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 In this research, an SB3-level roadside barrier for a highway transition zone that meets the newly established guid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Guide for Roadside Safety Appurtenance is developed. Its performance is evaluated by a numerical simulation and real-scale
vehicle impact test.

METHODS : The commercial explicit dynamic software LS-DYNA is utilized for impact simulation. An FE model of a passenger vehicle
developed and released by the National Crash Analysis Center (NCAC)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a heavy goods vehicle (HGV)
model developed by the TC226/CM-E Work Group are utilized for impact simulation. The original vehicle models were modified to reflect the
conditions of test vehicles. The impact positions of the passenger vehicle and truck to the transition guardrail were set as 1/2 and 3/4 of the
transition region,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guide.

RESULTS : Based on the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of the existing transition barrier, a new structural system with improved performance
was suggest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a numerical simulation of the suggested structural system, two sets of transition barriers were
manufactured and installed for real-scale vehicle impact tests. The tests were performed at a test field for roadside safety hardware of the Korea
Highway Corporation Research Institute.  

CONCLUSIONS: The results of both the real-vehicle impact tests and numerical simulations of the developed transition barrier satisfied the
performance criteria, and the results of numerical simulation showed good correlation with the test results.

Keywords
Roadside barrier, Transition zone, Real-scale vehicle impact test, Numerica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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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차로를 이탈한 차량에 의한 치

명적인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

설물로, 각종 차량 방호울타리(노측용, 중앙분리대용,

교량용), 전이구간, 단부처리시설, 충격흡수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전이구간은 강도가 서로 다른 방호울타

리를 연결하는 시설로, 콘크리트 방호울타리와 강재 방

호울타리를 연결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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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차량

방호 안전시설은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통하여 성능이

검증된 후 현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당시의 지침에는 전이구간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이구간에 대한 연구 개

발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인천대교 접속교의 전이구간에서 버스 추

락사고가 발생하 으며(Fig. 1), 이 사고로 사망 14명,

부상 10명이발생하여전이구간의성능평가에대한사회

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후 2012년에 개정된 지침(MLIT,

2012)에는 전이구간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이 포함되었

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이구간용 방호울타리의 개발 및

성능평가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전이구간의 수치해석적 성능평가가 수행되

었으며, 그 결과 기존의 전이구간은 개정된 지침(MLIT,

2012)의 성능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KICT, 2013; KECRI, 2015). 따라서, 새로운 성능기

준을 만족시키는 전이구간용 방호울타리 개발의 필요성

이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지침에 따라 강성 콘크리트(교

량용)와 연성(노측용) 방호울타리를 연결하는 SB3등급

의 전이구간용 방호울타리를 개발하 으며, 수치해석

및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통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 다. 

수치해석은 다양한 충돌해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LS-DYNA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LSTC, 2012). LS-DYNA는 도로시설물과 차량의 충

돌을 비롯하여 다양한 구조물 사이의 충돌해석에 다수

활용된 바 있다(Chung et al., 2016; Chung et al.,

2015; Chung et al., 2014; Park et al., 2014). 본 연

구의 충돌해석을 위하여 전이구간의 3차원 수치해석모

델을 작성하 으며, 승용차 및 화물차 수치모델은 해외

의 기관에서 개발하여 공개한 모델을 활용하 다. 수치

해석을 통하여 사전 성능확인을 수행한 후 실물차량 충

돌시험을 실시하 으며, 충돌시험은 한국도로공사 도로

교통연구원 도로안전시설 성능시험장에서 수행되었다. 

1.1. 기존 연구 및 문헌 고찰

차량 방호울타리의 설계 및 성능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많이 찾아보기 어려우며, 국내에서

는 공주대학교(Kim et al., 2007; Kim et al., 2009;

Kim et al., 2016), 단국대학교(Park et al., 2014), 포스

코(Park et al., 2014; Noh et al., 2016), 한국건설기술

연구원(KICT, 2013), 한국도로공사(Joo et al., 2008;

Joo et al., 2011; Kim et al., 2016) 등몇몇기관을위주

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TTI

(Texas transportation institute) (Akram et al.,

2011), 터키의 Istanbul technical university(Atahan,

2016) 등에의해발표된논문을찾아볼수있다.

지금까지수행된연구는대부분수치시뮬레이션결과와

실물차량충돌시험결과의비교를통하여수치시뮬레이션

의 결과가 타당하며, 향후 관련 연구에 수치시뮬레이션의

활용이가능할것이라는결론을도출하고있다. 또한Kim

등(Kim et al., 2007)은 탑승자 안전지수의 계산 결과에

향을미칠수있는데이터처리과정과수치절차에대하

여 연구하 으며, 이를 통하여 보간법 및 수치적분방법은

THIV와 OIV 계산결과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PHD에대한 10msec 이동평균방법과데이터처리과정의

점보정은 탑승자 안전지수에 상당한 향을 미침을 밝

혔다. Joo 등(Joo et al., 2008)은 과거에 설치되어 현재

의 성능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구형 가드레일의 성능

개선 연구를 수행하 으며, LS-DYNA를 이용한 충돌시

뮬레이션과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통해 철재 노측용 가드

레일 보강방안(SB1, 3, 5등급)을 개발하 다. Kim 등

(Kim et al., 2009)은 고속카메라 상분석 데이터를 이

용한 충격흡수시설의 충돌거동 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 으며, 계측기로부터 획득한 데이터와 고속카메라

상분석을 통해 추출된 데이터의 비교를 통해 고속카메라

상을충격흡수시설의탑승자안전도해석이나충돌거동

분석에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 다. Park 등(Park

et al., 2014)은 2009년 미국의 AASHTO(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에서 발간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MASH(Manual for assessing safety hardware) 기준

에 따라 TL4 등급의 교량용 방호울타리를 개발하 으며,

Fig. 1 Bus Falling Accident at Incheon Grand Bridge 

Approach Sp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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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HTO LRFD 설계기준의 소성 파괴기구 설계방법

(plastic failure mechanism approach)에 따라 단면설

계를 수행한 뒤, LS-DYNA를 사용한 충돌 시뮬레이션과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수행하 다. 전이구간에 관한 연구

사례는 비교적 최근에 터키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Atahan(Atahan, 2016)은 NCHRP Report 350 기준에

따라 기존에 개발된 TL3 등급의 전이구간을 대상으로 같

은 기준 TL4 등급의 충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

과를 분석하여 대상 전이구간이 8000kg 트럭의 충돌에

대하여도모든항목의성능기준을만족함을확인하 다.

기존의 연구사례를 분석한 결과, LS-DYNA를 사용

한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다양한 시설물을 대상으

로 한 성능평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

으나, 전이구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사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충돌 시뮬레이션과 실물차량 충돌실험

을 병행하고 그 결과를 새로운 전이구간 사양의 개발에

활용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 

1.2. 전이구간 성능평가 기준

전이구간의 설계 및 성능조건은 방호울타리의 경우와

동일하며, 전이구간의 강도는 연결되는 두 종류의 방호

울타리 중 강도가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커서는

안된다. 전이구간은“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MLIT, 20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으

며, 따라서 방호울타리와 마찬가지로 승용차와 화물차

를 이용한 두 종류의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통하여 그 성

능이 검증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SB3등급 전이구간에 대한 성능평

가 조건, 성능기준 및 충돌지점은 다음 Table 1, Table

2 및 Fig. 2와 같다. 

Table 1. Impact Condition for SB3 Level Transition 

Zone Performance Evaluation

Table 2. SB3 Level Transition Zone Performance 

Criteria

* Calculated results using the dimensions of the test vehicles

Fig. 2 Impact Location for Transition Zone Impact 

Test

Evaluation 
category

Impact
velocity
(km/h)

Vehicle
mass
(kg)

Impact
angle
(deg)

Impact
severity

(kJ)

Structural
adequacy

80 8,000 15 130

Occupant
risk

100 1,300 20 -

Evaluation
category Item Criteria

Structural
adequacy

Strength The test article should not fail.

Deformation
The maximum deformation should
be less than 1.0m. (Soil-embedded)

Detached
elements

Detached elements, fragments, or other
debris from the test article should not
penetrate or show potential for
penetrating the occupant compartment,
or present undue hazard to other
traffic, pedestrians, or personnel in a
work zone.

Vehicle
trajectory

-The vehicle should remain upright
-The mass center of the vehicle
should not intrude the center line of
test article.

-The trajectory of the vehicle should
not intrude the B-line of exit box. (A:
8.64m, B:20m)*

Occupant
risk

THIV Less than 33km/h 

PHD Less than 20g 

Detached
elements

Detached elements, fragments, or other
debris from the test article should not
penetrate or show potential for
penetrating the occupant compartment,
or present undue hazard to other
traffic, pedestrians, or personnel in a
work zone.

Vehicle   
deformation,
damage

Roof≤100mm, Front side≤75mm, 
Front door≤230mm
Window - no breakage

Vehicle   
trajectory

-The vehicle should remain upright 
-The maximum roll and pitch angles
are not to exceed 75 degrees.

-The trajectory of the vehicle should
not intrude the B-line of exit box. (A:
4.77m, B: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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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B3등급 전이구간 개선사양
2.1. 개선 방향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SB3등급 전이구간의 형상은

Fig. 3과 같으며, Thrie-Beam(t=3.2mm)과 1m 간격

으로 배치된 원형지주로 구성된다. 원형지주는 원형강

관(D=125mm, t=4.3mm)으로 보강되어 있으며, 빔과

지주는 강재 방호울타리에 사용된 것과 같은 삼각형 형

태의 블록아웃(t=4.3mm)으로 연결되어 있다. 

공용중인 가드레일 전이구간에 대한 충돌 시뮬레이션

을 수행한 결과, 탑승자 보호성능을 만족하지 못하 고

강도성능 기준은 만족하 지만 충돌 후 차량이 급격한

감속을 보이는 등 불안정한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먼저 대형차의 경우를 살펴보면,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충돌측 차량전면과 강성 방호울타리 상단부

가 충돌하여 차량의 큰 변형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차

량의 바퀴와 강성 방호울타리 하단 돌출부의 충돌로 인

해 차량의 원활한 방향 선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요인에 의하여 차량의 급격한 감

속 및 큰 이탈각이 발생하 다. 

소형차의 충돌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Fig. 5에 나타내

었으며, 대형차의 경우와 유사하게 충돌측 차량 바퀴와

강성방호벽하단돌출부와의충돌이발생하 고, 이로인

한 안전지수의 초과가 발생하 다. SB2등급 시뮬레이션

의 결과로 얻어진 THIV와 PHD 지수는 각각 39.4km/h

와 55.5g로 기준값인 33km/h와 20g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CT, 2013).

해석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충돌 시

발생하는 전이구간의 과도한 후방 변형 및 이로 인한 충

돌차량과 콘크리트 방호벽 단부의 충돌이다. 따라서, 이

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의 부재를 적용한

개선 사양을 제안하 다.

2.2. 개선 사양

충돌차량과 콘크리트 방호벽 단부의 충돌을 방지하

고, 연결부위의 강성을 보강하기 위한 두께 6.8mm의

상, 하부 보강판을 적용하 으며, 상, 하부 보강판이 적

용된 개선 사양은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3. 수치해석을 통한 성능평가

수치해석을 통한 충돌 시뮬레이션은 실제 현상을 모

사한다는 점이 실물시험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실제 현

상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실제 현상에 향을 미

Fig. 3 SB3 Level Transition Zone: Existing Spec.

Fig. 5 Result of Passenger Vehicle Impact Simulation: 

Existing Spec. (KICT, 2013)

Fig. 6 SB3 Level Transition Zone: Improved Spec.

Fig. 4 Result of Truck Impact Simulation: Existing Spec. 

(KIC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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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그 개선점을 찾는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이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은 실제 현상에 가장

향을 많이 미치는 인자들의 조합으로 이상화하고 이

이상화된 모델을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해석한 후 그

결과를 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서는 미국의 TTI(Texas Transportation Institute)에

서 사용하는 Mechanical CAE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LS-Dyna를 이용하여 3차원 해석을 수행

하 다(LSTC, 2012).

3.1. 수치해석 모델 작성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NCAC(National Crash

Analysis Center)에서 제공한 모델을 근간으로 우리나

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형차량의 제원을 최대한

반 하여 수정한 모델을 사용하 다(NCAC, 2012). 탑

승자 보호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승용차는 총 질량

1300kg으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 NCAC에 공개되어

있는 차량 모델 중 이 조건에 가장 가까운 Dodge-

Neon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으며, 다음 Fig.

7에 Dodge-Neon 모델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SB3등급의 강도 성능 평가에 사용되는 대형차는 총

질량 8,000kg으로 규정되어 있다. NCAC의 차량 모델

중 국내에서 실물차량 충돌시험 시 사용되는 차량과 유

사한 형태를 갖는 모델은 F800 SUT 차량모델과 유럽

에서 개발한 HGV-10 및 HGV-16 모델로 파악되었으

며, 미국의 모델 (F800)은 적재함을 갖는 탑차 형태로

실제 시험에 사용되는 차량과 차이가 있어 유럽 모델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유럽의 대형차 모델은

HGV-10 및 HGV-16이 충돌차량과 유사한 것으로 파

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SB5등급 시험조건은 총 질량

8,000kg으로 되어 있으므로 유럽의 모델 중 HGV-10

에서 부가질량을 2ton 줄여 8ton 차량의 모델로 수정

하 다. 다음 Fig. 8에 차량 모델의 전체형상을 나타내

었다.

콘크리트 교량방호벽과 SB3등급 철재 노측용 가드레

일의 전이구간(L=8.0m) 수치모델을 Fig. 9에 나타내었

다. 그림과 같이 일반구간의 지주간격은 2m이며, 전이

구간의 지주간격은 1m로 되어 있다. 승용차의 스내깅

방지및대형차의원활한유도를위해상, 하부보강판을

적용하 다. 차량 방호울타리의 빔, 지주 및 블록아웃 부

재는 4절점 Shell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 으며, 강

재는 SS400의 재료물성을 적용하 다. 충돌 시 발생하

는 강재의 강도 증가효과(strain rate 효과)를 고려하

으며, 부재의 연결은 *CONSTRAINED_SPOTWELD

기능을 사용하여 모델링하 다. 지반은 8절점 Solid 요

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 으며, *MAT_SOIL_AND_

FOAM 재료모델을 사용하 다. 지반 재료모델의 물성

입력값은 이전에 수행된 수평지지력 시험결과를 사용하

여 적절성을 확인하 다. 실물차량 충돌시험 조건을 고

려하여 승용차의 충돌해석에는 30m, 대형차의 충돌해

석에는 50m 길이의 전이구간 모델을 사용하 으며, 충

돌 각도, 속도 및 충돌위치는 충돌시험의 조건과 동일하

게 하 다. 

Fig. 7 FE Model of Passenger Vehicle

Fig. 8 FE Model of Truck

Fig. 9 FE Model of Transition Zone



3.2. 수치해석 결과

승용차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를 사용하여 탑승자 안

전지수(THIV 및 PHD)를 산출하 으며, 그 결과는 다

음 Table 3과 Fig.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THIV 및

PHD 모두 기준치를 만족하 다. 탑승자 안전지수의 산

출은 ORI ver 2.01 0922를 사용하여 수행하 으며, 이

프로그램은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공주대학교 및

ADM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

공단에서 충돌시험 결과분석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화물차의 충돌 해석을 통하여 기존 사양에서와 같은

차량과 콘크리트 방호벽 단부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차량의 유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하 다. 수치해석의 결과로 얻어진 승용차와 화물차의

충돌 거동은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다음의 5장에 수록하

다. 

4. 실물차량 충돌시험

실물차량을 사용한 충돌시험은 2016년 12월 6일 한

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충돌시험장에서 수행되었

다. 충돌시험 시 측정된 시험조건은 Table 4와 같다. 

4.1. 강도 성능평가

충돌 후 차량의 거동에서는 차량이 전복₩급정지하지

않고 원활하게 유도되었고 무게중심이 방호울타리 중심

선을 넘지 않았으며, 궤적은 탈출박스의 B선을 침범하

지 않음으로써 기준에 만족하는 결과를 보 다. 고속카

메라로 촬 한 상을 Fig. 11에 나타내었다. 

구조성능의 경우 시험차의 충돌에 충분히 견딜 수 있

는 강도를 유지하 으며, 최대 충돌 변형 거리의 경우

0.19m로 변형이 발생하여 기준치 0.8m 이내로 측정되

어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차량 충돌 시에 파

편이 비산하여 탑승자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시험부

재가 없었다.

4.2. 탑승자 보호 성능평가

소형차 충돌시험에서 측정된 탑승자 충격속도(THIV)

는 30.0km/hr으로 기준치인 33.0km/hr 이하 으며,

탑승자 가속도(PHD)는 13.0g으로 기준치 20g 이하로

측정되어 모두 기준에 만족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방호

울타리의 구성요소가 탈락되어 차량 컴파트먼트를 뚫고

들어가지 않았으며, 차량충돌 시에 파편이 비산하여 탑

승자나 제 3자에게 피해를 주는 시험부재가 없었다.

또한 충돌 후 차량의 거동에서는 차량이 방호울타리

에 충돌하여 전복되거나 급정지하지 않고 원활히 유도

되는 충돌거동을 보 으며, 차량충돌 시 방호울타리의

부분적인 탈락을 보 다. 하지만 충돌차량의 궤적은 탈

출박스 B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Roll, Pitch의 회전각은

기준치 75。이하인 8.8。, 6.2。로 측정됨으로써 기준에

만족하는 결과를 보 다. 고속카메라로 촬 한 상을

Fig. 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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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ccupant Rick Evaluation Result of SB3 

Level Transition Zone 

Item Criteria
Simulation

result
Evaluation

THIV Less than 33km/h 32.0km/h OK

PHD Less than 20g 8.0g OK

Fig. 10 Evaluation of Occupant Risk Index

Table 4. Condition of the Real Scale Impact Test 

Level
Evaluation
category

Test date
Impact
velocity

Vehicle
mass

Impact
angle

SB3

Structural
adequacy

2016.12.06. 80.5km/h 8.27ton 15deg.

Occupant
risk

2016.12.06. 101.7km/h 1.316ton 20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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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equential Photographs of Truck Impact Test Fig. 12 Sequential Photographs of Passenger Vehicle 

Impact Test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9 No.620

5. 수치해석 결과와 충돌시험 결과의 비교,
분석

소형차 충돌에 대한 수치해석 및 충돌시험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으며, 두 경우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HIV의 경우는 수치해석 결과

가 더 크게 나타난 반면, PHD는 실물차량 충돌시험의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수치해석에서 실제에

비해감속이더작게발생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대형차 충돌의 경우에도 Table 6과 같이 수치해석 및

충돌시험 결과가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최대 변형량은 수치해석 결과가 충돌시험 결과의 약

84%로 더 작게 계산되어 비안전측의 결과를 나타내었

으나, 성능기준 (0.8m)에 비해 충분히 작은 변형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Fig. 13과 Fig. 14에 충돌시험 및 수치해석에서

얻어진 차량의 거동을 비교하여 나타내었으며, 수치해

석의 결과가 충돌시험의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수치해석이 충돌시험의 결

과를 적절히 모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Comparison of Occupant Risk Indices

Item
Real-scale
test (1)

Numerical 
simulation(2)

Ratio
(2)/(1)

Remark

THIV 30.0km/h 32.0km/h 106.7%
Higher THIV and PHD
values were observed
in numerical simulation
and real-scale test 
respectively.

PHD
(g)

13.0g 8.0g 61.5%

Table 6. Comparison of Structural Adequacy

Item
Real-scale 

test (1)

Numerical
simulation

(2)

Ratio 
(2)/(1)

Remark

Deformation
(less than
0.8m)

0.19m 0.16m 84.2% Less
deformation

was observed
in numerical
simulation.

Vehicle
trajectory

Upright.
No intrusion
of exit box.

Upright.
No intrusion
of exit box.

-

Fig. 13 Comparison Sequential Photographs for 

Truck Impact Test

Fig. 14 Comparison Sequential Photographs for  

Passenger Vehicle Imp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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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 개정된“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교량용 강성 콘크리트 방호울타리

와 노측용 연성 방호울타리를 연결하는 SB3등급의 전

이구간용 방호울타리를 개발하 으며, 수치해석 및 실

물차량 충돌시험을 통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 다. 

수치해석은충돌해석에가장널리이용되고있는상용

소프트웨어인 LS-DYNA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전이

구간의 3차원 수치해석모델을 작성하 으며, 승용차 및

화물차 수치모델은 해외의 기관에서 개발하여 공개한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국내에서 충돌시험에 사용되는

차량의 제원을 반 하여 수정하여 사용하 다. 수치해

석을 통하여 사전 성능확인을 수행한 후 실물차량 충돌

시험을 실시하 으며, 충돌시험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

통연구원도로안전시설성능시험장에서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전이구간의 사양은 기존에

사용되어 온 전이구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상, 하

부의 보강판이 추가로 적용되었으며, 수치해석 및 실차

충돌시험을 통하여 그 성능이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

다. 또한, 제안 사양은 기존 사양에 상, 하부 보강판을

추가한 형태로 복잡하지 않게 기존 사양의 보강이 가능

하므로 향후 전이구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시험결과와 수치해석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수치해석이 시험결과를 적절히 모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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