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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도로용 가드레일 구조

요약

본 고안은, 도로용 가드레일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차량과 충돌시 가드레일의 파손 및 전도 현상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로용 가드레일 구조에 관한 것이다.

본 고안은, 도로의 방호책 지주에 날개형 방호책이 체결 볼트로 체결되는 가드레일에 있어서, 상기 방호책 지주(210)

에는, 도로(100) 측에 이탈 방지틀(220)이 2단으로 설치되고, 그 내측에 후방 충격 흡수재(230)가 삽입되며, 절개된 

사이로 I형태의 가로 보강재(240)가 삽입되어 후방 충격 흡수재(230)에 밀착되는 한편, 상기 방호책 지주(210)에는 

볼트홀(212)을 관통하는 체결 볼트(250)가 날개형 방호책(260)을 가로 보강재(240)와 밀착되어 결합되고, 상기 날개

형 방호책(260)에는, 전방으로 돌출한 돌출부(262)에 전방 충격 흡수재(270)가 삽입되어 체결 볼트(250')로 체결되

어 가드레일(200)이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로용 가드레일 구조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도로, 가드레일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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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가드레일과 차량과 충돌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2는 본 고안의 가드레일과 차량이 충돌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도 3은 본 고안의 가드레일의 일측단면을 절단한 상세도면.

도 4는 본 고안의 가드레일의 충돌 개념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본 고안의 가드레일의 분해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0: 도로 200: 가드레일

210: 방호책 지주 220: 이탈 방지틀

230: 후방 충격 흡수재 240: 가로 보강재

250: 체결 볼트 260: 날개형 방호책

262: 돌출부 270: 전방 충격 흡수재

300: 차량

고안의 상세한 설명

고안의 목적

고안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고안은, 도로용 가드레일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차량과 충돌 시 가드레일의 파손 및 전도 현상을 최소

화할 수 있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개발된 도로용 가드레일 구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일측 또는 양측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설물이 설치되는데, 대부분의 도로에는 콘크리트를 이용한 

시설 또는 아연도 강판을 이용한 가드레일이 설치된다.

이러한 시설물, 특히 가드레일은 곡선 도로에 설치되어 차량의 추락을 예방함은 물론, 직선 도로에 설치되어 차량의 

추락을 예방하게 된다.

도 1은 종래의 가드레일과 차량과 충돌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방호책 지주(10)에는, 도로 중앙을 행해 날

개형 방호책(30)이 체결 볼트(20)로 체결된 구조로 가드레일(50)이 설치된다.

상기 가드레일(50)은, 차량(60)과 충돌시 별도의 충격흡수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도시된 도면과 같이 가드레일(50)이

파손되거나 전도되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도면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가드레일(50)에 충격흡수 시설을 설치하여 도로 시설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충격흡수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고안은 상술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 본 고안은, 차량과 충돌시 가드레일의 파손 및 전도 현상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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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도록 날개형 가드레일의 전,후방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전방 충격흡수재 및 후방 충격흡수재가 설치되

고, 가로 보강재를 사용하여 날개형 방호책을 고정하는 새롭게 개발된 도로용 가드레일 구조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고안의 구성 및 작용

본 고안은 상술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고안은, 도로의 방호책 지주에 날개형 방호책이 체결 볼트로 체결되는 가드레

일에 있어서, 상기 방호책 지주에는, 도로 측에 이탈 방지틀이 2단으로 설치되고, 그 내측에 후방 충격 흡수재가 삽입

되며, 절개된 사이로 I형태의 가로 보강재가 삽입되어 후방 충격 흡수재에 밀착되는 한편, 상기 방호책 지주에는 볼트

홀을 관통하는 체결 볼트가 날개형 방호책을 가로 보강재와 밀착되어 결합되고, 상기 날개형 방호책에는, 전방으로 

돌출한 돌출부에 전방 충격 흡수재가 삽입되어 체결 볼트로 체결되어 가드레일이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로용 

가드레일 구조를 제공한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사상을 이루고자 하는 구성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고안의 가드레일과 차량이 충돌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3은 본 고안의 가드레일의 일측단면을 절

단한 상세도면이며, 도 4는 본 고안의 가드레일의 충돌 개념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5는 본 고안의 가드레일의 분해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2에서 알 수 있듯이, 도로(100)에는 일측 및 양측에 가드레일(200)이 설치되어 차량(300)과의 충돌시 그 충격력을

흡수하게 된다.

도 3과 도 4에서 알 수 있듯이, 가드레일(200)은, 방호책 지주(210)에는 상 부 일측에 이탈 방지틀(220)이 2개가 고

정되고, 그 이탈 방지틀(220)의 내측에 후방 충격 흡수재(230)가 삽입됨과 아울러, 그 후방 충격 흡수재(230)의 전방

으로 가로 보강재(240)가 삽입되어 고정되며, 상기 가드레일(200)은, 가로 보강재(240)의 전방에 날개형 방호책(260

)이 위치되어 체결 볼트(250)로 방호책 지주(210)에 결합되고, 그 날개형 방호책(260)의 전방으로 돌출한 돌출부(26

2)에 전방 충격 흡수재(270)가 삽입되어 체결 볼트(250')로 고정되는 일체 구조로 구성된다.

즉, 상기 가드레일(200)은, 날개형 방호책(260)을 기준으로 전방과 후방에 각각 전방 충격 흡수재(270)와 후방 충격 

흡수재(230)가 설치되어 외부 충격(화살표 방향의 충격력)을 흡수함과 아울러, 가로 보강재(240)와 이탈 방지틀(220

)에 의하여 보강 구조를 가지는 바, 외부의 충격을 확실하게 흡수하여 대형 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상기 가드레일(200)은, 방호책 지주(210), 이탈 방지틀(220), 후방 충격 흡수재(230), 가로 보강재(240), 체결 볼트(2

50)(250'), 날개형 방호책(260) 및 전방 충격 흡수재(270)로 구성된다.

상기 방호책 지주(210)는, 상부 일측면에 2개의 이탈 방지틀(220)이 용접 등에 의하여 고정되고, 그 이탈 방지틀(220

)이 설치된 사이에 볼트홀(212)이 형성되어 도로의 일측 또는 양측에 이탈 방지틀(220)이 도로 중앙을 향하도록 입설

된다.

상기 이탈 방지틀(220)은, ㄷ자형 형태로, 일측에 자체 구조상 탄성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절개시켜 형성된다.

상기 후방 충격 흡수재(230)는, 직사각형 형태로, 우레탄 재질 및 스폰지 재 질로 형성하여 이탈 방지틀(220)의 내측

에 삽입된다.

상기 가로 보강재(240)는, I형 형태로, 이탈 방지틀(220)의 내측에 삽입된 후방 충격 흡수재(230)의 전방측에 삽입되

는 한편, 상기 가로 보강재(240)는 아연도 강판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체결 볼트(250)(250)는, 날개형 방호책(260)을 방호책 지주(210)에 고정하는 체결 볼트(250)와, 날개형 방호책

(260)의 돌출부(262)에 전방 충격 흡수재(270)를 고정하는 체결 볼트(250')가 사용된다.

상기 날개형 방호책(260)은, 격자형 구조물로, 내측으로 절곡된 정중앙에 다수개의 볼트홀(261)이 형성되고, 그 정중

앙을 기준으로 양측에 돌출된 위치에 돌출부(262)가 형성되며, 그 돌출부(262)에 볼트홀(263)이 형성된다.

즉, 상기 날개형 방호책(260)은, 중앙의 볼트홀(261)에 체결 볼트(250)가 관통되어 방호책 지주(210)에 결합된다.

상기 전방 충격 흡수재(270)는, U자형 형태로, 양측에 다수개의 관통홀(272)이 형성되어 날개형 방호책(260)의 돌출

부(262)에 삽입되어 체결 볼트(250')로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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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가드레일(200)은, 방호책 지주(210)의 상부 일측에 고정된 이탈 방지틀(220)에 후방 충격 흡수재(230)가 설

치되고, 날개형 방호책(260)의 돌출부(262)에 전방 충격 흡수재(270)가 설치되는 관계로, 외부 충격력을 전방 충격 

흡수재(270)와 후방 충격 흡수재(230) 순으로 흡수하게 되므로, 날개형 방호책(260)과 방호책 지주(210)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대형의 추돌 사 고에 의하여 가드레일(200)이 파손되는 경우, 방호책 지주(210), 후방 충격 

흡수재(230), 가로 보강재(240), 체결 볼트(250)(250'), 날개형 방호책(260) 및 전방 충격 흡수재(270)를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고안의 효과

상술한 가드레일의 구성에 의한 효과를 설명한다.

본 고안의 가드레일은, 날개형 방호책의 전방과 후방에 각각 전방 충격 흡수재와 후방 충격 흡수재가 설치되는 관계

로, 외부의 충격력을 전방 충격 흡수재와 후방 충격 흡수재에서 순차적으로 흡수하게 되므로 가드레일의 파손을 최소

화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 가드레일은 대형의 추돌 사고에 의하여 가드레일(200)이 파손되는 경우, 방호책 지주, 후방 충격 흡수재, 

가로 보강재, 체결 볼트, 날개형 방호책 및 전방 충격 흡수재를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도로의 방호책 지주에 날개형 방호책이 체결 볼트로 체결되는 가드레일에 있어서,

상기 방호책 지주(210)에는, 도로(100) 측에 이탈 방지틀(220)이 2단으로 설치되고, 그 내측에 후방 충격 흡수재(23

0)가 삽입되며, 절개된 사이로 I형태의 가로 보강재(240)가 삽입되어 후방 충격 흡수재(230)에 밀착되는 한편,

상기 방호책 지주(210)에는 볼트홀(212)을 관통하는 체결 볼트(250)가 날개형 방호책(260)을 가로 보강재(240)와 

밀착되어 결합되고,

상기 날개형 방호책(260)에는, 전방으로 돌출한 돌출부(262)에 전방 충격 흡수재(270)가 삽입되어 체결 볼트(250')

로 체결되어 가드레일(200)이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로용 가드레일 구조.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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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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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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