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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crete median barrier used currently in South Korea was developed the impact level of SB5-B(270kJ). However, the impact 

level of SB6(420kJ) should be considered in many placed with the increased accident of heavy vehicles. In order to increase the 

impact resistance of newly developed concrete median barrier, the computer simulation was conducted before real field test. For the 

accurate behavior of concrete, the parameter, such as impact vehicle, concrete cover depth and deterioration, was important. In this 

paper, a parametric study was conducted depending on vehicle curb weight, concrete cover depth and level of deterioration. The 

impact resistance of concrete median barrier was severely changed depending on vehicle curb weight and concrete cover depth. 

Furthermore, the impact resistance of concrete median barrier was also decreased due to deterioration of concrete, therefore the repair 

and rehabilitation should be conducted for damaged concrete depending on deterioration level. Therefore, vehicle curb weight, cover 

depth of concrete structures and deterioration level of concrete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for conducting analysis of concrete 

structure to vehicle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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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최 의 앙분리 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에 사용된 

연석 토사 앙분리 로 상행선과 하행선 구분을 해 활용되

었다. 그러나 이 토사 앙분리 의 경우 차량 이탈방지 성능이 

없어 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유지 리가 어려운 들이 

있어 1980년 남해고속도로에 최 로 높이 810mm의 방 망이 

설치된 콘크리트 강성방호벽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방 망이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이유로 SB5등 의 높이가 상향된 

1270mm 콘크리트 앙분리 (SB5 등 )가 개발되어 사용

되었다(Fig. 1(a)). 이후 최근 도로교설계기 (2012)의 설계법 

변경과 소형 차량의 탑승자 보호성능을 개선한 SB5-B등

(270kJ)의 앙분리 (Fig. 1(b))가 2015년부터 국내에 

고속도로에 용되고 있는 이다.

한편 앙분리 의 2009년부터 2015년 5월까지의 충돌사고 

사례자료(한국도로공사, 2015)를 분석해 본 결과 총 29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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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B5(Before 2015) (b) SB5-B(After 2015)

Fig. 1 Improvement of CMB desig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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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affic volume trends from 2010 to 2014사고가 발생하 는데 이  승용차나 승합차는 체 비율에 

28.6%이며 부분 트 일러나 화물차의 사고가 주를 이루었다. 

이와 함께 국내 고속도로 차량의 통행량 증가 추이(한국도로공사, 

2015)를 보면 2010년에 차량 통행량이 125,610 에서 

2014년 149,226 로 꾸 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Fig. 

2). 이처럼 차량 통행량의 증가는 앙분리 에 발생하는 

충돌사고 확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 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차량 통행량의 꾸 한 증가에 사고확률이 

높아지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충돌사고로 인한 편에 

의하여 항차로의 사고확률 한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2차 사고를 감하기 해서는 과거 시 에 제시된 

앙분리 의 충돌등 을  교통량 수 과 도로환경의 개선 

등을 반 한 충돌 항 등 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앙분리  충돌등 인 SB5-B등

(270kJ)에서 한 단계 상향시킨 SB6등 (420kJ)의 앙

분리 를 개발하기 한 충돌해석 모델을 개발하 다. 과거 

추락방지용 교량용 차량용 방호 울타리 개발 등의 연구(Kim 

et al., 2011)가 수행되어 충돌 항성능에 한 연구가 진행된 

사례는 있으나 주로 복합소재 는 강재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SB6 충돌등 에 항할 수 있는 콘크리트 

앙분리 의 연구는 지 까지 미미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추후 콘크리트 앙분리 의 설계 등을 

수행할 때에 요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먼  모델을 개발하기 한 다양한 변수 연구를 수행하여 

해석결과에 민감한 향을 주는 변수를 확인하기 해 본 연구를 

수행하 다.

개발된 모델에 한 다양한 변수값과 해석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최종 으로 해석결과에 민감한 향을 주는 몇 가지 

주요변수(key parameters)를 제안하 다. 를 들어 콘크리

트의 압축강도의 경우 부피손실율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내부 매입강재(와이어메쉬)의 양은 앙

분리 의 충격 항성능(부피손실율 감소)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7). 그러나 이러한 변수의 

향은 설계자가 쉽게 상할 수 있는 내용이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차 량  피복두께의 향은 주요변수로서 인식

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충돌해석 변수연구  앙분리  충돌 항 성능 결과에 

민감한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주요변수는 트럭 차량의 

공차 량 비율과 콘크리트 피복두께이다. 한 2015년 이 까지 

사용되어 온 국내용 앙분리   설치비 이 가장 높은 앙

분리 (SB5 등 , Fig. 1(b)) 충돌해석 모델을 SB6 충돌

등  단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발하여 단면열화에 따른 충돌

항성능 감도 측하여 열화에 따른 앙분리 의 성능

하가 높음을 해석 으로 확인하 다. 이 결과는 추후 앙분리

의 교체시 을 측하는데 유용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단면 설계  모델 개발

이 장에서는 SB5-B등  앙분리 를 SB6등 으로 향상

시키기 한 단면 설계  충돌 항성능/ 편발생 정도를 유추

할 수 있는 해석모델을 상용해석 로그램 LS-DYNA를 이용

하여 개발한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2.1 단면 설계

SB6 충돌등 에 항할 수 있는 앙분리 의 단면을 설계

하기 해서는 먼  앙분리 의 형상(높이, 꺽인 의 치 

등)과 내부 보강재와 배치 등을 설계하여야 하며 내구성 설계를 

한 피복두께 등이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SB6 등  

단면 형상의 경우 SB5-B 충돌등 에 사용되었던 앙분리 의 

형상을 그 로 활용하 다. 이는 SB5-B 단면이 충돌 항 

성능뿐만이 아닌 소형차 충돌시 운 자 보호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미 개발된 단면이므로 단면의 형상을 수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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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IT 2015)

Fig. 5 Yield surface of continuous surface cap model 

(CSCM)

것은 본 과업에 합하지 않다고 단하 다. 따라서 단면 변화 

없이 상향된 충돌등 에 항하기 해서는 기존 내부 강재

(와이어메쉬 D3.2, 간격: 150mm) 내부 강재를 보강하는 

방법(7.5mm, 8.5mm, 9.5mm)으로 설계를 수행하 다. 국내 

SB5-B 앙분리 의 경우 와이어메쉬(D3.2)가 내부 강재로 

활용된다. 메쉬의 간격은 150mm로 수직  수평방향 모두 

동일하다. 한 철근과는 다르게 수직철근과 수평철근이 만나는 

지 은 용 처리되어 있다.

충격도(impact severity)은 Fig. 4와 같은 상태에서 차량

각도에 따른 앙분리  방향 운동에 지로 결정되는데 충돌

등  SB5-B는 270kJ이며 SB6는 420kJ의 운동에 지에 

해당된다. SB5-B의 충돌조건은 14톤의 차량이 15도 각으로 

85km/h의 속도로 충돌하 을 경우에 해당되는 등 이며 

SB6 등 은 차량 량이 25톤으로 상향된 차량의 총 량으로 

15도 각으로 80 km/h의 속도로 충돌하는 조건을 뜻한다. 

이처럼 운동에 지로 비교해 보았을 때 SB5-B와 한단계 

상향 등 인 SB6의 충돌등 은 차량의 량(25톤) 증가로 

인해 약 55%이상 증가한다. 이처럼 증가된 운동에 지 즉 

충격도에 항하기 해 150mm 간격을 100mm로 조 하게 

수정하고 3.2mm 지름의 와이어 메쉬를 증 시킴으로써 앙

분리 의 충돌 항 성능을 평가하 다. 메쉬망의 간격의 경우 

조 할수록 편이 감되고 충돌성능이 우수할 것으로 상

되나 기계식 슬립폼 방식으로 시공되는 국내 앙분리 의 

시공방법상 조 한 메쉬는 충분한 다짐이 보장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분리막으로 단면에 작용할 수 있어 시공 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본 변수연구에서는 100mm를 최소 제한간격

으로 고려하 다.

2.2 충돌해석모델 개발

충돌해석모델을 개발하기 하여 먼  충돌해석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LS-DYNA를 활용하 다. LS-DYNA에는 

다양한 콘크리트에 용할 수 있는 재료모델이 있는데 콘크

리트의 재료모델에는 차량방호시설과 차량간 충돌해석을 목

으로 미국 FHWA에서 개발한 Continuous Surface Cap 

Model(CSCM) 콘크리트모델을 사용하 다.

CSCM(Fig. 5)은 압축조건에서 Cap의 형태로 한계항복면이 

어들도록 하여 콘크리트 내부에 존재하는 공극이 압축되는 

거동까지 표 하는 정 한 재료모델이다. 한 한계항복면 

설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한다.

   
  (1)

: 응력불변량  최 항복면

 : 계수

 : 응력불변량(정수응력)

CSCM 재료모델을 사용할 경우 요소에서 손상이 최 로 

발생하고 소성변형률이 일정한 값(erode)에 도달할 때 요소를 

제거(erosion)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앙분리  해석 시 요소의 제거로 인하여 편의 비산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 앙분리 의 충돌 항성능을 

제거된 요소의 총량으로 가늠해 볼 수 있어 앙분리 의 충돌

해석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재료모델로 CSCM이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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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B-FIP(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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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azant et al.(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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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EB-FIP(2010)

Fig. 6 Damaged area of CMB after collision depending 

on equations used for fracture energy

Parameter

Field test Numerical analysis

Erode

-

1.2

Repow 3.0

B

(compression shape 

softening parameter)

10

Fracture energy equation CEB-FIP (2010)

Hourglass Control
Flanagan-Belytschko 

stiffness form

Truck-CMB friction 

coefficients 

(dynamic/static)

0.08 / 0.05

Results

SB5-B Volume loss(%) 7.0 8.3

Hi-CMB Volume loss(%) 2.7 0.5

Table 1 Selected parameter and results

한 동 증가계수의 향이 해석의 정확도에 향을 주는데 

인장과 압축에 특화된 변형률 식을 사용하여 해석의 정 도를 

높인 도 CSCM의 장 이라고 할 수 있다(LSTC, 2007). 

개발된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앙분리 의 충격 항성능을 

평가해 본 결과 재료모델의 입력변수로 Erode와 동 증가

계수의 향을 고려할 수 있게 해주는 repow에 의해 매우 

민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괴에 지값에도 그 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괴에 지의 경우 CEB-FIP(1990, 

2010) 등의 산정기 (식 (2))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

  ∙
 (3)

 : 콘크리트 측 인장강도(MPa)

 : 콘크리트 압축강도(MPa)

 : 콘크리트 측 괴에 지(N/m)

 : 콘크리트 평균실험압축강도(MPa)

CSCM에서 괴에 지의 산정은 CEB-FIP(1990)에서 

제시하는 괴에 지 추정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정된 CEB-FIP(2010)에서 제시하는 괴에 지식과 비교

해서 그 값을 약 50% 정도로 과소평가하는 식이다. 따라서 

Fig. 6과 같이 Bazant 등(2002)의 연구에서 제사한 식을 추가

하여 다양한 괴에 지 추정식에 따른 변수연구를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Fig. 6에 제시하 다. 변수해석 결과 CEB- 

FIP(1990)의 괴에 지 산정값을 용한 앙분리 의 부피

손실률은 222.3% 발생하여 CEB-FIP(2010)(125.5%)과 

Bazant 등(2002)(118.3%) 산정식 비 1.77배 1.88배 

높은 부피손실량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시 콘크리트의 

괴에 지를 유추하기 하여 가장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단되는 CEB-FIP(2010)의 괴에 지 추정식을 용하 다.

그러나 Erode와 repow의 정 값을 산정하기 한 이론  

배경은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변수해석(76개의 변수조합)을 

수행하고 이를 최근 2번의 충돌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오차율을 

최소화한 가장 정한 재료모델 변수를 선정하 다. 2번의 

충돌시험은 첫 번째가 SB5-B등 의 앙분리  충돌시험

(부피손실율: 7.0%)이며 2번째는 SB5-B등 에 각도를 5도 

상향한 충돌각 20도의 SB5-B(20A) 실험조건(부피손실율: 

2.7%)에서 설계된 단면에 한 충돌실험 결과이다. 여기서 

부피손실율은 앙분리  1.2m 길이의 부피를 100%로 보고 

손실된 부피를 %로 나타낸 것이다. 상세한 충돌실험 내용은 

도로공사 보고서 : 비산 감을 한 고성능 앙분리  개발

(2016)  Lee 등(2017)에 제시되어 있다. 

내부 매입 강재  다월바에 사용된 재료모델은 Elasto- 

plastic 거동과 Strain-rate효과를 모사할 수 있는 PIECEWISE_ 

LINEAR_PLASTICITY를 사용하 다. 이 재료모델의 주요

변수는 Chung 등(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1.05E+7과 

8.3을 D와 의 값으로 사용하 다. 수직보강근과 수평보강근은 

용 이 되어 있으므로 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용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 다. 용  유무에 따른 해석결과의 차이는 Lee 

등(2017)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석결과 용 효과가 

앙분리  충돌 항성능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해 최종 선정된 재료모델 변수는 Table 1과 같다.

콘크리트 내 보요소(beam element)로 구성되어 있는 

보강근(와이어메쉬)의 매입은 Lagrange in Solid 옵션을 

사용하 다. 트와 트간 (contact)에는 면의 주종

계를 미리 선정하기 어려우므로 충돌면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Penalty 알고리듬 기반으로 하 을 달하는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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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lected truck model from NCAC

MATIC_SINGLE_SURFACE를 사용하 다. 동 마찰계

수와 정 마찰계수는 Chung 등(2011)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각각 0.08과 0.05를 사용하 다. 차량은 National Crash 

Analysis Center(NCAC)에서 제공하는 16톤 트럭(Fig. 7)을 

활용하 다. 16톤 트럭은 32,907개 요소(element)와 160개 

트가 각각 고유의 질량과 형상으로 되어 있는 등 차량을 정

하게 표 하여 충돌하  산정에 신뢰성을 높인 것으로 단된다.

3. 해석 결과 

이 장에서는 술한 변수 조합에 의한 모델의 부피손실율 측 

결과에 민감한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공차 량, 콘크리트 

피복두께에 해서 분석하 다. 이러한 변수의 향은 주요변

수로서 인식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를 들어 차량의 

총 량이 동일할 경우 해석결과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상

되지만 차량의 화물무게와 공차 량의 비율이 변할 경우 앙

분리  부피손실율에 미치는 향이 높음을 확인하 다. 내구

성을 하여 일정한 피복두께도 시공시 유지가 되어야 하나 

두꺼운 피복두께일수록 차량의 충돌시 부피손실율을 높여 2차

사고의 험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추가 으로 열화

수 (깊이와 높이)에 따른 앙분리 의 충돌 항성능(부피손

실율) 변화도 유의미함을 확인하고 이에 한 상세한 분석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3.1 공차 량에 따른 앙분리 의 비산 감성능

16톤 트럭모델에 설계되어 있는 공차 량(curb weight)은 

7.5톤이며 화물 무게는 8.5톤이다. SB6 등 의 앙분리 를 

개발하기 해서는 25톤 트럭이 충돌하는 외력 조건(80km/h, 

15도 충돌각)이 필요하므로 1차 으로 화물 무게를 8.5톤에서 

17.5톤으로 상향 조정하 다. 그러나 실제 충돌시험에 사용되는 

국내 차량의 총 량(gross vehicle weight) 25톤에 해당될 

수 있는 트럭의 실제 량을 자동차 등록증 등을 통해 검토해 

보면 최  재량 19톤, 총 량 35.3톤인 공차 량 16.3톤의 

차량과 최 재량 10톤 조건에서 총 량이 21.7톤이 될 수 

있는 공차 량이 11.7톤이 되는 차량 등이 SB6 등 에 활용

될 수 있는 차량으로 검토가 된다. 이러한 차량의 공차 량은 

차량마다 1톤 내외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실제 실험에 

사용되는 차량의 공차 량과 개발된 충돌차량 모델의 차이를 

촤소화하기 하여 모델 공차 량을 실제 차량의 공차 량인 

16.3톤으로 수정하는 등 트럭 공차 량의 수정에 따른 충돌

항성능 결과의 민감도(차이)를 분석하 다. Fig. 7과 같이 

공차 량의 무게가 7.5톤인 경우(7.5-Model) 재함에 매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화물의 무게가 17.5톤이며 공차 량 

무게가 16.3톤인 경우(16.3-Model) 재함 매스요소의 화물 

무게는 8.7톤으로 수정을 하 다. 따라서 차량의 총 량은 25톤

으로 동일하다. 공차 량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재료의 도

(density)값을 수정하 다. 

충돌시뮬 이션에 앞서 먼  공차 량에 따라 앙분리 에 

달되는 순간 인 하 의 증감을 검토하기 해 차량을 강체

평면(rigid-wall)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하 시간이력곡선을 

확인하 다(7.5-Model, 16.3-Model). 한 공차 량을 

증가시킬 경우 순간 인 차량하 의 변화를 보수 으로 보기 

하여 차량 메인 임의 도만 수정함으로써 공차 량을 

16.3톤(16.3 Model-F)에 맞춘 차량 모델에 해서도 강체

해석을 수행하여 해석결과를 7.5-Model  16.3-Model과 

비교하 다. 해석결과는 과거 Olson(1970)이 제시한 식과 

충돌하  식과도 함께 비교하 다. Olson(1970)식은 국내외

에서 방호울타리의 충돌하 을 측하기 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식으로서 방호벽의 변 를 가정하여 횡방향 충돌

하 을 계산하는 식으로 아래와 같다.

 


 




 

(4)

  (5)

  

  (6)

여기서, 

 : 차량의 무게

 : 차량 폭

 : 방호벽의 횡방향 변

 : 횡방향 이동거리

 : 력가속도

 : 평균 횡방향 가속도

 : 충돌각

 : 충돌  차량 속도

 : 평균 횡방향 충돌하

 : 최  횡방향 충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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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MB damage depending on various truck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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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에서는 각 모델별 하 시간이력곡선을 나타냈다. 

공차 량이 최 인 7.5톤 차량에서 낮은 충돌하 을 발생시켰

으며 순간 인 최 값(peak value)도 타 모델에 비해 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화물요소로 구 되어 있는 

요소(mass elements)의 질량이 커지면서 충돌 후 질량요소가 

연결되어 있는 강 (쉘요소로 구성된 짐칸 바닥면)에 과도한 

소성 변형이 발생하면서 질량요소에 의한 충돌하 이 앙

분리 에 충분히 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공차 량을 

실제 량수 으로 조정한 모델(16.3 Model)과 임에 

량이 집 된 모델(16.3 Model-F)의 경우 최  하 은 

유사하게 발생하나 16.3 Model-F는 2차 충돌(화물충돌) 

시 에서 최  하 (2391kN)이 발생하고 16.3 Model은 1차 

충돌에서 최  하 (2371kN)이 발생한다. 이는 공차 량이 

7.5톤에서 16.3톤으로 217% 상향조정되었을 때 최 하 이 

182% 는 181% 증가하 음을 보이는 해석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차량모델의 총 랑(gross weight)은 

동일하더라도 내부 트의 질량분포가 상이할 경우 최 하 의 

증감은 유의미한 수 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속도로 방호울타리의 충돌해석을 수행할 경우 차량모델의 

차이가 최종결론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체벽(rigid-wall)에 충돌해석을 수행하여 공차 량에 

따른 외력이 상이함을 확인한 후 SB6 충돌등  조건을 모사

하여 트럭과 앙분리 의 직 충돌해석을 수행하 으며 Fig. 

10은 해석결과 확인된 앙분리 의 손된 형상을 비교한 

그림이다. 앙분리 는 최소 7.5mm 지름에서 최  9.5mm 

지름의 철근망(wire-mesh)을 고려하 으며 차량은 7.5-Model, 

16.3-Model을 사용하 다. 한 공차 량의 향을 비교하기 

해 Fig. 11에 부피손실율(%)을 막 그래 로 비교하여 

나타냈다. 동일한 충돌 조건(SB6)에서도 차량의 공차 량에 

따라 앙분리 의 괴 유무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부 와이어메쉬를 7.5mm 시공할 경우 공차 량 16.3톤에

서는 1.2m 길이의 약 50%에 해당하는 0.6m 길이의 앙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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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icture of deteriorated concrete median barrier

가 완  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차 량 7.5-Model의 

경우 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해석결과는 충돌체의 

질량분포 측의 요성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한 차량의 

질량분포는 차량의 형상과 련이 있을 것으로 단되며 차량의 

앙분리 의 충돌해석을 수행할 경우 이러한 변수(질량분포, 

차량형상)를 고려하여 한 충돌체를 선정하는 것이 해석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2 피복두께에 따른 앙분리 의 비산 감성능

국내 앙분리  시공에 사용되는 슬립폼 공법은 강재배근 

등 정 한 작업을 해서는 긴 시공기간과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부 보강재로 사용되는 와이어메쉬의 정확한 치를 

유지하면서 타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요하다. 를 들어 

와이어메쉬를 거치할 경우 지지  사이의 고정되지 않은 와이

어메쉬는 처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상부 콘크리트 

피복 두께가 설계치 보다 두꺼워 질 수 있을 것이다. Oh 등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와이어메쉬를 상부에 배근하는 것이 

충돌에 의한 앙분리 의 손상부 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성 측면에서는 두꺼운 피복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앙분리 의 비산 감성능(부피손실율)은 피복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앙분리  상단의 

피복두께에 따른 변수연구를 수행하여 비산 감성능을 확인

하 다. 피복두께는 최  시공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인 

기존 5cm를 최소두께로 하여 시공오차에 따른 최  20cm에 

해 검토하 다. 앙분리  모델과 차량모델에 해서는 

술한 앙분리 의 동일한 재료모델과 변수 그리고 차량

(공차 량 7.5-Model)을 이용하 다. 차량의 공차 량은 7.5톤

(7.5-Model)으로 앞서 수행한 25톤 차량에 비해 상 으로 

량(14톤)이 작아 질량요소의 향이 상 으로 작아 공차

량에 따른 해석결과 차이에 큰 향이 없을 것으로 단하고 

공차 량 7.5-Model을 이용하 다. 충돌조건은 SB5-B 등 인 

차량 14톤, 충돌각 15°, 충돌속도 85 km/h로 수행하 다. 

피복두께에 따른 앙분리 의 손량을 Fig. 12에 나타냈다. 

피복두께가 증가할수록 앙분리 의 손량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된다. 피복두께가 3cm에서 10cm로 증가하는 동안 부피

손실량은 3.97배 증가하고 10cm에서 20cm까지 증가하는 동안 

부피손실량이 1.2배 증가하여 피복두께가 10cm를 과한다면 

큰 폭의 충돌 항성능의 감소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반면 

피복두께 10cm 이내에서는 피복두께에 따른 손량이 민감한 

것으로 확인된다. 추후 앙분리 의 충돌 항성능 개선을 해 

앙분리  Slip foam 시공시 와이어메쉬의 정확한 치 유지를 

한 시공품질 리가 요할 것으로 단된다.

3.3 단면열화에 따른 앙분리 의 비산 감성능

앙분리 는 폭설로 인한 제설제 등의 향을 많이 받을 것

으로 단된다. 최근 잦은 폭설 등으로 제설제의 사용량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앙분리 에서는 제설제의 향으로 

염해에 의한 콘크리트의 자체열화와 콘크리트  철근 부식에 

의한 열화가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

연구원의 “제설환경 교량 구조물의 염해손상 사례(Kim et al., 

2015)”자료에 따르면 교면 포장, 신축이음, 교량받침  하부

구조의 순으로 염해손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이 통과하면서 

앙분리  측면으로 제설제를 달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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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Volume loss depending on deteriorated depth 

and height

(a) Condition: depth 3cm / height 40cm

(b) Condition: depth 10cm / height 80cm

Fig. 15 Volume loss of CMB depending on different 

level of deterioration

앙분리 는 교면 포장과 동일한 수 의 염해 피해를 받고 있을 

것으로 상된다. Fig. 13(a)과 같이 서해안 고속도로 일부 

구간(184-210k)에서는 망상형 균열이 발생하 으며, 이는 

알칼리골재반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도로공사자료, 

기술자문 검토서 2016.11). 따라서 이와 같이 환경  요인에 

따른 열화로 인한 단면손실이 발생한 경우, 앙분리 의 충돌

항성능이 감될 것으로 상되므로 이에 한 구조성능의 

변화를 검토하 다. 검토 시,  앙분리 의 열화 높이(400mm, 

600mm, 800mm)  깊이(30mm, 60mm, 100mm)를 

Fig. 13(b)와 같이 고려하 으며, 열화에 의한 손상은 60%로 

가정하 다. SB5(충돌각 15°, 차량 14톤, 충돌속도 80km/h, 

230kJ)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여 열화에 따른 충돌 후 충돌

항성능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 다. 차량모델은 술한 바와 

같이 체 량이 상 으로 작아 공차 량 증가에 따른 

콘크리트 부피손실량이 민감하지 않을 것으로 단하고 공차

량 7.5-Model을 이용하 다.

Fig. 14의 열화 깊이에 따른 부피손실량을 보면 열화가 없는 

단면의 경우 부피손실량은 0.5%인 반면에 열화에 의한 단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  18.9%(깊이 10cm, 높이 80cm)의 

단면손실이 발생하여 최  36배 이상 부피손실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5는 가장 열화가 작게 발생한 경우

(깊이 3cm, 높이40cm)와 가장 열화가 많이 발생한 앙분리

(열화깊이 10cm, 열화 높이: 80cm)의 손 형태를 비교하 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술한 바와 같이 열화가 발생한 콘크리

트의 강도를 40%로 가정한 경우이므로 실제 앙분리 의 

비산 감성능을 측하기 한 참고자료일 뿐 실제 보유성능

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계강도의 40% 수 이라고 가정하 을 

경우이며 실제 열화도가 이보다 낮은 단면에서는 더 높은 구조

성능이 상된다. 따라서 본 해석(열화에 따른 성능감소 측)의 

검증을 해서는 실제 열화 앙분리 의 충돌실험  재료실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열화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해 본 연구에서는 60%로 감소하여 잔여강도 40%로 

가정하 으나 기존 연구에서 ASR에 의한 팽창 0.62%에 해 

압축강도가 1년재령의 콘크리트의 경우 40% 감소하여 잔여

강도는 60%가 된다는 결과(Swamy and Al-Asali 1988)가 

있어 본 연구에서 가정한 열화도는 다소 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실험을 통한 해석모델의 검증과 열화 콘크리트의 

물성치를 검토하여 단면열화가 발생한 앙분리 에 성능 

보강여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트럭의 공차 량과 앙분리 의 피복두께 

 단면열화에 따른 앙분리 의 충돌 항성능을 비교분석

하 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 괴에 지의 차이에 따라 손되는 부피손실량의 차이가 

함이 확인되어 정확한 괴에 지 측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이며 LS-DYNA CSCM모델의 괴에 지 추정

식은 CEB-FIP(2010) 등의 최근의 연구결과를 반 한 

추정식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충돌체(차량)의 량(gross weight)에서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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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질량분포에 따라 충돌 시 발생하는 최 하 이 

민감하게 변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고속도로 

방호울타리의 충돌해석 수행시 차량 모델의 질량분포를 

최 한 해석모델에 반 하여 충돌 항성능 측을 수행

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피복두께에 따른 앙분리 의 충돌 항성능 비교 시 피복

두께 10cm 이내에서 피복두께에 따른 앙분리 의 충돌

항성능 결과에 민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복두께 

10cm 이상에서는 비교  피복두께에 따른 충돌 항성능 

감소가 정도가 미미하다. 따라서 앙분리 의 충돌 항

성능 개선을 해 Slip foam 방법을 통한 앙분리  

시공시 와이어메쉬의 정확한 치 유지를 한 시공품질

리가가 요할 것으로 단된다.

∙ 앙분리  콘크리트 단면 열화가 증가함에 따라 충돌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피손실량의 증가가 유의미한 수 임이 

확인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열화콘크리트의 강도를 

가정하 으므로 열화단면의 강도를 측하기 한 재료

시험  열화모델 검증을 한 충돌시험을 추후 수행하여 

신뢰성 있는 앙분리  보강시 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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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국내 고속도로 콘크리트 앙분리 는 SB5-B(270kJ)의 충돌등 에 항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형 화물차

량의 충돌사고가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SB6(420kJ) 등 으로의 상향이 필요하다. 충돌등  상향을 한 

새로운 앙분리  단면을 제시하기 해서는 실제 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기  통과여부를 결정하며, 충돌시험 수행을 한 

정 단면을 제시하기 해서는 충돌해석을 통해 선정한다. 이러한 충돌해석의 정확도 향상을 해서는 차량 모델, 콘크리트 

단면 열화상태, 콘크리트 피복 두께 등 다양한 변수에 한 정확한 변수 선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차 량, 

단면 열화, 콘크리트 피복 두께에 한 변수연구를 수행하여 충돌 항성능 감을 확인하 다. 체 량뿐만 아닌 공차 

량에 따라 앙분리 의 충돌 항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0cm 이하의 콘크리트 피복 두께에서는 충돌

항성능이 민감하게 증가 는 감소한다. 단면 열화가 발생할 경우 앙분리 의 충돌 항성능의 감소가 발생하여 열화정도

에 따른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콘크리트 구조물과 차량의 충돌해석을 수행할 경우 트럭

의 공차 량 비율,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열화에 한 향이 상세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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