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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악지대와 해안지역 인근에 구축된 도로시설물은 

지역 특성상 강풍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강풍

은 운전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며, 대형 사고를 발

생시킬 위험성이 있다2,8). 강풍에 의한 사고유형은 크게 

경로이탈과 전도로 나뉜다. 경로이탈은 차량이 직진성

을 상실하여 인접차선을 침범하는 사고유형이며, 전도

는 강한 횡풍으로 인해 타이어의 접지력이 급격히 상실

되어 바람의 진행방향으로 뒤집히는 사고유형이다.

우리나라는 지역특성상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

도이며, 해안선을 따라 사장교, 현수교와 같은 특수교

가 다량 축조되어있다. 이러한 특수교는 바람에 직접

적인 영향을 받으며, 주행자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또

한, 동고서저의 지형인 우리나라는 높새바람에 의해 

산악지대에 축조된 도로에서 강풍에 의한 사고가 다수 

발생된다. 국내 도로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약 2%는 강

풍에 의한 것이며, 200건 이상의 전도사고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국외에서도 강풍에 의해 매년 150만 건의 

추돌사고가 발생되며, 800,000명의 부상자와 7,000명의 

사망자가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다9). 그리고 경로이

탈의 사고유형은 차량이 인접차선을 침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조향회복으로 인해 보고되지 않은 

사고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횡풍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풍벽을 설

치하여 차량에 미치는 횡풍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으며, 

차량의 외형을 유선형으로 설계하여 공기저항성을 높

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방풍벽은 추가적인 설치비

용과 풍하중의 증가로 인해 구조물 성능을 저하시키며, 

화물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의 유선형 설계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횡풍에 따른 제한속도 기준을 적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횡풍에 따른 

제한속도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횡풍의 변화에 따른 

실제 차량의 거동분석이 이루어져야하나, 사고의 위험

이 있어 모형실험이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 방법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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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풍에 따른 차량의 거동분석은 이전부터 수행되어

왔다. Emmelman은 승용차의 조향방법에 따른 영향을 

모형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7). Baker는 차량의 정적 

평형방정식을 이용하여 사고유형을 정의하였으며4-6), 

그의 연구에 착안하여 많은 차량 거동분석 연구가 수

행되었다. Xu와 Guo, Chen과 Cai는 추가적으로 횡력을 

고려한 3차원 동적 차량모델을 제안하였다12,15). 그리

고, Chen과 Cai는 직선차선뿐만이 아닌 곡선 차선과 같

은 다양한 지형 조건을 고려한 사고기준을 제안하였다. 

수많은 차량의 거동분석 연구를 통해 여러 차량 시뮬

레이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권순덕은 정적해석모

델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여 풍속별 제한속도를 제안하였다13). 한국도로공사

는 승용차뿐만이 아닌 승합차, 트럭을 대상으로 해석

을 수행하였으며 사고유형 중 경로이탈에 대한 사고위

험도 분석을 세부적으로 진행하였다8). 

그러나 Table 1에 나타낸 국내에 적용되고 있는 풍

속에 따른 통행속도 제한기준은 세부적이지 못하며,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연구가 승용차를 대상으로 경로

이탈에 대해 분석되어왔다. 하지만 횡풍에 가장 큰 영

향을 받는 차량은 화물차량이며, 전도 사고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형이다. 

Table 1. Domestic traffic speed limits by wind velocity

10 minute average wind velocity Limit condition of vehicle

More than 15m/s Less than 70km/h

More than 20m/s Less than 50km/h

More than 25m/s Passage reservation

Table 2. Flow chart of study

Investigation of previous research

Analysis variable determination

Run the simulation

Sliding Overturning

Analysis of lateral displacement Analysis of tire grip forces

Calculation of accident risk 
index Analysis of overturning step

Derivation of sliding risk wind 
velocity

Derivation of overturing risk 
wind velocity

Derivation of accident risk wind velocity

Velocity reference of the wind velocity 
interval path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of 
the restriction criteria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의 제원과 횡풍의 변화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분석하고 풍속구간별 화물차량의 제한속도

를 제안하고자한다. Table 2에 본 연구의 흐름도를 나

타내었다.

2. 사고위험도의 정의

횡풍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유형은 크게 경로이탈

과 전도로 나뉜다. 본 장에서는 횡풍에 의한 주행성 상

실과 사고유형의 판정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의된 경로이탈량 산정식과 전도 발생풍속 산정식을 

나타내었다. 

2.1 주행성 상실의 정의

횡풍이 차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운전자의 조향능

력에 따라 차량의 주행 민감성은 달라진다16). 이를 명

확히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모델은 제시되지 않고 

실험을 통해 주행성 상실이 정의되었다. 

Fig. 1은 운전자의 조향방법에 따른 차량의 슬립량

을 측정한 실험결과를 보여준다. 핸들을 고정한 상태

와 고정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운전자의 능동적 판단

으로 총 3가지 경우를 평가하였다. 

실험결과에서 여러 조향방법에 관계없이 약 0.8초간 

차량은 유사한 슬립량을 보인다. 이는 차량에 발생된 

이상거동을 운전자가 감지하고 반응하는 시간인 약 

0.4초와 차량의 조향장치가 반응하는 시간인 약 0.4초

의 지연시간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0.8초간 차

량은 운전자의 조향방법에 관계없이 이상거동이 발생

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

션에 설정된 횡풍의 작용시간을 0.8초로 설정하였다.

Fig. 1. Comparison of vehicle behavior according to steer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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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고위험도지수

전도의 사고유형은 타이어의 접지력이 0이 되는 순

간 급작스럽게 발생되어 사고위험도지수를 정의하기에

는 무리가 있으나, 경로이탈은 차량이 다른 차선에 도

달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위험도지수를 정의할 수 있다. 

Fig. 2는 차량의 주행경로 변화를 보여준다. 경로이

탈 사고의 발생을 차량의 이탈량이 만큼 발생된 

순간으로 가정하면, 경로이탈에 따른 사고위험도지수

는 비교적 쉽게 정의할 수 있다. 

Fig. 2. Driving route of vehicle by cross-wind.

Emmelman은 이러한 차량의 이탈정도를 고려하여 

식 (1)과 같은 사고위험도지수를 정의하였다.

 




 (1)

여기서, 은 차량에 경로이탈이 발생되고 0.8초 

동안 발생된 횡방향변위이며,  는 이탈정

도로써 직접적인 위험정도를 나타낸다. 식 (1)을 이용

하여 이탈정도에 따른 사고위험도지수를 Fig. 3에 나타

내었다. 

Fig. 3. Accident risk index according to sliding degree.

Emmelman은 3이상의 사고위험도지수를 경로이탈 위

험영역으로 정의하였으며7), 한국도로공사(2011)의 연구

결과에서는 1이상의 사고위험도지수를 경로이탈 위험영

역으로 정의하였다8). 

본 연구의 대상차량인 화물차량은 승용차보다 윤거

가 더 크기 때문에 경로이탈이 훨씬 빠르게 발생될 것

으로 판단되어 사고위험도지수가 1이상인 영역을 경로

이탈 위험영역으로 적용하였다.

2.3 경로이탈량 산정모델

경로이탈량 산정모델은 차량에 작용되는 외력과 내

력의 평형방정식을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3,10~14. Fig. 

4는 횡풍에 의해 발생되는 차량의 외력과 내력을 보여

준다. 이를 정리하면 식 (2)와 같은 간략화된 식을 얻

을 수 있다. 









(2)

여기서, 은 차량의 요율이며, 는 공기역학적 횡

방향력, 은 차량 중량, 는 차량의 진행속도, 는 조

향점에서 무게중심까지의 거리, 는 횡력과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 는 조향점 주위 타이어 요우 감쇠 모멘

트에 비례하는 모멘트 팔길이이다. 식 (2)를 이용하여 

차량에 이상거동이 발생된 0.8초 이후의 경로이탈량은 

식 (3)과 같다.

  × tan






(3)

여기서, 는 경로이탈량이며, 는 공기밀도, 는 

횡력계수, 는 풍벡터의 상대크기, 는 차량의 투영

면적이다. 

Fig. 4. Forces applied to vehicle by cross-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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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도 발생풍속 산정모델

운전자의 조향방법에 따라 사고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경로이탈에 비해 전도는 사고위험정도가 명확한 

사고유형이다. 차량의 전도발생 풍속은 간단한 모델로

부터 정의될 수 있다. 양력과 롤링모멘트는 차량을 전

도시키는 힘이며 전도에 대항하는 힘은 차량의 자중이

다. 이러한 힘의 평형조건으로부터 전도 발생풍속을 

도출하면 식 (4)와 같다.

 

 


(4)

여기서, 는 전도 발생풍속이며, 는 중력가속도, 는 

차량의 윤거, 은 롤링모멘트 계수, 은 양력계수이다.

3. 화물차량 주행 해석

3.1 해석조건 조건

횡풍에 영향을 받는 화물차량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상용프로그램인 TruckSim을 이용하였다1). TruckSim은 

다양한 종류의 화물차량이 모델링되어 있으며, 타이어

의 종류, 엔진 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 새로운 외형의 

차량 모델링이 가능하다. 또한 도로구조를 모델링할 수 

있으며, 차량의 조향방법을 설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

다. 그리고 TruckSim은 CarSim과 다르게 트레일러의 외

형이나, 적재중량의 모델링이 가능하여 세부적인 평가

가 가능하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도로 모델은 도로교 

설계기준에 준하여 차선폭을 3.5 m로 모델링하였으며, 

해석시간과 차량의 최대속도를 고려하여 도로길이를 

200 m로 모델링하였다. 또한 횡풍의 영향을 명확히 분

석하기 위해 차량속도는 일정하게 설정하였으며, 풍향

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인 차량의 진행방향에 

수직한 방향에서 불어오게 하였다. 앞서 정의된 조향방

법에 관계없이 이상거동을 보이는 0.8초의 시간과 초기

마찰로 손실된 차량속도를 회복하는 1.0초의 시간을 고

려하여 시뮬레이션 시간을 총 1.8초로 설정하였다. 

3.2 해석 변수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화물차량은 가장 대표적인 화

물차량인 Conventional Van을 이용하였으며, 세부적인 

차량제원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차량 속도를 10∼

120 km/h까지 10 km/h씩 증가시켰으며, 풍속은 10∼

40m/s까지 2 m/s씩 증가시켰다. 차량 최대속도를 120 

km/h까지 설정한 이유는 화물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의 

국내 고속도로 통행 제한속도가 최대 110 km/h로 규정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량의 제원에 따른 변수

로 전고와 전장, 적재중량을 변화시켰으며, 환경조건인 

노면마찰계수를 변화시켰다. 차량의 전고를 2~5 m로 

설정한 근거는 국내 소형트럭의 높이는 약 1.96 m이며 

대형트럭의 높이는 4 m이상이기 때문이다. 정상상태의 

노면마찰계수는 0.4~0.8이며, 평활한 얼음이나 적설된 

노면의 마찰계수는 0.1이하, 통상적인 결빙노면의 마찰

계수는 0.2~0.3이기 때문에 노면마찰계수를 0.1~0.85까

지 0.15씩 증가시켰다. Table 4에 상세한 시뮬레이션 

변수를 나타내었다.

3.3 사고위험도 분석과정

본 장에서는 화물차량의 사고위험도 분석 과정을 나

타내었다. Fig. 5는 차량속도의 변화에 따른 경로이탈

위험풍속과 전도 위험풍속을 보여준다. 경로이탈 위

험풍속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차량의 횡방향 이

탈거리를 이용하여 앞서 정의된 사고위험도지수로 도

출되었다. 사고위험도지수가 1이하로 나타나는 차량속

도의 경로이탈 위험풍속을 40 m/s로 선정하였으며, 사

고 위험도지수가 1이상으로 나타나는 차량속도의 경로

이탈 위험풍속은 설정된 풍속으로 선정하였다. 전도 

Table 3. Details of Conventional Van

Data Value

Image of vehicle

Overall height (mm) 4,000

Overall length (mm) 5,000

Weight of vehicle (kg) 4,455

Width of vehicle (mm) 2,438

Variables Range Vehicle model Vehicle velocity Cross-wind velocity

Overall height (m) 2, 3, 4, 5

Conventional Van 10∼120 km/h
increase an 10 km/h

10∼40 m/s
increase an 2 m/s

Overall length (m) 5, 6, 7, 8, 9, 10

Intake weight (ton) 0, 1, 2, 3

Surface friction coefficient 0.1, 0.25, 0.4, 0.55, 0.7, 0.85

Table 4. Simulatio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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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ccident risk wind velocity of Conventional Van.

위험풍속은 타이어 접지력이 0으로 나타나는 풍속으로 

선정하였다. Fig. 5를 통해 차량속도의 증가에 따라 전도 

위험풍속이 일정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경로이탈 위험풍속과 전도 위험풍속

을 종합하여 사고 위험풍속을 도출한 뒤 차량의 사고

유형을 판단하였다. 그리고 Fig. 5와 같이 풍속을 총 4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간별 통행속도를 설정하였

다. 풍속구간의 설정근거는 기상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강풍의 구간을 Fig. 5와 같이 적용하기 때문이다.

4. 사고위험 분석결과 및 통행제한속도

4.1 전고의 변화에 따른 사고위험성

사고위험도에 대한 전고의 영향을 Fig. 6에 나타내

었다. 

Fig. 6(a)에 전고의 증가에 따른 경로이탈 위험풍속을 

나타내었다. 전고가 2 m일 때 최대 차량속도에서 28 

m/s의 경로이탈 위험풍속이 얻어지며, 전고가 1 m씩 증

가할수록 경로이탈 위험풍속은 2~7 m/s씩 감소되었다. 

이는 전고가 증가함에 따라 횡력이 증가하여 차량에 작

용하는 요잉모멘트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차량속도 90 

km/h이하에서는 사고위험도지수가 1이하로 도출되어 

경로이탈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b)에 전고의 증가에 따른 전도 위험풍속을 나

타내었다. 전고가 2 m일 때 최대 차량속도에서 전도 

위험풍속은 18 m/s로 나타났으며, 전고가 1 m씩 증가

할수록 전도 위험풍속은 2~6 m/s씩 감소되었다. 이는 

전고가 증가함에 따라 바람의 작용면적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 횡력이 증가하여 타이어의 접지력이 상실되

(a) Sliding

(b) Overturning

(c) Accident risk

Fig. 6. Effect of overall height on traffic accident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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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경로이탈 위험풍속과 전도 위험풍속을 종합하여 얻

어진 사고 위험풍속을 Fig. 6(c)에 나타내었다. 사고 위

험풍속은 모든 차량속도에서 전도 위험풍속으로 나타

나, 전도의 증가는 전도 사고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침

을 알 수 있다.

4.2 전장의 변화에 따른 사고위험성

사고위험도에 대한 전장의 영향을 Fig. 7에 나타내었다. 

(a) Sliding

(b) Overturning

(c) Accident risk

Fig. 7. Effect of overall length on traffic accident risk.

Fig. 7(a)는 전장의 증가에 따른 경로이탈 위험풍속

을 보여준다. 전장이 3 m일 때 차량속도 40 km/h이상

부터 경로이탈 사고위험성이 나타나며, 차량 최대속도

일 때 경로이탈 위험풍속은 10.5 m/s로 얻어졌다. 그리

고 전장이 1 m씩 증가할 때마다 동일한 차량속도의 경

로이탈 위험풍속은 유사하였으며, 경로이탈 위험성은 

감소되었다. 이는 차량의 전장이 증가함에 따라 경로

이탈을 발생시키는 요잉모멘트가 증가하지만 이를 저

항하는 타이어의 마찰에 의한 저항모멘트도 증가하여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Fig. 7(b)는 전장의 증가에 따른 전도 위험풍속을 보

여준다. 전장이 3 m일 때 차량 최대속도에서 전도 위

험풍속은 7.6 m/s로 나타나며, 전장이 1 m씩 증가할수

록 전도 위험풍속은 2~4 m/s씩 감소되었다. 이는 전장

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에 작용되는 횡력이 증가하여 

전도가 선행되기 때문이다. 

Fig. 7(c)와 같이 사고 위험풍속을 도출하였을 때 전

장의 증가는 전도 사고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4.3 적재중량의 변화에 따른 사고위험성

사고위험도에 대한 적재중량의 영향을 Fig. 8에 나

타내었다. 

Fig. 8(a)는 적재중량의 증가에 따른 경로이탈 위험

풍속을 보여준다. Basic은 적재중량이 없는 기본상태를 

나타낸 것이며 각 변수별 적재중량을 1 ton씩 증가시켰

다. 적재중량이 1 ton씩 증가할수록 경로이탈 위험풍속

은 같은 차량속도일 경우 1~3 m/s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재중량의 증가로 인해 타이어의 접

지력이 증가하여 높은 풍속에서도 전도가 발생되지 않

고 경로이탈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재중량이 

1 ton씩 증가할수록 경로이탈에 대한 사고위험성이 감

소되는 결과를 보였다.

Fig. 8(b)는 적재중량 증가에 따른 전도 위험풍속을 

보여준다. 적재중량이 1 ton씩 증가할수록 전도 위험풍

속은 2~7 m/s씩 증가하였다. 이는 적재중량이 증가할

수록 타이어의 접지력이 증가하여 전도를 발생시키는 

롤링모멘트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Fig. 8(c)는 적재중량의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풍속

을 보여준다. 적재중량이 0 ton인 Basic은 모든 차량

속도에서 사고유형이 전도로 나타났으며, 적재중량이 

1 ton씩 증가할 때마다 사고유형이 전도에서 경로이

탈로 변하지만, 경로이탈 위험성은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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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liding

(b) Overturning

(c) Accident risk

Fig. 8. Effect of overall length on traffic accident risk.

4.4 노면마찰계수의 변화에 따른 사고위험성

사고위험도에 대한 노면마찰계수의 영향을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a)는 노면마찰계수의 변화에 따른 경로이탈 

위험풍속을 보여준다. 노면마찰계수가 0.1일 때 차량속

도가 0 km/h인 정지상태에서도 경로이탈 위험풍속이 

22.5 m/s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량속도가 40 km/h까지 

동일한 경로이탈 위험풍속이 얻어졌다. 차량속도 40 

(a) Sliding

(b) Overturning

(c) Accident risk

Fig. 9. Effect of friction coefficient of road surface on traffic 
accident risk.

km/h이후부터 경로이탈 위험풍속이 1~4 m/s씩 감소되

었으며, 최대 차량속도에서의 경로이탈 위험풍속은 10 

m/s로 나타났다. 노면마찰계수가 0.15씩 증가할 때 마

다 경로이탈 위험풍속은 4~6 m/s씩 증가되며, 노면마

찰계수가 0.4이상부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9(b)에 노면마찰계수에 따른 전도 위험풍속을 

나타내었다. 노면마찰계수가 0.1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김재현⋅홍기남⋅서동우

J. Korean Soc. Saf., Vol. 31, No. 5, 2016 156

변수들이 동일한 차량속도에서 유사한 전도 위험풍속

을 보였다. 이는 노면마찰계수가 0.25이상부터 타이어 

접지력의 증가로 인해 저항모멘트가 증가하여 차량이 

쉽게 미끄러지지 않으며 롤링모멘트에 의한 전도가 발

생되기 때문이다. 

Fig. 9(c)는 노면마찰계수에 따른 사고 위험풍속을 

보여준다. 노면마찰계수가 0.1일 때는 모든 차량속도에

서 경로이탈의 사고유형이 나타났으며, 0.25이상부터

는 전도의 사고유형이 나타났다.

4.5 풍속구간별 화물차량의 통행속도 기준 제안

앞서 얻어진 변수별 사고위험도 분석결과를 이용하

여 Table 5와 같이 풍속구간별 화물차량의 통행속도 

기준을 나타내었다. 

10~14 m/s의 풍속구간은 상대적으로 작은 풍속이기 

때문에 통행제한은 없으며 제한속도를 50, 80, 100 

km/h로 구분하였다. 14~21 m/s의 풍속구간은 특정 변

수의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통행제한이 고려되었

으며, 제한속도에서 100 km/h를 제외시켰다. 21~25 m/s

Table 5. Proposal of traffic speed limits according to wind 
velocity section

Wind speed 
section

Limit vehicle 
velocity

Conditions

10∼less 
than 14

m/s

50 km/h
· More than 4 m of overall height 
· More than 5 m of overall length
· 0.1 of friction coefficient of road surface

80 km/h

· 3∼4 m of overall height
· Less than 5 m of overall length
· More than 0.25 of friction coefficient of road 

surface

100 km/h
· Less than 3 m of overall height
· Less than 1 ton of intake weight

14∼less 
than 21 

m/s

Traffic 
restrictions

· More than 5 m of overall height
· More than 6 m of overall length
· 0.1 of friction coefficient of road surface

50 km/h

· 3∼5 m of overall height
· 4∼6 m of overall length
· More than 0.25 of friction coefficient of road 

surface

80 km/h
· Less than 3 m of overall height
· Less than 4 m of overall length
· Less than 1 ton of intake weight

21∼less 
than 25 

m/s

Traffic 
restrictions

· More than 4 m of overall height
· More than 4 m of overall length
· 0.1∼0.55 of friction coefficient of road surface

50 km/h

· Less than 4 m of overall height
· Less than 4 m of overall length
· More than 0.55 of friction coefficient of road 

surface

More than 
25 m/s

Traffic 
restrictions

· Intake weight: 0ton

의 풍속구간은 횡풍에 대한 저항성이 큰 변수들을 제

외한 모든 변수들이 통행제한 되었다. 25 m/s이상의 풍

속구간은 적재중량이 1 ton이상인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통행을 제한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차량 주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횡풍에 의한 화물차량의 사고위험도 평가를 실

시하였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풍속구간별 통행 제한

속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

음과 같다.

1) 일반 승용차와 같은 전고가 낮은 차량에 비해 전

고가 높은 화물차량은 주로 전도에 의한 사고를 보였

으며, 경로이탈과 전도가 복합적으로 발생되었다. 

2) 경로이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주요요인은 차

량속도이며, 전도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주요요인은 

풍속으로 나타났다.

3) 1 ton이상의 중량이 적재된 화물차량은 21~25 m/s

의 강풍에서 50 km/h이하로 운행하여도 사고의 위험이 

없었다. 그러나 적재중량이 없는 화물차량은 낮은 풍

속에서도 높은 사고 위험성을 보였다. 따라서, 강풍 발

생구간에 화물차량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나 

안내판을 설치하여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통행속도 

제한기준을 권고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4)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풍속에 따른 화물차량 통행

속도 제한기준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통해 

구축되었으므로 근거자료가 부족한 기존 통행속도 제한

기준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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