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HIC모델을 적용한 야구장 안전펜스 성능시험기 개발
Development of performance tester using HIC model 

for safety fence in ballpark 
*서상현 1, #김병희 2, 한의돈 1, 장웅기 1, 김민재 1, 서영호 2, 

홍남표 3, 권용규 4, 고순탁 5, 곽호택 5  
*S. H. Seo1, #B. H. Kim(kbh@kangwon.ac.kr)2 , E. D. Han1, W. K. Jang1, M. J. Kim1, Y. H. Seo2, 

N. P. Hong3, Y. G. Kwon4, S. T. Kho5, H. T. Kwak5  
1강원대학교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대학원, 2강원대학교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

3강원인력개발원, 4국민체육진흥공단, 5CAE Technology Inc. 

Key words : HIC(Head Injury Criterion), Safety fence tester

Fig. 1 Picture of fabricated performance tester 

1. 서론 

국내 프로야구 출범 32주년, 해마다 7백만 관중

이 넘는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국내 야구장 외야의 

안전펜스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매년 선수들이 부상당하고 있다. 또한 

안전펜스 표면 광고에 사용되는 페인트는 우레탄  

페인트가 아닌 저가의 에나멜 페인트로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1 이에 따라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의 성능 향상 및 안전펜스 

공인규격의 제정이 시급하며 표준 시험기 및 시험

법의 개발을 통한 국내 프로야구 수준 향상,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선수들의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야구장 안전펜스의 성능을 정량

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야구선수의 머리가 안전

펜스에 충돌하는 것을 모사한 시험기를 설계, 제작

하였으며 다양한 재료에 대한 충격량 실험을 통해 

제작된 야구장 안전펜스 성능시험기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설계 및 제작

본 연구에서는 야구선수의 머리가 안전펜스에 

충돌하는 것을 모사하기 위해 충돌체인 코어(core)
를 질소가스로 발사시키는 건 타입(gun-type)의 시

험기를 설계, 제작하였으며 HIC(Head Injury 
Criterion) 모델을 적용하여 상해치를 계산하였다. 
HIC는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 사용하

는 자동차 충돌 시 머리상해지수이며 식 (1)을 통해 

  
 




         (1)

계산 된다.2 Fig. 1은 제작된 안전펜스 성능시험기

의 사진이다. 시험기는 안전펜스와 충돌하는 코어, 
코어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실린더와 질소가스를 

저장하는 챔버, 솔레노이드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어는 인체 머리의 평균 무게인 4.4±6kg 
3의 약 1/4 비율로 설계 하였으며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유효발사속도에서 시험기와 코어의 안정성

을 확인 하였다. 코어는 알루미늄 바디와 우레탄 

헤드, 그리고 가속도센서(ADXL 193, Analog 
Devices, Inc.)로 구성 되어 있으며 압축 질소가스에 

의해 발사된 코어의 가속도를 가속도센서로 측정

하였다. 향후 코어에 연결된 가속도센서 케이블은 

반복되는 성능 테스트 과정에서 내구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실린더 외부에 설치된 홀센서(FN08, 
Shanghai Lanbao Sensing Technology Co., Ltd.)를 

통해 코어의 속도를 측정한 뒤 충격량 및 HIC을 

계산하여 가속도센서에 의한 값과 비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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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aphs of correlation between accelerometer and hall 
sensor on each pressure ; (a) Impulse , (b) HI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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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raphs of correlation between accelerometer and  hall 
sensor on each material ; (a) Impulse , (b) HIC10

3.  실험 및 결과

제작된 성능시험기의 적정시험압력을 찾기 위해 

코어의 최저 발사가능압력인 20bar와 유한요소해석

에서 얻은 안전압력 55bar 사이인 20, 30, 40, 50bar로 

실험을 하였다. 가속도센서로 얻은 최대가속도, 
Gmax와 충돌시간, △t를 식 (2)에 대입하여 충격량

(impulse), P를 계산하였다.
∆ max∆                      (2)

또한 홀센서를 통해 얻은 시간 데이터로 코어의 

입사속도, Vinlet, 반사 속도, Voutlet을 구하고 식(3)을 

통해 가상충격량 P′를 계산하여 충격량 P와 비교

하였다.

 ′ 
                    (3)

실험으로 얻어진 충격량으로 머리상해지수를 비

교하기 위하여 HIC10을 사용 하였다. HIC10은 최대

가속도 전후 10ms 구간의 충격량이다.2 가속도센서

로 얻은 가속도데이터를 식 (1)에 대입하여 HIC10을 

계산하였다. 홀센서로 얻은 데이터는 식 (4), (5)를 

이용해 가상충돌시간, △t′, 가상최대가속도 Gma

x′을 계산하고 가상 HIC10′를 산출하여 비교하였

다. 식 (5)의 g는 중력가속도 9.81m/s2이다.    

∆′   





             (4)

max′ ××∆′
× ′

                      (5)                             
Fig. 2는 각 압력 조건에서의 안전펜스에 대한 충격

량과 HIC10을 각각 비교한 그래프이다. 실험결과를 

통해 20bar를 하한, 50bar를 상한으로 분석하고 

30bar를 적정압력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적정시

험압력 30bar에서 흡음재, 안전펜스, 매트샘플1, 
2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Fig. 3은 30bar에서 각 충돌

벽에 대한 충격량과 HIC10을 각각 비교한 그래프이

다. Fig. 3(a)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재질의 충돌

벽에 대해 가속도센서 데이터와 홀센서 데이터가 

0.85배의 상관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3(b)를 통해 계산된 가상 HIC10′이 가속

도센서로 측정된 HIC10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야구장 안전펜스의 성능을 정량

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야구선수의 머리가 안전

펜스에 충돌하는 것을 모사한 시험기를 설계, 제작

하고 충돌 실험을 통해 적정시험압력 선정 및 다양

한 충돌 재료에 따른 충격량과 HIC10을 비교 분석하

였다. 충격량과 HIC10은 가속도센서에 의한 데이터

와 홀센서에 의한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여 향후 성능 실험 시 가속도센서 케이블이 필요 

없는 시스템의 재현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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