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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 향상을 위한 클러치 보빈 적용 고강성 전동식 제설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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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설기가 구동할 때, 센서제어에 의해 구동하다보면 역방향으로의 무한 구동에 의하여 와이어가 

반대로 감기거나 인장이 크게 걸려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기존 제설기는 제설판이 철재

로 제작되고 실린더도 무겁기 때문에 자체무게에 의해 전방으로 전복되는 일이 빈번하여 차량 파손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동식 방향전환과 와이어 방식을 탈피한 센서 제어형 전자동 전동 

제설기를 개발하였다. 노면 밀착도 유지와 충격시 삽날을 보호하여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설삽

의 내구성과 제설삽을 제어하기 위하여 모터 자체의 충격방지 장치를 개발하였으며 클러치 역할을 하

는 획기적인 장치인 보빈을 설계하여 장력과 피로도를 없애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차량

에 무리를 주지 않고 제설기 수명을 연장시키도록 개발하였다.

Abstract: When a snowplow is operating in the up or down direction, the sensor stops the movement 
automatically and the wire could be broken from an endless drive in the reverse direction impact or 
conversely winding wire. In the present study, a new bobbin was designed to ensure the durability of 
snowplows; in this design, the bobbin plays the role of a clutch during power transfer or idling. This will 
protect the blade of the snowplow during an impact and maintain close contact of the blade with the road. 
Therefore, the new technology to eliminate the tension and fatigue of the wire is suggested by winding a 
chain instead of the wire in the newly designed bobbin. From these, it was developed to extend the life of 
the snowplow without causing damages to the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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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의 제설기 구동방식은 주로 와이어를 통한 

전동 전달방식으로 이 방법의 경우 제설기 장착 

차량 주행 중 장애물(둔턱, 얼음)과 추돌 시 제설

기 파손 등으로 인한 내구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

어 이를 향상시키고 가격 및 유지보수 비용이 현

저히 낮은 제설기가 개발된다면 운용 경비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설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차량 장착 후 상하좌우 회전이 자

유로우며 센서제어를 활용하여 이들의 구동 형태

를 운전석에서 제어 및 조종할 수 있는 리모콘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된 자동제설기의 개발이 필

요하다. 기존제설기는 좌우 회전의 경우 전체적

인 회전 원의 크기가 작고 회전하는 부분에서 피

로가 가중되어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상하 회전의 경우는 상 방향으로 제설기가 상승 

시 센서가 자동정지 하거나 하강 시 센서 제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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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veloped model of snowplow with winch 
motor

의하여 구동하다 보면 역방향으로의 무한 구동에 

의하여 와이어가 반대로 감기기도 하여 와이어가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기존 제설기는 

제설판이 철재로 제작되고 실린더도 무겁기 때문

에 자체무게에 의해 전방으로 전복되는 일이 빈

번하여 차량 파손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삽날보다 더 가벼운 고강

도 경량 복합수지 재료를 활용한 삽날을 개발하

였으며 노면 밀착도 유지와 충격시 삽날을 보호

하여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설삽의 안전

과 제설삽을 제어하기 위하여 클러치 역할을 하

는 보빈을 설계하여 장력과 피로도를 없애는 방

법으로 와이어를 중심 보빈에 감아 부품을 최소

화 하는 신기술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량

에 무리를 주지 않고 제설기 수명을 연장시키도

록 개발하였다.

2. 클러치 보빈을 이용한 제설기 

시제품 제작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제설기는 지방 

또는 농촌의 좁은 도로의 동시다발적인 제설작업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지 

차종과 도로사정에 맞는 가볍고 사용이 간편한 

저비용의 제설기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가벼운 

중량으로 소형 차량에도 탈부착이 용이하고 제어

가 간편하도록 삽날의 좌우 회전 전자센서 활대 

및 상하작동 제어를 위한 센서로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경량 전동 

삽날 제설기는 차량의 전방으로부터 일정간격 이

격 되도록 위치시켜 전방의 눈을 밀어 내도록 소

정의 폭으로 호형 만곡면을 갖도록 형성되는 제

설삽, 일정부가 제설삽의 배면을 향하도록 차량

의 전방에 설치되는 브라켓에 결합되는 연결프레

임, 연결 프레임의 상면에 회전부재를 매개로 하

여 좌, 우 모터가 연결 프레임의 상면에 안착되

고 양단부가 회전프레임에 결합되는 활대 및 회

전프레임을 통해 제설삽을 좌우 방향으로 회전시

키는 회전조절부로 구성하였다.
Fig. 1에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상하 전

동 작동방식 제설기를 나타내었으며 그림에 나타

나듯 차량에 용이하게 설치하여 제설작업에 사용

하도록 개발하였다.

3. 제설기 설계 결과 및 고찰

기존 제설기의 경우는 제설삽이 회전된 상태에

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 또는 사각지대 장애물이 있어 제설삽이 

장애물에 급작스럽게 충돌되는 경우 제설삽이 회

전되어 있는 반대방향으로 강제적으로 회전 된

다. 이 과정에서 보빈(bobbin)에 감겨있는 회전용 

와이어가 급작스럽게 당겨지면서 절단되는 문제

가 발생한다. 즉 제설삽이 회전된 상태에서의 회

전모터는 제설삽의 회전각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동력이 정지해 있고 이로 인해 보빈 역시 회전력

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회전모터의 동력

이 가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전용 와이어가 풀

리거나 감기는 작용 역시 억제될 수 밖에 없어 

이러한 상태에서 보빈에 감겨있는 회전용 와이어

가 급작스럽게 당겨지면서 절단되기도 한다.
이 때 회전용 와이어뿐만 아니라, 회전모터 및 

보빈에도 부하가 걸리면서 이런 부품이 파손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들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은 윈치모터에 

클러치 형태의 회전축을 개발하여 노면밀착도 증

대 및 충격 시 삽날 보호와 내구성을 확보하였

다. 기존 제설기는 회전축이 고정형이며 격한 추

돌 시 좌우회전 와이어 파손으로 고장수리가 지

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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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otating shaft section connected with shaft 
fixed type winch motor including snowplow

   (a) before assembly         (b) after assembly
Fig. 3 Bobbin and gear shaft (a) before assembly 

and (b) after assembly

Fig. 4 Mismatched bobbin and gear shaft (a) before 
assembly and (b) after assembly

Fig. 5 Stress maximized mounting in snowplow 
assembly

Fig. 6 Left-right rotation shape and mounting of 
snowplow assembly

터 회전 중심축을 분할회전기로 2등분하여 강한 

충격에는 기어부분은 회전하지 않고 기어외부(보
빈)만 회전하여 삽날의 좌우회전 와이어 보호 기

능을 갖추도록 설계한 것이 Fig. 2이다.
Fig. 3(a) 및 Fig. 3(b)에 각각 회전기어가 보빈

과 분리 및 결합했을 때의 설계안을 나타내었다.
Fig. 4에는 스프링을 통하여 기어축과 보빈의 

잇수가 서로 엇갈리게 되며 회전하는 설계안을 

나타내었는데 그림에서와 같이 회전기어(모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와이어를 움직이는 기어)가 

보빈(와이어 등을 감는 통 모양의 실패)에게 동력

전달을 하지 않음으로써 와이어를 당겨 감지 않

아 제설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핵심

적인 설계안이다.
제설기를 설계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는데 제

작시험 결과 Fig. 5와 같이 제설기의 동작으로 인

해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는 제설기 삽날 

좌우 동작을 지지해주는 활대 부분과 이 활대를 

지지해 주는 마운팅(mounting)이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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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ic analysis results of snowplow mounting

Base Design Modified Design

 RemarksMax.
Stress 
(MPa)

 Deflection
(mm)

Max. 
Stress 
(MPa)

 Deflection
(mm)

142.7  1.85  29.4 0.03  

(a) Current model

(b) Modified model

Fig. 9 Structural analysis results of snowplow (a) 
current model (b) modified model

Fig. 7 Cross section region and its magnified shape

Fig. 8 Loads and boundary conditions of snowplow 
static simulation

이 부분에 의해 제설기를 오랜 기간 작동 시 파

손과 변형(deflection)이 심하였다. 
Fig. 6에 나타냈듯이 이 활대의 회전으로 인하

여 제설삽날은 좌우 30도 각도로 회전하며 이러

한 회전동작으로 인해 마운팅부에 더 많은 하중

이 부여되었다.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설기 활대를 지

지해주는 마운팅 부위를 Fig. 7과 같이 설계변경

( 번 부재를 번에 추가) 하였으며 강성의 변화

를 Fig. 8의 경계조건(제설기 활대지지 양단에 각

각 500N씩의 하중을 부여하였으며 제설기가 차

량에 부착되는 부분은 고정)을 부여하여 상용 해

석 프로그램인 Nastran 101(static analysis)을 이용

하여 계산하였다. 설계변경 전과 변경 후의 해석

결과를 Fig. 9(a) 및 (b)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9의 해석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내

었다.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설계 변경전 마

운팅 모델의 처짐량(deflection)은 동일 하중에서 

1.85 mm 처졌으나 설계변경 후 마운팅 모델의 처

짐량은 0.03 mm만 변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처짐량은 약 62배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초기 마운팅 모델이 Fig. 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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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ady to start (b) After 4 seconds (c) After 20 seconds

(d) After 33 seconds (e) After 39 seconds (f) After 47 seconds 
(complete normal operation)

Fig. 10 Photo of a vehicle-mounted snowplow with moving die

Table 2 Durability test methods of snowplow 
operation

Up and Down Left and Right
 

Cycles 500 Cycles 500

나타냈듯이 “ ” 자 모양의 형상이었으나 이것을 

“ ” 자 모양의 박스형 형상으로 변경 후 볼팅

(bolting)처리하여 강성을 증가시키는 설계로 변경

하였기 때문이다.
설계 변경한 부품을 적용하여 시제품으로 제작

된 제설기의 내구성 시험을(1,2) 실시하였는데 

Table 2에 나타낸 것처럼 제설기를 총 상하방향 

500 cycle을, 좌우 방향 500 cycle을 합하여 총 

1,000회 상하좌우 회전시켰으며 이 때 작동에 이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0에 제설기 실제 차량 장착 시간 측정 

동영상을 사진으로 나타내었으며 외부 공인인증

시험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 의뢰하여 장착시간

을 측정하였다. Fig. 10(a)는 장착전, (b)는 스타트 

4초 후, (c)는 장착시작 20초 후, (d)는 33초 후, 
(e)는 39초 후, 마지막 (f)는 장착 47초 후 완벽히 

장착이 된 후 삽날을 들어 올리는 작동까지 마친 

상태를 나타내는 동영상이다. 장착 소요시간은 

장착 후 삽날 정상 작동 확인까지 47초임을 확인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제설기 장착은 쉽고 빠

르게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1) 충격방지 토크 회전축은 동력을 전달하거나 

단속하는 역할을 하는 클러치와 비슷한 부품으로 

이러한 신개념의 설계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

다. 이 방법으로 제설기 제작 시 모터로 외부로

부터의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2)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제설기 주요 

작동부품인 활대를 지지하는 마운팅을 재 설계변

경 후 변경전후 강도해석을 실시하였으며 해석결

과 설계변경 전 부품 대비 약 6배 변형량이 개선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본 연구에서 고안하여 차량 탈 장착이 용

이하도록 판정된 제설기는 고 내구성 제설기로 

저비용으로 고안되어 내구성 시험을 만족하였으

며 상용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매 후 

사후관리(after service) 문제 발생 건수 저감을 통

한 경제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5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No. C0346355)의 연구

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또한 이 논

문은 2016학년도 동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

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16 F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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