nominal
Speed

Test
Designation

Vehi
cle

Vehicle
Velocity
(km/h)

Impact
Angle

Re-
marks

SBC-60 ~60km/h 

Strength
Performance
Evaluation

2.5

60 20
Occupant
Protection

Performance
0.9

SBC-
80

60~80km/h 

Strength
Performance
Evaluation

2.5

80 20 Apply
Occupant
Protection

Performance
0.9

SBC-100 100km/h~

Strength
Performance
Evaluation

2.5

100 20
Occupant
Protection

Performance
0.9

Fig. 1 Cross Section of Concrete Barrier for Small 

Vehicle Roadway

(a) Cross Section of 
Median Barrier

(b) Cross Section of 
Roadside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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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차량의 무게중심이 많은 향을 주고 있다.

충돌차량에 전복을 막기 위해 Fig. 2와 같이 모멘트

작용을 적용하여 방호울타리의 유효높이를 구하고자 한

다. Fig. 2에서 Point O점에 대한 모멘트의 합이 0이라

고 생각하면 Eq. (1) 및 Eq. (2) 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마찰계수는 3가지가 있다. 차

량과 방호울타리 사이(4.3절), 방호울타리와 지반 사이

(Table 6참조), 그리고 차량바퀴와 아스팔트면 사이 이

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바퀴와 아스팔트면

과의 마찰계수의 값을 0.2(Ross, 1993; Perera, 1989)

로 적용하면 유효높이는 Eq. (3)과 같다.

Eq. (3)을 이용하여 방호울타리의 최대 높이를 산정

하는 식은 다음 Eq. (4)와 같이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

는 Eq. (4)를 이용하여 전복에 대한 방호울타리의 최대

높이를 산정하고 이를 해외자료와 비교₩분석하 다.

여기서, =차량의 무게, =평균 차량의 횡방향 가

속도계수, =포장면의 마찰계수(0~0.39), =차량의

무게중심 높이, =난간유효높이, =전도 시 회전중

심, =차량의 전폭, =난간유효높이에서의 지지력을

나타낸다. 

앞의 식들과 충돌변수 분석을 통하여 설계된 국내 소

형차도로 방호울타리의 경우 충돌속도 80km/h와 충돌

각도 20。기준에서 승용차의 경우 최소높이 52cm에서

최대높이 75cm으로 나타났으며, 3.5톤 이하의 소형트

럭의 경우 최소높이 78cm에서 최대높이 89cm로 나타

났다. 따라서 소형차도로 방호울타리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서 충돌중량 2.5톤을 적용하여 소형차도로의 전도

방지높이를 계산하면 H=78cm로 분석되었으며 포장의

유지관리 상태에 따른 굴곡(H=3cm)을 감안하여

H=81cm(방현망 높이 제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중앙분리대의 경우 반대차선

진행차량의 전조등 차광을 위하여 현광방지시설을 설치

한다. 주행빔렌즈를 고려한 차광시설의 높이는 1.12m

로 계산되어 지지만,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

토해양부, 2010)에서 규정한 주행빔 렌즈 상향 5。를 적

용하여 HEAD LAMP의 최고 높이 0.97m일 경우 대향

차로에의 향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Fig. 1(a)의 중앙

분리대 높이가 1.13m로 결정하 다. 그리고 Fig. 1(b)

의 노측용 방호울타리의 하단 돌출부는 지반에 매립되

어 전단키의 역할을 수행한다.

4. 컴퓨터 해석에 의한 방호울타리 평가

4.1. 차량의 유한요소모델

충돌차량은 0.9톤, 2.5톤 차량모델을 사용하 다. 충

돌실험과 유사한 거동을 나타낼 수 있는 차량모델을

FEM모델로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해석 시

사용한 차량은 미국차량충돌연구센터(NCAC :

National Crash Analysis Center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제공되는 유한요소 모

델을 사용하 다. 0.9톤 모델은 보다 정 한 모델링이

되어 요소의 수가 매우 많이 소요되었다. 유한 요소 모

델들의 절점(node)수와 요소(element)수는 Table 2와

같다. Fig. 3과 4는 해석 시 사용된 차량들의 유한요소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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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Maximum Height of Barrier to Prevent 

Turn-over

(1) 

(2) 

(3) 

(4) Table 2. Number of Nodes and Elements for

Vehicle Models

Type Node Element 

0.9ton 19,216 17,454 

2.5ton 11,060 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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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발된 차량방호울타리 유한요소모델

콘크리트 방호벽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승용차와

트럭 크기의 차량에 효과적인 성능, 별도의 유지관리비

가 필요 없는 점 등의 이점 때문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중앙분리대용 및 노측용 콘크리트 방호울타리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링을 Fig. 5에 나타냈으며 분할식

방호울타리의 경우, 2m 단위로 40m 연장의 모델로 가

정하 다.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는 요소수가

396,165개 이고 절점수는 461,113개 이며, 노측용 방호

울타리의 경우는 요소수가 366,210개, 절점수는

421,458개 이다. 2m 분할식 모델은 190×60mm의 강

판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LS/DYNA-3D 프로그램에서

는 Shall 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 다. 또한 Rigid

Joint 옵션을 사용하여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 다.

방호울타리에 사용된 재료는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물

성을 이용하 다. 각각의 모델은 압축강도와 단위중량

을 이용하여 LS/DYNA-3D의 elastic Material 카드

를 이용하여 재료 물성을 입력하 다. 

Table 4에 입력된 재료의 물성치를 나타내었다. 보다

정 한 해석을 하려면 실제 제작 시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시체를 이용하여 강도시험 및 변형률을 측정하여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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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E Model of 0.9ton Vehicle

Fig. 4 FE Model of 2.5ton Vehicle

Fig. 5 FE Model of Barrier in Small Vehicle Driveway

(a) Median Barrier (b) Roadside Barrier

Table 3. Number of Nodes and Elements for

Barrier Models

Type Element Node

Median Barrier 396,165 461,113

Roadside Barrier 366,210 4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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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입력하여야 할 것이다.

4.3. LS/DYNA-3D CONTACT Option 및 경계

조건

구조해석 시 차량과 방호울타리 간의 접촉문제

(contact problem) 즉, 한물체가다른물체내부에침투

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LS/DYNA-3D에서는 차량

과 방호울타리에 대해 각각 AUTOMATIC_SINGLE_

SURFACE를 지정한 후 차량과 방호울타리의 관계는

AUTOMATIC_SURFACE_TO_SURFACE를 사용하

다.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에서 MASTER와 SLAVE 요

소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한물

체가 다른 물체 내부에 침투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두 표면간, 즉 차량과 방호울타리간의 정적 및 동적 마찰

계수는 0.2와 0.15를 입력하 다(기계설계도표편람,

2000). 차량의 바닥판은 RIGID_WALL로서 변형체와

RIGID_ SURFACE와의 경계조건을 부여하는 기능으로

반무한 평면으로 설정하 다. 차량 방호울타리에 대한

경계조건은 중앙분리대의 경우는 하단부를 고정하 으

며, 노측용일 경우는 방호울타리 하면과 지면사이에 적

정한마찰계수를적용하여계산하 다.

4.4.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실물충돌시험 비교

4.4.1. 차량안정성(Vehicle Stability)의 비교

제안된 방호울타리가 어느 정도의 방호성능을 가지는

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중량은 각각 0.9톤과 2.5

톤, 충돌속도는 80km/h, 충돌각도는 20。(SBC-80 등

급)에 맞추어 제안된 콘크리트 방호울타리 모델의 차량

안정성(vehicle stability)을 비교하 다. Fig. 6에서

정의된 ROLL, PITCH, YAW의 각도에 따른 차량안정

성을 평가하 다(Ross, 1993; Perera, 1989). ROLL,

PITCH의 각 변위가 40。를 초과할 때, 소위 위험 수준

인 주변경계값(Marginal)이 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40。이내이므로 ROLL, PITCH의 각 변위에 대해서 안

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YAW의 각 변위가 90。이상일

때 차가 고속으로 커브를 돌 때 도로에서 튀어 나가는

현상인 스핀아웃(Spinout)현상이 발생되는데 시뮬레이

션 결과 40。이내에 존재하므로 스핀아웃 현상에 대해

서도 안정한 거동을 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충돌후

차량의 전복이나 승월(override)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실물충돌시험값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와

의 비교를 위해 Fig. 7~9에는 실물충돌시험으로부터

얻은 Yaw Rate(각속도 :각변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값으로 Radian/시간 단위임)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와의 비교를 수행하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의 경우는 연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돌시간을

0.3초로 제한한 반면 실물충돌시험의 경우는 1.0초로

확장하여 계측데이터를 취득하여 보여주고 있다. 최대

Yaw Rate는 대략 2.5rad/sec으로 유사한 값을 보여

주는 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경우는 1차 충돌 뿐만

아니라 2차 충돌에 의한 Yaw Rate를 보여주는 점이

다른 점으로 파악된다. 이는 차량의 형태, 가속도계의

설치위치와 충돌환경에 따라 향을 받는 것으로 탑승

자의 안전성과 차량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2차적인

자료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 무게중심점에서 측

정하는 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값이 될 것이다. 그러

나 실물 충돌 차량과 시뮬레이션 차량의 형상차이, 그

리고 무게중심점과 충돌점 간의 길이차이 등 차량의 차

이에 의하여 값의 차이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그래프에서 실물충돌과 시뮬레이션 간의

최대값과 1차 충돌 시 그래프의 추이는 유사하게 나타

났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 해석

시 얻어낸 계측데이터는 0.001초 단위로 0.3초간 해석

한 값이므로 해석시간을 1초로 증가할 경우 0.3초 이후

에는 실물충돌과 같이 안정화된 그래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2m 단위로 모델링하여 40m연장으로 결합한

분할식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40m를 일체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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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terial Property of Concrete Barrier

Mass density
Modulus of
Elasticity

Poisson's Ratio

2.3t/m3 26.0GPa 0.2

Fig. 6 Positive Vehicular Sign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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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한 연속식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중앙분리대용 및 노측용 방호울타리 모두 Yaw Rate의

최대값이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장에

서 40m로 방호울타리를 타설하 을 경우에도 방호성능

의 저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할식 모델의 경우

2m 단위의 분할체를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이동이 용

이하며, 조립과 해체에 장점을 가진다.

4.4.2. 탑승자 위험도(Occupant Risk) 비교

탑승자 위험도에 대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실물

충돌 시험 결과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THIV(Theoretical Head Impact Velocity)는 시뮬레

이션 값이 약간 작게 나타나며 PHD(Post-impact

Head Deceleration) 값은 시뮬레이션 값이 약간 큰 값

을 보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노측용 방호울

타리의 경우 PHD 값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실물실

험과 시뮬레이션 시의 방호울타리와 지반간의 경계조건

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노측용 방호울타리의 시뮬레이션 시 지반과의 경계

조건은 Table 6을 참고하여 지반과 구조물간의 마찰

계수 0.6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이며, 이 값은 일체타

설 형태의 연속식 방호울타리 모델 해석에도 적용되었

다. 다시 말하면 SS-형 노측용 방호울타리는 바닥면

이 지반과 고정지지된 상태가 아니라 지반면과의 마찰

로 저항하게 되는데 여기서 적절한 마찰계수를 컴퓨터

해석 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향이 실물

충돌시험 결과와의 비교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고, 향후 이와 관련된 마찰계수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Median
Barrier

Roadside
Barrier

Segment Type
Simulation

Continuous
Type Simulation

Segment Type
Vehicle Crash

Test

Fig. 8 Yaw Retes of 0.9ton Vehicle Crash for 

Roadside Barrier

Fig. 7 Roll, Pitch, Yaw(Degree) Value of a 0.9ton Vehicle

Segment Type
Simulation

Continuous
Type Simulation

Segment Type
Vehicle Crash

Test

Fig. 9 Yaw Retes of 0.9ton Vehicle Crash for 

Median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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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차량의 궤적(Vehicle Trajectory) 비교

충돌 전후의 이탈각 변화와 이탈속도 변화를 Table 7

에 나타내었다. 구조해석 수행 후 각 모델에 대한 차량

의 시간대별 차량의 궤적을 비교한 결과, 각 모델 모두

이탈각도(exit angle)가 충돌각도(impact angle)의

60% 이내에 들기 때문에 인접차로의 진입에 의한 추돌

사고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차량의 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0.9톤과 2.5톤 차량으로 80km/h-20。

로 충돌시뮬레이션을 실시하 다. Fig. 10에서 0.9톤

차량의 중앙분리대용과 노측용 방호울타리에 대한 충돌

시 차량의 연속궤적을 나타내었다. 2m 분할체

(segment)의 연결부위에 차량이 걸리는 형상은 나타나

지 않았으며, 회귀 속도, 회귀 각도 모두 정상적인 범위

이내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5톤 차량

에 대한 충돌 시뮬레이션과 실물실험에서도 유사한 거

동을 보이고 있으며 실험결과인 연속궤적은 0.9톤과 큰

차이를보이지않기때문에생략하 다.

Table 5. Occurpant Risks by Computer Simulation 

Compared with Crash Test

Model
THIV
(km/h)

PHD
(g)

OIV(m/s) RA(g)

ASI

Vehicle
Crash Test

22.5 7.1 - - - - 1.09

Continuous
Type

Simulation
21.6 6.9 0.4 6.2 1.8 7.3 1.05

Segment
Type

Simulation
22.3 7.8 0.9 5.9 1.8 8.0 0.99

Vehicle
Crash Test

22.6 8.3 - - - - 1.09

Continuous
Type

Simulation
26.3 6.9 0.1 7.3 3.0 6.6 1.18

Segment
Type

Simulation
22.5 5.8 1.1 6.4 1.1 5.7 1.16

Design Criteria 33.0 20.0
9.0 

(max 12m/s)
15.0

(max 20g)

Type

Dry Condition Wet Condition

Under
48km/h

Over
48km/h

Under
48km/h

Over
48km/h

Sement

New
Road

0.80-
1.20

0.70-
1.00

0.50-
0.80

0.40-
0.75

Usually
Road

0.60-
0.80

0.60-
0.75

0.45-
0.70

0.75-
0.65

Old Road
0.55-
0.75

0.50-
0.65

0.45-
0.65

0.45-
0.60

Asphalt

New Road
0.80-
1.20

0.65-
1.00

0.50-
0.80

0.45-
0.75

Usually
Road

0.60-
0.80

0.55-
0.70

0.50-
0.80

0.45-
0.75

Old Road
0.55-
0.75

0.45-
0.65

0.45-
0.65

0.40-
0.60

Tar
0.50-
0.60

0.35-
0.60

0.30-
0.60

0.25-
0.55

Gravel

Tight
0.55-
0.85

0.50-
0.80

0.40-
0.80

0.40-
0.60

Lose
0.40-
0.70

0.40-
0.70

0.45-
0.75

0.45-
0.75

Soil Tight
0.50-
0.70

0.50-
0.70

0.65-
0.75

0.65-
0.75

Rock Tight
0.55-
0.75

0.55-
0.75

0.55-
0.75

0.55-
0.75

L
o
n
g
itu

d
in
a
l

T
ra
n
sve

rse

L
o
n
g
itu

d
in
a
l

T
ra
n
sve

rse

M
e
d
ia
n
 B

a
rrie

r
R
o
a
d
sid

e
 B

a
rrie

r

(Note) -Means No Data Obtained from Actual Crash Test

Table 6. Friction Coefficient of Road Condition

(National Forensic Service)

Table 7. Exit Angles and Exit Velocities After Collision

Model
Mass
(kg)

Exit
Speed
(km/h)

Result

Occupant
Protection

Performance 
915 20。

6.37。
(32%)

81.0
54.3

(67.6%)
O.K

Strength
Performance

2,505 20。
0.0。
(0%)

80.3
67.9

(83.8%)
O.K

Occupant
Protection

Performance 
900 20。

8.88。
(44%)

80
69.6

(87.0%)
O.K

Strength
Performance

2,500 20。
5.51。
(28%)

80
71.6

(89.5%)
O.K

Occupant
Protection

Performance 
920 20。

3.78。
(19%)

80.3
59.6

(74.2%)
O.K

Strength
Performance

2,470 20。
0.0。
(58%)

80.2
55.3

(69.0%)
O.K

Occupant
Protection

Performance 
900 20。

7.30。
(37%)

80
66.8

(83.5%)
O.K

Strength
Performance

2,500 20。
7.28。
(36%)

80
72.3

(90.4%)
O.K

Criteria

under
impact
angel
60%

over
impact
velocity
60%

Im
p
a
ct A

n
g
le

(。)

M
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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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B

a
rrie

r
R
o
a
d
si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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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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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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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g
le

(。)

I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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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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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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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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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ch

 T
e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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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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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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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구조적 적합성(Structural Adequacy) 비교

차량 충돌 후 방호울타리의 최대변위를 Fig. 11과 12

에 나타내었다. 변위는 중앙분리대의 경우 방호울타리

하단의 일부분에서만 발생하며, 그 값은 매우 미미하

다. 그러나 노측용 방호울타리의 경우 상부에서 약

5mm 정도의 변위가 발생하 고, 전체 모델에서 약 1±

0.5cm 범위에서 변위가 발생하 다.

중앙분리대와 노측용 방호울타리의 변위차이는 두 모

델의 경계조건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중

앙분리대의 경우 하단부의 경계조건은 고정인 상태이지

만. 노측용 방호울타리의 경우 횡변위에 대한 구속이 없

이 바닥면의 마찰력으로만 저항되도록 설정하 기 때문

에 방호울타리 전체에서 횡변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된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소형차전용도로에 적합한 콘크리트 중

앙분리대용 및 노측용 콘크리트 방호울타리를 제안하

다. 소형차전용도로의 경우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통제

되어 있으므로, 도로안전시설물을 기존의 설계규정에 따

라 설치를 하게 되면 과대한 설계로 인하여 경제적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소형차량에 적합한 방호울타리의

높이와 형상을 제안하고, 해당 방호울타리에 대하여 컴

퓨터시뮬레이션과실물충돌실험을실시, 비교하 다. 

실물충돌시험에는 분할식 모델이 사용되었는데, 2m

단위로 방호울타리를 타설하고 강판을 이용하여 각각의

방호울타리를 연결하 다. 소형차전용도로에 대한 설계

규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돌차량 0.9

톤, 2.5톤 차량을 80km/h-20。의 충돌조건으로 실물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결과 중앙분리대와 노측용 방

호울타리 모두 탑승자 안전도 및 구조적 적합성, 차량안

정성 측면에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경우 실물충돌시험용 실험체와 동일한 형

태로 모델링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을 통한 탑승

자 안전도, 구조적 적합성, 차량안정성 모두 안전한 것

으로 평가되었으며, 실물 충돌실험과 비교할 경우 충돌

차량과 해석용 차량과의 차이와 현장조건의 차이로 인

하여 값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전체적인 거동과 가속도 값의 경향은 유사하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

한 실험 또한 없었다. 장기적인 추세로 보아 소형차전용

도로는 점점 확대 적용이 될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적

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

한 해석을 활용하여 다양한 모델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

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소형차 전용도로에 적합한 설계

Fig. 10 Vehicle Trajectory for Median Barrier and 

Roadside Barrier

Simulation

Crash Test

Fig. 11 Permanent Deformation of Median Barrier 

After Collision

Simulation

Crash Test

Fig. 12 Permanent Deformation of Roadside Barrier 

After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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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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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ppendix)

t=0.00sec

t=0.20sec

t=0.40sec

t=0.80sec

t=1.00sec

t=1.20sec

Fig. A-1 Median Barrier of 0.9ton Vehicle Crash Trajectory

t=0.00sec

t=0.20sec

t=0.40sec

t=0.80sec

t=1.00sec

t=1.20sec

Fig. A-2 Median Barrier of 2.5ton Vehicle Crash Traj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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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00sec

t=0.20sec

t=0.40sec

t=0.80sec

t=1.00sec

t=1.20sec

Fig. B-1 Roadside Barrier of 0.9ton Vehicle Crash Trajectory

t=0.00sec

t=0.20sec

t=0.40sec

t=0.80sec

t=1.00sec

t=1.20sec

Fig. B-2 Roadside Barrier of 2.5ton Vehicle Crash Traj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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