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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량을 고려한 앙분리  설계기 에 한 연구
Design Criteria of the Median Barrier Considering Impuls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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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의 교통사고 발생 황에 비추어 볼 때 체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앙선 침범에 의한 사망자는 여

히 체 사고의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어 교통사고 피해 황(사망, 부상)에 있어서 앙선 침범이 안 운  불이

행에 이어 두 번째로 주요한 교통사고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이기 한 책의 일환으로 앙분

리 에 방호울타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물에 한 명확한 설계기 이 부족한 것이 실이다. 

특히, 앙분리  설계기 에 있어서 행의 충격량 산정의 방법은 일률 인 속도와 침범각도를 이용하여 운 자

의 주행행태를 고려하지 못한 채로 제시되고 있으며, 충격량 산정에 한 구체 인 연구보다는 개발된 방호울타리의 

성능시험 평가를 통해 장에 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 자의 주행특성을 고려하여 주행속도를 용하고 도로의 기하구조에 따른 침범각을 산정

하여 보다 실 이며 합리 인 충격량을 산정한다. 합리 인 충격량의 산정은 앙분리 의 과 설계로 인한 국고

의 낭비와 과소설치로 인한 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Although a rate of car accident death is on the decrease, internal rate of median encroachment 

accident is still high. In order to reduce the median encroachment accident, government use 

median barriers but there are no exact criteria of them.

Particularly, current impulse measurement method has adopted the uniformly operating speed 

and encroachment angle. At reality, however, there are various conditions depends on driver’s 

characters.

In that reason, this study calculates reasonable impulse quantity through encroachment angle 

and operating speed. It will be necessary to prevent overuse treasury and car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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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범

<그림 1> 연구수행 흐름도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

2005년 한 해 동안 총 사고건수 214,171건  앙

선 침범에 의해 14,616건(6.8%)의 교통사고가 발생하

여 사망자 769명, 부상자 28,300명으로 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2.06%, 부상자의 8.27%를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교통사고 발생 황

에 비추어 볼 때 체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앙선 침범에 의한 사망자는 여 히 체 사고의 높은 구

성비를 나타내어 교통사고 피해 황(사망, 부상)에 있

어서 앙선 침범이 안 운  불이행에 이어 두 번째로 

주요한 교통사고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안 운  불이행이 포 인 사고 원인임을 감안할 때 

실질 으로는 앙선 침범이 가장 큰 교통사고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체 교통사고에서 앙선 침범사고가 차

지하는 비 이 높기 때문에 앙선 침범사고를 이기 

한 책의 일환으로 앙분리 에 방호울타리를 사용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물에 한 명확한 설계기 이 부

족한 것이 실이다. 

특히 행 기 에 있어서는 앙분리  설치시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할 충격량 산정에 한 구체 인 연구

보다는 개발된 방호울타리의 성능 시험 평가를 통해 

장에 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성능시험평가는 

장에 용하기 에 실시해야하는 매우 요한 부분이

지만 그에 앞서 앙분리 의 방호울타리가 차량과의 충

돌로 인해 받게 되는 충격량을 정량 으로 산정하는 연

구가 행해져야 한다.

앙분리  설계기 에 있어서 행의 충격량 산정의 

방법은 일률 인 속도와 침범각도를 이용하여 운 자의 

주행행태를 고려하지 못한 채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 자의 곡선부 주행특성

을 고려한 주행속도와 침범각도를 심으로 좀 더 합리

인 앙분리  충격량을 산정하는데 그 목 을 둔다.

2. 연구의 방법  범

본 연구에서는 앙분리  설계시 우선 으로 고려되

어야할 충격량 산정을 해 먼  국내외 앙분리  설

계기 과 충격량산정에 한 연구를 고찰하 고 세부

으로 속도와 침범각에 한 연구를 고찰하 다.

이를 통해 충격량 산정에 향을 미치는 요소인 속도, 

침범각, 량을 알아보고 직선부에서와 곡선부에서 그리

고 1차로에서 주행 일 때와 2차로에서 주행 일 때에 

발생하는 침범각을 용하여 충격량을 산정하 다.

반 인 연구 수행의 차는 <그림 1>과 같다.

방호울타리의 설계시 고려사항으로는 <그림 2>와 같

이 강도성능, 운 자 보호성능, 충돌 후 차량의 궤  등

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강도성능에 을 맞추어 충

격량을 산정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 는 <그림 2>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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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 연구문헌 고찰

1. 국내외 앙분리  설계기  연구

1) 국내 설치기

재 건설교통부에서 용하는 지침인 ‘도로안 시설 

설치  리지침-차량방호 안 시설 편’(2001.7)은 

1980년 발행된 ‘방호책 설치요령’을 보완하여 작성된 ‘도

로안 시설 설치  리 지침-방호울타리 편’(1997.2)

과 ‘도로안 시설 설치  리 지침- 앙분리  편  

충격흡수시설 편’(1998.10)  ‘도로안 시설 설치  

리 지침-교량용 방호울타리 편’(1999.9) 등 4종의 

련 지침을 개정 통합한 것이다.

지침명 연도 제정  개정

도로안 시설 

설치  

리지침

-차량방호 

안 시설 편-

1997.02  방호울타리 제정

1998.10 앙분리   충격흡수시설 제정

1999.09  교량용 방호울타리 제정

2001.07  차량방호안 시설 통합 제정

2002.07  개정( 앙분리  설치 장소 련)

2003.12  개정(방호울타리 실물충돌시험 용시기)

<표 1> 련 지침의 제정  개정 황

(1) 앙분리 의 정의  기능

도로안 시설 설치  리지침에 의하면, 앙분리

는 차로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고, 측방여유를 제공하

기 해 확보된, 띠 모양의 도로 횡단면 구성요소로, 분

리 와 측 로 구성된다. 

앙분리 의 기능으로는 왕복방향의 교통류를 분리

하여 차량 통행의 안 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측방여유

를 확보함으로써 운 자에게 심리  안정감을 제공함과 

동시에 운 자의 시선을 유도한다. 

(2) 종류

앙분리 는 분리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방호울

타리형, 연석형, 폭 앙분리 로 구분한다

2) AASHTO

(1) 앙분리 의 기능

앙분리 의 주요 기능은 반 편 차량을 분리하고, 

통제력을 상실한 차량에 한 회복 구간을 제공하며, 비

상시 정지 지역을 제공하고 속도 변경과 좌회   

U-Turn 차량을 한 장소를 허용하며 조등 불빛을 

최소화하며, 차로의 확장을 한 폭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앙분리 의 폭

앙분리  폭은 앙분리  방호책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 넓어야 한다. 일반 으로 앙분리  폭의 범

는 최소 1.2m에서 2.4m 이상에 이른다.

3) 도로 구조령의 해설과 운용(일본도로 회)

(1) 앙분리 의 기능

왕복의 교통류를 분리함으로써 향차도에의 이탈에 

의한 치명 인 사고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 심선 측

의 교통 항을 감소시켜 고속도로의 주행을 가능하게 한

다. 비분리 다차로 도로에 있어서 향차로의 오인을 방

지한다. 한 U-Turn 등을 필요에 따라 방지하여 교통

류의 흐트러짐을 없이하여 안정성을 높인다. 특히, 평면 

교차 이 있는 도로에서는 폭이 충분할 때 좌회  차로

를 설치할 수가 있어 교차 에 있어서의 교통처리상 유

리하다.

상당히 넓은 앙분리 를 설치하면 야간주행시의 

조등의 불빛을 방지하고 폭이 좁더라도 식수, 방 망의 

설치에 의해서 조등의 불빛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리

고 보행자의 안 섬이 됨으로써 횡단이 안 하고도 용이

하게 된다.

(2) 앙분리 의 구성

앙분리 는 분리 와 측 로 구성된다. 분리 는 

앙분리  에서 측  이외의 부분을 말한다. 분리

에는 왕복교통의 분리를 확실하게 하기 해 분리 용 

방호책 등을 설치하던가 혹은 측 에 속하여 연석을 

설치한다.

한 분리 의 양측에는 이에 해서 측 를 설치한

다. 측 의 기능은 차도의 외측을 일정한 폭으로 명료하

게 하여 운 자의 시선을 유도함으로써 운 에 한 안

성을 증 시키고 주행상 필요한 측방 여유폭의 일부를 

확보하여 차도의 효용을 높인다.

2. 충격량 산정에 한 연구

차량방호 안 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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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충격도(IS : Impact Severity)란 차량 충돌 시 생

기는 운동에 지이다. 충격도는 <그림 3>과 같은 충돌 

조건에서 계산되어 지는 값이다.

운동에 지 공식을 이용하여 M의 질량을 갖는 차량

이 V의 속도로 주행  θ의 각도로 충돌하 을 때의 충

격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충돌 속도 V

차량 질량 m

충돌 각도 

Θ

  
 ․ ․

 ․  
 

 여기서,  : 충격도 (kJ)

 : 충돌 차량의 량 (ton)

 : 충돌 속도(km/시)

 : 충돌 각도( ° )

<그림 3> 충격도 산정

3. 침범각에 한 연구

Hutchinson and Kennedy(1966)은 Missouri주

의 고속도로에서 앙선 침범을 조사하여 침범각에 한 

분포를 나타내었고 Mak(1986)은 실제 사고자료를 바

탕으로 침범각과 침범속도의 분포를 측하 다. 침범각

에 따른 분포는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침범각(° ) Combined

θ ≤5 0.0970

5＜θ ≤10 0.2274

10＜θ ≤15 0.2258

15＜θ ≤20 0.1716

20＜θ ≤25 0.1145

25＜θ ≤30 0.0708

30< θ 0.0928

<표 2> 침범각 분포

4. 곡선부 속도 변화에 한 연구

일반 으로 곡선부에서 운 자들은 일정한 속도로 주행

하지 않고, 곡선반경에 따라 곡선부 진입속도가 다양하게 나

타난다. 이와 련하여 최재성(1998)은 운 자의 시각  

단을 기 로 한 최소시거를 이용하여 평면곡선  종단경

사의 향을 고려한 주행속도추정 모형을 개발하 고, 정

화(2001)는 곡선 내 속도변화 추정모형을 개발하 다. 

Ⅲ. 충격량 산정에 향을 미치는 요소 

1. 속도

충격량 산정에 향을 미치는 표 인 요소  하나인 

차량의 속도는 단  시간에 한 거리 변화율을 나타낸다. 

도로를 주행하는 운 자는 언제나 설계속도 이하로 주행하

지는 않으며 지형이나 도로 주변상황, 선형여건  기상상태 

등에 따라 자신이 운 하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선택한다. 

이와 련된 연구는 많이 진행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표 3>과 같이 정 화(2001)의 곡선부 내 속도 변화 

추정 모형을 이용하여 곡선부의 속도를 측한다. 

치 모형식

-100m 

BC  

1/4L  

2/4L   
 

3/4L   
 

EC   
 

+100m  

<표 3> 곡선부 속도 측 모형식

<표 4>는 에서 제시된 <표 3>의 곡선부 속도 측 

모형식을 이용하여 곡선부의 각 지 에서 곡선반경별․

진입속도에 따른 차량의 주행속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4>는 곡선부 속도변화 모형식을 산정하기 하

여 곡선부내에 지 을 나 어 놓은 것으로써 곡선부 진

입 100m , 곡선부 시 , 곡선부 1/4지 , 곡선부 

2/4지 , 곡선부 3/4지 , 곡선부 종 , 곡선부 진출 

100m 이후 지 에 하여 나타내었으며, 차량은 좌측

에서 우측으로 진행한다고 가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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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1

∙차로 폭 : 3.5m ∙측  : 0.5m
∙차로 수 : 왕복 4차로 ∙   : 곡선반경

가정
2

∙차량은 주행노선을 이탈하기 에 차로의 앙으로 주
행한다.

가정
3

∙기존 연구를 통해 얻어진 침범유효각은 주행차량이 주행 
노선을 이탈할 때의 기각도(이탈각-)로 가정한다.

∙ 앙분리 에 차량이 충돌할 때의 각도를 침범각()

이라 정의한다.
 - 직선부에서는 이탈각()과 침범각()이 같다.

 - 곡선부에서는 지 별, 곡선반경별로 이탈각()과 침

범각이 달라진다.

<표 5> 기본 가정

θ
2

θ1

R

Rm
Rr

L1

L2

δ

<그림 5> 침범각 산정

곡선부

진입속도(km/h)
60 70 80 90 100 110 120

곡선반경

 지
130 180 250 340 420 530 630

-100m 60 70 80 90 100 110 120

BC 56.42 66.49 76.57 86.65 96.73 106.81 116.88

1/4L 59.84 68.45 74.11 85.68 94.3 102.91 111.53

2/4L 42.15 63.2 77.43 87.84 96.04 103.8 111.01

3/4L 49.16 67.81 80.4 89.61 96.85 103.69 110.06

EC 56.66 72.31 83.25 91.56 98.34 104.81 110.91

+100m 73.27 79.75 86.23 92.72 99.2 105.68 112.16

<표 4> 모형식을 이용한 곡선부 측 속도

`

BC
1/4L

2/4L

3/4L

EC

L

-100m

100m

<그림 4> 곡선부 속도 변화 지 도

2. 침범각

실제로 앙선 충돌사고 시 충돌각도가 90°가 되는 직

각 충돌은 거의 없다. 침범각에 한 연구는 Hutchinson 

& Kennedy 와 Mak 등에 의해서 오래 부터 진행되어 

왔고, 그들의 연구에서 침범각의 분포  30° 이하의 분포

가 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침범 유효각을 30°로 정하 다. 

이 각은 차량이 주행  주행 노선을 이탈하여 침범하

는 각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탈각이라고 정의하

며 실제로 앙분리  방호울타리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각도를 침범각이라고 정의한다. 이 침범각은 직선부에서

는 이탈각과 같지만 곡선부에서는 곡선반경에 따라서 달

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평면곡선반경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침범각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충격량을 산정

한다. 침범각도의 산정을 해서 <표 5>와 같은 기본가

정을 수립하 다.

<그림 5>는 침범각 산정을 해 도로를 좌표상으로 

간략하게 나타내어 침범각을 산정하 다. 

침범각도()를 산정하기 해 도로 상황을 좌표에 옮

겨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의 교 을 이용하여 L1의 

직선식을 구하고 이를 통해서 침범각도(   )를 구

할 수 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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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기울기, 

을 반지름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 


 (2)

식(1) 직선과 식(2) 원의 교 이 충돌지

 
 (3)

기울기 는 이고, 과  값은 곡선반경 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차로폭
∙  차로폭측대

식(3)에서 구한  값을 이용하여  값을 계산하고, 

다음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값을 구할 수 있다.

  


(4)

  


(5)

 

결국, 은 30°로 일정할 때, 침범각은 식(6)과 같다.

    (6)

∙ : 평면곡선반경

∙ : 차량의 주행노선 곡선반경

∙ : 앙분리  곡선반경

∙ : 이탈각

∙ : 곡선에서 발생하는 추가 인 침범각

∙ : 침범각 (   )

∙ : 주행차량이 이탈각의 각도로 앙분리 에 

충돌 시 주행노선

∙ : 주행차량이 직진하여 앙분리 에 충돌 시 

주행 노선

본 장에서는 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1차로로 주행 

인 차량이 앙분리 에 충돌 할 때와 2차로로 주행 인 

차량이 앙분리 에 충돌할 때의 충돌각을 산정한다.

1) 1차로로 진행  침범

1차로로 주행 일 때는   값은 곡선반경  값에 차

로폭의 1/2만큼의 값을 더해  값이 된다. 한  값

은 곡선반경  값에 차로폭과 측 길이를 더해  값이 

된다. 의 조건으로 곡선반경별로 침범각을 구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에서 값은 주행차량이 주행노선에서 이탈각

()으로 벗어나서 앙분리 에 충돌을 할 때 발생하는 

추가 인 각도로 침범각 산정시 값과 이탈각()의 합

을 이용한다.

θ

0.5m3.5m3.5m

R

θ
2

θ1
θ

Rr
Rm

<그림 6> 1차로로 진행  침범조건 

설계
속도

(km/h)

평면
곡선
반경
(m)

주행
반경
(m)

분
반경
(m)

이탈각
(°)


(°)

침범각
(°)

60 130 131.75 134 30 1.13549 31.135

70 180 181.75 184 30 0.83093 30.831

80 250 251.75 254 30 0.60411 30.604

90 340 341.75 344 30 0.44718 30.447

100 420 421.75 424 30 0.36329 30.363

110 530 531.75 534 30 0.2888 30.289

120 630 631.75 634 30 0.24342 30.243

<표 6> 1차로 진행시 침범각 산정

2) 2차로로 진행  침범

2차로로 주행 일 때는 1차로로 주행 일 때와 Rr 

값의 조건이 틀려진다. 1차로로 주행 일 때의 Rr 값은 

곡선반경 R 값에 차로폭의 1/2만큼의 값을 더해  값인 

반면, 2차로로 주행 일 때는 곡선반경 R 값에 차로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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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직선부에서 충격량 산정 조건 

직선구간에서 충격량

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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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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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범속도 (km/h)

충격량 (kJ)

<그림 9> 직선부에서 충격량

의 1/2만큼의 값을 빼  값이 된다. 의 조건으로 곡선

반경별로 침범각을 구해 보면 <표 7>과 같다.

원과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침범시 발생하게 되는 

침범각을 알 수 있는데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로에서와 2차로에서의  값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로 인해 침범각 한 1차로로 진행시 보다 2차로

로 진행시 더 크게 발생한다.

θ

0.5m3.5m3.5m

R

θ
2

θ1

Rr
Rm

<그림 7> 2차로로 진행  침범조건

설계

속도

(km/h)

평면

곡선

반경

(m)

주행

반경

(m)

분

반경

(m)

이탈각

(°)

δ

(°)

침범각

(°)

60 130 128.25 134 30 4.38317 34.383

70 180 178.25 184 30 3.24338 33.243

80 250 248.25 254 30 2.37874 32.379

90 340 338.25 344 30 1.77193 31.772

100 420 418.25 424 30 1.44452 31.445

110 530 528.25 534 30 1.15193 31.152

120 630 628.25 634 30 0.97282 30.973

<표 7> 2차로 진행시 침범각 산정

3. 량

1) 행 충돌 실험에서의 시험 차량 량

차량방호 안 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건교부, 

2001)에서는 방호울타리의 충돌시험에 사용되는 차량

의 량은 강도성능 평가시험용으로 화물차 8,000kg을 

표 으로 하고, 특수한 경우 14,000, 25,000 는 

36,000kg의 차량을 사용하며, 탑승자 보호성능 평가 시

험용으로는 승용차 1,300kg의 차량을 사용한다.

2) 차량 량 결정 

본 연구에서는 충격량 산정 시 필요한 차량의 량을 

건설교통부의 2006년도 차종분류표를 기 으로 차량 

 5축 카고의 량인 25톤으로 정하 다. 

설계기 차량인 세미트 일러의 량을 기 차량 량으

로 설정하려 하 으나 세미트 일러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량이 있고 도로교 제한 량인 40톤을 넘는 것도 있어서 기

차량으로 용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

서는 일반 인 형차량  25톤 차량을 기 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량을 25톤으로 가정하 지만 

향후 차량 량의 결정시 각 도로의 차량 혼입률이나 도

로환경 인 특성을 고려하여 한 량을 용함으로써 

비용-효율 인 앙분리 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앙분리  충격량 산정

1. 직선부에서의 충격량 

직선구간에서의 충격량은 본 연구에서 용하는 속도

와 충돌각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된다. 충격량 산정식에 차량

량과 속도를 입하면 직선구간에서 발생하게 되는 충격

량이 산정되며 침범속도가 클수록 <그림 9>에서처럼 충

격량 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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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km/h) 60 70 80 90 100 110 120

직선부(m) 868.06 1,181.52 1,543.21 1,953.13 2,411.27 2,917.63 3,472.22

곡선부

1차로

BC 820.84 1,120.00 1,465.66 1,859.60 2,305.88 2,799.03 3,342.61 

1/4L 923.37 1,187.00 1,373.00 1,818.20 2,191.48 2,598.36 3,043.61 

2/4L 458.13 1,011.90 1,498.77 1,911.03 2,273.10 2,643.50 3,015.29 

3/4L 623.18 1,164.91 1,615.95 1,988.82 2,311.61 2,637.90 2,963.91 

EC 827.84 1,324.65 1,732.55 2,076.32 2,383.28 2,695.19 3,009.86 

곡선부

2차로

BC 979.14 1,281.42 1,621.67 2,007.72 2,455.97 2,944.62 3,489.62 

1/4L 1,101.44 1,358.08 1,519.15 1,963.02 2,334.13 2,733.51 3,177.47 

2/4L 546.48 1,157.74 1,658.30 2,063.25 2,421.06 2,780.99 3,147.91 

3/4L 743.37 1,332.80 1,787.96 2,147.24 2,462.07 2,775.10 3,094.26 

EC 987.49 1,515.56 1,916.97 2,241.70 2,538.41 2,835.38 3,142.24 

주：음 부분은 직선부보다 큰 충격량

<표 8> 직선부와 곡선부에서의 충격량 비교

2. 곡선부에서의 충격량 

1) 1차로로 주행 시 

Ⅲ장에서 산정된 침범각과 차량의 량을 충격량 산

정방정식에 입하여 계산하면 각 지 별 설계속도(평면

곡선반경)에 따라서 충격량이 산정된다.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곡선반경이 클수록 충격

량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곡선반경이 크

면 용한 주행속도 한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지 별로 봤을 때 곡선 시 부()에서 반 으로 큰 

충격량이 나타나고, 곡선부 내에서는 충격량이 낮게 나

타나고 있는데, 이는 곡선부내에서 속도가 감소하고 충

격량 산정시 침범각이 약간 크더라도 속도에 향을 더

욱 많이 받아 충격량이 어드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10> 1차로 주행 시 충격량도 

2) 2차로로 주행 시 

1차로로 주행시 발생하는 충격량보다 2차로로 주행 

 발생하는 충격량이 반 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도로 기하구조상 1차로 보다 2차로에서 

침범할 때 더욱 큰 침범각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11> 2차로 주행 시 충격량도

Ⅴ. 앙분리  설계 기  제시

1. 직선부와 곡선부에서의 충격량 비교

<표 8>은 직선부에서 발생하는 충격량과 곡선부에서 발

생하는 충격량을 비교한 것이다. 2차로로 주행  충돌하

게 되는 경우는 부분이 직선부에 비해 높은 충격량이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경

우 직선부는 1,543.21m이며, 곡선부는 1차로의 경우 최

고 1,732.55m곡선부 2차로의 경우 최고 1,916.97m까

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곡선부가 더욱 취약함을 나타낸다.

2. 충격량을 고려한 앙분리  설계기

본 연구를 통해서 곡선부내에서 각 지 별로 충격량

이 다르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곡선부내

에서 충격량이 변하는 구간마다 앙분리 의 형상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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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거나 설계를 다르게 한다면 비용-효율 이지 못할 것

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안 인 방법으로 곡선부 

내에서 발생하는 충격량의 최 값으로 그 곡선부의 충격

량을 표하고자 한다.

<표 9>는 1차로와 2차로에서의 각각 직선부와 곡선부

의 충격량을 설계속도별로 제시하 다.

속도

(km/h)

직선부

(m)

곡선부

1차로(m)

곡선부

2차로(m)

60 868.06 923.37 1,101.44

70 1,181.52 1,324.65 1,358.08

80 1,543.21 1,732.55 1,916.97

90 1,953.13 2,076.32 2,241.70

100 2,411.27 2,383.28 2,538.41

110 2,917.63 2,799.03 2,944.62

120 3,472.22 3,342.61 3,489.62

<표 9> 설계속도별 충격량

Ⅵ. 결론  향후 연구과제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충격량 산정을 하여 주행속도, 침범

각, 차량의 량, 도로상황에 한 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정 화의 곡선부 속도 측모형을 이용하여 곡선부에서 

운 자의 주행특성을 고려한 주행속도를 산정하 고, 

Mak의 침범각 분포를 참고하여 이탈각을 용하 으며, 

건설교통부의 차량분류표를 참고하여 차량의 량을 결정

하 다. 그리고 도로 상황을 좌표에 옮겨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과의 계를 통해 산술 으로 침범각을 산

정하 고 이 게 산정된 주행속도와 침범각을 이용하여 

직선부에서와 곡선부에서 발생하는 충격량을 산정하 다.

결과 으로, 곡선부에서와 직선부에서의 충격량은 다

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차로수가 많아짐에 

따라 곡선부에서 충격량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

음을 알게 되었다. 곡선부에서는 앙분리 의 강도가 

취약하므로 강도기 을 강화해야 하고, 재료 인 측면을 

고려하여 충격량 흡수장치 등 곡선부의 안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 산정한 앙분리  충격량을 향후 앙

분리  방호울타리 설계 시 한 강도기 으로 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맞는 단면의 형상  재료 등에 

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운 자보호성능에 

한 연구도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운 자의 시각고정 과 주시각도  야

간을 포함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한 충격량 산정이 필요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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