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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대중량의 컨테이너를 적재한 대형 트레일러의 무게중심은 컨

테이너에 위치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도로운송이 증가하면서 운

행 중인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가 추락하는 사고사례 또한 증가하

고 있다. 타 차종에 비하여 화물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치사

율이 높고, 사고수습에서도 큰 경제적 복구비용이 소모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 사고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강화 

및 법적 제도 정비와 같은 운전자의 인식개선에 의존하는 수동적 

방안만이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1]. 
컨테이너 샤시에는 트위스트락(twist lock)이라는 컨테이너 고

정 장치가 총 8곳에 위치하여 20 ft 또는 40 ft 규격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다. 상용화되어 있는 이들 잠금장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운전자가 개별적으로 잠금과 해제 조작을 행하는 

수동방식으로 운용된다. 수동조작방식으로 인한 운전자의 실수와 

조작 불편에 의한 미체결 사례와 함께 컨테이너 추락시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전복을 피하고자, 컨테이너가 트레일러에서 분리될 것

을 기대하고 고의적으로 트위스트락을 미체결 하는 사례가 주요한 

사고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2]. 따라서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가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주의와 직접적인 조

작에 의존하지 않고, 기구적으로 자동 체결되는 방식의 컨테이너 

고정 장치를 적용하는 것이 사고방지대책으로 효과적일 것으로 판

단된다.
트위스트락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선박 또는 컨테이너 터미널

에서 안정적인 적재를 위한 기계적 강도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항만 크레인의 스프레드(spreader)에 사용되는 트위스트락을 대상

으로 한 파손원인 규명에 국한하고 있다[3-6]. 트레일러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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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의 경량화 및 구조적 특성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된 바

는 있지만[7,8], 트레일러용 트위스트락의 자동화에 관한 연구는 진

행된 적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트레일러로부터 컨테이너가 추락하는 사고를 예

방할 수 있는 자동체결방식의 트위스트락을 국산화 생산 및 제조

하기 위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동 체결 및 해제가 

가능한 컨테이너 고정기구를 설계하고, 유한요소해석으로 사용 환

경에서의 구조강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2. 제품설계
2.1 기존 제품의 구조 및 문제점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용 트위스트락의 구조는 Fig. 
1과 같다. 지지 콘과 칼라의 장축 직경이 일치하는 Fig. 1(b)는 

잠금 해제상태를 나타내며, 지지 콘이 고정되어 있는 칼라에 대해 

90° 회전된 Fig. 1(a)와 (c)는 잠금 상태를 나타낸다. 컨테이너의 

각 모서리에 설치되어 트위스트락과 체결되는 모서리쇠의 형상과 

치수는 Fig. 2에서 보이고 있다. 트위스트락에 모서리쇠가 안착하

면 운전자는 핸들을 90° 회전시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하

게 된다.
컨테이너 운송 중 잠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잠금 너트 또는 

고정 홈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주행 중 발생되는 진동과 마모로 

인하여 고정상태가 유지하여야 하는 핸들의 구속이 풀려 컨테이너 

운송 중에 잠금이 해제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컨테이너 모서리쇠와 지지 콘의 잦은 충돌로 인한 트위스

트락의 변형으로 컨테이너 인양시 컨테이너 모서리쇠에 지지 콘의 

일부분이 걸려 컨테이너와 함께 차량이 인양되는 사고를 야기하기

도 한다. 이 같은 기존제품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발품

의 설계개념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2.2 개발 제품의 설계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래치(Latch)와 가이드 콘

(Guide cone)을 적용한 설계 개념도를 Fig. 3에 도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동체결 방식의 트위스트락은 모든 구성 요소

가 조립되고 샤시에 용접 접합되는 하우징, 컨테이너 상차 시 체결 

홈을 안내하는 가이드 콘, 컨테이너의 전복을 방지하고 고정하는 

2개의 후크와 스프링에 의해 후크의 동작을 구속하는 래치로 구성

된다. 후크는 Fig. 4(a)와 같이 스프링에 의해 항시 해제상태를 유

지한다. 컨테이너가 상차될 때 모서리쇠와 접촉하는 Arm에 의해 

후크는 회전되고, Fig. 4(b)에서와 같이 컨테이너가 샤시에 안착하

게 되면 스프링력에 의해 래치는 후크의 고정 홈에 삽입되어 기구

적으로 자동 잠금이 되는 구조이다. 또한 래치는 선형 액추에이터

(actuator)에 의해 자동 잠금해제가 가능하도록 구상되었다.
후크는 컨테이너가 샤시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Fig. 1 Photograph of twist lock on a rear corner of a container 

chassis : (a, c) locked position and (b) unlocked position

Fig. 2 A corner fitting of a container compliant with ISO 1161 

Table 1 Solutions to existing problems

Major problems Solutions
∙ Self-unlocking of twist lock

Application of 
slam latch

∙ Manually-operated method
- Inappropriate locking or intentional unlocking
- Confirmation on the locking and unlocking 

of the locking device entirely depends on the 
driver.

∙ A lifting of truck-trailers during the hoist 
process caused by modified twist locks

Prevention of 
deformation using 

guide cone

Fig. 3 Overall configuration of design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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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계요소로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구조물 부재의 단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 경계면에서 응력집중이 발생되며, 부재의 

평균응력보다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재료의 파손에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설계에서는 응력집중을 최소화하

기 위해 후크의 단면은 탄젠트 접촉 곡선 기반으로 형상을 디자인

하였다.
설계 모델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으로 래치에 작용하는 고정 홈

의 반력을 검토하여 충분한 자동체결 및 해제가 가능한 적정의 래

치 조작력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컨테이너의 이송과 함께 상하

차 과정을 포함한 사용 환경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중을 고려

하여 가이드 콘과 후크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지 설계 검토를 진

행하였다.

3.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및 해석조건
3.1 모델링

유한요소 해석은 Solidworks 2016을 사용하여 모델링하여 

Solidwokrs simulation 2016 상용해석 모듈을 이용하여 수행하

였다[9]. 해석 모델에 적용된 메시(mesh)는 포물선 사면체 솔리드 

요소의 곡률 기반 메시를 사용하였으며, 모델의 곡률에 적합한 

메시 크기를 적용시켜주는 자동 메시 생성 기능(adaptive mesh 
tool)을 사용하여 해석모델을 생성하였다. 해석은 H-adaptive 방
법을 적용하여 해석결과가 정확도 범위에 미수렴하는 경우 요소의 

크기를 보다 작게 재조정하여 반복 해석을 수행하도록 설정하였다. 
최소 요소크기는 응력오차 값이 최대 3% 이내로 수렴하는 최소 

요소크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때 적용된 메시 파라미터는 

Table 2와 같다. Fig. 5는 하우징과 후크-래치 조립체에 대한 유한

요소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각 모델에 적용된 재질은 모두 ANSI4340강이며, 해석에 적용

한 물성치는 Table 3과 같다.

3.2 해석조건
해석 시 구성부품의 접촉조건을 고려하여 용접접합으로 조립되

는 하우징 부품들은 접촉(bonded)조건을 적용하였으며, 트레일러 

샤시와 용접 접합되는 하우징 측면 두 곳의 접합 영역은 고정 구속

조건을 적용하였다. 후크-래치 조립체의 부품들은 회전과 슬립이 

허용되도록 관통없음(no penetration) 접촉조건을 적용하였으며, 
후크의 운동을 구속하는 래치의 바닥면은 고정 구속조건을 적용하

였다. 하우징과 접촉하는 축의 접촉면은 고정힌지 구속을 적용하

였다. 하우징과 후크-래치 조립체의 해석 경계조건과 하중조건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좌표축은 샤시의 길이에서 후미방향을 X축, 컨테이너가 상차되

는 샤시의 상부 방향을 Y축, 샤시의 중심에서 측면방향을 Z축으로 

하였다.
Y방향으로 최대 부하가 작용하는 경우는 컨테이너 하차과정에

서 컨테이너 인양시 컨테이너와 분리되지 못한 샤시가 함께 인양

되는 경우가 고려될 수 있다. 이때 샤시를 포함한 트랙터의 총 차량

(a) (b)

Corner fitting
of container

Arm

Fig. 4 Operating mechanism of automatic locking system : (a) 
unlocked position and (b) locked position

Table 2 Mesh control parameters

Mesh type Curvature-based mesh
Max. size (mm) 10 
Min. size (mm) 2 

Min. number of elements in a circle (-) 8
Element size Growth ratio (-) 1.6

Table 3 Properties of AISI4340 steel

Yield strength (MPa) 710 
Tensile strength (MPa) 1110

Modulus of elasticity (GPa) 205
Shear modulus (GPa) 80

Poisson’s ratio (-) 0.32

Weight density (kg/m3) 7850

(a) Housing assembly (b) Hook-latch assembly

Fig. 5 Finite element modeling of a housing and hook- latch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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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이 후크에 작용하게 된다. 국내외 도로교통법에서 예외 규정

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운행제한 총중량 기준에서는 트

랙터와 샤시 및 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포함한 총중량이 40톤

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국제표준화기구 표준에서는 적

재화물을 포함한 40 ft 규격 컨테이너의 최대중량을 30톤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양쪽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컨테이너 샤시는 약 6
톤, 트랙터는 약 10톤 이하의 중량으로 제작된다. 따라서 트위스트

락이 Y축 방향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하중은 샤시와 트랙터의 합

산 중량인 최대 약 16톤으로 산출된다. 트위스트락은 컨테이너 모

서리 4곳에 체결되며 각각의 트위스트락은 2개의 후크에 균일하게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개별 후크에는 19.62 kN의 하

중을 적용하였다.
Y축 아랫방향(이하 –Y방향)으로 작용하는 최대하중은 컨테이너 

적재시 트위스트락에 모서리쇠가 안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컨테이

너가 지속적으로 하강하여 컨테이너 모서리 일부는 샤시에 닿고, 
컨테이너 바닥이 가이드 콘 위에 걸쳐지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컨테이너의 무게중심은 컨테이너 단면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가정하면 가이드 콘에는 모멘트 평형에 의해 컨테이너 최대중량의 

1/2 이 작용될 것으로 판단하여 147.1 kN을 가이드 콘의 상부중심

에서 –Y방향으로 적용하였다. 
컨테이너는 샤시에 적재되어 운송되기에 운송 중에는 하차과정

에서와 같은 Y방향의 대규모 하중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충돌

사고에 의한 급정지 또는 회차시 발생되는 원심력에 의하여 적재

된 컨테이너의 쏠림으로 X축 또는 Z축 방향의 횡하중이 가이드 

콘에만 작용된다. ‘국제일반화물컨테이너’에 관한 한국산업표준에

서는 컨테이너 수송중의 동적부하조건을 길이방향(X축 방향)으로 

2 g, 컨테이너의 측벽방향(Z축 방향)으로는 0.6 g에 대한 부하시

험조건을 제시하고 있어[10], 컨테이너 최대중량인 30 톤이 4개의 

트위스트락에 균일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가이드 콘의 X
축 방향으로 147.1 kN, Z축 방향으로 44.13 kN의 하중조건을 적

용하였다. 

4. 해석결과 및 고찰
4.1 가이드콘 조립품 해석결과

Fig. 7은 X방향 하중적용의 해석결과로 가이드콘과 하우징이 

용접 접합되는 필렛(fillet)의 선단 요소에서 재료의 인장강도를 넘

는 1.16 Gpa의 최대 von-Mises응력 값을 나타내었다. Fig. 8에서

와 같이 요소가 일정크기로 작아지면 응력은 수렴하는 경향을 보

여 메시의 부적절 또는 응력 특이점에 의한 해석의 발산이라기보

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의한 응력집중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에 

모서리쇠와의 체결을 고려한 최대 치수허용 범위인 6.5 mm로 용

접부의 필렛 반경을 증대시켰다. 또한 구조강도에 영향이 적고 얇

은 두께로 인하여 급격한 단면 변화를 보이는 요소는 제거하여 응

력집중이 발생되는 요소가 최소화 되도록 하우징의 구조를 개선하

였다. 
개선모델의 X방향 하중에 대한 해석결과는 Fig. 9와 같이 가이

(a) Housing assembly (b) Hook-latch assembly

Fig. 6 Load and boundary conditions

Fig. 7 Stress concentration at fillet

Loop 
Number

Number of 
elements

1 6,986
2 15,453
3 26,797
4 45,860
5 74,108

Fig. 8 Convergence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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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콘과 하우징의 접합 모서리 전반으로 최대하중 발생 위치가 변

경되었고, 최대응력은 630 MPa이 도출되어 항복이하의 응력이 발

생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X방향 하중에 대한 해석결과는 Fig. 10에서 보이고 있으며, 최

대응력은 617 MPa로 X 방향 최대응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X
방향의 하중 작용면은 X방향의 하중 작용면 보다 가이드 콘-하우

징 조립체의 질량중심에 약 12 mm 정도 가까워, 모멘트 반력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13 MPa의 응력 감소를 보인 것으로 판단

된다. 
샤시의 측면인 Z축 방향 하중에 대한 해석결과는 Fig. 11과 

같으며 294 MPa이 도출되어 앞선 결과에 비해 가장 낮은 최대응

력이 발생하고 측면 필렛에 응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컨테이너가 가이드 콘의 상부에 걸치는 경우를 고려한 –Y 축 

방향의 하중에 대한 해석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최대응력

은 2.72 GPa로 항복응력 보다 약 383% 이상으로 높게 도출되었

고, 반경 5.4 mm의 가이드 콘 선단의 구 형상 경계면에서 국지적

인 피크 응력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가이드 콘의 선단 한 점에 

모든 하중이 점 하중으로 작용하여 요소크기가 작아질수록 해석 

결과는 수렴하지 못하고, 무한대로 응력 값이 발산되는 응력특이

점(Stress singularity)에 의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로 판단된다. 실
사용 환경에서 가이드 콘 선단은 컨테이너 모서리쇠와의 잦은 충

돌로 일정수준의 변형이 생기게 되며, 변형 후에는 작용력이 선압 

또는 면압으로 작용하게 된다. 응력 특이점 효과를 제거하고 –Y 
방향하중에 대한 변형된 가이드 콘의 응력분포 경향을 검토하고

자, 가이드 콘 선단으로부터 응력특이점 현상을 나타내는 반경 

Fig. 9 Stress distribution at the connection part between housing 
and guide cone with the load in X direction

Fig. 10 Analysis result of the housing assembly with the load 
in –X direction

Fig. 11 Stress distribution at the connection part between housing 
and guide cone with the load in Z direction

Fig. 12 Stress singularity at the guide cone with the load in –Y 
direction



Dong-Hyun Kim

64

5.4 mm 보다 큰 7.5 mm를 제거한 모델의 해석결과를 Fig. 13에

서 보이고 있다. 응력특이점에 의한 국지적인 피크응력은 없어지

고 가이드 콘 전반으로 응력이 분산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이

드 콘 내부의 필렛 영역에 668 MPa의 최대응력이 발생하였다. 
가이드 콘 조립체의 개선 모델에 대한 해석결과를 Table 4에 정

리하였다. 

4.2 후크-래치 조립품 해석결과
컨테이너 인양시 컨테이너 샤시가 함께 인양되는 경우를 고려하

여 Y방향 하중을 각각의 후크에 적용한 후크-래치 조립체 모델의 

해석결과를 Fig. 14에 나타내었다. 모서리쇠와 접촉하는 후크의 

접촉면 상부모서리에 최대응력 510.65 MPa이 발생하였으며, 모
서리쇠와 접촉하는 선단은 0.234 mm의 최대 변형량이 확인되었

다. 이때의 최소 안전계수는 1.39로 가이드 콘 조립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수정되었습니다. 교체 바랍니다.
본 연구에서 디자인한 후크는 자동 잠금뿐만 아니라 확실한 자

동해제를 고려하여, 후크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의 회전 

모멘트가 발생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후크 형상과는 반대

로 부하 작용점이 회전중심의 우측에 위치할 경우, 후크에는 반시

계방향의 모멘트가 발생하여 컨테이너가 상측으로 이동할수록 후

크는 컨테이너를 더욱 구속하게 된다. 즉, 후크에서 래치가 분리되

어도 샤시에서 컨테이너는 분리되지 못하고 샤시와 트랙터가 컨테

이너와 함께 인양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하 작용점을 후

크의 회전중심 좌측에 배치하여 컨테이너의 이탈을 구속하는 래치

가 분리되면 컨테이너 인양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도록 설계하였다. 
Y방향 부하시 후크의 보스면과 래치의 바닥면에서 발생되는 반력

은 Fig. 1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후크와 접촉하는 래치의 면이 

원호로 되어 있어 후크의 회전모멘트는 래치를 분리시키려는 부하

가 –Y 방향으로 17.6 kN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후크의 형상은 확실한 자동해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래치가 후크에서 밀려나

가는 힘을 소형 액추에이터로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래치의 동작제어는 래치의 분리력을 충분히 제

어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래치를 액추에이터

에 직결시키는 것보다 캠 또는 링크기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Fig. 13 Analysis result of the housing and guide cone assembly 
with removed stress singularities 

Table 4 Analysis results of the housing and guide cone assembly

Load
direction

Maximum von-mises 
stress (MPa)

Minimum 
Factor of safety

Maximum 
displacement (mm)

X 629.91 1.13 0.180
-X 617.31 1.15 0.241
Z 294.29 2.41 0.077
-Y 668.49 1.06 0.154

Fig. 14 Stress distribution at the hook assembly with the load 
in Y direction 

Fig. 15 Distribution of Reaction force at the hook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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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트레일러로부터 컨테이너가 추락하는 사고를 예

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 체결방식의 컨테이너 샤시용 컨테이너 

고정 장치를 설계하고,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강도의 안전성을 검

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이드 콘-하우징 조립체에 대한 기본모델의 경우 용접부 선단

에서 항복강도 이상의 응력집중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체결부품간의 간섭을 고려하여 용접부 필렛 크기를 6.5 mm로 개

선한 경우 용접부 전체로 응력이 분산되었고, 컨테이너 운송중의 

부하조건에서 용접부의 최소안전계수는 1.13 ~ 2.41로 구조강도

가 향상되었다.
컨테이너 하차과정에서는 후크에 최대응력이 발생하며 최소안

전계수는 1.39로 가이드 콘 조립체와 유사한 수준의 강도를 나타

내었다. 반면 컨테이너 상차과정에서는 가이드 콘에 최대응력이 

발생하고, 최소안전계수는 1.06으로 사용 환경부하에서 가장 취약

한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구적 자동체결방식의 컨테이너 

고정 장치는 재료의 항복강도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수요건

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국산화 생산을 위한 각 부품별 

적정의 소재 선정에 있어 기초설계 자료로써의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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