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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도로안 시설용 시선유도 은 통상 도로에 설치되어 운 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차선을 분리하

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러한 시선유도 은 주로 도로상에 설치되기 때문에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

가 자주 발생하므로 제품의 내구성이 특히 요구된다. 종래의 시선유도 에 한 평가방법은 제품

의 일부를 채취하여 재료의 기본 품질 성능만을 평가하 다. 그러나 장의 도로 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요기 에서는 빈번한 사고와 민원으로 인해 제품의 평가방법에 한 문제 제기를 하 고, 

완제품 상태로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을 요구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선유도 의 주요 고장 요인이 되는 차량 충돌에 의한 재질 손, 바퀴 

압축에 의한 회복 불능, 제품 표면에 부착되는 반사시트의 박리  변색에 한 고장 메커니즘 분

석하고, 이러한 고장을 재 할 수 있는 신뢰성 평가법을 개발하고자 하 다.

  주요 고장 메커니즘 분석을 해 국내‧외 평가 기 을 조사하 으며, 특히 미국 AASHTO's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ion Officials)의 NTPEP (National 

Transportation Products Evaluation Program)에서 수행하고 있는 내구성 평가 방법에 한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용을 검토해 보았다. 한 서울시설 리공단의 조로 가장 주요한 고장의 요

인으로 꼽히는 차량 충돌 시험을 올림픽 로 내 조각공원에서 실시하 다. 그 결과 시험실에서 고

장을 재 할 수 있는 신뢰성 평가 장비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차량 충돌과 바퀴 압축을 

모사할 수 있는 신뢰성 평가 장비를 제작하 다. 

  시선유도 의 신뢰성 평가는 기본 인 품질성능평가 이외에 신규로 개발된 충격시험(고온, 

온, 반사지)과 굴곡압축시험, 반사지와 재질의 내후성 시험을 실시하 다. 한 국내 9개社 10개 

제품에 한 신뢰성 비교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품의 내구성에 요 척도가 되는 신뢰성 평가 기

을 설정할 수 있었고, 합리 인 제품의 가격 수 과 품질 수 에 한 신뢰성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었다.

1. 서론 

  국토해양부 도로교통안 시설  리지침 제1편 시선유도시설편 5.2.3항에 시선유도 의 소재 

특성은 타이어에 려 부러지지 않는 재료, 상온에서 변형이 없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지 리가 

용이하고, 충돌 시 차량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

지만 국토해양부 리지침은 제품의 용도를 시인성(Visibility) 유도시설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질에 한 성능 기 을 제시하지 않고 반사지의 재귀 반사 성능 기 만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NTPEP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시선유도 의 고장 원인으로 차량 충돌(Impact), 풍압에 의

해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 (Wind loading), 반사지의 박리(Delamination of Sheet), 자외선 는 

재질의 경화(UV or Brittleness)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차량 충돌을 가장 주요한 고장 원인으

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제품 평가 시 실차 충돌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재 국내에서 요구되는 물성은 재질의 특성과 련된 인장강도와 인열강도, 경도를 주요 품질 

특성으로 하며 그 외에 반사지의 반사성능, 장기 내후성, 압축굴곡특성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선유도 이 장에서 발생되는 고장(Failure)의 주요 원인은 차량과의 직 인 

1)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부품․소재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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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생되는 앵커 빠짐, 재질 손, 제품의 회복불능, 반사지 손 등이며 이러한 고장에 해

서 제품 상태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선유도 의 고장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신뢰성 평가 장비  평가법을 

개발하여 장에서 실제로 발생되고 있는 차량 충돌에 의한 재질 손, 바퀴 압축에 의한 회복 불

능, 반사지의 재귀반사성능 하  변색을 완제품 상태로 평가하고자 하 다.

 

2.  국내‧외 평가 방법  기

  도로안 시설용 시선유도 의 국내‧외 평가 방법  기 을 조사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평가법의 문제 을 분석하고, 국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완제품 상태의 평

가법에 한 국내 용을 검토해 보았다.

  2.1.  국내 평가 기

  시선유도 의 국내 평가법은 주로 KS M 3824 "폴리우 탄계 열가소성 탄성체의 시험 방법“과 

KS A 3507 "산업  교통안 용 재귀 반사 시트”의 시험방법을 인용하여 수행하고 있다. 재 제

품의 요구 품질 성능은 명확한 기 이 없으며, 수요기 인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시설 리공단, 조

달청,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기타 수요업체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  값을 따른다. 하지만 재질

의 경우, 기  값에 한 명확한 근거나 이론  배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내구성에 

한 어떠한 보증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제품의 불명확한 품질 기 은 무분별한 가격 경쟁과 낮은 

품질의 제품 생산을 야기했고, 시인성(Visibility) 유도시설 역할 뿐만 아니라 도로안 시설로 사용

되는 시선유도 은 빈번한 고장으로 인해 그 기능을 상실하고, 도로 미 상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표 1> 국내 평가 기  비교

품질항목 국토해양부 리지침 시설 리공단 규격서 KS 규격(안)-제정보류

재
질

소재 소재규정 없음 국토부 지침과 동일 국토부 지침과 동일

치수 2종 규정 5종 규정 국토부 지침과 동일

인장강도 KS M 3824 - 300 kg/cm² 이상 204 kg/cm² 이상

인장신도 KS M 3824 -　 400 % 이상 500 % 이상

인열강도 KS M 3824 -　 70 kg/cm 이상 61 kg/cm 이상

경도 KS M 3824 -　 85 이상 80 이상

내굴곡성 KS M 6721 -　 30만회 무변형 10만회 무변형

반
사
지

반사성능 KS A 3507 측정 국토부 지침과 동일 국토부 지침과 동일

반사지색도 KS A 3507 -　 -　 측정

몸체색도 KS A 0066 -　 -　 측정

내후성 KS A 3507 -　 -　 측정

착성 KS A 3507 -　 -　 50 mm 이하

기
타

설치 치　 규정 규정 -

설치간격 규정 규정 - 　

시    공 규정 규정 -

유지 리 규정 규정 　 -

 

  표 1은 국내에서 일반 으로 통용되고 있는 평가 기 이며, 완제품이 아닌 국소 부 를 채취하

여 물성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선유도 은 원기둥 형태의 입체 구조물이기 때문에 재질의 물

성 뿐 만 아니라 형태학 인 특성도 내구성에 많은 향을 미칠 것이란 단에 완제품 상태의 평

가가 가능한 신뢰성 평가법 개발이 시 히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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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국외 평가 기   

  AASHTO's(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에서 도로안

시설물에 한 유지 리  시험평가를 해 1994년 설립한 NTPEP(National Transportation 

Products Evaluation Program)는 완제품 상태로 품질 성능을 평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NTPEP 평가 방법  기

평가항목 평가 방법  기  

Heat Resistance
온    도 ․60 ℃ ~ 80 ℃
시    간 ․2 hr
평가기 ․90° 는 180° bending 후, 기 상태로 복귀 여부

Cold Resistance

온    도 ․-20 ℃ ~ -30 ℃
시    간 ․2 hr 는 24 hr

평가기
․90° 는 180° bending 후, 기 상태로 복귀 여부
․규정된 무게의 볼을 규정된 높이에서 제품 앙에 낙하하여 crack 여부 단

Weather-o-meter

인용규격 ․ASTM G23, ASTM G26, ASTM G53
시    간 ․1000 hr

평가기
․변색, 황변, 유연성 감소 여부
․물리  특성 측정 : 기값의 80%
․반사지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제품에서 제거되지 않아야 함

Impact Resistance

시 료 수 ․5 ~ 10 개
온    도 ․4 ℃ 이상
충돌횟수 ․최소 2회 ~ 최  10회

충돌속도 ․56 km/hr 는 88 km/hr, 2가지 속도 모두 사용  

평가기
․반사지가 어도 50 %는 남아있어야 함.
․ 기상태보다 10° 이상 기울어지지 않아야 함.
․재질 표면에 크랙(crack)이 발생되지 않아야 함.

Wind Resistance 평가기
․80 km/hr의 바람에 의해 기상태보다 2 inch 이상 구부러지지 않아야 함
․Arizona에서만 용

Deflection Testing 평가기

․P=K(Q/B)
   P : equivalent stress in pounds per square foot
   Q : load at collapse in pounds
   B : post width (diameter of major axis) in inches
   K : constant equal to 6 inches per square foot

․Round delineator post : 3.43 psf 이상

․Flat or Elliptical delineator post : 5.30 psf 이상 

Cyclic Loading 평가기
․Deflection test를 거친 시료를 cyclic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30,000번 시험 (60 cycle per min)
․시험 의 평균 load값의 80%

 

<표 3> 미국 6개 주 평가 항목

평가항목
지역 구분

Oregon Washington California Nevada Arizona Colorado

Heat Resistance ◦ ◦ ◦ ◦ ◦ ◦
Cold Resistance ◦ ◦ ◦ ◦ ◦ ◦
Weather-o-meter ◦ ◦ ◦ ◦ ◦ ◦
Impact Resistance ◦ ◦ ◦ ◦ ◦ ◦
Wind Resistance - - - - ◦ -

Deflection Testing - ◦ - - - -

Cyclic Loading - ◦ - - - -

  NTPEP 자료에 따르면 차량 충돌에 의한 손을 시선유도 의 가장 주요한 고장 원인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각 주가 제정한 평가 방법으로 실차 충돌 시험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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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실차 충돌 시 최  속도가 약 90 km/h로 이는 재질에서 발생되는 고장보다는 지면

에 설치된 앵커부 에서 고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단된다. 그리고 실외에서 실시하는 실

차 충돌 시험은 시험 환경 조건을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단 을 가진다. 한 평가 수수료, 

시험 장소  자동차 손 등 경제 인 측면을 고려해 보아도 국내에서 실시하기에는 많은 제약

이 따른다. 따라서 완제품 상태로 시험실에서 고장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와 평가법 개발이 요구

되었다.

 

3.  신뢰성 평가법 개발

  고장 메커니즘 분석을 해 고품 분석  장 실증 시험을 실시하 다. 그리고 주요 고장 상

을 재 할 수 있는 장비 개발도 수행하 다. 고장 분석  평가 장비 개발을 통해 기본 인 품질 

성능 뿐 만 아니라 차량 충돌에 의한 재질  반사지 손, 바퀴 압축에 의한 회복 불능, 옥외 노

출에 따른 반사 성능 하를 평가할 수 있는 신뢰성 평가법을 개발하 다. 

3.1 고장 메커니즘 분석

  고품 분석을 해서 잠실 교, 한남 교, 청담 교, 성산 교에 설치된 4개社 제품을 수집하

다. 고품은 외 , 변색, 기본 물성(인장, 인열, 경도, 비  등)을 측정하 으며 설치 기간별로 물성 

하 정도를 평가해 볼 수 있었다. 그림 1은 도로 장에서 발생되는 주요 고장을 나타내었다. 고

장은 크게 4가지로 나  수 있다. 지면에서의 앵커 빠짐, 재질 손, 회복불능, 반사지 손상은 도

로상에서 제품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로 미 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림 1> 시선유도 의 고장

  서울시설 리공단 조로 그림 2와 같이 올림픽 로 내 조각공원에서 장 충돌 시험을 실시하

다. 환경조건은 온도 6.8 ℃, 상 습도 56 %, 풍속 3.6 m/s 으며, 국내 5개社 제품을 범퍼 충

돌 구간과 바퀴 압축 구간으로 나 어 실시하 다.     

 

<그림 2> 장 충돌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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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충돌 시험은 재질과 반사지 손상여부를 단하기 해서 차량 속도 40 km/hr로 200회 반

복 실시하 다. 200회 충돌 시험 후, 제품의 외 과 기울어진 정도, 재질 손 여부를 찰하 으

며 일부 제품에서는 50회 미만에서 충돌 부 가 완 히 손되는 제품도 발생되었다. 하지만 나머

지 제품들은 200회 충돌 시험으로 제품 간 변별력을 갖기 힘들었으며, 시험 환경 조건도 컨트롤하

기 힘들었다. 특히 운 자에 따라서 자동차의 속도와 타격 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시

험의 변수로 작용될 여지가 많았다. 

 

3.2.  신뢰성평가장비 개발

국내 실정에는 장 시험이 힘들다는 단에 시험실 내에서 고장을 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

색하게 되었고, 그림 3과 같은 1종류의 평가 장비와 2종의 시험 지그(jig)를 개발하 다.

  

                  (a)                          (b)                       (c) 

<그림 3> 시선유도  평가 장비 개발

(a) 충격 시험기 (b) 굴곡압축용 지그 (c) 내후성 지그

  그림 3 (a)충격 시험기는 차량 충돌을 재 하는 시험 장비이며 온‧습도가 조 되는 항온‧항습 

챔버에 설치되며, 고온과 온의 극한 환경 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b)굴곡압축용 지

그는 차량 바퀴에 의한 림 상을 재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 내후성 지그는 제품 상태로 

일 과 강우에 의한 반사성능 하  재질의 변색을 평가하기 해 개발하 다.

  3.3 신뢰성 평가법 개발

  신뢰성 평가법은 제품의 기본 인 물성을 평가하는 품질 시험과 신뢰성 시험으로 구분된다. 기

본 품질 시험은 통상 으로 사용되고 있는 평가법 에서 재질과 반사지의 필수 인 시험 항목과 

신규로 개발된 굴곡압축시험과 내후성을 추가하 다. 

 

 <표 4> 신뢰성 평가법 개발

구  분 항  목 단 비고

품
질
시
험

재질

인장강도 MPa KS M 3824

인장신도 % KS M 3824

인열강도 N/cm KS M 3824

경    도 Shore A KS M 3824

굴곡압축 Angle 신규개발

반사지 반사성능 cd/(lxㆍ㎡) KS A 3507

재질/반사지 내후성
변색도 ∆Eab



신규개발
반사성능(0.2/-4) 보유율(%)

신
뢰
성
시
험

재질

충격시험

고온시험 충격횟수 신규개발

온시험 충격횟수 신규개발
반사지 반사지내구성 보유율(%) 신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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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 시험 항목은 3가지 충격 시험으로 구성하 다. 충격시험은 고온시험과 온시험, 그리고 

반사지 내구성 시험으로 구분하 다. 고온시험의 경우, 여름철 아스팔트 표면 온도가 최고 약 70 

℃ 까지 상승하는 극한 환경을 모사하고자 하 으며, 온시험은 겨울철 약 -20 ℃ 까지 내려가는 

극한 환경을 모사하고자 하 다. 그리고 반사지 내구성 시험의 경우, 동일한 제품의 반사지라 하

더라도 사용되는 시선유도  표면 상태에 따라서 착 성능이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단

되어 충격 시험으로 기 착 내구성을 평가하 다. 

  신뢰성 평가법 개발의 목표는 완제품 상태로 평가함으로써 재질의 품질 성능 뿐 만 아니라 형

태학 인 측면의 내구성도 함께 평가하는 것이며, 한 국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차 충돌 시험을 

시험실 스 일로 재 하면서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재질과 반사지의 내구성을 함께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4. 국내 9개社 10개 제품 비교 평가

  신뢰성 평가법의 검증  평가 기  설정을 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9개社 10개 제품을 

구매하여 비교 평가를 실시하 다. 비교 평가는 개발된 신뢰성 평가법으로 실시하 으며, 신규로 

개발된 평가법 심으로 결과를 정리하 다. 그 결과는 시선유도 의 품질 수  설정과 합리 인 

가격 수 을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4.1 충격 시험 

  충격시험은 고온 시험과 온 시험, 그리고 표 상태(20 ℃, 65% R.H.)에서의 반사지 내구성 시

험으로 구분된다. 고온 시험의 경우, 온도 40 ℃, 50 ℃, 60 ℃, 상 습도 50 %에서 2시간 유지한 

후, 30 km/h의 속도로 충격 시험을 실시하고, 온 시험은 온도 -20 ℃에서 2시간 유지한 후, 30 

km/h의 속도로 충격 시험을 실시하 다. 반사지 내구성 시험은 표 상태(20 ℃, 65% R.H.)에서 2

시간 유지한 후, 30 km/h의 속도로 충격 시험을 실시하 다.

  그림 4는 온 충격 시험 후에 제품에서 발생되는 고장을 나타내었다. 온 충격 시험의 경우, 

주로 바닥과 충돌하는 제품 상부에서 손이 나타났다. 하지만 부분의 제품에서 1,000회 이상까

지 직립 상태를 유지하 다. 

   

<그림 4> 온 충격 시험 후 제품 고장

  고온 충격 시험 조건은 3가지 온도 조건에서 실시하 다. 여름철 최  아스팔트 온도는 약 70 

℃까지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 높은 온도로 단되어 40 ℃, 50 ℃, 60 ℃에서 충격 시

험을 실시하 다. 고온 시험에서 발생되는 고장 유형은 2가지로 구분된다. 먼  재질이 손되어 

직립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이며, 두 번째 유형은 타격에 의해 회복 불능이 발생되는 상

이다. 그림 5는 고온 충격 시험에서 발생되는 고장을 나타내었다. 고온 충격 시험의 경우도 온 

시험과 마찬가지로 최  2,000회까지 타격을 실시하 으며 각 온도별로 손이 발생되는 타격 횟

수를 기록하여 그림 6과 같이 나타내었다. 손에 한 단 기 은 제품이 직립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시 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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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온 충격 시험 후 제품 고장

  50 oC 에서 충격 시험을 실시하 을 때, 고장의 분포가 가장 고르게 나타났으며 500회 타격을 

기 으로 고장의 유형도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0회 타격 시, 10개 제품  5개 제품

은 손이 발생되지 않았고, 그 이상의 타격에서도 재질 손이 아니라 회복 불능의 고장으로 시

험을 마쳤다. 한 이러한 결과는 장 층돌 시험 결과와도 상 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림 6> 고온 충격 시험 결과

  반사지 내구성 시험은 표 상태(20 ℃, 65% R.H.)에서 2시간 유지한 후, 30 km/hr의 속도로 충

격 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에 사용된 국내 10개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높은 동일 회사의 반사지

를 사용하 다. 국외 제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 가의 제품은 내구성이 많이 떨어지는 결과

를 보 다. 국내 제품은 500회 미만에서 반사지가 손되거나 제품에서 이탈되는 고장이 발생되었

으며, 국외 반사지의 경우 500회 이상에서도 제품 표면에서 이탈되는 고장은 발생되지 않았다.

     

             (a) 국내 3개 제품(반사지 동일)                       (b) 국외 반사지

<그림 7> 반사지 충격 시험 후 제품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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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굴곡압축 시험

  도로상에서 안 지 나 주차 지 구간에 설치되는 시선유도 은 형 차량 바퀴에 압축되는 경

우가 많이 발생한다. 높은 하 으로 압축된 이후에 회복력이 하된 시선유도 은 고장이 발생되

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굴곡압축 시험은 이러한 고장을 재 하기 해 고온 70 ℃과 

온 -30 ℃에서 2시간 처리 후, 5 000 N의 하 으로 60  동안 3회 반복 압축하는 시험을 실시

하 다. 압축 이후에 회복되는 정도로 고장 여부를 단하 으며 10개 제품의 시험결과는 표 5와 

같다. 고온 시험에서는 10개 제품  5개 제품이 회복되지 못하는 고장이 발생하 고, 온 시험

에서는 모든 제품이 회복되는 결과를 보 다. 

<표 5> 굴곡압축 시험 결과

구분
시료 구분

A B C D D-1 E F G H I

고온

결과 고장 고장 회복 고장 회복 고장 회복 고장 회복 회복

온

결과 회복 회복 회복 회복 회복 회복 회복 회복 회복 회복

  

  4.3 내후성 시험 

  내후성 시험은 시선유도  반사지의 반사성능 하와 재질의 변색을 측정하기 한 시험이며, 

제품 상태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림 3 (C)와 같이 반사지 부 를 원통형으로 채취하여 시험을 실

시하 다. ASTM G 155에 따라 제논 아크형 웨더오미터에서 102분 동안  조사 후 18분 동안 

조사와 함께 물 분사를 행하는 120분 사이클을 반복하여 500 시간 동안 실시하 다. 내후성 시

험 후, 반사성능 측정은 측각 0.2°, 입사각 -4°에서 측정하 으며, 재질의 변색도는 KS M 307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측색계를 사용하여 Delta_E 값을 측정하 다. 

     

                      (a)                                              (b)

<그림 8> 내후성 시험 결과 (Irradiance 0.55 W/m2 at 340 nm / 500 hr)

(a) 반사성능 측정 결과  (b) 색차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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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9> 내후성 시험 결과 (Irradiance 0.35 W/m2 at 340 nm / 500 hr)

(a) 반사성능 측정 결과  (b) 색차 측정 결과

  내후성 시험은 2 가지 서로 다른 도(irradiance)를 사용하여 실시하 으며, 그림 8과 그림 9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사성능 측정 결과에서 선은 제품 상태의 반사성능 보유율을, 실선은 

시트 상태의 반사성능 보유율을 나타낸다. 시트 상태는 국내외 경쟁사 제품 2 종을 함께 시험하

고, 제품 상태는 모두 동일한 국내 반사지를 사용하 다.

  도 0.55 W/m2 at 340 nm 에서 500 시간 경과 후, 제품 상태의 반사성능 보유율이 50 % 미만

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보 으며, 도 0.35 W/m2 at 340 nm 에서는 50% 이상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시트 상태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 다. 하지만 국외 제품의 경우, 두 가지 도에

서 모두 반사성능 보유율이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 가 제품과는 비교되는 결과를 나

타내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로안 시설용 시선유도 의 고장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고장을 재 할 수 있는 

장비를 제작하여, 제품의 품질 수 에 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신뢰성 평가법을 개발하

다. 한 국내 9개사 10개 제품에 한 비교평가를 통해 고장을 재 할 수 있는 신뢰성 평가법을 

검증하고, 합리 인 평가 기  설정을 한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선유도 이 설치된 도로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고장은 차량 충돌에 의한 재질 손상

이다. 미국의 AASHTO's의 NTPEP는 실차 충돌 시험을 실시하여 제품 품질 인증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장 충돌 시험을 실시하기에는 시험 장소  환경 조건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랐다. 따라서 시험실 내에서 고장을 재 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게 되었고, 주요 고장 요인이 

되는 차량 충돌, 바퀴 압축, 내후성에 해 제품 상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었다.

차량 충돌을 모사하고 있는 충격 시험의 경우, 여름철과 겨울철의 극한 환경 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고온 & 온 충격 시험을 실시하여 최 의 시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었다. 바퀴 압축을 모

사하고 있는 굴곡 압축 시험도 충격 시험과 마찬가지로 고온 & 온 시험을 실시하여 충격 시험 

결과와 상 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6에서는 충격 시험과 굴곡압축 시험, 기본 물성 

결과를 비교하 으며, 제조 공정상 발생하는 타공 개수에 한 정보도 수록하 다. 

표 6에서 50 ℃, 500회 타격을 기 으로 제품의 고장 발생 상이나 물성 값이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상  5개 제품은 신뢰성 평가 결과 뿐 만 아니라 제조 공정 한 우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품 표면의 타공은 사출 성형 후, 성형물을 형에서 꺼내는 작업을 용

이하게 하기 해 만들어 놓는다. 하지만 제조 공정 기술에 따라 타공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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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명
충격 시험 결과(50 ℃) 타공개수

하단( 체)

굴곡압축

(70 ℃)

기본물성

순 횟수 외 인장 인열 경도

H 1 1800 시험 단 2(6)   31.1 779.9 87

A 2 1300 회복불능 2(6) 고장 31.8 1109.6 93

F 3 950 회복불능 2   27.9 1181.1 87
C 4 750 회복불능 없음   28.4 989.9 88
D-1 5 650 회복불능 없음   29.8 846.9 85
I 6 430 회복불능 없음 10도 이내 21.1 947.8 85
B 7 350 재질 손 4(10) 고장 25.8 949.9 89
E 8 200 재질 손 2(6) 고장 14.6 729.2 85
D 9 185 재질 손 3(8) 고장 11.4 725.1 90
G 10 85 재질 손 4(12) 고장 10.8 665.6 83

하며, 표 6의 결과에서 보듯이 타공이 은 제품이 반 으로 내구성도 높게 나타났다.

<표 6> 시선유도  재질 시험 결과

표 6 시료 A의 경우, 충격 시험과 기본 물성에서는 높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굴곡압축 시험에서 

고장이 발생 는데, 이러한 결과는 제품의 형태학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단된다. 재질의 물성

이나 타격에 한 내구성이 우수하더라도 형태학 으로 복원력이 취약한 설계는 고장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사지의 신뢰성 평가는 충격 시험과 내후성 시험을 실시하 다. 충격 시험의 경우, 국외 제품

과 비교해서 낮은 품질 수 을 보 으며, 착 성능이나 충격 내구성이 개선된 제품 용이 요구

되었다. 반사지 내후성 시험은 일반 으로 시트 상태로 시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시험을 의뢰

하는 반사지와 실제 제품에 부착되는 반사지가 상이한 경우가 있고, 반사지가 제품에 부착되어 옥

외에 노출되었을 때 반사성능 유지율과 형태 안정성을 확인하기 해 제품 상태로 내후성 시험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시험에 사용된 국산 제품은 국외 제품에 비해 반사성능 하가 크게 나타났

다. 시험에 사용된 국산 반사지 제품은 내구성과 내후성에서 낮은 품질 수 을 보 으며, 사용 환

경을 고려하지 못한 제품이라고 단되었다. 따라서 가혹한 환경(충격  옥외노출)에 합한 제

품 개발  보완이 시 하게 요구되었다.

시선유도 의 신뢰성 평가법 개발은 국내 주요 수요기 인 서울시설 리공단과 한국도로공사와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개발된 평가법은 신뢰성 평가기 (RS FITI 2010 032 "도로안 시설용 

시선유도 )으로 제정되었으며, 수요기  사내규격화 작업이 진행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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