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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로의 횡단구성은 차도, 중앙분리대, 길어깨, 보도, 

측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변은 길어깨 바깥

쪽에 위치한 도로와 접도구간을 포함 하는 것으로 정

의 할 수 있다1). 도로변의 공작물은 도로 주변에 있는 

인공적인 구조물로써,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표지판, 

교각 기둥 등이 대표적이다. 각각의 공작물은 차량의 

안전성 향상 및 교통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도로변 공작물과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

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원인이 된다. 공작

물과의 충돌사고는 차량의 전도/전복 또는 도로 이탈

로 인한 교통사고건수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2). 

특히, 차량과 도로변 공작물의 충돌사고가 발생시에는 

운전자의 사고심각도가 높게 나타난다. 교통사고 치사

율(사망자 수/100건)을 비교하면, 2016년에 발생한 전

체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94명/100건, 공작물에 의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11.06명/100건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분석 결과는 도로변의 공작물과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심각도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작물과 충돌시 운전자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사고심각도를 감소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공작물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써, 도로변 시

설물 제거, 공작물 이동 설치, 충돌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안전 설계, Breakaway 지주 설치, 시설물 

주변 방호울타리 설치 등의 대안의 제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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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과 충돌하는 것은 ‘차로

의 공간적 범위’, ‘차로 이탈시 차량의 안전한 복귀에 

필요한 공간’의 기능적 범위와 관련이 있으며3), 공작물

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이 존재해

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도시부 도로에는 Clear Zone으

로 대표되는 공간이 부족하므로, 공작물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대안 수립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고려한 대안으로써, 

교각 기둥을 방호하고 운전자의 안전도를 확보 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각 

방호시설물 개발을 위해 국내·외 지침 및 매뉴얼을 검

토하고, 시뮬레이션 및 실물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교각 

방호시설물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차량과의 충돌 발생

시 탑승자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는 THIV 

(Theoretical Head Impact Velocity), PHD(Post-impact 

Head Deceleration)를 사용하였다. 교각 방호시설물은 

탑승자의 안전도를 확보하는 2단 배치 가드레일 형태

이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동일 물성의 가드레일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형태이다. 또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시부에서 설치 가능하도

록 노즈부 길이까지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탑승자의 안전도를 확보하는 교

각 방호시설물 관련 연구는 차량방호 안전시설과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존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차량방호 안전시설과 관련된 국내·외의 

지침 및 연구를 검토하였다.

고만기 등은 정면충돌 및 측면충돌 사고 예방을 위

한 클립형 단부 분리장치를 갖는 지주를 개발하였다. 

NCHRP 350을 기반으로 측면충돌의 기준을 제시하고, 

35 km/h의 측면충돌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클립

형 단부분리장치로 기초에 연결한 경우 충돌피해를 줄

일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4). 장대영 등은 MASH 

(Manual for Assessing Safety Hardware)에서 제시된 방

법으로 1,300 kg 차량의 충돌시험 데이터로부터 900 kg 

차량의 충돌데이터 및 안전지수를 계산하여 900 kg 차

량의 충돌실험 데이터와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충돌시험데이터에 기초하여 확대해석 방법

의 효율성, 정확성을 입증하고 원리를 규명하였다5). 주

재웅 등은 후미충돌 사고 예방책의 하나로써 작업차량 

장착용 충격흡수장치(TMA: Truck Mounted Attenuator)

의 성능평가기준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성능평가기준은 유럽 및 미국 

성능기준을 근거로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정리하였고, 

시뮬레이션과 실물충돌시험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검

증하였다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에서는 방호시설물에 대한 충격흡수시설 기

준을 제시하고 있다7).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주행 중 진

행 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또는 대향차로 등

으로 이탈 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여 차량 탑승자 및 차량, 보행

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차량방호 안전시설로는 

노측, 중앙분리대, 교량 등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와 

고정구조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충격 흡수시설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차량방호 울타리의 경우, 적용 도로

의 설계 속도별 시설물의 강도에 따라 9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각 등급에 적합한 시설물의 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각 조건에 따라 성능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수

행한다. 강도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조건에는 충돌 속

도(60 km/h, 80 km/h, 100 km/h, 120 km/h), 충돌차량 

중량(900 kg, 1,300 kg), 충돌 방향(정면, 15°, 165°)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어있다. 탑승자 안전도 평가를 위

해서는 THIV(Theoretical Head Impact Velocity), PHD 

(Post-impact Head Deceleration)를 탑승자 안전도 평가

지표로 사용한다. THIV는 44 km/h 이하, PHD는 20 g 

이하를 만족하는 경우에, 탑승자 안전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Roadside Design Guide에서는 도로변 지주에 대한 

충돌시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 

대책으로는 위치이동(Relocate), 방호(Shield), 단부처리

(Breakaway 혹은 충격 흡수를 통한 탑승자 보호)를 제

시하였으며, 도로변 노출 지주의 위험성과 방호 대책으

로 Clear Zone 확보, 이설, 가드레일 방호, 지주 단부 처

리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단부처리(Breakaway) 혹은 

충격 흡수를 통한 탑승자 보호장치의 경우에 따른 실

물충돌시험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8). EN12767에서

는 유럽연합 Passive Safety 기준으로 도로변의 지주구

조(표지판, 신호등, 가로등, 각종장비용지주등)에 충돌 

할 경우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를 위한 충돌 실험 방법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충돌 차량의 중량은 900 kg, 

1,300 kg, 1,500 kg으로 구성되었으며, 차량 속도는 50 

km/h, 80 km/h, 100 km/h, 110 km/h로 구분하였다. 또

한, ASI(Acceleration Severity Index)를 탑승자의 안전도

를 평가하는 안전지표로써 사용하고 있으며, A등급에

서는 1.0이하, B등급에서는 1.4이하의 임계값을 제시

하였다9). MASH(Manual for Assessing Safety Hardware)

에서는 도로안전시설의 성능평가 기준이었던 NCH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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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350을 최근의 교통 흐름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모든 도로안전시설의 성능기준을 규정하였고, 다양한 

고속도로 안전시설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였다10).

3. 교각 방호시설물 개발 방법론

3.1 연구 개요

차량과 공작물의 충돌시 탑승자의 안전도를 확보 할 

수 있는 교각 방호시설물을 개발하였으며, 본 장에서

는 교각 방호시설물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을 Fig. 1.

에 제시하였다.

• Literature review
 - Guideline and Manual

↓

• The Design of Non-Redirective Crash Cushion
 - Guardrail Type
 - The index : THIV, PHD 

↓

•Simulation
 - Vehicle mass : 900 kg, 1,300 kg
 - Direction : Head on, Head on 15˚, 1/4 Offset

↓

• Real experiment
 - Vehicle mass : 900 kg, 1,300 kg
 - Impact direction : Head on, Head on 15˚, 1/4 Offset

Fig. 1. Research flow.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교각 방

호시설물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도로안전시설 설

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을 포함한 국내·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탑승자 보호용 성능 기준 및 

실험 조건을 선정하였다. 기존 지침에는 충돌 방향, 충

돌 차량 중량, 충돌 속도에 따라 탑승자 안전도 확보에 

대한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충돌 방향은 정면, 정면 

15˚, 1/4 Offset, 차량 중량은 900 kg, 1,300 kg, 충돌 속

도는 60 km/h, 80 km/h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간선도로의 설계 속도(80 km/h)에서 의 충돌 시험 조

건인 CC2(Crash Cushion) 등급의 성능 기준을 확보하

고, 교각, 교대 등의 구조물 앞에 차량을 안전하게 정

지시키는 주행 비복귀형 조건을 충돌 시험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였다. 시뮬레이션 조건은 3.4절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제시하였으며, CC2 등급(주행 비복귀형)의 성능 기준

을 만족하는 충돌 시험 조건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에서 수행한 

동일한 조건(CC2 등급 주행 비복귀형)으로 실물충돌시

험을 진행하였다.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시뮬레이션에

서 고려되지 못한 변수에 대한 검토 및 성능을 검증하

였다. 또한, 실물충돌시험에서는 충격흡수시설의 거동, 

충돌 후 차량의 거동 항목을 추가하여, 교각 방호안전

시설물의 종합적인 성능을 검증하였다.

3.2 탑승자 안전도 평가 기준

본 연구에서는 교각 시설물 보호용 안전시설물의 탑

승자 안전도 측정 기준으로 THIV, PHD를 사용하였다. 

THIV는 탑승자 두부의 충격 속도로써, 차량이 차량방

호 안전시설에 충돌할 때 탑승자의 충격 위험도를 평

가하기 위한 지수이다. 운전자나 탑승자의 두부가 차

량의 좌·우 공간에 부딪힐 때까지 이동하는 속도를 의

미한다. THIV는 머리 비행시간(T), 차량 좌표계에 대

한 상대속도( , )를 이용하여 산출하며, 식 (1)에 

제시하였다.

   
 (1)

여기서
    차량좌표계에대한머리의상대속도
  머리의비행시간

PHD는 차량이 구조물에 충돌 후, 탑승자가 2차 충

돌을 받는 순간의 차량 내부에 부딪히는 가속도 중에

서 두부가 받게 되는 가속도 중에서 최대 값을 의미한

다. PHD는 충돌 후(t>T)로 계측된 , 축의 10ms 평

균 가운데 최대 값을 이용하여 산출하며, 식 (2)에 제

시하였다9).

〈〉 〈〉    (2)

여기서
 
  축 축의평균가속도

3.3 탑승자 보호용 교각 방호시설물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탑승자 보호용 교각 방호시설

물은 가드레일을 2단으로 설치하여 교각을 방호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교각 방호시설의 직경은 6.2 m, W

형 레일의 형태는 곡형을 2단 배치(2 m 간격), 교각과

의 여유 거리는 2.25 m로 선정하였다. 또한, 가드레일

과 지주 사이에는 블록 아웃을 설치하였고, 지주는 차

량 충돌시 지주가 분리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심을 기준으로 36°도 간격으로 지주가 설치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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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다. 가드레일은 W 형태, 곡형의 가공 전 길이가 

2.33 m이며 중앙부에 φ20×120 mm 슬롯 홀 8개를 두어 

차량 충돌시 변형이 유도되는 형태로 설계하였다. 

3.4 시뮬레이션 모델링

도로안전시설의 특성상 충돌중 구조 부재는 재료의 

탄성영역을 넘어 소성 거동을 보이며 대변위를 발생시

킨다.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해 차량방호울타리의 거동

을 정확히 모사하기 위해서는 재료적 특성을 정확이 

입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LS-Dyna에서는 강재의 거동

을 모사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 모델을 제공하며, 각 재

료 모델은 별도의 입력 변수가 필요하다. 본 시뮬레이

션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입력 변수를 사용하여 재료의 

비선형 및 대변위를 고려 할 수 있는 Plastic_Kinematic

을 사용하여 재료적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재료모델의 

세부사항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탑승자 안전도를 확보하는 교각 보호용 안전시설물

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W형 가드레일(폭 350 

mm, 두께 4.0T)을 직경 6.2 m, 지주간격 1.76 m, 설치높

이 77.5 cm, 분리형 지주두께 4.5 t로 모델링하여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고, 탑승자 안전도를 산출하였다11). 교

각 방호 시설물의 주요 부재는 shell 요소를 사용하였으

며, 부재의 연결은 빔 요소를 사용하여 볼트연결을 구

성하였다. Slave와 Master 접촉면의 마찰 계수는 0.2를

Table 1. Material model(SS400)

Class Input

Mass density 7.85e-9 Mpa

Young's modulus 204000 Mpa

Poisson's ratio 0.28

Yield stress 280 Mpa

Tangent modulus 4000 Mpa

(a) 900 kg Vehicle model (b) 1,300 kg Vehicle model

(c) W-Type Curved guardrail (d) Simulation model

Fig. 2. Simulation configuration.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도로안전시설과 차량

의 부재를 모델링 하고, 차량과 도로안전시설을 3차원

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 LS-Dyna를 사용하였다. 충돌 

시뮬레이션 해석에 사용한 차량모델은 도로안전시설개

발을 위한 성능 모의시험 전반에 걸쳐 활용도가 매우 

높은 FE(Finite Element)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실물충돌

시험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Fig. 

2-(a), (b), (c), (d)에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시하였다. 

4. 시뮬레이션 결과 및 해석

탑승자 안전도를 확보 할 수 있는 교각 방호시설물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CC2 등

급(주행 비복귀형)의 성능 기준에 대한 실험조건을 만

족하기 위해 충돌 차량 중량 - 충돌 방향 900 kg-정면, 

1,300 kg-정면, 900 kg-1/4 offset, 1,300 kg-정면 15° 조건

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4가지 충돌 조건에서 기준치(THIV ≤44 km/h, PHD ≤

20 g)를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Table 2에 제시하

였다. 900 kg-정면 충돌시에는 THIV 39.8 km/h, PHD 

17.0 g, 1,300 kg-정면 충돌시에는 THIV 35.2 km/h, PHD 

14.9 g, 900 kg-1/4 offset 충돌시에는 THIV 40.3 km/h, 

PHD 14.9 g, 1,300 kg-정면 15° 충돌시에는 THIV 36.1 

km/h, PHD 15.4 g로 도출되었다. 

또한,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난 THIV, PHD 변화 및 차

량 운동 형태를 충돌 조건에 따라 Fig. 3, Fig. 4에 제시하

였다. 각 그래프에 나타난 적색 선은 가상의 탑승자 머리

가 차량의 정면으로 60 cm(측면 충돌일 경우 30 cm) 이

동한 시간을 의미한다. 즉, 해당 지점에서의 속도가 

THIV, 충돌 후 10ms동안의 가속도중 최고치가 PHD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0.1 s~0.2 s 사이에서 THIV 및 

PHD가 계산되었다. 900 kg-정면 충돌에서는 교각 방호

시설물은 교각방호울타리의 1열 전면부 지주 3개가 파

손되면서 분리되었고, 2단 지주는 분리는 발생하지 않고 

일부 파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량을 안전하게 정

지시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 1,300 kg-

정면, 900 kg-1/4 offset, 1,300 kg-정면 15° 조건에서도 동

Table 2. The vehicle crash test result for simulation

Test
Impact condition Index value

Direction Vehicle mass (kg) THIV (Km/h) PHD (g)

1 Head-on 900 39.8 17.0

2 Head-on 1,300 35.2 14.9

3 1/4 Offset 900 40.3 14.9

4 Head-on 15˚ 1,300 36.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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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탑승

자 보호용 교각 방호시설물은 CC2 등급(주행 비복귀형)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결론되었다. 

5. 실물충돌시험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탑승자 안전도를 

검증한 교각 방호시설물의 실물충돌시험을 수행하였

다. 실물충돌시험은 일반 콘크리트 포장면 위에 설치하

므로, 콘크리트 포장면에 분리형 하부지주를 항타하였

고, 상부지주와 결합한 후 절곡된 W형 레일을 설치하

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교각 방호시설물은 5,190 mm

(길이), 6,280 mm(폭), 775 mm(높이)의 규격으로, 기초

형식은 콘크리트 기초 분리형지주로 구성되어 있다. 

0.00s

0.05s

0.10s

0.80s

(a) 900 kg Head-on crash (b) 1,300 kg Head-on crash (c) 900 kg Crash with 1/4 offset (d) 1,300 kg Head-on crash with 15° angle

Fig. 3. Vehicle motion in time step for simulation result.

THIV
Variation

PHD
Variation

(a) 900 kg Head-on crash (b) 1,300 kg Head-on crash (c) 900 kg Crash with 1/4 offset (d) 1,300 kg Head-on crash with 15° angle

Fig. 4. THIV, PHD Variation of simul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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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vehicle crash test result for real scale experiment

Test

Impact condition Index value Vehicle motion

Direction Vehicle mass
(kg)

THIV 
(Km/h)

PHD
(g)

Roll
(˚)

Pitch
(˚)

1 Head-on 900 34.0 19.0 -5.8 -6.9

2 Head-on 1,300 34.0 16.0 8.4 -16.8

3 1/4 Offset 900 39.0 16.0 17.6 -21.1

4 Head-on 15˚ 1,300 34.0 13.0 -4.6 -8.7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도로안전시설 성능

시험장에서 실물충돌시험을 진행했으며, 탑승자 보호 

성능, 충격흡수시설의 거동, 충돌 후 차량의 거동 항목

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실물충돌시험은 시뮬레이션에

서 수행한 동일한 조건(충돌 속도 : 80 km/h, 차량 중량

-방향 : 900 kg-정면, 1,300 kg-정면, 900 kg-1/4 offset, 

1,300 kg-정면 15°)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탑승자보호

용 교각 방호시설물의 실물충돌시험을 위해서는 탑승

자 보호 성능, 충돌 후 차량의 거동을 통해 성능을 검

증하였다.

Fig. 5-(a), (b), (c), (d)에는 실물충돌시험에 따른 교각 

방호시설물 상태를 나타내었고, 탑승자 보호 성능에 대

한 검증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탑승자 보호용 교각 방호시설물은 4개의 조건에

서 탑승자 보호 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

물충돌시험 결과, 900 kg-정면 충돌 : THIV 34.0 km/h, 

PHD 19.0 g, 1,300 kg-정면 충돌 : THIV 34.0 km/h, PHD 

16.0 g, 900 kg-1/4 offset 충돌 : THIV 39.0 km/h, PHD 

13.0 g, 1,300 kg-정면 15° 충돌 : THIV 34.0 km/h, PHD 

13.0 g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차량 충돌 후 차량의 거동

은 Roll, Pitch의 회전각, 시설물 좌우 경계선 폭에 따라 

등급 등의 항목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Roll, Pitch의 회

전각은 75˚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실물충돌시험 결과, 

900 kg-정면 충돌 : Roll -5.8, Pitch -6.9, 1,300 kg-정면 

충돌 : Roll : 8.4, Pitch : -16.8, 900 kg-1/4 offset 충돌 : 

Roll : 17.6, Pitch : -21.1, 1,300 kg-정면 15° 충돌 : Roll 

: -4.6, Pitch : -8.7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교각 방호시설물은 CC2 등급(주행 비복

귀형)의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결론 할 수 있다.

실물충돌시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면 

THIV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충돌시험 결과가 낮

은 경향을 보였고, PHD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시뮬레이션에 사용

한 차량 FE모델과 실제 충돌시험에 사용한 차량이 상

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해석결

과와 실제 충돌시험 결과의 차이는 ±10% 이하(900 kg 

정면 충돌의 경우 15.7%)로 실제 충돌시험 결과를 적절

히 모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

된 탑승자 보호용 교각 방호시설물은 CC2등급(주행 비

복귀형)의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교통사고는 사고발생 유형에 따라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량 단독사고로 구분되며, 차량 단독사고는 도

로변의 공작물과 차량의 충돌사고로 대표 할 수 있다. 

차량이 도로변의 공작물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전체 교통사고 심각도가 10배 이상 높

게 나타나므로, 도로변의 공작물과의 충돌사고를 예방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

(a) 0.9 ton-head on crashing (b) 1.3 ton-head on crashing

(c) 0.9 ton-offset crashing (d) 1.3 ton-15˚ crashing

Fig. 5. Real-scal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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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공작물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탑승자의 안전도를 

확보 할 수 있는 교각 방호시설물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탑승자 안전도 확보를 위한 교각 방호시

설물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및 실물충돌시험

을 수행하였으며, CC2 등급(주행 비복귀형)의 성능 기

준 만족하는지를 검토하였다. THIV, PHD를 이용하여 

교각 방호시설물의 성능을 검증했으며, CC2 등급(주행 

비복귀형)의 성능 기준에서 제시하는 실물충돌시험 조

건(900 kg-정면, 1,300 kg-정면, 900 kg-1/4 offset, 1,300 

kg-정면 15°)으로 시뮬레이션과 실물충돌시험을 수행

하였다. 분석 결과, THIV는 44 km/h 이하, PHD는 20 g 

이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후에는 다음

의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탑승

자 안전도를 확보 할 수 있는 교각 방호시설물은 CC2 

등급(주행 비복귀형)의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실험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CC2 등급의 

주행 복귀형 성능 기준 조건을 보완하여, 기능적 측면

에서 우수한 성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탑승자 안전도를 확보하는 교

각 방호시설물은 2단의 가드레일 형태로 개발되어 연

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교각 방호시설물의 실제 설

치를 위해서는 방호시설물의 설치 공간이 좁은 공간도 

존재하므로, 현장 설치 조건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차량방호 안전시설과 관련된 도로 

안전 분야의 기초연구에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국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

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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