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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urrent [Guideline for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Sidewalks and Safety Facilities on Roads] suggests 
that the types of curbs should be Barrier curb (85°). Although Barrier curbs (90°) were not specified in the guideline. 
The curbs installed on the roads currently are Barrier curbs (90°) which are not specified in the installation standard. The-
refore, it is critical to prepare for the installation standard of curbs by researching types of curbs and driving safety. 
This research have assessed the driving safety throughout Full Scale Crash Test according to type of curbs (Barrier 
curbs (85°) and Barrier curbs (90°)). Barrier curbs (90°) showed higher figure in Theoretical head Impact Velocity, 
Post-impact Head Deceleration, Vehicle Damage when Crash, Passenger’s Wounds Severity, and every other items 
than Barrier curbs (85°). Barrier curbs (85°) were found to have better Occupant Safety Index. Analysis of Behavior 
Using Full-Scale Crash Test showed difference depending on the Impact Condition between Barrier curbs (85°) and 
Barrier curbs (90°). Generally, Barrier curbs (85°) were superior than Barrier curbs (90°) in terms of protecting the 
passengers and vehicle damages. When an impact angle increases, Acceleration of Vehicle, Variations of Speed, and 
Contact Relationship between Wheels and Curbs, two types of curb showed similarity. However, if an impact of an 
angle decreases, Barrier Curbs (85°) showed excellence in Driving Safety such as Acceleration of Vehicle, Variations 
of Speed, and Contact Relationship between Wheels and Curbs. 
Key Words : curb, full-scale crash test, theoretical head impact velocity, post-impact head deceleration

1. 서 론*

연석(緣石, 경계석)의 개념이 이전에는 도로와 보

도의 경계를 주는 개념에서 도로안전시설물 개념으

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직형(85°)연석은 진

행방향에서 주행시 자정적인 슬라이딩으로 직사각

형(90°)연석에 비하여 보도로 월석 하는 것을 제어

한다. 또한 연석과 타이어, 휠 등의 접촉면을 갖지 않
아 타이어 파손 등 자동차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음으로 이에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newaxlrose@hotmail.com

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등에서도 경사면을 띄는 수직형(85°)연석

을 표준으로 삼고 있다. 보도 및 도로안전시설물 설

치 및 관리 지침에는 기울기가 있는 수직형(85°)
연석의 형상에 해 언급 또는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부분의 도로상에는 설치기준에도 

없는 직사각형(90°)연석이 설치되고 있는 것이 현재

의 실정이다. 그럼으로 연석 형상과 주행안전성에 

한 연구를 통해 연석형상에 한 설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직형(85°)과 직

사각형(90°)연석 형상에 따른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주행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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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돌실험 개요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형(85°) 및 직사각형(90°) 연
석의 차량 파손정도를 알기 위해 실물충돌시험을 
실시하였다. 실물충돌시험에서는 도시부 연석에 

해 충돌가능성이 높은 주행 상황을 재현하고자 한다. 
현재 도시부 도로에서 방호울타리의 충돌시험기준

(SB1)은 충돌각도 15도, 충돌속도 60 km/h, 차량 무

게 1.3톤이다. 미국의 Roadway Barrier Curb Investiga-
tion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Works 
Division of Highways Materials and Research Depart-
ment, 1953)에서 다양한 연석에 하여 실물차량 실

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결과 중 본 연구와 유사한 

형태의 연석에 하여 분석했던 적이 있다. 이에 급

경사형(85°) 연석에 해 충돌각도(10도, 20도), 충돌

속도(20, 25, 30, 35, 40, 50 km/h)에 해 충돌 후 차

량의 보도 진입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Table 
1>와 같이 충돌각도 20도에서는 모두 보도로 차량이 
진입하였다. 그러나 충돌각도 10도에 해서는 충돌

속도 40km/h이내에서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지 않

았다.
도시부의 경우 길어깨를 생략하기 때문에 충돌각

도는 5~10도 이내에 있다. <Table 2>와 같이 충돌각

도는 Hutchinson & Kennedy 침범각 분포(TRR 796)
를 살펴보아도 10도 이내는 60%이상의 확률을 가지

고 있다.
방호울타리에 한 충돌시험기준은 차량 본체에 
한 충돌로서 고속주행시의 방호울타리의 방호 기

능을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 연석에 한 충돌시험

Table 1. Degree of Vehicle Access to Curbs by Angle of 
Impact and Velocity

충돌각도(°) 속도(km/h) 차량 진입 여부

10

20 ☓
25 ☓
30 ☓
35 ☓
40 ○

20

20 △

25 ○

30 ○

40 ○

50 ○

※ 연석과 충돌하는 차량의 오른쪽 바퀴 찰.☓ : 연석 로 진입하지 못 함
△ : 연석 로 진입하 다 다시 돌아옴
○ : 연석 로 넘어감

Table 2. Hutchinson & Kennedy Encroachment Angle of Dist-
ribution (TRR 796)

침범각 (˚) 확률 확률

Θ ≤ 7.5 0.48 0.48

7.5 < Θ ≤ 12.5 0.20 0.68

12.5 < Θ ≤ 17.5 0.12 0.80

17.5 < Θ ≤ 22.5 0.08 0.88

22.5 < Θ ≤ 27.5 0.05 0.93

27.5 < Θ 0.07 1.00

기준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연석은 차량의 타이어

와 충돌에 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시부 저속주행 

상황(40~50 km/h)과 회전상황 혹은 주차상황(20 km/h)

시 연석에 충돌하는 경우를 실험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 그럼으로 직사각형(90°)연석과 급경사형(85°)연

석에 해 <Table 3>와 같은 충돌조건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충돌시험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

방호안전시설 편) 및 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

시험 업무편람(건설교통부, 2001)에 의거하여 실시하

였다. 충돌시험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자

동차충돌실험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실험체는 급경사

형(85°) 및 직사각형(90°)으로 다음 그림과 같다. 보

도용 연석은 콘크리트(폭 : 750 mm, 깊이 : 200 mm) 기

초위에 연석을 설치하였으며, 연석 전면의 측구는 

경사도 4%로 시공하였고 연석의 높이는 20 cm이다. 

시험체의 설치 길이는 10 m로 하였으며, 연석 뒷면

은 보도부와 유사하도록 2 m폭으로 토사를 다짐하

여 시공하였다.

Table 3. Test Condition of Full Scale Crash 

실험항목 충돌각도 충돌속도

경사형(85°) 연석

10도

20 km/h

40 km/h

직사각형(90°) 연석
20 km/h

40 km/h

연석 (단  :mm)

경사형(85°) 직사각형(90°)

Fig. 1. Test Sample for Cras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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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ictures of Curb Installed in Crash Test Field.

3. 충돌실험 결과

충돌시험을 통하여 차량의 거동을 초고속 카메라

로 면밀히 관찰하였으며, 차량의 무게중심에 부착된 
가속도계 및 각속도계로부터 계측한 데이터로 탑승

자 안전도 및 차량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3.1. 1.3 ton-20 km/h-10° 충돌실험 결과

1.3 ton-20 km/h-10°의 충돌조건에 한 연석의 충

돌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은 <Table 4>
와 같으며, 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

람(건설교통부, 2001) 기준에 만족하도록 시험은 수

행되었다.

3.1.1. 계측결과

실물충돌시험 결과로부터 측정된 가속도와 차량

의 속도 변화는 <Table 5>와 같이 비교하였으며, 1.3 
ton-20 km/h-10°의 충돌조건에서 차량 무게중심점

의 가속도는 X축 및 Y축의 경우 급경사형(85°)연
석에 비해 직사각형(90°)연석이 각각 1.27배 및 1.56
배 크게 나타났으며, Z축 가속도의 경우 급경사형

(85°)연석이 1.49배 크게 측정되었다. 차량의 속도

변화는 급경사형(85°) 연석 충돌시 감속이 직사각

형(90°)연석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충돌 후 차량의 파손상태는 <Table 6> 및 <Fig. 5>

Table 4. Test Condition 

충돌속도(km/h) 시험차량 량(kg) 충돌속도(km/h) 충돌각도(°)

경사형(85°) 1,390 21.7 10

직사각형(90°) 1,390 21.6 10

※ 수행기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2010년 1월 13일)

Table 5. 1.3 ton-20 km/h-10° Test Results 1

구  분
가속도Max.(g)

ΔV(km/h)*

X Y Z
경사형(85°) -0.52 -0.57 0.52 2.40

직사각형(90°) -0.66 -0.89 0.35 2.32
직사각형(90°)
/ 경사형(85°) 1.27 1.56 0.67 0.97

* Values are from 0.6sec duration of impact simulation.

Table 6. 1.3 ton-20 km/h-10o Test Results 2

구 분
충돌속도

(km/h)
손상깊이

(mm)
손상길이

(mm) 월석여부

경사형(85°) 21.7 - 42 ○

직사각형(90°) 21.6 1.1 63 ○

경사형(85°) 직사각형(90°)

Fig. 3. Vehicle Wheel after Crash.

와 같이 급경사형(85°)연석의 경우 Rim과 연석의 

접촉으로 인해 접촉흔적이 42 mm 발생하였으나, 찌
그러짐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직사각형(90°)연석의 

경우 Rim이 1.1 mm 깊이로 찌그러졌으며, 63 mm에 
걸쳐 손상되었다. 두 경우 모두 충돌시 차량이 연

석을 월석하였으며, 급경사형(85°)연석이 직사각형

(90°)연석에 비해 보도 측으로 많이 침범하였다.

3.1.2. 차량의 거동

급경사형(85°)연석의 20 km/h 충돌 조건 시 시

험차량은 충돌 중 전복, 급선회, 타고 넘어감 등 특

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으며 차량의 우측 앞바퀴가 

연석을 월석 하였다. 이때 한쪽 바퀴의 월석은 차량

유도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또한 진입과 이탈

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충돌과정 중 차체의 심한 
요동이나 롤링현상은 없었다. 시험차량은 우측 앞

바퀴 휠이 약간의 변형이 있었으며, 그 외의 변형은 
없었고 시동과 구동이 가능하였다. 차량 내부의 변

형은 없었다. 시간 별 차량의 거동을 살펴보면, 0.0 
sec에 전면 우측 바퀴가 연석과 접촉하였으며, 0.13 
sec에 전면 우측바퀴가 연석을 타고 상승하기 시

작하였다. 0.306 sec에 전면 우측 바퀴가 연석의 상

단에 도달하여 차량이 진행하였다. 0.824 sec에 후면 
우측바퀴가 연석과 닿았으며, 0.89 sec에 후면 우측

바퀴가 연석을 타고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1.75 sec
에 전면 우측바퀴가 연석 종점에 도달하여 지면으

로 내려오기 시작하였으며, 1.91 sec에 전면 우측바

퀴가 지면과 닿았다. 1.584 sec에 후면 우측바퀴가 연

석의 상단에 도달하였으며, 2.502 sec에 후면 우측

바퀴가 연석 종점에 도달하여 연석 아래로 내려오

기 시작하였고, 2.628 sec에 후면 우측바퀴가 지면에 
닿았다. 직사각형(90°)연석의 20 km/h 충돌시 시험

차량은 충돌 중 전복, 급선회, 타고 넘어감 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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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으며 차량의 우측 앞바퀴가 

연석을 월석 하였다. 진입과 이탈은 정상적으로 이

루어졌고 충돌과정 중 차체의 심한 요동이나 롤링

현상은 없었다. 시험차량은 우측 앞바퀴 휠이 약간의 

변형이 있었으며, 그 외의 변형은 없었고 시동과 구

동이 가능하였다. 차량 내부의 변형은 없었다.
시간 별 차량의 거동을 살펴보면, 0.0 sec에 우

측 전면 바퀴가 연석과 접촉하며 타고 오르기 시작

하였으며, 0.048 sec에 우측 전면 바퀴가 지면에서 

상승하였다. 0.258 sec에 우측 전면 바퀴가 연석 상

단에 도달하였으며, 1.016 sec에 우측 후면 바퀴가 

연석을 타고 오르기 시작하였다. 1.758 sec에 우측 

전면 바퀴가 연석 종단에 도달하여 하강하기 시작

하였다. 1.93 sec에 우측 후면 바퀴가 연석 상단에 도

달하지 못한 채 하강하기 시작하였으며, 1.954 sec에 
우측 전면 바퀴가 지면에 도달하였다. 시간 별 차

량의 거동은 <Fig. 4>와 같다.

3.1.3. 시설물의 상태

시험된 연석의 충돌 전ㆍ후는 <Fig. 5>와 같으며, 

0.40sec

0.80sec

1.20sec

1.60sec

경사형(85°) 직사각형(90°)

Fig. 4 Vehicle Movement by Time Range (Forward, 20 km/h). 

실험 ( 경사형(85°)) 실험 (직사각형(90°))

실험후( 경사형(85°)) 실험후(직사각형(90°))

Fig. 5. Curbs before and after the crash (20 km/h).

급경사형(85°)연석의 20 km/h 충돌시 차량의 충돌

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였으며 변

형이 발생하지 않았다. 차량과 시설물의 최초 접촉

은 254 cm에서 충돌하여 시설물의 끝까지 접촉하

였으며 총 314 cm의 접촉거리를 보였다. 직사각형

(90°)연석의 20 km/h 충돌시 차량의 충돌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였으며 변형이 발생

하지 않았다. 차량과 시설물의 최초 접촉은 160 cm
에서 충돌하여 시설물의 끝까지 접촉하였으며 총 

840 cm의 접촉거리를 보였다.

3.1.4. 탑승자안전도

차량과 연석 충돌로 인해 탑승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보이나, 두 단면에 따른 상

비교를 위해 탑승자 안전도를 분석하여 <Table 
7>에 나타내었다.

탑승자 안전도 분석결과 직사각형(90°)연석이 

탑승자 충돌속도(Theoretical Head Impact Velocity : 

Table 7. Comparison Analysis for Passenger Protection Capa-
bility (20km/h)

측정항목 참고
시험결과

경사형
(85°) 

직사각형
(90°)

탑승자 
보호성능

▪탑승자 충격속도 (THIV) 
33km/h 이하일 것

1.97km/h 3.20km/h

▪탑승자 가속도(PHD)
20g‘s이하일 것

0.18g's 0.36g's

충돌 후 
차량의 거동

▪차량의 도 등이 없을 것 없음 없음

▪이탈속도는 충돌속도의 
60%이상일 것

44.2%
( 9.6㎞/h)

58.3%
(12.6㎞/h)

▪이탈각도는 충돌각도의 
60%이하일 것

0.0%
( 0.0°)

24.6%
( 2.46°)

구성 
부재비산 
억제 성능

▪구성부재가 도로상이나 
도로 밖으로 비산하여 
탑승자나 제3자에게 
피해주지 않을 것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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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THIV) 및 탑승자 충돌 가속도(Post-impact Head 
Deceleration : 이하 PHD) 모두 크게 나타났지만, 탑
승자 보호성능 기준 값과 비교 하였을 경우 탑승자

의 안전을 위협할만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3.2. 1.3 ton-40 km/h-10° 충돌실험 결과

1.3 ton-40km/h-10°의 충돌조건에 한 연석의 충

돌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은 <Table 8>과 
같으며, 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

(건설교통부, 2001) 기준에 준한 실험기준에 만족하

도록 시험은 수행되었다.

3.2.1. 계측결과

실물충돌시험 결과로부터 측정된 가속도와 차

량의 속도 변화는 <Table 9>와 같이 비교하였으며, 
1.3ton-40 km/h-10°의 충돌조건에서 차량 무게중심

점의 가속도는 X축 및 Y축의 경우 급경사형(85°)
연석에 비해 직사각형(90°)연석이 각각 1.59배 및 

2.49배 크게 나타났으며, Z축 가속도의 경우 급경

사형(85°)연석이 1.40배 크게 측정되었다. 차량의 

속도변화는 직사각형(90°)연석 충돌시 감속이 급

경사형(85°)연석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충돌 후 차량의 파손 상태는 <Table 10> 및 <Fig. 

6>와 같이 급경사형(85°)연석의 경우 Rim이 14.6 mm 
깊이로 찌그러졌으며, 220mm에 걸쳐 손상되었다.

Table 8. Test Condition

충돌속도
(km/h)

시험차량 량
(kg)

충돌속도
(km/h) 충돌각도(°)

경사형(85°) 1,390 41.0 10

직사각형(90°) 1,390 42.1 10

Table 9. 1.3 ton-40 km/h-10o Test Results 1

구  분
가속도Max.(g)

ΔV(km/h)*

X Y Z

경사형(85°) -0.66 -0.89 0.80 1.81

직사각형(90°) -1.05 -2.22 0.57 2.85

직사각형(90°)/ 
경사형(85°) 1.59 2.49 0.71 1.57

* Values are from 0.6sec duration of impact simulation.
 

Table 10. 1.3 ton-40 km/h-10o Test Results 2

구 분
충돌속도

(km/h)
손상깊이

(mm)
손상길이

(mm) 월석여부

경사형(85°) 41.0 14.6 220 ○

직사각형(90°) 42.1 16.9 145 ×

경사형(85°) 직사각형(90°)

Fig. 6. Vehicle wheel after crash.

직사각형(90°)연석의 경우 Rim이 16.9 mm 깊이로 
찌그러졌으며, 145 mm에 걸쳐 손상되었다. 급경사

형(85°)연석의 경우 차량이 월석 하였지만, 직사각

형(90°)연석의 경우 차량은 연석을 월석하지 않고 

방향을 선회하여 이탈하였다.

3.2.2. 차량의 거동

급경사형(85°)연석의 40 km/h 충돌시 시험차량은 

충돌 중 전복, 급선회, 타고 넘어감 등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으며 차량의 우측 앞바퀴가 연석을 월석 
하였다. 진입과 이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고 충돌

과정 중 차체의 심한 요동이나 롤링현상은 없었다. 
시험차량은 우측 앞바퀴 휠이 약간의 변형이 있었

으며, 그 외의 변형은 없었고 시동과 구동이 가능하

였다. 차량 내부의 변형은 없었다. 차량의 거동을 시간

별로 살펴보면, 0.00 sec에 전면 우측 바퀴가 연석

과 접촉하였으며, 0.102 sec에 전면 우측 바퀴가 연

석을 타고 오르기 시작하였다. 0.24 sec에 전면 우측 
바퀴가 연석 상면에 도달하였으며, 0.29 sec에 후면 

우측 바퀴가 연석과 접촉하였다. 0.342 sec에 후면 우

측 바퀴가 연석을 타고 오르기 시작하였으며, 0.616 
sec에 후면 우측 바퀴가 연석 상단에 도달하였다. 
0.774 sec에 전면 우측 바퀴가 연석 종단에 도달하여 
하강하기 시작하였으며, 0.913 sec에 전면 우측 바퀴

가 지면에 닿았다. 1.05 sec에 후면 우측 바퀴가 연석 
종단에 도달하여 하강하기 시작하였으며, 1.228 sec
에 후면 우측 바퀴가 지면에 닿았다. 직사각형(90°)
연석의 40 km/h 충돌 조건 시 시험차량은 충돌 중 

전복, 급선회, 타고 넘어감 등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

었으며 진입과 이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고 충

돌과정 중 차체의 심한 요동이나 롤링현상은 없었다. 
시험차량은 우측 앞바퀴 휠이 약간의 변형이 있었으

며, 그 외의 변형은 없었고 시동과 구동이 가능하였

다. 차량 내부의 변형은 없었다. 차량의 거동을 시간

별로 살펴보면, 0.0 sec에 전면 우측바퀴가 연석과 
접촉하였으며, 0.044 sec에 전면 우측바퀴가 연

석을 타고 오르기 시작하였다. 0.088 sec에 전면 

우측바퀴의 회전이 멈추었으며, 스파크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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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6 sec에 전면 우측 타이어가 연석을 타고 넘지 

못한 채로 하강하기 시작하였으며, 0.408 sec에 후면 

우측바퀴가 연석과 접촉하였다. 0.65 sec에 차량은 

방향을 선회하며 이탈하였다.

3.2.3. 시설물의 상태

시험된 연석의 충돌 전ㆍ후는 <Fig. 7>과 같으며, 

급경사형(85°)연석의 40 km/h 충돌시 차량의 충돌

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였으며 변형

이 발생하지 않았다. 차량과 시설물의 최초 접촉은 

220 cm에서 충돌하여 총 170 cm의 접촉거리를 보

였다. 직사각형(90°)연석의 40 km/h 충돌시 차량의 충

돌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였으며 변

형이 발생하지 않았음. 차량과 시설물의 최초 접촉은 

153 cm에서 충돌하여 총 200 cm의 접촉거리를 보

였다.

실험 ( 경사형(85°)) 실험 (직사각형(90°))

실험후( 경사형(85°)) 실험후(직사각형(90°))

Fig. 7. Curbs before and after the crash (40 km/h).

Table 11. Comparison Analysis for Passenger Protection Ca-
pability (40 km/h)

측정항목 참고

시험결과

경사형
(85°) 

직사각형
(90°)

탑승자 
보호성능

▪탑승자 충격속도(THIV) 
33 km/h 이하일 것

5.0km/h 6.26km/h

▪탑승자 가속도(PHD)20g's 
이하일 것

0.46g's 0.72g's

충돌 후 
차량의 거동

▪차량의 도 등이 없을 
것

없음 없음

▪이탈속도는 충돌속도의 
60%이상일 것

70.5%
(36.9km/h)

87.6%
(36.9km/h)

▪이탈각도는 충돌각도의 
60%이하일 것

0.0%
(0.0°)

44.7%
(1.17°)

구성 부재비산 
억제 성능

▪구성부재가 도로상이나 
도로 밖으로 비산하여 
탑승자나 제3자에게 
피해주지 않을 것

없음 없음

3.2.4. 탑승자안전도

차량과 연석 충돌로 인해 탑승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보이나, 두 단면에 따른 상

비교를 위해 탑승자 안전도를 분석하여 <Table 
11>에 나타내었다.

탑승자 안전도 분석결과 급경사형(85°)연석이 직

사각형(90°)연석보다 THIV 및 PHD 모두 크게 나

타났지만, 탑승자 보호성능 기준 값과 비교 하였을 

경우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할만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급경사형(85°)과 직사각형(90°)연석 
형상에 따른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주행안전성을 평

가하여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다. 실물충돌시험 결과

를 살펴보면 탑승자 충돌속도(THIV), 탑승자 충돌 

가속도(PHD), 충돌시 차량손상정도, 탑승자의 부상

정도, 모든 항목에서 직사각형(90°)연석이 급경사

형(85°)연석보다 평가수치가 크게 나타나서 탑승자 
안전도는 급경사형(85°)연석이 더 좋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급경사형(85°)연석과 직사각형(90°)연
석의 충돌거동은 충돌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전

반적으로 급경사형(85°)연석의 거동이 직사각형

(90°)연석에 비하여 탑승자 보호 측면 및 차량 손

상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각도가 클 
경우 차량의 가속도, 속도변화의 차이와 바퀴와 연

석의 접촉관계는 두 가지 연석 모두 비슷하나 충돌

각도가 작은 경우 차량의 가속도, 속도변화의 차이

와 바퀴와 연석의 접촉관계 등에서 급경사형(85°)연
석이 주행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상의 결과를 통해 직사각형(90°)연석은 차량과의 

접촉이 적고, 주행방향 침범억제 기능이 기 되는 도

시부 폭이 좁은 화단형 중앙분리 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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