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B60R 19/02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7년03월02일

10-0688745

2007년02월22일

(21) 출원번호 10-2004-7003944 (65) 공개번호 10-2004-0054687

(22) 출원일자 2004년03월18일 (43) 공개일자 2004년06월25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6월30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4년03월18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2002/023567 (87) 국제공개번호 WO 2003/026924

국제출원일자 2002년07월23일 국제공개일자 2003년04월03일

(30) 우선권주장 60/324,312

10/125,233

2001년09월24일

2002년04월17일

미국(US)

미국(US)

(73) 특허권자 배리어 시스템즈, 인코포레이티드

미국, 캘리포니아 94571, 리오 비스타, 리버 로드 180

(72) 발명자 덴먼,오웬에스.

미국,캘리포니아95829,새크라멘토,드레스에이지웨이8311

다이크,제리트앤드류

미국,캘리포니아95204,스톡톤,리베리아드라이브4339

메이저,젝에스.

미국,캘리포니아94510,베니시아,코퍼드라이브556

(74) 대리인 강명구

강석용

심사관 : 이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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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차량의 충격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붕괴가능한모듈을 가진 장치

(57) 요약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는 서포트 사이에서 연장되는, 상대적으로 이동가능한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 지지모듈을 포함한다. 하나이상의 모듈은 그 내에 형성된 긴 오프닝을 가지며, 모듈 단부들 사이에서 위치

되어지는 붕괴가능한 모듈측판 스트립을 규정한다. 상기 모듈측판 스트립은 모듈단부에 대항되는 힘의 적용에 반응하여

구부려진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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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되는 서포트(support)들과, 그리고

상기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support)들의 이웃하는 서포트에 의해 지지되어지고 그 사이에서 배치되어지는 에너

지흡수 모듈, 상기 에너지흡수 모듈은 모듈측판을 가지며, 이격된 모듈단부들은 모듈 내부를 규정하며, 상기 모듈측판은

상기 모듈단부들 사이에서 위치되어지고 상기 에너지 흡수모듈을 따라 길이방향으로 연장되는 붕괴가능한 모듈측판 스트

립을 그 속에 규정하도록 형성된 다수의 긴 오프닝을 가지며, 상기 모듈측판 스트립은 상기 장치에 충돌되는 차량에 의해

기인되는 이웃하는 서포트들 사이의 상대움직임으로 인하여 상기 모듈단부들 상에 반대힘의 제공에 반응하여 구부려지는

에너지흡수 모듈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흡수 모듈은 두개의 모듈세그먼트를 포함하며, 하나이상의 상기 모듈들 중 모듈측판은 모듈

로부터 벗어나게 연장되고 다른 모듈세그먼트의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분산되는 원뿔대 형태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모듈세그먼트에서 모듈 측판은 원뿔대 형태로 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측판은 상기 모듈 내부와 연통하는 하나이상의 구멍을 규정하고, 나아가 상기 하나이상의 구

멍은 상기 모듈측판내에 형성된 긴 오프닝들 중 하나와 연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이상의 구멍들은 이와 연통하는 긴 오프닝의 단부들 사이에 위치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6.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흡수 모듈은 플라스틱으로부터 형성되어지고, 상기 모듈세그먼트는 일렬로 배치되어지고

일체적으로 부착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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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흡수 모듈은 몰드된 플라스틱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

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흡수 모듈은 상기 에너지흡수 모듈의 압축과 상기 모듈내부의 가압시에 모듈내부로부터 공

기의 배출을 허용하는 하나이상의 구멍을 규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

한 장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다수의 에너지흡수 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에너지흡수 모듈의 일부분 이상은 일렬로 배치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0.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모듈세그먼트들은 상기 에너지흡수 모듈의 단부들 중 하나를 구성하는 모듈측판에 부착되

는 단부벽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다수의 에너지흡수 모듈을 포함하고, 그 단부벽은 실질적으로 수직하게 배치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일렬

로 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전면 앵커구조와 상기 전면 앵커구조로부터 이격된 후면 앵커구조를 추가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에너지흡수 모듈과 상기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는 상기 후면 앵커구조의 앞에서 위치되어지고, 케이블 가이드 구

조는 상기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지고, 하나이상의 케이블은 상기 전면 앵커구조와 상기 후면 앵

커구조에 첨부되어지고 그 사이에서 연장되며, 상기 하나이상의 케이블은 상기 케이블 가이드구조에 의해 지지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하나이상의 케이블은 인장 하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

기 위한 장치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가이드 구조는 서로 고정결속되고 하나이상의 상기 케이블에서 연장되는 가이드 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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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한 쌍의 케이블은 상기 전면 앵커구조와 후면 앵커구조 사이에서 인장 하에서 연장되고, 상기 케이블

쌍들의 케이블들은 실질적으로 서로 평행하게 되고 상기 다수의 에너지흡수 모듈의 반대편들 상에 배치되어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6.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는 상기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의 나머지에 대하여 최후방의 위치

에서 고정적으로 앵커되어지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서포트를 포함하고, 상기 장치는 한 쌍의 스페이서를 추가적으

로 포함하며, 상기 쌍의 스페이서의 스페이서들은 상기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서포트의 반대편 측면들에 부착되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 가이드 구조는 서로 고정결속되고 하나이상의 상기 케이블에서 연장되는 가이드 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는 중공 내부를 규정하며 상기 중공 내부와 연통하는 개방된 말단 단부들을 가지며, 상기

스페이서는 상기 중공내부와 연통하고 상기 말단단부로부터 내부적으로 연장되는 노치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며, 재-지시

되어지는 차량충돌로부터 생기는 하중힘이 스페이서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측판에 의해 스페이서에 제공되어질 때 상기 노

치들은 상기 스페이서의 부분적인 붕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

기 위한 장치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는 원통형상의 부재로 구성되며, 상기 노치들은 일반적으로 V-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0.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되는 서포트와,

상기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들에 의해 지지되어지고 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수평하게 일렬로 배치되어지는 다수

의 에너지흡수 모듈, 상기 각각의 에너지흡수 모듈은 모듈내부를 한정하는 이격된 모듈단부와 모듈측판을 가지며, 상기 모

듈측판은 상기 장치에 충돌되는 차량에 의해 기인되는 상기 일부이상의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들 사이의 상대움직임으로

인하여 상기 모듈단부들 상에 반대힘의 제공에 반응하여 구부려지는 다수의 에너지흡수 모듈과

전방 앵커구조와 상기 전방앵커구조로부터 이격되는 후방 앵커구조, 상기 다수의 에너지흡수 모듈과 상기 다수의 수직하

고 이격된 서포트들은 상기 후방 앵커구조의 앞쪽에 위치되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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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들에 고정되게 부착되어지는 케이블 가이드 구조와, 그리고

상기 전방 앵커구조와 후방 앵커구조에 부착되어지며 그 사이에서 연장되고, 상기 케이블 가이드 구조에 의해 지지되어지

는 하나이상의 케이블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1.

제 20 항에 있어서, 하나이상의 케이블은 인장 하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

기 위한 장치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블가이드 구조는 서로 안전결속되고 하나이상의 상기 케이블에서 연장되는 가이드 부재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한 쌍의 케이블은 상기 전면 앵커구조와 후면 앵커구조 사이에서 인장 하에서 연장되고, 상기 케이블

쌍들의 케이블들은 실질적으로 서로 평행하게 되고 상기 다수의 에너지흡수 모듈의 반대편들 상에 배치되어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4.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되는 서포트와,

상기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들에 의해 지지되어지고 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수평하게 일렬로 배치되어지는 다수

의 에너지흡수 모듈, 상기 각각의 에너지흡수 모듈은 모듈내부를 한정하는 이격된 모듈단부와 모듈측판을 가지며, 상기 모

듈측판은 상기 장치에 충돌되는 차량에 의해 기인되는 상기 일부이상의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들 사이의 상대움직임으로

인하여 상기 모듈단부들 상에 반대힘의 제공에 반응하여 변형하고, 상기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들은 다른 수직하

고 이격된 서포트에 대하여 최후방 위치에서 고정적으로 앵커되어지는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서포트를 포함하는 다

수의 에너지흡수 모듈과

스페이서 쌍들의 스페이스들은 상기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없는 서포트의 반대편 측면들에 부착되어지는 한쌍 이상의 스

페이서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들의 반대편 측면들에 연결되는 다수의 부분적으로 겹쳐지는 측판

들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며, 상기 측판들의 하나의 반대편 쌍은 상기 스페이서의 쌍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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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는 중공 내부를 규정하고 상기 중공 내부와 연통하는 개방된 말단 단부들을 가지며, 상기

스페이서는 상기 중공내부와 연통하고 상기 개방단부로부터 내부적으로 연장되는 노치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며, 재-지시

되어지는 차량충돌로부터 생기는 하중힘이 스페이서 고정적으로 부착된 측판에 의해 스페이서에 제공되어질 때 상기 노치

들은 상기 스페이서의 부분적인 붕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7.

제 26 항에 있어서, 상기 스페이서는 원통형상의 부재로 구성되며, 상기 노치들은 일반적으로 V-형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

청구항 28.

차량충돌에 의해 기인되는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에 의해 지지가능한 에너지흡수 모듈

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흡수 모듈은 모듈내부를 한정하는 이격된 모듈단부와 모듈측판을 가지며, 상기 모듈측판은 상기 모듈단부들

사이에서 위치되어지고 상기 에너지 흡수모듈을 따라 길이방향으로 연장되는 붕괴가능한 모듈측판 스트립을 그 속에 규정

하도록 형성된 다수의 긴 오프닝을 가지며, 상기 모듈측판 스트립은 차량충돌에 의해 상기 모듈단부들 상에 반대힘의 제공

에 반응하여 구부려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충돌에 의해 기인되는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

된 서포트에 의해 지지가능한 에너지흡수 모듈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흡수 모듈은 두개의 모듈세그먼트를 포함하며, 하나이상의 상기 모듈세그먼트들의 모듈측

판은 모듈로부터 벗어나서 연장되고 다른 모듈세그먼트의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분산되는 원뿔대 형태로 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차량충돌에 의해 기인되는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에 의해 지지가능한 에너지

흡수 모듈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모듈세그먼트에서 모듈 측판은 원뿔대 형태로 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충돌에

의해 기인되는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에 의해 지지가능한 에너지흡수 모듈

청구항 31.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모듈측판은 상기 모듈 내부와 연통하는 하나이상의 구멍을 규정하고, 나아가 상기 하나이상의 구

멍은 상기 모듈측판내에 형성된 긴 오프닝들 중 하나와 연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충돌에 의해 기인되는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에 의해 지지가능한 에너지흡수 모듈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이상의 구멍들은 이와 연통하는 긴 오프닝의 단부들 사이에 위치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차량충돌에 의해 기인되는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에 의해 지지가능한 에너지흡수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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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3.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흡수 모듈은 플라스틱으로부터 형성되어지고, 상기 모듈세그먼트는 일렬로 배치되어지고

일체적으로 부착되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충돌에 의해 기인되는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

된 서포트에 의해 지지가능한 에너지흡수 모듈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흡수 모듈은 몰드된 플라스틱 구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충돌에 의해 기인되는 에너

지를 흡수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에 의해 지지가능한 에너지흡수 모듈

청구항 35.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흡수 모듈은 상기 에너지흡수 모듈의 압축과 상기 모듈내부의 가압시에 모듈내부로부터 공

기의 배출을 허용하는 하나이상의 구멍을 규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충돌에 의해 기인되는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

하여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에 의해 지지가능한 에너지흡수 모듈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2001년 9월 24일 출원된 미국 가출원 제 60/324,312 호에 근거하고 이를 주장한 출원이다.

본 발명은 차량에 의해 충격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상기 장치는 차량 탑

승자에게 대한 부상을 감소하고, 보호벽 장치(barrier apparatus)에 의해서 보호되어져야 하는 구조물에 대한 손상을 감소

하도록, 충격시에 주행중인 차량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보호벽(barrier)으로서 이용되어진다.

배경기술

차량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며, 차량, 차량의 탑승자 그리고 보호되어져야 하는 구조물 상에 충격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둥(pillar), 교각받침대(bridge abutment), 가로등(lighting pole) 등과 같이 강성 구조물에 인접하는, 소위 "크

래쉬 쿠션(crash cushion)"이라 불리우는 충격흡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 공지되어 있다.

여기에는 많은 모양과 형태의 에너지 흡수 보호벽이 있다.

1998년 12월 22일에 공고된 미국 특허 제 5,851,005 호는 측판(side panel)들의 겹침에 의해서 서로 상호 연결되어지는

다수의 쌍들의 지면결속 지지 수직재(support upright)를 포함하는 모듈화된 에너지 흡수 보호벽 조립체의 형태로 된 에너

지 흡수장치를 개시하고 있다. 측판과 수직재들은 상호-결속되는 슬라이드(inter-engaging slide)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져서, 보호벽조립체(barrier assembly)의 단부에서 충격이 수직재들 사이, 측판들 사이, 그리고 수직재와 측판들 사이의

상대 움직임(relative movement)의 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충격력(impact force)을 흡수하도록 차량충격 상에 제어된 방법으로 붕괴하는 방식으로 형상화된 다수의 에너지 흡수 금

속판(metal plate)이 수직재들 사이에 위치되어지고 거기에 안전결속되어진다.

1977년에 공고된 미국특허 제 4,009,622 호는 차량내에 특히 조향축(steering column)으로서 설치하기에 적합한 구조부

재(structural member)를 개시하고 있는데, 상기 조향축은 구조부재가 단부방향 하중(endwise load)을 받을 때 붕괴되는

동안 전면적인 찢어짐(full-scale tear)으로 증대될 수 있는 눈금(nick) 또는 절단(cut)을 포함하는, 단부에서 단부까지 배

치된 금속 원뿔대를 포함한다. 차량 내에 설치되어질 때 상기 축(column)의 내부의 모두 또는 일부는, 소방액체(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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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hting fluid), 차량 유압시스템의 부분으로 압력하의 액체, 엔진냉각시스템 또는 공기조화시스템의 부분으로 뜨거운 또

는 차가운 액체, 또는 차량의 윤활 또는 연료 시스템의 부분인 액체를 포함하는 저장소(reservoir)로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

다음의 특허들 또한 공지되어 있으며, 충돌쿠션 기술의 현재의 상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2001년 3월 20일 공고된 미국특허 제 6,203,079 호, 1972년 2월 22일 공고된 미국특허 제 3,643,924 호, 1972년 10월

3일 공고된 미국특허 제 3,695,583 호, 1973년 10월 30일 공고된 미국특허 제 3,768,781 호, 1991년 6월 4일 공고된 미

국특허 제 5,020,175 호, 1995년 2월 21일 공고된 미국특허 제 5,391,016 호, 1998년 5월 5일 공고된 미국특허 제

5,746,419 호, 2000년 7월 11일 공고된 미국특허 제 6,085,878 호, 1989년 3월 28일 공고된 미국특허 제 4,815,565 호,

2000년 9월 12일 공고된 미국특허 제 6,116,805 호, 1989년 7월 4일 공고된 미국특허 제 4,884,213 호, 1984년 6월 5일

공고된 미국특허 제 4,452,431 호, 1987년 6월 23일 공고된 미국특허 제 4,674,911 호, 1998년 12월 22일 공고된 미국

특허 제 5,851,005 호, 1997년 8월 26일 공고된 미국특허 제 5,660,496 호, 그리고 1977년 3월 1일 공고된 미국특허 제

4,009,622 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차량에 의해 충돌되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상기 장치는 충격력(impact force)의

제어된 흡수를 제공하는 특정한 구조와 형상의 에너지 흡수모듈(energy absorbing module)을 포함한다. 에너지 흡수모

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치의 나머지에 비해 신속하고 용이하게 설치되어지거나 제거되어질 수 있다.

상기 장치는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support)를 포함한다.

에너지 흡수모듈(energy absorbing module)은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된 서퍼트의 이웃한 서포트들 사이에서 위치되어지

며, 이에 의해 지지되어진다.

에너지 흡수모듈은 모듈의 내부(interior)을 규정하는 이격된 모듈단부(spaced module end)와 모듈측판(module side

wall)을 가진다. 모듈측판은 모듈단부들 사이에서 위치되는 붕괴가능한 모듈측판 스트립(strip)을 규정하며 에너지 흡수모

듈을 따라서 길이방향으로 연장되며, 그 내에 형성된 다수의 긴 개구부(opening)를 가진다.

모듈측판 스트립은, 차량이 충돌되는 장치에 의해 기인되는 이웃하는 서포트 사이의 상대움직임(relative movement)으로

인하여 모듈 단부들 상의 반대힘(opposed force)의 적용(application)에 반응하여 구부려진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 장점 그리고 목적들은 첨부된 도면과 다음의 기술과 관련하여 더욱 명확하게 될 것이다.

실시예

도 1 내지 도 3, 도 6 내지 도 11, 도 13 내지 도 20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기술내용에 따라 제작된 장치가 도시되어진다.

상기 장치는 강철 지지프레임(steel support frame, 10)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강철 지지프레임(12)의 형태로 된

다수의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를 포함하며, 움직일 수 없는 강철 지지프레임(12)은 다른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들에 비

해 가장 마지막 위치에서 고정적으로 앵커되어진다. 서포트들은 지면으로부터 위쪽방향으로 연장된다.

서포트 또는 수직재(upright, 10,12)들은, 예를 들어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당업자에게 공지된 물결모양 가드레일

(corrugated guard rail)로 되어질 수 있는 측판(side panel, 14)을 겹침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진다. 측판(14) 및 서포트

(10,12)는, 서포트로부터 돌출되고 측판(14) 내에 형성되어지며 길이방향으로 연장되는 슬롯(slot, 18) 내에 위치되어지는

슬라이드(slide, 16)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진다.

전면 충격부재 또는 노우즈(nose, 20)는 상기 장치의 전방 단부에서 위치되어지고, 노우즈는 한 쌍의 가장 전면측판(14)의

일정범위까지 겹쳐진다.

상기 장치는 전면 앵커구조(22)와 후면 앵커구조(24)를 포함하며, 앵커구조는 제 위치에 고정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앵커구조는 예를 들어 도 6 및 도 7에서 도시되어진 바와 같이 지면 속에 파묻힌 콘크리트 블록에

볼트되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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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평행한 케이블(26)이 전면 및 후면 앵커구조 사이에서 연장된다.

상기 장치는 케이블 둘레에서 위치되어지고 볼트에 의해 서포트(10)로 연결되어지는 가이드 부재(guide member, 28)를

포함하는 케이블 가이드 구조(cable guide structure)를 가진다. 가이드 부재에 의해 한정되는 케이들 통로(30)는 상기 구

조적 배열에 적절한 힘이 제공될 때 케이블과 가이드 부재(28) 사이의 상대적인 미끄럼 가능한 움직임을 허용하는 크기로

되어진다.

이러한 기술된 배열은, 시스템 상의 전면충돌에 반응하여 뒤쪽방향으로 움직일 때 서포트들이 그 수직축 둘레에서 회전하

는 것을 방지하면서, 서포트(10)에 일정한 정도의 강성(stiffness)을 제공한다. 이러한 것은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다이아

프램(diaphragm)이 너무 많이 휘어질 때, 측판과 슬라이드(16)들은 상기 장치가 제한(lock up)되게 하고 효율적으로 압축

하지 않는 원인이 되는 간섭(interference)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또한 (다음에서 기술되어질)에너지 흡수

모듈이 균일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압축하지 않는 원인이 된다.

에너지 흡수모듈(40)은 케이블(26) 사이에서 위치되어지고, 서포트(10)에 의해 지지되어지고 그 사이에 배치되어진다. 에

너지 흡수모듈 또는 유닛(unit)은 모듈측판(42) 및 이격된 모듈단부(44,46)를 가진다. 상기 모듈(40)은 두개의 모듈 세그먼

트(50,52)를 가진다. 모듈(40)의 측판(42)은 모듈의 단부로부터 이격되어 연장되고 다른 모듈세그먼트의 방향으로 바깥쪽

으로 분산되며, 각각의 모듈세그먼트에서 원뿔대를 형성한다.

모듈(40)은 붕괴가능한 용기이며, 모듈세그먼트는 가압된 내부(pressurizable interior)를 규정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

블로우-아웃된 플러그(blow-out plug, 54)는 각각의 단부벽 내에 형성된 구멍 또는 오프닝(opening) 내에 위치되어지고,

충분한 압력이 에너지 흡수모듈 내부에 형성될 때 블로우-아웃 플러그는 모듈세그먼트로부터 분리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술내용에 따르면, 필요하지 않다면 블로우-아웃 플러그 또는 오프닝이 에너지흡수 모듈 내에 형성되어질 필요는 없다.

도시된 배열에서(도 10 참조), 제어된 비율로 모듈내부로부터 공기의 배출을 허용하기 위하여 블로우-아웃 플러그에 의해

덮혀지지 않는 더 작은 구멍(aperture, 60)들이 블로우-아웃 플러그에 인접하여 위치되어진다.

각각의 에너지흡수 모듈(40)은 일체구조(integral construction)로 되며, 선호적으로는 예를 들어 교차연결(cross linked)

된 폴리에틸렌과 같이 회전몰드(roto-molded)된 플라스틱으로 형성되어진다.

서포트(10) 사이에서 설치되어질 때 상기 모듈(40)은 일렬로 배치되어지고, 그 평면 단부벽(44,46)은 수직하게 방향화되

어지고, 모듈들이 관련되어지는 서포트와 평행하고 결속, 또는 적어도 이에 인접하게 위치되어지는 것이 도시되어진다.

에너지 흡수모듈(40)의 내부는 제자리(in situ)에 형성된 폴리우레탄 기포와 같은 기포(foam)로서 적절하게 채워질 수도

있다. 에너지흡수 모듈의 전혀(none), 일부 또는 전부는, 붕괴(collapse)되는 동안 요구되는 특성을 제공하도록 채워진 기

포가 될 수도 있다.

논의되는 실시예의 가장 전방의 모듈(40)에서 모듈세그먼트(50)에서 모듈측판은, 붕괴가능한 모듈측판 스트립(62)을 그

속에 형성하는 다수의 길고 좁은 오프닝 또는 슬롯(slot, 60)을 가지며, 상기 스트립은 상기 장치에 충돌되는 차량에 의해

기인되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듈을 지지하는 서포트들 사이의 상대움직임으로 인하여 최전방의 모듈의 모듈 단부들 상

에 반대힘(opposed force)의 제공에 반응하여 휘어진다. 구멍(64)들은 모듈내부와 연통(communicate)하고 또한 긴 오프

닝(60)과도 연통하는 모듈세그먼트(50)에서 모듈측판에 의해 한정되어진다. 구멍(64)들은 슬롯(60)의 길이를 따라 실질적

으로 중앙지점에서 위치되어지는 것으로 도시되어진다.

만일 필요하다면, 긴 오프닝(60)과 구멍(64)들이 양쪽의 모듈세그먼트(50,52) 내에 위치되어질 수 도 있다. 그러한 배열들

은 도 12에서 도시되어진다.

좁고 긴 오프닝 또는 슬롯(60)의 기능(function)은, 모듈의 단부들(44,46)이 서로를 향하여 움직여질 때 바깥쪽으로 접혀

지는 스트립(62)을 발생하도록 한다. 구멍들은 스트립 내의 좁은 폭(necked-down) 또는 감소된 영역(reduced area)를

발생하며, 그 위치에서 접힘(fold)의 발생을 장려한다.

바깥쪽으로 접혀지는 스트립(62)은 스트립 또는 구멍을 포함하지 않는 모듈의 측면이 접히는 것보다 더 적은 힘에서 발생

하게 되지만, 그러나 모든 스트립들이 접혀지는 조합된 실제적인 힘은 접혀지는 재료 두께의 증가 또는 감소, 좁고 긴 오프

닝의 수, 슬롯과의 결합에서 채택되어지는 구멍의 크기 뿐만 아니라 바깥쪽 모듈측판의 슬로프(slope)와 같은 다른 물리적

인 요소에 의해 변하게 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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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모듈의 양쪽 세그먼트 내에 형성된 슬롯 및 접힘(fold)으로서, 현저한 공기압력의 설치(building up)와 같은 정도의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만일 절단된 세그먼트들 중 단지 하나만이 슬롯을 가지고 만일 모듈이 평편한 플래턴(platen)에 대

항해서 압축되어진다면, 상기 모듈의 중앙부분은 플래턴과 접촉하게 될 때 공기압력은 다시 설치되어질 수 있고, 그 점은

본 발명이 어떻게 실시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공기압력이 발생하게 되어지거나 또는 발생하지 않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된

다. 만일 우수한 위치기억(position memory), 다시 말해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ltra-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또는 특정형태의 교차연결된 폴리에틸렌과 같은 것을 가지는 플라스틱 재료로부터 몰드되어진다면, 상기

모듈들은 다시 사용가능하게 되는 것도 가능하다.

설명되어지는 실시예에서는, 단지 전방 모듈(40)이 이와 함께 연통하는 길고 좁은 오프닝 또는 구멍들은 가진다. 나머지

세 개의 모듈(40)들은 그러한 형상이 아니며, 압축에 대한 더 큰 저항을 제공하게 된다.

도 7은 예를 들어 차량충격에 의해 기인되는 것과 같이, 전방서포트(10) 상에 단부방향 힘(endwise force)이 화살표와 같

이 제공되는 것을 도시한다. 붕괴되는 첫 번째 모듈은 최전방 모듈이 되게 되면, 이는 긴 오프닝 및 구멍들의 사용으로 인

하여 상대적으로 더 작은 저장으로 발생되어질 수 있다. 앞쪽 또는 최전방 모듈의 뒤에 배치되어지는 모듈(40)들은 충격에

대해 현저하게 더 큰 저장을 제공하면서 일반적으로 아코티언 유형(accordion fashion)으로 붕괴된다.

모듈의 수(number)와 모듈의 혼합은 조건에 따라 변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 도 4와 도 5는 총 8개의 모듈(40)들이 채택되

어지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으며, 이중 전방 3개의 모듈은 휘어질 수 있는 스트립을 규정하는 길고 좁은 오프

닝(60)과 구멍(64)들을 포함한다.

특히 도 15 내지 도 20과 관련하여, 두 쌍(위쪽 및 아래쪽)의 스페이서(spacer, 70)는 최후방 서포트(12)의 맞은편에 부착

되어지고, 상기 서포트는 또한 후방 앵커구조(rear anchor structure, 24)에 부착되어져서, 서포트(12)가 움직일 수 없고

제 위치에서 고정되어지도록 한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볼프들이 상기한 목적을 위하여 채택되어질 수도 있다. 또한, 볼트

(72)들은 스페이서(70)를 최후방 측판(14)에 고정적으로 연결하도록 채택되어지며, 볼트들은 스페이서 뿐만 아니라 최후

방 측판 내의 구멍(74)들을 통하여 지나가게 된다.

스페이서(70)는 중공 내부(hollow interior)를 규정하고 상기 중공 내부와 연통하는 전방으로 방향화된 개방 단부를 가지

는 원통형 부재로 구성된다. 나아가 스페이서는 스페이서의 최전방 개방단부로부터 뒤쪽방향으로 연장되는 일반적인 V-

형 노치(notch, 76)를 규정한다. 노치들은 스페이서의 중공 내부와 연통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기술된 배열의 목적은, 이러한 연결부위에서 재-지시(redirective)적인 충돌동안 스페이서에 부착된 측판(14)의 아주 높

은 하중에서 V-형 노치를 가지는 그 단부에서 스페이서가 붕괴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붕괴되는

원통(cylinder)은 충돌차량에 뜻하지 않는 장애(snag)의 경향이 있는 비-경사(non-slope)된 구조재료의 경우보다는 더욱

용이하게 재-지시되어질 때 충돌하는 차량이 지나가게(move past) 하는 램프(ramp)를 형성한다. 도 18은 재-지시적인

충돌후에 스페이서(70)의 전형적인 형상을 도시하는데, 노치들은 크기가 변하게 되고, 휘어진 스페이서 단부를 생성하도

록 실질적으로 더 작게 되어진다. 스페이서(70)는 강철(steel)로서 적절하게 형성되어질 수도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수직하고 이격된 서포트들 사이에서 연장되고 이에 의해 지지되는 다수의 에너지 흡수모듈을 채택하며, 본 발명의

기술내용에 따라 제작된 장치를 도시하는 사시도

도 2는 방호벽 장치의 평면도

도 3은 본 장치의 측면도

도 4는 본 장치의 대안적인 형태를 도시하는 평면도

도 5는 도 4의 실시예의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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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도 3과 유사하지만 측판이 제거되어지고, 도시된 구성요소는 차량의 충격이전의 상태로 취해지는 도 1의 모습

도 7은 도 6과 유사하지만, 차량의 충격이후의 구성요소의 상태를 도시하는 모습

도 8은 본 장치의 상기에서 기술된 실시예에서 채택된 형태의 에너지 흡수모듈의 사시도

도 9는 도 8의 모듈의 단부모습

도 10은 도 9에서 도시된 단부에 반대되는 도 8의 모듈의 단부를 도시하는 모습

도 11은 도 8의 모듈의 측면모습

도 12는 에너지 흡수모듈의 대안적인 형태의 사시도

도 13은 본 장치 내에 채택된 케이블을 둘러싸고 결속하며 여기에 부착되는 케이블 가이드 구조(cable guide structure)를

가지는 수직 서포트의 일부를 도시하는 확대된 사시도

도 14는 도 13의 선 14-14를 따라서 취해진 단면도

도 15는 본 장치에서 채택된 스페이서(spacer)의 사시도

도 16은 스페이서의 측면을 도시하는 모습

도 17은 스페이서의 평면을 도시하는 모습

도 18은 도 17과 유사하지만, 차량의 충돌에 의해 기인되는 힘에 의해 휘어진 후에 스페이서의 상태를 도시하는 모습

도 19는 측판, 후면 앵커구조, 후면 앵커구조에 연결된 케이블, 제 위치에 고정적으로 앵커된 움직일 수 없는 서포트 그리

고 스페이서를 포함하는 본 장치의 선택된 구성요소를 상세하게 도시하는 분해모습

도 20은 도 19에서 도시된 구조를 상세하게 도시하는 확대된 평면 모습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12 : 서포트 14 : 측판

16 : 슬라이드 18 : 슬롯

22, 24 : 앵커 26 : 케이블

28 : 가이드 부재 30 : 케이블 통로

40 : 에너지 흡수모듈 50, 52 : 모듈세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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