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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속도로를 주행 인 차량에 강풍이 작용할 경우 차량의 주행안정성 하와 운 자의 상황에 따른 

치명 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 건설되거나 추진 인 고속도로는 교량과 터 의 

연속 인 조합으로 강풍발생 험에 노출되어 있어 극 인 강풍 감 책이 필요하다. 효과 인 방풍

시설 설치나 사 고 시스템의 도입을 해서는 차량의 동역학  거동 분석, 주행 인 차량의 험

도 단기  연구, 강풍 험지역의 정확한 풍속 추정기법 연구, 지능화된 방풍벽 개발, 방풍시설 설치
단 기  제시, 합리 인 차량 속도 규제정책 등의 연구․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
풍 발생 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의 동역학  거동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에 제안된 험도 

단기 의 합리성을 제고하 으며, 운 자의 상황을 고려한 실 인 차량주행 험도 단기  제시

를 목표로 하 다. 

1. 서 론

  

 최근 신설되거나 추진 인 고속도로는 도로의 선

형을 향상시키기 하여 계곡을 가로지르는 높은 교

량과 터 의 연속 인 조합으로 건설되고 있다. 해

안  산악지 를 통과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지역특

성상 발생하는 강풍으로 인해 차량 주행안정성의 

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주행안정

성 확보와 련한 다양한 문제 들이 지속 으로 제

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바다를 가로

지르거나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연장이 긴 교량이 

많이 신설되고 있기 때문에 강풍에 의한 차량의 주

행 험도 증 에 한 문제는 구조물 설계 단계에서

부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한 사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행 인 차량과 강풍과의 상호 계

를 규명하는 련 연구를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에 제안된 험도 단기 의 합리성을 검토하

기 한 비교연구를 수행하 다.

2. 본 론

2.1. 국내외 연구 동향 

 국외에서는 독일, 국  일본 등을 심으로 

1960년 부터 강풍에 의한 차량의 주행안정성 하

를 최소화하기 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Bundorf 

[3]는 외부자극과 차량의 응답에 한 연구를 최

로 수행하 고, Gawthorpe [13]와 Baker [5]는 횡풍

의 향을 받는 차량의 주행경로이탈  차량자체의 

도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한, Gawthorpe는 

횡풍에 의한 차량의 거동을 규명하기 해서 차량 

시뮬 이션, Scale Effect, Wind Flow 시뮬 이션 

 이동시 모델을 이용한 풍동실험  산유체해석

(CFD)의 필요성을 역설하 다. Baker [4-6]는 차량

사고의 기 을 제시하고 강풍이 작용할 경우 차량의 

거동을 평행방정식과 합방정식을 용하여 수학

으로 계산해 내었다. 한 도로의 캠버, 곡률반경, 

마찰계수  운 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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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안한 수식을 확장하 다. Zomotor [16]는 

Single-Track 모델을 이용하여 차량의 거동에 한 

수식을 제안하 으며 Kobayashi & Yamada [10]는 

Box형태의 1/10스 일 모형 차량을 이용한 풍동실

험 결과와 18자유도 시뮬 이션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 다. MacAdam [11]은 차량의 횡풍민

감도와 운 자의 선호도에 하여 조사하기 하여 

강풍발생기를 사용하여 실제차량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Pinelli [8]는 소방차, 앰뷸런스, SUV차량을 이

용하여 풍동실험, 실제차량실험 그리고 수치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 으며 각 

차량의 주행안  속도를 제시하 다. 

 국내에서도 최근 내풍설계  장 교량 등과 

련하여 주행 인 차량에 미치는 강풍의 향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쾌 한 주행환경을 한 

노력과 심이 증 되고 있으나 풍속에 의한 차량의 

동역학  거동모델 분석이나 주행실험등과 같은 

련 연구의 수 과 양 인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실

정이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2]에서는 풍속추정기법, 

험도 단기 , 방풍시설 설치기 에 한 연구를 

수행한 후 표 1과 같이 차량속도규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표 1] 차량속도  통행제한 기 (안)

 풍 속  책

15m/s ～ 20m/s 속도제한 : 70km/h

20s ～ 25m/s 속도제한 : 50km/h

25m/s 이상 통행제한

2.2 분석 조건

 기존에 제안된 국내외 기 은 풍속에 따른 주행속

도 결정에 용된 수식이 상이하고, 차종별 험풍

속이 제원마다 달라 비교연구사례가 무하다는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Baker의 연구에 사용된 

차량제원  공기력계수를 한국도로공사 연구에 사

용된 MacAdam의 수식에 용하여 풍속에 따른 차

종별 험속도를 계산하고 제시된 차량속도  통행

제한기 (안)에 한 합리성을 검토하 다. 

2.2.1 차량제원

 Baker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3종류의 4-Wheel 차

량인 Car, Coach, Large Van을 용 상 차량으로 

선정하 으며, 차량제원을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비교연구에 용된 차량의 제원

구분 단 Car Coach Large Van

CG*～앞축 m 1.0 4.0 4.0

CG～뒤축 m 1.5 2.0 2.0

무게 심높이 m 0.5 1.0 1.0

면 m
2

2.5 8.0 10.0

총 량 kg 1500 7500 6000

성모멘트 kgm
2

2000 60000 50000
 

* CG : 차량의 무게 심 

2.2.2 공기력계수

 Baker는 Stewart [12]과 Garry [9]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차량속도와 풍속의 상 인 계에 의해 

결정되는 yaw각에 따라 공기력계수를 산정하기 

한 계산식을 표 3과 같이 제안하 다. 한 본 연구

에서 사용될 차량의 공기력계수를 산정하기 한 상

수를 표 4와 같이 제안하 다. 

[표 3] 공기력계수 산정식

공기력계수 산정식

Side force   


Lift force  sin
Drag force  sin

Yawing moment  


Pitching moment  


Rolling moment  


 *   : yaw각
[표 4] 공기력계수 산정을 한 상수

상수 Car Coach Large Van

a1 1.6 2.25 2.55

a2 0 0.4 0.4

a3 0.25 0.25 0.25

a4 -3.4 2.7 2.0

a5 0 2.6 2.6

a6 0.6 1.7 2.7

2.2.3 선회강성계수 

 차량이 커 를 주행할 경우 바퀴와 도로면 부

에서 나타나는 횡력은 캠버각이 0°일 때 선회력이

라 부르며 식 1과 같이 표 된다[15]. 

                    [식 1]

  비례상수인 선회강성계수 는 미끄럼각   에

서 에 한 곡선의 기울기로 정의되며, 일반

으로 앞차축()의 경우 40,000N/rad～110,000N/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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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뒷차축( )의 경우 70,000N/rad～160,000N/rad 

사이에 존재한다[1]. 본 연구에서는    의 최

  최소값 2가지의 조합으로 연구 상 차량에 

용하 다. 

2.2.4 차량의 횡풍에 의한 응답

 본 연구에서 차량 주행 험도를 단하기 하여 

사용된 정 상태일 때 차량의 횡풍에 의한 횡력응답

은 다음 식과 같다.




 

 




 
         [식 2]

  : yaw rate    : 면면     : 차량 량  

  : 입사하는 바람의 각도    : 차량속도

  : 공기의 도(일반 으로 약 1.2)

U : 차량에 작용하는 상 풍속

c : CG～NSP 거리   
   

d : CG～CP 거리   
 

a  : CG～앞축까지 거리  b  : CG～뒤축까지 거리

NSP : 차량의 립조향   CP : 차량의 압력 심

 






    : 차량의 축거

  : 앞차축의 선회강성계수

  : 뒷차축의 선회강성계수

2.2.5 차량 주행 험도 단 기

 한국도로공사의 연구 [2]에서는 강풍에 의해 차량

이탈거리가 주어진 기 을 과하는 경우(차선침범)

와 yaw각이 10° 이상인 경우, 그리고 도가 발생된 

경우 차량이 사고가 난 것으로 간주하여 험속도를 

산출하 으나 속도  통행제한기 (안)은 차량이탈

거리를 통해 제시되었다. 한편 실제 차량시험을 통

해 0.8  동안은 운 자의 조향반응에 계없이 거

의 동일한 차량주행거동을 나타내므로 [7] 본 연구

에서도 동일하게 용하 다. 차량의 이탈거리는 운

자에게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Baker가 제안한 

0.5m를 이탈할 경우 사고가 난 것으로 가정하 다.  

2.3 풍속에 따른 험속도 산정

 2.2 에서 가정한 분석조건에 따라 차량의 험속

도를 계산하여 풍속에 따른 차량주행 험속도를 각

각 그림 1  표 5에 나타내었다. 

(a) Car

(b) Coach

(c) Large Van

[그림 1] 차종별 험풍속 결과 그래

[표 5] 풍속에 따른 차량 험 속도

풍속

(m/s)

차량 험 속도(km/h)

Car Coach Large Van

Ⅰ
*

Ⅱ
*

Ⅰ Ⅱ Ⅰ Ⅱ

30 24 44 23 41 23 42

25 32 63 29 55 30 57

20 50 107 42 83 43 85

15 112 253 71 130 71 131

10 ∞ ∞ 124 192 120 192

5 ∞ ∞ 199 256 193 264

  * Ⅰ : Cf=40,000N/rad , Cr=70,000N/rad

  * Ⅱ : Cf=110,000N/rad , Cr=160,000N/rad

 그림 1과 표 5에 나타낸 5m/s～30m/s 사이의 풍속

에 따른 차량 험 속도를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

인할 수 있다.

1. 차량의 선회강성계수가 최소일 경우(Ⅰ)와 최 일 

경우(Ⅱ)를 비교하면 선회강성계수가 큰 경우가 작

은 경우에 비하여 반 으로 풍속에 따른 차량

험 속도가 증가한다. 이는 선회강성계수가 큰 차량

일수록 Side Slip에 한 항력이 크기 때문인 것

으로 단된다. 한 선회강성계수에 따라 동일한 

차종이라도 험풍속의 차이가 매우 큰 결과를 보

이며, 때문에 강풍에 의한 차량의 험속도 결정시 

선회강성계수는 비  있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2. 차종에 따라 차량 험 속도를 비교할 경우 C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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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Large Van은 비슷한 험속도를 나타낸다. 이

는 표 2에 보이는 것과 같이 두 차량의 량, 성

모멘트, 면면  등의 제원이 유사하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3. 한국도로공사 [2]에서 제안한 차량속도규제(안)은 

탑차와 버스의 경우 측정된 차량제원이 합리 이

지 않아 2가지 차량에 해서는 차량주행 험 속

도를 제안하지 못하고 최종 으로 미니밴의 경우

를 용하 다. 그러나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차

량의 험풍속을 결정하는 차종은 승용차가 아니

라 매우 큰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풍속에 

따라 차량의 험 속도를 제한할 때, 차종별로 

험속도의 범 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규제기  역

시 다르게 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결론

 기존에 제안된 풍속에 따른 차량속도제한(안)의 합

리성을 검토하기 해 국내외 유사연구결과를 활용

한 비교연구를 수행하 다. 해외연구 실 과 비교할 

때 상 으로 국내연구 실 은 한국도로공사의 연

구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보다 안 하고 편

리한 고속도로 건설을 해서 련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사회의 교통시스템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비용을 이는 요한 요소이므

로 건설주체 뿐만 아니라 기상 는 자동차 련 산

업분야에서도 보다 진보된 연구를 진행해야 할 시

이다. 특히, 자동차업계와 건설 분야와의 동연구를 

통해 차량거동에 한 정보공유와 주행실험 등 다각

인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추

진은 향후 건설되는 고속도로가 사람 심의 편리함

과 쾌 함을 보장하게 만들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실정에 맞는 차량주행 험도 

단기 을 제시하고 지능화된 방풍벽 개발  방풍

시설 설치 단 기 에 한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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