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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제주KAL호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1)

일시 | 2017년 12월 6일(수) ~ 8일(금)

2 0 17  한 국 생 산 제 조 학 회

추계학술대회
2017년 12월 6일(수) : 리셉션

7일(목) :   논문발표, 명사초청강연, 정기총회 

전시회(Core-Research Lab. Remote Tour) 

만찬 및 시상식

8일(금) :   논문발표, 학술분과별 토론회 

전시회(Core-Research Lab. Remote Tour) 

리더스 미팅 & 산학연 교류회

•공작기계시험평가 

•광에너지응용 

•그린생산시스템 

•그린에너지응용 

•금형 및 공구 

•나노마이크로시스템 

•로봇 및 자동화 

•메디칼 

•부품 NDE 모니터링 

•설계 및 CAE 

•스마트공작기계 

•진동 및 제어 

•첨단공작기계 

•초정밀가공 

•탄소융합 

•통합생산시스템

•프린터블일렉트로닉스 

•플라스틱성형가공

•IT/BT 융합 시스템 

•스마트팩토리

•기타

학술 발표 부문

www.ksmte.kr



유네스코 세계 자연경관의 유산이 담겨진 제주에서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17

년도 한국생산제조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제조기술 분야 산·학·연의 전문가와 연구자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생산제조분야의 산․학․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나라 제4차 

산업혁명의 깃발을 높이 추켜올리는 가을 축제로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어 온 우리나라의 생산제조 위기론을 산·학·연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여 

지혜를 모으고, 현재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삼는 도약의 발판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생산제조 기술의 혁신적인 연구들에 대한 320여편의 주옥같은 

학술논문들을 발표하는 자리는 물론, 20여개의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기업이 참가하여 

첨단 생산제조기술 분야의 선진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핵심 연구 실험실 투어(Core 

Research Lab. Tour) 전시회, 특별강연회, 국책사업 연구결과 발표회, 학술 부문별 특별세

션, 미래 젊은 과학기술인 세션 등, 우리나라 생산제조기술의 부활을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조직위원회에서는 회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여 본 학술대회가 성공적으

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색 단풍이 깃든 늦가을 흥취로 제주에서의 

소중한 특별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디 뜻깊은 이번 학술행사에서 최신의 폭넓은 정보를 교환하여 주시고 진지한 대화

와 토론의 장을 함께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생산제조기술 분야의 모든 회원분들께 학회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대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학술, 총무, 재무, 프로그램 분과

의 많은 위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생산제조학회 

회장 이 수 훈

2017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맹 희 영

인사말씀

KSMTE ANNUAL AUTUMN CONFERE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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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전도도 측정 센서용 Ag 전도사의 부식거동··········································································································78

박선화, 박지혜, 송재용(한국표준과학연구원)

생체신호 측정을 위한 섬유전극의 개발 및 평가·········································································································79

이재경, 이현경, 김은주, 김지홍, 노수현, 소주희, 임대영, 유의상(한국생산기술연구원)

◉ Track 2 : IT-BT 융합 제조 공정 및 시스템

초저유량 하이드로싸이클론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80

이현우, 서영진, 전원영, 권오찬(금오공과대학교), 박진호, 이준철(한국생산기술연구원)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방식 금속 3D프린팅 공정의 유동 특성에 관한 연구·······································81

연시모, 이혜진, 손용, 김상훈, 박진호(한국생산기술연구원)

FDM 3D프린팅을 이용한 친환경, 고강도 Bio-PC 적층 공정개발 및 평가·······························································82

이지은, 박성제(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진호, 이낙규(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명술, 진선철(삼양사), 박근, 류민영(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손용(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이프티 커플링의 동적거동 해석·································································································································83

정현준, 장택진, 박재규(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성묵((주)성일기공), 김종봉(서울과학기술대학교)

◉ Track 2 : 그린에너지응용

결함 치유를 통한 그래핀의 열전도도 향상··················································································································84

최상배(한국기계연구원), 김우창(한국기계연구원, 고려대학교), 이주형(광주과학기술원), 
이승모(한국기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문충만(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김재현(한국기계연구원), 
이학주(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박진성(고려대학교), 김덕종(한국기계연구원)

양자점 대량 정제 기술···················································································································································85

김덕종(한국기계연구원)

Passive 냉각 기술의 개발과 적용································································································································86

하정석, 오홍준, 오병수(전남대학교)

PEMFC 발열에 의한 Stack내 열응력 분석··················································································································87

조인수, 권오정, 하정석(전남대학교), 황성하((주)엠이테크), 오병수(전남대학교)

환원형 잉크 코팅 기반 메탈 나노박막 및 나노패턴의 수월 제조 및 산화아연 나노와이어와의 ····························88

기능성 혼성구조 개발 응용

김정대, 유강은, 이재혁, 이원석, 오동교, 이승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윤홍석(한밭대학교), 옥종걸(서울과학기술대학교)

◉ Track 4 : 친환경 부품 설계

고속 활주형선의 선체 저항감소기법 사례연구·············································································································89

박충환(중소조선연구원)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친화적 미끄럼 방지용 논슬립 기술·········································································90

김다영((주)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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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백 탈진을 위한 대용량 싱글 인젝터의 개발·············································································································91

장성철, 박운재(한국폴리텍대학), 이정원(에스앰티(주)), 김동혁(삼우필텍(주)), 
윤소남(한국기계연구원)

KF-80 주름용 황사 마스크의 설계 및 제작················································································································92

장성철(한국폴리텍대학), 김한주(SDL Tech.), 김한진(신대림정밀공업), 강경태(신라대학교), 
박성배(Win 초음파 기술연구소)

3단 비례유량제어밸브의 특성 해석·······························································································································93

박중호(한국기계연구원), 전광옥(SF Hyworld), 장성철(한국폴리텍대학), 윤소남(한국기계연구원)

◉ Track 4 : 플라스틱성형가공

복합재료 RTM 공정 시뮬레이션의 개요·······················································································································94

김선경(서울과학기술대학교)

3D 프린터 최적의 서포트 생성에 관한 연구···············································································································95

장상호, 신재섭, 우종운(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인서트 모듈 금형시스템 적용을 통한 청정생산공정기술개발·····················································································96

김성훈, 박설아, 김미선(통일전자공업(주))

액체 코팅방법에 따른 은 나노와이어 퍼콜레이션 네트워크·······················································································97

안광국, 김동재, 김온유, 임거환, 임병권(성균관대학교), 남재욱(서울대학교)

필름 인서트 인몰드 코팅에서 코팅 소재가 휨 변형에 미치는 영향···········································································98

이호상, 손진우, 성겸손(한국교통대학교)

◉ Track 5 : Agile Technology

볼엔드밀의 런아웃과 가공표면 측정·····························································································································99

정현제, 청더쥔, 김수진(경상대학교)

공구 접촉점과 마모 형상 실험····································································································································100

청더쥔, 정현제, 김수진(경상대학교)

공구의 이동방향에 따른 엔드밀 가공의 절삭력 예측 및 검증··················································································101

강구선, 이동윤(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공형 PZT 신호특성 및 분석에 관한 연구···············································································································102

박중호(한국기계연구원), 이후승(충남대학교)

광파장 이하 고분해 전극 패턴의 레이저 응용 제조··································································································103

권승갑, 백승현, 강봉철(금오공과대학교)

산업분야에서의 데이터분석 활용방안 소개·················································································································104

이성근, 이원석(㈜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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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 5 : 나노마이크로시스템

전도성 필러와 다양한 고분자를 이용한 고성능 열계면소재 연구·············································································105

서대우, 이상훈, Xu Chenchen, 백승현(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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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훈, 김준, 아바스 나심, 김석민(중앙대학교)

레이저 환원 그래핀 기반의 고용량 마이크로 슈퍼커패시터 제조 및 평가······························································107

권순근, 임형준, 김기홍, 최기봉, 이재종(한국기계연구원)

스캐닝 간섭 리소그래피 공정 중 발생하는 오차 보정을 위한 tip tilt mirror 제어 수식에 관한 연구··················108

김민수, 박창수, 주철민, 강신일(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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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권순근, 임형준, 최기봉, 이재종(한국기계연구원)

◉ Track 6 : 첨단 레이저 미세가공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한 미세 인쇄 전극 트리밍········································································································110

김지현, 이동근, 지석영, 장원석, 안상훈(한국기계연구원)

펄스 길이에 따른 ITO 가공 특성에 관한 연구············································································································111

신영관, 김훈영, 최원석, 지석영(한국기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교), 전진우(한국기계연구원), 
조성학(한국기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교)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유연 기판 위 전극 패터닝 기술······························································································112

지석영(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전진우(한국기계연구원), 김훈영, 
신영관, 조성학, 장원석(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펨토초레이저를 이용한 MAX-phase 소결체의 반복률에 따른 어블레이션 특성·····················································113

황기하(부산대학교, 한국기계연구원), 김훈영, 조성학(한국기계연구원), 강명창(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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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목] 13:00~13:40

[포스터발표 I]

공작기계시험평가

로터리 테이블을 구비한 5축복합가공기의 정밀도 검사를 위한 KS/ISO 규격 분석 및 측정··································115

박우상, 신흥철, 이남형((주)기흥기계), 신재훈, 박병수, 윤재웅(대구대학교)

유니버설 헤드 5축 복합 가공기 정밀도 검증을 위한 표준시편 개발········································································116

신재훈, 박병수, 이승준, 윤재웅(대구대학교)

스크류 가공을 위한 클램핑 스핀들의 각도 오차 분석·······························································································117

문홍만, 김갑영, 김기정, 김상원, 이선주(덕흥(주)), 강재훈(한국기계연구원)

그린생산시스템

스핀들 전류신호를 이용한 공구 마모 실험에 대한 연구····························································································118

백승엽, 정성택, 추진호, 김현정, 공정식(인덕대학교), 박대유(화천기공)

전기화학 폴리싱을 이용한 스테인리스 미세 망의 배수 효율 향상 연구··································································119

김욱수, 박정우(조선대학교)

LED 융합조명용 자동화 검사 및 대량 조립생산 장비 개발······················································································120

노기평, 문민중, 전서연, 한준모((재)광주테크노파크), 추상용(㈜파이맥스)

200GHz DWDM 10km용 10Gbps Bi-Di SFP+ 광트랜시버 개발·············································································121

노기평, 문민중, 한준모((재)광주테크노파크), 이병규, 신종윤, 안세경, 박경현(㈜엠피콤)

초경량 Al-Li 합금 탱크 제작을 위한 마찰교반접합 기술··························································································122

유준태, 윤종훈(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정현(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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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발표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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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형 운동 머신을 위한 강인 제어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고석조1*, 윤성민2, 백준영2, 노치범2, 김태훈3, 차병수4, 이민철5

A Study on Robust Control Algorithm for Training System with Cable Type

S. J. Go*, S. M. Yoon, J. Y. Baek, C. B. No, T. H. Kim, B. S. Cha, M. C. Lee

동의과학대학교 기계계열1, (주)론픽2, 동의과학대학교 전자과3, 동의과학대학교 산업디자인과4,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5

Key Words : Weight training, Training system, PID, Sliding Mode Control Algorithm, Sliding Perturbation Observer

1. 서 론

웨이트 트레이닝 인구의 증가로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1]. 그러나 일반적인 

체력단련센터의 경우 운동 회원의 증가로 트레이너 부재 상태에서의

부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트레이너 부재 시에도 근

력운동을 보조하면서 사용자의 운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운동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근력 운동을 보조하면서 운

동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오토 트레이닝 시스템(auto training

system)을 개발하고자 하였다[2,3]. 오토 트레이닝 시스템은 케이블 운

동기구 장착 모듈(cable mountable module), 시스템 제어 모듈(system 

control module), 운동 정보 모니터링 모듈(training information 

monitoring module)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케이블 운동 기구

부의 제어에서 외란특성을 고려한 제어 알고리즘을 선정하고자 한다. 

Fig. 1 Cable mountable module of the auto training system

2. 제어 알고리즘

케이블형 운동 머신의 액추에이터 제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

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PID 제어 알고리즘과 강인제어기로 알

려진 SMC 알고리즘(sliding mode control algorithm)을 적용하였다. 그

리고 근력운동과정의 외부 외란 특성을 고려해서 상태관측기와 섭동

관측기를 가진 SMCSPO(sliding mode control with sliding perturbation

observer)[4]도 함께 적용하고자 하였다. 

3. 제어 성능 평가

시뮬레이션 결과 무부하 조건에서는 Fig. 2와 같이 PID, SMC, 

SMCSPO 제어기 모두 적절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러나 부하 조건에서는 Fig. 3과 같이 PID 제어에 비해 SMC와 SMCSPO

의 제어성능이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근력운동과

정에서 외부 외란 특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섭동항에 대한 보

상이 되도록 SMC 보다는 SMCSPO를 최종 선정하고자 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6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No. C0395988)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Fig. 2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without payload

Fig. 3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with pay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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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꽃 잎 효과(Lotus effect)는 연꽃의 잎 표면에서 물방울이 맺히고 

표면의 먼지를 제거하는 효과이다. 이러한 초소수 성질을 갖는 연꽃 

잎의 마이크로/나노 잎 구조를 모방하여 제작한 표면은 자가세정분

야의 분야에 응용 및 적용되고 있다. 토란 잎(Taro Leaf)은 연꽃 잎 효

과를 구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이다. 본 논문에서는 나노 임프

린트 기술을 이용하여 토란 잎의 표면 구조를 자연 모사 하였으며, 

이 표면 구조를 이용하여 초 소수성을 확인 하였고, 자가세정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2. 토란 잎 자연 모사 실험 

 
본 토란 잎 표면 자연 모사 실험에서는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과 수열합성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PDMS를 이용하여 토란 잎
의 역상 몰드를 제작 하였으며, 앞에서 제작한 몰드와 텅스텐 산화물 
(Tungsten Trioxide) 나노 파티클과 고분자가 섞인 기능성 레진을 이용

하여 스핀 코팅 및 나노 임프린트 공정을 통해 토란 잎 자연 모사를 
25x25mm 면적의 FTO 유리 위에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한 패턴을 
이용하여 열처리 공정을 이용하여 레진 안의 고분자를 제거하고 마이크

로 형태의 돔이 형성된다. 그리고 수열합성 방식을 이용하여 Nanoflake를 
돔 형태에 붙이는 방식을 이용하여 나노스케일의 구조를 형성한다. 
그리고 타로 잎을 구현 한 패턴에 Self-Assembly Monolayer (SAM) 코팅

을 통해서 표면 에너지를 조절하여 초소수성을 구현하도록 한다. 앞
의 공정을 이용하여 토란 잎 표면을 모사하는 방식이 구현된다. 	

 
 
Fig. 1 SEM images; Natural Taro Leaf (left), Artificial Taro Leaf (right) 

 
3. 결과 및 고찰 

 
앞에서 나노 임프린트 공정 방식을 이용하여 제작 한 마이크로 구

조의 타로 잎 구조 형태는 실제 토란 잎과 비슷하게 제작 되었다. 또
한, 수열합성 방식을 이용하여 제작된 나노 구조의 flake 형태 역시 
제대로 구현된 것을 SEM 사진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 위에 SAM 표면 코팅을 이용하여 표면 에너지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초소수성을 갖게 된 인공 타로 잎은 기존의 타로 잎보다 더 높
은 접촉각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마이크로 및 나노 
구조 만 제작한 형태보다 가장 높은 접촉각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설명해주는 접촉각 측정은 증류수(DI water)와 글리세롤(glycerol) 로 측
정하였으며 Fig. 2에 나타내었다. 또한, 물을 타로 잎 자연 모사 구조

가 형성된 2.5x2.5 FTO 유리기판 위에 올려 져 있을 때의 실제 사진이 
Fig. 3에 나타나있다.   

 

 
Fig. 2 Contact Angles of DI water (Top) and Glycerol (Bottom) 

 

 
  

Fig. 3 Photoimages of superhydrophobic DI water (Left) and Glycerol 
(Right) 

 

Fig. 1의 SEM 사진을 통해서 자연의 토란 잎 구조와 유사하게 인공 

토란잎 구조를 제작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의 접촉각 측정을 통

하여 증류수는 기존 토란 잎은 115o로 측정되었지만, 자연모사를 이

용한 구조에서는 142o의 높은 접촉각을 나타내는 표면을 구현하였다. 

또한, 글리세롤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역시, 자연의 토란 잎은 

124o로 측정되었지만, 자연 모사를 통해 제작한 인공 토란 잎의 경우

는 146o로 측정되어 자연 모사 초소수성 표면 구조가 잘 형성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ig. 3의 실제 사진에서 자연 모사된 토란 잎 

표면 구조 위에 증류수와 Glycerol을 올려 놓은 결과 초 소수성이 잘 

구현됨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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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을 위한 제조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개발

최미진1, 임성한1,2*, 배성재1,2, 나경환1,3, 이지나1, 정지혜1

Manufacturing Engineering Framework for New Produc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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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엔지니어링 디자인센터1, 단국대학교 기계공학과2, 단국대학교 공과대학3 

Key Words : Manufacturing Engineering, Framework, Consulting, New Product Development (NPD)

1. 서 론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 제조기업이 신사업 신제품 개발 시 프레임워
크가 구비되지 않아 체계적인 신제품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방안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제조기업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일부에 포함되어 신제품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신제품 개발 과제의 
기획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프레임워크의 단계별 핵심활동을 검증 및 
세분화하였다. 

2. 제조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제조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란 신제품 개발을 위해 각 단계에서 수
행하는 기법들을 분석하여 개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전략수립방법이
다. 본 연구를 위해 다양한 신제품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선행연구
를 실시하여 Fig. 1과 같이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제조엔지니어링 프레
임워크 (Manufacturing Engineering Framework for New Product 
Development)를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제품 개발 과정을 크게 
Basic Planning과 Tryout Planning으로 구분하였다. Basic Planning 
단계에서는 ‘제품컨셉확립 단계’ (Basic Planning I)와 함께 ‘개념설
계 및 통합설계 단계’ (Basic Planning II)를 통해 제품 개념을 도출한 
후, 다음 단계인 Tryout Planning 단계에서는 ‘시작품 프로젝트’ 
(Tryout Planning I), ‘시제품 프로젝트’ (Tryout Planning II) 순으로 
수행한다. 

 

Fig. 1 제조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Table 1은 단계별 핵심활동 분류를 나타낸다. Basic Planning I의 
핵심기술은 아이디어 확립 및 검증, 컨셉 확립, 사업화 가능성 검토 등
으로 분류되며 Basic Planning II는 개념설계, 요소설계, 최적화 설계, 
설계 관리로 분류하였다. Tryout Planning I 단계에서는 시작품 프로
젝트, Tryout Planning II에서는 시제품 프로젝트 및 생산성 검증 및 
관리로 분류된다. 

중분류 소분류 핵심활동

Basic Planning I
(Conceptualization 

step)

Ideation 아이디어 확립, 아이디어 검증

Feasibility Study 컨셉 확립, 사업화 가능성 검토

Basic Planning II
(Basic Drawing step)

개념설계 개념설계, 요소설계, 설계 로드맵

통합개념설계 최적화설계, 설계 관리

Tryout Planning I, II
(Actualization step)

시작품 tryout 시작품 프로젝트, 제품 관리

시제품 tryout 시제품 프로젝트, 생산성 검증 및 
관리

Table 1. 제조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단계별 핵심활동 분류

3. 기획컨설팅을 통한 제조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핵심활동 세분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제조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핵심활동 검증 및 

세분화를 위해 제조엔지니어링 기획컨설팅 (Manufacturing 
Engineering Planned Consulting)을 수행하였다. Table 2는 단계별로 
수행한 기획컨설팅 주제를 나타내며 Fig. 2는 실제 수행한 기획컨설팅
에서 핵심기술을 도출한 사례를 나타낸다.

Table 2. 제조엔지니어링 기획컨설팅 수행을 위한 신제품 개발 과제

 

 

Fig. 2 기획컨설팅을 통해 제조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핵심기술 도출 

사례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제조기업의 신제품 개발 프로

세스 일부에 포함되어 신제품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또한, 다양한 주제의 신제
품 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단계에 맞는 기획컨설팅을 통해 프레임워
크의 단계별 핵심활동을 검증 및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제조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를 통해 신제품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담
당자는 개발 과정에서 원활한 프로세스 관리와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
을 수 있으며 신제품 개발 컨설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는 프레임워크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명: 엔지니어링 산업진흥 강화, 과제번호: 
N0000819]

참 고 문 헌
(1) Kenneth B. Kahn et al., 2012, The PDMA Handbook of New 

Product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Inc.

단계 주제 단계 주제

BPI

BPI-1 스마트 로봇 토이

BPII

BPII-3 개인맞춤형 손목손보조기

BPI-2 PIMD 콤바이너 BPII-4 플라스틱과 실리콘 결합된 
부항

BPI-3 무인기용 랜딩기어 BPII-1 의료용 미세바늘센서

BPI-4 MEMS Probe BPII-2 LED TV 용 잉크
재료

BPI-5 low pressure drop 
damper BPII+TPI BPII+TPI-1 세포분리장치

BPI-6 파력발전 동력전달장치

TPI

TPI-1 CO2 센서 모듈

BPI-7 모듈형 핸드폰케이스 TPI-1 압력센서용 정밀금형

BPI-8 자동차 도어 연동형 엣지 
프로텍터 TPI-1 엠보싱 evaporator

BPI-9 측정장치용 카트리즈 
모듈

TPII

TPII-1 대면적 세라믹부품 
이송장비

BPI-10 조향액추에이터 및 
경로추종제어기 TPII-2 FPV 드론

BPI+BPII
BPI+BPII-1 번호인식주차시스템 TPII-3 스마트미백보조트레이

BPI+BPII-1 유아용캐리어가방 TPI+TPII TPI+TPII 디버링 공정을 위한 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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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육 고품질계수 주철 시제품의 제조 및 특성 평가

오정혁, 이상목, 이상환*

Manufacture and property evaluation of thin-walled cast iron prototypes with high quality index
Jeong-Hyeok Oh, Sang-Mok Lee, Sang-Hwan Lee*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조공정그룹

Key Words : thin-walled cast iron, cast iron prototypes, quality index, manufacturing process, property evaluation

1. 서 론

국제 환경규제 강화 및 자동차 경량화 추세에 따라 연비 향상 및 배

기가스 저감 기술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독일, 일본, 미국 등의 자

동차 제조 선진국들의 경우, 이에 대응하여 자동차 핵심부품의 경량화 

및 고특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에 불어 닥칠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단계적

으로 강화되는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편상흑연주철은 

가격이 싸고, 주조성, 가공성, 진동감쇄능 등이 매우 우수한 소재이다. 
편상흑연주철의 박육 고강도화 기술의 장점은 무게는 비철소재 수준

으로 가벼워지지만, 기계적 특성 및 부품의 성능은 비철소재에 비하여 

월등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냉각속도 상승으

로 취약한 조직인 비평형상(Chill 조직)이 형성되기 쉽고, 얇아진 주물

두께로 인하여 경도 상승에 의한 가공성 저하 및 유동성 감소 등의 치

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편상흑연주철의 박육 고강

도화 기술은 칠 억제, 가공성, 용탕 유동성, 진동감쇄능 및 치수안정성

과 같은 상호 모순적인 특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기술적 난이성

이 존재한다. 세계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두께 3mm
급, 인장강도 350MPa급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 양산 중인 

편상흑연주철 자동차 부품은 두께 5mm급, 인장강도 250MPa급 수준

으로 일본에 비하여 기술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는 높아진 강도 대비 경도는 크게 높지 않은 고품질계수의 박육주철 

자동차용 실린더블록 시제품 제조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6톤급 용량의 중주파 유도 용해로를 사용하였다. C.E.와 Si/C를 각

각 3.9~4.1% 및 0.6~0.7의 범위로 하였다. Mn 및 합금원소의 첨가, 
화학조성 관리, 용해시간 관리, 접종공정 조건 등을 각각 달리하여, 시
제품을 제작하였다. 출탕은 1,500℃ 수준으로 하였다. 노전 시험으로 

접종 전, 후에 Chill 깊이 시험 주형에 주입하였다. 접종 처리한 용탕

은 주입온도 및 주입시간 등을 최적화하였다. 용탕은 봉상형 인장강도 

시험편 주형과 시제품 주형 순서로 주입하였다.
 칠 깊이는 ASTM A 367 규격에 따라 쐐기형 시편으로부터 측정

하였다. 미세조직 관찰을 위하여 봉상형 규격 인장강도 시험편에서 일

부를 채취한 후 흑연조직을 OM으로 촬영하였고, Chill 조직과 펄라이

트 층상 조직은 각각 OM과 SEM으로 촬영하였다. 인장강도는 KS B 
0801 (8C) 규격의 인장시험편으로 만능 인장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

하였고, 봉상형 시험편의 그립 부분을 채취하여 브리넬 경도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하였다. 내충격성을 비교 평가하고자 GC250의 상용제

품과 GC350의 개발 시제품에서 각각 샤르피 충격 시험편을 채취하였

고, KS B 5522의 충격 시험기를 사용하여 KS B 0801에 따라 시험하

였다. 시제품의 부위별 평가를 위하여 횡절단한 시제품을 박육부, 고
냉각부위, 일반부위로 구분하여 각각 살두께, 경도, 미세조직을 평가하

였다. 

Meling Process Tapping/Inoculation Process Pouring Process

Fig. 1 Melting and casting process using mass-production melting furnace 

Rod-shaped Specimen Y-block Specimen Prototype

Mold

Pouring

Fig. 2 Pouring Process of prototype and test specimen

3. 연구 결과

개발기술을 적용하여 얻어진 시제품은 박육부 두께가 3mm 이하로 

나타났고, 미스런이 없는 완전한 형상의 시제품을 확보 하였다. 모든 

부위에서 주조결함이 없고 표면이 양호한 시제품을 얻을 수 있었다. 
시제품 및 시험편 모두 Chill 조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비교적 양호

한 흑연 및 기지조직을 얻을 수 있었다. 기계적 특성 평가결과 인장강

도 350MPa급 이상, 경도 240HB급 이하로 나타났고, 높은 성숙도와 

낮은 비교경도에 의한 우수한 품질계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충격 

시험 평가결과 기존소재와 동등한 수준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참 고 문 헌

(1) ASTM A 367 - 60, “Standard Test Methods of Chill Testing 
of Cast Iron” (1999).

(2) ASTM A 247 - 67, “Standard Test Method for Evaluating the 
Microstructure of Graphite in Iron Castings” (1998).

(3) Ren F, Li F, Liu W, Ma Z and Tian B, J. Rare Earth, “Effect 
of Inoculating Addition on Machinability of Gray Cast Iron”, 
27 (2009) 294-299.

(4) Diószegi A, Fourlakidis V and Svensson IL, JTH Research 
Report, Jönköping University, “Microstructure and Tensile 
Properties of Grey Cast Ir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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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F/SU-8 복합재의 충전재 혼합농도에 따른 UV 노광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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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GnF concentration on the UV curability of GnF/SU-8 composites
S. Woo, S. Park, G. Nam, Y. Choi, S. Park, S.-H. Yoon*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Key Words : Graphite nanoflake, SU-8, UV lithography, Photo patternability

1. 서 론

SU-8은 에폭시 기반 수지로 미소가공성, 자외선(UV) 경화성, 접착

성, 기계적 특성 및 전기적 특성 등이 우수해 미소구조물 제작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흑연 나노박판(graphite nanoflake, GnF)은 

기계적 특성과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여 복합재의 충전재로 각광을 받

고 있다. 기존 GnF 강화 고분자 복합재의 제조는 열경화 방법이 주종

을 이루었는데, 열경화 기반 제조방식은 경화공정의 속도, 공정 용이

성 및 작업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U-8와 GnF를 각각 주재와 충전재로 하는 GnF/SU-8 
복합재를 제조함으로써 UV경화가 가능하고 우수한 미소가공성을 가

지며 경화공정이 용이한 전도성 복합재를 개발한다. 준비된 

GnF/SU-8 복합재 용액에 대해 UV를 조사하여 미소구조물을 제작함

으로써, GnF/SU-8 복합재의 GnF 혼합농도에 따른 UV 노광특성과 

미소패턴 제작특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2. 재료 및 방법

GnF/SU-8 복합재는 SU-8(2150, MicroChem, USA)과 GnF(자체 

제작)로 제작하였다. 이 때 SU-8 희석제(MicroChem, USA)를 섞어

주어 SU-8의 점도를 낮춤으로써 GnF가 균일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a) Solution preparation and lithography (b) Measurement
Fig. 1 Experimental method 

(a) Polymerization thickness of GnF/SU-8 composite as a function of 
GnF concentration with different UV exposure doses

(b) GnF/SU-8 micropattern and its enlarged image
Fig. 2 Experimental results

하였다. 먼저, 팽창된 흑연입자를 SU-8 희석제와 혼합한 후 6시간 동

안 초음파 파쇄하여 지름 10 μm 이하인 GnF가 SU-8 희석제 내에 

분산된 용액을 준비하였다. 상기 용액에 대해 SU-8을 5.0, 7.5, 10.0, 
12.5, 15.0, 20.0, 그리고 25.0 wt.%의 혼합농도로 섞어 7종의 

GnF/SU-8 혼합액을 마련하였다(Fig. 1a, 좌). 혼합액을 유리 기판에 

100 μm의 두께로  도포한 후 65ºC 조건에서 10분, 95ºC 조건에서 

1시간 동안 소프트 베이킹(soft baking)을 수행하였다. 이후 유리 기

판 하단에 마스크를 위치시킨 후  자외선 노광기(SUV-S, UVSMT, 
Korea)를 사용하여 365 nm 파장의 자외선을 345, 1725, 그리고 

3450 mJ/cm2만큼 역방향으로 조사하였다(Fig. 1a, 우). 다음으로 시

료를 develop한 후,  200ºC 조건에서 30분 동안 하드 베이킹(hard 
baking)을 실시하였다. 제작된 GnF/SU-8 미소패턴에 대해 표면의 조

도를 측정하였고, 동시에 광학현미경으로 미소패턴의 이미지를 획득

하였다(Fig. 1b). 
 

3. 결과 및 고찰

GnF/SU-8 복합재의 GnF 혼합농도와 자외선 조사량에 따른 가교 

두께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2a). 먼저, GnF/SU-8 복합재의 가교두

께는 GnF 혼합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345 mJ/cm2 조사

량으로 노광하여 제작된 시료의 경우, GnF의 혼합농도가 5.0 wt.%인 

경우 13.02 μm수준으로 가교되었고 혼합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합 

두께가 감소하여 25.0 wt.%의 혼합농도에서 4.06 μm수준이었다. 다
른 UV 조사량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GnF/SU-8 복합재의 

가교두께는 자외선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예를 들어, 5.0 wt.% 혼합농도를 가지는 GnF/SU-8 복합재는 UV 
조사량이 345, 1725, 그리고 3450 mJ/cm2일 때 각각 13.02, 13.64, 
그리고 23.99 μm만큼 가교되었다. 다음으로 GnF의 혼합농도가 5 
wt.%인 GnF/SU-8 복합재를 이용하여 미소패턴 제작성을 확인하였

다.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흑연의 높은 자외선 흡수율 때문에 

모서리 부분이 해상도가 떨어지기는 했으나 UV 경화를 통한 미소구

조물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Fig. 2b). 본 연구를 통해 

GnF/SU-8 복합재의 GnF 혼합농도와 자외선 조사량에 따른 노광특성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UV 조사를 통해 미소구조물 제작이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GnF/SU-8 복합재는 

우수한 경화공정성 및 작업용이성이 필요한 다양한 공학분야에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 기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과 2017년도 정

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No. 2014R1A1A1006402, No. 2017R1A2B40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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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복합재료는 높은 무게 대 강성비로 인해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기존 

금속재료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복합재료 구조물의 제

작은 복잡한 적층과 경화를 수반하므로 이러한 과정 중 이물질 침투 

및 접착불량 등의 다양한 제조 결함 발생 가능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

에서는 각기 다른 종류의 인공결함이 내포된 복합재료 시험편을 대상

으로 레이저 초음파 검사 장치를 이용한 검사시 수신 주파수에 따른 

결함 탐지 성능을 평가하였다.

2. 실험 구성

레이저가 구조물에 조사되면 표면의 열탄성 효과에 의해 초음파가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레이저를 이용해 발생된 초음파를 탐지하는 레

이저 초음파 검사 기술은 기존의 접촉식 초음파 검사 방식에 비해 접

촉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검사가 가능하여 복잡한 형상

에 대해서도 검사가 매우 용이하여 기존 초음파 검사를 대체하는 기술

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1]. 초음파 전파 영상화 장치

(Ultrasonic Propagation Imaging system, UPI system)는 이러한 레

이저 초음파 검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파괴검사 장치로 두께 방향의 

전영역 초음파를 탐지하여 초음파 전파 시간에 따른 검사 영상을 제공

한다 [2]. 실험에 사용된 시편과 초음파 전파 영상화 장치를 이용한 투

과식 검사방식의 실험 구성과 시편 내 결함 위치를 Fig 1.에 나타내었

다. 시편 내에 위치한 결함은 성형과정 중 발생 가능한 이물질 삽입 

모사를 위한 cutter 및 back film 과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층간분리 모

사를 위한 pillow insert 및 teflon tape 으로 구성되었다.

Fig. 1 Experimental set-up and specimen (a) Set-up, (b) Specimen

3. 수신 주파수별 결함 탐지 성능 평가 결과

수신 주파수에 따른 탐지 결함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시편을 대상으

로 각각 저주파수(50~200 ㎑), 중간 주파수(200~1,000 ㎑) 및 고주

파수(3~5 ㎒) 영역에 대해 검사를 수행하였고 결과를 Fig 2.에 나타내

었다. 검사 결과 저주파수 영역에서는 층간분리를 모사하기 위한 인공

결함이 전량 탐지되었으나 이물질 삽입 결함은 탐지되지 않았다. 중간 

주파수 영역에서는 층간분리 결함 전량과 함께 이물질 삽입결함이 조

금씩 관찰되기 시작하며 다른 주파수 영역에서는 관찰하기 힘든 불균

일 부위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고주파수 영역에서는 중간 주파수 영역

까지 잘 나타나지 않던 이물질 삽입결함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신 주파수 영역에 따라 탐지되는 결함의 종류 

및 탐지 성능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2 Inspection results by frequency bands (a) 50~200 ㎑, (b) 0.2~1 
㎒ and (c) ~ (d) 3~5 ㎒

후  기

본 연구는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연구비 지원('10074278')으로 수행되었으며, 제출용도 외 임

의활용, 무단 복제/복사 및 인터넷 유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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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섬유강화복합재(fiber reinfored plastics, FRP)의 경우 높은 비강도, 
비강성으로 우주항공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조선 

분야에서도 그 사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대형 제품 산업인 

조선 분야에서는 기존의 고품질 제조 공정인 Autoclave, RTM, 
Compression Molding 공정의 적용에 어려움 있다. 현재 조선 분야에

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공정은 저품질의 Hand lay-up공정과 고품질의 

재품생산 공정인 진공액상성형공정(vacuum assisted resin infusion, 
VARI) 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VARI의 경우에는 one side mold 공
정으로 대형 제품인 풍력블레이드, 선체의 Hull 등 대형 제품의 적용

이 용이하다. 특히 선체의 Hull 경우에는 경량화 및 구조적 안정성을 

위하여 샌드위치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VARI 공정이 적용

된  대형 제품의 경우에서는  수지의 점도, 섬유매트의 투과성 계수, 
압력 조건을 통한 공정설계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실험적 접근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정성 분석을 수행하

였다.   

2. 복합재의 제조 공정성 평가

샌드위치 보강 복합재의 공정성 평가를 위해 섬유매트의 투과성 계

수 및 상하동시측정형 유동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투과성 계수측정

(Fig.1)은 radial flow 방식을 통하여 2방향에 대한 투과성 계수를 측

정하였고 상하동시측정형 유동성 평가(Fig. 2)는 두께방향을 포함하는 

샌드위치 구조의 복합재 유동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Fig. 1 schematics of permeability measured device 

 

Fig. 2 Schematics of resin flow measurement device

투과성계수, 상항 동시측정 유동성평가 시험 방법은 아래의 Table 
1와 같이 정리하였다.

Viscosity pressure fabric Vf
CS atm ° %

permeability 350 1 0/90 50
resin flow 350 1 0/90 50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of permeability and resin flow test

3. 결과 및 고찰

섬유매트의 투과성 계수는 아래의 Table 2과 같이 정리하였다. 투과

성 계수 결과와 유동성 시험 결과를 토대로 유동시뮬레이션을 하였다. 
투과성 계수 시험 결과 K1 방향의 투과성 계수 값이 K2 방향보다 높

아 수지의 유동속도가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유동성 평가 시

험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을 때 수지의 유동인자 중 edge 
effect에 의한 유체의 이동속도가 크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fig. 3).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공정 변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12m급 선체 hull의 공정 해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Vf K1 K2 K1/K2

50
1.91E-09 8.70E-10 4.55E-01
1.23E-09 8.03E-10 6.51E-01
4.03E-09 5.47E-10 1.36E-01

Ave. 2.39E-09 7.40E-10 4.14E-01

Table 2 Result of permeability coefficient

Fig. 3 result of resin flow visualization test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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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섬유강화 복합재료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preform의 유체 함

침성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preform의 투과성계수 측정을 바탕으로 

이러한 함침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축과 2축 

방향의 투과성계수 측정 방법은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반면 3축 

방향 투과성계수는 그 측정 방법이 어려워 현재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Vacuum Assisted Resin Infusion(VARI)공법

으로 preform의 유체 함침량을 측정하여 Darcy’s law를 이용해 3축 

방향의 투과성계수 값을 계산하였다.

2. 3축 방향 투과성계수 실험

본 실험에서 섬유는 150mm x 150mm의 평직(0°/90°) 유리섬유를 

사용하였고 15ply를 적층하였다.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체특성 

변화가 없는 실리콘오일(100CS)을 주입하였다. Fig. 1과 같이 투명한 

강화유리판 위에 섬유를 적층하고 실리콘오일을 preform의 상부에서 

주입하도록 tube를 설치하였다. preform의 상부와 하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유동선단을 측정하였고 preform에 함침 되는 실리콘오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실리콘오일 용기 하부에 전자저울을 설치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z축 방향의 함침거리( )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에 따라 preform에 

함침 된 실리콘오일의 체적을 이용한다. 이 체적을 구하는 방법은 식 

(1), (2)의 두 가지가 있다.

  

 ∅                                      (1)

여기서  , , 는 시간에 따른 각 축의 함침 거리, ∅는 기공률

이다.
 유체의밀도

전자저울에표시된질량   내의유체질량 (2)

 식 (1)은 Preform에 함침 된 실리콘오일의 반타원체의 체적을 구

하는 식이고, 식 (2)는 질량과 밀도를 이용 한 Preform에 함침 된 실리

콘오일의 체적을 구하는 식이다. 

3. 결과 및 고찰

Fig.2 는 유체의 유동선단을 하부에서 촬영 한 사진이다. 밝은 부분

은 실리콘오일이 하부에 도달 한 영역이고, 어두운 부분은 상부의 x, 
y축 방향이 미함침 된 영역이다. 측정 가능 한 x, y축의 함침 거리와 

식 (1), (2)를 이용해 계산 한 z축의 함침 거리를 Darcy’s law에 의해 

투과성계수 값을 계산하여 Table.1에 나타내었다. 

Fig. 2 flow front of bottom place

k1 (x) × 

k2 (y) × 

k3 (z) × 

Table 1 Principle permeability values in each axes

Fig. 2의 각 사진에서 밝은 영역의 선단부분에 옅은색의 영역을 관

찰 할 수 있다. 이는 preform 상부에서 먼저 함침 된 실리콘오일이 

하부로 진행중임을 의미하고 Table 1의 투과성계수 값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함침량과 Darcy’s law를 이용하여 투과성계수 

값을 계산하였다. 여러 연구에서는 본 논문과 다른 이론과 계산방법

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각 이론들을 비교하며 연구를 진행 할 필요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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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000 사이클 수명을 갖는 고신뢰 ATC(자동공구 교환장치)는 수
직형 머시닝센터의 신뢰성(내구성향상 및 경량화)을 향상 시키기 위
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를 위해 ATC에 사용되는 체인지 암, 툴 포트, 그리퍼, 샤프트 등
을 설계하였으며, FEA(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설계된 부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적화된 부품 설계 후 드럼타입의 고신뢰 ATC 시제품을 
제작 하였으며, 작동 테스트를 실시하여 ATC 내부부품의 수명 및 마
모상태를 확인하고 이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머시닝센터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을 제작할 것이다. 

또한 툴 교환 시간을 단축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공구교환 최적 
시퀀스 제어기술 개발이 동반되고 있다. 

 

2. ATC 제작 
 

고신뢰 ATC는 내구성 향상 및 경량화를 목표로 드럼타입의 시작

품을 제작하였다. Change Arm Part 는 FEA(유한요소해석)을 통해 Arm 
길이, Arm 두께, 재질 변화에 따른 툴 장착부의 변위를 확인하였고, 
툴 교환 시 체인지 암에 작용하는 힘 (관성력, 원심력, 자중)을 분석

하였다. [Fig. 1 (a), (b)] 
경량화를 위해 체인지 암에 작용하는 힘을 확인한 후 응력분포 및 

변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요소(키 홈, 리브, 그리퍼 등)의 
형상을 수정하여 Arm을 경량화 할 수 있었다. [Fig. 1 (c)] 

 

      
(a) Equivalent Stress     (b) Deformation 

 
(c) Change arm 

Fig. 1 FEA Analysis 
 
 
또한 시작품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Test Rig를 제작하고 

ATC 동작의 Step operation알고리즘 및 제어시스템을 개발하였다(Fig. 2). 
이에 대한 평가는 장비를 2,000,000 사이클 작동하면서 주기적으로 

Driving part의 공구 반복교환 위치 결정 정도 및 백래쉬 상태, Change 
Arm Part의 공구 Clamp/Unclamp 시 충격 및 소음 상태와 CAM Box Part
의 Cam 구동부 마모량 등을 점검 하였으며, 툴 교환 시간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Fig. 2 ATC & Test Rig 
 

3. 결과 및 고찰 
 

본 발표에서는 제작된 시작품을 토대로 ATC가 장시간(1,700,000사
이클 이상) 작동하였을 때 풀 스터드볼트 및 툴포트 관련 소모성 부
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 핵심 구성품에서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고신뢰 ATC 제작에 필요

한 설계 및 제작 기술, 제작된 제품을 테스트 하기 위한 평가기술 및 
툴 교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어 알고리즘을 확립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머시닝센터에 장착이 가능한 제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후 기 
 

본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인 “수
직형 머시닝센터의 고신뢰화 핵심기술 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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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차, 반도체 및 IT 부품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품질 

향상을 위하여 높은 정밀도를 가지는 공작기계 개발이 활발하게 이
뤄지고 있다. 이러한 공작기계의 정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이 
있지만 그 중 이송계는 공작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송축에서 발생하는 열변위는 공작기계의 정밀도를 떨어뜨

리는 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1]. 이에 화천기계는 볼스크류의 예장력 및 구조가 
이송계의 열변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및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2. 본 론 
 

본 연구에서는 고정-고정 지지구조로 조립된 자사의 문형타입 중형 
머시닝센터에 TiC 사의 볼스크류를 이용하여 열변위량을 측정하였다. 
(Fig. 1) 또한 볼스크류의 예장력 구조 중 나사조정의 조건에서 45㎛의 
장력값을 가한 후, 열변위량 측정을 수행하였다. 측정 방법은, 캘리브

레이션 레이저 측정기(XL-80, RENISHAW)를 활용, 36m/min의 급이송 
속도로 총 5개의 지점에서 최소 8시간동안 이송하며 X축 볼스크류 
열변위을 측정하였다. 또한 동일한 지지구조를 가지는 자사의 C형타

입 소형 머시닝센터를 활용하여 심조정 타입의 예장력 구조 조건에

서의 열변위 측정을 수행하였다. Fig. 2는 예장력 구조에 따른 나사조

정 및 심조정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Fig. 1 Measurement of thermal displacement in machining center 
 

Table 1 Spec of ball screw in developed machining center  

S (Stroke) 1500 mm 

L (Lead) 12 mm 

V (Rapid feed rate) 36 m/min 

N (Motor speed) 3,000 rpm 

 

 

 
Fig. 2 The structure depend on ball screw pre-tension (a) seam 

adjustment, (b) screw adjustment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나사조정 구조의 볼스크류 위치에 따른 열 변위의 변화를 
보여주고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nd 부의 경우 지속적으

로 65㎛ 늘어나지만 Motor 부의 경우 4㎛ 가량 늘어나다가 특정 시점

이 지난 후 9㎛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Motor 부가 고정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예장력을 가한 End 부에 변위가 발
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사의 C형타입 소형 머시닝센터를 활
용하여 열변위를 측정한 결과, 심조정을 적용한 기기 또한 예장력을 
입력한 부분에서 열변위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보아 예장력을 주는 구조에 따른 열변위

량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볼스크류

에 가해지는 예장력의 수치 및 너트부 냉각 유/무 등을 변수로 두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볼스크류 예장력에 따른 열변위의 영

향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Fig. 3 Thermal displacement of x-axis ball screw depend on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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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직형 머시닝센터는 자동차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부품가공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동력전달부품과 같은 핵심정밀부품의 가공

을 위해서는 장비의 고정밀화와 함께 고신뢰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고
신뢰화는 설계단계와 제조단계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개선을 통해 기

능적인 신뢰성의 향상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량설계, 구조단순

화, 에너지효율증대 등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기초가 되는 구조

물의 고신뢰화 설계결과를 제시하였다.

2. 접근방법

구조물의 설계과정에서 외부형상은 기계 전체의 사양과 조립되어지

는 부품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반면, 내부의 경우 각 구조물에 필요한 

강성에 의해 결정된다. 강성의 확보를 위해 구조물의 내부에 적용되는 

리브는 그 형상과 치수에 따라 구조물의 강성과 구조변형에 크게 영향

을 미치는 요소이다.

   →   

Fig. 1 Topology optimization of Z-slide

본 연구에서는 리브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Fig.1
과 같이 위상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였다. 해당기법은 구조물의 강성과 

무관한 부위의 재료를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중량을 줄이면

서 강성을 유지하는 리브의 형상을 도출할 수 있다.

3. 결과 및 고찰

Fig.2와 같이 전체 구조물 중 각 축으로 이송되는 구조물의 위상최

적화를 실시하였으며, 이전 구조물과 중량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Fig. 2 Moving structure parts of 3-axis MCT

- Table Saddle Z-slide
existing 473 869 436

improved 436 573 383
gap 37 296 53

Table 1 Comparison of moving parts’ weight (kg)

위상최적화에 따라 테이블은 7.8%, 새들은 34.1%, Z-슬라이드는 

12.2%정도 기존 구조물에 비해 중량이 감소한 결과를 얻었다. 개선된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 Fig. 3의 (a)와 같이 각 이송계의 구성부품을 설

계하였고, (b)와 같이 전체 구조물의 설계를 진행하였다.

       

(a)                         (b)
Fig. 3 Structural modeling of vertical machining center

- Capacity(kW) Speed(rpm) Weight(kg)
existing 4.0 3,000 29

improved 3.0 3,000 18
gap 1.0 0 11

Table 2 Comparison of axis drive motor’s specifications

구조물의 중량이 감소함에 따라 해당 구조물을 이송시키는 서보모

터의 소요토크 및 정격용량이 기존대비 Table 2와 같이 감소하였다. 
기계의 주요 성능인 가감속과 속도를 유지하면서 모터의 정격용량을 

감소시켜 소비에너지의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

4. 결 론

위상최적화를 통한 구조물의 경량설계로 이송중량을 줄이면서 강성

을 유지하여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서보모터의 용량을 감소시

켜 소비에너지의 저감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시뮬레이션 해

석과 제작을 통해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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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작기계 오차 요인 중 일반적으로 주축 열변위에 의한 오차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열변위의 주열원에는 모터의 회전속도

와 절삭부하에 의한 모터 발열이 있다. 통상적인 열변위 예측 방법인 

회귀분석은 온도와 열변위의 선형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열변위

의 과도응답상태에서 예측 정확도가 낮다. 또한 모델 설정 이외의 작

동조건에서는 부정확한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축 모터의 회전속도에 의한 모터 발열 특성을 열변

위 모델에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무부하 조건에서 실험값 및 회

귀분석 모델과의 열변위 예측 결과 비교를 통해 제시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2. 제시된 열변위 예측 모델

일반적으로 모터는 회전속도와 부하에 따라서 인가되는 전류량이 

변하는 특성이 존재한다. 모터 발열은 전류량과 모터 내부 저항에 의

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부하 조건에서 회전속도에 따른 주축 

모터 전류량의 측정값을 다항식으로 근사하여 모델링하였으며, 정립

한 전류량 모델을 식 (1)에 입력하여 회전속도에 따른 모터의 열발생

률을 정의하였다.

   (1)

식 (1)에서 는 열발생률, 은 주축 모터의 회전속도, 는 모터의 전

류량, 은 모터 내부 저항이다. 이 관계를 기반으로 전달함수 방법을 

이용하여 속도에 따른 열변위를 예측할 수 있다.
모터 회전속도와 모터 내 베어링 온도 및 대기 온도 변화값을 입력

으로 하는 주축 열변위 모델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

여기서, 는 열변위, 는 회전속도 지령, ∆는 모터 베어링 온도 

변화, ∆는 대기 온도 변화,   는 각 입력에 대한 전

달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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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ling of thermal displacements in Y-axis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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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ult at 5000 rpm (b) Result at 10000 rpm
Fig. 2 Comparison of thermal displacements in Y-axis direction

Condition Method NRMSE(%) Max. Error
6000 rpm
(Modeling)

Regression 91.71 0.24
Proposed 90.65 0.30

5000 rpm
Regression 61.64 1.73
Proposed 71.05 0.76

10000 rpm
Regression -35.21 1.59
Proposed 60.52 0.81

Table 1 Comparison of the accuracy of models

3. 열변위 모델 검증 결과

무부하 조건의 일정 속도에서 열변위가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모터를 구동하여 Y축 방향의 열변위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속도에 

따른 전류량 모델을 Fig. 1(a)에 나타내었고, Matlab의 System 
Identification Toolbox(1)를 이용하여 제시된 열변위 모델에 대한 정격 

속도 기준의 모델 파라미터를 추출하였다. 회귀분석 모델에서는 모터 

내 베어링 온도, 모터 권선 온도, 모터 지그 온도, 모터 표면 온도, 대기 

온도를 입력으로 사용하였고, Fig. 1(b)에 모델링 결과를 비교하였다. 
열변위 측정값 에 대한 모델의 예측 정확도는 식 (3)의 정규화된 평

균 제곱근 오차(Normalized Root Mean Square Error, NRMSE)와 

최대오차로 제시하였다. 식 (3)에서 는 열변위 측정값의 평균이다.

 ∥∥
∥∥ × (3)

주축 회전속도 5000, 10000 rpm에서의 실험 데이터로 열변위 모델

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Fig. 2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매 작동조

건마다 모델링이 필요한 회귀모델과 달리, 제시된 모델은 속도에 따른 

전류량 모델만으로도 여러 작동조건에서 비교적 균일한 정확도를 보

였다. 이 결과들로부터 제시된 방법이 기존 방법 대비 열변위 예측 정

확도를 개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Ljung. L, 2017, System Identification Toolbox User’s guide, The 
Math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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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 기반 공작기계 Ball screw 동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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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l analysis of machine tool ball screw using finite element method
J. H. Park, M.-S. Han*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기술융합과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디자인학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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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작기계의  고신뢰화는 해당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

소로써 고속화 및 가공 에너지 절감을 신뢰성 평가의 핵심 항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 요소 해석을 기반으로 수직형 머

시닝 센터의 동적해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XY 이송 테이블 및 주축계

Z축 이송에 적용되는  Ball screw 의 동적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정적

하중에 의한 Ball screw의 변형해석을 우선 수행한 후, 정적해석 결과

를 해당 구조물의 강성행렬에 반영하여 고유진동수를 분석하였다.(1)

또한, Ball screw 의 고정 체결에 사용되는 너트의 위치에 따른 고유

진동수 분석을 통해 Ball screw의 변형 및 고유진동수의 영향성을 파

악하였다. 

2. Ball screw Modal 해석

본 FEM simulation 에서 적용된 Ball screw의 소재는 SCM420H
이며 기본 Geometry는 Fig. 1 과 같다.

Materials: 
Shaft+ Nut SCM420H

COMBI214 Element

Fig. 1 Geometry of the applied ball screw

 해석에 요구되는 주요 parameter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Ball 
screw의 회전속도는 급속 이송 시 3000rpm으로 선정하였으며 베어링

강성 모델은 ANSYS COMBI214 element를 적용하였다. 이 때 각 축 

방향별 Ball screw의 Driving torque 값은 Nut Thrust force와 이송

테이블 질량을 고려하여  각각 141N m 및 102N m로 산출하였다.

No Name Contrainst Value
1 Shaft(F) Rotation 3000RPM

2
Shaft  

(A, B, C)
Cylindrial 
Support

Axial: fixed
Tangential: Free

3 Shaft ends(D) Fixed All fixed
4 All bodies(E) Earth gravity 9.806m/s2

5 Nut Thrust force
71N for X-axis

43N for Y,Z-axis

6 Shaft
Driving
Torque

141N m for X-axis
102N m for Y,Z-axis

7 Table mass - 722kg

Table 1 Parameters for X, Y and Z-axis Ball screw

3. 결과 및 고찰

(a) Modal frequency of ball screw

(b) Effect of nut position on the mode frequency (X-axis) 
Fig. 2 Results of modal analysis 

X-Y 이송 테이블 및 주축계 Z축 이송에 적용된 Ball screw의 

Modal analysis 분석결과는 Fig. 2(a)와 같다. X, Y 및 Z 축에 대한

1차 mode frequency 는 각각 19.8, 57.9 및 172.3Hz 로 분석되었으

며 Z축 Ball screw 가 mode shape 별로 가장 높은 공진 주파수를 갖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Fig. 2(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X 축 

Ball screw의 고정 너트 위치가 약 800mm 일 때 정적 하중에 의한

처짐 값이 최대로 발생하였으나 mode 별 공진 주파수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 고 문 헌

(1) Li, B., Luo, B., Mao, X., Cai, H., Peng, F. and Liu, H., 2013,
A new approach to identifying the dynamic behavior of CNC
machine tools with respect to different worktable feed speeds,
International Journal of Machine Tools and Manufacture, 72. 
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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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Change Arm의 공구 무게에 따른 변형량의 유한요소 해석 연구

김미루1, 이득우2*, 이승준3, 손길호1

A study on FEM analysis of deformation according to tool weight on tool change arm
M. R. Kim, D. W. Lee*, S. J. Lee, G. H.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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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머시닝센터와 같은 공작기계는 많은 발전을 통해 고정밀, 고속화와 

더불어 고신뢰의 개념을 포함한 생산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1]. 특히 

머시닝센터는 여러 구조물과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소들이 이

어져 전체 기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각 요소부품이 가지는 신뢰성은 

전체 시스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 [2]. 본 논문에서는 수직형 

머시닝센터의 신뢰성 평가를 바탕으로, 고장발생 빈도가 높은 요소 중 

하나인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의 Tool Change 
Arm 부분을 유한요소해석(FEM)을 통해 Arm에 고정되는 공구(Tool) 
무게에 따라 달라지는 변형량의 경향을 분석하여 신뢰성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한다.

2. 유한요소 해석 및 결과

유한요소 해석은 Ansys Workbench 13.0을 사용하였다. Tool 
Change Arm이 공구를 잡을 때의 작용력은 Arm이 Over run하는 양

을 1 mm로 가정하고 공구의 질량에 따른 원심력(Inertial force), 관성

력(Centrifugal force), 자중(Tool weight) 3가지를 각 방향으로 계산

하고 각 방향을 고려하였다. Fig. 1과 같이 변형량의 측정 위치는 

Gripper의 중심으로 하였고 해석에서 하중이 적용되는 위치는 3가지 

힘을 고려하여  Gripper 중심부로부터 80 mm 아랫점으로 설정하였

다. Arm의 중심부를 Clamp하고 Arm 자체의 자중을 제외한 다른 작

용력은 무시하였다. 그리고 공구의 무게에 따른 작용력만 변화시키면

서 관성력과 원심력을 계산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Arm의 사양은 

Arm의 편축 길이 260mm, 두께 30mm, 소재 S45C를 설정하고 해석

을 진행하였다.

3. 결 론

유한 요소 해석의 결과는 Table 1과 같이 공구의 무게가 2kg을 기

준으로 1.6배, 2.5배, 4배로 커질수록 원심력과 관성력, Gripper 중심

부의 변형량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구 무게가 1.6배 커질수

록 변형량은 약 52%가 커졌다.

Fig. 1 FEM analysis setup

Applied force
Deformation(μm) Arm 

weight
Tool 

weightTotal X Y Z
Inertial force : 

99.4N
Centrifugal 

force : 7.2N
Tool weight : 

20.0N

18.50 1.26 -10.60 15.10 6kg 2.0kg

Inertial force : 
155.3N

Centrifugal 
force : 11.3N
Tool weight : 

32.0N

27.00 2.04 -16.60 21.20 6kg 3.2kg

Inertial force : 
284.5N

Centrifugal 
force : 18.0N
Tool weight : 

50.0N

41.20 3.34 -26.60 31.30 6kg 5.0kg

Inertial force : 
397.6N

Centrifugal 
force : 28.8N
Tool weight : 

80.0N

64.00 5.42 -42.70 47.40 6kg 8.0kg

Table 1 Gripper Deformation according to Tool Weight

후 기

본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인“수직형 머시

닝센터의 고신뢰화 핵심기술 개발”사업 [과제번호 : 10063361] 과 산

업통상자원부의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인 “ICT 기반 스마트 공작기

계 및 유연자동화 시스템 기술 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과제번호 : 1006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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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쇄 전자 기술은 다양한 전자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복잡하고 값비싼 반도체 공정에 비하여 매우 간단하고 저렴한 공정

이다. 또한, 인쇄전자 기술 중 하나인 reverse offset printing 공정은 수 
㎛ 이하의 선폭을 인쇄 할 수 있는 공정이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니켈을 cliché로 사용하여 약 1㎛ 의 선폭을 인쇄 하였다. Reverse offset 
printing에 사용되는 cliché는 set되어있는 잉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roll to roll 장비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높은 내구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폭 300 mm 급의 대면적 cliché를 높은 내구성을 위
해 전주도금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전주도금을 위한 target mold 를 제
작하기 위해 step & repeat 공정을 이용하였다. Mold의 seam line을 최소

화하였으며 약 7 ㎛의 단차를 확보하였다. 
 

2. Step & repeat process 
 
Step & repeat 공정은 패턴을 대면적으로 imprint하기 위한 방법으로

써 UV 경화 레진을 도포 후 패턴제작을 원하는 부분 외에는 shadow 
mask를 이용하여 UV를 차단하므로써 패턴을 대면적으로 제작하는 
방법이다. 

마스터가 되는 패턴은 line & space 패턴으로 line width 는 3㎛, 4㎛, 5
㎛, 10㎛, 20㎛ 이며 각각 1:2, 1:5, 1:10의 line & space 비로 제작하였고 
depth는 5㎛이다. 8 inch 크기의 master 중 90 mm x 150 mm 영역 만 UV 
경화하여 패턴을 전사하였고, 나머지 경화가 되지 않은 부분은 
Isopropyl acohol (IPA) 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이를 반복하여 대면적 
mold를 제작하였다. Fig. 1 은 제작한 mold의 seam line 부분이며 육안으

로 확인이 어렵다. 
 

 
Fig. 1 Seam line part of large area mold 

 
3. 전주도금 및 인쇄실험 

 
대면적 roll cliche 를 제작하기 위해 flexible 한 두께로 니켈을 전주도

금하였다.  Cliché 의 두께는 약 150㎛로 제작하였으며 Cr 과 Cu 를 
seed로 증착하였다. 제작한 대면적 cliché를 roll에 양면테이프로 고정 

 

하여 인쇄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2는 실험에 사용된 R2R reverse offset 
printing 장비이다. 실험조건은 약 9 mm/s의 속도로 roll을 회전시키며 
인쇄를 진행하였고 잉크 off시 약 10kgf의 하중을 설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잉크는 ANP Ag ink (25wt%) 이다. 

 

 

Fig. 2 R2R reverse offset printing equipment 
 

4. 결 과 
 
대면적 cliché를 R2R reverse offset printing 에 적용하여 line & space 패

턴을 인쇄하였다. 약 4㎛ 선폭의 패턴은은 인쇄가 잘 되었으며 line & 
space 비율은 1:2 이다. Fig. 3 은 인쇄된 패턴을 나타내었다. 3㎛의 선폭

의 패턴은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뜯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향
후 장비의 보완을 통해 더 빠른 인쇄속도에서 패턴 인쇄를 실시할 
예정이다. 

 

 

Fig. 3 Printed result with line width 4㎛ and 5㎛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과제번호 : 

10052802), “미세패턴/정밀중첩 패터닝이 가능한 롤투롤 연속인쇄 시

스템 기술개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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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기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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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자 소자들은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과 생산 기술 개

발뿐만 아니라 디자인, 휴대성, 등을 중시한 창의적인 기술 개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쇄전자 기술이 꾸준히 주목받으며 연
구되고 있다. 인쇄전자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핵심 소재인 금속 잉크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우수한 전기 전도성, 안정성, 유연성을 가지는 은 
나노 잉크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버스 오프셋 프
린팅을 위한 은 나노 잉크를 제조하고 코팅 및 전사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였다.. 

 
2. 은 나노입자 잉크 제조 

 

은 나노 입자 잉크의 전사성 향상을 위하여 저 비점 용매와 고 
비점 용매를 혼합하였고, 코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첨가제 A 및 
B를 첨가하여 잉크를 제작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잉크 제조를 위하여 30 - 50 nm 의 균일한 직경을 가지는 은 나노 입
자를 사용하였다. 은 나노 입자를 이용한 잉크는 에탄올을 용매로 사
용하여 나노 입자를 분산시켰고 첨가제 A와 첨가제 B를 사용하여 
우수한 장기 분산 안정성과 코팅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전사성 
향상을 위하여 다른 비점을 가지는 용매를 추가로 첨가하였다. 저 비
점 용매만을 사용할 경우 공정 중에 잉크의 표면이 건조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패터닝과 셋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 
비점 용매와 저 비점 용매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전사성을 향상시켰

다. Fig 1은 리버스 옵셋 프린팅을 이용하여 은 나노 입자 잉크를 코팅

하는 공정을 보여준다. Table 1은 용매와 첨가제 함량에 따른 잉크의 
특성을 나타냈다.  
 

 
 Fig. 1 Reverse off-set printing process 

 
제조한 은 나노 잉크를 실리콘 블랫킹에 바코팅을 실시하여 코팅 

특성을 측정하고, 유연 플라스틱기판을 사용하여 잉크 코팅막을 블

랭킷으로부터 박리시킴으로써 전사 특성을 확인하였다. 저 비점 용
매만 포함된 잉크는 빠른 건조 특성을 보였으며, 잉크의 표면이 단시

간에 건조되어 잉크 코팅막이 블랭킷에서 기판으로 박리가 되지 않
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 비점 용매가 첨가됨으로 코팅 이후 저 비점 
용매가 건조되더라도 단시간 안에 잉크의 완전 건조를 막고 코팅막 
박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Table 1 Silver nanoparticle ink formulations. 

 A [%] B [%] C [%] D [%] E [%] 

Silver nanoparticle 
(50% in ethanol) 40 40 40 40 40 

Low bp solvent 
High bp solvent 

56.2 
2 

55.2 
3 

54.2 
4 

53.2 
5 

52.2 
6 

Additive A 1.3 1.3 1.3 1.3 1.3 

Additive B 0.5 0.5 0.5 0.5 0.5 

Coating property 
Printing property 

Ο 
X 

Ο 
∆ 

Ο 
Ο 

∆ 
Ο 

X 
∆ 

 
고 비점 용매가 4% 첨가될 경우 코팅이 균일하게 이루어졌으며, 

잉크의 코팅막이 블랭킷에서 유연 플라스틱 기판으로 완벽하게 박리

됨을 확인하였다. 고 비점 용매가 4% 초과할 경우 코팅성과 분산성

이 저하되었다. 또한, 고 비점 용매가 6% 이상일 경우 느린 건조속도

로 때문에 잉크의 전사성이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비점 용
매를 4% 함유한 잉크가 좋은 코팅성과 전사성을 가져 리버스 옵셋 
프린팅에 가장 적합한 잉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를 통해 제
조된 은 나노 잉크의 뛰어난 코팅성과 전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OM image of transferred silver nanoparticle ink on substrate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비점을 가지는 용매를 이용하여 은 나노 
입자 잉크를 만들어 특성을 확인하였고 리버스 옵셋 프린팅 공정에 
적합한 잉크를 성공적으로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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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투롤 연속 인쇄시스템 용 미세 패턴 레이저 리페어 공정 기술 개발

황준영*, 문윤재, 김형태, 강희석

A study on the in-line laser repair process for the roll-to-roll continuous printing system 
J. Y. Hwang*, Y. J. Moon, H. Kim, H. Kang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ey Words : Laser ablation, Printed electronics, Roll-to-roll, Ag nanoparticle ink

1. 서 론

인쇄전자 제조에서 레이저 리페어 공정은 레이저 어블레이션

(ablation) 현상을 이용해 인쇄 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단락 결함을 해

소하는 후처리 공정이다. 본 연구는 미세패턴/정밀중첩 패터닝이 가능

한 롤투롤 연속 인쇄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인쇄전자 공정 

환경에 최적화된 레이저 리페어 공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1). 1, 2차년도에는 다양한 은 나노 잉크와 기판의 종류

에 대해 어블레이션 실험을 수행하여 인쇄 층의 나노 구조, 인쇄 층과 

기판의 광학 물성 및 열 물성 등의 영향을 분석하였다(2). 3차년도에는 

유연 소자의 연속 생산 공정 중에 리페어 장비를 투입할 때 발생하는 

기판의 변형, 이동 편차 등을 극복하고 높은 수준의 공정 분해능과 정

렬 정밀도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롵투롤 레이저 리페어 장치 개발

롤투롤 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헤드 이송 형 리페어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본 장치는 필름을 공급 모듈과 3축 헤드 구동 모듈을 포

함하는 구동 시스템, 리페어 패턴 및 얼라인 마크 인식 모듈을 포함하

는 비전 시스템, 고배율 레이저 집광 모듈을 포함하는 리페어 헤드로 

구성된다. 구동 시스템은 300 x 300 mm2 의 유효 작업 공간에 대응하

며, 분해능 ±1 μm, 정확도 ±2 μm, 반복정밀도 ±1 μm의 성능을 갖도

록 제작되었다. 비젼시스템의 리페어 패턴 인식 모듈을 구성하는 광학

계, 조명, 카메라 셋업은 1.7 x 1.3 mm FOV를 갖도록 제작되었다. 
레이저 집광 모듈은 532 nm 나노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선폭 10 μm 
의 어블레이션 패턴을 구현하도록 제작되었다.

 

Fig. 1 Experimental setup

3. 레이저 리페어 공정 기술 개발

제작된 장치를 활용하여 공정 함수관계를 도출하고 주요 공정 인자

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선폭 10 μm 급 어블레이션 공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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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aser ablation width as a fuction of aborbed laser energy

(a) After printing and drying  (b) After laser ablation

Fig. 3 Laser ablation of printed Ag line having 10 μm width (10 nm 
Ag NP ink on PET)

Fig. 2는 다양한 Ag NP 잉크와 유연 기판에서 레이저 강도와 선폭

의 관계를 해석한 결과이며, Fig. 3은 레이저 어블레이션 기법을 이용

하여 PET 기판에 인쇄된 Ag 선형 패턴 중 특정 부분을 제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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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패턴 중첩 인쇄를 위한 롤투롤 리버스 옵셋 얼라인 시스템 개발

김현태1, 권신1*, 우규희1, 송동하1, 구교성2, 김경수2, 이영철2, 김준섭2

Development of a roll-to-roll reverse offset alignment system for fine pattern overlay printing
H. T. Kim, S. Kwon*, K. H. Woo, D. H. Song, K. S. Koo, K. S. Kim, Y. C. Lee, J. S. Kim

한국기계연구원1, ㈜피엔티2

Key Words : Roll-to-Roll, Reverse offset printing, Overlay printing

1. 서 론

웨어러블, 유연 전자제품의 급격한 수요 증가로, 저 원가 대량생산

이 가능한 롤투롤 인쇄전자 방식의 생산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며, 리
버스 옵셋 프린팅(reverse offset printing) 공정은 수 um이하의 미세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대표 기술로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유연기판 필름 상에 미세패턴의 중첩 인쇄가 가능하도록 

롤투롤(roll-to-roll) 형태의 리버스 옵셋 장비의 얼라인 시스템

(alignment system)을 개발하고자 한다.

2. 롤투롤 리버스 옵셋 얼라인 시스템

본 개발의 롤투롤 리버스 옵셋 얼라인 시스템의 개념을 Fig. 1에 나

타내었다. 1도 인쇄 장비는 Fig. 1과 같은 공정 방식으로 블랭킷

(blanket) 롤에 슬롯다이(slot-die)를 이용하여 Ag 잉크 박막을 형성하

고, 롤 클리쉐(roll cliche)와 접촉하여 불필요한 패턴의 “off”가 진행

되며, 이후 롤투롤로 이송되는 유연기판에 “set” 공정을 통하여 원하

는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세 롤은 서로 동기제어 되어 동시에 구동 

되므로, 리버스 옵셋 공정의 미세패턴을 연속으로 형성 할 수 있다. 
1도 인쇄 장비에서 형성 된 미세패턴을 건조가 완료 된 상태로 2도 

인쇄 장비로 이송되고, vision camera를 이용하여 미세패턴의 위치, 
롤 클리쉐 패턴 위치, 중첩 인쇄 위치 편차를 검출한다. vision camera
로 수집한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MD(Machine Direction) 방향 편

차와 CD(Cross Direction) 방향 편차를 롤 클리쉐의 속도와 CD방향 

이동을 통하여 얼라인 제어 기술을 개발했다.

Fig. 1 Roll-to-roll reverse offset alignment system

Fig. 2 Developed roll-to-roll reverse offset printing equipment

3. 결 론

Fig. 2에 개발된 장비와 얼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쇄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리버스 옵셋 얼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세패

턴의 중첩 인쇄가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중첩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웹 핸들링과 롤 클리쉐의 동기화 제어에 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 하고 있다.

(a) Printing sample (web width 300mm)

(b) Align mark (vision camera image)
Fig. 3 Results of overlay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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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R 리버스 옵셋 인쇄 게이트전극을 이용한 R2R 그라비아 기반 플렉서블 

TFT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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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of R2R gravure printed flexible TFT using R2R reverse offset-based gate electrode
H. J. Park, J. H. Park, P. Wesley, G. J. Cho*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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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롤투롤(R2R) 인쇄공정을 통하여 박막트랜지스터 (TFT)가 집적화

된 대면적 및 초저가 인쇄 유연전자 소자가 사물인테넛 (IOT)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어 왔으나1, 인쇄를 통한 다중 중첩제어의 어려움과 저

온 속성 건조에 적합한 전자잉크의 부재로 인하여 현재는 100 % R2R 
인쇄공정를 통하여 TFT가 집적화된 전자소자를 구현한 예는 1편 뿐

이다2. 특히 R2R 인쇄공정을 통하여 제조된 게이트 전극의 경우 표면 

거칠기의 문제(>30 nm)로 인하여 30 um 이하 채널을 가지는 TFT 구
성 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높은 표면 거칠기로 인하여 TFT 
문턱전압 (Vth)변화와 이에 기반한 구동안정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다. 이에 반해 개선 가능한  R2R 리버스 옵셋3을 통한 기존의 문제점

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1도 gate 인쇄는 R2R 리버스 옵셋을 

이용, 나머지 층은 R2R 그라비아 방식을 이용하여 유전체 및 활성체 

인쇄를 진행 함으로써 TFT 제작과 양산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TFT 제조 공정

인쇄 TFT를 제작하기 위해서 게이트 전극의 경우, R2R 리버스 옵

셋 장비를 이용하여 인쇄를 두께 150 um의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위에 게이트 전극의 인쇄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R2R 그라비아 인쇄장비를 활용하여 유전체, 활성체, 드레인-소스 순

으로 연속적으로 인쇄되었다. R2R 그라비아 인쇄 장비 이용 시 각층

이 모두 분당 6 m의 속도로 인쇄를 진행하였으며, 각층 인쇄 직후에 

건조챔버(150℃, 5sec)를 통하여 건조를 진행하였다. 이후 인쇄된 

TFT 전기적 측정은 Agilent사의 semiconductor parametr analyzer 
4155C와 LCR meter E4980A를 Tektronix사의 digital phosphor 
oscilloscope DPO 4054를 이용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FT 소자의 이동도 개선을 위해 선행연구로 R2R 그라비아 인쇄에 

적합한 고순도 그라비아용 반도체 잉크를 제작하였다.
반도체 순도 99% 이상의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한 반도체 잉크

(Fig.1(a))를 제조하고 UV-Vis-NIR로 그 분산 정도를 확인하여 각각

의 탄소나노튜뷰들이 서로 번들로 존재하지 않고 단일 튜브로 존재하

는 것을 확인 하였다.(Fig.1(b)) 

Fig. 1 (a) semiconductor ink based on 99% SWCNT for gravure and 
(b) UV-Vis-NIR spectrum of this ink

    

Fig. 2 Film roll with printed TFTs and an optical image of a single TFT

Fig. 2는 리버스 오프셋 프린팅에 기반한 게이트 전극을 이용하여

R2R 그라비아를 통하여 유전체, 반도체 그리고 드레인-소스전극을 인

쇄한 결과이다. 인쇄 총길이는 20M이며 인쇄된 롤과 단일 TFT의 광

학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Fig. 3 VDS-IDS and VGS-IDS graph of printed TFTs according to R channel 
length. R channel length (a) 90um, (b) 130um, (c) 240um

Table 1 Electr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nnel length of the 
printed TFT

위의 결과를 보면 채널 길이 90um를 가진 인쇄 TFT의 전기적 특성

을 보여주며(Fig.3(a)), 이동도는 1.04cm2/Vs , 점멸비 102를 보여준

다. 채널 길이 130um를 가진 인쇄 TFT의 전기적 특성 (Fig.3(b))은 

이동도 0.659cm2/Vs, 점멸비 102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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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연 디스플레이, RFID, 유연 센서 등 차세대 전자제품들은 기존 반

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체품보다 공정비용이 저렴한 인쇄전자 기

반의 공정으로 제조함으로써 대면적, 경량, 저가의 제품 제작을 실현

할 수 있다. 하지만 제품 제조 시, 기판 사이에 수-수십um급 미세 전극 

패턴 형성 및 공정 재현성이 어려워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전극 패턴형성에 이용되는 프린팅 기술 중, 전기

수력학 EHD(Electrohydrodynamics)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여 10um
급의 패턴 사이즈를 갖는 IDT 기반의 온도센서를 구현하고자 한다.

2. IDT 기반 온도센서 제작 공정

미세전극 패턴 프린팅 구현을 위한 전기수력학 기반 프린팅 시스템

은 헤드에 정전기력을 가해 그라운드 플레이트 사이에 생성되는 전위

차에 의해 헤드 끝단의 메니스커스를 잡아당겨 미세 액적을 토출 시키

는 방법으로 노즐 직경보다 작은 미새액적 토출 및 다양한 점도를 갖

는 전도성 소재를 프린팅 할 수 있는 공정 시스템이다.
전기수력학 기반 프린팅 공정의 미세전극 패턴 구현을 위해 고려되

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기판의 표면상태, 헤드 이송속도, 소재 

특성, 메니스커스이다. 소재 특성, 스테이지 이송속도 등은 잉크의 성

능과 시스템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며 메니스커스의 제어는 인가전압, 
소재 공급유량, 노즐-기판간의 간격에 의해 제어 가능하다.

10um급 IDT 기반의 온도센서 제작을 위해 20um 노즐헤드를 적용

하였고 점도 300cps의 Ag잉크(Paru, PG-007)을 사용하여 인가전압 

0.4kV, 공급압력 -0.2kPa, 노즐-기판간의 간격 100um, 토출 주파수 

100Hz, 헤드이송속도 20mm/s의 공정변수를 입력하여 IDT 기반의 

온도센서 제작 공정 실험을 진행한 뒤, 110℃에서 1시간 소성하였다.
실험 결과 Fig. 1과 같이 유리기판 상에 500um x 500um 사이즈의 

폭 간격 40um, 11쌍의 핑거패턴을 갖는 IDT 기반의 온도센서를 제작

하였고 10um의 패턴 해상도 및 0.4Ω·cm의 저항값을 측정하였다.

(a) Microscope at x5 (b) Microscope at x10

(c) Microscope at x20
Fig. 1 Microscope images of IDT based temperature sensor

3. 성능 평가

제작된 온도 센서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였고 센서 측정은 상대 습도 60%에서 

핫플레이트의 온도를 0~100℃까지 10℃씩 증가시키면서 측정을 

진행하였다. 얻어진 데이터는 Origin Lab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Fig. 2와 같이 저항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였고 Boltzmann 2차 곡선 방정식의 0.99보다 큰 R²값을 얻을 

수 있어 저항응답에 따른 곡선이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Temperature response in the form of resistance in KΩ as function 
of temperature in ℃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기수력학 기반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10um급 

IDT 온도센서를 제작하였고 10um 이하의 패턴 해상도에서도 센서 저

항 특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유연 및 신축성 기

판에 초소형 센서를 적용하여 유연 센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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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자를 생산하기 위한 노칭 및 에칭 공정은 초기 장비 투자 비용이 

높으며,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더불어 관련 해당 핵심 기술들은 외국 

에 의존하는 편이 높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 공정(노광 

및 에칭)을 대체가능한 롤투롤 리버스 옵셋 공정을 개발에 대한 진척

도 보고와 연속 인쇄 공정에서 핵심 부분인 세정 부분에 대하여 개발

하고자 한다.
2. 세정 장비 활용

본 롤투롤 리버스 옵셋 인쇄 공정시스템은 2015년에 개발을 시작하

여, 현재 연구 개발 진행 중으로, 앞서 말했다시피 기존의 노광/에칭공

정을 대처할만한 미세/정밀 중첩의 소자를 연속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

는 시스템이다. Fig. 1 앞서 말한 미세패턴/정밀 중첩 시스템의 2차년

도 개발한 공정으로, 10㎛의 패턴을 연속적으로 중첩으로 찍어 생산

이 가능한 장비다.

Fig. 1 Roll to Roll Fine pattern/precision overlay patterning line

3차년의 개발 목표를 위하여, 2차년의 개발한  Fig. 2 세정장비를 

활용하여, 테스트 및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이다. 세정 장비는 두 곳

에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 1도, 2도 클리쉐 장비에 붙어 있어서, 클리

쉐 롤에 있는 잉크를 세정하고 있다.

Fig. 2 Roll to Roll Continuous Producing pilot Cleaner(Octane, IPA)

이와 함께, 미세패턴/정밀 중첩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총 3대의 

카메라(Fig. 4 비전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

Fig. 3 Vision Camera

Fig. 3의 Vision 카메라는 앞서 말했다시피, 전체 라인 중 3곳에 설

치 되어있다. 해당 설치된 곳은 2도 인쇄 장비가 설치된 곳으로, 첫 번

째 카메라는 1도 인쇄가 된 데이터를 확보, 두 번째 카메라는 2도 클리

쉐 롤의 패턴 위치 파악, 세 번째 카메라는 2도 인쇄가 완성된 패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세 번째 카메라를 기준으로 2
도 인쇄의 align을 맞추게 된다.

롤투롤 장비의 원단 진행 방향의 align은 2도 인쇄의 속도와 

feeding 구간의 Roll로 조정하며, 원단의 가로 방향은 클리쉐 롤에 있

는 서보 모터 및 볼 스크류를 활용하여, 정밀 Align을 맞추게 된다.
  

3. 결과 및 고찰

Fig. 4는 해당 장비를 이용하여, 중첩으로 인쇄하여, Vision 카메라

에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Fig. 4 중첩 패턴

현재는 해당 장비를 이용하여, 보다 중첩 정밀도의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테스트 하고 있는 중이다.

4. 개발 계획

앞으로의 개발 계획은 리페어 장비의 스테이지 구축이다. 해당 장비

는 현재 설계 완료가 나있고, Stage 부분 및 Linear Robot은 현재 발

주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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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발은 크게 갑피와 창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창은 다시 밑창, 중창, 
안창의 부품으로 분류된다. 각각의 부품들은 접착 공정을 통해 결합되

며, 세분화된 접착 공정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 신발이 제작되기 때문

에 접착 공정은 신발 제작 공정에 있어 핵심적인 공정 중 하나이다1 
. 신발 접착을 위해서는 솔의 비극성 재질로 인한 낮은 접착 강도를 

개선하기 위해 UV 처리 공정과 같은 전처리 공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

라, 프라이밍(priming) 공정과 같은 접착제 결합력 향상을 위한 추가 

공정 또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접착제의 접착을 위해서는 접착제 

도포 후 가열을 통한 접착제 경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대상물

에 열풍을 가해줘서 소재 전체의 온도를 높이는 공정이 필요하다. 하
지만 이러한 기존 공정의 경우, 접착을 위한 전처리 공정 과정이 복잡

하다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소재 가열을 통한 접착부의 간접 가열 

과정에서 소재의 열변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접착면의 균일한 가열 

온도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열풍을 통한 간접 가열 

방식이 아닌, 유도가열장치를 이용한 신발 솔 접착 통합 공정을 제안

한다. 유도가열(induction heating)은 가열체 주변에 코일을 배치하고 

이에 교류전류를 인가시켜 시변 자기장을 발생시키면서 대상물에 와

전류(eddy current)가 유도되면서 대상물에 줄(joule)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2. 유도가열 기술은 가열이 요구되는 대상물만을 

선택적으로 가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인가 전류의 크기 및 주

파수를 제어하여 가열 특성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도가열장치를 이용하여 신발 솔 접착 통합 

공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이의 성능 평가를 진행

하였다.
  

2. 설계 및 제작
  

본 연구에서는 신발 접착제의 유도가열을 위해 접착제 내에 Fe 파우

더를 혼입한 형태의 반응성 핫멜트 접착제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신

발 접착제는 비자성체이며 절연체이기 때문에 유도가열 코일을 이용

하더라도 효과적인 가열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접착제 내에 

혼입된 금속 분말을 이용할 경우, 유도 코일에서 발생된 시변 자기장

으로 인해 금속 분말 내에서 와전류가 유도되고 이로 인해 금속 분말

에서 발생되는 열이 접착제 전달되면서 접착을 구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차원 타원 형태의 코일과 전원공급장치 및 인버터를 

Fig. 1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연속 접착 공정 구현을 위해 

컨베이어 밸트가 같이 구성되었다.

Fig. 1 Configuration of manufacturing system for sole adhesion3

3. 가열 성능 평가

해당 솔 접착 통합 공정에서 솔의 배치에 따른 가열 성능을 비교하

기 위해 Fig. 2와 같이 솔을 코일 방향에 대해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이송시켜가면서 온도 분포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유도코일의 곡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열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솔을 수평 방향

으로 공급하는 것이 균일한 온도 상승에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2 Heating performance of induction heater according to the 
orientation of sole 

4. 결 론

신발 접착 공정의 단순화 및 가열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도가열장

치를 이용한 솔 접착 통합 공정이 개발되었으며, 신발 솔을 코일의 수

평방향으로 공급할 때 상대적으로 균일한 온도 상승이 구현되었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10048308)의 지

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1) Ha, S., Jang, Y. and Seol, S., 2005, Leather`s Environment-friendly 
Adhesion Surface Treatment of shoe`s Material by Plasma, 
Journal of adhesino and interface, 6, 2, 6-12.

(2) Park, H. C., Son, Y. S., Youn, D. W., 2006, A Study of Induction 
Heating Roll for Roll Type Hot Embossing,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Technology Engineers Annual Fall Conference, 6, 
77-82.

(3) Park, H. C., et al., 2017, Development of Shoe Adhesive 
Manufacturing System using Induction Heating,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Summer Annual Conference. 

23



1. 서 론 
 

전계 방출 (Field emission technology)을 기반으로 하는 집속이온빔 
(Focused Ion Beam, FIB) 가공은 높은 에너지를 갖는 입자를 집속하여 
사용하는 가공하는 방법으로 1970년대에 최초로 시스템이 개발되었

다. 이 공정은 수 십 나노부터 수 마이크로 스케일의 피쳐 (feature) 가
공에 적합하며 또한 다른 공정과 달리 전구체 기체를 공급해주는 장
치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절삭과 적층 가공이 한 시스템에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속이온빔 화학기상증착 
(FIB-CVD)에 있어서 전구체 (Precursor) 온도가 적층율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형상기억합금 (Shape 
memory alloy, SMA) 소재를 사용한 마이크로구동기에서 집속이온빔 
증착법을 사용하여 국부영역 증착으로 구동방향을 변경한 새로운 구
동기를 제작하는 방법에 적용한 사례를 제시한다. 

 
2. 국소 영역 선택 증착 

 
기존의 전구체 기체 공급장치는 기체의 유량을 고정시킨 채 전

구체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구체 온도가 
적층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전구체 기체의 온도만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전구체 기
체 공급장치를 Fig. 1과 같이 개발하였다. 

   

 
Fig. 1 Precursor flow inside developed gas injection system 

 
개발한 전구체 기체 공급장치를 이용하여 페난트렌 (Phenanthrene, 

C14H10) 가스의 온도를 70°C 부터 5°C 간격으로 증가하여 85°C 까지 
상승시키면서 수직, 수평, 그리고 체적의 적층율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모든 방향의 적층율이 전구체 기체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 

 
 
 
 

승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수평 방향의 적층율을 강화한 집속이온

빔을 이용한 국소 영역 선택 증착 공정을 사용하여 형상기억 합금 
소재를 사용한 마이크로 선형 구동기의 구동 방향을 변형하였다. Fig. 
2는 SMA를 기본으로 하는 마이크로구동기에 국소영역 FIB-CVD 공
정을 적용한 제작과정을 설명한다. 
    

 

 
Fig. 2 Fabrication strategy of SMA based microactuators 

 
3. 결 론 

 
집속이온빔 화학기상증착 공정에서 전구체 기체의 온도와 적층율

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전구체 가스 공급장치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가스 공급장치를 활용하여 적층율과 전구체 
기체 온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
과를 활용하여 마이크로스케일의 굽힘 구동기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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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직접 인쇄 기법 중 하나인 전기방사법

(Electrospinning)은 노즐과 기판 사이에 높은 전기장을 가하여 낮은 점
도 상태의 고분자(용액 혹은 용융 상태의 고분자)에 발생하는 정전기

력에 의해 순간적으로 섬유(Fiber) 형태로 방사하는 방법이다. 일반적

으로 이는 전통적인 3차원 프린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에서 구현하기 힘든 마이크로 또는 나노스케

일의 섬유를 이용하여 기능성 구조를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
해 각광을 받고 있다.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1차원 섬유를 정렬하여 
기능성 구조의 제작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사법을 이용

하여 마이크로 섬유를 수직으로 정렬하여 인쇄된 필름의 원통형 마
이크로 구조(Cylindrical micro structure)를 보이고, 평면 전극과의 접촉 
저항 변화를 이용한 터치 센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전기방사법을 통해 인쇄된 필름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electrospinning setup 

 
 
본 연구를 위해 구성한 용융 전기방사 시스템은 Fig. 1 에 개략도로 

보인 바와 같이 히터와 고전압 인가를 위한 전극, 스테이지 및 제어 
P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장에 의해 방사된 섬유를 정렬하기 
위해 스테이지의 속도와 용융 고분자의 온도 등을 제어하여 개별 마
이크로 섬유를 수직으로 정렬하여 얇은 필름을 인쇄할 수 있었으며, 
인쇄 예시를 Fig. 2 에 보였다. Fig. 1 의 시스템을 이용해 인쇄된 필름

은 원통형 단면 형상을 갖는 마이크로 섬유가 정렬된 형태를 가지며, 
이러한 원통형 마이크로 표면 상에 전도성 고분자를 얇게 코팅한 후 
평면 전극 사이에 위치하면, 평면 전극 사이에 작용하는 압력에 따라 
접촉 면적 변화에 따른 전기 저항의 변화를 검출할 수 있다. 

 
Fig. 2 Printed films via the electrospinning setup 

 
이를 이용하여 터치 센서로 응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센서의 원리

를 Fig. 3 에 보였다. 

 
Fig. 3 Schematic illustration of touch sensor consist of micro fibers 

printed by the electrospinning 
 

3. 결 론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섬유의 정렬을 제어하여 기능성 

구조를 가진 필름의 인쇄가 가능하다. 특히 인쇄된 필름의 원통형 마
이크로 구조는 표면에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 접촉 면적과 접촉 저항

이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터치 센서에 활용이 
가능함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터치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 활용이 가능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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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소수성 표면은 자가 세정, 발수성, 결빙 방지, 항력 감소 등의 독

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목 받고 있다. 초소수성 표면

은 자연에서 쉽게 관찰이 가능하고 식물의 잎 및 곤충의 날개 등에서 

관찰 할 수 있다. 자연에서 관찰되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연꽃잎은 

초소수성 표면의 전형적인 예이고, 연꽃잎은 자가 세정 기능을 가지는 

초소수성 표면을 이용하여 비가 오거나 물을 이용하여 잎에 뭍은 먼지

나 얼룩을 제거하여 광합성 효율을 증대시키고 있다 [1-3]. 이러한 여

러 가지 특징을 가지는 초소수성 표면의 제작을 위해서는 낮은 표면 

에너지와 표면에 나노/마이크로 스케일의 구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4,5].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금속에 초소수성 표면을 제작하

기 위해 레이저 표면 가공을 수행하여 마이크로 스케일의 표면 구조를 

제작하였고 레이저 빔 가공을 이용하여 변화된 표면 성분을 열처리를 

통해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가지는 표면을 제작하였다. 열처리에 의해 

레이저 가공부의 표면이 소수화되어 소수성 표면을 갖는 미세 구조를 

제작함으로써 표면에 초소수성 표면을 제작할 수 있는 공정을 구성하

였다. 여러 가지 금속을 이용하여 레이저 표면 가공 및 열처리를 이용

한 초 소수성 금속 표면의 제작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 구리, 알루미늄, 티타늄 기판에 대

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나노초 펄스 레이저를 이용하여 레이저 표면 

가공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한 펄스 레이저는 Q-Switch Nd : 
YAG 355nm UV 나노초 펄스 레이저이며, 3W의 파워로 가공을 수

행하였다. 레이저 가공 경로는 라인 패턴이 교차된 그리드 패턴을 이

용하였다. 이것은 패턴 제조가 용이하고 등방성 초소수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공면의 크기는 5 × 5mm2 영역에 걸쳐 레이저 표면 

가공을 수행하였다. 레이저 표면 가공 후 일반적인 상용 오븐을 이용

하여 200oC이하로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정은 

아래와 같이 그림 1에 정리하였다. 시편 제작후에 접촉각 측정기를 통

해 탈이온수를 이용하여 접촉각을 측정하였으며 주사전자현미경을 통

해 미세구조를 분석하고 표면의 성분분석을 위해 에너지분산형 분광

분석, X선회절 분석 등을 실시하여 레이저 가공전후 및 열처리 전후의 

표면 구조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를 통해 스테인리스 스틸, 구리, 알루미늄, 티타늄 기판에 초

소수성 표면을 제작하였으며, 초소수성을 위한 공정인자의 효과를 연

구하였다. 레이저 가공직후에는 표면이 친수성을 보였는데 이는 레이

저 표면 가공이 대기중에서 진행되어 금속표면이 산화되는 현상을 통

해 친수성의 산화된 금속이 표면에 형성되었고, 레이저 가공의 요철구

조와 결합하여 친수 특성이 증대되었다. 하지만 열처리를 통해 산화된 

금속 표면의 미세구조 변화 또는 대기중의 유기물 흡착에 의해서 표면

특성이 소수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드 형태의 요철구조가 물방울을 

띄우는 형태로 접촉면적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초소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공정(레이저 가공과 열처리) 및 공정

조건(레이저 가공방법과 열처리 온도 및 시간)으로 네 가지 서로 다른 

금속에 대해 초소수성 표면제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금속 재료 이외의 재료에 대해서도 초소수성 표면 제

작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통해 일반화된 

초소수성 금속 표면 제작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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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가변형 극초단 펄스 레이저 기반 선폭 10㎛급 롤 금형 가공공정 및 장비 

기술 개발
손현기1*, 김창수2, 김동식3, 이주한4, 서홍석5, 신우진6

Process & equipment technology to engrave roll molds with 10㎛-wide patterns using a pulse-width tunable 
ultrafast laser

H. Sohn*, C. S. Kim, D. Kang, J. H. Lee, H. S. Seo, W. Shin
한국기계연구원1, ㈜은일2, 포항공과대학교3, 서울시립대학교4, 한국전자통신연구원5, 광주과학기술원6

Key Words : Printed (flexible) electronics, Polygon scanner, Roll molds, OLED lighting

1. 서 론

저가의 인쇄전자소자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롤투롤(roll-to-roll) 
방식의 인쇄공정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롤투롤 인쇄기술에서 인쇄전자

소자의 회로 패턴을 유연소재에 전사(transfer)하기 위해서는 롤 금형이 
사용되며, 롤 금형의 미세패턴의 품질(선폭, 형상 등)이 인쇄전자소자의 
성능과 집적도에 집적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과제에서는 금속 소재의 

비열 미세가공이 가능한 극초단 펄스 레이저 기반 직접식(direct) 롤 

금형 패터닝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2. 롤 금형 패터닝 실험

극초단 펄스 레이저를 이용한 금속 소재의 가공 시 열영향(HAZ)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의 펄스에너지를 실험적으로 도출하고,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폴리곤 스캐너를 이용하여 레이저 빔을 고속(> 30m/sec)으로 
이송한다. 실험에 사용된 롤 금형은 Cr이 코팅된 롤 소재(φ250㎜ × 
300㎜)로 일반적으로 인쇄전자소자용 롤 금형에 사용되는 것이며, 폴리곤 

스캐너 내에서 회전하는 폴리곤 미러는 8면(facet)을 가지고 있어, 
폴리곤 미러가 한바퀴를 돌면 8개의 선(line)이 생성된다.

Fig. 1 Experimental setup

3. 결과 및 고찰

폴리곤 스캐너는 고속으로 레이저 빔을 이송하므로, 레이저 빔의 정

렬이 가공된 패턴의 치수 및 위치 정밀도에 직접적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본적인 행렬 형태의 패턴을 이용하여 ISA(in-scan alignment)
를 수행하였다. ISA는 폴리곤 스캐너에 의해 생성되는 선의 시작점을 

맞추는 것으로,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 수준으로 완료되었다.

Fig. 2 Polygon scanner in-scan alignment (~5㎛)

Fig. 3과 같이 롤 소재에 각인하기 위해 기본패턴(수평선, 수직선, 
사선, 원 등)과 OLED 조명의 양극(anode) 패턴을 포함하는 패턴 파

일을 작성하고, 이를 가공장비에 입력하여 패터닝을 수행하였다. 

Fig. 3 Pattern files (DXF & BMP) engraved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폴리곤 스캐너를 이용하여 기본패턴과 

OLED 조명 패턴의 각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인된 패턴 중 수평선

과 수직선의 선폭과 선폭 정밀도는 18.4㎛ ± 2.6㎛이다. 

Fig. 4 Engraved patterns for OLED lighting (anode) 

Fig. 5 Flexible OLED lighting

Fig. 6 Anode pattern shape of flexible OLED lightng (line width: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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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광섬유 레이저는 높은 전기-광에너지 변환효율과 좋은 빔 품질을 

가질뿐 아니라 소형화가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장점 등으로 인
해 material processing, defense, medicine, biology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되고 있다. 또한 부피 대비 열발생 표면적이 극단적으로 큰 광섬유의 
장점으로 기존 고체 레이저에서 구현하기 불가능한 kW급 이상의 높
은 레이저 연속 발진이 가능하지만, 단일 광섬유에서의 최대출력은 
비선형현상, 광섬유 손상 및 mode instability 등의 문제로 제한이 된다 
[1-4].   

  연속광 출력의 레이저는 금속의 cutting/welding 등 큰 에너지가 필
요한 가공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또한 높은 에너지로 인해 
금속 타겟에 열적손상을 줄 수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열적손상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레이저를 준연속(quasi-CW)으로 
발진하는 것으로, 이는 높은 에너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타겟에서 발
생하는 열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여 가공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섬유를 기반으로 한 고출력 준연속 광섬유 레

이저 시스템에 대해 보고한다. 10 ms 레이저 펄스폭과 10 Hz 주기로 
동작하는 단일모드 준연속 레이저 시스템을 제작하여 최대 첨두출력 
1.5 kW 이상의 특성을 보였다. 또한 출력을 더 높이기 위하여, 4개의 
단일모드 준연속 광섬유 레이저를 incoherent beam combining 기술[5]을 
적용한 tapered-bundle signal combiner를 제작하여 하나의 광섬유로 출력

이 되게 하였으며, 최대 첨두출력 6 kW 이상의 고출력 준연속 레이저 
시스템을 제작하였고 이에 대한 특성과 개발한 레이저를 사용하여 
spot welding system에 적용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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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적 표면처리를 위한 양극층 선형 이온원 개발

김종국*, 강용진, 김도현, 장영준

Development of  anode layer ion source for surface treatment of large area
 J-K. Kim*, Y. J. Kang, D. H. Kim, Y. J. Jang

재료연구소 실용화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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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면적 표면처리 기술은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의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식품용 포장재 코팅, 기능성 의류 표면처리, 강판재 표면처리 

등을 비롯한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 중

요성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기존의 대면적 표면처리 기술은 Batch 형식의 대면적 플라즈마 기

술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및 태양전지 분야에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 

약 10 년 전부터 대량 생산, 저가 공정 개발을 위한 Roll-to-Roll 
(R2R) 공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선형 이온 (또는 플라즈마) 발생

장치를 통한 In-Line 형식의 대면적 표면처리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유연 기판의 활용한 응용산업, 예를 들면 유연 디스플레

이, 유연 태양전지, 유연 저장매체 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유연 기

판 처리에 필수적인 R2R 기반 표면처리 공정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1990년 중반부터 선형 이온빔을 응용한 산업이 태동

되기 시작하였으나, 선형 이온소스 개발 기술 부재로 인하여 대부분 

러시아 등의 동구권 및 선진국가로부터 수입된 이온소스를 사용하여 

표면 에칭 등의 표면처리에 사용하였으며, 현재 일부 회사에서는 국외 

제품을 복제한 이온소스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생산성 증대를 

위해 고속/장시간 운전시 이온소스에서 발생되는 파티클에 대한 문제

와 이에 따른 미세 아킹 현상 등으로 인한 사용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

고 있고,. 또한 기능성 박막 증착에 활용될 경우, 산화물, 질화물 등에 

의한 방전 불안정성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선형 이온소스에 대

한 많은 기초 연구 및 개선이 요구되었다. 인출되는 이온빔 전류밀도

가 낮으며, 최대 인가 가능 전압이 낮아 1 keV 이상의 고에너지 이온

빔 인출을 통한 고속 전처리 공정에 적합하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

었다.

   

    Fig. 1 양극층이온원 모식도   Fig. 2 양극층 이온원 전장 구조

Fig. 3 1.5m급 이온원의 빔 인출 

본 발표에서는 지난 5년간 개발한 대형 표면처리 가능한 양극층 이

온원의 개발 과정과 그 성능 향상, 그리고 응용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개발을 통하여 국내 대형 업체의 해외 생산라인에 최대 

2.4m급 이온원을 장착하여 코팅 불량의 해결하기도 양산에 적용하기

도 하였다.
 

후 기
 

본 발표는 산업부 신성장 동력 장비개발 사업 (공통핵심 기술)의 지

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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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 전자빔을 이용한 고세장비 미세 홀 가공장비 및 공정기술 개발

강은구1*, 장만석2, 구형욱3, 박형욱4, 정재일5, 백승엽6

Development of High Power Density Electron Beam Micro-drilling Machine and Process for High Aspect-ratio 
Micro-hole Parts

E. G. Kang*, M. S. Jang, H. W. Goo, H. W. Park, J. I. Jeong, S. Y. Baek
한국생산기술연구원1, ㈜에이엠테크놀로지2, ㈜알엠에스테크놀러지3, 울산과학기술원4, 국민대학교5, 인덕대학교6

Key Words : High Power Electron Beam, High Speed Metal Drilling, High Aspect Ratio, Micro Hole Drilling Process

1. 서 론

메탈 소재의 마이크로 드릴링기술은 방전가공, 초음파가공, 레이져

가공 및 기계적 드릴링 등의 공정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다. 반면, 고
출력 전자빔을 이용한 드릴링 공정기술은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매

우 부족하고,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공정기술이다. 전자빔 가공

기술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존 레이져, 방전가공 및 기계적 가공에 

비하여 고세장비와 고속 생산의 가공이 가능하다. 고출력 전자빔 미세

홀 가공 기술은 현재 다양한 응용분야의 적용이 확대되어 지고 있으

며, 메탈 필터류 부품, 노즐류 등 기존 드릴링 가공기술의 세장비와 생

산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본 발표

에서는 고출력 전자빔을 이용한 고세장비 미세홀 가공시스템과 공정

기술 개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고출력 전자

빔을 이용한 고세장비 미세홀 가공장비 및 공정기술개발” 과제의 지

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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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박막소자 제조를 위한 롤투롤 연속공정 기반 저온·상압 패턴 증착 

장비 개발

최경현*

Development of pattern deposition system based on roll to roll processing under low temperature and atmospheric 
pressure condition for smart thin film device fabrication

K. H. Choi*
제주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Key Words : Selective thin film patterning deposition, Roll to Roll continuous process, mask patterning process based roll to roll

1. 서 론

롤투롤 기반의 저온·상압 선택적 패턴 증착 공정 기술은 기존의 시

간 분할형 원자층 증착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노급 패턴 증착을 

할 수 있는 신 개념의 공정 기술로 롤투롤 인쇄 공정 기반의 마스킹과 

공간분할형 원자층 증착(spatial ALD)을 통해 선택적으로 증착된 패

턴을 형성하고, 유연디바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롤투롤 연

속공정 기반의 저온·상압 선택적 패턴 증착 시스템 및 공정기술은 기

존 박막 증착 및 패터닝 기술에서는 구현 할 수 없는 나노급의 고품질, 
고균일성 패턴 형성이 가능하며, 롤투롤 연속공정을 적용하여 유연성 

기판 소재 및 다양한 소재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선택적 원자층 

패턴 증착 기술은 전구체(precursor) 및 반응 가스(reactancts)의 반응

성을 제어하여 정밀한 박막 두께 제어가 가능하며 마스킹 공정을 통해 

기판 소재 상에 3%이하의 높은 균일도를 갖는 박막 패턴 증착이 가능

하다. 기존 산업에서 활용하는 패턴 형성 기술이 아닌 스마트 센서, 유
연소자, 웨어러블 소자 제작에 적용되는 유연성 필름에 나노급 고미

세·고정밀 박막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롤투롤 연속공정 기반의 저온·
상압 선택적 패턴 증착 장비 개발을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인 "스마트 박

막소자 제조를 위한 롤투롤 연속공정 기반 저온·상압 패턴 증착 장비 

개발, (10063277)"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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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I 1074냉간압연강의 미세엣지형상에서 다이오드레이저 재열처리 효과

김민욱1, 류기택1, 조성학2, 강명창3*

Effect of Reheating Treatment on Pinnacle Edge by 100W Diode Laser Hardening in AISI 1074
M. W. Kim, K. T. Ryu, S. H. Cho, M. C. kang*

(주)파인테크1, 한국기계연구원2, 부산대학교 융합학부 하이브리드소재응용전공3

Key Words : Diode laser, Reheating treatment, Surface hardening, Pinnacle edge, AISI 1074

1. 서 론

양각금형(Flexible fine die)은 탄소강으로 구성된 박판에 미세엣지

구조(Pinnacle)의 칼날이 배치되어 정밀하고 복잡한 기능성 필름 및 

양면 테이프 등을 절단(Converting)하는데 사용되는 금형이다. 이는 

열처리된 박판소재 (AISI 1074, 550HV)에 에칭공정과 기계가공을 

가하여 제작되고 있다[1]. 최근 필름 내부에 세라믹이나 금속 등의 소

재가 첨가되어 금형 수명이 너무 짧아서 더 경도가 높은 금형이 요구

되고 있다. 기존에는 금형의 수명을 늘이기 위해서 질화 열처리를 하

여 사용하였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레이저를 

이용하면 금속표면에 국부적으로 큰 에너지를 유지 시킬 수 있어 가공

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엣지 형상을 가진 양각금형에  쓰여지는 

열처리된 AISI 1074 냉간압연강에 다이오드 레이저로재열처리를 한 

후 양각금형의 인선의 특성을 관찰하고 적합한 레이저 열처리 공정조

건을 찾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시편은 AISI 1074 냉간압연강으로, 시편의 화학

적 조성과 기계적 특성을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시편의 크

기는 30x30x1.3mm로 양각금형 미세엣지구조의 두께와 크기에 맞게 

고정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레이저 열처리기는 Fig. 1과 같이 Fiber를 

통하여 다이오드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서 레이저의 파장은 

980nm이고 최대출력은 100W이고, 빔 Spot size는 100㎛이다.
레이저 출력과 조사 속도를 다르게 조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경

도측정을 위해서 각 시편을 10mm크기로 절단하여 마운팅하고 마이

크로 경도 시험기로 490mN의 인가하중으로 단면의 표면 경도를  측

정하였다. 경화된 표면 부분의 열처리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에칭 후 

금속 현미경을 사용하여 표면 조직 상태를 관찰하였다.

Material Fe% C% Mn% Si% S% P%

AISI 1074 98.38 0.75 0.63 0.19 0.03 0.02

Table 1 The material properties of AISI 1074

Young’s 
modulus

Tensile
strength Elongation Poisson’s

ratio
Yield 

strength
Fatigue 
strength

190GPa 780MPa 12% 0.29 500MPa 320MPa

Table 2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AISI 1074

Fig. 1 Laser hardening system[2]

3. 결과 및 고찰

고탄소강 AISI 1074의 경도 550HV보다 다이오드 레이저 표면 경

화된 칼날 부분의 최고 경도가 920HV로 1.6배이상 경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열처리 탄소 공구강에서 탄소의 석출경화

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다.

Fig. 2 Photo of pinnacle in flexible fine die after laser hardening

참 고 문 헌
(1) Kim, M. W., Kim, K. H., Kang, M. C., Cho, S. H., and Ryu, 

K. T., "Mechanical properties and cutting performa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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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ing of flexible fine die", Current Applied Physics, Vol 
12, pp. S14-S18, 2012.

(2) Ryoo, K. T., Kim, M. W., Sung, J. W., and Kang, M. C., 
"Maskless laser direct imaging lithography using a 355nm UV 
light source in manufacturing of flexible fine dies", Jou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29, pp. 365~37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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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박스가이드 타입의 이송계가 적용된 중대형 공작기계의 이송계 백
래쉬는 기계적인 히스테리시스보다 마찰력과 이송계 강성간의 관계

에 의한 이송계 탄성 변형이 주 원인이다. 즉, 모터는 지령된 위치에 
도달하였으나 이송축은 지령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송계가 탄성 
변형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에서 모터 반전 시 발생되는 로스트 모션

이 공작기계 이송축 백래쉬의 지배적인 요인이다. 또한 백래쉬는 예
압량에 따른 볼스크류와 너트간 마찰력 변동, 윤활 조건 및 점도, 소
재무게에 의한 이송면압 변동, 이송축 서보모터로부터의 상대적인 
위치, 이송면 마찰계수 변화 (장비 사용에 의한 슬라이딩 베어링의 
스크래핑면 변화)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변경된다. 만일 이러한 
백래쉬의 변화를 재 측정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이송계의 
이송정밀도 저하 및 이로 인한 절삭 오차 문제가 발생된다. 

 
Fig. 1 Backlash variation by work-piece weight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변동되면서 장비의 이송정밀도 
저하 및 가공오차를 발생시키는 이송계 백래쉬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하며 이를 통한 이송축 절삭 백래쉬 보정 방
안을 소개 하고자 한다. 

 

2. 적용 실험 
  
사용자가 백래쉬를 다시 검출하고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시점(예를 들어 소재무게가 크게 바뀐 경우)에 가공프로그램을 통해 
지령이 가능하도록 이송축 백래쉬 검출 및 보정용 G코드를 설계하였

다. 단독으로 혹은 가공프로그램 수행 중에 이 G코드가 지령되면 이
송축을 일정거리 이송시킨 후 이송방향이 반전시키고 이때 NC 내부

메모리의 서보 모터 부하데이터 및 이송거리 데이터를 읽어서 해당 
이송축의 절삭 백래쉬를 검출하고 NC 보정파라미터에 기록하여 보
정한다.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두산공작기계의 수직형 머시닝센터인 
VM960과 수평형 보링머신인 DBC130이다. 두 장비 모두 테이블 이송

축에 박스가이드 타입의 슬라이딩 베어링이 적용된 장축의 이송계가 
장착되어 이송계 백래쉬 및 소재무게 등에 의해 백래쉬 변동이 상대

적으로 큰 편이다. 

     
(a) VM960                      (b) DBC130 

Fig. 2 Experimental setup 

3. 결과 및 고찰 
 
VM960 및 DBC130 장비에 개발된 기능을 설치하고 테이블 이송축

(VM960의 경우 X/Y축, DBC130의 경우 X축)을 테스트하였으며, 그 결
과를 백래쉬 측정 및 보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레이져 
측정기 및 볼바 테스트 결과와 비교하여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DBC130의 경우 소재를 올리지 않은 무부하 테스트를 수행했으며 
3대의 장비에 적용하여 11회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레이져 측정기로 
측정된 백래쉬 값에 86~104%에 해당하는 값이 기능에 의해 검출되고 
NC 파라미터에 기록되어 보정되었다. 

VM960의 경우 소재를 올리지 않은 무부하와 소재(1톤, 2톤)를 올린 
부하 테스트를 모두 수행했으며 1대의 장비에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볼바 테스트를 통해 측정된 백래쉬 값에 92%(무부하), 
99.6%(1톤) 그리고 97.9%(2톤)에 해당하는 값이 기능에 의해 검출되고 
NC 파라미터에 기록되어 보정되었다. 

VM960 장비의 자동 벡래쉬 검출 및 보정기능 적용 전/후의 볼바 
테스트(F1000/min) 데이터는 Fig. 3을 통해 나타내었으며 해당기능에 
의해 상당히 정확하게 이송축 백래쉬량이 검출되고 보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해당 기능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With/Without Automatic backlash compensation result 

 
4. 결 론 

 
소재 무게 등이 크게 변동되어 소재 이송축의 백래쉬량을 재 측정

하고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가공프로그램 등을 통해 
호출할 수 있는 이송축 백래쉬 검출 및 보정용 G코드를 설계하였다. 
이 기능을 VM960 및 DBC130과 같은 테이블 이송축이 박스가이드 
타입의 장축인 장비에 적용하여 무부하 및 부하 테스트를 수행한 결
과, 레이져 계측기 및 볼바 테스트를 통해 측정된 이송계 백래쉬량에 
약 86~104%에 해당하는 근접한 값이 검출되었다. 또한 검출된 백래

쉬량을 NC 보정파라미터에 자동으로 반영시킴으로써 이송축 반전 
시 발생되는 이송 정밀도 저하 및 가공오차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

로 장비의 절삭성능 향상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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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대기 중의 미세 먼지 농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설계 시 고려하지 못했던 입자의 영향

으로 각종 기계 성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실외에 설치된 송풍기 

안의 축류 팬이 대표적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축류 팬에서의 날개 형

상에 따른 효율 분석, 허브 캡 영향에 따른 성능 평가 등의 연구가 진

행 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팬이 회전함에 따른 영향을 고려

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입자와 축류팬의 효율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 중의 미

세먼지 혹은 입자가 존재할 때 축류 팬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할 것이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NACA65 계열을 사용한 저압 축류팬을 대상으로 진

행하였으며 외경이 287.5mm이며 날개 끝단의 틈새는 2mm인 Jang과 

Kim의 실험에 사용한 송퓽기를 참조하였다. 축류 팬에서의 내부 유동

과 효율을 파악하기 위해 상용소프트웨어인 ANSYS CFX 17.1을 사

용하였다. 비압축성 3차원 정상유동에 대한 연속방정식과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지배방정식은 유한체적법으로 이

산화된다. 난류 모델은 k-e모델을 사용하였고 계산격자는 사면체를 이

용한 비정렬 격자로 구성하였다. 본 계산에 사용된 격자 수는 약 1700
만개 이다. 팬의 회전을 고려하기 위해 MRF (Multiple Reference 
Frame)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회전 속도는 1000 RPM 이다. 경계조

건으로 입구와 출구는 대기압 조건으로 설정하였고 벽면에서는 점착

조건을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에서는 각 케이스 별로 스토크스 넘버와 입자 지름을 나타낸

다. 스토크스 넘버는 날개의 팁 반경 기준으로 정의 되었고 입자의 질

량은 1700이며, Case 1에서는 수치해석 타당성 검증을 위해 파

티클을 넣지 않았다. 입자와 유체는 fully-coupled로 설정하였으며, 
drag force는 Schiller Naumann 모델을 사용하였다. 입자의 질량 유

량은 1kg/s로 고정하였다.   

Table 1 Specification for each case

Stokes number Particle 
diameter(m)

Case 1 
(non particle) - -

Case 2 0.1 13.60
Case 3 0.5 30.43

Case 4 1 43.03

Case 5 5 96.22

Table 2 Results of Numerical calculations

  
Jang and Kim 0.41 0.3 -

Lee et al - - 85.90%
Case 1 0.39 0.31 81.46%

 앞서 기술된 케이스에 대한 수치계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5
공 피토관을 사용한 Jang과 Kim에서 측정된 축류송풍기에서의 유량

계수()와 전압계수( ) 그리고 Lee et al.의 연구에서 측정한 축류

송풍기에서의 효율()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치해석을 통해 계산된 유량계수, 전압계수 그리고 효율이 실험값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Fig. 1 Stokes number vs. efficiency and torque of the fan

 Fig. 1에서는 각 케이스 별로 스토크스 넘버에 따른 팬의 효율과 

토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스토크스 넘버가 증가함에 따라 토크가 감

소하고 효율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효율은 76.19%에서 

80.18%로 증가 하였다. 이는 입자의 질량 유량을 고정함으로써 입자

의 지름이 증가함에 따라 개수가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같은 각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토크를 감소시킴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질량 유량일 때 입자의 지름보다는 개수가 

팬의 효율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관찰하였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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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나노표면개질구술을 이용한 볼 스크류의 기계적 특성 및

내마모성에 관한 연구 

아마노프 아웨즈한1*, 카림바예프 루슬란1, 우르마노프 바흐티요르1, 김현구2, 편영식1

Increase in Mechnical Properties and Wear Resistance of Ball Screw by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Treatment

A. Amanov*, R. Karimbaev, B. Urmanov, H. G. Kim, Y. S. Pyun
선문대학교 기계공학과1, (주)티아이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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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전환시켜주는 볼나사는 그 특성상 반복되

는 왕복운동으로 인한 나사부 궤도륜 (raceway) 마모와 장시간 사용

에 따른 누적 피로의 문제가 발생된다. 볼 스크류의 내마모 및 피로 

특성 향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나노표면개질 UNSM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1 기술을 적용하였다.본 

연구의 목적은 볼 스크류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UNSM 처리를 통

해 경도를 높이고, 표면 거칠기를 줄임으로써 볼 스크류의 표면 특성

을 비교하여 마찰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2. 볼 스크류에 초음파나노개질(UNSM) 기술적용

 UNSM 기술은 초음파 진동에너지를 응용하여 아주 큰 정적 및 동

적 하중이 부가된 볼로써 1초에 2만번 이상의 타격(약 1천~100천회/ 
mm2)을 금속 표면에 주어, SPD (severe plastic deformation) 및 탄

성변형을 발생시켜 이로 인해 표층부의조직을 나노결정 조직으로 개

질함과 동시에 아주크고 깊은 압축잔류응력 등을 부가하는 한국의 특

허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1과 같은 조건을 사용하여 티아이씨 사

의 볼 스크류에 UNSM 기술을 적영하다 (Fig. 1).

Fig. 1 Experimental setup

Table 1 UNSM treatment parameters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UNSM 처리 전-후의 볼 스크류의 실제 사진이다.  정량적

인 분석을 위해 볼 스크류의 표면 거칠기 및 표면 경도를 측정하였다.
UNSM 처리 전-후의 볼 스크류의 측정된 표면거칠기 (Ra) 및 표면

경도 (HV)를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표면거칠기 구배 (profile)은 

Fig. 3에 나타내었다. 

Surface roughness (Ra) Surface hardness
Untreated UNSM-treated Untreated UNSM-treated

0.491 0.164 57.9 63.1

Fig. 2 Photography of a ball screw before (a) and after UNSM 
treatment.

Table 2 Comparison of surface roughness (㎛) and surface hardness 
(HRC)

(a) before UNSM treatment (b) after UNSM treatment

Fig. 3 Cross-sectional profiles of a ball screw before and after UNSM 
treatment

UNSM 처리된 볼 스크류의 표면거칠기는 처리되지 않은 볼 스크류

와 비교하여 약 66% 감소하였고, 표면경도는 약 12% 증가하였다. 따
라서 UNSM 처리된 볼 스크류의 내마모성이 향상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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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물 운송용 대형선박은 5,000마력 이상의 추진력을 내기 위해 

주로 2행정 디젤엔진이 탑재되며, 엔진의 냉각, 윤활, 보호를 위해 엔
진오일이 반드시 사용된다 [1], [2]. 그러나 엔진이 가동되면서 엔진오

일에 미세한 입자 Sludge가 증가하여 엔진내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엔진의 각종 오일을 정제하고 재사용하기 
위해 오일 내의 각종 오염물질을 밀도 차에 의해 분리하는 유수분리

기(Oil separator, OS)를 사용한다. 
선박용 엔진오일과 Sludge의 종류에 따라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OS 가동시간이 동일한 조건에서 OS 내벽에 쌓인 Sludge 축적량은 일
정하지 않아 정확한 배출 시기를 획일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따라

서, Sludge를 배출하기 위해서 OS의 작동을 중지하고 작업자가 직접 
벽면에 쌓인 Sludge의 양을 확인한 후 제거해야 하며, 이 작업이 약 1
시간 정도 소요된다. 또한, Sludge 제거 작업 시 피부 접촉이나 유증기 
흡입 등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OS 내벽에 쌓이는 
Sludge의 양에 따라 벽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Sludge의 양을 추정하여 Sludge 자동 배출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2. Sludge 자동 배출 시스템 구현 실험 
 

2.1 Theoretical analysis of Navier-Stokes equations 
Navier-Stokes equations란 물과 공기를 비롯한 점성을 뉴턴의 운동 제

2 법칙을 이용하여 유체가 가해진 힘으로 어떻게 운동하느냐를 기술

한 식으로 유체에 관성력, 점성력, 외력을 전부 고려하여 하나의 식
으로 표시한 것이다. p −  =  ρ( − )            (1)  
  여기서, ρ는 유체의 밀도, ω는 유체의 각속도, 는 OS의 로터 축

의 반지름 그리고 r은 OS의 내부 반지름이다. 식 (1)은 비압축성 흐름

에서의 Navier-Stokes equations 이며 뉴턴 유체(Newtonian fluid)가 적용되

었다. 뉴턴 유체란 전단속도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점도를 나타

내는 유체이며 전단응력과 전단속도 간의 정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유체이다 [3]. 식 (1)의 계산결과, Sludge가 OS 벽면에 가해지는 압력 

차이에 의해 Sludge 축적량을 확인 할 수 있다 

 
2.2 Experimental Setup 

실험에 사용되는 오일은 SAE 30 & 40 이며, Sludge는 황토, Carbon 그
리고 Silica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OS 내벽에 가해지는 압력

을 측정하기 위해 Arduino 와 압력센서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번 실험을 각각 80분 동안 진행한 결과, OS 내 Sludge 자동배출 시

스템의 무게 추정 정확도는 최소 96.4% 이상이며, 5% 이내의 무게 추

정 오차로 비교적 정확한 무게 추정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1 
과 같이 제어기 모니터에 Sludge 무게를 6분마다 모니터링 하였으며 
Sludge 무게 추정값은 0 kg에서 1.6 kg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a) Estimated sludge: 0 kg              (b) Estimated sludge: 0.5 kg 

   (c) Estimated sludge: 1.0 kg              (d) Estimated sludge: 1.6 kg 
Fig. 1 Weight of estimated sludge at control monitor from 0 to 1.6 kg 

with measuring pressure inside OS 
 
  본 Sludge 자동배출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Sludge 축적량을 설

정할 수 있으며, 밀도가 다른 오일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축적량일 

때 Sludge 배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Sludge 배출 소요시간을 1시간에

서 20분으로 약 1/3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배출 소요시간 단축으로 

인해 동일한 시간 내 상대적으로 자주 Sludge 배출이 가능하여 높은 

오일 정제 효율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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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로봇이 적용되는 생산공정의 구현을 위하여, 공정 설계자는 보통 

기 라인업 된 로봇들 중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로봇을 선정한다. 
즉, 로봇을 하나의 단위제품으로 고려한다. 반면 본 연구의 형상가변

로봇 개념에서는 로봇을 구성하는 구동모듈과 링크가 단위제품으로 
간주된다. 공정 설계자는 구동모듈과 링크를 조합하여 공정에 사용

될 로봇을 구축한다. 이 전략은 공정에 필요한 로봇의 작업영역, 각 
축 별 토크 및 속도 등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공정 맞춤형 로봇 관점에서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형
상가변로봇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모듈 및 링크 조합에 사용

되는 설계용 시뮬레이터, 구성된 로봇을 구동하기 위한 여유자유도1-
2) 기반의 제어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한 제어 
하드웨어의 개발을 수행하였다. 

 
2. 설계용 시뮬레이터 

 
구동 모듈과 링크의 조합으로 로봇을 구성하고 공정에 적용하는 

개념은 Fig. 1과 같다. 이 개념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기구학 및 동역

학적 계산을 통해 로봇에 사용된 모듈 및 링크가 적절하게 선정/조합

되었는지 파악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정 설계자가 로봇 이론의 전문

가가 아닐 수 있으며, 전문가라 할지라도 로봇이 수행할 구체적인 작
업과 관련 지으면서 모듈 및 링크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게 된다. 

 

 
Fig. 1 Reconfigurable robot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계과정에서 로봇을 평가하고 보완하는데 활

용하기 위한 설계용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설계용 시뮬레이터가 
사용되는 개념은 Fig. 2와 같다. 

 

 
Fig. 2 Simulator used in the design of reconfigurable robots 

3. 제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형상가변로봇은 기구학적 형상이 공정 설계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

되기 때문에 DH 파라미터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형상가

변로봇의 제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로봇에 모두 대응 가능한 제어 
소프트웨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용적인 로봇에 사

용할 수 있도록 Fig. 3과 같이 여유자유도 이론에 기반한 제어 소프트

웨어 구조를 구현하였다. 구현된 소프트웨어는 x86기반의 i5 프로세

서를 통해 동작시켰다. 
 

 
Fig. 3 Control software structure 

 
4. 결과 및 고찰 

 

형상가변로봇 개념으로 구동모듈 및 링크를 조합하여 로봇을 구성

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그리고 Fig. 5는 개발된 제어 소프트웨어 및 
제어 하드웨어를 17축 양팔로봇에 테스트하는 모습이다. 로봇의 실제 
구성 예제 및 여유자유도 로봇의 구동 테스트를 통해 본 연구를 통
해 산출된 결과물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Prototyping of the reconfigurable robot 

 

 
Fig. 5 Software test using 17 DOF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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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로봇에서 구동모듈은 약 50% 이상의 원가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

하고, 국산화율이 저조하여 국내 로봇 제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로봇이 가져야 하는 고신뢰 제어성과 저가격화 실현을 위한 핵

심 구동부품의 고성능화 및 저가격화에 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국내의 로봇은 대부분 직교좌표 또는 스카라 로봇에 집중되어 있고, 

다관절로봇과 협동로봇분야는 고성능의 외국산 서보 모터에 기대치가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외국산 제품 수준의 성능을 가지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Low- cost 하이엔드급 All-in-one 중공형 엑

츄에이터의 국산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2. 중공형 엑츄에이터 구성품

본 연구는 주로 협동 로봇에 사용되는 All-in-one 중공형 엑츄에이

터 구성을 위한 서보 모터 및 드라이브, 브레이크 및 엔코더에 관한 

것으로 저가격 고성능 영구자석을 적용한 중공형 서보모터와 

EhterCAT 통신을 포함한  Multi 네트워크, 구조를 단순화 시켜 저가

격 통합형 모듈, 싱글턴 18bit와 멀티턴 16bit급엔코더 그리고 유니크

한 스토퍼형 브레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하모닉드라이브를 장착한 엑

츄에이터의 듀얼피드백에 의한 풀클로우스 제어가 가능한 고응답성 

서보드라이브의 제어체계를 특징으로한다. 

Fig. 1 Hollow type actuator components

3. 중공형 엑츄에이터 제작

중공형 엑츄에이터는 5종(110W, 150W, 220W, 420W, 760W)의 

정격용량을 가지는 모터 및 드라이브 시리즈를 선정하고 엑츄에이터 

직경 사이즈는 3종(75mm,85mm,110mm)으로 개발하였다.
하모닉 감속기를 적용하여 사이즈 최적화를 진행하였으며, 하모닉

드라이브의 공급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두 가지 종류의 

하모닉 감속기를 적용하였다. 중공 엑츄에이터 제작시 듀얼 엔코더를 

적용하기 위한 이중 샤프트 구조를 선택하였으며 경량화한 스토퍼형 

브레이크 구조를 최종적으로 개발 적용하였다. 전체 조립 공정은 3D 
모델링을 사전 진행하여 기구적 간섭을 최소화하여 제작하였다.

Fig. 2 Hollow type actuator prototype

4. 결과 및 고찰

중공형 엑츄에이터의 브레이크, 모터, 드라이브, 엔코더 성능시험 결

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 (a)는 브레이브 정마찰 토크 시험 

결과, (b) 420W 중공 모터의 전자계 해석 결과를 역기전력, 코깅토크, 
토크리플, 자속 밀도를 나타내었다. ©는 중공형 드라이브의 듀얼피드

백 엔코더를 이용한 Full-close 제어를 동작파형이며, (d)는 엔코더의 

정밀도 시험결과를 나타내었다.

(a) Break static friction test (b) Hollow tpye Motor 
electromagnetic field analysis result

(c) Hollow type driver full-close 
control resykt

(c) Encoder precision measurement 
result

Fig. 3 Hollow type actuator performance test results

본 제품의 제작과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중공 모터는 온도상승을 고

려한 최적 모델 설계를 진행하였고, 엔드권선 누름 공법에 대해 부피

를 더욱 줄일 수 있는 최적설계와 중공형 드라이브는 중공 모터의 성

능평가를 통한 문제점 분석 및 전력부 회로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추가로 다축 운전에 따른 영향성 평가를 위하여 PC 기반 제어 환경을 

구축하여 내구 내환경 조건에 대한 장해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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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 현장의 엔코더에는 넓은 검출 범위가 요구된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서 1회전 내의 각도 정보 뿐만이 아니라 회전 수 정보도 함께 
검출하는 다회전 엔코더 기술이 제시되었다. 일반적인 다회전 엔코

더는 모터가 회전 할 때마다 회전 수를 카운트하여 메모리에 기록하

고 배터리로 전원을 유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배터리

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다회전을 정보를 검출하는 
엔코더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마그네틱 
엔코더의 검출 축에 다극 자석을 추가하여 정밀도를 증가시키는 방
법과 이 신호를 정확하게 보상하는 PLL, Interpolation 및 Calibration 기
술을 소개한다. 

 
Fig. 1 3D-model of En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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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e of Battery Less Multi-turn Absolute Magnetic Enc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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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순위에 속하며, 
이러한 교통사고 유발원인 중 1위가 졸음으로 밝혀졌다.(1)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를 유발하므로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 시

스템 등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졸음 예방을 위해 I-MHS 
시스템을 활용하여 차량 운전 시 졸음 예측과 각성 시스템 개발을 하

고자 한다.

2. I-MHS 시스템 개발

I-MHS(ICT Multimodal Head Support) 시스템은 BCG 센서를 통

해 운전자의 심장박동수와 호흡량을 측정하여 졸음을 예측하고, 골전

도 기술을 접목된 Hands-Free 통화기능이 통합되어 운전자의 졸음을 

예방하여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제품이다.

Fig. 1 I-MHS System Overview

Fig. 1은 시스템 개요를 Fig. 2는 졸음예측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알고리즘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BCG 센서를 통해 심장박동수

와 호흡량을 측정하게 되며, 심장박동 및 호흡량이 저하되면, LF 및 

HF 비가 급격히 저하하는 구간의 적분치 비율을 통해 졸음 징조 판단

하여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졸음신호를 알리고 골전도 기

반 각종 졸음 각성 정보(진동, 문자송신, 강제통화)를 발생하게 되어 

운전자가 각성상태에 도달하도록 유도한다.

Fig. 2 The Algorithm Block Diagram of Drowsiness Prediction

3. 운전자 졸음예측 검출시험

I-MHS 시스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 10명을 대상으로 졸음 

검출 영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 졸음예측 검출 시험을 수행

하였다. 실험 결과는 Fig. 3과 같이 졸음이 오기 3분전 알람이 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I-MHS 시스템은 운전 중 졸음을 사전에 검

출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3 The Result of Experiments

4. 골전도 기반 졸음 각성시스템 개발

골전도 기반 졸음 각성시스템은 Fig. 4와 같이 BCG 센서를 통해 졸

음을 감지한 후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졸음 각성 정

보인 소리 및 진동,  시각(R->G->B화면), 사전 설정되어 있는 특정인

과의 문자송신, 강제통화를  이용하여 운전자가 각성상태에 도달하도

록 유도하며 이때 운전자의 통화 중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골전도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운전자가 각성상태에 도달하도록 유

도한다.

 Fig. 4 Awakening System based on Bone Conduction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CG 센서를 통해 심장박동수와 호흡량을 측정하여 

졸음을 예측하는 알고리즘과 골전도 기반 운전자를 각성상태에 도달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향후 졸음예측 시스템의 저가화

와 각성시스템에 대한 유효성 검증, 시스템 통합을 통해 사업화를 진

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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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진공브레이징을 적용한 연속용융금속도금조용 고수명 내마모 부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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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wear-resistant parts for long life applied High-temperature vacuum brazing to the C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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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속용용도금강판은 자동차 외장재, 건축 외장재, 가전제품의 외장

재등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그 수요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속용융도금강판 생산 설비도 그 수요가 증가하고, 고수명을 요

구하고 있으며, 특히 실제로 도금이 이루어지는 도금조 부품의 고수명

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금조 부품중 가장 마모가 심한 도금조 

롤용 베어링 부품의 고수명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2. 고온진공브레이징 부품의 전단강도 실험

 본 연구에서는 도금조 롤용 베어링 부품을 기존 금속과 금속의 면

접촉에서 벗어나 금속과 초경의 면접촉을 통한 고수명의 부품을 개발

하고자 한다.  특히 초경부품을 금속과 일체형으로 하기 위하여 고온

진공브레이징을 통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연속용융도금조의 최대 사

용온도인 660℃에서 초경과 금속과의 접착력이 양호한 제품이 요구

되므로, 고온용 브레이징 재료의 전단강도 시험이 요구된다. 적용예정

인 금속인 STS316L 소재이므로 STS316L 소재에 Ni base-Paste를 

적용하여 진공 브레이징을 진행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3. 결과 및 고찰

전단강도는 Fig. 1과 같이 만능재료시험기 ZWICK Z600E에 의해

시험이 진행되었다. 시험편의 사이즈는 Fig 2와 같이 제작하였다.

Fig. 2 Shear strength test specimen(3.2T*20W*110L)

전단강도 시편은 Fig. 2의 그림과 같이 표준시편(KS B 0875) 규격

에 준하여 제작하였다. 몸체를 사각판 3.2T*20W*110L로 2개를 준비

하고 브레이징부를 10mm 겹치도록 하였다. 상하면의 겹친 사이에 브

레이징 재료를 도포한다. 이것을 진공중에서 진공브레이징을 실시한 

후 평행도, 치수, 브레이징부의 넓이를 평면연마 가공한 후 모서리부

의 Bur를 제거하여 5개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전단하중 시험은  인장

시험기(KS B 5521)로 시험을 진행하였다. 

Unit Result Remark
(a) kN 33.3 KS B 5521 : 1992(준용)
(b) kN 34.9 KS B 5521 : 1992(준용)
(c) kN 37.5 KS B 5521 : 1992(준용)
(d) kN 30.8 KS B 5521 : 1992(준용)
(e) kN 36.4 KS B 5521 : 1992(준용)

Fig. 3 Before & After  Shear strength test

Table 1 Results of Shear load

Unit Result Remark
(a) N 166.5 KS B 0874
(b) N 174.5 KS B 0874
(c) N 187.5 KS B 0874
(d) N 154.0 KS B 0874
(e) N 182.0 KS B 0874

인장시험으로 Table 1과 같이 도출된  전단하중으로 전단강도

는 아래의 식과 같이 구한다. 

Table 2 Results of Shear Strength

시험은 KS B 0874 (경납땜이음의 인장시험방법)으로 5개 시편의 

전단강도시험은 Table 2와 같이 평균 172.9 [N/mm2]의 결과가 도출

되었다. 이는 정량적 목표인 50[N/mm2] 이상의 결과로 만족한 결과를 

얻었으며, 고온진공브레이징 재료로서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실제 초경과 금속과의 고온진공브레이징을 통하여 실제 연속용

융금속도금조 베어링 부품에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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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tu 방식을 이용한 TiC-Fe3Al계 서멧의 기계적 거동 및 마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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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behavior and wear properties of TiC-iron aluminide cermets by using in-situ process method
Yong-In Kim*, Sung-Churl Choi, Se-Hyun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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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itanium carbide는 높은 경도, 내산화성,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으

며, iron aluminide는 적절한 연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고온 강도 및 

내산화성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TiC-iron aluminide계 

cermet을 제조하면 절삭공구 및 내마모재료로서 우수한 기계적 특성

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echanical 
milling 및 hot press sintering 공정을 이용하여 in-situ TiC-Fe3Al 
cermet을 제조하였으며, TiC의 volume fraction 및 밀링시간의 변화

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2. 실험 방법

시작 분말은 Ti(45㎛), C(10㎛), Fe(5-10㎛, Al(3㎛) 로 각 분말은 

조성비에 맞게 측량 후 Attrition milling를 통하여 320RPM으로 밀링

하였다. 밀링된 분말은 Hot Press를 이용하여 10℃/min의 승온속도로 

1250℃에서 30min 진공 소결 되었다. 소결체는 SEM을 사용하여 표

면 관찰을 하였으며, XRD와 SEM-EDS를 활용하여 상변화를 관찰하

였다. 소결 과정에서 열적 변화를 알아보고자 DSC 분석 수행하였다.
소결된 시편은 기계적 물성 분석을 하고자 Vickers hardness test 와 

3point bending test를 수행하여 결과를 고찰하였다.  

Designation Nominal Composition
50%TiC (Fe-28at%Al)-50Vol%TiC
70%TiC (Fe-28at%Al)-70Vol%TiC
90%TiC (Fe-28at%Al)-90Vol%TiC

Table 1 Designations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cermets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50%TiC에 대한 밀링 시간에 따른 milled powder의 XRD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6시간 밀링 후에는 elemental powder의 peak
들과 TiC의 peak이 보여지고 있으며, 12시간 밀링 후에는 Fe 
elemental powder의 peak과 TiC의 peak 뿐만 아니라, Fe3Al의 peak
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24시간 이후 밀링에서는 elemental powder
의 peak은 사라지고 TiC와 Fe3Al peak만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Fe-Al-Ti-C 4원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상은 TiC, Fe3Al뿐만 아니

라, 다양한 상, 예를 들어 TiAl, FeTi, Fe3C, Fe3AlC, Al3Ti, Al3Fe, 
Fe2Al5 등이 형성될 수 있다. Fe-Al-Ti-C 4원계의 합금을 주조법으로 

제조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다른 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TiC와 

Fe3Al만이 형성되며, Ti-C-Fe-Al계는 Fe3Al과 TiC의 pseudo-binary
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Fig. 1 XRD results for the milled powder containing 50vol% TiC for 
different milling times

Fig. 2는 소결한 시편의 경도와 3점 굽힘강도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TiC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는 직

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90vol% TiC cermet의 

경도값은 1813Hv로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3점 굽힘강도는 

TiC의 volume fraction이 50% 및 70%일 때는 각각 1800MPa 및 

1780MPa 이였지만, TiC의 volume fraction이 90%일 때는 580MPa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TiC volume fraction이 70%에서 

90%으로 증가함에 따라 굽힘강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로부터 

Fe3Al의 함량은 cermet의 굽힘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된다. 

Fig. 2 Effects of the TiC volume fraction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erm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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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유도경화 거리에 따른 볼 스터드의 고주파 유도경화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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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자동차 시장은 주행 성능 향상과 동시에 연비향상을 요구하는 

추세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차량 경량

화를 이루기 위하여 고급 차량에는 알루미늄 합금, 탄소섬유 등과 같

은 신소재를 차량에 적극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차량에는 

제조 원가가 높은 신소재를 사용하기 보다는 기존 부품에 사용되는 재

료인 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처리를 하여 기계적 성능을 높이는 방법

을 사용하고 있다.
강의 기계적 성능을 높이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침탄 열처리, 질

화 열처리, 고주파 열처리 등이 있다. 이중 고주파 유도가열을 이용하

는 고주파 열처리는 침탄 열처리, 질화 열처리 등과 비교하여 열처리 

시간이 짧고, 열처리가 필요한 국소 부위만 선택적으로 가능한 장점이

있어 고주파 열처리 기술은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주파 유도가열 거리에 따른 SCM440강의 고주

파 열처리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최적의 유도가열 거리를 찾아내

고자 한다.

2. 고주파 유도가열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의 Sway bar link에서 사용되는 볼 스터드

(Ball stud)의 고주파 열처리 시 고주파 유도가열 거리에 따라 유효경

화깊이 및 전경화깊이 등의 열처리 특성이 관하여 연구하였다.
실험에 쓰인 볼 스터드는 SCM440 재질의 길이 57.0 mm, 머리 직

경 22.2 mm, 목 직경 11.3 mm, 몸통 직경 9.1 mm 이며, Fig. 1과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1 Ball stud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CM440
Cr-Mo 
Steel

C Si Mn Cr Mo

SCM440
0.38

~0.42
0.15

~0.35
0.60

~0.85
0.90

~1.20
0.15

~0.30

고주파 열처리는 InSung 에서 제작한 출력 100 kW, 주파수 

100kHz의 고주파 열처리 전용 장비를 이용하여 하였으며, Fig. 2에 

나타내었다. 고주파 열처리 조건은 출력 36 ±3 kW, 주파수 153 ±3
kHz, 가열시간 3.8 ±0.25 s, 냉각시간 7.8 s 로 설정하였고, 고주파 유

도가열 거리는 1~6 mm까지 변경하여 실험하였으며, 고주파 열처리

시 열처리와 냉각에 사용된 Quenching oil은 Tectyl heat aqua No.1
5 ±1 %이며, 온도는 25 ±10 oC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고주파 열처리 한 볼 스터드는 시편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였으

며, 절단 시 마찰열로 인한 시편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25±10oC
의 냉각수를 사용하였다.

시편 절단 후 Akashi 의 마이크로비커스경도계를 이용하여 압입 

하중 0.3 kg, 압입 시간 5 s로 HV경도를 측정하여 유효경화깊이 및

전경화깊이를 구하였다. 유효경화깊이 기준은 HV 520 이상, 전경화

깊이는 HV 345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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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ive case hardness depth and Total case hardness depth of
quenched ball stud

Fig. 2에 고주파 유도가열 거리를 1~6 mm로 변경하였을 때, 머리

부와 목 부의 유효경화깊이 및 전경화깊이를 나타내었다. 고주파 유도

가열 거리가 1 mm 일 때 머리 부 유효경화깊이 및 전경화깊이는 2.0 
mm와 2.4 mm이며, 목 부 유효경화깊이 및 전경화깊이는 1.8 mm와

2.1 mm이다. 이후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유효경화깊이 및 전경화깊이

는 줄어들게 되어, 고주파 유도가열 거리가 6 mm 일 때 머리 부 유효

경화깊이 및 전경화깊이는 1.4 mm와 1.7 mm이며, 목 부 유효경화깊

이 및 전경화깊이는 0 mm와 0 mm가 된다. 이는 고주파 유도가열 거

리가 멀어짐에 따라 고주파 열처리 코일에 의해 생성된 자장이 전부

볼 스터드에 인가되지 못하고 코일 상하로 퍼져 외부로 나가는 자장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고주파 유도가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주파 유도가열 거리가 2 mm 이하 일 때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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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Cr 함량에 따른 오스테나이트계 내열 구상흑연주철의 고온 산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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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차량 배기가스에 대한 규정도 엄격해 

졌고 이에 따라 자동차 배기가스의 감축을 위해 엔진에서의 연소 효율

을 높여야 한다. 결국 현재 사용하는 엔진의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연소되어야 하며 배기가스의 온도 또한 높아져 배기 시스템의 부품도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재질보다 내산화성과 내식성, 고온강도가 더 

많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기계 부품에 사용되는 상용 오스

테나이트계 내열 구상흑연주철은 Ni-Resist (D5S)인데, 내열온도가 

최대 930℃로 페라이트계에 비해 높은 내열성을 가지고 있지만, Ni 
함량이 약 35wt% 정도로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스테나이트 내열 구상흑연주철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Ni 함량을 저감하는 대신 Cr, Mo 
등의 내열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합금원소를 첨가하는 방법이 일부 제시

되고 있으며(1) 본 연구팀에서도 이와 같은 합금설계를 통하여 고온강

도의 향상을 확인한 바 있다.(2) 내열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배기계 부품에서는 고온강도나 고온피로특성 뿐만 아니

라 배기가스 분위기에서의 내산화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오스테나이트 내열 구상흑연주철 조성에서 Ni과 Cr 함량을 변화시켰

을 때 배기가스 분위기에서 고온산화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

하여 내산화성에 미치는 각 합금원소의 영향을 평가해 보기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상용 오스테나이트 내열 구상흑연주철인 D5S의 조성을 기준으로 

하고 Ni 함량과 Cr 함량을 각각 3, 4단계로 구분하여 시험편을 주조하

였다. 시험편의 형상은 1인치 두께의 Y블록으로 하였고 유효부의 중

앙에서 조직 관찰과 산화실험 등에 필요한 시편을 채취하였다. 산화시

편은 13mm × 13mm × 2mm로 가공하였으며 표면을 sandpaper로 

2000mash까지 연마 후 1㎛ diamond suspension을 사용하여 

Polishing 하였다. 
산화 실험은 표면이 연마된 시편을 열처리로에서 가솔린 엔진의 배

기가스 분위기에서 950℃, 50시간을 진행하였으며 이 때  승온속도는 

10℃/min, 냉각속도는 2℃/min으로 하였다. 산화실험 전, 후의 시편 

무게를 측정하여 형성된 산화물의 증가량을 비교하였다.  산화층의 표

면과 단면은 FE-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EDX 분석을 통해 산

화층을 이루는 각 상을 특정하였다.  

3. 결 과

 산화에 의한 중량 변화인 산화증량은 Ni이 35wt%일 때에는 Cr 함
량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였는데, 25, 30wt%인 경우에는 Cr 2, 
2.5wt%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Ni 25wt%, Cr 2, 2.5wt%일 때에

는 산화층의 박리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 Fig. 1은 Ni과 Cr 함
량에 따라 산화층 표면을 보인 것이다.  함량 변화에 따른 산화층 표면

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XRD로 분석하면 주로 Fe 산화

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Ni과 Cr 함량에 따라 열팽창계수를 측정해 보면 Ni 25wt%인 경우

에 높게 나타나며 800~950℃ 영역에서는 Cr 함량이 적은 경우에 그 

경향이 심하다. 외부의 산화피막과 내부 모재 사이의 열팽창 차이가 

크면 고온에서 형성된 산화피막이 냉각하는 과정에서 모재와 분리되

는 박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SEM image of surface of oxidation layers varied with Ni and 
Cr contents

Fig. 2는 산화층 단면의 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EDS를 이용하여 분

석한 결과이다. 산화층은 크게 외부 산화층과 내부 산화층으로 나눌 

수 있으며 외부 산화층은 Fe 또는 Fe+Si의 산화물로 확인되었고, 내부 

산화층은 Fe와 Ni 산화물이 섞여 있는 상태이며 금속기지와의 경계부

에는 Cr 산화층이 형성되어 있다.  Cr은 O와의 강한 결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산화되는데, 기지조직 내 Cr의 분포 차이로 

인하여 내부 산화층의 형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2 EDS layered image of cross section of oxidation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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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금속은 응고 중 수축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주철의 경우, 응고 중 

형성되는 흑연에 의해 체적 팽창이 일어난다.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 

및 제어하게 되면, 주철 주물의 수축결함을 억제할 수 있으며, 압탕 및 

탕도의 크기를 최소화 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아예 생략할 수 있는 혁신

적인 주조기술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물

의 체적 변화의 거동을 응고/상 변태 이론에 기반을 둔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한다. 아울러 열/선형변위 두 곡선을 상호보완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연구개발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상 형성, 성
분, 조직, 수축/팽창 등의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들이 가능해진다.

주철은 Fe-C-Si의 3원계 합금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C, Si 및 

C.E. 값 등이 조직 및 각 종 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자가 

된다. C, Si은 흑연의 형성량, 크기, 형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그로 인한 주물의 수축/팽창 거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

서는 열/선형변위 측정 장치를 활용하여, C 및 Si이 냉각곡선의 핵심

인자, 선형변위곡선의 핵심인자, 미세조직 상의 흑연 형성거동, 주물의 

체적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용해, 출탕, 용탕처리, 주입 공정 조건을 일정하게 설계하여 준비된 

용탕으로 수축/팽창 거동을 평가하였다. k-type 열전대와 LVDT가 연

결된 데이터 로거를 활용하여 열, 길이 변화를 동시에 측정하는 장치

를 구축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구상흑연주철의 용탕 응고 시 흑연 

형성에 의한 주물의 체적 변화 거동을 측정 평가하기 위해 동재질의 

수축평가용 주형을 제작하였다.

  

Fig. 1 Thermal and Linear Displacement Analysis System

C, Si 및 C.E., C/Si 값 등을 달리한 조성을 그림 2와 같이 선정하였

다. 수축 평가용 주형으로부터 확보한 주물은 아르키메데스법을 통해 

수축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수축 양상과 열/선형변위 분석 결과를 비교

하여 각 조건의 경향을 평가하였다. 흑연 등 미세조직을 분석하여 각 

조건에서 C와 Si이 흑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였고, 수축결함

의 양상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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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emical composition in This study

3. 결 과

열/선형변위 곡선을 통해 용탕의 상 형성 거동과 응고 중 발생하는 

수축 및 팽창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열/선형변위 곡선에서 액상 

구간과 오스테나이트 영역에서 수축과 공정 반응 시작으로부터 흑연

의 팽창이 확인되었다. 열/선형변위 곡선으로부터 흑연 팽창 시점과/ 
양을 분석한 결과 C 함량의 증가에 따라 양/시점 모두 값이 증가하였

으며, 동일 C 함량 시 Si 함량 증가할수록 그 값은 감소하였다. 수축 

평가용 주형의 주물에서 주입구 쪽의 파이프 형태의 수축공이 확인되

었다. 수축결함 평가용 주형을 통한 수축 양상 평가 결과 C 함량이 높

을수록 수축 결함은 적었고, 동일 C 함량 시 Si 함량 증가는 수축 결함

의 증가로 이어졌다. 미세조직 관찰을 통한 흑연 조직 분석 결과  C의 

증가에 따라 의 흑연 량은 증가하였으며, Si 함량 증가 시 흑연 립 수

는 증가하나 크기가 작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결과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열/선형변위 곡선의 결과, 수축 결함 평가용 주형의 수축 양상과 

흑연 조직 결과가 동일한 경향임을 확인 하였다. 열/선형변위 곡선을 

분석하여 C, Si이 흑연화 거동 및 수축/팽창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

계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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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볼스크류 이송계 핵심부품으로 공작기계 및 자동화 장치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기계요소이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실정이

다. 열처리 공정을 거친 경화된 소재 상태의 볼스크류는 단일 인서트

로는 가공이 난해하며 생산성과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제

품 정밀도 및 생산성 저하가 발생된다. C1~C3급 볼스크류를 생산하

기 위해서는 다수의 인서트가 선회형 가공을 수행하여 열처리 볼스크

류의 하드터닝(Hard-Turning)이 가능한 신공정형 선회형 절삭 가공장

비 개발이 필요하다.

2. 본 론

기계 가공품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고속 금형 가공기, 고속공작기

계, 태핑기 등에 고정도, 고정밀 이송장치로 고속, 고정밀, 저소음 볼스

크류로 품질향상에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단가가 높은 첨단의 고속 고

정밀도 저소음 볼스크류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볼스크류의 

핵심 요소인 소음, 진동과 내구수명에 있어 일본업체와 국내업체의 차

이를 줄이기 위해서 가공장비 및 공정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Fig. 1 볼스크류 소음 진동 비교 (청색:국내기업, 적색: 일본N사)

Fig 2은 선회형 절삭 가공 공정을 통한 Shaft 가공이다. 열처리 된 

경화소재를 선회형 절삭 가공장비를 통해 가공함으로써 볼스크류 정

밀도 및 표면 품질 향상시키며 Fig 2에 있듯이 가공공정 단축을 통해 

생산성을 확보 할 수 있다.

Fig. 2 선회형 절삭 가공 공정

Fig. 3 선회형 절삭 공정을 통한 공정 단축

3. 결 론

일류 수준의 내구신뢰성을 갖는 고속, 고강성, 고정밀 볼스크류

(C1~C3급) 생산을 위한 선회형 절삭가공 장비를 통한 기어가공 및 웜

가공 사출기용 인젝션 스크류 등 기본적인 나사 제품의 기술 파급효과

가 기대되며, 금형가공기 공작기계 및 산업 설비용 고속, 고부하 볼 스

크류 개발 품질 보증 체계 구축과 상용화 가 극대화 될 수 있다. 기술

적으로 온도상승에 따른 정밀도 및 내구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공작기

계 핵심 부품 시장에서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선진사와의 기술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산업의 활성화와 수입대체 및 수

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Fig. 4 선회형 절삭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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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정밀 금형 및 자동차 부품을 가공할 수 있는 ICT 기반 스마트 공

작기계 및 유연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스마트 부품, 스마트 운

용시스템,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다가오는 

스마트 공장의 출현에 대비하는 차세대 스마트 공작기계 시스템을 개

발한다.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반 융합기술

이 적용하여 설비 개발자/제조자 및 사용자 등에 가공시스템을 지능적

으로 향상시킨 센서융합 차세대 스마트 공작기계 기술이다. 기계 상태 

및 센서 융합 정보를 처리하는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기술을 연계해 

공작기계의 지능화(Intelligence), 스마트화(Smart), 그린화(Green) 등
의 효과에 따른 ICT 기반 스마트 공작기계 시스템과 기존 공작기계시

스템의 스마트화 구현으로 스마트 공장의 구현에 대비함을 기본개념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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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작기계는 산업현장에서 큰 에너지 소비 원 중의 하나이며, 이에 

따라 유럽,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에 대응

하기 위한 공작기계의 에너지 저감기술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공작기계업체 및 대학에서는 공작기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사용자 친화적인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을 

개발하여 제품에 탐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공작기계의 국제

적인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작기계의 에너지소비 저감을 위한 시스템 운용 최적화 

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내용으로는 공작기계의 에

너지소비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 이를 이용한 운전조건 및 가공계획 

따른 공작기계의 에너지 소비 예측기술, 부품의 가공성능 및 에너지 

소비 저감을 고려한 운전조건 및 가공계획의 최적화, 공작기계 제어기

에 탑재 가능한 지능형 에너지 소비 저감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이다. 
본 발표에서는 공작기계의 실시간 에너지소비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

발, 세부 가공 프로세서의 에너지소비 모델 개발과 검증, 그리고 가공

계획에 대한 에너지소비 사전예측 시뮬레이션과 가공실험을 통한 에

너지소비 저감효과에 대한 결과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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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작기계 주축은 회전부와 비회전부의 라비린스 구조와 air purge를 

이용하여 베어링 시스템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절삭유, 칩과 같은 오
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한다. 베어링 시스템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베어링의 성능 및 수명 저하, 소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라비린

스 설계와 air purge 압력 선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ir purge 압
력과 형상에 따른 공작기계 주축의 라비린스 유동 특성에 대해 분석

하였다. 
 

2. 유동해석 모델링 
 
본 해석에는 수직형 머시닝센터의 라비린스에 대해 Fig. 1과 같이 

해석모델을 구성하여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전방과 후방 측 라비

린스 틈새와 드레인 홀, 콜릿에어 입구를 대기압 조건으로 설정하여 
해석에 반영하였으며, 라비린스 회전부와 베어링의 회전을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다각형 프리즘 격자와 다면체 격자를 이용하여 
해석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상용 열유체해석 프로그램인 STAR-
CCM+를 사용하였다. 

 

 
Fig. 1 Schematic of simulation model 

 
3. 결과 및 고찰 

 
Purge line의 인가가 압력과 라비린스 형상에 따라 라비린스 전방/후

방으로 빠져나가는 유출량의 분배를 비교하였다. 각 조건의 세부사

항은  Table 1과 Fig. 2에 나타내었다. 
 

Table 1 Comparison of simulation conditions 

 
 

 
Fig. 2 Geometric variable 

 
Fig. 3 Flow rate and fraction according to pressure 

 
Fig. 3과 같이 purge air 인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총 유입량이 증가

하고, 전방 유출량과 후방 유출량이 증가하지만, 압력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증가율은 다르게 나타난다. 

 

 
Fig. 4 Flow rate and fraction according to thickness 

 
Purge air 인가압력이 동일한 경우, 전방 측 틈새 간격이 증가함에 

따라, 총 유입량과 전방 유출량은 증가하고, 후방 유출량은 감소함을 
확인했다. Purge air 인가 압력이 낮을수록, 전방 측 틈새 간격이 증가

할수록 전방 유출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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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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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입자의 패킹에 관한 문제는 기존의 산업분야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제약, 콘크리트 등과 같은 산
업분야에서 입자의 패킹구조가 제품의 성능을 결정지을 수 있어 특
히 중요하다. 이 외에도 입자상 물질을 다루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입
자의 패킹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더 좋은 성능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수라 할 수 있다. 

입자의 패킹에 관한 연구는 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행

되어 왔으며, 많은 수의 입자 거동을 해석하는데 장점이 있는 이산요

소법을 이용해 해석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산요소법을 이

용해 입자의 패킹 구조를 해석하였다. 
전통적인 이산요소법은 많은 수의 입자 해석에 장점이 있지만, 구

형의 강체 입자만으로 해석을 하는 단점이 있다. 실제 산업에서 사용

되는 입자들은 대부분 비구형의 형상을 가지며, 각각의 입자들이 유
연성을 가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입자의 형상과 성질에 가
까운 해석을 위하여 기존의 이산요소법을 개선해 유연성을 가지는 
막대 형상의 입자를 만들어 입자 패킹 해석을 진행하였고, 입자 표면

의 접착효과까지 고려해 해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연 막대를 이용하여 입자의 패킹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하기 위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선정한 인자로는 
입자의 종횡비, 입자 표면에 작용하는 표면에너지, 입자의 유연성이 
있으며, 각각에 대한 영향을 공극률, Radial Distribution Function(RDF), 
Coordination Number(CN) 등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2. 유연 막대 모델 
 

유연성을 가지는 막대 형상의 입자를 만들기 위하여 기존의 이산요소

법을 개선해 유연 막대 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연 막대 
모델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중합체 등을 모델링하는데 사용되는 Worm 
like chain(WLC) 모델을 이용하였다. WLC모델은 Fig. 1과 같이 기준 입자

를 중심으로 양쪽의 구형 입자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막대 형상의 입
자를 만드는 모델이다. 각 입자들의 위치를 기반으로 압축, 인장과 굽
힘에 대한 힘을 계산해 막대 형상의 입자의 거동을 해석한다. 
 

3. 입자 패킹 해석 
 

패킹 해석은 원통형 용기에 1000개의 입자를 초기 공극률 0.94의 
조건으로 입자들이 최초 발생시 입자들끼리 겹치지 않는 임의의 위
치에 발생시켜 진행하였다. 사용하는 입자는 입자 크기의 편차가 없
는 동일한 크기의 입자를 사용하였으며, 완전한 구형인 입자와 3, 5의 
종횡비를 가지는 막대형상의 입자를 사용해 각각에 대해 해석을 진
행하였다. 또한, 유연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유연성을 네 
가지의 다른 값으로 해석을 하였고, 표면에너지의 영향을 보기 위해 
세 가지의 다른 표면에너지 값으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해석은 최초

에 입자를 발생시킨 후 중력에 의해 자유낙하 시켜 용기의 바닥에 
쌓이도록 한다. 이후 입자들이 정상 상태에 도달하면 입자의 위치를 
측정해 입자의 패킹 구조를 분석한다.  
 

 

Fig. 1 Schematic of flexible rod model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입자의 종횡비, 입자 표면에 작용하는 표면에너지, 
입자의 유연성 세 가지 인자가 입자의 패킹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입자의 패킹 구조에는 세 가지 인자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패킹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세 가지 인자들은 입자

의 패킹 구조에 독립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인자들이 
다른 인자들에 영향을 주어 입자의 패킹 구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를 다르게 한다. 종횡비가 큰 경우에는 입자의 유연성이 입자의 패킹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는데, 큰 종횡비를 가지는 입자

가 유연성이 큰 경우 종횡비에 의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유
연성이 작은 경우에는 입자의 패킹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종횡비가 작은 입자의 경우에는 유연성에 의한 영향

보다는 표면에너지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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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하이드로포밍 알루미늄 범퍼빔의 성형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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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Forming Characteristics of Hydro-forming Aluminum Bumper Beam Using Finite E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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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산업의 발달과 환경 규제 강화에 의해 차량의 경량화가 활발

하고 동일 강성의 철강 대비 30% 경량화가 가능하고 저 비중, 고 강

도, 고 내부식성의 장점이 있다. 알루미늄 제품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

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이드로 포밍 공정을 이용하여 범퍼 빔용 압

출재의 성형에 대한 내압과 보압을 적용하여 성형 공정해석을 진행하

고 성형 특성 분석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하이드로 포밍 공정

하이드로 포밍 공정은 Fig.1의 형상을 가진 알루미늄 압출재를 

Fig.2의 장비를 이용하여 성형하고 공정 해석 진행을 위해 Table 1의 

공정변수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해석은 내압과 보압을 이용하여 진

행한다. 순서는 알루미늄 압출재 장착, Upper Die하강 및 내압 적용, 
닫힌 금형 상태에서의 보압 적용, Upper Die 제거로 진행된다. 

(a) Section of extruded mold (b) Curvature radius and outer size
Fig. 1 Aluminum bumper beam dimension

Fig. 2 Simulation setup

Internal Pressure 0~100 bar
Ram down speed 2~8 mm/s
Holding Pressure Max 1000 bar

Table 1 Process Parameter

3. 공정 해석 결과

Fig.3은 AL6082_T4에 내압 0bar, 80bar를 이용하여 1차 성형하고 

보압을 적용한 결과를 배율을 10배로 설정하여 표시한 그림이다. Fig. 
3(a)의 초기 성형에서 내압이 없는 상황(0bar)의 범퍼 빔의 형상은 곡

률이 작은 부분에서 인장, 압축에 의한 접힘과 단면내부로 침투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Fig. 3(c)는 내압이 있는 상황(80bar)에서는 성형 

도중에 적절한 내압이 형성되어 범퍼 빔의 형상의 변형이 최소화되어 

형상 보존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a) Internal Pressure (0 bar)

(b) Internal Pressure (0 bar) + holding Pressure (700 bar)

(c) Internal Pressure (80 bar)

(d) Internal Pressure (80 bar) + holding Pressure (700 bar)
Fig. 3 Variation of shape according to internal pressure and 

holding pressure of Al6082_T4

추가적으로 Fig. 3(b)와 (d)는 1차 성형이 완료된 알루미늄 범퍼 빔

에 보압을 적용하여 최초 설계단계에서의 범퍼 빔 형상과 동일하게 만

들어 주는 단계이다. Fig. 3(b)는 내압이 없는 상태의 제품에 보압을 

적용하여 접힘 또는 단면 내부로 침투된 형상을 금형의 형상과 일치하

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두드러졌다. Fig. 3(d)는 1차 성형 시 형상의 보

존도가 높아 보압이 적용된 후에도 형상 변화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압의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사용되는 범퍼 빔의 구

간에서는 잔류응력이 해소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형상의 보존도와 범퍼빔 내의 잔류응력의 해소에는 적

절한 내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보압을 형성하여 성형하는 것이 효과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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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탄화반응기 임펠러 두께 선정을 위한 FSI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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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I analysis for selecting impeller thickness of Hydrothermal carbonization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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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열탄화(HTC, Hydro Thermal Carbonization)는 수분함량이 높은 

유기성 폐기물계 바이오매스를 승온시켜 탈수반응을 유도한다. 높은 

점도의 슬러지의 교반을 위해서는 구조적 안정성을 가진 임펠러 설계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way FSI(Fluid-Structure Interaction)를 이용하여 

임펠러 두께 변화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임펠러 형상 및 수치해석 경계조건

본 연구 사용된 임펠러는 pitched paddle type으로 총 7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맨 아래 1단 임펠러를 제외한 나머지 임펠러의 크기

는 동일하다. 임펠러 날개는 Fig. 1와 같이 45°의 pitched각을 가지며, 
임펠러 두께 변화에 따른 구조 안정성 평가를 위해 Table 1과 같이 총 

4가지 Case를 선정하였다. 
FSI해석은 반응기내 슬러지가 가득 차있는 경우에 대한 유동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해석을 진행하였다. 유동해석 조건은  슬러지의 

온도가 80℃일 때의 물성치를 사용하였으며, 교반속도는 50rpm으로 

고정하였다. 구조해석을 위한 임펠러의 재질은 steel 316을 사용하였

으며, 교반축과의 결합조건은 고려하지 않았다.

Fig. 1 Impeller geometry

Table 1 Definition of impeller thickness 

3. 결과 및 고찰

임펠러 날개 두께 변화에 따른 구조 안정성 평가는 총 변형량(Total 
deformation) 및 안전계수 (Safety factor)를 통해 진행하였다. 

 해석결과, 공통적으로 날개 끝단에 걸리는 유동 압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날개 끝단에서의 변형이 가장 크게 일어난다. 
축과 연결관 날개 안쪽의 변형은 거의 없으나, 모멘트(moment)로 인

한 구조적 스트레스 발생으로 구조안정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날개 두께 변화에 따른 FSI 해석결과 Table 2와 같이 날개 두

께가 증가함에 따라 총변형량은 작아지며 안전계수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ase Case1 Case2 Case3 Case4
Thickness(mm) 10.25 15.25 20.25 25.25

Table 2 Total deformation and safety factor of each case

Fig. 2 Total deformation and safety factor according to thickness

가장 얇은 Case1의 경우 날개 끝단에서 최대 4.2861mm의 변형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안전계수의 경우 날개 안쪽에 3.2216으로 나

타났으나, 소성 및 파손이 일어나는 영역인 1 근처이기 때문에 불안전 

할 것으로 판단된다. Case2의 경우 최대 1.5181mm의 변형이 일어나

며, 날개 안쪽에서 5.997의 안전계수 값을 나타낸다. Case3 과 Case4
의 변형량은 각각 6.973과 0.3219로 나타났으며, 안전계수의 경우 각

각10.945, 15로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반기 내부 열

공급에 따른 추가 변형 및 안전계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임펠

러 날개 전부분에 기준온도 80℃에 대한 열 조건을 추가하여 열 변형

으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 평가를 재 진행하였다. 해석결과 Fig. 2과 같

이 임펠러의 변형량은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안전계

수의 경우 열조건 추가로 전체적으로 낮아 졌으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온도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변화가 

유동압력에 의한 변화보다 매주 작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날개 두께가 15.25mm 이상인 경우 안전계수의 값이 

6이상으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날개 두께가 15.25mm의 경우 

날개 두께 대비 변형량이 약 10%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

반 운영을 위해서는 20.25mm 이상 두께의 임펠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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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deformation (mm) Safety factor
Case1 4.2861 3.2216
Case2 1.5178 6.0954
Case3 0.6973 10.945
Case4 0.32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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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중공간지(double wall fabric)는 두장의 천사이를 실로서 연결하

여 천사이의 장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며, 특수 목적의 고부가가치 

섬유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부가가치 섬

유 소재 생산에 적용되는 Servo 방식의 이중공간지 제직용 더블라셀

기 개발과 관련하여 조직 형성부 구조의 설계인자를 도출하기 위해 메

타모델링 기법에 의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2. 설계변수 및 목적함수

본 연구에서는 더블라셀기의 조직형성장치용 Arm 부품에 대한 구

조 동적안정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형상계수(shape factor)와 두께

(thickness)로 각각 3수준의 설계 범위를 갖으며 총 9조건에서 동적안

정성 해석 결과를 토대로 목적함수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최적 설계를 

위한 목적함수(반응인자)는 X, Y, Z 축의 진동에 따른 각각의 변위와 

X ~ Z축 중 최대 진동변위와 최소 진동변위의 차이를 나타내는 최대 

변위차 (Max.Disp.Gap)로 설정하였다. 9가지 조건에서 동적안정성 

해석 결과를 획득한 후 최적화 모델로 크리깅 메타 모델을 적용하였으

며, 만족도 함수를 이용하여 최적해를 구하였다.

Fig. 1 Optimization Procedure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기하평균을 구해주는 만족도 함수(Desirability 
Function)를 적용하여 최적해를 예측하였으며, 최적해는 만족도함수

가 최대가 되는 설계변수(형상계수와 두께 치수)의 값이다.  X, Y, Z 
축의 진동에 따른 각각의 변위에 비하여 최대 변위차의 중요도 높아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만족도 함수가 최대가 되는 설계

변수는 형상계수 2(2번 형상) 및 두께 치수 20 mm 일때의 값이다. 이
때 최대 만족도(Dmax)는 0.768이다. 전반적으로 형상계수 2(2번 형상)
와 형상계수 3(3번 형상) 일 때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p. No. Shape  
factor

Thickness
(mm)

Max.Disp.
Gap (mm) Desireability

1 1 10 0.6138 0.1735
2 1 15 0.4280 0.4977
3 1 20 0.4280 0.4977
4 2 10 0.3258 0.7602
5 2 15 0.3246 0.7637
6 2 20 0.3232 0.7680
7 3 10 0.3350 0.7597
8 3 15 0.3338 0.7628
9 3 20 0.3325 0.7659

Table 1 Desirability function values

Fig. 2 Main effect plots

주효과도 분석 결과로부터 Arm 부품의 형상계수변화에 따라 나타

나는 목적함수의 응답이 비선형성적이며 최적해가 존재함을 알 수 있

다. 반면에 두께 치수 변화에 따라 목적함수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형상계수가 클 수록 X, Y축 진동 변위는 감

소하고 Z축  진동 변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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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강 제조 공정 중 열간 압연과정의 연속 압연기는 두꺼운 슬라브 

형태의 판재를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의 제품을 생산한다. 이 때 철판

의 진행방향에 있어 판재의 형태가 비대칭 하거나 두께에 웨지가 발생

한다면 압연속도의 차가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판재의 쏠림 현상과 같

이 판재의 불안정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식화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1-3] 하지만, 수식화한 연구

들은 판재의 이송과정에 있어 이송롤을 고려하지 않았고 대칭적인 구

조의 형상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압연후 판재의 변형 특성이 실제와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열간 연속 압연기에서 패스 과정에 따른 판재의 특성

과 압연과정 후 이송롤과 작업롤 사이에서 발생되는 판재의 인장 및 

전단 하중으로 발생하는 비틀림으로 인하여 변형된 판재를 재이송할 

때 다음 압연과정에서의 압연하중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속 압연 모델링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SCM435 이며 화학 성분은 Table 1
에 나타나있다.

 

Steel C Si Mn P S
SCM435 0.34 0.19 0.74 0.011 0.006

Table 1 Chemical component of SCM435

 판재에서 사용된 압연기의 최대 압하력은 600ton이고 최대 허용 

감면율은 30%이다, 롤 직경은 720mm이고 롤 속도는 1.33m/s이다. 
압연 중 롤 냉각과정은 없다고 가정하였다.[4] 판재의 단면 치수는 

25mm×30mm이고 길이는 150mm이다. 판재의 온도는 1100℃이고 

패스 수에 따른 감면율은 30%, 20%, 10% 이다. 소재의 크기는 3mm
로 일정하고 요소 개수는 8000개이다. Fig. 1은 유한요소 모델을 삼차

원으로 나타낸 모습이다.

Fig. 1 Three Dimension FE Model

판재에는 Shida's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Fig.2 와 같이 응력-변
형률 곡선을 적용하였다. 롤과 판재와의 마찰은 판재는 Geleji's의 이

론식으로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판재가 이동하는 이송롤의 속도

는 롤 속도의 95%인 1.27m/s로 설정하였다. 

Fig. 2 Strain - Stress Curve data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재료인 SCM435의 연속 압연해석을 수행한 

결과 이송과정에서 이송롤과 판재사이의 마찰력으로 인하여 압연과정

이 진행되기 전에 판재의 하부의 미소한 잔류 응력이 Fig.3 (a)와 같이 

존재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압연과정 후 작업롤과 다음 압

연 과정 사이의 이송롤 사이의 인장 하중 효과로 인하여 Fig.3(b)와 같

이 비틀림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변형된 판재로 인하여 다음 

압연과정에서의 불안정한 압연 하중의 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Fig. 3 (a) Residual stress of plate before rolling

Fig. 3 (b) The twist of the plate between the work and feed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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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분사식의 Batch Type 재가열로 밑판의 다공특성에 따른 전산유체역학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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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가열로는 고부가가치 강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퀜칭

(quenching)시키기 전 오스테나이트화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다. 고품질의 제품 생산을 위해 제품의 가열 목표 온도는 높이고 균열

도의 허용 범위는 좁아져야 한다. 특히 피팅(Fitting) 파이프와 같은 대

형 제품의 경우에는 재가열로의 내부온도 조건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제품의 표면과 내부의 온도차가 클수록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열시 제품의 온도 제어가 중요하다. 크기가 

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재가열로의 경우 크기가 크고 제품의 가열시

간이 길기 때문에 열처리 제어를 통해서 열처리로 내부의 온도 조절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열처리 제어를 통한 가열로의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이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온도 제어를 통한 가열로 내 소재 및 분위기 온도

를 예측하여 실시간 가열에 따라 제품의 온도 변화에 대해 실험과 비

교하고 검증하였다.

2. 모델링

열처리로 내 소재 및 분위기 온도 측정 실험에 사용되어진 가열로는 

간섭분사식의 Indirectly-fired Batch-Type Furnace로 Fig. 1은 그 형

태와 사용된 밑판과 화구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제품 장입을 위해 3
개의 밑판을 사용하고 소재 및 분위기 온도를 추출 목표인 940°C에 

도달시키기 위해 10개의버너와 1개의 냉각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

고 실시간 열처리로 내부의 분위기 온도를 조절하는 센서 6개가 가열

로 천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제품 가열을 위한 가이드 온도에 따라 온

도가 실시간으로 조절된다. 따라서 가열로의 CFD 해석을 위해  다공

을 가진 밑판과 현재 사용되는 밑판과의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밑
판의 비교 모델링의 형태는 각각 Fig. 2 (a), (b)와 같다.

Fig. 1 Schematic of an Indirectly-fired Batch-type furnace & Plate

(a) Normal Plate (b) Porous Domain Plate 

Fig. 2 Furnace Bottom Plate FE analysis model 

3. 경계조건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열/유동 전산해석을 위해 ANSYS CFX를 

사용하였다. 격자(Mesh)는 Fig. 2와 같이 생성하였다. 일반 밑판

과 다공을 적용한 밑판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한 유체는 Ideal 
Gas 가정하며, 난류 모델은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외 벽면은 

Non Slip, Smooth 그리고 Adiabatic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열 손실을 

줄이면서 열의 흐름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가열로 내의 Inlet
과 outlet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해석에서의 열처리로 밑판의 두께는 

25mm로 설정하였다.  

Table 1 Variables of Inlet and Outlet
Location Variables

Inlet
Velocity = 1 [m/s]
Temperature = 1500 [K]

wall
No slip
Smooth
Adiabatic

Outlet Average Pressure = 1500 [Pa]

 4. 결과 및 고찰

다공특성 적용한 결과, 온도가 450K이전에는 현저하게 열전달 효율

이 증가하나, 이 온도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구멍의 형태와 크기에 상

관없이 열의 전달과 유동 속도가 해석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

임을 확인하였다.

(a) Velocity distribution 
at normal plate

(a) Velocity distribution 
at porous domain plate

Fig. 3 Velocity distribution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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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계 시스템은 다양한 기계요소들이 연결되

어 있는 동적 시스템이며, 이들의 동적 거동을 분석하는데 다물체 동

역학이 이용되고 있다. 기존의 다물체 동역학에서는 기계 시스템의 각 

요소를 강체로 가정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이는 실제 거동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각 요소를 유연체로 가정하는 유연 다물

체 동역학이 적용되었다. 
기존에 개발된 방법들은 운동방정식에서 높은 비선형 항이 존재하

게 되며, 미소 변형을 고려함으로서 비선형 문제를 고려할 때에 운동

방정식이 선형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Shabana는 전역좌

표계에서 요소를 표현하는 Absolute nodal coordinate formulation을 

개발하였는데, 이 방법은 대변형 해석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1. 이 방법

은 선형 구조 동역학에서와 같은 질량항을 구성하며, 관성력과 원심력

은 무시한다. 또한 작은 변형을 가지는 문제라도 탄성항에서는 높은 

비선형성을 가지는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이 방법이 개발된 이후로 다

양한 요소로의 적용 및 특정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었으며, 개발된 요소를 이용하여 실제 기계 시스템에 대한 분석 또

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절대절점좌표계를 이용한 연구들은 단일 요소를 이용한 연

구이며, 다른 요소들을 연동한 해석에 대하여 아직 연구가 미진한 상

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계시스템의 형상과 해석조건을 고려하여 단

일 요소로 구성되지 않는 해석 모델을 설정하여 여러 요소 중 2차원 

빔 요소와 평판 요소를 이용한 연동해석을 수행하였다. 

2. Absolute nodal coordinate

빔과 평판 요소에 대한 위치는 형상함수와 절대절점좌표계를 사용

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빔요소는 2개의 절점으로 구성되고, 평판 요소

는 4개의 절점으로 구성되며, 식 (1)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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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bsolute nodal coordinate에서 각 요소는 식 (2)와 같이 절점의 위

치와 기울기로 표현되며, 형상함수는 기존의 유한요소법에서의 형상

함수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2)

 요소의 운동방정식은 라그랑지 방정식을 이용하여 표현된다. 전역 

좌표계로 표현된 벡타 값 를 사용하여 운동방정식을 구성을 하면 식 

(3)과 같이 표현되며, 전역좌표계를 이용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운동방

정식은 일정한 질량 행렬을 가진다.
 식 (3)의 운동방정식에서 는 Kinetic energy, 는 중력에 대한 

가상일, 는 변형 에너지를 의미한다.
 



 
 



 
 




 



 
 

            (3)

빔 요소와 평판 요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요소 정보가 

필요로 하며, 이를 고려하여 Absolute nodal coordinate formulation
의 다른 요소를 연동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해석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노드의 위치 정보와 요소의 물성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

며, 각 요소는 Dmitrochenko가 제안한 dncm값을 이용하여 구분하였

다2. d는 요소의 자유도, n은 노드의 수, c는 노드의 자유도 개수, m은 

요소가 구성되는 차원을 각각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여 1개의 빔 요소와 1개의 평판 요소가 결합된 펜듈럼 

문제를 Fig. 1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물성 정보는 Table 1
과 같다.

Fig. 1 Simulation result

Beam element Plate element
Area / Thickness 0.02 m2 0.01 m

Density 7800 kg/m3

Young’s modulus 0.11×106 Pa
Moment of inertia 1.215×10-8 m3

Table 1 Material information of elements

8초간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시간에 대한 빔 요소와 평판 요소의 

거동은 Fig. 2 와 같다. 

Fig. 2 Simul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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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order to get a correct stress strain analysis, a nonlinear constitutive relatio

nship is estimated by means of the complementary strain energy density functi
on. The nonlinearity of shear response is significant at a high strain level. Mate
rial constants are determined to match the experimental results. In this study, 
E-glass/ vinylester and Boron/epoxy are taken into account when laminates are 
under combined loading. 

2. Constitutive law 
There are two parts in the section. One is to derive the stress strain relationship 

from the complementary strain energy, the other is to achieve corresponding off-axis 
Poisson’s ratios from classical laminate theory, which are written in the following 
equations.  E1, E2, ν12 and G12 are in-plane elastic properties, and S66 is a compliance 
coefficient describing the initial stress strain slope. Letters m and n are cosθ, sinθ, 
respectively, and θ is the off-axis angle. The other three constants S1166 S2266 and S1266, 
are adaptation parameters.  =  +   + 2  + 2  + 2   = ( +) −(1 +  ⁄ −  ⁄ ) +(−2 +  ⁄ ) +   ⁄  

3. Results and discussion 
When both laminates E-glass/vinylester and Boron/epoxy are under off-axis 

uniaxial loading, transverse strains and longitudinal strains exist at the same time, 
which are depicted in Figures 1 and 2. All stress and strain values are measured in 
off-axis coordinate, and on-axis shear stress strain curves can be obtained from 
transformation matrix, which are shown in Figure 3 and 4 with blue dotted lines. The 
corresponding material constants are obtained by adjusting the fitting curve to match 
the experimental results, which are listed in Table 1.

 
Fig. 1 Axial stress versus axial and hoop 

strains for E-glass/vinylester 
Fig. 2 Axial stress versus axial and hoop 

strains for Boron/epoxy 

Table 1 Measured mechanical properties for the two laminates 
Material constants  E-glass/vinylester Boron/epoxy 

S66(Pa-1) 1.90×10-10 1.30×10-10 

S6666(Pa-3) 2.15×10-26 1.92×10-26 

S1166(Pa-3) -6.58×10-28 -5.37×10-28 

S2266(Pa-3) 1.60×10-27 1.97×10-26 

S1266(Pa-3) -2.73×10-27 -4.5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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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s of shear stress strain response of E-glass/ 
vinylester between data based on experiments and data based 
on theory for different off-axis loadings ((a) 0⁰, (b) 15⁰, (c) 
30⁰, (d) 45⁰ and (e) 60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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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s of shear stress strain response of Boron/epoxy 
between measured experiments and data based on theory for 
different off-axis loadings ((a) 0⁰, (b) 15⁰, (c) 30⁰, (d) 45⁰ and 
(e) 60⁰). 

 
It is shown from Figures 3 and 4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analysis and 

experimental data for E-Glass/vinylester is more accurate than for Boron/epoxy. 
Among all cases of off-axis loadings, the comparisons from off –axis angles 30⁰, 45⁰	and 60⁰ show better agreement than results from off-axis angle 15⁰. It is seen from 
Fig. 3(b) and Fig. 4(b) that the theoretical predictions are lower than the experimental 
data, and there is quite a difference for Boron/epoxy laminates at off-axis angle 15⁰. 
Properties of laminates are better along the fiber direction than perpendicular to fiber 
direction, which leads laminates with smaller off-axis angles to carry more loading. 
Hence, longitudinal properties have a more influence on axial stress strain curves of 
15⁰ off-axis laminates. But in plane shear response appears to be influenced less by 
axial stress than by hoop	stress.	This is the reason why analysis do not fit the shear 
stress strain curve at off-axis angle 15⁰ for Boron/epoxy lam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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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격벽 형상 변경에 따른 선박용 Type-C LNG 저장 탱크 제수성능 예측

노명현1*, 박규식1, 리춘보2, 정준모2

Prediction of sloshing reduction performance of Type-C LNG storage tanks for marine vessels due to the 
change of swash bulkhead shape

M. H. Noh*, K. S. Park, C. B. Lee, J. M. Choung
포스코 구조연구그룹l, 인하대학교 선박해양공학과2

Key Words : Swash bulkhead, Type-C LNG storage tank,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1. 서 론

2020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협약에 따라 전 세계 선박연

료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이 기존 3.5%이하에서 0.5% 이하로 규제가 

강화되어 선박 연료를 LNG로 전환하거나 저유황유 사용, 저감장치 

설치 등의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선박

연료인 벙커유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인 LNG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으며, 선박의 신조와 개조, 벙커링 인프라 개발 등을 수반하는 새로

운 비즈니스가 열릴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LNG 시장 확대

에 따른 9%Ni강 적용 선박용 Type-C LNG 저장 탱크 수요 확대에 

주목하여 국내 조선사의 LNG선 시장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

로 LNG 저장 탱크의 슬로싱 저감성능 확보, 제작비 절감, 제작 및 유

지보수가 용이한 신형상의 제수격벽(Swash Bulkead)을 제안하였다. 
LNG 저장 탱크는 선체운동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의 슬로싱을 완화하

기 위해 제수격벽을 설치하며, 제수격벽은 탱크의 손상방지와 BOG 
발생을 최소화 하고, 액화가스 자유표면을 최소함으로써 공진발생을 

억제하게 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

수격벽 형상에 따른 슬로싱 저감성능을 평가하가 위해 유체를 입자로 

표현하는 SPH(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방법을 적용한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수행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정도 높은 슬로싱 현

상을 예측하였다.

2. SPH 방법을 이용한 LNG 슬로싱 평가

SPH 방법은 1970년대 개발되어 90년대 자유 표면 유동에 적용된 

바 있는 메쉬가 없는 수치 해석 방법이다(Monaghan, 1994). SPH 방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유한 요소 해석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절점과 요

소를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유체를 의사 입자들의 모음으로 표현한다. 
SPH는 공간 상 메쉬 정의가 필요없고 해석 영역에 분포한 의사입자 

들의 집합에서 직접 물리량을 보간한다. SPH는 고정 된 메쉬가 없어 

자유표면의 유체 유동을 비교적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압축 시 입자가 서로 충돌하거나 응집 거동하는 이

산 입자 체계가 아니며, 오히려 연속체 편미분 방정식의 이산화 방법

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유한요소법과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SPH 방
법은 보간 진화 체계를 사용하여 해석영역 상 어느 지점에서나 필드 

변수를 근사화 할 수 있다. 관심 입자의 변수 값은 커널 함수 가 0이 

아닌 이웃 입자들()의 집합에서 기여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근사화 된다.

〈x〉




│xx│ 

여기서, 는 스칼라 또는 벡터 함수이

고, 는 우함수인 커널함수, 는 특정 

점에 대해서 보간에 영향을 미치는 입자

의 수를 결정하는 입자완화 길이를 의미한

다. 커널 함수의 예가 Fig. 1에 제시된다. Fig. 1 Kernel function

3.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슬로싱 저감을 목적으로 Type-C LNG 저장탱크 내

부에 설치되는 제수격벽의 형상에 따른 슬로싱 저감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벤치마크 해석을 수행하였다. 검토된 제수격벽 모델과 경계조건 

및 하중 작용점은 Fig. 2와 Fig. 3에 각각 제시된다.
Fig.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제수격벽을 설치한 Case 2와 3은 제수 

능력이 Case 1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슬로싱 저감에 제수

격벽이 효과가 있음이 판명된다. 또한, Fig. 4(b)와 (c) 결과를 비교할 

때, 제수격벽 설치 면적을 반으로 줄이더라도 제수능력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음이 확인된다. 이 결과는 제수격벽 최적 형상을 도출할 경

우 LNG 저장탱크의 제수 능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제작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Kinematic 
couplingRef. node 

(Ship COM)

Fluid
Ship COM to tank COM
(27.6m, 0m, 7.75m)

Fig. 2 Boundary condition and loading point

(a) Case 1 (w/o Stiffener 
& Swash BHD)

(b) Case 2 (w/ Full 
Swash BHD)

(c) Case 3 (w/ Half 
Swash BHD)

Fig. 3 Type-C LNG tank model for sloshing analysis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4 Comparison of sloshing reduction performance according to Swash 

BH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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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타원셀 허니컴 제조 및 기계적 특성평가

김창홍*, 김상우

Fabrication of elliptical cell honeycombs by 3D printing technology and evaluation of mechanical characteristics
C. H. Kim, S. W. Kim*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Key Words : 3D printing, Periodic cellular metal, Lattice structures, Selective laser melting. 

1. 서 론

격자구조기반의 다공성 구조체는 비강도/강성, 에너지흡수능, 전열

특성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조공정의 

한계로 인해 제품화가 어려웠으나, 금속 3D프린팅 기술의 발전과 함

께 제품화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기존 2차원 허

니컴 형상을 3차원으로 수정한 타원셀 허니컴 구조를 설계하고, 
SLM(Selective Laser Melting)공정으로 제작하였으며, 압축실험을 

통해 설계변수에 따른 압축특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2. 단위셀 설계 및 제작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타원셀 허니컴 구조 단위셀을 설계하였으며, 
주요설계변수를 Fig.1에 도시하였다. 상대밀도 및 타원셀의 장축과 단

축의 비를 주요설계변수로 하였으며, 상대밀도 18, 20, 22, 24%인 단

위셀 4종, 장·단축비 0.5, 0.6, 0.7, 0.8인 단위셀 4종, 총 8종의 단위셀

을 설계하였다. 평균입도 25㎛인 316L 스테인레스 스틸 분말을 사용

하여 SLM 공정을 통해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a) Unit cell design       (b) 3D printed specimen
Fig. 1 Design and fabrication of elliptical cell honeycombs

제작된 시편의 내부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Micro-CT 장비를 이용

하여 3차원 형상을 측정하였으며, 설계형상과의 오차를 분석하였다. 
Fig. 2는 설계 상대밀도 20%인 경우에 대하여 주요설계변수인 타원셀

의 장·단축비에 따른 상대밀도 측정 결과이다. 상대밀도는 설계 대비 

3D 프린팅 조형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적층방향

으로 형성되는 레이져 용융표면이 한 레이어씩 적층되는 과정에서 각 

층의 경계에 일부 용융되지 못한 분말입자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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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relative density

3. 압축특성평가

프린팅된 시편을 5x6셀로 절단하여 평판지그가 장착된 만능인장시

험기를 이용하여 압축특성을 평가하였으며, 등가항복강도를 Fig. 3에 

도시하였다. Fig. 3(a)와 같이 설계 상대밀도 20%인 경우, 등가항복강

도는 장·단축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0.6에서 최대값을 보였다. Fig. 3(b)에서와 같이 장·단축비가 0.6인 경

우는 상대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등가항복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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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equivalent yiel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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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적층가공기술로 제조된 오그제틱 구조체의 압축변경거동

김상우*, 김창홍

Compressive deformation behavior of auxetic structures fabricated by metal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y
S. W. Kim*, C. H. Kim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Key Words : 3D printing, Additive manufacturing, Auxetic structure, Lattice structure, Selective laser melting

1. 서 론

오그제틱 구조체(Auxetic structures)는 음의 프와송비를 갖도록 설

계된 다공성 구조체로 비강도/강성 및 에너지 흡수능이 우수한 장점이 

있으나, 형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존 금속소재로의 제작에 한계가 있

었다.[1-2] 최근 금속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를 활용한 복

잡형상 제품의 일체화 제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다공구

조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그제틱 특성을 

갖는 다공구조체를 설계하고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하

였으며, 상대밀도 및 형상변수에 따른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설계 및 제작

본 연구에서는 압축하중 작용시 힌지효과에 의해 음의 프와송비를 

갖도록 오그제틱 단위셀을 Fig. 1에서와 같이 설계하였다. 설계된 단

위셀은 3x3x3셀로 모델링하여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인장 및 압축하

중하에서의 변형거동을 해석한 결과, Fig. 2와 같이 수직방향 압축하

중하에서는 수평방향으로 압축되고, 인장하중하에서는 팽창함으로써 

음의 프와송비를 갖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Fig. 1 Unitcell design of auxetic structures

Fig. 2 FE analysis of auxetic characteristics

설계된 단위셀은 평균입도 25㎛인 316 스테인레스 스틸 분말을 이

용하여 SLM(Selective Laser Melting)방식의 금속 3D 프린터를 이용

하여 제작하였다. Fig. 3은 단위셀의 폭 2.5mm, 상대밀도 25%인 단

위셀로 구성된 오그제틱 구조체의 각도별 시편이다.

Fig. 3 Auxetic structures fabricated by SLM process

3. 특성 평가

평판 압축지그가 장착된 인장시험기를 이용하여 프린팅된 오그제틱 

구조체 시편의 수직방향으로 압축하중을 가하여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Fig. 4에서와 같이 일부층을 구성하는 수직요소의 좌굴과 함

께 층간붕괴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압축변형에 의한 고밀도화가 진행

되고, 동일한 메카니즘에 의해 다른층의 붕괴가 발생하고 고밀도화가 

진행되는 반복적인 변형거동을 보였다. 압축하중은 Fig. 5에서와 같이 

층간붕괴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최대값을 보였으며, 층간붕괴에 따라 

최대최소를 반복적으로 나타었다. 또한, 단위셀을 구성하는 수평요소

의 각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요소각이 클수록 압축하중이 크게 나타

나는 경향을 보였다.

(a) 1st Collpase (b) Densification (c) 2nd Collapse (d) Densification
Fig. 4 Compressive behavior of auxetic stru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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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ressive stress of auxetic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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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치 태풍 해석모델에 의해서 생성된 파도데이터를 사용하여 해상

풍력 구조물의 동적 응답을 분석하였다. 파도에너지성분은 크게 장

주기 swell 성분과 지역풍에 의해서 생성되는 wind sea로 나뉘어지는

데, 수치해석모델을 통해 얻어진 파랑에너지 스펙트럼을 wave 
steepness criteria에 의해서 swell과 wind sea 성분으로 분리하여 bi-modal 
형태의 wave spectrum을 정의하고 NREL- 5MW 풍력터빈 모델1에 적용

하였다. 고정식,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의 동적 응답을 평가하기 위
해 FAST2를 이용하여 동적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다. 부유식 해상

풍력 구조물의 동적 응답을 평가하기 위해 ANSYS AQWA를 통해 얻
어진 동적 유체계수를 적용하였다.  

 

2.  수치태풍해석모델 방법론 
 

각기 다른 수치모델인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UMWM(The University of Miami Wave Model) 및 HYCOM (HYbrid 
Coordinate Ocean Model)을 통합하여 결합시킨 수치태풍모델인 UMCM 
(University Miami Coupled Model)3을 통해 얻어진 풍속, 파랑에너지 스펙

트럼 등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은 UMCM를 통
해 얻어진 태풍 IKE(2008)에 대한 풍향, 파랑에너지 스펙트럼의 시간 
및 공간(site A: 태풍경로의 우측, site B: 태풍경로의 좌측)에 따른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Fig. 1 Mean wave direction (blue arrow) versus wind direction (red 

arrow) : 80 and 100 hours after start of simulation4 
 

3. Typhoon-Generated Bi-modal wave  
 
태풍에 의해서 생성된 파도는 장주기의 swell과 지역풍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wind sea로 구성된다. 파랑스펙트럼은 “wave age”기
준5에 의해 wind sea 및 swell 성분 스펙트럼으로 분리할 수 있다. Fig. 2
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wind sea와 swell의 평균주파수와 진행방

향은 태풍의 이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swell의 평균 주
파수(<0.12Hz)는 모노파일 타입 해상풍력 구조물의 1차 모드 주파수

(>0.25Hz)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고정식 해상풍력 
구조물 보다는 상대적으로 장주기 거동을 보이는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의 응답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Fig. 2 Wind sea and swell separation (blue line: swell spectrum; red 

line: wind sea spectrum)4 

4. 해석 결과 및 고찰 
 

Fig. 3 의 (b), (c)를 보면 모노파일 해상풍력 구조물의 경우 타워하부

응답(FATBM)에 대한 swell의 기여는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 하
지만 swell 성분의 장주기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장주기 공진주

파수를 갖는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의 응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Fig. 3 (e)). 이를 통해 bi-modal 특성을 갖는 태풍에 
의해 생성된 파도에 의한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의 응답특성 연구

가 보다 심도 깊게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Fig. 3 Response of wind turbine due to swell and wind seas (black 

dash line: wind sea + swell; blue solid line: swell; red solid line: 
wind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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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ll 파도성분에 의한 해상풍력구조물의 동적 응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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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공정에 의한 폐 초경 스크랩의 재자원화 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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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ycling process for WC/Co scrap by we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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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경합금은 주성분은 경한상인 텅스텐 카바이드와 바인더재인 코발

트를 혼합시킨 소결합금이며,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초경 절삭 

공구는 산업적으로 중요한 전략 소재이다. 근래 이러한 금속들의 가격 

상승과 함께 원료 확보가 주요 이슈화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대안으로 자원 재자원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초경소재의 가공공정 중에 발생하는 가공 슬러지인 소프트 스크

랩을 재자원화 처리법을 개발하였고, 폐초경 스크랩으로부터 생성된 

화합물을 분리 정제 최적 반응 조건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화학적 처리법을 이용하여 폐 초경 scrap에서부터 텅스텐 염을 만들

고 이를 열처리 하여 WC분말을 합성하였다. 출발 원료인 초경 폐 

scrap과 염기성 반응 용액을 혼합한 다음, pH를 조정하여 텅스텐석출

을 생성 시킨 후 이를 열처리 하여 최종적으로 WC분말을 제조 하였

다. 제조된 텅스텐 분말의 열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열 분석을 하였

으며, 최종적으로 비산화성 분위기에서 반응 열처리하여 WC 분말을 

합성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텅스텐 산화 분말과 염을 혼합 밀링 후 침전 분리하였다. pH 농도에 

따른 침전 분말 무게를 조사해 보면 pH 7에서부터 분말이 침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후 염산 첨가량을 늘려 pH값이 작아질수록 침전 양

이 증가하였다. Fig. 2에서 침전 분말로 부터 합성한 WC분말의 SEM
사진을 나타내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구상형태의 입자가 응

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약 0.4μm의 평균입자를 가진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Fig. 1 SEM image of the WC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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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삭재와 WC 최적화에 따른 공구수명 향상

이득광1*, 김지수1, 이형윤2, 장강일2, 윤인준1

Improve tool-life by optimizing workpiece and WC
D. K. Lee*, J. S. Kim, H. Y. Lee, G. I. Jang, I. J. Yoon

한국OSG(주)1, 일진다이아몬드2

Key Words : WC, Tungsten carbide, Tool life, End mill

1. 서 론

요즘 초정밀 부품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정도 엔드밀의 수용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고정도 엔드밀을 제작하

기 위해서는 공구의 소재가 매우 중요하며, 초경합금의 WC원료 분말

에 따라 공구의 내마모성과 초정밀 곡면 가공 및 난삭재 가공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재별 공구수명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테스트를 통하여 소재의 물리적 성질에 따른 

공구수명 향상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소재 분석

소재는 텅스텐분말 0.18 ㎛ 크기를 사용하여 지름 ∅6 mm, 길이 

330 mm 제작하였으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Ultra Micro Grain 
Carbide(UMGC)와 해외선진사 볼엔드밀(R1) 제품을 대조군으로 두

고 진행하였다. 소재 제작 후 대조군과 함께 소재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데이터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Comparison of properties
밀도

(g/cm3)
경도

(HV30)
항절력

(MPa)
WC size
[Max]

WC size
[Mean]

해외선진사 14.23 1,637 - 1.41 0.38
UMGC 14.38 1,953 3,975 1.49 0.37
개발품 14.32 1,890 4,300 1.80 0.38

3. 결과 및 고찰

본 실험의 UMGC와 소재개발품 공구는 당사의 표준품 설계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수명테스트 절삭조건은 다음과 같다. 회전수 

19,000rpm, 이송속도 2,000mm/min, 절입깊이 aa 0.1mm Pf 0.4mm, 
절삭유 MQL 조건으로 피삭재는 H13, 경도는 HRC50을 사용하여 콘

로드 형상가공을 실시하였다. 수명테스트 판정기준은 두날 평균 마모

량 0.1mm이상으로 설정하였다.

Table 2 Cutting condition

절삭조건

회전수 19000 min-1

이송속도 2000 mm/min

절입깊이
aa 0.1 mm

Pf 0.4 mm

절삭방법

사용장비 HSC300

사용홀더 E40-SLRA6-50

절삭방법 콘로드 형상가공

공구돌출 15 mm

절삭유 MQL

판정기준 두날 평균 마모량 0.1mm이상

피삭재
재질 H13

경도 HRC 50

소재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UMGC와 소재제작품의 코팅은 

TiAlSiN계열로 진행하였다.

Table 3 Result of test

구분
콘로드 가공수에 따른 마모량 평균

개수1 2 3 4 5

해외

선진사

0.059 0.076 0.088 0.108 -

4.0
0.052 0.081 0.099 0.122 -
0.059 0.086 0.098 0.112 -
0.056 0.080 0.092 0.103 -
0.072 0.078 0.089 0.106 -

UMGC
TiAlSiN

코팅

0.080 0.092 0.097 0.110 -

3.6
0.057 0.088 0.112 - -
0.065 0.090 0.107 - -
0.048 0.080 0.093 0.109 -
0.058 0.080 0.094 0.105 -

개발품

TiAlSiN
코팅

0.053 0.073 0.093 0.105 -

4.6
0.042 0.061 0.079 0.096 0.102
0.039 0.057 0.080 0.101 -
0.043 0.064 0.087 0.093 0.103
0.048 0.062 0.081 0.097 0.110

(a) 해외선진사 (b) UMGC (c) 개발품

Fig. 1 Wear amount of tool

위와 같은 공구결과에 따른 소재의 특성을 확인해 보면 소재의 미세

조직 분산성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재의 

미세조직 분산성은 물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절삭가공 성능에서

도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재의 분산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혼합방식, 혼합시간 등의 최적화가 필요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공구수명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 

참 고 문 헌

(1) W.D. Schubert, A. Bock, B. Lux, 1995, General aspec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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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넬 가공용 PVD 선삭 공구 개발

안선용*, 이성구, 김정욱, 김영흠

Development of PVD-coated turning tool for machining Inconel 
S. Y. Ahn*, S. G. Lee, J. W. Kim, Y. H. Kim

한국야금 생산기술연구소

Key Words : Turning tool, Heat-resistant superalloys, PVD-Coated WC-Co alloys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내열합금 인코넬 피삭재를 선삭 가공할 때  WC-Co 
합금 모재, PVD 코팅 박막 및 Chip breaker 특성 등이 절삭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WC-Co 합금 모재의 주요 변수로 WC 입
도와 Co 함량 등을 변경하여 절삭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코팅박막의 밀착도와 Chip breaker의 스펙이 인코넬 가공 특징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내열합금 절삭공구 소재와 형상 기술

인코넬과 같은 내열합금에 대해 효율적 선삭 가공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공구소재기술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절삭공구에 사용되는 소

재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속도강, 초경합금, 써메트, 코팅초

경합금, cBN, 세라믹스 및 다이아몬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인코넬 

가공에는 PVD 코팅 초경합금 공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최근 인코

넬 정삭과 황삭용으로 각각 cBN과 세라믹스 공구 소재가 추천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PVD 코팅 초경합금 선삭공구로 인코넬을 가공할 

때 공구요소기술이 절삭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한

다. 이는 인코넬을 가공을 위한 최적의 공구를 설계를 위해 기초 연구 

결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1 Cutting tool materials

3. 결과 및 고찰

초경공구소재의 WC 입도 변경에 따른 인코넬 가공 시 성능평가 결

과를 Fig. 2에 서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립 WC (~2 
um)를 사용하는 경우 인코넬 가공 시 내마모성에서 기존 WC (~1 
um)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초미립 WC 
(~0.6 um)를 사용하는 경우 크레이터마모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보인

다. 이런 결과는 WC 입도에 따른 Grain boundary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미립화 합금의 Grain boundary 증가는 가공하

는 동안 Diffusion path가 커져서 크레이터 마모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은 인선강도가 강화된 C/B 사용 시 절삭 성능 결과를 나타내

는 그림이다. 인선강도의 증가와 고절입에서는 칩처리성 개선을 통해 

측면 노치 마모가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코넬 가공 시 

인선에서 단속 절삭과 같이 충격부하가 지속 가해짐을 짐작할 수 있는 

결과이다.

Fig. 2 Wear pattern after 3 min machining Inconel718

Fig. 3 Wear pattern after 2 min machining Inconel718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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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압소결로 제조된 사이알론 세라믹스의 특성

김성원*, 이소율, 이성민, 한윤수

Characteristics of SiAlON Ceramics Fabricated by Gas Pressure Sintering
Seongwon Kim*, Soyul Lee, Sung-Min Lee, Yoonsoo Han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엔지니어링세라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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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융점, 고경도, 내산화성 등의 우수한 특성을 지닌 초합금

(superalloy)계 소재는 항공용이나 발전용 가스터빈의 고온부 금속부

품과 같은 고온 구조소재로 널리 사용된다. 초합금은 고경도, 저열전

도도 등의 물리적 특성으로 일반 금속 피삭재에 비해 가공이 어려운 

난삭재로 분류된다. 이런 난삭제 초합금 소재를 가공하기 위한 코팅초

경, 세라믹스 등 다양한 소재의 절삭공구가 활발히 연구개발되고 있

다. 특히 초합금 절삭용으로 사용되는 세라믹스 소재로는 SiAlON, 
Almina-SiC whisker 복합체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압소결로 SiAlON 세라믹스를 제조하여 상형성

거동, 미세구조, 경도 등의 특성을 분석하고 초합금 절삭공구로서의  

SiAlON 세라믹스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Si3N4, AlN, Al2O3, Yb2O3의 원료를 사용하여    
Ybm/3Si12-(m+n)Alm+nOnN16-n (m= 0.3, 0.7, 1.1 / n=1.9, 2.3, 2.7)의 조

성의 사이알론 세라믹스 시편을 가스압소결을 통해 제조하였다. 치밀

화된 사이알론 세라믹스를 이용하여 소결온도에 따른  상형성 거동과 

미세구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XRD (X-ray diffractometer, D/MAX-  
2500/PCP, Rigaku, Japan)를 통하여 소결온도에 따른 상분석을 하고 상

형성 거동을 살폈다.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6390, JEOL, Japan)을 이용하여 시편의 단면미세구조를 관찰

하였다. 또한 로크웰경도.계 (Hardness testing machine, HR-500, 
Mitutoyo, Japan)를 이용하여 로크웰경도(HRA)를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 An SEM micrograph of SiAlON ceramics

Fig. 1은 가스압소결로 제조된 SiAlON 세라믹스의 단면미세구조를 

주사전자현미경의 BSE(Back-scattered electron)모드로 관찰한 결과

이다. SEM/BSE모드에서 이미지에 나타나는 콘트라스트는 관찰영역

의 평균 원자량을 반영한다. 

Fig. 1의 미세구조에서 세 종류의 콘트라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검은 콘트라스트의 긴 입자들은 α-SiAlON, 회색 콘트라스트의 입자

들은 β-SiAlON, 흰 콘트라스트는 Yb이 다량존재하는 입계상으로 사

료된다.

Fig. 2 XRD patterns of SiAlON ceramics after gas-pressure sintered at 
1800℃for 90 min.

Fig. 2는 가스압소결로 제조된 SiAlON 세라믹스의 X-선 회절패턴

결과이다.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설계조성 내의 Yb첨가량과 Si/Al 
비율에 따라 α-/β-SiAlON의 상비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가스압소결로 상용의 SiAlON 세라믹스를 제조하고 

상형성과 미세구조 및 기계적 특성을 살폈다. Yb2O3의 첨가량에 따라 

α-/β-SiAlON의 상형성 거동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α-SiAlON의 비율

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합금 절삭용 세라믹공구로 산업계에서 쓰이는 

SiAlON-계 세라믹스의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를 확보했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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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넬 718 터닝용 WC 인서트 형상에 따른 절삭특성의 FE 시뮬레이션

구준영, 강익수*, 정윤철

Cutt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utting Edge Shape in Turning process of Inconel 718 by FE simulation
J. Y. Koo, I. S. Kang*, Y. C.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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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코넬 합금은 니켈(Nickel) 기초합금으로 고온조건하에서도 고강

도, 내열성, 내부식성의 특성을 가지며 크립(Creep) 강도도 우수하여,  
항공우주산업 및 발전산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부품의 가공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내열합금이다[1]. 하지만 열전도도가 매

우 낮아 절삭가공 시 공구에 열이 축적되며, 고강도 특성으로 인해 공

구마모 및 손상이 급격히 진행되는 대표적인 난삭재이다. 본 논문에서

는 인코넬 718의 터닝가공에 대한 유한요소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구

선단부 형상에 따른 절삭특성을 파악하고, 경계마모(Notch wear)에 

대한 예측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터닝가공 유한요소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절삭가공 전용 유한요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Third Wave Systems사의 AdvantEdge V7.3을 활용하였다. 인서트 

소재는 초경이고, 피삭재는 인코넬 718로 프로그램 내에 등록된 물성

치를 적용하였다. 인서트 모델은 총 3개로 공구선단부 형상에 따라 

Model A, B, C로 구분하였다. Model B와 C는 공구선단부에 네거티

브 형상이 추가된 2단 구조로 되어 있다. Fig. 1에 시뮬레이션 방법을 

나타내었으며, 절삭력, 절삭온도, 응력분포를 분석하였다. Table 1에 

절삭조건에 대해 나타내었다.

Insert

3 mm

Tool
Feed

Fig. 1 Simulation method

Table 1 Cutting conditions

Cutting speed, Vc (m/min) 50

Feed rate, fn (mm/rev) 0.2

Depth of cut, ap (mm) 1.5

Cutting environment Dry

3. 시뮬레이션 결과

Fig. 2에는 공구선단부 형상에 따른 절삭력 변화를 나타내었다. 
Model B와 C의 절삭력이 크며, 이는 치핑(Chipping) 방지를 위한 네

거티브(Negative) 형상 적용으로 인해 주전단영역의 면적이 증가하였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3에는 절삭온도에 대해 나타내었다. 세 모

델의 절삭온도 차이는 크지 않지만, 2단 구조로 된 인선형상으로 인해 

칩의 접촉이 두 영역에서 일어나며, 이로 인해 인선부에서 고온분포영

역이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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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tting force Fig. 3 Cutting temperature

Fig. 4에는 응력 및 압력분포에 대해 나타내었다. Model A 는 공구

선단에 응력이 집중되며, 응력분산이 상대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Model B 와 Model C는 공구인선부 각도변화지점에서 칩 

접촉으로 인해 응력집중이 발생하며, 희생층 역할을 하여 Model A 에 

비해 여유면 마모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Model A Model B

Model C

Fig. 4 Stress distribution Fig. 5 Chip flow and boundary contact 

경계마모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측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계접촉부

와 칩유동을 관찰하였으며, 이에 대해 Fig. 5에 나타내었다. 공구선단

부와 톱날형 칩(chip) 및 버(burr)의 경계 접촉부 마찰에 의해 경계부 

마모가 가속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인코넬718의 터닝가공에서 인서트 공구선단부 형상에 따른 절삭특

성 파악을 위해 유한요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Model B 와 C 는 

공구인선부 형상으로 인해 Model A에 비해 여유면 마모가 적고 파손

위험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계마모는 칩과 버의 마찰에 의한 것

으로 공구수명 향상을 위해 칩의 경계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구

인선부 형상 설계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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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전처리 조건에 따른 초경환봉 물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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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hange of WC rod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raw material pretreatment
K. I. Jang*, H. W. Lee, H. Y. Lee, Y. J. Shin, M. H. R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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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정밀 금형 및 부품가공시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스마

트 폰을 비롯하여 전자기기와 가전제품의 감성디자인화, 외관 심미화 

및 미려화 등에 따라 초정밀 금형 및 부품의 형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고품위의 표면 품질이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제품을 가공하기 위

해서는 공구의 마모 및 손상이 적어야 한다. 공구의 고도화를 위해서 

소재의 물성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소재의 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세 분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세 분말의 경우 뭉침 현상이 

심하며 이를 분산시키기 위한 전처리(혼합) 과정은 중요한 사항이다. 
본 실험을 통해 전처리 과정에 따른 환봉소재의 물성변화를 확인해 보

고자 한다. 

2. 전처리 과정에 따른 물성변화 실험

내마모 및 손상이 적은 공구를 제조하기 위한 환봉소재의 물성은 

TRS/경도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Fig. 1에서처럼 

환봉소재의 원료가 미세화 되어야 하며 미세화 된 분말은 뭉침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이 필수적이다. 본 실험에서

는 미세 분말의 분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혼합 방법/시간을 변경하여 

뭉침 현상을 개선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변경된 실험방법에 따른 

환봉소재의 물성변화를 확인 하였다. 

Fig. 1 Changes in physical properties due to powder refinement

3. 결과 및 고찰

실험은 전처리 과정(혼합)을 제외한 모든 변수(압출, 소결 공정)는 

동일하게 진행 하였다. 전처리 과정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Fig. 2에서와 같이 3가지 방식 (Jar Ball mill, 장비 

Ball mill, Attraction mill)으로 나누어진다. 본 실험에서는 최대 

RPM이 높으며 수직 방식으로 혼합이 진행되는 Attraction mill을 사

용 하였으며 RPM은 150으로 고정하여 진행하였다.

Fig. 2 Type of Pretreatment (Ball mill/Attraction mill)

물성분석
Density
(g/cm3)

Magnetic
Saturation (%)

Hardness
(HV20)

TRS   
(Mpa)

미세조직 

기공

전처리 5h 14.41 75 1,812 4,031 無
전처리 10h 14.42 76 1,833 4,122 無
전처리 15h 14.42 76 1,854 4,174 無
전처리 20h 14.43 77 1,875 4,189 無
전처리 25h 14.43 76 1,884 4,203 無
전처리 28h 14.42 77 1,892 4,214 無

Table 1 Properties of WC rod according to pretreatment time

(a) 5h SEM image (b) 10h SEM image (c) 15h SEM image

(d)20h SEM image (e) 25h SEM image (f) 28h SEM image
Fig. 3 Microstructure of WC rod by pretreatment method (X10k)

Fig. 4 Optimal point of preprocessing time

전처리 시간에 따른 환봉소재 물성 결과를 확인해 보면 시간이 증가 

할수록 분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최적점을 지나서는 일

정하게 유지되었다. 전처리 시간에 따른 환봉소재 물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미세조직은 Fig. 3에 나타내었다. 위와 같은 결과로 봤

을 때 전처리 방식과 시간은 환봉소재의 물성 및 소결조직에 큰 영향

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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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엔드밀을 이용한 STD61 밀링가공시 절삭력 및 공구마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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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cutting forces and tool wear during end milling of STD61 by ball end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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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ool steel is a difficult to machine material and for getting good 
surface integrity ball end milling is applied. During ball end milling, 
machining does not occur at the tip of the ball nose because cutting 
speed is zero, resulting in rubbing with the workpiece, which affects 
tool life and surface integrity. Hence proper selection of tool path 
orientation is crucial in improving efficiency, tool life and achieving 
desired surface integrity. In this work, finish milling of STD 61 tool 
steel has been done using carbide ball nose endmill to evaluate 
influence of cutter path on Tool wear, cutting forces and surface 
integrity.

2. Ball end Milling Experiment

The work piece used in this end milling experiment was Tool Steel 
STD61 machined by ball end mill having a diameter of 2 mm. 
Machining conditions were 20,000 rpm of spindle speed, depth of 
cut 0.4 mm and feed rate 800 mm / min. Cutting force measurement  
was done through Kistler Dynamometer by taking two different make 
ball end mill in order to have a comparative study considering the 
difference in shape of both. 

3. Results and Discussion

Fig. 2(a) & (b) shows the filtered signals of cutting forces for 
new and worn out tool measured by Kistler9257B dynamometer 
during milling by ball endmill. In intermittent cutting such as ball 
end milling, cut forces signal is obtained after every half revolution 
of cutting tool and thus a peak value is observed in the signals. For 
the case of worn out tool, peak value of cutting force becomes a 
little higher as the cutting edge of the tool gets worn out and 
rubbing starts to occur. Tool wear morphology analysis was performed

Fig. 1 Experimental setup

on ball nose endmill using optical microscope (Some tech SV-55). 
Fig. 3(a) & (b) shows the flank face of a new tool and a wornout 
tool. Non uniform flank-wear was observed which is produced due 
to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during cutting process. 
Apart from that elastic properties of work material can also 
produce flank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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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tt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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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가정용 청소로봇 자율주행 알고리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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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청소로봇이란 정의된 영역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작동

하는 자동 바닥 청소기를 말한다(1). 바닥 청소로봇은 청소 방식에 따

라 건식 청소로봇과, 물걸레 청소로봇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 중 건

식 청소로봇은 용액 또는 액체 사용 이외의 방법을 사용해 바닥에서 

비액체 물질만 제거하게 되어있는 청소로봇을 의미한다. 이러한 건식 

가정용 청소로봇에 대한 성능평가를 위해 IEC TC59 SC59F WG5에
서 가정용 청소로봇 성능평가 표준인 IEC 62885-7 ed. 1.0을 논의 중

이며, 기존 IEC 62929 ed. 1.0표준의 개정판으로 청소로봇의 청소 성

능, 자율주행 성능 등 종합적인 성능평가가 가능한 표준이다. 본 논문

에서는 IEC 62885-7에서 논의 중인 시험 항목 중 Obstacle overcome 
test를 통한 건식 가정용 청소로봇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분석을 통

해 성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자 한다.

2. 자율주행 시험평가 방법

Obstacle overcome test는 일반 가정환경에 존재하는 문 틈, 가구 

하부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극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항목이

다. 그 중 본 논문에서는 최소 통과 간격 시험 항목, 최소 통과 높이 

시험 항목을 통해 청소로봇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분석하였다. 
최소 통과 간격 시험은 청소로봇의 최소 통과 가능한 통로 간격을 측

정하기 위한 시험항목이다. Fig. 1의 (가)와 같이 먼지제거 시험-상자형 

시험장 중앙에 간격 조절이 가능한 Wall Part를 설치하여 시험장을 구

성한다. Wall Part를 이동시켜 통과 간격을 조절한 뒤, 각 출발지점에서 

청소로봇이 통과한 간격을 측정하여 성능을 결정한다. 최소 통과 높이 

시험 항목은 청소로봇이 최소 통과 가능한 통로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항목으로, Fig. 1의 (나)와 같이 먼지제거 시험-상자형 시험장 중앙

에 높이 조절이 가능한 Ceiling을 설치한다. Ceiling의 높이를 조절하

며, 각 출발지점에서 청소로봇이 통과한 높이를 측정하여 청소로봇의 

성능을 결정한다. 공통적으로 모서리에서 시험장의 중앙을 향해 45° 각
도로 출발하는 지점 S1과 모서리에서 벽면을 따라 출발하는 S2가 출발

지점이며, 각 출발지점에서 3회씩 시험을 한다. 최대 시험 시간은 15분
이며 그 시간 내에 청소로봇의 동작이 멈추면 시험을 종료한다.

 

(a) Minimum gap go through

 

(b) Minimum gap go under
Fig. 1 Testbed obstacle overcome test

3. 결과 분석

최소 통과 간격 시험에서 청소로봇은 Fig. 2와 같이 두 가지 주행패

턴을 보였다. Fig. 2의 (a)와 같이 출발 시 본체를 회전 후 출발한 청소

로봇이 있는 반면, 일부 청소로봇은 출발 시 Fig. 2의 (b)와 같이 본체 

회전 없이 배치한 방향 그대로 출발하였다. S1에서 출발하는 경우, (a)
와 같은 주행 알고리즘을 가진 청소로봇은 본 시험에서 틈을 통과하기 

용이하였으나, (b)와 같은 주행 알고리즘을 가진 Wall part2를 벽으로 

인식함으로써 더 넓은 통과 간격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

러한 주행 알고리즘은 S1에서 출발하는 경우 (b)와 같은 알고리즘을 가

진 청소로봇이 더 좁은 틈을 통과할 수 있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a)                          (b)
Fig. 2 Navigation algorithm of minimum gap go through

최소 통과 높이 시험에서 청소로봇은 Fig. 3과 같은 주행 알고리즘

을 보였다. Ceiling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a)와 같이 직선 주행으로 

통과하였다. 그러나 Ceiling을 장애물로 인식한 경우 (b) 또는 (c)와 

같은 주행 패턴을 보였다. (b)와 같은 경우, 청소로봇의 주행 알고리즘

은 벽을 따라 우선 청소하도록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c)는 벽으로 인식한 경우 랜덤한 주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

인 것은 청소로봇의 맵핑 방식 또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다. (b)와 같

은 결과를 보인 청소로봇은 레이저 타입으로 주변을 맵핑하는 방식이

지만, (c)와 같은 결과를 보인 청소로봇은 랜덤 타입으로 맵핑하는 방

식으로 카메라 및 레이저를 제외한 제품에 탑재된 PSD 센서 등의 기

능에만 의존하며 주행한다. (b)의 경우는 Ceiling 좌측 부분 전체를 우

선 주행한 뒤 Ceiling을 통과하여 시험 시간이 길어졌으며, (c)는 랜덤

한 주행으로 인해 시험 시간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a)                  (b)                (c) 
Fig. 3 Navigation algorithm of minimum gap go under

본 시험 결과를 통해 청소로봇이 일반 가정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장

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주행 알고리즘 분석하였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가정용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의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한 물류 로

봇 등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알고리즘 구현을 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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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혁명이 이슈화 되면서 제조산업 분야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스마트 팩토리에는 다양한 IoT기술 및 

로봇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든 설비나 장치

가 전자제어장치로 동작하는 환경에서 사용 되어지는 산업용로봇의 

전자파 영향을 분석하여 EMC(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대책

의 필요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산업용 로봇의 전자파 시험

본 시험에서는 산업용 로봇 중 개발단계에 있는 A사의 양팔 협동 

로봇 제품을 사용 하였다. 시험 방법은 CISPR11(산업 과학 의료용

(ISM) 기기 장해방지 시험방법) 규격의 장해방지 시험 방법을 적용하

였으며, 규격 내의 장해방지 시험 중 전자파 방사 방해(RE : Radiated 
Emission) 시험을 진행 하였다. 산업용 환경에서 사용되는 로봇이므

로 A급 기기의 허용기준을 적용하였다. 허용기준은 Table 1과 같다.

Frequency range
(MHz)

Quasi-peak
dB (µV/m)

30 ~ 230 40
230 ~ 1 000 47

Table 1 Electromagnetic radiation disturbance limits for class A group 
1 equipment measured on a test site

전자파 방사 방해 시험은 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노이즈가 주

변 제품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허용기준 이하일 경

우 적합한 제품으로 본다. 전자파 방사 방해 시험의 개념은 제품을 접

지면 위의 지정된 높이에 설치하고, 최대 동작 상태에서 제품을 회전 

시켜 모든 방향에서의 전자파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수신 안테나의 

높이를 조정하여, 직접파와 반사파가 수신 안테나의 위치에서 동위상

으로 더해지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대 방사 노이즈가 발

생하는 지점이 기준치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방사 방해 측정 개념은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Measurement method of radiation disturbance

3. 결과 및 고찰

제품이 올려진 테이블을 360° 회전시키며, 수신안테나 높이는 1 ~ 
4 m까지 가변 하여 측정 하였다. 또한 수신안테나를 수평과 수직으로 

가변하여 전자파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측정수신기의 스펙트럼 모드를 
통해  측정 주파수 대역(30 MHz ~ 1 GHz)의 첨두값을 Fig. 2에 나타

내었다. 

Fig. 2 Radiation disturbance measurement result (peak)

측정 결과를 보면 일부 저주파 대역에서 한계선을 넘어 가는 주파수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실제 표준에서 요구하는 값은 준첨두 값으로 

한계선을 넘어 가는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준첨두 값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Frequency
(MHz)

Antenna 
Polarity
(H/V)

Measurement Value
(dBµV)

Limit
(dBµV)

Margin
(dB)

41.15 V 31.12 40 8.88
54.20 V 34.57 40 5.43
62.20 V 29.42 40 10.58

Table 2 Radiation disturbance measurement result (Quasi-peak)

Table 2의 결과에서는 한계값을 넘어 가는 주파수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측정불확도의 오차 범위를 고려한다면 54.20 MHz의 
값은 한계치를 넘어 다른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전자제어장치가 존재하는 스마트팩토리 환경에 
산업용로봇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EMC 대책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CISPR11,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Radio 
frequency disturbance characteristics –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2015

(2) CISPR 16-2-3, Specification for radio disturbance and immunity 
measuring apparatus and methods - Part 2-3: Methods of 
measurement of disturbances and immunity - Radiated 
disturbance measurement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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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용 로봇, 즉 다관절 제조로봇의 성능평가는 주로 ‘ISO 
9283 : 2011,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성능항목 및 시험

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그 중 포즈 정확도 측정을 위해서는 

로봇의 제어기상의 좌표계와 해당 로봇의 실제 이동 좌표를 

측정하는 3차원 정밀 측정 장비(레이저 트래커)의 좌표계를 

일치시켜야 한다. 이는 ISO 9283에서 나타내고 있는 포즈 정

확도의 정의에 따라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2. 포즈 정확도 및 반복정밀도

ISO 9283에서는 동일 방향으로 같은 지령 포즈에 대해 도

달된 좌표 값의 30회 반복 측정값에 대한 표준편차를 통해 

‘반복정밀도(Repeatability)’를 산출하며, 로봇의 제어기 상 조

작자가 입력한 지령값(Command Value) 대비 실제 로봇의 동

작 좌표(Measured Value)의 평균과의 편차를 통해 ‘정확도

(Accuracy)’를 산출하고 있다. Fig. 1은 포즈 정확도와 반복정

밀도에 대한 개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Fig. 1 Accuracy vs repeatability

3.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좌표계 설정 과정에서는 AT960(제
조사 : Leica) 장비 및 Spatial Analysis 측정 S/W가 사용되었

다. 레이저 트래커는 장비의 위치대비 측정대상의 상대좌표

를 표현한다. 포즈 정확도 측정을 위한 좌표계 설정 및 일치

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레이저 트래커로 로봇의 측정면을 기준으로 원점, 한 면 

위의 서로 다른 3개의 점, X축(혹은 Y축) 상에 위치한 서로 

다른 2개의 점에 대한 상대좌표를 측정하여, Z축 방향, XY 
Plane, X축(혹은 Y축)을 설정하여 좌표계를 생성시킨다.

로봇의 제어기에 지령 값을 S/W에 입력한 후, 지령 값에 

따라 동작시키고 레이저 트래커로 위치 값을 측정한다. 지령 

값을 Nominals Group으로, 측정값을 Measured Group으로 지

정하여 Best-Fit을 실행하면 로봇의 제어기상의 좌표계를 기

준으로 측정 장비의 좌표계가 이동하게 되어 Alignment가 맞

춰지고, 지령 값 대비 측정값의 오차가 보정된다. Fig. 2은 로

봇의 제어기와 측정 장비의 좌표계 일치 과정을 보여준다.

Fig. 2 Best-fit alignment

아래의 Table 1은 위의 좌표계 일치 과정을 통해 도출한 시

험결과를 나타낸다.

Table 1 Pose accuracy & pose repeatability

Load
(%)

Velocity
(%)

Pose Pose Accuracy
(mm)

Pose Repeatability
(mm)

100 100

P1 0.52 0.035
P2 1.50 0.033
P3 1.66 0.027
P4 3.02 0.035
P5 0.40 0.037

이처럼 ISO 9283에 따른 산업용 로봇의 포즈 정확도 측정

시 로봇의 제어기상 Command Value 추출을 통해 측정 장비

와 로봇의 좌표계 일치시킴으로서 성능평가 결과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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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용 제조로봇의 성능평가는 주로 ‘ISO 9283:산업용 머니퓰레

이팅 로봇-성능항목 및 시험방법’에서 표현된 방법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ISO 9283에서는 산업용 로봇의 성능평가 항목을 

크게 ‘포즈 특성’ 시험과 ‘경로 특성’ 시험 두 가지로 분류하여 나

타내고 있다. (1) 이 중 경로특성 시험, 즉 경로 정확도 및 경로 반

복 정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험 대상 로봇과 3차원 정밀 측정 

장비(레이저 트래커)가 Digital I/O로 연결이 되어 실시간 통신을 

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2) 물론, 로봇의 경로 측정을 

여러 개의 포인트 측정 및 측정 포인트의 연결을 통한 경로 추정도 

가능한 방법이나, 연결된 측정 포인트 간 공간에서의 경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되지 않던 방법이다. 하지만 개발 단

계의 로봇과 Digital I/O를 지원하지 않는 저가형 로봇에 대해서는 

실시간 통신 없이 경로특성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서의 

경로 정확도 및 경로 반복정밀도를 보다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경로 정확도 및 경로 반복 정밀도

산업용 로봇의 경로 정확도 및 경로 반복 정밀도는 Fig. 1에서 나타

내는 것과 같이 표현된다. 경로 정확도 및 반복 정밀도 시험은, 특정 

경로에 대하여 연속적인 값으로 10회 반복 측정을 하고, Fig. 1에서 

나타내고 있는 배리센터 G를 지령 경로와 비교하여 산출되는 값을 정

확도(Accuracy), 10회 반복 측정된 경로에 대하여 분포값의 최대값, 
즉 중심이 배리센터 선 위에 있고 수직면상에 존재하는 원의 반지름 

RTpi의 최대값을 반복 정밀도(Repeatability)로 표현한다(1).

Fig. 1 Path accuracy & repeatability at ISO 9283(2)

3. 평가방법 소개 및 평가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경로 정확도 및 경로 반복 정밀도 측정 

방법의 핵심은, 실시간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3차원 정밀 

측정 장비(레이저 트래커)를 통해 로봇의 경로를 연속적으로 측정 후 

해당 경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ISO 9283에서 나타내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로봇의 경로를 설정 후, 로봇을 동작 시켜 레이저 트래커를 

통해 경로의 연속 좌표를 측정한다(3).

 

Cycle Accuracy(Up) Accuracy(Down) Repeatability
1 0.9524 0.9317

0.1097

2 0.9401 0.9382
3 0.9547 0.9299
4 0.9573 0.9192
5 0.9266 0.9015
6 0.9177 0.8924
7 0.8438 0.9213
8 0.9372 0.9295
9 0.9507 0.9255
10 0.9416 0.9364

Mean 0.9316 0.9208

총 10회의 반복 측정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는데, 이때 경로정확도 

측정을 위한 지령 경로는 로봇이 움직인 경로의 끝점을 이은 직선을 

지령 경로로 설정한다. 시작점과 끝점은 10회 반복 측정한 시작점 및 

끝점에 대한 반복 값의 평균으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Table 1과 같은 

시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Table 1 Test Result

Fig. 2 Path line graph analysis

Fig. 2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10회 측정 경로에 대한 지령 경로를 

시작점과 끝점의 직선 연결을 통해 설정한 후, 각 경로에 대한 배리센

터 G를 산출하여 지령 경로와의 비교를 통한 정확도 산출 및 반복 정

밀도를 산출 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험 방법을 통해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경로 정확도 및 경로 반복 정밀도 

산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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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 생산에 사용되는 대형 공작 기계는 고장이 발생하면 비용 손

실이 크다. 본 연구는 공작 기계의 고장 및 동작 시간 등을 관리하여 

생산 효율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작기계의 동작 상태를 외부

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IoT 센서를 장착하여 이를 

서버를 통한 관리 시스템에 연결한다.

2. 개발 방법

2.1 저전력 IoT모듈 개발

Fig. 1 Concept drawing of low power IoT module development

2.2 경로이동 측정 알고리즘 

Fig. 2 Algorithm for measuring path movement

2.3 센서 데이터 처리 알고리듬

Fig. 3 Algorithm to process sensor data

3. 결과 및 고찰

Fig. 4 Result of sensor data processing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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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체신호 분석을 위한 디바이스의 소형

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웨어러블의 형태로 Long Term Measuring
이 가능한 형태의 디바이스가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MIT의 

Affective Computing Research Group의 Director이자 Affectiva사
의 공동설립자인 Dr. Rosalind Picard는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Q 
sensor를 개발하였다[1]. Q sensor는 피부의 미세한 전기적 변화를 측

정하여 스트레스 및 흥분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피부의 

Conductance, 온도, 착용자의 Motion 상태 기록을 통하여 감정 상태

를 센싱하고 기록할 수 있으며, USB 인터페이스로 데이터 전송 가능

하다. 그러나, Bulky한 구조물과 불편한 착용감 등의 문제점이 있으

며, 기기의 소형화 및 착용감 개선, 알고리즘 고도화 등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이슈사항을 보완하여 Fig. 1과 같은 스마트밴드 

시스템 통합 모듈 하드웨어를 개발하였으며,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하

여 기존 측정기기와의 비교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측정

기기와의 비교평가는 스트레스측정기기와의 비교평가를 수행하였으

며, 생체신호는 온도, 피부전도도, 맥박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맥박의 

경우 HRV(Heart Rate Variability)[2]를 산출하여 스트레스 측정에 활

용하였다.

Fig. 1 Concept of the smart band

2. 실험방법 및 결과

비교평가를 위한 스트레스 자극을 위하여 VR 영상을 활용하였으며, 
Fig. 2와 같이 총 3단계 수준의 스트레스자극을 구성하였다. Fig. 3은 

일반적인 PPG(Photoplethysmograph) 신호를 활용한 측정기기이며, 
VR 영상을 활용한 스트레스 자극에 대하여 77.8% 수준의 정확도를 보

였으며, 온도, 피부전도도, 맥박신호를 결합하여 신규 개발한 알고리즘

을 활용할 경우 약 91.6%로 개선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Level 1             Level 2             Level 3
Fig. 2 VR for artificial stress stimulation

Fig. 3 General equipment using P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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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기존의 변형 자유도가 작은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전지에서 착용가능하거나, 다양한 형상을 가진 기기들에 전

력공급이 가능한 전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유연성 

없는 기존 전지특성으로 인해 현재까지 전지로 전력을 공급받는 기기 

및 장비들의 디자인이나 사용처는 매우 획일화 되어있고 지금까지 개

발된 유연/신축 배터리 또한 제조 방식이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상용화 단계까지 많은 장애요소가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배

터리의 기계적 변형에 의한 전기화학적 특성 변화 및 파괴 메커니즘을 

분석 하고, 구조적 개선을 통해 높은 유연성 및 신축성을 갖는 배터리

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2. 파우치형 배터리 제작 및 전기화학 특성평가

본 유연/신축 배터리 제작에 사용 되어진 소재는 양극 LiCoO2 

(LCO)와 음극 흑연(Graphite) 그 사이에 다공성 수지형태의 분리막

(Separator)으로 단락을 방지하고 양극 알루미늄(Al)과 음극 구리(Cu) 
foil을 집전체로, LiPF6(EC:DMC=1:1)용액을 전해질로 사용 하였다. 
또한 특수 알루미늄 파우치를 사용하여 배터리를 포장하였다.

배터리 기계적 변형을 위해 Fig. 1과 같은 모션 지그를 통해 굽힘 

변형을 주었고 이를 실시간으로 전기화학적 특징변화를 관찰하였다. 
제어 조건은 굽힘 곡률반경별(20mm, 10mm, 5mm)방전용량 측정, 굽
힘 반복과 동시 in-situ 충/방전을 통한 용량변화측정, 누적 굽힘 반복

(50cycle, 100cycle, 150cycle)후 용량변화측정을 진행하였고 그래프

의 추이를 통해 변형에 따른 내부저항 증가가 배터리감소의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전극의 표면을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이미

지로 관찰하여 다수의 crack 및 delamination되는 부분을 발견하였고 

배터리 단면부를 확인하여 배터리의 굽힘 시에 각각의 배터리내부의 

소재가 밀착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재 간 받

는 응력 및 압축력의 정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buckling 현상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원인으로 배터리의 내부저항 증가 및 용량감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 Each electrode surface SEM image & Cross section of the pouch 
battery after bending test 

Fig. 3에서 기계적 변형 하 배터리의 손상을 줄여 안정적인 배터리성능

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3D printing을 이용하여 다수의 unit-cell을 

연결을 위한 유연/신축 구조체를 제작하였다. 이를 코인형 배터리와, 구리 

도선을 사용하여 결합한 유연 배터리를 제작하였고 Fig. 1과 같은 방법으

로 굽힘 변형을 주며 전기화학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0.1C에서 0.5C 
로의 충/방전 제어조건에서 In-situ 굽힘 반복 하 충/방전 100cycle까지 

높은 수명 특성을 확보 하였다. 이를 통해 유닛셀 유연 연결구조가 기계적 

변형 하에도 배터리의 안정적 성능유지에 높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 Fabrication of flexible & stretchable battery structure using 3D 
prin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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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연한 스마트밴드 모듈 제작에 있어서 다양한 부품들 외에 유연센

서들을  유연기판 상에 접합하기 위한 기술이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

이다. 유연센서들 중에서 유연온도센서[1]를 FPCB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유연인쇄기판)에 접합하기 위하여 기존의 솔더링 방법

이 아닌 ACF (Anisotropic Conductive Film: 이방성 전도형 필름)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높은 접합 강도, 낮은 접합 온도, 유연성 유지와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사료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유연온

도센서와 FPCB간에 ACF를 이용한 접합 실험에 대하여 기술한다.

2. ACF를 이용한 접합 실험

유연온도센서를 FPCB상에 ACF 기술을 이용하여 접합하기 위하여

우선 유연온도센서 전극과 FPCB 전극 간의 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연온도센서[1]의 전극 주변과 FPCB
의 전극 주변에는 Polyimide (PI)가 각각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
로 인해 ACF에 존재하는 ball 직경이 유연온도센서와 FPCB주변의 

PI 단차보다 작을 경우 접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단차를 

고려하여 ball 직경을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1에서

와 같이 위하여 유연온도센서에서의 Au가 증착된 Pt 박막 전극표면과 

주변에 형성되어있는 Polyimide (PI) 간의 단차를 3차원 광학현미경 

(3D Optical Microscopes, Bruker社)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

과 공정설계 값이었던 6 ㎛보다 큰 값인 평균 약 15 ㎛의 단차가 형성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FPCB의 경우 Au 전극표면와 

주변 PI 간의 높이 차이는 평균 약 7 ㎛의 단차를 나타내는 것을 그림 

2에서와 같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연온도센서 전극과 FPCB 전극 

간에는 주변 PI 층 때문에 총 약 22 ㎛ 정도의 gap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부에 형성하였던 PI를 제외한 

상태로 유연온도센서를 제작함으로써, 유연온도센서에서 갖고 있던 

약 15 ㎛의 단차를 제거함으로써 ACF공정 시 ball 직경 선정 등을 용

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CF 공정은 아크릴형 제품을 이용하여 

150℃에서 6초간 접합공정을 수행하였다.

Fig. 1 Height difference between Au coated Pt thin film as an electrode 
pad and PI in flexible temperature sensor measured by 3D profiler

Fig. 2 Height difference between Au thin film as an electrode pad and 
PI in FPCB measured by 3D profiler

3. 결과 및 고찰

ACF접합 후의 샘플 사진은 그림 3과 같다. 오른쪽에서 같이 굽힘실

험을 통해서도 접합이 잘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90도 peel 
test를 통하여 측정된 접합 강도는 약 275 gF/cm의 값을 나타내었다.

접합에 사용된 유연온도센서의 상온 저항은 1000 Ω으로 설계 되었

으며, 측정결과 999Ω 으로 설계 값에 근사한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ACF 공정을 이용한 유연온도센서와 FPCB 간의 

접합이 성공적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3 Photo after ACF bonding between flexible temperature sensors and 
FPCBs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정량화하여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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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웨어러블 스마트기기의 소재 및 부품은 유연성이 우수한 전도성 소

재를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이 중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인은 소재는 Ag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섬유나 직물형태로 전자기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표면에 Ag를 코팅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방법과 활용분야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Ag가 섬유에 코팅된 

전도사(CCY, Current Conductive Yarn)를 이용하여 피부전도도 측

정 센서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 때 인체의 땀 성분으로 인한 Ag 전도

사의 부식거동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및 결과 고찰

Fig. 1은 섬유 표면에 입자형으로 코팅한 Ag 전도사의 이미지로 금

속을 섬유화한 제품(Swicofil)이다. 표면이 산화되지 않은 Ag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저항은 10 Ω·cm 이내로 높은 전도성을 가지고 있다.

  

Fig. 1 SEM images and EDS spectrum of Ag coated CCY

이와 같은 Ag 전도사의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피부전도도 측정 

센서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인체의 땀성분 중 Cl는 Ag의 부식을 촉진시

킬 수 있어 그 부식거동 확인이 필요하다[1]. 따라서 땀의 주요한 성분

인 NaCl 용액을 이용하여 Ag 전도사가 부식되는 거동을 확인하고자 

한다. 

Fig. 2(a)는 Ag 전도사가 NaCl 용액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표

면전위를 OCP (open circuit potential)로 확인하였다. 초기에는 일정

한 전위에서 (ii) 구간부터 급속히 변하였으며, 20,000초 이후에는 

0.35 V에서 유지되었다. Fig. 2(b)과 같이 각 전위가 변화는 구간에 

따라 Ag 전도사의 표면 거칠기는 증가하였고, 조성변화로 부식이 진

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a) Variation of OCP and (b) SEM images of the Ag coated CCY 
during corrosion

  
따라서 피부전도도 측정센서로 Ag 전도사를 사용할 경우 위와 같은 

부식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식거동은 

추후 발표하고자 하며, Ag 전도사의 부식을 방지하는 기술을 논의하

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T. E. Graedel, 1992, Corrosion Mechanisms for Silver Exposed 
to the Atmosphere, J. Electrochem. Soc., 139. 1963-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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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분야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생체신호를 모

니터링하는 액세서리, 의복 등의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유연함과 
신축성을 가지는 전극의 개발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섬유기반의 전
극은 유연함과 신축성을 가지며, 세탁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의복 제
작 및 액세서리 등의 활용이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Ag코팅 전도사를 활용하여 섬유전극을 제조하였다. 
생체측정용 전극으로의 활용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섬유전극의 전기

적 성능평가를 진행하였고, 생체측정장비 활용하여 섬유전극과 상용

전극과의 성능비교를 진행하였다. 
 

2. 실 험 
 
섬유전극의 제조형태로는 Knit, Woven, Nonwoven, Embroidery 등이 

있다. 위의 형태로 시판되는 전도성 직물과 2종의 자수 기법을 활용

하여 제작된 섬유전극의 심전도 전극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다
다미 자수기법을 활용하여 패턴이 다른 7종의 섬유전극을 제조하였

고, 자수 패턴에 따른 영향을 GSR평가를 통해 확인하였다. 평가를 
위한 계측기와 섬유전극의 체결 및 연결부의 접촉저항을 최소화하

기 위해 민트스냅 및 가시도트를 활용하였고, 민트스냅 및 가시도

트의 전기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도록 절연처리 하였다. 섬유전극의 
전기적 성능검토는 심전도 전극평가 규격 ANSI/AAMI EC12 : 2000 
(R2010), 'Disposable ECG Electrode '의 규격평가를 진행 하였다. 섬유 전
극의 심전도 및 GSR 신호 획득 및 상용전극과의 성능 비교는 생체

측정 장비 BIOPAC 160의 각 모듈의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Fig. 1 SEAM ECG Electrode Test Platform 

 

 
Fig. 2 BIOPAC (a) ECG, (b) GSR  

 

 

 
Fig. 3 Textile electrode for physiological signals  

 
3. 결과 및 고찰 

 
5종의 제조형태가 다른 섬유전극의 전극규격평가 및 심전도 신호

획득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다미 자수기법으로의 7종의 섬유전극제

조를 진행하였다.. 
패턴이 다를 7종의 섬유전극과 상용전극의 성능비교 결과 sample 2, 

3, 7의 경우 상용전극과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 Comprative evaluation of textile electrode for G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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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유량 하이드로싸이클론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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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hydrocyclone with ultra-low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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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심력을 이용하여 유체 내에서 입자를 분리하는 장치인 싸이클론

에 작동유체가 물인 경우 하이드로싸이클론이라 부른다. 기존의 하이

드로싸이클론은 고유량에서 작동할 수 있게 대형으로 설계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유량에서 사용되는 대형의 장치를 초저유량의 환경

에서도 입자분리 성능이 우수한 초소형의 하이드로싸이클론으로 설계

한 후 수치해석을 통해 형상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였다.

2. 설계 및 수치해석

본 논문에서는 상용 프로그램인 Ansys의 Design modeler를 사용하

여 하이드로싸이클론을 설계하였으며 FLUENT를 사용하여 수치해석

을 진행하였다. 설계 조건은 1 LPM의 유량 조건에서 수 m/s의 입구

속도로 유체가 유입되는 경우의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형상 설

계 기준은 Stairmand 싸이클론 모델 형상 비와 Swift 싸이클론 모델 

형상 비를 사용하였다. 형상 비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수치해석에 있어서는 난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RNG k-ε 난류 

모델과 RSM 난류 모델을 사용하여 비교하였으며 격자 의존성을 검사

하여 약 200만개의 정렬격자를 사용하였다. 하이드로싸이클론의 형상

과 격자 형태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입구 속도는 수 m/s이며 위, 아
래의 출구는 대기압 조건을 주었다. 그리고 투입되는 입자의 비중은 2
이다. 이외의 해석 조건은 초기 설정을 사용하였다. 

Table 1 Geometric ratios of hydrocyclones

Stairmand Swift
D 1 1

a/D 0.5 0.44
b/D 0.2 0.21

De/D 0.5 0.4
S/D 0.5 0.5
h/D 1.5 1.4
H/D 4 3.9
B/D 0.375 0.4

  (a) Hydrocyclone design  (b) Stairmand  (c) Swift
Fig. 1 Design of hydrocyclone (a) and mesh (b and c)

3. 결과 및 고찰

Table 2는 입구와 상부 출구에서의 압력차를 나타내어 주는 데이터

이다. Stairmand 모델과 Swift 모델의 해석 결과 압력차의 값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RNG k-ε 난류 모델과 

RSM 난류 모델 해석 결과의 압력차를 비교하였을 때 RSM 난류 모델

의 해석 결과가 RNG k-ε 난류 모델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Fig. 2에서는 입구에 직경 1 μm의 입자가 투입 되었을 때 입

자의 경로를 나타 낸 결과이다. 두 모델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1 μm입

자를 완벽히 아래로 유출시켜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리고 Stairmand 모델의 경우가 입자 유출 시간이 더 빠른 것을 확인하

였다.
향후 하이드로싸이클론의 성능을 우수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설계 및 경계조건을 수정할 것이며 대표적으로 입구 형상의 

변화 및 다양한 유속의 경우를 고려하여 수치해석적 연구를 진행 할 

것이다. 또한 해석 결과로 얻은 입자들의 투과율을 비교하여 하이드로

싸이클론의 실험값과 그 성능을 비교할 것이다.

Table 2 Pressure drop of hydrocyclone with RNG k-ε and RSM turbulence 
models 

Stairmand model RNG k-ε RSM
Pressure drop[Pa] 53154 47421

Swift model RNG k-ε RSM
Pressure drop[Pa] 53680 47717

           

         (a) Stairmand               (b) Swift
Fig. 2 Trajectories of particles with 1 μm particles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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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3D 프린팅 (printing)기술은 다양한 형상 구현 가능성으로 다양

한 제조공정 분야에 적용이 시도되고 있으며, 시제품 제작 기반의 제

조공정에서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실부품 제작 공정으로 적용 분야

가 확산되어지고 있다. 3D프린팅 기술은 파우더, 와이어, 시트 등 형

태의 소재를 층별로 적층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로 금속 3D 프
린팅 공정은 다양한 공정이 적용되어지고 있다. 산업적으로 가장 
활발히 적용되어지고 있는 금속 3D 프린팅 기술은 금속 파우더

(powder)를 레이저(laser)로 국부적으로 용융시킨 후 적층공정을 통

하여 제조되고 있다.(1) 위와 같은 금속 3D 프린팅 공정기술은 구상화 

금속파우더의 소재비용과 열원으로 적용되고 있는 레이져의 비용으

로 인하여 고부가가치 부품 및 개인 맞춤형 생체 부품 등 국한된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용 산업분야에 적용가능한 금속 3D 프린팅 공정 

개발을 위하여 기존 산업과 금속소재와 열원의 공유가 가능한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방식의 3D프린팅 공정을 활용한 금

속 3D 프린팅 공정 시 발행하는 금속 유동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Fig. 1 Classification of 3D printing process technology

2. 3D프린팅 공정

FDM 방식 금속 3D프린팅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Fig. 2와 

같이 설계하였으며, 설계된 시스템의 공정 분석을 위하여 전산모사를 

통하여 공정 중 금속 프린팅의 유동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에 적용한 소재는 알루미늄(aluminum, AL) 소재 중 용접성이 
우수하여 3D프린팅 공정 적용에 유리한 AL5356(ø1.6) 필라멘트

(filament)를 선정하였다. 금속 프린팅 공정의 유동특성은 알루미늄 소

재를 강소성체로 가정하여 노즐 토출 시 유동 특성과 빌드플레이트

(build plate)에서 프린팅 시 성형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2 Metal 3D printing system using fused deposition modeling type

3. 결 과

FDM 방식 금속 3D프린팅 공정에서 유동특성을 전산모사한 결과 

AL 소재의 유동은 노즐에서 토출된 소재가 빌드플레이트에 원형으로 

안착되는 확산유동과 빌드플레이트에 소재가 프린팅되며 도포되는 유동 
특성을 보였다. 3D 프린팅 공정 시 소재의 유동속도는 노즐 입구부에 

집중되고 프린팅 방향으로 유동속도가 강하되며, 압출속도 1.6 mm/s, 
프린팅 속도 10mm/s에서 프린팅 폭 1.198 mm, 높이 0.097 mm 로 성

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Metal flow velocity according to AL filament extr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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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세계에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재료에 대한 

친환경적 요소를 적용하는 방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있다. 특히 바
이오 소재에 대한 괌심이 많아 지면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식물에서 원료를 추출한 식물성 플
라스틱과 자연에서 분해되는 생 분해성 플라스틱 등이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FDM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Bio-based PC와 산업소재

로 쓰이는 PC-10의 공정 개발 및 물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또한 친환

경성을 평가하기 위해 Bio-based PC와 고강도 소재인 PC(Polycarbonate)
의 바이오 물질 함량을 비교하였다. 

 
2. 공정개발 및 물성 평가 

 
본 연구에서 친환경 소재인 Mitsubishi Chemical사의 Bio-PC인 

DURABIO D7340IR과 Stratasys 社의 고강도 소재인 PC-10을 사용하였다. 
이 두 가지 소재의 물성 평가를 위해 ASTM D638 type1의 시편을 적용

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Fig. 1과 같이 시편은 시편너비방향으로 
toolpath를 그리는 Transverse 시편과 시편 길이방향으로 toolpath를 그리

는 longitudinal 시편 두 가지를 출력하였다. 출력조건은 두 재료 모두 동
일하게 노즐 온도 280oC, 베드온도 120oC, 챔버온도 70 oC, 출력속도 80 
mm/s로 출력하였다. 3D프린터는 자체 제작한 DIY프린터를 사용하였다. 

 

 
(a) Transverse direction 

 
(b) Longitudinal direction 

Fig. 1 3D printing specimens of toolpath  
 

출력한 시편의 인장시험 결과는 Table 1에 도시하였다. 두 재료 모
두 longitudinal 방향에서 인장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Bio-based 
PC인 DURABIO D7340IR의 인장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 Experimental result for tensile strength of longitudinal 

and transverse direction 
 

Material 
Young`s 

Modulus (MPa) 
Tensile 

Strength (MPa) 

PC-10 
Longitudinal 1292.6 49.6 

Transvers 1192.4 24.3 

DURABIO 
D7340IR 

Longitudinal 1733.4 61.2 
Transverse 1646.2 40.8 

 
 
 

3. 친환경 평가 
 
친환경 평가를 하기 위해 미국의 BETA연구소에 친환경성 분석을 

의뢰하여 바이오 물질 함량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플라스틱 소
재의 총 탄소 함량 대비 식물 유래 탄소(Biomass carbon)의 함량을 정
량적으로 나타내는 탄소 동위원소 질량 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두 
재료(DURABIO D7340IR, PC-10)의 친황경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Fig. 2
에 친환경 평가 결과를 도시하였다. PC-10의 경우 석유 유래 탄소

(Fossil carbon)가 100%로 검출되었으며 DURABIO D7340IR은 56%의 식
물 유래탄소와 44%의 석유 유래 탄소가 검출되어 친환경적 소재임

을 확인하였다. 

 
Fig. 2 Comparison in biomass carbon 

 

4. 결 과 
 
본 연구에서는 FDM 3D프린터를 이용하여 Bio-based PC 와 PC-10의 

공정 및 물성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친환경성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Bio-based PC인 DURABIO D7340IR의 물성이 고강도 재료로 쓰
이는 PC-10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친환경 평가에서도 
DURABIO D7340IR이 식물 유래 탄소가 검출됨으로 친환경적인 소재

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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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 커플링의 동적거동 해석

정현준1, 장택진1, 박재규2, 김성묵3, 김종봉1*

An analysis of dynamic behavior of a safety coupling
H. J. Jung, T. J. Jang, J. K. Park, S. M. Kim, J. B. Kim*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동차공학과2, (주)성일기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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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커플링은 축과 축을 연결하는 장치로써, 동력 전달과 편심 및 편각

을 완화해주는 기계요소이다.  동력전달의 용도로써 사용되며, 우발적

인 과부하 발생 시 기존 커플링은 파손이 되는 반면 세이프티 커플링

은 공회전을 통해 커플링 자체와 종동축에 연결된 장치를 보호할 수 

있다.(1) Jang 등(2)은 과부하 작용하여 세이프티 커플링이 동력을 단절

할 때 볼과 허브에 걸리는 응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부하

가 작용하여 동력이 단절되는 순간의 동적해석을 수행하여 볼에 작용

하는 응력을 분석하였다.

2. 해석 모델

Fig. 1은 해석을 수행한 세이프티 커플링 모델을 보여준다. 스프링

력으로 Guide plate를 밀여주면 볼이 허부에 가공된 V-홈에 장착되어 

동력이 허브에서 종동축에 연결된 중앙판(Center plate)로 전달이 된

다. 과부하 작용시에는 볼의 이탈력이 스프링력보타 크게되어 볼이 V-
홈에서 이탈된다. 이탈시 볼이 허브의 모서리와 만나게 되고 큰 응력

이 거리게 된다. 또한 이탈시 허브와 종동축에 연결된 중앙판판이 같

은 속도로 회전하지 않고 상대 운동을 하게 되어 이탈된 볼이 다음 V-
홈에 충격하게 된다. 이때 충격에 의한 응력 및 볼의 거동을 동적해석

으로 분석하였다. 해석은 중앙판은 고정하고 허브를 일정한 속도로 회

전시켜 충돌시 거동을 관찰하였다.
Fig. 2는 유한요소 격자를 보여준다. 접촉이 발생하는 볼과 허부의 

V-홈 부위는 매우 작은 요소를 이용하였고, 요소의 크기는 사전해석을 

통해 충분히 작게 설정하였다. 해석은 ABAQUS Explicit(3)을 이용하

였다.

Fig. 1 Analysis model of a safety coupling

3. 결과 및 고찰

Fig. 2와 3은 볼이 이탈 후 4회전 하는 동안 볼의 축방향 변위와 볼

의 표면 요소에 대한 평균 등가소성변형율을 보여준다. 본 모델에서 

볼을 5개가 조립된다. 5개의 볼은 등각도 간격으로 조립되지 않고 서

로 다른 각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5개의 볼이 동시에 V-홈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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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Z-displacement of a ball during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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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veraged equivalent plastic strain of a ball during rotation

는 경우는 360도 회전한 경우이다. Fig. 2를 보면 360도 간격으로 4
번은 축방향 변위가 크고, 그 중간에 4번은 축방향 변위가 다소 작다. 
이렇게 중간 4개 부분에서는 관찰한 볼은 V-홈을 만나지만, 다른 4개
의 볼은 V-홈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축방향으로 이동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사료된다. Fig. 3에 도시한 평균 등가소성변형율도 360도 

간격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간에는 증가가 다소 작음을 알 수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 (과제번호: S229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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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치유를 통한 그래핀의 열전도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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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ment of thermal conduction in graphene by defect healing
S.-B. Choi, W. Kim, J.-H. Lee, S.-M. Lee, C. Moon, J.-H. Kim, H.-J. Lee, J. Park, D.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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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several research groups reported that excellent heat 
transport in graphene could be significantly disturbed by phonon 
scattering at various defects in graphene which are almost 
inevitable for the present.1-4 For industrial use of graphene, many 
efforts to produce large-area graphene with less harsh conditions 
have been made and the defect is now recognized as a very serious 
problem.5 Here we report that the thermal conductivity degradation 
by defects can be significantly mitigated by defect healing using 
atomic layer deposition (ALD). After defect healing with Pt and 
Al2O3 precursors, the thermal conductivity of graphene synthesized 
by typical chemical vapor deposition was improved by ~46% and 
~38% for Pt ALD and Al2O3 ALD, respectively. The defect 
healing effect becomes more apparent for graphene samples 
synthesized with a low-temperature process. The improved thermal 
conductivity originated from the newly constructed phonon 
transport path at the defect sites increasing phonon lifetime. This 
study provides understanding on how defect engineering could 
affect phonon transport in 2D materials and sheds light on 
affordable large-area graphene sheet with excellent therm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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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점 대량 정제 기술

김덕종*

Large-scale Purification of Quantum Dots
D. Kim*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응용역학연구실

Key Words : Quantum dot, Purification, Continuous flow, Electrophoresis, Scale up

양자점은 지름이 2-10 nm 크기인 반도체 결정으로 양자구속효과에 

의해 크기에 따라 광학적, 전기적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디스플레

이, 태양전지, 바이오 표시자 등에 적용되어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다.1-2

양자점은 보통 용액 내 화학적 합성 공정을 통해 만들게 되는데 합

성 과정에 투입되었다가 반응이 완료되지 않은 반응물들은 불순물로 

남아 양자점의 특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이러한 불순

물을 제거하기 위한 기존의 정제 공정은 환경친화적이지 않고, 작업자

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커서 산업적으로 활용될 만한 균일한 품질의 

양자점을 대량으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팀에

서는 전기영동을 기반으로 대량의 양자점을 높은 수율로 정제하는데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였다.6-7 
본 발표에서는 양자점 대량 정제의 필요성, 기존 공정, 그리고 새롭

게 개발된 공정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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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ve 냉각 기술의 개발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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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ve cooling application to street lighting with enhanced design
JS. Ha*, HJ. Oh, B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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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상업용 LED 조명 시장의 성장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의 개발과 함

께 이에 대응하는 제어기 및 냉각 시스템의 개발 수요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전통 조명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며 등장

한 고출력 LED 제품군들에 적합한 새로운 냉각 시스템의 개발은 필

수가 된지 오래이다. 전통적인 조명 사용 환경에 맞으며, 열에 취약한 

전자 소자를 고온 조건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야 하는 제품군의 경우 

구동부가 없으면서도 이와 비슷한 냉각 성능을 만드는 새로운 개념의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 남미와 유럽 

등지에 수출되는 실제 조명 제품, LED 가로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온부를 제어하기 위해 유체 역학적 개념들을 제품 디자인에 적용한 

사례를 서술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2. 전산 해석을 이용한 설계 및 분석

외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는 조건에서 먼지 등에 의해 냉각부의 

Heatsink가 오염되어 제기능을 못한다는 점과 구동부 없는 passive 냉
각 방식을 설계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기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 형상이 만들어진다. 

Fig. 1 Design and Analysis for Curvature and Coanda effect  

전통적인 Heatsink에 덮개를 씌우고 slit을 통해 열이 빠져 나가게 

하며 고온부로부터의 열을 냉각 구조물 전체로 분산시켜 온도를 제어

할 때 곡면 형상, Coanda 및 굴뚝 효과를 사용하도록 사전에 분석된 

기술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가 이루어졌다. 특히 곡면의 반지름과 유

체 속도 사이의 상관식을 도출하여 Nusselt number로부터 대류 열전

달 계수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성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아래와 같이 곡면 효과와 Coanda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 과정 

및 외피 표면을 흐르는 공기의 속도 그래프를 CFD 해석으로부터 도

출하였다. Coanda 효과를 통해 표면을 따라 움직이는 공기의 최대 속

도는 2배의 Total pressure와 비체적 곱의 제곱근에 해당하며 실제 공

기 속도는 이보다 낮은 영역에서 형성된다.   

Fig. 2 Velocity variation along the height of the outside 

Fig. 3에서와 같이 유체역학적 요소를 적용한 Heatsink 구조물의 

내외부를 통해 공기가 이동할 때 그 평균 속도는 각각 0.048m/s 및 

0.077m/s에 해당한다. 곡면의 Convex(돌출) 지점에서는 유동이 

가속되며 표면으로 방향이 변하고, 곡면의 Concave(오목) 지점에서는 

유동 방향이 바깥으로 향하며 속도가 크게 감소한다. 이 후 외피를 

따르던 공기의 속도는 중앙 Slit을 통해 빠져나온 내부 공기에 의해 

이끌려 가속되며 상승한다. 이 때 125W 열원부, 즉 LED 모듈에서의 

온도는 대기 온도 25°C, 정상 상태에서 75°C를 유지한다. 

참 고 문 헌

(1) Antonio Dumasa, Maharshi Subhasha*, Michele Trancossia, 
Jose Pascoa Marquesb, 2014, The influence of surface 
temperature on Coanda effect

(2) Seung-Jae Park, Kwan-Soo Lee, 2017, Orientation effect of a 
radial heat sink with a chimney for LED downlights

(3) D.Valentína, A.Guardoa*, E.Egusquizaa, C.Valeroa, P.Alave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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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 (m) Velocity (m/s)
Inside 0~0.3 0.048

Outside 0~0.3 0.077

Fig. 3. Velocity-pressure variation along the height of the streamlines

Table 1 Comparison of velocity variation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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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MFC 발열에 의한 Stack내 열응력 분석

조인수1, 권오정1, 하정석1, 황성하2, 오병수1*

Analysis of thermal stress in stack due to generated heat of PEMFC
In Su Jo, Oh-Jung Kwon, Jeong Seok Ha, Sung Ha Hwang, Byeong So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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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는 높은 에너지 밀도, 빠른 시동 

특성, 소형화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차량용, 선박용, APU 등 내·외부 

환경에서 기동성과 휴대성을 필요로 하는 소형 전원장치 개발에 대한 

응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스택의 적층기술 중 하나인 스택 

체결 압력에 따라 PEMFC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분리판의 최적설

계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2,3)  본 논문에서는 연료전지 기동 

열원에 의해 발생하는 열응력과 연료전지 스택 조건을 고려하여 

PEMFC 스택에 대한 구조 계산을 수행하였다.

2. 연료전지 스택 모델 설정

구조계산 대상은 40장의 단위 셀로 이루어진 350W 급 PEMFC이

며,  계산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스택에 대한 Fig. 1과 같이 대칭 모

델을 적용하여 모델링을 하였다.

  

Fig. 1 Geometry of PEMFC Stack

3. 결과 및 고찰

FEA 계산에 필요한 조건과 재료물성치는 Table 1과 같이 적용하였

다.(4) Element 473,761개와 node 443,670개로 이루어진 6면체 요소

를 포함한 다면체 FEM모델을 작성하였다.

Table 1 Stack parameter and material properties

Description Value
Internal Power 350 [W]

Environment Temp. 22 [°C]

Mechanical load
compressive displacement, 

4e-04 [mm]

End Plate (STS)
E = 193 [GPa], v= 0.31,
α= 1.7e-5[K-1], 15.1[Wm-1K-1]

Seperator (Carbon)
E = 69 [GPa], v= 0.29,
α= 5e-6 [K-1], 95 [Wm-1K-1]

 

(a) Total Stress contour [MPa] (b) Captured Stress contour
 (over 25 MPa)

 

(a) Total displacement contour 
[mm]

(b) Captured displacement contour 
(over 0.05 mm)

Fig. 2. Results of FEA for PEMFC Stack

Fig. 2는 열하중에 의한 내부팽창과 기계적 체결 조건을 스택의 부

하로 적용하였을 경우, 스택의 응력과 변형을 계산한 것이다. 응력분

포의 경우, 엔드플레이트와 스택의 대부분 영역에서 25MPa 이상의 

응력이 계산되었다. 변형의 경우, 엔드플레이트에서 대부분의 큰 변형

이 계산되었다. FEM 계산을 통해 엔드플레이트와 분리판의 허용하중

을 넘어서지 않는 모델 설계의 수행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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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pressure, thermal expansion, and membrane sw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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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형 잉크 코팅 기반 메탈 나노박막 및 나노패턴의 수월 제조 및 산화아연 

나노와이어와의 기능성 혼성구조 개발 응용

김정대1*, 유강은1, 이재혁1, 이원석1, 오동교1, 이승조1, 윤홍석2, 옥종걸1

Facile manufacturing of metallic thin films and nanopatterns via scalable coating of reductive metal ink and 
their applications in functional hybrid nanostructures comprising zinc oxide nanowires

Jeong Dae Kim, Kangeun Yoo, Jae Hyuk Lee, Won Seok Lee, Dong Kyo Oh, Seungjo Lee, Hongseok Youn, and J. G.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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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메탈 박막 및 메탈 나노패턴(nanopattern)은 메탈의 우수한 열적 전기적 

전도성을 근간으로 박형화 및 미소화에 따른 투명성 및 플라즈모닉스

(plasmonics)와 같은 특수 광특성 발현 등으로 투명전극에서부터 센서, 플
라즈모닉 소자 등 다방면에 활발히 도입 응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메탈 

나노구조를 템플릿 또는 프레임워크(framework)로 하여 이종의 기능성 나

노구조, 가령 산화아연 나노와이어(zinc oxide nanowire; ZNW) 등을 혼

성화 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응용 분야 발굴이 가능하다. 이러한 

메탈 나노구조들의 점증하는 수요에 부응해 보다 넓은 면적에 값싸고 빠

르게 제조하는 공정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진공 공정 기반 물리

적 증착 방식만으로는 생산성 및 대응면적 상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이렇

게 성형된 메탈 나노패턴 상 원하는 위치에만 선택적으로, 기저의 메탈을 

손상시키지 않는 조건 하에 이종 나노구조를 혼성화하는 공정의 신뢰성 

있는 구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메탈이온을 포함한 

환원형 잉크의 스핀코팅(spin-coating) 및 열처리를 통한 환원 과정을 통해 

손쉽게 원하는 대상 기판 및 면적 상에 메탈 박막을 형성하는 공정을 개발

하고,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및 나노임프린팅(nanoimprint 
lithography; NIL) 등의 고신뢰도 나노패터닝 공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패

턴 형태로의 제조 결과를 제시한다. 나아가, 이렇게 성형된 메탈 나노패턴 

상에 수열반응법(hydrothermal growth) 기반 ZNW를 선택적으로 성형하

는 공정을 개발하고 이의 여러 응용 분야들을 탐구한다.

2. 환원형 은잉크 기반 은 박막 및 나노패턴 수월 제조

본 연구에서는 여러 메탈 소재 가운데 우수한 전도성 및 플라즈모닉 특

성을 갖는 은(silver; Ag)에 주목하여, 은이온을 포함한 환원형 잉크를 유

연한 PI(polyimide) 기판 상에 코팅하고 이를 환원시켜 은 박막을 제조하

는 공정을 개발 제시한다 (Fig. 1). 먼저 은잉크를 IPA에 정량 희석하여 

기판 상 스핀코팅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코팅한다. 이후 90-180도에서 1-5 
분간 열처리를 해주면 은 나노박막이 성형되는데, 초기 은잉크의 농도 및

Fig. 1 SEM images of silver thin films and various nanopatterns 
manufactured via reductive silver ink coating, lithography, 
and NIL

Fig. 2 Selective hydrothermal ZNW synthesis on silver nanopatterns

코팅속도, 열처리 조건 등을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두께와 표면특성을 갖는 

박막을 제조할 수 있다. 이렇듯 매우 간단한 공정으로 빠른 시간 내에 메탈 

박막을 원하는 기판 상에 수월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생산성 측면에서의 

장점뿐만 아니라, evaporation, sputtering과 같은 기존의 물리적 증착법과 

달리 은 원자들의 화학적 환원을 통해 기판 위에서의 접착력이 증대되어 

메탈과 상호 접착력이 부족한 다양한 기판(PI도 그 중 하나)에도 신뢰도 

높은 메탈 박막 성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공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후 Fig.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nanoimprinting, photolithography 공정

을 적용해 다양한 나노패터닝이 가능하다. 

3. 은 나노패턴 상 산화아연 나노와이어의 혼성구조 합성

상기 공정으로 제조된 은 나노패턴 상에 수열반응법 기반으로 ZNW를 
합성할 수 있다. 이때, 통상적인 수열반응 기반 ZNW 제법에 널리 사용되

는 별도의 seed 도포 과정을 배제하고, 적절한 precursor 용액의 적용을 통

해 은 자체가 ZNW 구조물의 합성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해줌으로써, 은 나

노패턴상에만 선택적으로 ZNW 합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Fig. 2). 이를 

통해 전도성 은을 기저로 기능성 ZNW가 센싱 및 에너지하베스팅 역할을 

하는 고기능성 소자 개발이 가능하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환원형 메탈 잉크의 코팅 및 환원을 통한 메탈 박막 및 

메탈 나노패턴의 수월 제조 공정을 개발하고, 이를 기저로 한 기능성 나노

구조의 혼성화 및 응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물리적 진공증착 방식 대
비 저비용고효율 공정이 가능하며 높은 adhesion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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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속 활주형선의 유체역학적 주요특징은 고속 상태에서 선체와 수

면사이에 커다란 동적압력에 의하여 선체를 부상시키게 됨에 따라 저

항이 감소하게 되어 고속으로 항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본 논문

에서는 선저접수면 감소로 마찰저항이 감소되어 속도 증가와 연비절

감효과가 있는 고속 활주형선을 대상으로 개발된 선체 저항감소기법

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선체 저항감소 적용 사례

고속 활주형선의 선체 저항감소를 위한 방법으로서 선저면의 공기

공급을 통한 공동현상에 따른 접수면적 감소방법, 선저에 단(Step)을 

적용하여 접수면 감소에 따른 마찰저항 감소방법, 하이드로포일을 장

착하여 저항을 감소하는 방법, 선저에 선저터널 방식을 적용하여 마찰

저항을 감소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선체 

저항감소 선형 대해여 선형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모형시험을 수행하

여 선저 형상변화 유무에 따른 저항 및 유효마력 등을 비교하여 저항

감소 효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Fig. 1 Model ship & Comparison of test result (Air injection)

   

Fig. 2 Model ship & Comparison of test result (Step hull)

 

Fig. 3 Model ship & Comparison of test result (Bottom tunnel)

 

 

Fig. 4 Model ship & Comparison of test result (Stern body)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속 활주형선의 저항감소 연구사례를 통한 다양한 

저항기법들에 대한 모형시험 및 해상시운전시험을 수행하여 선저형상 

개선을 통한 접수면 감소로 인해 저항감소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인 ‘20톤급(60노트 이상) 차세대 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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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선박내부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위

하여 미끄럼 방지용 제품들이 필수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끄

러운 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는 선박, 해군, 관계자 등 근로자의 미끄러

짐(전도사고)을 막아 안전사고를 줄이는 환경 친화적 기능성 논슬립 

제품을 개발하여 기능성과 미관성을 함께 하고자 한다. 선박 사고 발

생 시 경미한 사고는 조선소 내에서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형 인명사

고의 경우 선주들이 선박 인수를 꺼리는 제일 큰 이유이다. 제안하는 

기술은 무독성 환경 친화적 칼라골재를 이용한 기술이며, 제품 생산 

시 양생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기존 골재에 비하여 단시간에 빠른 시

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미끄럼방지 제품 대비 내구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해 타사와의 제품 비교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미끄럼방지용 논슬립 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 무독성 환경 친화적 칼라골재로 개발된 미끄럼방지 제

품의 내구성은 KS기준으로 기존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강도, 내마모성 등 내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Fig. 1의 테스트 사

진으로 증명되고 있다. 
Fig. 1(a)는 제품의 무독성 친환경 칼라골재 비율에 따라 제품의 결

속력과 미관성에 대한 여러 가지 자체실험을 수행하는 사진이다. 또한 

시공에 있어 Fig. 1(b)처럼 바닥과 계단에서 제품 접착력 등에 대한 테

스트를 수행하는 모습이다.

(a) Color mixing (b) Construction test

Fig. 1 Development of non-slip non-slip technology

3. 타사제품과의 성능 비교

Fig. 2 Comparing data with existing products

미끄럼방지 제품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구성이다. 기존 제품

의 경우 테이프 타입, 스프레이 방식, 부분 코팅방식 등의 기술이 있다, 
Fig. 3(a)는 산업용이나 선박용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철재로된 타

입을 나타낸 것이다. 선박에 있어서 대부분 철재류 타입이 많이 사용되

고 있다. 이러한 제품은 미끄러짐은 어느 정도 방지가 가능하나, 물기

와의 접촉 시 미끄러짐에 있어 예방이 되지 않는 단점을 가진다. 그러

나 개발품인 Fig. 3(b)는 무독성 환경 친화적 칼라골재를 활용한 논슬

립 제품을 나타낸 것이다. 개발품은 물기 흡수가 양호하여 미끄러짐 사

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가능하며, 지면과의 강한 결속력을 가진다.  
Fig. 4는 본 연구와 관련된 KTR시험성적서를 나타낸 것이다. Fig. 

2의 타사 제품과의 성능 비교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미끄러짐 및 

가격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어 타사제품 대비 그이상의 경쟁력을 가

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Existing products (b) Development product
Fig. 3 Product comparison picture

Fig. 4 Product performance test report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제품 대비 내구수명이 평균 2배 이상 향상된 미

끄럼방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타사와의 제품 비교를 수행하였다. 
비교 결과 원부자재를 자체 개발한 무독성 친환경 칼라골재와 바인더

를 사용함으로 전체적인 결합력과 접착력, 수분에 뛰어난 특성을 가져 

미끄럼 제품의 가장 중점인 내구성능이 기존제품보다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발품은 미관성까지 갖추고 있어 제품 경쟁력이 타

사보다 뛰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Hanbyel Co. Ltd., “Permeable Block Catalo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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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개발대상 제품은 집진기 내부 백필터에 부착된 먼지를 탈진하는 싱

글형 인젝터로서, 집진기 내부에 삽입된 백필터마다 전부 설치된 것이 

아니라, 백필터 라인 1줄에 1SET만이 장착되어 라인별 지능형 탈진이 

가능한 집진 부품이며, 인젝터의 경우 이미 특허등록과 신기술인증

(NET) 뿐만 아니라 기초실험을 통한 논문발표 등을 통하여 전문가 자

문 및  공인기관 기술인증을 받은 상태여서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

은 품목이다. 기존 제품 1,000CMM 집진기의 경우 길이 7m, 백필터 

및 인젝터가 각 400~500개, 다이아프램 밸브, 블루튜브 및 커넥터가 

각 28~40개 정도가 소요되나, 개발 대상품의 경우 백필터는 동일하게 

400~500개가 소요되나, 인젝터 12~28개, 다이아프램 밸브 및 블로튜

브 2~4개만이 소요되어 대당 설치비를 제외한 자재비만 3,300~4,500
만원 가량 절감효과를 가지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초미세 분진 제거에 적합한 탈

진 부품으로서, 상용화를 위해서 기존 경쟁사 인젝터와 개발품인 대용

량 싱글 인젝터에 대한 분석과 유동해석을 통한 최적화 설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경쟁사와의 탈진 인젝터 비교

Fig. 1(a)는 경쟁 제품의 인젝터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경쟁사 모델

의 경우 튜브관에서 분사되어 배출되는 공기의 유동 패턴이 날개없는 

선풍기 원리와 비슷한 양상을 가진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튜브에서 압축공기가 분사되면 2개의 공기 챔버로 공기가 유입되어 

인젝터 내부의 1.2mm 갭을 통해 많은 양의 공기가 분사되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Fig. 1(b)는 개발 대상품인 싱글형 인젝터에 관한 모

델을 나타낸 것이다. 개발품의 경우  Fig. 1(a)의 경쟁사 제품과 다르

게 탈진 성능 향상을 위해 튜브관 자체에 노즐을 형성시키고 인젝터

의 라운딩 값이 35mm, 벤추리와 인젝터와의 높이가 30mm인 경우 

최적화 설계치가 도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2(a), (b)는 탈진 인

젝터에 대한 유동해석을 나타낸 것이다. 백필터의 길이는 7m로 나타

내었고, 탈진 압력은 0.5MPa인 상태이다.  Fig. 2(a)의 경쟁사 제품인 

경우 탈진 인젝터의 원래 형상이 원형DL고, 2개의 공기 챔버 내부에

서 공기가 흩어져서 인젝터 내부의 1.2mm 갭을 통해서 공기가 배출

Fig. 1(a) Competitor product Fig. 1(b) Development product

Fig. 2(a) Competitor CFD Fig. 2(b) Development CFD

Fig. 3(a) Competitor flow Fig. 3(b) Development flow

Fig. 4 Optimization design of development product

되므로 직선적인 유동패턴이 나타난다. 그러나 개발품 Fig. 2(b)의 경

우 Fig. 2(a)와 다르게 밀페된 공간이 아니라 개방된 공간에서 압축공

기가 분사되므로 기존 경쟁사 제품보다 와류 형태의 공기 분사가 관찰

된다. 이러한 유동패턴은 Fig. 3(b)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a)의 경쟁 제품의 경우 원형 인젝터 특성상 2개의 챔버를 지

나서 1.2mm 갭 부분에서 많은 유량이 유입되는 것이 관찰되고, 개발

품인 Fig. 3(b)의 경우 튜브관 내부의 노즐과 인젝터의 개방된 공간에

서 유량이 골고루 분포되고 이로 인해 백필터 내부로 공기가 많이 유

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경쟁사 인젝터와 개발품인 대용량 싱글 인젝터

에 대한 분석과 유동해석을 통한 최적화 설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수행결과 기존 인젝터와 비교해서 오픈된 개발 인젝터의 특성상 

밀페된 경쟁사 제품보다 더 많은 유량이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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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황사 발생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하여 인체 
및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2015년 황사 발생시 먼지의 분포는 
PM10/PM2.5로서 주로 PM10이었으며, 특히 PM10-2.5가 주로 차지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황사발생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제시하였
는데, 그 중 하나가 가정에서 외출시 마스크 착용이다. 시중에 판매되
고 있는 황사 보호용 마스크에 대한 성능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KF-80 황사 마스크에 관한 일부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의 경우 산업용 마스크가 주요 연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KF-80 황사 마스크에 관한 고유 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름용 마스크에 대한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
고, 특허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판되고 있는 타사의 황사 마
스크와의 김서림 연구도 성능 비교하였다.

2. 황사 마스크의 국내외 시판 현황

Fig. 1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KF-80 황사 마스크에 관한 국내외 사
진을 나타낸 것이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회사에서 스
트레이트 형식의 황사 마스크를 시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외의 경우 많은 여과 면적 확보를 위해서 안면부에 착용하기 전에는 
적층형식에서 착용후에는 펼쳐지는 형식이 판매되고 있고, 2단에서 3
단 형식의 단 형태가 존재하는 것을 시장조사에서 파악 하였다. 특히 
일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적층형식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 비염환자
를 위한 수분기가 있는 마스크도 시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 Domestic mask products   (b) Foreign mask products
Fig. 1 Mask of domestic and foreign products

3. 주름용 황사 마스크의 설계 및 제작

 Fig. 2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KF-80 황사 마스크에 관한 설계도면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포장지 내부 접히는 부분
은 주름형상을 가지고 외부의 턱과 얼굴을 감싸는 부분은 스트레이트
처리하여 리크율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마스크 착용자는 호흡시 코
와 입으로 동시에 호흡하기 때문에 들숨보다는 날숨때 안경착용자의

Fig. 2 Design of mask product

김서림 현상이 발생된다. 이를 위하여 Fig. 3과 같이 금형을 제작하고 
마스크 내부의 코와 밀착된 부분에 체크 밸브와 같은 형상을 제작하여 
안경착용자의 김서림 현상을 최대한 억체하도록 하였다. 

 

Fig. 3 Mask mold final product features

4. 주름용 황사 마스크의 김서림 성능 비교

Fig. 4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가지고 날숨시 발생되는 김서림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열분포 현상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날숨시 호흡전에는 코위부분에 

열분포가 발생되지 않다가 호흡후에는 열분포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주름용 황사 마스크에 관한 열분포 사진을 나타

낸 것이다. Fig. 4와는 다르게 현저하게 호흡전과 호흡후의 열분포 현

상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스트레이트 타입보다 주름형상

이 여과면적이 상대적으로 커져서 숨쉬기가 한결 수월하고 코부분에 

체크밸브 형상의 받침이 날숨시 공기의 유동을 억제시키고 마스크 옆

부분으로 공기가 배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Fig. 4 Selling products of yellow dust mask

 Fig. 5 Development products of wrinkle yellow dust mask

   

Fig. 6 Promotion of wrinkled yellow dust masks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주름용 마스크에 대한 특허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

하여 시판되고 있는 타사의 황사 마스크와의 김서림 연구를 성능 비교

하였다. 비교 결과 타사에 비해 개발된 주름 마스크의 열분포 실험시 

김서림 현상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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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비례유량제어밸브의 특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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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례적으로 압력, 유량 및 방향을 제어하는 밸브에 있어서, 대용량

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비례 솔레노이드 액추에이터 및 파이로트 밸

브를 통하여 2단 혹은 3단으로 하는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일반

적으로 직동식 비례제어 방식에 비하여 응답성이 떨어지고, 제어가 어

려운 단점들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파이로트 제어형 비례유량제어밸

브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3단 제어밸브를 제안하였으며, 이론해석을 

통하여 밸브 내부의 특성을 파악하고,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이론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이론해석

Fig. 1은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3단형 비례유량제어 밸브의 해석 

모델을 SimulationX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크게 메

인 파워 소스, 파이로트 파워 소스 및 메인 포펫부로 나눌 수 있다. 이 

해석 모델을 이용하게 되면, 제어 입력 전류(흡인력)의 변화에 따른, 
파이로트 파워 소스의 압력 변화에 따른, 메인 파워 소스의 입력 압력 

변화에 따른, 메인 포펫의 변위에 따른 압력-유량 특성, 스텝 응답 특

성 및 주파수 응답 특성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 모

델을 통하여 개발 목표를 지향하는 새로운 모델을 쉽게 개발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Fig. 1 Simulation model using SimulationX software

Fig. 2는 비례솔레노이드 흡인력을 30[N]으로 하고, 파이로트의 압

력을 50[bar] 및 100[bar]로 했을 때의 파이로트 스풀의 동특성(진한 

빨간 색: 100[bar], 연한 빨간색: 50[bar])을 보이는 것으로, 파이로트 

압력이 100[bar] 일 때가 50[bar] 일 때 보다 비교적 안정하게 구동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이로트 구동 압력이 150[bar] 일 때에는 매우 

불안정하게 동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제어가 요

구된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

Fig. 2 Pilot spool movement by pilot pressure variation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연구 대상밸브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장비를 보이는 것

으로, 파워소스는 텐덤형식의 2개의 펌프를 사용하였고, 시험 대상 밸

브의 압력차 및 유량을 센싱하기 위하여 1개의 유량센서와 2개의 압

력센서를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 밸브 전후의 부하압력을 제어

하기 위하여 시험대상 밸브 끝단에 비례압력 제어밸브를 설치하였다.
 

Fig. 3 Experimental setup for object valve performance evaluation

Fig. 4는 Fig. 3의 실험 장치를 통하여 연구 대상 밸브의 스텝 유량

응답 특성을 계측(x축: 시간[s], y축: 유량[lpm])한 것으로, 스텝상 입

력 전압에 비례하여 빠른 응답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
험장치가 압력차 10[bar]를 기준으로 최대 유량을 300[lpm] 이상 낼 

수 없기 떄문에 유량의 최대값은 300[lpm]이다. 실험을 통하여, 스텝

응답 특성은 이론해석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론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파워 유닛 보완을 통하여 최대 유량을 600[lpm] 이상으로 한 

후에 연구 대상 밸브의 정격 유량을 시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Fig. 3. Experimented output flow of test object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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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RTM 공정은 복합재료를 제조하는 많은 방법들 중 복잡한 제품을 

양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공정은 금형안에 삽입된 프리폼

에 보통 열경화성 수지를 침투시킨 후 경화를 통해 고화시켜 고강도 

복합재료 부품을 제조하는 공정이다. 이 공정에서는 충전 과정에 해당

하는 침투 과정과 경화 과정의 수치적 모사가 그 동안 많이 연구되어 

왔고 현재는 그 방법이 일반화된 상태이다. 이 일반적 방법들을 여기

서 소개하고자 한다.

2. 방법 및 실제

RTM 공정에서 우선 수행되는 어려운 과정은 섬유 프리폼을 제조하

는 것이다. 섬유 프리폼은 보통 유리 또는 탄소 섬유를 적층하여 제조

되는데 그 3차원적 형상을 제품의 형태에 부합되도록 제조하는 과정

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양산을 위해서는 프레스 성형을 통하여 

스탬핑하여 제조한 후 스티칭 또는 접착을 통하여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제조된 프리폼을 금형에 넣어서 충전 공정을 하게 되는

데 이 충전 공정에서는 프리폼의 투과 특성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1] 
프리폼의 투과 특성이 알려진 경우 충전 공정의 시뮬레이션은 소프트

웨어들에 의해 용이하게 실행된다.
여기서는 투과성 계수를 알아내는 방법, 투과성계수를 이용하여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 경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 등을 비

교적 상세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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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D 프린팅 기술은 컴퓨터 내에서 작업된 3차원 모델링 데이터를 직

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형상으로 빠르게 제작하는 기술이

다. 그 중 제작품의 정밀도가 높으며 표면 조도가 우수한 장점[1]을 가

진 광경화성 수지 적층 방식(Stereo Lithography Apparatus, SLA)의 

3D 프린터는 재료의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리코터의 움직임과 출력물 

지지를 위한 미세형상의 서포트 배치가 제작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이 특징이며 또한 서포트의 개수, 서포트와 제작품의 각도, 접
촉면적 등의 많은 고려사항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SLA 방식의 3D 
프린터에서의 최적의 서포트 배치 방법에 대한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자 한다.

2. SLA 형식의 3D 프린터를 이용한 파트 제작

본 연구의 제작에서 사용되어진 3D 프린터는 광경화성 수지 적층 

방식(SLA)이다. 광경화성 수지 적층 방식[2]은 광경화성 레진에 자외

선 레이저를 컴퓨터를 통해 레이어 두께, 경화정도, 모양 등을 제어하

면서 레진에 스캐닝을 하면 빛 에너지를 흡수한 레진이 경화되며 이를 

적층시켜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Z축으로 움직이는 Printing bed
는 액체 레진의 살짝 위에 위치하고 레이저를 레진 표면에 첫 번째 레

이어의 모양으로 스캔하여 경화를 시킨 후 Z축 방향으로 Printing bed
가 0.1mm 아래로 내려가면 리코팅 시스템을 통해 이전 경화된 레이

어 위에 새로운 레진층을 덮게 된다. 두 번째 레이어 모양으로 레이저

를 스캔하여 이전 레이어와 결합을 시켜가며 최종 모델이 완성될 때까

지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한다. 

Fig. 1 Laser solidifying and rapid prototyping theory schematic drawing

리코팅 시스템이란 경화된 레이어 위에 진공구조를 통해 얇게 레진

층을 올려주는 시스템이다. 코팅해야 하는 면이 매우 넓을 경우 레진의 

점도로 인해 스스로 평면을 만들기 전에 레이저 스캔이 진행될 수 있

다. 이럴 경우 적층이 누적될수록 아래층은 기포형태로 남게 되어 제작

품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품을 

제작하여 비교해보았다. 첫 번째 제작품은 리코터의 진행 방향과 평행

하게 모델을 배치하여 넓은 면적의 코팅이 필요한 구조로 서포트를 구

성하였고, 두 번째 제작품은 리코터의 진행 방향에 약 30˚의 각도를 두

어 비교적 좁은 면적의 코팅이 필요한 구조로 모델 배치 및 서포트를 

구성하였다. 레이저의 출력 값은 300mW로 동일하게 하여 제작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제작 결과 첫 번째 제작품 중간 부분 적층부터 아래층의 기포발생으

로 인해 무너지는 결과가 나왔으며 두 번째 제작품은 서포트와 제작품 

모두 안정적인 형태로 제작이 되었다.

(a) Arrangement and support 
structure of failed production

(b) Arrangement and support 
structure of successful production

(c) Failed production (d) Successful production

Fig. 2 Product quality comparison by support generation

Fig. 3 (a)와 (c)는 제작에 실패한 서포트 배치와 그 결과를 보여주

며 (b)와 (d)는 제작에 성공한 서포트 배치와 그 결과를 보여준다. (a)
와 같이 리코터의 진행 방향에 너무 넓은 범위의 레진 보충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레진층에 진공이 형성되지 않아 레진층에 빈 공간이 생

기게 되어 적층이 될수록 빈 공간으로 제작품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

타나게 된다. 이에 비해 (b)와 같이 제작품 배치를 변경하여 서포트를 

구성한 결과 리코터 진행 시 레진 공급에 무리가 가지 않아 안정적인 

품질의 제작품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광경화성 수지 

적측 방식(SLA)으로 제품 제작 시 리코터의 레진적층 구조를 이해하

여 적층시 리코터 코팅 후 짧은 시간 안에 레진이 스스로 평면을 만들 

수 있도록 배치하고 서포트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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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환경 유해성분에 대한 인식과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글로벌 전기·전자 제품 시장의 변화와 더불어 스마트 IT 제
품군의 확산 및 수요의 증가로 인한 사용 연령층의 이동 확산되면서 

이런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발맞

추어 국제적 환경규제인 RoHS II가 2019년도부터 유럽규격(CE)을 

중심으로 시행 될 예정이며, 전기·전자 제품군에 대한 유해 환경 물질

인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

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다. 이에 본 과제인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사업을 통하여 전기·전자 제품군의 핵심부품인 파워코드 및 전선 케이

블의 친환경 소재 개발 및 제조 환경 구축과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2. 개발의 필요성

본 과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기술은 전기·전자 제품의 핵심부품인 

파워코드를 생산하는 공정 기술에 관한 것으로 작업 환경의 개선을 통

한 생산 작업자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에 있다. PVC 컴파운드의 주

요 성분인 프탈레이트 유해성분은 공기 중 전파 위험성이 높으며, 피
부와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질병을 유발의 가능성이 있다. 
Fig. 1은 생산 현장에서의 사출 성형 공정 중 작업자의 유해물질 접촉

성을 나타낸 것이며, Fig. 2는 현 생산 공정의 작업 방식을 나타낸 것

이다.

Fig. 1 Contact of harmful environmental substances at the 
manufacturing factory

Fig. 2 Harmful production method

3. 인서트 모듈 방식의 금형 개발

본 과제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작업자의 유해 환경 물질의 접촉성

을 저하와 위험성 억제를 위한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한 방법을 개선

하기 위해 금형 설계를 진행하였다. 금형 설계의 기본적인 설계 안은 

사출 성형 공정 시 작업자의 손이 사출 성형기에 장착되어 있는 금형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이로 인해 피부로 접촉하는 유해 

환경 물질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이를 위해 Fig. 3에서 나

타낸 바와 같이 인서트 핸드코어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듈 형태의 기어부를 삽입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모듈

 기어부가 삽입되어 핸드코어는 금형 내의 인서트 형태로 존재하며, 
작업 전·후 반자동으로 성형기의 인서트 취출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 설계를 진행하였다.  

Fig. 3 The mold plan of insert module method (3D)

Fig. 4는 앞에서 설명한 인서트 모듈 방식의 금형설계도를 바탕으로 

제작 된 금형을 나타낸 것이며, Fig. 5 작업성을 높이기 위한 인서트 

모듈인 핸드코어에 삽입되어 있는 기어를 나타낸 것이다.  

Fig. 4 The mold of power cord plug of insert module method 

Fig. 5 The insert module gear of handcore and power cord plug

4. 결론 및 고찰

본 과제의 인서트 모듈방식의 파워코드 플러그의 금형 개발을 통해 

유해물질 억제를 위한 작업 환경의 개선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작업자

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유해물질을 차단함과 동시에 작업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며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금

형 공정개발과 더불어 청정생산기반 시설의 구축과 국제적 환경 규제

인 RoHS II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정 프로세스를 확립을 통한 글로벌 

시장 대응 및 진입을 위한 파워코드 및 전선 케이블을 개발하는 것에 

있으며, 본 기술 개발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확산 및 보급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에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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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은 나노와이어는 큰 종횡비와 전도도로 인해 투명전극, 디스플레이, 
터치패널 등 다양한 전자디바이스의 차세대 소재 물질로 응용하기 위

해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은 나노와이어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실제 디바이스 장치에 응용되기 위한 대면적화, 공정분석 등의 

소자 제작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 관점

에서 코팅방법에 따른 소재 물질의 변형과 퍼콜레이션 네트워크 구조

를 분석하여 소자 성능(performance)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코팅 방법 및 분석

본 논문에 사용된 코팅방법은 딥코팅과 스프레이 코팅방법이다(Fig. 
1). 딥코팅의 경우 모세관 힘(capillary force)과 점성력(viscous force) 
그리고 중력에 의해 두께가 결정되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의 코팅으로 

공정조건(농도, 속도, 등)과 소자 성능(투명도, 전도도 등)을 시각화를 

통한 퍼콜레이션 네트워크(random network) 분석방법을 통해 확인하

는 연구에 사용되었다. 스프레이 코팅은 공압을 이용해 액적을 분사시

켜 코팅하는 방법으로 공정상에서 은 나노와이어의 변형을 일으켜 액

체를 도포하는 코팅방식과는 다른 형상을 가지게 함으로써 신축전극 

활용시 소재 물질의 단점이였던 신축성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Fig. 1 Experimental method

3. 결과 및 고찰

딥 코팅실험결과 은 나노와이어는 랜덤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공정 조건중 속도변수에 따른 성능 비교 결과 속도가 증

가됨에 따라 코팅 막의 두께가 증가하는데 일정 두께 이상에서 이론값과 

분석값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2). 이는 마랑고니 현상이 발생

하여 은 나노와이어간의 뭉침 현상이 유발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Fig. 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ea fraction and optical property

Fig. 3 Curving mechanism and relationship between coating conditon and 
Ag nanowire formation 

랜덤 네트워크로 구성된 은 나노와이어 전극의 경우 반복적인 연신

작업이 진행되면 끊어지거나 구부러지기 쉬워 신축성 있는 디바이스

에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스프레이코팅 방

법을 통해 마이크로 액적 내에서 은 나노와이어의 변형을 유도하여 원

형형태의 나노와이어 형상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내구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Fig. 3).
본 논문은 소재물질의 개발과 개선을 통한 소자의 성능 향상이 아닌 

실제 제조 단계에서 사용되는 공정을 향상시킴으로써 소재의 연구 뿐

만아니라 제조 공정단계의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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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인서트 인몰드 코팅에서 코팅 소재가 휨 변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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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몰드 코팅(In-mold Coating)은 사출성형공정 이후 성형품을 금형

에서 취출하지 않고 성형품 표면을 금형 안에서 코팅하는 새로운 공법

이다.(1) 기존 표면처리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긴 리드 타임을 줄이

며, 환경유해 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필름 인서

트 성형 이후에 인몰드 코팅을 수행할 경우 코팅 소재가 경화 되면서 

나타나는 수축으로 인해 휨 변형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2) 본 

논문에서는 2가지 종류의 코팅 소재를 사용하여 필름 인서트 인몰드 

코팅 공정에서 발생하는 휨 변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실 험

적용대상은 80mm*80mm 크기를 갖는 사각평판이며, 필름두께 

0.5mm, 기재두께 2.3mm이다.  실험에 사용된 소재는 독일의 Kurz사
에서 제조한 적층필름(Galvano light insert 381 VP)과 제일모직에서 

생산하는 PC(Sabic 141R-112)이다. 또한 코팅소재는 노루비 케미칼

에서 제조한 2액형 폴리우레탄과 폴리우레아를 각각 사용하였다.
휨 변형을 줄이기 위한 최적의 공정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다구찌 실

험계획법을 사용하였고, 코팅두께, 금형온도, 경화시간, 보압크기 등 4
개의 제어인자를 선정하였다. Table 1과 같이 각각의 제어인자에 대해 

3수준의 공정조건을 적용하였다. 휨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 접촉식 3차
원 측정기(Video Check IP of Werth)를 사용하다. 동일한 실험조건

에서 3개의 샘플을 추출하고, 각 샘플에 대하여 Fig. 1에서 도시된 바

와 같이 총 33 개 지점의 좌표 값을 측정하였다. 인몰드 코팅 공정에서 

발생하는 순수한 휨 변형량을 고찰하기 위하여 인몰드 코팅이 수행된 

최종 성형품의 휨변형량에서 필름 인서트 성형품의 휨변형량을 뺀 값

을 휨 변형량으로 정의하였다.  

3. 결 과

망소특성식을 사용하여 SN비(Signal to Noise ratio)를 계산하고, 
분산분석(ANOVA)을 통해 각각의 제어인자가 휨 변형에 미치는 영향

을 고찰하였다. Fig. 2는 폴리우레아를 사용한 경우의 분석결과이며,  
휨 변형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인자는 코팅두께이고, 다른 공정

조건은 영향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코팅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휨 

변형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코팅두께가 증가 할수록 코팅 

소재가 경화되면서 발생하는 수축이 더욱 커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2는 폴리우레탄과 폴리우레탄 소재를 각각 사용한 경우 코팅두

께에 따른 휨 변형량을 비교한 결과이다. 폴리우레아는 폴리우레탄에 비

하여 휨 변형량이 약 1/3 정도로 매우 작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휨 변형의 차이는 경화과정에서 발생하는 폴리우레아의 수축량

이 폴리우레탄에 비하여 크게 작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Factors and levels used in experiment

factors unit
levels

1 2 3
A. Coating thickness mm 0.8 0.6 0.4
B. Mold temperature °C 60 70 80
C. Curing time sec 80 100 120
D. Hoding pressure bar 600 800 1000

Fig. 1 Measuring points for
      warparge

Fig. 2 SN ratio graph based on  
      ANOVA for Warpage

Table 2 Warpage comparison between polyurethane and polyurea

Coating thickness(mm)
Warpage(mm)

Polyurethane Polyurea

0.8
1.0669 0.3797
1.2238 0.4142
1.1260 0.4053

0.6
0.8039 0.2792
0.6839 0.3128
0.6853 0.3104

0.4
0.6158 0.1369
0.6343 0.1869
0.6803 0.0275

  일반적으로 가전 및 자동차 내장부품에서는 깊이 감(Depth effect) 
있는 감성품질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하여 0.8mm수준의 후막 코팅이 

요구된다. 그러나 폴리우레탄을 사용한 후막코팅은 휨 변형이 크게 발

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폴리우레아를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실험계획법을 적용하여 필름 인서트 인몰드 코팅에서 공정조건이 

휨 변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 2가지 종류의 코팅 소재

에 의한 휨 변형량을 비교하였으며, 다음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필름 인서트 인몰드 코팅에서 휨 변형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

는 인자는 코팅두께로 나타났다.
(2) 폴리우레아는 폴리우레탄에 비하여 휨 변형량이 약 1/3 정도로 

매우 작게 발생하였으며, 후막코팅에서 휨 변형 감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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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표면조도의 영향은 Feed, Step, Splindle, Depth와 같은 조건에서 

많은 영향을 받지만 실제 가공표면의 표면조도는 이런 동적 메커니즘

이외의 Runout에 의한 외곡 현상도 많이 발생한다. Runout에 따른 

공구의 기하학적 형상과 절삭력을 예측하는 모델은 많이 진행 되어왔

지만 Runout에 따른 경사각의 변화에 따른 표면조도 예측의 연구는 

미비하다. 본 논문에서는 Runout과 경사각에 따른 표면조도 예측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한다.  

2. 실험 조건

본 경사각에 따른 런아웃 실험에서 사용되어진 소재는 100x100x 
100 mm의 S45C 이며, 직경 10 초경 평엔드밀을 사용하였다. 가공조

건은 스핀들 회전수 5,000, rpm이며, 이송속도는 2000 mm/min, 경
로간격 0.1 mm, 가공깊이 0.05 mm로 정하였다. 머시닝센터의 런아

웃에 따른 표면거칠기 측정 후 시물레이션의 예측 값과 비교 분석하

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3. 결과 및 고찰

[1]참고문헌의 표면거칠기 프로파일과 시뮬레이션의 표면거칠 프

로파일을 비교 검증한 결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데이터를 바탕

으로 시뮬레이션에 적용시킨 후 실제 가공을 통한 비교 검증을 하였

다. 각각 다른 런아웃을 가진 경우에 휴대용 표면 조도측정기로 표면 

조도와 프로파일을 분석 하였다. 측정결과 시뮬레이션과 참고문헌이 

일치하였다.
  .

   (a) Reference of profile

(b) Simulation of profile
Fig. 2 Comparison of Simulation and References

Fig. 3 Comparison of surface roughness by runout

(a) Experimental 2.5 μm,  1.19  7.12

(b) Simulation  0.87  2.59
Fig. 4 Comparison of experimental Ra and simulation Ra

Fig. 3에서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한 표면거칠기와 실제 표면거칠기

의 차이를 나타내어 준다. 이번 실험에서 런아웃을 장비에서 측정한 

단순 런아웃만 고려를 하여 큰 오차가 발생하였다. 다음 번 연구에서

는 런아웃과 경사각에 따른 표면조도 예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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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increasing demands for higher manufacturing efficiency 

have led to a great of researches aimed at tool wear monitoring. 
According to Malekian et al. [1] cutting tool failures typically 
represents about 20% of the downtime of a machining tool, and 
tool wear is found to have a direct impact on the quality of surface 
finish, dimensional precision and ultimately cost of the finished 
product.This paper reveals that the progress of tool wear geometry 
under finish milling conditions, investigate the wear mechanisms 
of the ball end milling, and outline flank tool wear geometry under 
high performance cutting conditions.   

 
2. Experimental work 

 
In this study, the workpiece material used for the tests was HP1. 

Before beginning the machining tests, the blocks were face milled 
on the top, bottom and side surfaces to remove any surface defects 
and to ensure flatness to prevent any bias to the results. Cutting 
tools selected were solid carbide 10 mm diameter, two flutes ball 
nose end mill with a multilayered TiAlN coating. Wear geometry 
at the flank face of the tool were measured by using digital 
microscope throughout the whole of the machining tests. In order 
to accelerate tool wear, all machining tests were conducted dry. A 
dial indicator was used to ensure that an accuracte workpiece 
inclination was achieved. Fig. 1 shows the tool flank wear 
geometry measurements plotted against time for the workpiece tilt 
angle of 35º. 

 
3. Experimental results 

 
Fig. 2 records the measurement results with respect to different 

machining times in a workpiece tilt angle of 30º. It can be seen 
almost the same change tendency as cutting time increases. In 
addition, the maximum flank wear value also increases with 
increasing of cutting time. The measured tool wear results in 
response to different tilt angles are shown in Fig. 3. The graph 
shown in Fig. 3 indicates a gradual decrease of the flank wear with 
increasing of tilt angles. 

 

 
Fig. 1 Micrographs of tool wear geometry at the machining time of 75 

mins with a tilt angle of 35º   

 
Fig. 2 Tool wear geometries versus cutting edge position at the tilt 

angle of 30ºwith various cutting times 
 

 
Fig. 3 Tool wear geometries versus cutting edge position at the 

cutting time of 30 minus with various tilt angles 
 

4. Conclusion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tool wear geometry in the 
finish milling of inclined surface. A number of multilayered 
TIAIN coating was tested during dry high speed ball nose end 
milling of hardened steel HP1 (HRC 43) in various title angles. 

Wear progression studies were performed by intermittently 
studying the worn tool by means of digital microscope. According 
to experimental results, it was observed that a gradual increase of 
the maximum flank wear with progressive machining time. Tool 
wear geometry shows almost the same change tendency in 
response to various cutting times and tilt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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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절삭 가공 시뮬레이션은 비절삭저항 추정 및 절삭력 예측을 통해 이

송 속도 최적화, 표면조도 개선 등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
일 가공경로에 비해 직선과 곡선이 결합된 일반적인 가공경로에서는 

공구와 공작물의 절입 깊이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절삭

력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절삭 가공 시뮬레이션을 위

하여 공구의 이동방향에 따른 절삭력을 예측했고, 실험 결과와 비교하

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절삭력 예측 모델

엔드밀 가공의 절삭력을 계산하기 위해 공구와 공작물을 강체로 가

정하고 공구의 기하학적인 형상을 고려해 절삭력 모델을 구성하였다. 
나선모양으로 되어 있는 엔드밀 공구 날의 인선을 축 방향으로 유한하

게 나눈 공구 날의 미소 요소에 작용하는 절삭력을 계산하고 이 값들

을 합하여 순간 절삭력을 계산한다. 공구의 형상과 절입 깊이에 따라 

절삭력이 작용하는 회전각 구간이 있고, 이 구간 이외의 구간에서는 

절삭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절삭력이 작용하는 회전각 구간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순간 절삭력을 계산하였다.

Fig. 1 Geometry of milling process

3. 절삭력 예측 및 검증

절삭력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단일 가공경로에 대해서 절삭력

을 계산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절삭력 측정 실험은 Mori Seiki 
NV4000 DCG에서 수행하였고, 공구 날 2개의 직경 12mm의 평엔드

밀로 AL6061을 가공하였다. 이송속도와 주축속도는 1500mm/min과 

5400rpm로 하였으며, 절삭깊이와 절삭너비는 각각 3mm, 6mm로 하

여 상향절삭을 수행하였다. 절삭력 계산을 위해 필요한 비절삭저항는 

슬로팅(Slotting) 가공 시에 이송속도에 따른 평균 절삭력의 변화를 통

해 계산하였으며, 단일 가공경로에서 공구가 2회전 했을 때의 절삭력 

예측값과 측정값은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공구의 이동방향 전환은 연속하는 NC블록 2개의 좌표 차이를 경

로벡터라 하였을 때, 인접한 두 경로벡터 간에 각도가 0이 아닌 경우

를 의미한다. 공구 이동방향이 바뀐 경우 바뀐 각도만큼 좌표변환을 

하여 이를 절삭력 예측에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공구의 이동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방향뿐만 아니라 공구-공작물의 맞물림

(Engagement)이 변화하기 때문에 방향 전환 후에 가공할 형상과 공구 

형상의 관계를 통해 맞물림을 계산하여 절삭력 예측에 반영해야 한다.

Fig. 2 Measured and predicted cutting forces

일반적인 가공경로에서의 절삭력 예측을 위해 Fig. 3(a)의 형상을 

앞서 단일 가공경로와 같은 실험조건으로 가공하였다. 이를 위한 공구

경로는 Powermill을 통해 NC코드를 생성하였으며, NC블록의 비교를 

통해 경로벡터를 계산하고 공구의 이동방향에 따른 절삭력을 Fig. 
3(b)와 같이 예측하였다.

(a) Test workpiece (b) Cutting forces considering
direction of tool movement

Fig. 3 Cutting force prediction along tool path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절삭 가공 시뮬레이션의 개발을 위해 공구의 기하학

적 형상을 고려한 절삭력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절삭력을 예측

해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절삭력 예측을 위해

서 공구와 공작물의 형상을 고려한 맞물림의 정확한 계산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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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의 고도화에 의한 초소형, 초정밀 구동기의 수요가 늘어남

에 따라, 관련한 제품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

동기들은 산업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검토되

고 있거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 도달이 어려

운 정도(精度)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초정밀구동기

의 대표적인 예로, PZT 구동기를 들 수 있으며, 이는 빠른 응답속도와 

제한없는 구동성능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PZT 구동기의 경우, 
그 신호특성의 검출이 일반적인 대기중의 전기적 노이즈에 의해 방해

받는 경우가 많아 고가의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이러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그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PZT 구동실험

본 실험에서 사용되는 PZT 구동기는 Fig.1과 같다. 압전세라믹과 

인청동을 적층하여 구동부와 전원공급부를 각각 구성하고 이를 구동

시켜 초정밀 구동을 수행하였다. 이 때 사용되는 전압증폭기는 저가형

으로 제작하여 상용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적 노이즈는 크나, 가격

적인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위의 구동기를 이용하여 기본적 구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램프

입력을 통한 구동특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Fig.2와 같이 구동전압

을 잘 따라서 구동기의 성능이 발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램프입력의 구간에서 PZT 구동기의 전기적 노이즈가 매우 크게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불필요한 최종 변위에서의 오버슛을 

야기하여 정확하지 못한 구동특성을 도출할 뿐만 아니라 구동 중의 정

밀도를 저하시켜 최종적으로는 구동기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는 

커다란 위해요소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신호를 분석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Fig. 2 Dynamic characteristic with ramp input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PZT 구동기의 노이즈 신호를 제거하기 위하

여, FFT분석을 통하여 PZT 구동기의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

였다. 하지만 구동기의 신호가 일반 전기적 신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이즈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매우 작게 검출되었기 때문에 노이즈와 

신호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윈도

잉을 통하여 신호의 주변손실(Side leakage)를 줄여 신호 대 잡음비를 

향상시켰다. 그 결과,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보다 선명한 

PZT 구동기 신호를 검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전

기적인 신호와 물리적인 신호를 구분하여 노이즈가 제거된 저가형 구

동기를 완성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1) J. H. Park, H. S. Lee, J. J. Lee, K. B. Choi, Y. B. Ham, S. N. 
Yun, and Y. S. Wang, 2010, Basic Characteristics of Hollow 
Piezoelectric Actuator for Positioning Nanoscale Stamp,  
Actuator 2010.

(2) J. H. Park, H. S. Lee, J. J. Lee, S. N. Yun, Y. B. Ham, S. C. 
Chang, 2011, A Study on Basic Characteristics of Piezoelectric 
Actuator for Driving Nanoscale Stamp, Trans. Korean Soc. 
Mech. Eng. A, 35(9), pp. 1015-1020.

102



1. 서 론 
 
최근 얇고 가벼우며 휘어지고 투명한 형태의 전자소자를 제조하기 

위한 기술이 각광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한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1]. 그 중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선택적 소결

방법은 레이저의 순간적인 광/열 반응을 통하여 금속 나노입자를 소
결 시켜 대기 중에서 저렴하게 미세 패턴을 제조하는 방법이다[2].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금속나노입자 분산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대

적으로 저렴하고 안정된 금속유기화합물과 회절 광학계를 이용하여 
광파장 이하의 고분해 미세 패턴을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실 험 
 
금속유기화합물을 유리 기판에 코팅하고 Pre-baking을 하여 극미세

시드를 생성한다. 이에 1064nm의 파장, 최대출력 10W의 파이버 기반 
CW레이저 조사하여 은 전극을 형성한다. 회절광학계와 objective lens
를 이용하여 깊은 초점 심도의 광파장 이하의 초점을 적용하였다(Fig. 
1). 다양한 레이저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최종 세척과정을 통
하여 시편을 완성하고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3. 실험 결과 및 고찰 
 
상술한 바와 같이 유리 기판위에 금속유기화합물을 코팅하고 Pre-

baking을 하여 2~3nm의 극미세 시드를 생성한다. 이에 레이저를 조사

하면 광/열 반응에 의해 입자의 성장과 응집반응을 동시에 일으킨다

(Fig. 2). 기존의 나노입자분산액의 소결반응과 달리 고밀도의 결정구

조를 가진 패턴이 형성되며 코팅된 용액을 세척한 뒤 제조된 페턴을 
Fig. 3과 같이 관측하였다. Fig. 3의 (a) 는 z축를 10μm씩 변화를 시키면

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회절광학계에 의해 기존의 초점심도에서 약 8
배 길이의 초점심도가 형성되어 미세 패턴이 z=80um까지 균일한 선

폭으로 제조 되었다. Fig. 3(b) 는 55mW의 출력에서 광파장 이하의 패
턴이 제조된 것을 보여주며, Fig. 3(c) 60mW의 출력에서 광파장에 가까

운 패턴을 제조하였으며 Fig. 3(d)의 AFM image 에서 약 1μm의 패턴 
선폭을 나타내고 있다. 

 

 
Fig. 2 TEM image, Growth of generated nano-seed 

 

 
Fig. 3 (a-c) SEM image (a) Control of axis z, z=80μm, (b) Laser 

power of 55mW (c) 60mW (d) AFM image 
 
금속유기화합물에 회절광학계를 사용하여 파이버 레이저를 다양한 

조건으로 조사하여 광파장 이하 선폭의 패턴을 제조를 하였으며 일
부 세척과정에서 기판에서 탈착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그러나 광

파장에 가까운 선폭의 패턴은 세척과정 후에도 기판에 접착이 강하

게 되어 있어 일부 실험조건의 변동을 통해 광파장 이하의 선폭 패
턴도 고분해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실험조건을 조절

하여 광파장 이하의 고분해 미세 패턴을 제조하고 galvanometer scanner
와 연동 하여 다양한 형상의 미세 패턴과 조건에 따른 비저항 및 소
결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후 기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7R1D1A1B03032268). 
 

참 고 문 헌 
 

(1) Wunscher, S., Abbel, R., Perelaer, J., Schubert U. S., 2014, 
Progress of alternative sintering approaches of inkjet-printed 
metal inks and their application for manufacturing of flexible 
electronic devices, J. Mater. Chem. C, 2, 10232-10261 

(2) Kang, B., Ko, S., Kim, J., Yang, M., 2011, Microelectrode 
fabrication by laser direct curing of tiny nanoparticle self-
generated from organometallic ink, Opt. Express, 19, 2573-
2579 

한국생산제조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광파장 이하 고분해 전극 패턴의 레이저 응용 제조 
권승갑, 백승현, 강봉철* 

Laser-applied fabrication of sub-wavelength high resolution electrode pattern  
S. G. Kwon, S. H. Back, B. Kang* 
금오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Key Words : Sub-wavelength patterning, Growth-sintering, Laser direct sintering.   

 

 

103



1. 서 론 
 
산업현장에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요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많은 기업에서 데이터 수집 환경 구축에 
심열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데이터를 쌓아 두기만 한 체 의미 있는 
정보를 얻지 못 한다면 큰 낭비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하이테크 분
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소
개하고자 한다.     

 
2. 데이터 분석유형 및 기대효과 

 
일반적으로 산업분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사회과학분야와 성격

이 다르다. 사람의 심리를 바탕으로 하는 데이터는 신뢰성이 많이 부
족하고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양에도 한계가 있다. 반면에 공정 데
이터를 비롯한 산업 분야 데이터는 물리적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가 
많으며, 정밀한 측정 기계 덕분에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다. 데이터 분석 활용

에 관한 대표적인 4가지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X-Y 관계 분석: 독립변수라 불리는 입력변수 X와 반응변수 Y

와의 관계를 밝혀내는 분석이다. 궁극적으로 X를 바탕으로 Y
를 예측하고 결과값에 대한 원인을 X변수로부터 찾아낼 수 
있다.  

2) 이상치 감지: 정상적인 공정 관리 범위를 벗어나, 제품이나 공
정에 이상을 야기하는 경우를 감지하는데 활용된다. 단순 이
상 상태 감지를 넘어 현재 상태에 대한 지표를 산출하거나 미
래에 발생할 이상을 예측하는데 활용된다.  

3) 군집화: 성격이 비슷한 변수 또는 관측치를 군집으로 묶는 기
법으로 일반적으로 비지도학습을 이용한다. 군집화의 목적은 
데이터에 군집이 형성되었는지 확인하여 군집간 성격을 비교

하는데 있다. 
4) 주요 변수 추출: 각 변수들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의미가 적은 

변수를 삭제하거나 어떤 현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를 
찾고 해석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주로 원인인자분석(root cause 
analysis)에서 사용된다. 

 
3. 데이터 분석 활용 예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반도체 분야 분석 사례를 소개하

고자 한다.  
1) X-Y 관계 분석 

•  데이터 설명: X(공정에 사용된 주요 변수, 온도, 압력, RPM
등), Y(chemical layer의 두께)  
•  분석 목적: X, Y와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Y 영향인자 파악. 
•  분석 결과: 제품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hidden variable 발견.  

  
Fig. 1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2) 이상치 감지 

•  데이터 설명: 기계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수집된 가속도 수치.   

•  분석 목적: 기계 이상 현상 감지. 
•  분석 결과: ‘Health Index’ 생성 및 이상현상 예측.  

 
Fig. 2 Health Index 

 

3) 군집화 

•  데이터 설명: 반도체 제작과 관련된 제어변수 및 반응변수.  

•  분석 목적: 변수 그룹화를 통한 변수축소.  
•  분석 결과: 100여개 변수를 ’온도’, ‘압력’, ‘기타’ 그룹으로 
축소. 

 
Fig. 3 Variable Clustering 

 

4) 주요 변수 추출  

•  데이터 설명: 웨이퍼 가공과 관련된 제어변수 및 반응변수. 
•  분석 목적: 웨이퍼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탐색. 
•  분석 결과: 변수별로 두께에 미치는 영향력 수치화.   

 

Fig. 4 Important Variable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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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자소자 및 에너지 시스템 등의 고집적화 및 고성능화로 인하여 

소자에서 발생하는 발열 문제의 해결은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1]. 이러한 열관리기술의 핵심적인 소재로 알려져 있는 열계면물

질 (TIM: thermal interface material) 은 소자와 방열부 사이에 적용되어 틈
새를 채워줌으로써, 발열되는 소자의 효과적인 방열에 있어 필수적

인 소재로 알려져 있다[1,2]. TIM은 일반적으로 소자에의 적용에 필요

한 점성, 인쇄성, 유연성 및 효율적인 열전달을 위한 열전도성을 동
시에 지니기 위해, 다양한 고분자 매트릭스에 열전도성 필러가 혼합

되어 있는 복합체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2]. 하지만 고분자 매트릭스

의 기계적 특성을 잃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된 양의 필러를 도입하게 
되면, 금속성 필러 자체의 높은 열전도도 (320-429 W/mK) 에 비하여 
TIM의 최종 열전도도는 훨씬 낮다는 것이 기존 TIM 연구의 한계로 
알려져 왔다[2]. 본 연구진은 선행연구에서 은나노입자로 기능화된 탄
소나노튜브를 소량 첨가하여 열전도도가 크게 향상된 실버-에폭시 
TIM 을 연구한 바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금속 
소재로 만든 전도성 필러와 에폭시 이외의 다양한 고분자가 적용된 
TIM의 최근 연구결과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TIM 합성 
 
선행연구에서는 은나노입자가 탄소나노튜브 표면에 자가결합되

는 원리를 이용하여, 은나노입자로 기능화된 다중벽탄소나노튜브 
(nAgMWNT) 파우더를 합성하고 이를 실버입자 및 에폭시와 shear-
mixing 방법으로 혼합하여 최종적으로 에폭시 기반의 TIM을 합성하

였다[2]. 본 연구에서는 에폭시 이외의 다양한 고분자 매트릭스에, 금
속 소재로 만든 전도성 필러를 sonication-mixing 방법으로 분산하여, 
다양한 기계적 특성의 TIM을 합성하였다. 위와 같이 합성된 TIM을 
일정 온도에서 oven curing 및 hot-press의 열처리 공정을 통해 열전도

도, 전기전도도 및 기계적 특성 측정을 위한 복합체 시편으로 준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의 탄소나노소재는 아주 높은 열전도도 

(1000-10000 W/mK) 로 인하여 TIM의 열전도성 향상을 위한 필러 물질

로 큰 관심을 받아왔다[1,2]. 하지만, 추가적인 표면처리 없이 탄소나노

소재를 그대로 첨가하게 되면, 필러간의 열계면저항이 아주 크거나 
필러간의 열전도 경로 형성이 잘 되지 않아 열전도성 향상은 일정수

준 (예, 7.3 W/mK) 이하의 기술적 한계에 머물러 있었다[2]. 이를 극복

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은나노입자로 기능화된 다중벽 탄소나

노튜브 (nAgMWNT) 2.3 vol% 소량만을 첨가하여, 실버-에폭시 TIM의 
열전도도를 9634% 만큼 크게 향상시켜, 기존 TIM 대비 매우 우수한 
열전도도 (160 W/mK) 를 달성할 수 있었다[2]. 본 연구에서는 에폭시 
이외에 다양한 기계적 필름 특성의 고분자를 연구하였다. 또한, 전도

성 필러 역시 금속 소재로 제작된 입자를 사용하였다. 열처리 과정에

서 금속 전도성 필러간의 효율적인 열전도 경로 형성 및 필러간 열
계면저항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thermal interface materials 의 기계적 특성, 열특성, 전기적 특성 등의 최
근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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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경사 증착공정을 이용한 강화형광기판 제작 및 응용

로훈, 김준, 아바스 나심, 김석민*

Fabrication of enhanced fluorescence substrate using glancing angle deposition and its applications
X. Lu, J. Kim, N. Abbas, S. Kim*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Key Words : Glancing angle deposition, Enhnaced fluorescence substrate, DNA microarray biochip

1. 서 론

Microarray bio-chip 은 작은 기판 위에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

는 수만 개의 생체 수용기를 고밀도로 배열하여 제작된 바이오칩으로 

소량의 시료를 활용해 다수의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장

점을 가진다. Microarray bio-chip의 분석과정에서 형광표지를 활용

한 연구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형광표지 시료의 검출한계로 인해 

저농도 시료에 대한 신뢰도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1]. 이에 금속 나노

구조 주변에서 발생하는 표면 플라즈몬 공진 효과를 이용하여 형광신

호를 증폭하는 금속 나노구조 강화형광기판 기술이 제안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대면적 기판상에 균일한 금속 나노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회

전 경사증착공정(Glancing Angle Deposition, GLAD)을 이용하여 

Ag nanorod 강화형광기판을 제작하고[2] 이를 이용하여 아토피 피부

염 질환에 활용가능한 DNA chip을 구현하였다. 

2. 강화형광기판 DNA 칩 제작 및 평가

GALD 공정은 일반적인 물리증착 과정에서 증착물질의 입사방향

에 대하여 기판을 경사지게 설치하고 기판을 회전시키며 증착하는 기

법이다. GALD 공정을 이용한 Ag nanorod 강화형광기판의 제작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E-beam evaporator chamber 내부에 재료의 입사

각과 기판의 회전속도제어가 가능한 jig를 설치하고, Ag 재료를 85˚의 

기판 기울기, 5rpm의 기판 회전 속도, 5Å/s의 증착 속도에서 증착하여 

slide glass 전면에 균일한 Ag nanorods를 형성하였다. 증착 시간에 

따라 slide glass 기판상에 형성되는 기판의 길이가 증가하며, 이로 인

한 형광신호 증폭특성을 평가한 결과 500 nm 길이의 Ag nanorods 기
판에서 최대의 형광신호 증폭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1 Concept of glancing angle deposition and fabricated nanostructures

제작된 Ag nanorod 강화형광기판을 이용하여 아토피 피부염 환자

의 진단에 적용될 수 있는 4종의 DNA bio-marker를 검출할 수 있는

DNA chip을 구현하고 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DNA bio-marker 

로는 KLK7, Spink5-A1103G, Spink5-C1188T, Spink5-G2475T를 

선정하였으며, 그림2와 같이 각각의 bio-marker 별로 wild type (WT) 
과 mutant type (MT) 각각 3개의 spot을 하나의 well 에 spotting 하
고 혈장으로부터 추출된 DNA를 PCR 과정을 거쳐 증폭한 산물 

(DNA 농도 64μg/ml)을 검출 시료로 활용하였다. Sequencing 방법으

로 확인된 검출시료의 유전자형은 KLK7 의 경우 Mixed, 그 외 3종의 

경우 모두 WT 이다. 개발된 강화형광 기판 DNA microarray chip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Sequencing 결과와 동일하며 Sequencing 에 사용

된 PCR 산출물의 500배 희석 농도인 0.13μg/ml 에서도 동일한 결과

를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결 론

대면적 나노구조 형성공정인 GLAD 공정을 이용하여 Ag nanorod 
강화형광기판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아토피 피부염 진단용 

DNA chip을 구현하고 Sequencing 분석을 위한 시료 대비 약 500 배 

희석 시료에서도 동등한 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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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환원 그래핀 기반의 고용량 마이크로 슈퍼커패시터 제조 및 평가 
권순근*, 임형준, 김기홍, 최기봉, 이재종

Fabr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large capacitance microsupercapac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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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이크로슈퍼커패시터는 박막형 에너지 저장소자의 일종으로 

MEMS 소자나 유연 전자소자의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
래핀은 탄소나노소재의 일종으로 넓은 표면적, 우수한 전기전도도, 화
학적 안정성의 장점을 바탕으로 고용량 슈퍼커패시터 전극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액상 분산이 우수하여 코팅이 용이한 산화 그

래핀 형태의 적용이 가능하여 2차원 평면상에서의 Interdigitated 
electrode (IDE) 패턴을 이용하는 마이크로 슈퍼커패시터 전극 응용으

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3]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제조 

공법으로 고용량 커패시터 전극으로 활용될 수 있는 레이저 환원 그래

핀을 제조하고, 이의 고 분해능 마이크로 패터닝을 통하여 마이크로 

슈퍼커패시터 전극으로 적용하는 결과에 대해서 소개한다. 

2. 레이저 환원 그래핀 기반 마이크로슈퍼커패시터 전극 제조

본 연구에서는 산화 그래핀 필름을 대상으로 CO2 레이저 조사를 통

하여 높은 비율로 팽창된 고전도성의 환원 그래핀 필름을 제조하고, 
UV 펄스형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어블레이션을 통하여 마이크로 

슈퍼커패시터용 IDE 패터닝을 수행하였다. 또한 화학적으로 환원된 

그래핀 전극과의 전기화학적 특성 비교를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산화그래핀 필름에 대해 CO2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면, 열적 환원 

현상에 의하여 산화 그래핀 필름의 물리적 팽창 및 전도성을 가지는 

열적 환원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레이저 조사 전/후의 필름 두께 비율

을 팽창 비율로 정의하여 팽창 비율을 계산하면, 레이저 환원 그래핀 

(팽창비율 16)이 화학적 환원 그래핀 (팽창 비율 3)보다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XPS 분석 및 Raman 분석을 통하여 환원 후 

특성을 살펴보면, 레이저 환원 그래핀이 화학적 환원 그래핀 보다 우

수한 환원 특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 SEM images, XPS and Raman measurement of graphene oxide 
(GO), laser-reduced GO (LrGO) and chemically reduced GO 
(CrGO) film

마이크로슈퍼커패시터 전극에 적용되는 Interdigitated 전극 구성을 

위하여 100mW 출력, 10mm/sec, 스캐닝 간격 10um의 UV 펄스형 

레이저의 스캐닝을 수행하였다. 젤 전해질의 일종인 PVA-H2SO4 젤 

전해질을 도포하여 All-solid-state-microsupercapacitor 를 제조하고

이의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CV 측정 결과, 레이저 환원 

그래핀과 화학적 환원 그래핀 모두 이상적인 커패시터 전극 특성을 보

여주고 있으나, 레이저 환원 그래핀 전극이 화학적 환원 전극 대비 전

극 용량 면에서 약 50배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용량 차이는 환원 그래핀에서의 팽창 비율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

된다. 또한 EIS 측정 결과, 유사한 ESR 값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환원 

그래핀이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 더 급격한 그래프 기울기를 보여는데 

이는 레이저 환원 그래핀의 pore structure가 ion diffusion에 더 적합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앞의 SEM 분석 상에서 보여진 레이

저 환원 그래핀 필름 내 pore 크기가 화학적 환원 그래핀보다 크게 나

타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Fig. 2 Electrochemical characterization of LrGO-MSC and its comparison 
with CrGO-M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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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닝 간섭 리소그래피 공정 중 발생하는 오차 보정을 위한 

tip tilt mirror 제어 수식에 관한 연구
김민수*, 박창수, 주철민, 강신일

A study on tip tilt mirror control formula for error compensation through scanning beam laser 
interference lithography

M. Kim*, C. Park, C. Joo, S. Kang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Key Words : error compensation formula, laser interference lithography

1. 서 론

기능성 나노 표면, 유연전자소자, 디스플레이 광학소자등 다양한 분

야에서 나노 패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1-3]., 대면적 

나노 패턴 제작에 적합한 스캐닝 간섭 나노리소그래피 관련 연구가 주

목받고 있다. 스캐닝 간섭 나노리소그래피는 스캐닝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차에 의해 패턴형상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오차를 

보정해주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phase locking 방식을 통

한 제어 방식이 연구되었다 [4]. 이 방식은 공정 중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실시간 보정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tip tilt mirror 제어를 통한 광경로 제어를 통한 실시간 오차 보

정을 위해 mirror 제어 수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패터

닝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2. 오차 보정 모델링 

스캐닝 간섭 리소그래피는 대면적 패턴을 제작하기 위해서 패터닝 

기판이 위치한 스테이지를 이송해야한다. 하지만 스테이지가 움직이

게 되면 틸트와 진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들에 의해 레이저 빔과 패터

닝 기판과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화하여 연속적인 레이저 간섭 패턴 제

작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테이지가 이동하면서 발

생하는 틸트 및 진동을 측정하고 이를 각각 2축으로 제어되는 총 4개
의 tip tilt mirror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틸트와 진동을 보상할 수 있도

록 광결로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tip tilt 
mirror 4개를 통해 패터닝 기판에 이르는 광경로에 관한 수식을 유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패터닝 기판의 틸트, 진동에 의한 위치 변동 

값을 변수로 놓고 위치 변동 발생 전 후 간섭 빔이 기판에 입사하는 

영역이 변동이 없도록 광경로를 제어하는 tip tilt mirror들의 tilt 각도

를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4개의 mirror 각각이 틸트 및 진동오차에 대

응되는 motion을 하기 위한 tilt 값 관련 수식이 유도된다. 그리고 발생

된 오차의 동시 보정을 위해 유도된 수식의 matrix화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유도된 mirror 제어 수식은 taylor series expansion을 통해 

linearization 하였으며, 3x3 matrix로 간략화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오차 보정을 위한 수식은 matrix화 되어 

mirror 제어에 적용된다. 공정 중 발생되는 틸트와 진동 오차는 laser 

displacement sensor와 DMI를 통해 실시간 측정되며 측정값은 UDP 
통신을 통하여 DAQ board (NI, PCIe-6363)에 송신된다. 이때 오차 

보정 수식을 통해 측정된 오차보정을 위한 mirror 제어 input data는
전압 값으로 인가되며 전압의 변화에 의해 mirror가 tilt하여 오차를 

보정한다. 최종적으로 오차보정을 위한 제어 수식의 유용성을 검증하

기 위해 패터닝 시스템을 통해 오차 발생에 따른 레이저 간섭빔의 위

치 제어 결과 측정 및 패터닝 공정을 수행하였다. 스테이지 이동 시 

DMI와 laser displacement sensor를 통해 측정된 나노 스테이지의 오

차와 piezo tilt mirror에 의해 제어된 레이저 빔의 위치를 PSD로 측정 

한 값을 비교하여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오차 

보정 제어 수식이 적용된 패터닝 시스템을 통해 대면적 나노 패터닝 

제작 및 패턴 균일도 향상을 확인 하였으며, 패턴 제작 면적 확장을 

위해 후속연구가 진행 중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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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롤 공정을 이용한 대량 생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

며, 특히 나노 패턴을 이용한 차세대 롤 공정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대면적 디스플레이에 적용될 수 있는 전극 패턴, 
초정밀 세정 및 연마 패드 제품 등이 중요한 응용분야 이다. 롤 공정에 

사용될 금형 제품은 금속 패턴으로 구성하여야 실제 생산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나노 패턴들은 폴리머 패터닝에 기반을 두고 있

어, 실제 제품 생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논문에서

는 롤 나노 임프린팅 공정을 이용하여 대면적 패터닝 제품을 제작한 

후 전주 도금을 이용하여 대면적 금속 스탬프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

여 기술한다.

2. 롤 나노임프린트 공정

Fig. 1 롤 나노임프린팅 시스템

위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롤 임프린팅 장비의 사진이다. 롤 

임프린팅 장비는 상부에 PDMS로 제작된 복제 몰더를 장착하고, 하
부 롤에 레진이 코팅된 필름을 부착한 후 liquid transfer imprint 
lithography 방법을 패턴을 제작한다. 공정 가능한 롤 길이는 1m이며, 
최대 150nm까지 폴리머 패터닝이 가능하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한 대면적 금속 나노 스탬프의 사진

을 보여준다. Fig. 1의 롤 나노 임프린트를 이용하여 폴리머 기반의 대

면적 나노 패턴을 제작한 후 전주 도금 공정을 이용하여 필요한 크기로 

확장한 후 이음매를 용접으로 이어 붙여 사진과 같은 금형을 제작한다. 
이후 전체 전주도금 공정으로 최종 금속 스탬프를 제작할 수 있다.

Fig. 2 대면적 금속 나노 스탬프

후 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Nano-Mate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Grant number 
2017M3A7B4041754).

참 고 문 헌

(1) J. Taniguchi, S. Tsuji, and M. Aratani “Fabrication of seamless 
three-dimensional roll mold using direct electron-beam writing 
on rotating cylindrical substrate,” J. Vac. Sci. Technol. B, 
28(6) 2010.

(2) H. Lim, K.B. Choi, G.H. Kim, S. H. Lee, H. H. Park, J. H. 
Ryu, S. H. Jung, and J. J. Lee, “Roll-to-roll nanoimprint 
lithography for patterning on a large-area substrate roll,” 
Microelectron. Eng. 123(1) 2014. pp.18-22.

109



한국생산제조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한 미세 인쇄 전극 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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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의 패널관련 기술자들은 높은 해상도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려하고 있다. 국내외 디스플레이 패널업체에서

는 1000 pixel per inch (ppi)가 넘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해상도의 증가로 인하여 생산수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극초단 레이저 보수 공정을 개

발하여 적용하고 있다.1 패널 불량 중에는 전극이 단락되어있는 경우

도 포함되며,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전극 인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1000ppi 이상의 고해상도 패널에는 선폭 1±0.2㎛이하의 전극이 필요

한데, 현재까지의 전극 인쇄 공정으로는 3±0.3㎛ 이하의 전극을 형성

하는 것이 어렵다.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극초단 레이저를 어블레

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1㎛ 수준의 선폭으로 미세 인쇄 전극을 트리밍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때 디스플레이 패널용 전극이라는 

용도를 고려하여 ×Ω·cm이하의 비저항을 충족시키고자 하였

고, spin coating 및 sintering을 통해 인쇄된 전극을 1±0.3㎛로 트리

밍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2. 극초단 레이저 트리밍 실험

본 극초단 레이저 트리밍 실험에서 사용된 전극은 Polyimide 또는 

유리기판 위에 Fig. 1과 같이 Ag나노입자 잉크를 코팅하고, Nd:YAG 
CW 레이저를 조사하여 선택적으로 소결한 후 용매를 통해 소결되지 

않은 부분만 제거하여 형성시켰다. 이렇게 형성된 전극은 약 140nm의 

두께와 17~30㎛의 큰 폭을 가졌기 때문에 폭을 줄이기 위해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해 트리밍하였다. 트리밍은 1030nm 파장을 가진 파이

버레이저(Amplitude, Satsuma HP3) 350 펨토초 펄스를 조사하여 수

행하였다. laser power 및 stage 이동속도를 변화시키며 시도했으며, 
10X(NA0.26)과 50X(NA0.55)의 두 가지 렌즈를 이용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극 양단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ablation 하였다. 전극의 폭 

변화를 보기 위해 광학현미경으로 길이를 측정하였으며, 폭 변화에 따

른 저항 변화를 보기위해 실험 전후로 멀티미터를 이용해 저항을 측정

하였다.

Fig. 1. Schematics of coating and laser sintering 

3. 결과 및 고찰
 

트리밍 전 약 17.8㎛의 폭이었던 전극을 1±0.3㎛로 트리밍에 성공

하였으며 비저항도 ×Ω·cm로 목표한 값보다 훨씬 작게 

나타났다(Fig. 2). 다만 원하는 부분만 깔끔하게 남기고 제거하지 못하

여 주위에 다소 잔여물은 남아있었다. 또한 남아있는 전극 부분에 

그을림이 나타났다.

 

       (a) before trimming         (b) after trimming          
Fig. 2. Printed electrode before and after laser trimming

한편 이처럼 약 17배나 전극의 폭을 감소시킨다면 이론상 약 17배
로 저항이 커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측 결과 그것의 절반에도 못 미쳤

다. Fig. 3은 전극 폭에 따른 이론상 저항과 실험 후 실제 측정한 저항 

값을 보여준다. 여기서 이론상 저항은 전극의 비저항 값을 이용해 구

하였다. 그림으로 나타났듯이 이론값보다 실제 측정한 저항 값이 작게 

나타났으며, 전극 폭을 크게 감소시킬수록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트리밍 이후 재료의 비저항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실험 후의 비저항을 구해본 결과 평균 0.043Ω·㎛로 실험 전 

비저항 평균인 0.066Ω·㎛보다 약 1.5배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폭
7㎛ 이하로 감소시킨 전극들은 2배 이상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재료 

고유의 값인 비저항이 트리밍 이후 변화한 현상에 대해 이는 트리밍과

정에서 재료가 열적으로 영향을 받아 결정립 성장이 일어났기 때문이

라고 추측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Fig. 3. Resistance according to electrode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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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투명전도성필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등장으로 수요가 증가 하
고 있다. 여러 개의 투명 전동성 물질 중에서도 대표적인 소재는 
ITO(Indium Tin Oxide)이다. ITO는 PET 처럼 필름 형태로 사용되거나 유
리 위에 ITO를 성장시켜 제조하는 Glass ITO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ITO는 디스플레이 터치 모듈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ITO가 주로 사용되는 이유는 투명하면서 높은 전도성을 가지고 있고 
가시광이나 적외선 영역에서 매우 우수한 투명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OLED, LCD, 광전지 소자 및 다양한 광산업 분야에 투명 전극으로 많
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Glass ITO는 표면저항을 낮추기 쉬우며, 투
과율 등 광학 특성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현재 많은 스마트폰

과 태블린 pc에서 Glass ITO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좀 더 얇은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를 만들기 위해 정밀하게 가공 할 수 있는 기술이 발
전할 것으로 예상 되어진다. 현재 디스플레이와 전자 산업에 유리를 
기판으로 하는 ITO 필름 가공은 엑시머 레이저, UV 나노초 레이저, 
피코초 레이저와 펨토초 레이저 등 다양한 레이저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레
이저 중에서 펄스 길이가 다른 레이저를 활용하여 ITO가 어떻게 가
공되는지 비교해 보았다. 

 
2. ITO – glass 선택적 가공 실험 

 
 본 실험에서 사용된 샘플은 유리 기판 위에 100 nm의 두께로 증착 

되어진 ITO 샘플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펨토초 레이저는 파장 1027 
nm, 반복률 100 kHz, 펄스 길이 160 fs이며, 피코초 레이저는 파장 1027 
nm, 반복률 100 kHz, 펄스길이 10 ps, 나노초 레이저는 파장 1060 nm, 
반복률 100 kHz, 펄스 길이 40nm의 레이저를 사용 하였다. 사용된 레
이저의 빔은 Gaussian 형태를 가지며 출력빔은 선평광을 띈다. 레이저 
전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출력 및 반복률, 펄스 길이를 조절 하였

으며 정밀 스테이즈를 활용하여 가공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광학

계, 스테이지 등 동일한 시스템에서 수행 되었다. 
 

 
Fig. 1 Image of laser processing system 

 
 
 
 
 

3. 결과 및 고찰 
 
펨토초 레이저는 펄스 형태로 연속적으로 출력되므로 가공을 위하

여 레이저 On/Off 셔터가 사용되었고, 가공용 대물렌즈와 동일한 축에 
설치된 CCD를 통하여 레이저 초점을 결정하고 가공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력 조절을 위하여 레이저운용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으며, 시스템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나노초  레이저로 가공 하였을 때는 ITO 필름이 가공되면서 유
리 기판에도 열적 손상이 입음에 따라 선택적 가공이 불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펨토초 레이저의 경우, 펄스폭이 짧으므로 인텐시티가 높아짐에 
따라 낮은 펄스 에너지에서도 ITO 박막에 대한 가공이 가능하고 
펄스 에너지가 높아 질수록 유리 기판의 어블레이션이 일어난다. 
피코초 레이저도 펨토초 레이저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펄스 
수가 증가 할수록 펨토초 보다 적은 펄스 수에서 유리 기판에 영
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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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연 기판 위에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인쇄전자 기술은 인쇄가 가

능한 기능성 전자 잉크 소재를 이용하여 초저가의 인쇄 공정을 통해 

다양한 전자소자를 제작하는 기술로써, 차세대 제품 제작에 적합한 공

정기술로써 많은 연구원들이 다양한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 엘이디는 기존 엘이디보다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고 낮은 공정 비용으로 각광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마이크로 엘이디의 전극 패터닝을 레이저 

패터닝 기술로 제작하는 공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레이저 소결을 

이용하여 전극을 만든 후 스크린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엘

이디를 올리는 공정으로 유연 기판 위에 마이크로 엘이디를 식장할 수 

있게 되었다.

2. 인터커넥션 기술

Fig. 1은 인터커넥션 제작 공정 흐름도를 보여준다. 각 층에 패터닝

은 레이저 소결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한다. 레이저 소결 방법은 3 단
계를 거쳐 원하는 기판 위에 패턴을 구현한다. 1 단계는 은 나노입자 

잉크를 스핀 코팅 방법을 이용하며 원하는 두께에 맞춰 스핀 코팅의 

분당 회전수(rpm)을 조절한다. 2 단계로 코팅된 잉크에 532 nm 연속

파 레이저를 선택적 주사하여 잉크의 용매를 제거하여 전도성 패턴을 

구현한다. 3 단계로 은 나노입자 잉크의 용매를 이용하여 소결되지 않

은 잉크를 제거하여 소결된 전도성 패턴만 기판 위에 남게 된다. 하층 

패턴 제작 후 절연체인 polyvinylpyrrolidone (PVP)를 코팅한다. 
PVP는 다른 절연체와 달리 cross-linking을 사용하여 용액에 의한 손

상이 없어 레이저를 이용한 인터커넥션 기술에 적합한 절연체이다. 인
터커넥션을 위해 상층과 하층 패턴이 연결해야 할 부분에 514 nm 팸
토초 펄스 레이저를 이용하여 선택적 조사를 통해 식각을 한다. 선택

적 식각 후 상층 패턴은 레이저 소결 방법을 이용하여 패턴을 구현한

다. 식각된 부분은 레이저 소결 방법 중 잉크 코팅 단계에서 스핀 코팅

을 이용하면 기판뿐만 식각된 부분에도 잉크가 채워지게 되며 채워진 

부분에는 한 번 더 레이저 주사하여 잉크를 소결 시켜준다.

Fig. 1 Process flow of interconnection

3. 스크린 프린팅 기술

제작된 전극 위에 마이크로 엘이디를 올리기 위해서 Fig. 2와 같은 

공정 순서로 스크린 프린팅을 진행하였다. 전극 패터닝과 마이크로 엘

이디의 전극을 연결하기 위해서 전도성을 띈 솔더를 이용하였고 솔더

는 스크린 프린팅 방식으로 올리며 단차나 위치는 전극에 자동적으로 

이동으로 하여 위치가 맞춰지게 된다. 그 후 마이크로 엘이디도 스크

린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마운팅 한다.

Fig. 2 Process flow of mounting micro-led

4.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레이저 기술을 이용하여 유연 기판 위에 

용액 기반 인터커넥션 공정을 구현할 수 있었다. 또한 제작한 전극 위

에 마이크로 엘이디를 스크린 프린팅 공정을 이용하여 올릴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유연 기판 위에 다양한 전극 패턴과 마이크로 엘이디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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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토초레이저를 이용한 MAX-phase 소결체의 반복률에 따른 어블레이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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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MAX phase는 Mn+1AXn(n=1,2,3...)의 화학식에 의거하여 전기전

도성 및 열전도성이 뛰어난 금속의 장점과 내열충격성(Thermal 
shock resistance), 내화학성, 내마모성 등이 뛰어난 세라믹 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는 독특한 소재로서 오늘날 2000년대 이후 Barsoum 등
에 의해 화학적, 물리적 성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AX phase중 티타늄(Ti)을 함유하고 있는 Ti-Al-N계 및 Ti-Al-C계 

소재는 금속과 세라믹의 장점으로 가장 가벼우면서도 산화저항성

(Oxidation resistance)이 커서 고온부품소재로 활용될 경우 많은 장

점을 가지고 있다[1]. 최근 들어, 다양한 소결법을 이용하여 Ti-Al-N 
또는 C계의 소결체 제조를 통한 전기전도도 및 열전도도 등과 같은 

재료의 물리적 특성과 경도, 파괴인성과 같은 기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정밀가공을 실현하기 위해 방법은 레이

저 가공이며 특히기존 펄스레이저방식으로 아닌 펄스폭이 짧으면서 

큰 첨두 출력(Peak Power)의 펄스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펨토초레

이저는 10-15초의 매우 짧은 펄스폭으로 인해 높은 레이저 강도

(Intensity)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X-phase 소결체의 

두 소재를 고 에너지방법인 방전플라즈마 소결법을 통하여 고밀도의 

소결체를 제조하고, 펨토초 레이저 소스에 의한 미세 패턴가공으로 비

교하여 초점거리 변화에 따른 표면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2].

2. 실험장치 및 방법

Ti2AlN 소결체의 제조에 사용된 각각분말은 Ti(99.5% purity, 10 
μm), Al(99.8%purity, 3 μm)그리고 TiN(99.5% purity, 3 μm), 
Ti2AlC 제조 분말은 Ti(99.5% purity,10 μm), Al(99.8%purity, 3 
μm)그리고 TiC(99.5% purity, 3 μm)을 분말을 사용하였다.

Ti:Al:TiN= 1:1:1 과 Ti:Al;TiC= 1:1:1의 비율로 혼합하여 볼밀

을 통하여 균일분산 혼합하였고, 스파크 플라즈마 고에너지 소결장

치 (Dr.Sinter, SPS-825)를 이용하여 소결온도 1100°C~2000°C, 압
력 40MPa, 10분 동안 유지시켜 제조하였다. 펨토초 레이저 시스템

(Yb:KGW, Pharos SP, Germany) 구성의 개략도와 각 시험편에 대

한 사진을 나타냈고, 가공용 대물렌즈와 동일한 한 축에 설치된 CCD
를 통하여 레이저 초점을 결정하고 가공상태를 모니터링하며 가공을 

진행하였다. 펨토초 레이저 장치의 주요사양은 1027nm의 파장과 반

복률을 가지고 있으며, 반복률은 6~200kHz의 변화에따른 재료특성

을 고찰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ablated by femto second laser in sample[2] 

3. 결과 및 고찰

MAX-phase 소결체인  Ti2AlN과 Ti2AlC는 초점 거리에 따른 펨

토초 레이저로 가공한 결과 가공된 폭은 큰 차이는 없고, 선가공성도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열영향(Heat Affected Zone)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 반복률이 낮을수록 한 펄스당 깊이(depth)변화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중첩이 많이 발생 하지 않아 가공 표면이 매끄럽지않은 

현상이 발생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MAX-phase Ti2AlN와 

Ti2AlC는 펨토초 레이저에 의한 미세가공에 대한 최적의 가공조건을 

설정 할 수가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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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테이블을 구비한 5축복합가공기의 정밀도 검사를 위한 

KS/ISO 규격 분석 및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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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 and precision inspection the KS/ISO for 5-axis composite machines equipped with rotar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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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고정밀 가공을 위해서는 기계의 절삭조건 외 기계 자체의 정밀

도가 중요시 되는데 현재 KS 및 ISO규격[1,2,3]에는 한정된 형상의 가

공기 대해 오차를 평가하는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Fig. 1과 같이 다양한 KS/ISO 규격을 로터리 

테이블을 구비한 5축복합가공기 정밀도 검사 항목에 대해 분석하고 

통합하였다. 또한 통합된 검사항목을 통하여 개발중인 로터리 테이블

을 구비한 5축복합가공기의 정밀도검사를 진행하였다.  
   

Fig. 1 KS B ISO Standard

2. 5축 복합가공기 측정 항목 정리 

 
Fig. 2 Combined KS B ISO Standards

 

 
위 Fig. 1의 통합되어 있지 않은 규격을 토대로 분석했을 때 5축복

합가공기와 로터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측정하게 돼있다. 이
에 축별로 나누어 검사항목을 정리 하였고 Fig. 2과  B축, S축, D축과 

B축, D축과 S축, 회전테이블, 이송축, S축과 회전테이블의 항목으로 

나누었다. 그중 KS/ISO규격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항목인 평행도 검사 및 반복정밀도 등 5항목 더하였으며 Fig. 
3, Fig. 4와 같이 측정 방법과 함께 정리하였다 

Fig. 3 S-axis Test

  

Fig. 4 Turn-table Test

3. 5축 복합가공기 측정 및 결과

위 Fig. 3, Fig. 4와 같이 정리한 항목별로 로터리 테이블을 구비한 

5축 복합가공기를 Fig. 5와 같이 측정하였고, 측정값을 별도로 기록 

하였다. KS/ISO에 나와 있는 기준치와 비교하여 측정값을 Fig. 6와 

같이 정리 하였고 기준치가 나와 있는 측정 항목 모두 기준치보다 작

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중 기준치가 나와 있지 않은 항목은 

추가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항목을 더한 데이터 이다.

       

Fig. 5 Test for 5-axis M/S with rotary table           

Fig. 6 Test result graph 

4. 평가항목 분석 및 고찰

본 연구에서 다양한 KS/ISO 규격에서 로터리 테이블을 구비한 5축
복합기 정밀도 검사에 대해 통합된 측정항목이 없어 KS/ISO 규격을 

분석하고 통합하였다. KS B ISO 10791-3인 Universal head 타입 검

사항목을 바탕으로 KS B ISO-3655, 10791-2 등 다양한 규격에서 적

합한 항목을 찾고 필요항목을 더해 총 25가지의 항목으로 로터리 테

이블을 구비한 복합가공기 정밀도 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을 통합, 정
리 하였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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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헤드 5축 복합 가공기 정밀도 검증을 위한 표준시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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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첨단 제조 기술의 출현에 공정시뮬

레이션, 지능형 초정밀 가공 등의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보급하는 가

운데 다양한 형상의 고정밀 5축 공작기계가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
이에 5축 공작기계의 고정밀 가공을 위해 가공기의 오차를 평가하

도록 다양한 형상의 공작기계 마다 KS 및 ISO 규격에서 오차를 평가

하는 항목을[1,2,3]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항목들은 측정

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표준공작물 가공을 통해 공

작기계의 정밀도 및 성능을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형상의 공작기계중 유니버설 헤드타입의 5

축 복합가공기의 KS 및 ISO 규격을 종합하고[1,2,3] 평가 항목과 표준

시편에서 가공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을 1:1 매칭하여 가공을 

통해서 손쉽게 기계의 기하학적오차를 볼 수 있는 표준시편 개발을 

보여주고 있다.

2. 표준시편 평가항목 수립 및 개발
    

Fig. 1 Experimental setup

본 연구에서 유니버설 헤드타입의 5축 복합가공기의 평가 항목에 

대한  KS/ISO 규격 정리한 결과 다양한 타입의 5축 복합 가공기에 대

한 검사 방법만 제시되 있을 뿐 체계적으로 그룹화 되어 있지 않고 다

양한 타입에 대한 표준시편은 제시 되어있지 않다.
이에 Fig. 1과 같이 체계적으로 그룹화하여 정리함으로써 표준 시편

의 설계 기준을 삼았고 KS/ISO 규격에서는 단순한 표준시편만 제시

되어있어 유니버설 헤드타입의 5축 복합가공기에 맞는 표준시편의 항

목을 별로도 구분하여 Fig. 2와 같이 표준시편을 개발하였다.

Fig. 2 Manufactured Standard Specimen
    

3. 개발된 표준시편 가공 및 측정 

앞서 제시한 개발된 표준시편을 유니버설 헤드타입의 5축 복합가공

기를 이용하여 Fig. 3과 같이 가공을 진행하였다. 각 평가항목에 맞춰 

자세를 바꿔가며 절삭깊이 0.5mm를 주어 절삭부하를 받지 않도록 모

든 가공을 진행 하였다.
가공된 표준시편은 각 측정항목에 맞춰 진원도, 진직도 등 여러 측

정 결과값으로 데이터를 받기위해 접촉식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하여 

Fig.4와 같이 데이터를 받았고 결과 값을 정리하였다.   

Fig. 3 Universal head M/C

     

Fig. 4 Contact 3D-CMM

4. 표준 시편 분석 및 고찰

Fig. 5 Standard Specimen Result graph

본 연구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표준시편 평가항목을 그룹화하여 유

니버셜 헤드 5축 복합가공기에서 사용 가능한 표준시편 항목을 정리

하였다. 정리한 항목을 통하여 표준시편을 개발, 가공하였고 접촉식 3
차원 측정기로 결과 값을 Fig.5와 같이 정리 하였다. 실제 기계측정값

과 비교하였을 때 경향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개발한 표준시

편이 신뢰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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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류 가공을 위한 클램핑 스핀들의 각도 오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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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 error analysis of clamping spindle for screw mac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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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작기계 등의 이송계 구동 요소인 볼 스크류(ball screw  screw)의 

리드 샤프트(lead shaft)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스핀들(spindle)에 샤프

트를 견고히 고정할 필요가 있다. 스크류는 나선의 리드(lead)부를 가지

고 있으며 리드부의 오차가 이송계의 위치결정 정밀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나사 가공의 주요한 제어 방법은 회전부와 이송부의 동기제어

가 중요하다. 스크류의 리드부에 관한 오차 인자는 스핀들의 회전 오차, 
이송계의 위치 오차로 구분된다.1 본 논문에서는 스크류 가공을 위한 클

램핑 스핀들을 제작하고 각도 오차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2. 클램핑 스핀들의 설계 및 제작

클램핑 스핀들은 Fig. 1과 같이 설계하여 Fig. 2와 같이 제작되었다. 
주요 설계 구조는 클램핑 스핀들 전면에 소재를 장착 할 수 있는 콜렛 

척(collet chuck)이 위치하며 스핀들 바디(body) 내부의 베어링

(bearing) 조립 구조와 후반부의 벨트(belt)에 의해서 회전된다. 각도 

제어를 위한 요소는 클램핑 스핀들 후반부에 고정밀 각도 센서

(sensor)가 원형으로 배치되어 스핀들이 회전 시 실시간으로 제어기와 

통신하여 각도 오차를 보정하는 구조이다.

3. 각도 오차 측정을 위한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클램핑 스핀들의 각도 오차 측정은 Fig. 3과 같은 측정 개념으로  

Fig. 4와 같이 구축하여 측정하였다. 시험규격은 KS B ISO 230-2의 

수치제어에 의한 위치결정 정밀도 측정방법을 참고하였다. 실험장치

는 HEIDENHAIN사의 ND-281B 데이터(data) 수집기와 로터리 엔코

더(rotary encoder)를 활용하였다.   

Fig. 1 Design of clamping spindle

(a) Front              (b) Rear
Fig. 2 Assembly of clamping spindle

실험방법은 클램핑 스핀들과 이송축 컬럼(column)에 센터링 센서

(centering sensor)와 드럼 센서(drum sensor) 측정기를 설치하고 0°
에서 360° 구간에서 10°씩 분할하여 각 지점에서의 위치결정 오차를 

확인하여 총 5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Fig. 3 Measurement concept

Fig. 4 Measurement photograph

4. 각도 오차 측정 결과

클램핑 스핀들의 각도 오차 목표값은 0.01° 이하이며 개선 전에는 

0.018°로 측정되었다. 개선 후에는 0.003°가 측정되었다.   

5. 연구 결과 및 고찰

클램핑 스핀들의 각도 오차를 측정하였으며 개선 전보다 약 0.015°
의 편차가 감소하였으며 설계 목표치인 0.01° 이하이므로 설계 목표치

를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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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들 전류신호를 이용한 공구 마모 실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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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ool Wear Experiment using the Spindle Current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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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4차 산업시대에 이르러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ICT 기술을 접목한 공장 자동화 및 생산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삭가공 

분야 중 밀링머신에서의 필수 요소인 공구수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였다. 공구마모 예측에 대한 방법론을 접근하고자 공구의 회전속도에 

따른 전류 신호를 통하여 공구 마모 실험을 진행 하였다. 이 방법론은 

실시간으로 스핀들의 부하를 감지하여 모니터로 보여준다. 차후 실험 

데이터는 공구수명 예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DB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금형 강(hardened steel) 재질인 KP-4M 
(150*150*150) 소재를 이용하여 실험준비를 진행하였고, 실험 장비 

설치 모습을 Fig. 1에서 보여주고 있다. 공구의 설정은 인서트 타입의 

종류를 가지는 날수 2개의 공구를 선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공구마

모가 발생되는 시점을 알기 위하여 장비 내부에 부착된 스핀들

(Spindle) 전류 신호를 통하여 공구마모가 발생되는 시점을 확인 하였

고, 건식(Dry)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공구마모를 확인 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3. 실험 결과 및 고찰

실험 조건(RPM:5400, Feed:5000, Depth of Cut:0.2, With of Cut: 
11.9)을 이용하여 실험 결과에 대한 공구의 측면 마모(Flank wear)와 

윗면마모(Crater wear)의 모습을 Fig. 2의 현미경으로 측정하여 Fig. 
3에서 공구마모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2 Measurement of the Tool wear

(a) Flank wear: 0.41 mm (b) Crater wear: 0.21 mm
Fig. 3 Microscope images of tool wear

Condition: RPM:5400, Feed:5000, Ad:0.2, Rd:11.9
Fig. 4 Signal current of spindle (Time VS Cutting Load)

Fig. 4에서 전류신호(Current signal)에 따라 부하가 점차 증가는 모

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로드신호 7.5에서 공구의 측면 마모가 0.41 
mm의 결과를 확인 하였다. 차후 로드신호 범위에 따른 공구마모 실험

을 할 예정이며, 본 데이터는 공구마모 알고리즘 개발에 DB로 활용하

고자 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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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학 폴리싱을 이용한 스테인리스 미세 망의 배수 효율 향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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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drainage efficiency of stainless steel fine mesh using electrochemical polishing
U. S. Kim, J. W.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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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테인리스 필터(Stainless steel filter)는 다양한 온도, 화학 성분의 

환경에서 변질 없이 대부분의 유체 내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여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터의 망이 더 조밀해

져야 하나 그럴 경우에는 관내에 액 잔류현상과 압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인체친화형 제품이나 극청정 구역에서 액의 잔류로 인해 장치나 

제품 등의 오염을 유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화학 폴리싱

(Electrochemical polishing, ECP)을 통해 친수효과를 이용하여 스테

인리스 망에 유체가 흐른 후, 망의 상에 액 잔류를 최소화 하고자 한

다. ECP는 공구와 공작물이 접촉하지 않고 어떤 형상이든 쉽고 빠르

게 표면을 연마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가공 후에는 부식 

저항, 표면 평활화, 친수, 광택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

2. 실험 방법

STS mesh의 ECP는 Fig. 1 (a)에 도시된 개략도에 따라 샘플을 고

정할 전용 프레임에 고정을 시키고 양쪽에 환원전극을 10 mm 간격으

로 배치하여 모든 면에 ECP가 되도록 하였다. 환원전극은 전기 전도

성이 좋은 구리를 이용하였으며, 두 전극을 전해액에 침지시켰다. 가
공 조건은 전류밀도 0.23 A/cm2, 가공시간 240초로 선정하여 ECP를 

진행하였다. 샘플은 STS304이며, 와이어의 직경은 0.035 mm로 구성

되어 있다. 가공된 샘플은 AFM으로 표면을 측정하여 표면 거칠기와 

표면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준비된 두 샘플은 Fig. 1 (b)에 도시된 장

치에 삽입하여 물을 상단에서 150 ml/min 흘러 보낸 후 필터의 내부

를 측정하여 배수효율을 확인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a) ECP (b) Bottle filter test

3. 실험 결과 및 고찰

가공 전 샘플의 표면 거칠기는 약 10 nm Ra로 측정이 되었고 매우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다. 상기의 ECP 조건에 따라 가공된 샘플의 표

면 거칠기는 약 3 nm Ra로 측정이 되었으며, 표면이 가공 전 보다 매

우 평활화 되었다. Fig. 2 는 ECP전과 후의 샘플을 Fig. 1 (b)에 준비

된 실험 장치에서 실험한 후 내부의 상태를 측정한 이미지이다.

Fig. 2 Inside filter by water drop test (a) non-ECP (b) ECP

상기의 조건에 따라 필터가 삽입된 프레임 상단에서 내경 3mm의 

PVC재질의 파이프로 물을 150 ml/min 흘려보내었다 Fig. 2 (a)는 

ECP 전의 샘플을 삽입하여 물을 흘려보낸 후의 내부를 측정한 이미지

이다. 물이 모두 통과되지 못하고 일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Fig. 
2 (b)는 전류밀도 0.23A/cm2으로 ECP한 샘플을 삽입하여 물을 흘려

보낸 후의 내부를 측정한 이미지이다. Fig. 2 (a)와는 다르게 남아 있

는 물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기존 ECP
에서 언급이 되었던 친수효과에 의해 물이 망의 표면에 고이지 않고 

하단으로 물이 떨어진 것을 판단할 수 있다.
ECP는 미세 표면의 굴곡을 평활화하기 때문에 가공 전의 표면 보다 

높은 표면 에너지를 얻기에 초친수화(Super hydrophilic) 현상을 만든

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물이 드롭 되면, 소재의 표면에 퍼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식음료, 바이오 분야 등에 활용하면 부식

이나 박테리아 등의 유발을 억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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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융합조명용 자동화 검사 및 대량 조립생산 장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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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utomated inspection and mass assembly production equipment for 
LED lighting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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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LED융합조명이란 감성조명(오감(五感)센싱등의 기술이 포함되는 

조명등기구)으로 인간의 4대 감정 즉, 정서적이며 정신적인 느낌에 대

한 조명 기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쁘고, 성나고, 사랑스럽다, 즐겁다 등의 정도치를 수치

화하여 조명의 광색(Color Therapy), 광도(Lux/Lumen 등), 배광곡선

(전체적인 조명의 빛무리)등의 개인별 정서상태와, LED로 대표되는 

램프의 구동특성별 조명 빛깔을 표출하는  과학적인 수치화 체계로 매

칭 처리하여 완화 또는 증가 시키는 조명 기술을 의미한다. 

2. 대량 조립생산용 LED융합조명 형태 선정

LED융합조명 형태는 크게 전구형, 직관형, 평판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직관형의 경우 이미 자동 조립 시스템이 제작 되어 있는 상황이

고, 전구형은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여 자동화를 진행하였을 때의 장점

이 크지 않으며 비교적 생산 공정이 복잡하여 자동화의 장점이 큰 평

판형 조명을 선정하였다.
평판형 조명은 전원인가를 위한 컨버터, 주평판, LED 판넬 그리고 

확산판으로 구성하여 혼류 생산을 위하여 4종 각각 크기가 다른 형태

의 제품을 선택 설계를 진행하였다.
선택된 조명의 크기는 Fig.1과 같이 길이와, 삽입되는 LED 판넬의 

개수와 크기가 모두 다른 형태이며 주평판의 경우 4종의 각각 자동화 

관련 설계를 진행하였다.

Fig. 1 LED lighting convergence

3. LED융합조명 자동화 조립을 위한 공정 설계

자동화를 위한 부품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규격화가 만족 되

어야 한다. 일정한 위치, 크기, 공차 요소의 뒷받침은 공정 자동화에 

있어서 필수적 항목이며 특히 위치에 대한 유연성이 매우 큰 부품은 

모든 자동화 공정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LED융합조명의 조립 

공정 분석 결과 컨버터의 외부/내부 전원을 연결하는 전선의 처리 또

한 자동화의 가장 큰 문제로 확인하였다.
본 공정 설계에서는 초기 장착을 위한 외부 전원은 수동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 조립을 시작하고, 컨버터 전원을 LED 판넬과 연결하는 

과정을 위하여 납땜 공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위치

에 대한 불화정도(flexibility)를 제거하는 것이 자동화 조립에는 필수

적이다.

Fig. 2 Automatic assembly system configuration

4. LED융합조명 자동화 조립생산용 장비 개발

 
LED융합조명 자동화 조립생산용 장비 개발로 LED융합조명 완성

품 가격을 기존 대비 20% 이상 단가 절감이 가능하였다. 기존 LED융

합조명의 수작업 조립공정과 대비하여 자동화 설비 개발 활용으로 2
배 이상의 생산 수율 향상과 인건비 및 간접경비 절감으로 제조 원가 

의 20% 이상 절감을 실현하였다. 

Fig. 3 Automated inspection and mass assembly production 
equipment for LED lighting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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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GHz DWDM 10km용 10Gbps Bi-Di SFP+ 광트랜시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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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10Gbps Bi-Di SFP + Optical transceiver for 200GHz DWDM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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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개발 대상 LC receptacle형 10Gbps 10km 전송 동일파장 Bi-Di 
SFP+ 제품은 대용량 광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 기존 DWDM duplex
방식(1)과 CWDM Bi-Di 방식의 장점을 합치고, 단점을 해소한 새로운 

전송 방식을 구현한다. 이 제품은 mobile 단말기와 FTTH의 발전에 

따라 전송 용량의 bottle neck이 되고 있는 Mobile front-haul망과 

Metro-edge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광부품이다.

2. 10Gbps Bi-Di SFP+ 제품 개발

개발 대상 LC receptacle형 10Gbps 10km 전송 동일파장 Bi-Di 
SFP+ 제품은 상기 Mobile front-haul망에 사용된 CWDM Bi-Di 방
식과 Metro-core망에 사용된 DWDM duplex 방식의 문제점을 다음

과 같이 해결하고자 한다. 200GHz의 DWDM 전송을 채택함으로써 

고가의 EML과 DWDM 파장 안정화를 위한 복잡한 wavelength 
locking이 필요하지 않고 저가의 DWDM DFB-LD 광원을 cooled로 

직접 변조할 수 있고 파장 제어도 광원의 정밀 온도 제어만으로 가능

하다. CAPEX가 낮으면서도 광섬유 회선당 전송용량은 양방향이기 

때문에 DWDM duplex와 동등한 장점이 있다. 
200GHz DWDM 10km용 10Gbps Bi-Di SFP+ 광트랜시버의 구성

은 Fig.1과 같다. 10 Gbps 전기신호 입력을 재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Laser Driver에 받아 증폭한 후 Cooled DFB LD에서 변조하여 

광신호를 생성하는 광송신부와 10 Gbps 광신호 입력을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증폭 및 재생하는 광수신부로 구성된다. 
광송신부와 광수신부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감시, 제어

하며 이를 I2C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외부 프로세서와 통신할 수 있

도록 설계한다. 또한 사용자가 SFP+ 광트랜시버를 USB 통신을 이용

하여 외부에서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GUI 환경을 설계한다.(2)

Fig. 1 10Gbps Bi-Di SFP + optical transceiver configuration 

10Gbps Bi-Di SFP+ 광트랜시버는 양방향 광송수신의 BOSA(bi 
-directional optical sub assembly)와 회로 PCB로 구성되며 200GHz 
간격의 DWDM grid 중 하나의 광파장으로 동작한다.

 

Fig. 2 BOSA Outline and pin map

BOSA를 운용하기 위한 제어 회로는 Cooled DFB LD의 동작 온도

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회로 (LD 동작 온도 제어 회로)와 LD의 광출

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APC (Automatic Power Control) 회로 

(광출력 제어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LD 동작 온도 제어 회로는 Thermistor와 TEC(Thermo-Electric 

Cooler)를 이용하여 LD 구동 전류의 세기 및 주위 환경의 변화에 무

관하게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 광출력 및 발진 중심 파장의 안정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Fig.2는 10Gbps BOSA의 외형도와 pin map을 보여준다. 

3. 개발된 10Gbps Bi-Di SFP+

 10Gbps 전기신호는 Flexible PCB를 통하여 입력되며, 10Gbps 광
신호는 LC type의 광커넥터를 통하여 단일모드 광섬유(SMF)로 출력

되며 상세 내부 구조는 Fig. 3과 같다.

Fig. 3 10Gbps Bi-Di SFP+ trans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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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Al-Li 합금 탱크 제작을 위한 마찰교반접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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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Al-Li 합금은 NASA 우주왕복선 엔진의 외부탱크(SLWT, Super 
Lightweight Tank) 에 사용한 이래 많은 발사체의 대형 탱크를 제작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리튬이 포함된 알루미늄 합금은 기존의 

2XXX, 7XXX 알루미늄 합금에 비해 비강도 및 비강성이 좋으며, 알
루미늄 합금에 1%의 리튬이 함유되면 밀도는 3%까지 줄어들고 탄성

계수는 거의 6% 정도 증가한다. 현재 사용중인 3세대 Al-Li합금은 Li 
함유량은 2.0wt%이하로 낮추고 Mg, Mn, Zr, Zn, Ag를 첨가하여 우

주항공용 대형 구조물에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A2195 판
재를 툴의 회전속도와 이송속도 등 접합변수를 바꾸어주어 최적의 마

찰교반접합 공정을 개발하였다. 본 기술을 바탕으로 실린더형 초경량 

탱크를 시범적으로 제작하였다. 

2. 마찰교반접합 공정

두 개의 AA2195 판재를 마찰교반접합 장비가 설치된 3축 밀링 머

신을 이용해 압연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맞대기 접합을 시켰으며, 접
합 판재의 크기는 폭 200 mm, 길이 300 mm이다. 그림-1에 마찰교반

용접의 공정이 나와있다. 접합 시 접합 툴의 회전속도는 각각 400, 
600, 800 rpm, 이송속도는 각각 120 mm/min부터 240 mm/min까지 

60 mm/min의 속도 간격 범위로 접합을 수행하여 최적 공정조건을 얻

었다. 

Fig. 1 Friction stir welding equipment

3. 실린더 길이방향 용접

AA2195 판재를 롤벤딩 후 2개의 패널을 길이방향으로 접합하여 실

린더를 제작하게 된다. 그림 2은 이를 위한 치구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과 같이 롤링된 패널을 치구에 삽입한 후 상부에서 클램프

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상부 클램프는 피용접물

에 균일하게 압축하중을 인가하기 위하여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

으며, 압축하중은 볼트의 토크를 이용하여 조절하도록 되어 있다. 실
린더는 롤벤딩 후 접합 맞대기부위 기계가공 및 세척, 접합, 접합부 비

파괴검사(x-ray) 순서로 제작되며, 후속공정인 원주용접에 적용되기 

이전에 실린더의 내외부 기계가공을 수행한다. 그림 2(a)는 실린더 길

이 방향으로 용접한 패널이며, 그림 2(b)는 마찰교반용접장비에 장착

될 원주방향 용접치구이다.       

   (a)                        (b)
Fig. 2 Photographs of (a) cylindrically welded component and (b) tooling 

for circumferential welding 

4. 실린더 원주방향 용접

제작된 실린더와 돔은 원주용접을 통해 축소형 탱크로 완성된다. 원
주용접은 마찰교반용접과 전자빔용접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돔과 실린

더의 접합은 마찰교반용접이 적용된다. 그림 3은 돔과 실린더 접합을 

위한 치구이다. 그림과 같이 내부 형상이 접합하고자 하는 부품(실린

더+돔)과 동일한 형태의 맨드릴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에서 링형태로 

클램프하여 고정하는 구조이다. 내부 맨드릴은 회전을 위한 모터에 연

결되어 있으며 회전속도를 프로그래밍하여 용접 시작부와 종료부위의 

속도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Fig. 3 Photograph of circumferential welding process of dome and 
cylindrical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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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생산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되는 로봇 자동

화 공정에 필요한 도메인/어플리케이션 노하우를 분석하여 이를 인공

지능 알고리즘과 결합한 형태로 공정 대응이 가능한 제어기를 제안한

다. 또한 공정 자동화 장비와 로봇이 조합되는 방식으로 공정이 구축

됨에 따라 로봇 구동 언어와 장비 구동 언어(PLC)의 연계 및 운용되

는 제어기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수행 결과에 대해서 논한다. 

2. 로봇 및 자동화 공정 시스템 통합 제어기

제조용 로봇이 사용되는 공정 자동화 환경에서는 보통 Pick & Place, 
팔레타이징, 페인팅, 컷팅, 웰딩 및 핸들링 등 6종의 도메인/어플리케

이션 노하우가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이 작업들은 다자유도의 로봇 매

니퓰레이터에 적용되어 운용되는 것이 기존 직교 로봇 또는 자동화기

계에 적용되는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ABB, KUKA 등 선진사

들은 각각 해당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두 개

별 언어로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어야 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2,3).

Fig. 1 Domain/Application know-how information

본 시스템에서는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로봇 제어기에 PLC 언어 

지원을 위한 한국형 오픈소스 기반의 모션 제어기(KOSMOS)를 기본

으로 적용하였으며 IEC61131-3 표준에 따른 PLC 언어를 사용한 공

정 운용이 가능한 제어기를 제안한다(1).

Fig. 2 Robot and KOSMOS control combination

실시간 성능을 지원하기 위해 제노마이 커널 상위에 로봇 운용, 모
션 운용과 관련된 태스크가 동작되며, 영상처리, 작업분배 알고리즘 

등의 태스크는 비실시간 영역에서 동작된다. 태스크 간의 데이터 교환

은 공유 메모리를 통해 교환된다. 데이터 교환의 원활한 관리 및 데이

터 손실 방지를 위한 데이터 교환 실시간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

용하여 비실시간 영역과 실시간 영역 간의 데이터 교환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결과 공유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의 제조 공정에서 학습된 데이터를 이식하여 새로운 

 공정 구축 시 새롭게 학습을 시작할 필요 없이 축척된 현장 경험 

데이터를 활용한 로봇 모션 구축 및 운용, 그리핑 방안 전략 수립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Fig. 3 Factory Controller with learning mechanism

3. 결      론

최종으로는 기 학습된 데이터 기반의 현장경험 파라미터와 도메인/
어플리케이션 노하우를 재조합 혹은 재결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대

응이 가능한 제어기를 목표로 한다. 6종의 도메인/어플리케이션 노하

우를 조합하여 원하는 동작을 유연하게 생성하는 재조합과 도메인/어
플리케이션 노하우의 재결합을 통한 새로운 도메인/어플리케이션 노

하우 생성이 가능한 형태로 개발을 완성하고자 한다.

Fig. 4 Domain/application know-how recombination and reconstitution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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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로봇산업이 활발해 지면서 산업현장에서 사람과 로봇이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환경이 필수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거대한 로봇의 개

발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형상기억합금 와이어(Shape memory alloy wire)을 이용

한 자체적 안전 기능을 내포한 소프트로봇 개발을 위한 구동기를 개발

하고자 하며 구동기 작동을 위한 구동전류에 대해 개발하고자 한다.

2. 수축량 및 Current control 실험

본 수축량 및 Current control 실험에서 사용된 주 하드웨어는, NI 
compactRIO 9066, NI9201, NI9263, NI9401 모듈을 사용하였으며 

Labview, FPGA target, Real-time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산처리하

였다. linear encoder의 분해능은 1.928㎛이며 구동기의 하중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load cell, load cell amplifier를 이용하였다. OPamp와 

MOSFET를 이용해 drain, source 사이의 channel을 조절하는 정전류 

제어회로(Constant current control circuit)를 제작하여 형상기억합금 

와이어에 전류를 흘려주어 구동하였다.
 정전류 제어회로를 이용하여 0.006" 0.008" 1개의 와이어에 전류

를 흘려주었다. 0.006" 와이어는 0.1~0.8A (0.1A씩 상승), 0.008" 와
이어는 0.4~1.2A(0.2A씩 상승)의 범례에서 실험하였다

(a) Experiment setup (b) Linear encoder

Fig. 1 Experiment equipment

3. 실험 결과 및 고찰

Current (A) 0.3 0.4 0.5 0.6 0.7 0.8
0.006“
Contraction(%) 4.46 4.92 5.02 5.14 5.29 6.43

Current (A) 0.4 0.6 0.8 1.0 1.2 null
0.008“
Contraction(%) 3.61 4.99 5.12 5.21 5.92 null

Table 1 0.006“ & 0.008” SMA 1 wire contraction

0.006“ 0.3A Contraction(%) 0.008“ 0.4A Contraction(%)

0.006“ Heating 0.008“ Heating

0.006“ Cooling 0.008“ Cooling

Fig. 2 Experiment result

과전류(0.006":0.8A, 0.008":1.2A)인가 시 수축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관성에 의하여 오버슈트가 발생된다. 또한 과전류가 흐를수록 

형상기억합금 와이어(Shape memory alloy wire)는 서서히 인장하기 

시작한다. 그 후 전류를 끊어주면 전류를 가하지 않아도 초반에 발생

한 초과 수축량까지 수축한 후 다시 인장하기 시작한다.

후    기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 생애 첫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7R1C1B5017557).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 바이오닉암 메카트로닉스 융합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14M3C1B2048175).

참 고 문 헌

(1) Mosley, M. J., and Mavroidis, C.,2001, Experimental Nonlinear 
Dynamics of a Shape Memory Alloy Wire Bundle Actuator. 
Journal of Dynamic Systems, Measurement, and Control, 
123(1), 103.

(2) Rodrigue, H., Wang, W., Bhandari, B., and Ahn, S.-H., 2015, 
Fabrication of wrist-like SMA-based actuator by double smart 
soft composite casting.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 24(12), 
125003.

124



한국생산제조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공작기계 협업용 제조용 로봇 시스템 개발

전동화1, 김기성2, 정성훈2, 김한성3*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Robot System for Cooperative Work with Machine Tool
D. H. Jeon, G. S. Kim, S. H. Jung, H. S. Kim*

경남대학교 대학원 기계융합공학과1, 경남대학교 기계공학부2, 경남대학교 기계공학부3

Key Words : Smart Factory, Palletizing Robot, EtherCAT, Force/Torque Sensing, Compliance Device

1. 서 론
최근 Smart Factory 구축을 위하여 CNC 공작기계에 제조용 로봇

을 적용하여 공작물의 장탈착, 디버링, 측정검사, 포장 등을 자동화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공작기계와의 용이한 인터페이스를 위하

여 EtherCAT기반의 제어기를 사용하는 소재 장탈착용 4축 팔레타이

징(Palletizing)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존 작업전용 디버링 툴

과 달리 힘/토크 측정 기능을 갖는 병렬기구 구조의 순응장치를 개발

하여 공작물의 디버링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2. 로봇 기구부 및 EtherCAT기반 제어기 개발
본 연구에서 설계한 팔레타이징 로봇 기구부는 Fig. 1과 같이, 3축 

모터를 2축 모터와 같은 위치에 배치하는 폐루프 기구로, 2개의 평행

사변형 기구를 이용하여 4축 모터에 위치한 로봇의 엔드이펙터를 항

상 지면과 평행으로 유지하는 형태를 갖는다. 이 기구는 2, 3축 모터를 

베이스 근처에 위치시켜 우수한 가감속 성능을 갖는다. 로봇 기구부의 

기구학적 D-H 매개변수는 Table 1과 같다.[1]

Table 1 Kinematic D-H Parameters

Joint     

1  /2  0   

2 0  0   

3 0  0  

4 -/2  0   

5 0 0 0   

 *(Passive joint)

Fig. 1  4-DOF Palletizing robot
       manipulator

Fig. 2 Robot control system   
        using EtherCAT

Fig. 3 Robot program using   
        Simulink Real-Time

Fig. 4 End-effector position and  
      its error

로봇 제어시스템은 Fig. 2와 같이, Target PC, Host PC, Teach 
Pendant로 구성하였다. 제어 프로그램 개발은 Simulink Real-Time을 

이용하였으며, Fig. 3에서와 같이, 1msec 주기를 가지고 Mode 
Setting, Trajectory Generation, Target Position 및 Actual Position
과 같은 Subsystem으로 구성하였다. Fig. 4는 EtherCAT 통신기반 로

봇제어기를 이용하여 로봇의 엔드이펙터를 x축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때의 궤적과 오차를 나타내며 궤적의 속도 증가에 따른 약간의 오차가 

생김을 알 수 있다.

3. 순응장치 기구부 및 측정부 설계
본 연구에서 설계한 6축 순응장치의 기구부는 Fig. 5와 같이, 

6-PSS(Prismatic-Spherical-Spherical) 구조로 된 6자유도 병렬형 기

구이다. Fig. 6과 같은 Full-bridge구성의 Strain gauge를 부착한 외팔

보가 직선조인트 역할을 수행한다. 측정부는 24-bit ADC인 HX711 
모듈과 Arduino Nano로 구성하였고 RS-485통신으로 Target PC와 

연결된다. 디버링과 같이 위치제어 뿐만 아니라 힘제어도 필요한 작업

을 위하여 일반적인 강성행렬을 갖는 순응장치에 대한 위치/힘 동시제

어[2,3] 방법을 이용한 디버링 제어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작기계 협업용 팔레타이징 로봇과 Simulink 
Real-Time을 이용한 EtherCAT 통신기반 로봇제어기 및 Strain 
gauage를 이용한 힘/토크 측정 기능을 갖는 6축 순응장치를 개발하였

다. 향후 팔레타이징 로봇에 1~2 축의 회전축을 추가하여 디버링 제어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사업의 연구비

지원(NRF-2016H1D5A1911017)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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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liance device with  
       F/T sensing

  Fig. 6 Full-bridge circuit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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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주파 모듈레이터의 자기성분 필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구동측 PM 
어레이와 종동측 PM 어레이를 동기화시켜 동력을 기계적인 접촉없이 

전달할 수 있는 마그네틱 기어를 듀얼로 배치하여 고감속비 구현 가능

성을 시험하였다.

2. 마그네틱 기어의 토폴러지

단동 유성 마그네틱 기어의 감속비는 Fig. 1에서와 같이 구동측 PM 
어레이와 종동측 PM 어레이의 잇수비에 의해 결정되는데 감속비가 

커짐에 따라 PM 어레이간의 차분량에 의해 결정되는 자속의 주성분

이 극적으로 감소되므로 단동 형태로는 10:1 이상의 감속비를 구현함

에 있어 토크 전달밀도가 과다하게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동형 마그네틱 기어를 직렬로 

배열하여 고감속비를 구현할 때 발생하는 물리적인 한계 인자에 관해 

연구하였다. 

  

Fig. 1 Cross-sectional diagram of the magnetic gear and magnetic flux 
line sample by finite element method

3. 종동측 속도 제어

Fig. 2는 마그네틱 기어 두쌍을 직렬로 배치한 시험 장치의 사진이

다. 구성 파트를 상세히 나타낸 Fig. 3을 통해 시험 장치를 기술하면, 
우선 서보모터에 의해 구동측 마그네틱 기어를 구동하고 입력단과 출

력단의 토크 측정을 위해 토크 센서가 중간에 배치되어있고 종동측의 

부하는 파우더 브레이크를 통해 인가한다. 구동측, 종동측의 속도는 

엔코더에 의해 측정되는데 단동 마그네틱 기어의 감속비는 3.25:1이
므로 전체 시스템의 기어비는 10.56:1에 해당한다. 

Fig. 2 Layout for dynamometer test

Fig. 3 Detailed description of the test facility

(a) for load 0.1kgf·m (b) for load 0.3kgf·m
Fig. 4 Rotating speed control results

종동측 부하 변동에 따른 속도 제어 시험을 수행하여 Fig. 4에 나타

내었다. 부하의 크기는 0.1kgf·m와 0.3kgf·m이며 정지상태에서 종동

측 속도가 1000rpm이 되도록 제어를 수행하였다. 단동 마그네틱 기어 

시험에서보다 데이터의 채터링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최적화

되지 않은 코깅력과 2관성 공진계의 중첩에 의한 효과인 것으로 판단

된다. 속도 측정간의 비에 의해 결정되는 감속비는 슬립 없이 당초 설

계안대로 10.56:1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어 시험에는 간략

한 PI 제어기를 이용하였다. 이중 적분기 형태의 동특성을 갖는 마그

네틱 기어의 특성상 이를 듀얼로 배치할 경우에는 두 개의 공진점이 

발생하므로 제어 대역폭과의 간극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잔류 

진동은 제어 시험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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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힌지 기반 폐회로형 변위확대기구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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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성힌지를 이용한 변위확대기구는 피에조를 구동원으로 하는 메커

니즘에 필요불가피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는 피에조 액추에이터의 변

위가 수십 마이크로 이하이기 때문에 응용처에 따라 변위를 확대할 필

요가 발생한다. 또한 피에조 구동 메커니즘은 베어링과 같은 조인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탄성힌지로 구성된 메커니즘이 이용된다. 
탄성힌지는 재료의 일부분을 얇게 가공한 부분을 일컫는데, 일종의 일

체형 스프링으로서 미소구간의 운동안내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용된다.
탄성힌지형 변위확대기구로는 개방형 및 폐회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방형은 지렛대 방식의 확대메커니즘으로 구조가 간단하면 입

력대 출력의 비율을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확대율을 

크게하면 할수록 지렛대의 크기가 증가해야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폐회로형은 강체와 그들을 연겨하는 탄성힌지가 폐회로 형태로 둘러

쌓여져 있다. Moonie, Rainbow, THUNDER, flex-tensioanl 메커니

즘[1]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메커니즘 들은 변위확대율이 증가한다 

해도 전체적 크기가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복잡한 변위확대

율을 가지기 때문에 입력변위에 대한 출력변위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폐회로형 메커니즘의 일종인 브릿지형 메커니즘을 

선택하여 설계를 위한 해석적 방법에 의해 해석하여 민감한 변수를 도

출하고자 한다.

2. 폐회로형 변위확대기구의 모델

해석에 사용된 메커니즘은 Fig. 1과 같은 브릿지형 변위확대 메커니

즘이다. 이 메커니즘은 2개의 입력물체, 4개의 중간 매개물체, 2개의 

출력물체 및 이들을 연결하는 8개의 탄성힌지로 구성된다. 이들중 출

력물체의 1개는 고정되며 다른 1개는 입력 물체의 변위에 따라 운동하

게 된다. 이 때 입력물체와 출력물체의 운동 방향은 서로 수직이 된다.

Fig. 1 Bridge-type displacement amplification mechanism
 
입력물체, 중간 매개물체 및 출력물체를 각각 차례대로 강체라 가정

한 경우와, 전체를 탄성물체라 가정한 경우를 서로 비교하여 어느 물

체가 가장 변위확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이것을 

위해 먼저 전체의 물체를 빔 이론에 의해 수학적 모델링을 수행하였

다. 그 후 각각의 물체를 강체라 가정하였으며, 유도된 수학적 모델의 

Compliance를 각각 0으로 입력하여 상당 물체의 강성이 무한대인 강

체로 모델링하였다.

3. 해석 결과 및 고찰

Fig. 2 Analysis result

기존의 변위확대율의 모델[2, 3]에서는 탄성힌지를 제외한 모든 물

체를 강체라 가정하여 식들 유도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식 들은 실제

와 큰 오차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물체를 변형할 수 

있는 빔이라 가정한 후 모델링하였다.
보 이론에 의한 모델링에의해 도출된 변위확대비를 수학적 방법으

로 계산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탄성힌지를 제외한 모든 물체를 강체

라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는 가장 큰 변위확대율을 보였다. 입력물체를 

강체라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는 다음으로 큰 변위확대율을 보였으면 

중간 매개물체와 출력물체를 강체라 가정한 결과가 그 다음이고, 모든 

물체를 변형한다고 가정한 결과가 가장 작은 변위확대율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탄성힌지를 제외한 모든 물체를 강체로 가정하면 실제

와 매우 다른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다. 그 중 입력물체의 영향이 

가장 큼을 알 수 있으며, 중간 매개물체와 출력물체의 영향은 미미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브릿지형 탄성힌지기반 변위확대기구를 모델링

할 때에는 입력물체를 빔 이론에 따라 모델링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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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 GMA용접과 같은 생산 공정에서 대장제품의 품질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주요 인자들과 관련된 공정변수를 측정하여 변수들만으로 

용접품질을 제어해야 하지만 실제 공정에서의 적용은 매우 어려운 실

정이다. 따라서 주요인자들에 의해 발생되는 여러 출력변수들을 기반

으로 용접부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기 위한 직 간접적 연구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등온선 반경 및 2차 회귀 예측 모델을 적

용하여 수직 GMA용접공정의 비드형상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2. 비드형상 예측을 위한 실험

본 실험에서 사용되어진 실험장비는 500A급 GMA 용접기와 토치 구

동부, 와이어 송급장치, 수직형 용접 JIG로 용접 시스템으로 구성하였으

며, 용접 시 발생되는 등온선 반경을 측정하기 위해 NIT社의 High- 
Speed 열화상 카메라(TACHYON1024 Micro CORE)를 사용하여 전체 

용접공정에 대한 열원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Fig. 1은 토치부에 

설치된 High-Speed 열화상 카메라 및 실험장치 구성도를 나타낸다.

Fig. 1 The Configuration of Thermal Imaging Camera and Experimental Device

본 실험은 공정변수에 따라 변화되는 비드형상을 제어 및 예측하기 

위해, 입력변수로는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로 선정하여 용접실

험을 수행하였다. 출력 변수로는 High-Speed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열원 이미지 데이터, 용접부 비드형상으로 선정하였으며, Table 1에 나

타낸 바와 같이 15개의 실험조건을 사용하여 용접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1 Process Variable and Level for V Groove Bead Shape Prediction

Test 
No.

Welding 
Current

(A)
Arc 

Voltage
(V)

Welding 
Speed

(cm/min)
Test 
No.

Welding 
Current

(A)
Arc

Voltage
(V)

Welding 
Speed

(cm/min)
1 250 25 46 9 260 25 53
2 270 23 53 10 260 25 53
3 270 27 53 11 250 27 53
4 250 23 53 12 260 23 60
5 260 27 60 13 250 25 60
6 270 25 60 14 270 25 46
7 260 25 53 15 260 27 46
8 260 23 46 Root Pass: 120A, 20V, 30cm/min

3. 실험 결과

등온선반경과 비드형상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법을 이용한 직선방정식과 곡선방정

식을 실험결과로부터 개발하였으며, 2차 회귀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비드형상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비드형상 예측을 위한 분산·분석

결과를 Tables 2~3와 같이 나타내었다.

Table 2 Variance Analysis using the Radius of the Isotherm Line Result

Parameter Model
Standard 
Error of 
Estimate

R2(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Adjusted 
R2(%)

Bead Width Curvilinear 0.009 94.2 94.0
Linear 0.133 93.3 93.1

Bead Height
Curvilinear 0.060 51.4 47.6

Linear 0.177 50.9 47.1

Table 3 Results of Analysis of Variance using 2nd Regression Model

Parameter Model
Standard 
Error of 
Estimate

R2(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Adjusted 
R2(%)

Bead Width 2nd Regression 
Model 0.031 98.5 98.1

Bead Height 2nd Regression 
Model 0.313 94.3 84.2

4. 고    찰

등온선반경과 2차 회귀모델을 이용한 예측모델은 비드 높이보다 비

드 폭에 대하여 예측성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으며, 등온선에 대해 

개발된 곡선 및 선형 방정식은 비드 높이보다 비드 폭에 대하여 예측

성이 매우 양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차 회귀의 경우 비드형상을 전

반적으로 예측하는데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
라서 등온선반경을 이용한 예측모델 보다 2차회귀방정식을 통한 예측

모델을 실제 GMA 공정에 적용할 경우 고품질의 용접비드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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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초음파 자동세척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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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코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금 기술인 크로메이트기술은 

도금에 함유되어있는 크롬, 중금속 동의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해 최근

코팅분야에서는 크롬, 중금속 등의 유해인자가 함유되지 않은 아연말

화성피막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증가에 따른 전력산

업과 석유화학산업의 대규모의 설비 확장은 극심한 부식환경에서 견

딜 수 있는 고내식성 부품의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아연말화성피막기술의 품질 및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표면의 유

분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세척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세척이 비균일하

게 이루어지면 피막이 제대로 입혀지지 않아 불량이 발생하게 되고, 
재세척으로 인해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효율의 초음파 자동세척장비 개발 및 세척 

공정의 최적화를 위한 주요 요인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 본 론

본 초음파 자동세척장비의 주요 세척방법은 Fig. 1과 같이 초음파의 

캐비테이션 효과 및 입자가속도 효과를 세척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복

잡한 형상의 물체의 세척에도 매우 용이하다. 초음파세척은 비접촉 세

척이 가능하고 동시양면세척, 강력한 입자제거력, 분산효과, 높은 침투

력 및 화학반응 촉진효과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create gap Infiltration of bubbles    Separation

Fig. 1 Principle of Ultrasonic clean

본 초음파 자동세척장비는 Fig. 2와 같이 크게 피세척물을 적재하고 

이송하기 위한 로딩부, 세척을 위한 세척부, 건조 및 배출을 위한 배출

부로 이루어지며, 로딩-스프레이-초음파-린스-건조-배출-리런 총7공정

의 자동세척공정의 자동화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스프레이 세척공정

에서는 메쉬타입의 이송벨트를 적용하여 위·아래 모든 방향에서 세척

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스프레이의 각도를 최적화하여 이물질의 효

율적인 제거 및 피세척물의 이탈을 방지하였다. 초음파세척조는 세척

기능의 핵심으로서 가열된 세제와 세척력이 뛰어난 초음파를 복합적

으로 사용하여 물리적 화학적 상승 작용을 조화시킴으로서 유, 무기 

화합물의 오물질을 단시간 내에 제품에 손상이 없이 세척할 수 있다. 
초음파세척의 경우 주파수, 온도 등 환경에 따라 세척력이 달라지므로 

피세척물의 형상,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주요인자를 최적화 할 필요

가 있다. 초음파 세척조에는 필터 및 오일스키머를 설치하여 수질을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건조로에서는 코팅부 건조로에서 가열된 증기

를 버리지 않고 세척부 건조로를 가열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

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Fig. 2 Ultrasonic cleaner Layout

초음파 세척력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인자로는 물의 온도, 용액속 용

존가스, 초음파 출력 및 주파수, 세척물의 배열방법, 오염물질의 종류

와 세제가 있다. 주요인자중 하나인 온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캐비테이션 강도가 세지고 세척효과가 좋아지나 고온의 경

우 캐비셔테이션 강도는 약해지나 화학반응이 활발해짐으로써 전체적

으로는 효과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온도 최적화가 필

요하다. 또 다른 인자인 초음파 주파수에 따라 기포의 입경이 달라지

며, 주파수가 높으면 캐비테이션은 약해지지만 침투력은 증대되므로 

이를 동시에 고려한 주파수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Fig. 3 Cavitation Intensity on Temperature and Frequency

3. 결 론

개발된 장비를 통해 세척된 피세척물의 세척정도를 테스트한 결과 

99.9 %세척률을 보였으며, 생산성 또한 기대에 만족하였다. 본 초음

파 자동세척장비개발을 통해 코팅 품질 및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

로 기대되며,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항공산업, 전기도금산업, 인쇄산

업, 방직산업, 전력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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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전 세계는 사스,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각종 

유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전염성이 강한 바

이러스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살균 소독을 유지해야 

하고 지속적인 살균을 위한 분사 제어장치를 실내 보행자를 감지하여 

이동 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과 결합하여 지능형 분사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에 살균 능력이 탁월한 이산화염소, 과산화수소, 
에탄올 등을 이용한 살균 소독제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분사장치를 개

발하고자 하며 색선 가이드 및 위치 인식용 랜드 마크가 필요 없는 지

능형 자율주행을 개발 및 상용화 하고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 

2. 자율주행 기능 구현

기술 개발 세부 수행 방법 중 자율주행 제어시스템 기술개발에는 맵 

빌딩(Map Building : Grid기반), 위치추정(Localization), 장애물 회

피(Obstacle Avoidance), 경로계획(Path Planning)을 등을 사용하며 

살균 시스템을 갖춘 자율 주행형 제어로봇의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경로계획 - 다익스트라 알고리즘(Dijkstra Algorithms)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현재시점에서 가장 최적의 상황을 찾아 

경로를 파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위치추정 - MCL 알고리즘 (파티클필터)
◆충돌회피 - 탄성력 알고리즘(Elastic Force Algorithms)
  ○탄성력 알고리즘의 개념은 로봇이 장애물에 접근 시 가상의 척

력이 발생하는 인공전위계와 유사함. 스프링 탄성을 응용하여 이동 중

에 경로설정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장점이 있음.
◆맵 빌딩(Map Building: Grid기반)
  ○Grid 기반의 Map Building은 대표적인 자율주행 로봇의 지도 

정보 형태.
◆위치추정 - 레이저센서를 이용한 위치인식기술

  ○위치 추정은 로봇 자신 스스로 현재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으로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기위한 필수 기능.

3. 로봇 설계 및 SPEC

   

    

Fig. 1 Autonomous Navigation Disinfection Robot 

  

Dimensions (L)550mm x (W)600mm x (H)300mm
Weight 60kg
Battery 25.6V 20Ah(512Wh), Ferrous oxide battery
Operating hours About 4 hours or so
Charging time About 1 hours or so
Drive 2-wheel drive + 3-wheel caster
Form Wheel type
Maximum speed 0.5m/s
Climbing ability 5°
Motor B 90-N024 SERIES(BLDC 150W)
Motor reducer 1/30 , S9KH30BK, Worm gear type
Motor driver 200watt
Controller DC-DCConverter and Control Board
PC Industrial PC
Touch monitor 8"Touch monitor

Table 1 Robot specifications

이산화염소는 실내 이동 중에 사용 및 지속적인 살균 유지가 가능하

여 각 소독방식에 대한 3가지 살균 성능을 비교 검토한 결과 이산화염

소 살균 성능이 가장 우수하여 이산화염소로 사용하였다.

4. 결    과

지능형 자율주행 기술로 기존 국내 자율주행 로봇기술을 선도하고 

신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 할 수 있으며 기술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기술적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스마

트 살균로봇 개발을 통한 수입 대체 효과 및 전염병 전파경로 차단으

로 인한 경제적 손실우려 제거와 해외 판매망을 개척할 수 있는 경제

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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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소섬유복합재(CFRP,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는 높은

강도와 낮은 밀도 특성으로 인해 자동차, 항공 등의 수송산업의 경량

화를 위한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항공 부품 등의 생산성 향상

을 위해 산업용 다축 관절 로봇을 활용한 부품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

다. 하지만 다축 관절 로봇만으로는 정밀 드릴링 가공을 구현하기 어

렵기에 정밀 센서와 구동기로 구성된 별도의 말단 장치(End Effector)

를 활용하는 로봇 정밀 가공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축 관절 로봇에 별도의 말단 장치 없이, 드릴링 공

정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축 관절 로봇을 활용한 탄소섬유복합

재의 고품질 홀 가공을 위해, 해당 실험으로부터 가공 부하의 경향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2. 로봇 드릴링 가공 실험

CFRP 시편의 가공 부하 측정 실험에서, 드릴링을 가공을 위해 6축

로봇(TX-200, Staubli)을 활용하였으며, 6축 로봇의 말단 장치(End 

Effector)에는 드릴링 가공용 스핀들(ES230, HSD Mechatronics)을 

지그로 연결하였다. 시편에 가해지는 가공 부하는 정반 위에 공구동력

계(Type9272, Kistler)를 고정하고, 시편 고정용 지그를 이용하여 가

공 시편을 고정하였다. 가공 시편은 두께 5.7mm의 항공용 소재로 사

용되는 multi-directional CFRP를 사용하였다.(Fig. 1)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CFRP drilling using Robot

공구는 직경 6mm의 YG1-TiAIN cotied 소재의 공구를 적용하였으며,

주축속도(3000rpm)와 이송속도(0.01mm/rev, 0.05mm/rev, 0.1mm/rev)

에 따른 시편의 가공 부하를 측정하였다.

로봇을 활용한 CFRP 드릴링 가공부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CNC 

머시닝 센터(M643-T14-A3, CSCAM)에서 같은 조건의 주축속도 및 

이송속도로 드릴링 가공을 진행하였으며, 동일한 CFRP 시편 지그 및 

공구동력계를 활용하여 가공 부하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주축 속도 3000rpm, 이송속도 0.05mm/rev 의 동일한 변수 하에, 

머시닝 센터와 로봇의 드릴링 가공 부하를 측정한 그래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가공력을 나타낸다.

(a) machining center

(b) 6-axis robot

Fig. 2 Thrust force during CFRP hole machining center and Robot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 Z축 방향의 가공 부하는 머시닝 센터와 6축

로봇 모두 그래프에서 비슷한 절삭력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X축과 Y축 방향에 걸리는 가공 부하의 경우, 머시닝 센터는  가공력 0

을 기준으로 대칭 경향의 가공 부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로

봇은 가공이 끝난 후 X,Y축 방향 가공 부하가 일정 방향으로 편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머시닝 센터의 Z축 방향 운동이

직선형 구동계로 구성되어 고강성 구조로 설계된 것과 달리, 로봇의 경

우 각 관절이 회전형 구동계로 구성되어 역기구학(Inverse Kinematics)

과정을 거쳐 말단 장치(End effector)의 직선 운동을 구현하게 되어 강성

이 약하다는 차이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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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중소제조 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 제조환경 개선에 의한 경

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의 제조공정은 복잡 다양화되어 단순 장비 제어만으로는 시스템의 자

동화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어시스템은 PLC 와 로

봇시스템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PLC 표준인 IEC6113-1시스템을 기준으로 한, 멀티 로봇 S/W 시
스템 구조를 제안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양한 장비와 로봇을 제어

하고 정주기성을 확보하여 셀 단위 제조 공정을 운영하는 제조 공정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2. 로봇 시스템 구조 

다중 로봇 시스템 구주 검증을 위해 컨베이어 시스템 및 IO 입출력 

디바이스를 제어 위해 S/W PLC 시스템을 활용하였고, PLC 표준언어

의 하나인 Structured Texture를 활용하여 다양한 로봇 컴포넌트를 개

발하였다. 기존의 로봇 시스템이 4msec의 주기로도 라인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 로봇 컴포넌트는 PLC의 Cyclic Task에서 호출이 되

도록 구성하여 1msec 주기를 갖는 로봇 시스템을 만들었다. 여기에 

사용된 S/W PLC 시스템은 3S사의 Codesys RTE를 활용 하였다. 

Fig. 1 Architecture of robot system

3. 제조 공정 모델링을 통한 실험 

본 다중 로봇 시스템 구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타입의 로봇과 컨베이어 시스템 및 입출력 I/O를 이용하여 생산

라인을 모델링 하고, 제안한 시스템의 정주기성을 실험하였다.

Fig. 2 Experimental setup

No. msec No. msec No. msec No. msec
1 1.0000 16 1.0000  31 1.0000  46 1.0002 
2 1.0000  17 1.0002 32 1.0000  47 0.9996  
3 0.9996  18 0.9998  33 1.0000  48 1.0002 
4 1.0000  19 1.0000  34 1.0002 49 1.0000  
5 0.9998  20 0.9996  35 0.9998 50 1.0000  
6 1.0002 21 1.0002 36 1.0000  
7 0.9998  22 1.0000  37 1.0000  
8 1.0000  23 1.0000  38 0.9994 
9 1.0000  24 0.9998  39 1.0002 
10 0.9996  25 1.0000  40 1.0000  Average:

0.99996 msec
(STDEV:
0.000196)

11 1.0000  26 1.0002 41 1.0004
12 1.0000  27 0.9998  42 1.0000 
13 1.0002 28 1.0000 43 1.0000
14 0.9998  29 1.0000  44 0.9998  error rate:

0.004%15 1.0000  30 0.9996  45 1.0000  

4. 실험 결과 및 고찰 

두 대의 로봇, I/O 및 컨베이어까지 하나의 제어기로 운영하고, 
제안된 로봇시스템의 주기성 확인을 위해 로봇의 컴포넌트 와 전

체 TASK가 실행되고 나서  I/O신호를 발생시키고, 신호 측정 장

비를 통하여 이 신호를 측정하였다.

Fig. 3 6Axis Robot-1Khz (1ms cyclic signal)

Table 1 Motion cycle time of robot

측정한 파형은 Fig.3에 나타내었고, 정주기성 확인을 위해 임의의 

50회 측정한 값을  Table 1 에 표시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하나의 시

스템으로 장비 및 다중 로봇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1msec 주기의 시스

템 운영에도 큰 오차가 없이 운영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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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품질 철강 후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품질보증을 위한 자

동검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동검

사를 위한 조명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면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철강 후판의 저대비, 불균일, 무특징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 필요하다. 따라서 판별함수(Discriminant measure; DM)를 이산웨

이블릿변환(Discrete wavelet transform; DWT)기반으로 모델링하고 

적용하여 최적 조명메커니즘을 선정하고자 한다.

2. 최적 조명메커니즘 선정 실험

조명의 파장에 따른 반사특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균일한 조사

가 가능한 돔조명에 RGB파장과 White파장의 조명을 적용하고 이를 

각각 DIRGB, DIW으로 정의한다. 또한 돔조명을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 

발생할 광량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Green파장과 White파장의 동축

조명을 추가로 적용하고 이를 각각 CIG, CIW로 정의한다. 이러한 조합 

조명메커니즘을 구성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Combined illumination

3. 결과 및 고찰

구성한 조명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의 경우 철강 후판의 

저대비, 불균일, 무특징 특성에 의해 결함영역과 비결함영역의 대비가 

낮다. 이러한 특성에 대응하고, 영역별 분리도를 수치화 하기 위해 

DM을 DWT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한 DM은 수

평방향에 고역필터를 적용한 영상과 수직방향에 고역필터를 적용한 

영상을 합성한 영상을 기반으로 결함영역과 비결함영역의 밝기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하였다.

    
 

 



     (1)

여기서 Sd(x,y)는 DWT합성영상의 결함영역의 좌표별 밝기 값을 의미

하며, Sdf(x,y)는 비결함영역의 좌표별 밝기 값을 의미한다. 각 영상의 

결함영역과 비결함영역을 설정하여 Fig. 2에 나타내고, 각 조명메커니

즘에서 산출된 분리도를 비비교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2 AE RMS according to cutting condition

Table 1 DM on DWT Image

Defect

Illuminaiton
Scale Scab Band 

Crack
Star

Crack
Foreign
material

DIRGB 0.69 0.61 0.37 0.50 1
DIRGB&CIG 1 1 1 1 0.80
DIRGB&CIW 0.51 0.84 0.39 0.62 0.84

DIW 0.42 0.99 0.41 0.66 0.48
DIW&CIG 0.34 0.40 0.43 0.52 0.99
DIW&CIW 0.24 0.40 0.38 0.57 0.99

Table 1에서 산출된 분리도를 비교한 결과 DIRGB&CIG조명을 적

용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분리도가 높게 산출되므로 이 조명메커니즘

을 최적 조명 메커니즘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더 많은 

DM변수를 추가하여 분리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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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강 후판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및 선박 건조에 쓰이며 철강 제품 중 수요

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품질 향상과 품질 보증을 위해 저
대비·비균일·무특징 철강 후판의 자동 검사 모듈 개발을 위해 철강 후판 결
함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결함의 정확한 분류를 위해 결함과 비결함 영역의 
뚜렷한 구분이 되는 영상을 얻기 위한 기본 조명 메커니즘의 구조적인 특징을 
이용한 융합된 조명 메커니즘을 이용해 영상을 획득하고 결함과 비결함의 차
별화를 위한 판별 기준함수를 적용하여 철강 표면결함 검출 조명계를 최적화 
하고자 한다(1). 

 

2. 철강 후판의 표면결함 및 검출 조명계 
\ 

본 검출 조명계 최적화 실험에서 사용된 결함의 종류는 Fig. 1과 총 5가지이

며, 스케일(Scale), 스캡(Scab), 띠크랙(Line crack), 스타크랙(Star crack), 이물흠

(Foreign object)이다. 철강 후판의 비결함 표면의 경우 조사된 조명의 정반사 성
분이 주로 카메라 센서에 감지된다. 결함 표면의 경우 불완전 확산 성분에 영
향으로 비결함 영역보다 어둡게 나타난다(2).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결함 영역

과 비결함 영역이 차별화된 영상을 얻기 위한 조명계는 Fig. 2와 같이 단방향 
경사조명(Directional illumination; DI), 양방향 경사조명(Bi-directional illumination; BI), 
동축조명(Coaxial illumination; CI), 돔조명(Dome illumination; DOI) 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기본 조명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융합조명계로 BI & CI, CI & DOI 로 
구성하여 영상을 획득하였다. 

 

     

(a)Scale (b)Line crack (c)Scab (d)Star crack (e)Foreign object 
Fig. 1 Steel plate defects 

 

 
 
 
 

(a)DI              (b) BI             (c) CI           (e)DOI 
 

 
 

 
              (f) BI&CI                       (g) CI&DOI 

Fig. 2 Illumination mechanism 
 

3. 판별 기준함수 및 검출 조명계 성능 비교 
 

철강 표면결함 검출 조명계의 최적화를 위해 5가지 철강 표면결함에 6가지 
검출 조명계를 적용하여 획득한 영상에 판별 기준함수(Discriminant function; DF)
인 Tenengrad-Euclidian함수를 적용하여 검출 조명계에 따른 결함, 비결함 영역의 
분리도를 계산한다. 계산된 분리도의 최대값이 가장 많은 누적수를 가지는 검출 
조명계를 최적 검출 조명계로 선정한다. Tenengrad-Euclidian함수는 식 (1)과 같이 
나타내었고, 여기서 I(x,y)는 소벨 1차 미분 마스크를 적용한 영상이다. 이 영상의 
모든 픽셀값을 더하여 나타낸 경계선 값이  이고, 잡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임계값 T를 정의하여 T값 이상의 픽셀값 만을 경계선 값으로 획득한다(3). 
 DF =  −                                       (1) 
 

I(x, y) = [(, ) + (, )] 
  =   (, )  , (, ) >  

 4. 결과 및 고찰 
 

검출 조명계를 적용한 영상은 결함별로 DI와 BI를 30o ~ 70 o 범위에서 10 o 간격

으로 각각 5장씩 총 50장, DOI를 3단계 높이로 구분하여 상, 중, 하, 상중, 중하, 상
중하의 단계로 적용한 영상 7장씩 총 35장, 융합 조명계인 BI&CI를 적용한 영상 
25장, CI&DOI를 적용한 영상 35장으로 총 145장의 영상을 획득하여 판별 기준함

수를 적용하였다. 판별 기준함수를 적용하여 나타난 분리도를 Fig. 3에 나타냈고, 
각 결함별 최적 검출 조명계로 나타난 조명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참 고 문 헌 

 

 

 

 

 
Fig. 3 Tenengrad-Euclidian result by illumination mechanism 

Table 1 4 Illumination variables with maximum Tenengrad-Euclidian 

DF Defect 
Optimum 

Illumination 
System 

Illumination with 
maximum 

cumulative number 

Tenengrad-
Euclidian 

Scale BI&CI(70˚) 

BI&CI 
(70˚) 

Scab BI&CI(60˚) 
Line crack BI&CI(70˚) 
Star crack BI&CI(70˚) 

Foreign object BI&CI(70˚) 
 
Fig.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각 결함별 최대 분리도를 갖는 조명계로 양방향 

경사조명과 동축조명을 융합한 조명계인 BI&CI로 나타났고, Table 1를 통해 최
적 조명계로 선정된 BI&CI 조명계의 변수 중 70o에서 가장 많은 누적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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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고경도를 가지는 칼날과 같은 날카로운 형상의 부품을 초정밀
가공하기 위한 CNC 공작기계는 유럽 메이커인 EXERON과 DMG 
그리고 일본의 ROKU ROKU와 YASDA 등 상당히 고가의 외국제품
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 ANDERSON사는 전 세계 유일한 조각
기방식의 전용 가공기계(Engrave machine)를 고가의 가격으로 판매
하고 있다. 한편. 국내 공작기계 회사에서는 대부분 표준화된 범용성 
공작기계 개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화한 부품을 가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기술인 고출력/초고속 스핀들 및 위치/반복 정밀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고성능의 이송계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한 상황이
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칼날형상의 고경도 제품을 가공하기 위
해서는 초고속이면서 고출력을 가진 스핀들에 관한 설계 및 해석 그리
고 베어링 에어홀 등 주요부품의 정밀 가공기술에 관한 검토가 우선시
된다. 그 방안으로 공기정압(Aerostatic) 베어링방식의 스핀들에 동기
형 영구자석을 채용한 빌트인 DC모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2. 초고속 및 고출력 에어베어링 스핀들 연구동향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공기정압 스핀들 개발 연구는 330편
이 나왔으며, Motor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영구자석 동기화 모터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pmsm), 설계(Design)와 해

석(Simulation)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 Research trend of air-bearing spindle through  Scopus and VOS viewer. 

Fig. 2 Schematic view of a air-bearing spindle system (ABL)

3. 칼날형상 가공공정 및 요구기술
 
 세계최고수준의 칼날형상 조각전용기계인 Anderson사의 GVM 장
비의 주축회전수는 100,000rpm을 만족하지만, 주축의 파워가 0.3㎾
로 양각금형의 주 소재인 고경도 탄소강(HRC 50이상)을 가공하기에
는 파워가 상당히 부족하며, Fig. 3과 같이 고정밀 칼날형상의을 가공
하기 위해서는 외날형상의 마이크로 공구( ∅ 0.3mm)가 필수적이다. 

Fig. 3 Etching and machining process of sharp-edge die.
 
 또한,  절삭속도 증가에 따른 가공단축 및 고품위 가공을 위하여 Fig. 
4와 같이 빌트인 타입의 DC 모터의 고출력과 100,000rpm급의 에어

베어링 스핀들의 개발이 요구된다.

 

Fig. 4 Differences in output between DC motor and AC motor in 
the graph.

4. 칼날형상 전용기에 의한  각종 산업군 응용분야

 Fig. 5는 각종 산업군에 활용되고 있는 응용분야이다.

Fig. 5 Applied parts of sharp-edge machining.

참 고 문 헌

(1) S. J. Lee, I. D. Shin, S. C. Choi, Y. W. Kim, J. R. Lee and 
D. W. Lee, “Development of Miniaturized High-Speed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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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conference, pp. 334-33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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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소섬유복합재(CFRP;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는 배열된 

탄소섬유와 레진에 의해 강화된 소재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되는 금속들과 물성이 다르다. 섬유가 배열된 모양뿐만 아니라 
섬유의 가닥수와 레진의 성분에 따라 물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섬유의 배열에 따라 CFRP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예로 단일방향의 UD(Uni-Direction) CFRP와 이방향의 Fabric 
CFRP의 두 가지가 있다. 하지만 적층 방법에 따라서 명칭이 
또 바뀌게 되는데 UD CFRP를 적층할 때 다른 각도를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소재는 MD(Multi-Direction)CFRP라 한

다. 하지만 CFRP 소재는 경도가 높은 경향이 있어서 가공 시 박리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CFRP소재 섬유의 각도, 절단 속도, 소재의 투
입속도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ABAQUS라는 해석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 가공에서 사용한 동일한 CFRP시편과 드릴링을 모
델링하고 드릴링 기초실험의 가공조건을 드릴링 해석에 적용하

여 가공해석을 진행하여 내부의 박리등의 결함에 대한 예측하

고자 하였다. 
 

2. 유한요소모델 구축 

 
CFRP 3차원 드릴링 해석을 개발하기 위해서 2차원 CFRP소

재의 가공해석을 선행연구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stress 분포와 
가공의 CFRP 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FEM의 해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3차원 드릴가

공 유한요소해석을 진행하였다 
Woven CFRP 소재를 스핀들 속도7000RPM, 9000RPM에서 이송속도24, 

44, 66, 91.2mm/min의 가공조건으로 드릴 가공 실험하였고, 절삭력과 

박리현상을 각각 센서와 SEM 장비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Fig. 1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 2D cutting process 

 

 

 

Fig. 2 Finite element model of the CFRP drilling process 

 

3. 결    론 
 

추가적으로Woven CFRP 소재의 드릴 가공을 ABAQU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가공과 절삭력을 비교하고 박리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해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CFRP 소재의 직교 가공에 대한 수치적 모델 해석 및 드릴 가
공에 대한 FEM 분석과 비교해 보았으며 본 연구가 CFRP 직교 및 드
릴 가공 시 최적 조건을 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 통상 자원부의 기계 산업 핵심 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0053248, 과제명: 탄소 섬유 
복합재(CFRP) 가공시스템 개발] 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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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에는 범용 선반을 이용하고 특수하게 제작을 한 공구대를 조립, 
활용하여 볼스크류의 리드홈 형상을 중절삭하였으나 생산성 측면에서

도 미흡하고 가공품위도 향상하기 곤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실정

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수의 공구가 고속으로 선회하

며 중절삭을 수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구대를 장착하고 세장비가 큰 

볼스크류를 휨이나 처짐이 억제되도록 힌지하는 형태의 개념을 지니

는 첨단 전용 생산 장비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

서는 공구 선회형 볼스크류 리드홈 중절삭 가공시스템을 개발함에 있

어 설계 과정에서 강성이 취약한 부위를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여 최적

화하기 위한 단계에서의 구조 해석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내고

자 한다.

2. 시스템 조립상태의 구조해석

해당 시스템은   주축대, 이송부 및 베드 등의 주요 구성 부위로 총합 

조립되며 선회형 공구대는 회전형 링과 다수의 공구 홀더로 구성되어 

스핀들 구동 모터에 의해 회전하며 상부에 있는 한 축의 조정에 의해 

리드홈의 각도를 제어할 수 있다. 주축대는 전면에 콜렛척이 장착되어 

후면에 있는 척 실린더에 의해 제어되고 고분해능의 링센서를 이용하

여 회전 정밀도를 관리한다. 수직 방향인 X축 이송계는 선회형 공구대

와 클렘핑 이송계의 하중을 지지하며, 수평 방향으로의 Z축 이송계는 

X축 전체의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베드 구조물 좌측에는 주축

대가 장착되고 상부 가이드에는 Z축 이송계가 조립되어진다. Fig. 1에
는 해당 시스템의 주요 구성부에 대한 각 레이아웃을 나타내었다. 

      

         [Tooling module]        [Main spindle module]

     

         [Feeding module]             [Bed module]
Fig. 1 Core module modeling of developing system

3D 설계 전용 툴인 CATIA S/W로 설계한 시스템 구성용 구조부와 

구선 요소 부품 등 총 870종에 이르는 요소를 단순 가정 조건을 적용

하여 Fig.2와 같이 총합 조립 시스템에 대한 3D 모델링을 우선 하였으

며, 전용 해석 툴인 ANSYS S/W를 이용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

다. Fig.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주요 구성 부위의 요소 크기는 30mm, 

접촉부의 경우는 20, 30mm, 일반적인 구조부의 경오는 330mm로 하

여 총 메쉬 모델링 수는 2,655,214개, 노드 수는 477,627이 되도록

하였다. 해석 조건으로서 3,000N의 정적 하중이 선회형 공구의 X 방
향으로 부여되도록하여 변형량 분포를 해석핬으며 그 결과를 Fig.3에 

나타내었다.

  

  [System integration model]      [Mesh modeling of system]
Fig. 2 3D System nodel & mesh modeling of integrated system

Fig. 3 Structural analysis result of developing system

선행되어진 1차 해석의 결과를 토대로 변형량을 억제하기 위하여 

취약부인 선회형 공구대와 베드를 보강하기 위하여 소재를 각각 용접 

구조물에서 주물로 대체를 하였다. 그 결과 Fig.3으로부터 알 수 있듯

이 공구 및 공구 홀더에 인접한 국부적인 영역에 한하여 변형이 집중 

분포되고 최대 약 6~8㎛의 변형향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 론

해석 결과 미소한 변위량의 분포만 예측되며 이는 전반적으로 선회

형 공구대와 인접한 베드와 이송부의 자중이 높고 볼스크류 회전 및 

클램핑용 주축부의 구조 등도 고강성화를 고려하여 설계한 한편, 적정 

소재의 대체화도 이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설계를 통한 

결과를 토대로 정밀 가공, 제작, 조립 구성하여 총합 가공 시스템을 개

발하게 되면 보다 정밀한 볼스크류의 리도홈 성형 가공에 있어 가공 

품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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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연구 개발 중인 공구 선회형 볼스크류 중절삭 시스템의 가공 

공정에 있어서 초지립 절삭 공구로 분류되는 다수의 CBN 바이크 팁

이 동시에 고경도의 소재를 중절삭 형태로 제거해 나갈깨 상당한 절삭

력이 소요되며 이로 인하여 임의의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된

다.  이와 같은 진동의 발생은 공구대 등의 구동원으로 장착되는 모터

들로부터 발생되는 진동과 더불어 고품위 정밀 성형 가공을 수행함에 

있어 임의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이 높으며 비교적 간편ㅌ하고 저비용으로 구

성하여 작업 현장에서 적용하여 실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진동 모니터

링 및 분석 장치를 구축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진동측정용 간이모듈

 압전소자형 가속도계 센서라고 불리우는 진동 측정용 센서를 선정

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측정된 출력 산호를 수집, 분석함으로

써 총합적인 상태 감시와 진단이 이뤄지도록 전용 제어 유닛을 연계, 
구성하는 모듈을 설계하고 구성하였다. 3축 방향으로의 진동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압전소자형 진동 측정용 센서는 측정 가능 주파수 영

역대가 최대 5MHz로써 공작기계류의 주축 스핀들 부위에서 발생하

는 진동 등을 측정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이다.       
측정한 센서의 출력 신호를 분석함에 있어 다양한 수학적 알고리즘

을 이용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는 Beckoff 사의 Condition 
monitoring library를 선정하였으며, API는 신호 분석 및 변환과 통계

와 분류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FFT를 통한 스펙트럼 분석을 예로 들

면 인벨로프 스펙트럼뿐만 아니라 첨도 또는 크레스트 펙터와 같은 주

요 통계값을 계산할 수 있는 특징도 지닌다. 
본 구성 모듈에서 진동 측정용 센서로 부터의 출력 신호에 대한 분

석을 위해 사용된 API는 Fig. 1에 나타낸 개략도와 같이 EL3632 
(IEPE 입력 모듈)을 통해 들어 온 진동값을 FFT로 계산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Schematic diagram of total configurated API]

 

         [Proposed simple device configuration method]
Fig. 1 Concept of API configuration and proposed simple device 

  또한,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값들

을 실시간으로 비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작성을 한 스코프 ㅠ

ㅡ로그램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PC 혹은 모니터가 총합적으로 구성

되어지도록 하였다.

Fig. 2 Algorithm program in controller

Fig. 3 Photograph of fully integrated simple device

Fig.3에는 진동 측정용 센서로 부터의 출력 신호를 획득하여 분석하

고 비젼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 구성을 한 모듈의 사진을 나타내

었으며, 3축의 진동 성분 측정용 센서로 부터의 출력 신호를 포함하여 

추후 열전대 센서 등 다수의 센서들로부터 획득한 출력 신호들을 다양

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총 8개의 채널이 구비되도록 제어기가 

구성되어 있다.

3. 결 론

기존에 실험실에서의 사용을 위주로 한 고가형의 측정 장비 모듈을 

탈피하여 저비용으로 간편하게 구성하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

원의 측정, 분석 모듈을 제안하여 공구 선회형 볼스크류 중절삭 시스

템의 진동 측정용으로 적용하고자 구축하였으며 향후 개발 시작품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관련 측정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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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형 발사체에는 연료와 액화산소 등을 저장하는 추진제 탱크와 자

세제어 등을 위한 가스를 저장하는 고압탱크 등 다양한 탱크가 요구되

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사체에서 가장 큰 부품인 산화제탱크와 연료

탱크에서 무게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발사체 탱크의 재료는 극저

온 특성이 우수한 AA2219가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Al-Li 합금을 사

용함으로써 25%이상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AA2195의 고온에서 초소성 특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반구 제작에 활용하였다. 

2. 초소성 물성 평가

고온 인장시험의 목적은 유동특성이 좋은 온도 및 변형률속도 조건

을 찾는 것이다. 본 시험에 사용된 소재는 AA2195 판재로서 유동 조

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 및 변형률 속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였

다. 본 시험에 사용된 온도 및 변형률 속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온도 : 430 , 460 , 490

 변형률 속도 : 1x10-4, 5x10-4, 1x10-3 /sec 

3개의 온도조건과 3개의 변형률 속도 조건의 조합으로 총 9종류의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1 Stress-Strain curves at 460 [3]

3. 반구성형 해석

각 단계에서 구형의 형상을 유지한다면 가스압력, P와 등가응력 σ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인 Young and Laplace 관계에 따라 상세한 해

석은 membrane theory를 따랐다[2].  2개의 압력조건에서 수행된 벌

징시험시 측정된 벌징 높이를 이용하여 변형률속도민감지수(m)를 결

정하고,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시험과 해석의 차이를 최소화 시키

는 방법으로 가공경화지수(n)와 강성계수(K)를 얻었다. 그림-2에 반구

성형에 대한 해석결과가 나와있다.

Fig. 2 Analytical results of hemispherical forming 

4. 반구성형

반구 초소성 불림성형 해석을 유한요소모델은 축대칭 형상이며, 사

용된 요소형태는 4-node quadrilateral element로서 axi-symmetric 

solid property를 갖는 요소가 사용되었다. 또한, 상/하 다이는 운동이

구속된 강체로 처리되었으며, 소성변형 에너지의 열소산은 무시하였

다. 성형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은 압력 경계조건과 변위경계조건이 있

으며, 압력경계조건은 판재의 위쪽면에 부과하였으며, 변위경계조건

은 대칭축 선상에 존재하는 절점들에 대해서는 대칭 경계조건을, 블

랭크의 외곽에 위치하는 절점에 대해서는 모든 방향으로 구속조건을

부과하였다. 성형압력 프로파일 및 성형된 반구가 그림-3에 나와있다.

최대압력은 3100 sec에서 5MPa을 가했으며, 이후 일정하게 유지하

였다[3].  

(a)                           (b)

Fig. 3 (a) Forming pressure profile and (b) formed artic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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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형 복합가공기의 구조는 칼럼(column), 새들(saddle), 램(ram), 칼
럼 베이스(column base), 베드(bed)로 구분하여 대형 복합가공기 구조

를 설계할 때 각 구조의 강성 및 조립된 전체 시스템의 강성을 고려해야 

한다[1]. 설계 되는 가공기는 실제 가공품을 가공할 때 새들과 램의 위

치에 따라 강성과 처짐량은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대형 복합가공기의 

loop 강성을 해석할 때 가공 위치별 가공기의 loop 강성의 해석이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NX 10을 이용하여 새들과 램의 가공 위치에 따른 

강성과 처짐량을 A와 B형 대형복합가공기으로 구분하여 loop 강성 해

석을 수행한다[2]. 

2. 대형 복합가공기의 loop 강성해석

가공 위치별 대형 복합가공기의 loop강성 해석할 때 램은 최대이송위

치(1200mm) 및 최소이송위치로 설치하여 새들은 상부 위치, 가운데 위

치, 아래 부분에 설치한다. 새들과 램의 6개 부분에서 가공기에 대해 평

가하고 강성을 각각 분석한다. 램은 새들 위에 설치하고, 칼럼 및 새들

의 연결하는 부분을 이송시스템의 고려 없이 연결부분을 완전 구속한

다. 하중 조건은 자중 없이 공구 끝 절삭 반력 설정으로 RBE2 요소로 

적용하고 공구 끝점에 절삭반력 1kN으로 적용한다. 
Fig. 1과 같이 램은 최대 이송 위치(1200mm)로 설치하여 새들의 는 

상부 위치, 가운데 위치, 아래 부분에서의 A, B형 가공기의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a)A  type

(b) B type 

Fig. 1 Loop stiffness analysis by the maximum machining position of ram 

Fig. 2와 같이 램은 최소 이송 위치(0mm)로 설치하고 새들 상부 위

치, 가운데 위치, 아래 부분 설치위치에서의 A, B형 가공기 위치의 해

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 A type 

    

(b) B type 

 Fig. 2 Loop stiffness analysis by the minimum machining position of 
ram 

해석 결과를 비교 분석하면 X방향 강성을 고려하지 않고 새들을 상

부 위치에 두고 램을 최대 이송 위치로 설치 할 때 B형 가공기의 loop 
강성은 A형 보다 높아진다. 램을 최소 이송 위치로 설치 할 때 A형 

가공기의 loop 강성이 B형 보다 또한 높아진다. 새들은 가운데에 있을 

때 A형 가공기의 loop 강성이 B형 보다 증가한다. 새들을 아래 부분

에 설치할 때는 B형 가공기의 loop 강성이 A형 보다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산업기술 진흥원이 지원하는 경

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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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 에너지 비용 증가 문제로 에너지 소비

저감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규제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
작기계는 제조산업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표적인 장비이다.1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

해서는 공작기계의 에너지소비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

에너지 저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er)의 한 실례를 통해 공작기계와 그 핵심 

구성장치의 소비전력을 측정하고 에너지소비 형태를 분석하였다.

2. 소비전력 측정 실험

Fig. 1(a)는 본 실험에서 측정 및 분석 대상으로 사용된 3축 머시닝

센터(DMC 835V, DMG MORI)를 보여준다. 작업테이블 크기는 

1000mm×560mm이며, 18000RPM의 최고 주축회전속도를 가지며, 
380V 3상 전원을 사용한다. 가공대기 상태 및 NC가공 중의 머시닝센

터의 전체 소비전력 및 스테이지, 주축, 냉각기, 절삭유 공급장치, 공구

교환장치와 같은 핵심 구성장치의 소비전력을 각각 측정하였다. Fig. 
2와 같은 형상을 NC가공하였으며, 이를 위해 직경 10mm, 16mm의 

엔드밀과  직경 10mm의 드릴공구를 사용하여 절삭유의 공급과 함께 

밀링과 드릴링 가공을 수행하였으며, 2회의 공구교환이 이루어졌다. 
가공물의 재료는 S45C이다.

(a) Machining center used in the
experiment

(b) Installed voltage and current 
sensors

Fig. 1 Experimental setup

(a) CAD model (b) Actually machined workpiece

Fig. 2 Machined work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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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lectric energy consumption of a machining center

장비의 전체 소비전력은 상용 전력측정장치(WT1800, YOKOGAWA)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구성장치의 소비전력을 모두 측정하기 위

해 측정 채널수가 적은 상용 전력계를 대체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

류 센서와 다채널 DAQ를 사용하였으며, 전류값과 전압값을 이용하여

소비전력을 직접 계산하였다. 이 계산 방법은 상용 전력계에서의 측정

값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되었다. Fig. 1(b)는 소비전력을 측정하기 위

해 장비의 배전반에 전압계 및 전류센서를 설치한 모습을 보여준다.
Fig. 3은 측정된 머시닝센터의 전체 소비전력을 보여준다. 가공을 

하지 않는 대기시간에도 약 2900W의 전력을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가공 중에는 주축 모터, 스테이지 서보, 공구 교환장치,
절삭유 공급장치 등의 구동을 위한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소비되며, 이
실험에서는 최대 1900W 정도이다. 구성장치 중 냉각기와 절삭유 공

급장치가 많은 전력을 소비하였으며, 그 값은 각각 약 1800W, 530W
이었다.

3.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특정 NC가공을 수행하는 머시닝센터의 전체 소비

전력 및 핵심 구성장치의 소비전력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가공대기

및 가공 중의 대략적인 에너지소비 형태와 큰 에너지를 소비하는 구

성장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소비에너지 측정 및 분석 방법

은 장비 구조의 설계 개선, 주변장치의 에너지효율 개선, 가공공정 최

적화 등의 소비에너지 저감 전략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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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MPa급 백사이드 멤버 성형 공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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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는 충돌 안전성과 경량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두께 대비 강도가 높은 1.0GPa급 초고장력 강판 적용이 확대

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시트의 경우 편의 사양 확대로 자동차 구성품 

중에서 유일하게 무게가 증가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고장력 

강판을 적용하여 시트의 안전성과 경량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부품 중 승객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며 차량의 

측면 충돌이나 전복 등의 사고에서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 부품으

로 980MPa급 백사이드 멤버를 제작하기 위하여 성형 공법에 대한 연

구이며 성형 해석을 통해 파단 및 주름 등 성형성을 평가하여 금형 설

계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Fig. 1 Shape and Position of back side member in seat module

2. 성형 해석 조건

백사이드 멤버는 형상 깊이가 100mm 이상이며 제품 강성 확보를 

위해 플랜지부 둘레 방향으로 말려들어가는 형상으로 1단 성형 공정

으로 소재 강도가 높고 형상이 복잡하여 파단 발생이 예상되므로 2단 

성형 공정으로 성형 공법을 결정하여 성형해석을 수행하였다. 성형 해

석 S/W는 판재성형해석 상용 코드 인 Autoform을 활용하였고, 1단 

성형 공정은 스트로크는 20mm, 2단 성형 공정은 35mm로 분배하였

고, 성형해석 조건은 표 1과 같다.
백사이드 멤버 성형 공법은 냉간 성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드

로우 공법으로 상형, 하형 및 바인더로 구성되며, 상형이 하강하면서 

제품 형상으로 성형되며 바인더로 통해 소재의 유입량을 제어한다.

Name Value
Process 1st 2nd
Material SGAFC980Y

Thickness 0.8mm
Storke 20mm 35mm

Binder force 150kN 150kN
S/W Autoform

Table 1 Forming analysis conditions of back side member

3. 성형 해석 결과

그림 2는 블랭크 형상을 타원형으로 1공정 성형 해석 결과를 나타내

었다. 주름 발생은 없으나 형상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제품의 끝

단부에서 과도한 인장력으로 파단 발생이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

하여 비드를 삭제하였다. 그림 3은 비드 삭제 후 성형 해석 결과를 나

타내었다. 끝단부 파단은 해결되었지만 부분적인 유입량 제어가 어려

워 제품의 코너가 돌아가는 좁은 영역에서 겹침이 발생하였다.

Fig. 2 Forming analysis result of elliptical blank shape

Fig. 3 Forming analysis result after bead delete

드로우 공법으로는 파단과 주름을 동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상

부 패드가 구성되는 폼타입 공법으로 변경하였고, 블랭크 형상은 최종 

제품의 전개라인을 고려하여 이형의 블랭크 형상으로 성형 해석을 수

행하였다. 성형 해석 결과 파단과 주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고, 이
를 최종 금형 설계에 반영하였다.

Fig. 4 Forming analysis result of form type process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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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구조를 이용한 고성능 리튬이온 베터리 양극재 형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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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차전지는 전지가 완전히 방전된 후 다시 충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충전이 불가능한 1차전지에 비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다. 따
라서 스마트 폰, PC 등 일상의 필수품이 된 많은 전자 장치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리튬이온 전지는 이러한 2차전지의 종류 

중 하나이다.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성능

이 저하되지 않아 전기자동차 (EV),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HEV), 
첨단의료장비, 모바일 장치 등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미래 전자장치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 고출력의 전지 사용 조건에서 급격히 

전지 성능의 저하되는 단점이 있어 앞서 언급한 미래 전자장치로의 확

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성능 저하 현상의 주

요 원인 중 하나로 전지 사용에 따른 양극재 내부의 상변화(phase 
transformation)가 꼽히고 있다.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할 때, 양극재 

내부로 유입되는 리튬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양극재 내부에서는 상 

(phase)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특정 상에서 리튬이온의 확산성

(diffusivity)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리튬이온의 유입이 어려워지게 된

다. 리튬이온 유입의 어려움은 리튬이온 전지의 성능 저하를 유발하고 

이러한 현상은 고출력의 사용조건에서 특히 더욱 심각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

한 양극 재료와 구조를 이용한 양극재 설계를 통해 리튬이온의 확산 

성능을 증가시키고 리튬이온 전지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

고 있다.
초기에는 나노와이어(nano-wire), 나노시트(nano–sheet)와 같은 

1, 2차원의 형상을 구현하여 용량 감소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용량(specific capacity)과 고출력 조건에서의 안정성(rate 
capability)을 높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차원 재료의 경

우 높은 표면 에너지에 의해 서로 뭉치는(aggregation)하는 현상이 발

생하여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확산거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3차원 형상들이 제안되어 왔다. 예를 들

어 3차원 다공성(porous) 혹은 중공성(hollow)구조를 통해 표면적을 

증가시키고 리튬이온의 확산거리를 감소시킴으로써 용량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양극재를 다공성 구조로 설계하여 양극재 표면적을 넓힘으로써 양

극재에서의 리튬이온의 유출입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리튬이온 전

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기존에는 

단순히 공극률 조절을 통한 설계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공극의 분포

나 크기와 같이 다양한 인자에 따라 리튬이온 전지 성능의 성능을 분

석한 연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3D 다공

성 구조에 대한 리튬이온확산 양상을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

로, 기공이 미치는 양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최적의 성능을 갖는 형상 

설계를 위한 조건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해석 모델

LixV2O5 다공성 마이크로 구체를 Fig. 1과 같이 정의하였다. 다공

성 미세조직 구체는 500nm 의 지름을 가졌으며, 기공형상은 30nm 
의 지름을 가진 구의 형상이다. 기공의 위치는 무작위로 선택되었으

며, 불균일한 분포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 1(c)와 같이 

특정영역에 기공을 분포하도록 형상을 설계하였다.
 

Fig. 1 Design of porous structure in the cathode for high performance 
of Li-ion batteries. 

LixV2O5의 상전이에 따른 확산계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각 상에 

대한 확산계수 값을 대입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때 상의 범위는 

상평형도(phase diagram)을 이용하여 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를 통해 공극이 없는 단순 구형 양극재에 비해 다공성 구조

로 설계된 양극재의 경우, 고출력의 사용조건에서도 전지의 성능 손실

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충방전을 거듭함에 따

라 나타나는 비용량 손실 역시, 공극률 설계를 통해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양극재의 성능 향상에 탁

월함을 보이는 다공성 구조 설계일지라도 공극의 설계를 잘못할 경우 

이러한 설계가 무용지물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방

전율이 큰 고출력 사용 조건에서, 공극이 불균일하게 설계된 양극재는 

공극률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용량이 감소하며 전지 

성능 향상에 악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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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FPCB의 진공 Lamination을 위한 실리콘 Diaprhagm의 구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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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CB/FPCB 제조공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회로 패턴을 형성하기 위

해 패턴 형성용 감광물질인 Dry Film Resist(DFR)과 Substrate인 

PCB Panel을 압착하여, 열을 가해 균일하게 밀착시키는 Laminating 
공정이 필수적이다. 라미네이팅 공정 시 DFR 두께에 따른 평탄도 차

이에 의해 제품에 형성되는 저항 값이 변하게 되며, 이는 제품의 품질

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CB에 적층된 

DFR을 균일하게 밀착시키는 진공 Diaphragm 공정이 활용되고 있다. 
진공 Lamination 공정을 통해 DFR의 두께를 일정하게 성형해야 제품

에 형성되는 회로의 인쇄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공 Lamination의 정적해석을 통해 실리콘 Diaphragm
의 변형과 정적 응력을 확인해 공정의 신뢰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실리콘 Diaphragm의 유한요소해석

Diaphragm의 물리적 성질을 확보하기 위해 KS M6518 규격에 맞

춰 인장실험을 진행하였다. 시험편의 단면적은 17.5mm2이며 표점 거

리는 20이다. 실험은 Salt ST-1001장비로 시행했으며 시험 속도는 

500㎜/min으로 총 4회 반복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S-S Curve of Diaphragm

시험으로 얻은 S-S선도를 기반으로 Diaphragm 구조해석을 수행하

기 위해 5-term Mooney-Rivlin 모델을 사용하였다.

  
 

 


  




 


  




 (1)

이 때, W는 strain energy이고 I는 변형 불변량, J는 변형 전후의 체

적비이다. Mooney-rivlin 모델 상수는 표 1과 같다.
해석 조건은 Fig. 2와 이 설정하였다. 모델이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

기 때문에 해석시간 단축을 위헤 1/4모델로 해석하였다. Diaprhagm
에 –y 방향으로 6㎏/㎠ 압력을 가하고 지그 아랫면과 하판을 고정단

으로 설정하였다.

Table1 5-term Mooney-Riblin Material Parameter
C10(Pa) -1.3649×

C01(Pa) 1.621×

C20(Pa) 6.37×

C11(Pa) -2.3261×

C02(Pa) 2.662×

D1(1/Pa) 0

Fig. 2 Analysis Condition

3. 해석 결과 및 고찰

구조해석 결과를 Fig.3에 나타내었다. 모서리가 접히는 부분에서 응

력집중이 발생하였고, 이 부분에서 파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최대변형 26.11mm, 최대응력은 0.58MPa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

으로 새로운 모델을 이용한Diaphragm의 분석과 개선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추가적으로 Diaphragm의 피로시험을 통해 S-N 선도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피로해석을 통한 피로수명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3 Static Stress of Diaphragm
  

후      기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 [C148900001, 10μm 평탄

도의 초박형 FPCB/PCB 제조를 위한 10기압 급 하이브리드 진공 라미네

이터 개발]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RF-2015R1C1A1A020365 
47)

참 고 문 헌

(1) K. H. Hwang et.al, A study on Vacuum system for Laminator 
in the photovoltaic module process, Proceedings of KIIEE 
Spring Conferen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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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i 와이어소재의 테이퍼 나선가공을 위한 클램핑 이송기구의 개발

은수인, 맹희영*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Wire Clamping Transfer Mechanism for Tapered 
Helical Shape Ni-Ti Wire

S. I. Eun, H. Y. Meang*
서울과학기술대학교

Key Words : Drilling File, Ni-Ti, 5axis CNC

1. 서 론

드릴링 파일(File)은 치아 신경근관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치아 신경

을 제거하기 위한 Ni-Ti 소재의 테이퍼 형상을 가진 나선형 드릴링 파

일이다.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파일은 전량 미국 및 유럽에서 수입

되고 있으며 5축 CNC 연삭가공기에 의해 가공되기 때문에 가공효율

이 낮고 가공단가가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X, Y, Z의 이송테이블의 3축 자유

도와 틸팅각을 조절할 수 있는 스핀들의 1축, 파일의 헬릭스 각을 조

절할 수 있는 재료 이송부 1축으로 총 5축의 자유도로 구성되는 연삭

메커니즘을 고안했다. 또한 가공과정에서 전 절삭 과정에서 와이어를 

공급하여 주는 와이어 피드(Feed)장치, 가공 시 와이어를 잡아주는 자

동 클램핑척을 고안 및 제작했다. 

2. 연삭 메커니즘

Fig. 1 Dental drilling file modeling

드릴링 파일은 헬릭스각과 틸팅각을 가지고 있다. 헬릭스각 가공을 

위해서, Ni-Ti와이어가 고정된 이송테이블을 헬릭스각 만큼 회전시켰

다(Fig. 2, 왼쪽). 틸팅각 가공을 위해서 스핀들각을 ﾠ0°~12° 만큼 조

정할 수 있다(Fig. 3).

Fig. 2 Helix axis grinding mechanism

Fig. 3 Tilting axis grinding mechanism

Fig. 4 Ni-Ti transfer mechnism and groove guide for taperd shape

안내 홈을 이용한 와이어 고정 지지대를 제작함으로써 와이어가 처

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공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컴팩터의 기하학적 형상의 특성상 테이퍼 진 형상을 가공하기 위해 지

지대 자체에 각도를 주어 테이퍼 형상으로 가공할 수 있다. 또한 Ni-Ti 
부상력을 억제하여 안정적으로 미세한 와이어 소재를 헬릭스 나선 홈 

가공을 원활하게 가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이송테이블의 이송은 스텝모터와 볼스크류를 이용하여 구현했다. 
기구에 사용한 볼스크류는 0.005 mm의 위치결정도를 갖고, 리드는 5 
mm이다. 시퀀스제어를 통해 공작물 한 개의 가공이 완료될 때 까지 

완성품의 목표 길이인 21mm 이송된다. 본 실험에서는 총 20회의 가

공동안 이송량을 측정한다. 이송량 측정은 이송테이블 전면에 적외선 

거리 센서(IR Sensor)를 부착하고 이송 테이블의 이송량을 측정한다.
실험 결과 이송정밀도는 0.03 mm 이내의 유의미한 값을 가졌다.

TImes 1 2 3 4 5
Results 21.01 21.00 21.03 21.02 20.98
TImes 7 8 9 10 11
Results 21.00 21.01 20.99 21.00 21.00
TImes 13 14 15 16 17
Results 21.00 21.02 21.00 20.99 21.00
TImes 19 20
Results 21.01 21.00

Table 1 Measuring result of Conveying distance
(Unit : mm)

참 고 문 헌

(1) Maeng. H. Y., Baek. E. P., Yoo. J. S., 2010, Development of 
Grinding Mechanism for the OrthoMTA Compacters, Proc. of 
the KSMTE Autumn Conf., 214~217. 

145



한국생산제조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핸들링 로봇용 고하중 공구교환장치의 기구해석 및 시험 평가

홍대선1*, 전용재2, 이현열2

Structure Analysis and Evaluation through Test of a Heavy-Duty Tool Changer for High-Speed Handling Robots
D.S. Hong*(dshong@changwon.ac.kr), Y.J. Jeon, H.Y. Lee

창원대학교 기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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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자동화라인 설계 시제품의 다양화

로 인하여 혼류 생산 시에 라인 교체 시간의 단축과 품질의 유지확보

가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1 생산현장에서 다루

는 제품들을 보면 80kg이상의 고중량 까지 광범위한 제품 생산이 이

루어 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을 핸들링 하기 위해서는 고속 공구교환

장치 모델의 다양화가 요구된다.2 이전 연구에서는 고속 이적재 및 가

공공정 장탈착을 위한 실링구조를 갖는 공구교환장치로서, 고하중급 

부하 용량 별 100kg급과 150kg급 모델 2종을 개발하였고, 구조 해석

을 통하여 이에 대해 구조적 안정성을 검증하였다.3

본 연구에서는 고속 공구교환장치의 마스터부와 툴부가 결합 된 상

태에서 고속 이동 시 발생하는 모멘트로 인하여 결합이 분리되어 사고

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모멘트 해석 및 시험을 통해 구조 안정

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모멘트 측정시험 및 기구해석

모멘트 측정시험의 대상제품은 100kg급과 150kg급 모델 2종으로 

선정하고, 시험 장비로는 최대 500kN의 하중을 가할 수 있는 인장압

축 시험기를 이용하였다. 시험 방법은 공구교환장치의 두 부품인 마스

터부와 툴부를 지그와 조립을 하고, 지그를 시험기에 고정시킨다. 시
험기 로드를 1mm/min의 속도로 이동하여 Fig. 1과 같이 압축하중을 

가하여 모멘트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100kg급과 

150kg급의 허용모멘트가 각 개발 목표치인 800Nm와  1200Nm에 만

족하는지를 판단하였다. 

Fig. 1 Simplification of the moment test

본 고속 공구교환장치의 모멘트 시험에서 측정된 최대모멘트에 대

응하는 최대하중을 기준으로 기구해석을 수행 하였다.
3D 모델링을 제작하여 모멘트 시험과 동일한 경계조건으로 ANSYS 

Workbench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고,  최대하중을 가할 때 지그

와 고속 공구교환장치간의 결합상태 및 안정성을 판단하였다.

   

(a) 100kg Model             (b) 150kg Model
Fig. 2 Result of structure analysis

Model 100kg 150kg
Distance (d) 58.26mm 68.75mm
Max Force 38.23kN 52.47kN

Max Moment 2,227Nm 3,607Nm
Allowable Moment 800Nm 1200Nm

Table 1 Result of the moment test

4. 시험 및 해석 결과

모멘트 측정시험을 한 결과 허용 모멘트의 약 3배 초과하는 외부 모

멘트를 가한 경우에도 100kg급과 150kg급 두 모델 모두 변형이나 파

손이 발생하지 않았고 결합상태를 유지하였다.
모멘트 측정시험의 최대하중을 이용하여 기구해석을 수행한 결과 

발생하는 최대응력이 항복강도와 유사한 결과값을 나타냈다. 이는 시

험상에서 최대하중을 가했을 때 변형 및 파손이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이 기구해석 결과에서도 항복강도 내에 최대응력이 발생하여 결합

상태가 유지되고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속 공구교환장치 100kg급 및 150kg급 두가지 모

델에 대한 기구해석 및 모멘트 측정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 본 공구교환 장치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 결과를 다양한 용량의 공구교환장치의 설계 및 제작에 이용할 

계획이다.

참 고 문 헌

(1) Han, D. C., Lee, D. I., Song, Y. T., Lee, S. G., 2002, 
Development of  Control System of High-Speed ATC of 
Machining Center, KSPE, 125~132.

(2) SHer, Y. J., Lim, S. H., Lee, C. M., 2004, A Study on the 
Topology Optimization of the Fixed Address Type ATC Frame 
Using a Real Number Coding Genetic Algorithm,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ecision Engineering, 21:9 
174~181.

(3) Hong, D. S., Lee, H. Y., Jeon, Y. J., 2016, Development of a 
heavy-duty tool changer for high-speed handling robots through 
structural analysis, KSMTE, 170-170.

Model 100kg 150kg
Max Force 38.23kN 52.47kN
Max Stress 638.83MPa 644.25MPa

Yield strength 655MPa
Safety ratio 1.02 1.01

Table 2 Result of the structu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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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해석을 활용한 마이크로 분쇄기의 효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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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이크로분쇄기란 고압의 압축성 노즐로 원료를 마이크로 사이즈의 

입자로 분쇄시키고 회전하는 로터의 원심력을 이용해 원하는 사이즈

의 입도만 분리해 내는 분급 설비로 효율적으로 재료를 분쇄, 분급하

는 것이 마이크로 원료 제조 기술의 핵심 기술이다. 마이크로분쇄기의 

분쇄 및 분급 특성은 내부의 여러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분급 

성능을 좌우하는 임펠러의 형상 및 배열, 회전속도 등의 설계 변수들

은 내부 구조물의 수명 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챔버 내부의 분쇄 및 분급 현상을 가시화할 수 있는 실험적 

측정이 불가능하고 여러 물리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

제 설계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워 이를 시뮬레이

션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 해석 방법 및 내용

Fig. 1은 마이크로분쇄 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장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먼저 분쇄 영역에서는 입구 부분의 노즐에서 

높은 압력의 압축 공기를 분사하여 입자들 간의 충돌에 의해 분쇄시키

는 역할을 한다. 분쇄된 마이크로 입자들은 기류를 타고 회전하는 로

터 주위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로터 주위의 유동장은 Fig.1의 

우측과 같이 회전하는 유동장이 발생하며 입자 크기가 작은 경우 유선

을 따라서 로터 중심으로 모이게 되며 반면에 큰 입자들은 원심력에 

의해 유선에서 벗어나 원하는 작은 사이즈의 입자들을 분리해 낼 수 

있는 원리이다. 따라서 원하는 입자 크기를 분급시키기 위해서는 마이

크로 입자에 발생시키는 원심력과 구심력을 컨트롤해야하며 로터의 

rpm과 출구 압력의 비를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 

Fig. 1 Schematic of mocorsizer

마이크로분쇄기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유동장 해석과 분체 입

자 해석 기술이 필요하다. 유동장 해석은 Navier-Stokes 방정식을 활

용하여 해석하고 입자 해석[1]은 Lagrangian 기법인 뉴턴의 2법칙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마이크로 입자들은 매우 가볍기 때문에 

유동장을 교란시키지 않으므로 유동장 해석 후 입자 시뮬레이션을 하

는 것이 경제적인 방법이다. 또한 로터-블레이드 회전에 의한 입자와 

블레이드의 충돌 계산을 하지 않고 유동장의 효과만 반영하여도 입자

가 유선을 벗어나는 상대 속도가 유선을 따라가는 속도에 비해 매우 

느리기 때문에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먼저 장치의 내부 유동장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로터가 회전하고 있

는 정상 상태의 유동장 결과를 활용하여 samadii/dem 해석 프로그램

으로 유동장 내 입자 거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3. 해석 결과

마이크로분쇄기를 모델링 한 후 유동장 해석을 수행하였다. 출구와 

노즐의 입구의 경계 조건은 160의 유량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회전체인 로터는 5,000∼14,000rpm으로 해석하였으며, 난류 모델은 

ke-모델을 사용하였다. 입자는 5um부터 30um까지 5um 씩 증가시킨 

입자들과 40,50um 입자들을 각각 2,930개씩 챔버 하단에 생성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Fig.2는 각각의 rpm별로 입자들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상대적

으로 회전 속도가 낮은 5,000rpm에서는 25um 이상의 입자들이 챔버 

출구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로터 블레이드로 들어갔다가 원심력에 의

해 다시 빠져 나가는 것을 반복하였다.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빠져 

나가지 못하는 입자의 크기가 작아졌고 10,000rpm 이상의 조건에서

는 5um 입자들만 빠져 나가고 나머지 입자들은 챔버 내부에 계속 머

무르는 결과를 얻었다. 14,000rpm의 그림을 보면 10~15um입자들은 

블레이드 팁 근처에서 머물며 띠 형상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보다 큰 입자들은 더 큰 궤도를 가지고 로터와 챔버 사이의 유선을 

약간 벗어난 궤도를 가지며 순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2 Particle distribution with rpm

4. 고   찰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입자 해석을 통한 높은 분쇄 및 분급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운전 조건 및 설계 변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

로 향후 연구를 진행한다면 에너지 효율 및 내구성 높은 장비 제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제품 설계 능력의 정량화 및 

개발비 절감은 물론 제품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후  기

이 논문은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SW 활용보급 기

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과제번호 N00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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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논문의 목적은 양방향 유체-구조 연성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얇

은 구조물과 초탄성 재료로 이루어진 소프트 로봇의 동작을 예측하는 

것이다. 종래의 소프트로봇 시뮬레이션은 재료가 강체 또는 단일 탄성 

계수를 갖는 모델로 가정하기 때문에 초탄성 재료를 갖는 소프트로봇

의 거동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입력 공압에 따라 얇은 두께

와 초탄성 물질로 구성된 소프트로봇의 정확한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위의 특성을 반영한 양방향 유체-구조 연성해석의 기법 개발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양방향 유체-구조 연성해석을 이용하여 박막과 초

탄성 재료로 구성된 소프트로봇의 거동을 분석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

프트로봇의 거동과 제어를 예측할 수 있다.

2. 소프트로봇

소프트로봇은 기존의 강체 기반의 로봇과 달리 부드러운 재질로 이

루어져 있어 무수한 자유도를 통한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은 전통적인 강체 기반 로봇에서 발생하는 인명 및 제품 피해, 그
리고 움직임의 제한으로 인해 생기는 낮은 작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소프트로봇이 발전함에 따라 소프트로봇의 두께는 점차 얇아지고 

초탄성 소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두꺼운 두께와 현재의 

얇은 두께를 갖는 소프트로봇을 Fig. 1(a)와 (b)에 나타내었다. 종래의 

소프트로봇 시뮬레이션은 재료를 강체 또는 단일 탄성계수를 갖는 모

델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소프트로봇의 실제 거동과 

시뮬레이션 결과 값의 차이를 보이므로, 정확한 시뮬레이션의 구축이 

필요하다.

(a) Soft robot with thick wall

(b) Soft robot with thin wall

Fig. 1 Soft robot with different thickness and material

3. 양방향 유체-구조 연성해석 개발

유체-구조 연성해석은 전산유체해석과 구조응력해석이 결합되어 유체

와 구조물간의 상호 반응이 고려된 해석 기법을 의미한다. 유동장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구조물에 적용하는 것만 고려한 단방향 해석기법과 다

르게, 양방향 유체-구조 연성해석은 매 time step마다 변화하는 유동장

과 구조물을 해석에 적용시켜 보다 정확한 해석 값을 도출할 수 있다.
소프트로봇은 초탄성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어 기존의 탄성체와는 다른 대변형 문제를 수반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소프트로봇 시뮬레이션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실제 초탄

성 재질의 물성치를 대입하였고, 양방향 유체-구조 연성해석 기법의 

개발을 통해 얇은 벽 구조를 갖는 소프트로봇의 대변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소프트로봇의 초기 상태에서 종반

부까지의 거동 과정을 매 time step마다 확인할 수 있으며, Fig. 2에 

초기, 중간 및 종반부의 소프트로봇 거동을 도시하였다.

Fig. 2 Two-way FSI analysis of thin-walled soft robot

소프트로봇은 작업환경과 용도에 따라 조금씩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두께 및 재질에 변형량과 거동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개

발한 양방향 유체-구조 연성해석 기법은 다양한 형태, 두께 및 재질을 

가지는 소프트로봇의 변형과 거동 방식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소프트로봇 연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1) Rus, D., and Tolley, M. T., 2015, Design, fabrication and 
control of soft robots, Nature, 521. 467~475.

(2) Yu, K. R., Étienne, S., Hay, A., Pelletier, D., 2015, Code 
verification for unsteady 3-D fluid-solid interaction problems, 
Theoretical an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29. 455.

(3) Bordère, S., and Caltagirone, J. P., 2014, A unifying model for 
fluid flow and elastic solid deformation: A novel approach for 
fluid–structure interaction, Journal of Fluids and Structures, 
51. 344~353.

148



한국생산제조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소프트로봇 액추에이터에 사용되는 탄성 씰의 개발

한동석, 한석영*

Development of an elastomeric seal for a soft robot actuator
D. S. Han, S. Y. Han*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Key Words : Elastomeric seal, Hyper-elastic, Soft robot actuator, Frictional force, Low speed and pressure, Shape optimization

1. 서 론

탄성 씰(seal)은 구조가 단순하고 유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

(sealing) 성능이 우수하여 정밀한 누설 제어가 요구되는 영역에 광범

위하게 사용된다. 자동차 워터 펌프 등에 적용되는 간단한 형태에서부

터 항공, 해양, 화학 공정 산업의 기계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용되

고 있으며, 우수한 밀봉 성능을 요구하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항공기 

엔진, 핵잠수함 추진기 그리고 미사일 및 로켓 추진 엔진의 시스템 등

에도 사용되고 있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프트로봇 액추에이

터에 사용되는 탄성 씰의 경우, 저속 및 저압의 환경에서 사용되므로 

고속, 고압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씰과는 다른 단면 형상을 가져야 한

다. 본 논문에서는 저속 및 저압 환경의 소프트로봇 액추에이터에 사

용되는 탄성 씰의 마찰력과 마찰력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성 씰 

단면의 형상 최적화를 수행하고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2. 탄성 씰의 단면 형상 최적화

Ansys를 이용한 해석 시 단면에서 밀봉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접

촉압력과 유체압력이 비교되어야 한다. 즉, 접촉압력이 유체압력보다 

큰 조건을 기본으로 프로그램 해석을 통해 결과 값을 도출해 낼 수 있

다. Fig. 2와 같이 설계 영역 내에서 접촉 면적과 접촉 위치를 설계 변

수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최적화한 결과를 얻어냈다. 기존 소프트로봇 

액추에이터에 사용하는 O-ring과의 결과 값을 비교해 볼 때, 마찰력이 

감소하고, 마찰력 변동 폭을 완화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1 Elastomeric seal for a soft robot actuator

Fig. 2 Geometry (left) and simulation (right) of the optimized elastomeric 
seal

3. 실험 및 고찰

단면 형상 최적화된 탄성 씰의 시뮬레이션 결과 값에 대해 유효성을 

입증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마찰력 측정을 위한 실험기구는 Fig. 
3과 같다. 탄성 씰 마찰력 시험은 실린더를 실린더 지그에 의해 테이

블 벤치와 고정시킨다. 실린더 내부에는 탄성 씰이 밀봉 기능을 하는 

피스톤이 직선운동을 하도록 한다. 피스톤과 연결되어 있는 리니어 모

터를 설치하여 저속 영역에서의 속도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피스톤이 직선운동을 하면서 밀봉 역할을 하는 탄성 씰의 마찰력을 측

정하였다.

Fig. 3 Test bench

탄성 씰의 경우 유체의 속도와 압력에 따른 밀봉 성능을 고려해야 

하고 마찰력과 마찰력 변동에 따라 단면 형상을 최적화하여 형상을 변

경시켜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탄성 씰은 마찰력 및 마찰력 변동

을 줄이는 형상이기 때문에 기존 씰에 비해 긴 수명과 우수한 성능으

로 소프트로봇 액추에이터와 관련된 산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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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출공정에서의 제품 품질이 높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제품의 성형성의 사전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이 등장하

였으며, 이를 통해 사출공정의 최적화, 제품 품질 및 사이클 타임 단축 

등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사출 성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열

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사출 시 열이 부족하게 되면 미성형

이 발생되고, 이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성형시키기위해 과한 사출압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사출기 수명을 단축시킴과 동시에 금형이 사출압

에 의해 밀려나면서 치수의 불량을 가져올 수 있다.

2. 사출성형해석 실험

본 사출성형해석 실험에서는 10*30*1.0 mm의 치수를 가진 제품을 

이용하여 성형해석을 진행하혔다. 해석 프로그램은 Autodesk의 

MoldFlow 2010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재는 Generic PP를 사용하였

다. 여기에서 Generic PP는 MoldFlow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소재

이다. 소재는Table 1의 물성치를 가지고 있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Generic PP

일반적으로 사출성형에서 소재의 균일한 충전을 위해 난류유동상태

로 만들며, 이 경우 높은 대류열전달계수가 나타나게 된다. 대류 열유

속은 열이 표면으로부터 전달되면 positive, 열이 표면으로 전달되면 

negative로 표현되나, Newton의 냉각법칙에서는 Eq. 1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류열전달계수는 열 유속을 나타내는데 있어

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q. 1 Newton's law of cooling

열 유속이 높아지게 되면 열의 난류가 발생되고 이는 열의 교환이 

큰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열 유속을 낮게 하는 것이 사출성형

에서의 주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열 유속이 지나치게 낮게 

되면 냉각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유의해야 한다. 연구진행에 사용된 

소재의 열 전달계수는 0.164W/m-C 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출 시간은 

1.0 sec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그 이외의 조건은 MoldFlow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값으로 사용하였다.

″ 열유속
 대류열전달계수
 표면온도
∞ 유체온도

Generic 
PP

Temperature 240℃
Thermal conductivity 0.164 W/m-C

Mold Temperature range 20℃ ~ 60℃
Melt Temperature range 220℃ ~ 260℃
Transition Temperature 111℃

″  ∞ 

3.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1 Fill time

Fig. 1의 결과를 봤을 때, 20℃와 40℃에서 미성형이 발생되었다. 
Case 3는 제품 말단부까지 문제없이 성형되어 유동정지온도를 확인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미성형이 발생한 Case 1 과 Case 2의 열 유속은

각각 36.08W/m과 32.80W/m으로 나타났으며, 미성형이 발생되지 

않은 Case 3의 경우 29.52W/m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하여 Case 1의 열 유속 값이 가장 크며, 미성형 정도 

또한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열 유속은 제품의 성형성에 

큰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향후 

성형해석을 통하여 성형 가능한 최소의 유동열유속을 계산한다면 제

품 생산시간의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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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어로젤(Aerogel)은 단열성과 발수성, 흡음성, 내열성, 경량성 등

이 우수한 소재로 산업용 첨가재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나 그간 양산

의 어려움과 어플리케이션 부재로 산업의 활용도가 저조하였다. 특히, 
에어로젤 블랑켓의 건조공정은 건조장치의 면적을 최소화 하면서 건

조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생산단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열전달 및 증발 해석을 수행하여 건조공정 상의 다

양한 변수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 에어로젤 블랑켓 제작을 위

한 최적의 건조공정 조건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해석 방법 및 내용

증발을 고려한 열전달 해석을 위해 헥산 농도 변화율을 온도에 의존

하는 아레니우스 식으로 가정하였다. 이때 기화는 온도 상승에 의해 

일어나며 기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면 1차 속도로 반응이 진행된다고 

가정하였다. 증발에 따른 온도 감소는 열전달 기본 방정식에 생성항으

로 들어가게 된다. 

증발 해석을 위해 ㈜에스앤위즈의 CAE 소프트웨어인 ThermoSYS
를 활용하여 열전달 및 증발 해석을 수행하였고, 다양한 공정변수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헥산 건조를 위하여 공정 조건 중 

블랑켓 이동 속도, 가열판 위치, 가열판 온도, 분위기 온도 등에 대한 

증발 효율을 분석하였다. 해석 시 기본 공정 조건은, 가열판 최대 온도 

220℃, 헥산의 증발온도는 57℃로 가정하였다. 헥산의 초기 농도는 

실제 조건에 따라 6L/m²이며, 이를 밀도로 환산하면 20Kg/m³정도로 

변환할 수 있다.

Fig. 1 Concept Map of Aerogel Blanket Manufacturing Equipment

3. 해석 결과 및 고찰

기본 공정 조건에서의 온도 분포 분석 결과 가열판이 부착된 지역에 

블랑켓이 도달하자마자 바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여 하부판 기준

으로 2번째 가열판에 도달하면 약 200℃까지 온도가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헥산 회수 장치로 인해 상부 가열판이 없는 지역에 도달하

면 급격히 온도가 저하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Fig. 2 (a)를 통

해 확인 할 수 있다. 

기본 공정에서의 헥산 잔량 분포는 Fig. 2 (b)에 나타내었으며, 좌/
우 양끝단으로 헥산의 잔량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균일

한 제품을 위해서는 상/하부의 건조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열판 온도에 따른 해석을 수행한 결과는 Fig. 2 (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5% 이하로 헥산 잔량을 유지하려면 가열판의 온도

를 22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Fig. 2 (d)에서 가열판 위치에 따른 해석 결과 전체적으로 헥산의 

잔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5% 이하 헥산 영역은 위치를 조정했

을 경우 일정 거리만큼 증가함에 따라 상부 가열판을 붙이는 것이 효

율적이라고 판단된다.

(a) Overall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the Process 

Condition

(b) Overall Balance Distributions of 
Hexane in the Process Condition

(c) Hexane Balance by 
Temperatures of the Hot Plate

(d) Simulation Results by Adjustment 
of the Hot Plate Position

Fig. 2 Heat Transfer Analysis

본 연구를 통해 에어로젤 블랑켓을 제조하는 기존의 공정기술과는 

차별화 되고 분진이 날리는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새로운 공정 기술을 

확보 할 수 있었다. 또한 에어로젤 블랑켓은 경제적인 친환경 소재로 

Oil & Gas산업의 단열재, 건축물, 생활가전 등 기존 단열재의 대체는 

물론 우주항공 등 특수산업으로 활용이 확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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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때 사용되는 LMU는 일래스토

머릭 베이링(elatomeric bearing, 이하 EB)과 철판이 여러 층으로 적

층된 구조로 되어있다. 장착 지점마다 작용하는 수직하중이 다르므로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변형이 발생하도록 압축강성이 다르게 설계되

어야 한다. 베어링 내부에 보강된 보강판의 크기와 보강판 수에 따라 

강성이 다르므로 분석을 통해 요구하중에 적합한 EB설계가 가능하도

록 해야 한다.

2. 강성평가를 위한 해석

LMU용 EB는 축대칭모델로서 해석모델의 단면 치수는 Fig. 1과 같이 

정의된다. EB의 압축 강성 분석은 ANSYS 17.1을 사용하였다. EB는 점

탄성 재료로 압축 강성을 분석하기 위해 변위를 제어하여 반력을 산출하

는 형태로 해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상부 철판을 고정하고 하부 철판의 

수직 변위를 0에서 60mm까지 10mm 간격으로 변위를 제어하였다. 

Fig. 1 Dimensions of a elastomeric bearing for LMU

3. 구조해석 결과 및 고찰

Fig. 2는 보강판의 두께가 일정할 때 폭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 강성
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Fig. 3은 보강판의 폭이 일정할 때 두께가 증가
함에 따라서는 압축 강성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2 Force-displacement curve of EB according to the width of reinforced 
plate (Ns=1)

Fig. 3 Force-displacement curve of EB according to the thickness of 
reinforced plate (Ns=1)

EB의 압축 강성은 보강판의 두께보다는 폭에 더 큰 영향 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0mm의 동일한 압축 변위에서, 1열 보강판을 갖는 EB
의 탄성체(elastomer)와 보강판의 응력분포 결괏값을 확인해보면, 보
강판의 두께는 EB의 압축 강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보강

판 자체의 강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두께가 3mm, 9mm인 1열을 

가지는 보강판을 50mm의 동일한 압축 변위에서의 응력분포를 비교

해보면 222MP과 112MP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보강판 자체의 안전

율도 고려해야 한다.
Fig. 4는 두께를 6mm로 고정하고 적층 수에 따른 압축 강성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보강판의 폭 변화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 Force-displacement curve of EB according to the layer number 
and width of reinforced plate.

Fig. 4를 보면 보강판의 적층 수가 증가함에 따라 EB의 하중-변위 
그래프는 선형에서 2차 이상의 곡선 형태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LMU용 EB는 하중-변위 그래프가 선형에 가까운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보강판의 적층 수를 키우는 것보다는 보강판의 폭을 증가시
키는 것이 하중-변위 그래프를 선형으로 유지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의 압축 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강판의 적층 수를 늘리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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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양광 발전기는 구조물의 특성상 야외에 설치하므로 태풍이나 폭

우와 같은 극단적인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의 강성이 요

구된다. 태양광 발전기에는 자중, 풍하중, 적설하중, 지진하중이 설계

하중으로 적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한 추적형 태양광 발전기의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풍압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풍압시험을 

수행하였다. 풍력기(blower)를 사용하여 풍압을 적용하였고, 풍력기의 

위치를 변수로 하여 구조물에 부착한 스트레인 게이지를 통해 변형률 

및 응력을 측정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2. 풍 압 시 험

본 추적형 태양광 발전기 풍압시험에서 사용한 풍력기(blower)는 

직경 ∅20000mm인 원형으로 최대 40m/s의 풍속을 갖는다. 또한, 풍
력기에 의한 내풍압 성능에 대해 시험하기 위해 풍력기의 위치를 변수

로 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구조물에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

하여 변형 및 응력을 측정하였고, 사용한 스트레인 게이지는 

AP-11-S15S-120-E로 gage factor는 2.1 ± 0.5%, 저항은 120 ± 0.2%
이다. Fig. 1은 시험장치 사진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험조건은 풍력기

의 위치를 태양광 발전기의 정면 중앙 상부, 정면 중앙 좌측부, 후면 

중앙 상부, 후면 중앙 하부이며, 풍속은 40m/s로 1분간 가압하였다. 
내풍압 성능을 평가시험은 지정위치(4개 소)에 풍력기(직경 2000mm)
를 배치한 후 해당 풍압(40m/s, 1분간)을 적용한 뒤에 풍압을 제거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태양광 발전기의 크기(외경)는 

3025×2970×2406mm(W×D×H)이고, 설치 각도는 70.2°이다.

Fig. 1 Experimental setup

3. 실험 결과 및 고찰

유한요소 해석결과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는 지점을 선정하여 스트

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였고, 변형률 데이터는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P3 
indicator를 사용하여 풍압이 가해지는 1분간 측정하였다. 시험조건별 

응력 데이터를 Fig. 2에 나타내었다. 풍력기(blower)의 풍속이 0에서

40m/s로 증가하기 때문에 변형률의 최대값을 풍속 40m/s일 때의 변

형률(μmm/mm)로 가정하였고, 각 조건에 해당하는 최대 응력(MPa)
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Strain(μmm/mm) Stress(MPa)
Back_center_top 317.95 63.59

Fig. 2 Stress of tracker

Table 1 Maximum strain and stress

Fig. 2 후면부의 풍압이 작용하여 인장응력이 나타났다. 풍력기

(blower)가 태양광 발전기의 상부에 위치함으로써 고정단인 기둥에 

큰 모멘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응력이 크게 발생하였다. 풍력기의 크

기가 태양광 모듈의 크기의 약 1/3정도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풍력기

가 구조물 전체를 포함하는 환경에서의 강성평가가 필요하다. 시험에

서 측정된 응력의 크기는 재료의 인장압축 항복강도인 250MPa과 비

교하여 1.8의 안전율을 보이므로 안전하게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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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훈1, 신주용2, 이권희1*

Analysis of bending strength of spur gear
J. H. Byeon, J. Y. Sin, K. H. Lee*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1, 우수AMS2

Key Words : Bending strenth, Spur gear, Finite elements analysis, HPSTC

1. 서 론

기존의 기어 설계는 AGMA 코드 및 ISO규격을 이용하여 설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기어의 

굽힘강도 해석을 실시하여 AGMA 코드의 수식과 강도 값을 비교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어의 유한요소해석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한 후 추후에 자동차 차동기어 장치에 사용되는 베벨기어에 대한 

굽힘강도,면압강도 해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한요소 해석을 위하여 

상용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2. 스퍼기어의 유한요소해석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어의 제원으로는 Table 1과 같고 재료의 물

성치는 210GPa, 프와송의 비 0.3인 등방성 재료이며 물림률은 1.628
이다. 기어의 물림률이 1.628이라는 것은 치면이 접촉할 때 62.8%가 

2쌍의 치가 접촉한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니언과 기어의 각각 1쌍의 물림 최고점에서의 유

한요소해석 값과 AGMA 코드의 값을 비교하였다. 기어-피니언의 1쌍
의 치가 물리는 길이를 구한 후 이를 기하학적인 각도로 환산하여 유

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니언-
기어의 1쌍을 유한요소모델을 생성한 뒤 피니언의 내측부에 완전 고

정을 한 뒤 기어에 토크를 부여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 해

석을 수행하여 나타는 결과 값은 Table 2와 같다. 

                           pinion             gear
Number of teeth     24                30

Module 3
Pressure angle(°) 20

Pitch diameter(mm)     72                90
Base diameter(mm)   67.658            84.572

Torque(N) 50⨯103

Table 1 Data of pinion and gear 

3. AGMA 수식을 이용한 굽힘강도 

AGMA2001-B88을 이용한 스퍼기어의 굽힘강도 계산은 식(1)과 

같다. 각각의 계수가 의미하는 값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


·

 ·
···                (1)

본 연구에서 피니언-기어 HPSTC지점에서의 각 계수를 식(1)을 이

용해 굽힘응력을 구하여 유한요소해석 값과 비교한 결과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Symbol                     Meaning        
m Module
F Gear Thickness
J Bending Strength Geometry Factor

Wt Tangential Force
Ka Application Factor
Km Load Distribution Factor
Kv Dynamic Factor
Ks Size Factor
Kb Rim Thickness Factor
KI Idler Factor

Table 3 Meaning of the symbols used in Eq(1)

                 FE Analysis        AGMA Standard  
Gear 145.1MPa 161.25MPa

Pinion 175.4MPa 214.71MPa

Table 4 Maximum stress of the bending stress analysi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피니언의 HPSTC 지점에서 유한요소해석과 AGMA 
수식을 이용한 결과 값이 약 10%의 오차를 보이며, 기어에서는 약 

20%의 오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AGMA 규격을 활용한 결과값이 보

수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추후에 차동기어 장치에 사용되는 베

벨기어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각각 비교할 예정이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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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향 시스템은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바꾸기 위한 장치이며, 일반적

으로 앞 차축에 구성된 휠을 조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장치

는 기구학적 링크 구조로서, 이러한 링크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사양과 여기서 요구되는 최소 선회반경이 있어야 한다. 
최소 선회반경은 선회할 때에 선회 중심에서 가장 먼 휠까지의 거리

를 의미하며, 우회전 할 경우에는 차량의 앞 차축의 좌측 휠이 기준이 

된다. 이를 고려하여 좌·우 측의 휠의 조향각을 결정하기 위해 

Ackerman theory를 사용하게 된다1,2. 이 이론에 의하면 뒤 차축의 휠

이 조향되지 않을 경우 선회 중심은 뒤 차축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게 

되며, 이와 함께 최소 선회반경을 고려하게 되면 최대로 조향될 때의 

좌·우측 휠의 조향각이 결정되게 된다.
최대 조향각이 결정되면 좌·우측의 조향각을 연결하는 링크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이 링크는 4절 링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Trapezoidal 
linkage라 한다. Trapezoidal linkage는 4절 링크를 구성하는 Link의 

길이와 Link간의 각도에 의하여 좌·우측의 조향각 관계가 결정되며, 
이는 비선형적인 관계를 갖는다1,2. 이로 인하여 Ackerman theory를 

이용하여 최대 선회반경에 대한 최대 조향각을 설정하여도, 이보다 작

은 조향각에 대하여서는 Ackerman theory를 따르지 않게 된다. 따라

서 조향각에 따라 선회 시 차량의 자세의 차이가 생기며, 결과적으로 

운전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Trapezoidal link 구조

를 고려하여 Ackerman theory를 최소한으로 벗어나는 최적의 조향 

링크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한다. 

2. 기구학적 조향 링크 설계

조향 링크를 설계하기 위해 차량 모델을 가정하였으며, 이는 축의 

길이를 K, 축간 거리를 L이라고 하였을 때에 Fig. 1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여기서 링크 구조에서 휠까지의 거리는 고려하지 않았다. 

Fig. 1 Concept of Ackerman theory

Ackerman theory에 따를 경우 좌·우 휠의 조향각 관계는 식 (1)과 

같으며, 선회 중심은 차량의 모델을 알면 최소 선회반경 min을 이

용하여 구할 수 있다.3 

cot  cot


                                       (1)

최대 조향각을 구한 후 조향 링크를 설계하기 위하여, 이를 Fig. 2와 

같이 모델링하였으며, 구성된 모델링의 관계식은 식 (2)와 같다. 여기

서 은 절점 , 와  , 를 연결하는 링크의 길이, 은 절점  , 
를 연결하는 링크의 길이를 의미한다. 

Fig. 2 Steering linkage










 

cos        (2)

위의 식을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식 (3), (4)를 식 (2)에 대입하면 식 

(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

 coscos  cos                         (4)

                                              (5)

구성된 식 (5)에 최소선회반경 중심점과 다른 임의의 선회 중심점에 

대하여 변수를 입력하여 조향 링크를 설계할 수 있다. 
이 때에 선정하는 임의의 선회 중심점에 따라서 조향각에 따른 선회 

중심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뒷 차축 선상인 steering pole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확인하여 최적의 조향 링크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적용한 차량 모델의 변수들은 Table 1과 같다. 

차폭 () 920 mm
축간거리 ( ) 1900 mm

최소선회반경 (min ) 3500 mm

Table 1 Parameters of c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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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온의 철강 제품을 짧은 시간 내 급랭하면 제품 표면으로부터 내

부까지의 조직에 마르텐사이트 변화가 진행되면서 매우 단단한 금속

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고강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온 가열 

된 철강을 짧은 시간 내 급랭시키는 과정인 퀜칭(Quenching)이 필요

하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외부와 내부간의 냉각 속도 편차가 발생한

다1. 냉각 속도의 편차가 지속되면 최종 냉각된 제품의 강도, 경도 등

의 품질이 하락하고, 크랙 및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냉각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조 내 수류에 관한 연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냉각수조 및 제품, Crane, 슬러지, 터빈을 모델링하고 퀜
칭과정에 대한 CFD해석을 진행하였다. 수조 내 Crane의 높이, 슬러

지의 높이, 터빈의 속도를 변수로 설정 후, 수류 변경을 통하여 제품의 

냉각 속도를 개선하였다.

2. 경계 조건

퀜칭시 적용되는 유체는 water이며 난류 모델은 standard       모
델을 사용하였다2.수조 내 잠입이 완료된 형태의 Crane과 냉각 제품을 
받치는 밑판, 퀜칭 진행시 생성되어 수조 하부에 침강되는 슬러지를 
Fig. 1과 같이 모델링하여 벽면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였다. 수조의 
Inlet과 Outlet, 벽면의 경계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벽면 온
도는 실험값을 적용하여 경계조건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Mesh 
Motion 기법을 적용하여 터빈의 회전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냉각 
제품은 24A Steel Elbow 3개로 설정하여 밑판 위에 동일 간격으로 
배치하였으며, 제품들은 실제 퀜칭이 일어나기 직전의 온도를 설정하

여 5초 간격으로 제품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a) Schematic of water tank (b) Flow chart of System
Fig. 1 Schematic of Quenching system

Fig. 1 (a)은 퀜칭 시스템의 모델링 형상을 보여준다. (b)는 퀜칭 

해석시 적용되는 슬러지 높이, Crane 높이, 터빈의 각속도 변경 

등의 퀜칭 프로세스 절차를 보여준다.
Table 1 Variables of Inlet and Outlet

Location Variables

Inlet
Velocity = 1 [m/s]
Temperature = 300 [K]

wall Non slip
Adiabatic

Outlet Pressure = Atmospheric pressure

퀜칭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에 따라서 제품의 냉각 속

도를 측정 한 뒤, 냉각 속도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는 변수를 퀜칭 

프로세스의 적용하였다.

3. 해석 결과

퀜칭 해석시 온도 변화를 줄 수 있는 Case 중에서 슬러지의 높이가 

0cm일 때(슬러지가 없을 때), Crane의 높이가 160cm일 때, 터빈의 회

전 속도가 1500rpm 일 때, 제품들의 냉각 속도가 크게 줄어드는 개선

된 결과를 보였다. Fig. 2 (a)와 (b)는 수조 내 유동 속도 분포를 나타

내고 있다. (a)에서는 수류의 속도가 0.152m/s 이하로, 입구의 직경대

비 유속이 낮아 수조내의 유동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입구 주

변에 수류가 머물러 있는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b)에서는 개선된 결

과 값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조내의 유동이 터빈으로부

터 1m/s 이상의 수류가 뻗어나가면서 제품 주위에 유동이 흐르는 결

과를 보였다. Fig. 3은 퀜칭 속도 최적화 전과 후의 제품온도 측정 결

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목표 냉각 온도까지 개선 전에는 약 500s, 개
선 후에는 약 350s가 소요되어, 제품의 냉각 시간이 30% 감소되었다.

(a) Before improvement (b) After improvement

Fig. 2 Velocity distribution comparison 

Fig. 3 Comparison of temperature No.1 before and afte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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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FOAM을 활용한 웹기반 실내공조 시뮬레이터의 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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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performance of a web-based HVAC simulator using OpenFOAM
H. S. Jeong*, S. K. Yi, D. Y. Jung, J. W. Lee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가상설계센터 전산설계연구실1, (주)코웨이2

Key Words : Web-based HVAC simulator, CFD, OpenFOAM, Performance analyzing

1. 서 론

Modeling and Simulation(M&S)은 근래에 들어 선진국에서 제조

업의 혁신을 위해 확대 도입하는 추세이며, 개발 시간 감축 및 개발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기술이다[1]. 본 논문에

서는 엔지니어링 M&S 기술을 실제 제조 분야에 접목시켜 웹기반 실

내공조 시뮬레이터를 구현하고, 구현된 시스템 상의 각 처리 단계를 

시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미치는 요소를 알아

보고자 한다.

2. 웹기반 실내공조 시뮬레이터 구현

본 웹기반 실내공조 시뮬레이터는 대표적인 오픈 소스 CFD 솔버인 

OpenFOAM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2][3]. 기타 사용되는 소프트웨

어 및 기술들도 모두 오픈 소스 기반이다. 운영 체제는 Linux 
(Ubuntu), 작업 스케줄러로는 Son of Grid Engine(SGE)이 활용되었

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프로그램으로는 MySQL, 웹 애플리케이션 서

버(WAS) 프로그램으로는 Apache Tomcat, 모바일 UI 구성에는 

JSTL과 jQuery Mobile, 실내 공조 실험 조건 입력을 위한 GUI 입력 

기능 에는 SVG 포맷과 Interacts.js, 차트 출력에는 Plotly.js가 각각 

활용되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Java, Javascript, Python이 활용되

었다. 이렇게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현된 소프트웨어는 산업계에서의 

도입 비용 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Fig. 1 Overview of the web-based HVAC Simulator

Fig. 1은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을 나타낸다. WAS에서 동작하는 

시뮬레이터 웹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로그인, 프로젝트 관리, 시뮬

레이션의 전후처리 요청의 처리와, 사용자의 시뮬레이션 요청을 받아 

OpenFOAM 클러스터에 작업을 넘겨 시뮬레이션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OpenFOAM 클러스터는 SGE에 의해 전체적인 작업 관리가 이

루어지게 되어, 사용자의 요청이 일시적으로 몰릴 경우 대기하다가 순

번이 되면 자동 실행된다. 사용자의 시뮬레이션 요청 내용과 작업 수

행 결과의 요약 내용은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최종적으

로 사용자는 Solver에 의해 수행된 시뮬레이션 결과로 비트맵 컨투어

와 잔차 수렴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다음은 구체적인 실행 순서이다.

 (a)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디렉토리, 파일 초기화

 (b) surfaceTransformPoints : 공기청정기 모델의 3D 공간 이동

 (c) blockMesh / topoSet / subSetMesh : 방의 기본 격자 생성

 (d) snappyHexMesh : 상세 격자 생성

 (e) simpleFoam : 속도장 계산

 (f) scalarTransportFoam : 오염 농도 계산

 (g) foamToVTK : OpenFOAM 결과를 VTK 포맷으로 변환

 (h) pvbatch를 이용하여 컨투어 추출, 로그로부터 잔차 정보 추출

3. 성능 분석 및 고찰

각 과정의 소요 시간을 수치를 표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Step Case1 Case2 Case3 Avg. Ratio(%)

(a) initialization 0.11 0.15 0.10 0.12 0.04
(b) surfaceTransformPoints 0.16 0.24 0.20 0.20 0.07
(c) blockMesh~subSetMesh 1.17 1.18 1.35 1.23 0.43
(d) snappyHexMesh 26.42 27.67 27.81 27.30 9.62
(e) simpleFoam 78.26 80.64 78.88 79.26 27.93
(f) scalarTransportFoam 109.34 102.04 100.50 103.96 36.63
(g) foamToVTK 32.30 33.01 31.63 32.31 11.39
(h) pvbatch & etc. 39.94 40.20 38.08 39.40 13.89

Sum 287.7 285.13 278.55 283.79 100.00

Table 1 Time consumption of each step (in seconds)

위 결과에서 만일 foamToVTK를 실행시키지 않고 OpenFOAM 파
일에서 직접 비트맵 이미지를 추가 소요 시간 없이 추출할 수 있다면, 
평균적으로 32초 가량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전체 시뮬레이션 수행 시

간 중의 약 11%에 해당한다. 본 시뮬레이터 또한 웹 서비스라는 측면에

서,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응답 지연시간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의미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시스템 개선 시에는 해당 처리 

과정의 제거 또는 우회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2017년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주요사업 

과제로 수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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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간단조 공법 응용 STD61종 소재를 적용한 인서트 스크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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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서트 절삭공구에 장착되는 인서트 스크류는 높은 신뢰성을 보장

하기 위해 고강성의 STD61 재종을 열간 단조 공정을 거처 CNC 후처

리 가공 공정으로 제작하고 있으나, 높은 생산 단가, 인력, 장비 및 작

업시간의 과다 소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상

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D61 재종을 냉간 단조 공법을 적용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이에 본 연구과제에서는 

기존 열간 단조 공정으로 가공하는 STD 61 재종을 냉간 단조 공법으

로 대체하여 인서트 스크류를 제작하기 위해, 인장시험을 통하여 소재 

물성을 확보하였고, 사전 신뢰성 확보의 개념으로 전산해석을 통한 공

정 최적화 및 금형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였다.

2. 소재 인장시험을 통한 물성 D/B 구축

시험은 인장시험기를 사용하였고, 시편에 인장방향(상하방향)으로 

하중을 증가시키면서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편에 변형률(Strain)을 측

정할 수 있는 Strain gage를 부착하여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시험 진

행속도는 준정적 속도로 정의되며, 5mm/min의 속도로 시험을 실시하

였다. 시험 결과 아래와 같은 Stress-Strain Curve를 획득하였으며, 해
석을 위해  진응력-진변형률 커브로 변환하였다.

Fig. 1 Stress-Strain Curve

3. 해석 결과 및 고찰

STD 61재종의 냉간단조 공법을 적용한 인서트 스크류 성형공정을 

모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단계의 냉간단조 프로세스를 정립하였으

며, 전산해석은 "DEFORM" S/W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Fig. 2 Cold Forging Process

(a) 1st step process after (b) 2nd step process after

             

(c) Stress distribution(1st) (d) Stress distribution(2nd)

  

(e) Strain distribution(1st) (f) Strain distribution(2nd)
Fig. 3 Result of FEM

초기 설계안으로 해석 결과 1공정에서 소재의 접힘 현상과 2공정에

서 소재의 성형 불량 현상이 발견되어, 금형 최적화 및 모재의 체적 

수정을 통하여 상기 문제를 해결하였다. 최종 설계안의 전산해석 결과

는 위의 그림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열간 단조 소재를 냉간 단조 공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사전 신뢰성 확보 개념에서의 전산해석을 수행 완료하였으며, 해
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상기 설계안으로 금형 

제작 후 시제품을 제작한 결과 일부 시제품에서 머리부를 후가공 처리

를 해야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차 후 상기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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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기술 개발에 따라 나타나는 고농도의 복합 화학성 침출수와 

메탄과 같은 악성 가스등에 대해 입자 처리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이에 한정된 선별시설에서 보다 많은 입자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기술

들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인 입자 처리를 위해 폐기물 선

별 기계인 트롬멜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설계하여 입자의 움직임을 

예측하고자 한다. 트롬멜(Trommel)이란 원통의 외벽이 축 회전을 통

해 크고 작은 고체 입자를 선별하는 장치이다.

2. 트롬멜과 입자간의 운동역학 분석

트롬멜은 원형의 단순한 구조로 (a)을 통해 단일 입자가 매우 규칙

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입자를 선별하지 

못했을 때 방해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기존의 원형 트롬멜의 불규

칙적인 구조로 기울기 변형을 통해 다양한 입자의 선별 환경을 만들어 

회수율을 크게 증가시키려고 한다. 움직임 분석을 하기 위한 선별 환

경을 만들기 위해 (b)와 같이 기울기를 가진 트롬멜을 (1)을 통해 3차

원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였다. (c)은 트롬멜의 전면, (d)은 측면으로 (1)
을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한 그림이다. 시뮬레이션에 들어갈 입력 값들

은 A, D, R, T로 4개로 지정하였고, A는 각도를 가진 트롬멜을 생성

하기 위해 트롬멜의 미소 길이, D는 원점을 중심으로 원과 만나는 가

상의 접선과 접선사이 각도, R는 트롬멜의 반지름이며 T는 트롬멜을 

기울기 각도이다. 4개의 입력 값을 (1)에 적용하여 하나의 단면 트롬

멜이 생성되며 Z 좌표 방향으로 트롬멜의 원하는 길이만큼 반복 생성

시켰다.

  sintan
 tan


                                  (1)

(a)
single 

particle flow

(b) 
Multi-particle 

flow

(c) 
Trommel's 
front view

(d) 
Trommel's 
side view

Fig. 1 Particle and Tromme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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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입자 충돌을 구현하기 위해 입자 사이의 반발계수 e와 충돌 

순간에 입자들 사이의 상대 좌표계인 n-t좌표계를 통해 충돌 전 속도 

와 충돌 후 속도 ′′을 지정 하였다. 그리고 (2)와 Fig. 2의 

구조의 지배 방정식을 Fig. 3의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제작 하였다.

3. 결   론

기울기를 가진 트롬멜과 입자 간의 움직임을 3차원으로 모델링 하

여 운동역학 분석을 수행하였고, 향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입자 내부 

유동 및 트롬멜의 기울기에 따라 실험과 검증을 통해 효율성 있는 트

롬멜 개발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2)

Fig. 2 Particle collision Fig. 3 Collision detection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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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디스플레이 생산기술의 발달로 얇고 유연하게 변형이 될 수 

있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Stretchable Display)를 제작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스플레이에서의 화소제

어(pixel control)를 통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 다양한 

형상에서의 정보전달성 개선을 목표로 화소제어 방식을 연구했다.

2. 화소제어 시뮬레이션 및 실험

(a) Elastic analysis (b) Filtering of hiding-points

(c) Before pixel control (d) After pixel control

Fig. 1 Simulation of reformed pixel

 
화소제어 시뮬레이션은 Fig. 1 과 같이 (a)탄성체의 유한요소해석

(FEA, Finite element analysis)  (b)시점으로부터 가려진 영역의 구분

의 단계로 진행했으며, (c)전체 영역에서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는 방향

에서 굴곡에 의해 가려지는 영역을 배제시키기 전과 (d)배제시킨 영역

으로부터 일반모니터의 평균 비율(가로:세로 = 1.6:1)이 성립하는 가

장 큰 영역을 기준으로 영상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Fig. 2 Experimental setup

 실험은 Fig. 2 와 같이 탄성체에 그림을 입혀 반구모양의 시편에 

위에서 아래로 물리적인 힘으로 탄성체에 변형을 주는 방식으로 실험

을 진행했다. 사용된 탄성체의 재질은 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이고, 영상 촬영은 1600만 화소의 스마트폰(Galaxy S6) 후면카메라를 

사용했다.

3. 실험 결과 및 결론

Revision Experiment Simulation

Before

After

Fig. 3 Comparison of simulation and experiment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에서의 정보전달 개선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실험과 비교하였다(Fig. 3).
개발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탄성체를 기반으로 스트레쳐블 디스

플레이의 화소제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과 시뮬레이션으

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상이 유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향

후 다양한 형상의 디스플레이에서의 화소제어 개발에 적용 가능함으

로써 정보전달성의 최적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Amos Gilat, 2008, MATLAB : An Introduction with Applications, 
WILEY, 297~320.

(2) Scott T. Smith, 2008, MATLAB Advanced GUI Development, 
A-JIN, 56~124.

160



한국생산제조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수평형 브로칭 기계의 절삭 공정 모델 기반 시뮬레이션

프라타마 판두 산디1, 키피2, 이은숙2, 변재영2, 이중순3, 정정환3, 최원식2

Model Based Simulation of Cutting Process in Surface Type Broaching Machine
P. S. Pratama, D. H. S. Kefee, E. S. Lee, J. Y. Byun, J. S. Lee, J. H. Jeong, W. S. Choi*

부산대학교 생명산업융합연구원1, 부산대학교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2, 한국브로치주식회사3

Key Words : Broaching machine, Finite Element Method, Cutting process

1. Introduction

Broaching is a machining process that uses a toothed tool, called 
a broach to remove material. In the surface type broaching 
machine as shown in Fig. 1, the work pieces was put on the 
material holder and the broach tools were clamped stationary on 
the broach tool holder. The hydraulic cylinder then pushed the 
RAM body along the guide rail and the material was cutted by the 
boarch tool.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imulate the 
broaching cutting process during broaching operation.

2. Simulation Method

In this research, the broaching machine was design to produce 
car steering rack as shown in Fig. 2. The rack material was AISI 
1042,  an alloy of iron classified as carbon steel. The material is 
cold rolled, turned to shape, ground, and then polished. The broach 
tool material is 18-4-1 stainless steel that consists of 4% 
chromium, 1% vanadium and 18% tungsten. This is corrosion and 
wear resistant steel. To produce the rack, four step broach tools are 
used as shown in Fig. 3. The first and second sections of tool are 
used to create grove, and the third and fourth sections are used to 
create the addendum and dedendum.  

Fig. 1 Broaching machine Fig. 2 Rack and broach tool 

Fig. 3 Broaching process

The cutting process simulation was done using ANSYS 15. 
Firstly, 3D model of broach tool and rack material was created. 
The model then simplified and the geometry model was obtained. 
The mesh of the model was generated. The materials properties 
were defined. The boundary condition was determined. Finally,  
problem was solved, visualized and the results was shown.

The cutting force simulation was done using MATLAB. The 
cutting force was calculated based on the shear stress of the 
material and the cutting area as follows:

                                (1)
where  is cutting force (N),  is area of material to be 
removed (m2),  is shear strength (N/m2), and  is number 
of cutting teeth simultaneous.

3. Result and Discussion

The simulation result of cutting process obtained from ANSYS 
are shown in Fig. 4 as follows.

a. t=0  b. t=2s

c. t=4s d. t=6s
Fig. 4 The cutting simulation in different time interval

The typical cutting force of horizontal surface type broaching 
machine obtained from MATLAB simulation in Fig. 5 shows that 
the maximum cutting force obtained from simulation and 
experiment is 107kN.

Fig. 5 The cutting force obtained from simulation

The presented result are fundamental and they can be used for 
the modelling of broaching operations with any arbitrary profile of 
cutt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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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기술은 제품 

개발 시간 단축 및 설계비용 측면에서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하드웨어의 발달과 지속적인 연구로 CFD의 활용성

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해석결과를 손쉽게 분석할 수 있도

록 하는 해서결과 후처리는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디

바이스 환경에서 해석결과를 가시화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모바일기반 해석결과 가시화

최근, 해석결과를 후처리 가시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다양한 형태의 결과 분석이 가능하

다[1,2].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데스크탑 플랫폼(Windows, Linux 등)
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환경 및 장소에 제약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유동해석결과에 대한 가시화를 통

해 결과를 분석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는 후처리 방안을 제안한다.  개발 툴로 Unity3D를 활용

하였으며, Fig. 1은 제안된 모바일기반 해석결과 가시화 방안의 개략

적인 과정을 나타낸다.

Fig. 1 Procedure for visualization of CFD based on mobile device

가시화를 위한 해석결과는 OpenFOAM으로부터 출력(export)한  

ACII기반의 VTK 포맷을 활용하였다. 먼저, 분석(parsing) 과정을 통

해 해석결과를 각 요소로 분류하고, 분류된 결과를 토대로 벡터필드

(vector field)와 색상지도(color map)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이후 발

생하는 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벡터필드에 대해 복셀화(voxe- 
lization) 과정을 수행한다. 복셀화된 벡터필드로 부터 해석결과에 대

한 유선(stream line)[3]과 입자(particle)를 계산하고, 격자(grid)를 정

의한다. 색상지도는 가시화 속성에 따라 유선, 입자, 격자에 각각 적용

된다. 이렇게 생성된 가시화 요소를 Unity3D상의 오브젝트에 맵핑

(mapping)하여 가시화한다.

3. 구현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방안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 구조와 공

기청정기를 모델링하고,  OpenFoam을 통해 공기흐름에 대한 유동해

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해석을 결과를 제안된 방안을 토대로 구현된 

테스트베드에 적용하였다. Fig. 2는 Unity3D 환경에서 해석결과를 토

대로 시각화된 그리드와 특정 결과 값이 적용된 유선 및 외부 변화를 나

타내고, Fig. 3은 제안된 방안을 실제 모바일에서 구동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 2 Results of Visualization in unity3D environment

Fig. 3 Results of Visualization on mobile device

적용결과, 데스크탑 기반의 Unity3D와 모바일장치 상에서 각각 평

균 50fps, 40fps로 비교적 원활한 구동속도를 보였다. 이는 복셀기반의 

데이터 탐색과 함께 Unity3D에서 제공하는 시각화 요소(component)
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각화시 발생하는 Draw/Call의 최소화가 이

루어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향후 AR 기술과의 접목과 함께 홀로렌즈

(hololens)와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에 적용하고자한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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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가상설계센터는 다양한 오픈소스 솔버를 

활용한 중소기업용 Modeling & Simulation 소프트웨어 HEMOS를 개발 
중이다. HEMOS는 CalculiX와 Code-Aster를 구조해석 솔버로 활용 중이

고, 유동해석 솔버로는 OpenFOAM을 활용하고 있다 [1, 2, 3, 4]. 해석 
솔버의 정확성은 해석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
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예제를 통한 신뢰성 검증은 필수적이다. 이 논
문에서는 CalculiX와 Code-Aster의 열전달/열응력 해석 성능을 상용 해
석 소프트웨어 ANSYS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2. 열전달/열응력 해석 예제 
간단한 모델을 이용하여 열전달/열응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

은 해석 모델과 1/4 대칭 모델을 나타낸다. 해석 모델의 내부 면에 고
정온도 400°C를 적용하였고, 오른쪽 면에는 대류조건(대류계수: 
410W/m2K, 외기온도: 20°C)을 적용하였다. 그 외의 다른 면은 단열 조
건을 적용하여 정상상태 열전달해석을 수행하였다. 열응력해석을 위
한 조건으로는 대칭 변위 조건으로 왼쪽면에 x-방향 변위 0.0m, 아랫

면에 y-방향 변위 0.0m을 적용하였다. 초기 온도는 전체에 22.0°C를 
적용하였다. 열전달 해석을 위한 열전도율은 47.0W/mK이다. 열응력

해석을 위한 재료물성인 탄성계수, 포아송비 그리고 열팽창계수는 
각각 70GPa, 0.3 그리고 2.36×10-5이다. 3개의 솔버 모두 동일한 격자 
모델을 사용하였다. 격자 모델은 2880개의 2차식 육면체 요소로 구성

되어 있고, 절점 수는 13735개이다. 해석은 ANSYS, CalculiX와 Code-
Aster의 3가지 솔버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Fig. 1 Analysis model and analysis conditions 
 

3. 해석 결과 및 고찰 
그림 2는 3개의 솔버에 의해 계산된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전체적

인 온도 분포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그림 2에서 계산된 온도에 의해 발생한 열응력 변형 결과를 나타낸

다. 온도 분포와 마찬가지로 변위 또한 전체적으로 모든 솔버에 대해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 오른쪽 
면에서의 온도, 해석 모델에서 발생한 최대 변위를 비교한 결과이다. 

최대 온도는 모두 동일한 값을 나타냈으며, 최대 변위는 CalculiX와 
Code-Aster에서 모두 ANSYS 기준 0.04%의 오차를 보여주었다.  

 
 
 

이 예제에서는 기초적인 열전달/열응력 해석에 대한 검증을 수행

하였고, 두 가지 솔버 모두 신뢰할 만한 결과를 주었다. 향후 복사, 
열유속, 발열 하중에 대한 검증과 보다 실제적인 예제를 통해 열전달

/열응력 해석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Fig. 2 Temperature distribution from three solvers 

Fig. 3 Displacement from three solvers 
 

Table 1 Temperature, Displacement distribution from three sol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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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r ANSYS CalculiX Code- Aster 

Temperature 
59.17°C 59.17°C 59.17°C 

- 0.00% 0.00% 

Max. Disp. 
6.940mm 6.943mm 6.943mm 

- 0.04%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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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주파 유도가열은 교류 전류가 흐르는 코일내에 도전체의 히스테리시

스(Hysteresis)와 와전류 손실의 저항을 통해 가열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

은 단시간에 피가열체에 급속 가열이 가능하고 표면만을 집중 가열 또는 

냉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고주파 유도가열(High frequency 
induction heating)을 사출성형시 응고층에 따른 수지의 유동 저하로 초래되

는 미성형(Short shot) 등의 유동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된다. 본 연

구에서는 금속 다이캐스팅(Die casting)을 위한 금형의 급속가열을 하기에 

앞서 고주파 유도가열 실험을 통해 온도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고주파 유도가열 실험 
 
Fig. 1에 본 실험에서 사용되는 고주파 유도가열장비와 실험용 금형을 

도시하였으며, 상기 장비는 고주파 가열기, 코일, 보조컨트롤 박스, 냉

각장치로 구성되어 최대출력 15 kW와 주파수 165.7 kHz를 갖는다. 실험

에 사용되는 피가열체는 80x80x40 mm2의 크기로 실제 금속 다이캐스팅

시 사용되는 동일한 금형재료(KP4M)를 사용하였다. 금형의 표면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Thermo-graphic camera)를 사용하였으며, 온

도센서(Thermocouple)를 금형의 표면과 근접하도록 삽입하여 5 지점 (P.1 
~ P.5)에서 측정을 수행하였다 (Fig. 2 참조).  

 

 
Fig. 1 Experimental setup and mold for induction heating 

 

 
 (a) By thermo-graphic camera       (b) By thermocouple 
Fig. 2 Experimental setup for the temperature measurement 

 
3. 실험 결과 및 고찰 

 
고주파 유도가열 실험을 위해 금형과 코일의 간격 1 mm와 가열시간 4 
 

초를 고정하였으며, Fig. 3 (a)에 측정영역(Surface, P.1 ~ P.5)에 따른 온도그

래프를 도시하였다. 금형표면(Surface)의 경우 가장 먼저 온도가 상승하

여 약 314 ℃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고주파 유도 가열

을 통해 대부분 금형표면에 온도가 집중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온도

는 금형내의 열전달로 인해 약 35 ℃/mm로 온도가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금형표면에 근접한 내부영역(P.1 ~ P.5)의 경우 금형표면의 

온도상승 후 최대 104 ~ 276 ℃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형의 표면온도가 

열전달에 의해 증가되어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b)에 가열시간 4초를 고정하여 고주파 유도가열 거리에 따른 금

형표면의 온도그래프를 도시하였다. 유도가열 거리가 증가할수록 금형표

면의 최대온도가 약 36 ℃ ~ 69 ℃ 감소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실험에 적

절한 가열조건을 선정할 수 있다.  
 

 
(a) Measurement regions 

 
(b) Induction heating distances 

Fig. 3 Temperature profile of the mold according to induction 
hea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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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의 안전성 검토 및 블로우 다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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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압력 방출 기구인 안전밸브는 사용목적에 맞게 적절한 압력을 유지

시키기 위해서 탱크 혹은 배관 라인에 사용자가 원하는 압력 이상으

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된다. 본 연구는 안전밸브의 유동 

–구조 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안전밸브의 

블로우 다운을 예측하였고 추후에 실험과 비교하여 전산유동해석의 

신뢰성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2. Blow down 예측 방법

2.1 개방 직전

  본 연구는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해석방법을 연구하였음을 밝힌다. 
스프링 식 안전밸브는 배압(Back Pressure)의 특성에 따라 2가지로 

나뉘게 된다. Fig. 1을 보는바와 같이 스프링 보닛에 통풍구가 대기 

혹은 출구 쪽에 뚫려져 있는지에 따라 배압의 특성이 달라져 초기 

Popping Pressure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밸브는 Fig. 1에서 왼쪽 그림으로 설정압력을 배

압(Pb)이 초기 개방력(Pv×An)에 도움을 주게 된다. 디스크행정은 총 

11.66mm이며 스프링상수 k는 25.96kgf/mm이다. 식(1)에서 개방직

전의 힘 평형방정식을 세웠고, 배압은 1atm으로 가정하였다. Fig. 2
는 개방 직전으로부터 완전 개방까지의 스프링력(Fs)를 표시하였다.

Fig. 1 Two types of Conventional safety valves 
              

                 ×                  (1)

An(노즐면적) : 33.74   , Pv·An : 609.14kgf (Pv = 17.7bar)
Fs : Pv·An + Pb(1atm)·An = 648.9kgf
   :  648.9kgf = kx(k=25.96kgf/mm) 
x(초기변위) : 24.99mm ≒ 25.0mm

Fig. 2 Spring force according to disk stroke

2.2 완전 개방

  블로우 다운은 디스크 개방시작의 압력과 닫힌 압력의 차이이며 (식
2)에 표시하였다. 완전 개방 시에서는 배압을 생략하였고, 전산수치해

석 프로그램 CFX17.1을 사용하여 디스크가 받는 면적의 반력을 구하

였다. 또한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과압 및 감압설정을 하여 각각 

디스크가 받는 반력과 스프링힘을 비교하여 디스크 하강을 예측하였다. 
식(3)에 의해, 감압 6%에서 디스크가 하강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                       (3)

Fig. 3 Typical relationship between disc stroke and vessel pressure

Lift Pressure Fs (kgf) Flift (kgf)
100% overpressurization(10%) 951.6 1113.7
100% decompression(╶2.5%) 951.6 995.6
100% decompression(╶5%) 951.6 973.7
100% decompression(╶6%) 951.6 954.3

Table 1 Force balance due to pressure change

3. 결 론

  본 연구는 블로우 다운 전산유동해석을 수행하여 경계조건 설정 및 

해석방법을 모색하였다. 본 모델의 스프링력과 개방력 사이의 힘 평

형방정식을 세워서 디스크 행정 및 블로우 다운을 예측하였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지역혁신센터사업(RIC) 고기능성밸

브기술지원센터(B0010565)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참 고 문 헌

(1) Anderson Greenwood, 1998, Pressure Relief Valves Technical 
Manual, A TYCO INTERNATIONAL COMPANY, Stafford, 
Texas 77497, USA

(2) Song, X.G, Park, Y.C, Park, J.H, 2013, Blowdown prediction 
of a conventional pressure relief valve with a simplified 
dynamic model, Mathematical and Computer Modelling, 
1677-1846.

165



한국생산제조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현장 볼트 체결 축력 확인을 위한 스마트 와셔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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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 Smart Washer for in situ Bolt Fastening Forc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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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교량 , 철골 구조물 또는 송전 철탑 구조물 등과 같은 

모든 구조물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 시에 볼트에 

가해진 축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볼트의 조임으로 축력을 얻기 

위해서는 적정한 조임은 필연적 요소이지만 현장에서 수천만 개의 볼

트가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모든 볼트의 축력을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볼트의 축력을 측정하는 검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 있지만 시공 축력의 편차가 심하고 해외 공급 제품은 가격이 비싸

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간단하면서도 가격이 저렴

한 볼트의 시공 체결 축력 확인이 가능한 와셔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와셔를 Gage Washer, Load Washer, Bottom Washer 세 

부분으로 나누어 와셔의 구조 해석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와셔를 개발하고 그 효용성을 증명하였다.

2. ANSYS를 이용한 구조해석

Gage Washer, Load Washer, Bottom Washer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 와셔 중 Gage Washer는 축력이 작용하면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

도록 변형되어 볼트에 적합한 축력이 인가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Load Washer는 볼트가 체결될 때 볼트로 인해 발생된 

축력을 버티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Bottom Washer 위
에는 Gage Washer가 안착되어 변형이 감지되며 Load Washer를 지

지한다. 이를 위해 고안된 세 가지 Washer는  Fig. 1에 나타내었으며 

ANSYS를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모든 Washer의 재질은 

S45C에 대하여 해석이 실행되었으며 그 물성치는 Table 1에 명시되

었다. 구조 해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Washer와 볼트, 너트 형상

을 xz평면을 기준으로 2분할하였으며 Gage Washer가 완전히 펼쳐질 

때가지 볼트에 변위를 주고 발생하는 반력을 구하여 Washer가 완전히 

펼쳐질 때의 위한 축력을 분석하였다.

Fig. 1 CATIA Modeling of Gage, Load, Bottom Washer
   

material Poisson 
Ratio

Young’s 
Modulus

Yielding 
Strength

Ultimate 
Strength

S45C 0.29 206GPa 842MPa 1343MPa

Table 1 Material Engineering data

3. 실험 결과 및 고찰

ANSYS 상에서 Fig. 2의 (a)와 같은 상태에서 볼트의 머리 부분에 

변위를 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반력을 측정함으로써 축력을 측정하

였고 Fig. 2 (b)에서 와셔의 변형량을 확인할 수 있다. ANSYS 구조해

석을 통해 구한 축력과 실제 실험으로 구한 축력실험 결과는 Fig. 3에
서 나타내었다.

(a) (b)
Fig. 2 (a)ANSYS setting , (b)Stresses on Washer

Fig. 3 Analysis and Experiment Force Reaction Data

Fig. 3에서 ANSYS에서 구한 축력과 실제 실험으로 측정한 축력을 

비교해보면 초기에 도입된 축력이 잠시 빠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

을 두 데이터 모두 비슷하게 보여주며 그 값 또한 유사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ANSYS 구조해석을 통해 설계한 와셔가 볼트 체결 시 축

력을 시각적으로 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보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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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주 항공 산업이 발전하면 기존 철강 소재를 대체하여 티타늄 합

금을 사용하여 기체의 경량화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티타늄 합금의 우수

한 기계적 성질에 의해 기존의 가공 방식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항공기에 많이 사용되는 티타늄 합금의 가공 기술 획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Ti-6Al-4V Alloy의 효율

적인 가공 기술 획들을 위해 절삭전용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

험계획법을 적용한 효율적인 가공조건의 제시한다. 

2. 유의인자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절삭전용 해석 소프트웨어인 

AdvantEdge를 사용하였으며, Ti-6Al-4V Alloy의 밀링해석을 수행하

였다. 절삭조건이 절삭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구찌 

실험계획법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조건은 Min. element 
size 0.01mm. Max. element size 0.1mm, Min. edge element size 
0.0595mm, Min. chip element size 0.0455mm, Number of steps 
7423592 step으로 하였다. Table. 1은 절삭조건(4인자 4수준)을 나타

내었으며,  Table. 2은 직교배열표와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Control Factor Symbol
Level

1 2 3 4
Spindle Speed(RPM) S 200 250 300 350
Depth of Cut(mm) D 0.25 0.50 0.75 1.00

Feed(mm/tooth) F 0.35 0.40 0.45 0.50
Number of Tooth(t) T 3 4 5 6

Table 1 Selection of factors and levels

S D F T Cutting Force(N)
1 200 0.25 0.35 3 762.78
2 200 0.50 0.40 4 1445.01
3 200 0.75 0.45 5 2556.79
4 200 1.00 0.50 6 4095.15
5 250 0.25 0.40 5 1025.55
6 250 0.50 0.35 6 1756.84
7 250 0.75 0.50 3 2057.65
8 250 1.00 0.45 4 2811.38
9 300 0.25 0.45 6 1399.34
10 300 0.50 0.50 5 1883.52
11 300 0.75 0.35 4 1717.43
12 300 1.00 0.40 3 2037.60
13 350 0.25 0.50 4 998.42
14 350 0.50 0.45 3 1341.58
15 350 0.75 0.40 6 2628.69
16 350 1.00 0.35 5 2491.81

Table 2 Orthogonal array & Results

Fig. 1 S/N ratio of analysis result

Control Factor
Significance probability(%)

1st Pulling 2nd Pulling 3rd Pulling
Spindle Speed(RPM) 81.3 - -
Depth of Cut(mm) 99.5 99.9 99.9

Feed(mm/tooth) 90.2 85.7 -
Number of Tooth(t) 96.8 97.2 95.5

Table 3 ANOVA of analysis result

해석결과를 S/N비 분석을 한 결과 Spindle speed는 빠를수록, 
Depth of cut은 작을수록, Feed는 느릴수록, Number of tooth는 적을

수록 절삭저항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산분

석 결과 Depth of cut과 Number of tooth가 절삭저항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Fig. 1에 S/N비 분석을  Table. 3에 

분산분석(ANOVA)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 효율적인 절삭조건 제시

유의인자 선정에서 Depth of cut과 Number of tooth가 절삭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Number of tooth를 조절하기는 어
렵기 때문에 Depth of cut 과 Feed를 조절하여 효율적인 절삭조건을 
선정하는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절삭
조건(Depth of cut 1.25mm, Feed 0.41mm/tooth)보다 절삭저항과 절
삭온도가 낮으면서 가공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절삭조건
(Depth of cut 1.5mm, Feed 0.35mm/tooth)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 기

본 과제(결과물)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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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냉각 채널적용 블로우성형 금형의 성능평가를 위한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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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analysis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blow mold with 3D cooling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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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출성형금형에서 컨포멀 냉각 채널(conformal cooling channel) 
또는 3차원 냉각 채널에 대한 연구는 사이클 타임 감소와 제품의 품질 

향상 등의 이점 때문에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사출

성형과 마찬가지로 고분자성형의 한 분야인 블로우 성형(blow 
molding)금형에 컨포멀 쿨링 채널을 적용하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성능을 예측하였다. 

2. 유한요소해석

블로우 성형 금형은 3 캐비티(cavity)로 1-stage 공법을 적용한다. 
먼저, 프리폼은 사출성형으로부터 성형되고 공냉한 후 마지막으로 블

로우 성형 금형에서 용기로 성형된다. 현재 현장에서 적용 중인 금형

은 Fig. 1에 보이는 바와 같은 구조이며,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

어 있다. 컨포멀 냉각 채널은 동일 금형의 크기 및 소재에 캐비티 주변

으로 균일하게 배열하였다.  

Fig. 1 Blow mold and numerical analysis model

냉각해석에서 프리폼의 초기온도는 사출성형해석 결과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본 공정의 경우 사출 및 공냉 후 약 130℃까지 냉각되었

다. 금형의 초기온도는 40℃로 연속 사이클로 인해 냉각수의 온도보

다 더 높아진다. 냉각수의 온도는 10℃로 설정하였고 냉각채널 내부

에 강제대류조건을 적용하였다. 대류계수는 4,074 W/m2K로서 관내 

유속과 유체의 온도를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프리폼과 금형간의 접촉

열전달계수는 3,000 W/m2K 으로 가정하였다. 해석순서에서 먼저, 24
초까지 금형과 프리폼의 접촉을 비활성화하여 공냉해석을 진행하고 

이어서 접촉을 활성화시킨 후 20초 동안 냉각해석을 수행하였다.  

3. 해석 결과 및 고찰

컨포멀 냉각 채널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냉각속도와 온

도균일도를 선정하였다. 냉각속도는 일정온도(취출온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Fig. 2에 성형용기의 바닥 부분에서 두께의 중심부의 온도이력을 보

여준다. 온도가 40℃에 도달하는 시간이 컨포멀 냉각 채널적용 전/후
로 20초 단축된 것을 볼 수 있다. 두께방향 평균 온도를 기준으로 하면 

약 51% 냉각효율이 향상되었다. Fig. 3은 캐비티 표면의 온도분포를 

보여준다. 컨포멀 냉각 채널을 적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편차

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온도편차가 ±4℃이하로 유지

되었다. 

Fig. 2 Simulation results for cooling efficiency

(a) Cavity surface without 
conformal cooling channel

(b) Cavity surface with conformal 
cooling channel

(c) Time history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ximum temperature 
and the minimum temperature

Fig. 3 Temperature distribution of cavity surface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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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블로우 성형 공정 최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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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블로우 성형에서 프리폼의 두께는 최종 제품용기의 두께 균일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설계인자이다. 이와 더불어 프리폼의 초기 온도

분포 역시 제품의 최종 두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

화 기법을 이용하여 프리폼 두께를 구하기 위해 유한요소기법을 이용

하였다. 

2. 유한요소해석

블로우 성형 금형은 3 캐비티(cavity)로 1-stage 공법을 적용한다. 
먼저, 프리폼은 사출성형으로부터 성형되고 공냉한 후 마지막으로 블

로우 성형 금형에서 용기로 성형된다. 블로우 성형 진전에 프리폼의 

온도는 해석의 정밀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Fig. 1 Preform injection molding analysis

보다 정확한 온도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사출성형해석을 수행하였

다. 런너시스템은 Fig. 1과 같으며 사출조건은 수지(PET)온도 290℃, 
금형온도 18℃, 사출시간 1.04초, 냉각시간 11초로 설정하였다. 사출 

후 프리폼은 금형에서 취출되어 공냉과정을 거친다. 이때 열전달해석

에서 초기온도를 사출해석에서 구한 프리폼의 온도를 매핑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공냉 시 대류열전달계수는 5 W/m2K로 가정하였다. 이
후 프리폼은 블로우 금형으로 투입되고 성형된다. 이때 역시 공냉 후 

온도를 매핑하여 초기온도로 설정된다. 수지의 거동은 Cross-WLF 점
도모델을 따르며 이에 대한 계수는 Moldflow data를 참고하여 

Polyflow에서 curve fitting하여 구했다. 

3. 해석 결과 및 고찰

사출성형에서 약 11초의 냉각과정을 거친 프리폼의 온도는 금형 벽

면 근처와 중심부의 온도차가 매우 크지만 공냉과정을 거치면서 두께 

방향의 온도편차가 거의 없어진다. 

약 12초의 공냉과정을 거치면 프리폼은 온도는 최대 130도까지 냉

각된다. 이 상태에서 블로우 성형 공정이 시작되면 스트레치 바가 하

강하여 프리폼을 신장시켜준다. 동시에 공압에 의해 프리폼이 팽창하

면서 성형된다. Fig. 2에 그 과정을 나타내었다. 

Fig. 2 Blow molding simulation result

최적화 후 얻은 프리폼 초기 두께(newH0)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한다. 

newH0=oldH0+α((hc/hf)-1)oldH0

여기서 oldH0는 이전 단계에서 구한 프리폼 최기 두께이며, α는 완

화계수, hf는 해석종료 시 두께, hc는 목표두께를 의미한다. 완화계수

는 0.5, hc는 1 mm를 설정하였을 때 초기 해석 결과부터 4회 최적화

한 결과까지 프리폼과 성형품의 두께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용
기의 바닥(a)부터 용기의 상단(e)까지 두께 분포를 보여준다. Fig. 3(b)
에서 최적화를 반복할수록 두께가 균일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

서 이에 대응되는 프리폼의 설계 두께(Fig. 3(a))를 얻을 수 있다. 

(a) Before blow-molding          (b) After blow-molding
Fig. 3 Optimization of preform thickness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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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차, IT 등의 산업에서 소형 정밀 부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멀티 스핀들 라인센터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스핀들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계 중량이 증가되고 다중점 
가진에 따라 진동이 증가하여 가공 정밀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멀티 스핀들 라인센터의 진동을 줄이기 위
해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경량 고강성화를 위한 구조 
최적설계를 하고자 한다. 

 
2. 구조 최적설계 

2.1 FEM 모델링 

Fig. 1에 멀티 스핀들 라인센터의 3D 모델과 구조 해석을 위한 유한

요소 모델과 경계조건 및 하중조건을 나타내었다. 유한요소 모델은 
쉘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쉘 요소는 형상 데이터 입력변수

를 사용하지 않아 최적설계를 위한 모델링에 편리하므로 쉘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경계 조건으로는 Fig. 1 (b) 와 같이 구조물 
중 베드의 하단 지지면들의 모든 자유도를 구속하였고 작용 하중으

로는 모든 스핀들의 TCP(Tool Center Point)에 Fig. 1 (c)와 같이 X, Y, Z 각 
축 방향을 따라 각 각 100 N의 힘을 부여하였다. 

   

(a) 3D model & Parts (b) FE model & 
Boundary condition (c) Load condition 

Fig. 1 Description and FEM modeling of the line center 
 

2.2 최적설계 문제정의 

설계 변수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베드와 칼럼, 램 하우징의 
리브들(Ribs)로 총 9개의 구조 부재 두께를 설계 변수로 설정하였고, 
목적 함수와 설계 제한조건은 각각 식 (2), (3)과 같이 정의 하였다. 

              
(a) Side view                             (b) Front view 

Fig. 2 Design variables of line center 
Find  : 𝑥̅ = (𝑋1,𝑋2,⋯ ,𝑋9)                                  (1)  
Minimize : F(𝑥) = ∑ 𝑤𝑖3

𝑖=1
𝑓𝑖(𝑥)
𝑓𝑖
∗                               (2)                                          

Subject to : M(𝑥) ≤ 𝑀𝑎, Cs(𝑥) ≤ 𝐶𝑠𝑎, Cd(𝑥) ≤ 𝐶𝑑𝑎        (3) 
 

위의 식에서 𝑥=(𝑋1,𝑋2,⋯ ,𝑋9)는 설계 변수이다. F(𝑥̅)는 단일화 된 
목적 함수이며, 𝑓1(𝑥̅) = 𝑀(𝑥̅) 로서 𝑀(𝑥̅) 는 기계 구조 중량이고 
𝑓2(𝑥̅) = 𝐶𝑠(𝑥̅)로서 𝐶𝑠(𝑥̅)는 TCP에서 계산 된 정적 컴플라이언스 응
답이며, 𝑓3(𝑥̅) = 𝐶𝑑(𝑥̅)로 𝐶𝑑(𝑥̅)는 TCP에서 계산 된 동적 컴플라이

언스 응답 이다. 𝑤𝑖는 총합이 1인 가중치이며, 𝑓𝑖∗는 i번째 목적 함수

의 스케일링 상수이다. 𝑀𝑎는 기계의 허용 중량으로 본 설계 문제에

서는 8000 kg으로 설정하였고, 𝐶𝑠𝑎, 𝐶𝑑𝑎는 허용 정적 컴플라이언스와 
허용 동적 컴플라이언스의 제한값으로, 본 설계 문제에서는 
𝐶𝑠𝑎 = 0.01 µm/N 그리고 𝐶𝑑𝑎 = 0.1 µm/N 으로 설정하였다. 

 
2.3 최적설계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한 적합 도함수와 벌점함수 P(𝑥̅)는 식 
(4), (5)에 나타내었다.  
 

Fitness = 1
𝐹(𝑥)+𝑃(𝑥)                                                   (4) 

𝑃(𝑥) =  β𝑉𝑛 + (1 − β)𝑉𝑎                                          (5) 
 

위 식에서 가중치는 β = 0.5이며, 𝑉𝑛 = 𝑛
3
, 𝑉𝑎 = 𝛼1

𝑀(𝑥)
𝑀𝑎

+ 𝛼2
𝐶𝑠(𝑥)
𝐶𝑠𝑎

+𝛼3
𝐶𝑑(𝑥)
𝐶𝑑𝑎

이다. , 여기서 𝛼1 = 0.2, 𝛼2 = 0.4, 𝛼3 = 0.4로 설정하였고, n은 제한조건 
위배횟수이다. 그리고 설계 변수의 탐색 범위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Range of design variables 
15≤ 𝑋1 ≤25 15≤ 𝑋2 ≤25 23≤ 𝑋3 ≤40 

23≤ 𝑋4 ≤40 23≤ 𝑋5 ≤40 20≤ 𝑋6 ≤35 

15≤ 𝑋7 ≤30 18≤ 𝑋8 ≤40 18≤ 𝑋9 ≤40 
 

2.4 최적설계 결과 

 Fig. 3에 구조물 최적설계 전후의 목적 함수와 설계 변수의 변화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최적설계 결과 정적 컴플라이언스는 5.8 % 감
소했고 동적 컴플라이언스는 8.5 % 감소했으며 기계 구조물의 중량

은 0.7 % 정도 증가 하는데 그쳤다. 

 
(a) Objectives                       (b) Design variables 

Fig. 3 Comparison of design objectives and design variables 

3. 결     론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멀티 스핀들 라인센터의 경량 고강성화 

구조 최적설계를 수행한 결과 기계 중량의 증가를 최소화 하면서 기
계 구조의 정강성과 동강성을 각각 5.8 %와 8.5 % 증가시킨 구조 최적

설계가 이루어졌다. 
 

후       기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의 기술 혁신 개발 사업 [S2445380, 고생산성 

CNC Multi-Spindle Line Center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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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Before After X Before After 

𝑋1 20 20 𝑋6 25 32 

𝑋2 20 18 𝑋7 25 25 

𝑋3 25 32 𝑋8 20 25 

𝑋4 25 35 𝑋9 20 40 

𝑋5 25 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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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박막 공정을 위한 많은 물리적 증착 공정 중에서, DC Magnetron 

Sputtering은 효율적인 박막특성 확보가 가능하여 대량생산에 적용되고 있
는 주요한 방법이다. 하지만 DC Magnetron Sputtering은 플라즈마 산포의 
원인이 되는 불균일한 자속 밀도를 갖는다는 기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이는 낮은 박막의 품질과 타겟 효율 저하의 원인이 된다[1]. 이러한 
플라즈마 밀도의 균일도 향상을 위해, 마그넷의 기하학적 형상을 바꾸거
나 강자성체 차폐체를 마그넷 상단에 접합하는 형태의 선행 연구들이 진
행되었다[2-3]. 본 연구에서는, 자기장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강자성체 
차폐체가 갖는 기하학적 형상 및 배열의 최적화를 통해서 디스플레이용 
DC Magnetron Sputtering의 자속밀도 균일화 및 이를 통한 타겟효율 향상
을 진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강자성체 차폐체 필요성 
대면적 공정을 위한 디스플레이용 DC Magnetron Sputtering은 여러 

개의 직사각형 마그넷 배열을 사용하게 되는데, Fig. 1처럼 최외곽 마
그넷의 곡선 영역에서 Cross Corner Effect에 따른 국부적으로 강한 자
속 밀도가 형성됨에 따라 타겟의 효율이 제한된다. 또한 자속 밀도
의 구배는 타겟 근처에서의 전자 분포와 이온화율에 영향을 주어 타
겟의 효율뿐만 아니라 플라즈마 산포 발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그넷의 영역별 자속밀도 분포를 기반으로 하여 강
자성체 차폐체의 배열 설계 및 구조 형상을 제어하였다. 

 

 
Fig. 1 Magnetic field distribution on DC magnetron sputtering with 

magnet and target configuration 
 

3. 정자기장 시뮬레이션 결과 
강자성체 차폐체의 배열에 따른 수치적인 해석을 위해서 타겟 (알

루미늄), 강자성체 차폐체, 백플레이트 (구리), 마그넷 배열을 Fig. 2(a)
와 같은 형태로 모델링 하였다. 타겟 표면에서의 위치별 자속 밀도
를 얻고자 정자기장 시뮬레이션을 통해 Fig. 2(b)과 같은 결과를 얻었
으며, 마그넷 외곽 구간의 중앙 부분에서 자속 밀도가 1.2 mT 값으
로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편차는 플라즈마 산포 발
생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타겟 상단에서 마그넷 배열에 따른 
자속 밀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곡선부분에서의 자속 밀도 분포를 
기반으로 하여 차폐체가 역삼각형의 형상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그 
결과 Fig. 3(a)와 같이 다른 형상을 갖는 차폐체가 적용되었을 때와는 
달리, 역삼각형의 차폐체 구조에서 자속 밀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6.58, 4.33 mT으로 균일도가 0.66으로 가장 높았고, 자속 밀도의 
균일도는 9.5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Fig. 3(b)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역삼각형 차폐체 적용으로 인한 곡선부분에서 자속 밀도의 
균일도 향상과 함께 전체 타겟 영역에서 플라즈마 밀도의 산포가 감
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Fig. 2 Magneto-static simulation results (a) Geometry modeling (b) 

Magnetic flux density at the curved zone and straight zone 
 

 
Fig. 3 Analysis of magnetic flux density (a) Uniformity with 

different shield shapes (b) Magnetic field distribution 
according to shield 

 
4. 결론 

박막의 품질과 타겟의 효율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속 밀도 균일도
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디스플레이용 DC Magnetron Sputtering의 정자기장 
시뮬레이션 및 차폐체 배열 연구가 수행되었다. 결과적으로, 마그넷 배열
에 따른 자속밀도 분포의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마그넷 외곽부분에 역삼
각형의 강자성체 차폐체를 효율적으로 배열함에 따라 자속 밀도 균일도
가 9.52% 향상하였고, 이를 통한 플라즈마 산포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후    기 

이 연구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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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에서 지진 발생횟수가 늘어나면서 사회기반시설물의 지진안전성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물탱크 및 배수지 구조물이 대형화

됨에 따라 지진발생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기존

의 지진하중이 작용하는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 방법은 시간이력 해석법

을 사용하였다. 시간이력해석은 정확한 구조 거동을 구현할 수 있으며, 

비선형성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물탱크 관련 연구들에서는 내

부의 물의 거동을 단순한 정적 하중이나 집중질량을 통해서 내부 벽에 

하중으로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지진

하중 때문에 탱크 내부 물의 표면에서 슬래밍(slamming) 현상이 발생하

여 물탱크 벽면에 정적 압력보다 더 높은 동적 압력 발생시킨다. 또한, 

기존의 정적 하중 만을 고려한 벽면의 응력보다 더 높은 응력이 발생된

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지진하중에 의한 유체구조연성해석을 통해 

물탱크 구조의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2. 지진하중 및 형상정보 

 
유체구조연성해석의 지진하중은 1952년 Kern county에서 발생

한 지진으로 Berkly의 Peer Ground motion Database를 가지고 측

정한 지진 가속도 값(순간 진도 7.3)으로 산정하였다. 시간에 따른 

가속도 데이터를 0.05s 간격의 총 지진하중시간 23s 동안 하중을 

시간-변위로 변환하여 x, y, z 방향에서의 물탱크의 지면에 적용하

였다. 대형물탱크의 형상정보는 Fig. 1의 형상정보와 같고 지름 약 

18m 높이 7.36m이다. 

 

 

 

 

Fig. 1 Water Tank Model1 and Earthquakes model 

 

3. 유체구조 연성해석 
 

시간에 따른 구조물의 x, y, z의 변위는 Fig. 1와 같이 지진하중을 물탱

크 하단에 적용 하였으며, 내부에는 물과 공기의 2가지의 Multiphase의 

유체를 VOF(volume of fluid) 방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접근하였다. 그리

고 물탱크의 내부의 물과 맞닿는 모든 벽면은 FSI interface를 설정하고 

변위에 의해서 구조물이 움직이면 내부의 유체가 FSI interface를 통해

서 구조물에 실시간 압력으로 전달하여 유체구조연성을 할 수 있도록 설

정하였다 (Table. 1). 또한 물탱크의 변위가 발생함에 따라서 유체내부의 

슬래밍 현상을 재현하기 위해서 탱크내부의 측면과 공기 층이 형성해 있

는 천장부근을 동적 매쉬(Dynamic Mesh)를 통해서 시간에 따라 매쉬가 

변하게 구성하여 실질적인 슬로싱 현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Table 1 FSI interface boundary  

Location Boundary FSI  Method 

Side Wall FSI Interface Fluid VOF method 
Roof Wall FSI Interface 

Structure Implicit 
method Down Wall FSI Interface 

 

4. 해석 결과 및 고찰 

 
지진하중에 의한 물탱크는 슬래밍 효과에 의해서 전장 부근에 가장 

큰 190MPa의 응력이 발생하고 Fig.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버클링이 

일어나는 지면과 맞닿는 바로 근처 부근에서 가장 큰 응력 범위가 나오

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Fully coupling을 통한 문제 접근방법을 통해

서 지진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변형을 해결하기 위해선 부분적으로 많

은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탱크 크기에 대비해서 얇은 탱크 

벽에 작용하는 유체 힘으로 인해 해의 불안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접근해야 한다. 이유는 탱크 벽이 팽창 및 수축함에 따라 변

동하는 진공압력으로 인해 수렴의 불안정한 현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서 문제를 접근한다면 실제 지진하중에 의한 내

진성능 평가를 좀더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Fig. 2 Elephant-foot buckling of a tank wall and Fluid-structure      
interaction coupling result (deformation and von-Mises stress) 

 
참 고 문 헌 

 
(1) Praveen K. M., Thomas W, and Martin W., 2000, Simple 

Procedure for seismic analysis of liquid-storage tanks, J of 
Structure engineering international, 197-201 

(2) Martin, S., Milos, M., Ondrej, C., and Rene, H., 2017, 
Sloshing effects in tanks containing liquid, DYN-WIND,  
MATEC web of conferences 107,00069 

(3) Walid, S, M., Mokhtar, T., and Rui, C., 2016, The maximum 
sloshing wave height evaluation in cylindrical metallic tanks 
by numerical means, ICCMME, MATEC web of conferences 
107, 17005 

한국생산제조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지진하중을 받는 물탱크 구조의 유체구조 연성해석 

강태원1, 양현익1, 이교록2, 이상열2*
 

Fluid-Structure Interaction Analysis of Water Tank Structures Subjected to Earthquake loading 
T. W. Kang, H. I. Yang, K.R.Lee, S. Y. Lee* 

한양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1, 안동대학교 토목공학과2 

 

Key Words : Fluid Structure Interaction(FSI), Slamming, Earthquake, Multiphase, Dynamic mesh, Fully coupling 
 

 

172



1. 서 론 
 

 지진하중이 작용하는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는 주로 시간이력해

석법과 응답스펙트럼해석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유한요

소해석 모델에 대한 시간이력해석은 정확한 구조 거동을 구현할 수 
있는 반면에, 많은 해석시간과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모드 커플링 
기반 응답스펙트럼해석법을 사용하면 응답 추정치를 보다 현실적으

로 분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시간이력해석 결과에 가깝고, 해석시간 
또한 빠르다. 본 연구에서는 고가 물탱크의 각각의 모드해석 결과를 
통해 얻어진 고유값을 Rosenblueth's Double Sum Combination (ROSE)의 모
드 중첩방법을 이용하여 모드 커플링을 시켰으며, Modal RS method을 
이용하여 응답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물탱크 형상 및 지진하중 

 

Livaoglu, R(2007)의 논문에서 사용된 물탱크의 형상정보를 바탕

으로 하여 지진하중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물탱

크의 형상정보는 Fig. 1과 같다. 물탱크와 하부구조물은 각각 콘크

리트와 강재로 구성되어 있다. 해석에서 사용되었던 재료의 물성

치 중에서 강재의 항복강도는 250MPa, 최대강도는 460MPa이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8 MPa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진하

중은 1940년 미국 El Centro 지진파, 1994년 미국 Northridge 지진파, 
1995년 일본 Kobe 지진파 등 3가지 이며, 각각의 지반가속도이력

곡선과 그에 상응하는 응답스펙트럼은 Fig. 1과 같다.  

 

 

 
Fig. 1 Water Tank Model1 and Earthquakes 

 

3. 모달해석 및 응답스펙트럼해석 
 

응답스펙트럼해석법은 지진해석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본 연
구에서는 ROSE 방법을 이용하여 모달해석 결과를 커플링 시켰으며, 
Modal RS method를 이용하여 Fig. 1의 3가지 종류의 지진파에 대한 구
조물의 등가응력을 분석하였다(Fig. 3) . 

Table 1 Eigenvalues of Water Tank  

Mode frequency(Hz) period[s] 
1st 1.1476 0.871384 
2nd 1.1477 0.871308 
3rd 1.1998 0.833472 
4th 5.334 0.187477 
5th 5.3578 0.186644 
6th 6.2966 0.158816 

표 1은 진동모드에 따른 구조물의 고유주기를 나타내고 있고, Fig. 
2는 모달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ROSE 방법을 이용하여 응답

스펙트럼을 계산한다.  
 

 
Fig. 2 Modal Analysis Results 

 

4. 해석 결과 및 고찰 

 
응답스펙트럼 해석에서 사용된 3가지 지진파에 대한 등가응력분

석결과, El Centro 지진파는 247MPa, Northridge는 390MPa, Kobe 지진파

는 865MPa의 등가응력을 일으켰다. El Centro와 Northridge 지진파에서

는 강재의 항복강도를 초과하였으나, 최대강도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Kobe 지진파의 경우 강재의 최대강도를 초
과하였기 때문에 물탱크가 붕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Fig. 3 Elcentro, Kobe, Northridge Earthquake 

 Response Spectrum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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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해석 기반의 레이싱 드론 블레이드 최적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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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인 비행 장치의 하나인 드론(drone)은 군사적 용도 뿐 아니라 상

업용으로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재난감시, 농업, 물류, 방송 등 다

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1). 드론은 FC(Flight 
Controller) 보드, 모터, ESC(Electronic Speed Controller), 배터리, 
블레이드, 기체 프레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블레이드는 모

터와 함께 드론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다(2)(3). 본 논문에서

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

을 통해 높은 추력(thrust)과 낮은 토크(torque)를 갖는 레이싱용 드론

의 3엽 블레이드 개발을 위한 최적화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2. CFD 해석 조건 및 모델

본 CFD 해석은 2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설계

된 세 가지의 3엽 블레이드의 추력을 CFD 해석을 통해 계산하고 가장 

높은 성능의 블레이드를 선정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정된 블레이

드의 피치 각을 네 가지 형태로 변형하여 RPM을 변경하면서 CFD 해
석을 수행하고 우수한 블레이드를 선정한다. 해석모델은 Fig. 1과 같

이 반지름이 63.5mm 인 세 가지 형태의 블레이드를 활용하였으며, 해
석 도메인과 조건은 Fig. 2와 같다.

Fig. 1 Types of racing drone blade

Fig. 2 Analysis domain and conditions

3. 해석 결과 분석

세 가지 형태의 레이싱 드론 블레이드의 추력을 CFD 해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Fig. 3과 같으며, Type 3 블레이드의 추력이 567g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후, Type 3 블레이드의 피치 각을  

최초 설계안에서 –5 (〫Type 3-1), –10 (〫Type 3-2), +5 (〫Type 3-3), 
+10 (〫Type 3-4)로 각각 변경한 모델을 생성하고, RPM을 12,500과 

18,900으로 설정하여 CFD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는 Table 1
과 같이 추력, 토크, 압력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Fig. 3 Thrust analysis for 3 types of blade

Type RPM Thrust(g) Torque(N・m) △P(pa)

Type3 12,500 243 0.0276 8.2102
18,900 567 0.0635 19.3522

Type3-1 12,500 172 0.0171 6.2991
18,900 399 0.0389 15.1036

Type3-2 12,500 94 0.0103 2.9478
18,900 220 0.0230 7.4813

Type3-3 12,500 313 0.0431 9.1291
18,900 724 0.0988 21.3408

Type3-4 12,500 365 0.0646 2.1838
18,900 837 0.1475 16.0054

Table 1 CFD simulation results for racing drone blades

레이싱 드론의 특성상 추력 값이 크면서 압력 값이 큰 블레이드가 

우수하지만, 토크 값이 크면 회전할 때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되어 효율

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크 값 대비 추력이 우수

하면서도 압력 값이 21.3408로 가장 높은 Type3-3이 가장 우수한 블

레이드로 분석되었다. 향후에는 Type3-3를 장착한 레이싱 드론의 전

체 거동해석 및 충돌해석 등을 수행하여, 비행성능이 우수하면서도 안

정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레이싱 드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후 기
본 연구는 (2017년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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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 복합재 좌굴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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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ling optimization of cylindrical composite
H. K. Cho*

안동대학교 기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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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량 고경도의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재료

는 탄소복합재, 혹은 유리섬유 복합재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재

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원통형 실린더의 복합재에 대해서 좌굴 강도

를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여 극대화 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복

합재의 최적화가 수행되었으나, 파괴기준을 적용한 최적 적층각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2. 원통형 실린더 좌굴

Fig. 1에 나타낸 원통형 실린더에 대하여 좌굴에 대한 최적화를 수

행하였다. 원통은 적층복합재로 제작이 되었으며, [90/0/90/0]S, 
[45/-45/90/0]S, [45/-45/45/-45]S 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좌굴 강도

를 구하였고 이 값들을 최적화된 값들과 비교하였다.

Fig. 2 B.C. of axial force & twisting 

Fig. 2에 나타낸 것처럼 축 하중과 비틀림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좌굴강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적층각도를 찾았

다. 최적의 좌굴강도를 찾기 위하여 ANSYS Design Xplorer 상용 소

프트 웨어를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유전자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1 Analysis model 

Table 1 Optimization results of cylindrical laminated 
composite to maximize buckling load

Table 1에 나타낸 것처럼 축 하중만 작용하는 경우, 최적화를 통한 

좌굴강도는 약 48.6% 향상 되었다. 축 하중과 비틀림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에서는 최적화를 통한 좌굴강도가 약 28.9% 향상 되었

다. 축 하중과 비틀림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의 좌굴 강도는 축 

하중과 비틀림 하중을 각각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비틀림 하중의 경우

는 0.4° 비틀었을 때의 반력을 기준으로 삼았다. 

       

               axial force        axial force + torsion
Fig. 3 Buckling mode of cylinder with optimized layup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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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up Buckling load 
(axial force only)

Initial state [45/-45/45/-45]S 5.293E6 (N)
Optimized [90/45/-45/-30]S 7.863E6 (N)
Reference [90/90/90/90]s 4.211E6 (N)

Enhancement (%) 48.6

Layup
Buckling load 
(axial force + 

torsional moment)

Initial state [45/-45/45/-45]S
1.429E6 (N)

4.631E8 (N-mm)

Optimized [60/30/-45/-30]s 2.413E6 (N)
4.126E8 (N-mm)

Reference [90/90/90/90]s 3.211E6 (N)
5.789E7 (N-mm)

Enhancement (%) 
( axi + tor : average)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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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바 내마모 열충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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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제철소에 적용되는 그레이트바에 대하여 내마모 시

험과 열충격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레이트바는 제철공장의 소결과정

에 사용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고온, 내마모, 충격, 부식 등 열악한 환

경에서 사용된다. 특히 최고 약 700℃ 정도의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
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레이트바의 표면은 크랙, 부식, 마모 등이 심하
게 발생하며, 이것으로 인해 수명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1-2]. 코팅된 
그레이트바와 코팅되지 않은 그레이트바의 내마모, 열충격 특성을 실
험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2. 내마모 및 열충격 시험

내마모 시험을 위해서 28% 크롬강인 그레이트바 본래의 재료와 

(①),  추가적으로 그레이트바의 표면에 코팅된 4가지 시험편 (몰리브

덴함금강(②), 니켈-크롬 합금강(③), 크롬-규소 합금강(④), 니켈-텅
스텐카바이드 합금강(⑤) ) 등 총 5가지 재료에 대하며 마모시험을 수

행하였고 2~5번까지 열충격 시험을 수행하였다. 마모시험은 ASTM 
D3702규격에 의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1 Disk specimen for wear test

Fig. 2 Thermal shock test setup

Fig. 2는 열충격시험을 하기 위한 실내 사진을 나타낸다. 열충격 시

험은 –40℃~125℃까지 열사이클을 1시간 주기로 84회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3은 내마모 시험의 결과 이다. 시간-마모의 깊이를 나타내며 가

장 우수한 것은 Ni-WC 코팅으로써 약 0.5mm의 깊이를 나타낸다.

Normal Mo alloy

Ni-Cr alloy Cr-Si alloy

Ni-WC alloy
Fig. 3 Wear test results

열충격 시험의 경우 모든 경우에 대하여 코팅층이 탈락하거나 손상

을 입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코팅층의 열충격에 대한 내성은 

충분히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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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프레스 가공은 소성가공의 한 종류로 금형을 이용하며 높은 생산

성으로 다품종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서 금형 제작의 높은 단가에

도 불구하고 현재 자동차 및 전기전자산업 등 넓은 분야에서 사용되

고 있다.(1) 본 연구는 프레스 사용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기계식 프레

스 구조 개선을 위하여 실제 제작되는 400 ton 능력의 슬라이드 프레

임 구조물에 대하여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구조해석으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2.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구조해석 

 
슬라이드 프레임의 구조해석을 위해 Fig.1과 같이 상금형이 체결되

는 슬라이드 프레임의 하면 2/3 면적에 (1,800 mm x 800 mm) 400 ton의 
하중을 적용하였고, 고정 기준점이 되는 슬라이드 프레임 상면 포인

트 연결부(1380 mm) 및 좌,우측 기브 가이드면에 경계조건을 적용하

였다. 슬라이드 프레임 구성 평판의 재료는 SS400으로, 재료의 물성

은 Table 1와 같이 적용하였다. 그 결과 Fig. 2와 같이 최대변형량은 슬
라이드 하면부에서 0.141 mm, 최대등가응력은 110 MPa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해외 프레스 제작 업체의 기준인 고정지점 간 최대변형량 
1/8000 mm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에 설계기준에 적합한 구조

물 설계 변경을 위한 최적설계 안을 도출하였다. 
 

 
Fig. 1 Slide Frame Boundary Condition 

Table 1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Young's Modulus Poisson's Ratio Density 
SS400 205 GPa 0.3 7,850 kg/m3 

 

     
Fig. 2 Analysis Results of Slide Frame Deflection and Stress 

 

3. 최적설계 결과 및 고찰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구조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구조물 평판의 

두께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작되는 구조물

의 안전성은 유지하면서 최대변형량을 설계 기준에 맞추고, 슬라이

드 프레임의 중량은 최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Fig. 3에서 지정한 
슬라이드 프레임 구성 평판을 Table 2와 같이 두께와 수량을 변수 설
정하고 실험계획법의 한 종류인 반응표면법을 통하여 최적의 설계를 
도출하였다.(3) 그 결과 실제 제작 조건을 고려하여 Table 2의 Final 

Design과 같은 최종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은 조건의 구조해석 결과

는 Fig. 4과 같이 최대변형량은 0.171 mm과 최대등가응력은 116.8 MPa
로 설계기준을 만족함과 동시에 중량은 6635 kg으로 기존 모델의 중
량 7336 kg 보다 10.5% 중량 절감되었다. 

 

 
Fig. 3 Variable of Slide Frame Part 

Table 2 Parameters of Slide Frame Part Thickness and Plat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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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 130 19 3 25 3 
2 32 140 22 5 32 4 
3 40 150   40 5 
4  160    6 

Final Design 25 130 19 5 25 5 
 

 
Fig. 4 Analysis Results of Slide Frame Deflection and Stress 

 
이상과 같은 연구로 도출된 최적설계 안을 슬라이드 프레임 설계

에 적용함으로써 설계기준에 맞는 최적설계를 통해 구조물의 중량감

소는 물론 프레스 구동 시에 안전성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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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의 접촉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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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이클로이드 감속기(cycloid reducer)의 디스크(planet gear) 치형 

설계(1) 시 일부 업체들은 다음의 치형수정계수(tooth modification 

coefficient)를 도입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1)

여기서    (또는 =1)인 경우를 비수정치형이라 부르고 있으며,

   (또는  >1) 치형을 수정치형이라 한다. 따라서  (또는  )값

이 커질수록 편심 가 작아지고 이로 인해 디스크 치형 크기가 작아

져 완만한 치곡선을 가지게 되고 핀 치형과의 접촉영역이 커져 접촉

력은 커지고 접촉응력은 작아지게 되는 경향을 갖는다. 반대로  (또

는  )값이 감소하면 편심 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디스크 치가 커져 

접촉력은 감소하나 접촉응력이 커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치형수정

계수, 핀 치반경 등 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디스크의 접촉력 및 접촉응

력의 변화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디스크 치형 설계제원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의 크랭크 회전각에 따른 디스크와 핀 사이의 

접촉력, 접촉응력들의 경향을 고찰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은 설계제

원을 고려하였다. 

Table 1 Design parameters

 Design parameters Values

 Distance to teeth center ( )  162.5 mm 

 Pin radius ( )  8.0 mm

 Eccentricity ( )  3.5 mm

 Number of pins ( )  40

 Thickness of planet gear ( ) 31.5 mm

 Input torque (  ), CCW  4,000 N·m

 AGMA elastic coefficient ( ) 184.6 MPa1/2

크랭크 회전각  =0°일 때 상기 Table 1의 설계제원을 통하여 산

출된 접촉력 및 Hertz 접촉응력은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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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tact forces and Hertz contact stresses at  =0°

3. 설계변수 영향 고찰

편심량( )의 감소(치형수정계수 의 증가, 0.1385 0.2

0.2615)는 등가곡률의 감소(Fig. 2 (a) 참조)로 접촉응력은 낮추나 접

촉력은 커져 베어링 수명 단축의 주된 영향 인자임을 알 수 있다. 또 

핀 반경( )의 감소는 등가곡률의 감소(Fig. 2 (b) 참조)로 접촉응력

을 낮출 수 있으나 접촉력은 그 변화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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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quivalent curvatures variation

4. 결 론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디스크 치의 접촉응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편심

량과 핀 치반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제원을 선택해야 함을 알 수 있

었다. 구체적으로는 편심량의 감소(치형수정계수의 증가)는 등가곡률의 

감소로 접촉응력은 낮추나 접촉력은 커져 베어링 수명 단축의 주된 영

향 인자임을 알 수 있었고, 핀 치반경의 감소는 등가곡률의 감소로 접촉

응력을 낮출 수 있으나 접촉력은 그 변화가 미미함을 알 수 있었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현장기술 지원인프라 조성사업’

의 국고지원금으로 수행한 사업의 연구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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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잭업 드라이브용 잭킹 피니언(jacking pinion)은 통상 잇수는 7, 모

듈은 80 이상의 대형 기어로 제작되어 랙과의 치 물림을 담당한다. 

또 잭업에 사용되는 랙-피니언은 기어 이의 절손 등 파괴를 동반한

치명적인 파손이 허용될 수 없기에 전경화 열처리 후 14% 이상의 연

신율을 갖는 고연성강이 사용된다. 따라서 피팅(pitting) 등의 표면피

로파손 보다는 브리넬링(brinelling)으로 인한 마멸 손상이 잭킹 피니

언 피로파손의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AGMA, ISO, DIN 등

의 설계규격을 적용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잭킹 피니언의 브리넬링으로 인한 마멸 손상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내마멸 특성이 탁월한 RRP(roller rack pin-

ion)(1) 기반 잭킹 피니언을 고려하였고, 전위계수(profile shift co-

efficient) 변화에 따른 마멸수명 평가를 수행하여 잭킹 피니언 내구

성 향상 설계에 일조하고자 한다. 

2. 잭킹 피니언 설계제원

 RRP 기반 잭킹 피니언의 접촉력, 접촉응력, 마멸수명 등의 경향

을 고찰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은 설계 및 해석제원을 고려하였다.

Table 1 Analysis parameters of jacking pinion

 Design and analysis parameters Values

 Module,   80.851 mm 

 Number of pinion teeth,  7

 Roller diameter coefficient,   1.571

 Profile shift coefficient,   0.05, 0.10, 0.20

 Addendum extension factor,  1.30

 Face width,  127 mm

 Input torque,    138.8 kN·m

 AGMA elastic coefficient,  188.4 MPa1/2

 AGMA full correction factor,  1.3

상기 Table 1의 설계제원을 통하여 설계한 물림률 1.46의 잭킹 피

니언 초기 형상은 Fig. 1과 같다. 

roller 3

 involute

yf

curve locusroller 2

Tin

xf

roller 1

Fig. 1 Designed jacking pinion ( =0.20,  =1.30) 

3. 브리넬링 마멸수명

Fig. 2는 전위계수( ) 변화에 따른 Hertz 접촉응력( )들의 변화

를 보여 주고 있다. 전위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접촉응력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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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rtz contact stresses according to 

상기 Hertz 접촉응력을 기반으로 잭킹 피니언의 브리넬 손상으로

인한 마멸수명 평가를 위해 다음의 응력-수명 평가 식을 고려하였다.


 




(1)

여기서 =1.4
 ,  = -0.056 이다. 또 

 은 Brinell 강도를 나타

낸다. 본 논문에서는 Brinell 경도 HB=262, 
 =2,664 (MPa)의 잭

킹 피니언을 고려하여 전위계수 변화에 따른 마멸수명 평가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Brinelling wear life(
 ) according to 

 
max

 (MPa) 

 

max


  (cycles)

0.05 2,911.6 0.915 83

0.10 2,404.4 1.108 2,595

0.15 2,202.4 1.210 12,162

0.20 2,106.4 1.265 26,953

전위계수( )가 증가함에 따라 마멸수명도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으며,  0.07일 때, Brinell 강도 값이 Hertz 접촉응력 값보

다 커져 400 사이클 이상의 마멸수명을 가짐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잭업용 랙-피니언의 설계 마멸수명 400 사이클(5회 승·하강/년 사

용빈도, 40년 수명)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Hertz 접촉응력 값이 

재료의 Brinell 강도 값보다 작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값 이

상의 전위계수 설계가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Kwon, S.-M., 2017, Contact fatigue life of rack-pinion for 

small-sized sluice gate, Journal of the KSMTE, 26:3, 29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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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절삭유는 절삭 가공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여 거품이 

발생된다. 또한 가공에 사용된 절삭유는 재사용을 위해 필터(Filter)를 
거쳐 저장탱크(Tank)로 흐르게 되는데, 이때 필터와 저장탱크의 높이에 
따른 낙차로 인해 거품이 발생하게 된다. 거품 발생을 방치하면 저장탱
크 외부로 절삭유 거품이 넘쳐 손실이 발생되고 공장바닥 등 작업환경을 
오염시킨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절삭유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소포제 
살포에 의존하고 있다. 소포제는 화학적 분해를 통해 절삭유 거품을 제
거하는데, 이는 유지비가 발생하며 절삭유 액체의 변질 및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포제를 이용한 화학적 분해가 아닌 친환경적인 물리
적 파쇄에 의한 거품 제거 장치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유지비 발생이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장치 위치에 
따른 거품 제거 효과를 분석하여 더 효율적인 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2. 거품 제거 장치 

 
거품 제거 장치의 원리는 모터에 연결된 블레이드(Blade)를 통해 장

치의 하단에 구성되어 있는 흡입구로 거품을 흡입하고, 흡입된 거품은 
내부의 블레이드 원심력으로 파괴되고 액체로 변환되어 출구로 배출한다.  

Fig. 1은 거품 제거 장치의 개략도이다. 

    Fig. 1 Schematic of the bubble removal device 

 

3. 거품 제거 테스트 실험 
 
제작한 거품 제거 장치에서 절삭유는 싸이클론 필터(Cyclone Filter)

를 통해 탱크로 유입되는데, 진행한 테스트(Test)에서는 거품 제거 장치
를 싸이클론 필터로부터 거리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1차 테스트는 
싸이클론 필터로부터 가장 먼 곳에 설치를 하였으며, 2차는 중앙, 3차는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테스트 전 거품 높이와 
테스트 후 거품높이를 비교하여 총 제거된 거품 높이를 분석하였다.  

 
 

4. 테스트 실험 결과 
 
거품이 제거된 높이를 분석한 결과 1차 테스트는 거품이 5 mm 감소

하였으며 2차 테스트는 25 mm, 3차 테스트는 57 mm가 감소하였다. 실
험을 통해 거품 제거 장치가 싸이클론 필터와 가까울수록 탱크 내 거품 
제거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Bubble removal test 

Test Bubble height 
before removal 

Bubble height 
after removal 

Removed bubble 
height 

1st 68 mm 63 mm 5 mm 

2nd 70 mm 45 mm 25 mm 

3rd 65 mm 8 mm 57 mm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절삭유 거품 제거를 위한 장치 개발을 하였다. 싸이클

론 필터와 가까운곳이 거품 제거가 잘 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추후 실
험은 싸이클론 필터와 가까운 곳에 거품 제거 장치를 설치한 뒤 저장탱
크 내에 에어 블로우(Air blow)를 추가 설치하여 거품제거 장치로 절삭
유 거품을 끌어 모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여 실
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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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Free form fabrication encompasses specialized curvatures for the designed part 

that can eliminate the disadvantages associated with the parts with planar surface. For 
instance, flat car side mirror came across blind spot where the driver is unable to 
comprehend the rear-view environment and may lead to accidents during lane 
changes and turning [1]. This problem of blind spot can be reduced through the 
design of curvature for the car side mirror that is responsible for the provision of wide 
angle field of view to avoid the guess work involved with the areas not directly 
visible to him [2]. In this paper, we used slumping process for the manufacture of 
driver side car mirror and visually simulated the rear-view environment using 
photorealistic ray tracing to get insight about the robustness of manufacturing process. 

 
2. Slumping process 

 
Slumping process is a low cost high through put manufacturing process [3]. The 

downside of this process is that it involves elevated temperature and because of the 
moving mold on conveyer temperature deviation is inevitable that results in certain 
deviation from the designed curvature. The nature of deviation from the original 
design curvature can be either useful for the process and give rise to a scenario where 
is driver can be see the rear-view environment directly. The slumping process has 
been illustrated in Fig. 1. 

 

 
Fig. 1 Slumping process for car mirror fabrication [4] 

 
3. Results and Discussion 

 
In this paper the virtual simulation of the rear-view environment has been 

performed using the photorealistic ray tracing technique. Fig. 2 illustrates the original 
design curvature and one of the deviation (namely deviation C) and Fig. 3 represents 
the photorealistic visualization of the rear-view environment.  

 

  
Fig. 2 Original design curvature and deviated curvature 

 

 
Fig. 3 Photorealistic ray tracing of original and deviated curvature 

 
Because of slumping process there are certain deviations that enhance the visibility 

whereas some deviations might lead a scenario that has potential danger of 
incorporating the blind zone thereby reducing the visibility. Thus, the photorealistic 
visualization enables the manufacturer to avoid long iteration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makes it possible to expedite the overall design and manufacturing 
process. Photorealistic visualization of deviation C in Fig. 3 demonstrates the 
visibility enhancement for the drivers as compared to original design of the curvature. 

  
4. Conclusion 

  
The integration of photorealistic visualization for the design and 

manufacturing process of car mirror design helps the manufacturer to 
evaluate road scenario visible to the driver through virtual simulation. 
Photorealistic visualization performs key role to bring certain useful 
deviations as well as avoid the detrimental deviations thereby ensuring 
the emergence of robust manufacturing process. This work can be 
extended for the design of overall tolerance system for the manufact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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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후변화와 사용자의 운전성향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동차부품의 

안전 및 내구성능에 대한 신뢰성검증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 또한, 
자동차부품에 대해 높은 환경규제로 인해, 재활용소재를 이용한 제품

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주름 type의 Boot 
보다 재활용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경량화 된 Compact type의 

Drive-shaft용 Diaphragm Boot를 고온조건에서의 회전팽창시험을 통

하여 내구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Diaphragm Boot 고온회전팽창시험

본 Diaphragm Boot의 고온회전팽창시험은 국내 자체 개발한 TPE
소재를 이용하였고, 온도조건과 회전속도조건은 각각 60℃,120℃, 
150℃, 600 rpm, 1,000 rpm, 1,500 rpm으로 내구성능 분석을 위한 

시험을 진행하였다. 본 시험을 위해 자체 제작한 고온회전팽창시험기

를 이용하였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정된 회전측정기와 온도센서, 
회전 시 발생되는 팽창정도를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Laser 센서

(Keyence IL-600)를 사용하여 내구시험을 Fig 1과 같이 진행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3. 실험 결과 및 고찰

Diaphragm Boot의 팽창변위 값은, Laser센서를 Stage에 고정시킨 

후 x축 방향으로 100mm를 50mm/sec으로 이송하는 동안 1 msec 단
위로 측정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약 2,000개의 데이터를 획득하였

으며, 최대 팽창값을 분석하기 위해 이송거리에 따른 Laser 측정신호

데이터 중 최대값만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시험을 통한 최대팽창그래

프는 Fig. 2에 나타내었으며, 각 조건에 대한 전체 이송거리의 회전팽

창최대값 및 평균값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rpmtemp. 600 1,000 1,500
60 5 5 6
120 30 42 56
150 70 85 98

Table 1 Test Conditions (rev/min, ℃, ㎛)

(a) 600rpm at 60℃  (b) 600rpm at 120℃ (c) 600rpm at 150℃

 (d) 1,000rpm at 60℃ (e) 1,000rpm at 120℃ (f) 1,000rpm at 150℃

 (g) 1,500rpm at 60℃ (h) 1,500rpm at 150℃ (i) 1,500rpm at 150℃
Fig. 2 ex. Maximum Expansion figures according to test condition

기존 주름 type의 Boot 대비 TPE소재의 팽창정도가 현저히 낮고 

규칙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으며, 향후엔 조향내구성능 분석

을 위한 고온회전꺾임각도별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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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하지재활용 외골격 로봇의 프레임에 기존 철, 알루미

늄 대신 CFRP를 적용시켰다. CFRP는 탄소섬유 복합재료로서 기존 

철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재질보다 가볍고 인장강도와 탄성계수가 

훨씬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CFRP가 적용된 외골격로봇

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구조안정성을 보고자 한다.

2. 외골격로봇의 구조해석

외골격 로봇의 모델링은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힘을 거의 받지 

않는 부분을 제거한 후, 매우 복잡한 곡면이 많은 모델에 적합한 3D 
tetra 요소로 유한요소모델을 구성하였다.

해석은 세 가지 Case로 나누어서 수행하였다. 하지로봇이 직립인 경

우, 30°로 링크가 접힌 경우, 45°로 링크가 접힌 경우이다. 각각의 경

우에 있어서 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을 Fig. 1과 같이 나타내었다.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1 Contact Constant of Structure Analysis

Case 1의 경우에는 각 관절에 있어서의 수직하중 300N 과 몸의 중

심에서 측면으로 향하는 힘 200N을 가하였다. Case 2와 3의 경우에

는 최 상단부에 400N의 하중이 가해졌다. 다른 경계조건으로는 부품 

접촉 부분에는 glue 조건을, 볼트 체결로 인한 부품 간 연결은 강체 요

소를 사용하였다. 
로봇에서 가장 큰 힘을 받는 부분은 프레임이다. 이는 Fig. 2.와 같

은 CFRP로 구성되었으며, 각 층의 두께는 0.18mm다.

Fig. 2. Laminated Composite Model of Upper / Lower Frame
 of Rehabilitation Robot

3. 외골격 로봇의 구조 안정성 평가

2장에서 언급한 세 경우에 대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후, 변위 및 

응력을 검토하였다. Fig. 3은 Case 별 응력 분포도를, Table 1은 구조

Case (Degree) 1 (90°) 2 (30°) 3 (45°)
Max. Stress Part Bottom Frame

Max. Stress [MPa] 250 150 194
Max. Deformation [mm] 15 1.1 1.5

해석을 Case 별로 수행하여 최대응력과 최대 변위를 나타낸 결과

이다. 

Table 1 The Result of Structure Analysis

(a) Case 1 (b) Case 2 (c) Case 3

Fig. 3 Equivalent Stress Distribution of Robot according to Case

최대 변위의 경우는 90° 모션에서 횡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졌기 때

문에 횡방향의 변위가 크게 나타나고 30°, 45° 모션에서는 종방향의 

힘만 가해졌기 때문에 횡방향의 변위는 매우 낮다. 최대 응력은 90°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 45°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4. 결 론

(1) Case 1의 최대 횡방향의 변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두께 방향

의 2차 단면 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2) Case 1, 2, 3 의 최대 응력은 복합재의 파괴를 일으킬 만한 수준

에는 미치지 못하며, 구조 부재의 파괴에 대한 측면에서는 충분한 안

전율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구조적 물성은 기존 소재(Fe, Al)에 비해 우수하였으나 체결 시 

CFRP 소재에 응력집중으로 인한 파손 방지를 위해 체결부위의 응력

집중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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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7년도 한국교통대학교, MOTIE KIAT,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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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CFRP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으로 자동차, 전기 전자, 항공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CFRP의 적용 분야가 증가함에 따라 드

릴링, 밀링과 같은 2차 가공은 필연적이며, 치수공차와 가공면의 우수

한 품질을 고려한 정밀 가공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계가

공 시 발생하는 갈라짐, 버, 섬유의 뜯김 등의 불량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공구의 개발과 가공조건 선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트리밍 

가공 전 구멍가공을 위한 드릴형상(형상 드릴; 리머타입)을 개발하였

으며, 이를 이용하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초경 드릴과 형상 드릴의 절

삭력, 공구 마모, 홀 형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2. 마이크로 엔드밀링 실험

본 실험에 사용된 CFRP는 탄소섬유량 60~65%를 prepreg 

35~40%에 함침시켜 제작하고, 배향각은 0°/45°를 적용하였으며 넓이 

130×120mm와 두께 5mm로 제작하였다. Fig. 1은 실험 장치를 나타

낸다. 주축 회전속도 2500rpm, 이송속도 250mm/min의 가공조건을 

적용하였으며 table 위에 드릴가공용 압전형 공구동력계(Kistler, 

9271A)를 설치하여 절삭력을 측정하고, 공구마모와 구멍의 입출구는 

공구현미경을 통해 분석하였다. Fig. 2는 드릴 형상을 나타낸다. 

Fig. 1 Experimental setup

 

(a) carbide drill         (b) shape drill

Fig. 2 Drill shape

3. 결과 및 고찰

Table 1은 평균 절삭력과 공구 마모량를 나타낸다. 절삭력과 공구마

모는 300번 구멍 가공 시 측정되었다. 절삭력은 초당 500개의 데이터

를 얻어 평균값으로 적용하였다. 형상드릴의 절삭력은 초경 드릴의 약

50% 로 나타났으며, 형상드릴의 공구마모량은 초경 드릴의 약 36%로

나타났다. Fig. 3은 공구마모 형상을 나타낸다.

 

Cutting force(N) tool wear(mm)

carbide drill 292.74 0.098

shape drill 132.92 0.036

Table 1 Cutting force and Tool wear

   

(a) carbide drill         (b)shape drill

Fig. 3 Tool wear of Drill

Fig. 4는 구멍가공 후 입 출구부의 형상에 대해 나타낸다. 초경드

릴을 사용하여 가공하였을 때 입구부에서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지만,

출구부에서 CFRP의 박리와 버, 찢김 현상이 발생하였다. 형상 드릴을

사용하여 가공하였을 때 입구 부분과 출구 부분에서 초경 드릴보다 우

수한 가공면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개발된 형상드릴이 초경 공구보다 절삭력과 공구 수

명, 입출구 형상에 대한 관점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형상 드릴이 CFRP를 가공하는데 있어 가공의 효율성과 제품

의 결함을 줄이는 역할에서 기존의 초경드릴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된다.

(a) entry surface of carbide drill (b) exit surface of carbide drill

(c) entry surface of shape drill (d)  exit surface of shape drill

Fig. 4 Photo of the entry and exit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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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VC 공정을 이용한 미세 홈 가공시 칩 형성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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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of chip formation during micro-grooving using the UEV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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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는 초음파 타원 진동 절삭 (UEVC) 과정을 유도하여 마이크

로 홈 가공 중 칩 형성을 실험 한 것이다.  UEVC 프로세스는 절삭력, 
표면 거칠기 및 절삭 공구의 마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그러나 UEVC 공정을 이용한 마이크로 그루브 공정에서의 칩 형

성 현상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UEVC 공정을 이용

한 미세 홈 가공 후의 칩 형성에 관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자한다.

2. 실험설정

UEVC 프로세스는 3 축 일반 밀링 머신에서 사용되었다. 피삭재는 

20mm x 20mm x 20mm크기의 합금강 AISI 1045이다. Table 1은 

UEVC 공정에서의 미세 그루 빙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기존의 공작

기계에서 스핀들을 초음파 타원 운동 변환기 (UEMT)로 대체 하여  

 초음파 타원 진동 절삭(UEVC) 실험환경을 Fig. 1(a).와 같이 구축하

였다. 타원형으로 움직이는 공구 팁에 대한 그림은 Fig. 1(b)에 나와 

있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초음파 타원 진동 절삭공정(UEVC)과 기존 절삭공정(CC)  
간의 칩 형성 비교를 보여준다. UEVC 공정에서의 칩 형성은 간헐적

인 절삭으로 낮은 전단 변형 및 낮은 절삭저항을 만든다. 따라서 칩의 

형상은 나선형이며, 얇은 두께이며, 큰 전단각을 가진다. CC공정에서

의 칩 형성은 연속적이고, 비 나선형이며 상대적으로 두꺼운 두께를 

갖는다.

No Parameters Value Unit
1 Cutting speed 500 - 2500 mm/min
2 Depth of cut 15 - 25 µm
3 Feed distance 300 µm

4 Ultrasonic 
frequency 24 kHz

5 Phase shift 90 deg

Table 1 UEVC micro-grooving 

(a) (b)
Fig. 1 Experimental setup

Fig. 3은 UEVC와 CC 프로세스 간의 전단 각 비교를 보여준다.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유사한 가공 파라메터에서 UEVC 프로세스

는 CC 프로세스에 비해 전단 각도가 크게 증가한다. 본 실험의 결과는  

Kim의 논문의 결과와 비슷하여 신뢰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2].

결 론

초음파 타원 진동 절삭공정(UEVC) 중 낮은 전단 변형 및 절삭 저

항이 생성되기 때문에, 칩 형상은 나선형이며, 얇은 두께이며, 큰 전단

각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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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ip formation comparison between UEVC and CC

Fig. 3 Shear angle comparison between UEVC and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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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형상에 따른 CFRP의 결함제거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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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항공, 자동차,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탄소섬유복합재(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CFRP)는 인장강도가 높고, 피로 및 부식

이 없는 고경도 경량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고경도의 탄소

섬유와 폴리머가 결합된 CFRP는 경도가 높아 가공이 어렵고 진동 및

분진형태의 칩 발생으로 인하여 가공 시 박리(delamination), 미 절삭

(uncut fibers)등의 가공결함이 발생하기 쉬워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구의 절삭날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 CFRP의 디버

링에 관한 특성과 제거 매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2. 실험 조건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UD CFRP(90*90*5mm)이며 섬유배향각이

0도 90도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섬유배향각과 공구 날의 상대각도에

따라 미절삭 버(uncut burrs)등의 가공결함이 발생하기 쉽다. 드릴링

후 추가 공정을 통하여 버를 제거하는 것을 디버링이라 하며 Table.1

과 같은 가공조건으로 Table.2의 여러 형상을 가진 공구를 이용하여 

버 제거실험을 하였다. 

Items Type

Workpiece UD CFRP (90*90*5mm)

Spindle speed (rpm) 3000

Feed (mm/rev)  0.033/0.167/0.33

Ultrasonic Amplitude 4.318µm

Table 1 Experimental setup

3. 결과 및 고찰

Table 2 Tool selection according to geometry

디버링 전후의 버 면적 비교를 통해 버 제거율 BRR(burr removal

rate)을 계산할 수 있으며 1-6번 공구의 디버링 결과는 Table.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일반적인 초경드릴의 경우 디버링에 큰 효과는 없으

며 좌날과 우날이 섞여있는 컴프레션 공구의 경우 40~50%의 버 제거

율로 디버링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6번 좌날 엔드밀의 경우

0.167mm/rev에서 73%로 버 제거율이 가장 높다. 이는 일반적인 우

날, 우헬리컬의 드릴로 생성된 버는 반대 날인 좌날, 좌헬리컬 공구로

효과적인 디버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Fig. 2의 우날 공구의 디버링 매커니즘을 보면 디버링할 때 공구가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절삭날과 섬유배향각의 상대위치가 90,

135, 170 순으로 만나게 되면서 절삭날이 누워있는 방향으로 절삭날

이 가해져 버가 절삭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반면에 좌날 공구의

경우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섬유배향각과의 상대각도가 10에서부

터 90까지 순차적으로 만나게 됨에 따라 절삭력이 효과적으로 전달되

는 디버링 매커니즘을 갖게 된다. 따라서 좌날 공구는 우날로 생성된

미절삭 버에 대하여 효과적인 디버링이 가능함을 유추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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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제품의 소형화·정밀화는 중요한 이슈이다. 제
품을 가공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절삭가공에 있어서도 고정도가 요구

된다. 절삭가공의 가공성을 결정하는 인자는 공구의 소재이다. 공구 

소재의 크기는 작을수록 경도, 강도, 인성이 높은 우수한 기계적인특

성을 가져 높은 가공성을 가진다. 이 외에도 소재의 미세화를 통해서 

그 외의 특성(밀도, 비열, 열전도율,)도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공구 

소재의 미세화를 통해 달라지는 특성에 따른 발열현상 및 절삭동력의 

변화를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연구하고자한다.

2. 해석환경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구는 직경 2mm의 볼앤드밀이며, 피삭재는  

금형강으로 사용되는 STD61(HRC 52)이다. 공구의 형상은 CAD를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해석의 경우에는 상용소프트웨어인 Advant 
Edge를 이용하여 공구가 720° 회전하는 경우를 해석하였다. 이는 공

구의 날이 4번 였다. 해석조건으로는 피삭재의 mesh크기는 0.01mm
로 설정 하였고, 공구의 경우 피삭재와 맞닿는 부분에 한정적으로 

0.01mm로 지정하였다(Fig. 1). 절삭조건은 Up-miiling으로 하여, 
RPM 20000, FeedRate 800(mm/min) 절단폭 0.4(mm) 절단깊이 

0.4(mm)로 지정하였고, 해석하고자하는 공구의 물성치의 변화는 

Table 1과 같다.

(a) Boundary Condition (b) Mesh Size of Tool
Fig 1 FEM Setup

Input Output
Thermal

conductivity (λ)
Specific heat

(Cp)
Density

(ρ) Temp. Cutting
Power

Unit. W/(m×"°C") J/[kg×"°C]" kg/m^3 °C N
Case.R Library 525.25 59.5
Case.1 46.913 190 15000 600.25 56.75
Case.2 46.913 280 15000 592.75 57.5
Case.3 46.913 380 15000 578.5 50.75
Case.4 46.913 380 20000 578.75 58.5
Case.5 46.913 380 10000 630.75 45.5
Case.6 10 280 15000 668.75 53
Case.7 84.02 280 15000 558.75 57
Case.8 120 280 15000 509 58.75

Table 1 Output response with the corresponding input parameters 

3. 결과 및 고찰

해석 결과는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고, Table 2를 통해서 밀도, 
비열, 열확상율 변화에 따른 발열 및 절삭동력을 비교할 수 있다. 밀도

(Table 2a)가 증가할때 공구에 발생하는 온도는 감소하지만 절삭동력

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다. 비열의(Table 2b)의 값이 커질 때 공구에 

발생하는 온도는 낮아지며, 절삭동력에는 큰 변화가 없다. 열전도율

(Table 2c)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열전도율이 비열과 연

관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전도율과 비열이 높을 때 절삭동력에는 큰 영항을 주지 않

고, 가공 시 공구에 발생하는 온도를 낮춰줌으로 표면품위가 좋아지고 

공구의 수명 연장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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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hermal

conductivity
Specific 

heat
Density

W/(m×°C) J/[kg×°C] kg/m3

Case 6 10

280 15000
Case 2 46.913
Case 7 84.02
Case 8 120

Table 2c - Result of Depend on Thermal conductivity  

No.
Thermal

conductivity
Specific 

heat
Density

W/(m×°C) J/[kg×°C] kg/m3

Case 1
46.913

190
15000Case 2 280

Case 3 380

Table 2b - Result of Depends on Specific Heat 

No
Thermal

conductivity
Specific 

heat
Density

W/(m×°C) J/[kg×°C] kg/m3

Case 5
46.913 380

10000
Case 3 15000
Case 4 20000

Table 2a - Result of Depends on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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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인 사출성형은 수 만에서 수 백만개 이상의 제품 성형에 사용되고, 

사출성형에 사용되는 금형은 금속으로 가공 및 제작되어 많은 비용과 시간

을 필요로 한다. 이는 수 백 단위 이하의 제품 성형에 사출 성형을 적용시키

기에 비효율적인 요소로 작용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에 적합한, 플라스틱 3D프린팅 기술을 응용하여 제품 형상부에 해당되는 코
어를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폴리머 금형 코어 적용 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사출 및 구조 해석 

본 논문에 적용할 성형품 모델은 메디칼 부품인 Fluid management 
device 형태의 형상이며, 제품 형상에 대하여 Fig. 1과 같이 사출성형 
해석과 금형 코어의 구조해석을 진행하였다. 폴리머 소재를 금형 코
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어 내부에서의 사출 압력에 대한 강도 확
보와, 고온의 용융수지 주입에 따른 내열 특성 및 금속 대비 낮은 탄
성률에 따른 변형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사출성형 해석을 통해 
코어 내부의 최대 사출압은 약 5.4MPa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Fig. 2
와 같이 폴리머 코어에 사용되는 소재의 물성 시험 결과를 고려할 
때 사출성형 시 코어에 걸리는 압력은 매우 안정적인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 Result of injection molding simulation for predicting the 

pressure of parts and mold core (left: part, right: core) 
 

 
Fig. 2 Compression test results for polymer core material of PA2200 

(ISO 604) 
 

3. 결과 및 고찰 
폴리머 코어는 EOS사의 P395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성형용 수지는 폴리미래사의 폴리프로필렌 PR5007K를 사용하였다. 
폴리머 소재의 경우 금속에 비해 열전도도(1.09e-04 1/K)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제품 샷(shot)수에 따른 코어 내부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100 shot까지 폴리머 코어로 제품을 성형한 결과 금형 코어 내부의 온
도는 Fig. 3과 같이 40℃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어 내부 온도 
상승에 의한 제품의 치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20 shot 별로 제품 
보스부분의 직경을 측정하였으며, Fig. 4와 같이 측정결과 직경의 최대 
치수 편차가 80μm이내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품 직경의 
1.2 % 수준의 오차로 추후 폴리머 코어 내부에 형상적응형 냉각

(Conformal cooling)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1% 미만의 치수오차를 요구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폴리머 코어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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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ternal temperature change curve of polymer core vs. shots 

 

 
 
Fig. 4 Dimensional measurement results of injection molded parts 

with 3D printed plastic mold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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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meter (mm) Deviation (mm) 

Point 1 6.626 0.078 

Point 2 6.633 0.048 

Point 3 6.57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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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this study, in order to deal with the high-strength parts of the vehicle, it was 

confirmed that a full-additive manufacturing punch could be fabricated by high strength 
mold steel powder material using the 3D printing techniqu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est the possibility of additive manufacturing for a high strength punch from ultra-high 
strength hot-stamping post-process. After previous research and analysis, three kinds of 
metal powder of H13 M300 and KP4 with excellent additive composition were 
selected from metal powder materials. The additive manufacturing specimens and 
punches were produced by PBF (Powder Bed Fusion) method. In the future, the full-
additive punch fabricated in this study will be tested in the piercing press process for 
high strength sheet material after post treatment. 

 
2. Fabrication and Experiment of Additive 

Manufacturing Specimens  
The CAD modeling of specimens was designed by Materialise Magics and the 

specimens were fabricated by three kinds of metal powder materials using PBF 
method shown in Fig. 1. 

 
Fig. 1 (a) CAD model; (b) Specimens of additive manufacturing 

Additive manufacturing specimens for hardness, toughness, wear resistance, 
compressive strength, and comparative density were prepared to examination. 
Respectively, the specimens were tested for compression test and impact test according 
to ASTM E9-89a and KS B 0809.  The standard of the density test is KS D 
0033:2011(Method for determination of density of metal powder sintered materials).  

The physical properties test of the three kinds of additive manufacturing 
specimens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test standards. Table 1 shows the results 
of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additive manufacturing specimens. The reference 
values are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specimens fabricated by bulk materials with 
the same grade as the additive manufacturing specimens. From the result, the 
material of M300 shows the better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Table 1 Experiment result and comparison 

Properties 
Before heat treatments 

H13 M300 KP4 
Density 
(g/cm3) 

Reference 7.707 8.000 7.830 
Specimen 7.412 7.889 7.204 

Hardness 
[HRc]  

Reference 32.0 35.0 33.0 
Specimen 25.7 40.0 29.9 

Absorbed 
impact energy 

[J]  

Reference 33.0 39.0 33.9 

Specimen 2.6 89.1 35.2 
 
SEM photograph and EDS analysis were performed to check the structure of 

additive specimens as shown in the Figure 2. From the image of SEM and EDS, 
M300 has a small number of defects and the defects areas are relatively small than 

other materials. It can be seen that the additive state of the surface shows the same 
tendency as the result of the relative density measurement experiment. 

 
Fig. 2 SEM image and EDS analysis of Additive specimen ; (a) KP4, 

(b) H13, (c) M300, (d) EDS analysis 
 

3. Fabrication of Full-Additive Manufacturing Punch 
From the experiment and analysis, the material of M300 was selected and used in 

manufacturing the full-additive punch as shown in Figure 3.  

 
Fig. 3 Additive punch fabricated by the 3DP full-additive method  

4. Conclusion 
In this paper, we have fabricated and tested additive manufacturing specimens 

using 3DP technique in advance to test the possibility of high strength punch molds 
using metal mold powder. Mechanical properties, SEM and EDS analysis of 
additive manufacturing specimens were used to select the additive punch powder 
materials. It is confirmed that the high strength additive punch could be 
manufactured by the method of 3DP technology with the high strength metal mold 
powder material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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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3D Printing Technology has becomed widespread popularity 
and familiarity in almost every industry in the world. One of the 
most remarkable technology of 3D printing is the Selective Laser 
Sintering (SLS) with many advantages in material as well as in 
finished product. This article introduces a simulation model of 
machining principles of 3D Selective Laser Sintering technology 
using PA12 plastic powder. 

 
2. Hardware 

 

The machine consist of chassis, tool head and electronics. It has 
a simple design which based on some of the DIY SLS printer 
model and laser engraving machine. Building the machine cost 
about 500 $. 

 
3. Software 

 

The accompanying software have 2 program : the program 
convert the CAD model to printable layer format and the other 
program using the G-code to controls the XYZ to create 3D 
product. The machine software has been based on open source 
with C language in Code Vision AVR and C++ language in Visual 
Studio. 

 
4. Material 

 

The material become available for experimenting with open 
source Rapid Prototyping. Here, we use commonly plastic of SLS 
technology like ABS, PP, Nylon. Nylon PA12 is easy to find and 
easy to use. We also mixed carbon powder to increase the 
absorption of laser.
 

5. Specification 
 

- Maximum build size: 400x450x400mm  
- Diameter of laser beam: 0.04mm 
- Minimum vertical step size: 0.02mm 
- Minimum XY step size: 0.023mm 
- Speed ( depend on printed part): 
- Commonly 1minutes for 1 layer. 

 

 

 

 

 

 

 

 

 

 

 

 

 

 

 

 

 

 

 

 
 

Fig. 1 SLS 3D printe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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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금속의 성능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다양한 후처리

공법들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법들 중 담금질은 급격한 

열 변화를 이용하여 금속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써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최근 들어 레이저를 이용하여 국소 부위에 급격한 온

도 상승 및 열충격을 가해 담금질을 하는 레이저 열처리 기술이 개발

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ISI 4140 금속에 대하여 열처리 

공정을 실험적으로 적용하고 변화된 금속의 물성을 측정하여 원 소재

로 만든 시편과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열처리한 시편

을 인장 신율 시험으로 기존 원 소재 대비 금속의 최대 인장 강도의 

변화를 측정해 보았다.

2. 시편 형상 및 열처리 공정

레이저 열처리 공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시편을 가공하였다. 시편은

봉형의 인장 시험 시편이며, 일반적인 시편과 다르게 평행 부를 없애

고 인장 시 발생하는 응력이 단일 지점에 집중되도록 설계된 시편을 

사용하였다. 레이저 열처리 공정의 특성상 시편중앙 약 3~4 mm 영역

에 대해서만 열처리가 효과적으로 적용됨으로 응력 집중 영역 및 파단 

예상 위치가 열처리 영역 안에 위치하도록 설계 하였다.
열처리를 위해 사용된 레이저는 산업상의 활용도가 높고, 금속에 대

한 흡수율이 높은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열처리 공정은 레이

저 장치를 시편에 수직하게 위치한 상태에서 시편을 일정한 속도로 회

전시키면서 레이저를 조사하였다. 시편은 30 RPM 의 속도로 2바퀴 

회전하도록 하였다. 레이저의 출력은 파이로 미터를 사용하여 조절하

였고, 금속 표면의 온도가 열처리 온도에 순간적으로 집중 되도록 설

정하였다. 세부적인 공정 조건은 아래 표1에 정리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400℃, 450℃, 600℃의 열

처리 온도에 따른 시편을 제작하였고, 이 시편을 열처리를 하지 않은 

금속과 비교하였다.
이렇게 준비 된 시편을 인장 시험을 통해 그 물성의 변화를 측정하

였다. Instron 사의 1350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속도는 1 mm/min로 

시험하였다.

a)

b)

Fig. 1 Test specimen. a) raw material, b) Heat treated material

Property Value Unit
Wavelength 980 nm

Beam Diameter 3 mm
Maximum Laser Power 500 W
Pyrometer sampling rate 20 ms/time

Table 1 Condition of heat treatment

3. 결과 및 고찰

시험 결과 400℃ 열처리 시편은 원 소재 대비 100 MPa의 허용응력 

상승을 확인 하였다. 450℃ 이상의 온도에서 시험한 시편의 경우 약 

300 MPa이상의 허용응력이 상승함을 알 수 있었고, 전반적으로 취성

의 증가를 확인했다. Fig. 3, 4를 보면 시편의 파단면 또한 무처리 및 

400℃ 열처리 시편은 컵 모양으로 나타났고, 450℃, 600℃ 시편의 

경우 취성 파단이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후 보다 정밀한 측정 

및 분석을 통해 열처리로 인한 금속의 성질 변화를 연구 하려 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열처리한 금속에 대해 보다 정확한 유한요소 해석

을 위한 물성 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다. 추후 더 적절한 개선 결과가 

나오면 이를 본격적인 공정에 적용할 수 있다.

Fig. 2 Difference of stress strain curves by heat treatment temperature

Fig. 3 Shape difference of fracture with heat treatment temperature

 

Fig. 4 Fracture surface of heat treatmen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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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기발광다이오드(Organic Light Emitting Diode, OLED)는 낮은 소모 전력, 
높은 색 재현성이라는 장점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Electron Transport Layer(ETL)의 낮은 전자 이동도로 Emissive Layer(EML)에서 
엑시톤 생성 저하에 따른 발광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ETL의 낮은 
전자 이동도에도 불구하고 60 nm로 Hole Transport Layer(HTL)의 30nm 대비 
두껍게 구성하는 것은 음극 전극에서 기인하는 Surface Plasmon Polariton 
(SPP) 손실을 막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열 증착으로 형성된 ETL 대
비 100배의 전자 이동도를 갖는 ETL을 용액 공정법으로 구현하고 엑시톤
의 재결합 위치를 EML 하단에서 중앙으로 제어하여 60 nm 이하의 두께에
서 SPP손실은 줄이면서도 고효율 OLED 구현하는 공정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Fig. 1 FDTD analysis (a) E-field distribution according to ETL thickness 

(b) E-field intensity at 515 nm wavelength 
 

2. OLED 시뮬레이션 및 제작 공정 
 
선행연구를 통해 ETL의 두께에 따라 재결합 영역의 수직적 위치가

EML내에서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였다[2]. 즉 ETL 두께가 60 nm 이상의 
경우 ETL 인접 영역에서, 30nm 이하에서는 EML 중앙 영역에서 엑시톤 
재결합 영역(Recombination Zone)이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재결합 영역위
치에 따른 발광 효율을 분석하기 위해 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method(FDTD)으로 시뮬레이션을 구현했다. 엑시톤 재결합에 따른 발광
은 Dipole Source로 구현하여 ETL두께에 따라 달라지는 수직적 위치를 
Fig. 1. a)와 같이 달리하였다. Fig. 1 b)를 통해 나타나 있는 것처럼 Air와 가
장 인접한 영역인 Glass 기판에서 ETL 30 nm이 가장 광이 강했다. 반대로 
ETL 80 nm의 경우 재결합 영역이 ETL과 중첩되어 있어 EML의 발광 기
능이 제한적으로 작용하여 발광양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 됐다.  
실제 소자 구동시에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Fig. 2. 

a)나타나 있는 것처럼, Anode인 ITO 150nm를 Glass에 성막 후, HTL인 
PEDOT:PSS를 30 nm, EML로 PVK:OXD:Ir(ppy)3를 80nm로, TmPyPB를 30, 50, 
80 nm로 용액 코팅하였고 최종적으로 Al인 Cathode를 성막하여  Fig. 2. b)
처럼 소자로 구동하였다. 
 

Fig. 2 OLED device structure a) SEM observation according to the ETL 
thickness b)Device configuration 

3. OLED 소자 성능 측정 결과 

Fig. 3 (a) I-V and (b) Electroluminescence intensity according to ETL 
thickness at 17 voltage bias 

 
ETL 두께에 따른 소자의 전기적 특성은 Fig. 2 a)와 같이 나타내었다. 

ETL 30 nm가 다른 조건 대비 구동 전압이 2 V이상 낮게 나타나, 전력 효
율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50 nm는 12 V를, 80 
nm는 13 V에서 구동되어 ETL 두께에 따라 저항 증가하였고 이는 전자 
이동도 감소로 판단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적용을 위한 색 특성을 평가
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ETL 두께에 관계없이 Peak Wavelength는 515 ~ 
516 nm로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했다. Table 1의 색순도를 평가할 수 있는 
FWHM 역시 오차 범위인 0.9 nm 이내에서 모두 동일하게 측정 됐다. 전
기-발광 특성을 종합해보면 ETL 두께가 30 nm에 가까워질수록 EML로의 
전자 주입이 용이해져 동일 전압에서 발광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17V 전
압에서 10, 15%더 높은 1.52 lm으로 나타났다. 이는 ETL의 전자 이동도가 
향상된다면 엑시톤 재결합 영역이 증가하는 FDTD 시뮬레이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Table 1 Color characteristics properties at 17 V voltage bia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60 nm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 ETL 두께를, 30 nm로 줄이면

서도 OLED 발광 효율이 최대 15%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용액 공정과 같이 기존 

열증착법 대비 전자 이동도 향상공정을 적용한다면 엑시톤의 재결합율이 증가하여 EML의 

발광 영역이 확장되어 발광 효율 향상이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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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지그를 이용한 구리박판 레이저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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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er Lap Bonding of Copper Sheet Using Glass Jig
J. T. Park*, M. S. Seo, S. H. Choi, S. W. Kim, W. J. Do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레이저응용기술센터 

Key Words : laser bonding, glass jig,  laser soldering, bonding of copper

1. 서 론

최근 레이저 용접 및 접합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투명 

소재에 대해 투과성을 가지는 레이저를 이용한 투과 접합이나, 불투명 소재에 

대한 열전달 접합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2] 
불투명 소재에 대한 열전달식 접합에 대해서는 소재간의 틈을 좁혀줄 지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투과율 99.9 % 이상인 유리 지그와 레이저 

투과를 이용한 열전달 방식의 구리 박막 접합에 대해 연구하였다. [3-5]

2.구리박판 접합 실험

본 실험에서 사용 된 접합용 지그는 고순도의 석영으로 제작된 유리와 

1070 nm 파장의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하였다.
Fig. 1과 같이 유리 지그를 투과한 레이저 광원을 상부의 구리박판에 흡

수시키고, 발생하는 열원을 하부의 구리박판으로 전달시키며 서로 용융하

여 접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접합조건으로 빔 크기는 1 mm, 파워 26 W, 속도 0.5 mm/s로 3mm2 

면적을 hatching 하여 열원을 조사하였다.

Fig. 1 Glass Jig Laser Welding with Fiber Laser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유리 지그를 이용한 레이저 접합 시편의 인장시험 결과 최

대 25N으로 측정 되었으며, 접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하였다.
Fig. 3에서는 구리박판 접합 전과 접합 후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접

합단면의 성분은 분석의 어려움이 있어 접합되었던 면의 임의의 6지
점에 대하여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접합 전에는 Cu 67%와 C 32%로 

대부분의 구성을 이루었으나, 접합 후에는 Cu 47%, C 30%, O 23%
의 비율을 가지게 되었다. 

접합재 이용이나 정확한 용융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소가 부족한 상

태로 불완전연소를 통한 일산화탄소의 발생으로 판단된다.

Fig. 2 Tensile strength during bonding with glass jig

C O Cu
Before 32 1 67
After 30 23 47

Table 1 Component (%)

Fig. 3 EDS Component analysis result 

본 연구에서는 유리 지그로 열원을 투과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기존
의 paste를 이용한 접합이 아닌 동종 소재의 열전달을 활용한 접합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이를 통해 공정 단계를 줄이고 생산 공정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이 기대 된다.

또한, 접합 시 생성되는 산소를 억제해 주기 위하여 정확한 용융점 
확인과 극초단 펄스레이저를 이용하여 구리표면에 3D 구조체 제작 후 
박판 접합 등 고품질, 고효율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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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도금을 이용한 금속의 전해에칭

신홍식*

Electrochemical etching of metal using electro-deposition
H. S. Shin*

한국교통대학교 기계자동차항공공학부

Key Words : Electrochemical etching, Electro-deposition

1. 서 론

금속 합금은 기계, 전자 및 통신, 항공 분야 부품의 소재로 많이 활

용되어 왔다. 전해에칭(electrochemical etching)은 금속 소재에 잔류

응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대면적의 표면에 패터닝(patterning)을 

할 때 매우 적합한 가공 방법이다[1-2]. 본 논문에서는 전해도금층

(deposited layer)을 희생층으로 활용한 금속 표면의 전해에칭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2. 실험 방법 및 장치

전해도금층을 이용한 금속 표면의 전해에칭을 수행하기 위한 공정

은 전해도금, 레이저 패터닝, 전해에칭의 3단계로 수행되었다. Fig. 1
은 전해도금 및 전해에칭을 수행할 수 있는 전해수조와 레이저빔 시스

템 구성도를 보여준다. 15 x15 mm 크기를 갖는　AISI 304 스테인리

스강이 공작물로 사용되었다. 0.5 M 황산구리와 0.5 M 황산으로 구

성된 혼합 수용액이 전해도금 수용으로 사용 되었으며, 2 M 염화나트

륨 수용액이 전해에칭 수용액으로 사용되었다. 전해도금층 패터닝을 

위해 펄스빔 화이버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3. 결과 및 고찰

전해도금, 레이저 패터닝, 전해에칭의 순서로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전해도금 조건은 Table 1, 전해에칭 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전
해도금을 이용하여 스테인리스강의 표면에 구리층(copper layer)을 도

금하고 에칭할 영역에만 레이저빔을 조사하여 구리층을 제거한 결과

를 Fig. 2(a)에서 보여주고 있다. Fig. 3(a)는 Fig. 2(a)의 구리층 영역

의 EDX(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분석 결과로 구리 

원소가 주로 검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사용

하였기 때문에 전해에칭 시 구리층과 스테인리스강 표면에서 동시에 

용해(dissolution)가 일어나게 되고, 구리층은 에칭이 일어나는 동안 

대부분 제거된다. 전해에칭 이후의 결과를 Fig. 2(b)에 나타내었다. 
Fig. 2(a)에 보이는 구리층이 있던 영역에서는 에칭 시 구리층이 용해

되는 동안 구리층 아래에 있는 스테인리스강 표면이 보호되므로 구리

층 아래에 존재하는 스테인리스강 표면에서는 에칭이 일어나지 않으

며, 이를 Fig. 2(b)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리층이 레이저 패터닝

에 의해 제거되었던 영역에서는 보호층이 없으므로 스테인리스강 표

면이 에칭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b)는 에칭 전 구리층이 있던 

영역을 에칭 이후 EDX 분석한 결과로 구리 원소가 거의 검출되지 않

아 구리층이 에칭 이후 제거되었음을 Fig. 2(b)에서 확인할 수 있다.

Applied voltage(V) Deposition time(s)
2.5 60

Table 1 Electro-deposition conditions

Applied voltage(V) Etching time(s)
15 10

Table 2 Electrochemical etching conditions

     (a) laser patterning       (b) electrochemical etching
Fig. 2 Electrochemical etching using electro-deposition

(a) EDX analysis before electrochemical etching

(b) EDX analysis after electrochemical etching
Fig. 3. EDX analysis 

구리층을 희생층으로 이용하여 금속의 표면에 패턴을 갖는 전해에

칭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으며, 본 공정의 안정화 및 최적화를 위한 추

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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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rinting을 이용한 인공뼈 구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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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D Printing 기술은 형상 구현과 재료의 낭비가 적고 출력물 내부 

채움이나 구조를 제어할 수 있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

구를 통해 ABS를 재료로 하는 FDM방식의 3D Printing기술을 이용

하여 인공뼈를 출력하고 구조해석과 실험을 통해 실제뼈와 출력물간

의 기계적 강도값을 비교하여 신체의 밸런스를 위해 형상과 질량은 같

되 강도값은 같거나 우수한 인공뼈를 제작 하고자 하였다.

2. 구조해석

실제뼈의 기계적 강도 값과 3D Printing한 출력물의 기계적 강도 값

을 비교하기 위해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18.0을 이용하여 실제 뼈의 

구조 해석을 진행 하였다. 넙다리뼈와 골반이 접합되는 부분을 고정시

키고 x축 방향으로 10N의 힘을 가했으며 최초 파단이 시작되는 지점

의 응력을 확인하기 위해 Principal stress 해석을 진행 하였으며 Fig. 
1은 넙다리뼈의 Fix 조건과 Maximum principal stress 해석의 결과를 

나타낸다.

Fig. 1 Structure analysis of ANSYS

3. 굽힘시험

출력물의 내부채움 밀도와 외벽 두께에 변화를 주었을 때 나타나는 

변형률과 탄성계수, 굽힘응력을 알아보기 위해 시편을 제작하여 굽힘 

시험을 진행 하였다. 시편의 Parameters는 외벽 두께, 내부 채움 밀도 

두 가지를 가지고 굽힘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가장 높은 강도값을 가

지는 Parameters 값을 찾고자 하였다. Fig. 2는 굽힘 시험 그래프를 나

타낸다.

Fig. 2 Bending test graph

4. 파단면 관찰

굽힘시험 후 시편의 파단면을 관찰하여 파괴 경로를 파악하고 단위

면적당 기공의 면적을 파악하여 볼륨과 밀도를 알아보기 위해 파단면

을 관찰 하였다. Parameter를 설정 해준 것 과 같이 낮은 내부 채움 

밀도값의 시편에서는 기공들이 넓게 나타났으며 내부 채움 밀도를 높

게 설정 하였을 때는 시편의 기공들이 조밀하게 나타났으며 기공의 면

적과 시편의 질량의 연관성을 예측 하였다. Fig. 3은 내부 채움 밀도에 

따른 파단면의 현미경 사진이다.

       < Infill 30% >              < Infill 50% >

       < Infill 80% >               < Infill 90% >

Fig. 3 Fracture of specimen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찾은 Parameters 값을 대입해 실제뼈와 같은 질량을 

가지고 기계적 강도는 실제뼈보다 우수한 인공뼈를 출력 하고자 하였

다. 구조해석 결과 넙다리뼈의 목 부분에서 0.0814 Mpa의 하중이 주

어졌을 때 파단이 시작되며 굽힘시험 결과 내부 채움 밀도가 높아질수

록 시편의 강도값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파단면 

관찰 결과 내부 채움 밀도가 높아질수록 내부 기공의 조밀도가 높아졌

으며 이를 통해 시편의 파괴경로와 밀도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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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PDMS의 공극 크기에 따른 표면적 비율과 접촉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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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79년 최초 개발된 후 랩온어칩(lab-on-a-chip)은 의학, 생명공학,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진단 및 분석장치로 각광을 받고 

있다(1). 랩온어칩은 주로 polydimethylsiloxane(PDMS)로 제작되는데 

이는 PDMS가 높은 미소가공성, 우수한 내화학성, 그리고 뛰어난 광

학적 투명도를 가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랩온어칩 제작에 있어 

PDMS가 가지는 고유의 물성 및 가공 제한성을 극복하여 랩온어치의 

다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PDMS에 대한 다양한 표면처리 및 전체처

리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처리 방법의 일환으로 

다공성 PDMS(macroporous PDMS) 제작기술을 개발한 후 공극 크

기에 따른 표면적 비율(area fraction)과 물 접촉각의 변화를 측정한다. 
또한 Cassie-Baxter 모델(2)과 실험 결과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집중

적으로 분석한다. 

2. 재료 및 방법

Fig. 1은 다공성 PDMS의 제작공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PDMS
와 수용성 입자(소금)의 혼합액을 틀에 부은 후 압력을 가해 여분의 

PDMS를 제거함으로써 수용성 입자(궁극적으로 공극) 사이의 연결성

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상기 혼합물을 65℃에서 6시간동안 열가교 

시킨 후 초순수수(deionized water)에 넣어 소금입자를 완전히 용해시

킴으로써 PDMS 내부에 서로 연결되는 공극을 형성하였다. 이때 50, 
125, 250, 그리고 500 μm 크기의 소금입자를 사용하여 최종 형성된 

공극의 크기를 조절하였다. 
제작된 다공성 PDMS 시료에 대해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이미지를 획득하여 공극의 크기 및 공극 간 연결성을 확

인하였다(Fig. 2a). 또한 시료의 표면을 염료로 처리하여 표면 이미지

를 촬영한 후 ImageJ를 통해 임의의 표면상에서 표면적 비율(즉, 
PDMS와 공극의 비율)을 계산하였다(Fig. 2b). 마지막으로 각 시료에 

대해 초순수수(3 μl)의 접촉각을 10초 간격으로 총 10분간 측정하였다.

Fig. 1 Fabrication process of macroporous PDMS

(a) SEM images (b) Stamped images
Fig. 2 Images of macroporous PDMS samples with different pore sizes 

of 50, 125, 250, and 500 μm.  

(a) Area fraction vs. pore size (b) Water contact angle vs. time
Fig. 3 Area fraction and water contact angles measured with macroporous 

PDMS samples with different pore sizes of 50, 125, 250, and 500 μm. 

3. 결과 및 고찰

Fig. 3a는 다공성 PDMS 시료에서 측정된 표면적 비율과 공극의 관

계를 보여주고 있고, Fig. 3b는 다공성 PDMS 시료에서 측정된 물 접

촉각의 시간변화를 나타낸다. 먼저, 시료의 표면 이미지를 통해 측정

된 표면적 비율은 50 μm 공극에서 0.43 수준이었고 공극이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여 500 μm 공극에서 0.74이었다. 또한 Cassie- 
Baxter 모델을 물 접촉각 측정결과(Fig. 3b)에 적용하여 계산된 표면

적 비율은 이전 결과와 매우 유사하여 50 μm 공극에서 0.45이었고 

단조증가하여 500 μm 공극에서 0.78에 도달하였다. 이를 통해 다공

성 PDMS에 있어 공극크기에 따른 표면적 비율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료의 표면 이미지를 

통한 표면적 비율 계산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다공성 

PDMS의 물 접촉각은 공극의 직경이 감소할수록 증가하여 50 μm의 

공극을 가지는 시료에서 물 접촉각은 약 138°이었다. 참고로 공극이 

없는 평평한 PDMS의 물 접촉각은 110°이었다. 또한 PDMS에 대한 

다공처리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PDMS에 대한 플라즈마 표면

처리와 계면활성제 혼합과 달리 물 접촉각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전체처리 방법은 PDMS의 소수

성을 반영구적으로 강화시킴을 보여주고 또한 상기 소수성 강화정도

를 공극의 크기를 통해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추후 차기 연구로 

다공성 PDMS의 표면에너지를 예측할 수 있는 실증적 관계식을 개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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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약물전달용  생분해성 미소바늘(microneedle)은 피부조직을 효과적

으로 뚫기 위해 날카로운 선단과 고종횡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경사노

광과 회전노광만을 혼합한 종래의 노광법으로 제작된 생분해성 미소

바늘의 경우, 하부기판(실리콘, 금속 등)에서의 자외선 (UV) 반사와 

기판에 적층된 광경화성 수지(SU-8)와 마스크(mask) 사이의 공극으

로 인해 날카로운 선단을 가지는 고종횡비 미소바늘을 제작할 수 없었

다. 이에 최근 역노광, 경사노광 및 회전노광 조합한 하이브리드 노광

법(hybrid UV lithography)을 이용한 날카로운 고종횡비 미소바늘 제

작기법이 개발되었다(1).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노광법 대비 하이브리드 

노광법이 가지는 기술적 장점(특히, UV 조사량에 대한 미소바늘 형상

의 둔감성)을 광학적 모델링 결과와 미소바늘의 제작 결과를 통해 집

중적으로 실증하고 분석한다. 

2. 재료 및 방법

Fig. 1은 생분해성 미소바늘 제작용 몰드(mold)를 기존 노광법과 하

이브리드 노광법으로 제작하는 개념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기존 노광

법(Fig. 1a)의 경우, 하부기판에 적층된 SU-8 최상부면의 상대적으로 

낮은 평탄도로 인해 상기 SU-8과 마스크 사이에 공극이 존재하게 된

다. 또한 하부기판에서의 UV 반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반면 

하이브리드 노광법(Fig. 1b)은 SU-8을 필름마스크에 직접 적층하여 

사실상 공극이 존재하지 않고 더불어 하부기판이 없어 UV 반사를 최

소화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SU-8/마스크 시료의 상대적 회전에 따

른 상기 시료 내 위치별 UV 조사량에 대한 광학적 모델링(2)을 통해 

미소공정 중 하부기판에서의 UV 반사가 제작된 미소바늘의 선단부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상기 광학적 모델링 결과를 

기초로 제작된 몰드를 이용하여 생분해성 소재인 poly(lactic-co- 
glycolic acid)(PLGA)로 미소바늘을 제작한 후 3차원 형상을 확인한

다. 이를 통해 하부기판에서의 UV 반사에 따른 미소바늘 형상의 변화

와 더 나아가 하이브리드 노광법에 있어 UV 조사량에 대한 미소바늘 

형상의 둔감성에 대해 실험적으로 검증한다. 

3. 결과 및 고찰

기존 노광법과 하이브리드 노광법에 대해, SU-8/마스크 시료의 위

치별 UV 조사량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다. 기존 노광법의 경우, 하부

기판에서의 UV 반사로 인해 미소바늘 선단부의 날카로움이 제한적이

고 또한 제작된 미소바늘의 최종형상은 UV 조사량에 둔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2a). 반면에 하이브리드 노광법의 경우, 하부기판에서

의 UV 반사를 최소화하여 날카로운 고종횡비 미소바늘의 제작이 가

능한 몰드제작이 가능하고 또한 그 최종형상은 UV 조사량에 둔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2b). 또한 기존 노광법과 하이브리드 노광법

으로 준비된 몰드를 이용하여 PLGA로 미소바늘을 제작하여 3차원 

형상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 노광법은 날카로운 고종횡

비 미소바늘 제작에 있어 기존 노광법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을 확

인하였다(Fig. 3). 하이브리드 노광법은 추후 미소약물전달장치, 미소

기계식접착제 등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 Conventional method (b) Hybrid method 
Fig. 1 Comparison between conventional method (inclined/rotational UV 

exposure) and hybrid method (reverse/inclined/rotational UV exposure)

(a) Conventional method (b) Hybrid method 
Fig. 2 Optical modeling results on the UV exposure dose

(a) Conventional method (b) Hybrid method
Fig. 3 SEM images of the microfabricated PLGA microneed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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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구고령화와 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술을 통해서 의료기기를 

삽입하여 치료하는 기술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기술 중 하나인 체내 이식형 약물 이송 시스템(Intrathecal Drug 
Delivery(ITDD) Pump System)의 경우 척수강으로 일정 용량의 고농

도 약물을 주입하는 펌프 장치로, 일반적으로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암환자 및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치료에 사용되는 소형화된 정량 펌프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내 이식형 약물 펌프 내부에 펌프의 오작

동이나 펌프 내·외부의 압력 변화로 인해 약물이 과도하게 투여 되는 

것을 기구적으로 제어하는 유량제어 밸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1. Schematic of Intrathecal Drug Delivery System

2. FLV(Flow Limit Valve)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 멤브레인을 이용하여 FLV를 제작했는데, 실
리콘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주된 장점은 설계 변수가 스프링을 사용하

는 것 보다 간단하며, 부피가 작아서 소형화된 제품에 사용하기가 유

리하기 때문이다. Fig. 2는 ITDD 펌프 시스템과 펌프에 장착된 솔레

노이드 밸브 및 FLV를 나타낸 사진이다.

Fig. 2. ITDD pump system and Solenoid Valve with FLV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LV는 원형 실리콘 멤브레인으로 Fig.2 우측

의 솔레노이브 밸브 쪽 outlet과 약물 주입구 쪽 inlet 사이에 위치한

다. FLV를 설계함에 있어 필요한 주된 사항은 멤브레인에 작용하는 

압력과 휨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로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Gelerkin Method를 사용했다. 이 방법은 멤브레인의 휨 형태가 

[1-(r/a)2]2 를 따르고 휨 피크 점에 비례 한다는 가정을 이용한다. 

여기서, r은 원기둥 좌표계의 반지름, a는 멤브레인의 반지름, 0 는 

휨 피크 점이다. 또한  0/a 와 r/a 가 충분히 작다면 다음이 성립한다.
Fig. 3의 좌측은 밸브가 닫혔을 때(left)와 열렸을 때(right) 멤브레

인에 작용하는 압력분포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우측은 CAE 
software COMSOL 5.0을 이용하여 밸브가 열렸을 때 FLV 하우징 

내부 유체의 압력 및 속도 구배를 해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Fig. 3. FLV Sequence and CAE result

3. 결과 및 고찰

해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멤브레인의 두께 0.2mm와 멤브레인 내의 

홀 크기 0.15mm를 결정하고, 이를 직접 제작하여 ITDD 펌프에 삽ㅇ
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4. Membrane bending aspect with height and Discharge amount 
according to valve open time.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탄성 재료인 실리콘을 이용한 FLV(Flow Limit 
Valve)의 수식 모델을 설계하고 최적화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제작된 FLV가 올바르게 작동되는지 확인하였다. 실험을 통해 FLV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오작동 시 유량을 제한하고 정상 토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펌프 내부 혹은 외부의 압력이 급격하

게 변할 때 과도하게 약물이 흐르는 것을 제한하여 펌프가 일정한 성

능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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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o make manufacturers more competitive, there is a need to integrate advanced 
computing and cyber-physical systems to take advantage of the current technologies. 
With the advent of smart sensors such as IoT technologies (1), collecting data has 
become a simple task, but the question remains if these devices or data provide the 
right information for the right purpose at the right time. Data is not useful unless it is 
processed in a way that provides context and meaning that can be understood by the 
right personnel. Just connecting sensors to a machine or connecting a machine to 
another machine will not give users the insights needed to make better decisions. 
Thus,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real time monitoring system that utilized 
machine learning algorithm to predict the quality of product based on sensor data that 
was gathered by IoT device and showed the result in real time. 

 
2. Proposed system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real time monitoring system based on IoT sensor 

data for assembly line process in the automotive factory. The raspberry pi 3 model b 
(2) was used as an IoT device and several sensors is attached to it as shown in the 
table 1. The IoT device will send the sensor data that is sensed by sensors into the 
system every 5 seconds. Once the worker is doing the assembly for door trim, the 
IoT device will start sending the sensor data into the system. The system than will 
process and classify the data and shows the result in to real time monitoring page as 
shown in Fig. 2 (c).  
 

Table 1 List of sensors which is used for the proposed system 

 Sensor name Sensor type 

(a) DHT11 Temperature, Humidity 

(b) BH1750FVI Ambient Light 

(c) ZP01-MP503 Air-Quality 

(d) MinIMU-9 Gyroscope, Accelerometer 
 

A random forest machine learning algorithm was used to predict the quality of the 
product based on sensor data that was sent by IoT device in real time. Apache kafka 
(3) for handling fast data, apache storm (4) for real time data processing and 
mongodb (5) for storing the sensor data was used for the proposed system as shown 
in the Fig. 1. 
 

 
Fig. 1 Proposed architecture system 

 
3. Result and Discussion 

 
The assembly line panel is shown in the Fig. 2 (a) which in the front side of the 

panel is attached an IoT device which is shown in the Fig. 2 (b). To connect to the 
proposed system, we used the ethernet cable and in the same network setting. Fig. 2 
(c) shows the real time monitoring page. In this page, real time sensor data that was 
sent by IoT device is shown alongside with the prediction result of it. Fig. 2 (d) 
shows the performance latency of each process in the proposed system. In this case 
we tried to increase the number of sensor data per second and we figured out that our 
proposed system can still handle it in reasonable time.  

 

(a) Assembly line panel (b) IoT device 

  

(c) Realtime monitoring page (d) Performance latency 

Fig. 2 Implementation result of the proposed system 
 

In this preliminary study, we concluded that our proposed system works well. In 
the future we could try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ystem not only 
about latency but also about prediction accuracy, prediction time, load time, etc. In 
additi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IoT device also could be provid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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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Development of machining technologies for increasing the 
potential of efficient machining has become a very important fact 
in current real industry. Reducing machining time of machining 
process is one way to improve the productivity. Many researcher 
are focus on build tool force model and predict the cutting force 
based on material removal rate[1]. Firman et al.[2] developed 
optimum feedrates by using fuzzy adaptive control to keep a 
constant cutting load. But not achieved flexible and implementable 
operation in the machine control system to generating optimized 
machining process parameters. Instead, we development a smart 
machining system for generating optimized NC program. The 
smart machining system can be increasing the potential of efficient 
machining and avoid tool breakage by control  machining process 
parameters. This paper presents the systematic procedure as well 
as feedrates optimization in the smart machining system.

      
2. Systematic procedure of smart machining system

We proposed the systematic procedure for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machining system according to cutting force control 
are shown in Fig.1. The product was imported int the conventional 
CAM system to establish the machining process parameter and 
generate the NC program. Then, material constant, cutting tool 
parameters, boundary conditions and NC program will be imported 
on the platform of the smart machining system.

Fig. 1 Framework for developing smart machining system

A smart autonomous machining system consists of two stages: 
the first stage is the calculation of optimization feedrates based on 
cutting force control under boundary conditions and the second 
stage is the modification of NC program to accommodate these 
new feedrates values. In the first stage, machining process will be 
simulated in the platform and calculated the material remove 
volume, material remove rate, instantaneous cutting force. 
Subsequently, an intelligent algorithm was implemented in the 
system to rescheduling feedrates under multiple constraints. As for 
the second stage, the result of feedrates optimization was generated 
automatically to the new NC program file.  

3. Feedrates optimization in smart machining system

Feedrates schedul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this smart machining system. The calculation gives an optimal 
feedrates that change according to the cutting as illustrated in the 
Fig. 2. The reference force to maintain suitable cutting and the 
threshold force to avoid cutting trouble. These parameters are 
considered about boundary conditions for the purpose of the 
different machining process and machining capacity. 

Fig. 2 The principle of feedrates optimization

4. Conclusion

The simulation results indicated that the machine time can be 
reduced around 35% and the new NC file was generated to 
conduct automatically the machining process. The physical 
machine center was manufactured to integrated the smart 
machining system into control system to carry out the 
experimental process. The result indicate that the machine time an 
be reduced 26% and quality of product is the same with the 
original NC code program. That means our system is reliable to 
reduced machine time and enhance the machine tool efficiency. 

The machine time have deviation between simulation and 
practice. The reason is the time required for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of feedrates. Optimization feedrates consider with the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machine tool in the smart machining 
system will be the subject of further work to enhance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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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의 대형화 추세로 후판 성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후판 성형을 현장 작업자의 수작업에 전적으로 의존함에 따라, 
생산소요시간이 급증하여 생산성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물론 제품

에 따라 금형제작을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대부분 선박

구성품은 다품종 소량생산품이므로 매번 신규 금형제작에 따른 고비

용이 발생하는 애로가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터넷기반

의 비정형 이미지인식기술과 좌표생성기술등 IT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다중곡률을 갖는 후판 판재의 고속성형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원격 후판가열 자동화장치 구축 및 시험

본 원격 후판가열 자동화장치시험에서 사용되어진 판재는 후판 사이즈 

(2000㎜×2000×30㎜), 두께 10~80t를 대상으로 예비시험을 하였다.  Fig. 1은 

가열토치 히팅디바이스 제어장치, HMI시스템, 네트워크 카메라 및 이미지취득 

및 좌표생성시스템을 연동한 시험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가공 성능목표는 생

산속도 1.5EA/day, 가열경로 추적범위는 ±35㎜, 작업환경 소움 80dB이내, 이미지데

이터 송수신응답률 95%이상으로 하여 시험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3. 결과 및 고찰

위 시험장치와 네트워크 카메라, HMI장치와  신호를 주고 받기 위

한 PC상의 외판가열작도시스템(Fig. 2)을 개발 완료하였다. 관리자용 

외판가열작도시스템은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fetch하여 좌표를 자동 

생성하고 이 데이터를 , 원격에 있는 DAQ장치를 거쳐 가열토치를 지

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도록 고안되어 있다.

Fig. 2 The drawing figure screen to guide the heating device(torch)

Table 1 The effect of automatic forming control device

- Before After

Productivity
(Time)

Gross work-time : 
Over 1~2days as to 
Thickness difference

Gross work-time : Over 
0.2~0.5 days as to 
Thickness difference 
(200%향상)

Process
improvement 8 Process 7 Process (13% decrease)

Investing
manpower 1~2men/EA 1man/EA (sustainable)

Quality of
Product Varying with man revive again

Production 
Cost 100% 50% decrease

Production 
Process

 Handwork as to 
worker ability

Real-time data-collection 
& DB building
Generation of big-data

Working
Environment

Simple repitition nearby
Simple work(fixed 
posture)
Danger of Fmusculoskeletal 
system disease 

Remote automatic-production
Improving work environment
Nearby working & 
different task is possble

원격 후판가열 자동화장치 선행기술개발(자동성형기술개발)을 통하
여, 작업자가 여러 대의 열간 자동 성형작업 가능함을 확인 하였고, 원
거리에서 작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작업자의 작업환경 개선(소음 
80dB이하)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작업자의 노하우에 
따라 경험적 생산에 국한되었던 다중곡률 성형은 가열온도 및 가열속
도를 센서 및 엔코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구축으로 작업 정
보를 정량화하고 수치화시켜 자동 성형가능하여 후판 곡률반경의 정
밀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이미지인식 및 좌표화기술을 자동화
성형장치에 접목하여 지능화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반을 줄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3 The Siginal flow between drawing screen &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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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LCD, MEMS 등의 첨단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장비들이나, 

나노산업, 바이오산업에서 사용되는 고배율 AFM 등의 계측 장비 등
에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지반 및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미세 진동

문제이다. 이러한 미세 진동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동/능동형 
제진대가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기존의 능동형 제진대의 경우 스테

이지와 같은 동적인 시스템이 사용되었을 경우 스테이지 구동으로 
인한 반력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진동 감쇠에는 한계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반력 보상 알고리즘을 설계 및 Matlab 시뮬레이션을 통하

여 검증한다. 
 

2. 전체 시스템 구성   
 
전체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4개의 Isolator 및 석정반,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Isolator는 공압 및 1개의 수직 방향, 수평 방향 보
이스 코일 모터를 갖는다. 각각의 아이솔레이터는 석정반의 양 끝 모
서리 4방향에서 지지를 하며 석정반 위로는 스테이지가 올려져 있다. 
X축 방향의 동하중( )은 100kg, Y축 방향 동하중( )는 40kg을 가
지며 석정반은 860kg으로 아이솔레이터가 지지하고 있는 상부의 총 
하중은 1015kg로 구성된다. 

          
Fig. 1 Vibration Isolation System 

 
3. 시스템 모델링 및 제어알고리즘 설계 

 
시스템은 총 6 자유도(X, Y, Z,  , , )를 가지며 동적 부하가 없

는 기존 제진 시스템의 역학적 모델에 동적 부하를 추가적으로 모델

링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     +  ̈…………………………(1)  =     +  ̈…………………………(2)  =     −   ̈ + 9.81 ……(3)  =     −   ̈ + 9.81 ……(4)  =      −  ̈ −  ̈………(5) 

  
반력 보상을 위한 제어 알고리즘으로는 PID Controller을 적용한

Feedback 제어에 스테이지의 엔코더로 측정한 이통 변위를 통하여 앞
서 모델링된 식 (1)~(5)에 대한 Feedforward 제어를 입력단에 적용하였

으며 Fig. 2와 같다. 
 

Fig. 2 Reaction Force Compensation (RFC) Algorithm 

 

4. 시뮬레이션 결과 

 

  
(a)                         (b) 

Fig. 3 Result of Simulation X, Y axis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입력으로는 가속도0.3G, 속도0.6m/s를 갖는 
모션프로파일을 사용하였으며 Fig. 3(a), (b)는 각각 X, Y축에 대한 변
위를 나타낸다. 시뮬레이션은 패시브, Feedforward, Feedback, Feedforward 
+ Feedback control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5. 결 론 

 
시뮬레이션 결과 Feedforward 제어만으로 패시브 상태에서의 최고 

변위 1/10 및 정착시간 200msec을 만족하였으며 Feedback 제어까지 적
용 시 잔류 진동 감소(패시브 대비 80%)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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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동력계를 위한 DSP 회로 설계

권용진*, 정규원

Designing DSP circuit for the Wheel force sensor

Y. J. Kwon*, K. W. Jeong

충북대학교 기계공학부

Key Words : Wheel force sensor, DSP, Vehicle sensor

1. 서 론

차량의 강도 및 동력계의 연결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차량 자체의 무게와 외부 환경의 영향에 따른 하중 변화를 감지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휠 동력계는 차량에 작용하는 하중을 측정하기 위해 바퀴 부분에 장

착되는 센서를 의미한다. 스트레인 게이지로 구성된 휘트스톤 브릿지

가 휠 동력계의 빔에 부착되어 Fx, Fy, Fz, Mx, My, Mz의 6분력을

측정하여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힘의 종류를 측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출력되는 신호는 그 전압이 낮아 DSP 칩에

서 연산하기가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SP 회로 중에서도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DSP 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증폭, 조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Fig. 1 Wheel force sensor

2. Filtering 회로 설계 및 실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전압 증폭을 위해 OP amp로서 TL071을 이용하여 Fig. 2 와 같이 

Filtering 회로를 설계하였다. 설계한 회로가 목적한 바와 같이 작동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Pspice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Fig. 

2 와 같이 회로를 구성한 후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출력되는 신호와 같

은 0.5~0.7V 교류 신호를 입력해 주고, 그 출력단에서의 증폭된 신호

를 시뮬레이션하였다.

Fig. 2 Fitering circuit

3. 결과 및 고찰

Fig. 3 Fitering result

Fig. 3은 Pspe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이다.

그래프 상에서 변위가 가장 작은 신호가  Filtering 회로를 거치지 않

고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출력된 원신호이다. 그리고 이를 Filtering 회

로를 이용해 증폭한 신호가 0V를 중심으로 ±1.5V 의 크기를 갖는 신

호이다. 이 두가지 신호의 크기를 보면 성공적으로 신호의 증폭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DSP 칩은 0V 이상의 신호만을 이용하기 때

문에 증폭된 신호를 다시 1.5V offset을 해서 0~3V 신호를 만들어 주

었다. 이 신호가 그래프 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신호이다.

참 고 문 헌

(1) D. F. Stout and M. Kaufman., 1982, Handbook of 

Operational Amplifier Circuit Design, 8-1~8.

(2) Lee, J. K, 2009, An Implementation of adaptive noise canceller

using instantaneous signal to noise ratio with DSP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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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e, J. S, Kim, J. S, Jeong, K. W, 2016, Signal Processing 

Method for Vehicle Wheel Force Sensor using DSP, MC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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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절 체인의 축방향 운동을 고려한 동특성 해석

김기성, 신응수*

Dynamic characteristics of an axially-moving chain with multiple joints
K. S. Kim, E. S. Shin*

충북대학교 기계공학부

Key Words : Axially-moving chain, Transverse vibration, Natural frequency, Wave number

1. 서 론

각종 산업용 장비의 전력공급용 케이블은 작업공간 내에서 장비와 

함께 신속하게 이동해야 하며 케이블을 지지하는 다관절 체인시스템

의 동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인시스템의 축방향 

이동속도가 횡방향 진동의 고유진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동특성 해석을 위한 운동방정식

Fig. 1의 체인 시스템은 다수의 블록이 핀조인트로 결합되어 단순지

지단의 축방향 운동에 따라 곡선부와 직선부가 결정되며 직선부는 핀

조인트의 운동이 구속된다. 케이블 하중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체인

직선부는 보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무차원 운동방정식과 경계조건

은 아래와 같다. 

(1)

(2)

식(1)의 해는 아래의 식(3)과 같이 주어지며 여기서 는 고유진동수, 
k는 파동수이다. 파동의 분산방정식으로부터 ki를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2)의 경계조건을 적용하면 와 ki를 순차적으로 구할 수 

있다.      

(3)

Fig. 1 An axially-moving chain with multiple joints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체인의 1차에서 3차까지의 고유진동수 와 그에 대응하는 

파동수 ki를 축방향 이동속도의 변화에 대해 도시한 것이다. Fig. 2(a)
에서 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크기가 작아지며 저속에서는 실수 형

태로 주어지지만  고속에서는 허수 또는 복소수의 형태가 되는데 허수

부가 0보다 작아져서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임계속도는 4.52로 나타

났다. 파동수가 실수부만으로 주어지면 파동 전파에 해당하고 복소수

이면 파동 비전파가 되는데 Fig. 2(b)~(d)에서와 같이 k1,2는 속도에 상

관없이 항상 전파되는 파동인 반면 k3,4는  에서는 비전파되

는 파동의 형태를 나타낸다.     

(a) Natural frequencies (b) Propagating wave

(c) Non-propagating wave (real) (d) Non-propagating wave (imag)

Fig. 2 Natural frequencies and wave numbers vs. velocity

(a) v = 1.49 (b) v = 4.47

(c) v = 5.96 (d) v = 7.43

Fig. 3 Natural modes vs. velocity

Fig. 3은 고유진동모드를 나타낸 것으로 Fig. 3(a), (b)는 저속 안정구

간에서의 모드이고 Fig. 3(c), (d)는 고속 불안정구간에서의 모드이다.
위 결과로부터 축방향 운동을 하는 체인은 속도에 의해 고유진동수 

및 모드, 안정성 등 동특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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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엔진용 가변 용량형 피스톤 펌프의 진동 해석

최영휴1*, 이종환2, 이정실3

Vibration analysis of a variable capacity piston pump for ship engines

Y. H. Choi
*

, J. H. Lee, J. S. Lee

창원대학교 기계공학부1, 창원대학교 대학원 기계설계공학과2, 세계유압3

Key Words : Piston pump, Modal analysis, Transient response analysis

1. 서 론

고출력 선박엔진에 사용되는 피스톤 펌프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오일이 토출되

는 과정에서 피스톤과 실린더에 압력 맥동이 작용한다. 압력 맥동(Pcylinder, Ppiston, PDischarge)

에 의한 진동 및 소음은 유압 시스템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가변 용량형 선

박엔진 피스톤 펌프의 동적해석을 통해서 진동특성과 운전중 진동응답을 분석한다.

Fig. 1 Schematic of piston pump mechanism and pressure exerted on cylinder and piston

2. 진동 모드 해석

2.1 유한요소 모델링

펌프 진동모드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링을 Fig. 2에 나타내었고, FEM 모델링 데이

터와 재료 물성치 데이터는 Table 1과  Table 2에 각각 정리하였다.

(a) Element mesh (b) Boundary condition

Fig. 2 Finite element model of the piston pump 

Table 1 FE modeling data of the pump

FE model

Element type Solid

No. of node 256,135

No. of element 113,965

Mass (kg) 79.669

Boundary conditions : All D.O.F of noes at 2 surfaces are fixed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the pump

Material

Properties

Density 

(kg/m3)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Steel

(FCD400, S45C) 
7850 200 0.3

Leaded tin bronze castings

(LBC2)
8830 82 0.34

P-31 wear resistance special brass

(P31CE)
8920 115 0.33

2.2 해석 결과

피스톤 펌프의 진동 모드 해석 결과를 Table 3과 Fig.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Computed natural frequencies and corresponding mode shapes

Mode Frequency Mode shape

1st 1051.2 1st Bending mode around Z-axis

2nd 1832.8 1st Bending mode around X-axis

3rd 1935.4
1st Bending mode around Y-axis

2nd Bending mode around Z-axis

(a) The 1st mode (1051.2 Hz) (b) The 2nd mode (1832.8 Hz)

Fig. 3 Computed natural frequencies and corresponding mode shapes

3. 운전중 진동 응답 해석

펌프 작동중의 피스톤과 실린더에 걸리는 맥동 압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과도진동을 유

한요소해석법으로 해석한다. 유한요소모델링은 앞서 Fig. 2의 진동모드해석용 모델링과 

같고 다만 작용하중 조건이 추가된다. 정속으로 회전함에 따라 9개의 피스톤과 펌프에는

사판의 기울기로 인하여 Fig. 4와 같이 변동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9개의 피스톤과 실린

더는 일정한 각도, 간격(Ⲫ0)으로 배열되어있기 때문에 n-번째 피스톤과 실린더의 압력은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실제 펌프 운전 시에 피스톤과 실린더가 정속으로 회전하지

만 본 진동 해석의 모델링에서는 피스톤과 실린더는 정지 상태로 있고 작용 하중(압력)이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해석에서 최대압력 P0=30MPa이고 운전속도는 2000rpm,

위상차는 Ⲫ0=0.698rad 이다.

  

Fig. 4 Applied load


   sin    


             (1)  

여기서, P0 = Maximum pressure, ⲱ = Angular frequency, ⲫ0 = Phase difference

(a) At piston center

(Max. 0.742 μm in the radial)

(b) At piston center

(Max. 2.630 μm in the axial)

(c) At cylinder wall

(Max. 2.032 μm in the radial)

(d) At cylinder wall

(Max. 0.710 μm in the axial)

Fig. 5 Transient response analysis results

4. 맺는말

모드해석 결과 1차 고유진동수가 1051.2 Hz이고, 펌프의 최대 운전속도가 2000 rpm이

므로, 피스톤이 9개인 점을 고려하여 9X 성분(약 300 Hz)까지 고려하여도 공진은 발생되

지 않는다. 운전중 진동응답 진폭은 피스톤의 중심 끝점에서 반경방향 0.742 μm, 축방향

2.630 μm 이고 실린더의 끝 부분에서 반경방향 2.032 μm, 축방향 0.710 μm 으로 운전조

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후 기

  본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경제 협력권 산업육성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중

인 경전각 유효성 응용기술을 활용한 71cc급 가변 용량형 선박엔진 피스톤 펌프 개발 과제

(과제번호 : R0005818)에서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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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작기계를 이용한 절삭 가공은 자동화 시스템의 발전과 함께 제
조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 자동차, 
그리고 조선과 같은 많은 산업에서 절삭 가공 된 제품에 대한 수요
가 여전히 많으며, 가공품에 대한 생산성 증가는 필수적이다. 절삭 
가공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공 시 발생하는 채터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여, 채터 상태를 벗어나 정상 가공 상태를 하는 기술이 필수
적이다. 
공작기계에서 여러 공구를 사용 시 같은 종류의 공구라도 날의 수
에 따라 정상 가공 및 채터 가공 모두 상이한 음향 방출을 하며, 진
동 신호 또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마이크로폰을 사용한 데이터 취득
은 배경 소음에 취약하여 상대적으로 외란에 강건한 가속도계를 이
용하여 공작기계 채터 진단을 수행하였다. MFCC(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정상 가공 신호와 채터 가공 신호를 
구분하였으며, 이는 DNN(Deep Neural Network)에서 특징 벡터로 사용 
된다. 절삭 가공 신호 취득을 위해서는 피삭재 뿐만 아니라 공구의 
마모 그리고 신호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딥러닝
을 적용하여 채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데이
터 생성을 위해서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사용하였으며, 
정상 가공 신호 및 채터 가공 신호를 생성 할 수 있다. 실제 실험으
로 취득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GAN으로 생성한 데이터 모두 사용하
여 채터 진단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밀링 가공에 의해 발생하는 채터 가공 신호와 정상 
가공 신호를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취득하였으며, 채터 현상이 발
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이용하여 공작기계 채터 모니터링 시스
템을 구축하였으며, GAN을 이용한 데이터 생성을 통하여 채터 진단 
정확도를 개선하였다. 

 
2. 밀링 가공 진동 신호 처리 

 
사람의 청감 특성을 반영하는 MFCC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채터 및 
정상 가공을 분석하였다. Log spectrum에서는 채터 가공 신호가 상대적
으로 고주파수 영역에서 정상 가공 신호에 비해서 큰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채터 현상이 발생할 때 사람들의 
귀에 고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공구가 여러 
개일 때는 같은 채터라도 서로 다른 양상을 띄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정상 가공 신호도 마찬가지로 다른 공구라면 다른 양상을 띈다. 많은 
공구에 대해서 모두 채터 진단을 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DNN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DNN을 사용하여 진단 시스템 성능 개선
을 위해서 GAN을 적용하였다. GAN에서 판별기 역할에서는 DNN을 
사용하였다. 
 

 
(a) 

 
(b) 

Fig. 1 (a) Experimental chatter data; (b) generated chatter data using 
GAN based on the experimental chatter data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청감 특성을 반영하는 MFCC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정상 가공 및 채터 가공 신호에 대한 특징 추출을 하였으며, 
측정된 가공 데이터에 대해서 GAN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각각의 정
상 신호와 채터 신호를 생성하였다. 측정된 데이터 만을 이용하여 만
든 채터 진단 시스템보다 생성된 데이터도 함께 사용하여 만든 진단 
시스템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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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차원 형상을 갖는 CFRP 소재의 홀 가공 정밀도 검사를 위하여 비

전카메라를 이용한 검사장비의 개발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CFRP

홀 검사장비에 적용된 갠트리형 초정밀 스테이지는 공정시간 단축을

위하여 고속 이송을 요구하나, 가감속 시 리니어 모터의 반력이 석정

반에 외란으로 작용함으로써 시스템 안정성을 저하하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반력 보상 장치용 제어 알고리즘 개발 및 유한 요소 해

석을 통한 검증에 앞서 수동형 제진마운트를 포함한 CFRP 검사장비

의 동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제어 변수 최적화를 위한 수학적 모델링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석정반 가진 실험

CFRP 홀 검사용 테스트베드로 사용하는 갠트리 스테이지에 내장된

반력 보상 장치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반력 보상 장치용 구동기는 

VCM (AVM150-HF-5-0.5, Akribis)을 사용했으며, 입력 전류당 생

성되는 추력은 69.03 N/A이다. VCM은 기생변위에 의한 파손을 방지

하기 위하여 볼캐스터를 이용한 힘 전달 매커니즘을 통해 석정반에 구

동력을 전달한다. 석정반의 변위는 정전용량형 비접촉식 변위센서 

(CPL290/C9.5-5.6-2.0, LION Precision)를 통해 측정하였다. VCM 

구동신호의 생성 및 센서 신호 수집은 실시간 제어기 (DS1007, 

dSPACE)를 통해 이루어지며, 제어기에서 생성된 출력 전압은 선형

앰프 (TA330, Trust Automation)를 통해 전류로 변환되어 VCM에 

전달된다.

 

Fig. 1 Reaction force compensator in granite of precision stage

반력 보상 장치의 VCM을 가진원으로 하는 석정반 가진 실험을 수

행하였다. 먼저 비선형적인 특성을 갖는 시스템 강성을 모델링하기 위

하여 0.1 Hz의 정현파 신호를 생성하여 그에 따른 석정반의 변위를 관

찰하였다. 이어서 0.1 ~ 10 Hz 영역에서 변화하는 처프 신호를 이용하

여 해당 범위의 주파수 응답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MATLAB 

System Identification Toolbox를 이용하여 전달함수 형태의 수학적 

모델링을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0.1 Hz 정현파 신호에 의한 석정반 변위 측정 결과를 Fig. 2(a)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 표시된 측정값은 3회 왕복한 결과이며, VCM 

구동을 위해 선형 앰프에서 출력되는 전류의 진폭은 6.0 A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왕복 시의 변위는 동일한 경로를 가지지만 히스테리시스

와 같이 순방향과 역방향의 경로가 서로 다름을 확인하였다. 변위의

발생 범위는 ± 315.0 μm로 원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크기를 보였으나,

평균 힘이 0일 때의 변위는 85.97 μm로 원점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3차 다항식 보간을 수행하였으며, 보

간된 다항식으로부터 얻은 강성-변위 관계를 Fig. 2(b)에 그래프로 도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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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rce displacement relation and 

polynomial curve fitting

(b) Stiffness displacement relation 

from polynomial 

Fig. 2 Estimation of non-linear stiffness from 0.1 Hz sine sweep

Fig. 3 Bode diagram of frequency response

VCM에 처프 신호를 인가하여 얻은 석정반 변위의 주파수 응답을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2의 실험과 동일하게 최대 6.0 A의 전류가

발생하도록 진폭을 조정하였다. 0.1 ~ 10 Hz 영역 내에서 고유진동수

를 특정할 수 있는 거동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180° 의 위상차가 발

생한 것으로부터 높은 감쇠에 의해 공진이 억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파수 응답을 바탕으로 도출한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아래 식

(1)과 같으며, 선형 앰프의 전류 출력을 3.6 A로 조정한 후 수행한 주

파수 응답과 비교하여 91.12 %의 일치율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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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디스플레이(display)에서 보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커버글라

스(cover-glass)와 터치스크린 패널(touch screen panel)의 수요가 증

가되고 있다. 커버글라스를 생산함에 있어 표면에 존재하는 crack을 

제거하기 위하여 grinding이나 polishing 공정이 요구된다. 이 때 가공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응력이 발생되어 가공 표면에 많은 결함

(scratch, chipping, notch, micro, crack)이 발생하며 이를 SSD 

(subsurface damage)이라 한다. 발생된 SSD는 글라스의 품질과 강도

의 감소를 유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버글라스의 생산 공정 

시 edge 표면의 PV(peak to valley)에 따른 강도 향상의 목적으로 

MR fluid polishing을 이용한 커버글라스의 edge연마공정 후 표면 특

성 분석 및 더 나아가 MR fluid polishing 공정의 최적 조건을 찾는다.

2. 실 험

본 실험에서 사용된 커버글라스(cover-glass)는 0.7x50mm의 면적

을 가지고, Fe성분이 30% 부피 비로 제작된 MR fluid를 사용하였으

며, 자체 제작된 MR Fluid Polishing System을 사용하였다. Fig. 1은 

실험장치의 사진과 실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은 RSM 

(Response surface method)기반으로 진행하였고 인자는 종래의 예비

실험으로 결정된 Abrasive size, Feed, Depth 총 3개로 각 수준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Factor/Level of Experiment 

Factor

Abrasive( ) Feed(mm/min) Depth(mm)
Level

-1 0.05 10 0.6

0 0.30 35 1.0

1 1.00 60 1.4

Fig. 1 Experimental system

3. 실험 결과 및 고찰

RSM을 기반으로 하여 총 30회의 실험을 실시하였고 각 결과물의

PV값을 기반으로 통계프로그램인 Minitab release를 사용하여 PV값에 

대한 각 인자의 영향에 대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을 실시하였다. Fig. 2는 각 Factor들에 대한 Surface Plot을 나타내며,

3가지의 Plot이 곡률(Curvature)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최적값 도출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a) Surface Plot of PV 

vs Depth, Feed

(b) Surface Plot of PV 

vs Feed. Abrasive

(c) Surface Plot of PV 

vs Abrasive, Depth

Fig. 2 Surface plot 

Table 2 Analysis of variance for PV 

Source DF SS P-Value

Abrasive 1 8023 0.769

Feed 1 75224 0.372

Depth 1 97523 0.311

Abrasive2 1 706656 0.010

Feed2 1 417382 0.043

Table 2는 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낸 표이며, 신뢰구간 95%의 기준에서

분석된 결과이다. 각 주 인자는 유의하지 않지만 각 주인자의 자승인자

는 유의하기 때문에 주 인자는 Error에 Pooling시킬 수 없다. 본 실험

결과를 통해  적합한 회귀방정식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각 인

자의 다양한 수준에 대한 PV(Pick to valley)값을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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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기 자동차의 시장 규모가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차 전

지의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경량화 소형화에 

따라 배터리의 두께 및 무게가 감소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배터리의 소

형화에 따른 품질 검사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배터리 

내부의 전해질 sealing 검사는 배터리 사용 시 안정성에 큰 관련이 있

어 매우 중요한 검사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수한 검출력 및 자동화가 가능한 적외선 열화상 카

메라(IR camera)를 이용하여 배터리 sealing 비파괴 검사를 위하여 사

전 연구를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외부 열원에 대한 측정 소재의 

온도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적외선 열화상분석 방식이 배터리 

sealing의 불량 검출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이 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검사 방법은 금속 표면에 반사되는 적외선

을 이용하여 균열 또는 온도 분포를 탐지하는 비파괴 방법이다. 
적외선은 균열 내부에서 여러 번 반사 되어 보다 많은 에너지를 축

적한다. Kirchhoff’s law of thermal radiation에 따르면, 표면의 방사

율은 흡수율과 동일하지만 흡수 및 방출 된 방사의 파장은 항상 동일

하지는 않다. 이 때문에 금속판의 균열은 주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한다.    
내부에 열전도율이 다른 물질이 혼재되어 있는 물체에 열을 가해주

게 되면 열전도율이 높은 부분의 온도는 쉽게 증가하지만 낮은 부분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하여 온도 분포는 고르지 못하게 된다. 
균열이 존재하는 물체 또는 열전도율이 다른 물질이 혼재 되어있는  

물체를 열화상 카메라로 이미지 할 경우 균열 부위와 열전도율이 다른 

부위는 주위와 온도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Fig. 1의 (b)와 같이 Hot 
spot으로 표시된다.

(a) Image of non-defective surface (b) Image of defective surface
Fig. 1 Example of infrared thermography camera at metal surface

3. 결과 및 고찰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비파괴 sealing 검사의 분석 가능성을 검증

하기 위해 ANSYS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배터리의 

규격과 소재는 실제 사용되는 Li-Polymer Battery의 물성치를 적용하

였다. 배터리 하부에 열원을 설치하여 정상적인 sealing의 경우, 
sealing 내부에 이물질이 침투된 경우 및 sealing 접합부에 이물질이

끼어 Li-Polymer가 외부에 노출된 경우에 대한 열 분포를 분석하여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결함배터리의 검출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a) Battery in normal condition (b) Battery in internal defect state

(c) Battery in side hole condition
Fig. 2 Distribution of temperature on battery

Fig. 2 (a)의 경우 결함 없이 정상적인 sealing 상태의 배터리이므로 

표면의 온도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반면 (b)의 경우 배터리 sealing
과  Li-Polymer 사이에 지름 1mm의 이물질이 침투된 것으로, 이물질

과 Li-Polymer의 열전도율이 다르므로 이물질이 존재하는 부위와 온도

차가 약 0.02℃정도 발생하였다. (c)의 경우는 배터리 edge의 sealing
부에 이물질로 인한 불량으로 인해 Li-Polymer가 외부에 노출 되어 있

는 경우로, Li-Polymer와 sealing의 열전도율이 다르며 균열이 상대적

으로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균열의 온도가 주위보다 약 0.02
℃정도의 온도차가 발생하였다. 

정상적인 배터리와 불량 배터리는 표면의 온도 분포가 상이한 것을 

해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물질이 침투되거나  Li-Polymer가 외부에 

노출된 부분은 정상 부분의 온도와 약 0.02℃정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0.02℃이하의 분해능을 갖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배터리 비

파괴 sealing 검사 분석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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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의 발달로 인해 초소형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표면

에 패턴을 새겨 여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마이크로 패턴에 대
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 패턴은 주로 리소그래피와 방전 가공 등에 의해 
제작되며 이는 긴 공정 시간과 공작물의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
량생산이 가능하고 짧은 공정 시간과 다양한 공작물에서의 가공이 
가능한 절삭 가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
삭 가공은 공정 조건에 따라 공구의 수명 및 형상의 정확성 등에 영
향을 준다. 따라서 효율적인 가공을 위한 가공 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BLU(Black light unit)의 프리즘 시트에 적용되는 프리

즘 패턴 형상 제작에 있어서 마모량 평가를 통해 최적 공정 조건을 
찾기 위해 실험을 실시해 보았다. 

 
2. 경계 마모 

 
절삭 가공에서 공구의 마모는 패턴의 형상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공구의 마모를 최소화하는 
최적 공정 조건이 절삭 가공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Fig. 1은 엔드밀

에서의 경계 마모를 정의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경계 마모량이 최
소로 되는 공정 조건을 찾고자 한다.  

 
3. 실험 조건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밀링을 이용하여 프리즘 패턴 형상 가공

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공작물을 45°기울여서 가공을 진행하였으며 
직경 300 
 

 
Fig. 1 Boundary wear on micro end mill 

Table 1 Machining conditions of micro prism 

pParameter 
Level 

1 2 3 

Spindle speed (rpm) 15,000 17,500 20,000 

Feed rate (mm/min) 20 30 40 

 
Fig. 2 Microscopy boundary wear of micro end mill: (a) before 

machining, (b) spindle speed 15,000rpm, feed rate 40mm/min, 
(c) spindle speed 20,000rpm, feed rate 20mm/min 

 
μm 평 엔드밀을 사용하였다. 패턴의 피치와 높이는 100μm로 지정하

였으며 실험 조건은 Table 1과 같다 
 

4. 실험 결과 
 

엔드밀의 가공 조건에 대한 경계 마모 형상은 Fig. 2와 같으며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600배율로 관찰한 것이다. (a)는 가공 전의 엔드밀

의 형상이며, (b)와 (C)는 각각 스핀들 속도 15,000rpm, 이송 속도 
40mm/min와 스핀들 속도 20,000rpm, 이송 속도 20mm/min에서의 엔드

밀의 마모 형상이다.  
스핀들 속도 15,000rpm, 이송 속도 40mm/min에서 마모량이 8.06μm

로 가장 컸으며 스핀들 속도 20,000rpm, 이송 속도 20mm/min에서 5.24
μm로 마모량이 가장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마이크로 엔드밀링을 이용하여 프리즘 패턴을 제작하는데 스핀들 

속도와 이송 속도가 미치는 영향을 엔드밀의 경계 마모량을 이용하

여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스핀들 속도가 증가할수록 마
모량은 작았고 이송 속도가 증가할수록 마모량은 증가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구의 마모량 감소를 통하여 공구의 수명 
및 패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프리즘 패턴 제작시 경계 마모

량이 5.24μm에 해당되는 스핀들 속도 20,000rpm, 이송 속도 
20mm/min에서 가장 최적의 가공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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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리한 운동이나 오랜 시간 서서 일을 하게 되면 인체 족부의 바닥

부분에 심한 하중이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하중으로 인하여 발바닥에 
붙은 두껍고 강한 섬유 띠인 족저근막에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일으켜 
콜라겐의 변성이 유발되어 염증이 발생한 것을 족저근막염(Plantar 
Fasciitis)이라 한다. 족저근막염은 서있을 때 뻣뻣한 느낌이 지속되고 
뒷꿈치에 날카로운 통증을 동반한다. 족저근막염 환자들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신발 패드와 같은 족부 보조 기
구 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실직적인 족부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
한 이해 및 적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에 CT 촬영 영상을 활
용한 유한요소 해석 방법과 같은 족부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에 있으나 모델의 해상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 
용량을 필요로 하게 되어 유한유소해석 과정에 시간적 부담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용량적 부담을 덜고 족부 보조 기구 산
업에 적용이 가능한 족부 링크 모델 통해 족부 형상에 따른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공학적 링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족부 링크 메커니즘 응용 모델 

 
족부의 형상에 맞는 최소 요소들을 설정하여 직립 상태에서의 하중

을 보조하는 족부 링크 모델을 구성하였다. 최소 요소들은 발과 발가

락뼈, 그리고 발바닥이 바닥과 접촉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실제 족부 
형상과 유사한 응용 모델을 구성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자 하는 족부 링크 메커니즘 응용 모델이다. 
응용 모델에서 바닥과 접촉되는 부분에서는 유선형으로 링크 형상

을 구상하여 족저부가 바닥과 접촉 될 때 자연스럽게 응력이 분산되도

록 하였다. 또한 다수의 링크 요소들을 설정하여 실제 족부처럼 자유

도를 높였다. 이로 인해 실제 족부가 바닥에 닿아 보행할 때와 유사한 
해석 결과 값을 기대할 수 있다 

 
3. 유한요소 해석 

 
제시된 족부 링크 모델은 Nx 7.5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유한요

소 해석을 통해 족부압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해석의 조건으로는 몸
무게가 70Kg 성인의 직립 상태를 기준으로 지정하여 링크 모델의 아

치 부분에 바닥과 수직되는 방향으로 375N의 하중이 작용하도록 조건

을 설정하여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와 같다. Fig. 2는 링
크 응용 모델의 족저부의 응력 분포를 보여준다. 유한요소 해석의 결
과, 전반적인 접촉 부위 중에서도 발뒤꿈치에 더 강하게 하중이 작용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기존 CT 영상 모델을 통한 족저부 응
력 분포 비교 분석하여 보았을 때 유 사한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족부 링크 모델을 통해 간 편하면서도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3D modeling of new foot link model 

 
Fig. 2 Stress distribution on shoe pad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학적 링크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실제 족부 형상과 

유사한 족적 링크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직
립 상태에서의 족저부 응력 분포를 살펴보고 실제와 유사한 해석 값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족부 링크 응
용 모델을 이용하여 보행 상태에서 작용하는 하중 및 방향을 고려한다

면 간단한 링크 모델만으로도 복잡한 족부의 하중 발생 부위 및 질병 
예방 등의 폭 넓은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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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이크로/ 나노 형상 구현 및 연마 공정을 위한 기술은 광범위하게 발

전해 왔다. 그 중 자기장을 통해 자기입자를 체인형상으로 체결하여 유

연적 가공을 구현하는 자성입자연마(Magnetic Abrasive Polishing)은 초 미

세 표면 마무리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가공법이다. 

하지만 자기장 형성 및 회전에 의한 가공특성이 주는 한계로 인해 적은 

면적에 대한 적용 한계가 뚜렷하다. 본 연구는 자성입자 가공 공구 형상 

제어를 통해 원하는 연마 형상을 구현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2. 가공 이론 및 예상 연마 형상 구현 
 

 

개발된 가공 공구는 자성체와 비 자성체의 형상적 결합을 통해 구현하

였으며 이를 통해 회전공구의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가공특성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본 연구는 연마형상을 보는 데에 집중하며, 이를 위

해 부분별 가공 연마량을 수식화하였다. 
 = ̇ = ̇ + ̇ ̇ =   
 

위의 MRR 식은 MAP 가공 시 적정재료제거율만을 고려한 이론식이

다. 이 식의 주요인자인  의 값을 형상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이

를 가능케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함수화하였다. 

만약 방향으로의 이송이 진행될 시 이에 따른 가공속도는 변하게 되

며 이를 고려한 식을 수립하면 다음과 같다. 
  =  ∙  ∙ sin  ∙ (, ) ±  ,  =  ∙  ∙ cos  ∙ (, ) 
 V =  ∙  ∙ sin  ∙ (, ) ±   +  ∙  ∙ cos  ∙ (, ) 
 

위의 식에서 는 공구의 회전속도, 은 공구직경, 은 회전축의 중심

으로부터의 거리, (, )는 공구형상함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공

구샘플형상을 가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공 특성을 확인하였다. 
 

   
(a) sample 1 (b) sample 2 (c) sample 3 

Fig. 1 Function concept diagram 
 

다음 공구샘플형상은 직경 20mm의 크기를 가지며, 73 × 21의 극

좌표로 작성하였다. 이를 공구의 유무에 따라 (, )를 수립하였다. 
그 후 이 함수를 적용하여  의 누적값을 구하였다. 가공 조건이 
Table. 1 과 같을 때 수립한 식을 통해 가공 수행 시 속도분포를 예측

할 수 있다. 
 

Table 1 Processing conditions 

Feed rate (mm/min) Spindle speed(RPM) Stroke range(mm) 
10 200 7807.2 

 

3. 결과 및 고찰 
 

 
(a) sample 1 result 

 
(b) sample 2 result 

 
(c) sample 3 result 

Fig. 2 Velocity distribution by MAP tool shape 
 

다음과 같은 결과를 통해서 성분 정도는 y축의 속도에 관여하며, r축의 성분은 중앙부의 속도에 관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공구에 대한 연마경향을 수식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수월한 평탄화 
및 집중 가공에 적합한 공구 제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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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열전도율이 높은 탄소 발열섬유를 활용한 기능성 온열제품 

(ex. 발열매트, 아웃도어 의류, 난방시트)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탄소발열사의 보호 및 전기 절연성을 확보하

기 위해 폴리에틸렌(PE) 수지로 코팅하며, PE소재에 그라파이트 분산

기술을 적용하여 열전도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재 및 실리콘에 그라

파이트 분산 기술을 적용하여 저주파가 발생되는 기능성 소재 개발을 

진행한다. 또한, 탄소발열 기능성 매트의 유연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노 탄소소재 분산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이중압출장치를 적용

한 코팅기술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및 기능성 탄소

발열사를 원하는 패턴으로 디자인 가능한 퀼팅 기술을 적용하고 생산

성 증대하기 위해 싱글헤드-멀티퀼팅 방식으로 원하는 원단에 다양한 

패턴으로 직접 퀼팅 하여 제품군에 적용 가능한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자 한다. 

Fig. 1 Technology for developing carbon heating mat

탄소 발열사에 최적화된 배합 연구를 위해  PE수지에 Graphite를 

분산하여 압출코팅의 고온고압 컨트롤을 통한 수지 Flow 및 Melting 

point를 개선한다. 카본재료를 실린더에 부착된 호퍼에 넣어서 회전하

는 스크루에 의해서 열을 공급받아 가열, 용융이 이루어져 일정한 형

상을 연속적인 길이 방향으로  탄소 발열사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기어의 회전에 의하여 정확한 양의 수지를 공급하고, 제어를 통

해 최종 다이(die)에 공급하는 것으로 일정한 분산배합과, 발열사 두께

의 치수 정밀도를 생산 할 수 있는 공정기술을 연구한다.

Fig. 2 Double extrusion mold system

2. 카본케이블 이중압출 적용 연구

탄소발열사 퀼팅시 텐션 제어를 위해 MTS 장비를 활용하여 피로,

인장 및 파단시험을 실시하였다. 이후 발열사가 퀼팅 될 수 있도록 데

이터 값을 획득하였다. 시제품에 관한 온도상승 시험에 전류, 전압, 저

항을 측정하여 탄소발열사 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열전도

를 개선하였다. 

 Fig. 3 Fatigue test and current, voltage analysis

3. 결과 및 고찰

MTS 피로 시험기를 활용하여 탄소발열사의 피로특성, 인장강도, 

연신율을 측정한 결과 20kgf 하중에서 10,000cycle의 피로시험에 파

단이 없었으며, 인장강도는 22MPa, 연신율은 13% 나타났다.

또한 DC 12V, 3A의 열분포도를 보면 최초 10sec 일 때 20.7~26.

9 까지 올라 갔으며 30sec 경과시 47.9 까지 열분포가 형성되었다.

Fig. 4 Temperature analysis during current voltag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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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카본케이블 압출성형이란 열가소성 수지를 호퍼

(hopper)에 투입하여 스크류(screw) 회전에 의해 수지를 압착, 용융시

켜 다이(die)쪽으로 밀어내어 일정 형태의 성형품을 만든 후 냉각·고
화시켜 연속적으로 제품을 성형하는 가공법을 말한다.

Fig. 1 Double extrusion molding machine system

카본 수지와 코팅 수지가 금형 내부를 통해 카본케이블 금형으로 이

동한다. 검정색으로 표시된 카본 수지의 경우 금형의 홀(hole) 통과하

여 수지의 성형 및 용융물의 충분한 이동거리가 확보되어 균일한 압력

으로 성형이 가능하도록 이중압출 금형을 설계하였다.
수지의 경우 금형 뒷면 홀(hole) 통과하여 금형 앞쪽에 도달하게 되

면 카본과 동일하게 이동 경로를 우회 설정하였고 금형 뒷면에서 나오

는 카본을 금형 앞면에서 코팅 수지가 공급되어 제품이 만들어 지도록 

금형을 설계하였다.

Fig. 2 Double extrusion mold system

2. 카본케이블 이중압출 적용 연구

시제품에 관한 온도상승 시험에 소비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

이고 열해석을 통한 카본 발열 성능을 분석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

고자 열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발열 해석을 통한 온도분포를 확인하였

다. 카본 발열 케이블의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기 위해 비접촉미세형상

측정기를 활용하여 카본 발열 케이블의 표면 3D 입체 사진을 보여주

고 있다.
 

Fig. 3 Carbon cable surface and thermal analysis

3. 결과 및 고찰

비접촉미세형상측정기를 활용하여 카본 발열 케이블의 표면 거칠기

를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로 CASE 1의 표면 거칠기 Ra값은 

0.64㎛~1.52㎛를 보여주고 있다.
단면에 대한 열분포도는 코어의 온도를 50℃까지 올려 줄 때 

Graphite 표면에 열분포 비율이 50℃까지 전달되며, PVC TUBE 단
면은 두께에 따라 각각 48~46℃까지 열분포가 형성되었다.

Fig. 4 Surface roughness analysis and thermal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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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One of the common methods of measuring the toughness of a 

material is to measure the energy required to break the specimen.

Izod and Charpy test methods are usually used to determine the 

impact characteristics of isotropic materials, experimental methods

provide information such as the notch effect of the material and 

the brittle-ductile transition temperature. That is, the Charpy and 

Izod test methods are very useful for comparing relatively different

types of materials and are useful for testing isotropic homogeneous

materials such as metals and polymers. A test in which carbon 

fiber laminate plates are subjected to an ASTM D713 test is 

referred to as a drop impact test in which a falling body is freely

dropped vertically to the center of a test piece to determine the 

fracture energy or degree of damage. In the test method, it is 

difficult to quantify the evaluation of fracture and it is often the 

case that the failure judgment is performed simply by observing 

the fracture as in the case of JISK 6745, so that the fall distance 

is made constant, It is also used to obtain a height weight of 50%

to be destroyed and to display it as breaking energy.

2. Experimental

The shape of the specimen, the dimensions, the supporting 

method of the specimen, the supporting condition, the weight of 

the droped body, the falling distance, and the applied materials are

specified in relation to the thickness of the standard specimen of

each specimen and the drop distance of the steel ball.

Inordertoreducethestructuralweightandenvironmentalpollution,the

Carbon Fiber/ Glass fiber / Epoxy composite material, which is a

brittle material, has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for the static

load on the structural member of the hybrid coil sheet. On the 

other hand, the composites structure of Carbon Fiber/ Glass fiber

/ Epoxy laminated composites showed no damage on the external 

shape, but the internal damage caused the deterioration of 

interfacial propertie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omposites. 

Especially, The peeling phenomenon for bonding is evaluated 

through the test

3. Results and Discussion

As a result of the dynamic drop impact test, the pattern of 

energy absorption change according to the lamination method of 

the fiber was almost similar, but when the glass fiber was outside,

the maximum repulsive load was 3.83 kN, the velocity slowdown

percentage was 51.79%, the total energy was 30.05 J, to max was

23.7J. When the carbon fiber was outside, the maximum repulsive

load was 3.47kN, the velocity slowdown was 38.07%, the total 

energy was 28.4J, and the energy to max was 19.16J. The shock

energy is superior to the absorbance.

Fig. 1 The impact graph according to the drop imp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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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CNT is known to have high electric and thermal conductivity 
with tensile property amounting to 50GPa (1). 

These characteristics have been used to research CNT in 
different areas including composites to shield and absorb 
electromagnetic wave, thermally conductive composites and 
high-strength composites (2). Changes in CNT's diameter also 
causes the same in crystallization and mechanical, electric and 
thermal characteristics. Nevertheless, this has been rarely applied 
to real composite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of CNT synthesized in the 
same manner but with different diameters, and thermal 
conductivity as well as tensile strength and thermal conductivity of 
composites according to CNT content.

2. Control of CNT diameter & production of composites

To control diameters of CNT, the catalysts were synthesized at 
600℃ using a combustion method. For the composition of 
catalyst, Mo-Fe/MgO, Fe was fixed to 0.010mol and 0.020mol 
while Mo was increased from 0.030mol to 0.100mol by 0.010mol. 
Materials for catalyst synthesis were magnesium nitrate, iron 
nitrate, ammonium molybdate, and citric acid, all of which were 
bought from Samchun Chemical and have purity of 98.5 percent 
or higher. To synthesize CNT, Thermal-CVD reactor (Atech 
System) was used.

CNT-Polyamide composites was produced through solution 
blending while changing CNT content from 1phr to 50phr to 
polyamide. The polyamide is Elvamide 8063, which is soluble in 
ethanol and bought from Dupont. The polyamide solution was 
produced by adding more polyamide to the ethanol to reach 
10wt.% after dissolving for four hours at 60℃.

The dried CNT-polyamide composite material was compressed to 
400kgf/cm2 using a hot press of 150-180℃ according to the CNT's 
diameter and content to produce a 1mm CNT-polyamide composites.

3. Results and Discussion

This research analyzed the electric conductivity, tensile strength 

and thermal conductivity of a CNT-polyamide composites 
according to the diameter and content of CNT. Despite a few 
general gaps, tensile strength and thermal conductivity increased as 
CNT content increased. Among them, 10nm CNT composites 
recorded 60MPa of tensile strength at 20phr and 2.4W/mK of 
thermal conductivity, which are better than the other compositeses 
using CNTs of different diameters. 

Therefore, 10nm is an appropriate diameter of CNT for a 
multifunctional composites using 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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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열체는 선상 발열체부터 면상 발열체까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

으며 최근 탄소재료를 사용한 면상 발열체가 개발 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단 탄소섬유와 분산제 및 증점제로 사용된 쟁탄검을 혼합

하여 부직포 형태의 탄소섬유 면상 발열체를 제조하고 기계적 강도, 

전기 전도성 및 발열 효율과 같은 특성을 연구한다. 
  

2. 탄소 섬유 면상 발열체 제작 
 

본 실험에서 사용 되어진 CF는 chopping 된 섬유로 직경 7.5um(12K)이

며 2mm~15mm의 길이가 사용 되어졌다.  탄소섬유를 물에 분산 시키고 

결합 할 수 있는 분산제는 쟁탄검(Xanthan gum) 이 사용 되었다. 먼저 

1200ml 증류수와 다양한 분산제를 3000ml 비이커에 넣고 1500rpm의 회전 

속도로 30분 동안 교반기 (HS-100D, SHINSUNG SCIENCE, KOREA)로 혼합 

하였다. 그런 다음 동일한 길이로 잘린 CF 0.5g을 분산액에 넣고 교반기

로 2000rpm의 회전 속도로 교반 하였다. 이어서, 제조 된 CF 혼합물을 

진공 펌프가 장착된 spunbonded polyester filter 상에 붓고 여과하였다. 제조 

된 CF 시트를 건조하여 오븐에서 90 ℃에서 1 시간 동안 잔류 수분을 

제거 하였다. 가열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시트를 250 x 250 mm2로 자르고 

시트의 양면에 카본 블랙과 전도성 고분자로 구성된 접착제로 구리 테

이프에 강하게 부착시킨 다음 구리 테이프에 와이어를 납땜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3.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2 Sheet resistance as a function of XTG contents 

 
다양한 길이 (2 ~ 15mm)의 CF를 준비하고 전체 CF 중량을 0.5g으로 

고정하고 물 1200ml 중 XTG의 양을 0.5wt %에서 30wt %로 조정하였

다. 그림 2는 XTG의 양에 따라 준비된 시트의 면 저항을 보여준다. 

길이가 짧은 CF 는 전기 접촉 저항을 유발하여 시트의 높은 면 저항

을 유발하며, 길이가 긴 CF의 경우 교반 과정에서 서로 얽혀 분산되

기 어려우므로 저항 값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탄소 섬유 면상 발열체 

제조 시 최적의 길이는 6mm임을 알 수 있다.  

Fig. 2는 13.9wt% 의 XTG 첨가 시 양호한 전기적 접속으로 인해 낮은 

면 저항과 XTG가 결합제로 작용하지 않아 인장강도 또한 낮음을 알 

수 있으며, 46.1wt%의 XTG 첨가 시 SEM 이미지를 통해 다량의 XTG가 

적층 된 것으로 보아 인장강도와 저항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3은 XTG 함유량이 높을수록 발열 온도가 감소하며 인장강도가 

높아짐을 보여준다. 또한, 인가된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시트의 표면 

온도 증가함을 보여준다. 위의 실험 결과 최적의 XTG 함유량은 

20wt%~50wt% 임을 확인 하였다. 

 
Fig. 2 (a) Tensile strength and sheet resistance of the CF nonwoven fabric as a 

function of the XTG content (b) SEM image of the raw CF (c)(d) SEM 

image of the surface of CFs inside the nonwoven fabric with 13.9 wt% 

XTG contains (e)(f) SEM image of the surface of CFs inside the 

nonwoven fabric with 46.1 wt% XTG contains    
 
 

 

 

 

 

 

 

Fig. 3 Heating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the applied voltage with various 

XTG weight fractions.. 

. 

 

 

 

 

 

 

 

Fig. 4 (a) Emission power and (b) efficiency of a CF sheet, a Ni-Cr mesh, a Ni-

Cr plate and a black body   
흑체로부터 방사 된 전자기파의 방사 출력은 파장 8um에서 52.65W 

/ m2이다. 탄소 섬유 가열 시트의 경우, 파장 8.8㎛에서의 최대 방출 

에너지는 46.00W/m2이었으며, Ni-Cr 계 재료 의 경우, 최대 방사 전력

은 9.69㎛의 파장에서 28.8 W/m2로, 적외선 방사 전력의 탄소 섬유 가

열 시트에 비해 약 절반 값임을 알 수 있다. 상기 결과로부터, 탄소 

섬유를 사용하는 가열 시트의 적외선 영역에서의 방사 효율은 Ni-Cr 

재료를 사용한 방사 효율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모든 샘플의 방

사율은 파장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며 탄소 섬유 가열 시트, Ni-Cr mesh

및 plate의 평균 방사율은 각각 0.901, 0.575 및 0.534이다. 이는 탄소 섬

유 가열 시트의 방사율이 Ni-Cr 계 재료 보다 더 높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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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NTs가 함유된 ABS 컴파운드의 차폐 특성

김지연1,2, 이소라1,3, 박영수1, 박대희2 김원석1*

Characteristics on EMI Shielding effectiveness of ABS resin compound contained MDCNTs

J. Y. Kim, S. R. Lee, Y. S. Park, D. H. Park, W. S. Kim*

탄소융합기술원1, 원광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2, 전북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3

Key Words : MWCNTs, FexNi1-x alloy, EMI shielding, compound

1. 서 론

전자통신기기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에 의한 전자파방해를 억제하기

위해 전자파 차폐물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자파 차폐를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구리,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을 주로 사용

하고 있으며, 이는 무겁고 비싸며 성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가볍고 성형이 쉬운 플라스틱을 이용한 전자파 차폐부품의 개발이 진

행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기술은 플라스틱에 함유되는 전자파 차

폐필러의 개발이다.[1-2] 

본 논문에서는 종횡비(aspect ratio)와 전기전도성이 우수한 

MWCNTs에 강자성체인 FexNi(1-x)를 33wt%의 무게비로 코팅

(MDCNTs)하였으며, 이를 ABS 수지에 3 wt%를 첨가하여 컴파운드

를 제조하였다. 또한 차폐 컴파운드의 차폐성능과 기계적 특성을 측정

하였다.

2. 필러 및 컴파운드 제조 방법

MWCNTs(nanocyl 의) 평균 지름과 길이는 각각 9.5nm, 1.5μm

이며, 순도는 90wt% 이상이다. MWCNTs는 습식 함침 방법 

(wet-impregnation)으로 33wt% FexNi1-x 합금을 코팅하였으며, 시약

은 Fe nitrate(Fe(NO3)3·9H2O)와 Ni nitrate (Ni(NO3)2·6H2O)을 사용

하였다. Fig. 1은 필러부터 컴파운드 제조까지의 모식도를 나타냈으

며, Iron nitrate와 Nickel nitrate를 증류수(300g)에 용해시킨 후, 

MWCNTs 15g을 넣고 mixing 한 후 분쇄기를 이용하여 pellet 형태

로 만들었다. 제조된 pellet은 150 오븐에서 15시간동안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 한 후, 400 , Ar(g)(3SLM)에서 1시간30분 동안 처리에

의해 잔여유기물을 제거 하였다. 잔여유기물 제거 공정 중에 잔류산소

에 의해 산화된 금속입자의 환원이 유발되었고, 형성된 금속입자만의

자기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600 , H2(g)(3SLM), Ar(g) (1SLM)에

서 1시간 30분 동안 산화된 FexNi(1-x) 입자를 환원시켰다.

Fig. 1 Preparation of sample 

3. 결과 및 고찰

MWCNTs 표면에 다양한 조성의 FexNi(1-x) 합금 입자가 형성된 것

을 FE-SEM(Field emission sacnning electron microscpoy)으로 확

인하였고, VSM(Vibrating sample magnetization)으로 각 입자의 포

화자화를 측정하였으며, Fig. 2와 같다. Fig. 3에서는 MDCNTs가 

3wt% 함유된 차폐 컴파운드의 표면저항과 차폐 성능을 측정하여 연

관 관계를 관찰하였다. 차폐 컴파운드의 표면저항은 합금의 종류에 관

계없이 평균 108[ohm/sq]으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MWCNTs 에 비해서 MDCNTs의 컴파운드가 차폐 성능이 높게 측정

되었다. 이는 CNTs 표면에 코팅되어있는 금속합금의 영향으로 차폐

성능이 향상되었음으로 판단된다.

Fig. 2 FE-SEM image and saturation magnetization of FexNi1-x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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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rface resistance and EMI shielding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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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기법에 따른 GnF/PDMS 복합재 표면 및 단면형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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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processing method on the surface and cross-sectional morphology of GnF/PDMS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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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도성 충전제인 흑연 나노박판(graphite nanoflake, GnF)과 탄성

중합체인 polydimethylsiloxane(PDMS)로 구성된 GnF/PDMS 복합

재는 기계전기적 물성을 조절할 수 있는 고분자 기지 복합재(polymer 
matrix composite, PMC)로 유연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구조 건전

성 모니터링 분야 등에 넓은 응용범위를 가진다(1). 기존의 PMC는 대

부분 주조(casting)로 제작되어 평면상에서 제한적 크기로만 제작이 

가능하였다. 이에 최근 곡면 상에서도 장대 크기로 GnF/PDMS 복합

재를 제작할 수 있는 도포(brush painting)와 분사(spray painting) 기
법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조, 도포, 그리고 분사 제조방식으

로 GnF/PDMS 복합재를 제작하여 시료의 표면 및 단면 형상을 측정

함으로써 상기 3가지 제작방법이 GnF/PDMS 복합재 제작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제작기법을 실증한다.

2. 재료 및 방법

GnF/PDMS 복합재용 용액은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먼저, GnF를 

용제(벤젠)와 혼합한 후 6시간 동안 초음파 파쇄시켜 파쇄된 GnF의 

평균크기가 10 µm가 되도록 하였다. 준비된 GnF와 용제 혼합액과 

10(탄성중합체):1(경화제) PDMS를 GnF의 혼합농도가 5, 10, 20, 25 
wt.%가 되도록 혼합하였다. 준비된 GnF/PDMS 복합재 용액에 대해 

3가지 제작기법(주조, 도포, 그리고 분사)을 적용하여 시료를 제작하

였다. 주조기법에서는 기 제작된 형틀에 혼합액을 부은 후 건조하였

고, 도포방법에서는 페인트브러시를 사용하여 도포 후 건조를 30분 간

격으로 반복하였으며, 분사방식에서는 스프레이건으로 복합재 용액을 

10분 간격으로 일정하게 분사 및 건조를 반복하였다. 각각의 방법으로 

제작된 시료는 65℃의 온도에서 3시간동안 열경화시켰다. 제작된 

GnF/PDMS 복합재 시료의 표면 형상은 비접촉 표면형상측정기

(Nexview, Zygo Corp.)를 통해 측정하였고, 단면형상은 주사전자현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S-4300SE, Hitachi Ltd.)
으로 관찰하였다. 획득된 이미지를 비교분석하여 각 제조방식이 

GnF/PDMS 복합재 시료의 표면 및 단면형상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주조, 도포, 분사기법으로 제작된 5 wt.%의 GnF/PDMS 복합재의 

거칠기(Ra)는 4.40±0.10, 4.40±0.30, 0.70±0.01 μm로 측정되었다

(Fig. 1). 분사기법을 통한 GnF/PDMS 복합재의 제작은 타 제작기법

을 통한 제작에 비해 표면거칠기(약 6.2배)와 그 표준편차를 개선하였

다. 이는 분사기법에서는 복합재 용액을 분사시키는 도중 용제가 신속

히 증발되어 GnF와 PDMS가 균일하게 분포되는 반면에 주조기법에

서는 용액 내 GnF가 중력에 의해 침전되고 도포기법에서는 페인트브

러쉬의 결에 의해 GnF가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표면거칠기가 증가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GnF 혼합농도에 따른 GnF/PDMS 
복합재 단면형상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Fig. 2a). 복합재의 GnF 
혼합농도가 높아지면 단면상에 다수의 기공(void)가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는데, 이는 GnF의 혼합농도가 높아지면서 나노박판(GnF) 
사이의 공간이 감소함에 따라 PDMS가 그 공간을 잘 채우지 못하기

Fig. 1. Comparison of the surface roughness of 5 wt.% GnF/PDMS 
composites fabricated with three kinds of processing methods.

(a) Cross-sectional morphology measured from the cast GnF/PDMS 
composites with different GnF concentrations of 5 (left), 10 (center), 
and 20 (right) wt.% (scale bar = 250 μm)

(b) Cross-sectional morphology measured from the 25 wt.% GnF/PDMS 
composites fabricated with casting(left), brushing painting(center), and 
spray painting(right) (scale bar = 250 μm)

Fig. 2. SEM images of GnF/PDMS composites.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5 wt.% GnF/PDMS 복합재를 제작함에 있어 

3가지 제작기법이 시료 단면형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였다

(Fig. 2b). 분사기법으로 제작된 시료는 주조와 도포기법으로 제작된 

시료에 비해 단면 내 기공이 감소하였다. 이는 주조 및 도포기법으로 

GnF/PDMS 복합재를 제작할 경우 용제가 복합재 내에 갇혀 증발하지 

못해 다수의 기공이 형성되는 반면에 분사기법으로 제작할 경우 용제

가 대기 중으로 빠르게 증발되어 기공이 거의 형성되지 않게 된다. 이
를 통해 GnF/PDMS 복합재의 표면 및 단면형상은 GnF의 혼합농도와 

제작기법에 의해 영항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사기법을 통해 

제작된 시료는 타 제작기법에 의해 제작된 시료에 비해 우수한 표면 

및 단면구조를 가지는 것을 실증하였다. 추후 제작기법에 따른 

GnF/PDMS 복합재의 기계전기적 물성변화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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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general, carbon materials are used as various types of heating elements because 

they have a high melting point, a small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excellent 
workability, excellent stability at high temperatures, and excellent conductivity. In 
recent years, researches on replaced copper wires, nichrome wires, and halogen 
heaters used in electric heaters with carbon-based heating elements have been 
reported, and competition for manufacturing technology of heating elements using 
such carbon-based heating elements has become more intense [1,2]. Because carbon 
materials are one of familiar materials with human beings for a long time, when 
carbon materials are used as a heating element, high efficiency heat can be generated 
without generating high inrush current, so we are focusing on research to replace 
existing metal wire at home and abroad. 

In this study, basic research was carried out for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heating elements using the isotropic pitch-based carbon fibers (IPCF). The carbon 
paper made from IPCF was prepared with binder pitch and finely milled PAN-based 
carbon fibers to make high density carbon paper re-impregnated by low-temperature 
carbonization at 800℃. The effect of re-impregnation on electr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arbon paper was investigated. Finally, the carbon sheet heating 
elements were fabricated through a very simple process with IPCF by re-
impregnating carbon fillers, such as carbon nanotube, graphite, and carbon black.  

 
2. Experimental 

 
2.1 Materials 
 The carbon fibers used in this study were isotropic pitch-based carbon fibers 

(IPCF) without sizing treatment (GS Caltex Co.). Polyvinyl alcohol (PVA), a water 
soluble inorganic binder, was used. Carbon nanotubes (MWCNT, purity>90%, 
length 10-20 μm, diameter <10 nm, Nano Solution Co.) and carbon blacks (CB, 
N330, OCI Co. of Korea) were used as carbon fillers. Also, the carbon fibers used as 
reinforcing materials in the impregnation of the carbon paper was made of PAN-
based finely milled carbon fibers having an average length of 160 μm (Apply 
Carbon SA). A phenolic resin (KC-5024) was supplied from Kangnam Chem. Co. 
without purification. 

 
2.2 Sample preparation 
Carbon paper was prepared by dispersing distilled water, PVA, and dispersant in 

a mass ratio of 89: 10: 1 for the dispersion of IPCF. After the IPCF were dispersed in 
the dispersion solution, the mixture solution was impregnated into a mold and dried 
to prepare carbon paper. Also, in order to improve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arbon paper, finely milled PAN-based carbon fibers, 
carbon blacks, and/or carbon nanotubes were mixed with phenolic resins. And, the 
obtained carbon paper was cured at 180℃, re-impregnated under a pressure of 1 
MPa using a hot-press, and carbonized at 800℃ to prepare a high performance 
carbon sheet.  

 
2.3 Measurements 
Five points of the specimen were measured to determine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carbon paper using a sheet resistance meter (Mitsubishi Chemical, 
Japan), and the average value was calculated using the following Eq. (1) 

 Electrical conductivity ( ⁄ ) =   ×                       (1) 
 
Where, R is the resistance, A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specimen, and L the 

distance between the voltage contacts. 
 

For electric heating experiments, the carbon sheets were applied at a voltage of 1-
15 V and were characterized with an infrared thermal imaging camera (FLIR, FLIR 
P640). 

 
3. Results and Discussion 

 
Fig. 1 showed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carbon sheet according to the type of 

carbon filler. As the carbon filler was added, the electrical properties were improved. 
It was judged that the conductive filler added to the phenolic resins, carbon black and 
carbon nanotubes were uniformly dispersed to improve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carbon sheet. That was, the better the dispersibility of the carbon filler, the 
more it seemed to be effective. 

 

Fig. 1 Electrical conductivity of carbon sheet heating element with 6 wt.% 
carbon blacks  

 
Fig. 2 showed the heat characteristics of carbon sheet heating element containing 6 

wt.% carbon blacks at applied voltages of 1, 3, 6, 10, and 15 V. The plane heating 
element exhibited a heating characteristic of 66.3℃ at an applied voltage of 10 V and 
a maximum heating characteristic of 90℃  at 15 V. That was, because of the carbon 
black added at the time of impregnation with phenolic resins, the plane heating 
element exhibited a high temperature heating characteristic in a short time, and the 
better the dispersibility of the carbon black, the more uniform the entire surface area 
of the heating element. 

 

 
Fig. 2 Heating characteristics of carbon sheet heating element with 6 wt.% 

carbon blacks at applied voltages of 1, 3, 6, 10, and 15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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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Electrochemical capacitor (EC), also known as a supercapacitor, is an 

electrochemical energy storage device designed to give high-power charge/discharge 

capability which possess higher power density and longer cycle-life than batteries 

and higher energy density than conventional capacitors [1-3].  

So far, there is still no report on the asymmetric hybrid supercapacitor fabricated 

with activated carbons (AC) and nickel oxide (NiO) films to our best knowledge. In 

this study,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of AC/NiO asymmetric hybrid 

supercapacitor using 6 M potassium hydroxide (KOH) electrolyte solution were 

investigated. Flake-shaped porous NiO thin film on nickel-foam substrate for 

positive materials was prepared by chemical bath deposition (CBD) method, which 

was an advantageous technique due to its low cost, low temperature and also 

convenient for large-area deposition. And, AC having high surface area for negative 

materials was prepared from petroleum pitch by chemical activation method using 

the KOH. The structures and surface morphologies of prepared materials were 

investigated and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of the asymmetric hybrid 

supercapacitor were evaluated. 

 

2. Experimental 
 

2.1 Preparation of activated carbon 

 A petroleum pitch (pitch, received from Carbonix co.) and potassium hydroxide 

(KOH) were used as starting materials and chemical agent, respectively. The 

activated carbon (AC) was prepared by impregnating pitch (1 g) with 3 M KOH 

solution (30 mL) followed by water evaporation at 120°C. The KOH-impregnated 

pitch was activated at 800°C for 2 h under a under N2 atmosphere. After cooled 

down, the resultant materials were neutralized with 1 M HCl and then washed with 

distilled water until pH = 7 and dried at 110°C in a vacuum oven for 24 h. 

 

2.2 Preparation of NiO film 

Nickel oxide (NiO) thin film was prepared by chemical bath deposition (CBD) 

method as reported elsewhere [4]. The solution for the CBD was composed of 40 

mL of 1 M NiSO4, 30 mL of 0.25 M K2S2O8, 10 mL of aqueous ammonia (25–28% 

NH3), and 20 mL of deionized water. Nickel-foam substrates with 1 cm2 in sizes, 

masked with polyimide tape to prevent deposition on the non-active sides, were used 

in this work. The nickel-foam substrates, placed vertically in the freshly resulting 

solution, were kept at room temperature for 60 min to deposit the precursor film. 

After washing with deionized water and removing the tape masking, the precursor 

film were dried at 80°C and then were annealed at 350°C for 2 h in under N2 

atmosphere. NiO thin film with thickness of 5 mg cm-2 was formed. 

 

2.3 Material characterizations 

The morphology and microstructure of the prepared NiO film and pitch based-AC 

were characterized by X-ray diffraction (XRD, Rigaku D/Max with Cu Kα 

radiation), a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Hitachi S-4200),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JEOL JEM200CX), laser particle size 

analyzer (Malvern MS2000), and thermogravimetry (TGA, STA 409 PC) under N2 

atmosphere at a heating rate of 10°C /min. N2 adsorption/desorption using specific 

surface area measuring instruments (BELSORP-MAX) was carried ou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ore properties of the AC. AC was degassed at 250°C under a 

vacuum for about 10 h prior to measurement. 

 

2.4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The AC electrodes were prepared by mixing the prepared pitch-based AC with 10 

wt.% conductive carbon Super-P and 10 wt.% PVDF as a binder in N-methyl 

pyrrolidone to form slurry. The slurry was painted in a 1 cm2 area on nickel foam, 

with typically 5 mg active material applied to electrode and vacuum dried at 80°C for 

overnight. The electrochemical behavior of AC and NiO thin film electrodes were 

firstly studied using a three electrode cell with Pt plate was used as the counter 

electrode, and Ag/AgCl was used as the reference electrode. As shown in Fig. 1(c), 

the AC/NiO asymmetric supercapacitor was assembled with the NiO thin film 

electrode as positive and the AC electrode as negative separated by a porous 

polymeric separator. The electrolyte was 6 M KOH aqueous solution.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was characterized by cyclic voltammetry (CV), 

galvanostatic charge/discharge tests, and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using electrochemical analyzer (Iviumstat, Ivium Technologies). 

 

3. Results and Discussion 
 

Fig. 1 shows CV curves of the asymmetric hybrid supercapacitor, which is 

fabricated with NiO film positive electrode and AC negative electrode in 6 M KOH 

solution, at a various voltage scan rates in the potential range from 0 to 1.5 V. The 

typical CV response of the asymmetric supercapacitor shows that the AC/NiO 

system have good electrochemical capacitive behaviors. And moreover, the current-

potential response is potentially dependent in contrast to the potential-independent 

current response of an electrochemical capacitor based on non-Faradaic process. 

Consequently, it is suggests that the asymmetric supercapacitor based on NiO and 

AC electrodes have electrochemical capacitance performance within the potential 

range (0-1.5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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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rge/discharge curves of the AC/NiO asymmetric hybrid super-

capacitor at different current densities in 6 M KOH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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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환경문제나 환경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비 효율 

증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략적인 연비 문제의 해결책에

는 엔진 개선, 차체 구조 개선, 타이어 접지력 개선, 그리고 차체 경
량화 등이 있다. 이러한 해결책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차체 
경량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량화 재료가 주목 받고 있으며, 가장 
보편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이 자동차의 구조 부재로 사용되고 있다. 
합금 재료는 우수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나, 비교적 비중이 높아 경량

성까지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경량성

과 기계적 특성 모두를 만족하고 나아가 친환경적인 CFRP가 경량화 
재료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FRP를 원통형태 제작하여, 
최외각 적층각에 따른 압궤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논문에서는 USN125A(SK Chemical)를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해당 프리프레그의 기본 물성은 앞서 ASTM 규격에 따라 인장, 압
축, 그리고 전단 등 기초 물성시험을 진행하여 획득하였다. 압궤실

험을 위한 CFRP 원형부재는 외경 32mm, 길이 100mm로 제작하였

고, 적층기준은 길이방향(0o)으로 하여 총 8 ply가 되도록 프레프레

그를 적층 하였다. 또한 최외각이 0o 및 90o가 되도록 적층하여 총 
2종류를 제작하였다. 

 
Table 1 Information of circular member in CFRP 

Tpye Layup Number of Interface 

A [02/902]S 2 

B [902/02]S 2 
 
 

  
Fig. 1 Schematic diagram of layup and orientation 

 
 
 

정적 압궤 실험은 만능 시험기(UTM)를 이용하여 하중과 변위를 측
정하였고, 동적 압궤 실험은 로드셀 위에 원형부재를 올려 크로스헤

드로 충격을 가해 로드셀로부터 하중을, 초고속카메라로부터 변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전자와 후자의 크로스헤드 속도는 각각 2mm/min, 
4.218m/s로 진행하였고, 실험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5~6번 정
도 실험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결론 

 
Table 2 Comparison with max load in static and dynamic collapse 

Type Static Collapse[kN] Dynamic Collapse[kN] 

A 28.51 12.78 

B 29.50 22.03 
 
정적압궤 실험에서는 B Type의 최대하중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

며, B Type 대비 A Type의 최대하중은 96.64%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동적 압궤 실험 역시 B Type의 최대하중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B Type 대비 A Type의 최대하중은 58.01% 정도로 나타났다. B Type과 
같이 최외각이 90° 인 경우 원형부재의 겉표면을 둘레 방향으로 섬
유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0°인 경우보다 더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
었으며, 고속충격인 동적 압궤 역시 같은 이유로 하중 감소가 상대적

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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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출성형은 제품 제작 후 표면에 별도의 후가공이 요구되며, 도금, 
도장, 증착, 인쇄 등과 같은 기존의 표면처리 기술들은 공정이 복잡하

고 리드타임(lead time)이 길며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인몰드코팅 공정은 열가소성 

수지를 용융시켜 모재가 되는 제품을 사출성형 후, 기재를 금형 외부

로 취출하기 전 금형면과 제품 사이로 액체상태의 열경화성수지를 주

입 후 경화시켜 코팅하는 기술이다. 
짧은 리드타임에 균일한 품질로 대량의 제품 코팅이 가능하기 때문

에 높은 생산속도와 코팅 두께 조절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기술에 추가로 탄소섬유 프리프레그 인서트 사출성형과 폴리우

레탄 코팅 기술을 융합시킬 수 있는 오버몰딩 기술을 사용하였다. 아
래 Fig. 1과 같은 공정이다.

Fig. 1 Polyurethane reaction treatment process

2. 탄소섬유 Prepreg 및 폴리우레탄 반응 표면처리 공정

기존 탄소섬유 표면처리의 문제점은 사출 인서트 후 여러번의 도장

과 샌딩작업으로 인해 많은 공정시간이 필요했다. 일반 사출부품은 대

기환경, 수질환경에 매우 치명적인 환경인자를 방출해 대체 할 수 있

는 표면 처리 공법이 필요하다. Fig. 2는 기존의 탄소섬유 표면 처리 

공정이다.

Fig. 2 Original process of carbon fiber surface treatment 

기존의 공정에서 탄소섬유 prepreg를 preforming하여 금형에서 인

서트사출 후 폴리우레탄 반응 사출을 하여 사출제품 표면처리를 더 단

순화 시키고 고급스럽게 제작 할 수 있다. 기존 공정에 비해 코팅제의 

두께조절이 쉽고, 다양한 표면구조 구현과 금형에서 충분히 구현가능

한 점 등 장점을 가지고 있다. Fig. 3은 PUR코팅을 이용한 표면처리 

공정이다.

Fig. 3 Developed process of carbon fiber surface treatment 

3. 결 론

사출성형 기술의 자동차 부품 적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출성형 시스템도 개선되고 있다. 차세대 사출성형 제조기술을 위해

서는 일차적으로 고성능 사출성형기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고부

가가치 복합사출 성형기술도 진행되고 있다.
일반 사출부품 표면에 도장모서리에 코팅액이 흐르는 등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출공정에서 탄소섬유 prepreg 
preform에 PUR코팅을 하여 보완할 수 있는 공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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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량화기술 및 소재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금속을 대체하는 대표

적인 경량화 재료중 하나인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이하 CFRP)는 섬

유강화 복합재로써 강철대비 1/5 정도 가벼우며 강도 및 비강성 비강

도가 우수하고 내부식성 또한 우수하다.1 본 논문에서는 CFRP 물성을

얻고자 Micro-Mechanical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 ASTM 규격에 따라

인장, 압축, 전단 시험을 진행하여 물성예측에 필요한 기초물성을 확

보하고, Micro-Mechanical 이론을 역해석하여 Fiber, Matrix, FVR 

(Fiber Volume Ratio), VVR(Void Volume Ratio)을 모두 고려 가능

한 물성을 획득하고자 한다.2 

2. 기초시험

 Table 1과 같이 ASTM 규격에 따라 5가지 시험편을 SK 

Chemical에서 생산한 USN125A (Carbon/epoxy Uni-direction) 프리

프레그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각각 시험에 맞는 지그를 UTM에 설치

하여 인장 및 전단 시험은 2mm/min의 변위를 제어하고, 압축시험은 

1.5mm/min의 변위를 제어하여 시험편이 파괴가 이루어질 때까지 진

행하였으며, 스트레인게이지는 전단시험은 종방향과 횡방향에 2개를

부착하고 나머지 시험은 정중앙에 하나를 부착하여 변형률을 측정하

였다.  

ASTM

D3039

ASTM

D3410

ASTM

D3039

ASTM

D3410

ASTM

D3518

Table 1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Standard

3. Micro-Mechanical

Fiber, Matrix, FVR와 VVR을 모두 고려 가능한 물성을 획득하기

위해 Micro-Mechanical 이론을 사용하였으며, 이론식은 다음과 같다.


  




 



  



 




 





 









 




 

 





 


   



 





 


  
 

 









 














 

 

 










시험결과를 위 식으로 역해석하여 Fiber, Matrix, FVR와 VVR을 

모두 고려 가능한 물성을 획득할 수 있다.

4.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Micro-Mechanical 이론을 재해석하여 iber, Matrix, 

FVR(Fiber Volume Ratio), VVR(Void Volume Ratio)을 모두 고려

가능한 물성을 획득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프리프레그 물성이 아닌 Fiber 물성 및 strain-stress 선도를 Matrix 

물성 및 strain-stress 선도 Void 부피분율, Fiber 부피분율을 획득할

수 있었다.  

Property Value

 2.352×102 Gpa

 1.435×101 Gpa

 1.636×101 Gpa

 4.999 Gpa

 3.414×103 Mpa

 7.750×102 Mpa

 2.821×10-1

 4.513×10-1

Fig. 2 Carbon Fiber Strain-stress Curve and Material Properties

Property Value

 3.697 Gpa

 3.096×102 Mpa

 4.345×101 Mpa

 1.559×102 Mpa

 3.400×10-1

 3.950×10-2

 5.380×10-1

Fig. 3 Matrix Strain-stress Curve and Materi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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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사회는 산업화와 현대 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생리적 수

명이 연장되면서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난청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휴대용 

IT기기의 범람으로 젊은 층에서는 과도한 큰소리로 이어폰을 착용하

여 청취함으로써 난청의 정도가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인간 사회에서 서로간의 의사전달은 주로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짐

으로 청각 능력의 약화는 타인과의 의사 전달 및 감정 전달의 단절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

신적, 심리적 고립감을 등의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각 손실을 갖고 있는 난청자들에게 정상인과 같은 청력

을 갖게 해주는 보청기의 필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2. 충전용 Cradle 설계 및 검증

현재 대부분의 보청기 시장은 해외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 제품 중에 귓속형 보청기에 대한 기존 모델들도 많이 없다. 

그리고 국내 제품은 배터리 교체식인 경우가 많아서 충전식에 비교

하여 많이 불편한 상황이어서 이를 개선하는 내국인 용 보청기를 설계

하였다. 

Fig. 1 Type of hearing-aid

Fig. 1에서 도시하고 있는 기존의 배터리 교체식인 귓속형 보청기를 

개선하여 충전식으로 설계하였고, 그에 따라 충전용 크래들을 설계하

였다. 

     

Fig. 2 New cradle design

Fig. 3은 Fig. 2의 목업 제품을 제작하여 새롭게 설계된 제품이 기존

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충전실험 데이터를 보

여주고 있다.

Fig. 3 Charge characteristics of hearing aid battery

3. 보청기의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고찰

 
Fig. 4 3D scan of outer ear and measured value

 
 Fig. 4의 왼쪽은 50명의 사람들의 귀본을 채취하여 3D 스캔이며, 오른쪽

은 스캔 데이터에서 외부에서 외이로 꺾어져 들어가는 부분의 각도와 

들어갔을 때의 직경을 발췌한 결과이다. 평균 직경과 각도는 약 8.5mm, 
43이며 이 수치를 참고하여 기성형의 보청기를 제작하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5 Resonance frequency variation
 

 Fig. 5은 pinna에서 보청기의 크기가 차지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것을 도시한 것이다. closed end resonator 모델을 

이용하여 pinna의 유효길이를 4 mm씩 줄이면서 주요 주파수를 추정한 

것이다. 우리 귀가 선호하는 3000Hz 영역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실제 설계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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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폴리머와 전도성 물질들을 활용하여 특정 물리적, 화학적 자

극에감도를 가지는 신축성, 유연성 센서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

으며 이들은 웨어러블한 특성을 이용하여 피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자스킨이나 의수의 감지부에 응용되고 있다. 유연 센서가 이러한 
전자스킨이나 의수에 실질적으로 응용되기 위해서는 감지 성능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관점에서 사용에 거부감이 적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정확도보다 순간적인 감지가 필요한 순간이 많
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본 논문에서는 감온염료와 탄성중합체

를 이용하여 온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압력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폴리머 복합체를 개발하고자 한다. 

 
2. 감온염료-탄성중합체 복합체 개발 

 
Fig. 1 Scheme for the fabrication of the skin-like polymer 

본 실험에서 사용된 감온염료는 루코(lueco) 타입의 염료로 온도가 
특정 이상으로 올라가면 염료의 색이 없어지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

한 염료를 Fig. 1과 같이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면 최초의 피부색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실제 피부처럼 색이 붉은색, 최종적으로 흰색

으로 변하는 염료를 만들 수 있다. 사용된 탄성중합체는 PDMS 
(Polydimethyl-silane, Slygard 184, Dow Corning)를 이용하였으며 앞서 언급

한 비율을 가진 감온염료를 섞어 온도변화를 육안으로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폴리머 복합체를 제작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2 Thermochromic response of the thermodye-PDMS composite 

 
Fig. 2는 감온염료가 포함된 PDMS 복합체가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 1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특정 온도에서 

색이 없어지는 감온염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최초 상온에서는 피부색

을 나타내고 있다가 복합체의 온도가 40도씨 이상이 되면 실제 피부

와 흡사하게 붉은색과 가깝게 변하다가 7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는 
하얀색으로 변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3 Pressure-sensitive response using the thermodye-PDMS 

composite 

 
본 복합체를 이용하여 정전용량(capacitive)형 압력센서를 구현하고 

감지 특성을 평가한 결과가 Fig. 3에 나와있다. 센서의 구조는 Fig. 1에 
나와있는 형태로 구현하였으며 전극으로는 구리테이프를 이용하였다. 
Fig. 3(a)에는 가한 압력 대비 정전량(capacitance)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50 Pa 압력 전후로 두 영역에서 민감도가 다른 형태이며 50 Pa 이전 영
역에서 감도가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3(b)에서는 다양

한 압력에 대한 센서의 동적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해지는 압력

에 따라 정전량이 매우 빠른 반응속도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3(c)와 (d)에서는 제작된 센서 위에 가열된 추를 올려놓았을 때 센서에 
발생하는 변화를 보여준다. 추에 있던 열이 센서에 전달되어 센서의 
색이 하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가해진 무게에 의해 압력

이 발생하여 정전량이 동시에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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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루테늄 수화물 기반, 일산화탄소  기체에 대한 선택성을 가지는 상온구동 가스 센서

김형균, 강경남, 조인철, 박인규*

High Speed and Selective CO Gas Sensor Based on Hydrous Ruthenium Oxide Film for Room-Temperature Operation
H. Kim*, K. Kang, I. Cho, I. Park*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Key Words : Gas sensors, hydrous ruthenium oxide, Carbon Monoxide sensing, Room-temperature gas sensing

1. 서 론

금속산화물(SnO2, TiO2, W2O3, ...)은 높은 감도와 빠른 반응 

및 회복속도, 안정성, 저렴한 가격 등으로 인하여 화학저항식 센서

의 센싱물질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1]. 그러나 금속산화물 기반 가

스센서는 탐지 가스에 대한 선택성이 나쁘다는 것, 안정적인 동작

을 위해 고온이 필요하다는 것 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산화루테늄 수화물(RuO2·xH2O)을 이용하여 일산화탄소 가

스 센서를 제작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센서 제작

가스 센서의 센싱물질인 산화루테늄 수화물은 삼염화루테늄

(RuCl3)과 수산화나트륨(NaOH)의 수용액들을 섞으면 반응하여 침

전물 형태로 얻을 수 있다. 원심분리를 이용하여 침전물을 분리하고 

여러 번 순수로 세척 후 상온에서 12시간 동안 건조하였다(Fig 1. 
a). 이렇게 얻어진 물질을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갈아 가루로 만든 후 

에틸렌글리콜에 분산시켜 코팅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센서 전극의 원

하는 부분에만 센싱 물질을 도포하기 위해 EHD (electro- 
hydrodynamic) printing 기법을 이용하였다. EHD printing은 코

팅 용액이 들어있는 바늘과 센서 사이를 매우 가깝게 유지시킨 상태에

서 강한 전압을 걸어 용액을 끌어당겨 물질을 도포하는 방식으로 원하

는 부분에 직경 수십μm 크기의 패턴으로 도포 가능하다[2](Fig. 
1.b). 산화루테늄 수화물은 400°C 이상의 고온에서는 물을 잃고 비

수화물이 되는 비가역 반응이 일어나므로 제작과정에서 고온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하였다.

Fig. 2 Sensor response about gas flow of dry air and dry air with CO 
160ppm

Table 1 Sensitivity and Response time of each peak of CO 160ppm

peak Sensitivity(%) 20-80 
rise time(s)

  1 11.6 92
  2 10.0 47
  3 9.6 62
  4 8.9 71
  5 7.9 83
  6 7.0 98
  7 6.5 105

CO 160ppm에서 센싱 물질의 저항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2). 
센서의 감도(ΔR/R0)는 평균 8.8%으로 160ppm의 CO에 대하여 잘 

반응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반응속도는 평균 79.7초를 기록하였다. 
또한 센서 신호의 지속적인 drift가 관찰되었다. 이것은 습한 공기 분

위기에서 건조 공기로 바뀌면서 습기 변화로 인한 차이로 drift가 생

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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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cipitated and centrifuged 
RuO2·xH2O

(b) sensing area of sensor

Fig. 1 Precipitated RuO2·xH2O and sensor electrode after EHD printing

3. 가스 실험 결과 및 고찰

밀봉된 챔버 내부에 센서를 위치시키고 건조공기와 CO 160ppm이 

포함된 건조공기를 500초 단위로 바꿔가며 흘려주면서 센서의 저항 

변화를 측정하였다. 가스의 유량은 항상 총합이 500sccm이 되도록 

셋팅되었다. 센서 전압은 0.2V로 고정하였고 동작범위에서의 전력은 

약 10~20nW 사이로 전류로 인한 Joule heating이 거의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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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넬 기반의 렌즈를 이용한 높은 효율을 갖는 CPV 시스템 연구

김은혜*, 이수영, 노명재, 현동훈

A Study on CPV System with High Efficiency Using Fresnel Based Lens 
E. H. Kim*, S. Y. Lee, M. J. Roh, D. H. Hyun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나노-광공학과

Key Words : Concentrate photovoltaic system, Secondary lens, Target sensor, luminous flux

1. 서 론

높은 정밀도와 균일성에 도달하기 위해 CPV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디자인은 조도 균일성 측면에서 효율

성이 낮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1] 또한, CPV 시스템의 주요 비용은 태

양 전지에서 나온 것으로 CPV 시스템의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

은 반도체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책 중 하나

가 넓은 표면에서 햇빛을 모으고 작은 면적에 집중시키는 것이다.[2]

본 논문에서는 다른 집광렌즈(예 : 포물경 반사경)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는 프레넬 기반의 렌즈를 사용하여 

CPV 시스템의 비용과 효율 측면을 보완하고자 한다.

2. CPV 시스템 렌즈 설계

본 논문에서 사용되어진 렌즈는 2개로 1차 광학 요소로는 프레넬 기

반의 렌즈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이즈는 ￠300㎜이다. 2차 광학 요소

로는 볼록렌즈로 이루어져 있으며, 렌즈의 전체 길이는 44㎜, 두께는 

30㎜로 설계하였다. 2개의 렌즈는 1.49의 굴절률을 갖는  Poly 
methylmethacrylate(PMMA)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2차 렌즈의 유무에 따라 CPV 시스템의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Lighttools 프로그램의 최적화를 통해 CPV 시스템을 보정하

였다. CPV 시스템에 사용된 Target sensor는 10×10(㎜)의 사이즈를 

가지며, 평행하게 10,000㏐을 입사하는 면광원에서 Target sensor에 

조사되는 광속값을 통해 CPV 시스템의 효율을 확인하고자 한다. Fig. 
1는  2차 렌즈가 적용된 CPV 시스템을 나타낸다.

Fig. 1 CPV System design

3. 시뮬레이션 결과 

CPV 시스템에서 2차 렌즈 유무에 따라 평행하게 입사하는 

200×200(㎜) 면광원에 의해서 Target sensor에 조사되는 광속값을 

확인하였다. Fig. 2의 (a)와 (b)는 2차 렌즈 유무에 따른 Target sensor
에 조사되는 광속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a) Illuminance result 
without 2nd lens

(b) Illuminance result
with 2nd lens

Secondary lens Incident lumen (㏐) Efficiency (%) 

without 2nd lens 5654㏐ 56%

with 2nd lens 8711㏐ 87%

Fig. 2 Illuminance from the target sensor with and without a 2nd lens

Fig. 2 (a)는 2차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1차 렌즈만을 사용했을 

때 Target sensor에 도달하는 광속을 조사면에 나타냈으며, 광속

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Fig. 2 (b)는 2차 렌즈

를 사용했을 때 Target sensor에 도달하는 빛을 나타냈으며, 빛이 

중앙으로 집중됨으로써 Target sensor 안에 충분한 빛이 들어오

는 것으로 보여진다.

Table 1 Efficiency of the CPV system when there is no 2nd lens

Table 1은 2차 렌즈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2차 렌즈를 적용했을 

때에 대한 효율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다른 값들은 고정하고 2차 렌즈

의 유무에 따라서 Target sensor에 도달하는 광속을 확인한 결과, 2차 

렌즈가 적용되었을 87%로 가장 높은 효율이 나왔다. 2차 렌즈가 적용

되지 않았을 때에는 56%로 31%의 효율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면광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한 Target sensor에  프레넬 기반

의 렌즈로 CPV 시스템의 호율을 높이고자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서 프레넬 기반의 1차렌즈와 2차적으로 집광시켜주는 렌

즈를 사용하였을 때 CPV 시스템의 효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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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제어하는 조명광학계연구

이수영*, 김은혜, 이창수, 현동훈

A Study of Illumination Optical System to Control Light Pollution due to Night Lighting
S. Y. Lee*, E. H. Kim, C. S. Lee, D. H.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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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공조명의 발달은 밤을 더욱 밝고 화려하게 변화시켰으며, 야간에

도 주간과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현재 우

리나라는 주변 빛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주변보다 밝게만 설

치하는 조명 설치 경향으로 빛공해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1] 건축

물의 경우 국제기준 25cd/㎡인데, 서울은 50~130cd/㎡으로 국제기준 

대비 2~5배가 높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2017년까지 보안등

을 100%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며, 2020년까지는 조명의 빛공해를 

제어하는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2] 
본 논문은 LED 보안등 및 가로등에서 반사체 없이 후배광을 제어

하는 광학계를 제안한다.

2. 후배광 제어 광학계 설계

 LED 광원은 Ø24.5㎜크기의 COB 광원을 사용하였고 광학계는 Fig. 
1에 나타내었는데, 145×80(㎜)의 크기를 가지며 재질은 플라스틱 소재의 

PMMA이다. 본 광학계에서는 반사체를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의 광량을 

출력하며 후배광을 제어하고자 하기 때문에, 광학계의 재질 역시 투과율이 

높은 PMMA를 선정하였다. 렌즈 후면쪽에 봉우리같이 살을 덧대어 광학

계를 구성하였는데, 조명의 후방으로 가는 빛이 덧대어진 봉우리 부분안쪽 

부분에서 전반사가 발생하여 전방으로 향하도록 구조를 설계하였다.

(a) Side view (b) Diagonal view
Fig. 1 Lens Shape

3. 시뮬레이션 및 결과 분석
시뮬레이션은 Lighttools에서 진행되었고, 광원의 소비전력은 40W, 

효율은 120㏐/W로 지정하여 총 광속 4800㏐을 발산한다. 
북미조명협회 IESNA에서는 TM-15-07에서 BUG Rating의 기준을 

제안한다. B는 Backlight의 줄임말로 조명의 뒤로 가는 후배광의 

비율을 나타내고, U는 Uplight의 줄임말로 조명의 위로 가능 빛, G는 

Glare로 눈부심의 정도를 나타낸다. 자세한 분류는 Fig. 2 (a)에서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이 기준에 관해서 Backlight의 규정에 따라 

후배광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Fig. 2 (b)에는 각각 Backlight가 각도에 따라서 BL, BM, BH, 

BVH로 나누어질 때, 그에 따른 광속 값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또한, BUG Rating에서는 Backlight, Uplight, Glare 
마다 0~5등급까지 6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Table 1에서는 그 중 B0, 
B1, B2등급을 만족하기 위한 최대 광속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보안등 광학계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Table 2 
에 나타내었는데, 전체 광속 대비 Backlight의 비율은 20%를 

차지하고, Backlight의 각 영역별로 보았을 때, 모든 값들이 B1등급에 

부합한다.

(a) Flux Distribution by Solid angle (b) Luminare Classification Graph

Fig. 2 Luminaire Classification System (LCS) 

Backlight B0 B1 B2
BH 110 500 1000
BM 220 1000 2500
BL 110 500 1000

Table 1 Backlight Rating (Maximum zonal lumens)

Frontlight value Backlight value
FL 671 BL 211
FM 2189 BM 354
FH 803 BH 311

FVH 139 BVH 75

Table 2 Backlight Rating (Maximum zonal lumens)

4.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지자체에서 빛공해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서 후배광을 제어하는 반사체 없는 광학계를 제안하였다. 
IESNA에서는 Backlight, Uplight, Glare를 해당영역으로 발산되는 

광속의 양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있고, 본 논문에서는 조명효율 

120㏐/W의 40W 보안등에서 빛이 발산한다는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LED에 렌즈만 적용하여 B1의 

후배광 등급을 구현하였고, 이 수준은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주택가의 빛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안등을 제안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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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xpansion of Target lighting to 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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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채널 유체유동을 이용한 나노결정셀룰로오스 강화 

PVP 마이크로섬유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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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섬유 강화 재료 분야에서 높은 내열성과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는 유

리섬유 또는 탄소, 아라미드 등의 합성재료가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노후화로 인한 교체 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

생하고 석유화학물질이 점점 고갈됨에 따라 대체 가능한 천연 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노결정셀룰로오스는 지구상에

가장 풍부한 천연 고분자이며 우수한 열적 안정성과 생분해성을 가지

고 있다.[1, 2] 그러나 결정화도와 수소결합정도가 높아 일반적인 용매

에 용해되지 않아서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이 어렵기 때문에, 나노결정

셀룰로오스를 다른 분야의 응용에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성재료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물질로서 성형이 어려운 나노결정셀룰로오스를 폴리비닐알

코올(Ployvinyl alcohol:PVA)에 혼합하여 생분해성의 나노결정셀룰

로오스 강화 마이크로섬유(nanocrystalline cellulose reinforced 

microfiber:NCRF)로 제작하여 인장강도를 평가하였다.

2. 제작 및 실험

마이크로섬유를 제작하기 위해 약 80 의 고온에서 PVA(Sigma 

Aldrich)를 교반하여 5wt%의 수용액을 제작하였다. 나노셀룰로오스

혼합물의 경우 PVA 5wt%의 수용액을 기반으로 나노셀룰로오스를

0.1wt%가 되도록 하여 PVA 혼합물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혼합물은 높이 100μm, 폭 100μm, 길이 5mm의 일자형 마

이크로채널을 통해 5μL/min의 일정한 유량으로 통과시켜 Fig.1과 같

이 30mm로 100가닥씩 15회 감아 로프 형태로 제작하였다. 위의 동일

한 조건으로 제작한 PVA 마이크로섬유의 직경은 10.28 ± 0.72μm이

며, NCPF의 직경은 11.57 ± 0.82μm로 측정되었다. Fig. 1의 (a), (b)

는 제작된 마이크로섬유의 광학현미경 사진이고, (c)는 PVA 마이크로 

섬유의 구조 모식도, (d)는 나노결정셀룰로오스 강화 PVA 마이크로

섬유의 구조 모식도이다.

공정을 통해 두 가지의 PVA 마이크로섬유를 제작한 후 5mm의 길

이를 1mm/s의 속력으로 인장시켜 인장강도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인

(a) (b)

(c)

(d)

200µm 50 µm

Nanocrystalline cellulose

Fig. 1 Images of PVA microfiber; (a) PVA microfiber(100x) (b) PVA 

microfiber(50x) (c) schematic of PVA microfiber (d) schematic

of Nanocrystalline cellulose reinforced PVA micro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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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nsile force of PVA fiber and Nanocrystailline reinforced PVA

microfiber

장력을 측정하였다. Fig. 2는 PVA 마이크로섬유와 나노결정셀룰로오

스 PVA 마이크로섬유의 인장력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PVA 마이크로

섬유와 나노결정셀룰로오스 PVA 마이크로섬유의 인장강도를 측정한

결과  PVA 마이크로섬유의 인장력은 370 ± 50mN이고,  나노결정셀

룰로오스 PVA 마이크로섬유의 인장력은 910 ± 90mN으로 측정되었

다. 인장강도 측정 실험에서는 나노셀룰로오스가 혼합됨에 따라 마이

크로섬유의 인장력은 약 2.5배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나노셀룰로오스를 고분자 물질인 PVA와 혼합하여 

생분해성의 마이크로섬유를 제작하였고, 두 가지 마이크로 섬유의 인

장강도를 평가하였다. PVA 수용액에 나노셀룰로오스를 혼합하여 마

이크로 단위의 섬유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나노결정셀룰로오스 PVA 

마이크로섬유는 PVA 마이크로섬유 보다 전단력은 약 2.5배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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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회전하는 기계의 축을 지지해주는 베어링은 자동차, 공작기계, 풍력

발전기 등 거의 모든 동력기관에서 사용될 정도로 현대 산업에서 빠져

선 안 될 핵심 부품이다[1]. 최근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존에 베

어링이 갖고 있던 성능보다 더욱 고도화된 성능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

이다. 그중에서도, 풍력발전기에서 사용되는 베어링들은 불규칙한 풍

하중과 다양한 진동이 발생하는 풍력발전기의 독특한 작동 조건으로 

인하여 높은 내구성과 회전 안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풍력발전기의 고장률은 기존 발전기의 고장률보다 약 3배 이

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풍력발전기의 베어링 손상 및 파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학계에 따르면 풍력발전기의 고장 발생

의 50% 이상이 베어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어링 결함이 발

생할 경우, 평균적으로 3년 미만의 작동 수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 따라서 이러한 베어링의 손상 및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베어링의 상태 모니터링 및 수명 예측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시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풍력발전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깊은 홈 볼 베어링의 

마찰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풍력발전기의 구동 환경을 모사한 볼 베

어링 성능 시험 장치를 제작하고, 반경하중 하에서의 마찰 특성을 분

석하였다. 
베어링의 마찰력을 측정하는 와이어 텐셥법의 원리로는, Fig. 1과 

같이 베어링 하우징을 감싸는 와이어의 양 끝단을 로드셀 센서와 무게

추로 각각 연결하여, 무게추는 베어링에 반경하중을 부여하고 로드셀 

센서는 축의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베어링의 마찰토크를 정량화하는 

원리이다. 베어링은 깊은 홈 볼 베어링(S6201-2RSR)을 사용하였으며 

베어링의 반경방향 하중은 소형 풍력발전기가 받는 원심력의 범위인 

400, 600, 800N을 부여하였으며, 주축은 200, 400, 600, 800 그리고 

1000rpm으로 회전시켜 각각의 조건에서의 마찰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1 Structures of test rig for radial load and axial load

Bearing S6201-2RSR
Inner Diameter 12 (mm)
Outer Diameter 32 (mm)

Thickness 10 (mm)
Basic Dynamic Load Rating 6950 (N)

Basic Static Load Rating 3100 (N)

Table 1 Bearing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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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iction coefficient according to rotation speed and radial load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볼 베어링 성능 시험 장치를 개발하고 주어진 반경하

중과 주축 회전속도에 따른 베어링의 마찰계수를 분석하였다. 시험 결

과, 반경하중이 증가할수록 마찰계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베어링에 작용된 반경하중이 베어링의 정격하중에 비해 훨씬 작

아 베어링 내부에 간극(clearance)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

다. 또한, 주축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마찰계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윤활 볼 베어링의 본질적인 특성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볼 베어링 성능 시험장치의 성능이 검증되었으며, 향후 추가

적인 실험을 통하여 시험장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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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비접촉식 거리측정 센서로 사용되는 적외선 센서는 거리에 따라 반

사되어 돌아오는 빛의 광량차이를 거리로 환산한다.[1] 적외선센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센서 중 하나이며 전 

산업 분야에 걸쳐 대체 불가능한 센서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거리 측

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결함 검출, 환경 모니터링 분야까

지 활용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2] 따라서 본 연구는 적외선을 이용하여 비접

촉식으로 피측정물의 내압을 측정할 수 있는 센싱기술을 제안함으로

써 적외선 센서의 응용분야를 압력 계측 분야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2. 압력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Polydimethysiloxane(PDMS)를 이용해 2mm 두께

의 정사각형 틀에 직경 11mm의 홀을 뚫고 그 위에 PDMS 박막을 씌

어 탄성챔버를 제작하였다. 박막의 표면은 투명하며 탄성계수는 약 

300 ± 60 kPa이다. 탄성챔버에 유체를 이용하여 1.33kPa 간격으로 

1.33~6.65kPa까지 변화시켰다. 적외선센서와 탄성챔버 사이의 거리

는 3mm로 고정하였고, 발광센서(Photodiode)는 탄성챔버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수광센서(Phototransistor)는 반사되는 빛을 최대로 흡수

하도록 중심선에서 기울여 설치하였다. 사용된 적외선센서의 제원은

Table 1과 같다. Fig. 1(a)는 적외선을 이용한 비접촉식 압력 측정시스

템의 모식도이며, Fig. 2(b)는 공압을 인가했을 때 탄성챔버의 변형을

나타낸 그림이다. 같은 공압을 인가했을 때 Fig. 2(b)와 같이 변형에 

따른 만큼의 거리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탄성챔버의 내압에 따라 변

화한다. 또한 만큼의 거리차로 인해 수광센서로 입사되는 광량의 차

이가 발생하고 이로인해 출력전압이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3mm 거

리에서 탄성챔버의 내압을 1.33kPa씩 증가시키고 각 압력에서 동일한

공압을 1초간 인가하였을 때, 변형 전과 후의 수광센서로 측정되는 출

력전압 차이를 절대값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pressure measurement system 

(a) Before deformation (b) After deformation 

Infrared Sensor

Photodiode Phototransistor

Model name MTPS3085P SFH213FA

Angle 4° 20°

bandwidth 820~890nm 750~1000nm

Table 1 Optical properties of Infrared sensor

Fig. 2 Output voltage according to internal pressure of artificial

chamber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각 내압에 따른 수광센서의 출력전압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

프이다. 탄성챔버의 내압이 6.55kPa인 경우가 1.33kPa인 경우에 비해

약 7.6mV 더 낮다. 이는 탄성챔버의 내압이 높을수록 같은 공압을 인

가하였을 때 변형량이 적어지고 이로 인해 값의 변화가 감소하므로

수광센서로 감지되는 광량변화가 더 적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외

선을 이용해 비접촉식으로 피측정물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음을 실험

적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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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알루미늄의 주조접합 특성에 미치는 표면처리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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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운송수단 및 산업분야에 이용되는 소재는 다

양한 철계 합금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자동차 산업분야에서는 

충돌 법규 및 연비 규제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다중 소재 융합 차체

프레임 제조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 충돌 법규 대응을 위

해 고강도강과 핫스탬핑 소재를 대폭 적용하는 경우 부품수 증가 및 

그에 따른 중량 증가와 더불어 복잡한 공정으로 인한 싸이클 타임 증

가, 원가 상승, 차체 강성 및 NVH(소음/진동) 특성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연비 규제 대응을 위해 경량 소재를 대폭 적용하여 기존 공

정에 적용하는 경우, 스팟 용접성 저하와 그로 인한 안전성 및 생산성

이 저하되는 문제점과 기존 스틸 자체의 강도나 강성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2]. 일부 선진사에서는 인서트 주조법으로 스틸

과 알루미늄을 결합하여 차체 부품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
종재질간 낮은 계면 결합력 문제로 인한 계면파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충돌부재로써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계면 간 전해

액 노출로 갈바닉 부식이 조장되는 문제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합 특성 향상을 위해 아연도금강판에 여러 가지 표

면개질을 적용한 후 스틸-알루미늄 주조접합 실험을 진행하였다. 강판

의 표면개질 처리에 따라 아연 도금층의 역할 및 계면 간 금속간화합

물 층의 형성 거동, 상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또한, 스틸과 알루미늄 

이종소재 간의 유동성, 충전성 및 계면접합강도 평가 등을 통해 기초

주조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스틸-알루미늄 주조접합을 위한 강판 소재로써 두께

가 1.8mm인 GI 및 GA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였으며, 인서트로 삽입

되는 아연도금강판에 Sand blast를 이용하여 물리적, 기계적으로 산화

층 제거, 표면조도 형성 및 아연 도금층 두께를 조절하였다. 표면조도

는 Non Contact 3D Measuring System을 통해 측정하였다. 알루미늄

은 Al-Si계 주조용 합금인 A356 합금을 사용하여 주조접합을 진행하

였다. 예열된 금형에 아연도금강판을 인서트로 삽입 후, 용융 상태의 

알루미늄을 주입하여 Fig. 1과 같이 이종소재 주조접합 시편을 제작하

였다.
스틸-알루미늄 이종소재간의 기초주조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Fig. 2

와 같이 저압주조기를 이용하여 유동성 및 충전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표면개질이 진행된 아연도금강판을 금형에 인서트로 삽입 후 용융 상

태의 알루미늄을 일정한 압력으로 주입 하였으며, 3회 반복 실험 후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계면 간 반응과 접합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하여 SEM을 통해 접합면의 미세조직을 관찰하였으며, 접합면에 대

한 전단 시험을 진행하여 계면접합강도를 평가하였다. 전단 시험 후 

파단면 XRD 분석을 통해 계면간의 금속간화합물 상 분석을 진행하였

다. 주조접합시 계면에서 일어나는 반응 메커니즘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주조접합 후 퀜칭하고 SEM을 통해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Fig. 1 Evalu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Fig. 2 Fluidity and Mold filling tests

3. 연구 결과

1) 표면개질 및 주조조건에 따른 계면접합강도는 계면에서의 금속

간화합물 층의 두께, 접합계면 형상, 주조결함 유형 및 생성 위치 등의 

변화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표면개질 조건 및 아연 도금층의 두께에 따라 접합계면에서의 금

속간화합물 층의 두께의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아연 도금층의 두께가 

얇을수록 금속간화합물 층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스틸-알루미늄 이종소재간의 유동도는 표면조도가 증가하고 아

연 도금층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감소하였다. 충전성은 큰 변별력을 가

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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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히트싱크의 핀 배열에 따른 방열성능의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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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전자 장비의 작동 온도는 제품의 수명 및 신뢰성과 밀접

한 관련이 있어 부품을 효과적으로 냉각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인식

되고 있다. 발열 전자 장치를 효과적으로 냉각하기 위한 대표적인 냉

각장치로 단위 체적 당 열전달 면적을 증가시켜 냉각 성능을 높인 히

트싱크가 널리 쓰이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냉각용으로 쓰고 있는 열

전소자 열원으로 히트싱크의 핀 배열 현상에 따른 발열 성능의 실험적

인 연구를 하였다.
2. 실험 구성 

본 실험의 비교대상인 알루미늄 히트싱크의 재원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난다. 또한, 히트싱크 핀의 배열은 그림.1과 같이 Bonding Type
로제작하였다. 핀의 배열방식외 2가지의 히트싱크 재원과 동일하다. 

Specifications Sample1 Sample2
Size 160X105X25  

Material AL6063-T5
Type Bonding Type

Table 1 Performance specifications of heat sink

  

(a) Sample 1               (b) Sample 2
Fig. 1 3D modeling of heat sink

실험의 열원인 열전소자의 재원은 Table 2와 같다. 히트싱크의 방열

성능을 비교하기위해 온도 측정 포인트는 Fig. 2와 같이 12포인트로 

선정하였다. 측정 시 열전소자의 인가 전압은 2/4/6V로 실험 하였다.  

Fig. 2 Test point of heat sink

Specifications Value
Size 40X44X3.2  
max 11.5  
max 24.6  
m ax 70℃

Table 2 Performance specifications of thermoelectric module

Fig. 3 Schematic diagram

3. 결과 및 고찰
히트싱크의 핀 부분, 소자와 싱크 의 접촉 면, 소자 냉각면의 온도 

각각 수집하여 평균값을 구하고 Table 3과 같다.  

Contact surface Pin part
Thermoelectric 
module cooling 

surface
max min max min max min

1
2V 27.65 26.18 27.86 26.58 26.44 16.77
4V 33.18 27.06 32.41 27.94 27.08 9.82
6V 39.42 27.15 38.77 27.50 27.14 3.32

2
2V 28.29 27.11 28.46 27.45 26.24 17.03
4V 31.99 27.97 31.68 28.13 27.48 10.64
6V 37.86 25.86 34.60 26.81 26.00 3.83

Table 3 Performance specifications of thermoelectric module

열전소자의 특성상 한측 흡열하고 한측 방열한다. 윗 테이터 따라 

2/4/6V 전압 인가 할 때 히트싱크2번 보다 1번의 방열 효과가 좋고 

열전소자의 흡열면 온도가 낮게 나타난다. 
향후 열유동시뮤레이션 추가하여 열전소자의 모델별 최적 인가 전

압 및 최적 히트싱크설계를 진행할 예정 이다.

후 기
 “NRF-2016R1D1A1B0101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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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금속 다층 초음파 용정공정 최적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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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구리전선의 경량화 및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발된 

CCAW (Copper Cald Aluminum Wire)와 터미널의 연결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CCAW는 알루미늄의 표면에 구리를 두른 후 

연속적인 압연을 통해 0.01mm 이내까지 가공하여 알루미늄 터미널 

또는 구리 터미널에 부착한다. 이와 같은 CCAW의 용접공정은 이종

금속 다층접합공정에 속하며, 본 연구를 통해 이종금속(알루미늄, 구
리) 박판의 다층용접공정의 강도특성을 분석하고 최적의 용접조건을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종금속 다층 초음파 용접 실험

본 연구에서 CCAW 접합을 모사하기 위해 전기전도도가 가장 우수

한 소재를 선정하였다. 다층이종금속 초음파 용접 실험방법은 Fig.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4개의 층을 알루미늄과 구리를 교차하며 배열하

였다. 다층 이종금속 초음파 용접 실험은 총 25개의 용접조건을 가지

고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계획은 다구찌 

실험계획법을 사용하여 직교배열표는 L25(53)로서 총 25회 실험을 수

행할 수 있는 5수준을 가지는 3인자 직교배열표로 나타내었으며, 실험

인자로는 초음파 용접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접변수인 용접시간, 가압

력 및 진폭으로 선정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1 A schematic diagram for multi-laser dissimilar ultrasonic welding

Table 1 Welding parameters using Taguchi method

Control factor Unit
Level

0 1 2 3 4
Amplitude rate % 40 50 60 70 80
Welding time s 2 2.5 3 3.5 4
Pressure load bar 1 1.5 2 2.5 3

Fixed variable
• Pattern type : P:1.5mm, H:0.75mm, 

S:0.70
• Upper side : Aluminum sheet

3. 결과 및 고찰

실험결과 특성치 확보를 위해 용접부 강도를 UTM(Universal Test 
Machine)을 이용하여 Fig. 2와 같이 총 3개의 형태로 전단강도를 측

정하여 이를 용접부 1, 2, 3 형태로 정의였다. 각 용접부의 용접 강도

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용접부 1의 평균은 1,355N으로 산포의 폭이 

매우 적어 대부분의 용접부 1에서는 1200N 이상의 강도 분포를 확인

하였으나, 용접부 2의 경우에 평균 796.84N를 나타내고 최대와 최소

치의 분포가 매우 넓게 분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용접부 3의 경우 강

도가 가장 낮으며 평균 521.96N으로 측정되었다. Fig. 3은 용접부 특

성파악을 위해 각 용접부의 용접강도의 분포를 분석하고 그래프로 나

타내었다. 이러한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이용하여 다구찌 

기법을 사용하여 초음파 용접조건을 최적화 하였고 도출된 최적 용접

조건과 실험에서 가장 강도가 우수한 용접조건을 이용하여 용접부의 

강도 및 조직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Fig. 2 Three zone of ultrasonic welding parts of multi layer dissimilar 
materials Al and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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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verage of strength according to weld zon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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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대기가 심각하게 오염되면서 

각종 먼지, 매연, 박테리아 그리고 유해가스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으

며, 각종 호흡기 질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

키고 있다. 특히, 공기 중에 포함된 표피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epidermidis)은 패혈증, 요로감염, 심내막염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공기 청정기가 반드시 살균해야 하는 세균 중 하나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유세균을 
살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공기청정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1]. 
세균을 살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부유세균 

살균 방법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플라즈마가 발생되면서 공기를 이온화시켜 활성 종들이 발생되는

데 이 활성 종들은 세균의 세포막이나 DNA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

을 하여 살균이 가능하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피 포도상구균 
등 인체에 유해한 부유세균의 살균이 가능한 공기청정기용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개발하고자 한다. 
 

2. 대기압 플라즈마 방전 실험 
 

2.1 Experimental setup 
대기압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해 단순한 동축케이블 형태의 유

전체 장벽 방전 (Dielectric barrier discharge, DBD) 방식의 장치를 구성하

였다. 내부전극은 알루미늄 봉을 사용하였으며, 외부전극은 알루미늄 

망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두 전극 사이에 석영관을 배치하였고 석

영관을 두 전극 사이에 배치함으로써 유전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
작하였다. 또한, 석영관 외벽에 알루미늄 망이 감싸지도록 구성하였

으며, 알루미늄 망으로 전원이 인가되도록 제작하였다. 인가 전원은 
AC 전원을 사용하였으며, AC전원을 변화시키면서 대기압 플라즈마를 
발생시켰다. 

 

Fig. 1 Configuration of DBD device for generating atmospheric 
pressure plasma in air 

 
 
 
 
 
 
 

3. 결과 및 고찰 
 

 실험결과, 두 전극 사이에서 알루미늄 망을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플라즈마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가 전압을 상승시킬수

록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빛이 더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는 플라즈마의 세기가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라즈마가 발생되

면서 O, OH 그리고 NO와 같은 다양한 활성 종들이 발생되며, 발생된 

활성 종들은 세균의 세포막이나 DNA를 산화시켜 살균할 수 있다. 따
라서, 공기청정기 내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장착하여 부유세균의 살

균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OES)를 이용하여 대기압 플라즈마의 스펙트럼을 측정하

고, 전압에 따른 대기압 플라즈마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한다. 이를 분석하여 플라즈마가 발생되면서 생성되는 활성 종

들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때 발생되는 활성 종들의 상대적인 

밀도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표피 포도상구균의 살균에 가장 영향

을 끼치는 활성종이 무엇인지 파악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

되고 있는 살균 방법중 하나인 UV lamp를 이용한 살균 효과를 확인

하여 본 논문에서 제작한 플라즈마 발생장치의 살균 효과와 비교하

여 UV lamp를 이용한 살균 방법보다 본 장치를 사용했을 시 장점을 

확인한다. 
 

 
Fig. 2 Atmospheric pressure plasma in air generated by the DBD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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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 모듈러스 1.8급의 무압탕 지향 시제품의 제조 및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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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국내 주조업계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에너지 및 제조원가 

절감 문제의 해결이다. 이를 위해 주철에서 흑연이 보상 팽창해주는 

특성을 활용한 무압탕 지향 주조기술을 모든 주조업체들이 추구해 왔

다. 무압탕 지향 주조는 회수율 향상을 통해 사용되는 원부자재 및 에

너지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조 기술이다. 
주조 시 주형 벽이 응고 중 발생하는 흑연의 팽창 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주형의 소성변형 및 균열로 인해 주형 내부 체적 증가로 이어져 

주물의 다양한 수축결함을 일으킨다. 현재 구상흑연 주철의 생산 기술 

및 압탕 기술은 매우 빈약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저조하며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방안이 없을 뿐 아니라 흑연의 조직 및 

각 종 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자인 C, Si에 대한 연구조

차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있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조방안, 조형, 용해, 용탕처리, 주입, 주형상자 등 

공정 전반을 최적화하여, 용탕량 25kg급, 모듈러스 1.8급 및 회수율 

70%이상 급의 무압탕 지향 건전 고 특성 시제품을 제작하고자 하였

다. 또한, 기본원소이자 가장 중요한 인자인 C, Si이 시제품의 치수, 
형상, 조직 및 기계적 특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무압탕화 건전 고 특성 시제품 제조

거시/미세 수축결함이 방지/극소화된 고회수율 무압탕 지향 시제품 

제작을 위해 주조방안의 설계를 최적화하고, 목형을 제작하였다. 흑연 

팽창 압에 의한 주형의 소성 변형 및 균열 방지를 위해 고강도 주형을 

사용하였고 주형 강도의 강화를 위해 고강도 플라스크를 결합하여 완

강히 체결하였다. 주입 완료 후 압탕 상부에 발열재를 도포하여 압탕

의 지향성 응고를 유도하였다. 용탕 성분, 출탕 온도, 주입온도, 용탕처

리 등의 공정 조건을 최적화 후 일정하게 주조하여 수축 결함에 기하

는 인자 중 합금 원소의 영향 외의 인자를 극소화 하였다. 무압탕화 

시제품의 고 특성화를 위해 인장강도, 연신율 및 경도 등 기계적 특성 

및 성숙도를 강화 시키고자 흑연 립 수 구상화율 등 흑연 조직의 제어

와 함께 페라이트/펄라이트의 기지조직을 제어하였다. 미세조직 관찰

은 제품부에서 시편을 채취하여 OM을 통해 촬영 후 ISO-945법으로 

흑연 조직을 분석하였다. 건전성 평가를 위해 KS 규격의 봉상형 시험

편을 활용하여 브리넬 경도 및 인장 강도를 측정하였고, 이를 활용하

여 주물의 성숙도를 평가하여 시제품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절단한 

압탕의 수축량을 아르키메데스법을 이용하여 측정 후 조건별 주물 체

적 팽창량을 비교 평가 하였다.

3. 무압탕화 건전 고 특성 시제품 평가

 회수율 70%급의 시제품을 확보하였다. 육안 검사 시 세 조건 모두 

외부 수축 결함 및 표면 결함이 없음을 확인 하였다.

Fig. 1 Pattern Design and Mold manufacture

Fig. 2 Melting and Pouring process

 제품의 치수는 제작한 목형 치수와 비교 시 1% 내외로 수축 혹은 

팽창하였다. 치수 정밀도가 모두 양호하였다. 시제품과 압탕의 수직 

절단면을 통해 내부 수축공을 확인하였으며, 실험 조성 모두 내부에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내외부적으로 건전한 주물로 확인하였다.

 

         No. 1              No.2               No. 3
    (3.5Cwt%-2.4Siwt%)    (3.8Cwt%-2.4Siwt%)    (3.5Cwt%-3.3Siwt%)

Fig. 3 Shape of prototypes

  제품의 중앙 미세조직의 부위 별 평가 시 냉각속도에 의해 흑연 조직은 

내 외부 위치에 따라 작은 차이를 보였으나, 비교적 균일한 흑연 립 수와 

구상화 율로 전체적으로 미세조직이 균일하다 판단하였다. 기계적 특성 

평가 시 실험 조건 모두 고 강도 및 높은 성숙도로 우수하였다. 절단한 

압탕의 수축 량을 확인하였을 때  C 의 증가에 따라 체적 팽창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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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소재 압출 성형 기술을 이용한 Al clad pipe 제조공정에 관한 연구

윤원호1, 주성욱1*, 홍상휘1, 문지훈1, 김현우2, 권한상3,4, 장민우5

A study on the manufacturing processes of Al clad pipe using dissimilar material extrusion molding technology
W. H. Yoon, S. W. Joo*, S. H. Hong, J. H. Mun, H. W. Kim, H. S. Kwon, M. W. Jang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1, (주)대영금속2, (주)차세대소재연구소3, 부경대학교 신소재시스템공학과4, (주)타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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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량용 공조시스템에서 냉매가 유동되는 파이프의 소재는 굴곡 형

상에 대한 높은 성형성과 부식에 대한 우수한 내식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차량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주행 시 노면의 자갈, 이물질 등에 

의한 충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고강도 성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차량용 에어컨 배관 파이프로 적용하기 위한 소재로 파이

프 내부에는 내식성과 성형성이 우수한 Al 3XXX계열, 외부는 강도특

성이 우수한 Al 6XXX계열을 적용하기 위해 압출성형으로 이종 접합

된 clad 형태의 pipe로 제조하는 공정상의 최적화를 위해 초기 압출해

석을 진행하였다.

2. 기초 설계 및 유한요소 해석

이종소재 압출성형 초기 진행과정을 예측하기 위해 기초 설계 및 해

석을 진행하였다. 해석프로그램으로 DEFORM S/W(Implicit FEM)
을 사용하여 비등온 3차원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종소재 해석 조건으

로는  Al 3010, Al 6063의 물성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유한요소 해석

에 필요한 상세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초기 시뮬레이션 모

델은 Fig. 1과 같다.

Tem.(oC) Materials
Core 480 Al 3010

Cover 480 Al 6063
Die 450 Rigid body

Table 1 Detail condition

(a) Front view (b) Bottom view (c) Mesh 

Fig. 1 Analysis model

3. 결과 및 고찰

Fig. 2 (a)는 Al 이종소재가 clad 형상으로 동시 압출되는 상태를 나

타낸 해석 결과이며, 점선은 두 소재의 경계면을 나타낸다. 초기 압출

단계에서 core 소재인 Al 3010 소재는 140mm까지 먼저 압출이 진행 

되었다. 이후, Al 6063 압출이 진행되었고, 250mm 이후 균일한 두께

의 clad 형상 이종접합 Al pipe상태로 압출되었다. Al 3010의 두께는 

길이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약 0.4mm 내외로 확인되었다.

Fig. 2 (b)는 압출되는 과정의 온도분포를 3차원뷰로 나타낸 해석 

결과이다. Al 소재는 480oC에서 압출 되기 시작하였으며, 출구인 베

어링 부에서는 약 500~520oC의 온도를 보였다.

(a) Shape of extrusion process(after 250mm)

(b) Temperature distribution of extrusion process
Fig. 2 Analysis result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균일한 두께의 clad 형상의 Al pipe가 제조되

는 구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압출 시 온도 분포 및 제조 공정상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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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징 몰딩 소재의 내습성 평가 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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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패키징에 있어서 몰딩은 칩과 와이어 및 솔더 등을 보호하여 신호연

결 등을 유지하며 칩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중요 공정 중 하나이다. 패
키징의 몰딩 기술은 부품소자와 인터커넥트(Interconnect)의 부식을 

야기 시키는 습도와 먼지 그리고 이온성 불순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패키지의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몰딩 소재

의 종류에 따른 내습성 정량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한다.

2. 몰딩 소재의 내습성 평가 장치 구성

몰딩 소재의 정확한 내습성 측정을 하기 위해 Fig. 2와 같은 샘플을 

제작하였다. 기존의 패키지에서 칩 대신 습도센서를 패턴된 PCB에 솔

더 페이스트로 연결 후 동일 조건에서 패키지 한다. 몰딩된 습도센서

의 동작여부를 테스트 한 후, 부품의 신뢰성 조건 중에 하나인 고온고

습(85℃, 85%)조건의 챔버 안에 패키지된 샘플을 넣는다. 이때, 고온

고습 조건에서의 수증기압 차이로 인해 습기의 내부 침투는 몰딩 소재

에 크랙(Crack)이 없는한 습도의 투과성에 의해 패키지 내부로 장시간

에 걸쳐 침투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실험에 사용한 몰딩 소재는 전기/전
자부품 패키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5개사 11종 모델이다.

Fig. 1 Schematic of Sample for Humidity Resistance Test

  

Fig. 2 Molded Package Sample for Humidity Resistance Test

고온고습 상태의 챔버에 준비된 샘플 패키지 11개를 넣고, 실험의 

진행의 상태는 습도센서와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멀티메터(Digital 
Multimeter)에 의해 데이터가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된다. 실험 장치

의 구성은 Fig. 3과 같다.

Fig. 3 Experimental Diagram

고온고습(85℃, 85%) 상태의 조건에서 습도센서의 출력전압 값은 

시간에 따라 상승되며 일정시간이 지나면 패키지의 외부와 내부의 습

도가 평행을 이루게 된다. 이는 더 이상 습도의 침투가 발생하지 않으

며 패키지 내부가 외부와 동일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 과

Fig. 4는 실험에 사용된 11종의 몰딩 소재별 습도 침투시간에 대한 

실험결과이다. 위 실험결과 다른 몰딩 소재에 비해 ①, ⑥, ⑩번의 몰

딩 소재로 패키징을 하였을 때 습도에 대한 내구성을 갖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다른 몰딩 소재의 경우 평균 6시간 이후 습도가 몰딩

된 패키지 내부로 완전히 침투하여 패키지 내부와 외부의 환경이 같아

졌음을 보여준다.

Fig. 4 Experimental Result of Humidity Resistance 

고온 고습 상태에서 몇 시간 후에 습기가 칩의 내부로 침투하게 되

는 정보를 파악함으로서 몰딩에 있어 내습성에 대한 계산이 가능해 진

다. Fig. 4에서 실험결과가 가장 좋은 ⑩번 몰딩 소재는 428,110초
(118시간) 이후 습도가 몰딩 패키지 내부로 완전히 침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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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컷 구조를 갖는 경량화 수지 캘리퍼 피스톤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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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차 부품은 연비 향상을 위해 부품의 경량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1) 경량화를 위해 제동 부품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그 중 캘리퍼 바디의 경우 주철에서 알루미늄으로 재질

변경이나 이종 재질 접합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캘리퍼 부품인 피스톤의 경우에는 주철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 일부 차종에서는 주철 제품을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재질 변경을 통한 중량 절감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안정성과 중량 절감이 가능한 언더컷 

구조를 갖는 경량화 수지 캘리퍼 피스톤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언더컷 구조 형상 설계 및 해석 결과

피스톤의 컵형 구조에서의 재질변경을 위해 주철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 시 제동력 지지에 한계가 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단순히   

 피스톤의 두께를 증대 시키는 개발이 주를 이룬다. 또한 양산제품은 

대부분의 재질이 주철로 형성 되어 있어 생산 측면에서 언더컷 구조를 

생산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언더컷

구조를 갖는 경량화 수지 피스톤의 경우 주철 대비하여 중량 절감이 

40% 이상 가능하며, 접촉 면적 증대를 통하여 컵형 구조에 비해 안정

적인 제동력 지지가 가능하다. 이를 구현하고자 생산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언더컷(3) 금형을 개발 하였다. Fig. 1에서는 금형 개략도를 나

타내었으며, 일반적인 슬라이딩 코어는 구배각을 이용하여 일직선으

로 취출이 되는 구조이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언더컷 슬라이딩 코어

의 구조는 메인 슬라이딩 코어를 따라 3등분 하여 메인 슬라이딩 코어

가 직선운동으로 후퇴 시에 측면 슬라이딩 코어의 체적 변화가 발생하

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하여 불필요한 부분의 살을 제거하고 패드접촉부의 면적을 

증대시키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컵형 구조 대비 15% 증대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Fig. 1 Type of sliding core

Fig. 2 Design of Piston 

No. Cup Type Under Cut
1 142.4kN 211.5kN
2 134.4kN 190.7kN
3 136.4kN 195.2kN

Avg. 137.7kN 199.1kN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제품을 UTM에서 하중 평가를 통해  

 기존 컵 형상 대비 언더컷 구조의 성능을 비교 하였으며,  
 시험 방법은 기존 제품과 언더컷 제품을 파괴하중까지 인가

하여 파괴시의 하중을 측정하였다. Fig. 3에서 실험 방법을  

나타내었다.

Fig. 3. Experimental Method

Table 1 Result of compressive load

Fig. 3과 같이 압축 하중 측정을 위해 파괴 시까지 하중을 인가하여 

시험을 진행 하였으며, 시료 수는 총 컵 형 구조 3개, 언더컷 구조 3개
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Table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괴 하중은 컵 

형의 경우 137.7kN에서 파괴 되었으며 언더컷 구조는 199.1kN에서 

파괴 되었다. 컵 형 구조 대비하여 언더컷 구조의 파괴 시 하중이 약 

30% 증대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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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는 비파괴기술인 테라헤르츠파 (Terahertz wave : T-ray)는 

첨단 부품 검사 및 적용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으며 T-ray (테라헤르츠

파) 기술과 계기들의 진보와 더블어 전자 스펙트럼에 의한 탐지 분야

가 나타나게 있다. 특히, 테라헤르츠파는 국가보안안전을 위하여 공항

에서 보안 검색, 첨단 산업 시설 및 탄소섬유복합재 등의 분광학적 평

가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또한 T-ray 시간영역 분광학 

(Terahertz Time Domain Spectroscopy: THz-TDS) 은 탄소/유리복

합재료에 내재하고 있는 각종 이물질이나 물성치를 비파괴적으로 정

밀하게 탐상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T-ray 응용 면에서 풍력블레이드의 페인트재료의 굴절계수 (n),

전기 전도도 및 THz 두께측정을 한다. 여기에서 풍력블레이드용 GFRP복
합재료의 표면에서 수십μm에서 수백 μm의 페인팅작업을 실시하여 표준
시험편을 제작한다.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페인트두께를 측정하고 THz
기술을 이용하여 두께를 측정하여 비교한다. 또한 T-ray는 전기전도성을 
뛰는 재료는 투과가 어렵기 때문에 풍력블레이드용 페인팅재료가 전도성
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테라헤르츠파 투과특성평가를 다룬다.

2. 실험방법

재료특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Fig. 1에서 NDE T-ray 시스템
(THz-TDS)을 나타냈다. 이 NDE 시스템은 재료특성과 신호를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다. 본 실험에서 T-ray 시스템은 테라 뷰 
(TeraView, England) 사에서 제작된 것이다. 미 NDE 시스템은 시간
분광기 (TDS) 펄스 장치 및 연속파 (CW)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 
T-ray 펄스를 발생, 조절 및 결함탐상하기 위한 시감분광기 기술로 
구성되었다. THz-TDS 시스템은 신호를 획득하고 그리고 유효한 데
이터 획득할 수 있다. T-ray를 조율 및 조작하는데 있어 광학적인 장
치 및 구조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TDS 시스템은 50GHz – 4 
THz의 파수 범위와 원도우 범위가 300ps까지 가능하다. 

Fig. 1 A photo of THz TDS system for imaging and measuring  
         material parameter  

3. 결과 및 고찰

페인트 재료의 물성치를 나타내는 굴절계수인 파라메타를 측정하기 

위해 풍력블레이드용 페인트의 T-ray 반사모드에서 THz 펄스를 획

득하였다. 시험편은 풍력블레이드용 페인트를 이용 했으며 두께가 대

략 3.3 mm 이다. Table 1 과 같이 시험편의 두께의 따라 시간차(Δt)
를 구하면 43.0ps이다. 따라서 굴절계수를 구하기 위해 측정기법중 하

나인 반사 모드를 기반으로 2개 센서의 광학적인 시간차를 계산하였

다. 페인트두께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34μm에서 440μm 까지 Fig. 
3과 같이 페인트 수직라인에서 실시하였다. 페인트두께에 따라 이미

지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페인트두께에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Average refractive indices of the several materials studied

     
Fig. 2  C—scan and B-scan  image and time-domain signal on the 

painting of GFRP composites for T-ray reflec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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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Refractive index(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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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계 유체를 활용한 고효율 발전 시스템 개발

윤문규*, 임동렬, 신중욱, 염충섭

Development of Power Generation System with High-efficiency Using Supercritical Fluid
Yoon Munkyu*, Dong Ryul Rhim, Jung Uk Shin, Yeom Choongsub

고등기술연구원

Key Words : Supercritical fluid, Power plant, CO2

1. 서 론

최근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에너지 위기 등으로 인한 신재생에

너지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초임계 CO2를 이용한 발전시스템과 기존 발전소를 통합하여 발전 효

율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상용 화력발전소의

의 배기가스 폐열을 활용한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은 발전효율 향상, 
온실가스 감소 및 발전 설비의 소형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

며 차세대 발전 시장을 이끌어 나갈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통합 발전 시스템의 고유 핵심 기기 및 엔지니

어링 기술 확보를 위한 Test-loop 개발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초임계 유체를 활용한 발전 시스템 개요

초임계 유체를 활용한 발전 시스템은 임계압력 이상의 초고압으로 

압축된 CO2를 고온으로 가열하여 터빈을 구동하는 브레이튼 사이클 

방식의 전력생산 기술로서 기존 가스터빈 사이클보다 압축에 필요한 

일을 감소시키고 낮은 팽창비로 인해 발전 기관의 소형화가 가능하다. 
또한 550℃에서 운전할 경우 약 45% 수준의 순발전 효율을 보이며, 
기존 스팀 사이클의 발전효율 대비 20% 이상의 발전효율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술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다수의 열원(석탄화력, 
태양열, 원자력, 산업폐열, 지열 등)에 적용 가능하여 대형 발전소에서

부터 소규모 분산전원, 육상 및 해상 플랜트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Fig. 1 Schematic of sCO2 generation system & sCO2 cycle T-s 
diagram.

3. 초임계 유체를 활용한 발전 시스템 구축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Test-loop를 구축을 위하여 상용 공정해석 

프로그램인 ASPEN Plus를 사용하여 공정 데이터를 확정하고 기존의 

발전소 설계 데이터, 상용 코드 및 표준(ASME, HEI, HI, etc.,)등을 

활용하여 기본설계를 수행하였다. Design Basis를 기초하여 후속 공

정이 동일한 기준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정의하였으며, 또한 단위 시

스템 별 Process Description을 작성하여 시스템에 포함되는 유체/기
계/배관/계장 등 상세설계를 수행하였다. P&ID 및 시스템 구성기기 

및 배관의 용량 및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스템 계산서 작성을 수

행하였으며 각 용도별로 총 6개의 시스템으로 분리하여 구성하였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Ÿ Heat Source System
Ÿ Superheater and Intermediate Heat Exchanger System
Ÿ sCO2 Turbine System
Ÿ Cooling Water System
Ÿ LPG Supply System
Ÿ Performance Test Loop System

Fig. 2 P&ID & 3D modeling of sCO2 generation system

Fig. 3 Equipment drawing of sCO2 generation system

4. 결 론

 발전기술 고유의 핵심 기기 및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와 글로벌 시

장 선점을 위해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Test-loop의 설계 및 구축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한 화력 발전 연계 통합실증실험을 추진하고 있

다. 이는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의 기술력 강화와 해외 기술 의존도

를 감소시키고 해외 시장을 선점하여 국내 발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

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발전효율 향상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Dostal V., 2004, A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Cycle for Next 
Generation Nuclear Reactors, MIT-ANP-TR-100.

(2) Moullec, L. Y., 2013, Conceptual study of a high efficiency 
coal-fired power plant with CO2 capture using a supercritical 
CO2 Brayton cycle, Energy, 49,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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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형상가공을 통한 와이어 평압연 성형성 향상을 통한 연구

김진호*
Study on improvement of wire-rolling formability through side shap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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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리드용 와이어의 생산을 위한 평압연 공정 시 와이어의 수직, 수평

방향의 치수를 정확하게 제어하며 가공하는 것은 와이어의 품질을 결

정하는데 중요한 문제이다. 압연 공정 중 와이어는 두께 감소와 함께 

폭방향으로 퍼짐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압연 공정 후 원하는 치수를 

정확하게 얻어내기가 어렵다. 또한 와이어 측면 테두리 부에서는 높은 

압력에 의한 벌징 현상이 발생하여 와이어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

이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평압연 공정 시 총 5단계로 나

누어 압연을 진행하고 와이어 테두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개

선을 위해 와이어가 닿는 압연 표면에 홈을 파내어 수평 가공과 측면

가공을 함께하는 형상압연을 같이 진행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단계에서의 공정 후 와이어 형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압연 형상의 

요인들을 변수로 선정하여 PIDO(Process Integration and Design 
Optimization)툴인 PIANO(Process Integration, Design and 
Optimization)를 통해 지정된 변수들을 조작하여 실험점을 분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설계를 진행하여 와이어에 가해지는 최대 응력의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사사
본 발표는 중소벤쳐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17년도 해외수요처연

계기술 개발사업 (No. S2484245)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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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운행에 사용되는 레일과 차륜은 모두 철강재를 소재로 하여 외

부의 충격에 강한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레일과 차륜이 

매우 빈번하게 상호 접촉하여 강한 하중과 움직임을 동반하면 접촉면

에서 마찰 및 마모가 발생하게 된다. 레일과 차륜소재의 강도가  균형

을 이루지 못하면 접촉하는 두 금속 중 약한 쪽이 표면에서 먼저 국부

적인 마모를 거치면서 취약해지기 시작한다. 레일이 일직선으로만 되

어 있지 않고 열차의 하중 및 속도도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레일과 

차륜의 표면은 예기치 않은 여러 조건들에 놓여지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레일 표면의 소재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차륜의 일부가 편평해지면 레일과 차륜의 접촉이 불량해지면서 소음

이 증가하고 승차감은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소재의 표면 내구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초음파 표

면개질 방법을 활용하였고 표면개질 장치를 이용한 레일 표면의 시험

결과를 소개한다. 

2. 본 론

본 실험에서 사용된 레일은 60kg급으로 철도운행에 사용하기 위하

여 제작된 레일 신품을 시편으로 사용하였으며 Fig. 1에 보여지는 초

음파 표면개질 장치(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ification, 
UNSM)를 이용하여 소재 표면에 압축잔류응력을 발생시켰고 내구성

을 증강 시켰다. 
초음파 표면개질 기술은 초음파 진동에너지를 이용 하여 정적 및 동

적 하중이 부가된 텅스텐카바이드 볼로 일 초에 이만 회 이상 시편 표

면을 타격해서 표면 층에 매우 큰 소성 및 탄성 변형을 유발시키고 조

직을 미세화시키며 압축 잔류 응력을 발생 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서 금속소재의 표면층 경도가 증가를 하고 표면에 규칙적인 딤플 형

상들이 생겨나면서 일정한 표면거칠기를 갖게된다.

Fig. 1 UNSM layout

Fig. 2 UNSM device in operation

3. 결과 및 고찰

마모시험은 ASTM G99 기준에 따라 일반 상온에서 자연 건조된 상

태의 표면을 갖는 시편으로 실시되었으며 마모량은 마이크로그램까지 

측정이 되는 저울을 이용하여 최소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

하였다.      
레일로부터 가공 절단과정을 거쳐 준비된 디스크형태의 시편들은 

UNSM 장치에 의해서 표면강화가 되었다. 표면강화 이후에 레일시편

의 표면경도는 HB284에서 HB364로 증가되었고 표면층의 압축잔류

응력은 310MPa에서 611MPa로 약 두 배 증가하였다. 
Table 1은 UNSM에 의한 표면강화 이후에 측정한 마모량 변화를 

보여준다. 마모시험 시간은 120분, 시편 회전속도는 500rpm으로 세팅

하였고 접촉응력은 1.5GPa, 2.0GPa, 2.5GPa 세 종류로 하였다. 
UNSM처리 이후 마모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차이는 레일의 

표면 개질처리 이후 표면층에서 증가한 압축잔류응력이 외부의 힘에 의

해서 표면층 물질이 이탈하는 현상을 억제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Test condition before UNSM after UNSM

120min
500rpm

1.5GPa 80.4 51.5
2.0GPa 92.6 59.0
2.5GPa 115.2 71.6

Table 1 Wear amount of the rail specimen with load (10-4g)

4. 결 론

초음파 표면개질을 통하여 레일과 차륜 소재의 표면에 압축잔류응

력이 발생하고 내구성이 향상되면서 레일과 차륜소재의 표면이 강화

되었고 두 소재가 접촉한 상태에서도 내마모성은 향상되었다

참 고 문 헌

(1) Smith, R. A., 2009, Current situation on rolling contact fatigue - a rail 
wear phenomena, 9th Swiss Transport Research Conference,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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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너지 효율 문제가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내연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손실되는 에너지를 회수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엔진에 사용된 연료 중 구동력으로 변환되고 남

은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방출되어 약 60% 정도 손실되는 배열을 회

수하여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젤 엔진의 

배열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온수를 디젤 엔진에 직접 통과시켜 

열교환을 통해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그 효용성에 대하

여 기술한다. 

2. 엔진 열 회수 실험

본 엔진 열 회수 실험은 디젤 엔진내부의 냉각수 유로에 상온의 물

을 공급하고 엔진을 작동시켜 물의 온도를 높이는 실험으로 외부에서 

물을 공급하고 엔진을 통과한 물의 유량과 온도를 측정하여 물의 온도

차이에 따른 열회수 효율성 여부를 검증한다. 
실험장치의 회로와 구성된 실험장치는 Fig. 1에 나타내었으며 사용

된 엔진은 산업용 엔진 대신 자동차용 2500cc 기계식 디젤엔진을 사

용한다. 

Fig. 1. Experimental setup

물 공급을 위한 펌프는 분당 최대 35 리터의 유량을 공급할 수 있는 

원심펌프를 사용하며 유량측정과 온도측정은 임펠라 유량계와 써모커

플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유량의 조절은 3way 밸브를 이용하여 리저버탱크로 물을 리턴시키

는 방식으로 유량을 조절한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 조건은 물 공급유량 분당 10 리터, 측정시간 5분을 기준으로 

엔진회전수 약 750rpm(이하 아이들 상태), 엔진회전수 2,000 rpm 일 

때 2가지 조건으로 물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엔진 아이들 상태 시 물의 온도 변화는 엔진입구에서 평균 29.5 ℃,  

엔진출구에서 평균 42.3℃로 12.8℃의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엔진회전수 2000 rpm 일 때 온도 변화는 엔진입구에서 평균 29.

5℃, 엔진출구에서 평균 45.8℃로 16.3℃의 온도변화가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을 위하여 일정 조건을 부여한 상황에서는 예상보다 큰 온도변

화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물을 공급하여 디젤 엔진에서 충분한 온도변

화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실험 결과에서 온도측정을 위한 설정시간이 5분으로 짧고 호스 

나 연결부의 열손실의 방지를 위한 단열을 적용하지 않아 온도 측정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보완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엔진의 냉간 구동을 회피하기 위해 엔진회전수와 유량에 따른 엔진온

도의 상관관계테이블을 만드는 등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는 디젤엔진의 배열을 이용하여 물은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

는 시스템의 기초연구이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2500cc 기계식 디젤엔진에 분당 10리터의 물을 공급하여 물의 온

도가 상승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아이들 상태의 디젤엔진은 12.8℃의 물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었다.
- 회전수 2000 rpm의 디젤엔진은 16.3℃의 물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디젤엔진에서 단순히 회전하는 에너지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열에너지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회전에너지와 열에너지를 동시에 공급받을 경우 산업현장에서 회전

력과 고온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고온고압수를 이용한 산

업용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에 대하여 보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엔진회

전수, 유량 등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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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신을 이용한 Smart 표지병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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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smart markers using wireless communication
S. D. Choi*, Y. J. Heo, S. H.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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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양광 충전형 패턴 인식 Smart 표지병은 횡단보도 및 도로의 자동

차 전용도로의 자동차 전용도로 선 등을 식별하는 조명 보조 장치로

써, 도로 포장면에 조명원을 설치하여 야간이나 우천 시 보행자나 운

전자가 횡단보도를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으며 태양광을 이용하여 에

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복합형 LED 표시장치이다. 

2. LED 태양광 모듈

태양광 충전형 Smart 표지병은 태양광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모듈

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회로, 그리고 개별 및 일체형 제어를 할 수 

있는 송수신모듈과 기구 함체를 포함한 개별 및 일체형 제어가 가능한 

LED 표지병을 개발하였다. 개별 또는 단체형으로 운용 동작되어지며 

표지병의 시험은 부식시험, 렌즈 충격 시험, 방수성 시험, 강도시험, 온
도 순환 시험, 모래 분사시험, 내후성 시험을 진행하였다. Fig. 1은 

LED 표지병 모듈의 모식도로써 관련 기술에 대해 표현하였다.  

Fig. 1. Development schematic of solar module

3. 모델링

제품의 특성 확인을 위해 시뮬레이션 방법을 1차적으로 진행하였으

며, 설계되어진 Modeling은 Fig. 2와 같다. Case와 Cover로 분류하여 

설계하였으며 각각의 재료와 재료가 가지는 물성치에도 차이가 있으

며, 제품의 기본 구성은 외각 하우징, 외각 덮게, 내부 열원부 및 브라

켓으로 분류 설계하였으며 재질에 대한 물성은 Table 1과 같다.

Fig. 2. Shape of designed pavement marker

Item Marker
Case

Marker
Cover

Material ALDC12Z Polycarbonate

Modules of elasticity 6.96e+010
N/m^2

3e+009
N/m^2

Poisson's Ratio 0.33 0.35

Tensile strength 276000000
N/m^2

73000000
N/m^2

Yield Strength 207000000
N/m^2

45000000
N/m^2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Marker Case and Cover

4. 구조해석

Table. 1의 시험 소재를 바탕으로 제품 신뢰성 검증을 위한 각각의 

물성을 적용한 구조해석을 진행 하였다. 또한 기존 도로 환경을 적용

하여 Case 하단을 고정 한 후, Cover 상부에 가해지는 외력으로 

30ton의 하중을 분포하중으로 설정하여 구조해석을 진행 하였으며 

Fig. 3은 이를 바탕으로 진행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나타낸다.

Fig. 3. Structural Analysis progress of Pavement Marker

5. 결 론

구조해석을 통한 내구성 시험 결과 30ton의 하중을 가했을 때 최대

응력 34,118,692N/m^2 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 

하였다. 또한 LED 신호 표시 장치+투광등의 IT 융합 기술을 실현하

여 슬림형 및 고강도 LED LENS 설계기술을 확보하고 LED 태양광 

활용 기술을 확보 하였으며 IR센서 및 제어 기술 확보와 태양광 발전

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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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LSPR 나노아키텍처의 고속 연속생산 공정 개발 및 플라즈모닉 센서에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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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LSPR) 현상은 센서에서부

터 포토닉스, 에너지 변환소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이용된

다. 이러한 LSPR 활용 수요의 증가에 발맞추어 높은 면적확장성의 효

율적인 LSPR 나노구조 생산 공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롤투롤

(roll-to-roll; R2R) 나노임프린팅(nanoimprint lithography; NIL) 및 

Au 경사증착을 통해 이중으로 구부러진 Au 스트립(Double-bent Au 
Strips; DAS) 나노구조를 연속적으로 생산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을 개

발 구현한다. 또한 Au 증착 각도 및 두께를 제어함으로써 최적의 

LSPR 성능을 얻어 유연 투명 플라즈모닉 센서로서 활용할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2. LSPR 나노아키텍처의 연속생산 공정 및 특성 평가

Fig.1 은 DAS 기반 LSPR 나노아키텍처의 R2R NIL 기반 연속생

산 공정에 대한 모식도이다. 우선 에어브러싱(airbrushing) 공법으로 

레진 박막을 고르게 도포한 후, R2R NIL로 투명 나노그레이팅을 고

속 연속 스탬핑한다. 다음으로, 메탈 경사증착을 통해 DAS를 생성하

는데, 여기서 메탈 증착의 증착각도를 조절함으로써 LSPR 성능이 최

적화된 DAS 제작이 가능하다.
Fig. 2는 다양한 증착각도 별로 특유의 모양으로 성형되는 DAS의 

주변 매질의 변화에 대한 LSPR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소멸, 흡수 및 

산란 파장에 대한 2D finite difference time domain (FDTD) 시뮬레

이션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Fig. 2(a)의 스펙트럼 그래프는 각각 560 
nm 및 810 nm의 파장에서 두 개의 특징적인 픽(peak)을 보여 주며, 
이는 각각 입사광의 흡수 및 산란에서 기인한다. 흥미롭게도, 상부 또

는 하부 표면상의 Au 막과 같은 DAS의 내부 세그먼트는 약 560 nm 
파장의 광으로 활성화되지만, Fig. 2(b)와 같이 더 긴 파장에서는 활성

화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각각의 독립적인 세그먼트들과는 별개로 

DAS 전체 구조에서 특정 파장이 더 검출 되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Fig. 1. (a) Schematic and conceptual drawing of the overall 
fabrication procedure based around the continuous R2R NIL. 
(b) Enlarged conceptual view of the angled Au evaporation over 
the NIL-ed transparent polymer nanograting structures.

3. 소자 응용 및 고찰 

Fig. 3(a)은 상기 공정으로 제작 검증된 DAS를 대면적 투명 유연기
판(PET)에 적용한 실물 사진이다. Fig. 3(b)에서는 이러한 DAS 나노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베타 아밀로이드를 정밀하게 측정한 응용 사례
를 나타내었다. 베타 아밀로이드 중량 별로 픽의 확연한 쉬프트(shift)
가 발생함으로써, 정량적 센싱이 가능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R2R NIL과 Au 경사증착을 통해, 큰 영역
에 걸쳐 DAS를 생성하고 이의 LSPR 특성을 최적화함으로써 고감도 
센서에 응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정을 통해 
다양한 용도의 대면적향 유연 투명 소자에의 저비용 고효율 응용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3 (a) Photograph of flexible and semi-transparent DAS 
sensor. (b) Average LSPR peak shift of the DAS sensor 
treated different concentrations of beta amyloid in deioniz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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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구자석의 재료는 전자석과는 달리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도, 자계
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강자성체 재료이다. 또한 크기에 비해 강력한 자
기장을 생성한다. 이러한 영구자석은 희토류 자석이라고도 하며 매우 
높은 보자력(자석으로서 끌어당기는 힘)을 갖는 자성재료이다. 

이러한 영구자석의 강한 자성(인력과 척력)을 이용한 자전거용 마
그네틱 엔진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자기력에 의한 운동 분석

본 엔진을 만들기에 앞서 실험에 사용된 영구자석(Fe-Nd-B)의 사양

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면적은 10080mm2, 면 Gauss는 3200G, 무게는 

약 33g 이다. 이 자석을 사용하여 극간거리에 따른 자기력을 측정하였

고 자기력 계산에 이용할 파라미터를 책정하여 초기 치수를 설계하였

다.

  
·

( m1, m2 : 자속밀도 (Wb), s : 거리 (mm), k : 비례정수 )

자기력 측정 실험을 통하여 쿨롱의 법칙 비례상수 k를 결정하고, 자
석 사양에 따라 극간 거리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 ( 자기력에 의해 발생하는 일)

위 식을 이용하여 극간 거리에 따른 가속도 a(s), 속도 v(s), 최종거

리 도달시간 등의 식을 계산하고, 엔진 제작 후 측정한 값들과 비교하

였다.

3. 마그네틱 엔진 설계 및 제작

자기력 측정을 위한 실험 및 자전거에 적용하기 위하여 아래 Fig.2 
과 같이 설계 및 제작을 하였다.

Fig. 2. Magnet Engine Design & Prototyping

페달 축을 돌리면 그 동력이 베벨기어를 통해 회전 마그네틱이 고정

된 축에 전달되어 회전 마그네틱부가 회전하며 슬라이딩 왕복운동 한

다. 회전 마그네틱부의 자석의 극이 바뀜에 따라 슬라이드 자석이 왕

복운동을 하게 되며 슬라이드 자석부와 연결된 크랭크축이 회전한다. 
그에 따라 뒷바퀴에 동력이 전달되고 바퀴가 회전하게 된다.

4. 결과 및 고찰

자기력 측정을 위하여 고정 자석 부분과 회전하면 슬라이딩 하는 자

석 사이에 가우스 미터기를 고정하여 왕복 운동 시 발생하는 자기력을  

측정하여 아래 Fig. 3 같은 성능 곡선을 통한 운동 특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a) Force due to inter-pole 
distance

(b) Acceleration according to 
Distance

(c) Movement speed over time

Fig. 3. Performance Curve

본 엔진을 설계, 고안함으로써 엔진의 구조를 단순화, 엔진 기구의 

중량을 경량화 하였으며, 향후 본 엔진구조를 보완하여 발전시킨다면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엔진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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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사 인쇄공정을 이용한 다층 다공성박막 형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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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자기산업의 발달에 따라 거의 모든 전기제품들은 작동제어

를 위해 집적화되고 소형화된 형태의 PCB 기판 유형의 전기회로를 가

지고 있다. [1] 집적회로는 항상 발열문제가 존재하며 심한 발열의 경

우 전자기기의 품질저하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둘러싼 커버에 기계가공을 통해 자연대류 또는 

팬을 통한 강제대류로 집적회로부를 냉각시킨다. [2] 그러나 외부로 

노출된 전가회로는 먼지나 습기에 노출되기 쉬우며 고장 및 화재의 위

험을 지니고 있다. [3] 집적화된 회로의 보호를 위해 먼지제거, 수분흡

착 및 통기성이 확보된 다기능성 필터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사 기법을 이용하여 수분 흡착특성을 지닌 입

자를 첨가한 다공성 특성을 갖춘 전기방사 필름층을 형성하고, 필름 

이송방식을 통해 수분 흡착층을 보호하는 층을 적층하여 다층박막을 

형성하였다. 

2. 실 험

전기방사 필름층의 형성을 위해 내화학성 및 내열성을 갖는 Poly- 
vinylidene fluoride (PVDF, Mw ~534,000, Sigma-Aldrich) 를 15 
wt%로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용매는 주용매로 N,N-Dimethylform- 
amide (DMF)를, 부용매로 아세톤을 각각 3:7 비율로 섞어 용액을 제

작하였다. PVDF를 완전히 녹이기 위해 초음파 발생장치에서 약 72 
hr간 40◦C를 유지하였다. 폴리머 용액이 다 녹은 후, 제올라이트 

(<45 μm, Sigma-Aldrich) 입자를 첨가하여 초음파 발생장치와 볼텍

서로 24 hr 간 입자를 잘 분산시킨다. 
고전압 발생장치, 정밀유체 공급기, 필름을 집적하기위한 기판을 사

용하였다. 전압은 5 ~ 20 kV 범위에서 조절하였고, 유량은 10 ~ 100 
μl/min 사이에서 조절하였다. 적절한 폴리머 용액의 유량과 전기장 조

건이 갖추어 질 때 500 nm ~ 2 μm 직경의 섬유가 Fig. 1A와 같이 

형성된다. 
필름 전사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중공관 형상의 기판을 사용하였고 

필름 이송의 반복을 통해 다층박막을 형성하였다. Fig. 1B는 4층으로 

쌓아올린 전기방사 다층박막의 단면이다.

Fig. 1. SEM images of electrospun PVDF multilayer films 

3. 결과 및 고찰

전기방사 다층박막의 수분흡습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Fig 2와 같은 

공압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수분흡착 실험에 사용된 다층박막층은 제 3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제올라이트가 첨가된 필름층에 위,아래

를 PVDF 필름층이 둘러싸는 구조로 형성하였고 수분흡착량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비교 시료는 3개의 층 모두 PVDF로 형성하였다. 

Fig. 2. Schematics of the pnuematic system for humidity filter test

공급되는 기체는 수분제거 시험을 위해 수분을 충분히 포함하고있

으며, 21◦C의 90%의 상대습도를 유지한 공기를 1기압의 가압 조건

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탱크 내부로 1.5 L를 공급하였다.  전기 방사하

여 필름내에 함유된 제올라이트는 약 17.2 μg 이며. 수분 제거율은 아

래의 방정식 (1)을 통해 계산되었다.

       

Fitered Air

Humidified Air

x
φ = 1 - 100%

x

é ù
´ê ú

ê úë û         
(1)

수분제거 시험에서 제거된 수분의양은 PVDF으로만 구성된 필름층

에서는 0.5 % 이며, 제올라이트 첨가 필름에서 13.8 % 이다. 제올라

이트의 첨가된 질량 대비 15.1 % 수준으로 수분을 흡수 하였다. 수분

제거 시험에서 수분을 함유한 공기는 필름을 충분히 투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제올라이트 필름층을 지나가는 경우, 제올라이트의 흡습 특

성에 의해 주입된 기체 내에 함유된 수분이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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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요 응용분야로는 호기가스 분석을 통한 비침습 질병 진단과 대기 유
해물질 분석을 통한 공기 질 모니터링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VOCs는 ~ ppb 급의 저농도이며, 현존하는 상용 센서의 검출한계 
(Limit of Detection, LOD)를 초과하여 정확한 검출이 어려운 실정이
다 [1]. 또한, 저농도의 가스를 흡착 및 열탈착하여 고농도로 농축시켜
주는 열탈착기 (Thermal Desorber, TD)와 같은 상용 전처리기가 개
발되어 있지만, 이러한 장비는 ~ 1 m 수준의 대형 크기이며, 수 천만
원 이상의 고가이고, 유지보수 및 설치가 용이하지 않다 [2]. 본 연구
에서는 저농도의 VOCs를 효과적으로 농축하여 센서의 검출한계 극복
이 가능하도록 MEMS 공정을 이용한 소형 가스 전농축기 칩 제작 및 
이를 MCU (Micro Controller Unit), 마이크로 펌프 및 3방향 밸브 등
과 통합 하여 기존의 TD와 같은 고가, 대형 상용 장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마이크로 가스 전농축기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탄화수소계 
VOCs의 일종인 저농도 ethane에 대한 농축성능을 시험하였다.

2. 마이크로 가스 전농축기 시스템 제작

저농도의 VOCs 농축을 위한 마이크로 가스 전농축기 모듈의 제작 
과정을 Fig. 1(a)에 나타내었다. 마이크로 가스 전농축기 칩은 2 mm 
두께의 실리콘 웨이퍼 상에 MEMS 공정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칩 상
부에 유체 채널과 가스 흡착 챔버가 Sand blasting으로 식각 및 형성 
되었고 (Fig. 1(b)), 칩 하부에는 전기적 절연을 위해 LPCVD (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로 1 μm의 silicon oxide 증착 
및 흡착 된 가스분자의 열탈착을 위한 마이크로 히터가 Lift-off 공정
을 통해 200 nm 두께의 백금으로 패터닝 되었다 (Fig. 2(c)). 칩 상부
에 탄소계 흡착물질을 패킹하고, 강화유리를 접합하여 흡착 챔버부를 
밀폐시켰고, 캐필러리 튜브를 이용하여 가스의 입, 출구단을 형성하였
으며, 온도제어가 가능한 소형의 PCB에 장착하여 마이크로 가스 전농
축기 모듈을 제작하였다 (Fig. 1(d)). 제작된 마이크로 가스 전농축기 
모듈에 MCU, 마이크로 펌프 및 3방향 밸브 등을 통합하고, 릴레이, 
레귤레이터 등과 함께 전원부를 구현하여 저농도 VOCs 가스 농축을 
위한 마이크로 가스 전농축기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Fig. 1(e)).

Fig. 1. Micro gas preconcentrator (μ-PC); (a) Fabrication processes, (b) 
front side of the μ-PC, (c) back side of the μ-PC, (d) the packaged μ-PC 
module with capillary tube connections, (f) integrated micro gas 
preconcentrator system

3. 실험 방법 및 결과

마이크로 가스 전농축기 시스템의 농축 성능 시험은 100 ppb 농도
의 ethane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스저장용 챔버로부터 마이크
로 펌프에 의해 약 30분 동안 5 ml/min 유량으로 ethane 가스 분자가 
전농축기 내부로 이송되어 흡착과정이 이루어진다. 전농축기의 마이
크로 히터에 12 V의 전압을 인가하여 약 250 °C로 가열 후 열탈착을 
유도시켰고, 농축 된 가스를 상용 불꽃 이온화 검출기를 통해 검출하
였으며, 전농축기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였다. 
Fig. 2은 상용 불꽃 이온화 검출기를 통한 피크신호 그래프이며, 농축
성능은 농축계수 (Preconcentrator Factor, PF)가 활용되는데, 이는 농
축된 가스의 신호 피크와 농축하지 않은 가스의 신호 피크를 적분한 
면적의 비로 정의 된다. 마이크로 가스 전농축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100 ppb ethane 가스를 대상으로 농축한 결과 PF값은 49.1로 약 50
배 농축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2. Gas response peaks for ethane using flame ionization detector

4. 결 론

개발된 마이크로 가스 전농축기 시스템은 저가의 소형 시스템으로
써 저농도의 VOCs를 농축, 고농도화 할 수 있어 가스 농축 시스템을 
보급화 하기에 유리한 많은 장점들이 있으며 저농도의 가스 검출이 필
요한 산업현장 및 실내공기질 관리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범위를 확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 평가 관리원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일반예산)의 일환 [No. 10047909, 바이오칩 기반 호흡
기 질환 진단/치료 시스템 개발]과 한국연구재단 (NRF)의 지원 [No. 
2015M3A9E2029267]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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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장기 모사를 위한 공생 배양 장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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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생체 모사 칩은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 등 모사의 대상이 되는 생물

이나 장기의 세포를 유체 칩 상에 배양하여, 해당 생물이나 장기의 기

능과 특성, 세포반응 그리고 약물 반응을 모방 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생체 모사칩은 동물 실험을 대체하거나, 체내 세포 활동 연구, 질환 메

커니즘 연구, 신약 스크리닝, 줄기세포와 환자 맞춤형 의료 기술로의 

응용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물질 교환이 가능한 하나의 다공성 박막으로 분리된 

두 채널에 각각 다른 세포를 배양하여, 간이나 폐 등의 인체 장기 모사

가 가능한 생체 모사 칩의 기반이 되는 공생 배양 장치를 제작하였다.  

2. 본 론

본 실험에서 제작된 공생 배양 장치는 생체 적합성 합성물질인 

PMMA(polymethyl methacrylate)와 PC(Polycarbonate)을 기반으로 

제작하였다. 기계가공을 이용하여, PMMA를 절삭하여, 각 채널과 바

닥부 그리고 reservoir층을 제작한다. 제작된 채널들 사이에 다공성 

PC 박막을 결합하고, 바닥부와 reservoir층을 결합하여  모사 칩을 제

작한다. 제작된 공생 배양 장치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형광 염

료인 Rhodamine B 용액을 이용하여 leaking test를 하였고, 
Rhodamine B와 청치자를 이용하여 물질교환 test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채널에 fibroblast의 일종인 NIH-3T3 cell과 hepatoblastoma의 

일종인 HepG2 cell을 공생 배양하여, 세포들의 성장 경향을 관찰하였

다. 

Fig. 1. Schemetic image of Organ on a chip platform

3. 결과 및 고찰

제작된 공생 배양 장치에 Rhodamine B 염료를 주입하여, leaking 
test를 하였다. 주입된 Rhodamine B 용액이 칩 밖으로 새지 않고, 반
대쪽 reservoir까지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질 교환 테스트에서

는 붉은 색을 띄는 Rhodamine B 용액과 푸른 색을 띄는 청치자 용액

을 각각 lower channel과 upper channel에 주입하여, 다공성 PC 박막

을 통한 물질교환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fibroblast의 

일종인 NIH-3T3 cell과 hepatoblastoma의 일종인 HepG2 cell을 공

생 배양하였다. 

(a) Leaking test (b) Mass transfer test

Fig. 2. Chip leaking & mass transfer test
Fig. 2 (a)는 Chip에 Rhodamine B 용액을 주입한 후의 모습이고, (b)는 

Rhodamine B를 lower channel에 주입하고, 청치자 용액을 upper channel
에 주입한 모습이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chip내부에서 leaking이 발생
하지 않고, 다공성 PC 박막을 통하여 물질교환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a) NIH-3T3 after 1Day (b) HepG2 after 1Day

(c) NIH-3T3 after 3Day (d) HepG2 after 3Day
Fig. 3. Co-culture of NIH-3T3 cell and HepG2 cell 

제작된 공생 배양 장치의 각 채널에 NIH-3T3 cell과 HepG2 cell을 
각각 배양하여, 세포 성장 경향을 관찰하였다. 배양 결과, NIH-3T3 
cell과 HepG2 cell이 배양 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공생 배양 장치를 
사용하여 동물 실험을 대체하거나, 체내 세포 활동 연구, 질환 메커니
즘 연구, 신약 스크리닝, 줄기세포와 환자 맞춤형 의료 기술로의 응용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생체 모사칩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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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고세장비의 나노구조물을 제작하여 연꽃 잎의 

초소수성과 게코 도마뱀의 접착성과 같은 기능성 표면

을 모사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 이

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성 표면을 구현하기 위해 

양극산화 알루미늄 멤브레인(Anodic Aluminum Oxide 

membrane)을 사용하여 핫엠보싱 공정을 통해 구조물

을 제작하였다. 양극산화 알루미늄 멤브레인은 나노구

조물 제작을 위한 몰드로써 폭넓게 연구에 이용되고 

있으며2,3,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나노구조물 제작을 위

한 전자빔 리소그라피, 나노 임프린트, 포토리소그라피

와 달리 복잡한 실험 장비 없이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고세장비의 나노구조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나노헤어 형태의 나노구조물을 제작

하고, 그 구조물이 제작된 표면을 분석하였다. 
 

2. 실 험 
 
나노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두 개의 슬라이드 글라스 

사이에 양극산화 알루미늄 멤브레인과 열가소성 고분자
인 폴리카보네이트 시트(Polycarbonate sheet)를 겹쳐
서 위치시킨다. 이 때, 몰드로 사용되는 양극산화 알루
미늄 멤브레인은 200nm 크기의 기공을 갖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시편을 준비한 후, 미리 가열된 핫 플레이
트를 이용하여 핫 엠보싱 (hot embossing) 공정을 시
행한다. 이 때, 60kPa의 압력을 가해 열에 의해 용융된 
고분자 시트가 멤브레인의 기공 안으로 유입되어 나노
구조물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후, 몰드로 사
용되었던 양극산화 알루미늄 멤브레인을 제거한 후 폴
리카보네이트 시트 위에 형성된 나노헤어의 형상을 관
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 결과, Fig. 1에서 보듯이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위에 나노헤어(Nano-hiar)가 제작되었다. 이 때, 나노
헤어를 제작하는 공정 온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른 
세장비의 나노구조물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Fig. 
1(a)와 (b)의 공정온도는 각각 210℃와 240℃로 공정
조건이 다르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더 높은 세장비의 
나노헤어가 제작된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증가하는 온
도에 따라, 용융된 고분자의 점도는 감소하여, 멤브레
인의 기공 안에서 고분자의 유동성을 높여주므로 더 
높은 세장비의 나노헤어가 제작됨을 알 수 있다.  

 

 
Fig. 1. Images of replicated structures with high aspect 

ratio (nano-hair) on polycarbonate sheet for 
different temperatures (a) at 210℃, (b) at 240℃ 

 
이번 연구에서는 양극산화 알루미늄 멤브레인을 몰드

로 사용하여 핫 엠보싱 공정을 통해 나노구조물을 제
작하였다. 이러한 공정기술을 이용하여 핫 엠보싱 공정
의 온도 뿐만 아니라, 압력과 시간을 조절하여 각기 다
른 고세장비의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
로 현재 초소수성과 접착성의 기능성 표면 구현을 위
해 접촉각 및 접착성 측정 연구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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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나노 

구조물 제작을 위한 나노 박막 패터닝 기술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정교한 박막 패터닝을 위해, 습식식각 방법 

중 하부 희생층을 식각하는 lift-off 공정 및 나노박막의 

수평방향 에칭 특징에 관해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먼저 

lift-off 방식은 감광제를 먼저 패터닝한 후, 원하는 물질을 

덮고 용해액을 이용하여 패터닝한 부분이 감광제와 같이 

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 감광제가 열 에너지에 

취약해서 변성이 되어 습식식각 시에 완벽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광제를 열에 강한 

산화물로 사용하여 패터닝 후 습식식각시에도 완벽히 

제거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나노박막의 수평방향 

에칭 특징 관련해서는 전기적, 기계적 물성이 뛰어난 

Nickel(Ni) 박막을 대상으로 실험하고자 한다. 
 

2. 습식식각을 이용한 나노 박막 패터닝 실험 
 

먼저 산화물 기반 lift-off 공정 실험에서는 기존에 

사용되던 열에 약한 감광제 대신, 산화물을 선택 희생층으로 

사용하여 습식식각 실험을 진행하였다. 상세 실험과정은 

다음과 같다.  

(a) E-beam evaporation을 이용하여 Si기판 위에 

shadow mask를 씌워 온도 25 ℃ , 증착 속도 

0.3nm/sec로 WO3를 선택적 면적에만  1000nm 

증착한다. 

(b) shadow mask를 제거하고, 스퍼터(sputter)를 

이용해서 WO3층 위에 Ni을 500nm 두께로 증착 

한다. 

(c) KOH용액을 이용해, WO3를 습식식각 시킨다. 이 

때 WO3위에 증착된 Ni는 같이 제거된다. 

최종적으로 처음 씌운 shadow mask 패턴 

모양의 Ni 코팅 층을 얻는다. 

다음으로 Ni 나노박막의 수평방향 에칭 특성 연구에 

관해서는 Ni과 Al2O3의 박막을 교대로 쌓는 Lamellae 

구조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상세 실험과정은 다음과 같다. 

(a) E-beam evaporation을 이용하여 Si기판 위에 

SiO2를 접착층으로 200nm 증착한다. 

(b) 그 위에 Ni 박막(70nm)과 Al2O3 박막(70nm)을 

교대로 증착하여 Al2O3/Ni/ Al2O3/Ni/SiO2/Si 

stack을 갖는 Lamellae 구조를 제작한다. 

(c) TFB (Transene, Inc.) 용액을 이용하여 Ni 박막을 

선택적으로 에칭한다. 

 
 
 
 
 
 
 

3. 결과 및 고찰 
 

 

먼저 산화물 기반 lift-off 공정 실험을 위해 

희생층으로 증착한 WO3 층의 SEM 관찰결과 사다리꼴 

모양으로 증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택적 습식식각시 

사다리꼴 모양으로 증착 된 희생 층의 영향으로 Ni층의 

버드빅 현상(Bird beak)을 우려하였지만, 3배 이상 두꺼운 

희생 층의 영향으로 버드빅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희생 층이 

깨끗하게 제거되었다. 따라서 산화물을 희생 층으로 적용한 

lift-off공정을 통해 Ni 나노박막 패터닝을 완료하였다. 

 

            

 
Fig. 1. (좌) WO3 희생층 증착 모습 (우) Ni 나노박막 패터닝 

후 모습 
 

 
다음으로 Ni 나노박막의 평면방향 에칭 특징 관련해서는 

Fig.2 와 같이 위쪽 Ni 나노박막과 아래쪽  Ni 나노박막의 

에칭속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위쪽 Ni 나노박막에 

비해, 아래쪽 Ni 나노박막의 경우 SiO2 계면이 있어 더욱 

빠르게 에칭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아래쪽 Ni 

나노박막의 빠른 에칭 속도는 Al2O3와 SiO2의 접촉각 측정시 

SiO2의 접촉각이 더 낮기에[1,2], 식각액인 TFB의 평면방향 

침투속도가 더욱 빠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2. Ni 나노박막의 평면방향 에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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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식물 조류세포, 틸라코이드 등 광합성 복합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광합성 전자를 추출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전극 표면을 RuO2 나노시트로 개조하여 이를 틸라코이드에 적용, 
광합성 전자를 추출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RuO2 나노시트

가 부착된 전극이 Au 전극에 비해 광합성 전자를 더 많이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광합성 전자 추출 실험 

 
본 실험에서 사용된 틸라코이드는 먼저 시금치의 잎을 분쇄, 거름, 

원심분리를 통해 엽록체를 추출하고, 삼투압 충격 및 초음파 분쇄를 
통해 엽록체막을 파괴 후 밀도차 추출을 통해 순수한 틸라코이드를 
추출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전극은 Au 전극에 RuO2 용액 (농도: 0.9 mg/mL)
을 0, 10, 30 µL 를 각각 도포한 뒤 전기영동법을 통해 RuO2 를 금속 
표면에 부착시켜 사용하였다. 이후, 앞서 추출된 틸라코이드 (클로로

필 농도: 3 mg/mL) 30 µL 를 도포 및 건조시켜 전극을 준비하였다. 광
합성 전자 추출을 위해 potentiostat을 통해 작동전극에 400 mV의 전
압을 가해주고, 할로겐 조명 (광량: 10 mW/cm2)을 통해 빛을 조사하며 
광합성 전류 측정을 진행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of (a) light off, (b) light on 

 
3. 결과 및 고찰 

 
추출된 틸라코이드는 세포막을 고정,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통해 관찰하였다(Fig. 2 (a)). 또한, 전극 위에 부착

된 RuO2 나노시트는 Fig. 2 (b)와 같이 여러 층이 쌓인 모습으로 확인

되었고, 여기에 틸라코이드를 도포한 경우 틸라코이드가 RuO2 나노

시트 사이에 잘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c, d)). 
 

 
Fig. 2. SEM images of (a) purified thylakoid, (b) RuO2 nanosheets, (c) 

and (d) thylakoid on RuO2 nanosheets 
 

Fig. 3. Photosynthetic currents from thylakoid on (a) Au electrode, (b, 
c) 10 µL and 30 µL of RuO2 on Au electrode, respectively 

 

Fig. 3과 같이 Au 전극 위에 도포된 틸라코이드로부터 약 15 nA의 
광합성 전류가 측정되었고, 10 µL의 RuO2 가 도포된 전극의 경우 200 
nA의 전류가, 30 µL의 RuO2 가 도포된 전극은 150 nA의 전류가 측정

되었다. 특히 RuO2 만 도포된 경우 광전효과에 의해서 생성된 전류가 
각각 40 nA, 70 nA  로 측정되어, RuO2 의 양에 따라 광전류가 증가되

었다. 그러나 RuO2의 나노시트 층간의 전자전달 효율이 떨어져 도포

된 RuO2가 많을수록 광합성 전류가 작았다 (Fig. 3 (b,c). 그럼에도 불구

하고 순수한 광합성 전류크기만을 비교할 때, 틸라코이드만이 도포

된 전극에 비해 RuO2가 도포된 전극에서의 광합성 전류가 최대 10배
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RuO2 나노시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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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차세대 모바일 기술로 주목받으면서 기존 노

광 공정과 비교할 때, 저비용 대량생산에 용이한 롤투롤 공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광 공정과 비교하여 롤투롤 공정

은 인쇄 패턴 및 중첩 인쇄 정밀도가 떨어지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롤투롤 공정에서 장력이 작용할 때, 
유연기판에 발생하는 변형의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롤을 제작하여 기

존의 롤러와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유연기판 변형 편차 측정 실험

본 실험에서 사용한 유연기판은 두께 0.2 mm, 폭 320 mm의 PET 
필름을 사용하였으며, 가운데 160 mm 영역을 측정하였다. 유연기판 

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폭 방향으로 20 mm, 이송 방향으로 100 mm 
간격으로 패터닝을 하고, 장력을 증가시켜 레이저 패턴의 상대적인 변

위를 비젼 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장비의 구성은 Fig.1
과 같다. 기존 연구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위의 변화가 발생하여 

장력을 차단하기 위한 구조를 추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종래의 롤

과 유연기판과 롤 사이의 접촉 강성의 편차를 적용한 롤을 사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1. An experimental setup on the measurement of relative 
displacement of flexible substrates

3. 결과 및 고찰

유연기판에 균일한 장력이 작용할 때, 폭 방향으로 변형의 분포가 

불균일하게 발생하였다. 유연기판의 중앙 영역에서 변형이 더 많이 발

생하고, 양 끝단으로 갈수록 변형이 더 적게 발생하였다. 실험의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종래에 사용되던 가이드 롤에서는 변형의 편차가 

29.84 이 발생하였고, 본 논문에서 적용한 접촉 강성의 편차를 적

용한 롤에서는 변형의 편차가 7.23 이 발생하였다. 기존에 사용되

던 가이드 롤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상대 변위 값은 증가하지만, 변형

의 편차는 약 75 %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onventional roll Novel roll

Max. () 44.86 97.17
Min. () 15.02 89.94

Deviation () 29.84 7.23

Table 1 Results of measuring relative displacement of 
flexible substrates ( )

Fig. 2. Results of each relative deviation value based on mean in 
the conventional roll and novel roll with applied deviation 
of contact stiffness.

 Fig.2는 종래의 롤과 접촉 강성의 편차를 적용한 새로운 롤의 상대

적인 변위 값을 나타낸다. 유연기판의 폭이 넓어지면 종래의 롤에서는 

편차가 더욱 증가한다. 제안하는 롤을 적용하면 인쇄 패턴 및 중첩 인

쇄 정밀도의 향상 및 인쇄 영역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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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나노 스케일을 가지는 구조물은 금속, 반도체, 폴리머 등과 

결합되어 특이한 전기적, 광학적, 자기적 성질을 보인다. 이러한 나노 
스케일에서의 새로운 물리적, 화학적 현상은 제품의 성능과 프로세

스의 획기적 향상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미래의 기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바이오, 의료, 환경, 에너지 등 다양

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나
노 스케일의 구조물 제작을 위해서는 진공, 식각 등의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 재료와 고분자물질을 이용하고 나노 임프린

트 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 간단한 방법으로 나노-마이크로 구조물

을 제작하였다. 
 

2. Imprinting 실험 
 
다공성 물질 AAO(Anodic Aluminum Oxide)를 NIL(Nano Imprinting 

lithography)공정을 통해 replication을 제작하였다. AAO에 고분자물질인 
UV cured resin을 도포하고 UV경화를 통해 1st replication을 제작하였다. 
1st replication은 nanowire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으며 nanowire들이 서로 
엉퀴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구조물을 갖게 된다. 이 구조물에 이
형을 위한 표면처리 후 UV cured resin을 이용해 2nd replication을 제작하

였다. 이런 방법으로 1st replication의 역상의 구조물을 가지는 2nd 
replication을 제작하였다. 

 

 
Fig. 1. Nano imprint lithography process using AAO 

 
3. 결과 및 고찰 

 
1st  replication의 단면을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통해 촬영

하였다. Fig. 2는nanowire들이 서로 엉퀴어 나노-마이크로 패턴을 나타

낸 단면 및 표면 이다. Fig. 3은 1st replication의 간단한 표면처리를 진행

한 후의 단면 및 표면이다. 
 

 
Fig. 2. Nano-micro structure with aggregated nanowires after etching 

 

  

Fig. 3. Nano-micro hybrid structures with double surface treatment  
Table 1 Nano-micro hybrid structure with different viscosities of 

PUA resins after full etching 
Viscosity of PUA resins Thickness of nanowire layer 

257.4 cPs 48 ± 4㎛ 

7.2  cPs 40 ± 5㎛ 

 

1st  replication을 몰드로 이용하여 2nd replication을 제작하였다. 2nd 
replication은 1st replication표면에 존재하는 micro size의 구멍의 역상과 
nano size의 nanowire의 역상을 가지면서 nano-micro 패턴을 갖는다. 

 

  

Fig. 4 1st replication and 2nd  replication after UV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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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알루미나 전해장벽층 두께변화에 따른 전기도금 형성 결과

이은성, 장웅기, 강유수, 서영호, 김병희* 

Electroplating form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change of porous alumina trailing barrier layer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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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외장재는 높은 강도, 강한 내 부식성, 가벼운 

금속이 주로 사용된다. 많은 금속 중 특히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 높은 

강도를 갖으며, 무게가 가벼워 건축 외장재, 가전제품, 스포츠 용품 등

에 사용되어지고 있다.[1] 이로인해 다양한 색의 알루미늄 합금을 필

요로 한다. 알루미늄 합금 착색 기법은 안료를 사용하는 방법과 전기 

도금이 있으며, 안료를 사용한 착색 기법은 침지를 이용한 착색 기법

으로 안료에 성분에 따라 색이 나타나며, 기본적인 색(RGB)을 발현하

는데 적합하나, 다양한 색을 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기 도금

의 경우 양극산화 공정에 의해 형성된 기공 바닥부에 전해를 통해 금

속 입자들을 석출시키는 방법으로,[2] 금속성 색을 발현하며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으며, 내식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알루미늄을 양극산화 공정을 하여 다양한 전

해장벽층의 두께를 갖는 다공성 알루미나를 제작하여 전해장벽층의 

두께에 따른 전기도금 결과를 비교하였다. 

2. 알루미늄 양극산화 및 전기도금 공정

다공성 알루미나 층에 전기도금 공정을 수행 하려면 다공성 알루미

나 바닥 부분 전해장벽층 두께를 조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알루미나

의 경우 전기적 절연특성이 있어 전기도금 시 금속의 증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전해장벽층의 두께를 감소시켜 전기 도금 시 

금속의 증착을 원활히 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30×30 mm 면적

에 알루미늄 합금(Al7075)을 사용하여 공정을 진행하였다. Fig.1 (a) 
는 수산 0.2M, 80V, 0℃조건으로 두 단계에 걸친 양극산화 공정을 수

행한 결과이며, Fig.1 (b) 는 동일한 양극산화 공정 후, 각각 5 mA, 
10 mA 에서 10min 의 낮은 정전류 조건으로 전해장벽층의 전기화학 

식각 공정을 수행한 결과이다. Fig.1 (a) 의 전해장벽층 두께는 116.23
±36.36 nm이며, Fig.1 (b) 의 전해장벽층 두께는 29.17±4.70 nm 
이다. 이 후 반구 모양의 일반적으로 생성되는 알루미나 전해장벽층과 

전기화학식각을 수행하여 두께가 감소한 나뭇가지 형상의 전해장벽층

을 전기 도금 공정을 수행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다공성 알루미나 

층에 전기도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속염이 포함한 전해질을 사용

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황산니켈(NiSO4, 30g/L), 염화니켈(NiCl, 
45g/L), 붕산(H3BO3, 45g/L)를 혼합하여 전기 도금에 사용될 전해질

을 만들었으며,[3] 전해질의 온도는 30℃, AC 15V @ 2min 의 공정 

조건에서 전기도금 공정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2 (a) 는 Fig.1 (a) 를 전기도금을 수행한 결과이다. Fig.2 (b) 는  

Fig.1 (b) 를 전기도금을 수행한 결과이다. 전기도금 결과 Fig.2 (a) 는 

전해장벽층의 두께가 두꺼워 알루미나 절연특성에 의해 알루미나 포

어 안에 니켈이 증착 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Fig.2 (b) 는 
전기화학식각을 통해 알루미나 전해장벽층 두께를 감소시켜 알루미나 

절연특성을 낮춰 알루미나 포어 안에 니켈이 증착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형성된 니켈의 높이는 140.54±46.15nm 로 성장 하였다. 따라서 

낮은 정전류에서 알루미늄 양극산화 공정 시 다공성 포어를 형성하는

            (a)             (b)
Fig. 1. SEM image of AAO results  (a) The hemispherical alumina 

electrolytic barrier layer (b) Branch-shaped electrolytic barrier 
layer

  

               (a)

  

              (b) 
Fig. 2. SEM image of Electroplating result (a) Electroplating results 

of hemispherical alumina electrolytic barrier layer (b) 
Electroplating results of the branch alumina electrolytic barrier 
layer

작용보다 식각되는 작용이 더 활발하여 전해장벽층 두께를 감소시킴

으로써 전해장벽층의 절연 특성을 파괴 시켜 전기 도금을 수행 할 수 

있는 알루미나 템플레이트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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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 모멘트를 이용한 소형 에너지 하베스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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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small energy harvester using knee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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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너지 하베스팅은 버려지는 에너지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수확하여 

전기에너지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인체의 무릎 

관절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이 에너지를 전류로 수확하는 

장치가 개발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장치가 성인 무릎에서 생산되

는 최대 동력을 버틸 수 있도록 기어를 설계하고 시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2. 요구 조건

 인체의 무릎에서 생산되는 동력은 Table 1 과 같이 아이의 경우 366±
173 Nm/s, 어른의 경우는 1343±355 Nm/s 와 같다. 따라서 

굽힘피로강도와 표면내구강도가 무릎에서 생산되는 최대 동력보다 크도

록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 이 때 안전계수 1.5를 적용하여 피로강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의 최대 동력이 2550 Nm/s보다 커야한다.

Peak RTD [Nmžs⁻¹]
Boys 3.66 ± 173
men 1343 ± 355

(* RTD : Rate of Torque Development)

Table 1 Energy generated by the knee

가장 큰 힘을 받는 기어의 굽힘피로강도는 아래의 식(1)과 같다.
               ′                (1)
여기서 은 하중계수, 는 구배계수, 는 표면계수, 은 신

뢰도계수, 는 온도계수, 는 평균응력계수이다. 기어의 재료와 

주변 환경의 특성상 굽힙피로강도는 ′이 된다.
또한 같은 기어의 굽힘피로응력은 식(2)와 같다.

               


                      (2)

여기서 는 형상계수, 는 동적계수, 은 과부하계수, 은 설

치계수이다. 기어의 구조 특성상 굽힘피로응력은 식(3)과 같다.

                




                         (3)

굽힘피로강도와 굽힘피로응력이 같을 때 기어가 파손된다. 따라서 

파괴될 때의 힘은 식(4)와 같다.

               

                            (4)

무릎이 평균적으로 50의 각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요구 조건에 

따라 굽힘피로에 의해 생기는 힘이 127.5 N 보다 크도록 기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기어 재료는 강보다 가벼운 아세탈 재

질로 선정하고 국내 기어전문회사의 표준아세탈기어를 기준으로 기어

의 이빨 수()를 16개와 50개로 선정하였다. 앞에서 구한 기어비를 

통해 굽힘피로에 의해 생기는 힘은 135.3 N 이고 이 값은 요구 조건을 

만족한다.

3. 제작 및 고찰

Fig. 1. Modeling for energy harvester design

Fig. 2. Prototype produced

 앞에서 구한 기어비를 통해 Fig. 1과같이 모델링을 하여 시작품까지 

제작한 모습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장치는 기어, 피스톤 및 크랭크와 

정류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작품에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다. 
추후 발전기의 성능을 테스트하여 에너지 수확 효율성을 평가하고 배터리

가 추가된 최종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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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처리 기법과 Roll to roll Imprint 장비를 활용한 기능성 film의 연속 생산

조영태*, 최현민, 정연호, 신승항, 정윤교

Continuous production of functional film utilizing surface treatment technology and roll to roll Imprin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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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속 생산 공정이 가능한 roll to roll 장비와 차세대 임프린팅 방식

인 UV Imprint 모듈을 융합하여 기능성 필름을 제작하게 되면 저비용

으로 기능성 필름들을 연속 생산 할 수 있다, 일례로 표면에 일정한

구조물을 형성하여 특성을 나타내는 초발수 필름의 경우를 들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 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R2R Imprint 장비에

이용되는 roll mold에 표면처리를 실시하여 이형성 및 내구도를 향상

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나노급 패턴을 지

닌 기능성 film을 생산하였다.

2. 표면처리 기법을 활용한 Roll mold 제작

Tiling 기법을 활용하여 대면적의 mold를 제작하여 Winding을 통

해 roll mold를 제작하였다. tiling 기법은 개별의 mold를 제작하여 

substrate에 이어 붙이는 방식이다. Tilng 기법에 앞서 mold의 이형성

및 반복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면처리를 실시하였다. 사용한 표

면처리는 두 가지로 자외선을 표면에 조사하여 표면 개질 및 코팅 접

착력을 증가시키는 UV-Ozone treatment 기법과 반도체 공정에 주로 

쓰이는 표면에너지를 낮추어 이형성을 증가시키며 코팅층을 형성시켜

내구성을 증가 시키는 OTS 물질을 증착시키는 기법을 활용하였다.

  

Fig. 1. UV-Ozone treatment & OTS coating method

Fig. 2. Roll mold production through winding

 

Fig. 3. R2R UV Imprint equipment

3. Roll to roll UV Imprint 장비 실험 및 결과

한 장의 mold를 이용하여 9장을 이어붙인 이후 표면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roll mold를 제작하였고, 최종적으로 R2R UV Imprint 장비

에 감아 사용하였다. 연속 생산된 필름은 1um 선폭과 1um 높이를 가

지는 양각의 패턴이 인쇄되게 Imprint 공정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패턴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빛 간섭 무늬의 필름들이

생산 되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 Roll mold through surface treatment technique

  

Fig. 5. R2R UV Impri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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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피치를 갖는 마이크로 프레넬 구조 표면의 가시화 연구

이우석*, 하슨 세이드 안즈카을, 이호철

A study on the visualization method of the micro Fresnel optical surface
W. S. Lee*, S. H. Hasan, H. C. Lee

한밭대학교 기계공학과

Key Words : Micro pitch, Fresnel  lens, visualization, micro optics

1. 서 론

 결상광학을 갖는 광학적 표면의 최적화는 렌즈의 수차의 최소화에 

의해 주로 얻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광학적 이미지

를 시야에 의해 얻어지는 경우 심미적인 판단이 중요하며 따라서 이미

지를 선행적으로 가시화하는 절차가 광학 설계의 기법이라고 제시되

고 있다.[1, 2]  
본 연구에서의 이상적인 마이크로 프레넬 구조의 설계와 생산에 관

한 방법의 확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우수한 결상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미세 피치(pitch)의 프레넬 표면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세 피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곡면을 깎아내는 데 제조 공정에서 어

려움을 갖고 있다. 또한 3D모델링 프로그램(NX 10)을 통해 피치의 

크기에 따른 오차와 프레넬 구조 표면을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설계했

을 때 오차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직선을 이용한 미세 피치 프레넬 

구조의 표면 설계 및 가시화를 통해 실질적이고 이상에 가까운 프레넬 

구조 표면을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Fig.1은 0.165mm의 피치를 가진 곡선으로 이루어진 프레넬 라인

(line)이다.

Fig. 1. Image of Fresnel line

 위와 같은 프레넬 광학 곡선은 이상적이나 실제 가공에서는 공구의 

괘적과 공구 반경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가시화 소프트웨어 및 구

현 인터페이스 환경에 따른 해상도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미세 피치를 갖는 프레넬 렌즈 가시화

프레넬 구조에 있어 피치의 크기는 시각적으로 매우 큰 변화를 가지

고 온다. 아래의 Fig2. (a)는 피치가 1mm인 프레넬 구조의 거울이다. 
사진을 보면 피치가 생기는 부분마다 위 아래로 직선으로 경계가 생기

며 이미지가 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b) 이미지를 통해 

피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 

(a) case p=1mm

(b) case p=0.0825mm 
Fig. 2. Different pitch Fresnel images by photorealistic ray-tracing

따라서 가시화 기법에 따른 미세광학 구조의 결상 이미지는 피치 스

케일 조정에 따른 가시화 구현 방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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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축 스핀들 공작기계의 온도분포에 대한 연구

김수태1*, 주경진2,  최대봉3  

A Study 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4-axis spindle machine tool
S. T. Kim*, G. J. Ju2, D. B. Cho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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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Cooling jacket, 4-axis spindle, Machine tool, Temperature distribution

1. 서 론

주축의 온도 상승 및 온도 분포 해석을 위하여 발열
부위(베어링 및 구동벨트 부위)에 대한 발열량을 고려하
고, 주축과 주축 조립체의 온도분포를 구하기 위해 상용
CFD S/W를 사용하여 유동 해석과 열변형 해석을 수행하
였다.

2. 모델링 및 경계조건

베어링의 발열특성을 고려하여 전방 베어링에는
764.6W, 중앙 베어링에는 350.3W, 후방베어링에는 124.8W

의 발열량을 고려하였으며, 벨트 연결부에는 벨트의 마찰
열을 고려하여 50도의 온도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각각
부품 재료들의 물성치와 열전달 계수를 고려하고, 대기와
접촉하는 표면에는 대류조건을 부여하였다. 또한, 연성해
석을 위하여 유동영역에는 입구의 냉각 유체 유동조건을
20도의 물과 유속을 0.8m/s와 1.1m/s의 두 가지로 하여 주
축의 온도분포 해석을 수행하였다. 주축 및 주축 조립체에
대한 온도 분포 해석에 사용한 경계조건을 Fig 1 과 Fig 2

에 제시하였다.

Fig. 1. Boundary conditions of main shaft 

Fig 2. Boundary conditions of main shaft assembly 

3. 온도분포 해석 결과

해석 결과를 아래 그림에 제시하였다. Fig 3은 냉각
수 유속 0.8m/s일 때의 주축의 온도분포를 나타내며, 32도
와 45도사이의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Fig 4는 냉각수
유량 1.1m/s일 때의 주축의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23도와
35도 사이의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다. Fig 5는 냉각수 유
속 1.1m/s일 때의 주축 조립체의 온도분포를 나타내며21
도와 33도사이의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다.

Fig. 3. Temperature distribution of main shaft at 0.8m/s 

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 of main shaft at 1.1m/s

Fig. 5. Temperature distribution of main shaft assembly at 1.1m/s 

 4. 결 론

주축의 최대 온도상승은 냉각수 유속 0.8m/s일 때 약
45도, 1.1m/s일 때 약 35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축 조립
체의 최대 온도상승이 냉각수 유속 1.1m/s일 때 약 35도
로 나타나고 있다. 주축 조립체의 경우 온도 상승이 15도
이하로 제어되므로, 냉각수 유속 1.1m/s인 경우에 적절한
냉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중소 기업청의 기술혁신 개발사업

[S2445380, 고생산성 CNC Multi-Spindle Line Center 개
발]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

참 고 문 헌

(1) T. W. Kim., S. T. Kim., 2000, A Study on the Cooling 
Characteristics of the Helical Type Cooling-Jacket of the 
Built-in Motor Spindle according to the Flow Rat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Technology Engineers 
2000.4.,691-696.

266



산

과

서

생

크

로

전

주

서

Pro
며

은

송

용

수

가

오

Ele

자

수

하

용

Ele
된

같

고

된

로

Pro

한

 

 

 
공작기계를 운용

산 결과뿐 아니라

과정은 사용자의 
NC 파일의 전송

 사용자는 많은

생할 경우 작게는

크게는 인명사고까

CAM에서의 결과

로 작성된다면 사
전성을 증대시키는

주어진 NC 파일들

 해당 파일들을

ogram을 자동으로

 이 운용 방법에

 
2. CAM 결

 
PC에서 얻어진 

은 다음과 같다. 우
송하거나 CF 카드

용할 수 있는 위치

수 있는 Main Progr
Main Program의 

가 적용되어야 하
오는 NC 파일마다

이 연구에서는 
ement를 전송하는

 
3. 자동화

 
Fanuc의 31i 시리

자), 숫자와 몇 개
수 있기 때문에 굳
하지 않아도 되는 

Main Program으로

용공구, 예상 소요

ement의 이름으로

된 선두 Post와 각 
현재 설정된 M

같은 과정을 거친

고, 그 프로그램을

된 기존 프로그램

로그램을 전송한다

ogram으로 설정하

 
 
 
 

한국생산제조학회

자동

1. 

용하는 사용자의

라 용량이 적은 결
실수가 끼어들 

송과 이를 Main P
은 심적 부담을 안
는 제품 품질의 저
까지 발생할 소지

과인 NC 파일만

사용자의 심적 부
는 데에 큰 역할

들에 대해 Fanuc 
을 데이터 서버

로 생성하여 Ma
에 대해 기술하려

결과의 적용과

CAM 결과를 공
우선적으로 연산

드 등의 메모리 운
치에 옮겨야 하며

ram을 생성해야만

내용으로는 전체

하고, 각 NC파일을

다 그에 적합한 P
각 연산 결과 파

는 소프트웨어를

화 공정으로서

리즈 컨트롤러는 
개 특수기호를 포
굳이 NC 파일의 
는 특징을 이용한다

로 삼을 이름을 
요시간을 검증한

로 정하고, 이를

각 Job Element에 맞
Main Program과 동
친다. 실제 내용이

을 Main Program으

을 EMG가 아닌

다. 전송된 파일

하고, NC 파일들

회 2017년도 추

동화 공정

서 론 

의 입장에서 금형

결과를 적용하고

여지가 없다고 할
Program에 적용하

안고 있으며, 이 
저하부터 공작기

지가 있다. 
만을 고려하여 M
부담을 줄여주고

할을 수행할 수 
CNC 컨트롤러를

버로 전송하고 
ain으로 설정하는

려 한다. 

과 Main Prog

공작기계에 적용

산 결과인 NC 파
운반 장치에 복사

며, 그 이후 그 N
만 한다. 
체적으로 초기화

을 M198 코드로 
Post가 추가되어야

파일을 Job Elem
를 Job Manager라 부

서의 Job Man

는 최대 32글자 이
포함한 문자열을 
이름을 O####과
다. 
입력 받는다. NC
한 후, 그 NC 

를 M198의 인자로

맞는 개별 Post를 
동일한 이름이 설

이 M30인 프로그

으로 설정한다. M
닌 상태에서 삭제

일을 MEM 또는 
들을 데이터 서버

추계학술대회 

정 도구로

Job M

Key W

형 등 대용량 CA
자 할 때의 일반

할 수 없다. 
하여 작성하는 작

과정에서 실수

기계의 파손, 고장

Main Program이 자
고, 공작기계의 운

있다. 본 연구에

를 적용한 공작기

이를 대상으로

는 과정을 개발하

gram의 요소

용하는 고전적인

파일을 네트워크로

사하여 공작기계

NC 파일들을 불

화에 필요한 선두

불러와야 하며,
야 한다. 

ment로 부르고, 이
부르기로 한다.

nager 구현

이내의 알파벳(대
파일 이름으로

과 같은 형식으로

C 파일을 분석하

파일의 이름을

로 삼는다. 미리

추가한다. 
설정되었다면 다

그램을 임시로 생
Main Program이 아
하고 새로 생성

EDIT 상태에서

로 복사한다. 

로서의 NC

김세원

Manager De
S. W. Kim

Words : CNC, Ma

AM 연
반적인 

작업에

수가 발
장이나 

자동으

운용안

에서는 
기계에

Main 
하였으

소 

방법

로 전
가 이

불러올 

두 Post
, 불러

이 Job 

대/소문

삼을 
로 변경

하여 사
을 Job 

설정

다음과 
생성하

아니게 
된 프
Main 

 
구

Mana
작기

이터

 

 

 
(1) 

M
 

 

C Code 

원*, 박대유, 

evelopment f
m*, D. Y. Park, K

화천기공㈜

 

achine Tools, Job

구현된 Job Manag
ager에 4개의 Job
계에 전송하였다

 서버에 4개의 N

Fig. 1. J

Fig

Jang, S. M., 
Machining, Dae

검증 및

염규용 

for Auto Sen
K. Y. Yeom 

b Manager, Auto 

4. 구현 결과

er의 성능을 검증

b Element를 추가

다. 그 결과 Fig. 2
NC 파일들이 복

Job Manager of 

g. 2. Result NC F

참 고 

Lim, K. B., 
e Ga, 184~185 

관리 프로

nding 

Sending 

과 및 고찰 

증하기 위해 Fig
가한 후 필요한 P

2의 Main Program
복사되었다. 

f 4 Sample Job E
 

 
File of Job Mana

문 헌 

 2011, CNC 

로그램 개

g. 1에서와 같이

Post를 추가하여

m이 생성되었고,

Elements 

ager 

Programing a

개발 

Job 
공

, 데

 

and 

267



한국생산제조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여과효율 및 내구수명이 향상된 오일미스트 집진기 개발

김동혁

Development of an Oil Mist Collector with Improved Efficiency and Durability
Dong Hyuk Kim

삼우필텍(주) 기술연구소

Key Words : Oil Mist Collector, Efficiency and Durability, Development Product, Other Product

1. 서 론

최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가공은 고정밀화, 고속화, 자
동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또 하나의 큰 방향은 환
경친화적 가공법이다. 절삭 가공시 발생하는 사용수명이 다
된 폐유, 폐공구, 칩처리문제, 절삭유가 작업자에게 미치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 등이 있다. 이중 절삭유는 절삭과정동안
에 냉각작용, 윤활작용, 칩처리 작용 그리고 부식방지 작용
의 이점으로 절삭가공시 발생하는 공작물과 칩 사이에 발생
하는 절삭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지만 작업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이 대단히 걱정스러운 현
실이다.  이러한 시대안적 요구는 생산성 뿐만 아니라 환경
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기계가공 공정
의 개선 또는 개발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절삭유 공급장치 대신 작업자의 안
전을 위하여 여과효율 및 내구수명이 2배 이상 향상된 오일 
미스트 집진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타사와의 제품 비교를 통
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오일미스트 개발 동향

기존에는 공작기계 가공작업시 공작물의 냉각 및 윤활을 
위해 수용성의 절삭유를 다량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
는데 냉각성은 우수하나 방청성, 윤활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화학첨가제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미생물에 의한 부
패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환경에 많은 걸림돌이 되어 그 수
요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절삭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안개화한 극미량의 윤활제와 압축공기를 이
용하여 발생시킨 오일 미스트를 공작물의 가공지점에 고압
의 공기와 함께 분사시켜 탁월한 윤활성과 높은 냉각성을 
지닌 오일미스트가 Fig. 1과 같이 사용 되고 있다.  

(a) Air injection (b) Oil mist cutting (c) Cutting oil

Fig. 1. Developing trends in oil mist collector

3. 타사제품과의 성능 비교

여과효율 및 내구수명이 2배 이상 향상된 오일미스트 집
진기의 사업화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오일 미스트 흡입부
에 여러개의 함몰 타공판이 설치되어, 흡입된 공기가 균일 
분포되게 설계하였다. 이로 인해 흡입필터에 균일한 압력이 
공급되어 여과효율이 2배 이상 향상되게 하였고, 흡입모터
에 작용하는 부하를 감소시켜 내구수명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대폭 증가가 예상되며 Table 1과 같이 필터 개수 감소
에 따른 오일 미스트 집진기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Fig. 2는 전체 오일 미스트의 전체 외관을 나타낸 것이다.
개발품의 경우 흡입구 및 배기구가 원터치 방식이어서 분해
조립이 타사에 비해 3배정도 수월하다. 그러나 타사의 경우 
흡입구 및 배기구가 노브 타입라서 분해조립이 힘들고 불편
하며 분해 조립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Fig. 3은 흡입구 도어를 비교한 것이다. 개발품의 경우 단
면적이 넓고 다중 타공판 구조이며, 다중 타공판 통과시 유
속이 매우 느리며, 가스켓은 내유성이 강한 실리콘 형태이
다. 그러나 타사제품의 경우 입구가 부채꼴 모양으로서 흡입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로인해 유해물질이 빠른 속도로 팬 
방향으로 흡입되며, 가스켓은 일반 고무형식을 가진다. 

Table 1 Comparison of products with other companies

특 징 ㈜삼우필텍 타사제품

필터전단 특수장치 있음 없음

송풍기 전단 1차필터 있음 없음

송풍기 후단 2차필터 있음 있음

애프터 필터 있음(옵션) 있음

(a) Development product (b) Other product
Fig. 2. Overall appearance comparison

(a) Development product (b) Other product
Fig. 3. Inlet Door Comparis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여과효율 및 내구수명이 2배 이상 향상된 
오일 미스트 집진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타사와의 제품 비교
를 수행하였다. 전체외관 및 도어부분의 비교 결과 분해조립
이 타사에 비해 3배이상 수월하고, 단면적이 넓어져 유속이 
타사보다 느려져 여과효율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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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열전소자는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직

접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소재기술의 결정체로서 자동차, 우주·항공, 
반도체, 바이오, 광학, 컴퓨터, 발전, 가전제품 등 산업전반에서 광범위

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열전소자를 

대상으로 IRT(infrared thermography) 방법을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

하고 취득된 영상의 영상처리를 통하여 열전소자의 성능측정 및 검사

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열전소자 성능측정 및 검사 방안

Fig. 1과 같이 열전소자의 성능측정 및 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된 열

화상카메라는 FLIR사의 SC620이며, 열에너지의 변환을 위하여 DC 
12V로 설정된 power supply를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공급하였다. 
그리고 성능측정 및 검사를 위한 시퀀스는 열화상카메라로부터 취득

된 RGB 영상을  gray 영상으로 변환하고 gray 영상 내에서 각각 16
개의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각 영역에서의 영상의 농도값 변화를 그래

프로 확인하여 열전소자의 각 영역에서 이상 유무 및 변화 패턴이 구

분되도록 성능측정 및 검사 시퀀스를 구성하였다. 

 
(a) Inspection system (b) Thermoelectric module 

Fig. 1. Experimental setup

3. 결과 및 고찰

IRT(infrared thermography)방법에 의하여 약 3초 동안 100개의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정량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총 16개의 영역을 

지정하고, 각 0.033초 단위로 구분이 되도록 영상의 frame rate를 설

정하였다. 여기서 16개의 데이터 취득 영역은 Fig. 2에 도식화하여 나

타내었으며, Fig. 3에서는 온도 데이터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4개의 세부영역을 통합하여 1개의 취득영역으로 설정하여 열전소자의 

건전부위와 불건전부위의 패턴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a) Cold image (b) Cooling image (c) Cooled image
Fig. 2. Silicone surface temperature according to cooling operation

(a) Temperature pattern in section 1 ~ 4

(b) Temperature pattern in section 5 ~ 8

(c) Temperature pattern in section 9 ~ 12

(d) Temperature pattern in section 13 ~ 16
Fig. 3. Test results according to cooling operation

Fig. 3 (a)와 (b)는 좌측의 영상에서 불건전부위가 존재하고, 우측의 

그래프에 있어서도 온도에 해당하는 농도값의 하강시간이 긴 영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c)와 (d)는 좌측의 영상에서 건전부위

만이 존재하고 우측의 그래프에 있어서도 농도값의 하강시간이 일정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ig. 3 (a)와 (b)에서 동일한 불건전부위에 대

하여 우측의 그래프에서 농도값의 하강시간에 차이가 확인되고 있어

서 열전소자의 성능에 대한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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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강성의 경량 소재를 이용한 구조물의 제작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

래에도 꼭 필요한 부분으로 이와 같은 소재의 필요성은 현재 복합재료

로 대표되는 다양한 소재의 개발을 가져왔다. 특히 항공기의 경우 고

강성 경량 소재의 사용은 기체가 소비하는 연료를 줄여 항속거리의 증

가와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기체의 손상을 억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와 같은 복합재료는 기존에 사용하던 경량의 금속 소재와는 특성이 다

르며 결함이 내부에 존재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된

다. 특히, 외부의 수분과 열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복합재

료 구조물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고 되고 복합재료 내부에 수분이 침투

하여 수분함침결함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침투한 수분의 경우 외부

환경에 따라 응결이 계속 진행되어 수분에 의한 안전성 침해와 더불어 

결빙에 의한 부피의 팽창은 복합재료 구조물의 급격한 물성치 변화와 

함께 변형 및 파괴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복합재료 소재를 이용한 항공기체 중 회전익 항공기체의 메인 

로터 블레이드의 모사와 함께 결함을 모사할 수 있는 시험편의 제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복합재료 결함 시험편의 제작

본 수분 침투 인공결함 기준 시험편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샌드위치 

복합재료를 이용한 회전익 블레이드 시험편을 설계 제작하였다. 실제 

헬리콥터 블레이드에 사용되고 있는 복합재료 중 실험에 사용된 복합

재료의 재질은 CFRP재질을 사용하였다. 복합재료의 경우 섬유조직의 

직조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한데 블레이드와 같이 많

은 항공기 구조물의 경우 평직(plain wave) 형태의 복합재료가 사용되

어 실제 블레이드와 유사한 형태의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복합재료 사

이에 허니콤 구조물이 들어간 샌드위치 패널로 제작되었다. 복합재료

의 재질은 ARRIS 3K 프리프레그와 T 300급 UD를 사용하였으며,  
UD 프리프레그 앞 뒤로 평직 복합재료를 적층하여 제작하였다. 1mm 
두께는 4 층으로 2 mm 두께의 시험편은 CFRP가 8층으로 적층하였

고, 3 mm 의 경우 12층으로 적층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평직 복합재

료가 아닌 UD 프리프레그를 적층하여 블레이드를 만드는 것도 고려

하여 SK케미칼 SKYFLEX UIN150B 프리프레그를 이용하여 3 mm 
플레이트 또한 같이 제작하였다. 적용 탄소섬유 / 수지: 미쓰비시 레이

온 MR-60 12K / SKR-K51 이며 단위면적당 섬유 중량 / 레진함량: 
150g/m2, 33%, 적층패턴: [0/90]n0, 10 층으로 적층하여 제작 하였

다. 복합재료 내부에 사용된 샌드위치 코어는 허니콤 구조의 코어로 

Aerospace grade의 아라미드 섬유 허니콤 구조물로 듀퐁사(Dupont 
Nomex)페이퍼에 heat resistant phenolic resin이 코팅된 소재를 사용

하였다. 허니콤의 크기는 1/8 인치 셀이며, 두께는 25.4 mm (1 인치) 
셀을 사용하였다. 

본 시험편의 형태는 Fig.1과 같이 제작 하였다. 시험편은 한쪽은 3 
mm 두께로 UD 프리프레그를 이용한 무늬가 없는 재질이 사용되었고 

반대편은 1 mm 두께의 평직 복합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실제 

작은 회전익 블레이드를 감안하여 간단하게 블레이드를 모사하여 제

작하였으며, 결함의 형태는 그림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한 이유는 앞선 수분침투 기준시험편을 통하여 100 % 
함침 되는 수분은 검출이 용이 하여 변별성이 떨어짐에 따라 최대 수

분 침투 깊이를 60 %로 제한하여 수분을 삽입하였으며 깊이는 7.5 %, 
15 %, 30 %, 45 %, 60% 로 구분하여 제작하도록 하였다. 

Fig. 1. Water impregnated blade simulated defect test specimens (plain 
weave 1mm & UD 3mm)

3. 결 과

2 kW 할로겐 광원과 위상잠금 기능[1]이 있는 중적외선 적외선 열

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50 mHz로 결함을 검출하였으며, Fig.2와 같

이 실제 1mm 두께, 7.5%의 깊이로 존재하는 셀 하나의 결함까지 검

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실제 블레이드에 수분이 포함될 경

우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면 수분의 침투를 확인 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Fig. 2. Defect detection of specimen using light source 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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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 발전소에서 증기 발생기는 핵심적인 장비인데 증기 발생기

에서 만들어지는 증기가 2차 측인 터빈 계통으로 가 터빈을 돌려 전
기를 생산한다. 이 중요한 증기 발생기는 슬러지가 침전되는 고질적

인 문제가 있다. 슬러지는 튜브시트에 쌓이는 퇴적물로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증기 발생기의 건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결함의 
대부분이 슬러지에서 파생되며 증기생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열 
전달 효율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증기 발생기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슬러지 제거가 매우 중요하다. 
 

2. 증기발생기의 일반적인 형태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증기발생기는 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움직이는 설비로서 대부분 지면에 대하여 수직형태로 장착되

어 있으며 다수의 전열관이 ‘U’자 형태로 삼각형 또는 사각형 형태로 
튜브시트에 설치되어 있다. 전열관의 설치 간격은 보통 전열관 외벽

에서 외벽까지 10mm정도이다. 전열관 다발 최외곽과 중앙 튜브시트 
중앙부위는 전열관이 미설치된 공간이 있으며 보통 이곳에 슬러지 
제거 장비를 위치시켜 작업을 한다. 전열관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
치된 서포트로 지지되고 있으며 이곳에도 슬러지가 쌓일 수 있으나 
튜브시트 상단에 쌓이는 양에 비하면 미비하다. 2차측에 생성되는 슬
러지는 대부분 튜브시트 상단에 생성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 고
착화 되어 하드 슬러지로 발전한다.  

 
3. 슬러지 제거 방법 

 
하드 슬러지를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학 약품을 첨

가하거나 고수압 제트 노즐을 이용한다. 고수압 제트 노즐을 이용한 
방법은 1개 또는 다수의 노즐에 고압으로 물을 최적의 각도로 여러 
방향에서 방사하여 튜브시트 상단과 튜브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슬
러지를 분해한 후 이를 흘러 보내어 분사 노즐 설치시 함께 설치한 
석션을 이용하여 흡입 배출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 방법은 튜브시트

에 덩어리 형태로 고착화 되어 있는 하드 슬러지를 분해하여 제거하

는데 효과적이다.  
 

 
Fig. 1. High‐pressure	water	jet	nozzle	unit	

	
4. 고수압 제트 분사방식의 문제점 

 
고수압을 이용한 제트 분사방식에는 슬러지 제거 효율을 떨어트리

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슬러지가 고수압 방식 적용 후 작은 덩어

리 형태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자들

은 큰 덩어리 형태로 남아있던 전과는 달리 분사된 물의 수위에 의

해 튜브시트 상단에 전체적으로 분포되는 형태로 남게 되는데 고수

압 분사 방식으로는 제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고수압 제트 방식

만을 이용할 때는 일정 높이 (10~15cm)의 슬러지 파일이 어느정도 까
지는 효율적으로 제거가 되지만 (약 1cm) 그 이상의 높이에서는 효율

적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a) (b) 

Fig. 2. (a)	Hard	sludge,	(b) Sludge after high pressure lancing	
 

5. 저수압 분사 방식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압분사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저압 분사방식의�원리는 고압분사 방식과 비슷하지만 분사 각도를 
좀더 완만하게 하고 좀더 다량의 노즐에서 저압으로 분사하여, 고압

분사시 분사된 물이 튜브나 증기발생기 내벽과 충돌하여 반발력으로 
되돌아오는 물의 흐름을 최소화 함으로써 슬러지가 석션이 위치한 
방향으로 원활하게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Fig. 3. Low‐pressure	water	jet	nozzle	unit	

 

6. 결 론 
 
저수압 분사 방식은 슬러지 제거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아

니며 고수압 분사 방식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은 점들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실제 적용시에는 고수압 방식과 동시에 써서는 
안되며 고수압후 저수압 방식을 쓰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상호보

완적으로 적용한다면 고수압 방식으로 제거 못한 잔존 슬러지를 제
거하는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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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 레이저 조사 방향에 따른 탄소복합재료의 

레이저 초음파 신호 분석에 관한 연구
홍경민, 박찬희*, 김철생*

A Study on the Laser Ultrasonic Signal Analysis of Carbon Composite with Pulsed Laser Irradiation Direction
K. M. Hong, C. H. Park*, C. S. Kim*

전북대학교 기계설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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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탄소복합재료의 내부 결함을 측정하기 위하여 펄스 레이저와 레이

저 간섭계를 이용한 레이저 초음파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펄스 레이저 

조사 방향에 따라 발생되는 초음파 신호를 분석하여 내부 결함의 위치 

및 깊이의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였다.

2. 레이저 초음파 실험

본 실험에서 초음파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된 펄스 레이저는 

파장 1064 nm, Power 5 W, 펄스 에너지 10 ~ 100 mJ, 펄스 폭 10 
ns, 펄스 반복률은 10 Hz이다. 펄스 레이저 Q-switch의 delay time을 

조절하여 시편 표면에서 용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레이저 출력을 

낮추어 재료의 열탄성 영역에서만 실험하였다. 초음파 신호를 수신하

기 위한 CW 레이저는 파장이 532 nm인 단파장 녹색광이며, 최대 출

력은 200 mW이다. 레이저 초음파 시스템의 구성도는 Fig. 1과 같다. 
펄스 레이저 조사 방향이 시편 뒷면일 경우에는 투과파, 앞면일 경우

에는 반사파를 수신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시편은 80 mm x 26 
mm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이며, 내부 결함은 10 mm x 5 mm 크기이

고 결함의 깊이는 0.2 mm이다.

(a) Experimental configuration using penetrated wave

(b) Experimental configuration using reflected wave
Fig. 1. Configuration of the laser ultrasonic system

3. 레이저 초음파 실험 결과

Fig. 2는 펄스 레이저 조사 방향이 시편 뒷면이고 시편 앞면에서 투

과파를 측정한 결과이다. 탄소복합재료의 내부 결함이 있는 부위에서

는 투과파 신호가 거의 측정되지 않았으며 내부 결함이 없는 부위에서 

1차 종파 신호만 측정되었다.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하면, 1.31 MHz 
대역에서 신호 세기가 가장 강하며 내부 결함이 있는 부위에서는 신호 

세기가 아주 미약하여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Fig. 3은 펄스 레이저 조사 방향과 신호 측정 위치가 모두 시편 앞면

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반사파는 내부 결함의 존재가 무관하게 모든 

신호를 측정할 수 있었다. 내부 결함이 존재할 시, 종파 신호의 도달 

시간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함에 의해 초음파 신호가 반

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졌음을 의미한다.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

하였을 경우에도 중심주파수 및 신호 세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

다.

(a)Received ultrasonic signal (b)Comparison on frequency spectrum
Fig. 2. Ultrasonic signal detection result by penetrated wave

(a)Received ultrasonic signal (b)Comparison on frequency spectrum
Fig. 3. Ultrasonic signal detection result by reflected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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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arts of vehicles have high possibility of causing wears in the 
lubrication phase. Types of wear are of fusion, wear and burning 
respectively. By high temperature, cooling and high speed 
operation of engine, scant oil flow, foreign material from outside 
and particles in the oil may cause wear. Defects developed on the 
surface were classified into circumferential crack, axial crack and 
angular crack respectively.

  In this study, standard specimens with a rod type were 
prepared and differential bobbin eddy current sensor was designed, 
which can detect fully circumferential cracks on the surface of the 
specimen. Using the designed sensor, experiment was conducted 
for the standard specimen, and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were 
compared against each other.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tial 
bobbin eddy current sensor thus developed was appropriate for 
detecting cracks on the bolt as shown in Fig.1. 

As a basic experiment for designing inside bobbin eddy current 
sensor, a test specimen in simulating the oil filter bolt was 
prepared as standard specimen. Using encircling coils, signals of 
the defect in the simulated specimen were analyzed and evaluated 
through experimentations. Differential bobbin eddy current sensors 
which can diagnose defects in the specimen were designed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bobbin eddy current sensor and the 
experimentation was carried out with the bobbin eddy current 
sensor actually manufactured. With the result thus obtained, most 
optimum coil parameters were selected for designing differential 
bobbin eddy current sensor finally.   

Fig. 1. Standard sample for ECT experimentations 

2. 결과 및 고찰

In order to evaluate the signal property of the differential bobbin 
eddy current sensor applicable to detect defects in the test 
specimen, eddy current system was developed by application of 
Wheatstone bridge.

 Since good performance was shown with 1mm coil width and 
3.5mm coil gap, values analyzed there were made base for 
obtaining the graph of Fig. 2. From Fig. 2, bigger change of phase 
value was observed for frequency of 20kHz than that of 30kHz. In 
an effort to make the frequency band to be applied on the 
differential bobbin eddy current sensor narrower, pertinent 
amplitude and phase value were obtained by use of lock-in 
amplifier. Frequency of 20 kHz was found most adequate followed 
by 30 kHz next, Frequency of 100 kHz was found making defect 
signal saturated for defect larger than 0.2mm. Parameter finally 
selected in this study was 1 mm coil width, 3.5 mm coil gap and 
20 kHz operating frequency. Under this conditon, it was possible 
to design differential bobbin eddy current sensor suitable for 
detecting 0.2 mm defect successfully, the final objective defect. It 
was found that the impedance becomes bigger in the impedance 
plane with deptth of defect going. deeper.

Fig. 2. Comparison of ∆Phas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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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workpiece-origin detection and shape measurement for mobile machine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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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는 대형 가공물의 On-Site 가공을 위한 모바일 공작기계의 

가공원점 자율인식에 관한 연구이다. 모바일 탑재용 가공원점 자율인

식 핵심모듈을 설계/제작하였으며, 모바일 가공으로 다시 초기 또는 

이전 가공원점을 찾을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X, Y축 기반으로 

초기 원점좌표 생성시 적용 가공물에 대한 형상오차를 보정하고자 Z
축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위치변경에 따른 초기 원점 셋업 계측정확도

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기반 및 

응용 실험에 대한 일부 진행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모바일 가공을 위한 가공원점 자율인식 방안 

Vision 센서에 gap 센서를 복합한 Dual 센서를 이용하여 가공원점

을 3차원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가공 원점 자율인식 메커니즘을 구성

하고 프로그램 구성 및 동작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1. Machining-Origin Detection Concept using Dual Sensors

Fig. 2. Functional Simulation for Machining-Origin Detection

3. 가공원점 계측인식 반복능 평가실험 및 고찰

Z축 피드백을 통한 X. Y축 가공원점 자율인식오차 보정기술 연구

를 위하여 우선 실험적으로  가공물에 임의 원점 부여 후 단축(X축)방
향과 양축(X축, Z축)방향 절대좌표 이동시 원점인식률에  대하여 반

복능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절대좌표 원점을 기준으로 단축(X축)방향

과 양축(X축, Z축) 방향 상대좌표 이동시 원점인식률에 대한 반복능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누적오차 평가도 진행하였다. 단축(X축) 이송

시 4-축에 대한 절대좌표 오차율은 평균 100um 나타났으며, 상대좌표

에 대한 누적오차는 최대 130um 인식오차율이 나타남. 단축(Z축) 이
송시 4-축에 대한 절대좌표 오차율은 평균 130um 나타났으며, 상대좌

표에 대한 누적오차는 최대 20um 인식오차율이 나타났다. 양축(X, Z
축) 이송시 4-축에 대한 절대좌표 오차율은 평균 20um 나타났으며, 
상대좌표에 대한 누적오차는 최대 20um 인식오차율이 나타났다. 초
기 원점부여 후 이를 기준으로 절대좌표/상대좌표 가공시 단 포인트 

작업은 수행하지 않음을 감안하며, 추후 이를 적용하게 되어지는 상위

머신의 정밀도 및 환경에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간이 테스트 정반환경에서 자체 테스트한 결과 평균 인식 오차율은 정

량목표인 100um 이내를 달성하였다(간이정반 환경하에서 최대 20um 
전후). 현재 모바일 가공 플랫폼에 장착하여 틸트 등 각도 변수까지 고

려하여 보완 테스트 중이며 머신 적용결과는 연말까지 지금 진행중으

로 추후 다시 제시할 예정이다.

Fig. 3. Machining Origin Detection Repeatability of Workpiece

Fig. 4. Inspection Module Design for Machining Origin Detection

본 연구는 모바일 공작기계에서 초기 또는 이전 가공원점을 보다 정

확하게 자율적으로 계측 및 인식하기 위한 방안연구로 현재 및 간이정

반 환경하에서 시뮬레이션을 완료하고 모바일 가공플랫폼에 적용 연

계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빠른 시일 내 머신연계 테스트 중인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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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모바일 가공 플
랫폼의 핵심기술 개발에 관해 최근 결과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모
바일 가공 플랫폼은 기존의 공작기계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구조, 측
정, 이송 등의 프레임 없이, 공작물 위를 이동할 수 있는 모바일 메커
니즘 상에 구현되는 가공 시스템을 의미하며, 고부가 가치 선박, 항공 
우주, 차세대 에너지 플랜트 산업의 초대형 제품의 On-site 가공을 실
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공시
스템은 항공, 우주, 플랜트 등의 초대형 공작물을 가공하기 위한 공작
기계에 필요한 공간과 장비 가격 및 운용비용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기술로, 기존의 초대형 가공장비를 대체함에 따라, 대형물 가공을 위
한 비용 절감 및 환경 친화형 미래 생산 시스템으로 기대된다.[1] 

독일 프라운호퍼 Chemniz 공작기계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플랜
트의 대형부품의 수리를 위한 가공에 있어서, 운송중의 비용, 손상의 
위험성, 가공기와 운송에 의한 에너지 소모와 플랜트의 정지시간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바일 가공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운송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98%, 플랜트 정지시간 (Downtime)은 90% 감소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2] 

2. 모바일 가공플랫폼 핵심 기술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가공플랫폼은 현재 실용화되어 있지 않으므
로,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프레임 기반의 가공시스템기술을 뛰
어넘는 핵심 기술을 선행 개발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도록 하며, 이러
한 핵심기술로는 다음의 Table 1과 같은 기술들을 고려하여 개발을 
수행하였다. 

Table 1 Core technologies for mobile machining platform

Depth 1 Depth 2

Mobile platform
Mobile mechanism technology

Fixturing technology
Mobile control technology

Mobile machining
module

Cutting module with reduced force
Machining module with small reaction

force
Coordinate

measurement technology
Absolute position measurement technology
Space coordinate measurement technology

Control & compensation
technology

Measurement of initial position
Relative measurement of target profile

Compensation of machining error

3. 요소 기술 개발 사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정형 구조를 기반으로한 공작기계와 다르
게 공작물 위에서 이동이 가능한 메카니즘을 개발하고 있으며, 크게 
Step-moving 방식의 Crawling 구동 시스템과 휠을 기반으로 한 구동
시스템 두가지이며, Fig.1 에 개발된 시작품의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 목표는 수직 평면에 대응하는 것으로 각각 진공흡착과 
자기력 응용 방식을 적용하여, 수직 경사면 대응 구동을 시험하였다.

 

Fig. 1. Mobile machining platforms based on crawling and wheel 
mechanisms on vertical surfaces.

   

Fig. 2. Machining module using cutting force canceling mechanism 
(three-cutter tool and gyroscope drill prototype).

Fig. 3. Prototypes of tracking system with absolute distance laster 
interferometer for 3D coordinate measurement.

또한, 밀링 및 드릴링과 같은 기계가공시의 절삭력을 감쇠시킬 수 
있는 다중공구를 이용한 절삭모듈(Fig. 2)을 이용하여 MRR대비 최대 
63%의 절삭력 저감효과를 이론적으로 검증하였으며, 0.1 mm 급의 
공간좌표 측정이 가능한 절대거리 간섭계 기반 Tracking mechanism
과 장착형 비젼응용 원점 및 형상 측정 모듈의 시작품(Fig. 3)을 개발
하였다. 개발된 핵심요소들은 성능 향상과 검증을 통해 향후 새로운 
개념의 모바일 기반 가공 및 생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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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첨단 항공우주, 에너지/플랜트, 그린수송 산업 등 대형 복합제품의 

가공을 위한 현재 공작기계 시스템은 대형 가이드 및 기계 프레임 때

문에 대당 수십억원이 넘는 고가이면서, 운용을 위한 공간과 에너지의 

소모가 커 이를 넘어서기 위한 가공 방법론의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

기 위해서 대형 복합 제품 가공을 가이드 기반의 공작기계 프레임 없

이 공작물 위에서 가공이 가능한 모바일 가공 방법이 제시되었다[1]. 이
에 대한 대안으로 모바일 기반의 가공시스템 기술이 제안되었다. 

기존의 모바일 가공기 플랫폼은 움직이는 플랫폼 위에 다축 다관절 

로봇을 장착하여, 항공기나 선박 등의 조립이나 페인팅, 용접, 폴리싱 

등의 작업을 하는 구조를 가졌다[2]. 이런 구조는 자중으로 바닥을 움직

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 기존의 공작물 위로 이송하는 메

커니즘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바퀴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운동이 

가능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

서 제안하였다.  

2. 설계대안

모바일 가공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 모듈은 모바일 이송 플랫

폼이다. 본 논문에서는 곡면 대응을 위한 휠기반의 모바일 구동 메커

니즘 기술 개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주어진 조건으로 철판 내

에서 곡면 이송 및 고정이 가능한 휠기반의 모바일 구동 메커니즘 기

술 개발하였다. 먼저 설계방법론을 이용하여 동작 원리를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철판 위를 이동하는 부분, 철판에 고정하는 부분, 곡
면을 트래킹 하는 원리 등에 해당하는 동작원리를 나열하고 이것들을 

조합함으로써, 개념설계를 진행하였다.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동작원리 

중에서, 휠로 구동하는 메커니즘, 자석 바퀴, 그리고 능동적으로 곡면

을 트래킹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기구 설계를 진행하였다.

3. 설계 안

모바일 플랫폼은 아래 그림 Fig 2와 같은 형상으로 구성되며, 구성 

내용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4륜으로 구동이 되며, 각각의 바퀴는 조

향장치가 있어 평면 3자유도 운동을 구현할 수 있다. 평면 구동 및 곡

면 구동 대응이 가능하며, 경사면 등반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였다.

Fig. 1. Design methodology for mobile machine tools

 기존의 설계 안에서 고무 바퀴와 이격된 자석을 활용하여 자석면에 

고정할 경우, 바퀴의 한 면이 닿는 현상이 있어, 바퀴를 자석으로 하는 

형태로 설계변경을 진행하였다.

Fig. 2. Overview of Wheel-based mobile machine tools

영구자석 바퀴

Fig. 3. Design of the permanent magnet

4. 결 론

모바일 가공기용 이송 플랫폼 설계를 수행하였다. 자석을 이용하여 

철판 재질의 수직 벽면을 이동하고, 곡면에 적응할 수 있는 설계를 완

료하였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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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선박, 항공과 같은 대형의 구조물을 효율적으로 정밀 제조 및 

보수하기 위한 이동형 가공기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형 구조물을 정밀 가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공물의 2배 이상의 
크기를 갖는 프레임기반 대형 가공기계가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
는 공간, 시간, 비용 면에서 효율성이 낮은 단점을 갖는다. 이동형 가
공기는 프레임에 구속 없이 3차원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동 및 공정

이 가능하므로 기존 대형 가공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효율성을 
갖는다. 

이동형 가공시스템이 공작물 상에서 정밀하게 공정을 하기 위해서

는 시스템의 공간상 위치 및 공작물과 위치관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

하다. 공간상의 위치 및 동선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이동형 가공시스

템을 가공물 상의 목표 지점으로 위치시키고 정밀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역할을 해주는 3차원 공간좌표 측정기술이 요구된다. 3
차원 공간좌표를 측정하기 위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특
히 공간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밀 측정이 가능한 Laser tracker, Indoor 
GPS, Stereo vison 등의 광학기반의 측정기술들이 꾸준히 연구 및 상용

화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광학기반의 3차원 공간좌표 측정기술은 다

중 절대거리 기반 공간좌표 측정기술이다. 이는 이동형 가공기의 3차
원 공간좌표를 측정하기 위해 넓은 영역에서 높은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GPS 원리인 다변측정(multi- lateration)과 펨토초 레이저 기반

의 정밀 절대거리측정을 결합한 기술이다. 즉 본 시스템을 통해 이동

대상에 대한 4개의 절대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다변측정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3차원 공간좌표를 도출하게 된다. 다변측정 방법은 거리 값
만을 적용하여 공간좌표를 도출하므로 각도측정 및 기계구동에서 발
생하는 오차를 최소하여 넓은 영역에서 높은 측정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펨토초 레이저 기반 절대거리측정

은 기존 절대거리측정 기술의 정밀도 한계를 극복한 기술이며, 측정 
중 빔이 끊겨도 거리정보 값을 잃지 않고 다시 연속 측정이 가능하

므로 산업현장 적용에 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형 가공기의 3차원 공간 위치 및 동선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개발중인 다중 절대거리 기반 3차원 공간좌표 측정 
기술 및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다중 절대거리 기반 공간좌표측정 기술 

 
 다중 절대거리 기반 3차원 공간좌표 측정 시스템은 4개의 레이저 
추적모듈, 절대거리측정 모듈, 제어장치 및 응용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다. 레이저 추적모듈은 이동하는 대상을 추적하여 절대거리를 측정

할 수 있도록 한다. 측정대상에 장착된 반사경에서 반사된 레이저 빔
이 추적모듈 광학계에 입사되면 위치 센서에 의해 측정대상의 움직

임이 감지되고, 추적모듈이 측정대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실시간 
따라갈 수 있도록 방위각과 고도각 회전구동을 통해 추적제어가 된
다. 4기의 레이저 추적모듈이 측정대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절대거

리 측정모듈로 입사된 빔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4개의 절대거리가 
측정된다. 최종적으로 측정된 절대거리 값을 다변측량 알고리즘에 
적용되어 3차원 공간좌표를 도출하므로 이동대상에 대한 3차원 공간

상 위치 및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 
 
 
 

 

 
Fig. 1. 3D coordinate measurement system based on multiple 

absolute distances 

 

3.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이동형 가공기의 공간상의 위치 및 동선을 파악

하기 위한 다중 절대거리 기반의 정밀 3차원 공간좌표 측정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차후 이동형 가공기에 적용하여 3차원 
공간좌표 측정 및 성능개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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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For machining large parts in manufacturing generally a large 
machining machine is used with large supporting frame structure 
such as the gantry structure. If there are constraints on the space 
for the machine when a ship or an aircraft are to be repaired it is 
difficult to build the machine structure at the location of the part. 

2. Mobile Machining Machine

The flexible manufacturing demands in the aerospace industry 
require more flexible, automated, mobile and intelligent machining 
machine. And the extreme environment such as nuclear power 
plant and space requires different strategy for manufacturing and 
machining parts. A mobile machining machine is proposed to 
perform those missions. It does not have supporting structures and 
guide mechanisms for movable parts. It is attached to the parts to 
be machined. It can crawl on the part's surface and machine it. In 
order to realize it the mobile mechanism, machining 
(manufacturing) head, dimensional metrology method and system 
integration (with CAM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strategy) 
technology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the mobile machine 
when the mechanical cutting method is used there is a need for 
decreasing cutting force transferred to the machine. The cutting 
force will affect the sticking stability and machining quality. Due 
to the limitation on the machine weight it is difficult to design stiff 
and rigid machine structure and this can increase the sensitivity to 
the external forces.

In this paper an external force absorbing method for the mobile 
machining machine is presented. The gyroscope which has 
spinning flywheel inside is used for the function. The 
CMR(Control Moment Gyroscope) is used for controlling the 
posture of a satellite and suppressing building vibration. The 
gyroscopic moment produced by the physical nature is 
implemented for those applications because the gyroscopic 
moment can be produced without interacting with external objects. 
For the first application of the gyroscope mechanism the drilling 
head is considered. 

Fig. 1. The mobile machining machine concept drawing showing the mobile 
machine and position/pose measurement system.

3. Gyroscope Mechanism for Machining

The drilling head includes a drilling spindle, a gyroscope 
mechanism and the connecting part which can allow the head to 
rotate freely relative to the machine structure. With this 
configuration theoretically almost no cutting torque is transferred 
to the mobile machining machine. In order to explain the operation 
principle the first step is to imagine that there is no gyroscope in 
that drilling head. When the machine starts to drill into the part the 
reacting torque by the cutting process make the head rotate freely 
due to the connecting part. The connecting part can be designed 
by rotational ball bearing and connects the head to the machine. 
Therefore the free rotation makes it impossible for the machine to 
perform the drilling work.

For the first check of the mechanism the simpler configuration 
is selected and the modeling is done for the top-positioned 
gyroscope case. The physical modeling starts with the equation of 
the motion of the housing (spindle housing) including reaction 
forces by the motor and the gyroscope mechanism.

The drill torque absorbing mechanism using a gyroscope 
mechanism for the mobile machining machine is proposed and 
verified experimentally. The next machining head prototype with 
the gyroscope mechanism is being designed with air turbine and 
active-type control which will result in more compact and efficient 
structure.

Fig. 2. Schematic structure view of the drill head with gyroscope and 
experimental setup for the check of the absorb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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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소비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IT기기, 자동차 내장재, 가
전제품 등에서 다양한 질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

요에 맞추어 다양한 형상 구현이 가능하고 우수한 생산성 및 원가 경

쟁력이 가능한 플라스틱 소재에 감성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메탈

이나 우드 질감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1].
다양한 감성적 외관 소재 중 목재는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질감 구

현이 가능한 대표적인 소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생산 공정에

서의 어려움으로 고급 제품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목재의 확산 

적용을 위해서는 저비용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생산 공정 기술의 개발

이 필수적이며, 얇은 필름 형태의 목재를 금형에 삽입하여 플라스틱 

소재를 성형하는 필름 인서트 성형 공정이 유력한 생산 기술로 개발되

고 있다.  인서트 사출 성형 공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외관 

형상에 적합하도록 원목 필름의 예비 성형이 필요한데, 제품 외관이 

곡면이거나 구멍 등이 있는 경우 이방성이 크고 신율이 낮은 목재의 

특성으로 인해 성형할 수 있는 형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다양한 형상의 제품 

외관에 대한 원목 필름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목 필름 및 

열 진공성형을 적용하여 필름 성형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부직포 등의 

보강재, 원목 이방성, 성형 온도 및 압력 분포 등의 원목 필름 성형 특

성에 대한 영향을 실험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2. 열 진공 성형 공정

본 연구에서는 필름 인서트 사출용 우드 시트 예비 성형방식으로  

열 진공 성형 공정을 적용하였다. 열 진공성형은 열 가소성 필름에 열

을 가하여 충분한 연화 상태를 만든 후, 챔버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필름이 금형에 밀착되게 하여 성형하는 공정이다. 금형과 필름 사이에 

목재 시트 및 보강재 역할의 부직포를 접착하여 놓고 진공 상태로 감

압하면 필름이 금형에 밀착되며 원목 필름이 성형된다 (Fig. 1). 
실험에는 300um PC필름을 적용하여 원목 필름을 성형하였으며, 원

목 필름은 인목사의 INAS70 천연 애쉬 시트를 적용하였다. 열 진공성

형은 ㈜일범사의 VacForm-500 장비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성형된 제

품의 크기는 250mm x 105mm으로 제작되었으며 이의 성형을 위한 

금형 외곽으로 가공된 직경 1mm의 구멍을 통하여 공기를 배출하여 

진공 상태를 구현하였다 (Fig. 2). Table 1에 나태낸 것과 같이 열 진

공 성형 공정 변수로는 나무결의 방향, PC필름 온도, 냉각시간으로 설

정하였다. 나무결의 방향은 제품의 가로축에 대하여 수평, 수직, 사선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PC필름의 시트온도는 Tg가 150℃인 것을 감 

Fig. 1. A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Wood grain
Film

Temp.(℃)

Vacuum
Pressure
(bar)

Cooling
Time (sec)

a verticality 155 1 60
b horizontality 155 1 60
c diagonal 155 1 60

안하여 5℃ 정도 높게설정하여 동일한 온도로 진공성형을 진

행하였다. 냉각시간은 60sec로 설정하였다. 

Fig. 2. Schematic of vacuum hole distribution of vacuum forming 
mold

Table 1 Conditons for thermal vacuum forming

    

 3. 결과 및 고찰

a. Film cut vertically to wood grain b. Film cut parallel to wood 
grain

c. Film cut 45o to wood grain
Fig. 3. Vacuum forming degree and cracks according to grain direction

실험 결과 나무결이 제품 가로축에 대하여 수직방향일 경우(a) 포밍 

정도가 윤곽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잘 안되었지만, 한 부분의 크랙이 

발생하였다. 수평 방향 일 경우(b) 윤곽선이 뚜렷이 관찰되고 제품 외

곽 부분으로 크랙이 발생되었다. 나무결이 사선일 경우(c) 포밍정도와 

크랙 관찰이 수평과 수직의 절반 정도로 보인다. 향후 실험에서 진공 

압력 및 보강재의 변화를 통해 포밍정도와 크랙의 변화를 관찰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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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이크로 채널은 미세유체소자 내부에 수~수십 마이크로 크기의 유
체가 흐르는 유로를 일컫는다. 체적 대비 작은 단면적을 이용하여 소
량의 시료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분석이 가능하며, 채널의 형상 및 크
기에 따라 시료의 분리 및 혼합 등의 다양한 용도와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기존 미세유체소자의 제작방식은 웨이퍼, 유리 기판, PDMS등
을 이용한 소량의 소자 제작방식으로 진행되어, 대량생산공정에는 적
합하지 않다. 최근에는 바이오칩, POCT(Point-of-care testing) 분야 
등 미세유체소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
한 대량생산공정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1] 플라스틱 미소유
체소자 제작을 위해서는 마이크로 채널의 정밀 사출성형 및 성형 된 
마이크로 채널 기판을 필름 또는 덮개 기판으로 패키징하여 소자화를 
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패키징 공정은 채널의 밀폐 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공정으로 이는 소자의 신뢰성과 연관되어진다.

미세유체소자의 패키징 공정에는 열융착, 초음파융착, 점착제, UV 
경화 방식 등 각 소자 특성에 맞는 공정을 적용하여 사용되어지고 있
다. 그러나 패키징된 미세유체 소자 내부로 유체주입 시 유속 및 유량
이 너무 높을 경우 주입된 유체가 마이크로 채널로 흐르면서 전단속도 
및 유동저항 증가 및 채널내부의 압력이 증가됨에 따라 밀폐력이 저하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출성형공정을 이용 제작된 마이크로 채널기판에  
열융착 공정을 이용하여 필름을 융착 시켜 특성을 분석하는 실험을 수
행하였다. 또한 열융착 공정 시 발생되는 공정 변수에 대한 채널 특성 
분석 및 열융착 공정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사출성형공정 및 열융착 패키징공정

본 연구에서는 사출성형으로 제작된 마이크로 채널기판과 필름을 
패키징하여 미세유체소자를 제작하는 공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두 플라스틱 기판을 일정 온도로 가열하여 압력을 가하는 열융착 
공정을 적용하였다. 플라스틱 기판을 Tg정도까지 가열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고분자 사슬의 유동이 발생하며 플라스틱의 변형이나 접
합면에서의 계면 간 확산이 용이한 상태가 되어 압력을 인가하면 표면
과 표면이 융착이 되는데 이때 마이크로 채널 기판 및 필름의 변형이 
없는 미세유체소자의 구현이 가능해야 한다. 

실험에는 Topas 사의 COC 5013소재를 적용하여 채널기판을 사출 
성형 하였다. 성형된 기판 전체 크기는 55mm x 130mm로 제작되었
으며 두께는 3mm로 제작 되었다. 기판 내부에 채널 너비 및 깊이는 
각각 200/100um, 500/150um을 적용하였으며, 총 길이는 약 100mm
로 설계하였다. 열 융착공정에 사용된 필름은 두께 100um에 기판과 
동일한 Topas 사의 COC 필름을 적용하였다. Fig.1은 열융착공정에 
대한 개략도 및 핫 프레스 장비를 나타내었으며, 열융착 지그 사이에 
기판 및 필름을 삽입 한 후 융착 지그의 온도가 140℃가 된 후 압력을 
인가하였다. 열융착 공정변수로는 프레스 압력, 핫 플레이트 온도, 공
정시간으로 설정하였다. 프레스 압력은 100bar, 200bar,300bar로 설
정하였으며, 공정시간은 동일하게 60sec로 설정하였다. 공정온도는 실
험에 사용된 Topas 사의 COC 5013에 Tg 136℃임을 고려하여 약 
5℃도 정도 높게 설정하였다. 너무 높은 온도를 적용할 경우 채널의 
변형 및 제품 표면에 발생하는 haze를 방지하기 위해 5℃정도만 높여
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1에는 공정 조건을 나타내었다.

            

Fig. 1. A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pressure(bar) Time(sec) Temp(℃)
(a) 100 60 140
(b) 200 60 140
(c) 300 60 140

Table 1 Thermal bonding process conditions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사출성형공정으로 성형된 채널 기판에 필름을 열융

착 하여 패키징을 구현하였다. Fig.2에는 500/150um의 채널 단면을 

나타내었으며, Fig.3에는 200/100um 채널 단면을 나타내었다. 60초
간 100bar의 압력으로 압축한 경우 채널의 변형 없이 융착 되었다. 

100bar 이상 압력으로 압축할 경우 동일한 시간 내에 필름부의 압
축이 많이 발생하여 채널 내부로 처지는 현상을 발생하였다. 이는 일
정압력 이상으로 압력을 증가시킬 경우 필름계면과 채널 기판의 접촉
저항이 감소하면서 필름 부분에 열전달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채널의 변형 없는 소자 제작을 위해 
플라스틱 표면 물성 제어 및 접착 압력 제어를 통한 미세유체소자 패
키징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Fig. 2. A cross-section view of the 500um channel was pressed by (a) 
100bar, (b) 200bar, (c) 300bar

Fig. 3. A cross-section view of the 200um channel was pressed by (e) 
100bar, (f) 200bar, (g) 300bar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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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출성형공정에서 수지 종류 혹은 색상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성형 작업이 중단된 후 다시 재개될 때 기존에 남아있던 오래된 수지

나 바뀌기 전 수지를 실린더 밖으로 배출하고 새로운 수지로 대체하는 

작업을 퍼지(purge)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퍼지 작업 시 수지의 점

도의 변화를 사출성형기에서 측정하고 이전의 수지 점도에서 새로운 

수지의 점도로 안정적으로 변하는 시점을 파악하여 이를 제어하는 자

동 퍼지 시스템의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2. 사출성형기 점도 측정 방법

사출성형에 사용되는 수지의 점도는 모세관 점도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출성형기와 모세관 점도계의 구조적 유사성에 착안하여 

사출성형기에 모세관 점도계의 점도 측정 이론을 적용하고 점도의 변

화를 측정하였다. 점도 측정 이론을 적용하기가 용이하도록 Fig.1과 

같은 직경 1mm의 직선 홀을 가진 사출노즐을 제작하였으며 사출압력

과 사출유량을 이용하여 수지의 점도를 계산하였다.

Fig. 1. New injection nozzle having a straight hole used for measurement 
of viscosity in this study

3. 퍼지 작업 시 수지 점도 변화 측정

사출성형기에서 수지의 점도 변화를 관찰하고 퍼지 시점을 확인하

기 위해 서로 다른 점도를 가진 PP(J-150, 롯데케미칼)과  PVC(90A, 
영폴리머)를 사용하였으며 LGE110톤 사출성형기에서 실험을 진행하

였다. 사출온도는 200℃, 사출속도는 10 mm/s로 하여 사출과 계량을 

반복하여 PP와 PVC의 퍼지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반복 횟수를 

증가시켜가며 수지의 점도 변화를 비교하고 퍼지 완료 시점을 확인하

였다. 
Figure 2는 PP와 PVC의 퍼지 작업에서 퍼지 횟수에 따른 점도 변

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실험은 PP, PVC, PP 순서로 수지를 실린

더에 투입하면서 진행하였으며 각 퍼지 횟수마다 점도를 측정하여 비

교하였다. Figure 2에서 1~7회 구간에서는 PP의 점도가 11.84 Pa·s, 
18~24회 구간에서는 PVC의 점도가 12.49 Pa·s, 35~43회 구간에서는 

PP의 점도가 11.77 Pa·s로 안정적으로 측정이 되었으며 이는 실린더 

내에 한 종류의 수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퍼징 작업이 완료

된 구간이다. 반면에 Fig.2에서 8~17회 구간과 25~34회 구간은 측정

된 점도가 불안정하게 큰 폭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린더

내에 PP와 PVC가 혼합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뜻으로 퍼지 작업 중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실제 퍼지된 수지의 모습과 비교한  
 

결과, 점도가 일정한 구간에서는 PP와 PVC만 퍼지되었으며 점도가

불안정한 구간에서는 PP와 PVC가 섞인 수지가 퍼지된 것을 알 수 있

고 이를 Fig.3에 나타내었다.

Fig. 2. Viscosity graph according to number of purging (PP, PVC)

    

      (a)         (b)         (c)         (d)          (e)      
Fig. 3. Purged resins according to number of purging : (a) 1~7, (b) 8~17, 

(c) 18~24, (d) 25~34 and (e) 35~43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직선 홀을 가진 사출노즐을 제작하고 사출성형기를 

이용하여 PP, PVC의 퍼지 동안 점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PP와 PVC
만 사출 실린더 내에 존재할 때는 측정된 점도가 일정하였으며 PP와 

PVC가 퍼지되는 동안은 점도가 불안정하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사출

성형기로 수지의 점도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퍼지 시점의 구분

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를 제어하는 

자동 퍼지 시스템을 사출성형기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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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C, PET, PMMA 등 열가소성 소재를 이용한 필름제작을 위한 압

출 및 캐스팅 공정과 T-die 등 관련 기술은 고분자 가공분야에서의 오

랜 연구분야로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압출 시 온도 제어는 제품의 형상과 물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분자 시트는 압출기에 부착되어 있는 T-die로부터 압출되어 Roll 성
형 공정에 의해 필름으로 형태가 갖춰진다. 이 때 균질하고 물성이 좋

은 필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온도 제어가 중요하다. 연속적으로 수지

를 가소화하는 과정에서 소재에 균일한 공정온도로 압출해야만 수지

의 열화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깨끗한 표면의 필름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필름 압출 시 온도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T-die의 

온도 분포를 실험적, 해석적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측정하여 온도편차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T-die 표면 온도측정 및 해석

본 실험에서는 연속적으로 수지를 가소화하는 과정에서 소재에 균

일한 공정 온도로 압출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적 방

법, 해석적 방법으로 표면의 온도분포측정을 진행하였다.
온도측정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T-die 방식의 압출기와 KONICA 

MINOLTA 사의 비접촉식 열적외선 온도계인 HT-10D와 

TA-0510bF를 사용하였다. T-die에서 4 부분, 압출기 배럴에서 5부분 

등 총 12부분에서 온도제어를 할 수 있다. T-die의 설정온도는 PC를 

사출하기 위한 230℃로 설정하였다. 온도 측정 시 다이 표면에 

Thermocouple을 부착하고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온도 측정 값과 

비교하여 방사율(ε)을 조정 후 동시에 기기를 작동시켜 온도 측정을 

진행하였다. 측정값은 Labview를 사용하여 기기연결부터 데이터 값 

생성까지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설계하여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해석적 방법으로 T-die 모델의 비정상상태 해석을 진행하였다. 진행

을 위하여 봉 히터와 막대히터의 모델링 후 센서를 연결하였다. 모델

링에 사용된 총 절점의 개수는 387,454개이고, 요소의 수는 263,690
개 이다. 또한 표면의 자유대류를 고려하여 조건 값을 입력하였다. 다
이의 재질은 SCM440F으로 프로그램 내 가장 유사한 설정 값인 

Alloy steel로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 조건 값은 다음과 같다.
전체 시간 5400초 ,총 1시간 30분동안 10초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

가도록 설정하여 총 540단계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이 내부의 히터

의 종류에 따라 세로로 삽입되는 원기둥 형태의 히터의 열량은 120W
로 설정하였고, 다이 립 부분의 가로 형태의 히터는 1000W로 설정하

였다. 실제 다이 목표 온도 값이 PC를 성형 할 수 있는 온도 230도이

었으므로 시뮬레이션의 상한 하한 온도는 각 230℃와 235 ℃로 설정하

였다. 다이 표면에 작용하는 자유 대류의 값은 · 로 설정하

였으며 실험실의 환경온도는 320.15K(47℃)로 실제 실험실 공정 환경을 고려

하여 조건을 설정 하였다. 온도가 목표점까지 상승 후의 결과 값을 정확하게 

얻기 위해 초기 온도를 150℃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die 히터가 매립되어 있는 4 부분의 다이 표면 온도를 열적외선 

온도계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여 1,400여개의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측정한 결과 값을 이용하여 측정 지점과 같은 위치의 표면 온도를 

비정상상태를 통한 열전도 해석을 진행하였다. 두 가지 방법의 연구에서 

네 지점 모두 목표온도에 도달 후 오버슈트와 언더슈트 현상이 발생하였다. 
공정 간 T-die에서 발생하는 편차 값과 시뮬레이션 후 얻어낸 편차 값을 

비교하여 이론과 실제 값의 온도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이의 온도 

불 균일을 줄이기 위하여 열전도율을 높이기 위한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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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인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일회용품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이에 

따른 쓰레기 폐기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용

한 일회용품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그 접근성이 떨어

진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를 토대로, 원하는 형태의 바이오 플라스

틱 용기를 제공할 수 있는 소형 몰딩머신을 만들고자 한다.  

 

2. 플라스틱 성형방법 

 
본 디바이스에서는 성형공정 중, 가장 중요한 공정만을 골라 구현

하며, 이 공정이 자동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있다. 시트가 

성형 판 위에 올라가게 되면 세라믹 히터를 통해 가열되고 클램프가 

금형이 올라올 자리 주위를 고정 시킨다. 이후 하단에서 금형이 올

라온다(male 금형). 여기서 본 연구에서 착안한 것은, 복잡한 형상의 

그릇이 아닌 이상, 시트가 적절히 가열되었을 때 예장 혹은 펀칭을 

하면 그릇 형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시트가 식으면 금형이 내

려오며 성형을 완료 한다. 이렇게 되면 가열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

고 진공성형에 필요한 돈과 무게를 줄일 수 있다. 

 

 
Fig. 1. Device	Drawing	&	Mold	Drawing	

 

3. 가공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성형 공정 중에서 클램프에 해당하는 부분이 후가공과정에 이용된

다. 성형이 완료된후 시트가 식으면 하단부에 있는 원형 커팅용 칼

이 클램프 모양에 따라 예장된 시트를 잘라낸 후, 경화된 제품을 부

착 시킨 후, 서보모터를 통해 반대편으로 이송한 뒤, 충격을 줘서 떨

어뜨린다. 이 제품을 사용자가 가져가게 되면 사이클이 완료되는 것

이다.  

 
Fig. 2. Servo	Motor	&	Smart	Phone	

	
 이 공정의 메커니즘을 진행하는 것을 사용자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제품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 하였으며, 금형교체와 시트리필

을 제외한 부분을 자동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스케치 하였다. 안

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원하는 일회용품을 얻는 성형공

정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것이다. 

 

4. 결과 및 진행상황 

 
Fig. 3. Research	Process	

지난 7월 학부생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논문 제출일(11월 8일) 

기준으로, 특허검색을 완료했으며, 제품 성형에 이용할 바이오 

플라스틱을 선정하여, 시트를 얻었고 시험 성형을 진행하였다. 

시제품의 진공성형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만 3D프린팅 하여 모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후, 시제품 전체의 공정 설계를 완료하여, 

시제품 제작이 진행 중이며 발표전에 설계도가 완성될 예정이고 

여러번의 시험에 걸쳐 2월 초에 제작이 완료될 예정이다. 

 

5. 결 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프로토타입은 창의성이 있다고 생각

한다. 1) 일회용품 성형기의 자동화 2) 후가공까지 진행되어 제품

형태로 사출 3) 사이클 타임과 비용의 효과적인 절감 4) 친환경 

생분해 일회용품의 사용 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시제

품화가 완료될 경우, 친환경 일회용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

가 1인가구에 필요한 디바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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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 인서트 사출성형 기술을 이용한 폴리우레탄 반응표면처리 공정 연구

김정호1*, 문지훈1, 이재열2

A study on polyurethane reaction surface treatment process using carbon fiber-inserted injection molding technology
J. H. Kim*, J. H. Mun, J. Y Lee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1, ㈜화진2

Key Words : Carbon fiber-inserted injection molding, Polyurethane reaction treatment process, thermoplastic prepreg, In-mold coating

1. 서 론

일반적으로 사출공정 후 사용되는 도금, 도장, 증착, 인쇄와 같은 표

면처리 기술들은 사출기재의 표면 상태와 제조환경에 영향을 받을 뿐

만 아니라 생산단가 및 공정시간을 증가시키고,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문제와 코팅두께의 불균일성 등의 문제가 있다.

Fig. 1. Surface treatment of general injection molding products

국내의 경우 사출공정으로 제품을 성형한 후에 별도의 표면처리를 

거치지 않고 사출과정을 포함하여 금형내에서 한 번에 성형하는 인몰

드코팅(In-mold coating)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복합 금형기술이나 코팅소재 및 복잡한 공정제어 방식 

등 기술노하우 부족으로 실제 양산공정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Fig. 2. Injection mold system of in-mold coating process

따라서 사출공정과 코팅공정을 하나의 공법으로 일체화시킨 신기술

로써 기존의 인몰드코팅 기술 개선을 통한 양산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2. 인서트 사출성형 기반 폴리우레탄 표면처리 공정

인서트 사출성형 기반의 폴리우레탄 반응표면처리 공법은 기존의 

인서트 사출성형과 코팅공정을 하나의 공법으로 일체화시킨 기술로서 

탄소섬유 인서트 파트가 금형내 삽입된 상태에서 1차로 사출공정이 

이루어지고, 연속하여 인서트 표면위에 폴리우레탄 수지가 분사되며 

제품이 코팅되면서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 없는 동시성형 기술이다.

Fig. 3. Polyurethane reaction treatment process

폴리우레탄 반응표면처리 공법은 금형내에서 1차로 성형된 시제품 

표면위에 바로 코팅하는 기술로 열가소성 수지 사출성형 후 표면에 열

경화성 코팅제를 도포하여 미려한 표면을 만드는 공정이다.

Fig. 4. Polyurethane reaction treatment process

폴리우레탄 반응표면처리 기술은 주재료인 폴리올, 경화제 이소시

아네이트를 적정 비율로 교반하여 사용되며, 믹싱헤드(Mixing head)
에서 혼합되어 사출금형 내부에 주입된다.

3. 폴리우레탄 혼합특성 및 코팅공정 적용 연구

폴리우레탄 코팅 시 수지의 흐름성이 좋지 않으면 흐름자국과 기포

가 제품표면에 나타나므로 우레탄 수지 흐름성 개선 및 기포가 빠질 

수 있도록 Overflow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메인 코어를 제작하고, 코
팅두께를 1t로 설정하여 우레탄 수지의 흐름성 및 측면부 레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Fig. 5. Main core system for Polyurethane reaction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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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접촉각 제어를 통한 패터닝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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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patterning process by surface wettabilit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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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s), 유기박막 트랜지스터 (OTFTs),유기 

태양전지 (OPVs) 와 같은 분야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

은 연구가 진행된 분야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분야들은 대부분 용액 

공정을 이용하여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용액공정을 이용하

여 소자를 만드는 분야가 인쇄전자이다. 인쇄 기법으로 소자를 제작하

기 위해서는 크게 코팅 공정과 패터닝 공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까지의 연구들은 박막의 코팅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실제 소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코팅공정 뿐만 아니라 패터

닝 공정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패터닝 공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코팅 공정에 

비해 연구 결과물의 적은 것이 사실이다.
기존 패터닝 공정인 포토 리소그래피 기의 경우 아래 Fig. 1과 같이 

복잡한 공정을 거쳐 원하는 패턴 형상을 제조하게 된다.

Fig. 1 포토 리소그래피기법

인쇄기법을 활용하면 이러한 복잡한 공정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원하는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재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이러한 인쇄 기법에는 gravure, gravure offset, reverse 
offset, inkjet printing, screen printing 등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인쇄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판의 

성질의 젖음성 성질을 조절하여 고분자 전극 재료를 패터닝하는 기법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1

2. 실험 절차

본 실험에서는 300 nm 두께의 실리콘 웨이퍼를 piranha solution을 

이용하여 세척하고, octadecyltrichlrosilane (ODTS)을 이용하여 실리

콘 웨이퍼 표면에 self-assembled monolayers (SAMs)을 깔아 표면을 

hydrophobic한 표면으로 개질한다. 이후 개질된 표면 위해 원하는 패

턴의 metal mask를 올리고 UV/Ozone 처리를 하여 노출된 표면을 

hydrophilic한 표면으로 개질한다. 
이렇게 개질된 표면에 전도성 고분자 solution을 올리고 자체 제작

한 blade coater를 활용하여, 전도성 고분자 solution을 밀어주게 되면, 
UV/Ozone에 노출된 표면만 전도성 고분자 solution이 남아 있게 되

고, 이를 건조하여 원하는 패턴의 전극을 만들고, 그 위해 대표적인 유

기 반도체인 pentacene을 증착하여 유기박막 트랜지스터를 제작하여 

그 성능을 테스트 하였다.1

3. 결과 및 고찰

고분자 전극 solution이 기판 위에서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래 

Fig. 2와 같은 내부 flow가 발생하게 된다.

Fig. 2 고분자 전극 내부의 유체의 흐름 

고분자 전극 solution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용액의 중심과 용액의 

edge에서의 용매 증발 속도 차이가 발행하게 된다. 이러한 용매 증발 

속도 차이는 용액 내부의 농도차이를 야기하게 되고, 이 농도차를 보

상하기 위한 convection flow가 용액 내부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convection flow는 전극의 모양을 crown과 같은 형태로 만들게 되고 

이는 전극의 균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convection flow를 줄이면서 전극의 균

일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병행하였고,  균일성이 향상된 전극을 활용

하여 실제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 소자를 제작하여 전극의 유용성을 확

인하였다. 이를 통해 제시된 패터닝 기술이 유효함을 증명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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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레저, 스포츠 문화에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산업도 활성화 되

고 있다. 기존의 피칭 머신의 조작법이 직관적이지 못하며 딱딱하다

고 느껴, 포수의 핸드사인을 발사신호로 하는 장갑을 리모컨으로 적

용하면 재미있고 직관적이며 야구의 감성을 더 잘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핸드사인 글러브와 어

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조작가능하며 여러 구질의 공을 발사할 수 있

으며 수비연습까지 할 수 있는, 단 한 대만으로 모든 야구연습을 할 

수 있는 피칭 머신이다. 전시환경과 제작비를 고려해 미니어쳐로 제

작하였으나 간단한 치수조정으로 실제 야구공크기로 제작하는 것을 

염두하고 제작하였다. 

 

 
Fig. 1. Main body, automatic feeder, and hand sign glove 

 

2. 동작 설명 및 시스템 구성도  

핸드사인 글러브에 부착됨 RF통신모듈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송신한 신호를 본체 Arduino Mega 에서 수신하며 이를 아두이노가 

해석하여 각각의 파츠에 명령을 하달하게 된다. 휠 회전부에는 

BLDC 모터 드라이버와 BLDC 모터가 들어가며 0V 에서 5V 사이의 

전압을 받아 이를 RPM 으로 해석하여 모터가 회전하고 현재의 

RPM값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한 

값을 이용하여 현재 RPM값을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하였다. 좌우 회전부는 스텝모터와 감속비 3 의 타이밍벨트/풀리, 

상하 틸팅부에는 DC 실린더를 이용하여 각 기능을 수행한다. 

피더부는 서보모터로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통 안의 공을 섞어주며 

스텝모터가 한번에 한 개의 공을 볼 가이드에 연결된 튜브로 

내려주게 된다. 볼 가이드에서는 리니어 모터를 이용하여 공을 

3개의 휠 중앙에 삽입하고 최종적으로 공을 발사시킨다. 

 

 
Fig. 2.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of a pitching machine 

 

Fig. 3. Block diagram for operating the pitching machine 

3. 이론적 배경 
유동장 내에서의 변화구 해석은 Magnus 효과를 이용한다. 

  = 12          (1) 
(단,  = Magnus 계수,  = 공기밀도,  = 공 각속도,  = 공의 반지름,    =   공의 속도,  = 공의 단면적) 

 

여기서 공의 변화하는 정도는 Magnus 힘  에 비례하고, 은 식 

(1)에서 공의 각속도인  에 비례한다. 따라서 본 작품에서는 세 개

의 휠의 rpm을 조정해 공의 각속도  를 설정하여 공이 휘어지는 정

도를 결정하고, 공의 회전방향을 결정하여   의 방향을 설정하여 

휘어지는 방향을 결정한다. (1)의 식을 다물체 동역학 프로그램 

Recurdyn을 이용한 CAE해석에서 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적

용시켜 실제 유동장의 해석에 더욱 가깝게 해석하였다. 

공과 휠 사이의 접촉조건, 공의 탄성계수들을 환경에 맞게 

조정하여 해석한 결과 발사 후 공의 회전으로 인해 축방향 힘

이 발생하여 공의 속도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패스트볼을 제외한 나머지 구질 또한 각 휠의 RPM을 제어하

여 공의 회전 방향을 다르게 하여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실제로 

작품 제작 후 공을 발사해본 결과 최대 130kmh까지 구속이 측정

되어 실제 거동과 동역학적 해석이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Fig. 4. Result of simulation for fastball Fig. 5. Modeling by RecurD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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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작하는 드론의 성능을 측정하여, 실시간 그래프로 
데이터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래프의 데이터를 추출해 
엑셀로 저장하여 드론 제작 초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드론 제작자는 측정된 데이터를 통해 드

론의 성능을 알 수 있다. 측정하는 드론의 성능은 추력, 
각도, 배터리 잔량, 잔여 비행시간이다.  

 
2. 성능 선정 기준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는 2017 드론쇼 코리

아에서 산업용 드론 신뢰성 평가 20항목을 제시했다. 
산업용 드론의 기준은 150kg이하로 Fig.1 을 보면 성능

시험, 내환경성시험, 안전성시험, 수명시험 등 4개 항목 
총 20개 시험기준을 제안했다. 그 중 최대 추력 시험과 
최대 비행 시간 시험을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추력과 
각도, 그리고 전류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고

자 한다. 

 
Fig. 1. Industrial Drone Reliability Evaluation 

 
3. 결과 및 고찰 

Fig.2 는 완성된 실험장치이다. 드론을 실험장치에 고

정하여 한 축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드론은 호버링과 
좌, 우로 움직이며 그때의 추력과 각도, 배터리 값을 
Fig3. 와 같이 나타낸다. 

 

  
Fig. 2. Experimental Equipment 

 
 

 

 

 
Fig. 3. Labview Display 

 

Fig.3 은 측정한 값을 랩뷰에 실시간 그래프로 나타

낸 것이다. 추 실험을 통해 얻은 드론의 추력값을 기준

으로 로드셀을 영점조절하여 정확한 추력값을 얻을 수 
있다. IMU센서를 통해 얻은 각도값을 평균값으로 나타

낸다. 그리고 드론을 작동시켜 배터리를 방전시킬 때까

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비행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본 드론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드론을 제작하는 사

람들은 어떤 프로펠러를 사용해야 추력이 좋을지, 배터

리를 얼마나오래 사용할지 등을 확인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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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로봇의 하드웨어와 알고리즘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지만 이를 

통합해 줄 운영체제가 없어 로봇을 개발할 때마다 하드웨어에 맞는 새

로운 펌웨어를 개발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통합한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중의 하나인 ROS를 사용하여 기계학

습을 수행하고 이를 다개체로봇에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기계학습은 

DQN 알고리즘¹을 개선한 DDPG 알고리즘²을 채택하여 빠르게 수렴

하고 연속적인 속도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하였다. 

2.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상위계층인 PC와 하위계층인 아두이노로 나뉘어 구성

되었다. PC는 리눅스 운영체제와 ROS 메타 운영체제에서 작동하였

다. Gazebo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텐서플로우 프로

그램으로 기계학습을 수행하였다. 아두이노는 ROS 메타 운영체제를 

사용하여 통신환경을 구축하였고 기계학습 네트워크와 통신하며 제어

를 구현하였다. Fig. 1 으로 소프트웨어 및 노드를 도식화하였다.

Fig. 1. Software configurations for control system

3. 실험환경

실험은 두 개체의 아두이노 로봇으로 진행되었으며 환경은 Fig. 2의 

그림과 같이 구성하였다. 텐서플로우를 사용한 기계학습은 상위계층

인 컴퓨터에서 Gazebo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였고 

이를 Fig. 2의 좌측에 나타내었다. 실제 구동시킨 로봇은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한 주행로봇으로 4개의 DC모터와 5개의 초음파 센서로 하

여 제작하였고 이를 Fig. 2의 우측에 나타내었습니다. 주행로봇이 장

애물이 있는 환경에서 충돌 없이 작동하는 지와 빠르게 주행을 완료하

는 지를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Fig. 2. Experimental environment

4. 결과 및 고찰

학습 횟수 별로 성능을 평가하였고 각 학습 횟수마다 20번의 실험

을 수행하였다. 두 로봇이 트랙을 한 바퀴 주행한 것을 실험의 목표로 

하였고 이에 따른 성공률을 측정하였다. 추가로 완주한 실험에서의 

주행시간의 평균을 사용하여 기계학습을 통한 제어의 최적화를 평가

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machin learning performance

Learning Iter. Success Rate(%) Completion Time(s)

100 100 329.085

200 0 -

300 85 170.4

400 85 161.8

100회의 기계학습에서는 성공률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완료 시간

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200회의 기계학습은 0회의 성공이 

나왔지만 이는 제어를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사료되였다. 300회의 기

계학습은 100회의 경우보다 성공률이 감소하였지만 완료 시간은 크

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00회의 기계학습은 성공률의 개선

은 볼 수 없었지만 완료 시간이 300회의 경우보다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계학습은 일정 횟수까지는 제어를 완료하는 것

을 최우선으로 수행하고 그 후의 조정을 거쳐 점점 최적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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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사회가 저출산의 영향에 의해 최근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동 인구의 감소가 문
제가 되고 있다. 부족한 노동 인구를 보충하기 위해 노인의 
노동 참여율을 증가시켜야 하고(1), 노인의 노동 참여를 위
해서는 감소한 근력의 보조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근력 보조를 위한 다관절 로봇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
다.(2) 일반적으로 다관절 로봇에 사용하는 감속기는 무겁고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있어 근력이 부족한 고령자가 착용하
기에는 부담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존의 감속기의 단점을 
보완하며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감속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관절 로봇에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무거운 감속기를 대체하고 감속비를 변경할 수 있는 가
변 감속 구동기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2. 본 론

2.1 줄 꼬임 구동기의 설계
 기존의 무겁고 큰 감속기를 대체하고 기존의 큰 감속비를 
유지하기 위해 줄 꼬임 구동기(Twisted String Actuator, 
TSA)를 사용했다. TSA는 회전 운동에 의한 꼬임으로부터 
줄의 길이가 변화하며, 변화된 줄의 길이를 통해 텐션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동기이다. 줄 꼬임 현상으로부터 감속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원형 봉 위에 줄을 감으면 봉의 직
경에 따라 줄의 꼬임 반경이 바뀌게 되고 이를 통해 감속비
가 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Fig.1과 같이 줄이 봉에 감
겼을 때의 외력으로 봉의 탄성으로부터 직경이 감소하여 자
동적으로 감속비가 증가하도록 봉을 설계하였다.

Fig. 1. Fixed radius bar & Variable radius bar

2.2 무단 변속기의 설계
 TSA에서 봉의 직경이 변함으로써 외력에 의해 감속비를 
능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하였고, 추가적으로 수동적인 감
속비의 변화를 얻고자 무단변속기(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 CVT)를 사용하였다. Fig. 2의 좌측과 같이 
CVT는 직접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경량화 하였으며 최소 
지름과 최대 지름의 비가 1: 2가 되게 하여 총 1:4의 감속
비를 얻었다. CVT의 벨트는 Fig. 2의 우측과 같이 형상기
억합금(Shape Memory Alloy, SMA) 스프링을 사용하여  
CVT의 벨트를 이동시켰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모터와 리

니어 가이드를 사용하지 않아 경량화 CVT의 무게를 경량
화 하였다.

Fig. 2. CVT and SMA spring

2.3 제어
 테스트 플랫폼의 제어는 Fig. 3과 구성했다. 메인 제어는 
리눅스 기반의 소형PC STEP iMX를 통해 링크의 각도 제
어와 토크 제어를 구현하였다. 각도 제어는 절대식 엔코더
의 데이터를 피드백 받아 PI 제어를 수행하였고, 토크 제어
는 로드셀 데이터를 피드백 받아 PI 제어를 수행하였다. 
SMA 스프링의 전류 제어는 아두이노의 PWM 신호로부터 
L298n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했다.

Fig. 3. Control System Diagram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감속기를 대체를 목적으로 경량화한 
가변 감속 구동기를 설계하였다. 향후 설계한 감속 구동기
의 성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후 기

 이 논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1C 다빈치형 인재양성 사업
단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참 고 문 헌

(1) Sang-lim Lee, 2012, Labor Force Shortage 
Projection and Policy Implications : Impact of 
Demographic Transition in Korea,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35(2), 1~28.

(2) H. Y. Jang, C. S. Han, J. S. Han, 2010, Research of 
Wearable Robot's Drive Method of Upper 
Arm, Proceedings of KSPE 2010 Spring Conference, 
953~954.

289



한국생산제조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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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원심력을 이용한 커피고액 분리기를 개발하였으며, 
이 기계를 이용하면 필터 내부에 투입된 커피 고액을 원심력을 이용하

여 커피원액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 더치커피는 오랜 시간 

추출과 여과과정을 거치는데 비해 본 기계는 추출과 여과과정을 분리

하여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키는 한편 필터 회전속도에 따라 성분을 분석하

고,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커피 맛을 선택 및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커피 추출 실험

커피 추출 실험은 최대 3600 rpm급 모터에 SUS304 재질로 제작한 

직경 220 mm,  높이 100 mm의 금속필터를 장착한 후 회전시켜 실험

을 진행하였다. 제어를 통해 모터의 회전수는 각 300 rpm, 600 rpm, 
900 rpm으로 설정하였으며 금속필터는 각각 10 ㎛, 30 ㎛, 50 ㎛의 

mesh size로 제작되었다. (Fig. 1) 커피추출 실험은 커피원두 200 g, 
물 1000 g을 10분 동안 섞은 뒤 추출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추출량을 

확인하기 위해 로드셀을 설치한 뒤 컴퓨터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추출한 커피와 같은 원두를 사용하는 시판 커피

(중력을 이용한 추출방식)와 brix, pH, Tds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Fig. 1. SUS304 mesh filter 

3. 결과 및 고찰

기존의 중력에 의한 추출방식 대비, 같은 양을 추출했을 때 89 ~ 99 
%의 소요시간 감소를 보였고 rpm에 따라 8 %에서 최대 42 %까지 

향상함을 알 수 있다. (Fig. 2)
시판 커피와의 성분을 비교하기 위해 화학적 성분 척도인 Brix, pH, 

Tds의 세 가지 지표를 비교하였다. 각각의 지표는 커피의 단맛, 신맛, 

Fig. 2. Comparison of extraction lead time and extruded coffee amount 
extruded by centrifugal extractor and by gravity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비교 결과 Brix는 비교군 대비 18%, pH는 

4% 낮았으며, Tds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Fig. 3)

Fig. 3. Comparison of Brix, pH and Tds between coffees extruded by 
centrifugal extractor and by gravity

화학적 측정 및 수치화가 불가능한 ‘맛의 진하기’는 추출된 커피 내

에 남아있는 ‘미분’을 이용해 비교하였다. 추출이 끝난 커피를 동일한 

종이 필터에 2차 여과한 뒤 잔유물이 남아있는 종이필터 이미지를 사

용해 Luminosity로 수치화하였다. 추출 속도와 필터 mesh 사이즈가 

커질수록 해당 미분의 양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4) 이를 통해 

원심분리를 이용한 커피 추출 시 rpm, mesh 사이즈를 조절하여 다양

한 맛의 커피를 추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1회 가동시켰을 때 최대 700 ~ 800 g의 커피 추출이 가능하며, 

차후 더 큰 용량의 추출이 가능한 기계를 제작한다면 커피 품질은 물

론, 생산 효율에 있어 큰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4. Comparison of coffee remnant according to RPM, mesh size  using 
lumin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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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개발된 험지 및 계단 극복로봇들은 대체로 군사용, 정찰용 로

봇으로 개발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 iRobot에서 개발한 PackBot

이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나 계단

을 오르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험지나 계단은 여전히 

극복하기 힘든 불편함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단순 정찰이 아닌 고하

중을 견딜 수 있어 인간이 탑승하거나, 물건을 옮기는 등 실생활에서

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본 작품은 이중트랙을 이용한 고하중용 로봇으로 인간이 탑승하거

나 탐사, 군사, 구조 등 여러분야로 인간의 생활에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메커니즘 및 구동 방식 

  

Fig 1. Stair Climbing Robot Using Dual Track 

Fig 1은 본 작품의 전체적인 모델링으로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다. 주행을 담당하는 주 트랙과 계단 및 여러 험지에 사용되는 

각도 변형이 가능한 보조 트랙이 있다. 주 트랙은 로봇의 무게(약 

45KG)와 사람이 탑승했을 경우 최대 목표 무게인 100KG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며, 보조 트랙의 경우 일반적인 계단 각도인 31.2도를 

등반 가능하며 트랙을 내렸을 경우 로봇의 몸체를 지탱 가능하도록 설

계하였다. 
  

Fig. 2. Tensioner  Fig. 3. Chain 

주 트랙의 경우 주행 시 트랙의 이탈을 방지하며, 험지 및 계단 주

행할 시 트랙의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텐셔너를 적용

하였다. 텐셔너를 적용함으로써 주행 시 흔들림이 적은 안정감과 계

단 및 장애물을 통과함에 있어 트랙이 끼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트

랙의 구동으로는 주 트랙과 보조 트랙 한쪽을 하나의 모터로 구동하기 

위하여 하나의 체인으로 모터와 주 트랙의 스프로켓, 보조 트랙의 스

프로켓을 하나로 연결하였다. 주행 모터의 경우  

 

Fig. 4. Sub Track  

보조 트랙의 경우 계단 등반 및 로봇의 몸체를 드는 리프팅 할 때에 

많은 하중이 가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항공기 랜딩기어에서 착안하

여 설계하였다. 리니어 액추에이터와 링크 구조를 통한 상,하강 운동

을 통해 기울어진 지형 및 계단 등반할 때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3. 결과 및 고찰  

  

Fig. 5. Flatland driving Fig. 6. Payload test 

 

 

Fig. 7. Stair climbing  

Fig 4와 같이 사람이 탑승한 후 주행 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Fig 5는 약 70KG의 사람이 올라가 보조 트랙의 최대 하강을 

통해 계단 하강시의 각도를 만드는 실험이다. Fig 6은 로봇의 

계단등반 실험으로써 추후에 무게 및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의 탑승부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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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4D 극장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수

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의 공급은 소비자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

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4D 극장 관련 산업 중 일부분인 

Vortex를 이용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4D
극장에 설치된 입체효과를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을 만들기 위한 Vortex Cannon을 개발.하였다. 해당 기기를 이용하여 

영화 상영의 좀 더 생동감 있는 관람으로 몰입감을 높여 상당한 부가

가치 창출이 예상된다.

2. Vortex Cannon 개발 원리

Fig. 1 The principle of making vortex cannon

와류 현상에 의해 Vortex Ring이 형성되어, 체적의 내외부의 압력 

차에 의해 Vortex Ring이 전진하게 되는데, 해당 형상이 잘 형성되기 

위한 조건들을 조절하여 완벽한 Ring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연구 진행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적합한 것은 스피커를 이용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스피커를 응용하는 방향으로 작품의 컨셉을 설정하

였다.

Fig. 2 Response for speaker in oscilloscope

기본적인 구동 원리는 처음의 변곡 구간에서 스피커의 압력 인가가 

시작되고, 다음 상승부까지 스피커의 시간 응답 구간, 마지막 하강하

는 구간까지 정상 상태 구간이다. 파형에서 볼 수 있듯이 스피커가 팽

창하고, 압축하는 과정을 통해 압력을 분출하여, Vortex Ring이 체적을 

통해 형성되어 진다.

3. 결과 및 고찰

Fig. 3 Experimental setup

실험을 통해 듀티에 따른 충격거리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해

당 그래프의 결과값을 사용하여 식을 도출할 수 있었고, 필요시 듀티 값

에 따른 충격 도달 거리를 얻어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Air shot 방식의 입체효과를 개선하여 영화 관객들의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Vortex Cannon의 특성을 이용하여 작품에 적용시켜 관

객들이 느끼는 불쾌감을 개선하였다. 와류 현상의 특성을 이용하여 

Vortex Ring이 형성되는, 체적의 내외부의 압력차에 의해 Vortex Ring이 

전진 되는데, 형상이 잘 형성되기 위한 조건들을 조절하여 완벽한 Ring
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현재 실험 그래프는 규정된 좌석 사이즈(100cm)를 고려하여 기준치 

까지 적당한 바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지 실험하여 결과를 도출하였

다. 현재의 실험을 통해 실험 목표를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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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화와 무인화 등 산업에 필요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로봇을 이용해 정밀도 및 생산성의 향상과 

인건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6자유도 로

봇 팔과 그리퍼, 비전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서비스 로봇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이 로봇은 매장의 무인화에 적합할 것이다.

2. 로봇 설계 및 제작

로봇은 6 자유도를 가진 로봇 팔 두 개로 이루어져있다. 각 팔은 4절 

링크를 이용한 ABB 로봇의 구조를 사용했다. 6개의 서보모터를 사용

하여 x, y, z, roll, pitch, yaw의 6 자유도를 구현하였다.  
로봇 팔의 reach는 약 500mm, payload는 500g이다. 이는 서비스 

로봇이라는 목적에 맞춘 설계이다.

Fig. 1. 
Robot arm coordinate system

D-H Parameters
Joints θ d a α

1 θ1 d1 a1 


2 θ2+
 0 a2 π

3 θ3+π 0 a3 


4 θ4+
 d4 0 -



5 θ5 0 0 


6 θ6 d6 0 0
Table. 1 D-H Parameters

Fig. 1은 로봇팔의 좌표계이고 Table. 1은 좌표계에 따른 D-H 파라

미터이다. 도출된 D-H 파라미터 값들의 연산을 통해 역기구학 해석을 

진행하였다. End-effector로는 DC모터 세 개를 사용한 세 손가락 그

리퍼를 장착하여 종이컵과 플라스틱 병을 안정적으로 파지할 수 있도

록 하였다.

3. 스테레오 비전

본 로봇은 카메라 두 대를 사용하여 스테레오 비전 시스템을 구축하

였다. 이를 통해 x, y, z의 공간 좌표를 측정 할 수 있다. Fig. 2는 영상 

처리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좌, 우 이미지의 영상 처리 및 삼각화 

공식을 통해 음료병과 종이컵의 공간 좌표를 추출한다.

4. 결과 및 고찰

본 로봇은  더치커피원액을 물에 희석하여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

비스를 수행한다. 비전 시스템으로 음료병과 종이컵의 좌표를 추출하

고, 역기구학 해석을 통해 해당 물체로 로봇 팔을 이동한 후 그리퍼로 

파지하여 음료를 따르는 과정을 거친다. 
로봇 팔의 경우 안정적인 payload 확보를 위한 모터 선정 및 경량

화, 비틀림에 대한 강성의 보완이 필요하며, 그리퍼 또한 경량화가 필

요하다. 또한 추후 추가적인 센서를 통해 피드백 제어를 구현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정교한 동작을 수항할 수 있을 것이다.

Fig. 3. Robot operation 
Fig. 3. 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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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수술 보조 로봇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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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Operation Supporting Manipulator
M. S. Joo*, H. S. Kim, D. H. Yun, D. H. Lee, S. 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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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자동 수술 보조 로봇 팔은 CT촬영을 동반한 수술 진행 시, 방사

능 피폭을 막기 위한 작품으로, 의사가 병변의 위치와 피부에 바늘 삽

입점을 확인하고 이 두 점의 정확한 각도로 바늘 관을 삽입해줄 원격

보조수술로봇이다. 로봇팔의 부드러운 움직임과 Vision을 이용해 정

확한 점의 위치를 찾는 것과 이론적으로 해석한 각도를 정확하게 적용

시키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2. 자동 수술 보조 로봇 주요 기능

환자의 등과 허리를 수술부위로 하는 원격수술보조로봇은 리니어가

이드를 이용해 넓은 이동범위를 움직일 수 있으며, 3관절 로봇 팔로서 

마지막 관절에는 바늘구동부를 포함하고 있다. 바늘구동부에는 바늘을 

고정하고 리니어가이드를 적용하여 삽입과 분리시킬 수 있도록 제작

하였다. 각 관절마다 조인트의 각도는 Inverse Kinematic를 풀어서 해석

하여 진행하였고 바늘의 삽입 각도는 의사가 병변의 위치와 환자의 피

부에 삽입할 위치를 판단, 설정하여 각도를 계산한다.

Fig. 1. Automatic Operation Supporting Manipulator

3. 이론 및 제어 시스템

1) 역기구학

End-effector에 대한 각 관절의 각도를 구하기 위해 3DOF 역기구

학을 해석하였다. Fig. 2는 역기구학 계산과정과 MATLAB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이다. 

Fig. 2. Inverse Kinematics And Simulation by Matlab

2) C# 과 Open CV를 사용한 Vision처리 

Fig. 3은 C#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 로봇을 제어하는 화면이

다. Vision으로 받아온 데이터를 처리하고 Pixel의 좌표를 감지하여 

표시한 원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복부단면도에 두 점을 설정하

면 바늘을 삽입하는 각도와 길이가 표현되고, 각 모터의 실제 회전 각

도를 보여준다.

Fig. 3. Graphical User Interface using C# Programs

3) 데이터 흐름도

Fig. 4는 Flow chart를 보여준다. Open CV에서 받아온 영상 데이

터를 C#을 이용하여 좌표를 구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역기구학을 

해석한다. 각 관절에는 모터 Dynamixel을 사용하며 해석한 데이터 값

을 Arduino에 전송한다.

Fig. 4. Flow Chart

"이 논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1C 다빈치형 인재양성센터 지원

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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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와인더의 진동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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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l Analysis of a High Speed Winder
J. H. LEE*, D. H. SHIN, S. K. Kim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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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현장에서 고속 와인더의 작동 회전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고속 회전시 와인더의 진동에 따른 기계적 결함이나 소음의 문제가 대

두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ANSYS WORKBENCH
를 이용하여 고속 와인더의 4가지 설계변수를 변화시켜 Modal 해석

으로 공진회피를 할 수 있는 설계를 확인하고 와인더의 형상과 변형을 

예측하고자 한다. 

2. 모델링 (Modeling)
고속 와인더는 약 70종이 넘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부품

을 모델링 하여 해석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해석결과에 

영향이 적은 모서리, 라운드, 나사 구멍, 소형 부품을 생략하여 Fig1.
과 같이 Shell, Supporter, Front Shaft, Rear Shaft, Bearing BN35, 
BN30, 6004 총 9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모델링을 적용했다. 

                 Fig. 1. Meshed Modeling

3. 해석 (Simulation)

3.1 고유진동수 해석 (Modal Simulation)

진동해석시 적용되는 운동방적은 식(1)과 같다. 여기서 은 질량

행렬, 는 감쇠행렬, 는 강성행렬, {}는 변위벡터, {}는 

외력의 벡터를 의미한다.

              (1)
일반적인 Modal 해석의 경우 식(2)와 같이 감쇠행렬은 0이 되며, 

외력 또한 생략 가능하다.

                     (2)
고속와인더의 4가지 설계변수인 shell 외경 증가, 열 박음부 위치․

길이 변화, 베어링 위치 변화에 대한 고유진동수 해석을 진행하여 공

진회피가 가능한 설계변수를 확인하였다.

                         <Increase of O․D of Shell>                

  <Change of Position of Thermal insert part>
                          

   <Change of Position of Bearing>     <Change of Length of Thermal insert part>

Fig. 2. Design Parameters

Table 1. Design parameters of Resonance avoidance

   ( ⁕ T․I․P = Thermal insert part)

  <The 1st Mode Shape>     <The 2nd Mode Shape>     <The 3rd Mode Shape>

Fig. 3. Mode shapes of Natural frequencies
 

4. 결과 및 고찰
4가지 설계변수를 변화시켜 단독적,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해석을 한 

결과 Table1에서 실제 작동속도를 기준으로 A는 고유진동수가 작아져

서 공진을 회피하는 설계변수이고, B는 고유진동수가 커져서 회피하는 

설계 변수이다. 이 중 공진회피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설계변수는 

베어링 간격을 200mm 증가시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고유모드 형상

은 Fig3.과 같다. 1차 모드에서는 모터고정부 반대편의 Shell에서 가장 

큰 상대적 변위가 나타났고, 2차 모드에서는 모터고정부 쪽의 Shell에서 

가장 큰 상대적 변위를 나타냈고, 3차 모드에서는 Shell의 중심을 기준

으로 양쪽 부분이 휘어지는 1차 bending형상이 나타났다.

후 기
이 논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1C 다빈치형 인재양성센터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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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deling
3rd

Natural 
Frequency

Resonance 
range

A
1. Bearing Position-200mm 205Hz 184.5~225.5Hz
2. Bearing Position-150mm 231Hz 207.9~254.1Hz
3. T․I․P Position (front-50mm) 236Hz 212.4~259.6Hz
4. Bearing Position-100mm 237Hz 213.3~260.7Hz
5. T․I․P Position (front-150mm) 239Hz 215.1~262.9Hz
6. T․I․P length (F-100mm)+Bearing-50mm 241Hz 216.9~265.1Hz
7. Bearing Position-50mm 243Hz 218.7~267.3Hz
8. T․I․P Position (front-100mm) 252Hz 226.8~277.2Hz

Standard (Actual operating speed) 283.33Hz
B

1. T․I․P length (R-100mm)+Bearing-50mm 345Hz 310.5~379.5Hz
2. T․I․P length (Rear-50mm) 332Hz 298.8~365.2Hz
3. T․I․P length (R-50mm)+Bearing-50mm 317Hz 285.3~348.7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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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4D극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향기 공급 장치는 영화관 외부의 

Compressor를  통하여 공기를 주입 받아 액체향기를 통과하게 하여 
공기 중에 향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작품에서는 
Compressor의 소음을 줄이는 것과 인체에 노출되어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액체향기를 고체화된 향기 필렛으로 대체하여 그 필렛을 담을 
수 있는 카트리지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2. 카트리지 설계 

 
본 카트리지 카트리지 뚜껑 부분의 경우 가운데 가림 막 부분이 바람

이 빠져 나가는 출구 부분보다 넓어서 고체 필렛을 거치지 않고 바로 
빠져나가는 바람의 양이 많아 출구 크기와 가림 막의 크기를 맞추고 이
중 막 구조가 형성 되도록 설계를 개선하여 바람의 유출을 최소화시키

는 방향으로 설계하였고 카트리지 본체의 경우 고체 필렛의 양을 최대

화하기 위해 bowl과 카트리지 사이에 바람이 통하는 부분을 없애고 카
트리지 뚜껑의 바깥 부분에 구멍을 만들어 최초에 바람이 바로 카트리

지 내로 들어갈 수 있게 설계하였다. 주입된 바람이 최대한 많은 필렛

을 지나 갈 수 있도록 뚜껑과 연결되어있는 방식의 구멍을 내부에 설계

하여 향기 농도의 진하기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Fig. 1 Cartridge Design 
 

3. 카트리지 성능 시험 
 
본 실험에서는 설계한 카트리지를 3D printer로 제작하여 성능 시험

을 하였다. 기존방식인 액체향기를 사용하여 향기를 배출할 경우와 
제작한 카트리지를 탑재하여 배출할 경우로 서로 동시에 시험하여 
향기가 배출되는 양을 측정하여 실험하였다.  

 

 
Fig. 2. Comparison of Scent Emission Quantity 

필렛의 무게를 고려하여 두 경우의 향기 배출량을 비교 하였을 때 
기존 액체의 방식과 성능의 80% 효과를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3. Scroll Compressor 
 
기존방식의 다이어프램 Compressor가 아닌 소음이 적은 Scroll 

Compressor의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Scroll Compressor의 원리는   
Involute 곡선의 모양을 가진 두 부품이 서로 반대의 위상을 가지며 
회전하여 공기를 압축시켜 공기를 생성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Scoll 
Compressor는 고 압축을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소형화하여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스크롤 Compressor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Fig. 3. Principle of Scroll Compressor 

 
 

제작한 Compressor와 카트리지를 기존의 향기공급장비에 장착하

여 하나의 향기공급장치로 하여 Compressor를 통해 나온 바람이 
향기를 머금은 고체필렛을 담고 있는 카트리지를 통과하여 영화 
상영 중 상황에 맞는 향기를 배출하여 보다 실감나게 영화를 감상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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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극의 회전전환으로 왕복운동을 일으키는 마그네틱 엔진은 네

오디뮴 자석의 발전으로 점점 그 힘이 강력해지고 있다. 본 작품은 마

그네틱 엔진을 산악용/화물용 자전거의 페달 동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동력전달장치를 특수하게 고안한 것으로, 친환경적인 엔진을 

개발하고자 한다.

2. 마그네틱 엔진을 이용한 자전차 설계

마그네틱 엔진은 희토류 금속인 네오디뮴 자석의 인력과 반발력을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시키는 장치이다. 마그네틱 엔진의 개발은 엔진

의 경량화, 친환경적인 엔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Fig. 1. Sketch and Design

마그네틱 엔진을 이용한 자전차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

가 페달을 돌리면 그 동력이 베벨기어를 통해 회전 마그네틱이 고정된 

축에 전달되고 축과 회전 마그네틱부가 회전한다. 회전 마그네틱부의 

자석의 극이 바뀜에 따라 슬라이드 자석이 왕복운동을 하게 되며 슬라

이드 자석부와 연결된 크랭크축이 회전한다. 그에 따라 뒷바퀴에 동력

이 전달되고 바퀴가 회전하게 되어 자전차가 움직인다.

Fig. 2. Magnetic Engine Design and Operating principle

본 엔진을 만들기에 앞서 실험에 사용된 영구자석(Fe-Nd-B)의 사양

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면적은 1008mm2, 면 Gauss는 4000G, 무게는 

약 33g 이다. 이 자석을 사용하여 극간거리에 따른 자기력을 측정하였

고 자기력 계산에 이용할 파라미터를 책정하여 초기 치수를 설계하였

다.

  


·

( m1, m2 : 자속밀도 (Wb), s : 거리 (mm), k : 비례정수 )

자기력 측정 실험을 통하여 쿨롱의 법칙 비례상수 k를 결정하고, 자
석 사양에 따라 극간 거리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 ( 자기력에 의해 발생하는 일 )

위 식을 이용하여 극간 거리에 따른 가속도 a(s), 속도 v(s), 최종거

리 도달시간 등의 식을 계산하고, 엔진 제작 후 측정한 값들과 비교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Distance(m) Magnetic Force(N) Taken time(s)
0.03 11.450 -
0.04 6.441 0.0099
0.05 4.122 0.0192
0.06 2.863 0.0282
0.07 2.103 0.0372
0.08 1.610 0.0460

Table. 1 The magnetic force of the distance (N) & Taken time (s)

Fig. 3. The magnetic force of the distance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설계한 자기력 엔진의 슬라이드 자석

부의 왕복속도는 0.05 m / 0.023 sec 이며, 이는 2.174 m/s 의 속도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엔진을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 정확한 계산이 불가하여 회전 마그네

틱부와 슬라이드 자석부의 정확한 위치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

로 인해 자석의 인·척력을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여 예상한 것보다 낮

은 효율이 출력되었다.
그러나 본 엔진을 설계, 고안함으로써 엔진의 구조를 단순화, 엔진 

기구의 중량을 경량화 하였으며, 향후 본 엔진구조를 보완하여 발전시

킨다면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엔진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기 : 이 논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1C 다빈치형 인재양성센터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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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형상 불량 측정을 위한 산업로봇기반 비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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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 Shape Error Inspection Vision System Based on Industrial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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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대기업들은 스마트폰 하우징 정밀 제작을 위해 CNC 절삭 가

공을 이용한다. 이들에 대한 가공치수 불량 검사는 현재 수동으로 이

뤄지고 있어 노동집약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

신비전 시스템과 6축의 UR 로봇을 접목하여 다각도에서 스마트폰 하

우징의 구멍 형상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산업로봇기반 비전시스템

본 논문은 구멍 형상의 불량을 측정 하고 사전에 불량품을 선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 x, y축의 스테이지를 이용해 스마트

폰 하우징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모든 면의 치수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 했다. 본 논문에서는 6자유도를 갖는 로봇 팔 

형태의 UR로봇을 접목시킴으로써 느린 속도와 낮은 정밀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구 설계

본 작품은 아직 국내에서 실행되지 않는 자동화 분야의 시도로 데이

터의 신뢰성과 신속성 향상시키고자 한다.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동작

시키기 위해서 하우징을 하나씩 픽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Part Loader, 
하나씩 집어 각 시스템으로 이동시키는 UR head, 비전 검사가 이루어

지는 Inspection stage를 제작하여 검사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루어지도록 한다.
정확한 비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치 결정 핀을 사용하여 x, 

y방향으로 고정, 흡착패드를 이용하여 z방향, 총 x, y, z 3방향으로 고

정시켰다.

 
Fig. 3. Part Loder

       
Fig. 4. Part Loader

       
Fig. 5. Inspection stage

4. 영상 처리

하우징의 구멍 치수를 측정하기 전에 Camera Calibration을 통해 

실제 물체에 대한 영상의 비율을 획득한다. 이 과정에서 체스보드를

Fig. 2. Industrial RobotFig. 1. Vision system based Industrial Robot

사용하며, 체스보드는 실세계 기준인 mm와 영상계의 기준은 pixel의 

비율을 계산하여 mm/pixel을 구한다. 그 후 측정한 구멍의 비전데이

터와 실제 dxf도면 파일을 비교하기 위해 ICP Algorithm을 사용하였

다. 이 알고리즘은 두 개의 이미지가 서로 얼마나 유사 한지 판단해주

는 알고리즘이다. 총 4가지의 면의 hole을 검사하게 되는데, 영상 획득

에 있어서 조명을 장착하여 보다 선명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Fig. 6. Algorithm Flow Chart

5. 결과 및 고찰

기존 제작했던 머신비전시스템은 다수의 카메라 사용으로 기구의 

복잡함, 카메라의 시점 이외에는 치수 측정이 불가능성, 사람이 직접 

하우징을 고정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대량 검사 작업에 불리했던 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UR로봇에 카메라를 부착

하여 빠른 검사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1C 다빈치형 인재양성사업단 지원

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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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CP Algorithm Table Fig. 8. SmartPhon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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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로봇을 이용한 이동작업물 조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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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object assembling system using parallel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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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복적인 조립 공정을 갖는 제품의 연속 생산 시스템에서 가장 중시
되는 사항은 작업의 효율성이다. 작업시간의 단축과 작업 정밀도 향상
을 통해서 공정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의 전자 열쇠(key fob)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대상으로, 높은 
작업 효율을 갖는 작업 경로와 그에 맞는 기구를 개발하여 작업 시간
의 단축과 작업 정밀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2. 작업물 및 가공경로 설정
 

자동차의 전자 열쇠인 key fob을 대상 작업물로 선정한다. 전통적인 
공정의 가공 경로는 직선 이송 – 회전 이송 – 작업물 90° 회전 –
적재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직선 및 회전 이송을 하나
로 결합, 경로의 끝점에서 적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경로를 설정하였
다. 이 때 작업물 조립을 위해 기구의 엔드 이펙터와 작업물의 표면이 
항상 수직을 유지하도록 한다.  

          

  Fig. 1. 3D Model(4 axis Delta Robot)  Fig. 2. Working path   

 

3. 기구 형태 결정 및 역기구학 해석

앞서 선정된 작업물과 작업 경로를 바탕으로 기구의 형태를 결정하
였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고속 운동이 가능한 다축 병렬 기구 중 하중 
지지와 고토크 획득에 유리한 프리즈매틱 타입의 델타로봇 구조를 채
택하였다. x,y,z,tilt 4가지 모션을 취하기 위해 기존의 3축 델타로봇을 
4축으로 확장하여 역기구학의 해를 구하였다.

    

    
   
         Fig. 3. Inverse kinematics of 4-DOF

4. 모션 제어

4축의 기구에 작업물의 직선/회전 이송 및 적재를 담당하는 3축을 
추가해 총 7축을 제어한다. 이 중 6축은 동시에 목표 위치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각 축의 이송 거리에 따라서 작업 속도를 설정하는 동시 
보간 제어 기법을 사용하였다. 목표 위치의 좌표를 모터의 이송량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유도한 4자유도 
기구의 역기구학 식을 이용하였다.

기구의 엔드 이펙터에 부착된 전동 드라이버와 작업물은 항상 수직
을 유지해야 한다. 그 외에도 엔드 이펙터를 목표 위치로 이동시킬 때 
Point to Point 방식을 사용하면 경로 상의 위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
에 이를 최소화하고자 작업 경로를 200조각으로 분할해 매 경로 조각
의 끝점에서 다음 경로 조각까지 이동하기 위한 역기구학 식의 해를 
구하도록 하였다.

  

Fig. 4. Normal position of workpiece

5. 결 론

기존의 조립 공정은 작업물의 조립 작업과 이송이 순차적으로 진행
되어 작업 시간에 지연이 발생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물의 조립과 이송을 동시에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립 공정을 
제안하여 특정 가공물을 대상으로 작업 경로와 기구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동속도로 이루어지는 작업에서 기존 공정 대비 작업 시간을 단축
시켜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후 기

본 논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1C 다빈치형 인재양성사업단의 지
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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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필라테스 리포머라는 기구로 운동을 할 때, 원래 운동

의 목적인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동작인 스쿼트 운동

을 하게 된다. 지면에서 운동을 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

로 하게 되면서 완전한 운동효과가 나게 되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필라

테스 리포머용 풋보드를 제작하기로 한 것이다. 센서 
부착 후 어플과 연동시켜 사용자가 운동의 불균형 여

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2. 본 론 
 

사용되어진 압력센서는 A201-100로 최대 45kgf까지 측

정 가능하다. 압력센서로 발에 들어가는 힘을 측정한다. 
JARDUINO를 이용하여 압력센서에서 나오는 신호를 아
날로그 신호로 바꾸어 핸드폰으로 전송한다.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JARDUINO에서 보낸 센서값

을 받아 색의 변화를 출력하고 발의 힘이 균일하지 않

을 경우 경고음을 출력한다. Fig. 1은 발의 압력분포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사진에서 보이는 압력이 많이 가해

지는 전족에 센서를 3개 부착하고 후족에 1개를 부착

한다.전족과 후족을 비교하고 전족 3개 센서의 힘을 비

교해서 힘의 불균형을 측정한다. 이때의 비율은 heal 
60%, midfoot 8% fore foot 28% toes 4%이다. 비율의 값이 
다르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알림음이 나오게 된

다.Fig 2는 압력센서의 회로도이다. 

 

 
Fig. 1. The ratio of peak rearfoot to peak forefoot 

pressures is approximately(1) 
 

 
Fig. 2. circuit diagram 

 

 
Fig. 3. Numerical change and color change on smartphone 

 
Fig 3는 스마트폰 상에서의 화면이다. 운동을 하며 자신

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발의 벨런스가 무

너졌다면!, 이것을 발판에 부착되어 있는 압력센서가 
인식을 하여 양  발의 좌우균형, 발에서의 앞뒤 왼쪽 
오른쪽으로 힘이 쏠리는지에 대해서 음성으로 사용자를 
일깨워 준다. 자두이노에서 인식한 센서의 값을 블루투

스 통신을 통해서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데이터화 하

여 보내고 이것을 스마트폰 화면에 띄울 수 있게 하였

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발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

갔는지, 그리고 발에서의 힘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는 
지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였고 또한 자신이 스마

트폰을 보고 있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이것을 음성으로 
출력하여 사용자의 발의 벨런스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

지 또는 얼마나 올바르게 운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

게 하였다.. 
3. 결 론 

 
이 작품을 통해 필라테스 리포머 운동을 좀 더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게 하며,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청각적

으로도 들을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고안했다. 이것을 통하여 자신이 운동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또는 자신의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등을 
트레이너와 함께하지 않아도 이 기구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계속적으로 보지 
않아도 음성 출력을 통해 자세를 고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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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
며, 우수한 성능의 차량을 제작하여 대회 우승을 목표로한다. 자작자
동차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차량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기존에 있는 부품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고, 원하는 용도에 
맞게 제작하였다. 차량 설계에는 Pro-Engineer와 Auto Cad를 이용하
여 3D와 2D 설계를 하였다. 또한 Ansys와 Adams/car 해석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차량의 정적, 동적해석을 시행했다.

2. 서스펜션과 구동부의 설계

현가장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격을 감소시키는 역할 이외에 차
량의 동적 거동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장치이다. 현가장치로부
터 결정되는 요소들의 목표 값을 설정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현가
장치는 더블 위시본 방식을 채택하였다. 2D 설계를 통하여 현가장치
의 Hard Point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된 Hard Point를 이용하여 
ADAMS/car 프로그램에서 현가장치를 모델링 하고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1. ADAMS/Car Front suspension modeling

2016년도 차량은 일체형 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LSD축을 사용
하였다. 하지만 이는 마찰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동기어의 작
동이 일정하지 않아 불안정한 선회능력을 보였으며, 마찰로 인한 에너
지 손실이 커 연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작동할 때마다 
진동이 발생하여 내구성의 문제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번 차량은 삼
륜전동차에 사용되는 Open Differential Gear방식을 채택하였다. 구
동부는 2개의 피니언 기어와 2개의 사이드 기어, 1개의 축으로 구성되
어있다. 구동축의 동작성과 내구성을 위해 작동 방식을 고려하여 맞춤
형 하우징을 설계하였다. 재질은 알루미늄 70계열을 사용하여 회전 질
량을 최소화하고 강도를 높였다.

Fig. 2. Open-differential gear Housing

3. 성능테스트 결과 및 고찰

2017 자동차를 설계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조향성과 내구성
이었다. 이번 차량에는 차동에 제한이 없는 Open differential gear를 
채택하여 항상 일정한 회전 반경을 갖게 하여 운전자의 차량 신뢰도를 
상승시켜 조향성능을 개선하고, 구동축에 나타나는 에너지 손실과 진
동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조향비를 레이싱 차량과 유사하게 수정하
여 차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제작했다. 그리고 현가장치에 자체 제
작한 스프링을 사용하여 목표하는 차고 높이와 안정성을 얻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제작도니 차량은 내구성 테스트와 성능테스
트를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 차량의 내구성테스트는 운전자의 안전
과 앞으로 반복될 테스트에 대비해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급한 
선회, 급가속, 급정지 등을 반복하며 차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을 수시로 체크했다. 내구성 테스트를 통하여 안정성이 검증된 후에
는 성능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성능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운전자
가 차량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장시간 주행과 짧은 슬라럼을 반복적
으로 수행하였다. 운전자가 차량에 적응을 하게 된 후 본격적인 성능
테스트를 이어나갔다. 가속도, 슬라럼, 주행 부문을 대비하여 최대한 
유사한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테스트 기록의 반복적 측정을 통
하여 기록의 신뢰도를 높였다. 테스트 기록 측정은 Lap time 과 배터리 
소모량, 최대주행거리 등을 우선적으로 측정하였으며, 핸드폰 App을 이
용하여 눈으로 확인이 힘든 요소들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결과는 
Adams/Car를 통해 가상시뮬레이션한 결과와 비교하며 차량을 점검해 
나갔다.

Table 1 Vehicle specification
Division data

Vehicle weight 195Kgf

Maximum length of vehicle 2300(mm)
Maximum width of vehicle 990(mm)
Maximum height of vehicle 960(mm)

Wheel Base 1215(mm)
Steering wheel Front wheel
Steering system Ackerman Jeantaud 방식

Minimum turning radius 6 (m)
Brake type Caliper type

Brake working wheel Front 2 wheel, Rear 2 wheel
Suspension type Double wishbone

Frame type Ladder frame
Frame material Structural carbon steel SM45C

후 기

이 논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1C 다빈치형 인재양성센터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1) J. H. Kim, 2015, Advanced Car Chassis, 19-521.
(2) W. K. Kim, 2008, Study on Improvement of Turning Behavior 

of Formula SAE Race Car, 1-52.
(3) B. J. Jin, 2015, Analysis of driving performance of Formular 

SAE vehicle, 1-62.
(4) W. J. Choi, 1998, A study on design procedure of suspension 

kinematics using excium, 1-51.
(5) Y. H. Yoon, 2011, A Study on Optimization of Roll Stiffness 

of Race Car, 1-90.
(6) W. K. Kim, 2008, Study on Improvement of Turning Behavior 

of Formular SAE Race Car, 1-52.
(7) William F. Milliken and Douglas L. Milliken, 1995, Study on 

Improvement of Turning Behavior of Formular SAE Race Car, 
3-75, 473-484, 579-726, 755-777.

301



한국생산제조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자율주행이 가능한 볼봇 시스템의 설계에 관한 연구

이지헌, 김기현, 전혁진, 김재식, 박희재* 

A study on a ballbot system design for the autonomous drive
J. H. Lee, K. H. Kim, H. J. Jeon, J. S. Kim, H. J. Park*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Key Words : Autonomous drive, Ballbot, Balancing control

1. 서 론

최근 인공지능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지능형 이동 

로봇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는 

이동형 볼 로봇 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로봇은 

물류 시스템이나 협소한 공간에서의 서비스로봇의 플랫폼으로서 적합

할 것이다.

2. 로봇 설계 및 제작

본 로봇은 3개의 옴니휠과 구형 바퀴, IMU 센서를 이용한 이동형 

밸런싱 로봇이다. 밸런싱 제어는 IMU센서를 통해 현재 기울기를 인지

하고 기준 기울기인 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 제어를 통해 구현

한다. 피드백 제어기는 L.Q.R제어기를 구성하였고, 제어기 구성을 위

해 운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운동역학 해석은 Fig. 1과 Fig. 2의 

2차원 평면에서의 해석을 기반으로 3차원 공간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 XZ/YZ plane Fig. 2 XY plane
자율주행 기능은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영상을 라즈베리파이로 처

리 후, 결과 값을 UART통신으로 볼봇의 MCU에 송신하고 도로를 인

지하여 주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제작한 로봇과 시스템 블

락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 Ballbot system block diagram

본 로봇의 자율주행을 위한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는 라즈베리파이와 

파이 캠을 사용하였다. 알고리즘은 Canny edge와 Hough transform
을 이용한 검출방법과 차선 영역을 주변과의 밝기 차이로 검출하는 방

법을 비교하여 후자의 방법을 채택했다. 

밝기차이를 이용하므로 Grayscale로 변환하고 차선이 아닌 영역을 

차선으로 인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Fig. 4와 같이 ROI를 6개의 

영역으로 등분하여 각각의 영역에 대해 입력된 밝기 값을 일정 범위만

큼 연속적으로 만족시키는 부분을 차선으로 인식하여 그 좌표들의 중

점을 추출한다. 6개 영역에서 점이 모두 추출되면 좌우 각각의 영역에

서 3점 사이의 기울기가 연속적이고 차선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차

선으로 최종 선정한다. 

 
 

Fig. 4, Segmentation of ROI

3. 결과 및 고찰

Fig. 5의 (a)는 Canny edge와 Hough transform을 이용하여 검출한 

차선이며, (b)는 ROI를 세분화하여 각각의 영역에 대해 밝기차이를 

이용하여 검출한 차선이다. (a)에서의 방식은 연산과정이 복잡하여 라

즈베리파이환경에서 실행할 경우 영상이 1~2s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하였고, 주행 시 방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도로를 이탈하

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b)와 같은 방식은 (a)와 비교했을 때, 이진화

과정이 생략되고 필터링 과정이 단순화되면서 영상지연 문제가 개선

되었고, 90%이상의 신뢰도로 주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 Lane detection using Canny 
edge and Hough transformation

(b) Lane detection using ROI
segmentation and brightness

difference 
Fig. 5. Lane det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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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항공 기술이 실생활 제품에 접목되는 사례가 늘고있으며, 

이에 인공위성에 적용된 자세제어 원리를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MG를 로봇에 적용시키기 위한 설계 방법과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LQR제어기 설계를 통해 자세제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외륜 로봇 설계 

   Fig. 1. Simple sketch about dynamic system of roll and pitch axis 
 
 바퀴 하나로 자체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 Roll 방향과 Pitch 방향 

제어 요구된다. Pitch 방향 제어를 위해 Inverted Pendulum 

방식을 적용, Roll 방향 제어를 위해서 자이로스코프 원리가 

기초되는 CMG(Control Moment Gyroscope)방식을 적용시켰다.  

 

 
Fig. 2. 3D modeling of conceptional design and final design 

 
3.시스템 구조 

 
Fig. 3 Control System Diagram 

 

4. 실험 및 결과  

 
Fig. 4. Roll angle of a model experiment with 3 degree initial value 

 
Fig. 5. Pitch angle of a model experiment with 8 degree initial value 

   
초기 각도 값을 갖는 Roll, Pitch 각도에 대해 Stability 실험 

결과,  일정 시간 경과 후 안정화됨을 검증할 수 있었다.   

 

5. 결 론 
위 연구를 통해 CMG 원리를 이용한 외륜 로봇 

구현에 성공하였고, 향후 항공산업에 있어서 서비스 

로봇이나 CMG 를 활용한 2 륜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CMG 를 사용함에 있어 

Flywheel RPM 의 피드백 제어까지 이루어진다면 더 

안정한 제어 시스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향후에 Lidar 를 장착하여 자율 주행을 도모함으로써 

완전한 실생활형 서비스 로봇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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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Headless Control, Sphere Wheel, Inverse Kinematics

1. 서 론

마트나 공항과 같은 사람이 많아서 복잡하고 비좁은 공간에서 부피

가 큰 카트를 사용하기 매우 힘들며 사람이 직접 운전하기가 매우 까

다롭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구형의 바퀴를 이용한 다용

도 볼 봇 카트로서, 이런 불편하고 좁은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전 방

향 구동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무선 조종으로 작동 할 수 있게끔 한다. 

또한 Headless기술을 구현, 사용자가 향하는 방향에 맞추어 로봇

이 작동이 됨으로서 사용자가 직관적이고 쉬운 조종이 가능하게 한다. 

2. 기구의 기능 및 이론

완성된 기구의 무게는 16kg이며, 현

재 사양에서는 최대 5kg정도의 짐을 실

을 수 있다. 

기구는 3개의 DC모터에 부착된 옴니 

휠(Omni Wheel)을 사용하여, 움직인

다. 기구 자체의 속도와 방향에 해당하

는  옴니 휠의 방향과 속도를 Inverse 

Kinematics를 통해 계산해준다. 이 계

산 값들을 바탕으로 기구의 속도와 방향

을 제어해준다. 각 모터의 속도와 방향 제어

는 DC모터에 부착된 자기식 엔코더와 

LS7366 quadrature chip을 이용한다.

Fig. 1. Sphere Wheel Robot

 

Fig. 2. Inverse Kinematics Modeling
 
 기구의 구동은 3개의 옴니휠과 구형 바퀴 사이에 Inverse Kinematics를 

계산해 구동한다. Fig.2에서 은 구형 바퀴의 반지름, 은 옴니휠의 반지름, 

    는 구형 바퀴의 각속도,   는 각 옴니휠

의 각속도,  는 옴니휠과 구형 바퀴의 접촉점, 는 의 단위 선속도 

벡터, 는 점점과 구의 중심의 천청각이다. 이때 는 구가 진행하는 

선속도()와 진행 방향( )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관계식(1)를 알 수 있고 좌표계 변환 행렬식 Fig.3을 얻을 수 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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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verse Kinematics Matrix

 Headless는 조종기의 앞 방향이 기구의 앞 방향과 일치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서는 절대 좌표를 기준으로 각각에 방향에 상대값이 필요하다. 

Headless기술 구현을 위해 지자기 센서를 조종기와 기구에 각각 부착하였다. 

두 개의 센서가 나타내는 각각의 북방위 각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기구가 

사용자가 바라보고 있는 앞 방향을 인지하는 것이다. 이 값은 에 추가되어 

식(1)과 함께 사용된다.

3. 결과 및 고찰

 Fig. 4. Raw Magnetic and Compensated Magnetic Data Graph

 Headless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자기 센서값으로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 

정확성을 위해 x,y축 센서값을 기반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Fig.4와 같이 

나온다. Fig.4를 살펴보면 Raw Magnetic Circle 그래프는 타원의 중심이 

0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센서값을 통해서 북방위각을 구하면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Hard iron effects를 적용하면 타원의 중심을 0점에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정 작업을 통해 위해 Hard Iron Effects 

Magnetic Circle와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기구과 

조종기에 북방위각도 차이를 통해 Headless를 구현 할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값을 통해 Headless를 구현하여도 기구의 앞 방향과 조종기

에 앞 방향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지구 자기장을 바탕으로 북방위 각도를 얻을 때, 주변 사물로 인해서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거나, 방향이 휘거나, 사용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북방위 각도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 때문이다. 또한 센서의 기울어짐에 따른 오차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자기 센서 외에 자이로, 가속도, gps 

센서를 이용하여 여러 필터와 보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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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Recently, many researchers have considered CuNWs as excellent candidates for 

TCEs because Cu has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low cost and mass reserve. Wiley 
et al. developed a nitrocellulose-based ink to optimize the Meyer rod coating of 
copper nanowires. Although CuNWs were evenly distributed on the film, expensive 
post treatments such as plasma cleaning and tube furnace annealing need to be used 
in order to make it electrically conductive. On the other hand, the commercial 
applications of CuNWs in touchscreen market are still limited because of the 
CuNWs film patterning ability. Very little work has been done on developing 
patterning techniques for metal NW, especially CuNWs based transparent 
conductors. Dry transfer, chemical etching and photolithography techniques were 
reported of nanowire structure modification, but these processes are high cost and 
complex. 

In this study, we introduce a simple selective laser ablation of CuNWs percolation 
network using nanosecond (ns) pulsed laser to fabricate a patterned transparent 
conductor. Through scanning the laser spot at low or high pulse repetition rates, a 
microhole array or a continuous ablation line is readily produced on the metal NW 
percolation network to tune the properties of the resultant percolation network or 
create a desired pattern at micro-scale. 

 
2. Method 

 
A nanosecond-pulse ytterbium-doped fiber laser (YLPM-1-4x200-20-20) 1064 

nm is consequently focused (17 µm) on the Ag NW percolation network to 
selectively ablate CuNWs to form transparent conductor with an arbitrary pattern. 
For the scanning, angle and scanning speed of the laser beam is altered by a scanner 
(Scanlab) which consists of two electrically driven galvanometer mirrors, while f-
theta lens with f = 100 mm is utilized as a focusing optics to ensure the uniformity in 
the beam profile at the sample surface over a large area. The pulse repetition rate of 
the current laser can be controlled from a single-shot to 1000 kHz, and we select two 
different repetition rates at 1.6 KHz and 60 KHz as representative values for low and 
high repetition rates. All the laser system and scanner were attached on a 3 coordinate 
CNC machine in order to adjust the focal plane of scanner.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Figure 1(c) shows the sample of CuNWs ablated by single shot. CuNWs in a 

circular area of 17µm was ablated without any damage of substrate. A micro array 
was generated in case using laser pulses at the low repetition rate (1.6 KHz) was 
shown in the Figure 1(b). Similarly, a continuous ablation line can be obtained by 
scanning the focused laser beam at a higher repetition rate to overlap the area stroked 
by the laser pulses as shown in Figure 1(a). At the high repetition rate (60 kHz), the 
overlapped laser pulses create a continuous ablation line whose width can be 
controlled by the pulse energy, or the average laser power. When average laser 
power more than 0.96 W, the percolation network is perfectly ablated 

 
Fig. 1. Microscope images of (a) an ablation line created by series of 

pulses at the high repetition rate, (b) microhole arrays created 
by series of pulses at the low repetition rate, and a single 
microhole generated by a single shot 

 

Fig. 2. Measure linewidth of laser ablation line at different laser 
power (0.96 ∼ 4.8W) at the scanning speed of 10 mm/s. 

 
The relationship between average laser power and the line width was described on 

Figure 2. In another hand, the percolation network is not completely ablated if 
average laser power was less than 0.96 W. By changing the Z axis of CNC machine, 
the laser can focus on the exact focal plane. In this case the underlying glass substrate 
is occasionally damaged at the laser power > 4.8 W, and therefore the maximum 
width that can be ablated with a single scanning is limited to ∼37.6 µm. The 
maximum width can be expanded by defocusing the laser intentionally. Finally, 
CuNWs was ablated continuously to make a 1 x 1 mm square area of electrode in 
several seconds (Figure 3). 

 
Fig. 3. A 1 x 1 mm square area of ablated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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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D 프린팅은 과거 간단한 목업 및 시제품 제작에 그쳤던 활용에서 
현재는 바이오, 자동차, 항공, 의류 등 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이용되

고 있다. 이 중 FDM 3D 프린팅은 다양한 재료의 적용이 가능하고 조
작이 간편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어진다. 일반적으로 FDM 3D 프린팅

에 사용되는 고강도 재료는 폴리카보네이트가 사용 되지만 맹독성의 
비스페놀 A와 포스겐 가스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옥수수 전분에서 
원료를 추출한 친환경 폴리카보네이트가 개발 되었다. 새로이 개발된 
재료는 다양한 활용을 위해 최적 공정 확립 및 강도 분석이 필수적이

다. 또한 FDM 3D 프린팅 적층물은 노즐 온도, 압출량, 챔버 온도 등에 
따라 조형물의 품질이 좌우되며 적층하는 방향에 따라 조형물의 강도

가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온 FDM 3D 프린팅을 이용

하여 새로이 개발된 Bio-based PC의 최적 출력 공정을 확립하였다. 

2. 사용 재료 
 

일반적인 FDM 3D 프린팅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PLA, ABS, PA6등이 있
다. PC, PEEK 등과 같이 높은 열이 요구되는 재료는 보편적인 FDM 3D 
프린팅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일반적인 Fossil-based PC의 경우 비스페놀 
A와 포스겐 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옥수수 전
분에서 추출한 Bio-PC가 개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ossil-based 
PC가 약 80% Bio-based PC가 약 20% 블렌딩 된 재료를 사용 하였다. 
 

3. 챔버 온도 최적 공정 
 

FDM 3D 프린팅에서 소재의 변형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적층되는 소
재가 천천히 고화 될 수 있도록 챔버 온도를 일정 온도 이상으로 유지시

켜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ASTM D955의 시편을 이용하여 
Bio-based PC를 챔버 온도에 따라 출력하였으며 최소 변형 챔버 온도를 확
립하였다. 챔버 온도에 따른 적층물은 Fig. 1에 나타내었으며 챔버 온도가 
100℃ 이상일 때 소재는 변형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Bio-based PC 출력

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챔버 온도는 100℃이상이 필수적이다. 
 

 
Fig. 1 Shrinkage test according to chamber temperature 

 

4. 노즐 온도 최적 공정 
 

FDM 3D 프린팅 적층물의 경우 노즐온 도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좌우

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즐 온도에 따라 시편을 출력하였으며 각각의 표

면거칠기를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였다. Fig. 2에는 Bio-based PC의 노
즐 온도에 따른 표면거칠기를 나타내었다. 노즐 온도가 240~260℃ 일 때, 
우수한 표면 거칠기를 보였다. 온도가 낮을 경우 압출이 원활하지 않아 
표면거칠기가 증가하였으며, 온도가 높을 경우 소재의 점도가 낮아져 
Layer 간 오버랩이 증가하여 표면거칠기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 된다. 

 
Fig. 2 Surface roughness according to nozzle temperature 

 

5. 인장강도 실험 
 

챔버 온도와 노즐 온도 최적 공정을 통해 확립한 조건을 이용하

여 ASTM D638 tpye.1 규격에 의거하여 인장 시편을 제작하였다. 챔
버 온도는 100℃ 로 진행하였으며 노즐 온도는 240~260℃으로 진
행하였다. Fig.3과 같이 Longitudinal 방향 시편의 강도와 Transverse 
방향 시편 강도를 나타내었다. Longitudinal의 경우 노즐 온도에 따
라 유사한 강도를 나타내는 반면, Transverse의 경우 노즐 온도 증가

에 따라 강도가 상승하였다. 

 
Fig. 3 Tensile strength according to nozzl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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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투명 치아 교정 장치(이하 교정 장치)는 플라스틱 기반 투명 소재를 

치열 형태로 제작한 후 환자가 이를 착용하여 치아를 이동시키는 제품

으로 열가압성형(Thermal Press Forming)을 통해 제작된다. 적합한 

교정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의 두께 제어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FEM을 이용하여 투명치열교정 디바이스의 두께와 성형

공정인자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성형공정인자 선정

열가압성형은 시트를 유리천이온도 이상까지 가열하여 이후 공압으

로 정해진 시간 동안 가압하는 공정이다. PETG 소재 대상의 성형공정

해석을 위해 소재의 점성 모델은 식(1)과 같은 Power-law 모델을 사

용하였으며, 기본물성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사용하였으며([1], [2]), 3
장에서 기본 물성값에서 물성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식
(1)중 는 consistency factor, 는 natural time, 은 power-law 
index이다.

                      (1)
이 외에 성형공정 중 디바이스의 두께 분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

는 인자는 초기 시트가 고정되어 있는 클램프가 가압 중 내려올 수 있

는 한계점인 스토퍼의 높이(height of stopper), 클램프 높이 (height 
of clamp), 성형(가압) 속도(forming speed) 등이다. 소재 관련 물성 

3가지와 성형공정 인자 3가지를 선정하여 디바이스 두께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3. FEM 해석 및 결과

유한요소해석(FEM)에는 Ansys Workbench Polyflow가 사용되었

으며, 성형온도와 가압은 각각 175℃, 4bar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였

다.(Fig 1.) 6가지 성형공정 인자를 변화시켜 해석을 수행하여 최종 디

바이스 형상을 얻었으며, 두께 분포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디바이스의 

외면(순측면, 입술에 가까운 면)에서 2개 지점(a, b)과 내면(설측면, 혀
쪽에 가까운 면)에서 2개 지점(c, d)을 각각의 곡면의 1/4, 3/4 지점을 

표시하고, 해당 노드의 두께를 인자별로 측정하였다.(Fig 2.)   

Fig. 1. Results of FEM analysis

Table 1 Influence of material parameters on thickness of device
       Point

 Parameter a b c d Mean deviation[%]

K 0.2 -0.5 -0.3 -0.6 0.40
λ -0.2 -1.6 -0.07 -0.7 0.64
n 3.3 1.3 -0.7 0.5 1.45

Height of stopper -16 -18 -0.01 -0.60 8.65
Height of clamp -1.2 -1.4 -0.52 -0.50 0.91
Forming speed -13 -9.8 -1.90 -1.50 6.55

 

Fig. 2. Results of FEM analysis
 

성형인자를 소재물성 관련 인자와 성형공정 인자로 나누어 각 인자

변화에 대한 두께 변화를 Table 1, Table 2에 나타내었다. 소재관련 

인자의 경우 (power law index)이 디바이스 두께 변화에 가장 큰 영

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다.
성형공정 인자의 경우 전반적인 두께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으

며 점성모델인자 대비 디바이스의 순측 두께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

다. 이에 대하여 클램프 높이가 가장 민감하였고, 클램프 높이의 영향

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순측의 곡면이 설측에 비해 매우 가파른 경사

도의 형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소재 물성 및 성형공정 인자 변화에 대한 디바이스

의 두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 연구를 통해 원하는 디바이스 

두께를 획득하기 위한 적절한 성형 인자 조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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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직공학을 위한 조직재생기술로 3D 제조 시스템 기술을 이용한 바

이오프린팅 분야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선행 논문에서

는  하이드로젤인 알지네이트와 Polycaprolactone(PCL)을 이용한 구

조물을 제작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파라미터의 최적화를 진행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나노섬유의 수축 감소 효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나노섬유의 특성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타입의 

효과를 확인하고 제작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2. 나노섬유의 수축 감소 효과 실험

본 형상 정확도 효과를 위한 실험은 바이오 3D 프린팅의 각 기판의 

조건들로 접촉각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되어진 생체적

합성 제료인 알지네이트젤은 알지네이트 0.3 g, CaCl2(1%) 1.5 ml, 
배지 8.2 ml를 혼합하였고, Feed rate 20 ml/h, Velocity 6 mm/s로 

프린팅하고 5%의 CaCl2로 가교하였다. 나노섬유는 Feed rate 1 ml/h, 
전압 11 kV로 Needle tip과 기판의 거리 15 cm 로 약 2 min 동안 

전기방사하였다. 알지네이트 프린팅과 PCL 전기방사에 사용된 

Neddle diameter는 각각 0.5 mm, 27 G로 고정하였고, 10 ml 실린지

를 이용하였다. 알지네이트 프린팅 기판은 각각 PDMS, PDMS + 
Fiber로 진행하였다. 2D printing 실험에서는 20 x 20 mm2으로 1 
layer만 프린팅 해 주었고, 3D printing 실험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5 
layer를 적층하였다. 각 layer 사이에는 4 층의 나노섬유를 끼워넣어 

주었다. Fig. 1에 실험에 사용된 장비를 나타내었다. 

Fig. 1. Experimental setup

3. 결과 및 고찰

Fig. 2. Contraction observation of alginate 2D printing

Fig. 3. Contraction observation of alginate 3D printing

(a) Width at PDMS without 
nanofiber of 2D structure

(b) Width at PDMS with nanofiber 
of 2D structure

(c) Width at PDMS without 
nanofiber of 3D structure

(d) Width at PDMS with nanofiber 
of 3D structure

Fig. 4. Width graph according to substrate

Fig. 2, Fig. 3은 각각 알지네이트를 1층, 5층 적층하여 가교시켜 수

축을 관찰하였다. 왼쪽부터 차례로 PDMS위 프린팅 가교 전, 가교 후, 
PDMS+Fiber 위 프린팅 가교 전, 가교 후의 사진이다. 그 결과 Fig. 
4 (a)와 (b)는 2D 형상으로 프린팅 한 후 가교 전과 가교 후의 Width
를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c)와 (d)는 알지네이트를 5층 프린

팅하며 나노섬유를 끼워 넣어 3D 형상으로 구조물을 제작 한 후 가교 

전과 가교 후의 Width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Fig. 4 (a)에서는 (b)에
서보다 Width가 크게 수축함을 확인하였고, 오차막대의 크기 비교를 

통해 수축 시 불균일한 수축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와 (d) 또한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PDMS위에 전기방사한 나노섬유

가 알지네이트의 가교 수축에 있어 마찰저항의 효과로 과도한 수축을 

방지하고, 비교적 고른 수축을 일으켜 알지네이트 프린팅 구조물의 형

상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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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D 프린팅과 스캐닝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 및 연구분야에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Wearable 
Electronics 및 Human Interface System에서는 기존 기술에서 충족시키

기 힘들었던 인체의 복잡 형상을 모사를 3D 프린팅과 스캐닝 기술

을 통하여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손목 형상을 모사하여 마
찰전기를 이용한 에너지 취득 및 인체 신호 감지 시스템을 구현하

고자 한다.  
 

2. 3D 프린팅 및 스캐닝 공정 
 

본 3D 스캐닝 공정에서 사용한 3D 스캐너는 Artec 사의 Spider 장
비로 사용자의 손목 부분을 스캐닝을 진행하였고 3D 스캐닝 데이

터를 3D 프린팅이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 및 최적 설계를 통하여 
디바이스의 상하부 기판을 설계하였다. 3D 프린팅 공정에서 사용한 
3D 프린터는 Stratasys 사의 Objet Connex 3 장비로 사용한 재료는 유
연 재료인 Tango Plus와 강성 재료인 Vero White를 혼합한 Shore A 55
의 경도의 혼합재료를 사용하였다. 혼합재료는 자중에 의해 형태가 
변화하지 않으면서 유연한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하였다. 
 

             

   (a) 3D Scanning, Artec          (b) 3D Printer, Stratasys 
Fig. 1. Experimental equipments 

 
 

3. 에너지 취득 및 인체 신호 감지 시스템 제작 
 
 본 논문에서 개발한 마찰전기를 이용한 에너지 취득 및 인체 신

호 감지 시스템의 제작 공정은 Fig. 2에 나타내었다. 3D 프린팅 공정으

로 제작한 상부 파트는 Au sputtering을 통하여 전극을 형성시켰으며, 
Silver paste를 이용하여 배선작업을 하였다. 하부 파트는 Al layer를 통
하여 전극을 형성시키고 나노 섬유(PVDF TrFE)를 배치하여 마찰 전
기의 효율을 증대시켰다. 또한, Soft Substrate(Foam tape)를 하부 파트와 
Al layer간에 배치하여 추후 맥박 측정 시험 시의 압박 부여에 대한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Fig. 2. Schematic figure of process of Triboelectric device 

 

4. 인체 신호 감지 실험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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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results of pulse sensing test 

 
 본 논문에서 개발한 마찰전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손목에 부착

한 뒤 손목보호대를 통하여 추가 압박을 부여하여 맥박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측정 신호는 블루투스 신호수집 모듈을 통하여 PC로 전
달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디바이스는 인체의 미세한 생체 신호

인 맥박 측정을 성공적으로 측정하였고, 결과는 Fig. 3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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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압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압전 방식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고갈되어 가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현재의 에너지 생산방식에 

대한 대비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체에너지 발전 기술 중 하나이다. 
또한 압전 현상은 일정한 압력이 주어지면 그에 비례하는 전기적 신호

가 출력되는 특징 때문에 센서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와 비교하면, 입력 신호에 비해 출력신호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디바이스의 크기를 증가시키면 출력 신호도 증가

하지만, 소형화 측면에서 큰 단점을 가지게 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크

기를 증가시키지 않고 압전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압전 매트릭스와 

전극의 새로운 내부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압전 층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압전 물질인 

poly[(vinylidenefluoride-co-trifluoroethylene] [P(VDF-TrFE)]을 전
기방사 공정을 이용하여 압전 층으로 제작하였다. 전기 방사를 이용한 

압전 층은 극성을 주기위한 추가적 공정이 필요없고, 나노섬유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전기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다공성 특성으로 인

해 신축성이 높아 전극과의 유연한 결합이 가능하다. 전기방사의 실험

조건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Experiment condition of electrospinning

3. 전극 층

압전 층을 둘러싸는 전극 구조에는 주석과 구리로 이루어진 마이크

로 비드를 삽입하여 압전층과 결합시에 주기적인 굴곡을 가질 수 있는 

형태를 제작하였다. 다공성의 압전 층은 Fig 1.에 나타난 것처럼 전극 

층과 결합 시에 해당 굴곡을 그대로 따라 변형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1. Cross section of piezoelectric matrix and electrodes

Material P(VDF-TrFE) (70:30)
Concentration 14%w/v

Solution DMF (4) : Acetone (6)
Feed rate 60ul/min

Tip to collector 

distance
200mm

Applied voltage 12kV
Spinning time 30min

4. 해석 및 결과

비드구조로 인해 압전 매트릭스와 전극은 주기적 굴곡을 가진 결합

을 하게 되었고, Fig 2. 와 같이 FEM 해석을 통하여 분석 한 결과 여

러 가지 모드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Fig 
3. 과 같이 실제 압전특성 성능 비교 결과, 비드구조가 있는 압전 디바

이스의 경우, 비드구조가 없는것과 비교하여 출력 전압 기준 3배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2. Result of FEM simulation

Fig. 3. Output data of 2 type nanogenerator; without bead structure (black), 
with bead structure (red)

6.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압전 디바이스의 전극 층에 마이크로 비드 구조를 삽

입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압전 층과의 결합시에 주기적인 굴곡이 발생

하도록 하였고, 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밀착성의 증가와 다양한 변

형모드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압전 특성 실험을 수행하여 

비드 구조가 압전특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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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시장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크게 증대되면서 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신축성 소자에 관한 관심도 

크게 증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신축성 소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한 신축성을 가지는 전도체를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최종적으로 상기의 전도체를 

이용하여 신축성 발열체(heater)롤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신축성 전도체 개발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브를 전도성 물질로 사용하고 이를 신축

성이 뛰어난 PDMS와 복합화 함으로써 신축성 전도체를 제작하는 실

험을 진행하였다. 높은 전도성을 가지는 탄소나노튜브 복합체를 제작

하기 위하여 탄소나노튜브를 수용액에 분산하여 감압여과(vacuum 
filtration) 방법을 통하여 탄소나노튜브 필름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탄

소나노튜브 필름위에 신축성 고분자소재인 폴리디메틸실록산

(polydimethyl siloxane, PDMS)로 덮어 탄소나노튜브 필름사이로 침

투(infiltration)시켜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제작되어진 전도체의 신축 

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x축 스테이지를 이용하여 인장 및 굽힘과 

같은 기계적 변형하에서의 저항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신축성 

전도체를 저항 발열체(ohmic heater)로 활용하여 신체에 부착할 수 있

는 신축성 히터로 적용하였다.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fabrication process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제작된 복합체가 잘 제작되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하

여 복합체의 단면을 SEM 이미지로 분석하였다. Fig. 2는 각각 탄소나

노튜브 필름의 단면, 탄소나노튜브/PDMS복합체의 단면의 SEM이미

지이다. 탄소나노튜브 필름에서의 SEM 이미지를 보게되면 탄소나노

튜브 사이사이의 빈 공간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를 

PDMS와 복합화 하게되면 PDMS가 탄소나노튜브 필름에 침투하면서 

빈 공간을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SEM images of the CNT films and CNT/PDMS composite

Fig. 3. Electrical and heating properties of the composite

Fig. 4. Relative temperature changes of the CNT/PDMS composite heaters 
as a function of strain

Fig. 3은 복합체의 전기적, 히터로서의 성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다. Fig.3 (a)를 보게 되면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두께가 두꺼워질수

록 저항이 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그래프를 보면 두꺼

울수록 인장 시 저항의 변화가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c)와 (d)는 

저항체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Joule’s heating을 하였을 때를 나타낸 

것이다. 저항이 더 낮을수록 낮은 전압에서 더 높은 온도로 증가되는 

것을 그림에 나타난Joule’s heating 식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또한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낮은 전압에서 더 높게 온

도가 상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작한 복합체는 

전압을 가해주었을 때 10~20초 사이에 목표하는 온도까지 빠르게 상

승하는 것을  Fig.3 (d)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Fig. 4는 인장 시 

발열체의 성능을 확인한 것으로, 70 % 인장 시 30 %내외의 온도변화

를 보여주어 안정적으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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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식 팽창탱크 내부압력 안정성 평가

최대근1, 안구열1, 노정관2, 이혜진1*

An Evaluation of Internal Pressure Stability with Closed Expansion Tank
D. K. Choi*, G. Y. An, J. K. Roh, H. J. Lee*

한국생산기술연구원1, 신창실업(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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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밀폐식 팽창탱크는 탱크 내부에 다이아프램을 설치하고 질소가스를 

충전하여 압력 감소 및 외부공기혼합을 차단하여 배관부식을 방지하

며 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밀폐식 팽창탱크 내부의 형상설계를 

통해 동일 압력에서 변형량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밀폐식 팽창탱크의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자 하였다.

2. 본 론

본 밀폐식 팽창탱크는 현재 개발중인 제품으로 기존형상에서의 변

형률이 탱크의 높이 45mm의 10% 이내인 4.5mm이하여야 안정적으

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탱크 내부에 걸리는 압력은 0~5bar로 가해

주었으며 0.5bar 단계로 증가시켜가며 확인하였다. 

 

Fig. 1. prior model Simulation results

해석결과, 약 2.6bar에서 4.5mm의 변형이 나타났으며, 최대 압력 

5bar에서 8.67mm의 변형을 나타내었다. 기존의 설계로는 요구압력의 

50%의 압력에서 허용변형량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Fig. 2와 같이 밀폐식 탱

크 내부에 타원구조, 평행구조, 수직구조를 적용하여 형상을 설계하였

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2. modified modeling(left: ellipse, center: horizontal, right: vertical)

3. 결과 및 고찰

Fig. 3. Simulation results of modified model (left: ellipse, center: horizontal, 
right: vertical)

pressure
(bar) 1 2 3 4 5

Original 1.73 3.47 6.2 6.94 8.67
Ellipse 0.92 1.85 2.77 3.7 4.62

Horizontal 1.57 2.36 4.72 6.29 7.86
Vertical 0.89 1.79 2.68 3.57 4.47

Table 1 Comparison of Total Displacement (mm)

Fig. 4. Simulation results of modified model

Fig. 3 (a), (b), (c) 는 기존 밀폐식탱크에 타원구조, 평행수조, 수직

구조형상을 적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1과 Fig. 4는 기존모델을 포함하여 형상수정된 모델의 유한요

소 해석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테이블과 그래프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기존모델과 평행구조의 경우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타원구조와 수직구조의 경우, 변형이 기존형

상대비 약 45%감소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두 형상의 경우, 최대변

형률 목표인 10%에 근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밀폐식 

팽창탱크의 내부 구조를 타원구조 또는 수직구조를 적용하여 설계한

다면, 기존보다 50%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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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구치법을 이용한 알루미늄 합금의 방열 부품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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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aluminum alloys for heat radiation components using taguchi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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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산업에서 고출력화/고성능화/고
집적화는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주요 특성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과도

한 열 발생은 관련 부품 및 시스템의 성능 및 신뢰성에 지속적인 문제

를 야기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열 부품 제조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구치법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합금의 방열 부품 적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방열 부품용 알루미늄 합금 연구

본 알루미늄 합금의 방열 부품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JMatPro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합금의 phase 및 열적 특성을 1차적으로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구치법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합금 조성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조성에 따른 개발 합금의 기계적 열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개발 합금 Al-Si-Mg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

조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AlDC 12를 기준으로 Spiral mold를 이

용한 유동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방열 부품 소재의 열전도성 뿐만 아니라 형상 및 구조 또한 방열 부

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조에 따른 열전달 수치해석을 진행하

였다. 수치해석의 조건은 Fig. 1과 같며, Case는 상온으로 자연대류 조

건으로 설정하였다. IC Chip은 Junction Temperature를 고려하여 

100℃로 설정하고 TIM(Thermal Interface Material)을 통해 Case로 

전도되도록 하였다. 

Fig. 1. Heat Transfer Numerical Analysis Setup

3. 결과 및 고찰

다구치법을 이용하여 선정된 합금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JMatPro를 2차 분석하였다. 

Fig. 2. Thermal conductivity analysis using JMatPro

Fig. 2는 JMatPro를 이용하여 열전도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개발 합

금의 열전도성은 기준 시료인 ALDC 1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며, ALDC 12와 개발 합금의 Mg, Si, Mn 함량의 차이가 열전도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Fluidity of aluminum alloys

유동성 실험 결과(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합금 중 조건 7이 

가장 높은 유동성을 보였으며, ALDC 12 대비 87.8%의 유동성을 나

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전도성과 유동성을 종합 분석 하였을 때 

ALDC 12에 비해 높은 열전도성을 가지며 ALDC 12에 준하는 유동

성을 가는 조건 7을 최적 알루미늄 합금으로 선정하였다.

(a) w/o Heating (b) Heating Time : 30sec

(c) Heating Time : 60sec (d) Heating Time : 120sec
 Fig. 4. Result of Heat Transfer Numerical Analysis(Commercial Alloy)

Fig. 4는 기존 상용합금에 대한 열전달 수치해석 결과이다. (a)~(d)
는 IC Chip을 100℃로 인가하는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수치해석은 180sec 동안 진행하였으며, 120sec이후에는 수렴된 결과

를 나타냈다. 향후 개발 합금의 실질적인 열적 특성과 실제 방열부품 

case 구조를 적용하여 열전달 거동을 수치해석 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1) M. Di Sabatino et. al., A REVIEW ON THE FLUIDITY OF 
AL BASED ALLOYS, Metallurgical Science and Technology. 

(2) S. G. Shabestari et. al., Effect of copper and solidification 
conditions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l–Si–Mg alloys, Journal of Materials Processing Technology 
153–154 (2004) 193–198.

314



한국생산제조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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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V 어레이의 설치 시 직접적인 음영의 영향은 음영이 발생하는 모듈 수

와 셀과 노광 결함 보호의 연결 상태 및 음영의 농도와 공간적 분포 및 시

간대별 음영이 발생하는 경로 등이 출력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출력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PV 어레이의 연결방법과 위치 및 배

치상태의 개선이 중요하며 이에 태양광의 조사량과 발전 효율을 예측할 수 

있다.

2. 본 론

PV 어레이의 음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 중 하나는 바이패

스 다이오드를 설치하는 것이다. 인버터의 입력 전압에 따라 PV 어레이의 

연결방법도 결정되기에 PV 어레이의 음영과 특성곡선의 변화를 측정하여 

전력 최대점의 변화를 관찰하여야 한다. 음영이 없거나 낮을 때는 가능한 

발전량은 PV 어레이 구성과 독립성에 있으며 시스템의 음영을 막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듈을 병렬로 연결하면 전력손실 및 발전량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PV 어레이는 특정면적의 이용에 따라 변화하는데 

모듈열의 거리와 모듈 폭과의 관계식으로 정의된다.

                        


모듈열의 거리는 경사각과 음영각 및 모듈 폭으로 정의된다.

             ×sin
sin

 
태양광 패널의 노광 결함보호의 조건에 따른 발전 출력의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음영 영역과 바이패스 다이오드의 조건을 여러 단계

로 드리워 실험함으로 발전 출력과 전류를 측정하고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Multi New & Renewable Energy Trainer, 모니터링 시스템, 열적외선 카

메라, 저항기, 태양광 발전기 등을 사용하였다.
               

3. 결과와 고찰 

Table 1 Measured data in protection conditions of exposure defects 
corresponding to shading area

Normal Condition Shading Condition 
Condition of Exposure 

Defects

V P I V P I V P I

37.8 0 0 35.5 0 0 36 0 0

32.6 81.5 2.9 5.6 1.68 0.3 17.4 27.84 1.6

30.3 93.93 3.1 5.4 2.16 0.4 17.2 30.96 1.8

23 71.3 3.1 3.9 1.56 0.4 16.7 38.41 2.3

14.8 45.88 3.1 2.1 0.84 0.4 12.9 37.41 2.9

7.6 24 3.2 0.6 0.24 0.4 7.8 22.62 2.9

0 0 3.3 0 0 0.4 0 0 3.1

0 0 3.3 0 0 0.4 0 0 3.4

Fig. 1. V-I Curve on exposure defect protection 

Fig. 2. P-V Curve on exposure defect protection

Fig. 3. Photovoltaic test equipment

솔라 모듈의 일부의 셀에 음영이 발생하여 셀의 기능을 실현하지 못

하면 그 부분은 역방향 다이오드로 동작하여 전류를 흐르지 못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셀들에게도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함으로 열점(Hot 
Spot)d이 발생하여 솔라 모듈의 효율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셀의 수명

도 단축시킨다. 따라서 음영이 생기거나 이상 동작으로 인한  열점이 

발생하면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병렬로 구성하여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통하여 전류의 흐름을 우회 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가 있고 특성 실험 결과를 통하여 측정된 데이터와 특성곡선을 

이용하여 발전 효율의 최적의 상태를 파악하여 태양광 패널로 인한 음

영의 영향이 최소화하고 노광 보호 특성이 최적화 되도록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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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패널의 음영 영역에 따른 태양광 발전 특성 부분 분석

김도선*

 Analysis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Characteristics Corresponding to the Partial Shading 
on Photovoltaic Modules

D.S. Kim*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전기과

Key Words : corresponding to shading area, open-circuit voltage,short-circuit current 

1. 서 론

최근 태양광에 대한 PV 어레이의 설치 시 직접적인 음영의 영향을 받으

면 에너지의 손실이 커질 뿐 아니라 정상적인 발전에 방해가 된다. 셀 가까

이에 있는 물체가 만드는 온 음영으로 인하여 60%∼80% 정도 에너지가 

감소하고 음영의 정도에 따라 에너지가 감소하는 손실을 나타낸다. 셀 전류

는 셀에 입사되는 태양광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기에 셀에서 발생한 음영의 

영향은 직렬로 구성된 다른 모든 셀에 의해 발생되는 전류를 감소시킨다.

2. 본 론

음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해물과 PV 모듈의 간격을 최적거

리를 띄워야하며 최적거리() 계산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

         

  ×
≈

 ×

                   단, a ≪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 :    ×

(태양의 지름) :    ×

이상의 조건을 대입하며 최적거리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

또한 방해물이 만드는 그림자의 각도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tan 
 

 ∴  arctan 
 

  arctan
∆



: PV모듈과 나무거리 ∆: 모듈하단부에서 나무 꼭대기까지 거리

∆      : 정남방향과 나무가 이루는 각도(방위각) 
태양광 패널의 음영에 따른 발전특성을 부분 분석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에 음영의 영역을 여러 단계로 드리워 실험함으로 발전전압을 측정하고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Multi New & Renewable Energy Trainer, 모니

터링 시스템, 태양광 발전기 등을 사용하였다.
               

3. 결과와 고찰 

Table 1 Measured PV voltage-current data corresponding to shading area
No　   Condition VOC ISC
1 No Shading 17.9 2.9
2 1 Cell Shading 17.8 2.8
3 1/3 Vertical Shading 16.7 0.8
4 2/3 Vertical Shading 15.5 0.6
5 1/4 Horizontal Shading 17 0.7
6 2/4 Horizontal Shading 16.1 0.6
7 3/4 Horizontal Shading 15.4 0.5
8 Full Shading 14.2 0.4

Fig. 1.  The open-circuit voltage corresponding to shading area    

 Fig. 2. The short-circuit current corresponding to shading area

  

Fig. 3. Photovoltaic test equipment
솔라 모듈의 내부의 셀은 직렬로 구성되어 있어 그림자의 영역이 온 

음영 일 때와 셀 정상상태와의 특성을 비교하면 온 음영 일 때는 개방

전압이 14.2[V], 단락전류는 0.4[A], 셀  상태가 정상 일 때는 개방전

압이 17.9[V], 단락전류는 2.9[A]로 음영의 영역이 커질수록 전류와 

전압의 감소가 커져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여 손실이 큼을 알 수가 

있으므로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음영의 근원을 제거하고 태양광 패널의 배치를 설치 지역의 년간 남중

고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배열 간에 태양광 패널로 인한 음영의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최적거리를 두고 설치하며, 인버터가 최적 조건하에서 

MPP을 찾도록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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