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가공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일정표
1. 일 시 : 2022년 04월 27일(수)~30일(토)
2. 장 소 :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
3. 학술대회 전체 일정
▣ 4월 27일(수)
일자

시간

장소

세미나실 4

12:00:~13:00

13:00~13:30

13:30~14:15

세미나실 5

*OS1
소형위성
발사체용
하이브리드
로켓엔진의
산화제펌프
공정개발
좌장: 김다혜
(생기원)

OP1

OP2

OP5

기계설계 &

시뮬레이션/

제어/자동화/

CAD/CAM/CAE

최적화

소음진동

좌장: 김현준
(경북대)

좌장: 김주한
(서울과기대)

좌장: 권현식
(동의대)

Break
OS2

14:30~15:00

15:00~15:45

다중재료

*OS4-1

적층제조 기반

지능로봇

소프트센서 및

인력양성

액추에이터

좌장: 김현희
(부경대)

좌장: 조정호
(충북대)

15:45~16:00

16:00~16:30
16:30~17:00
17:00~17:30
*Closed Session

세미나실 7

등록(컨벤션센터 지하1층 세미나 등록실)

14:15~14:30

04/27
(수)

세미나실 6

OP3
용접/특수가공,
제어/자동화/
소음진동
열유체, 유체기체
좌장: 박상후
(부산대)

OP6
적층제조 1
좌장: 김지언
(한국폴리텍대)

Break
OP4

*OS3
D-ENG 기반

*OS4-2

금형/절삭가공/연

뿌리산업 기술 및

지능로봇

삭가공

핵심 성과 발표

인력양성

NANO/MEMS/미

좌장: 김명일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좌장: 김현희
(부경대)

세가공
좌장: 전은채
(울산대)

OP7
적층제조 2
좌장: 심도식
(한국해양대)

▣ 4월 28일(목)
시간
09:00 09:30-10:30
10:30~11:00
11:00~11:30

내용

발표주제
등

록

포스터 A(Poster Presentation A)
절삭가공의 새로운 도전
Plenary

고태조 교수(영남대)

Talk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및 사례
이상훈 부사장(삼성전자)

안동규
(조선대)

컨퍼런스홀

포스터 B(Poster Presentation B)

조현철 수석연구원
(두산에너빌리티)
Invited

유기랭킨사이클 발전 시스템

Talk

국내외 현황 및 터빈가공

15:00~15:30

기술 이슈
김영원 수석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30~15:50

컨퍼런스홀 복도
박상후
(부산대)

컨퍼런스홀

이경창
(부경대)

컨퍼런스홀

이경창
(부경대)

컨퍼런스홀

이승재
(원광대)

컨퍼런스홀

이승재
(원광대)

컨퍼런스홀

Break
R2R 방식의 다기능 대면적 필름

15:50~16:20

연속 생산 기술
조영태 교수(창원대)
Invited
Talk

고함량, 고밀도, 고성능 세라믹
복합재 DLP 적층 제조
최해진 교수(중앙대)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안전성
평가용 로봇 설계 및 제작
정재일 교수(국민대)

17:30~

컨퍼런스홀

중식

14:30~15:00

16:45~17:15

조영태
(창원대)

컨퍼런스홀

금속 3D 프린팅 산업화 현황

16:15~16:45

컨퍼런스홀 복도

시상식 및 임시총회

12:00~13:20

04/28
(목)

장소

(컨벤션 센터 1층 컨퍼런스홀 앞)

11:30~12:00

13:30~14:30

좌장

경품 추첨 1

컨퍼런스홀 1층 복도

▣ 4월 29일(금)
시간

장소

09:00~09:30

세미나실 4

세미나실 5
*OS7
3D 프린팅

*OS5
농업로봇

특화 설계
기반 반도체

장비용 고성능
좌장: 윤해룡 열교환기 적층
(KIRO)
제조기술 개발
좌장: 이재욱
(생기원)
자동화

09:30~10:15

10:15~10:30

세미나실 6

세미나실 7

*OS12

OS9-1
창원대학교
스마트

세미나실 9

OS10-1

김재열

열유체-미세먼

전임회장님

지와 에너지

헌정세션

좌장: 육세진
(한양대)

좌장: 최철준
(한국전자
기술연구원)

OS10-2

*OS13

열유체-미세먼

탄소소재

지와 에너지

응용 연구

좌장: 육세진
(한양대)

좌장: 곽이구

제조기술
좌장: 김석
(창원대)

Break
*OS8

04/29
(금)

10:30~11:00

OS6
스마트
기계부품

11:00~12:00

12:00~13:00

좌장: 이정원
(조선대)

4차

OS9-2

산업혁명에

창원대학교

대응하는

스마트

기계분야의

제조기술

변화

좌장: 조영태
(창원대)

좌장: 최성대
(금오공대)

경품추첨 2
(컨퍼런스홀 1층 복도 앞)
OS11
제조혁신

13:00~14:30

엔지니어링
센터
좌장: 박상후
(부산대)

*Closed Session

※ 온라인 포스터 발표 및 캡스톤 디자인은 온라인 학술대회 홈페이지로 진행합니다.
▣ 4월 30일(토)
[OS14] 09:00~12:00, 세미나실 9 동력전달부품 설계기술

(전주대)

4. 학술대회 세부 일정
○ 04월 27일(수)
- 발표장: 세미나실 4
시 간
12:00~13:00

발표 주제

메탈 3D 프린팅 후공저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정 개발
소형위성발사체용 하이브리드 로켓엔진의
13:15~13:30
3D프린팅 전기펌프 개발

13:45~14:00
14:00~14:15

세션명

태상돈
(솔이엔티(주))
박경욱
(이노스페이스)

OS1

등록 및 접수

13:00~13:15

13:30~13:45

발표자

하이브리드 로켓

적층 제조 특화 설계기법을 위한
지식베이스 개발 및 활용

안재승
(인천대)

엔진의 산화제펌프

소형위성 발사체용 산화제펌프 헤드부품
적층제조 최적화를 위한 사전 연구
금속 적층제조 방식을 활용한
Ni계 적층소재의 물성 최적화 연구

안솔보름
(스타코)
김다혜
(생기원)

좌장: 김다혜

14:15~14:30

공정개발
(생기원)
*Closed Session

Break

14:30~14:45

다중재료 적층제조 기반의 소프트 센서 및
액추에이터

이인환
(충북대)

14:45~15:00

무전해도금과 전기화학도금을 이용한
구리-백금 2층구조를 가지는 전도성
나노섬유 네트워크의 분석

우현수
(포항공대)

15:00~15:15

소형위성 발사체용

초탄성 유한요소법과 딥러닝을 이용한
소프트 그리퍼 모델링

15:15~15:30

에폭시 기반 유연전기전도체 개발

15:30~15:45

고농도 CNT 복합체 전도성 필라멘트
개발 연구

김기성
(충북대)
이건호
(충북대)
김한솔
(충북대)

OS2
다중재료 적층제조
기반 소프트센서 및
액추에이터
좌장: 조정호
(충북대)

15:45~16:00
16:00~16:15
16:15~16:30
16:30~16:45
16:45~17:00
17:00~17:15
17:15~17:30
17:30~17:45

Break
CFD를 활용한 폴리우레탄 젤 인솔 제조
공정 모사
배터리 패키지 외장품의 양산 문제점
개선을 위한 사출 성형 해석
플랜지가 있는 커버의 다단굽힘공정
해석
플라스틱 책상 높낮이 조절 장치의 파손
방지를 위한 수치 해석적 연구
유해가스정화장치의 효과에 관한 수치
해석
이차전지 그리드 형상에 따른 전압 분포
비교 수치해석

황재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손일엽
OS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D-ENG 기반 뿌리
김호윤
산업 기술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안석호
핵심 성과 발표
(한밭대)
좌장: 김명일
권윤희
(KISTI)
(한밭대)
손영진
(한밭대)

- 발표장: 세미나실 5
시 간
12:00~13:00

발표 주제

발표자

세션명

OP1

등록 및 접수

13:00~13:15

방진장갑 감쇠층의 강성 변화에 따른
이력감쇠곡선 변화 관찰

윤성호
(금오공대)

13:15~13:30

수동 휠체어의 캐스터 형상에 따른
틸팅내구성 평가연구

정진석
(근로복지공단)

13:30~13:45

총 이온화 선량 시험에 대한 P 채널
MOSFET의 전기적 특성 변화 연구

최나연
(동의대)

13:45~14:00

자동차 서스펜션용 코일 스프링의
수치제어코드 생성 연구

신정규
(영흥)

기계설계 &
CAD/CAM/CAE
*좌장: 김현준
(경북대)

14:00~14:15
14:15~14:30

Break

14:30~14:45

LNG 연료공급 지능형 시스템용
3D 프린팅 센서 개발 연구

문현우
(문현우)

14:45~15:00

3D Lidar을 통한 실외 SLAM 및
Localization 알고리즘 개발

김지환
(부경대)

15:00~15:15

이미지 처리를 통한 수중 그물 파손
탐지 알고리즘 설계

백수연
(부경대)

15:15~15:30

소형 선박의 PM 저감 장치 개발

김상원
(부경대)

15:30~15:45

YOLOv5를 이용한 비전기반의
객체 탐지 실험

이여진
(부경대)

15:45~16:00

OS4-1
지능로봇인력양성
*좌장: 김현희
(부경대)
Closed session

Break

16:00~16:15

매니퓰레이터를 위한
심층강화학습 훈련 환경 설계

우다령
(부경대)

16:15~16:30

조도환경 변화에 강인한 전처리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박화정
(부경대)

16:30~16:45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이화영
(부경대)

16:45~17:00

아크 용접에서 용접부 모니터링을 위한
동기화기술 개발

문성준
(부경대)

지능로봇인력양성

스마트공장 적용을 위한 용접 모니터링
17:00~17:15
시스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정민찬
(부경대

(부경대)

17:15~17:30

경량화된 해시 체인을 적용한
CAN 메시지 인증 알고리즘 구현

장현준
(부경대)

17:30~17:45

모래지 노면 구성방식이
타이어 구름운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강지은
(부경대)

17:45~18:00

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타이어 모래지 노면 주행 시험

박수현
(부경대)

OS4-2
*좌장: 김현희
Closed session

- 발표장: 세미나실 6
시 간
12:00~13:00

발표 주제

발표자

세션명

등록 및 접수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 개발
충격하중에 의한 두께 1mm DP강의
단열해석 모델

김건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건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치적 방법을 이용한 모듈형
바이오가스 정제설비의 운전조건에
따른 성능 변화 분석

노정훈
(고등기술연구원)

시뮬레이션/최적화

13:45~14:00

수치적 방법을 이용하여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건식 스크러버 내열-유동
특성 분석

정희숙
(고등기술연구원)

(서울과기대)

14:00~14:15

수소의 충전 및 방출 시간에 따른
튜브스키드의 온도 분포 해석

이예승
(고등기술연구원)

13:00~13:15
13:15~13:30
13:30~13:45

14:15~14:30

우상희
(한국기계연구원)
이상우
(동의대)

15:00~15:15

레이저 표면처리가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및 알루미늄 합금의
접착 접합부에 미치는 영향

왕환
(서울과학기술대)

15:15~15:30

Flux Cored Wire(FCW)를 이용한
고경도 금형강의 와이어 아크 적층
제조에 관한 연구

김창종
(창원대)

15:30~15:45

AA6061 0.6mm 박판의 마이크로
마찰교반접합에서 공구회전수에
따른 결함 특성

김종현
(부산대)

14:45~15:00

15:45~16:00
16:00~16:15
16:15~16:30
16:30~16:45
16:45~17:00
17:00~17:15
17:15~17:30

*좌장: 김주한

Break
브레이크 마모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집진장치 개발
유동을 방해하지 않는 음향
메타 사일런서 제작

14:30~14:45

OP2

OP3
용접/특수가공
제어/자동화/
소음진동
열유체, 유체기체

Break
지능형 HMI 플랫폼을 이용한
공작기계 모니터링
궤적 구동 미세입자 분사가공 시
표면형상 가공특성 및 가공조건
Spike를 이용한 차세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술
등속 흡입 장치 노즐 형상에 따른
흡입효율에 관한 수치적 연구
굽힘 변형에 따른 유연소자의
크랙 거동 분석

이동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형태
(경남대)
황용민
(㈜센트랄테크)
유지홍
(고등기술연구원)
김동현
(울산대)

OP4
금형/절삭가공/
연삭가공
NANO/MEMS/
미세가공
좌장: 전은채
(울산대)

- 발표장: 세미나실 7
시 간
12:00~13:00

발표 주제

발표자

등록 및 접수

13:00~13:15

복합 구조 기어 시스템의 기어 전달오차 가진에
따른 샤프트 비틀림 진동 해석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권현식
(동의대)

13:15~13:30

커스텀 비전을 활용한 가리비 내 부착
다모류 판별 AI 모델 개발

김동현
(동의대)

13:30~13:45

Learning – based Motion Magnification을
이용한 진동 취약부 보완 설계

김지만
(동의대)

13:45~14:00

ADS 차량 평가법 개선을 통한 ADAS 설계

14:00~14:15

위상차 선정에 따른 설계 변수 연구

14:15~14:30
14:30~14:45

세션명

허상영
(동의대)
권윤정
(동의대)

OP5
제어/자동화/
소음진동
좌장: 권현식
(동의대)

휴식
DLP 3D 프린터 개발과 출력 방법

내열 공구강 DED 적층재의 결함
및 인장강도 평가
레이저 출력 및 WC 함량에 따른 레이저 유도
15:00~15:15 에너지 증착 기반 Inconel 718-WC 복합 코팅의
미세 구조 및 마모 거동
내부 격자구조를 가진 모재에 적층된
15:15~15:30
이종소재의 굽힘거동에 관한 연구
직접 에너지 적층 공정을 이용해 적층된
15:30~15:45 알루미늄 분말에 따른 경도 및 압축 특성에
관한 연구
14:45~15:00

15:45~16:00

성시헌
(인제대)
최성종
(안동대)
허산산
(부산대)
최국화
(한국해양대)

OP6
적층제조 1

김화정
(한국해양대)

휴식

16:00~16:15

고효율 Static Mixer 설계 및 혼합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백승호
(부산대)

16:15~16:30

Study on mechanical properties of CuNi2SiCr
layered on nickel-aluminum bronze via
directed energy deposition

요창량
(한국해양대)

16:30~16:45

DMLS 방식 적층제조의 고유변형율 도출

정명휘
(경상국립대)

16:45~17:00

적층제조된 미세구조물의
기계적/환경적 응용기술

김도혁
(창원대)

17:00~17:15

FDM 3D 프린팅에서 회전형 적층 경로를
적용하여 제작된 복합 재료의
기계적 강도 특성 분석

김예진
(창원대)

17:15~17:30

극초단 레이저 유연/신축 레이저-유도-그래핀
전자소자 패터닝

김영진
(한국과학기술원)

OP7
적층제조 2
좌장: 심도식
(한국해양대)

○ 04월 28일(목)
시 간

발표 주제

발표자

09:00~

등록 및 접수

09:30~10:30

포스터 A

10:30~11:00

Plenary Talk 1
절삭가공의 새로운 도전

장 소

고태조
(영남대)
컨퍼런스홀

11:00~11:30

Plenary Talk 2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및 사례

이상훈
(삼성전자)

11:30~12:00

시상식 및 총회

12:00~13:20

중식

13:30~14:30

포스터 B

컨퍼런스홀

14:30~15:00

Invited Talk 1
금속 3D 프린팅 산업화 현황

조현철
(두산에너빌리티)

컨퍼런스홀

15:00~15:30

Invited Talk 2
유기랭킨사이클 발전 시스템 국내외
현황 및 터빈가공 기술 이슈

김영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컨퍼런스홀

15:50~16:20

Invited Talk 3
R2R 시스템 기반의 다양한 성능이
구현된 대면적 필름의 연속 생산 기술

조영태
(창원대)

컨퍼런스홀

16:20~16:50

Invited Talk 4
고함량, 고밀도, 고성능 세라믹 복합재
DLP 적층 제조

최해진
(중앙대)

컨퍼런스홀

16:50~17:20

Invited Talk 5
정밀가공기술 향상을 위한
공구추천 플랫폼에 관한 연구

정재일
(국민대)

컨퍼런스홀

15:30~15:50

17:30~

Break

경품 추첨

○ 04월 29일(금)
- 발표장: 세미나실 4
시 간

발표 주제

발표자

세션명

09:00~09:15

09:15~09:30

09:30~09:45

09:45~10:00

10:00~10:15

이동형 로봇 플랫폼을 위한

박희창

다리 구조 연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핫스탬핑 공정 라인 통합

홍형길

OS5

제어 시스템 개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농업로봇자동화

강민수

좌장: 윤해룡

(한국로봇융합연구원)

Closed Session

밭농업 지능형 로봇 보호 커버 설계
밭고랑 인식을 위한 고랑 인식

박관형

모듈개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10:15~10:30

10:30~10:45

Break
PDMS 코팅법을 통한 알루미늄 젖음성

김지수

개질 연구

(조선대)

Self-Cleaning Ability of Silica Modified
10:45~11:00

Super Hydrophilic Transitional Metal
Oxide Composite Coating

11:00~11:15

11:15~11:30

정밀 도포 노즐 부품의 방오 코팅 효과

DIC를 통한 에폭시 필름의 CTE 평가

Hossain
(조선대)

김창훈

OS6

(조선대)

스마트기계부품

이정헌
(조선대)

DED 공정을 이용한 얇은 보 구조의
11:30~11:45

AISI 1045 기저부 위 Inconel 718 적층시
적층 경로에 따른 잔류응력 특성 분석
DED 공정을 이용한 Inconel 718 소재

11:45~12:00

적층 시 공정 변수에 따른 다열 비드
적층 특성 분석

알리예브 알리술탄
(조선대)

이광규
(조선대)

좌장: 이정원
Open Session

- 발표장: 세미나실 5
시 간

발표 주제

발표자

채널 형상에 따른 PCHE 압력강하

정한솜

특성 분석

(에프에스티)

강화학습을 이용한 반도체 검사 장비용

최근아

열교환기 유로 설계 최적화

(경북대)

온도균일도를 위한 열교환기의 격자구조

이승엽

최적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션명

09:00~09:15

09:15~09:30

OS7
3D 프린팅 특화

09:30~09:45

09:45~10:00

설계 기반 반도체
장비용 고성능
열교환기 적층
제조기술 개발
좌장: 이재욱
(생기원)

10:00~10:15

AlSi7Mg 적층제조 후처리 공정 최적화를

정현국

위한 연구

(스타코)

10:15~10:30

10:30~10:45

10:45~11:00

11:00~11:15

11:15~11:30

11:30~11:45

11:45~12:00

12:00~12:15

*Closed Session

Break
딥러닝 기반의 미소 파면 분류

이승진

프로그램 개발

(금오공대)

식품포장 물류시스템의 구조 및

임병남

진동해석

(금오공대)

고강도강 부품(Mounting Bracket)의 순차

임규성

OS8

이송 성형을 위한 공법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폴리텍대)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인 식품포장 물류시스템의

임병남

메커니즘 분석

(금오공대)

복강경 수술용 소형 수술 로봇

허영준

(금오공대)

정기구학 해석에 대한 연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Open Session

건설 중장비용 Center Joint의 구조해석

구현주
(한국폴리텍대학)

대응하는
기계분야의 변화
좌장: 최성대

- 발표장: 세미나실 6
시 간

발표 주제

발표자

촉매변환기의 성능향상을 위한 마이크로

정광호

격자구조 적용에 관한 연구

(창원대)

상호연결 공동형 마이크로 구조의 100일간의

박서림

장기 내수성에 관한 연구

(창원대)

층간 냉각시간에 따른 적층 구조물의 후가공

손휘준

공정 시 절삭특성에 관한 연구

(창원대)

세션명

09:00~09:15

09:15~09:30

09:30~09:45

09:45~10:00

10:00~10:15 마이크로 구조에 따른 장기 발수 안정성 비교

10:15~10:30

10:30~10:45

10:45~11:00

OS9
창원대학교
스마트제조기술
*좌장: 김석
(창원대)
Open Session

오승민
(창원대)

Break

스크롤 압축기 프레임 결함 검출을 위한

이태경

이미징 시스템 설계

(창원대)

스마트제조기술센터(SMTC)의 기술 현황 및

박기범

활성화 전략

(창원대)
OS9

11:00~11:15

임펠러 제작 프로세스: 모델링부터

안석훈

창원대학교

5축가공까지

(창원대)

스마트제조기술
*좌장: 조영태

11:15~11:30

11:30~11:45

11:45~12:00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김용대

(창원대)

프로세스: 전극 생산에서 셀과 모듈 팩까지

(창원대)

Open Session

- 발표장: 세미나실 7
시 간

발표 주제

발표자

세션명

09:15~09:30

공기청정기 사용과 자연환기 적용에
따른 교실 내 입자 농도 분석

박수훈, 구현본,
육세진(한양대)

OS10-1

09:30~09:45

터널 내 광촉매제 사용에 따른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 시뮬레이션

성기봉(한양대)

09:45~10:00

입자침착속도 측정을 위한
폭로 체임버 설계 및 성능평가

강현민(한양대)

*좌장: 육세진

10:00~10:15

저온 열원을 활용한 75kW급
유기랭킨사이클의 최적화 설계

박자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Open Session

09:00~09:15

10:15~10:30

열유체-미세먼지와
에너지
(한양대)

Break

10:30~10:45

허니콤형 전기집진기 효율 향상에
관한 연구

황석주
(한양대)

10:45~11:00

저온의 미활용 열을 이용한 ORC 터빈
블레이드 설계

장우석
(한양대)

11:00~11:15

유기랭킨사이클(ORC) 터빈 상사
실험 방법 개발

심정보
(한양대)

11:15~11:30

페인트 비산먼지 저감 장치 개발에
관한 연구

김한준
(한양대)

OS10-2
열유체-미세먼지와
에너지
*좌장: 육세진
(한양대)
Open Session

11:30~12:00
12:00~13:00

Break

13:00~13:15

다층 CVD 그래핀의 표면 구조물과
나노스케일 마찰특성에 대한 연구

최민기
(부산대)

13:15~13:30

CVD h-BN/Graphene/h-BN FETs의
히스테리시스에 관한 연구

김석준
(부산대)

13:30~13:45

금속-고분자 맞물림 구조의 형상에 따른
접합 성능 연구

육주찬
(부산대)

13:45~14:00

이중층 CVD 그래핀의 원자크기 표면
주름 구조 배열 규명

박선하
(부산대)

엔지니어링센터

14:00~14:15

입자 유동 제어를 통한
산화 그래핀 박막 표면 형상 제어

김정한
(부산대)

(부산대)

14:15~14:30

이중층의 내부 응력 차이를 활용한
자가조립 튜브 제작

김영서
(부산대)

14:30~14:45

마이크로구체 입자 침출법을 사용한
3차원 다공성 튜브 구조체의
기계적 물성과 두께의 균일 특성 연구

김유석
(부산대)

OS11
제조혁신
좌장: 박상후
Open Session

목

초청강연

차

Plenary Talk 1
사회자 : 박상후(부산대), 안동규(조선대)

초청강연-01 절삭가공의 새로운 도전 ············································································································ 1
*
고태조(영남대학교)
초청강연-02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및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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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가공의 새로운 도전: 열 및 진동 보조가공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기계공학부 고태조 교수

인류가 지향하는 편리성, 도전성, 행복 추구성은 첨단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제품
개발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재료보다 더
욱 취급하기 어렵고 가공하기 힘든 소재, 특히 난삭재료라고 불리우는 소재의 가공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이다.
난삭재료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성 등 우수한 성질에
도 불구하고, 재료의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재료의 결정구조로부터 발현된 낮은
열전도도, 변형 저항성, 가공경화성은 기존의 절삭가공공정의 효율성을 매우 떨어뜨린
다. 따라서 난삭재료 가공에서 가공효율을 높이고, 표면품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
운 가공법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 발표에서는 열과 진동의 도움으로 난삭재료를 절삭가공하는 새
로운 가공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기존에 개발되어 사용되는 각종 열 보조 절삭가공법
들과 달리 쉽게 적용이 가능한 방전열 보조 절삭가공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전열이 가공물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공구홀더장치를 소개하고, 이를 밀
링가공과 선삭가공에 적용하여 그 가공의 도전성을 발표한다. 또한, 방전열 보조가공
의 가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동을 추가적으로 부가하여 표면품위를 높일 수 있는 가
능성에 대해서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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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Metal Additive Manufacturing for Industrialization
조현철1

*,#

*,#

Hyunchul Cho(hyunchul_cho@doosan.com)
1

두산에너빌리티

Key words : Metal Additive Manufacturing, Powder Bed Fusion, Power Generation

1. 서 론
ISO/ASTM 52900에 따르면 3D 프린팅은 3D 모델링
파일에 따라서 재료를 적층하여 부품을 제작하는 기
술이다[1]. 이 기술은 재료를 가공해서 부품을 제작하
는 기존 기계가공방식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분말
또는 와이어 형태의 금속재료를 원소재로 사용하는
3D 프린팅 기술은 Directed Energy Deposition (DED),
Powder Bed Fusion (PBF), Sheet Lamination, Binder
Jetting 등 4종이다. 이 중 PBF 기술이 시장의 약 80
%를 차지하며, 금속 3D 프린팅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2].

2. 시장전망
3D 프린팅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Wohlers
Report에 따르면 2013년에 전망한 2015년 시장규모
보다 실제 시장은 2배 이상 성장했다 [2]. 그러나 2016년
에 전망한 2018년 시장규모에는 실제 시장값이 미치
지 못했다 [2]. 이는 3D 프린팅 기술이 산업화로 넘어
가는 고비인 것으로 추정된다.

3. 기술현황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가장 빠르게 적용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우주/항공, 의료, 그리고 발전분야이다.
우주산업의 경우, 민간발사체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개발/제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항공산업에서는 경량화를 달성하고 효율을 개
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품을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
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발전산업에서는 특히 가
스터빈 효율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3D 프린팅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의 상용화는
각 산업의 수요기업과 전문기술업체가 주도하고 있
다.
금속 3D 프린팅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은

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DfAM), 사용가능
소재범위 확장, 3D 프린팅 공정 파라미터, 그리고 품질
관리이다. 첫 번째, 3D 프린팅 기술의 장점인 경량화와
부품 통합을 구현할 수 있는 설계역량을 확보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3D 프린팅 소재 종류는
주조나 단조소재 대비 매우 적기 때문에 사업화의 걸
림돌이 되고 있다. 다양한 소재의 3D 프린팅 파라미터
를 개발하고 광범위한 소재물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해서 사용가능 소재범위를 확장해야만 3D 프린팅 기
술을 더욱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3D 프린팅 공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품질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요기업
에서 이러한 기술역량을 모두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D 프린팅 전문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
이다.

4. 결론
금속 3D 프린팅 기술의 산업화를 위해서 수요기업
과 3D 프린팅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생태계를 구
축하고, 설계, 소재, 공정, 품질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생태계를 기반으로 성공사례를 지
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후기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방위
사업청) 재원으로 민군협력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민
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9-CM-AE-1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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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후기

유기랭킨사이클(Organic Rankine Cycle)은 저온의
미활용 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스템이
며, 유기냉매를 이용하는 것으로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랭킨사이클(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 활
용)은 터빈을 구동하기 위해서 별도의 보일러를 이용
하여 고온(약 300℃~400℃ 수준)의 증기를 생산하여
발전한다. 그러나 유기랭킨사이클은 저온에서 쉽게
증발하는 유기냉매를 사용하므로 저온의 미활용열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This research was a part of the project titled ‘The
development of marine-waste disposal system optimized
in an island-fishing village’, fund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Korea.

ORC 발전 시스템에는 보편적으로 터빈, 펌프, 증발
기, 응축기로 구성되고 터빈에 발전기를 결합하여 전
력을 생산하게 된다. 터빈의 경우 회전축 기준으로
작동유체의 흐름이 평행한지 반경 방향인지에 따라
축류 터빈(Axial Tubine)과 반경류 터빈(Radial
Turbine)으로 구분된다. 또한 터빈이 작동하기 위해서
는 내부에 고정자(Stator)와 회전자(Rotor)로 이루어진
최소 한 쌍의 터빈 블레이드가 결합되어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유기랭킨사이클 발전시스템을
산업현장에 적용하여 이미 안정된 기술 성숙기에 접
어들었으나, 국내의 경우 여전히 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은 미흡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선진국 대비
MBOP(터빈/발전기를 제외한 Mechanical Balance of
Plant)의 경우 기술 수준은 약 70%, 실증운전 능력은
30%, 터빈발전기 기술은 50%, 블레이드 가공기술은
20%~30%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예, 가공기술)은 국내 가공기술
이 문제점일 수도 있으나 아직 시장이 형성이 안 된
요인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유리랭킨사이클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에 대하여 소개하고 주요 개발 내용에 대하
여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터빈가공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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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R 방식의 다기능 대면적 필름 연속 생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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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R2R 시스템 기반의 다양한 성능이

자연모사를 기반으로 표면에 나노/마이크로 크기의
패턴을 새김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톡토기 곤충
(Collembola)의 표면에는 약 400 크기의 reentrant 구
조가 새겨져 있어 물과 같은 극성 액체뿐만 아니라
벤젠과 같은 비극성 액체 또한 높은 발액 특성을 가진
다. 이러한 표면을 옴니포빅 표면(Omniphobic surface)
라 하며 초발수/초발유 뿐만 아니라 방오, 방빙, 자가
세정, 부식 방지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어 디스플레이,

Interconnected 구조가 새겨진 표면의 발액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R2R 시스템 기반의 interconnected
reentrant 구조를 제작하기 위한 공정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공정은 마이크로 크기의 interconnected 구조가
새겨진 필름과 UV curable 레진이 코팅된 필름을 겹쳐
모세관 현상을 유발함으로써 interconnected reentrant

건축 외장재, 자동차/항공기 내외장재, 태양전지 등의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가능하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나노/마이크로 크기의 패턴을
새겨 다양한 성능의 표면을 제작하는 기존의 연구는
etching, sol-gel process, CVD 등의 화학적 표면처리
공정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내구성 및 대면적
생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내구성의 interconnected 마이크로 패턴을 설
계하고 R2R UV 임프린트 공정을 통해 다양한 성능이
구현된 대면적의 마이크로 패턴 필름을 제작할 수 있
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마이크로 패턴의 설계
기존 마이크로 패턴과 관련한 연구에 적용된 패턴
은 solid fraction이 낮은 pillar 구조가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pillar 구조가 새겨진 표면은 내구성 및 발액
특성의 stability가 낮은 단점이 있다. 이에 pillar 구조가
서로 이어진 고내구성의 interconnected 구조를 설계하
였으며, 마이크로 구조 사이에 형성된 마이크로 cavity
의 영향으로 발액 특성 및 stability가 향상됨을 확인하
였다. 또한 pillar 구조와 interconnected 구조가 결합된
hierarchical 구조를 설계하여 DI water에 대해 140˚ 이
상의 발액 특성을 확인하였다.

구현된 대면적 필름 제작

구조를 제작하는 공정이다. 개발 공정을 통해 최종적
으로 폭 1200mm의 필름에 마이크로 패턴을 새겨, 160˚
이상의 발액 특성을 기반으로 한 방오, 방빙, 자가세정
성능과 interconnected 구조 사이에 형성된 마이크로
cavity에 의한 마이크로 파티클 포집 성능을 확인하였다.
마이크로 파티클 포집 성능을 응용하여 최근 이슈
인 미세먼지 및 COVID-19 대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미세먼지 포집 연구는 자동차 주행 시 발생하는
주행풍에 의한 미세먼지 포집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
행되었으며, 평균 포집률 17%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COVID-19 대응 연구로 마이크로 cavity에
포집된 파티클의 접촉 전파율을 tape peeling off test로
확인한 결과, 0.2%로 낮은 결과값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 마이크로 cavity에 병원균을 포집함으로써 접
촉 전파를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론
R2R 시스템 기반의 다양한 성능이 구현된 대면적 필름
을 제작하는 공정에 대해 소개하고 슈퍼 옴니포빅 특성,
미세먼지 포집 특성, 바이러스 포집 특성 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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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라믹은 높은 경도, 절연성, 단열성, 화학적 안정성
등의 특징으로 항공, 반도체, 고온의 열 부품, 치아 부품,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첨단 소재
의 핵심분야이다. 기존의 고전적 방식의 세라믹 부품
제조 기술은 크랙과 같은 구조 결함, 자유 형상 제조의
한계, 재료 낭비 등의 여러 한계점을 가진다. 최근에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적층 제조 기술을
세라믹 파트 공정 분야에 접목하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
되고 있다. 다양한 적층제조 기술 중 DLP 방식은 높은
정확성, 표면 조도 및 디테일이 우수하여 세라믹 소재에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 세
라믹 소재의 경우 광경화 수지와 세라믹 입자를 혼합하
여 광중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공정이 진행되며 고성
능의 세라믹 복합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세라믹 입자
의 함량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세라믹
입자의 함량을 증가시킬 경우 재료의 특성으로부터 발
생하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
공정이 필요하다.

2. 개발 DLP 3D 프린터 구동 메커니즘
적정량의 재료를 Dispenser를 이용하여 공급한 뒤
Doctor blade를 이용하여 일정 두께로 Layer recoating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Z axis build plate가 PDMS film으로
부터 설정 적층 두께만큼 떨어진 위치까지 아래로 움직
이게 되며 UV 노광 후 Layer Separation이 진행된다.
Layer separation의 경우 적층물과 PDMS film 사이에
작용하는 접착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Sliding mechanism
을 적용하였다(2). 한 레이어를 적층시키고 남은 잠여
레진은 와이퍼의 구동에 의하여 제거 및 수거 된다.
일련의 과정은 Fig. 1에 나타내었다. 또한 전 과정에서
Heating system을 도입하여 세라믹 입자 함량 증가 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점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Figure 1. Schematic of machanism for process with developed
DLP 3D printer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성능 세라믹 복합체 제작을 위한
DLP 3D 프린터를 개발하였으며 상용 장비에서는 공정
이 어려운 고점도의 특수한 재료에서도 원활한 적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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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안전성 평가용 로봇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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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율주행 자동차는 최근 에 들어 급속하게 발전하
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내에 상용화 될 것이라 기대된
다. 인간 운전자 대신에 운전을 담당하는 자율운전시
스템에 의한 실도로 운행은 인간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출시되고 있는 2,3 레벨
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추돌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자
동차 사고를 회피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오히려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방지 능력에 대한 과신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도 흔하
게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추돌상황에서
의 사고는 자동제동을 통하여 회피하거나 충돌상해를
저감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끼어들기에 의한 사고
나 차선의 유실로 인한 도로 이탈사고들은 이와같은
자율주행차량의 특성에 의해 새롭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사고의 방지 및 특별한 환
경 등,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상황에서의 거동을 확
인하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된 초박형 로봇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하여 연구 내용을 제시한다.

2. 초박형 로봇의 설계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초박형 로
봇의 설계는 크게 로봇 본체와 더미 풍선자동차의 설
계로 구분할 수 있다. 로봇 본체는 Fig.1 과 같이 제시하
였다. 로봇의 길이는 1900mm, 폭 1660mm, 높이는
90mm이며, 내부에 DC모터, 배터리 및 모터 드라이버
가 설치되어 있다. 2cm급 정밀 GPS를 이용하여 위치
를 측정하며, CAN 통신을 이용한 내부 제어기를 사용
하여, 로봇의 위치 및 속도제어를 수행한다.
실험 대상 자율주행 자동차에 장착된 GPS 신호를
통신을 통해 획득하여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사이의
상대거리를 계산하여 필요한 시나리오를 수행한다.
대표적 사고상황은 미국의 NASS-CDS 사고 데이터
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돌 사고 및 끼어들기

Fig. 1 Low-profile Test Robot

사고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
전도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을 수행하여 안전도 측정
을 위한 매개변수를 도출하였다.

3. 결론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로봇을 설
계 및 제작하였으며, 관련 안전도에 대한 실험을 수행
하였다. 이를 통하여 안전도 평가를 위한 매개변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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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는 메탈 3D 프린팅 기술
은 분말 소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메탈 3D 프린팅
사용자가 미세 분말에 쉽게 노출되며, 메탈 3D 프린팅
의 출력물의 크기가 커지면서 후공전으로 이동시 안
전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상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메
탈 3D 프린팅 공정상의 사용자가 미세 분말 파우더에
노출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공정 개발과 메탈 3D 프린
팅 제품의 안전한 후공정 이송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2. 제목
메탈 3D 프린팅 공정중 사용자가 미세 분말에 노출
되지 않고 출력물에서 분말을 제거할수 있는 공정을
설계를 진행하고 동시에 중량물 이송시 안전 대책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자 한다

3. 결론
메탈 3D프린팅 후공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
정 개발의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공정이 추가 되어야 하는 공정 설계가 필요하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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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소형 군집위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뉴스페이스 시대가 도래되어 기존 정부주도의 위성발
사체 개발이 민간주도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발사체 개발/제작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신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3D프린
팅 기법을 적용한 발사체 제작, 전기모터 구동방식의
추진제 공급 펌프 적용 등이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하이브리드 로켓엔진 기술을 기반으
로 한 소형위성발사체 개발을 통해 전세계 뉴스페이스
시장 진입을 준비 중에 있다. 이노스페이스에서 개발
중인 한빛(HANBIT) 발사체의 산화제 공급을 위해 종래
기술인 터보펌프 대신 전기구동 방식 펌프를 3D프린팅
기법을 적용하여 개발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전기펌
프 설계, 제작(3D 적층제조), 그리고 시험평가와 관련한
개발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산화제 공급용 전기펌프 설계/제작/시험
소형위성발사체 산화제 공급용 전기펌프 조립체는
펌프 헤드부(임펠러, 볼류트, 베어링, 기밀체결류 등),
전기모터, 인버터,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적용된 전기펌프 조립체의 설계사양은 한빛 발사체 체
계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선정되었다.
펌프 출구 압력(Pout)은 연소실 추진기관(엔진)의 연소
실 전방에 조립되는 산화제 분사용 인젝터 내부의 압력
강하량, 연소실 내압 등이 고려되어 설계되었고, 입구
압력(Pin)은 임펠러 회전 시 공동현상(cavitation)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설계되었다.
펌프 헤드부의 임펠러 형상 설계는 경험식이 포함된
1D 계산을 통해 Blade Surface를 생성하고, 3D 모델링
후 전산해석을 통해 성능 및 강건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수차례 반복 후 최종 형상이 결정되었다[1].
Fig. 1에 도시한 펌프 헤드부의 임펠러와 볼류트가

Fig. 1 Volute & Impeller

Fig. 2 Pump Test

3D프린팅 기법을 적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소재는
Inconel 718이 사용되었다. 3D프린팅 기법을 적용하여
임펠러와 볼류트의 3차원 기하학적 형상 구현과 20%
이상의 경량화가 가능하였다. 3D 적층이 완료된 임펠러
와 볼류트는 머시닝을 통한 후가공 및 표면처리 과정을
거쳐 조립 및 성능검증 시험이 수행되었다.
개발 펌프 성능검증은 액체 질소를 작동유체로 하여
펌프 및 시험평가 시스템에 대한 기능, 구동 측면에서의
안전성 및 안정성 평가를 선행 한 후, 소형위성발사체의
실제 산화제인 액체 산소를 적용하여 시험평가를 수행
한다. Fig. 2는 개발 펌프 시험평가 이미지로, 시험결과
설계 요구사양을 상회하는 성능이 검증되었다.

3. 결 론
이노스페이스에서 개발 중인 소형위성발사체 산화제
공급용 전기모터 펌프를 3D프린팅 기법으로 제작하였
다. 시험평가 결과, 설계 요구사양이 충족되는 것이 검증
되었으며, 후속 연구로 추진기관 연동시험과 펌프 4set
클러스터링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3D프린팅 제조혁
신 실증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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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 제조 특화 설계기법을 위한 지식베이스 개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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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적층 제조 기법은 3차원 CAD 데이터를 입력받아
재료를 적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로, 적층 공정
은 형상, 재료, 공정에 관련된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
여 설계 단계에서 고려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1-3] 본 연구에서는 분말 용융 방식의 적층
제조에 관여하는 형상, 재료, 공정 변수를 구조화하여
적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를 파악하고,
이들의 영향을 정량화하여 적층 제조 특화설계 기법
에 적용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한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적층 제조 지식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온톨로지 기법을 활용하여 적층 후 재료 물성
및 기계적 특성에 관련된 변수를 선택하고, 실험을
통해 선택된 변수들에 변화에 따른 재료 및 기계적
특성에 관한 지식베이스를 구축한다. 언급한 방법을
통해, 레이저 파워와 조사 속도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

에너지 밀도
[285 J/mm3]

[50 < 에너지 밀도 < 209 ]영역
전체 영역

는 중요 변수로 파악되었다. 특히, 두 공정변수의 조합
을 통해 계산되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밀도와 진밀도
사이의 함수 관계를 정량화하였다. 구축된 지식베이
스는 함수장 기반의 모델링 방법을 단위 면적당 에너
지 밀도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Fig. 1과
같이 형상, 재료 및 공정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진밀도
및 기계적 강도를 예측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 기법을 활용하여 분말 용
융 적층 제조와 관련된 변수를 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적층 품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고에너지 열원을 사용하는 분말 용융 적층
제조 방식에서 적층 품질은 에너지원의 세기와 조사
속도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들이 적층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여 적층 제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전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
음. (D0405-21-1002)

참고문헌
에너지 밀도
[86 J/mm3]

에너지 밀도
[32 J/mm3]

[50 < 에너지 밀 도 < 209]영역
전체 영역

[50 < 에 너지 밀도 < 209]영역
전체 영역

Fig. 1 Comparison between estimated energy density and
cross-section of fabricated parts

1. Sanfilippo, Emilio M., Farouk Belkadi, and Alain
Bernard. "Ontology-based knowledge representation
for additive manufacturing." Computers in Industry,
109 182-194, 2019.
2. Dinar, Mahmoud, and David W. Rosen. "A 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 ontology." Journal of
Computing and Information Science in Engineering,
17(2), 021013, 2017.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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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적층제조 기술이 기존 제조기술보다 형상에 대한
제약이 낮아, 기존 제조기술로 제작하기 위해선 복잡
한 공정을 통하여 제작이 가능한 형상을 적층제조를
통하여 단순한 공정(적층제조, 후가공)을 통하여 제작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우주항공 분야 특히 우주
발사체 부품 제작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주
발사체의 경우, 무게 및 공간적 제약이 존재하기에
부품의 경량화와 소형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
러한 요구를 만족하는 부품 제작을 위하여 적층제조
기술을 통해 보다 작고 가벼운 부품을 제작하고자 하
는 시도 및 사례들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적층제조 기술을 통
하여 다양한 우주 발사체용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 많
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터보 펌프를 적층제조 기술
을 통해 제작하고 시험까지 진행하였다.
스타코에서는 적층제조 기술을 이용하여 소형위성
발사체용 산화제펌프 헤드부품을 적층제조 기술을
통해 제작하여 경량화 및 소형화 부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적층제조 기술에 형상적 제한이 적다고 하더라
도 제작 가능한 형상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산화제펌프 부품 제조를 위하여 현재 운용 중인 3D
프린터 장비(Concept Laser, M2 Series5)의 출력 가능한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3D pringting machine
GE Concept Laser M2 Series5
Build Area

245 × 245 × 320 mm3

Laser Power

Max. 400 W

Spot Size

70 - 500μm

Layer Thickness

25 - 125μm

형상 영역 확인을 통하여 산화제펌프 헤드부품 적층
제조 최적화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제조공정 최적화
GE Concept Laser M2 Series5 장비의 출력 가능한
형상 영역 확인을 위하여 다양한 두께 시편, 홀 형상,
다리 형상 시편을 크기별로 제작하여 출력 가능성을
판단 한다.

3. 결론
이를 바탕으로 소형위성 발사체용 산화제펌프 헤드
부품 제작을 위한 서포트 설계 및 빌드 방향 최적화를
통하여 산화제펌프 헤드부품 적층제조 최적화를 진행
하고자 한다.

후기
본 연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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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금속 적층제조 공정은 고강도 철계 소재에서부터
알루미늄, 니켈 등 비철계 소재까지 다양한 금속 소재
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구조의 적용 가능, 부품
단일화, 경량 최적화 설계 구현 등에 제약이 적어 많은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금속 적층제조 기법에
는 대표적으로 금속 분말을 활용하는 PBF(Powder bed
fusion), DED(Direct Energy Deposition) 방식이 있으며,
두 방식 모두 적층 공정 중 매우 큰 온도 구배에 의해
응력이 발생하여 결함으로 이어지거나, 원소재인 분말
특성,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재현성 확보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금속 적층 제조 기법을 활용한 양산 부품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적층 소재 물성에 대해, 다양한
조건을 변수로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
다. 이를 통해 최적 공정 조건을 선정하고 출력 실패율을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적층 소재 물성을 제어를
통해 적층 제조 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Ni계 합금 소재를 사용하여 PBF 방식
으로 적층 실험을 수행하였다. 입도, 형상, 유동성, 겉
보기 밀도 등의 분말 특성을 평가하고, 레이저 출력,
스캔 속도의 변화에 따른 밀도, 단면기공율,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여 공정맵을 구축하였다.

Fig. 2 공정조건 변화에 따른 적층소재 밀도 변화

선정된 최적 공정 조건을 적용하여 우주 분야 활용
목적에 따라 극저온 환경에서의 기계적 물성을 평가
하였다. 적층 방향별 5개 시료를 적층 제조 후 극저온
(-196도) 조건에서 인장, 충격 물성을 평가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단면기공율 및 밀도를 기준으로 공정맵을 구축하였
으며 각 영역별 적층시료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분석
하였다. 99.9% 이상의 상대밀도를 확보한 영역에서
에너지 밀도 기준으로 대표 공정조건을 선정 후 인장
시험편을 제작하여 물성을 평가하였다. 미세조직 분
석을 통해 입열량에 따른 기계적 물성 변화의 연계성
을 고찰하였다.
극저온에서 인장강도는 수평, 수직 모든 적층 방향
시료에서 상온보다 약 300MPa 이상 증가하였으며,
연신율은 3~11% 증가하였다. 극저온 환경에서 사용하
는 로켓엔진 부품에 적합한 소재로 보인다.

사사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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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적층 시편 제작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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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해도금과 전기화학도금을 이용한 구리-백금 2층구조를 가지는
전도성 나노섬유 네트워크의 분석
Analysis of Conductive Nanofiber Network with Copper-Platinum Two-layer
Structure using Electroless Deposition and Electrochemical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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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연하고 투명한 전자 디바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는 마이크로/나노 크기의 전도성 path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투명전극에 사용되는 Indium tin oxide
(ITO)의 높은 가격, 낮은 기계적 강도와 같은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마이크로/나노 스케일의 금속 섬유
를 이용한 전도성 path 제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촉매성 고분자 나노섬유
를 이용한 구리 무전해도금과 백금 전기화학도금 기술
을 이용해서 구리-백금 2층구조를 가지는 전도성 나노
섬유를 제작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

Fig. 1 Fabrication process of Cu-Pt two-layer nanofiber.

2. 본론
본 연구에서 제작한 구리-백금 2층구조를 가지는 나
노섬유의 제작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팔라듐(Pd)을
포함한 고분자용액을 전기방사 하였고 (Fig. 1B), 이를
열처리하여 촉매성 나노섬유를 형성하였다(Fig. 1C). 구
리 무전해도금을 수행하여 구리 나노섬유를 제작하였
다 (Fig. 1D). 구리 나노섬유 상 백금 전기화학도금을
수행하여(Fig. 1E) 구리-백금의 2층구조를 가지는 전도
성 나노섬유를 제작하였다(Fig. 1F).

Fig. 2 Analysis of Cu-Pt two-layer nanofiber.

3. 결론

후기

제작된 구리-백금 2층구조 나노섬유는 제작시간 변화
에 따른 나노섬유 높이 조절을 통해 광특성과 전기적
특성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리-백금 2층구조 나노섬유 네트워크 제작 방법은 전
기방사와 무전해도금, 전기화학도금 기술을 사용하였
으며, 이는 공정 복잡도가 낮고 대면적 제작에 적용
가능한 용액공정 기반 기술임을 의미한다. 특성조절이
가능한 전도성 네트워크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
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기술이다.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
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1R1A4A10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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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탄성 유한요소법과 딥러닝을 이용한 소프트 그리퍼 모델링
Modeling of a Soft Gripper with Hyper-elastic FEM and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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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실제 모델과 유사한 동적 특성을 가진 소프트 그리
퍼의 가상 입출력 모델을 구현하고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그리퍼의 동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딥러닝 모델을 구축한다.

2. 초탄성 그리퍼 모델의 유한요소해석
일반적으로 소프트 그리퍼는 초탄성(Hyper-elastic)
재질로 구성되므로 비선형적인 탄성 응답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자 초탄성 모델로 널리 사용
되는 Arruda-Boyce 모델1을 도입하였고, 사용한 재질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상용 소프트웨어인 Abaqus의
Internal Dynamics모듈을 사용하여 동적 유한요소해석
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3. 그리퍼의 GRU기반 딥러닝 모델 구축
시계열 데이터 학습에 용이한 GRU(Gated Recurrent
Unit)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유한요소해

Fig. 2 Position & Velocity Prediction with GRU Model

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입출력 데이터를 0.01초 간격
으로 학습시켰다. 해당 모델은 입력(압력)과
10step(=0.1초)전까지의 출력값을 기반으로 다음 결과
를 예측하도록 설계되었다. Fig. 2는 40kPa 압력 펄스
에 대한 입출력 데이터를 학습시킨 후 10kPa 펄스에
대한 출력을 테스트한 결과로, 학습 범위내의 입력에
대해 유사한 결과를 출력하였다.

4. 결론
초탄성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검증한 그리퍼 모델은
실제 모델과 유사한 거동을 보이나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적은 횟수의 초탄성 유한요소해
석을 통해 충분한 응답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면 실제와 유사한 그리퍼 입출력 모
델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5. 후기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Fig. 1 FEM Simulation Result from Dynamic Input

(No.2021R1A4A10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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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 기반 유연전기전도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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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오늘날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스마트기기 등 여러
분야에서 유연회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연 기판 위에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 공정을 통해 다양한 유연회로를 구성하는 연구
부터 유연회로에 적용되는 다양한 소재 연구까지 진
행되고 있다. 유연회로에 적용되는 소재의 특징은 유
연하면서 회로가 휘어질 때 전기전도성의 편차가 거
의 없어야 한다[1].
본 연구는 에폭시 기반의 유연하면서 경화 과정이
간단한 전기전도체 연구를 수행한다.

2. Experiment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AKASEL Resin과 AKASEL
CURE를 사용하였고, 용매는 IPA, 메탈파우더는 실버
플레이크 2μm를 사용하였다. 연성을 위해 에폭시 주
제와 경화제의 비율을 선정하고 에폭시 레진의 점도
를 낮추기 위해 용매를 혼합한다. 전기전도성을 위해
실버 플레이크를 혼합하여 제작한다. 제작된 혼합물
의 비저항을 측정하고, 구부렸을 때의 비저항을 측정
하여 관찰한다.

3. Results
에폭시 주제와 경화제 비율(10:5)을 선정하여 연성
을 확보하였다. Fig. 1은 에폭시 주제와 경화제 비율에
따른 연성 비교를 도식하였다.
Table 1에 도식되어 있듯 실버 플레이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비저항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실버
플레이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입자간의 간격이 줄어
통전이 원활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Fig. 2는 비교적 낮은 비저항이 측정된 Case 4 를 구부
려서 비저항을 측정한 결과를 도식하였다. 구부리기
전 비저항은 ×  Ω∙이고, 구부리고 난 후 비
저항은 ×  Ω∙이 측정되었다. 약 5%의 오차
결과를 얻었다.

Fig. 1 Results of bending test; (a) 10:4.5; (b) 10:5

Fig. 2 Measurement of specific resistance by bending
Table. 1 Measurement of specific resistance
Epoxy
cure
[g]
5
5

IPA
[g]

Sliver
flake [g]

Specific resistance
[Ω·cm]

1
2

Epoxy
resin
[g]
10
10

5
5

20
30

x
8.517

3

10

5

5

40

 × 

4

10

5

5

50

 × 

5

10

5

5

60

Unmanufactured

Case

4. Conclusions
본 연구에서 에폭시 기반의 유연한 전기전도체를
개발하였다. 일반 실버페이스트에 비해 비저항이 28
배 정도 높지만 유연성을 확보하여 유연회로에 적용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
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1R1A4A1033141).

Reference
1. Sung, K. S, “Comparative Performances of Electrically
Conductive Adhesives by Incorporation of Silver,
Silver-Coated Copper, and Graphene”, 폴리머, 43(5),
728-734, 2019.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고농도 CNT 복합체 전도성 필라멘트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igh-Concentration CNT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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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수한 유연성과 내구성의 전도성 폴리머 복합체는
밀도가 낮고 성형이 용이하여 상업적으로 잠재력이
높다. 특히 3D 프린팅이 가능하고 굴곡지고 휘어진
평면에 적합하기 때문에 웨어러블, 센서, 유연회로 등
에 점차 시도되어지고 있다.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시 전도성 복합체의 우수한 유연성과 전기전도도 확
보가 요구된다.

2. 실험
본 연구에서는 고농도 CNT가 혼합된 TPU/CNT 복
합체를 제작하였다. 또한 복합체에 Cu 분말 혼합 시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산 공정으로 열전단 기반의
melting mixing method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CNT
는 표면 에너지가 높아 응집하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
문에 균질하게 분산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반복적인
분산 공정을 실시하여 제작된 필라멘트의 균질한 전
기적 특성을 확보하였다. 코일히터의 온도는 250°C,
예열 시간 10min, 속도는 15RPM으로 실시하였다. 제
작된 필라멘트의 저항은 multimeter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고 비저항으로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CNT 농도가 높아질수록 용융된 복합체들의 점성은
증가하고 분산을 위한 더 높은 에너지가 요구된다[1].
고농도(10%~)의 경우 3회 분산까지 필라멘트 형태의
강성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4회 이상부터 표면 조도가
양호하고 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CNT 23% (0.12
Ω · cm)까지 비틀림, 굽힘을 가할 시 유연성과 내구성이
우수하였으며 CNT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저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분산 횟수에서 CNT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항 편차는 감소하였다.
Percolation threshold(PT)는 CNT 5%(13.8 Ω · cm)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4%(14.3 Ω · cm) K. Kim et al. 연구

진들 결과와 유사하다[2]. Cu 분말 혼합 시 저항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금속 분말이 도전 경로 형성을
개선시킨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

Fig. 1 Volume resistivity on CNT wt%
Table 1 Volume resistivity influence of Cu powder
Composition wt %,
Remain TPU
CNT 5
CNT5/Cu20
CNT 20
CNT20/Cu 16.6

Volume Resistivity
Ω · cm
13.84
8.718
0.2296
0.12

4. 결론
필라멘트 제작 시 반복적인 열전단 분산 공정은 고
농도 CNT를 분산시키기 용이하였고 CNT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저항이 감소하였으며 최대 23% (0.12Ω
· cm)까지 제작 가능하였다. Cu 분말 혼합 시 저항을
개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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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를 활용한 폴리우레탄 젤 인솔 제조 공정 모사

Process Simulation in Polyurethane Gel Insole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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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사출물이 삽입된 폴리우레탄 소재의 인
솔 제조 공정에 관한 것이다. B사에서는 폴리우레탄
젤 원료를 녹인 후 공압 피스톤을 이용하여 금형에
주입하고 냉각시켜 제품을 완성시킨다. 이러한 인솔
제조과정에서 생산된 제품 중 약 35%에 불량이 발생
하였는데 대부분이 제품 내부에 에어포켓(air pocket)
이 발생한 경우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솔의 제조 공정
을 전산해석 방법을 통해 모사한 후 불량 발생원인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a) Top view

2. 공학해석 조건 및 방법
본 연구의 해석 모델은 B사에서 판매중인 제품 중
가장 많은 불량품이 생산되는 사이즈인 S(small)모델
과 L(large)이다. 2가지 크기의 금형 모델을 제공받아
내부 작동유체 영역을 추출하였다. 하나의 금형에서
좌·우 한 족의 제품이 생산되는 구조였고, 대칭이었기
때문에 좌측 발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해석대상으로
하였다. 해석은 상용해석프로그램인 CFX를 활용하였
으며, 공기가 채워져 있는 공간에 액상의 폴리우레탄
젤을 주입하면서 10초간의 거동을 비교하였다.

3. 해석 결과
유동해석 결과 2가지 모델 모두에서 미성형이 발생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아래의 Fig.
1에 S모델의 시간에 따른 폴리우레탄 젤의 속도 분포
를 나타내었다. 인솔의 윗부분을 나타낸 Fig. 1(a)를
보면 7.5초가 경과된 시점에 내부에 삽입된 사출물의
윗부분을 모두 덮은 반면 인솔의 아랫부분을 나타낸
Fig. 1(b)를 보면 10초가 지난 시점에서도 젤이 도달하
지 못하는 영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인솔
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
랫부분의 유동 공간이 5mm로 좁기 때문이다.
인솔 내부에 삽입되는 사출물은 인솔의 복원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것이 인솔의 제조에

(a) Bottom view
Fig. 1 Manufacturing process in polyurethane gel insole

있어서 많은 불량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폴리우레탄 젤 소재로 생산되는 인
솔의 제조 공정을 전산해석 방법으로 모사해보고 불
량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인솔 내부에 삽입되는 사출
물과 인솔 바닥면과의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미성
형 등의 불량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불량을 개선하
기 위해 금형의 중력 방향을 바꿔서 해석을 진행해
보았지만 개선의 여지는 없었다. 인솔 내부에 특별한
정체 영역 등이 없으므로 불량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
한 방법으로는 사출물과 바닥면과의 간격을 넓히는
방법이 최선이다.

후기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반 뿌리산업 혁신성장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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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패키지 외장품의 양산 문제점 개선을 위한 사출 성형 해석
Modeling and Simulation for Improving Problems during an Injection Molding
Process of a Battery Package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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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연 브롬 배터리는 리튬 계열 배터리에 대비하여
비발화성, 저비용, 친환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배터리 자체의 전기 발생 효율 개선 분야 외에도 배터
리를 상품화하기 위한 플라스틱 외장재의 설계 및 양
산 금형 개발에 과정에 있어서 전산 시뮬레이션은 필
수적인 연구개발 과정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출성형해석을 통해 아연 브롬 배터리
커버의 대량 생산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한다.

력을 가하지 않을 경우 과다 변형 및 수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 70% filled condition

2. 방법
사출 성형 해석 대상은 아연 브롬 배터리의 외장
사출품이며 크게 head cover와 main body로 구분된다.
사용수지는 ABS와 PP이며 사출해석에 필요한 수지정
보는 Table 1과 같다.

99~100% 충전 부위

3. 결과
충천 패턴 해석 결과를 통해 수지가 충전되는 형태
를 확인할 수 있다. 충전 패턴은 게이트의 수에 따라
충전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고 최종 제품의 두께
등을 예측할 수 있다. Fig.1과 2는 배터리 외장품 중
커버 제품의 충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6점 게이트
를 통해 수지가 채워지는 경우이다. 6점 게이트로 성형
할 경우 제품의 상측에서 하측으로 충전되는 형태로
발달이 된다. 그러나 제품의 측면 두께가 8.6mm임에
따라 유동 선단이 좌, 우측에 도달하면 해당 부위에서
정체현상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제품의 좌, 우의 두
께가 두껍게 형성됨에 따라 보압과정에서 충분한 압
Table 1 Conditions for injection moulding simulation
Type

Resin Temp.[℃] Mold Temp.[℃] Filling Time[sec]

ABS

200

60

2

PP

230

10

2

Fig. 2 99.5% filled condition

4. 결론
사출성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아연 브롬 배터리의
외장 사출품의 수축, 변형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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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Lee, Y. U., “A Study on the Battery Case Injection
Molding by CAE Analysis”, J.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1, pp. 55-61, 2011.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플랜지가 있는 커버의 다단굽힘공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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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반듯한
형상의 제품 케이스는 굴곡진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평판을 조립하기보다 굴곡진
플랜지가 있도록 디자인이 변화되었으며, 플랜지가
있는 평판의 굽힘성형한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랜지 높이에 따라 주름이 발생하지 않
는 굽힘성형한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 해석방안

Fig. 2 Variation of final flange length and flange protrusion

본 제품은 플랜지를 성형하는 1차 굽힘과 성형된
플랜지의 수직방향으로 90° 성형하는 2차 굽힘, 그리
고 스프랭백의 3단 공정을 연속적으로 해석하였다.
목표 플랜지 길이에 따라 총 5종(의 모델에 대한 해석
을 수행하였으며, 해석결과로부터 최종 플랜지 길이
와 플랜지 돌출량을 비교하였다.
Table 1 Flange length of each forming stage at the center of
the flange
1st Bending 2nd Bending

F/Length

Target

Case 1

19.00

19.03

19.17

19.39

Final

Case 2

16.00

15.97

16.09

16.27

Case 3

11.00

10.95

11.06

11.17

Case 4

6.00

5.95

6.09

6.26

Case 5

5.00

4.95

5.09

5.16

length compared to target flange length

3. 해석결과
각 해석 케이스 별 목표 플랜지 길이와 각 성형단계
별 플랜지 길이를 Table 1에 정리하였으며, 주름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최종성형 후의 형상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또한 목표 플랜지 길이 대비 최종
플랜지 길이와 플랜지 돌출량을 Fig. 2에 나타내었다.

4. 결론
탄소성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플랜지가 있는 제품
커버의 2단 굽힘공정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목표 플랜지 길이 변화에 따른 1, 2차 굽힘 및 스프링백
공정 후의 플랜지 길이를 비교하였다.
목표 플랜지 길이가 6mm이하일 때 주름이 발생하
지 않으며, 목표 플랜지 길이가 길수록 2차 굽힘공정
중 주름발생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주름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플랜지 돌출량과 목표길이 대비 차이
가 증가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반 뿌리산업 혁신성
장 고도화 사업(P0017685)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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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final sh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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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책상 높낮이 조절 장치의 파손 방지를 위한 수치 해석적 연구
Numerical analysis to prevent breakage of plastic desk height adj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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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출성형으로 제작된 폴리프로필렌(CO-PP) 재질
의 책상 높낮이 조절 장치의 경우 학교 등의 책상에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이를 책상에 결합과정 발생하
는 힘으로 인해 neck 부분에서 crack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막기 위해 neck의 반지름 변경 후 구조 해석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2. 모델링
조절장치 가운데 부분에 패치셋을 만들어 fixed joint
를 통해 ground와 고정을 시켰다. 이 후 힘이 작용하는
구멍에 force를 발생시켜 neck에서 발생하는 stress를 해
석할 수 있게 하였다. 체결 토크는 통산 토크 법에서
간단히 만든 단순 공식(1)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1)

여기서 T는 체결 토크, K는 Torque Coefficient, D는
볼트의 공칭경, F는 체결력이다. 이 공식을 통해 이 케이
스의 볼트의 체결력은 500N임을 계산해 내었다.

3. 해석결과
파단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neck 부분의 반지름을
5mm에서 0.5mm씩 증가하여 8mm까지 변경시켜 해석
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기본 5.0mm
의 반지름을 가진 제품의 경우 neck에서 62.02MPa의
stress vonmises가 발생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0.5mm씩
늘리면 1.4%, 5.1%, 8.0%, 9.0%, 10.5%, 12.6%씩 줄어든
응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반지름이 늘어날수록
응력 집중이 줄어들어 수치가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machine
Radius 5.0mm 5.5mm 6.0mm 6.5mm 7.0mm 7.5mm 8.0mm
Stress
61.21 58.85 57.05 56.43 55.52 54.21
Vomises 62.02 (1.4%)
(5.1%) (8.0%) (9.0%) (10.5%) (12.6%)
(MPa)

Fig. 1 Analysis result desk height adjuster(radius 5.0mm)

반지름을 키울수록 결과에는 좋으나 형상이 급격하
게 바뀌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 이 모델의 경우
반지름 7.5mm가 넘어가면 응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neck의 가운데 파인 부분이 윗 부분의 두께를 넘어서
기 때문에 기존의 형상을 해친다. 따라서 형상을 깨지
않는 범위내의 최소 응력을 발생시키는 7.5mm로 변경
하여 응력 집중을 막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책상 높낮이
조절 장치의 응력 집중으로 인한 파손 방지를 구조해
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기본 반지름 5.0mm의 모델에
0.5mm씩 반지름을 증가시켜 볼트 체결력 500N으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반지름이 증가할수록 응
력 수치가 줄어듦을 확인하였고 형상을 해치지 않는
7.5mm의 반지름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기
이 논문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유한
플라텍(주)의 지원(No. P0017685)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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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가스 정화장치의 효과에 관한 수치해석
Numerical Simulation on the Effect of Noxious Gas Pu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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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해가스 정화장치에 대한 환기 기준은 산업안전보
건공단의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정해
진다. 회사별로 다양한 성능을 가진 팬과 필터를 도입
하기 때문에 장치가 기준에 부합하게 작동하는지는
제품별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실험을 통해 밝히기에
는 물리적, 비용적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CFD를 이용하여 장치가 환기 기준에 맞게 작동하는지
를 확인하고 방안의 유해가스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수치해석 기법을 제안하였다.

2. 경계조건 및 수치해석 방법
격자 및 경계조건을 Fig.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품
의 흡입구와 배기구를 각각 유동장의 출구와 입구로
설정하였고, 입구에는 유량 조건을 부여, 출구에는 압
력을 설정하였다. 격자 수 약 70만개로 벤젠의 질량분
율이 1인 초기상태에서 공기로 정화되는 과정의 해석
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시간은 약 2분, 해석
수행에 소요된 시간은 50시간 내외이다.

져나가면서 질량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산이 잘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 Mass fraction of Air at 0.6s in the room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해가스 정화장치 작동으로 인해
공기중의 유해가스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가시화하
였다. 다종의 기체가 분자수준에서 혼합, 확산되는 것
을 시간별로 구현하기 위해 Species Transport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transient 해석을 수행하였다. 추후 다양
한 장치의 스펙과 유해가스의 농도, 방의 크기, 제품
설치 위치 등 다양한 경계조건에 따라 배기가스 정화
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고 유해가스 및 공기 농도를
가시화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후기
Fig. 1 Mesh of Room with Noxious Gas Purifier

3. 해석 결과 및 고찰
0.6초 대 공기의 질량분율을 Fig. 2에 나타냈다. 벤젠
으로 가득찬 방 안에 배기구를 통해 공기가 나가고
있는 모습을 가시화하였으며, 공기의 밀도가 벤젠의
밀도보다 낮기 때문에 위로 떠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배기구에서 집약된 공기가 유해가스 중으로 퍼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사업(과제번호:P0017685) 의 자원으로 수행되었음.

참고문헌
1. S. J. Cao, “Challenges of using CFD simulation for
the design and online control of ventilation systems”,
Indoor and Built Environment, Vol. 28, No. 1, pp.
3-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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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그리드 형상에 따른 전압 분포 비교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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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배터리는 크게 양극, 음극, 전해질, 금속 그리드로
구상한다. 그중 금속 그리드는 최근 들어 친환경 탄소
소재를 활용하여 개발하고 있다. 탄소 전극에 금속 그리
드를 삽입하면 높은 전기 전도도 특성에 따라 우수한
급속 충전, 방전 효율을 가지지만 금속 그리드는 높은
전위 전류 차이가 과전압에 부식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
서는 6가지의 그리드의 전압 차를 각각 수치해석을 통해
도출하여 전압 차가 가장 균일한 패턴을 찾으려고 한다.

평균값 1269.6mV로 가장 높으며 전압의 최댓값이 가
장 좁게 발생하였다. 전압 분포도와 각 케이스 별 평균
전압은 Fig.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대상 모델 및 모델링
스테인리스 소재의 금속 그리드의 형태는 약 1mm
의 두께를 갖고 있으며 각 케이스 별로 전극 액이 통과
하는 Porous Electrodes의 형태가 각각 다르다. 각 케이
스 별로 이웃하는 Porous Electrodes의 거리(3mm,
5mm), 사다리꼴 모양의 우변 각도(3°, 5°), 사다리꼴
양변의 거리(3mm, 5mm) 총 3개의 조건이 각각 다른
패턴이며 Table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석 조건은
전류가 가해지는 Lug에서의 전압은 1820mV이며 하단
우측의 모서리를 Ground로 지정하여 전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전압값을 도출하였다.
Table 1 Variable value by Case
Case
Case 1

Variable of Porous Electrodes

Angle (  ) Distance (mm) Length (mm) Area (mm^2)
3

3

5

5678

Case 2

3

5

5

6568

Case 3

5

3

5

5548

Case 4

5

5

5

6496

Case 5

3

3

3

6523

Case 6

3

5

3

7167

3. 해석결과
결과는 표면적 넓이에 따라 전압의 최댓값과 최솟
값의 분포도가 결정되었다. 이 중 Case 6번은 전압

Fig. 1 Contour Plot of Voltage and Avg Voltage according to
Grid Shape

3. 결론
배터리 부품 중 그리드는 패턴의 형상에 따라 배터
리의 충전, 방전의 효율에 차이가 있다. 전압 차가 크게
발생할수록 전도도 특성에 효율성이 높지만 과 전압
으로 인해 부식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Case 6번이
가장 전압 분포가 균일하게 퍼져 있으며 전압 최댓값
은 평균 전압값이 가장 크게 발생하여 부식을 보완하
기 위해 가장 적합한 모델임을 확인하였다.

후기
이 논문은 전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코스
모스랩의 지원(No. P0017685)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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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연료공급 지능형 시스템용 3D 프린팅 센서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a Intelligent Monitoring System for LNG Fuel Gas
Supplying Using 3D Printing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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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제해사기구의 IMO 2020 시행으로 친환경 LNG 선
박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LNG 연료공급 시스템
과 관련된 다수 장비의 국내개발이 저조한 상황이다.
LNG 연료공급 시스템에 있어서 안전이 중요한 요구
사항이고 이를 위하여 모니터링 및 진단 기술이 요구된
다. 이러한 기술에서 센서 기술은 필수적이나 국내 여러
기반 기술 중에서 취약한 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연료공급시스템(FGSS, Fuel Gas Supply System)에
3D 프린팅 센서 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 사양에 적합한
맞춤형(customized) 센서 개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LNG 선박 연료공급 시스템용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
템은 기존 시스템의 구성인 배관, 전기히터, 송풍기 등과
더불어 시스템의 감시 및 제어를 위한 맞춤형 센서,
제어기(PLC, Programmarble Logic Controller, XGT, LS
ELECTRIC CO.)와 모니터링 하기 위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장비 등으로 Fig. 1과
같이 구성한다. LNG 선박 연료공급 시스템 모니터링
기술에 범용적 센서보다는 특수한 사용 환경이나 다양
한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는 충족 할 수 있는 맞춤형
센서가 요구된다. 3D 프린팅 기술은 기존의 센서보다
자유로운 형상 구현이 가능하여 이를 활용한 맞춤형

Fig. 2 (a) 3D printed cantilever type pressure sensor (b)
Sensors performances in terms of output voltages

센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시스템에 적합한
형상과 성능을 지니는 센서를 경제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Fig. 2는 해양플랜트 배관에 설치가 쉽고, 간단한 외팔
보 구조로 설계되어 고압 측정이 가능하도록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압력 센서의 성능 실험 결과이다.1

3. 결론
3D 프린팅 센서 기술은 LNG 연료공급 시스템의 모니
터링에 적합한 맞춤형 센서의 개발을 가능할 것이다.
향후 3D 프린팅 센서와 LNG 선박 환경에 적합한 신호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며 이를 이용한 고장진단 기술
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기
본 연구는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지원에 의한 연구임 [S32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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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 Y. Kim, I. P. Ka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Novel Pressure Sensor based on Nano Carbon
Piezoresistive Composite by Using 3D Printing”, Trans.
Korean Soc. Mech. Eng. A, Vol. 41, No. 3, pp.
187~192, 2017.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3D Lidar을 통한 실외 SLAM 및 Localization 알고리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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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through 3D Lidar
*

*

1

김지환1, 장재헌1, 임정학2, #이경창1

J. H. Kim , J. H. Jang1, J. H. Lim2 #K. C. Lee(gclee@pknu.ac.kr)1
1

부경대학교 지능로봇공학과

Key words : Autonomous Driving, 3D LiDAR, SLAM, Localization

1. 서론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모빌리
티 서비스 외에도 공장·물류 자동화, 건설 현장, 개인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자율주행 개발을 진
행 중이다. 자율주행 차량 또는 AGV가 목적지에 도달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밀한 지도가 요구되었다.
지도 생성이 가능한 SLAM은 사용하는 센서에 따라
방법 및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 카메라 센서를 사용하
는 Visual-SLAM과 LiDAR 센서를 이용한 LiDAR

한 높이의 장애물은 2D LiDAR SLAM으로도 구별할
수 있지만, 벽면이나 높이가 있는 장애물의 경우는 3D
SLAM의 결과로만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실외
주행환경에서 여러 가지 높이의 장애물 탐지를 위해서
는 3D SLAM이 필수적이다.
이때 장애물의 회피나 주행의 경로 생성을 위해서는
지도안에서의 위치추정이 필수적이며 본 논문에서는
3D Map에서의 위치추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3. 제안하는 위치추정 시스템

SLAM이 대표적이다. SLAM은 크게 2D와 3D로 구별
하며 장애물이나 동적 물체가 많은 실외 자율주행에
서는 2D LiDAR를 이용한 SLAM이 아닌 LOAM,
LIO-SAM[1] 등 3D LiDAR를 이용하는 3D SLAM이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D LiDAR를
사용해 실외 환경에서의 SLAM[1,2]을 통해 지도를 획
득한 후 지도에서의 정밀한 위치추정[3]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외 환경에서 3D SLAM으로 획득
한 지도에서의 개선된 실시간 Localization을 제안한
다. 제안하는 Localization 알고리즘의 경우 LiDAR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센서 없이 위치추정을
실시하고자 하며 검증을 위해 생성된 지도안에서 차
량이나 AGV를 이용하여 직접 주행하여 위치 정밀도
를 평가하고자 한다.

2. 2D SLAM과 3D SLAM

본 연구는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지원에 의한 연구임 [S3282183]

2D LiDAR와 3D LiDAR SLAM의 차이점을 보이기
위해 동일한 실내 환경에서 SLAM을 구현했다. AGV에
15cm가량 높이를 두어 Velodyne VLP-16 3D LiDAR 센서를
설치하고 SLAM을 실행하였다. 지면에서 센서와 동일

Fig. 1 2D & 3D LiDAR SLAM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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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패조류로 인한 그물의 노후화
가 발생한다. 부착생물의 성장 외에도 양식어류의 물
어뜯음으로 인해 그물에 파손이 생기며 이는 양식어
의 손실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은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최근에는 ROV를 통해
실시간으로 그물의 파손과 오염도를 탐지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Zhao et al.[1]에서는 Bilateral filtering을 이용
해 수중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물 구멍 면적의 character
istic gradient를 비교하여 그물의 파손을 탐지한다. 하
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실험이
진행된 것으로 실제 양식장 수중 환경에서는 탁도와
조도로 인해 그물 파손 검출이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OV에 장착된 카메라로 획득한 수중 영
상을 이용하여 탁도와 조도를 개선하고 그물 파손 탐
지가 가능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자 한다.

2. 그물 파손 탐지 알고리즘
수중 탁도와 조도는 그물 파손 인식에 있어 노이즈를
생성하는 등 인식률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Fig. 1과 같은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미지
전처리 알고리즘에서 탁도와 조도의 영향을 줄였다.
Dehazing[2] 기법을 이용하여 입력된 RGB 영상에서 명도
값이 매우 낮은 채널을 찾아 탁도로 인해 대상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제거했다. 또한 Histogram equalization으
로 깊이에 따른 급격한 조도 차이를 개선하고 Blackhat
Morphology 연산을 이용하여 조도 차이 개선 후에도
어두운 부분의 그물 형태를 강조하였다. 영상 전처리
후 그물 파손 탐지를 위해 각 그물 구멍 면적을 계산하였
다. 원근감으로 인한 면적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계산된
각 그물 구멍 면적을 일정 단위 집합으로 나누었다.
나눠진 집합의 면적 평균과 면적 간의 차를 비교하여
그물의 파손을 탐지하였다. 탐지된 그물의 파손 위치는
바운딩 박스를 이용하여 영상에서 나타내었다.

Fig 1. net defect detection algorithm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수중 영상에서 탁도와 조도를 개선
하고 그물 파손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알고리즘은 탁한 수중 이미지에서도 그물 파
손을 탐지할 수 있었다. 원근감으로 인한 왜곡이 심한
이미지에서는 알고리즘의 인식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미지의 원근감에 영향
을 받지 않으며 실시간으로 그물 파손의 탐지가 가능
한 알고리즘을 설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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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적으로 대기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선박에서는 디젤엔진이 널
리 사용되고 있기에 배출가스의 유해물질 저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협약과 국내법규에
따른 배출가스 유해물질 배출규제 강화와 미세먼지
(PM)의 규제도 고려되고 있다. 선박의 공간은 매우 협속
하고 소형 선박은 더욱 협소한 편이다. 따라서 기존의
배출가스 유해성분 저감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각 선박
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원 충원의 어려움과 안전
에 대한 요구로 자율운항 선박의 연구가 활발하다. 앞으
로 PM의 규제 시행을 고려하여 소형화 및 자동화된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의 개발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국내외 후처리 시스템
Fig. 1은 기존 후처리시스템의 구성의 예시이다. 대부
분의 후처리 장치는 Fig. 1과 같이 배기가스 저감 장비가
물질별로 각각 독립되어 설치되는 것을 보여준다. Fig. 2는

Figure 3. Concept diagram of after-treatment system for small ship

기존 후처리시스템의 설치의 예시이다. 사진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시스템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소형 선박에의
적용은 구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3. 기술개발 구성
Fig. 3은 본 연구개발 장비의 개념도이다. 소형 선박에
맞춘 소형화 및 자동화 미세먼지(PM) 저감장치 개발을
목표로 한다.

4. 결론
Table 1은 이전 GCS의 시제작품에 대한 실제 테스트
결과값을 나타낸다. 미세먼지(PM)는 전단이 259.69
mg/Sm3, 후단은 103.75mg/Sm3 으로 60.04%의 저감율을
보인다.
Table 1 Result of test of Exhaust Gas Cleaning System
unit

Figure 1. Configuration diagram of after-treatment system on

PM mg/Sm3

inlet

outlet

reduction rate
(%)

259.68

103.75

60.04

industrial boiler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 개발은 PM저감율 전후단
70% 이상 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사
Figure 2. Example of after-treatment system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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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based Object Detection Experiment using YOLO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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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사 산업혁명 이후, 제조시설의 첨단화가 가능해지
면서 로봇을 이용한 설비의 도입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인적 요인에 의해 생산력이
저하되는 것을 피하고자 제조시설의 로봇 도입 사례
도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로봇들은 Pick and Place
와 같은 기초적인 운송 작업부터 하드웨어 조립 및
용접 등 난이도 있는 작업 등을 수행한다. 현재 로봇을
처음 도입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Pick and
Place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기존의
Pick and Place는 파지하고자 하는 객체가 정확한 위치
및 포즈로 위치해야 하며, 로봇팔은 정해진 작업을
반복수행할 뿐이다. 최근에는 위치 및 포즈가 가변적
인 환경에서도 Pick and Place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2]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전 기반
의 객체 인식 및 Pick and Place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이미지 기반 객체 인식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다.

2. YOLOv5를 이용한 객체 탐지
카메라를 이용해 객체의 위치 및 포즈를 정확히 파
악하며 Pick and Place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객체 탐지

Fig. 1 Detection result

3. 실험 결과
학습 결과 0.7~0.9의 정확도로 100%의 요요 객체
검출율을 보였다. 다른 객체를 0.2~0.4의 정확도로 요
요로 인식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Confidence Score
Threshold를 0.5로 지정하여 해결했다.
Train loss 및 Valid loss는 각각 1%미만, 0.4%미만으
로 확인되었다.

4. 결론 및 향후 계획
본 논문에서는 Pick and Place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연구인 비전 기반의 객체 인식 실험을 수행하였
다. 항후에는 2D 이미지 기반으로 객체의 포즈를 측정
하고, 이를 위한 최적의 파지각 계산을 연구할 것이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이중 현재
FPS(Frame per Second)와 mAP(정확도)가 가장 높은

후기

알고리즘 중 하나인 YOLO v5를 이용하여 객체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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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고자 한다. YOLO v5는 140FPS 및 89.5mAP
의 성능수치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YOLO와 달리
Backbone에서 CSP Net 요소중 BottleneckCSP를 사용
하며, 이는 4개의 Convolution Layer를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요요 장난감을 탐지 객체로 설정하
였다. 다양한 환경에 배치된 요요 이미지를 Train set
70장, Valid set 20장, Test set 22장 확보하여 수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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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 이후 로봇기술의 발전은 각종 제조
및 생산 분야에 Manipulator 등의 로봇 도입 가속화를
이끌었다. 최근에는 농업 종사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 저하 및 단가 증가로 인해 농업
분야에도 로봇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시도
되고있다. 일반적인 제조분야와 달리 농업 분야의 객
체 인식 및 Pick and Place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유동
적인 객체의 위치 및 조도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과 강화학습이 결합된 심층 강화학습
(DLR)[1] 기반 제어시스템이 제안되고 있다. DLR은
객체 이미지를 심층신경망에 입력하여 동작에 따른
보상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manipulator를 보다 능동
적으로 제어한다.
본 논문에서는 DLR 기반의 과일 수확 로봇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과일 인식 방법 및 학습 알고리즘
분석, 학습환경 및 설계 등 세가지의 연구방향을 제안
한다.

2. 비전센서 및 심층강화학습 기반 과일
수확 로봇 시스템 연구
본 논문은 과일 수확 로봇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가
지 연구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Yolo v3 객체 인식 알고
리즘을 활용할 때 Epoch, Iteration, Learning rate 값에
따른 과일 이미지 학습 후 손실함수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여 학습에 효과적인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실시간
영상에서의 과일 인식율을 측정한다. 둘째, manipulator
의 Pick & Place 경로 최적화를 위해 강화학습에
Model-free PPO[2] 알고리즘을 응용한다. 이후 작업을
수행할 manipulator의 기구학적 특성 고려하여 적절한
매개변수와 보상 방법을 분석하고 도출한다. Model-free
및 PPO가 결합된 알고리즘은 기존 알고리즘과 달리
장애물이 매우 많아 Environment sample을 얻기 힘든

농촌에서 보다 높은 동작 효율성과 성공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강화학습 수행은 가상환경인
Coppeliasim 을 통해 수행한다. 에피소드 수의 증가에
따른 정확도를 분석하여 적절한 학습 에피소드 수의
구간을 정의한다. 또한, 에피소드 초기화시 작업 영역
내부에서 목표 객체의 초기 위치가 랜덤하게 변하도록
하고, 이때의 객체 인식률을 분석한다. 이후 가상환경에
서 농장 환경 재현을 위해 나무 등의 장애물을 추가함으
로써 충돌회피 학습을 수행한다. 한편, 가상환경에서는
초기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동일한
시간 동안 더 많은 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전센서 및 심층강화학습에 기반한
과일 수확 로봇 시스템의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추
후에는 실제 실험을 통해 학습 파라미터에 따른 손실
함수 비교 및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실제 농장에서의 실증과정을 통해 제품의 효용
성을 검증하고, 프로토타입 제품 개발로 진행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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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환경 변화에 강인한 전처리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obust Pre-processing Algorithm for the Change of Illumin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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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영상 처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영상 센서의 성
능이 높아짐에 따라 고화질 영상을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영상의 왜곡 및 열화에 의한 화질
저하 현상은 원 영상의 정보를 훼손시키게 된다. 특히,
역광이 비치면 물체가 어둡게 보여 물체를 정확히 식
별할 수 없는 등 촬영 대상 주변의 조도환경에 따라
고화질 영상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1-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조도환경 변화에 강
인한 전처리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2. 제안한 알고리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히스토그램을 분석하고 특정 영역을
강조하기 위해 감마 곡선을 사용하여 감마 보정을 진
행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e) Gamma value  = 0.5

(f) Histogram distribution
 = 0.5

Fig. 1 Changes in illuminance and histogram analysis of
images according to gamma correction

그림 1은 원본 영상에 대해 감마 보정에 따른 조도
변화와 히스토그램을 분석한 결과이다.

3. 결론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분석
한 후, 감마 곡선을 기반하여 영상의 조도를 개선하는
전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지원에 의한 연구임[S3282183].
(a) Original image

(c) Gamma value  = 2

(b) Histogram distribution

(d) Histogram distribution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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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Remote Monitoring System for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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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
너지소비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재생에너
지 설비의 증가와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관리인력 부
족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노동인구 대체
를 위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에너지, 태양열에너
지, 수력에너지, 풍력에너지, 화력에너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에 따라 대
부분의 설비는 야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
고 진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연구되고 있다
[1-2]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원격 모니
터링 시스템은 무선통신 모듈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송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2.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모니터링을 위
하여 설비의 관리와 고장 진단에 필요한 센서를 사용
하여 MCU(Micro Control Unit)에 데이터를 수집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기의 상태를 무선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격으로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계측하는 연구를 진행한
다.
그림 1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의 순서를 블록다이
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MCU에 센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센서의 데이터를 무선 통신 모듈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전송한다. 전송한 데이터는 데이
터베이스를 통하여 저장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작

Control Unit
Sensor 1

Sensor 2
Micro
Control Unit

Sensor 3

Database

Communication
Module

User

Sensor 4

Fig. 1 Monitoring system

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저장한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측한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대형 설비
를 위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설비의
관리와 고장 진단에 필요한 센서와 무선통신 모듈 등
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 설비 관리
에 유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후기
본 연구는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지원에 의한 연구임 [S32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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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 용접에서 용접부 모니터링을 위한 동기화기술 개발
Development of Synchronization Technology for Monitoring Welds
in Arc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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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 혁명의 기술이 기존 제조산업과의 연계되
는 접점인 스마트 팩토리의 적용을 위해 그리고 제품
제작에 반드시 들어가는 용접부의 품질 보증을 위해서
용접부를 모니터링 하는 기술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용접부 모니터링은 여러 센서를 이용하여 진행되며
정확한 용접부의 품질 예측을 위해서는 각 센서에서
계측된 신호가 동기화되어 현상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며, 동기화 기술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기술이다.
현재까지는 각 센서의 신호를 단차원적으로 분석하
는 연구가 주로 수행1)되었으나, 다차원 분석이 향후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같은 고급 분석기술을 적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본 연구는 다양한 용접 모니터링 센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 신호를 다차원으로 분석하는데 필요한 동기
화기술 개발을 수행하였다.

2. 용접부 모니터링을 위한 용접 동기화
시스템 개발
용접 모니터링을 위한 동기화 시스템 자료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용접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센서
및 카메라 기반의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용접 동
기화를 위한 신호 입출력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3. PC 기반의 용접 동기화 프로그램 개발
동기화 시스템의 구동을 위해 LabVIEW 프로그램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Fig. 1과 같이 개발하였다. 또한,
다양한 동기화 신호에 따른 각 센서 입력 시스템의
딜레이 타임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출력 신호에 따
른 입력 신호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Fig 1. LabVIEW 프로그램 기반 소프트웨어

3. 결론
용접부 모니터링 동기화기술을 스마트 팩토리와 제
품 제작에 적용하여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품질 예
측 및 보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후기
본 연구는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지원에 의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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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적용을 위한 용접 모니터링 시스템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of Welding Monitoring
System for Smart Factory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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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인 부품 및 완제품은 다양한 소재를 자르고
생산되며, 이 과정에서 용접 공정은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다. 이러한 제품의 성능은 부품의 성능이며, 부
품은 결과적으로 이를 생산하는 공정 하나하나의 품
질과 직결되므로 생산 공정의 품질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존 사람이 품질 관리를 수행하던 것을 스마트팩
토리화 됨에 따라 자동화 및 센서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의 산업적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1)
본 연구는 용접부의 품질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알
고리즘을 스마트팩토리에 적용 가능하도록 업그레이
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인공지능 기반의 용접 모니터링 품질
판단을 위한 DB 구축
용접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를 구축하였다. 구축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접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계획 및 실험을 실시
하였다. 다양한 용접 조건에 따른 결과 분석을 통해
Fig. 1과 같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3. 인공지능 기반 용접 품질 판단
알고리즘 개발
구축한 데이터 베이스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적용
하기 위해 데이터 베이스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그
후 딥러닝 기반의 DNN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용접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훈련 및 최적화를 진행하였다.2)
학습시킨 알고리즘으로 품질 판단 능력에 대한 유효
성을 검증하였다.

4. 결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한 스마트 제조 공정의

Fig. 1 용접 데이터 베이스의 예

모듈화를 통한 다양한 용접 공정의 스마트팩토리 적
용으로 용접 기술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 증대 및
불량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후기
본 연구는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지원에 의한 연구임.[S32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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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화된 해시 체인을 적용한 CAN 메시지 인증 알고리즘 구현

Implementation of CAN Message Authentication Algorithm App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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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네비게이션 기반 자율주행이 개발과 함께 차량에도
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탑승자
에게 많은 편의성을 제공하는 반면, 무선 공격의 타겟
이 되어 해킹 위험성이 증가하였다. 무선 침입이 발생
하는 경우 공격자는 CAN 네트워크에도 접속이 가능
하게 되어 차량 제어권한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공격자가 CAN 네트워크 레벨까지
침투하였을 경우를 위한 해시체인 기법이 적용된
CAN 메시지 인증 알고리즘을 연구한다.

2. HASH CHAIN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1] 기술은 현재의
데이터 블록과 다음의 데이터 블록이 해시함수로 연
결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 기법이다. 이는 시간에 무관
하게 유지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간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하지만 데이
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마다 변화하는 인
증코드로 활용하게 되면 시시각각 변화하므로 시간적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시체인
이라 정의한다. 즉, 초기값을 통해 생성한 해시값 일부
를 인증코드로 취급하여 메시지에 저장하여 보낸 후,
해당 메시지 자체를 입력으로 받아 생성한 해시값을
다음 메시지의 인증값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이전 메
시지와 현재 메시지는 해시값을 매개로 연관되어 있
다.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해시값은 변화하므로
난수공격에 대해 매우 강인하다.

3. 제안하는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CAN 프로토콜
중 Data Field 중 4bit를 해시값 저장 공간으로 사용한
다. 이때 최초의 해시값은 Hash Node가 각 통신노드들
에게 동일한 초기화 키를 배포한다. 해당 초기화 키와

각 노드들이 송수신할 ID, Salt 값을 해시함수 입력으
로 하며, Slat 값 포함 여부에 따라 두개의 해시값을
출력한고 이를 H, H*라고 한다. H의 첫번째 값은 Hash
Position(HP)라 하고, H*의 HP번째 값을 메시지에 저
장할 해시값(HC)라 한다. 이때 HC는 4bit 크기를 가지
며, 각 비트는 메시지의 Data Filed 중 H의 2~5번째
값(P1 P4)을 통해 저장될 위치가 정해진다. 이때, 해
시함수는 같은 입력에 대해 같은 출력을 생성하므로
각각의 노드는 자신이 송수신할 ID에 대해 같은 해시
값을 보유할 수 있다. 이후 송신 노드는 해시값이 포함
된 메시지를 송신하고, 수신 노드는 수신한 메시지의
해시값이 자신이 보유한 해시값과 동일한지 비교한
다. 일치하는 경우에는 메시지를 수용하고, 불일치하
는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침입자 경고 메시지를 송신
한다.

3. 결론
해당 알고리즘이 적용된 HASH CAN 프로토콜은
1000개의 정상메시지를 모두 정상 수용하였고, 31000
개의 악의적 메시지 중 29069개를 검출하여 93.771%
의 검출율을 보였다.

후기
이 논문은 4단계 BK21 사업(스마트로봇융합응용교
육연구단)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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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지 노면 구성방식이 타이어 구름운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Effect Analysis on the Rolling Motion of a Rire due to Sandy Roa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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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Table 1 Experimental setup
Item

최근 자율주행 및 다목적 무인차량 등의 연구개발
이 활발해지면서 도로조건이 포장노면이 아닌 비포장
노면을 주행할 때 이를 제어하는 기술의 수요가 늘어
나고 있다.
김건중1 등은 바퀴와 지형 상호작용에 따른 물리적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제작된 테스트베드를 이용하여
주행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고찰하였다. 앞선 연구
에서는 실제 모래지형과 유사한 환경을 모사하였으
나, 실험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면의 적층
방식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험지에서의 자율주행차량의 동적거
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타이어 테스
트베드를 사용하여 모래지 노면의 구성을 다양하게
시도하였으며, 구성방식에 따라 타이어 구름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2. 모래지 노면 구성방식 및 실험
본 연구에서는 모래지 노면을 세 가지 방식으로 구
성하였다. 테스트베드의 토조 내에 모래를 전체 제거
한 후 새롭게 적층하여 평탄화하는 방식(case1), 모래
를 제거하지 않고 타이어가 주행한 후 침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양의 모래를 메운 후 평탄화하는
방식(case2), 그리고 모래를 제거하지 않고 타이어가
주행하여 영향을 받은 부분의 모래를 파헤쳐 일정 깊
이의 모래를 섞은 후 평탄화하는 방식(case3)에 대하여
타이어의 구름운동을 시험하였다. Table 1은 주행시험
의 조건을 나타낸 것이며, 재현성을 위해 각 시험은
5회 반복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Table 2와 같이 1회 실험데이터에 대하여
2~5회 반복실험 데이터의 오차를 노면 구성방식에 따라
확인하였다.

Value

Tire radius

155.0 mm

Mass

2.8 kg

angular velocity

0.5 rad/s

velocity

81.2 mm/s

Table 2 Experimental relative error
Maximum error

Average error

Case 1

32.82%

12.35%

Case 2

43.03%

24.88%

Case 3

33.65%

18.58%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면 적층 구성 방식이 타이어의 구
름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반복실험 결과,
첫 번째 구성방식의 경우 상대오차가 12.35%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나머지 구성방식의 경우, 각각 24.88%와
18.58%로 타이어의 구름 운동으로 인해 노면이 점점
다져져 주행이 반복될수록 침하량이 감소하였다. 슬립
율이나 주행속도에 따른 타이어의 구름 운동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매 시험마다 노면을 새로 구성하는 것이
균일한 주행환경을 보장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지원에 의한 연구임[S32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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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센서를 이용한 타이어 모래지 노면 주행 시험
Tire Rolling Test on the Sandy Road by using Laser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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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무인 화성 탐사선이나 군용 차량의 무인 자율
차량의 경우 험지에서의 성능 예측이 중요하다.
신용재(1) 등은 고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모래지
노면에서 슬립율에 따른 알루미늄 휠의 침하량을
측정하였다. 위 연구는 휠 자체의 변위를 통해 침
하량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변형된 노면의 형
상을 정확히 관찰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레이저 센서를 통하여 주행 전후의 노면
상태를 측정하여 다양한 험지 노면 조건에서의 타
이어의 구름운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실험결과
Fig. 1은 타이어의 거동을 측정하기 위해 레이
저 센서를 설치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2). 바퀴
전면부 레이저 센서는 변형되기 전의 노면의 상태
를 측정하고, 후면부의 센서는 주행하고 난 후의
변형된 노면을 측정한다. 앞뒤에서 계측된 레이저
센서의 변위값의 차이가 타이어의 구름운동에서의
노면 침하량을 나타낸다. 바퀴 주행 속도 차이에
따른 타이어의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침하량
을 비교하였다.
실험은 총 5번 반복실험을 하였으며, 실험에 대
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바퀴속도에 따른 침하량의 차이는 거
의 없었다.

Fig. 1 Determination of wheel sinkage

Fig. 2 Comparison of sinkage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모래지 노면에서의 타이어의 주
행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레이저센서를 이용하여
침하량을 비교하였다. 실험에서 바퀴 속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에
사용한 모래 입자 크기와 입자 간의 마찰이 크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자중에 의한 침하량만 발생
하고 바퀴 속도에 의한 침하량의 차이가 발생하기
힘들다. 슬립율을 제어하여 과도한 주행 상황에서
의 주행특성실험을 추가로 시험 분석할 예정이다.

후기
본 연구는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지원에 의한 연구임[S32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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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행성 전염병 등의 팬데믹 상황이 오래 지속됨에
따라 배송 및 운반과 같이 대체 가능한 대면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음식점, 병원, 물류센터 등에서는 음
식, 검체, 종이 상자 등 경량형 물체들의 운반을 위해
여러가지 형태의 이동형 운송 로봇을 활용하여 반복적
인 대면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이동형
운송 로봇 기술은 실내의 정돈된 구동 환경에서만 운용
이 가능하며 가벼운 물체 운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외의 복잡한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하고 고하중의 운반이 가능한 이
동형 로봇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1].

2. 환경 적응형 로봇 다리 구조
이동형 로봇 플랫폼에 적합한 다리 구조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로봇 다리는 2개의 회전 관절로 구성되며,
바퀴는 피치 관절과 요 관절의 구동시 지면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조향 제어가 가능하도록 옴니 휠로
구성된다. 또한 로봇 다리의 링크는 효율적인 제어를
위해 벨트-풀리 기반의 평행사변형 기구로 구성되어
바퀴와 로봇 플랫폼이 항상 동일한 진행방향을 갖는다.

Fig. 2 Various postures of the mobile platform with the
proposed robot leg: when (a) only the pitch joints are
driven and (b) only the yaw joints are driven

제안하는 로봇 다리를 이동형 플랫폼에 적용하면 Fig.
2처럼 다리의 관절 각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동할
수 있으며, 더 효과적인 환경 적응 제어가 가능하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동형 로봇에 적합한 벨트-풀리 기반
링크 구조를 갖는 2자유도 로봇 다리구조를 제안하였
다. 제안한 로봇 다리 구조는 다양한 로봇 플랫폼에
적용가능하며 환경 적응 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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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에서는 핫스탬핑 공정라인의 전원장치, 가
열기, 블랭크 등을 확인 가능한 통합 제어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핫스탬핑 공정 라인에서 나오는 입력과
아웃풋을 프로토콜로 정의하고 TCP/IP(Ethernet)으로
PLC와 PC 등으로 구현하였다. 우리는 통합제어시스
템을 통해서 공정되는 발생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2. 핫스탬핑 공정라인
이전 연구에서는 핫스탬핑 공정라인에서 핫스탬핑
공정 라인에서 로봇 자동화를 위해 최적화 시뮬레이
션을 진행하였다[1]. 핫스탬핑 공정 라인에서는 전원장
치, 블랭크, 가열기, 이송 또는 로봇팔, 프레스 성형
및 냉각, 레이저 절단 등으로 구성이 된다[2]. 이를 통합
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공정라인 운영에서 필요한
장비들의 제어하는 통신 환경과 프로토콜의 세팅 등
이 필요하다.

3. 결론
결론적으로 통신 환경과 프로토콜의 세팅 구성은
전원장치, 가열장치 등을 통합 제어하였다. PLC에서
는 UI 패널을 활용하여 제어가 가능하고, PC에서는
GUI(Graphic User Interface) 로 구성하여 각 장비들을
독립 제어가 가능하게 설계하였다.

Fig. 1 Example of Direct hot stamping process[2,3]

Fig. 2 Example of Communication protocol

또한, TCP/IP(Ethernet)으로 PC에서 PLC 등은 독립
적으로도 동작이 가능하며, 마스터에서 제어 명령 시
에 권한을 전달받아서 제어가 가능하게 설계하였다.
이전의 공정 시뮬레이션에서 최적화된 결과를 반영해
서 더욱 최적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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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AUTODESK
Inventor 2021을 사용하여 밭농업 지능형 로봇 플랫폼
보호커버 가공 시 판금 접곡 형상의 전개 치수를 참고
하여 가공 치수를 도출 및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 예상
모델링과 가공 후의 형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2. 전체 모델링
제작되는 밭농업 지능형 플랫폼은 좌우, 상하 가변
으로 자세제어 및 폭 조절이 가능하며 4개의 바퀴가
각각 360도 조향, 구동 동작을 수행한다.
커버 제작 시 내부의 전장 배치 공간과 가변 및 구동
동작에 대한 치수 간섭 등을 고려하였고, 외관에 카메
라, GPS, LED 등이 설치되는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
였다.[Fig. 1]

3. 커버 모델링 및 전개
AUTODESK Inventor의 Sheet Metal 모델링을 사용
커버 모델링을 진행하였고 커버 형상의 전개치수를 확
인하기 위해 전개도 형상을 참조하였다. 전개도의 치수
는 AUTODESK Inventor Unfold Method를 기준으로 전

Fig. 2 Sheet Metal Unfold Model

개되며 재료물성: AL50501, 두께: 3mm, K Factor는 0.44
를 기준으로 전개하였다. 일부 형상에서 커버간의 조립
을 위해 조립부분의 홀 및 탭 가공을 추가하였고 가공오
차를 고려하여 장공가공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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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gricultural Robot Cover 3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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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농촌은 고령 및 여성 농업인들의 수가 증가함[1]
에 따라 해당 농업인들의 위한 고령자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래 농업
의 일환으로 농기계의 자동화 및 로봇화에 대한 연구
또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 및
여성친화 농기계의 일환인 수확용 전동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센서 모듈을 제안한다.

2. 환경 분석 및 시스템 설계
수확용 전동플랫폼의 사용 환경인 노지 밭고랑은
채소농가의 밭고랑 표본 측정 및 평균값 환산을 통해
‘U’자 형태의 폭 50±5cm, 높이 15±1.5cm의 고랑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센서 모듈은 밭 고랑의 양쪽
경사면을 검지하여 주행장치가 고랑의 중앙으로 주행
이 가능하도록 고랑의 단면을 측정하는 모듈이다. 센
서 모듈은 거리, 온도, 기울기를 측정하는 센서를 포함
하고 있다.

3. 실험 및 고찰
설계한 자율조향 시스템의 주행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밭고랑 플랫폼의 정렬 형태에 따른 케이스를
Table 1과 같이 가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센서 모
듈은 4개의 거리센서를 좌우 대칭으로 배치하여 내측
및 외측 센서의 최적 각도와 지면에서부터 센서 모듈의
위치를 도출하기 위해 정지상태와 주행상태에서 출력
Table 1 테스트 케이스 정리
플랫폼 정렬 방향

Fig. 1 Sensor module optimization design process

되는 센서의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측은 150°, 외측은 160°에서 지면으로부터 25cm~
20cm 사이 배치일때 이상적인 운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고령 및 여성 농업인들의 농업환경을 개
선하기 위하여 수확용 전동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센
서모듈 개발을 진행하였다. 향후에는 여러 조건의 현
장 테스트를 통해 환경에 따른 센서 인식 보정과 알고
리즘 개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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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젖음성은 액체와 고체사이의 접촉각을 이용한 고체
고유의 척도이다. 젖음성은 접촉각이 10º 미만이면 극친
수성, 150º 이상이면 극소수성이라 한다. 극소수성은
오염과 결빙, 부식을 방지해주는 등 여러 방면에서 사용
되고 있다. Polydimethylsiloxane(PDMS)는 투명하고, 화
학적 안정성과 생물학적 접합성을 가져 다양한 목적으
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본 연구에서, PDMS 혼합물과
toluene의 다양한 희석 비율에서 마이크로/나노 구조를
가진 알루미늄 시편을 코팅했고 그에 따른 접촉각 크기
를 비교했다. 그리고 각 코팅 표면의 내구성 분석 및
최적의 내구성을 갖는 극소수성 표면 제작 공정을 확립
하였다.

제작된 표면의 젖음성 비교 결과는 Figure 1에 나타나
있다. 1:70 비율로 희석한 코팅이 167.94º로 가장 높은
접촉각을 보였고, 1:100 비율을 넘어가면 접촉각의 급격
한 하락 양상을 보인다.

2. Al 젖음성 개질 표면 제작

3. 결론

우선 Al 기판을 Acetone으로 세척한다. 세척한 기판을
NaOH 1M 용액에 1분 담근다. HCl 3M 용액에 8 분
동안 담가 에칭한다. 에칭한 시편을 NaOH 1M 용액에
5초 담근다. 그리고 80 이상의 물에 5분간 담근다.

PDMS mixture과 Toluene의 비율을 다양하게 코팅하
여 제작된 표면의 젖음성 정도를 알아내고, 극소수성
표면 제작의 최적화를 확립하였다. 또한 여러 비율로
제작된 PDMS 코팅 시편의 내구성을 알아보기 위해
소금물, HCl 수용액과 NaOH 수용액에 대해 내구성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각 코팅 표면의 내구성

과정이 끝난 후 40 이상의 오븐에서 20분 이상 건조한
다. 친수 표면을 만들기 위한 각 과정 사이마다
DI(Deionized) water에 기판을 헹군다.
PDMS base to curing agent를 10:1의 비율로 섞어서
만든 PDMS mixture과 Toluene의 비율을 1:0.5부터 1:500
까지 변화를 주며 섞는다. 이 코팅 용액을 400rpm 이상
에서 2시간이상 저어준다. 섞는 것을 정지 상태에서
혼합된 용액에 기판을 담근다. 코팅용액에 담근 시편은
트레이에 세워서 60도씨 오븐에서 2시간 이상 건조한
다.

3. 제작된 표면에 대한 젖음성 비교
제작된 PDMS코팅 표면을 접촉각 측정장비를 이용하
여 시편에 5l의 물방울을 임의의 5개의 스팟에 떨어뜨
려 접촉각을 측정하고 평균내었다.

Fig. 1 The contact angle change according to the toluene dilution
ratio of PDMS. (a) Trend graph and (b) photographs of
water droplet.

분석 및 최적의 내구성을 갖는 극소수성 표면 제작
공정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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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super hydrophilic silica modified
transitional metal oxide composite and its coating behavior
on glass substrate has been developed. Super
hydrophilic-coated glass showed excellent wettability and
self-cleaning property against dirt solution. The developed
transparent super hydrophilic coating glass also exhibited
great antifog property compared to bare glass and
maintained its super hydrophilicity at high temperature for
long time.

1. Introduction
Presence of various pollutants (VOCs, PCAHC, heavy
metal, dust, etc.) in the environment are not only affecting
human life but also damaging and shortening the life of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So, it is necessary to
find an eco-friendly and sustainable way to maintain the
cleanness of the surface of building materials and window
glasses. Self-cleaning materials have drawn considerable
attention around the world due to their unique properties,
wide range of application in the energy and environmental
areas such as window glasses, car mirror, textile, fabrics
and solar panels. In this work, we have fabricated
transparent and super hydrophilic silica modified
transitional metal oxide composite coated glass which can
be used for self-cleaning applications.

2. Experiments & Results
Silica modified metal oxide composite coating was
prepared by solution blending deposited on glass slides
by dip coating technique. Metal oxide retained its crystalline
structure after modification by silica. Silica modified
transitional metal oxide composite coating showed

excellent super hydrophilicity and self-cleaning property.

3. Conclusion
The prepared silica modified transitional metal oxide
composite coating showed excellent wettability and
self-cleaning behaviors with good transparency. It is
expected that this method might open a simple way to
manufacture super hydrophilic coating materials for
self-cleaning applications using transitional metal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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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도포 노즐 부품의 방오 코팅 효과
Effect of Anitfouling Coating on Precison Nozzle for Dispens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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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노즐 또는 니들 같이 정밀 토출 부품은 다양한 산업
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요소 부품 중 하나이다. 특히
미세 패턴이 요구되는 도포 공정의 경우, 초정밀 노즐
같은 정량 토출 제어가 가능한 부품이 필요시 된다.
이러한 부품들의 문제는 토출부의 막힘, 액뭉침, 본드
테일 등의 오염 현상이 가속되어 결국 제품에 손상을
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관리
가 요구되며 이는 곧 생산성 저하 및 비용 상승의 원인
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CVD를 이용해, 노즐의 내·
외부에 방오 기능성 코팅 처리를 통해 토출 성능과
제품 수명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a) before

(b) after

Fig. 1 접촉각 비교

Fig. 2는 기존 노즐과 방오 노즐의 시간대에 따른
토출량 분석을 진행하였고. 기존 노즐의 경우는 오염
누적에 의해 토출량이 감소함을 알 수 있고 방오 노즐
의 경우는 토출량 변화 없이 공정이 지속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실험순서
정밀 노즐 부품의 방오 코팅은 iCVD를 통해 진행되
었다. iCVD란 개시제를 활용한 기상 화학 증착법으로
저온·저진공에서 기능적 특성을 부여하는 모노머와
반응을 유도하는 개시제의 중합반응으로 공정을 진행
하는 차세대 표면처리 기술이다. 실험에서 모노머는
방오 기능을 가진 C6FMA, 내구성 향상을 위한 DVB,
그리고 개시제는 TBPO를 사용했다.
노즐의 주재료인 STS303에 방오 코팅을 진행 후
접촉각 측정을 통해 발수 표면 형성을 확인하였고,
동일 조건으로 노즐 방오 코팅으로 토출 성능과 노즐
수명 증가를 확인한다.

3. 결과
iCVD공정조건은 투입 유량으로 TBPO: 1.33sccm,
C6FMA: 2.66sccm 그리고 DVB: 2sccm을 투입하고,
500mTorr의 진공 분위기 챔버 내부의 30 기판에서
1시간 증착하여 박막을 성장시켰다. 방오 코팅 후 접촉
각 측정 시 Fig. 1과 같이 증착 전에는 53도의 접촉각을,
증착 후에는 110도의 접촉각을 얻었으며, 접촉각 향상
을 통해 발수 표면이 형성됨을 확인했다.

Fig. 2 토출량 분석

Fig. 3과 같이 기존 노즐과 방오 노즐을 가지고 똑같
이 2번 작업 후 노즐 클리닝 결과를 비교하였다. 기존
노즐에 남아있던 불규칙한 형태의 잔류 오염이 방오
코팅한 노즐의 경우 대부분 제거됨을 알 수 있다.

(a) before

(b) after

Fig. 3 노즐 클리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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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를 통한 에폭시 필름의 CTE 평가

Characterization of Epoxy Film using 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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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벌크 재료의 열에 의한 기계적 분석은
열 기계 분석기로 진행이 되며, 재료의 열 팽창계수
즉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CTE)가 확보된다.
그러나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같이 더 얇아지고 있는
기계 부품에서 사용되는 필름 스케일의 플렉시블 기
판의 경우, 그 두께가 너무 얇아 기존의 열 기계 분석기
사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시편에 물리적으로
닿게 되는 프로브로 인해 재료의 녹는점 이상에서 측
정 결과에 오류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접촉 변형 측정 방법인 Digital Image Correlation
(DIC)을 통해 시편의 CTE를 평가 및 열 기계 분석기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DIC는 시편의 표면에 있는 일정한 패턴을 스트레인
게이지로 지정하고, 각 이미지에서 패턴의 이동을 변
형으로 인식해 시편의 변형을 측정하는 방법임. 본
실험 구성은 Fig 1과 같이 75mm의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와 카메라를 각각 2개씩 그리고, 내열 유리가 장착
되고 시편의 온도 제어가 가능한 가열 챔버를 준비함.
측정 시편은 24 * 21mm의 사각형의 다층 기능성 에폭
시 레진 타입의 시편으로 열에 의한 분석을 위해 500
까지 녹지 않는 내열 스프레이로 표면 패턴을 형성함.
실험은 30 ~ 250 까지 시편을 가열해가며, 10
간격씩 촬영을 진행해 시편의 변형을 측정한다.

3. 실험 결과
DIC를 통해 측정된 결과는 Fig 2와 같음. 170 에서

Fig 1. Experimental Setting

Fig 2. Strain-Temperature graph
Table 1. CTE Data
CTE_x
CTE_y
TMA

Before Tg
16.5 ± 0.5 (ppm/℃)
16.0 ± 0.7 (ppm/℃)
14.7 (ppm/℃)

After Tg
4.0 ± 1.2 (ppm/℃)
5.0 ± 1.4 (ppm/℃)
4.9 (ppm/℃)

Tg로 인해 바이리니어 형태의 그래프가 형성되는 것
이 확인됨.
측정 데이터에 의한 CTE 결과는 Table 1과 같이,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 이전까지 x와 y 방향
의 CTE는 각각 16.5 ± 0.5(ppm/ ), 16.0 ± 0.7(ppm/ ).

3. 결론
DIC와 TMA에 의해 평가된 결과는 약 10%의 차이가
존재함. 또한, Tg 이후 CTE는 차이가 없음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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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DED 공정을 이용한 AISI 1045 기저부 위 Inconel 718 적층시
적층 경로에 따른 열-기계 분석

Thermo-mechanical Analysis of Deposition Strategies for Inconel 718 deposited
on AISI 1045 substrate by LAM-DE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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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Directed energy deposition is metal AM process. By
combining proper deposition strategies DED technology
can be used to fabricate high quality metal parts but
information about this strategy is not available ye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fferent deposition strategies on the thermo-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Inconel 718 powder on AISI 1045
substrate.

Fig. 1. Raster deposition strategies

2. Deposition Strategies
Proper deposition path can improve post process
thermo-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fabricated part due
to relationships between temperature histories and stress
and distortion formation. Total of 8 deposition patterns
strategies were selected based on raster and zigzag
deposition strategies with the contour bead, as shown
in Fig. 1 and Fig. 2.

3. Results
Results of the analysis shows lowest heat affected zone
depth in strategies R-1 and Z-1. Strategies R-2, R-3, Z-3
and Z-8 showed uniform and symmetrical stress
distribution but R-2, R-3, Z-2, Z-3, Z-4 showed lowest
maximum stresses and were selected for distortion
analysis. Although R-2 and R-3 strategies showed lowest
distortion but they also showed highest twisting effect
thus strategies Z-3 and Z-2 were selected as proper
deposi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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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Zigzag deposi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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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 공정을 이용한 Inconel 718 소재 적층 시 공정 변수에 따른
다열 비드 적층 특성 분석
A Study on Multi-bead Deposition Characteristics by Process Parameter during
Inconel 718 Material Deposition using DED Process
이광규1, #안동규1, 김두리2, 심아진2

*

*

K. K. Lee1, #D. G. Ahn(Smart@chosun.ac.kr)1, D. R. Kim2, A. J. Sim2
1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2두산공작기계

Key words : Directed energy deposition, Inconel 718, Process parameter, multi-bead deposition

1. 서론
에너지 제어형 용착 (Directed Energy Deposition :
DED) 공정은 금속 적층 제조 공정 중 하나로 레이저와
같은 고 밀도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기저부를 용융시키
고, 동축으로 분말을 분사 및 용융시켜 한 층 씩 적층하
는 공정이다.[1,2] DED 공정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 및
보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재료의 적정 공정 변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적절한 공정 변수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다열 및 다층 적층 시 기공, 균열 및 적층 형상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단일 비드 적층 만으로는 적층
결함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다열 비드 적층에 대한
적층 특성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DED 공정을 이용하여 Inocnel 718 동
종 소재 적층 시 공정 변수에 따른 다열 비드 적층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적층 실험
Tabel 1 은 적층 실험에 적용된 공정 변수이다. 적용
된 공정 변수는 레이저 출력(P), 이송 속도(V), 분말
분사량(F), 비드 중심간 거리(DH) 및 층간 수직 방향
이동 거리(△Z) 이다. 적층 실험은 두산공작기계의
DVF-8000AML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기저부 및 적층부 소재는 Inconel 718 이다. 단일 비드
적층 실험을 통해 공정 변수에 따른 비드 형상을 도출
하고 특성데이터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비드 형상을
이용하여 비드 중심간 거리를 예측하고 0.1 mm 간격
으로 적층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단층 실험에서 도출
된 높이를 기준으로 3 층 적층을 진행하였다.

300-700

V (mm/min) F (g/min)
300-1,200

8.4

3. 결론 및 고찰
Fig. 1은 다열 비드 적층 시편 단면부 관찰을 통해
도출된 기공이다. 레이저 출력 500W 조건 및 700W
조건에서 기공이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기공의 크기
는 각각 345μm 및 421μm 로 나타났다. 이는 비드의
높이 및 형상각이 저 출력 영역에 비해 고 출력에서
크게 나타나고 적정 비드 중심간 거리를 적용하여도
상대적으로 크게 형성된 골 영역에 의해 기공이 발생
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결과를 통해 저 출력
영역에서 적층을 진행하는 것이 적층 결함을 감소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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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orosity in multi-bead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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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형상에 따른 PCHE 압력강하 특성 분석
Analysis of PCHE pressure drop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hannel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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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에스티 미래연구소
요 약 현재 열교환기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나 사용 공간에 대한 제한성으로 인해 단위
부피당 전열 면적을 극대화시킨 고밀도, 고효율 열교환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PCHE(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는 상용되는 열교환기에 비해 단위 체적 당 큰 전열 면적을
가지고 있어 작은 부피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열교환량을 가진다. 그러나 기존의 PCHE의 경우
대부분의 채널 형상이 직관이며 다양한 채널 형상에 대한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HE 내의 채널 형상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압력강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 결과 Straight, Offset
Straight, Wavy, Offset Wavy 형상의 순으로 압력 강하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Straight 형상의 경우 19.6%,
Wavy 형상의 경우 39.9%의 압력 강하가 발생하였다.

Abstract Currently, heat exchangers are widely used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but research on
high-density and high-efficiency heat exchangers that maximize the heat transfer area per unit
volume due to the limited space used is being actively conducted. Among them, PCHE (Printed
Circuit Heat Exchanger) has a large heat transfer area per unit volume compared to a commercially
available heat exchanger, so it has a very large amount of heat exchange despite its small volume.
However, in the case of the existing PCHE, most of the channel shapes are straight, and studies on
various channel shapes are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hannel shape in the PCHE is
analyzed in various ways to understand the pressure drop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e pressure
drop was high in the order of Straight, Offset Straight, Wavy, and Offset Wavy, with a pressure
drop of 19.6% for the straight shape and 39.9% for the wavy shape.
Key words : Heat exchanger, PCHE, Straight, Wavy
* Corresponding Author : hsjeong@fstc.co.kr
Tel: +82-31-370-7861, Fax: +82-31-370-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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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학습을 이용한 반도체 검사 장비용 열교환기 유로 설계 최적화
Design Optimization for Flow Path of Heat Exchanger of Semi-conductor Test
Facility Using Reinforcement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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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프로브 척은 웨이퍼를 표면에 고정시키고 동일한
온도 조건 속에서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이며, 높은
표면 온도 균일도와 신속한 설정온도 구현이 요구된
다. 한편, 3D 프린팅 기술의 발달로 기존과 다른 새로
운 형태의 유로를 가진 열교환기를 제작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DRL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을 활용하여 최적화 설계를 시도하는 연구들
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층가공을 사용하
여 플레이트 형 유로에 porous media 구조를 적용하고,
RL을 활용하여 최적의 porosity 분포를 찾아 반도체
장비용 열교환기를 설계한다.

2. 척 모델 및 수치해석
사용한 척 모델은 Fig. 1에 나타나 있으며 빗금친
부분이 porous media zone이다. porosity (  )값은 반경에


따른 함수인    로 정의했으며 UDF (user defined
function) 를 이용하여 porosity값과 점성저항 및 관성저
항 값을 적용했다. 사용한 CFD 프로그램은 FVM 기반의
Fluent이며 2차원 축대칭, 정상상태, 비압축성과
standard k-ε 난류 유동 조건으로 해석했다. Table 1에
다른 boundary condition과 함께 사용한 냉매인 3M사
의 ‘novec 7200’의 특성 값도 기술했다.

3. Deep Reinforcement Learning
DRL은 RL (reinforcement learning) 기술에 DL (deep
learning) 기술을 접목시킨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다.
DRL에 사용하는 agent는 DQN (deep q-network) 알고
리즘이며 각 state에서 action을 선택할 때 action-state
value 인 q value 를 기반으로 선택을 하고 q value는
DL인 Q-Network 계산되어 나온다. state는 [α, γ, Δp,
Δt]로 지정했으며 action은 [α+1, α-1, γ+1, γ-1] 로 지정
했다. reward는 f = 0.5Δp/1.2 + 0.5Δt/1.4의 값으로 정해
지며, 낮은 f 값을 가질수록 높은 reward를 받게 된다.

Fig. 1 Heat exchanger model for Numerical Analysis
Table 1 Boundary Conditions
Conditions

Values

Flow Rate [L/s]

25

Inlet temperature [K]

293.15

Inlet velocity [m/s]

3.68

Input heat [ kW]

1.6

Density [ρ]

1420

Viscosity [kg/m s]

0.00058

Specific Heat [J/ kg K]

1120

Thermal Conductivity [W/m K]

0.068

4. 결과
초기 state 를 [-5, 0.35, 16.239, 2.781]로 상대적으로
큰 f 값을 가지게 시작했으며 학습이 진행 될수록 f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action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
했다. 총 200개의 episode를 실행한 결과 191번째 에피
소드에서 최소 f = 0.4543을 가지는 state [10, 0.9, 0.348,
0.866] 가 나왔고, 마지막 episode에서 state는 [26, 0.75,
0.799, 0.608], f = 0.5501이 나오게 된다.

5. 결론
적층가공법을 사용하면 반도체 검사용 프로브 척의
전체 유로가 porous media 구조를 가지게 제작할 수
있으며, 이때의 최적 porosity 분포를 DRL 로 찾아보았
다. 높은 f 값을 가지는 state로 시작했지만 학습이 진행
될수록 낮은 f 값을 가지는 state로 가는 action을 선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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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균일도를 위한 열교환기의 격자구조 최적화
Optimization of Lattice Structure in Heat Exchanger for Uniform Surfac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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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열교환기에 관한 종래 연구들은 열교환 성능과 압
력 강하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반면 열전 소자
배열을 포함하는 가열, 냉각 혹은 발전을 위한 열교환
장치의 경우 열전소자가 접촉되는 위치에서 온도를
균일하게 하는 것은 열교환장치의 성능 제어에 이점
을 준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교환기 표면 온도
균일도 향상을 위해 열전 소자가 배치된 열교한기 내
부 유로에 배치된 격자구조의 직경을 최적화하는 방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반응표면 설계
열교환기 내부 유로에 열교환 면적 확장을 위해 삽
입된 체심입방 격자구조의 유동 특성과 온도분포 특
성을 전산유체해석과 중심합성계획법을 이용하여 무
차원수에 대한 반응표면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것을
활용하여 유동특성에 대한 압력 강하와 표면온도를
예측하였다.

3. 하부척의 온도분포
반응표면 모델로부터 격자구조가 삽입된 하부척의
열유동특성을 예측하였고 격자구조 직경과 유로 연결
구조를 대상으로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Fig. 1은 최적
화된 유로 구조를 적용한 웨이퍼 하부척의 온도분포
를 나타낸다.

4. 결론
앞선 결과에서 최적화한 유로 구조가 적용된 열교
환기의 표면 최대 온도 편차는 0.551 로 나타났다.
이는 전산유체역학과 중심합성계획법을 활용한 하부
척 내부의 격자구조 직경에 대한 최적화 방법을 통해
표면 온도 균일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 Temperature contour on base chuck surface

후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자시스템산업핵
심기술개발사업‘3D 프린팅 특화 설계 기반 반도
체 장비용 고성능 열교환기 적층 제조기술 개발
(과제번호 20010873)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
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Su, C. Q., Wang, W. S., Liu, X., & Deng, Y. D., “
Simulation and experimental study on thermal optimization of the heat exchanger for automotive exhaust-based thermoelectric generators”, Case Studies in
Thermal Engineering, Vol. 4, pp. 85-9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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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i7Mg 적층제조 후처리 공정 최적화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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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후기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금속 적층제조 기술
은 분말소결방식(Powder Bed Fusion, PBF)이다. 이러
한 분말소결방식은 금속 적층제조 기술 중 정밀도가
높으며, 표면조도가 낮은 장점이 있어, 실제 산업 현장
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분말소결방식의 정
밀도와 조도가 높다고 하여도, 기존 제작방식인 절삭
가공에 비하면, 정밀도는 떨어지고 조도는 거칠기 때
문에 실제 부품 제작한다면, 적층제조 기술만 이용하
여 부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후가공 표면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자시스템산업기술개
발사업 ‘3D 프린팅 특화 설계 기반 반도체 장비용 고성
능 열교환기 적층 제조기술 개발(과제번호 20010873)’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연마, 절삭가공 등을 통하여 실제 부품을 제작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분말 소결방식 중에도 가장 보편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 선택적 레이저 용융(Selective Laser
Melting, SLM)방식의 금속 3D프린터의 경우, 파트를
지지하기 위해 서포터를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서포트를 제거하게 되면 파트 표면이 매우 거
칠고 잔여 서포트가 남아있어 반드시 후가공을 통하
여 표면조도 개선 또는 잔여 서포트를 제거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SLM방식의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시편을 바탕으로 다양한 후처리 공정을 통한
절삭량 및 표면조도 감소량을 바탕으로 AlSi7Mg 출력
물에 대한 최적 후처리 공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실험 계획
30mm×15mm×5mm 시편을 적층제조 기술을 통해
제작하여 샌딩, 바렐, 전자기연마등 다양한 후처리 공
정을 통한 절삭량 및 조도 감소량을 기록하고자 한다.

3. 결론
최적 후처리 공정을 기반으로 AlSi7Mg를 이용한
적층제조 부품 제작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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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반의 미소 파면 분류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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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딥러닝 기술이 각광받으면서 산업전반에 딥
러닝 기술과 융합하여 자동화, 고도화 등을 이룩하고
있다. 딥러닝 기술은 특히 데이터 분석, 비전에 특화되
어 발전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해외에서는 기계
구조의 파괴 원인을 파면 관찰을 통해 해석하는 분야
인 파면해석에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에서는 파면해석에 딥러닝이 적용된 사례가 미비한
실정이다.

2.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는 Deep Learning
의 한 종류로 비전인식에 많이 활용된다. Convolution
Neural Network는 이미지 파일과 Filter를 Convolution
연산, Pooling을 통해 차원을 축소시키고, Fully
Connected 연산을 통해 출력 값을 내고 Softmax로 각각
분류 class에 대한 확률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3. 미소 파면 분류 프로그램 개발
미소 파면에 대한 분류 프로그램은 공학 소프트웨
어 Matlab 코드로 작성하였으며, Deep Learning
Toolbox와 Github의 CNN 코드를 참고하여 개발하였

Fig. 2 Learning Accuracy Graph by the Number of Filter and
Image Augmentation

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출력되는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기존 연구자들이 연구한 사진을 web에서
수집하여 이를 학습데이터에 활용해 학습하였다. 전
처리를 통해 이미지를 100×100 픽셀로 가공하여 학습
하였다. 학습 알고리즘으로 오류역전파와 경사하강법
등을 이용했으며, 활성화 함수로 RELU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미지를 회전하거나 확대, 축소하는 등 학습의
고도화에 활용되는 이미지 증대법을 활용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Fig. 1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고, Fig. 2와 같이 학습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Fig.
2는 Filter의 개수와 이미지 증대 학습 반복에 따른
정확도 값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증대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최대 86%의 정확도를 달성했으
며, 이미지 증대를 5회까지 적용하여 최대 97.5%의
분류 정확도를 달성하였다.

참고문헌

Fig. 1 Developed Microscopic Fracture Surface Classification
Program in this Study

1. S. J. Lee, Study on Development of Fractography
Program based on Machine Learning(Convolutional
Neural Network), Master’s Thesis,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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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식품포장 물류시스템은 제함기, CasePacker, 테이핑
기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부품들을
모듈화하여 설계를 진행하며 소형 및 저가격형 제품
을 개발하고자 한다.
각 부품들을 메인모터를 통해 작동되는 방식으로
구조적인 파손예측과 진동에 의한 파손을 예측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포장 물류시스템의
각 모듈에 대한 구조해석을 실시하고, 공진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모듈의 모드해석 및 진동해석
을 진행하고자 한다.

2. 구조해석 방안
구조해석은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이다. 즉, 구조해석은 구조물의
안정성을 예측하고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일을 수행한
다. 이는 실제 실험과 비교하여도 90% 이상의 정확도
를 보인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포장 물류시스템에 가해지는 외
력에 대한 정적 구조해석을 진행하며, 제품을 작동시
키기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진동해석 방안
진동해석은 각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를 파악하며,
해당 구조물과 공진을 일으키는 모터의 주파수를 파
악하여 해당 주파수를 피하기 위한 목적 및 설계된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드해석을 통해 식품포장 물류시스
템의 각 모듈에 대해 고유진동수를 우선적으로 파악
하고 추가적으로 제품에 공진을 불러일으켜 파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진동수들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안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해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b) box former

(a) casepacker

(c) taping machine

Fig. 1 Design of Food pacaging system

4. 결론
구조해석 및 진동해석을 통해 보다 높은 안전성을
가지는 제품의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
며, 설비를 운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그 데이터의 축적이 가능하다.

후기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 산학협력 거
점형 플랫폼 사업으로 진행된 내용입니다. (과제번호
S3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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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강 부품(Mounting Bracket)의 순차이송
성형을 위한 공법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of Construction Methods for Molding
Sequential Transfer of High-strength Steel Parts(Mounting Br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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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프레스를 이용해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중 시트 마
운팅 브라켓의 경우 순차이송(Progressive)성형공법으로
브라켓을 성형한 다음, 2차 공정으로 단발(Tandem)프
레스를 이용해 경사면에 있는 구멍을 성형하는 2단계
공정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새로운 공법설계를 통해 2
단계 Piercing공정 없이 순차이송(Progressive)성형공법
만으로 제품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2. 성형공정 개념 및 공법설계
Fig. 1과 같이 기존의 2공정 작업에 의한 생산방식은
공정시간증가와 단발금형에 의한 홀 가공 시 안착불
량에 따른 품질문제, 작업자의 안전문제들을 가지고
있기에 경사면 홀 가공작업을 순차이송 성형공정에
포함시켜 1공정만으로 제품을 완성할 수 있는 성형공
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성형 컨셉은 Fig 2와 같다.

Fig. 3 Rotational Bending & Piercing Process Design

소재가 순차적으로 이송하는 도중 스트립 내에서 수
평방향으로 전개된 양쪽의 브라켓을 금형과 직각방향
이 될 수 있게 위로 들어 올리는 회전 벤딩 공정을
거친 후 금형과 수평방향이 된 경사면에 피어싱 가공
을 한 후 양쪽의 브라켓이 다시 원래방향으로 되게
아랫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벤딩 과정을 구현하도록 일
체형 순차이송 성형공법을 Fig. 3과 같이 설계 하였다.

3. 결론
사용소재인 590MPa급 고강도 판재의 성형성, 공정별

(a)Transfer process

(b)Piercing Process

Fig. 1 Mounting Bracket Production Process

가공방법 결정 및 안배, 연속가공에서의 안정성, 중요공
정의 수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마운팅 브라켓 성형에 필요
한 경사면 홀 가공 일체형 순차이송 성형공법을 위한 공정
구성을 구체화 하였다.

참고문헌
1. K. S. Lim, S. D. Choi. High-strength Steel
Mounting-Bracket Spring-back Predic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Process
Engineers, pp. 223-223, 2021.
Fig. 2 New Forming Process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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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식품포장 물류시스템의 메커니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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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 시점에서 많은 기업체들이 생산공장 및 포장공
장의 자동화를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식품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비들은
가격이 매우 비싸고 크기가 크기에 중소기업측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형화 및 저가격형으로 제
작이 가능한 식품포장 물류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효
율적인 형태의 매커니즘 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매커
니즘을 토대로 설계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매커니즘의 분석
본 설계에서는 빠른 제작보다 좀 더 소형화되고 정
확한 제작이 가능한 식품포장 물류시스템이 더 중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케이스패커의 동작이 완
료된 후, 테이핑기의 작업이 시작되었을 때, 새로운
박스를 제함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제함기와 케이스패
커, 테이핑기를 직접 결합하는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가장 직관적인 형태 및 소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제작 단가를 줄일 수 있다. 제작시간도 기존에 비해
많이 느려지지 않고 박스 당 약 3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상세설계
해당 설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케이스패커이다. 과
정이 단순화된만큼 케이스패커에서 보다 높은 정밀도
로 제품을 포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Fig 2. 를 통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CasePacker

제품의 이동

박스 위치
세밀 조정

박스의 이동

Fig 2. Mechanism of Casepacker

는 제함기에서 전달받은 박스를 케이스패커의 중심위
치로 이동시킨다.
이 후, 상단의 레일을 통해 제품이 이동하게 되며,
그 동안 박스의 위치를 x, y축으로 세밀조정하며 제품
을 상자의 각 영역에 정확히 드롭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품의 적층이 완료된 상자는 다시 박스 이동 레일
을 통해 테이핑기로 전달되는 구조이다.

4. 결론
Drop방식의 케이스패커의 경우, 제품이 적층되는
과정에서 물품이 박스 밖으로 튕겨나가는 등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매커니즘의 경우 제품을 하나
하나 정확한 위치에 Drop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없이 정확히 적층시킬 수 있다.
또한, 설비의 소형화 및 낮은 가격의 제작이 가능하
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기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 산학협력 거점
형 플랫폼 사업으로 진행된 내용입니다. (과제번호
S3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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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icient Food packaging System

1. Y.U. Kim, M.H. Kwon, B.Y. Park, “Development of
FPGA-based Image Processing System for Case Packer”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pp.448-450, 2021.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복강경 수술용 소형 수술 로봇 정기구학 해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Forward Kinematics of
an Small Sugical Robot for Laparoscop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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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우수한 정밀도 및 상처에 대한 회복이 빠르다
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점으로 인해 수술로봇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수술로봇
은 직렬형 구조로 로봇의 부피가 커 수술시 로봇간,
로봇-술자간 간섭이 발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술로봇의 부피를 줄이기위한 병렬형 수술 로봇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수술로봇의 정기구학을 해석하고
3D 프로그램으로 모델링하여 기구학을 검증한다.

2. 정기구학 해석
로봇의 다이어그램은 Fig.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
며 이는 폐-루프 체인의 형태로 표현된다. 로봇의 정기
구학 해석은 각 조인트들의 회전 각도에 따라 주어진
로봇 끝점의 좌표를 유추하는 과정이며 이는 마스터
수술 로봇으로써 필요한 해석이다.    , (    )점
을 중심으로 하고  을 반지름으로 하는 구의 교점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정기구학 해석 검증
정기구학 해석의 검증을 위해 Fig. 2와 같이 Reverse
delta robot을 설계 후 각 조인트를 30˚ 회전 시킨 후
Robot end-effector의 좌표를 확인하였다.

Fig. 2 Modeling of reverse delta robot

4. 결과
3D 설계 프로그램에 모델링된 Delta robo의 경우
각 조인트를 30˚씩 회전 하였을 때, end-effector의 좌표
는 Fig. 2와 같이 x=0, y=0, z=102.08로 확인되었으며
정기구학 해석결과 각 조인트의 Knee point’는


           



      ,

end-effector의

좌표는

x=0, y=0, z=102.08로 산출되었다.

결론 및 고찰
기존 Delta형 로봇을 기반으로 병렬형 복강경 수술
로봇을 개발하였다. 우리는 개발한 수술로봇의 정기
구학을 해석하여 좌표정보를 확인하였고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좌표를 검증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산업핵심기
술개발사업의 과제 (20008821)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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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장비용 Center Joint의 구조해석
Structure Analysis of Center Joint for Construction Heavy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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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설 중장비의 이송 및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유압
장치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센터조인
트는 건설장비의 중심부에 장착되어 유압호스의 감김
이 없이 회전을 용이하거나 다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유압전달포트로 사용되고 있다. 건설장비의 상부 유압
펌프에서 발생된 압력을 하부 Track 및 Cylinder로 전송
하여 건설장비를 회전하고, 구동하게 하는 유압 부품이
다. 고압 40MPa, 고온 120 에서 작동하는 센터조인트
의 내, 외부 누유 발생 시 건설장비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장비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
킨다. 본 연구는 건설장비에 사용되는 센터조인트의
사용유압과 온도에 따른 구조해석을 실시하고 누유에
대한 시일의 변형해석을 통한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Fig. 1 3D modeling

Fig. 2 Seal type

2. 구조해석
센터조인트의 구조해석은 8개의 라인포트에 각각 같
은 고압 40MPa와 40MPa, 15MPa 또는 25MPa을 달리
부가했을 때 응역과 변형률을 알아보고 그리고 시일의
형상에 따른 누유해석을 실시하였다. 구조해석을 위한

Fig. 3 Analysis result of rotation part and cylinder

포트 P1에 40MPa, D2에 15MPa을 가압했을 때의 최대

Center Joint 모델링은 Fig. 1과 같으며 구조해석에 사용
되는 소프트웨어는 ANSYS의 Static Structure(ver. 17)을
사용하였으며,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3D Solid Element
를 적용하고 Mesh의 Node는 244588로 설정하였다.
Spade의 재질은 SM45C, Cover의 재질은 FCD45이므로
항복강도 450 MPa로 하였다. 또한 고압에 의한 실린더
와 회전체간의 누유를 방지하기 위해 시일을 장착하였
으며 Fig.2와 같이 고무링과 수지를 사용하였다. 특히
수지의 연결부위의 형상에 대해서 해석하여 누유사항
을 검토하였다.

응력은 148.38MPa, 최대변형량은 0.1384mm가 발생되
었으며, 같은 조건에서 실린더부분의 최대응력은
290.75MPa과 최대변형량은 0.5898mm가 나타났다. 또
한 수지형 시일의 절단면에 따른 해석은 계단형 일 경우
길이 10mm가 가장 좋게 나타났으며, 2.5mm~5m로 길이
가 변화할 때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중앙면에서
누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사선형 일 경우 직각절단면
이 가장 좋게 나타났다. 이것은 아랫면의 Normal stress
가 가장 약한 현상이 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유압을
받는 면과 회전축에 부딪치는 면에서 응력이 크게 나타
났다.

3. 구조해석 결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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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ion Engineering, OPO5-002, 2021.

구두발표

특 별 세 션 OS9
좌장 : 김석(창원대학교)
OS9-01
OS9-02
OS9-03
OS9-04
OS9-05
OS9-06
OS9-07
OS9-08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촉매변환기의 성능향상을 위한 마이크로 격자구조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micro-lattice structure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atalytic conve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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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차량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CO, NOx, HC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
각국에서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엄
격한 규정을 만족 시키기 위해 유해 배출 저감장치인
촉매변환 장치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기존의 대부분 촉매변환기는 열 반응이 낮고 화학
반응의 전환효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Fig. 1 Microlattice Structure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촉매변환기의 유해물질(CO, NOx) 전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계적인 관점에서 구조적 개선
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Monolith 구조와는 다르게 3D
micro-lattice 구조를 적용하였다. 3D micro-lattice 구조
를 촉매변환기에 적용하였을 때 유해물질 전환 효율
결과를 Monolith 구조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수치해
석 모델을 개발하고 해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3. 수치해석
해석 모델은 크게 3가지 구조로 설계하여 진행하였
다. Monolith, SC(Simple Cubic), Octet 구조로 선정하였
고 촉매변환기가 차지하는 공간을 고려하여 동일한
Unit cell size로 설계하였다. COMSOL Multiphysics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화학반응 해석을 수행하였다.
화학 반응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Turbulent flow, Heat
transfer in Solids and Fluids, Chemistry, Transport of
Diluted Species 모듈을 사용하였다. 3D micro-lattice인
Octet 구조의 유동 흐름을 고려하여 k-ε 난류 모델을
적용하여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정상상태로 가정
하고 입구 유동 속도에 따라 촉매변환기에서 걸리는
압력강하 결과가 달라질 것이며, 압력강하 결과에 따
라 화학반응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확인
하였다.

Fig. 2 Flow distribution of structure: (a) Monolith (b) Octet

4. 결론
해석 결과 촉매변환기 구조에 걸리는 압력강하가
증가함에 따라 유해물질의 전환 효율을 저감 시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치적으로 확인한
결과 압력강하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구조인 Octet의
경우 압력강하가 증가함에 따라 촉매변환기의 전환
효율 저감 정도가 다른 구조에 비해 완만하게 감소하
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Octet 구조의
넓은 표면적의 이유도 있지만 복잡한 구조에 의해 유
동 흐름이 다른 구조체에 비하여 turbulent mixing 현상
이 일어나 화학반응을 더욱 활발히 반응하여 압력강
하가 강하게 발생하여도 유해물질 전환 효율이 완만
하게 감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후기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9R1A5A80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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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연결 공동형 마이크로 구조의 100일간의 장기 내수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ong-term Water Resistance for 100 days of Interconnected Cavity
Micr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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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한 마이크로
패턴 제작으로 발수 기능을 가진 기능성 필름을 제작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건축 외장재,
자동차, 조선 등 발수 기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발수 기능을 가지는 마이크로
필름을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서 장기간 물에 침지
될 때 발수 기능을 유지하는 장기 내수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수 기능을 가지는 마이크
로 패턴의 구조와 소재에 따른 100일 동안의 내수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Fig. 2 (a), (b), (c) Graph of contact angle variation by pattern

2. 시편 제작
본 연구를 위한 시편은 임프린트 공정을 이용해 3가
지 구조와 4가지의 소재로 제작되었다. 육각형 격벽
구조를 사용한 W(Wall), Wall 구조의 모서리마다 Pillar
구조가 추가된 WP(Wall Pillar), 패턴이 없고 레진만
임프린트된 P(Planar)가 있다. 소재는 모두
Polyurethane acrylate(PUA)로, MINS-311RM, ND5204,
ERI2, ERI2에 OTS 표면처리를 한 것이 있다.

3. 장기 내수성 시험
마이크로 패턴의 내수성 시험 중 외부의 영향을 줄
이기 위해 오토클레이브 공정을 이용해 시편을 살균
처리한 뒤, 3차 살균 증류수에 침지시켰다. 시편의
5~10개 지점을 5~8μL의 droplet으로 100일 동안 5일마
다 접촉각을 측정한 결과를 Fig. 2로 정리하였다.

through water resistance test for 100 days, (d)
Comparison of droplet shape of WP by long-term water
resistance test (day 0, day 95)

100일 동안의 내수성 시험을 통한 접촉각의 변화를
보았을 때 W는 최대 10˚, P는 최대 20˚, WP는 최대
70˚의 접촉각 감소가 발생하였다. 이는 WP의 표면이
가장 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면적이 넓어, WP 구조가
가장 장기 내수성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100일 동안의 내수성 시험을 통한
접촉각의 변화를 통해 마이크로 패턴의 구조에 따른
장기 내수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면적이 가장 넓은 WP가 내수성에 취약하였다.
이를 통해 물과 접촉하는 표면적이 큰 표면은 장기
내수성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후기
Fig. 1 Images of micropatterns taken with a laser microscope
(a ; Planar, b ; Wall, c ; Wall Pi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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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냉각시간에 따른 적층 구조물의 후가공 공정 시 절삭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utting Characteristics during Post-processing of additive
Manufacturing Structures according to Interlayer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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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절삭력 측정

최근 4차 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3D printing 공정은
제조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속 제품
생산을 위한 Wire Arc Additive Manufacturing(WAAM)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WAAM공정은
다른 금속 적층공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대형의
제품을 빠른 시간에 적층할 수 있고 소재의 낭비가
적은 장점이 있지만, 치수정밀도가 떨어지고 표면의
굴곡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절삭가공을 통한 표면 후
가공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구동력계를 사용하여 적층 구조물 상단부의 표면
절삭가공 시 발생하는 절삭력을 측정하였다. 공구는
Ø10, R0.5의 라운드엔드밀을 통해 Full slot milling 가공
을 진행하였으며, 일정한 절입량으로 절삭위치(깊이방
향)에 따른 절삭력을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층간 냉각
시간이 80초인 시편의 절삭력이 가장 낮게 확인되었으
며, 모든 시편이 절삭위치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절삭력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2는 층간 냉각시간과
절삭위치에 따른 절삭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층공정 시 층간 냉각시간
에 따른 적층 구조물의 절삭부하를 측정하여 최적의
후가공 공정을 위한 적층조건을 선정하고자 한다.

2. 적층 구조물 제작
산업용 6축 로봇을 이용하여 50×50×18 크기의 절삭
실험용 적층구조물 시편을 제작하였다. 안정적인 비
드형상을 확보하기 위해 SM45C Flux cored wire를 사
용하였으며, 층간 냉각시간마다 적층면에 안착된 Slag
를 제거하며 적층을 진행하였다. 제작된 시편을 절삭
력 측정용 공구동력계에 고정하기 위해 홀이 가공된
SM45C Base plate에 적층하였으며, Fig. 1은 층간 냉각
시간별 적층제조한 시편을 나타낸다.

Fig. 2 Cutting force according to cooling time and cutting position

4. 결론
WAAM 공정의 후가공 최적화를 위해 용접조건에
따른 적층구조물의 절삭성능을 확인하였다. 층간 냉
각시간 80초 조건의 절삭실험에서 가장 낮은 절삭력
이 확인되며, 모든 시편에서 절삭위치의 깊이가 증가
할수록 절삭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기
Fig. 1 Specimens by interlayer coo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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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나노 임프린트 리쏘그래피를 통해 마이크로 패턴을
필름에 전사할 수 있는데, 패턴의 마이크로 구조로
인해 발수성 및 발유성이 향상된 옴니포빅 표면
(Omniphobic surface)을 만들 수 있다. 마이크로 구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설계할 수 있는데 형상에 따라 패턴
필름과 액적이 접촉하는 면적이 달라져 발수성과 발
액 특성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Interconnected Wall 구조와 Interconnected Wall 구조
상단에 기둥이 있는 Interconnected Wall Pillar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겉보기 접촉각과 시간을 두고 접촉했
을 때 발수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마이크로 패턴
마이크로 패턴은 Fig. 1과 같이 육각형의 상호 연결
된 격벽 구조와 격벽 구조 위에 기둥이 있는 구조를
비교하였다. 구조물의 높이는 공동 내부에 충분한 공
기가 갇혀있을 수 있도록 10um 정도로 설계하였다.

3. 접촉각 측정
접촉각 측정은 Sessile drop method를 이용하여 Di
water에 대한 겉보기 접촉각을 측정하였으며, Fig. 2는
시간에 대한 접촉각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으로 격벽 위에 기둥이 있는 WPH(Wall Pillar Hexagon)
구조는 초기 접촉각이 높지만 시간에 따라 접촉각이
급격하게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구간이 보이며, 격벽
으로 이루어진 WH(Wall Hexagon) 구조는 초기 접촉각

Fig. 2 Relationship between time and water contact angle

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비교적 완만하게 접촉각이 감
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WPH 구조의 경우 초기 접촉
각 142.2˚, 300초 후 138.5˚로 나타났으며 WH 구조의
경우 140.3˚에서 300초 후 135.8˚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향후 계획
두 가지 종류의 마이크로 패턴의 시간에 따른 접촉
각 변화를 측정하였다. 격벽 위에 기둥이 있는 구조는
초기 접촉각이 더 높지만 변화가 큰 구간이 있으며
격벽으로만 이루어진 구조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둥 구조와 격벽 구조의 발수 안정성
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300초 이상 긴 시간에
대해 측정해 볼 필요가 있고, 표면 장력이 낮은 다른
액체에 대한 실험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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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과는 2022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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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icrostructure (a)Wall + Pillar (b)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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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크롤 압축기는 에어컨에 사용되는 냉매압축기로
종래의 왕복동식, 로터리식에 비해 효율이 높고 진동
과 소음이 낮기 때문에 소음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에 주로 많이 쓰인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스크롤
압축기에 들어가는 프레임 제조 후 결함체크는 현장
에서 사람의 눈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함유무를 검출하기 위해 이미지촬영이 가능한 장치
를 설계 하였다.

(a)

(b)

Fig. 1 (a) Scroll compressor Frame (b) Scroll compressor Frame
cover

2. 부품구성
우선 이 장치의 구성으로는 사진을 촬영해야하는
타겟인 Fig. 1 (a) 스크롤 압축기 프레임과 Fig. 2 (b)의
프레임을 고정시켜줄 커버, 촬영할 프레임을 이송시
켜줄 벨트, 일관성 있는 이미지 촬영을 위한 암막박스,
프레임을 뒤집어줄 산업용 6축 로봇 그리고 이미지를
얻기 위한 비전카메라등 으로 구성하였다.

3. 이미지 컨셉
이미지 컨셉은 벨트에 스크롤 압축기 프레임 고정
할 수 있는 커버를 고정시켜준 후 Fig. 2와 같이 프레임
을 벨트를 이용해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윗면
의 결함검출을 위해 첫 번째 비전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부 이미지를 확보한다. 그 후 산업용 6축 로봇을
이용해 프레임을 뒤집어 촬영을 진행한다. 그리고
120°간격으로 벌어진 측면 결함검출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벨트에 고정된
커버를 비전카메라 1대를 이용하여 120°씩 회전시키
며 총 3번 촬영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프레임을
회전시킬 수 있는 Rotary Stage는 양산장비에 적용 시
공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인
Rotary Stage를 회전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카
메라 3대를 사용해 측면을 촬영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리고 아랫면을 또 다른 비전카메라를 이용해 촬영
해주어 총 윗면, 아랫면, 3방향의 측면 등 5부위의 결함

Fig. 2 Image concept

체크를 위한 이미지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 결론
최종적으로 CATIA를 이용해 스크롤 압축기 프레임
결함 촬영을 위한 시스템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취득한 이미지 DB(Data Base)를 머신러닝
에 적용한다면 결함검출 자동화가 가능하다.

후기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
가원의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Grand ICT 연구센터)
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21-2016-0-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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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기술센터(SMTC)의 기술 현황 및 활성화 전략
Technology status and activation strategy of
Smart Manufacturing Technology Center (SM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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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창원대학교 스마트제조기술센터는 경상남도와 창
원시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기술력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
행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고가이면서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첨단장비를 구축하여 업체와 공동 활
용하는 장비 활용 사업을 수행 중이다. 5년(2001
년~2005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아 5축 가공기, 측정
및 교정 장비를 비롯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
웨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5년간의 기반 구축단계가 종료된 후 2006년부터 2010
년까지 성과 활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러한 인프
라를 잘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
이를 토대로 하여 2011년부터는 자립 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스마트제조기술센터가 20년 동안 사업을 유지하면
서 축적한 5축 CAM기술, 역설계 기술, 정밀측정 기술,
특수용접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본 센터에서
는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아이디어만 있어도 설계부
터 가공, 평가 등이 한 번에 이루어져 시제품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최고 All in one process(아이
디어-설계-제조-측정-시제품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제
조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스마트제조술센터의 기술 현황 및 활성화 전략을 소
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
록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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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펠러 제작 프로세스: 모델링부터 5축가공까지

Impeller Manufacturing Process: from Modeling to 5-axis Mac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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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임펠러는 유체에 운동에너지를 주고 필요한 압력을
생성케 하거나 유체의 에너지를 받아 회전하는 부품
이고 발전기, 펌프, 터빈 및 터보차져 등의 핵심부품으
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임펠러의 구조는 심하게
휘어진 블레이드를 다중으로 가진 형태를 가지고 있
어 블레이드 간의 공구 경로상 간섭이 발생하므로 5축
가공을 통해서만 가공할 수 있다. 특히 임펠러의 모델
링부터 5축 가공에 이르기까지의 제작 프로세스는
매우 어려운 작업에 속하기 때문에 비숙련자가 임펠
러를 가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임펠러의 제
작 프로세스는 모델링으로부터 공정설계, 공구경로
생성, 포스트 프로세스, 모의가공, 5축 가공 후 측정검
사를 거쳐서 제품이 완성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임펠러 제작 프로세스에 대한
전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임펠러 제작에 도움이 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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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프로세스: 전극 생산에서 셀과 모듈 팩까지
Battery Production process for electric vehicles:
From Electrode Production to Cell and Module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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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파리기후변화협약과 탄소중립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2050년 탄소 발생을 줄이거나 흡수해
실제 탄소 발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여기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는 산업이 자동차산업으로,
자동차 Maker에서는 전기 및 수소 자동차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지분이 50%이상으로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많은 2차전지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Battery의 종류와 Battery생산 공정인 전극에서 셀 모듈
팩까지의 각 공정의 Process를 이해하여, 2차전지 및
자동차 Maker에서 요구하는 Battery 생산 Line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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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사용과 자연환기 적용에 따른 교실 내 입자 농도 분석
Analysis of Particle Concentration in a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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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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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 19 발생 이후 실내 공간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내에
서의 바이러스 감염원 확산 저감에 관한 관심도가 높
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의 하나인 학교 교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교실 안에서 천장형 에어컨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바이러스 유사 입자가 지속적으로 분사되는
조건을 가정하여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교실의 환기를 위해 창문 개방을 통한 자연환기와 공
기청정기를 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하였고, 각 적용 조
건에 따라 실내 입자의 농도 분포를 분석하여 감염원
확산 저감에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2. 수치해석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공기
청정기 사용 및 자연환기 적용에 따라 실내에서 발생
된 입자의 농도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 수치해석을 진
행하였다. 교실 내 유동 해석과 입자 궤적을 계산하기
위해 상용 전산유체역학 코드인 ANSYS FLUENT를
사용하였다. 공기청정기의 대수와 배치, 그리고 자연
환기 방식을 고려하였다.

3. 실험
실제 교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교실 뒤
편의 한 책상 위에서 입자를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실 내 구역별로 5곳의 위치를 선정하여 입자의 농도
를 측정하였다. 입자의 농도 측정에는 Optical Particle
Counter (OPC)를 사용하였다.

4. 결론
수치해석을 통해 공기청정기 및 자연환기 적용 조
건에 따른 실내 입자의 농도 분포를 예측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 교실 내에서 입자를 지속적으로 발

생하면서 5곳에서의 입자 농도를 측정하였다. 시뮬레
이션과 실험 결과간에 잘 일치하였다. 실내에서 발생
된 입자의 확산을 저감하는 데 있어서 공기청정기를
1대보다는 2대 사용하는 경우에 입자 확산 저감 효과
가 더욱 우수하였으며, 공기청정기의 사용과 함께 자
연환기를 병행하는 경우 실내 입자 농도를 더욱 효과
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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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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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내 광촉매제 사용에 따른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 시뮬레이션
Simulation of Nitrogen Oxide Concentration in a Road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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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심지 터널과 같은 차량 통행량이 높은 공간에서
는 전구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다. 전구물질의 인체
유해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전구물질은
2차 발생 물질인 미세먼지 발생량을 높이는 주요 원인
이다. 그 중에서도 질소산화물은 전구물질을 대표하
는 오염 물질이다. 배기가스를 통한 질소산화물 발생
의 경우 호흡기 계통 및 순환계통 관련 질환의 주원인
이며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이다. 질소산화물 제
거 방법 중 촉매 환원법의 하나인 광촉매 반응을 사용
한 질소산화물 제거 방법은 터널과 같은 고농도, 반
밀폐 공간에서 효과적이다. 그러나 실제 도로에 적용
하여 저감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공간적
환경적 제한이 있다. 여러 상황에 대해 예측이 가능한
CFD 분석기법은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내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차량으로부터 배기되는

FLUENT 내에 제공된 기능인 Species Transport Model
을 이용하였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CFD를 이용하여 터널 내에서 주행하
는 차량에서 배기되는 질소산화물의 거동과 분포를
분석하고 광촉매제에 의한 질소산화물 농도 저감 효
과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터널 내 광촉매제
도포 구간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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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structure Technolohy Advancement (KAIA)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Grant : 21CTAP-C157328-02).

질소산화물의 확산 특성을 동적 해석을 통해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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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토대로 터널 내 광촉매제를 사용한 전구물질

1. Daniel(Jian) Sun, Xueqing Shi, Ying Zhang, Lihui
Zhang, “Spatiotemporal distribution of traffic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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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Vol. 282. pp. 12449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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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효과를 확인하려고 한다.

2. 수치해석 방법
터널 내 차량 배기구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거동과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2차선 단방향 터널을 대상
으로 하였다. 도심지 터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한
속도 80 km/h로 차량 18대가 연이어 터널 내에서 주행할
때 각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거동과 분포를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하였다. 광촉매제에 의한 질소산
화물 농도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User Defined
Function (UDF)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CFD 시뮬레이션을 위해 상용 유동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FLUENT를 사용하였다. 주행하는 차량의 움직
임은 dynamic mesh 기법을 이용하여 모사하였다. 또한
차량의 주행 속도에 따른 질소산화물의 거동과 분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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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결론

도심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원 중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도심
에서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써

타이어 마모 입자 생성 체임버와 폭로 체임버 내
유동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로부터 에어로졸의 속도
분포와 농도 분포가 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된
폭로 체임버 내에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수종별로 넣고
soot 입자 또는 타이어 마모 입자 에어로졸에 노출시켜
서 나무에 입자가 침착되는 정도를 입자침착속도를 구
하였다. 이를 통해 자동차의 주행에 기인한 미세먼지의
저감에 효과적인 수종을 선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차량의 운행 시 엔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를 모사하기 위해 soot 입자를 발생하였고 또한 타이어
와 지면 간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입자를 모사하기
위해 아스팔트 시편 위에서 타이어를 마찰시켜서 타
이어 마모 입자를 발생하였다. Soot 입자 또는 타이어
마모 입자가 나무에 침착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폭로 체임버를 설계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2. 방법
자동차의 엔진에서 연료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매연 입자를 모사하기 위하여 확산 화염장치를 제작
하였고, 아세틸렌 가스와 질소 가스를 사용하여 soot
입자를 발생하였다. 또한 차량의 주행 시 타이어와
지면 간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타이어 마모 입자를
발생하기 위해 아스팔트 시편 위에서 타이어를 일정
한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이후 묘목 크기의 나무를 soot 입자 에어로졸 또는
타이어 마모 입자 에어로졸에 노출시키기 위한 폭로
체임버를 설계하였고, 폭로 체임버 내에 위치한 나무
가 균일한 공기 속도와 에어로졸 농도 조건에 노출될
수 있는 체임버 형상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시뮬레이
션 및 실험을 통해 폭로 체임버 내 에어로졸 속도 분포
와 농도 분포의 균일도를 평가하였다. 제작된 체임버
안에 수종별로 묘목을 넣고 soot 에어로졸에 노출시켜
서 수종별 입자침착속도를 측정하였다.

후기
This research was fund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Republic of Korea, as part of the project
‘A study on air pollutants reducing mechanism of plants
and functional improvement (FE0000-2018-0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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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한번 사용된 뒤 재사용 방법이 없어 자연계로 그대로
버려졌던 미활용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기술
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중 유기랭킨사이클(ORC,
Organic Rankine Cycle)은 기존의 랭킨 사이클과 동일
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작동유체로 물 대신 기화
온도가 낮은 유기 냉매를 사용함으로 150 미만의
저온 열원으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발전과정 중 탄소의 배출이 없으며
단일역률이 1.0으로 기존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이
가지고 있던 발전량의 변동을 해소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150 에서의 산업 폐열을 활용한 75kW급
ORC의 최적화 설계를 진행하였다.

2. 75kW급 ORC 최적화 설계
Fig. 1은 본 연구의 ORC 개략도로 폐열의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작동유체를 기화시키는 가열기(boiler), 고온
고압의 작동유체를 팽창시켜 회전 동력을 얻는 터빈
(turbine), 기화된 작동유체를 액화시키는 응축기
(condenser), 응축된 작동유체를 고압으로 압축시키는

펌프(pump)로 구성되어있다. ORC의 작동유체로는
R245fa를 선정하였다. R245fa는 Global warming
potential(GWP)이 낮아 친환경적이며, 등엔트로피 냉매
로 터빈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터빈의
설계는 SoftlnWay사의 AxStream을 사용하여 진행하였
으며, 평균반경 설계법(Mean-line design)을 적용하여 반
동형 축류터빈으로 설계하였다. 터빈의 입구 조건은
열원의 상태량을 고려하여 입구 온도 130 , 입구 압력
12bar로 선정하였다. ORC의 목표 출력 달성을 위해 작
동 유량은 2.0kg/s로 선정하였으며, 운전 시 초킹
(choking)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3단(stage)으로 설
계하였다. 터빈 축의 회전속도는 마지막 단의 비속도
(specific speed)를 고려하여 25,000rpm으로 선정하였다.
터빈 익(blade)의 목(throat) 직경은 절삭 가공 도구의
직경을 고려하여 3.0mm로 선정하였으며,

3. 결론
설계 결과, 터빈 익의 최대 팁 직경은 11cm이며,
압력비 8.0에서 터빈 효율 89%, 사이클 효율 13%가
도출되었다. 이후 실제 75kW급 ORC를 제작하여 이를
비교 검증할 계획이다.

후기
This research was a part of the project titled ‘The
development of marine-waste disposal system optimized
in an island-fishing village’, fund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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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입자상 물질
로, 크기가 매우 작아서 인체의 기관지 등의 호흡기에
서 잘 걸러지지 않고 체내로 침투하여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각종 연구결과
가 발표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집진장
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기집진
기는 코로나 방전을 이용하여 입자를 하전시킨 후 정
전기력에 의해 입자를 포집하는 장치로, 다른 집진
장치에 비해 동력 소모가 적으며 낮은 유속에서 높은
집진효율을 나타내어 화력발전소 등의 대규모 산업시
설에서 주로 활용된다. 전기집진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방전극의 형상 변
수와 집진효율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인 형
상인 wire-plate 전기집진기를 제외하면 거의 진행되
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허니콤형 전기집진
기의 집진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전극의 형상을 최적
화하였다. 최적화 전과 후의 방전극 형상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여 집진효율의 향상 여부를 확인하였
다.

2. 연구 방법
전기집진기의 집진효율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
하기 위해 상용 CFD 코드인 ANSYS FLUENT를
이용하였다. 방전극의 형상변수에 따른 집진효율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해당 결과를 통
해 방전극의 형상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시뮬레이
션을 통해 도출된 최적화된 방전극과 reference
방전극을 제작하였고, 실험을 통해 각 방전극 형
상에 대한 전기집진기의 집진 효율과 오존 발생량
을 측정하였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기집진기의 형상 변수 및 유속
에 따른 집진효율을 CFD와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

다. 수치해석을 통해 방전극의 형상 변수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하였고, 최적화 전과 후의 형상을
가진 방전극을 제작하여 집진효율, 오존발생량,
그리고 소비 전력을 측정하였다. 최적화된 형상의
방전극을 사용하면 reference 방전극 대비 오존
발생량과 소비 전력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집
진효율을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사한 형상의 전기집진기의 설계
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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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열 중 상당량이 사용되지
않고 배가스, 배증기, 배온수 등의 형태로 배출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이러한 미활용 열을 이용한 친환
경 에너지 산업이 추진되고 있다[1]. 미활용 열을 활용
하는 기술 중 저온의 열원으로부터 전력을 생산하는
ORC(Organic Rankine Cycle)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ORC 발전 시스템에는 보편적으로 터빈, 펌프, 증발기,
응축기로 구성되고 터빈에 발전기를 결합하여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터빈의 경우 회전축 기준으로 작동유
체의 흐름이 평행한지 반경 방향인지에 따라 축류 터
빈(Axial Tubine)과 반경류 터빈(Radial Turbine)으로
구분된다. 또한 터빈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고
정자(Stator)와 회전자(Rotor)로 이루어진 최소 한 쌍의
터빈 블레이드가 결합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온의 미활용 열에 적합한 터빈 블
레이드를 설계하고자 한다. 산업에서 활용되지 않은
폐열을 열원으로 이용하여 상용 사이클 설계 프로그
램인 AxCycle을 활용하여 유기랭킨사이클을 설계하
였다. 터빈 블레이드 설계를 위하여 평균반경선을 기
준으로 기본설계를 했으며, 3차원 상세 설계된 블레이
드를 평균반경선 수치 해석을 통하여 터빈 성능 등을
도출하였다[2].

2. 터빈 블레이드 설계 및 성능
상용 터빈 설계 프로그램인 AxSTREAM을 이용하
여 저온 열원에 적합한 터빈 블레이드를 기본설계,
2차원 및 3차원 순서로 설계하였다. 먼저 터빈을 주
운전 모드에서 터빈을 운용하기 위한 조건을 토대로
제한 조건을 고려하여 기본설계를 하였다. 설계점의
경우 작동유체는 유기 냉매 R245fa를 사용하며, 터빈
입구의 작동유체 물성치는 온도 85℃, 압력 8bar에
유량은 3kg/s 이하에서 선정하였다. 블레이드의 2차원
설계의 경우 터빈의 주요 무차원수를 선정하고 에어
포일(Airfoil)과 터빈 성능을 고려하여 진행했다. 터빈

성능 향상을 위하여 twist 및 가공 가능성과 제작 비용
을 고려하여 3D 상세 설계하였다.
경계 및 제한 조건에서 설계한 결과 회전수 12,000
rpm 기준으로 20kW급 1단 축류 터빈의 블레이드를
설계하였다. 또한 터빈 성능을 분석을 위해 고정자와
회전자의 허브(Hub), 평균반경선(Mean-line), 팁(Tip)
구간의 유동 해석을 통해 압력, 온도, 마하수 등을 계산
하였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활용 열을 이용한 20 kW급 ORC
터빈 블레이드를 개발하였다. 이에 저온의 열원에 적
합한 1단 축류형 터빈의 고정자와 회전자를 3차원
상세 설계하였다. 설계 회전수 기준으로 평균반경선
해석 결과 터빈의 등엔트로피 효율은 약 80 %로 예측
되었다. 향후, 상기 터빈 블레이드를 포함하는 터빈을
설계 및 제작하여 터빈 성능에 대해 실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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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랭킨사이클(ORC) 터빈 상사 실험 방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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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랭킨사이클은 증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열
시스템으로 별도의 연소과정 없이 외부 열원으로부터
열을 공급받는다. 특히 유기 냉매를 작동 유체로 이용
하는 유기랭킨사이클 (ORC)은 낮은 온도에서도 증발
되는 냉매의 특성으로 저급 폐열을 이용하는 발전 분
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1]. ORC를 개발하는 과정에
서 열원에 적합한 터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계된 터빈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실
험 장치가 요구된다. 하지만 고온, 고압, 고회전수 조건
의 터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특히 냉매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할 경
우, 폐 루프 시스템(closed loop system)을 별도로 구성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터빈의 성능을 검증
하기 위해서 상사 실험(Similarity test)을 방법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터빈 실험 조건을 완화시키고자 하였
으며, 유기 냉매 대신 공기를 작동유체로 이용하였다.
냉매 대신 공기를 이용하면 개방 루프 시스템(open
loop system)을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 할 수 있으므로
비용 절감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공기를 이용하여 터빈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선 터빈의 상사 법칙(Similarity law)을 만족하는 상
사실험 조건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터빈 공기 상사실험 조건을 선정하고 상사 실험 방법
을 개발하였다.

2. 상사실험 조건
터빈을 상사실험하기 위해서는 상사 법칙에 따라
터빈의 기하학적 상사, 운동학적 상사, 역학적 상사를
만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크기
의 터빈을 이용하므로 기하학적 상사는 기본적으로
만족되었다. 그리고 상사 법칙을 만족하는 무차원수
를 얻기 위해서 Buckingham Pi-theorem을 이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운동학적 상사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량
계수(flow coefficient)가 이용되었으며, 역학적 상사를

만족시키기 위해 부하 계수(work coefficient)가 이용되
었다.

3. 상사실험 방법
공기 상사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터빈의 압력비
와 회전수를 조절해야 한다. 터빈 입구 온도와 압력
조건은 일정 수준을 유지시켜야 하며, 상사실험 조건
도출 시 해당 입구 조건이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터빈 후단에 배압 밸브(back pressure valve) 를
이용하여 압력비를 조절하였으며, 다이나모미터
(dynamometer)를 이용하여 터빈의 회전수를 조절하였
다. 따라서 터빈 입구 조건(온도, 압력, 유량)과 회전수,
압력비를 제어하며 실시간으로 측정된 공기의 물성
정보를 이용하여 터빈의 성능을 계산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험 환경에 적합한 터빈 입구 조건
과 공기를 작동 유체로 이용한 상사 실험 조건과 실험
방법을 개발하였다. 터빈 상사 법칙을 만족하는 무차
원수(flow coefficient, work coefficient)를 선정하였으
며, 상사실험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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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유해성이
부각되면서, 여러 산업 분야에 있어 미세먼지 발
생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건물 외벽 도장 시 발생하는 페인트 비산먼
지에는 크로뮴6가 화합물, 납, 포름알데히드, 톨루
엔, VOC 등의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장
기적인 만성 노출 시 폐 및 신경계 장애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페인트 비산먼지는 작업
자뿐만 아니라 작업 공간 주변의 행인의 건강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도장 분야에서는 건물 외
벽 도장 시 발생하는 페인트 입자의 유해성에 대
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롤러
나 붓 등을 사용한 도장 방식을 권고하거나 에어
리스 스프레이 도장 방식에 비산먼지 저감 장치를
적용하여 페인트 비산 먼지 발생을 저감하도록 노
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페인트 비산먼
지의 발생을 줄이면서도 도장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저감
장치를 개발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한 페인트
분사 시 페인트 비산 먼지를 저감하는 장치를 설계하고
CFD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저감 성능을 예측하였다.
외벽 도장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에서 페인트가 분사되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구
현하여 저감 장치의 사용 유무에 따른 페인트 입자의
비산율과 저감률을 비교하였다.

3.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저감 장치를 사용하면 페인트
분사 시 비산되는 페인트 입자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건물 외벽 도장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비산 먼지가 대기 중에 배출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추후 작업자의 피로감을 낮추기 위하여 저감 장치의
소형화 및 경량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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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 CVD 그래핀의 표면 구조물과 나노스케일 마찰특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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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 this work, we investigated a correlation of nanosclae
friction of a CVD multi-layered graphene island with
its surface structure. By using AFM and Raman
spectroscopy, we could clearly identify that the top-most
graphene layer is twisted against underlying AB-stacked
grapehene layers as well as such structural deformation
affects the layer-dependent nanoscale friciton.

2. Results and Discussion
Figure 1 shows the transition of layer dependent
nanoscale friction of the CVD multi-layered graphene
depending on the normal load. At the higher normal load
regime over 1 nN, distinguishable layer dependency is
observed, while no obvious layer dependency is observed
at the lower normal load regime under 1 nN. We ascribed
it to the increased interlayer distance between the
top-most layer and the bottom layers induced by the
twisting of the top-most graphene layer. The interlayer
distance decreases as the normal load increases, resulting
in the change in the interaction energy and dominating
mechanism at the interface. To clarify the effect of the
normal load on this layer dependent friction, we measured
the step height between the single layer and bi-layer
graphene with the increase in the normal load. The
averaged step height decreases and remain stabilized
when the normal load increases, which is in good
agreement with the result shown in Figure 1.

3. Conclusion
By correlating the surface structure and nanoscale
friction of CVD multi-layer graphene, we demonstrated
that the transitional change in layer-dependent nanoscale
friction is attributed to the interlayer distance between the
twisted top-most graphene layer and the AB-stacked bottom

Fig. 1 Friction signal images of multi-layered graphene
showing the transitional change of nanoscale friction
depending on the number of layers when increasing
the applied normal load.

Fig. 2 Changes in the step height between single- and bi-layer
graphene, as a function of the applied normal load.

layers. We provides the extensive understanding of CVD
multi-layer graphene with the existence of surface structure,
which can be fundamental to the application as a solid-state
lubricant for achieving superlub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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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D h-BN/Graphene/h-BN FETs 의 히스테리시스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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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A number of reports have revealed that multi-layered
hexagonal boron nitride (h-BN) is a excellent dielectric
substrate for graphene.1 However, the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grown h-BN can have a higher density
of surface impurities and defects which can resultantly
affect the transport properties of graphene field-effect
transistors (FETs). In this work, we revealed the effect
of h-BN surface defects and impurities on electrical
transport characteristics of all CVD h-BN/graphene/h-BN
FETs.

2. Results
Figure 1(a) shows electrical transfer curves of the
fabricated h-BN/graphene/h-BN FETs. The back-gate
voltage was swept continuously from a negative voltage
to +100 V (defined as a negative sweep) and was then
swept back to the starting negative back-gate voltage
(defined as a positive sweep). The transfer curves show
p-doped properties and clear hysteresis when the magnitude
of the starting negative back-gate voltage is large enough,
which indicates that hole carriers are trapped at the interface
between graphene and the insulating substrate (h-BN
layers). In order to clarify the origin of the hysteresis and
p-doping on the device, we performed Raman spectroscopic
analysis. Figure 1(b) shows that the h-BN layers of the
device show a broad Raman peak at ~1343 cm-1 with a
full width half maximum (FWHM) of 59.2cm-1 which
resulted from the presence of surface defects and impurities
such as allotropes (amorphous BN (a-BN) and cubic BN
(c-BN)) and impurities (BxCyNz and BN soot) on the bottom
h-BN layer.2

Figure 1. (a) Transfer curves of h-BN/graphene/h-BN FET (Vds
= 0.5V). (b) Raman spectrum of the device channel

3. Conclusion
The presence of surface defects and impurities on CVD
h-BN was found to result in significant p-doping and
hysteresis in the h-BN/graphene/h-BN FETs. The surface
defects and impurities on the bottom h-BN layers are the
charge carrier trapping sites to attract hole carriers from
graphene which can lead to the significant hyster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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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맞물림 구조(Interlocking Structure)는 생물체의 조직
구조에서 관찰되며, 강성이 다른 두 소재의 결합으로
높은 인성 및 내충격성을 보인다[1]. 본 연구에서는 고
주파 유도 가열기를 활용한 금속 계면의 국부가열과
압축을 통해 고분자 시편의 금속의 계면에 형성된 맞
물림 구조로 침투하는 과정으로 금속-고분자의 접합
공정을 구성하였다(Fig. 1). 그리고 금속 계면의 맞물
림 각도(패턴의 측면 각도)에 따른 접합 강도 및 고분
자 시편의 침투 경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3D 프린팅 금속, 고분자 시편 제작
금속 시편과 고분자 시편을 3D 프린팅 공정으로
제작하였으며, 각각의 재료는 Ti6Al4V와 ABS(acrylon
itrille butadiene styrene)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금속
시편의 계면 패턴간 거리 및 높이는 1.8mm와 0.6mm,
패턴 뿌리의 간격 조절에 따라 맞물림 각 75°, 60°,
45°으로 설계 및 제작하였다(Fig. 2).

Fig. 2 Effect of interlocking angle on joining strength

(a) 75°

(b) 60°

(c) 45°

Fig. 3 Comparison of polymer infiltration at metal-polymer
interfaces

하면, 맞물림 각도 60° 시편에서 고분자의 침투가
잘 이루어졌으나, 45° 시편은 패턴의 측면 모서리에
침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접합 강도가 낮게 나타났음
을 확인 할 수 있다(Fig. 3).

4. 결론
본 연구는 고주파 유도 가열기를 통해 금속-고분자
시편의 접합을 수행하였으며, 금속 시편의 계면 패턴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metal-polymer structure joined
by induction heating process

3. 맞물림 각도에 따른 접합 강도 및
고분자 시편의 침투 경향 비교
가열 온도는 ABS의 유리전이온도인 100°C, 압축변
위 0.83mm의 조건에서 접합을 수행하였다. 접합 후
인장 시험 결과 맞물림 각 60° 시편의 접합 강도가
가장 높았으며 45° 시편의 접합 강도가 가장 낮았다
(Fig. 2). 이러한 경향을 고분자의 침투 양상과 비교

맞물림 각도에 따른 접합 강도와 고분자의 침투 경향
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금속 시편의 계면 형상
설계에 대한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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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2D nanomaterials such as graphene are prone to
the local deformation in 3D due to its atomically
thin structure. Especially, chemical vapor deposited
(CVD) graphene can have diverse 3D structures
from atomic ripples to large-scale wrinkles inevitably
formed during the growth and transfer processes,
which can significantly affect its intrinsic properties.
Thus, accurately imaging and analyzing such the
structures are of significance to understand the
structure-property relation of the graphene. In this
work, we conducted the combinatorial analysis of
CVD graphene supported on the SiO2/Si substrate,
using FFM and TSM to unveil invisible atomic
ripples.

2. Results
A graphene sample was prepared using the
modified wet transfer method with a sacrificial
h-BN layer to obtain clean surface which enables
the accurate measurements of surface properties.
FFM imaging was repeated by rotating the graphene
sample to observe the friction anisotropy depending
on the relative scan direction of a tip to the
sample, and the domain anisotropy was observed as
shown in Figures 1(a) and 1(b). To investigate the
origin of such friction anisotropy, high-resolution
image was obtained by FFM and TSM. Figures 1(c)
and 1(d) show FFM and TSM images of the same
graphene area, which indicates that local domains
can have different orientation of atomic ripples. By
the combinatorial analysis of FFM and TSM, the
relative atomic ripple orientations can be estimated
and the nature of atomic ripple formation on CVD
bi-layer graphene was revealed.

Fig. 1 Friction force microscopy images of the same graphene
area (a) at scanning angles of 27° and (b) 137°,
respectively. High-resolution images at the boundary
between two friction-anisotropic domains scanned in (c)
FFM and (d) TSM modes, respectively.

3. Conclusion
By developing the combinatorial analysis method
of FFM and TSM images, we unveiled the atomic
ripple orientations which are the origin for the
domain friction anisotropy in CVD bi-layer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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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Wrinkled structures of two-dimensional (2D)
nanomaterials such as graphene can provide intriguing
opportunities in many engineering applications.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multiple drop-casting method of
GO solution to fabricate GO thin films with various
surface structures. By controlling the drying temperature
of a GO ink droplet, we could control the transport of
GO flakes inside the droplet, and we fabricated GO thin
films with different height profile and wrinkled structures.

2. Result
We set up three different conditions to control the
transport of GO flakes inside the sessile droplet: (1) the
volume of a GO ink droplet, (2) the number of ink drops,
and (3) solvent (water) drying temperature. First, when
the volume of the GO droplet was different, the diameter
of the thin film only increased. The height profile of the
thin film and average height of wrinkles was almost similar.
Second, when the number of drops was increased, both
the average height of the thin film and the average wrinkle
height in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the height profile
shape and the diameter of the thin film were similar. Finally,
different drying temperatures significantly changed the
shape of the height profile and the average height of
wrinkles of the thin film.
In particular, the drying temperature also changed the
surface shapes of the entire thin film and wrinkles. The
thin film fabricated with 5 drops at room temperature has
an uniform thickness (Fig. 1(a)), and randomly-directional
wrinkles were formed at the edge of the thin film (Fig.
1(c)). However, the thin film fabricated at 90 ℃ has a
non-uniform surface profile (Fig. 1(b)), and directional
wrinkles were formed at the edge of the thin film(Fig. 1(d)).

Fig. 1 Optical microscopy images of GO thin films fabricated
by multiple drop-casting(5 drops) on the substrate at (a)
room temperature and heated at (b) 90℃, and the
corresponding AFM images of the edge regions of the
GO thin films fabricated at (c) room temperature and
(d) 90℃.

3. Conclusion
We confirmed the effect of three conditions (volume,
number of drop, and drying temperature) on the surface
shape and wrinkle structures of GO thin film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drying temperature is a key turning
knob for controlling the structures of the deposited thin
films, which is based on the mechanism of GO flake
transport within the ink droplet depending on the dry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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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에서는 내부 응력이 다른 두 층의 마이크로섬
유 시트(microfibrous sheet)를 이용하여 다공성 튜브를
제작할 수 있는 자가조립 공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공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직경의 튜브 제작이 가능한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2. 자가조립 공정
이중층 시트의 층간 수축률 차이를 통해 자가조립
이 구현되며 대략적인 과정은 Fig. 1과 같다. 우선 전기
방사된 TPU(thermoplastic polyurethane)시트를 인장하
고, 그 위에 PCL(polycaprolactone)를 전기방사하여 서
로 다른 응력 상태를 갖는 이중층 시트를 제작한다.
그리고 인장력을 제거하게 되면 TPU 시트는 초기응력
으로 인해 수축이 발생하고, PCL 시트의 상대적 버팀
강성으로 인해 이중층 시트가 스스로 감겨 다공성 구
조를 갖는 유연 튜브의 제작이 가능하였다.

3. TPU시트 변형률에 따른 내경 변화
공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직경의 튜브 형상의 제작
이 가능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TPU 시트의 변형률에
따른 내경 변화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Fig. 2).
변형률은 20%, 40%, 80%, 160%로 설정하여 총 4개의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결과적으로 TPU 시트의 변형률
이 작을수록 큰 직경의 튜브가 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층간 수축률이 작아질수록 상대적 버팀
강성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2 Measurement of the inner diameters of self-assembled
structures fabricated by different conditions of strain

4. 결론
이중층 자가조립 공정을 활용하여 원하는 내경의
튜브 지지체를 제작할 수 있었다. 표면에 구성된 다공
성 표면을 통해 생체적합성을 높였으며[1], 원하는 내
경을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어 환자 맞춤형 지지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지체에 세포를
파종할 때 평평한 시트에서 균일하게 이뤄지며 시트
가 스스로 감겨 3차원의 튜브 형상으로 변형되므로
외력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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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조혈관으로서 고어텍스(Goretex)와 뒤퐁(du Pont)
의 제품이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이 제품들은
생체적합성을 갖고 있지만, 실제 혈관과 다른 기계적
물성 차이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의해 유연성
이 보완된 새로운 환자맞춤형 인조혈관의 제작에 대
한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최근 3D printing 기법으로
제작한 폴리머를 희생구조물로서 활용하고 이에 딥코
팅 공정과 염침출 법을 적용해 다공성 연질 구조체를
제작하는 방법이 개발된 바 있다.(1) 본 연구에서는 다
공성 구조체 제작법 중 하나인 침출법에서 마이크로
구체를 사용하여 보다 유연성이 증대된 연질 구조체
를 제작하고자 한다.

2. 본론
2.1 마이크로구체와 구조체의 제작
마이크로구체는 분산법을 이용해 제작했다.(2) 폴리
비닐알코올(Polyvinylalcohol)필라멘트를 용융유착방
식의 Ender 3Pro를 사용해 원통모양의 탬플릿(직경
8mm, 길이 50mm)을 제작했다.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Thermoplastic polyurethane)을 유기용매인 디메틸포

500mm/min으로 설정하였고, 시편이 끊어질 때까지
인장실험을 진행하였다.
두께 측정은 시편을 광학현미경으로 각 단면을 측
정해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했다. 동일 단면에서의
차이와 길이 방향으로의 차이를 측정하여 구조체의
두께 균일성을 파악했다.

3. 결론
TPU만을 코팅한 결과와 염과 파라핀구체의 침출법
을 사용한 결과의 응력-변형률 선도를 Fig. 1에 나타냈
다. TPU만을 사용한 결과와 염 및 파라핀 침출을 사용
한 결과의 탄성계수는 각각 27.68MPa, 9.33MPa 그리
고 0.75MPa이었다. 동맥혈관의 탄성계수인 0.2 –
0.6MPa과 가장 비슷한 것은 파라핀침출을 사용한 결
과였다.(3) 또한 파단강도 0.98MPa와 연신률 250% 이
상으로 실제혈관(0.5 – 3MPa, 150%)과 비슷한 결과를
가졌다.(4-6)
코팅회수에 따른 두께 측정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소금을 사용한 시편보다 마이크로입자를 사용한 시편
의 두께가 더 균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름아마이드(N, N-Dimethylformamide)에 녹여 만든 고
분자 유기용액에 마이크로 구체를 넣었다. PVA로 만
든 템플릿을 희생구조물로서 겉 표면에 TPU와 마이크
로구체 입자 현탁액을 코팅했다. 마지막으로 헥세인
(Hexane)으로 입자를 침출하여 다공성의 구조체를 제
작했다.

2.2 인장실험 및 두께 측정
탄성 계수를 얻고자 ASTM-D412를 참조, 시편은
5mm x 30mm의 직사각형의 형태로, 튜브 구조체의
원주방향으로 절단하여 준비했다. 인장속도는

Fig. 1 Strain-stress curve of specimens

Fig. 2 Wall thickness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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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중요해짐
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 시스템 수요가 증
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면적 내 미세먼지를 공
기정화하며 전기집진의 단점으로 여겨지는 오존발생
문제를 해결할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 2 Multi angle dust collector

2. 전기집진 방전극 설계
전기집진기 하전부의 방전극을 탄소브러쉬로 설계
하여 전기집진 하전부에 7kV의 전압을 인가하였다.
기존 전기집진의 방전극의 경우 핀 부착형이 대부분
이며 소재로는 세라믹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방전극의 소재 및 형태의 변경으로
탄소브러쉬를 적용하였으며, 탄소브러쉬는 기존 방전극
재료보다 전기전도도 및 코로나 형성이 용이하여 전기
집진에서 단점으로 꼽히는 오존발생 문제를 저전력 고
집진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Fig. 3 Medium and large-sized zero ozone air purification system

공기청정기 다목적 인증성능평가 시스템(29.5 ± 1
)에서 수행하였으며 SPS-KACA 002-0132 실내공기
청정기 시험규격에 의거, 8시간 시험을 수행하였다.

4. 결론
탄소브러쉬 방전극 및 다중각도형 집진부를 적용
한 결과 미세먼지 제거효율 99.3%, 5대 유해가스 평균
제거효율 93%, 오존 발생농도 0ppm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카본브러쉬 적용으로 전기집진의 문제로 꼽히는
오존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Fig. 1 Electrostatic discharge electrode with carbon brush applied

3. 공기정화 시스템 제작 및 성능평가
적용면적을 높이기 위해 2단흡입 방식의 모터를 적
용하였고 흡입 속도의 최적화를 위해 전기집진 집진부
의 집진판을 다중각도형으로 설계하여 유체의 체류시
간을 증가시켜 집진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적용면적 약 100 급의 공기정화 시스템을 개발하
였으며 미세먼지 제거 효율 및 오존발생농도, 유해가
스 제거능력시험의 3가지 항목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사업
에 지원에 의한 연구임. [S302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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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공정 폐개스 이송라인의 클램프 면상 가열
Planar Heating of Clamps in Waste Gas Transfer Line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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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생산하는 고정도의 메인 FAB 장
비와 서브 장비를 운용중이다. 다양한 메인 공정에서
다량의 독성 화학물질이 사용되며, 선폭이 줄어들수
록 사용되는 개스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공정
후 파우더를 포함하는 100 이상의 유독성 개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게 된다. 이는 환경 및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 따라서 파우더를 포집하고, 개스를 무해하
게 처리하기 위해서 플라즈마 등 다양한 형태의 스크
러버(scrubber)가 설치된다. 이때 실온에 설치된 STS
파이프라인과 3-way 밸브를 통해 스크러버로 폐개스
를 이송하는 라인은 파이프와 파이프 및 밸브, 스크러
버는 플랜지를 클램프 체결로 연결하고 있다.
100 이상의 파우더를 포함한 유해 폐개스가 실온
에 설치된 이송라인을 통과하면서 파이프 및 밸브 내
부에 Fig. 1과 같이 파우더가 고착하므로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플랜지 연결부의
온도편차가 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파우
더의 융착 방지와 폐개스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는 이송 파이프 내부를 폐개스 보다 높은 120-130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개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탄소페이퍼 면상가열 클램프
기존 이송라인의 가열방식은 MI히터 등의 가열장
치가 사용되고 있으나 온도편차가 크고, 최근 면상발
열체 적용을 시도하였으나 내구성 문제로 사용기간이
짧고, 고가로 반도체 공장 라인에 사용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파이프 Ø50.5 mm의 체결에 사용
되는 D50 규격의 STS 클램프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연간 수십만 개씩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을 대상으
로 하였다. 모든 공정에 가열 클램프가 사용될 수는
없지만, 주요 공정의 개스 이송라인 연결에는 반드시
가열장치가 설치된 클램프가 필요하다.

Fig. 1 Powder sticking inside the pipe

Fig. 2 Constant temp. planar heating STS clamp using CNT paper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MI히터와 면상발열체
를 대체하고자 탄소 페이퍼(CP, carbon paper)를 이용
한 고온 면상 발열체를 설계 제작하여 클램프에 적용
하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테스트에 사용된 면상발
열체를 적용한 클램프는 Fig. 2와 같다.

3. 결 론
STS 클램프의 원주 외측, 외측 및 편측면, 외측
및 양측면에 각 CP를 설치하고, 클램프 내부 온도가
100 에 도달 및 유지 시간과 소비전력 테스트를 진행하
였다. CP의 규격을 고려하여 의 경우 DC 50V 0.3A
인가 결과 클램프 내측이 100 에 도달하는데는 11분이
소요되고, 는 50V 0.3A, 30V 0.36A 인가 결과 6분후
요구온도에 도달하였고 은 외측 50V 0.3A, 양면은
30V 0.36A 인가 시 4분 후 도달하였으며, 온도 도달
후 각 40V와 15V로 낮추어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전력은 온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SSR을 이용한 PID 전압 제어를 실시함
으로서 정온가열 및 에너지 절약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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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전반에 탄소섬유를 비롯한 탄소소재에 대한 필
요성 및 역할이 증대되어지고 있으며 국가의 재원을
통해 산학연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기초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응용연
구의 노력에 비하여 실제 실용화에 대한 발전은 기대
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탄소소재를 기반으로 한 응용
과 성능확대를 통한 실용화 기술(공기청정, 발열체,
다이오드, 바이오센서 등) 전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함.

Fig. 2 Research on light emitting diodes using carbon oxide

2. 연구내용
탄소소재에 대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전기 전도성
을 향상시켜 여러 가지 타입의 탄소소재 응용연구를
진행하였음. 이는 기존의 Wire 방식보다 오존발생량이
적은 Carbon Brush 공기청정 연구가 해당됨.
또한, 탄소소재를 적용하여 다이오드의 광효율을 개선
하는 연구, 600℃ 이상의 탄소섬유 전열 와이어 연구를
통한 발열체 개발 연구, 그래핀과 금속입자를 응용한
고 민감도 바이오센서 소재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하여
진행하였고 현재 이에 대한 실용화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Fig. 3 Amperometry of the CuFe-O/GR/NF for glucose
detection

3. 결론
탄소의 주요 특성으로 알려진 고강도 고강성에 대
한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전기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
한 응용 연구 확대와 기술 고도화를 통해 탄소소재
응용 제품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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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No. 2016R1A6A1A03012069).

참고문헌
Fig. 1 Carbon fiber applied air cleaning study using analysis
module

1. Lee, J. K., “Mechanical Properties and Curing
Characteristic of Epoxy Resin by Diluent Addition”,
J.of JFMSE, Vol. 31, No. 5, pp.1317-1324, 2019.

구두발표

특 별 세 션 OS13
좌장 : 곽이구(전주대학교)
OS13-01
OS13-02
OS13-03
OS13-04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전자파 차폐 물질로서의 응용을 하기 위한 Graphene nanoplatelet을 함유한
폐목재 셀룰로오스 섬유로부터 제조된 탄소 시트의 특성
Waste-wood Cellulose Carbon Sheets Containing Graphene Nanoplatelet for
Application as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Shield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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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MI shielding materials is essential to replace these
metals with other efficient materials. Graphene
nanoplatelets (GnPs) are carbon materials composed of
small stacks of graphene sheets with significant thickness
ranging from one to tens of nanometers. These GnPs
are lightweight and have high electrical conductivity, low
density, and corrosion resistivity. Additionally, GnPs
have a high specific surface area, enhancing the EM wave
absorption due to multiple reflections. Moreover, these
materials have a low cost as compared to metals. Thus,
GnPs are considered potential candidates for effective
EM defence [1]. Therefore, in this study, waste wood
CFs (WWCFs) were isolated, without completely
removing contaminants, and recycled and converted into
EMI shielding materials.

2. 실험
The WWCF and GnP papers were homogenously
mixed in water according to weight percentage ratios
(95:5, 90:10, and 85:15), and 1 wt% polyacrylamide
solution was added as a binder. Finally, through the
filtration process of the WWCF/GnP solution, the
respective papers according to their weight percentage
ratios were prepared. Subsequently, the WWCF/GnP
papers were carbonized at 700, 900, 1100, and 1300 °C.

3. 결론
In the Figure 1, various GnPs content and carbonization
temperatures influence on the EMI SE of the WWCF/GnP
carbon papers. However, most of the EMI SE values
for the WWCFs/GnPs carbon papers carbonized at 700

°C were near 0 dB regardless of the GnP content and
number of carbon paper sheets. This could attributed to
the low electrical conductivity. Nevertheless, from
carbonization temperature of 900 °C, the EMI SE values
increased from approximately 20 dB to 43 dB at 10.5
GHz with the GnPs content increase when a sheet of
WWCF/GnP carbon paper was measured.

Fig. 1. EMI SE of WWCFs/GnPs carbon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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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 소방펌프차의 바디는 스틸판재를 내 외부 판
금 및 용접을 통해 부착방식으로 과도중량, 용량제한
그리고 기동성에 문제가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화학성,
내식성 그리고 경량화특성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계열중 PPC를 적용함으로써 기존재질을 대채 하기위
한 해석을 진행하겠다.

Fig. 1 Modeling of Water Tank and Boundray Condition

2. 물성 및 해석조건
기초단계로 PPC 소재의 물성시험을 통해 소재의
기계적 물성을 확인하고자 ASTM D 792, 638, 695,
규격에 의거하여 진행하였으며, 이를 Table 1에 나타
내었다. 설계한 물탱크는 Fig. 1에 표기하였으며, 크기
는1876*1360*1420[mm]이며, 대칭조건을 적용하였으
며 소재적용 안정성 해석을 위해 COMSOL FSI (Fluid
Structure Interation) 해석을 진행하였다. Element는
460,000개이며, 상하 판과 격벽 연결부분을 Fixed
constraint 조건을 적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2 Stress by water level at stop

3. 결론
12.7, 20t PPC재질의 물탱크에 40~80km/h 급정거시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Fig. 3에 표기하였으며,
20t의 경우 허용응력보다 낮은 응력이 발생하기 때문
에 PPC재질 적용을 위한 두께는 20t로 판단된다.

급정거시 물탱크 내의 수위에 따른 응력은 Fig. 2에
표기하였으며, 90%의 경우 벽면에 가해지는 응력이
높기 때문에 수위를 정하였으며, PPC 적용을 위한
적정두께를 선정하겠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PPC
PPC (Polyprophylene)

후기

Density (kg/m3)

910

Young`s Modulus (GPa)

1.49

Poisson`s Ratio

0.4

Elongation (%)

127%

Tensile Strength (MPa)

29

Compressive Strength (MPa)

31

“이 연구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No. S2959492)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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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압 공기청정기 시뮬레이션 및 시제품 제작
High Voltage Air Purifier Simulation and Prototype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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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기청정기는 일반적으로 필터식과 전기집진식으
로 양분화 되고 있다. 고전압을 이용한 공기청정기의
경우 초미세먼지의 정화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전압 공기청정기를 시뮬레이
션 하여 입자의 거동을 확인하고 시제품을 제작하여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a)
(b)
Fig. 2 Air purifier Prototype and dial switch(a), High voltage

2. 시뮬레이션
탄소 브러쉬를 응용한 고전압 공기청정기 시뮬레이
션을 위하여 유동조건으로 0.5m/s~2.0m/s까지 4단계
를 선정, 고전압은 8kV와 10kV를 선정하였고 0.3um와
2.5um의 입자 포집효율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Fig 1과
Table 1에 도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전압이 높아
지면 집진효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었고, 유속이 빠
르면 포집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같은 전압일
경우 입자가 커질수록 집진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applying device inside the control box(b)

3. 시제품제작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유속조절이 가능하고
10kV의 전압을 인가할 수 있는 고전압 인가장치와
유속을 조절할 수 있는 Fan과 다이얼 스위치를 장착하
여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4. 결론
제작된 시제품을 SPS-KA CA002-132 기준에 따라
청정화 능력시험을 한 결과 분당 약 2.0m3의 면적을
청정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시뮬레이션
과 비교를 위하여 Wind Tunnel 형 시험을 하여 청정기
의 집진효율을 비교하고자 한다.

후기

(a)

(b)

(c)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2016R1A6A1A03012069)

(d)

Fig. 1 Flow contour(a) Electric field contour(b) Particle
tracing 0.5m/s(c), 2.0m/s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machine(Times New Roman 8pt)
Velocity [m/s]
8 [kV]

0.3
[um] Efficiency 10 [kV]
[%]
2.5
8 [kV]
[um]

0.5

1.0

1.5

2.0

92.8

88.7

78.3

61.1

99.8

94.2

88.9

65.7

97.2

92.1

86.9

70.3

참고문헌
1. Kim, Y. S., “A Study on Improving Filter Performance
Using Coanda Effect”, J.of KSMPE, Vol. 19, No. 3,
pp. 99-104, 2019.
2. Kim, Y. S., “A Study on the Collecting Efficiency of
Oil-mist Filter according to the Sub-filter Shape”, J.of
KSMPE, Vol. 18, No. 1, pp. 16-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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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복합재를 이용한 전자파 차페 스킨재 연구
Electromagnetic Wave Shielding Skin Material Research
using Carbon Composit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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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전기차를 필두로 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
의 발전에 따라 배터리를 비롯한 전기장치의 수요가
확대되어지고 있으나 전자파 간섭에 의한 오작동에
따른 화재 발생 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파 차폐 효과가 우수한 탄소복
합재에 대한 전자파 차폐 스킨 재료 제작과 평가를
진행하여 향 후 AGV(Automatic Guided Vehicle), 전기
자동차에 적용되는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케이스 및 인버터를 비롯한 전장부품 하우징
등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고자 함.

2. 시험편 제작 및 시험방법

Fig. 2 Electromagnetic wave shielding effect according to GNP
content

복합재 제작에 사용되는 탄소섬유는 ZOLTECK(Toray
Group)의 PX35 50K 섬유이며 Guide에 따라 0.5t를 RTM
공법을 적용하여 80℃ 3hour 동안 성형을 진행하여 제작
하였으며 이때, GNP(Graphene Nano Plates)의 함량을
0%~4.0%까지 조절하여 전자파 차폐 성능에 대한 평가
를 진행하였음. 시험 진행은 ASTM D 4935 규격에 의거
하여 500-1500MHz 구간에 대하여 측정함.

는 GNP의 함량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3.0wt%의 함유 시 최대 72.1dB의 차폐효과를 보였으

3. 시험결과

GNP의 함유량에 따른 차폐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분산성 문제를 통해 이에 대한 효과 증가를 추가적으
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스킨재의 두께를
증가시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기대할 수 있음.

테스트 결과, GNP가 함유 되지 않은 시편의 경우
60.6dB 가량의 차폐효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폐 효과

며 이는 GNP가 함유 되지 않을 시와 약 11.5dB 가량의
차이임. 하지만 4.0wt% 함유의 경우 오히려 차폐효과
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GNP 함유에 따른 점성 증가에
따라 분산성 저하의 결과로 보여짐.

4. 결론

후기
이 논문은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No. 2016R1A6A1A03012069)
(No. 2020R1A2C11021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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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rbon Composite Specimens Containing GNP

1. Lee, J. K., “Mechanical Properties and Curing
Characteristic of Epoxy Resin by Diluent Addition”,
J.of JFMSE, Vol. 31, No. 5, pp.1317-13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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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유동특성을 고려한 Flat-Face Type 유압 Quick Coupler의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timal Design of Flat-Face Type Hydraulic Quick Coupler
Considering Internal Flow Characteristics
이윤승1, 김남용1, 김동선1, 백진욱1, 곽기명1, 류성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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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압 퀵 커플러는 고압의 유체를 이송하는데 있어서
작동유의 누출 없이 쉽게 연결 또는 분리를 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의 4차산업혁명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는 가운데 유압
퀵 커플러 역시 예외는 아니다. Flat-Face Type의 퀵 커플
러는 연결 및 분리시 누출되는 작동유의 누출을 최소화
하기에 친환경적 특성이 강조되어 커플러 산업시장에
크게 선두되고 있다. 하지만 Flat-Face Type의 복잡하고
기하학적인 구조는 유압 변속이 이뤄지는 동안 더 많은
에너지 소비로 이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olidworks Flow Simulation을 활용한 퀵 커플러 내부의
유동특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유동흐름을 위해 기존 모
델의 내부 형상변경을 통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2. 유압 퀵 커플러 내부 형상 재설계
Fig. 1과 Fig. 2에서는 Pin과 작은 스프링이 만나는
부분과 Stopper의 뒷부분에서 난류가 발생되어 이를 개
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Slidworks Assembly에서 측정
기능을 활용하여 여유공간을 바탕으로 Pin과 Stopper를
재설계하였다.

3. Flow Simulation 결과 비교
기준은 초기 모델의 CFD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였고,
개선 모델의 CFD 해석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Fig. 3과
같이 초기 모델(a) 대비 개선모델(b)에서 유입구 질량유
량은   ∙    이고 온도와 속도가 같다고 하였을

(a) Initial design

(b) Modified design

Fig. 2 Schermatic view for modification of stopper

(a) Initial design

(b)
Modified design
Fig. 3 Velocity contour by laminar flow

때 배출구에서의 값은 0.000121474m/s가 된다. 이는 난류
가 개선되어 속도는 약 2.998E-06 하락하였고, 내부에서
에너지의 손실이 곧 적어졌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in과 Stopper와 연결되는 스프링과의
여유공간에서 그 부분을 새로운 형상으로 재설계하여
개선함으로써 유동장이 안정되어 난류가 개선됨을
Flow Simulation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유속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베르누이 방정식에 근거한 압력 강하식

∆        에서


압력강하 역시 작아짐을 추론할 수

있다.

후기
(a) Initial design
(b) Modified design
Fig. 1 Schermatic view for modification of pin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도연구센터 기초
연구사업 (과제번호: NRF-2019R1A5A8083201)의 지원
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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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거리에 따른 1단 유성기어의 접촉 응력 분포 연구

A Study on the Contact Analysis of Single-stage Planetary Gears by Center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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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어 감속기는 동력전달과 전환을 담당하는 요소로
모든 산업부문에 걸쳐 널리 사용된다. Macro-geometry
설계 대비 Micro-geometry 설계는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소음과 진동의 측면에
서도 많은 부분 개선이 가능하다. 이에 기어의 중심
거리 변화에 따른 1단 유성기어의 접촉 응력 해석을
실시하였다.

2. 1단 유성기어 설계
유성기어열의 경우 Fig. 1과 같이 Non-factorizing 설
계를 통해 작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하였다. Hunting ratio를 만족하는
기어 잇수를 선정하였다.

Fig. 2 Stress distribution on tooth

3. 접촉 해석

(2)

기어의 물림에 대한 접촉 해석은 Gear body
deformation, Bending, Hertizan flattening을 고려하여
해석하며, 관련 이론은 식 (1), (2), (3)과 같다. 전달기어
의 Micro-geometry optimization을 수행하여 반복적으
로 수행하며, 최적화된 기어 형상을 만들어 낸다.
(1)

(3)

4. 결론
중심거리에 따른 유성기어트레인의 접촉 응력분포
는 Fig. 2와 같다. 중심거리가 클수록 각 기어별 접촉응
력 해석 결과 Load distribution factor와 Contact stress는
반비례로 작아짐을 확인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산업육성
+(R&D)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제번호: S3053266)
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Fig. 1 Layout for single-stage planetary g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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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CNG충전 노즐의 유동특성을 고려한 최적설계 연구

A Study on the Optimal Design Considering the Flow Characteristics of CNG
Filling Nozzles for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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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CNG는 연간 약 10만ton이 소비될 만큼 많은 양이
이송되고 있다. 이송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CNG 노즐
은 충전과정의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품이지만
국내에선 연구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에 의
존하여 보급과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확인했
다. 본 연구는 CNG 충전노즐을 분해하여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CNG 소비가많은 CNG버스의 충전과정을
가정한 유동해석을 바탕으로 충전효율을 높일 수 있
는 최적 설계를 진행하였다.

진행한 그림은 Fig. 1의 (b)이며 압력분포와 유선이 개선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의 부품을 충전노즐에 적용하기 위에서는 유체
가 이동할 수 있는 적당한 간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 Table 1, 2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유로의 간격이
1.5mm일 때 가장 높은 효율을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1 Fillable pressure at 190bar injection
interval

tank pressure

before revision

162.50bar

190bar

1.0mm

174.24bar

190bar

2. CNG 충전 노즐 모델링 및 유동해석

1.5mm

178.40bar

190bar

Fig. 1의 (a)는 기존제품에 대한 유동해석을 진행한
후 유선과 압력을 표현한 그림이다. 유체가 유입되는
입구에서 복잡한 형상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으며 Fig. 2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설계한 새로
운 밸브 부품이다. Fig. 2의 부품을 적용한 후 유동해석을

2.0mm

177.71bar

190bar

(a)

(b)

charger pressure

Table 2 Required pressure at the end of filling
interval

tank pressure

charger pressure

before revision

190bar

226.73bar

1.0mm

190bar

206.82bar

1.5mm

190bar

202.71bar

2.0mm

190bar

203.43bar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CNG 충전노즐의 메커니즘을 파악하
고 메커니즘에 따른 유동을 해석하여 CNG 이송과정에
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모델링을 제시하였다.
Fig. 1 Streamlines of the fluid in each modeling

후기
본 연구는 2022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
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202140 00000520, 자
원순환(재제조)산업 고도화 인력양성)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사업(NRF-2019R1A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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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sign parts mesh using Solid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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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gas Mixture Field를 고려한 고속 기어쌍의 Windage Loss 법칙

Windage Loss Rules of High-speed Gear Pair Considering Oil-gas Mixture Field
후상명1,2, 장유제1, 장홍1, #류성기2

*

*

1

X.Y. Hou1,2, Y.Z. Zhang1, H. Zhang1, S.K. Lyu(sklyu@gnu.ac.kr)2
Nanjing University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Nanjing, 2Gyeongsanh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 Windage loss, Oil-gas mixture field, High-speed gear, Computational fluid simulation

1. Introdu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and science and
technology, energy consumption has attracted more and
more attention. Windage loss of gear pair w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high speed transmission field which is
hardly predicted accurately. On one hand, high-speed
condition will cause atomization of lubricating oil, which
would also increase the complexity of the fluid field.
On the other hand, high-speed oil flow may also have
influence on power loss. To reveal windage loss mechanism
of high-speed gear, a dynamic gear model considering
oil-gas mixture physical field is established and analyzed
by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method. Windage
loss, windage torque, windage pressure and flow field
distribution are simulated and discussed.

Fig. 1 Tooth surface oil distribution during meshing process

Fig. 2 Numerical results and proportions of the pressure and the

2. Basic Theory and CFD Modeling
Before the oil-gas mixture field simulation, gear model
and simulation conditions should be conducted. And it is
needed to define the material information of the gear for
initial conditions. Test results will be different depending
on initial conditions. For lubrication conditions, oil
injection is adopted. By setting the flow field, the oil-gas
mixing field can be realized.
The Reynolds number equation is:   
where   are the fluid density and fluid velocity,

 is the characteristic length and  is the dynamic viscosity.
The Mach number equation is:    
where  is the fluid velocity and  is the local sound
velocity.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emperature is not
considered.

3. Simulation and Results
Windage power losses are discussed in different

viscous effect

rotational speed and compared to theoretical method.
Proportion of the pressure, the viscous effect, tooth surface
oil distributions are all discussed. The changing rules are
concluded, especially windage loss rules which would guide
high-speed gear structure design and optimization as shown
in Fig. 1 t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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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수소충전 노즐 형상을 고려한 최적설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Optimal Design Considering the Nozzle Shape of the
High-Pressure Hydrogen Refueling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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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Nozzle Modeling

수소충전에는 수소충전 프로토콜 이라는 것이 있
다. 이는 수소충전을 하는 과정에 있어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는 일종의 약속이다. 일반적으
로 충전되는 수소의 온도범위는 30°C~ 40°C이며
충전율은 95%정도로 명시되어 있다. 충전속도 또한
20g/s에서 120g/s로 다양한 조건이 있다. 따라서 이렇
게 다양한 프로토콜을 만족함과 동시에 충전을 위한
고압펌프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수소 충전건의 최
적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전기차량 충

Shapes
Angle(°)

30

50

70

90

Shapes
Angle(°)

Table 1 Information of 4 kinds of nozzle design

전에 사용되고 있는 WEH사의 수소충전건을 바탕으
로 모델링 후 구조해석 및 CFD 유동특성 검증해석을
진행하였다.

2. 연구 이론 및 설계
수소는 압축성 기체로 운동량 보존식에서 밀도를
변수로 두어 적분하여 압축성 유체의 유동방정식 (1)
을 유도하였다. 또 여기서 패닝의 법칙을 활용하여
수두손실과 부차적 손실을 고려한 식을 정리하면 식
(2)와 같은 식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식에서 알 수 있듯
이 수두손실을 최소화 하면 상대압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부차적 수두손실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속유동 구간 개선시 효율개선
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

 


   ×  ×     




(2)

Fig. 1 Analysis result graph of nozzle shape

4. 결론
노즐형상의 각도수정을 통해 압력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50°의 각도에서 최적의 효율과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후기

3. 해석 결과
노즐형상의 각도를 수정하여 (Table 1) 비교한 결과
최대응력 및 압력강하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Fig. 1)

본 연구는 2022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
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202140 00000520, 자
원순환(재제조)산업 고도화 인력양성) 산학연 Collabo
R&D 사업화R&D(2단계) 사업 (과제번호 : S3096431)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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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가공장치 기어박스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earbox Design of Gear Train for Thread Whirling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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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선반에 부착되는 환봉의 외주면에 나선형 홈 가
공을 위한 회전형 절삭공구인 선회가공장치는 웜 샤프
트나 나선축을 정밀하고 빠르게 가공하고 나선형 리드
각에 따라 각도를 조절하고 나사형태에 따라 가공 인서
트를 교환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혁신적
제품이다. 이러한 고정밀 선회가공장치를 개발하기 위
해서는 고정밀 설계기술, 정밀 가공기술, 제품성능 평가
기술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기둔화, 중국의 자급률 상
승, 수출경쟁 심화, 원화가치 변동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 대외 수출여건 악화가 국내 공작기계부품산업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공작기계부품
주요 기술 국산화 부족으로 기술경쟁력이 계속 떨어지
고 있으므로 공작기계의 핵심기술인 선회가공장치개발
이 필요하다.

2. 설계 및 해석
선회가공장치의 기어부의 파손과 마모는 이 뿌리
부분과 끝부분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어 기어부 하
중분포로 인한 치면의 손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어의 마이크로 치형수정, 최적화 설계 및 가공 정밀
도를 향상시켜 저소음, 내마모, 고정밀도의 기어 설계
를 검토하였다. Fig. 1은 기어의 치형 최적화를 위한
맞물림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그 결과 Fig. 2에 나타나듯 집중되었던 하중분포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Results of optimized pinion

3. 결론
동력전달을 위한 기어 설계 및 해석기술, 설계기술
을 적용하여 기어박스를 구현하였고, 기어 치면의 응
력분포는 최적화 이전 뿌리부분에 집중되었던 분포를
보였던 반면 이후에는 하중이 치면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균등하게 분포되었다 4축의 Drill Unit에 B축을
적용한 제품으로 가공축의 회전과 몸체 회전
Mechanism을 동시에 구현하도록 개발을 하여 기존
Unit보다 2배 이상 많은 기어를 사용하고도 소음을
기존과 유사하게 유지하며 몸체 회전 시 백래쉬를 최
소화 하고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개발하였다.

후기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중
견연구사업(과제번호: NRF-2020R1A2C1011958)과 Romax
Technology의 Romax Designer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으
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Fig. 1 Improved gear pr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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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및 강도를 고려한 헬리컬 기어 제원 설계
Design of Helical Gear Geometry Considering Noise an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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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어장치의 설계는 다양한 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며, 이는 기어의 강도, 소음, 효율 등에 많은 영향
을 미친다. 모듈, 잇수, 비틀림각, 전위계수와 같은 기
어 설계 제원이 기어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여 기어 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어 설계 분석
기어의 설계 매크로 제원과 마이크로 제원 설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매크로 제원 설계는 기어의 주요
제원인 모듈, 잇수, 압력각, 치폭, 비틀림각, 전위계수,
중심거리를 결정하는 설계이며, 마이크로 제원 설계
는 치형수정을 통한 최적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크로 제원설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기어의 중심거리를 오차범위내에 고정하고 모듈과
잇수를 결정하였으며 이때, 잇수는 피니언과 기어가
동일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모듈별 중첩물림율이
0.5, 0.75, 1.0이 되도록 비틀림각 선정하였고, 각 설계
별 전위계수를 0.3, 0, 0.3으로 구분하여 전위계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때, 입력 동력조건은
4,000rpm, 200Nm으로 가정하였고, 기어 강도와 전달
오차 및 소음예측값으로 평가하였다.

3. 분석 결과
기어의 강도 관점에서는 기어의 모듈이 커지고 잇
수가 작을수록 굽힘강도는 향상되나, 면압강도는 큰
Table 1 Specification of gear dimension
Description

Unit

Value

Module

mm

2.0, 2.5, 3.0

No. of teeth(pinion, Gear)

-

25, 31, 38

Pressure angle

deg.

20

Helix angle

deg.

4.7~14.4

Effective Facewidth

mm

38

Profile shift coefficient

-

-0.3~ 0.3

Center distance

mm

78±5%

Fig. 1 Analysis of gear performance for gear geometry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틀림각은 클수록 전위
계수도 클수록 강도는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기어
의 소음 관점에서는 전달오차와 소음예측값을 기준으
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중첩물림율이 1이 되고 전위
계수가 (-)가 될 때, 최소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모듈과 잇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
였다.

3. 결론
기어의 매크로 제원에 대해서 기어의 중요 설계 검
토사항이 강도와 소음 관점에서 기어 제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산업육성
+(R&D)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과제번호: S305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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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율과 관로교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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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유수율과 관로교체의 상관관계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17년을 시작
으로 노후 정수장과 상수관망을 정비하여 깨끗한 수
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수돗물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
수 저감을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8년까
지 계획된 사업이었지만, 인천 수돗물 적수 사고를
계기로 2024년까지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1]
국가통계자료(2022)에 따르면 특별시 및 광역시는
유수율 90%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후관로(21년
이상)가 많은 지방은 상대적으로 낮은 70%를 유지하
고 있는 상황이다.[2]
본 논문은 유수율과 노후관로 교체의 상관관계를
00지역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Fig. 1은 유수율과 관로교체 현황을 나타내었다. 00
지역의 유수율은 공사 초기에는 44.2%였지만 공사
진행한 후의 유수율은 60.3%로 16.1%p 상승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관로 교체를 진행할수록 유수율
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유수율과 관로교체 현황
00지역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자료를 바탕으로
유수율과 관로교체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water revenue ratio and pipe replacement
Date

Water revenue
ratio(%)

Pipe replacement(m)

2020.01

44.2

0

2020.02

45.3

0

2020.03

44.6

0

2020.04

45.2

1,632

2020.05

46.7

4,228

2020.06

48.9

5,978

2020.07

51.0

6,703

2020.08

54.6

9,359

2020.09

50.6

12,968

2020.10

51.3

16,466

2020.11

52.0

20,730

2020.12

53.5

24,275

2021.01

55.0

24,532

2021.02

57.2

24,532

2021.03

60.3

25,609

Fig. 1 Correlation between water revenue ratio and pipe replacement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수율과 관로교체의 상관관계에 관
하여 분석하였다. 유수율이 낮은 지역의 상수관로 교
체는 유수율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유수율은 관로교체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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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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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Scale Element Model을 이용한 마찰/마모 기구의 해석

Simulation of Friction/Wear Behavior by using Trans-Scale Element Model
*

*

김동선1, 김남용1, 문성민1, 허철수2, #류성기1

D. S. Kim1, N. Y. Kim1, S M. Moon1, Z. Z. Xu2, #S .K. Lyu(sklyu@gnu.ac.kr)1

1

경상국립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2Chemical and Material Engineering, University of Alberta
Key words : Trans-Scale Element Model, Friction, Wear, Mechanism, Simulation

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미끄럼과 구름으로 의해 생긴 마찰/마
모의 정확한 기구의 규명이 가능한 접촉방법인
Trans-Scale Element Model(TSEM)을 제안하였으며 이
러한 모델을 활용하여 마찰/마모 기구의 해석을 시도하
였다. Nano-Scale의 First principle과 MD, Macro-Scale의
기하적 방법과 FEM등 기존의 마찰/마모 기구 연구방법
과 대비하여 Trans-Scale Element Model(TSEM))은
Nano-Scale과 Macro-Scale사이의 치수구간에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스케일의 장점을 모두 보류하고 단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나노입자의 집합으
로 Micro-Scale에서 Micro집합의 상호 작용력을 바탕으
로 정확한 동력에너지 소모 및 전달의 예측이 가능하며
아주 빠른 계산속도로 계산이 진행될 수 있다.

(a) Stress distribution of slide friction behaviour

2. 모델의 예시해석 결과
본 논문에서는 Trans-Scale Element Model(TSEM)을
활용한 미끄럼/구름 마찰의 기구의 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예시로 미끄럼 마찰의 stress/strain 분포 및 FEM을
활용한 TSEM 모델 인증을 제시하였다. Fig. 1(a)에서는
상기 조건에서의 미끄럼 마찰의 stress 분포를 나타내며
Fig. 1(b)에서는 strain 분포를 나타내며 Fig. 1(c)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FEM을 활용한 stress 분포를 나타낸다.

(b) Strain distribution of slide friction behaviour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미끄럼과 구름으로 의해 생긴
마찰/마모의 정확한 기구의 규명이 가능한 접촉방법인
Trans-Scale Element Model(TSEM)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모델을 활용하여 마찰/마모 기구의 예시 해석에
성공하였다.

후기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중
견연구사업(과제번호: NRF-2020R1A2C1011958)의 지원
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c) Verification of TSEM modelby using FEM
Fig. 1 Analysis of slide friction behavi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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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링 하네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핸드형 테이핑기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and-type Taping Machine for Improving the
Productivity of Wiring Har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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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및 전기/전자부품 내부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와이어링 하네스 조립은 90%가 해외에 의존하여 생산
중이며 국내 높아진 임금수준과 낮아진 단가를 해소하
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품단
가 및 수량을 고려할시 일일이 손으로 테이핑하는 수작
업에서 핸드형 테이핑기를 사용할 경우 생산성을 향상
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핸드형 테이핑기 개발
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MSC 수치해석 기반의 상용 소프트웨
어인 CATIA V5를 활용하여 소형 및 경량형의 테이핑
구동부와 풀리 동력전달구동부, 제어모듈의 최적형상
설계를 도출하였다.

2. Hand-type Taping Machine 개념 분석
Fig. 1에서는 차량용 와이어링 하네스 핸드형 테이핑
기의 동력전달구동부와 제어모듈을 확인할 수 있다.
동력전달구동부에서는 기어 파손에 따른 유지보수 비
용이 발생하며, 고속회전이 아닌 저속회전을 고려한
풀리를 적용하여 동력전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 2는 본 설계 대상기술의 벨트 동력전달
방식의 개념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a)
Power transmission system

(a) 3D Modeling of taping machine (b) Modified Control module
Fig. 3 Optimum design of hand-type taping machine

3. Taping Machine 3D 모델링 최적 설계
핸드형 테이핑기 개발을 위하여 3D Modeling을 통한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상용 소프트웨어인 CATIA
V5를 활용하여 최적설계를 진행하였으며, Fig. 3과 같
이 그림 (a)는 테이핑 구동부와 풀리 동력전달구동부가
투상화 되어있으며, (b)는 제어모듈이다.

4. 결 론
본 눈문에서는 개발 대상기술의 독창성으로 구동부
와 제어모듈을 분리하였다. 또한 기존의 슬립현상을
최소화한 안전된 동력전달을 확인하였으며, 풀리의 구
동방식을 저소음, 저진동으로 구현하여 사용자의 편의
성을 추구하였다. 궁극적으로 개별모듈의 적용은 유지
보수 절감 및 경량화 부품교체에 따른 비용절감을 야기
하며 원점 복귀 기능(TIM)의 적용으로 작업효율이 향상
되었다.

(b) Control module

Fig. 1 Conceptual analysis of 3D geometry

후기
본 연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생활혁신형
개발(과제번호: S3200055)과 한국연구재단의 이공
분야
기초연구사업
중견연구사업(과제번호:
NRF-2020R1A2C1011958)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a) Concept of belt power system (b) Motor origin recovery
Fig. 2 Concept of motor homeostasis and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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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가이드레일 직진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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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건물이 초고층화됨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고속화
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성
과 정숙한 승차감에 대한 요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최근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안전
성을 기반으로 엘리베이터 운행 시 승강로 내 가이드
레일 제조 및 설치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진동·소음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1). 현재 승강기안전부
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서는 엘리베이터 각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 및 설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진동·소음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 “세
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
서 측정한 소음도가 45dB 이하일 것” 이 규정의 전부이
며 현재까지 제작사의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2).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된 승강기
교체공사 시 기존 레일을 대부분 재사용함에 있어 신규
승강기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설치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가이드레일에 의한 진동·소음 발생으로 이용
자의 큰 불만의 소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탑승자의 불안감을 주는 가이드레일 직진도에
따른 진동·소음 저감 대책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수치해석
엘리베이터 소음·진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EL-SCAN
진동소음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승강기 내에 도어 닫힘
전부터 측정을 시작하여 승강기 운행이 완료되어 도어
개발 후까지 측정을 한다. 측정기를 승강기 중앙의 바닥
에 측정기가 설치되게 하고 소음 센서는 카 중앙에서
가슴높이 정도에 위치한 후에 움직임이나 측정에 불필
요한 소음 및 진동발생에 유의하며 정확한 측정을 위하
여 측정기는 측정전에 약 2분 이상 Warming-up을 하고
엘리베이터 정지 후 Door가 열린 상태까지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한다3). EL-Scan에서 구현된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X, Y, Z축 진동이 체크 되도

록 프로그램 되었으며 이러한 모듈을 이용하여 1~17층
의 상승과 하강의 소음·진동데이터를 측정하였다. 그림
에서 그래프 영역중 Z축의 파형이 가이드레일 설치 간
격 불량으로 카와 가이드레일 조인트 부위 접촉에 의한
충격진동이 주기적으로 관찰되었다.

Fig. 1 EL-Scan vibration noise measurement value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엘리베이터 진동·소음 측정 결과 승강
로 내 가이드레일 설치 상태에 따라 주기적으로 엘리베
이터 운행 중 좌·우 진동·소음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진동·소음 시뮬레이션 분석, 가이드레일
직진도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승강로 내 가이드레일
5m마다 이음부에 대한 수직도 작업으로 엘리베이터
운행 시 진동·소음이 표준시방서에 의한 기준치(25gal)
이내로 저감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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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장갑 감쇠층의 강성 변화에 따른 이력감쇠곡선 변화 관찰
Observation on Hysteretic Damping by changing in Stiffness of cushion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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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제품의 정밀도 저하,
작업자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작업 효율 저하뿐만 아니
라 각종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작업자는
이를 의식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는 기계진동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
한 기초적인 장비인 방진 장갑의 감쇠층의 강성 변화에
따른 이력감쇠 성능에 대하여 관찰하고자 한다.
Fig. 2 A hysteresis loop of anti-vibration gloves

2. 수치해석
그림 1과 같이 공구를 쥐고 있는 작업자의 손을 단순
화한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설계한다. 해석 모델에서
손의 물성치는 계열 알루미늄의 물성치를 사용하였
고 감쇠층을 구성하는 고무의 물성치는 시중에 판매되
는 방진고무 제품의 물성을 사용하였다. 고무의 물성
변화에 따른 모델의 이력감쇠성능 변화를 관찰하기 위
해 모델의 하단 평면이 고정되어 있는 1 자유도계의
해석 조건을 설정한다. 그 후 작업자가 쥐고 있는 공구의
그립부에          의 모멘트를

순서대로 가하면서 정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후 그림
2와 같이 작업자의 손과 감쇠층의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수평방향 반력과 그립부 중심의 수평방향 변위에 대한
모델의 이력감쇠 곡선을 그리고 모델의 대수 감쇠율과
감쇠비를 계산하였다.
이력감쇠곡선의 대수감쇠율과 감쇠비는 이력감쇠
곡선의 최대 변위와 최대 변위에서의 하중 그리고 곡선

의 면적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해석 과정에 선정한
5가지 서로 다른 물성치를 가진 모델들의 대수감쇠율과
감쇠비를 비교하여 재료의 강성과 하중, 변위 선도의
변화에 따른 이력감쇠성능 변화 경향을 관찰하였다.

3. 결론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방진고무의 물성치를 사용
하여 해석에 사용된 물성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감쇠층의 물성 변화에 따른 이력
감쇠성능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해석 도구를 마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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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평가
관리원(KEIT)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00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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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finite element model for anti-vibration gl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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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휠체어의 캐스터 형상에 따른 틸팅 내구성 평가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ilting Durability
by Caster Shape of Manual Wheel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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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다수는 스스로 앉는
자세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중력에 의
해서 복근(
)과 배근(
)을 사용하여 척추를 S자
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현상이 지속 되면 C자
형 커브의 중앙근처가 등받이에 물려지고, 등(체간)의
중간은 등받이의 반발력을 받아 엉덩이는 앞으로 밀
려지게 되는 데 이 때 골반은 더 위로 기울어지면서
엉덩이의 비틀림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한 방법으로 틸팅이 가능한 휠체어의 공급이 시
작되었으나 틸팅 내구성(Tilting Durability)에 관한 시
험의 신뢰성이 부족하기에 현재 시중에 공급되고 있
는 틸틸형 휠체어의 안정성 검증 한다.

2. 시험방법
틸팅 내구성시험 방법은 KS P 6113:2018 수동 휠체
어(Human-driven Wheelchair)를 참고하여 본 연구소에
서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 기울임 장치(Means to tip
a wheelchair)를 이용한다. 시험은 휠체어 뒷바퀴 축을
중심으로 분당 10회 주기로 20 000번 휠체어를 기울였
다가 복원시키는 방법으로, 휠체어에 측방력이 발생
하지 않은 방식으로 휠체어의 미는 손잡이에 부착하
여 시험을 실시한다.

Fig. 2 The Caster Configuration used in the Test

3. 시험고찰 및 결과
시험 요구사항은 탑승자의 최대무게가 100 kg 이하
이며, 미는 손잡이를 사용하여 뒷바퀴를 축을 중심으
로 휠체어가 뒤로 기울어지도록 의도된 휠체어만 적
용된다.
틸팅 내구성 시험 후 부품들은 육안 검사시 균열,
파손, 변형, 이탈, 적절상태 불량 또는 휠체어 기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4. 결론
그림 2의 (A)제품은 크기(세로높이)가 (B)와 (C)에
비해서 작아서 낙하시 충격량의 흡수를 소화하지 못
하여 12 000회 정도에서 캐스터의 샤프트가 파괴되었
다. 하지만, (B)와 (C)의 경우는 충격량 흡수를 충분히
하여(20 00회 이상) 제품의 파손여부가 발생하지 않았
다. 이 때 충격량에 영향을 주는 캐스터의 경도의 값이
동일한 상태이고, 캐스터의 형상에 의한 접촉면이 다
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참고문헌

Fig. 1 The Tilt Durability Test Schematic

1. 정진석, 육선우, 황인호, 홍응표 “수·전도 휠체어속
도변환에 따른 스탠딩 웨이브에 관한 연구” 한국
기계가공학회 춘계학술대회, pp. 1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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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온화 선량 시험에 대한 P 채널 MOSFET의 전기적 특성 변화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P-channel MOSFET for
Total Ionization Dos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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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주 방사선은 인공위성의 수명에 영향을 준다. 인
공위성에 사용되는 전자 소자들의 경우 방사선에 노
출될 경우 파괴가 일어난다[1]. 따라서 인공위성에 사
용되는 전자 소자들은 우주 방사선에 의한 영향을 분
석할 필요가 있다[2]. 본 논문에서는 P Channel Power
MOSFET에 방사선을 조사시켜 Total Ionizing Dose 효
과가 전기적 특성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2. 방법론
P Channel MOSFET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전기적
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60 Co 감마발생기 시설
을 이용하여 총 이온화 선량 시험을 진행하였다.
IRF5210과 IRF5410 두 종류에 대하여 300krad,
500kard, 800krad, 1000krad 총 4가지의 실험 조건을
설정하였다. TID에 따른 전기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Tektronix 370B Curve Tracer를 이용하여 VDSS,
IDSS, VGS(th), IGSS, RDS(on), VSD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3. 결과
IRF5210과 IRF5410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전기적 특
성 변화는 Table 1과 2에 나타내었다. 두 종류에서 VDSS,
VGS(th), IGSS, VSD 는 방사선 조사에 대하여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IDSS, VGS(th), RDS(on)은 방사선 조사
레벨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Table 1 changes in electrical properties of IRF5210 due to
radiation dose
0krad

300krad

500krad

800krad

1000krad

VDSS(V)

110

110.6

111.2

111.4

110.6

IDSS(uA)

0.00339

0.1194

0.25

0.83

2.09

VGS(th)(V)

3.08

4.92

4.94

5.2

5.53

IGSS(nA)

1.19

1.38

1.48

1.65

1.55
35.01 ± 3.9

1.48

1.8

1.85

1.85

1.85

RDS(on)(mΩ)

53.5

80

-

-

-

RDS(on)(mΩ)

-

58.8

65.2

78.4

86.2

VSD(V)

0.904

0.91

0.914

0.912

0.912

Table 2 changes in electrical properties of IRF5210 due to
radiation dose
0krad

300krad

500krad

800krad

1000krad

VDSS(V)

109.2

109.2

109.8

110.2

110.2

IDSS(uA)

0.0019

0.039

0.148

0.988

7.52

VGS(th)(V)

3.22

4.77

5.12

5.53

5.55

IGSS(nA)

0.89

1.24

1.24

1.24

1.22
1.65

1.48

1.15

1.7

1.65

1.75

RDS(on)(mΩ)

180

264

X

X

X

RDS(on)(mΩ)

-

196.2

223

240

260

VSD(V)

0.913

0.924

0.92

0.92

0.92

4. 결론
방사선 조사 레벨이 높아질수록 Drain과 Source 간의
누설 전류가 증가하였고, Gate-Source 간의 문턱 전압이
증가하였다. RDS(on)이 증가하여 그에 따른 전류가 저
하가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고온 역방
향 바이어스 실험을 통하여 총 선량 효과에 의한 전기적
특성 변화가 고온 역방향 바이어스 실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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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우
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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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서스펜션용 코일 스프링의 수치제어코드 생성 연구
A Study of the Numerical Control Codes Generation to Coil the Spring for
Automobile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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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차 서스펜션용 코일 스프링은 지면으로부터 타
어이를 통해 전달되는 충격하중에 대하여 승용차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제적인
맥퍼슨 스트럿 타입의 서스펜션용에는 일반적인 원통
타입의 코일 스프링 대신 횡력저감형 코일 스프링
(Side Load Compensated Coil Spring)이 적용되는데,
스프링 하중축(Force Axis)이 횡력저감을 위해 기울어
져 있고, 응력 균질화로 인해 스프링 외경을 정의하는
축(Spring Axis)도 기울어지므로, 스프링의 전체 형상
은 C 또는 S자형의 난형상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난형상 코일 스프링을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냉간성형(Cold-Forming)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이다. 그런데, 산업현장에서는 스프링 외
경과 피치가 일정하지 않은 난형상의 코일 스프링을
생산하기 위해 제조공정을 변화시키는데, 특히 스프
링 선재로부터 스프링 모양으로 코일링하는 코일링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작업자들은 스스로의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코일링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첫 단계로
개발이 완료된 코일 스프링 실물 형상과 이를 위한
NC 코드의 상관성에 대하여 연구한다.

2. 코일 스프링의 실물 형상
직선의 선재는 코일링 공정을 통해 비틀림과 굽힘
을 받아 스프링 피치와 스프링 외경이 각각 생성된다.
이러한 스프링 실물에 대한 형상을 측정하는 것은 개
발 중의 코일 스프링의 치수와 모양을 판단하는 기초
데이터가 된다.
산업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버니어 캘리퍼스와 하
이트 게이지를 활용하여 임의의 코일 스프링의 형상
을 측정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ODs(Outer
Diameter of the Spring Coiled)는 코일 스프링의 임의의
권수(Coil Turn, N)와 N+0.5권의 직선 거리를 나타내고

Fig. 1 Spring Shape Measurement (Left) and Coiling Numerical
Control Codes (Right)

PITCHs(Pitch of the Spring Coiled)는 N권과 N+1권의
수직 거리를 의미한다.

3. NC 코드와의 상관성
코일링에 필요한 NC 코드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NC코드는 스프링 실물 형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코일링 기계의 서보모터의 회전량과 이동량을 의미하
지만 외경의 경우 상당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피치는 스프링 높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이 보다
직관적임을 알 수 있다.

4. 결론
실물형상과 NC코드의 상관성을 다음과 같이 확인
할 수 있었다.
(1) 스프링 실물 외경과 NC 코드 외경 인덱스는 서로
유사성이 있어 직관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2) NC 코드의 피치 인덱스를 누계합으로 변환하여
스프링 실물 자유고를 비교하는 것이 직관적이다.
따라서 임의의 외경과 피치를 가지는 스프링을 코
일링하기 위한 NC 코드의 생성은 역변환(Inverse
Transformation)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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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Multi-Body Composite Dynamic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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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에서는 복합재(CFRP)를 포함하는 시스템의
동적 거동을 파악하고 동시에 실제 적층 설계된 복합재
의 동적 강성, 강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유연 다물체
동역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현재는 복합재의 거동
을 평가하기 위해 모달법(Modal Superposition Methods)
을 이용하거나 등가정하중법을 활용하여 복합재의 강
성, 강도 특성을 평가하고 있지만 둘 방법 모두 관성하중
및 조인트 상대구속에 의한 정확한 동적 특성을 평가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방성 물성을 직접
활용한 노달법을 활용하여 정확한 동적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복합재 유연다물체 동역학
본연구에서는 차량 부품에 많이 적용되는 이방성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CFRP)을 대상으로 여러 개의
플라이(ply or lamina)로 구성된 다층 복합재 적층판의
쉘 강성행렬을 유도하고 노드좌표계를 이용한 유연 다
물체 동역학 이론과 결합하여 이방성 복합재에 대한
유연 다물체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을 Fig. 1과 같이 개발
하였다. 그리고 이방성 특성에 맞는 파손 이론을 기반으
로, In-situ simulation 상에서 다물체 시스템과 동하중이
적용된 복합재 부품의 구조적 안정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간단한 슬라이더 크랭크
기구에 대한 예제를 통해, 기존 해석방법과 개발한 해석
방법을 비교하여 기존 설계방법의 한계점을 확인하고,
최적 설계를 수행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검
증하였다.

Fig. 1 Flowchart of Composite Flexible dynamics program

체에 적용하는 user subroutine 코드를 개발하였으며, 이
러한 이방성 특성이 반영한 부품의 파손 평가와 플라이
의 각 층에 대한 응력 그리고 층간 분리 등의 파손을
예측하기 위해 후처리 평가 모듈을 개발하였다.

후기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복합재 적층판에 대한 이방성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 다물체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상용 다물체동역학 프로그램인 RecurDyn
을 이용하여, 이방성 강성행렬을 유도하였고 이를 유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계장비산업기술개
발사업 ‘1.6GPa급 이상 초고강도강 붚무 절단용 고속
충격트리밍 프레스개발(과제번호 20014530)’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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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하중에 의한 두께 1mm DP강의 단열해석 모델

Adiabatic Analysis Model for 1mm DP Steel by Impact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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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판재에서 원하는 형상의 부품을 얻기 위한 방법으
로 상용 절단(conventional cutting), 정밀 절단(fine
cutting), 단열 절단(adiabatic cutting)의 세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상용 절단은 절단면이 기능적으로 중
요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되며, 정밀 절단은 절단면의
거칠기 및 형상등의 특성이 중요한 경우에 활용된다.
그러나 정밀 절단의 경우 생산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
다. 생산효율성을 높이고 절단면의 균질성을 확보하
기 위해 고속 충격에 의한 단열 절단이 활용되고 있다.
단열 절단의 원리는 고속 충격에 의해 절단면에서 고
온의 전단띠(shear band)가 형성되고, 전단띠로 인해
열적으로 연화된 부위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극
히 짧은 시간동안 온도가 상승함으로 인해 주변 재료
로 열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
충격에 의한 온도상승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상용 소
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단열해석 모델을 구현하였으며,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1mm 두께의 DP강(dual phase
steel)의 최대온도 계측 결과를 통해 검증한다[1].

2. 본론
다이(die), 홀더(holder), 펀치(punch), 시편(specimen)
으로 구성된 축대칭(axisymmetric) 모델이 제시되어
있다. 에너지 수준은 펀치의 초기속도에 의해 결정되
며 시편을 타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0J의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3552mm/s의 초기속도를 적
용하였다. 또한 충분히 높은 충격속도로 인해 주변
재료로 열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바탕으
로 단열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에는 시편의 온도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충격
초기에는 시편의 중앙에서 최대온도가 발생하고 시간
이 흐름에 따라 최대온도가 외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조건에서 최대온도는 182
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Fig. 1 Temperature distribution on the specimen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이, 홀더, 펀치, 시편으로 구성된
축대칭 모델에 90J의 에너지를 부과하여 단열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시편의 최대온도
는 시편 중앙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열효과에 의해 소성변형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물리적 현상을 의미한다. 최대
온도는 182 로 계측되었으며, 이는 참고문헌에서 제
시된 시험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온도분포에 따른 변형률-응력 선도, 비열등의 물성치
적용을 통해 신뢰도가 높은 모델을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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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계장비산업기술개
발사업 ‘1.6GPa급 이상 초고강도강 부품 절단용 고속
충격트리밍 프레스개발(과제번호 20014530)’과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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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도네시아는 가정용 취사연료원으로 사용하기 위
한 소형 혐기성소화조를 약 22,446개소 설치하여 공급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취사연료용 바이오가스
공정은 10~15가구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파이프라
인을 통해 각 가정에 취사용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
나 취사연료원으로 보급되고 있는 바이오가스는 정제
등의 전처리 공정없이 공급되어 H2S 등 유독가스가
함유되어 인체 위해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미정제 바이
오가스는 연소과정에서 SOx, NOx 등을 생성하여 대
기오염을 가속화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하이
브리드 메디아를 이용한 정제기술(황화수소/암모니
아 동시제거)을 기반으로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시
장 확보 및 인도네시아 현지 적용을 위한 취사연료원
용량에 맞는 무동력의 컴팩트한 바이오가스 정제설비
모듈화가 필요하다.

2. 수치해석 모델
바이오가스 정제설비의 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한 제
거 설비의 개략도는 Fig. 1에 도시되어 있다. 입구를
통해 미정제 바이오가스(황화수소, 암모니아 등 유독가
스 포함)는 관을 따라 이동하며, 내부에 충진된 흡착제
(하이브리드 메디아)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흡착제
영역에서는 바이오가스에 포함된 유독가스를 선택적으
로 흡착하게 되며, 정제된 바이오가스는 출구를 통해
빠져나오게 된다. 본 장치의 유동 및 물질전달 해석을
위해 질량보존방정식 및 운동량보존방정식을 풀게 되
며, 난류를 고려하기 위해 standard κ-ε model의 난류
방정식을 해결하게 된다. 또한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
유독가스가 흡착제에 의해 흡착되는 과정을 모사하기
위해 물질전달방정식을 풀게 되며, 각 화학종의 농도장
을 통해 흡착의 정도를 파악하게 된다.

Fig. 1 Description of biogas purification system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결과를 통해 바이오가스 정
제설비 내의 흡착 특성은 바이오가스의 체류시간
(Residence Time)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충진용
량이 증가함에 따라 흡착제의 파과시간이 증가함을 확
인하였다. 본 모델을 이용하여 향후 개선된 바이오가스
정제설비 제작에 대한 방향 제시가 가능하며, 다양한
변수에 대한 최적설계 진행 시 성능평가 지표로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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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화학기상증착
(CVD), 식각(etching), 세정(cleaning)에 사용되는 공정
가스로는 과불화합물(PFCs : perfluorocompounds)을
포함한 SiH4, Si(OC2H5)4 (TEOS:tetraethyl orthosilica
te), SiF4, NH3, N2O, BCl3, PH3, AsH3, TiCl4, ClF3, H2,
F2, HF, BF3, HCl 등 다양한 조성의 유해가스들이 혼합
되어 있다. 특히, PFCs 가스는 지구온난화 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및 대기 중에서 자연분해되는
기간(lifetime)이 CO2에 비해 매우 높다. 따라서 산업계
에서도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반도체 및 디스플
레이 공정에서는 가스 스크러버 기술을 도입하여 운
영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 가능한
기술고도화와 Sub fab의 설치공간 제약을 최소화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수치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건식 스크러버의 최적화 설계를 위해
수치해석 모델을 개발하며, 형상 및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내부의 열-유동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모
델링을 진행하기 위한 건식 스크러버 설비의 개략도는
Fig. 1에 도시되어 있다. 4개의 입구를 통해 오염물질이
포한된 작동유체가 유입되며, 오염물질을 정제하기 위
한 보조가스 및 온도 상승을 위한 가열가스가 각각 공급
되게 된다. 가스는 건식 스크러버 내부 통로를 이동하며
반응 분위기 온도까지 도달하게 되며, 반응 후 일부
입자상 물질은 하단에 나머지 물질은 후공정을 통해
제거되게 된다. 본 장치의 유동 및 물질전달 해석을
위해 질량보존방정식 및 운동량보존방정식을 풀게 되
며, 난류를 고려하기 위해 standard κ-ε model의 난류
방정식을 해결하게 된다. 또한 잗동유체에 포함됨 다양

Fig. 1 Description of dry scrubber

한 오염물질을 모사하기 위해 물질전달방정식을 풀게
되며, 각 화학종의 농도장, 유체의 온도 등을 통해 장치
의 성능을 파악하게 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결과를 통해 건식 스크러버
내의 열-유동 특성을 확인하였고, 오염물질을 효율적으
로 제거하기 위한 설계 인자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모델을 이용하여 향후 개선된 건식 스크러버 제작에
대한 방향 제시가 가능하며, 다양한 변수에 대한 최적설
계 진행 시 성능평가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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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탄소중립 등 탈탄소화 경향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
출하지 않는 수소가 차세대 연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수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수소 충전소가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소
를 각지에 운반하기 위한 공급망이 확보되어야 한다.
튜브스키드는 수소 운반용 트레일러에 장착되는 저
장용기로서 일반적인 차량용 수소 용기에 비해 용량
이 크므로 충전과 방출 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튜브스키드는 다른 수소 용기와 동일하게 밀
도가 작은 수소를 수 백 기압의 고압으로 압축하여
저장하므로, 사용 중 내부의 온도 변화가 크게 발생한
다. 따라서 수소를 충전 및 방출하는 과정에서 튜브스
키드의 온도가 용기 재질의 한계를 초과하는지 여부
를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수소 용기 온도 분포 해석 연구는 주로 수
분 이내의 차량용 급속 충전에 집중되어 있으나 [1],
본 연구에서는 수십 분에서 수 시간에 해당하는 튜브
스키드 충, 방전 과정에서의 온도 분포 변화를 수치해
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2. 수치 해석
극한 조건인 하절기에 충전을 하는 경우와 동절기에
방출을 하는 경우를 나누어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튜브
스키드가 한계 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수소의 충전시간 (15 ~ 210 min)과 방출 시간
(30 ~ 240 min)의 범위를 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범위를
6개의 case로 나누어 튜브스키드의 온도 변화를 분석하
였다. 해석 대상이 최대 4시간으로 매우 길기 때문에
해석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2D-Axisymmetric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상용 프로그램인 ANSYS Fluent v21.2를
통해 해석을 진행하였다. 온도와 압력에 따른 수소의
물성은 NIST Real Gas 모델을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난류 모델은 Shear Stress Transport를 적용하였다.

Fig. 1 Temperature Distribution by Charging Time (15~210min)

수소의 충전과 방출은 용기의 입구에서 선형적으로
제어되는 압력에 의해 일어난다고 가정하였으며 용기
의 외벽에는 대류 열전달 조건을 적용하였다.

3. 결론
외기 및 초기 온도가 40 ℃인 하절기 조건에서는 충전
시간이 45분 이상이어야 벽면의 최대 온도가 재질의
한계 온도인 120 ℃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표면 온도 조건인 65 ℃를 초과하지 않는 충전
시간은 약 245분으로 예측되었다.
외기 및 초기 온도가 -10 ℃인 동절기 조건에서는
방출 시간이 150분 이상이어야 재질의 한계온도인 -40
℃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면 온도 조건인
-40 ℃ 이상을 만족하는 방출시간은 약 313분으로 예측
되었다.

후기
본 연구는 2022년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규제자
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P0016061)의 지원으로 수
행된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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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마모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집진장치 개발
Dust Collector for Removal of Brake Wear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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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로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
(particulate matter: PM)은 발암물질 등으로 지목받아
인체에 해를 미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PM에 대해서
는 많은 규제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 도로 이동오염원의 PM 배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배기관이 아닌 자동차 바퀴, 도로, 브레이크
마모에서 발생하는 비배기-미세먼지(non-exhaust
emission: NEE)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많은
양이 배출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배비 미세먼지
의 양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기차로 전환
되어 차량의 무게가 늘어나면 비배기 미세먼지의 배
출량도 증가할 것이라 보고되고 있다 (Timmers and
Achten 2016). 이러한 비배기 미세먼지 중에 브레이크
마모 미세먼지는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2020
년 6월 유럽 경제회 (UNECE)의 산하 PMP (Particle
measurement program) 그룹에서 브레이크 마모 미세먼
지 측정 프로토콜을 발표하는 등 규제안이 몇 년안에
발표될 거라는 예측이 많이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는 브레이크 마모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한 장치 개발
을 시행하고 있다 (Hascoet and Adamczak 2020).
본 연구에서는 브레이크 마모 미세먼지를 집진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브레이크 동력계 시스템에 연
결하여 각 집진장치들의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테스
트하였다. 이를 통해 추후 만들 브레이크 마모 미세먼
지 저감장치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진방법
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

50.4 kg m 의 관성을 가지는 브레이크 동력계의 브
레이크 마모 입자 측정 풍동 중간에 각종 집진장치를
연결하여 집진장치 방법에 따른 성능을 검토하였다.
사용된 집진방법들은 관성집진, 자성집진, 전기집진
이 테스트 되었다. 집진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집진장

Fig. 1 Electrostatic precipitator without corona charging for
removing brake wear particles.

치의 전후단에서 Aerodynamic Particle Sizer(APS 3021,
TSI, USA)를 이용하여 입자 농도를 측정하였다.

3. 결론
측정 결과, 마찰하전에 의해 코로나 차징등 하전부
가 따로 없어도 전기집진기로 60-90%의 집진효율을
보여주었다. 관성집진기와 자성집진기는 전기집진기
에 비해 브레이크 마모 미세먼지 제거 성능이 낮았다.

후기
이 연구는 산업부 과제 “대기 미세먼지 대응 상호협
력형 공기정화 자동차, K_G012000702703”의 지원으
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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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을 방해하지 않는 음향 메타 사일런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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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자동차의 동력원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
환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소음
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 자동차 공조 기관과 같은
덕트 구조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유동을 방해하지 않는
소음기 설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명기형
사일런서와 달리 큰 부피를 차지하지 않고, 유동을 방해
하지 않는 메타 사일런서를 제시한다. 메타 사일런서는
음향의 굴절을 유도하는 메타 표면을 사용하여 소음
저감 효과를 유도한다. 이 메타 사일런서는 자동차 시스
템 이외에도 공간의 제약이 있는 덕트의 소음 저감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 2 Acoustic Pressure : Metasurface Effect[1]

음향의 굴절을 유도하는 메타 표면은 Generalized
Snell’s Law와 Phase delay에 의하여 설계된다.

 
sin    sin     
 

(1)

식 (1)은 Generalized Snell’s Law 식이며,   는 입사각,

2. 음향메타물질

  은 굴절각,  는 작동 파장의 길이,  는 메타 표면을

음향 메타물질은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음의 물
성치를 가지는 구조나, 특정 구조를 작동 파장의 길이보
다 매우 짧은 간격으로 연속 배치하여 음향효과를 유도
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적인 측지관
배치를 통하여 음향 진행 방향의 굴절을 유도하고 이를

구성하는 Unit cell간의 거리,  는 Unit cell간의 Phase
delay 변화량이다. Phase delay는 Unit cell을 통과한 전후

이용한 메타 사일런서를 제안한다.
Fig. 1은 덕트 내에 굴절을 유도하는 메타 사일런서의
개념도이다. Fig. 1과 같이 2번의 90도 굴절을 유도하여
음향의 진행 방향을 들어온 방향으로 되돌려 소음기
효과를 유도한다. Fig. 2는 메타 사일런서를 FEM 해석을
통해 도출한 음향 압력장으로 압력의 전파 방향을 보면
음향 굴절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 압력 변화를 통해 도출할 수 있으며, Phase delay가
+ , -  범위의 값을 등간격으로 가질 수 있게 각
Unit cell을 설계해야 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음향의 굴절을 유도하는 메타 표면으
로 제작된 메타 사일런서 효과를 확인했다. 메타 사일런
서는 제한된 공간에서 효과적인 소음 저감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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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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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표면처리가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및 알루미늄 합금의 접착
접합부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Laser Surface Treatment on Adhesive Joints of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and Aluminum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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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실험 결과

탄소섬유강화복합재료(CFRP)와 알루미늄 합금의
복합구조는 공정과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이종
접합의 공정이 필요하다. 접착제 접합 공정은 수용력
분포가 균일하고, 고강도 및 경량화가 특징이다. 그러
나 높은 강도의 접합 접합을 얻기 위해서는 피접합
물질의 적절한 표면 전처리가 필요하다[1]. 레이저 처
리는 상온 상압에서의 가공이 가능하며, 재료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 탄소섬유 복합재료 표면처리에 적합하
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를 사용하여 CFRP표면을
미세 패턴 처리하고 그 처리 표면을 분석하며, 이러한
공정이 알루미늄과의 접착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다.

레이저 처리 후의 인장 전단강도는 최대 인장전단
강도는 14.52MPa으로 측정되었으며 미처리 CFRP 표
면조건에서 인장전단강도 4.5MPa에 비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 CFRP 표면 거칠기, 습윤성 및 접착면의
계면 상태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P0017233)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채용된 피연결체 재료는 두께 2mm의
단방향 탄소섬유 강화 에폭시 복합소재 적층판과 두께
2mm의 알루미늄 합금 시트 6061형이다. 연구에 사용된
레이저 공정 변수는 표 1과 같다. 펄스 레이저 가공
시스템을 사용하여 CFRP 표면의 미세 패턴을 Fig. 1과
같이 적용하여 가공하였다. 표면 가공된 시편의 접합
강도를 시험하였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다.
Table 1 Laser micro texture processing parameters.
Laser
power
5w

Pulse Frequency Scanning
duration
speed
4ns

500kHz

Scanning
area

120mm/s 12.7mm×25.4mm

Fig. 1 The micro textures scanning path on the CFRP.

4. 결론
레이저 미세 패턴 공정을 통해 CFRP의 표면이 가공
되었으며 레이저 처리를 하지 않은 인장전단강도보다
약 160%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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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x Cored Wire(FCW)를 이용한 고경도 금형강의
와이어 아크 적층 제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ire Arc Additive Manufacturing of
High hardnessDie steel using Flux Cored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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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금속 부품 제조용 단조 금형은 금속 재료를 성형하
기 위한 과정에서 마모가 일어나게 되고, 이를 반복하
면 사용가치가 없어져 금형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금
속 재료와 함께 버려진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원재료 낭비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마모된 부분
만을 제거한 후 3D 프린팅을 통해 제품을 제작하는
신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와이어 아크 적층 제조 공정에 Flux
Cored Wire(FCW) 형태의 고경도 금형강재를 사용하
여 적층 제조된 금속의 기계적 물성을 분석하였다.

2. 공정조건 도출 및 분석 시편 제작
Bead on plate(BOP) 실험을 통해 최적 공정 조건을
도출하였다. Flux cored arc welding 공정을 기반으로
Standard, Pulse, CMT 모드를 적용하여 각 비드의 내부
를 관찰하였다.
단일 비드 및 중첩 비드와 단일 모드 및 2개의 모드
를 사용하여 각각의 비드 품질을 확인하였고 최종 시
편의 공정 조건을 도출하였다. 기계적 물성 분석을
위한 금속 적층 실험을 수행하였고 최종 샘플을 제작
하였다.

Fig. 2 Overlaping beads using Standard and Pulse modes

3. 결론
FCW를 이용한 WAAM 공정으로 제작된 고경도 금
형강재 적층 금속의 기계적 물성을 분석하기 위해 최
적 적층 공정 조건을 도출하였다.
경도(HRC), 인장강도, 내충격성, 미세조직 분석을
위한 시편은 적층된 금속의 이방성 및 상,하부의 열적
특성을 고려하여 금속의 상,하부 및 가로,세로 방향으
로 설계하였다. 향후 측정된 기계적 물성을 분석하여
고경도 금형 적층 제조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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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의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Grand ICT 연구센
터)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21-2016-000318)

참고문헌

Fig. 1 Overlaping beads using Pulse and CMT modes

1. Zhang, Yiqi, Fangjie Cheng, and Shaojie Wu.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duplex stainless steel components fabricated via flux-cored wire
arc-additive manufacturing." Journal of Manufacturing
Processes 69, pp. 204-214, 2021.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AA6061 0.6mm 박판의 마이크로 마찰교반접합에서 공구회전수에 따른
결함 특성
Defect characteristics with tool rotational speed in AA6061 0.6mm Micro F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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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제적인 온실가스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
다. 자동차에서의 유력한 방안은 경량화 기술로 국제
환경규제의 대응책으로 가장 현실적 대안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 된다.[1] 이를 위해 박
판 알루미늄의 접합이 관심을 받고 있다.[2] 본 연구에
서는 AA6061 0.6mm을 마이크로 마찰교반접합애서
툴의 회전수가 접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광
학현미경을 통하여 결함을 관찰하였고 이를 통해 접
합성능을 판단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본 실험에서는 용접속도를 200mm/s로 접합조건에
따른 접합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회전수를 각각 7000,
7500, 8000rpm 으로 선정하여 실험을 하였다. FSW 장비
를 활용하여 Fig. 1과 같이 접합을 하였다. 가공 후
광학현미경을 통하여 결함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 후 광학현미경을 통하여 결함의 크기 및 위치를
확인하였다. Fig. 2에서는 회전수에 따른 결함을 광학현
미경으로 촬영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결함은 주로 접합
하부 Retracting side에서 발견되었으며 수평으로 긴 형
상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하부에서는 소재의 유동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결함의 형상을
통해 소재가 수평적 유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전수는 증가 할수록 결함이 줄어들었다.

(a)7000rpm

(b)7500rpm

4. 결론
회전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입열량이 높아지며 소재
의 유동성이 좋아져서 결함을 감소시켰다. 이를통해
박판 접합에 있어 회전수와 입열량은 결함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기술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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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SW Processing

(c)8000rpm

Fig. 2 Form of defect with tool rotational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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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HMI 플랫폼을 이용한 공작기계 모니터링

Monitoring of Machine Tools using Intelligent HMI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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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조장비 모니터링기술의 중요성은 더는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연시되고 있다.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가 이 분야의 연구개발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상용화에 성공하여 성공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
도 많다. 본 연구는 제조장비 중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
된는 공작기계, 특히 CNC에 의해 제어되는 절삭가공
장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2. CNC 정보
자동화된 절삭가공장비는 대부분 CNC를 장착하고
있다. CNC는 제조장비 대부분의 제어를 담당하고 있
으므로 장비의 상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생성하고 저
장하고 있다. CNC 제조사들은 대부분 내부 제어정보
의 외부 공개를 꺼려하고 있으나, CNC 제조사별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일부 제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CNC에서 일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으나,
그 방법이 제조사별로 달라 개발자들은 같은 동작을
함에도 CNC 제조사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3. 지능형 HMI 플랫폼
지능형 HMI 플랫폼은 이기종 CNC에 동일하게 적
용할 수 있는 HMI를 개발하고 동작하기 위한 플랫폼
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되었다. 서로 다른 CNC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통신라이브러리를 분석하고 통
합하여 장비상태모델로 정의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
에, 플랫폼 사용자는 CNC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고려
하지 않고도, CNC와 통신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
발할 수 있다. 지능형 HMI 플랫폼은 기능도 확장되고
있으며, 지원하는 CNC도 확대되고 있다.

4. 공작기계 모니터링 Apps
지능형 HMI 플랫폼을 이용하여 CNC가 제공하는
정보 중 일부만을 수집하고 가시화, 혹은 저장하는

Fig. 1 Intelligent HMI Platform Architecture

모니터링 App을 개발하여 공작기계 모니터링에 활용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모니터링
App을 개발하여 개별적으로 동작시키는 것도 가능하
며, 실재 지능형 HMI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모니터
링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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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적 구동 미세입자 분사가공 시 표면형상 가공특성 및 가공조건
Surface Shape Processing Characteristics and Processing Conditions during
Trajectory Driven Fine Particle Injection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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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Table 1 ANOVA results of surface roughness Ra measurement in
[1]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입자 분사가공 시 원형,
사각형 등의 여러 형상을 표면에 분사하기 위해 시퀀
스 제어가 가능한 2축 스테이지 장치를 개발해서 표면
형상 미세입자 가공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본 실험에서 시퀀스제어가 가능한 2축 구동장치는
미세입자 분사가공을 위해 Dual tank micro blaster
(MB1006) 장비 내에서 사용될 평면 2자유도 구동을
구현하는 실험장치로 2자유도 메카니즘으로 구성되
었다. Fig. 1은 시퀀스 제어가 가능한 미세 구동장치이
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실험계획법의 분산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가공조건
의 주요인자인 탄화규소(SiC)와 산화알루미늄(Al2O3)
의 미세입자 그리고 노즐직경(nozzle diameter), 분사압
력(pressure), 분사 사이클 횟수(blast cycle number), 이
송속도(feedrate)등을 먼저 파악하였다.
표면거칠기는 촉침식 표면거칠기 측정기를 이용하
여 중심선 평균거칠기(Ra)와 10점 평균거칠기(Rz) 값
을 마이크로미터(μm) 단위로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
서는 Ra값으로 실험데이터를 정리하였다.

x-axis direction
level of
DF Seq SS contribution Adj SS
(%)
Particle 1 16.222 27.28%
5.348
Nozzle
diameter 3 9.444
15.88% 10.391
(mm)
Pressure
3 25.172 42.33% 25.172
(kPa)
Error 19 8.629
14.51%
8.629
Total 26 59.467 100.00%
Source

Adj MS

F

P

5.3478 11.77 0.003
3.4637 7.63 0.002
8.3907 18.47 0.000
0.4542

Table 1은 X축 방향의 분산분석으로서 분사 입자의
P값이 0.003, 노즐 직경의 P값이 0.002, 분사 압력의
P 값이 0.000으로 나타난다.

4. 결론
본 연구는 원형, 사각형 등 다양한 형태의 궤적으로
미세입자 분사가공을 수행할 수 있는 시퀀스 제어가
가능한 2축 구동장치를 개발하여 분사가공을 수행하
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정사각형 구동궤적 실험에서 중심선 평균거칠기
(Ra)와, 분사면 표면깊이에 대한 영향력은 분사압력,
노즐직경, 분사입자 순으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2. X축 방향 표면거칠기(Ra)에 미치는 기여도는 분사
압력, 분사입자, 분사노즐경 순으로 나타났고 Y축 방
향 표면거칠기(Ra)에 미치는 기여도는 분사압력, 분
사입자, 분사노즐경 순으로 X축과 Y축 방향은 동일한
경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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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ke를 이용한 차세대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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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스마트팩토리 공장을 설립하는데 무인화 및
자동 툴링시 어려움이 있다. 가공시 스핀들 토르크보
다 작은양의 부하값은 장비고유 Hz에 수반되어 감지
할수 없는 일이 발생되어 자동으로 장비를 멈추거나
작업자들로 하여금 문제인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실험은 CFRP가공중 드릴홀내에 Burr 발생시 작은
힘에도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실험이다.

2. 실험과정
본 실험에서는 CFRP DRilling 가공시 Fron면과 Rear
면 두 군데의 Burr 발생시 Spike가 감지하는지 실험하
였다. 가공조건은 n=436, vf=305mm/min으로 하였고
각각 9번의 가공을 실시하였다. 9홀 중 2홀에서 Burr가
발생하였는데 X, Y값의 벡터값의 합으로 계산되는
Bandingmoent에서 1Nm 이하의 값에서도 감지되였다.
이로써 Z force, Torque의 X, Y force에서 감지할 수
없었던 부하를 측정하여 완벽한 Burr 발생의 신호를
얻을 수 있었다.

3. 결과
Spike Bandingmoent값을 이용하여 1Nm이하의 낮은
부하값을 정확히 감지하는데 성공하였다.

Fig. 1 Peak of banding moment in spike software

Fig. 2 Burrs generated in the hole during cfrp processing

4. 결론
미세가공 스마트팩토리에서 Burr발생과 같은 검출
하기 어려운 부하를 Bandingmoment값을 이용하여 측
정하는데 성공하였다. Bandingmoment의 값은 Spike_p
olar 그래프의 특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툴 마모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수의 산업체에서 미세가공
공정의 자동화 및 로봇화 구현에 있어 Spike를 적용하
여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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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속 흡입 장치 노즐 형상에 따른 흡입효율에 관한 수치적 연구
A Numerical Study on the Aspiration Ratio of
Isokinetic Samplers with Different Nozzle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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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기 중의 미세먼지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미세 입자의 거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고 있다. 특히 인간의 호흡기 시스템에 유해
한 입자 혹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오염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미세 입자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야하기 때
문에 입자 농도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상적인 등속
흡입 장치는 입자를 포함한 흐름을 왜곡하지 않음으로
입자를 정확하게 샘플링한다. 그러나 특정 샘플링 환경
에서 등속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제어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등속 흡입 장치를 개발함
으로써 입자에 대한 노출을 보다 일관되게 측정하고
오염물질을 보다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 유동 조건에서의 등속 흡입 장치 노즐
형상에 따른 입자 농도의 왜곡 정도를 파악하였다.

2. 수치해석
고속 유동 내에서 등속 흡입 장치의 흡입효율을 해석
하기 위해 ANSYS FLUENT Release 19.2를 사용하였다.
난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Realizable k-epsilon
turbulence model을 사용하였다. 자유류의 속도는 5, 10,
15 m/s이며 각각의 속도에 따라 다른 노즐 입구 면적을
설정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노즐 입구의 면적은 같으나
노즐 형상이 원형과 타원형으로 다를 때의 흡입률을
계산하였다. 10 이하의 입자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
여 FLUENT에 내장되어 있는 DPM (Discrete Phase
Models)을 사용하여 drag force, gravity, Brownian force,
그리고 Saffman lift force가 고려되었다. 흡입효율은 아
래의 식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   ∙ ∙ 
  
 



Fig. 1 Comparison of aspiration ratio between the circle type
nozzle and the ellipse type nozzle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서 등속 흡입 장치의
노즐 형상이 원형과 타원형으로 다를 때의 흡입 효율(A)
을 평가하였다. 노즐 입구의 면적이 같을 때, 타원형
노즐의 흡입 효율은 1.0 수준인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존의 원형 노즐 등속 흡입 장치와 비교하여 외부 기류
의 속도에 대해 민감하지 않으며 등속 흡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참고문헌
1. Nae-Gang Heo et al., "Investigation of a double
shrouded probe for particle sampling in high velocity
airflows", Advanced Powder Technology, Vol. 29, pp.
1085 1091, 2018.
2. F.O. Arouca et al., "Effect of sampling in the evaluation
of particle size distribution in nanoaerosols", Powder
Technology, Vol. 200, pp. 52 5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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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 변형에 따른 유연소자의 크랙 거동 분석
Analysis of Crack Behavior of Flexible Device by Bending Deformation
김동현1, 서동현1, 곽지윤1, 정지윤1, #전은채1

*

*

D. H. Kim1, D. H. Seo1, J. Y. Kawk1, J. Y. Jung1, #E. c. Jeon(jeonec@ulsan.ac.kr)1
1

울산대학교 첨단소재공학부

Key words : Bending deformation, Crack width, Crack density, Flexible device

1. 서론

3. 결과 및 고찰

최근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같은 곡면 형태의 전자
제품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에 사용되는 유연소
자의 필요성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유연소자는 오랜
시간 동안 곡면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취
성이 강한 도선 부분에 주로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곡면 형태와 유사한
굽힘 변형을 인가한 후 평면 상태에서 손상의 원인
중 하나인 크랙의 특성 측정 및 관찰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분석을 진
행하기 위해서는 굽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특성 측정
및 관찰을 실시해야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곡면을 유지한 상태에서 굽힘 변형에 따른 크랙 거동
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굽힘 변형 조건이 유연소자의 크랙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편에 굽힘 반지름을 인가한
상태로 SEM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설정한 모든 굽힘
반지름에서 크랙이 관찰되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시편
에 가해진 변형률이나 응력이 항복점보다 크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성된 크랙을 여러 굽힘 반지름에
따라 크랙 폭과 밀도로 분석했을 때 굽힘 반지름이 감소
할수록 시편에 인가되는 곡률이 증가하여 크랙 폭과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래프 수식화로 크랙 밀도
보다 크랙 폭이 전체 크랙 거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성된 크랙이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저항변화를 관찰하였고, 그 결과
굽힘상태에서 크랙 폭 증가로 저항이 크게 증가하였고
굽힘 후에는 크랙 폭 감소로 저항이 감소했다. 초기상태
의 저항에 비해 저항의 증가 비율이 작기 때문에 크랙

2. 실험 방법
Thermoplastic Polyurethane(TPU)를 기판으로 하여
약 30nm 두께의 Au가 증착된 시편을 대상으로 굽힘
반지름에 따른 크랙 거동을 분석하였다. 곡면을 유지
한 상태에서의 크랙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특정
한 굽힘 반지름의 변형을 시편에 인가할 수 있는 지그
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지그에 시편을 장착한
상태로 SEM을 통해 크랙을 관찰하였다. SEM을 통해
관찰된 크랙으로부터 크랙의 폭과 밀도를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를 굽힘 반지름에 따라 분석하였다. 크랙
의 밀도는 무작위 선을 그어 만나는 크랙의 개수를
선의 길이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굽힘 반지름에 따른
크랙의 폭과 밀도로부터 회귀분석을 통해 크랙의 폭과
밀도가 전체 크랙 거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확인하
였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한 크랙 폭과 밀도의 영향
정도가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굽힘상태에 따른 저항 변화를 관찰 및 분석하였다.

생성에 의한 저항 증가보다 크랙 폭의 감소로 인한 저항
감소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굽힘상태를 유지한 채로 굽힘 변형에
따른 크랙의 밀도와 폭으로 크랙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EM 관찰 후 회귀분석 및 저항 변화 관찰을
통해 크랙 밀도보다 크랙 폭이 크랙 거동과 전기적 특성
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유연소자의 굽힘 변형 시 크랙에 의한 열화가 크랙
폭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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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구조 기어 시스템의 기어 전달오차 가진에 따른
샤프트 비틀림 진동 해석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haft Torsional Vibration Analysis Process for
Loaded Gear Transmission Error Excitations on a Gear System Consisting of
External Gear Pairs and Planetary Gear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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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의 동력 원천의 변화는 동
력을 전달하는 파워트레인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유
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기모터 동력의
파워트레인 기본 구조인 기어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
패러다임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연소 진동
의 부재로 드러나는 구동계 내 기어의 전달 오차와
고속화 회전에 의한 진동과 소음에 관한 최적화 연구
개발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논문은 외접
기어 쌍과 유성기어 세트로 구성되는 복합 구조 기어
시스템에 대한 기어 전달 오차 가진에 의한 샤프트
비틀림 진동 해석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2. 해석 프로세스
전동화 파워트레인에 적용되는 복합 구조 기어 시
스템은 외접 기어 쌍과 유성기어 세트, 샤프트, 베어링
등 다양한 기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회전 요소
인 기어는 설계된 기어비에 의하여 각기 다른 회전속
도와 토크를 발휘하며 동력을 전달하고, 동력전달 과
정에서 발생하는 기어 전달 오차는 기어 시스템에 가
진 입력으로 작용하여 구조적 진동을 유발한다. 이러
한 기어 시스템에 대한 진동 해석은 개별 기계요소에
대한 해석 수준을 벗어나, 전체 시스템에 대한 구조
해석과 시스템 모델링 단계를 통하여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복합 구조 기어 시스템에 대한 진동 해석을
위하여 정의된 기어 시스템에 대한 구조 해석, 기어
시스템 모델링, 모드 및 가진 응답 해석의 3단계 프로
세스를 구성하였다(그림 1).

3. 기어 시스템 모델링

Fig. 1 Flowchart of vibration analysis process of a gear system

기어 시스템에 대한 진동 해석은 Lumped 파라미터
와 유한요소 기법을 융합한 모델링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외접 기어 쌍과 유성기어 세트, 회전 질량에 대한
모델링은 Lumped 다이나믹 모델을 이용하고, 중실
및 중공 샤프트에 대한 모델링은 Timoshenko 샤프트
모델을 이용하였다. 베어링과 브레이크 모델링, 기어
와 샤프트 연결은 각각에 대하여 강성 행렬을 이용하
여 구현하였다.

4. 결론
외접 기어 쌍과 유성기어 세트로 구성되는 복합 구
조의 기어 시스템에 대한 진동 응답 해석을 위한 프로
세스를 구성하였다. 기어 전달 오차 가진에 대한 기어
시스템의 진동 응답 해석은 기어 물림 주파수와 전달
오차 해석을 위한 시스템 구조 해석의 단계와 Lumped
파라미터와 샤프트 유한요소 모델로 구성된 시스템
모델링을 통하여 모드 및 기어 전달 오차 가진에 대한
진동 응답 해석의 단계를 통하여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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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 비전을 활용한 굴 내 부착 다모류 판별 AI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attached polychaeta detection AI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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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Table 2 Used data information and results

국내 굴 양식산업은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
나, 2020년 기준 국내 어가 인구수는 2011년 대비 약
39% 감소한 159,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다.[1] 굴 양식에서 선별작업은 수작업 의존도가 높
다. 특히 굴 내 부착된 다모류는 천공을 생성해 굴의
폐사를 유발하며, 상품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져 선별
작업이 필수적이다.[2] 결과적으로 수작업 의존도가 높
은 굴 양식 산업에서 어가 인구수의 감소는 굴 최대
생산량을 제한하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

Step
Training
Verification

Title

Input Pictures

Train

27,666 ea

Valid

3,458 ea

Test

3,458 ea

Result (mAP)
59.7%
6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작업 의존도 완화 및 상품
가치의 균일화를 위한 자동 선별 시스템을 고안하였
다. 고안된 시스템은 AI 기반의 시스템으로 굴 이미지
를 분석하여 다모류 부착 유무를 판별한다.
Fig. 1 Detecting Polychaeta in Oyster

2. 연구 방법 및 과정
Custom Vision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AI 모델 개발
의 간소화를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개발된 AI 모델을
프로그램에 탑재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1은 굴 내 다모류 판별 과정을 표로 정리한
내용이다. Training 단계에서는 Custom Vision에 학습
용 굴 이미지를 입력하여, 학습된 AI 모델이 생성된다.
Verification 단계에서는 학습된 AI 모델이 탑재된 프로
그램에 테스트용 굴 이미지를 입력하여, 굴 내 부착된
다모류를 판별하게 된다.
Table 1 Process of Polychaeta Detection
Step

Input

Tool

Output

Training

Oyster
Images

Custom Vision
with Azure

Trained
AI model

Verification

Oyster
Images

AI model
mounted Program

Polychaeta
Detection

3. 결과 및 분석
Table 2는 시스템 개발과정에 사용된 데이터 정보와
그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며, Fig. 1은 다모류가
판별된 굴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개발과정에 사
용된 데이터는 이미지 하나 당 한 개체의 굴이 담긴
이미지 총 34,582장이 사용되었다. Training 단계에서
객체 인식 성능 지표인 mAP의 값이 59.7%로 나타났으
며, Verification 단계에서는 mAP 60.1%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AI 기반의 굴 내 다모류 판별 시스템
이 구축되었다. 결과적으로 구축된 굴 내 다모류 판별
AI 모델의 고도화를 통해 굴 양식장의 어가 인구 감소
에 의한 고충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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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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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 based Motion Magnification을 이용한 진동 취약부 보완 설계
Complementary design for vibration vulnerabl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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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스마트 팩토리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
팩토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특히, 불량률을 줄이기 위하여 end of line(EOL)
검사에 많은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EOL 에서 Learning-based Motion Magnification을
이용하여 진동 취약부분을 알아내고, 그에 따른 보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2. 본론
Learning-based Motion Magnification 기술은 육안으
로 볼 수 없는 미세한 움직임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으
로 학습하고, 그 모델로 영상 내 진동을 증폭하여 시각
화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주파수 범위
를 입력하면, 그 주파수 범위에 해당하는 미세한 움직
임을 확대시켜 시각화한다[1]. 이러한 시각화 기술을
진동하는 물체에 적용하여 분석하면, 가속도계와 거
의 근사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1]. 이는, 많은 가속도
계를 사용하지 않고도 진동 취약부를 짧은 시간내에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Fig. 2 Comparison of physical accuracy of motion magnification
and accelerometer[1]

또한 물체가 크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미세한 움
직임을 파악하여 확대할 수 있으므로[2], 공장라인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취약부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생산성 증대와 불량률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Learning-based Motion Magnification 기술을 이용하
면, 진동 취약부를 시각적 확인 및 분석이 가능하고,
특정 주파수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제품 생산성 증가 및 진동 취약부를 보완할 수
있는 설계에 있어 많은 이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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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S Design by Improving the ADS Vehicle Evaluation Method
*

*

허상영1, #김현수2

S. Y. Heo , #H. S. Kim(hkim7@deu.ac.kr)2

1

1

동의대학교 기계공학과, 2동의대학교 자동차공학과

Key words : ADS, Closed-Track Testing, Open-Load Testing, ODD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Automated Driving
System(ADS) 차량 시험 방식 중 Closed-Track Testing과
Open-Load Testing을 분석 후 불완전한 평가법을 완화하
는 새로운 ADAS 설계를 제시한다. 그 중 Environmental
Conditions 내에 clear, rather than adverse, weather
conditions 조건에서 시험, leaf obstructing a sensor or
bird excrement on a windshield obstructing와 같은 잠재적
인 Event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는 문제점을 발견하였
고 이를 개선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설계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Full driving automation(L5)의 제한 없는
Operational Design Domain(ODD) (unlimited ODD at L5)
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2. Closed-Track⦁Open-Load Testing[1]
Closed-Track Testing은 폐쇄된 트랙이나 도로 환경에
서 시험하는 것으로 Simulation보다 실제 같은 시험 조건
을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Controllability, Improved
fidelity, Transferability, Repeatability 총 4가지의 장점이
존재하지만, 시험을 진행할 때 날씨 및 주변 조명과
같은 기타 조건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로
인해 일부 ODD 및 Object and Event Detection and
Response(OEDR)의 변동성으로 시험 조건을 완벽히 만
들기 힘들다.
Open-Load Testing은 실제 개방 도로 환경에서 시험하
는 방식으로 Closed-Track Testing에서 불가능한 실제
조건에 ODD 및 OEDR 시험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험은
낮 동안 맑고 건조한 조건에서만 진행되며 ADS Vehicle
이 주행하는 동안 낙엽이나 새 배설물 같은 잠재적 위험
장애물이 차량 내 센서를 방해하는 Event는 전혀 고려되
고 있지 않다.
두 가지 시험은 방식만 다를 뿐 악천후가 아닌 맑은
날씨 조건에서 가장 자주 시험 되며 잠재적인 Event로
발생하는 위험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Fig. 1 ODD Relative to Levels(SAE International, 2016)

Fig. 1은 자율주행 단계별 ODD 수준을 나타낸다. L1
부터 하나 이상의 ODD를 포함하며 ODD parameter 예로
Speed, Geography, Roadway, Environment, Traffic,
Temporal 등이다.

3. 결론
Closed-Track or Open-Load Testing을 진행할 때 ODD
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잠재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ODD를 설계 후 시험 한다. 또는 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서 제작한 ADS 차량은 입력되어 있지 않은
ODD 조건에서 작동할 수 없도록 설계가 되었음을 인정
하고 Guideline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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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메타물질은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은 물리적 특성을
가지는 구조이며 그중 음향 메타물질은 음향 렌즈
(Acoustic lenses), 장벽(Barrier), 흡수(Absorption), 확산
(Diffusion), 초점 조절(Focusing) 등에 활용된다. Zhang
et. al.[1]는 덕트에 Unit cell을 연속적으로 배열한 메타표
면을 설치하여 소음을 저감하였다. 그러나 소음 저감
효과를 Transmission Coefficient로 표현하여 소음 저감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본 연구는 위상차 선정에
따른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 음향 해석을 통해 도출한
Transmission Loss로 소음 저감 효과를 검증하였다.

2. 위상차 선정에 따른 설계
메타표면은 Unit cell 작용으로 위상차를 일으켜 음파
의 진행 방향을 굴절시키는 구조를 말한다. 본 연구는
덕트에 연속적인 사이드브랜치 형태의 메타표면을 설
치하여 음파의 진행 방향을 U자로 굴절시켜 목표주파
수에서 소음 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Fig. 1은 목표주파수에 따른 위상차 그래프이며 위상
차 선정에 따라 Unit cell의 길이를 설계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메타표면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상차가

  에서  까지를 일정한 간격이 되게 각 Unit
cell의 길이를 선정하여 메타표면을 설계한다. Fig. 2
(a)는 Fig. 1에서 위상차 선정을 에서 까지 범위 내로

Fig. 2 Metasurface according to phase delay selection

결정한 경우의 설계 모델이며 (b)는 에서 까지인
경우, (c)는 에서 까지인 경우일 때 설계 모델이다.
여기서 Fig. 2 (a)가 설계한 모델 중에서 작은 부피를
가진 소음기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음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음향 해석을 통해 도출한 Transmission
loss 결과로 확인하였다.

3. 결론
위상차를 일으켜 음파의 진행 방향을 굴절시키는 사
이드브랜치 형태의 메타표면을 설계하였고 메타표면을
이용한 소음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음향 해석을
통해 도출한 Transmission loss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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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중에 판매되는 SLA 3D프린터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고 개인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비슷한 방식으로 LCD를 사용하
여 한 층의 형상을 띄워 경화하여 제작 속도가 빠른
DLP 3D프린터 개발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보급
가능한 3D프린터 개발에 목표를 두고 진행함.

Fig. 3 MFC를 이용한 exe 파일

2. 제작과정
1. 각 파트를 나누어 설계 후 Assembly를 이용하여
기구 부의 공차 및 움직임을 확인 진행 후 가공 진행,
정밀한 각도가 요구되어 1도만 틀어져도 긴 형상을 뽑을
때 결과물의 각도는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수평을 맞출
수 있도록 설계 진행, 또한 진동에 의한 형상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리 파기를 진행하여 설계 진행
2. MFC 프로그래밍을 진행함. 형상을 PNG파일로 슬라
이싱하여 한 장씩 lcd가 띄워주고 일정한 시간동안 LED의
빛이 나와 경화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진행
함, 위 작업이 수행되고 경화가 되면 모터와 액추에이터가
움직여 레진을 평탄화 작업을 한 뒤 한 칸 위로 옮기며
이 동작을 반복진행함. 슬라이싱 프로그램의 경우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좋은 형상의 출력물과 사용이 쉽지
만 비싸며 일반 개인들이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유지비 및
프로그램 라이센스비용을 줄임.

Fig. 4 출력물 테스트

3. 전기와 plc 펄스 모터를 프로그래밍 값을 통해 전기
신호를 입력을 주는 경우 작동을 하고 입력이 없는 경우
꺼졌을 때만의 작업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선 작업을 진행
하여 plc 팩으로 전기 신호를 주고 릴레이 소켓이 반응하
도록 함.

3. 실험진행
레이어로 쌓여 지는 특징인 DLP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다리꼴 모양의 형상물과 홀의 모양을 파악하기 위
해 홀을 다 뚫었을 때 반만 뚫은 형상을 하여 모델링
후 제작 및 테스트를 진행함.

4. 결론

Fig. 1 DLP 3D Printer

6inch LCD를 사용하여 최대 68mmx120mmx150mm
형상물 출력 가능지만 10inch LCD를 사용할 경우 3D
프린터의 부분 설계 변형을 통해 더 큰 출력물을 출력
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 대신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수평을 유지하는 부분만 알루미늄으로 진행한다면
좀 더 값싼 3D프린터를 제작 및 생산 가능함.

Fig. 2 자리 파기

본 과제(DLP 3D 프린터 개발과 출력 방법)는 20221년
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결과입니
다. (2021RIS-003)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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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열 공구강 DED 적층재의 결함 및 인장강도 평가

Evaluation of Defects and Tensile Strength of DED Deposited Heat-resistant
Tool Steel
최성종1, #김호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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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 3D 프린팅을 응용한 금속적층 분야가 높은
제작 자유도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열 공구강 분말을 이용하여 DED 방법으로 금속적층
하였으며, 적층물 내에 형성되는 결함 및 조직관찰, 경도
시험, 인장시험, 접합부 강도시험을 수행하여 상용화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Fig. 2 Tensile test results of deposited metal

2. 시험 방법
적층에 사용된 금속분말은 Uddeholm사의 내열 공구
강 계열로 직경 50~150 구형 Heatvar®이다. 베이스
메탈은 Hitachi Metals사의 DAC®-P를 사용하였다.
조직관찰, 결함관찰 및 경도시험에 사용된 시험
편은 #2000 다이아몬드 연마제로 마무리한 후, 경
도시험⇒표면 에칭⇒결함 및 조직관찰을 하였다.
에칭은 Fry 부식액을 사용하여 약 10초간 부식하
였다. 인장시험 및 접합부 강도시험을 위한 시험
편은 방전 와이어 컷팅으로 제작하였으며, 시험
후 파단면을 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하였다.
Fig. 3 SEM images of tensile test fracture surfaces

3. 시험 결과
경도시험 결과 열처리재의 경우가 비열처리재에 비
하여 근소하게 적었다.
build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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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ults of Vicker’s hardnes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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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0년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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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Laser Power and WC-Content on Microstructure, and Wear
Behaviors of Inconel 718-WC Composite Coating Fabricated
by Laser Directed Energy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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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Inconel 718 alloys mixed with WC (tungsten carbide)
were fabricated successfully by laser directed energy
deposition (DED-L) system. There is a need to enhanc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Inconel 718 to further expand
its applications. Fortunately, WC ceramic particles, which
are utilized as reinforcement in metal matrix composites
(MMCs), pose a promising alternative.

2. Experimental procedure
The microstructure, phase composi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deposited materials fabricated by DED-L
with different laser powers (900, 1100, and 1300 W), WC
particle sizes (75, 90, and 125 μm), and ratios of WC
in the mixed powder were studied. The WC particle size
is in the range of 5 to 45 μm. The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eposited layers were examined via
optical microscopy (OM) and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main phases of the composite coatings are γ-Ni
solid solution, WC, W2C and Fe3W3C. WC particles
uniformly distributed in Inconel 718 matrix have the effects
of fine grain strengthening and dispersion strengthening.
Meanwhile, at laser power 1300 W, coated layer had the
largest height. Table 1 is the chemical composition of
Inconel 718.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Inconel 718 (wt%)
Element

Al

Nb

Ti

Incoenl 718

1.69

9.06

2.11

Cr

Fe

18.64 18.27

W
Bal

Fig. 1 Results of EDS mapping on tested surface, friction coefficient
and weight loss after wear test

As shown in Fig.1, the EDS map of wear tested surface
showd that the WC distributed in the coating. The friction
and wear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wear resistance of
90um-WC/Inconel 718 coating was superior to other
specimens. In addition, the wear mechanism of the coating
was mainly abrasive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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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격자구조를 가진 모재에 적층된 이종소재의 굽힘거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ending Behavior of Heterogeneous Materials Deposited on Substrate
with Inner Latti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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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하여 연료 효
율을 높이기 위한 소재 경량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이에 모재 내부에 격자구조를 가진 구조
재를 고안하였으며,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종소재를 모재 표면에 직접에너지적층(directed
energy deposition, DED)을 이용해 적층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구조재에 이종소재를 적층한 소재의 굽힘거동
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해 굽힘 시험을 모사하여 실험 결과
와 비교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Fig. 1에는 경량화를 위해 고안한 4가지의 격자구조
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ABAQUS로 구조재의 압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FCCZ 구조의 비강도(specific
strength) 및 비에너지(specific energy absorption)가 우
수하였기에 내부 격자구조로 선택하였다. Fig. 2(a)는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굽힘시험편의 3D 모델이며, 분
말베드융합(powder bed fusion, PBF) 공정으로 제작한
시편을 Fig. 2(b)에 나타내었다.

Fig. 3 (a) Results of three-point bending test and (b)
load-displacement curves of each specimen

3. 결과 및 고찰
Fig. 3(a)의 (i)는 PBF로 제작한 모재 위에 이종소재
를 적층한 구조재를 1.0mm/min의 속도로 3점 굽힘시
험을 진행한 모습이다. 이를 ABAQUS로 모사한 결과
는 Fig. 3(a)의 (ii)이다. 굽힘시험 결과, PBF로 제작한
구조재는 먼저 굽힘하중에 의해 격자가 변형되어 분
리가 일어난 뒤, 적층부에 생긴 크랙이 모재로 전파되
었다. 이는 압축·전단응력이 상대적으로 모재보다 밀도
가 낮은 내부 격자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굽힘하중이 내부 격자에 집중되었으며,
이후 적층부로 전파되었다. Fig. 3(b)는 굽힘시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하중-변위 그래프이며, 유사
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4. 결론
소재 경량화 목적으로 제작한 구조재의 굽힘거동을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3D 모델에서

Fig. 1 (a) 3D models of different lattice structure and
(b) load-displacement curves of each structure

나타나는 응력 분포는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
여주었다. 향후 추가적인 실험과 해석을 통해 내부격자
유무에 따른 굽힘 특성을 비교해볼 예정이다.

후기

Fig. 2 (a) 3D bending specimen model with FCCZ structure
and (b) specimen fabricated by using PBF

후기 본 연구는 2022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
자지원사업(No.2021R1A2C101197311)의 지원과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P0008763,산업혁신이재성장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
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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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에너지 적층 공정을 이용해 적층된 알루미늄 분말에 따른 경도 및 압축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ardness and Compression Characterization for Various Aluminum
Alloys Built by Directed Energy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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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로 인해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승객의 안전 및 연비 향상을 위해 소재의
고강도화와 경량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 에너지 적층 공정 (Directed Energy Depositi
on, DED)은 금속 모재 표면에 고출력 레이저 빔을
조사해 용융풀(melting pool)을 형성하고 동시에 금속
분말을 공급하여 layer-by-layer 방식으로 3차원 형상
을 제작하는 기술로, 국부적 적층을 통한 부품 제조,
표면 강화, 보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ED 공정으로 상용화된 알루미늄 분말을 적층하고,
이에 따른 경도 및 압축 특성을 측정-비교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적층 분말 소재로는 순수 알루미늄(Pure Al)과 알루
미늄 합금(Alloys)인 AlMg0.7Si와 AlSi10Mg분말을 사
용하였다. 각 분말들은 레이저 출력, 분말공급량, 그리
고 이송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적층하였다. 변화된
공정변수에 따라 적층된 소재의 표면거칠기 및 형상,
적층 높이를 분석하여 최적의 공정변수를 선정하였으
며, 경도와 압축 특성을 확인하였다.

Fig. 2 (a) Micro hardness of different aluminum materials, and
(b) compression test of different aluminum materials

3. 결과 및 고찰
적층된 시편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 Pure Al의 경도는
29.5 HV이고, AlMg0.7Si는 65.3 HV, 그리고 AlSi10Mg는
89 HV로 Pure Al과 AlSi10Mg는 압출재(각각 25HV, 61H
V)보다 우수한 경도를 나타낸다. 이는 적층 과정 중,
분말 및 용융풀에 조사되는 레이저에 의한 열처리 효과
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압축시험 결과, AlSi10Mg의 에
너지 흡수능은 AlMg0.7Si와 Pure Al에 비해 각각 62%,
100% 높았다. AlSi10Mg의 비 에너지 흡수능은 AlMg0.7
Si와 Pure Al에 비해 각각 73%, 140% 높았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Pure Al 과 Al alloys에 대한 적층
특성 비교를 통해 적절한 적층 조건을 확립할 수 있었
다. AlSi10Mg가 Pure Al과 AlMg0.7Si에 비해 경도와
중량 대비 에너지 흡수능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향후 적층된 알루미늄 소재에 대하여 다양
한 기계적 시험을 통해 기계적 특성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후기

Fig. 1 The surface roughness and shape of the deposited
material, and the deposited height

후기 본 연구는 2022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
자지원사업(No.2021R1A2C101197311)과 정부(산업통
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P-0008763,
산업혁신이재성장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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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Static Mixer 설계 및 혼합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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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혼합공정에 있어 낮은 안정성, 오염물질 배출 등의
한계로 인하여 종래 회분식 혼합기의 한계가 지적이
되고 있다. 이에 대안으로 높은 안정성 및 효율, 낮은
오염물질 배출 등의 장점을 가진 마이크로-메소 스케일
의 혼합기가 제안이 되었다. 특히 SMX 구조를 가지는
혼합기는 길이대비 높은 성능으로 인하여 1960년대 이
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으나, 성능 및 재작성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SMX 혼합기의 설계에 적층제조를
고려한 Hopper 형 SMX 혼합기를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단순한 SMX 구조에 비해 혼합성능 및
제작성을 향상시켰으며, 이를 해석적/실험적으로 검
증하였다.

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용접 등의 기존 공정으로는
이를 위한 형상을 구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SMX 구조 Fig. 1(a)에 유로 방향
을 축으로 하여 회전시킨 구조를 통하여 Hopper와 같은
형상을 구현하여 기존의 단순한 SMX 구조에 비해 유동
의 통합성능을 강화하여 혼합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
였다 (Fig. 1(b)). 이러한 형상은 실질적으로 적층제조를
이용하여야 제작이 용이하다.
Inlet

Recombine

Increased Recombine
(H-SMX)

y
x

y

z
Outlet

z

(a)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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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MX Structure and mixing concept (a) Initial (b)
Hopper-SMX

0.1302
0.2422

0.3526
0.4221

Z

Z
Y

X

Fig. 2 Ex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s

Flow-3d를 이용한 유동 해석과 혼합실험을 이용하

대부분의 마이크로-메소 스케일의 혼합기는 유동을
분할 및 재결합하여 혼합을 수행한다. 높은 분할 및
재결합 성능을 위해서는 유로와 수직방향의 유동을 유

Mixing unit

0.0859

3. Hopper형 혼합기 성능 평가

2. Hopper형 혼합기설계 개념

Split

Initial :
0.1025

여 Hooper형 혼합기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물의 점성
을 가지는 두 유체에 대하여 각 유량 0.1 L/min 의
유량으로 혼합을 수행하였다. 메쉬의 경우 수렴성
평가를 진행한 후 0.3 mm 로 선정하였다. Fig. 2는
혼합 해석 및 실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붉은 영역
은 Fluid 1 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하며, 푸른
영역은 Fluid 2 가 차지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기본적
으로 Hopper형 혼합기는 종래의 SMX 혼합기에 비하
여 Transverses 방향의 유동의 영역을 증가시키고 내
부 평균속도를 증가시켜 혼합성능을 향상시킨다. 이
에 반하여 종래 SMX 구조는 “전 영역” 에 걸쳐 혼합
을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
출구부분의 단면방향 농도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혼합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석 결과
농도의 표준편차가 종래 SMX 구조의 0.1025 에서
0.0859 로 감소하여 혼합성능이 약 16%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나타난 유동패턴과 해석이 유사
하여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SMX 구조에 적층제조를
고려한 새로운 차원의 설계변수를 추가함으로서 성
능이 향상된 혼합기를 설계하고 그 혼합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또한, 설계된 형상에 대하여 해석적 성능평
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1unit 기준 혼합성능이
약 16 % 향상하였다. 적층제조를 이용하여 Hopper형
SMX 혼합기를 제작한 후, 해석 결과를 실험적으로 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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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DED (Directed energy deposition) can be used for
surface repair when the product damaged locally. Nickel
aluminum bronze (NAB) is widely used to fabricate
marine propellers, and the repair process of damaged
propellers is an important research topic. In this study,
we repaired the damaged NAB substrate using DED, and
studied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s before
and after repairing.

2. Experiment
The as-cast NAB (AlBC3) and CuNi2SiCr was used
as the substrate and copper alloy powder, respectively.
And the microhardness and microstructure are observed.
In additi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deposits
and substrate were evaluated through tensile test and
Charpy impact test.

3. Results and Discuss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microstructure of the
deposited layers is composed of α-Cu, which led to low
hardness. The NAB substrate exhibits higher hardness

Fig. 1 Morphology of fractured surface with different
specimens after tensile test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of the deposited specimens
are lower than those of the substrate because the deposited
layers have several micro-pores according to Fig. 1.
Moreover, the impact test shows that the toughness of
the deposited specimen is 4.5 times that of the substrate
specimen, which is attributed to the deposition layer
containing more high-toughness α phases.

4. Conclusion
This work puts forward a new method for repairing
ship propellers. CuNi2SiCr can be successfully deposited
on the NAB substrate, but its mechanical properties are
lower than that of the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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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As-delivered

722

23.6

As-deposited

504

20.6

Repaired-D1

475

6.9

Repaired-D2

594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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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적층제조는 디지털 메쉬 모델을 바탕으로 레이어 별
로 3차원 객체를 쌓아올리는 기술로써, 기존공정에서는
제조가 불가능하고 복잡한 고부가 가치의 기계부품 제
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최근에는 레이저 빔을 활용하여
금속 분말을 용융시켜 제조하는 DMLS(Direct Metal
Laser Sintering) 방식의 적층제조 공정이 자동차, 항공
및 우주 산업분야의 고부가 가치의 부품제작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MLS 방식의 금속 적층제조 공정에
서 발생하는 변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적층제조 과정
에서 발생하는 고유변형율을 도출하는 실험을 수행하
였다.

2. 고유변형율 도출 방법
DMLS 방식의 금속 적층제조 공정에서 열변형을 예
측하고 변형보상 모델을 생성하기 위하여 적층제조 과
정에서 발생하는 고유변형율을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고유변형율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험에서
활용된 Cantilever beam 형태의 시편은 전산해석 툴인
MSC 의 Simufact additive에서 제공되는 규격을 사용
하였다.
Cantilever beam 시편의 적층제조는 EOS 의 EOS
M290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레이저 노출값은 Table 1과
Table 1 Parameter of laser exposure

Hatch
rotation

Hatch
Offset angle
Rotation angle
Restriction angle
Exposure pattern
Stripe definition

Infill
Energy input

0°
67°
30°
Stripes
Stripe width
10 mm
Overlap stripes
0.12 mm
Laser power
285 W
Laser speed
960 mm/s
Hatch distance
0.11 mm

Fig. 1 Cantilever beam wire cutting and Z-direction distortion

같이 설정하고. 적층제조시 발생되는 응력이 동일한
평면에 정렬되지 않도록 레이져 Hatch의 회전각도는
67°, 제한각도는 30°로 설정하였다. 빌드플랫폼의 온도
는 150 , 불활성가스의 압력은 0.76mbar, 산소농도는
0.1% 이하로 조성하여 파트의 흄과 산화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실험시편은 X축과 Y축의 변형율 분석을 위하여 축별
로 각 5개씩 배치한 후에 적층제조를 수행하여 적층제조
된 시편의 X축과 Y축 방향의 잔류응력에 의한 Z축 방향
의 변형율을 측정하였다. 출력된 시편을 와이어컷팅
공정을 진행하면, 잔류응력에 의하여 Z축 방향으로 변
형이 발생하게 된다. 초기 시편의 Z축 방향의 높이를
측정하고, 와이어컷팅 후의 Z축 방향의 높이를 측정한
후에 각 시편의 Z축 변형값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Z축
변형도의 평균값을 근거로 Calibration 전산해석을 수행
하여 X, Y, Z축의 고유변형율을 도출하였다. 예측 변위
량의 최고값은 2.01mm 이며, 포인트 예측변위 측정값은
X축 방향 1.85 mm와 Y축 방향 1.85 mm로 측정되었다.
19단계의 해석과정을 수행하여 허용편차 1%의 결과값
으로 X축 방향 0.003, Y축 방향 0.003, Z축 방향
0.03 등의 고유변형율이 측정되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적층제조 과정에서의 변형율을 중점
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제조공정에 국한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고유변형율 값을 바탕
으로 적층제조공정에 적용함으로써 제조성공률과 변형
율을 예측하고 변형보상의 해석조건을 초기 CAD모델
에 적용하면 치수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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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적층제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건축, 우주항공, 패
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층제조 기술로 제작할 수 있는 구조들로 인해 연구
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경
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변형제어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하여 기존의 제조방법으로 제작하기 어려움이
있던 Doubly reentratnt 구조를 제작하여 옴비포빅표면
특성을 분석하였고, 미세격자를 제작하여 내구성 향상
을 위한 금속
폴리머 코팅방법과, 미세격자를 활용한
3D 필터, 촉매담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내용
3D 프린팅 기술을 미세한 변형을 적용하여 reentrant
구조를 유도하는 쉬운 방법을 제안하고 발액표면을
제작하였다. 제안된 표면의 발액 특성을 확인하고자
표면을 관찰하였으며, 여러 표면 장력을 가지는 액체
들에 대하여 습윤 특성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절삭가
공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복잡한 마이크로래티스 구조
에에 대하여 AM 기술을 통해 제작하고, 마이크로래티
스를 환경분야에서 활용을 위해 미세입자 포집에 관
한 연구하였다. 마이크로래티스의 구조적 특징을 이

용하여 유동 속에서 존재하는 미립자들을 포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낮은 압력손실로 인해 추가적인
에너지 손실 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알루미늄 나노 파우더를 이용하여
금속 나노입자-폴리머 코팅제를 제안하였고, 딥-코팅
을 통하여 마이크로래티스의 기계적 물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압축시험을 통해 코팅된 입방격자구조와
옥텟-트러스 구조에 대한 압축강도와 인성을 조사하
였다. 또한, 메틸렌블루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을 통한
광촉매 반응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3.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마이크로 크기의 적층제조 기술에
대한 연구분야를 소개하고, 다양한 연구분야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현재 3D 프린팅 기술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 중 어느 분야에 이 기술을 적용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과 다양한 연구 분야의 확대
및 제조품의 응용 방법 등을 제안하여 3D 프린팅 기술
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적층제조 기술이 현재의 기계 가공,
생산 기술들에서 생산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한 생산
기술이 되기를 기대한다.

후기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의 일부)는
사업 의 지원비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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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ual diagram of research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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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조 산업 기술에서 적층제조 기술은 활발히 연구
되는 분야이다. 본격적인 산업 분야로의 적용을 위해
제품의 강도, 인성, 탄성계수, 이방성 등 기계적 특성의
제어가 필요하다. 특히 적층제조 기술에서 이방성을
줄이는 연구는 현재에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
후 제품의 활용 분야 및 방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층물의 등방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회전 적층 경로를 적용하여 적층 경로가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회전형 적층 경로를 적용하기 위해
비교적 적층 경로의 제어가 간단한 Fused Deposition
Modeling(FDM) 방식의 3D 프린팅을 선택하였다. 회전
형 적층 경로는 갑각류 껍질 등 생체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Bouligand 구조로도 불린다. 기계적 특성을 등방
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회전 적층을 적용하여 시편의
적층 경로를 설정하고 단방향으로 적층한 시편과의
비교를 위한 인장 시험을 진행하였다. 인장 방향을
기준인 0˚로 설정한 상태로 180˚ 이상의 각도는 반
복되기 때문에 회전 경로는 0˚에서 180˚ 사이의 각
도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장 시험을 통해 등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작된 제품에서 다양한 각도로 시편을 채취
하여 여러 방향에서 가해지는 힘에 대한 강도를 확인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3D 프린팅을 이용한
적층제조에서는 시편을 한 층씩 쌓으며 제작하기 때문
에 각 시편을 하나씩 제작하게 된다. 적층 제조된 시편
의 등방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 5개 방향에서 인장 시험
을 진행했는데, 시편을 제작할 때에 적층 되는 첫 번째

Fig. 1 Schematic diagram of stacked layers using a rotating
tool path

레이어의 방향으로 인장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힘을 가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0°, 45°, 90° 방향과
적층을 진행한 회전각 θ를 기준으로 θ, θ/2방향을
추가로 실험했다. 단방향 시편의 경우 적층 방향에
대한 인장 강도의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5° 간격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유리섬유 강
화 폴리머 복합소재로, 내부에 장섬유를 Nylon6로 감
싼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필라멘트 전체를 용융
하여 적층하는 시편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
하고 강도 및 인성, 탄성계수, 등방성 등 기계적 물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4. 결론
유리섬유 강화 폴리머 복합소재의 기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전 적층 경로를 적용한 시편을 제
작하였다. 적층물의 등방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경
로를 제어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o. 2019R1A5A8083201)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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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ep fabrication of flexible/stretchable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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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후기

본 논문에서는 극초단 펨토초 레이저를 에너지 원로
하여, 나무, 나뭇잎, 숯 및 섬유과 같은 자연유래 재료들
을 그래핀으로 변환하고, 이를 다양한 친환경 센서, 에너
지저장장치, 및 전자회로의 실현에 적용하는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래핀은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및
광학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과학 기술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그래핀의 생성방법들이 제안되
어 왔으나, 이들은 친환경,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대량
생산 측면에서 제한적인 성능들을 보여왔다. 최근 들어,

본 과제는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자과제,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에너지 자립형산업모델 기술개발사업, 산
림청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한국기계연구원
기능성 나노소자 제조공정 및 장비개발 사업의 지원으
로 수행되었습니다.

극초단 레이저들이 그 좁은 펄스 폭과 높은 펄스의 첨두
출력으로 재료의 가공에 적용되고 있으며, 극초단 레이
저들은 레이저-물질 상호작용 측면에서 일반적인 연속
파 레이저 혹은 긴 펄스폭을 가진 레이저 대비 다른
특성들을 가진다. 이러한 펨토초 레이저의 특성들은
재료분야에서의 가공 특성들을 최적화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펨토
초 레이저를 통해 단일 공정으로 자연유래 나무와 나뭇
잎을 대기 환경상에서 그래핀화 하는, 극초단-레이저유도-그래핀 직접묘화 기술을 소개한다. 펨토초 레이저
가 인가되면, 다양한 나무 및 얇은 나뭇잎과 같은 자연유
래 바이오매스들이 높은 효율로 그래핀으로 변환된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들을 최적화하여, 선행공정 없이
나무 및 나뭇잎 상에 레이저-유도-그래핀을 생성하면
서, 재료의 탈락 및 열적인 손상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온도센서, 습도센서, 응력센
서, 에너지 저장소자 등을 실현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
다. 이러한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그래핀화 기술은는,
원료의 풍부함, 합리적 가격, 재생가능성 및 생분해성에
서 핵심적 장점을 가지므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에
중요한 핵심기술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Truong-Son Dinh Le, Yeong A. Lee, Han Ku Nam,
Kyu Yeon Jang, Dongwook Yang, Byunggi Kim,
Kanghoon Yim, Seung-Woo Kim, Hana Yoon, and
Young-Jin Kim* (corresponding author), "Green flexible graphene-inorganic-hybrid micro-supercapacitors
made of fallen leaves enabled by ultrafast laser pulses,"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21, 2107768 (2021)
2. C. Yu, J. An, Q. Chen, J. Zhou, W. Huang, Y.-J. Kim*
(corresponding author) and Gengzhi Sun, "Recent advances in design of flexible electrodes for miniaturized
supercapacitors," Small Methods, 1900824 (2020)
3. T.-S.D. Le, S. Park, J. An, P.S. Lee and Young-Jin
Kim* (corresponding author), "Ultrafast laser pulses
enable one-step graphene patterning on woods and
leaves for green electronics,"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2019, 2902771 (2019)
4. T.-S.D. Le, J. An, Y. Huang, Q. Vo, J. Boonruangkan,
T. Tran, S.-W. Kim, G. Sun, and Young-Jin Kim*
(corresponding author), "Untrasensitive anti-interference voice recognition by bio-inspired ski-attachable
self-cleaning acoustic sensors," ACS Nano, 13,
13293-13303 (2019)

포스터발표

기계설계
좌장 : 곽재섭(부경대학교)
김병창(경남대학교)
장원석(KIMM)
이봉기(전남대학교)
이인환(충북대학교)
PPA-01 PPA-02 PPA-03 PPA-04 PPA-05
PPA-06 PPA-07 PPA-08 PPA-09 PPA-10
PPA-11 PPA-12 PPA-13 PPA-14 PPA-15
PPA-16 PPA-17 PPA-18 PPA-19 PPA-20
PPA-21 PPA-22 PPA-23 PPA-24 PPA-25
PPA-26 PPA-27 PPA-28 PPA-29 PPA-30
PPA-31 PPA-32 PPA-33 PPA-34 PPA-35
PPA-36 PPA-37 PPA-38 PPA-39 PPA-40
PPA-41 PPA-42 PPA-43 PPA-44 PPA-45
PPA-46 PPA-47 PPA-48 PPA-49 PPA-50
PPA-51 PPA-52 PPA-53 PPA-54 PPA-55
PPA-56 PPA-57 PPA-58 PPA-59 PPA-60
PPA-61 PPA-62 PPA-63 PPA-64 PPA-65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모니터링용 엣지컴퓨터의 방열부개발을 위한 방열현상 분석
Analysis of Heat Phenomenon for the Development of Heat Dissipation Part
of Edge-computer For Safety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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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기, 전자, 자동차 분야 등 산업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전자부품은 기능의 고도화로 인해 경량화,
소형화, 다기능화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가진 부품은 단순한 전자부품과 다르게 많은 열이 발
생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열은 부품내부의 소자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오작동을 야기하며, 부품의 수명
과 신뢰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각 부품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효과적으로 방출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고온, 분진 등 열악한 환경에

Fig. 2 Analysis Setup

서 사용할 모니터링용 엣지컴퓨터 방열하우징을 개발
하기 위하여 형상에 대한 방열현상을 분석하였다.

2. 해석환경
모니터링용 엣지컴퓨터 방열하우징의 방열핀의 형
상(핀 길이, 개수(간격)을 변수로 선정해석을 진행하
였다. Room Temp.는 25°C, 내부의 온도를 225°C로
정의 하였다. (Fig. 1 참고, RT-Blue, Heat-Red)
Table 1 Geometry Condition
No 길이

Body

Bottom

핀 개수

핀간격
[mm]

핀 개수

결과
핀간격 Max.(Avg.)
[°C]
[mm)]

1

5

23

2.932

27

3.077

69.1(67.8)

2

5

17

4.031

21

4

74.6(73.3)

3

5

14

4.962

17

5

78.8(77.7)

4

10

24

3.022

27

3.077

57.3(55.8)

5

10

18

4.088

21

4

62.6(61.2)

6

10 15(69.5)

4.964

17

5

74.1(67.0)

7

15

26

2.98

27

3.077

56.0(51.4)

8

15

20

3.921

21

4

54.8(53.3)

9

15

16

4.967

17

5

59.0(57.5)

Fig. 2 Heat Phenomenon Sort by Temp.

3. 결론
표면적이 넓었을 때, 낮은 포화온도 및 열분포 데이터
를 바탕으로 형상을 분석하였다. 표면적이 넓은 모델이
낮은 포화온도와 좋은 열확산결과를 보였다. 주조성을
고려하여 모델 No.9. No.5를 최적형상으로 선정하였다.
향후 가공 이슈에 맞춰 추가 분석할예정 이다.

후기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
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
구임(No.2021-0-02016, Digital Twin을 활용한 고위험군
장비 사용 작업자 안전관리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참고문헌
1. HONG-SEN KOU, Thermal Analysis and Optimum
Fin Length of a Heat Sink Heat Transfer Engineering,
24(2):18 29, 2003.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두께에 따른 투입부의 구조적 안전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Input Part according to the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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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구조해석 결과

규격 및 형상이 다양한 선박에 사용되는 전장 Cable
용 코밍의 자동화 제작이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점 때
문에 경험에 의존하는 코밍의 밴딩·용접 공정은 낮은
반복성과 일관성, 인력 고령화, 기술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생산성 및 비용의 개선과 고품질의 코밍을 제
작하기 위하여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본 연구에서는 로봇기반 투입 및 이송 자동
화 시스템의 투입부의 최적의 두께를 선정하고자 한
다. 투입 및 이송 자동화 시스템인 주요 기구부인 투입
부의 구조해석을 통해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투입부는 적재되어있는 원자재를 투입 및 정렬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구동과정에서 원자재의 하
중에 영향을 받아 구조적인 안전성의 확보하기 위해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해석 결과 투입되는 원자재의 Slope table에 하
중이 가해질 때, 투입부의 Frame 사이에 존재하는
Slope table의 좌측부 끝단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단면구조 형태의 자재 공급 장치
에 동일한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Case로 선정한
Slope table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최대 변형량 및
최대 응력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대 변형량 및 최대 응력이 감소함에 따라 안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Slope table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하중을 받아들이는 단면적의 크기가
증가하여 변형에 대한 저항이 강해지고, 변형을 일부
분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FEM 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로봇기반 투입 및 이송 자동화
시스템의 투입부는 (유)이룸산업에서 제공한 기구부
이다. 투입부의 Scraper SDK11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장치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Plate 두께
에 따른 Case 선정과 구조해석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
된 최적의 설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Case는 3가지
(3.5, 4.5, 5.5mm)로 분류하여 선정하였으며, Table에
나타내었다. 너비 및 길이는 동일한 상태에서 두께만
변경되도록 해석모델을 설계하였다. Fig. 1에는 구조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모델을 나타내었다.

4. 결론
해석 결과를 통해 Case 1(3.5mm)과 Case 2(4.5mm)는
요구하는 안전율 값에 미달되었고, Case 3(22mm)은
Case 3(5.5mm)보다 다른 Case 대비 두께가 두꺼워 안
전하고 최대응력이 낮게 확인되며, 목표하는 안전율
값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면적에 비례한 자재
사용에 따라 제작비 증가가 우려되어 Case 3의 5.5mm
일 때 가장 적절하며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기
이 논문은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산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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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추에이터와 터보차저 연결부품 Linkage에 대한 동적구조해석
Dynamic Structural Analysis for Actuator to Turbocharger L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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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변익 터보차저(VNT)는 배기가스를 이용하여 엔
진의 최대출력과 최대토크를 상승시키고, 연소 최적
화를 통한 배출가스 감소 효과로 인해 자동차의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한 필수가 되었다. 이에 가변익 터보
차저용 액추에이터 모듈 기술개발에 있어 본 연구에
서는 액추에이터와 터보차저를 연결하는 Linkage 의
액추에이터 실제 작동조건에 따른 내구성을 검증하기
위해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2 Stress Distribution
Table 2 Result Data

2. 구조해석 조건
Fig. 1은 Linkage형상 및 작동조건으로 액추에이터
레버가 0.151s에 70° 움직일 때 터보차저 레버가 최대
부하인 6Nm를 기준으로 선형적으로 부하가 상승하는
조건으로 작동함에 따른 동적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응력분포를 확인할 Linkage의 재료는 sus304로 물성은
Table 1과 같다.

Max Stress

53.796 MPa

Max Stress time

0.1505 s

3. 구조해석 결과
Fig. 2와 Table 2는 동적구조해석에 따른 응력분포
결과로 최대응력은 0.1505s 시점에서 53.796MPa이 발
생하였고, 최대응력 발생부분은 Linkage 하단의 터보
차저 결합 부 근처에서 발생하였다.

4. 결론
액추에이터와 터보차저 연결 Linkage의 동적구조해
석 결과 최대응력 53.796 MPa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Linkage 재질인 sus304의 항복응력인 215 MPa에 상당
한 여유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안전한 것
으로 판단된다.
Fig. 1 Analysis geometry and boundary condition
Table 1 Materi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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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낙 5축 포스트 프로세서 개발

Development of Post Processor for 5-axis Machine Tools with Fanuc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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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5축 가공은 항공기 가공부품같이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기술이다. 3축 가공은 제품마다 전용 치공구가
필요하지만, 5축 가공은 테이블 또는 스핀들의 회전이
가능하여 한 개의 치공구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의 간섭을 피할수 있는 비교적
공구의 길이가 적은 것을 사용하여 가공한다.
5축 가공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다른 기종 장비에
대하여 NC 데이터의 호환이 되지 않는다. 컨트롤러마다
NC 데이터 형태가 다르며, 같은 파낙 컨트롤러라 하더
라도 장비 제조사(현대위아, 두산, 화천 등)마다 사용하
는 M 코드가 다르며, 구조의 특성 및 형태마다 다르다.
따라서 장비에 맞는 전용 포스트 프로세서(Post processor 이하 PP) 개발이 필요하다.

2. 5축 포스트 프로세스 개발
파낙 컨트롤러(FANUC 31i)에서 동시 5축 가공을 하
기 위해 공구선단점제어(RTCP)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공구선단점 제어 명령어는 G43.4 또는 G43.5를 사용한
다. 5축 장비의 장착된 공구의 끝을 기준으로 하는 포인
트 데이터 형태의 프로그램된 NC 데이터를 입력하면
공작기계 회전축의 중심인 Pivot 값(Parameter No.
19700~19702)으로 부터 계산된 기계 좌표로 이동한다.
공구선단점제어를 이용하여 동시 5축가공, 3+2축 밀링
의 드릴가공 등 모든 형태의 가공이 가능하다.
본 PP는 Visual Studio 2019의 C#을 사용하여 공구
선단점 제어에 필요한 회전각을 계산하고 파낙 컨트롤
러가 요구하는 문법에 맞도록 개발하였다. 테스트를
위하여 CATIA V5의 Advanced Machining 모듈을 이용
하여 CAM 작업 후 CL(Cutter location) data로 형식으로
이루어진 APT 소스 형태로 출력하고, 본 연구에서
그림 1과 같이 개발된어진 PP를 이용하여 파낙 5축
NC 코드를 생성하였다. 생선된 NC 데이터를 CGTech
사의 Vericut을 이용한 시뮬레이션하여 문제점이 있는
지 사전 검증하였고, 두산 VC630 5축 가공기의 실

Fig. 1 Post-processor of 5 axis machining

가공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3. 결론
두산의 5축 장비인 VC630(파낙 컨트롤러)을 기준으
로 5축 포스트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4. 후기
이 연구는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밀기계분
야 “소부장 특화단지 재직자 교육”의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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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단조를 위한 베벨기어 모델링 자동화 개발
Development of Automated Bevel Gear Modeling for Precision Fo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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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베벨기어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요소이
다. 4륜 자동차의 차동장치(Differential gear)뿐만 아니라
2륜 자동차의 자동변속기에도 사용된다. 상용차에 표준
베벨기어 형식이 아닌 글리슨(Gleason) 형식의 베벨기
어를 사용된다. 자동차용 베벨기어는 전통적인 창성
가공 방법보다는 대량생산에 적합한 정밀냉간단조 공
법으로 생산된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정밀 금형이
필요하다. 베벨기어 금형을 만들기 위해 베벨기어의
모델링이 필요하다. 글리슨 베벨기어 형상 모델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개선곡선(Involuted curve)으로
정밀한 작도를 해야 한다. 하지만 CATIA V5나
Unigraphics NX와 같은 일반적인 CAD 시스템에서는
신개선곡선을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선
또는 호를 사용한 모델링은 정밀한 베벨기어 형상을
표현할 수 없다. 특히 고정밀 요구하는 글리슨 베벨기어
금형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Fig. 1 Automated gear modeling S/W (MS GEAR)

2. 베벨기어의 모델링 자동화 개발
글리슨 베벨기어 금형을 정밀하게 제작하기 위해서
는 수작업으로 모델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개선곡
선을 이용한 전용 모델링 S/W가 필요한 이유이다. 신개
선 곡선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MS-GEAR S/W는 2005
년에 개발되었으며, 그해 검증되어 실 자동차 금형(아우
디,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
MS-GEAR에 CATIA V5의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적용하여 베벨기어 모델링이 자동화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베벨기어 모델링 시간이 1분 이내로
간단해졌으며, CATIA V5에서 자동 생성된 네이티브
모델링(Native modeling)은 호환성의 문제가 없으므로
IGES나 STEP등 파일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Fig. 2 Gleason bevel gear modeling (MS GEAR)

3.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그림 1과 같이 MS-Gear에서 계산
된 글리슨 베벨기어 수치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림 2와
같이 CATIA V5에서 자동화된 모델링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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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각 전기방사 공정에 의한 3D 등각 나노섬유 분기형 관 지지체 제작

Fabrication of a 3D Conformally Nanofibrous Bifurcated-tubular Scaffold by
the Conformal Electrospin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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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기방사는 높은 다공성, 큰 활성 표면적, 큰 표면
대 부피 비율 및 세포외 매트릭스 모방 구조와 같은
다양한 매력적인 기능을 가진 나노섬유 매트 및 나노
섬유 지지체를 제조하기 위한 간단하고 다양한 공정
이다.1 나노섬유 분기 관형 지지체는 조직 공학 혈관
이식편(TEVGs)으로 큰 관심을 끌었지만,2 3D 나노섬
유 분기형 관 지지체의 제작은 나노섬유 매트의 비등
각 증착 및 불균일한 두께로 인해 여전히 도전적이다.
이 연구에서, 3D 나노섬유 분기형 관 지지체는 등각
전기방사를 통해 제작되었다. 제작된 3차원 나노섬유
분기관은 나노섬유 매트의 전체 표면을 균일한 두께
와 등각 증착으로 구성되어 염색액의 균일한 이송을
가능하게 하였다.

2. 순차적 등각 전기방사를 이용한
3D 등각 나노섬유 분기형 관 지지체
제작 및 염색 액체 이송 실험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수행된 등각 전기방사
공정 및 액체 이송 실험 중 분기 지점에서 균일한 두께의
나노섬유 매트의 등각 증착을 위하여 유연한 하이드로
겔 콜렉터가 이용되었다. 등각 전기방사 공정 중 하이드
로겔 콜렉터를 평탄화 및 회전하여 균일한 두께의 나노
섬유 매트의 등각 증착이 가능하였다. 관형 하이드로겔
콜렉터를 분기형 형상으로 복구한 뒤, 하이드로겔을
다시 채워넣고 제작된 콜렉터의 주 분기관에 등각 전기
방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하이드로겔을 녹여내어 3D
나노섬유 분기형 관 지지체를 제작하였다. 나노섬유
매트의 균일성을 검증을 위하여 주 및 보조 분기 끝단을
절삭 및 주 분기를 한 1mL/min의 속도로 염색 액체를
주입하였다. 그 결과 제작된 3D 나노섬유 분기형 관
지지체는 염색 액체의 누수 없이 액체를 이송하였다.

Fig. 1 Sequentially performed conformal electrospinning process
for fabricating a 3D nanofibrous bifurcated-tubular
scaffold and its leakage test

3. 결론
본 연구에서 등각 전기방사 공정에 의해 3D 나노섬유
분기형 관 지지체를 제작했고, TEVGs으로서의 활용을
위해 액체 이송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분기형
혈관의 분기된 지점과 같이 복잡한 형상에도 균일한
두께의 나노섬유 매트를 등각 증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나노섬유 매트를 통해 다양한 TEVGs 제작
방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기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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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 Transfer Imprint Lithography를 이용한 중적외선 영역 FPA 통합용
Super pixel 편광 필터 제작에 관한 연구

Fabrication of Super Pixels Polarizing Filter for Mid-Infrared Range Focal
Plane Array(FPA) Integration using Liquid Transfer Imprint Lithography(L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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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RFPA(Infrared focal plane array) 감지형 센서는 열분
해능이 우수하고 화소(픽셀) 수가 최대 수만 개에 달해
광학분해능이 매우 우수하지만 상온에서 동작하는
열형이므로 극저온에서 동작하는 양자형 보다 기본
열잡음이 크고 신호 대 잡음(S/N) 비가 낮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Liquid Transfer Imprint
Lithography(LTIL)를 이용한 IRFPA 통합용 Super pixel
편광 필터 제작 방법을 제안한다. LTIL은 기존의 중적
외선 영역 FPA 통합용 편광 필터 제작 시 주로 사용
되었던 Nanoimprint Lithography(NIL)의 단점인 두꺼
운 잔류층 대신 아주 얇은 잔류층만을 남겨 나노 구조
를 보다 더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1-2 이는 IRFPA
의 감도를 향상시켜 저렴한 비용으로 센서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2. 본론

IRFPA 통합용 Super pixel 편광 필터는 320☓256 픽셀
로 이루어져 있고 각 픽셀이 0°, 45°, 90°, 135°의 각도로
배열되어 있는 Line and space(width 200nm, pitch 400nm,
depth 200nm) 패턴으로 구성된 Si master를 통해 제작되
었다. 먼저 Si master 위에 PDMS를 도포하고 경화시켜
복제 몰드를 제작한다. 다음으로 Donor 기판에
Polyurethane acrylate(PUA) 용액을 스핀코팅 하고 제작
한 복제 몰드를 올려 PUA 용액을 충진 시킨다. PUA
용액이 층진 된 복제 몰드를 Acceptor 기판에 접촉시킨
상태로 UV 경화 후 복제 몰드를 제거하면 Fig. 1과 같은
PUA 나노 구조가 제작된다. 제작된 PUA 나노 구조는
잔류층이 30nm 이하로 매우 얇으므로 RIE를 통해 잔류
층 제거 후 원하는 금속을 증착하고 PUA 나노 구조를
제거하면 최종적으로 금속 나노 구조만 남게 되고 그것
이 IRFPA 통합용 Super pixel 편광 필터로 작동하게 된다.

Fig. 1 PUA nano structure for IRFPA integrated super pixels
polarizing filter fabricated by LTIL process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LTIL을 이용하여 IRFPA 통합용 Super
pixel 편광 필터를 제작하였다. PUA로 제작된 나노구조
는 기판에 Au가 100nm의 두께로 증착 된 후 제거되었다.
제작 된 IRFPA 통합용 Super pixel 편광 필터는 IRFPA에
적용되어 열형 적외선 센서의 감도를 향상시키면서 적
외선 센서의 소형화 및 온칩 통합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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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금속 나노입자 복합재의 기계-전기 특성 연구

Study on Mechanical-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CNT-Metal Nano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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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으며,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여러 차례 측정했다.

탄소의 동소체이며 원기둥 모양의 나노구조를 가진
탄소나노튜브(carbo nanotube, CNT)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기계적, 전기적 특성 그리고, 윤활특성이 우수하다
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런 CNT가 나노메쉬 구조를
(nanomesh structure) 형성했을 때 마찰을 저감하고 표면
을 보호하는 코팅으로서의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1. 그
러나 CNT만으로 이루어진 메쉬구조의 경우 내구성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
로는 CNT와 금속-나노입자를 혼합한 복합재를 제조하
는 방법이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 또한 진행되어왔
다2. 이 연구에서는 CNT의 메쉬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기 전도성의 개선을 위해 CNT에 금속 나노입자를
첨가하여 복합구조를 제작했으며, 금속 나노입자의 첨
가량이 기계-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과 CNT-금속
나노입자 복합재에 열처리를 진행했을 때 기계-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 결과

2. 실험조건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CNT-금속 나노입자 복합구조를 제
조하기 위해서 금속 나노입자를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MWCNT)에 첨가량을 다르게 하여 제조하였다. CNT금속 나노입자 복합재의 점성을 낮추기 위해 소량의
아이소프로필 알코올(IPA)를 첨가했으며, CNT-금속
나노입자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초음파 세척
기를 사용했다. 제조된 복합재의 마찰 특성과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복합재를 실리콘(Si) 웨이퍼
위에 스핀 코팅(spin coating) 기법을 활용하여 코팅하
였다. 제작된 시편에 열처리를 진행했을 때 기계-전기
특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알아보기 위해 시편을 tube
furnace에서 수 시간 동안 고온에서 열처리를 진행하
였다. 코팅된 시편의 마찰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왕복 운동형 마찰시험기를 사용했으며, 코팅된 시편
의 표면과 접촉하는 상대 시편으로는 지르코니아 볼
을 사용하였다. 마찰시험은 수 mN의 하중 조건에서
수천 cycle 동안 수행되었으며, 복합재의 전기적 특성
은 4-point probe를 사용하여 시편의 면저항을 측정했

CNT에 금속-나노입자의 첨가량을 다르게 하여 제조
한 복합재의 마찰 특성을 측정한 결과, 열처리를 진행한
시편들의 마찰계수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열처리가 진행된 시편의 경우 금속 나노입자의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마찰계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기적 특성의 경우도 열처리가 진행된 시편이 진행되
지 않은 시편보다 낮은 면저항을 보였으며, 금속 나노입
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면저항 또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론
이 연구는 CNT-금속 나노입자 복합재에 금속 나노
입자 첨가량과 열처리가 기계적-전기적 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 결과 CNT에 금속
나노입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또한 복합재에 열처
리를 진행했을 때 마찰력과 전기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CNT 메쉬구조의 단점을 보
완하여 표면을 보호하는 코팅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기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2021R1I1A3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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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임프린트를 공정을 이용한 단백질 이중층 검출 메타물질 흡수체
Protein Bilayer detection Metamaterial Absorber using Nano-imprint
Lithography
김민균1,2, 강도현1, 이종원2, #정주연1

*

*

1

M. G. Kim , D. H. Kang1, J. W. Lee2, #J. Y. Jung(jjy2121@kimm.re.kr)1
1

한국기계연구원 나노공정장비연구실, 2울산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

Key words : Nano-imprint lithography, Metamateiral, SEIRA, Protein bilayer

1. Introduction
The fingerprint region is in the Mid-IR region, and
vibrational spectroscopy is used to detect target
molecules. In addition, sensitivity and selectivity can
be improved by using antigen-a ntibody reaction and
SEIRA for biomolecule detection. In this research, the
near-field is enhanced by undercutting the spacer
layer of the metamaterial absorber structure, and
protein is detected by incubating the protein
bilayer.[1] The SEIRA signal of 32% was obtained
by metamaterial absorber fabricated by nano-imprint
lithography process.

2. Simulation
The vibrational mode coupling between the MA and
the protein bilayer was calculated using FDTD simulation.
The spacer layer was chosen as SiO2 and its permittivity
used as Palik’s optical constant. The bottom and top Au
layer were set to be 150nm and the permittivity is modeled
using drude model. The calculated spectrum is well matched
with measurement results. Since a strong near-field is
formed in the gap between metal layers, it is sufficient
to couple with the protein bilayer.[2]

3. Spectral Response
Fig1(a) shows the measured spectral response of MA
with protein bilayer. The red(blue, green) solid line is
measured spectrum of bare(A/G coated, A/G and IgG
coated) MA. In Bare MA, a plasmonic resonance peak
appears at 5.93 um. The spectrum of protein bilayer coated
MA is strongly distorted at Amide Ⅰ vibrational mode
and the strong dip is measured due to coupling between
near-field and protein vibrational mode. Lorentz fitting was

Fig. 1 The spectra of protein coated MA. The measured result
of protein coated MA is (a). The SEIRA signal is
shown in (b).

performed on the measured spectrum to obtain a SEIRA
signal from the distorted spectrum by vibrational mode
coupling. The green dotted line is the Lorentz fitted
spectrum of the protein coated MA. Fig1(b) shows the
difference of the measured spectrum and the Lorentz fitted
spectrum to extract the SEIRA signal. The measured SEIRA
signal is 32% at the Amide Ⅰ vibrational mode.

Conclusion
In this study, we increased the near-field enhancement
and enlarged the sensing area with MA fabricated by
undercutting the spacer layer of the MIM absorber by
isotropic dry etching. The SEIRA signal was extracted by
incubating protein A/G and IgG bilayer,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SEIRA signal was measured at 3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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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실험 결과

반도체와 광학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요구되는 제품의 성능 또한 증가하고 있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소자의 크기가 점
차 작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나노스케일까지 이르
고 있다. 나노스케일에서는 결정 방향과 재료의 결함
등의 영향으로 변형 특성이 기존 마이크로/벌크 스케
일에서와 다르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
해 기존에 알려진 재료의 변형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
는 나노스케일에서의 변형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및 광학 산업
에서 주로 사용되는 다양한 단결정 소재를 대상으로
나노스케일에서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나노 긁힘
시험을 활용하여 나노스케일에서의 변형 안정성 분석
을 진행하였다.

수직 하중을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며 긁힘 시험을
실시한 뒤 수평 하중과 변형 깊이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낮은 수직 하중에서 수평 하중과 변형 깊이가
완만히 증가하다가 특정 하중 이후 수평 하중과 변형
깊이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전자현
미경을 통해 수평 하중과 변형 깊이가 급격히 변화하
기 시작하는 위치에서 최초로 취성파괴가 발생한 것
을 확인하였다. 수평 하중과 변형 깊이로부터 단위
부피의 재료 제거에 필요한 에너지를 변형 깊이에 따
라 분석한 결과, 변형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 부피
의 재료 제거에 필요한 에너지가 점차 감소하다가 특
정 변형 깊이 이후 수렴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나노스케일에서의 변형이 일어날 경우 변형되는 깊이
에 따라 변형 안정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였다.

2. 실험 방법
나노스케일에서의 변형 안정성 분석을 위해 단결정
소재들을 대상으로 90도 원뿔 형상의 다이아몬드 공
구를 사용하여 수직 하중을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며
수평 하중과 변형 깊이를 동시에 측정하는 긁힘 시험
을 실시하였다. 수직 하중 증가에 따른 수평 하중과
변형 깊이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서 취성 파괴 발생여
부를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를 전자현미경을 통해 관
찰한 변형 영역의 취성 파괴 발생 여부와 동기화하였
다. 나노스케일에서 재료의 변형 안정성을 정량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 단위 부피의 재료 제거에 필요한
에너지를 각 재료의 변형 깊이에 따라 계산하여 분석
하였다. 단위 부피의 재료 제거에 필요한 에너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공구의 형상을 전자 현미경을 통해
측정하여 변형 깊이에 따른 수평 방향으로의 투영 면
적을 계산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나노 긁힘 시험을 통해 나노스케일
에서의 변형 안정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변형 깊이에
따른 취성파괴 발생 여부와 단위 부피의 재료 제거에
필요한 에너지를 통해 재료의 나노스케일에서의 변형
안정성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변형 깊이와 재료의 기
계적 특성에 따라 변형 안정성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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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S를 이용한 챔버 내부 유체 유동의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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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집속된 레이저에 의해 재료 표면에서 발생하는 플
라즈마의 신호를 획득하여 타겟의 원소의 분석을 수
행하는 LIBS(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시
스템에서 플라즈마의 신호는 주변 기체의 유동에 영
향을 받을 수 있다[1,2]. 일반적으로 불활성 기체나 액체
가 적용되는 특수 환경에서 LIBS를 통한 측정이 수행
될 때 유체의 유동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는 유체의 유동이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의
세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정한 방향의 유동장
안에서 LIBS 스펙트럼 강도의 세기는 기체의 유동의
방향과 LIBS의 신호 디텍터가 이루는 방향 벡터에
따라 변한다. 본 연구에서는 view factor와 파동 방정식
을 이용하여 유량에 따른 신호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평가하였다. LIBS의 신호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유
동량에 따른 신호의 변화의 추이를 LIBS로 분석하였
다.

Fig. 1 Plasma generation and annihilation process

3. 실험 결과 및 결론
Fig. 1은 기체 유동장 내에서 발생한 플라즈마가 냉각
되어 소멸하는 과정에서 유동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
실험 결과 LIBS신호와 유량의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유효한 기체 유량의 범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체 유동장안에서 정확한 LIBS의 신호의 측정
을 위한 보정 프로세스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제한된 환경에서 LIBS의 신호의 변화를 역으로
추적하여 플라즈마에 영향을 주는 유동하는 기체의 특
성을 결정할 수 있다.

후기

2. 실험 방법
실험에서 사용된 LIBS 매개변수와 재료의 장치셋
업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Table 1 LIBS & experimental setup parameter(Times New
Roman 8pt)
Wavelength (nm)

1064

Energy per pulse (mJ)

16

Pulse duration (ns)

5

Beam spot size ( μm)

100

Target material

Mg-Al alloy

Gas

Ar, N2, He, Water

Flow rates (cm3/s)

300 ~ 380

Azimuth of an inlet port (degree)

Every 30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NRF-2021R1A6A3A0108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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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세포 배양 배지 증착을 위한 세라믹 재료의 레이저 후방 증착 공정 연구
Laser Induced Backward Transfer using Ceramic Materials for Bacteria Cell
Culture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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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포배양 바이오필름에 대한 레이저 증착 처리는
정밀하게 가공된 세포 배양 재료 표면 구조의 형성으
로 효율적인 세포 배양이 가능하다[1].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에 의한 후방 산란 증착은(LIBT: Laser
Induced Backward Transfer) 투명한 모재 뒤 공여체에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조사 반대방향으로 물질을 전
달하여 모재 뒤편에 타깃물질을 증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재인 소다 라임 글라스에 알루미나
를 공여체로 사용하여 알루미나 입자를 LIBT 방법으
로 증착했다. 알루미나는 레이저 패턴을 따라 증착표
면과 소결표면을 형성하였으며 각각의 경우에서 세균
배양을 통해 배양배지의 배양 효율의 증감을 확인하
였다.

Fig. 2 a) Deposition surface after LIBT process. Bacterial
culture results of b) alumina surface and c) soda lime
surface

다. 실험에서 사용된 레이저 매개변수는 Table 1에 나
타나 있다.

3. 실험 결과 및 결론

2. 실험 방법

Fig. 2 a)는 글라스에 증착된 알루미나의 표면, b)는
알루미나에 배양된 박테리아, c)는 글라스에 배양된
박테리아 샘플의 형상이다. 알루미나 증착표면에서는

LIBT 공정의 개략도가 Fig. 1에 나타나있다. 조사된
레이저 빔에 의한 어블레이션은 알루미나 표면에서부
터 글라스 표면으로 나노입자를 전달하여 증착시킨

세균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 LIBT를
통해 증착된 알루미나 표면이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
제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후기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NRF
2021R1F1A1045844).

참고문헌
Fig. 1 Shcemetic of LIBT process
Table 1 Laser setup parameter
Wavelength (nm)

1064

Power density (mJ/cm2)

25

Pulse duration

CW

Beam spot size (μm)

100

Target material

Alumina

1. Grumezescu, V., Holban, A. M., Sima, L. E., Chiritoiu,
M. B., Chiritoiu, G. N., Grumezescu, A. M., Socol, G.
“Laser deposition of poly (3-hydroxybutyric
acid-co-3-hydroxyvaleric acid) lysozyme microspheres based coatings with anti-microbial proper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harmaceutics, Vol. 521, No.
1-2, pp. 184-19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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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PDMS기반 액체금속 패터닝

Liquid Metal Patterning based PDMS using Femtosecond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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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액체금속은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웨어러블 장치에
활용도가 높지만, 높은 표면장력을 갖고 있으며, 공기와
접촉되면 산화막을 형성해 표면에 쉽게 접착하여 일반
적인 코팅이 어렵다. 액체 금속을 패터닝 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으로는 Sonication을 통해 분산된 나노 파티
클 액체금속을 잉크젯에 이용하거나, HCl 같은 산성
가스를 이용해 산화막을 제거 후 마이크로 유체 채널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분산된 액체금속은 나노
파티클마다 산화막이 형성되어 추가적인 Sintering 작업
이 필요하며, 산화막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산성 가스는
유해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펨토초 레이저
를 이용해 초소수성 표면을 제작하고 액체금속을 간단
하게 패터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해 초소수성 폴
리머 표면을 제작하여 액체금속의 회로를 선택적으로
패터닝 하였다. Fig1은 레이저 스캐닝으로 제작한 마이
크로 구조의 SEM 이미지이다. 제작된 마이크로 구조로
인해 PDMS (Polydimethylsiloxane) 표면은 초소수성의
특징을 갖는다. 초소수성 표면에서 액체금속이 접착되
지 않는 특성을 이용해 25 부터 다양한 선폭으로 액체
금속을 회로에 패터닝 하였으며, LED를 통해 웨어러블
장치로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해 초소수성
PDMS 표면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액체금속 회로를
제작하였다. 초소수성 표면에선 액체금속의 산화막이
접착되지 않아, HCl 가스 처리나 추가적인 Sintering 과
정이 필요 없이, 효과적으로 액체금속 패터닝을 할 수
있어 웨어러블, 마이크로 유체 채널 제작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1 Micro structure on PDMS after laser scanning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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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력 보조 전기화학 가공의 전류에 따른 가공 특성
Machining characteristics of magnetic force-assisted electrochemical machining
according to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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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기화학 가공(Electrochemical Machining, ECM)은
재료의 강도에 상관없이 가공이 가능한 가공법으로,
주로 전류의 세기 및 전해액의 농도 등 가공 변수에
따라 재료 제거율이 결정된다. 전류의 세기가 높을수
록 가공범위 및 가공속도가 향상되는 특성이 있으나,
과도한 전류에 의해 원하고자 하는 가공범위를 벗어
나거나, 버닝(burning) 현상으로 인해 원하는 가공형상
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력 보조
전기화학 가공의 전류에 따른 가공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가공 조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실험 장치는 Fig. 1의 (a)와 같으며, 전극을 이송시키기
위해 전극이송장치 대신 네오디움 자석 2개의 자기력을
이용하여 전극을 이송시킨다. 공작물은 (b)와 같은 40
x 40mm 크기의 STS 304 재질의 블록을 Table 1의 시험조
건과 같이 동일 시간에서 전류의 세기를 각각 다르게
하였을 때, 가공형상을 확인하였다.

Fig. 2 Machining shape according to current (a) 0.5 A, (b) 1.0
A, (c) 1.2 A, (d) 2.0 A

3. 결과 및 결론
가공형상은 Fig. 2와 같으며, 전류의 세기가 높아질
수록, 가공된 깊이 및 가공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전류의 세기가 높은 (d)의 조건에서
는 타는 현상으로 인한 검게 그을리는 현상 및 형상이
공구전극과 유사하지 않은 형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가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간에 따른 재료 제거율
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나, 원하는 가공 형상 및 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전류의 세기를 결정
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후기

(a) Experimental equipment (b) STS 304 Workpiece
Fig. 1 Schematic diagram of Magnetic force-assisted ECM
Table 1 Experiment condition
Magnet Diameter

Machining Time

Currnet

Ø 10

4 Hour

(a) 0.5 A, (b) 1.0 A,
(c) 1.2A, (d) 2.0A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No. 2021R1F1A1057433) 및 산업통상자원
부와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지원하는 스마트제조고급인
력양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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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나노 구조 비정질 실리콘의 재결정
Recrystallization of Nanostructure Amorphous Silicon using Femtosecond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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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실리콘 기반 디바이스 개발에 많은 제약점들이 존
재하면서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반도체 물
질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 중 비정질 실리콘
(amorphous silicon)은 실리콘보다 낮은 전자이동도를
가지는 특성이 있지만 이를 열처리를 통한 다결정 실
리콘으로 만들었을 때 전자이동도도 높아지고 또한
다양한 기판 위에 증착이 가능하여 유연 기판이나 투
명 유리 기판 등 원하는 기판 위에 디바이스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연구
원들이 다양한 레이저를 이용하여 비정질 실리콘의
재결정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벌크(bulk)
형태일 때와 나노구조 (nanostructure)의 비정질 실리
콘 때의 재결정화의 차이를 보기 위해 우리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는 팸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나노
구조의 비정질 실리콘의 재결정화를 이루기 위한 연
구를 진행하였다.

2. 본론
우리가 사용한 레이저는 175fs의 펄스폭을 가진 팸
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비정질 실리콘은 PECVD 방식을 이용한 증착
을 하였고, 벌크와 나노구조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나노 전사(nano transfer) 공정을 이용하여 pitch
: width = 200 : 200nm의 나노구조 선을 제작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그림 1은 벌크와 나노구조의 비정질
실리콘의 모습이다.

Fig.1 The a-Si with bulk and nano-structure

Fig. 2 Simulation of thermal distribution of amorphous silicon
with nanostructure and bulk using femtosecond laser

벌크 구조일 때는 레이저 조사 시 x축 방향으로 열이
전달이 되지만 나노구조에서는 구조의 형태에 의해
열이 trapping 되면서 벌크보다 더 높은 열이 가해지게
되어 같은 레이저에서도 열 영향을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는 Fig. 2에서 보듯이, 시뮬레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일한 레이저라도 벌크에서는 비정질
실리콘을 재결정화하기 위해 더 높은 레이저 에너지
가 필요하여 높은 레이저 에너지에 의해 주변 디바이
스나 기판이 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노구조
에서는 약한 레이저 에너지를 이용하여도 열 trapping
현상에 의해서 나노구조만 높은 열에 의해 재결정화
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에서
도 같은 레이저로 벌크와 나노구조에 가했을 때, 라만
결과를 통해 재결정화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나노구조의 다결정 실리콘을
이용한 추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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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 방식 3D 프린터로 제작된 표면의 젖음성 연구

A Study on the Wettability of Surface Made by SLA 3D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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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LA(stereolithography) 방식의 3D 프린터는 광경화
성 수지를 레이저 혹은 프로젝터를 이용해 원하는 패
턴을 경화시키고, 이를 적층해 3차원 형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고해상도와 매끄러운 출력 표면으로 다양
한 연구 분야에서 시제품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
다.[1]
SLA 방식의 3D 프린터에서 출력물이 적층되는 각
도에 따라 표면의 미세 형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표면 젖음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SLA 방식 3D 프린터의 출력물의 적층 각도에 따른
표면 젖음성(wettability)의 변화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SLA 방식의 3D 프린터(Form 2,
Formlabs Inc.)로 사용하여 출력면에 수평한 0°부터
수직한 90°까지 각도를 조절하여 샘플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샘플은 표면 접촉각 측정 장비(SmartDrop,
Femtobiomed Inc.) 를 이용하여 표면 접촉각(contact
angle)과 접촉각 이력(contact angle hysteresis)을 측정
하였다. 접촉각은 3μL 액적(droplet)을 표면에 올려두
고 평형상태의 접촉각을 측정하였으며, 접촉각 이력
은 일정한 유량으로 부피가 증가하는 액적에서 계면
이 이동할 때 접촉각(advancing contact angle)과 반대로
부피가 감소하는 액적에서 계면이 이동할때의 접촉각
(receeding contact angle)을 측정하여 두 접촉각의 차이
로 계산하였다.
출력 각도별 접촉각 측정 결과(Fig. 1), 15° 이후 출력
각도가 증가할수록 접촉각이 감소하다, 45°에서 최소
접촉각을 보이며, 이후로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확
인하였다. 또한, 표면의 미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샘플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적층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면의 선형(line pattern) 미
세 구조가 45°일 때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으며, 각도가
증가, 혹은 감소할 수록 표면 미세 구조가 적게 드러난

Fig. 1 Contact angle of the sample surface by printing angle
using SLA method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세 구조가 선명할수
록, 표면 거칠기(roughness)가 증가하여 접촉각이 감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접촉각 이력을 계산한 결과, 출력 각도가 45°
인 샘플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계산되었으며, 이외의
출력 각도에서는 다소 감소 된 값으로 계산되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SLA 방식의 3D 프린터의 출력물의
적층 각도에 따른 접촉각 및 접촉각 이력을 측정하였
으며, 적층 각도가 45°인 경우에서 가장 낮은 접촉각과
큰 접촉각 이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기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20R1F1A105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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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적 마이크로 기둥 어레이를 가지는 PDMS 표면 젖음성 연구

Wettability Study of PDMS Surface with Assymetric Micro-pillar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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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표면 젖음성(wettability)은 재료가 액체와 접촉하는
환경에서 중요한 특징으로, 주로 평형 상태의 정적
접촉각(static contact angle) 및 움직이는 상태의 동적
접촉각(dynamic contact angle)을 측정하여 평가해오고
있다.[1]
하지만 동적 접촉각의 경우, 움직이는 순간의 각도
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PDMS(polydimethylsiloxane) 재료를 이용하여 비
대칭적인 마이크로 기둥 어레이 구조를 만들고, 이
위에 충돌 액적(droplet)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표면의
젖음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Fig. 1 Schematics of PDMS surface with assymetric micro-pillar
array

2. 본론
PDMS 마이크로 기둥 구조는 실리콘 웨이퍼(si
wafer)에 포토리소그래피와 건식 식각(dry etch) 공정
을 이용하여 몰드(mold)를 만들고, 여기에 PDMS를
복제(replica)하여 제작하였다. 마이크로 기둥 구조의
형상 및 측정 방향은 Fig. 1에 나타내었다. 기둥의 간격
을 조절하여 3가지 조건의 샘플을 제작하였으며, 자세
한 기둥 어레이 구조의 치수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또한, 기준 표면(reference surface)으로는 평평한(flat)
PDMS 표면을 제작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샘플을 바닥에 두고 일정한 높이(~ 50mm)에서 초순
수(deionized water)를 ~ 8μL를 자유낙하하여 표면에
충돌하였다. 충돌 과정은 초고속 카메라로 20000fps으
로 촬영하였으며, 이후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충돌
과정에서 액적 계면의 퍼저나가는 속도(spreading
velocity)와 움츠러드는 과정에서 수축되는 속도
(receding velocity) 를 측정하였다.
먼저, 퍼짐 속도 측정 결과, 평평한 기준 PDMS 표면
에 비해 기둥 구조가 있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속도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단, 기둥 간격에 따른 퍼짐 속도
의 유의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수축 속도에서는
기둥 구조가 있는 표면에서 기준 표면 대비 전체적으

Fig. 2 Average spreading and receding velocity on various
sample surfaces

로 큰 속도를 보였으며, 기둥 간격이 증가할수록
수축 속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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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정합 매칭레이어 복합소재를 이용한 초음파 트랜스듀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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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센서 제작 및 공기정합 신호 측정

공기정합 초음파트랜스듀서는 공기를 매질로하여
초음파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센서로 최근 가스유량계,
근거리 측정, 에너지전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어지고 있다.
초음파트랜스듀서가 공기를 매질로 사용하는 경우
진동자와 공기의 매우 큰 음향임피던스 차이로 인해
높은 비율의 초음파 반사가 경계면에서 발생하게 된
다. 그 결과 신호 감도가 낮아지고, 초음파 전달 손실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음향임피던스 미스
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동자와 매질 사이의 음향
임피던스를 가지는 소재를 이용한 매칭레이어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공형실리카분말을 이용한 복합소

1MHz의 공진주파수를 가지는 PZT disc와 결합하기
위해서 에폭시를 이용하여 600μm 두께로 가공된 매칭
레이어와 접착 후 65도에서 2시간 경화시켰다.
이후 PZT disc에 구리박막을 이용하여 전극을 PCB
기판으로 연결하였으며, PCB 기판에 BNC 타입의 신
호전달케이블을 연결하여 초음파 측정 시스템을 구성
하였다. 동일하게 제작된 두 개의 센서를 대향하게
설치하고 하나의 센서는 초음파 신호를 입력하여 발
진시키고 다른 하나는 초음파신호를 수집하였다.

재를 성형/가공하여 매칭레이어를 제작하였다. 그 후
진동자와 결합을 통해 초음파트랜스듀서를 제작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2. 매칭레이어 성형 및 가공
중공형 분말 부피분율 60%로 에폭시와 원심교반기
(THINKY ARE-310) 를 이용하여 2000RPM에서 3min
간 교반한 후 폴리에틸렌 (Polyethylene) 몰드에 부어
상온에서 24시간 경화시켜 복합소재를 성형하였다.
성형한 매칭레이어는 초정밀가공시스템(TOSHIBA
UVM-450C)을 이용하여 엔드밀링공정을 진행하였으
며 가공조건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4. 결과 및 결론
중공형 실리카 파우더를 이용한 복합소재의 정밀가
공을 통해 공기 정합 매칭레이어를 제작하고 진동자와
의 부착을 통해 공기정합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제작하
였다. 72mm의 거리를 두고 송/수신하여 수집한 신호의
감도는 -78 dB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음파 전달
시간은 212us로 문헌값 대비 2.3%오차 수준으로 정밀한
초음파 수집성능을 확보하였다. 추후 초음파가스유량
측정 시스템에 적용하여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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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chining condition
Parameter

Condition

Tool (End-mill)

HEK2040 (D = 2pi, TaeguTec)

Spindle speed

8000 RPM

Feed

2mm/s

Depth of cut (Rough)

2mm

Depth of cut (Fine)

100μm

1. Leonard J. Bond, Chih-Hung Chinang, Christopher
M. Fortunko, Absorption of ultrasonic waves in air
at high frequencies (10-20MHz), Journal of acoustic
society of America, vol.92 pp. 2006-2015, 1992.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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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전율은 외부 전기장에 의해 유전체내 전기장 세
기가 작아지는 비율을 의미한다. 유전율 값이 높으면
반도체 칩의 고집적화, 고속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소자 구동에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연막으로
저유전율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저유전율
(low-k) 특성은 전류가 흐르는 경로에 유전율이 낮은
물질을 넣어 전력 손실을 방지하는 전류를 차단하여
반도체 칩의 고집적화, 고속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유전율이 4 이하인 물질을 저유전율 소재
라 말하며 반도체 절연소재로 사용되는 SiO2 (3.9~4.2)
보다 높은 절연 성능을 보인다. 차세대 반도체 금속배
선을 위한 층간물질(ILD: Interlayer Dielectric, IMD:
Intermetallic Dielectric)은 유전율이 3 이하인 Low-k 물질
이 사용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낮은 저항 전도체 및
유전율이 낮은 층간 절연 물질의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유전율 소재 개발을 위해 다공성
실리카에 폴리이미드(PI) 바니시를 배합하여 나노실리
카 하이브리드 PI 바니시를 제조하고 기판위에 slot-die
coater로 PI 바니시 코팅을 진행하여 최적코팅 조건을
선정하였다. 제작된 PI 필름의 유전율을 측정하여 개발
된 저유전율 소재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2. 실험방법
실험은 다공성 실리카에 amine으로 표면처리를 진
행하고 각 silica 및 표면처리 비율에 따라 총 5가지
폴리이미드 바니시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PI 바니시
를 slot-die coater를 이용하여 4가지 조건으로 코팅을
진행하고 오븐에서 350도 5시간 동안 폴리이미드화를
진행하였다. 제작된 나노실리카 하이브리드 PI 필름
을 유전율/임피던스 측정기를 이용하여 각 소재 및
코팅조건에 따른 유전율을 측정하였다.

Table 1 Composition of PI varnish
Sample Silica
(g)

Materials

1

0.6

NMP 5.4g / PTMS 0.06g
PAPTES 0.024g / APTES 0.011g / VDF 300g

2

1.2

NMP 10.8g / PTMS 0.12g
PAPTES 0.048g / APTES 0.022g / VDF 300g

3

0.6 APTES 3part / PAPTES 3.5 part / PTMS 3.5part

4

0.6 PTMS 10part / PAPTES 4part / APTES 2 part

5

1.8 PTMS 10part / PAPTES 4part / APTES 2 part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Conditions

Detail

Film

Polyimide (Dupont Kapton HN)

Coating

Slot-die coater

Flow rate

1ml/mm

Moving speed

1, 2, 3, 4 mm/s

3. 결과 및 결론
제작된 나노실리카 하이브리드 PI 필름의 유전율
측정 결과 Sample 1, 3의 유전율이 높은 결과를 확인하
였으며 다공성 나노실리카의 함량이 높을수록 유전율
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slot-die 이송속
도가 높을수록 코팅 두께가 낮아지며 코팅 두께가 낮
을수록 유전율이 낮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후기
이 성과는 2022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
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R1C1C100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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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나노 구조 및 SLIPS 표면 제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brication of Porous Nanostructures and SLIPS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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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공성 표면에 윤활제 역할을 하는 Si-oil, Plant oil
등을 얇게 코팅하면 다양한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의
부착 및 전달을 제어할 수 있다. 속히 말하는 Slippery
surface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
여 항공 산업과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는 얼음이 표면
에 들러붙지 않는 표면을 구현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
분야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모든 액적을 미끄러뜨
리는 특성을 이용하여 임플란트, 내시경 렌즈의 표면,
의료용 튜브 등에 적용되어 혈액이 뭉치지 않고 미끄
러지는 원리이며, 최근에는 박테리아가 자라지 않는
표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공성 나노 구조를 제작하고 표면
개질 과정을 거쳐 Si-oil을 균일하게 코팅하여 SLIPS
표면을 제작하는 공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2. 실험 방법 및 결과
다공성 나노 구조를 제작하기 위해 광경화성 소재
인 PUA(Poly Urethane Acrylate) 계열의 레진과 수용성
소재를 혼합하여 레진을 경화하고, DI water를 이용하
여 수용성 소재를 제거한 후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0nm 수준의 나노 기공이 있는 표면을 제조했
다. 이후 산소 플라즈마를 20분간 처리하여 표면에
OH기를 형성시키고 Si-oil을 drop coating 하여 균일
하게 도포한 후 365nm 파장대의 UV 광을 15분간 조사
하여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수성을 가지는 PDMS
brush를 형성한다. 이는 Si-oil을 효과적이게 포집하는
구조로 SLIPS 표면으로의 제작이 완료되는 것이다.

Fig. 2 SEM images of 2D porous planar sample

Fig. 3 Fabrication diagram of SLIPS surface(PDMS brush
formation)

3. 결론
SLIPS 표면 제작을 위한 공정 연구를 수행했다. 다
공성 나노 구조는 수용성 소재를 광경화성 소재와 혼
합한 용액을 이용하여 제작되었고, 표면 개질 후 Si-oil
균일 코팅하고 UV 광을 조사하여 SLIPS 표면을 제작
하였다. 제작된 SLIPS 시편은 향후 접촉각 측정기를
활용하여 공정 조건별로 구름각을 분석하여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후기
이 성과는 2022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
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R1C1C100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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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LIPS surface concept diagra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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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금속 마이크로-나노패턴 구조(Metal micro- and
nanopattern structure; MNPs)의 제조는 전통적인 리소
그래피, 진공 증착 및 에칭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생산
성 감소 및 스크래치와 같은 외부 자극에 대한 낮은
내구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나노각인(Dynamic
Nano-Inscribing; DNI) 및 금속 용액 공정을 기반으로
한 Solution-Processable Electrode Embedding in
Dynamically Inscribed Nanopattern; SPEEDIN 기술을
개발, 고내구성 유연 전극 제작 방안을 보이고자 한다.

2. SPEEDIN 공정 절차
SPEEDIN 공정 절차로 DNI 공정을 통해 유연기판
(PC, PI, PET 등)상 마이크로-나노패턴 구조를 연속
제작한다. 패턴이 새겨진 기판상 ionic Ag ink를 실린지
필터로 불순물을 거른 뒤 도포(1000rpm, 60sec) 후 소
프트 베이킹(100 , 60sec)을 통해 Ag layer를 1차 환원,
닥터 블레이딩을 통해 불필요한 상부 Ag layer를 선택
적으로 제거한다. 이후 하드 베이킹(120 , 5min)을
거쳐 임베딩된 유연 전극을 제작할 수 있다.

3. 제작 결과 및 고찰
SPEEDIN 소자는 Fig. 2와 같이 투명성을 지니며 1D
패턴 및 2D 패턴의 제작이 가능하다. 해당 공정을 통해
음각으로 제작된 전극은 양각으로 제작된 전극보다 인
장, 굽힘, 비틀림에 있어 더 높은 내구성을 갖기에 다양

Fig. 2 a) Real image of one- and two-dimensional SPEEDIN.
b) SEM image of one- and two-dimensional
SPEEDIN. c) Thermal imaging camera in condition
of 5V application.

한 고내구성 소자로 응용될 수 있다. 하나의 예로서,
유연 히터로서 활용이 가능함을 보인다. IR열화상 카메
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통해 PI 기판에 제작된 SPEEDIN
은 5V에서 290 의 발열 성능을 통해 고내구성, 투명성,
우수한 전기전도성을 지님을 보인다.

4. 결론
SPEEDIN 공정은 리소그래피 및 에칭에 의존하지
않고 유연한 MNPs의 연속 고속 제조를 실현한다. 소
자의 구조의 이점으로 기존의 양각 MNPs의 한계를
극복, 다양한 유연 전자 장치에 적용이 가능한 스크래
치 방지 고내구성 전극으로의 발전이 가능하다.

후기
이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원 한국연구
재단 기초연구사업(No. 2020R1F1A1073760) 및 나노및
소재기술개발사업 (No. 2021M3H4A3A02099204)의 지
원으로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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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저저항 SiC 소재는 기존 Sintered-SiC 보다 기계적,
전기적 특성 등이 우수하나 기계 가공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1]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세정을 위한 Spin Chuck의
Pin으로 활용되는 저저항 SiC의 연삭 저항력(Grinding
Force) 측정을 통하여 Sintered-SiC 소재와, 저저항 SiC
소재의 연삭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험 방법 및 결과
본 실험에 사용한 평면 연삭기는 Fig. 1과 같이 진산
JSG-520MB, 연삭 저항력 측정은 공구 동력계(Kistler
9275B)를 이용하였고, 저항력은 샘플링 주파수 10kHz
로 획득하여 전하 증폭기를 통하여 PC로 획득하였다.
본 실험을 위하여 레진 본드계 접착 휠을 이용하여
가공을 실시하였고, 350mm 휠을 사용하고 휠의 속도는
1,700rpm으로 진행하였다. 실험 소재는 저저항-SiC 및
Sintered-SiC 2개의 소재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다. 실험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a)Sintered-SiC (down grinding) (b)저저항 SiC (down grinding)
Fig. 2 grinding Force versus Feed & depth of Cut

연삭 저항력 시험 결과는 Fig. 2와 같이 숫돌의 절입
깊이와 테이블의 이송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삭 저항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단위 시간당 재료
제거율(Removal rate)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저저항-SiC 및 Sintered-SiC 연삭 조건에 따른 연삭
저항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휠의 회전
속도에서 절입 깊이 및 테이블 이송 속도의 변화에 따른
연삭 저항력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절입 깊이의 증가와 테이블의 이송 속도가 증가할수
록 연삭 저항력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두 개의 소재 모두 절입 깊이가 5 일 경우 연삭 저항력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최적 절입 깊이는 5 가
가장 좋은 연삭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기
Fig. 1 Experiment setting of grinding
Table 1. Conditions for experiment
Contents
Grinding Machine
Workpiece
Wheel
Wheel Speed
Table Speed
Depth of Cut
Grinding Type

Conditions
JSG-520MB
저저항-SiC, Sintered-SiC
Diamond Resin Wheel,
Mesh : #150, Diameter : 350mm
1,700rpm
4, 6, 8, 10m/min
5, 10, 15, 20
Plunge&Wet&Down

본 연구는 2021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이전기술사업화 (과제명 “반도체 세정 장비용 저저항
SiC Spin Chuck Pin 제조기술 개발”)로 수행된 연구
결과임.

참고문헌
1. Park, H. G., “A Study on the Machining Characteristics
of CVD-SiC”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Process Engineers, Vol.16, No.5,
pp.40~46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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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Table 2. surface roughness according to grinding conditions

실리콘 카바이드(SiC)는 높은 강성 및 강도, 열팽창
계수 및 낮은 마찰 저항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 진공
척 및 세정을 위한 부품용 소재로 각광 받아왔으며,
그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높은 정밀도를 요하는 가공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연삭등을 통한 초정밀 가공을 바탕
으로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테이블 이송 속도 및 절입 깊이 변화에
따른 SiC 시료의 표면 거칠기를 관찰하고, 연삭 조건에
따른 최적 표면 거칠기를 도출하고자 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및 결과
Fig. 1과 같이 유일기계 의 YGS-63 평면 연삭기를
활용하여 SiC 소재를 가공하고, Mitutoyo 의 Sj-210 모
델을 활용하여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였다. 시험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번 실험에 활용한 평면 연삭기는 최대 회전수
1,800rpm이다. 최대 연삭 속도 범위 내 휠의 회전수를

Table speed (m/min)

Depth of cut ( )

Ra ( )

5
10
15
20
5
10
15
20
5
10
15
20
5
10
15
20

0.211
0.249
0.232
0.217
0.214
0.201
0.202
0.214
0.224
0.241
0.244
0.236
0.241
0.250
0.264
0.262

4

5

12

16

결정하고 테이블의 속도는 0.5~2.0m/min, 절입 깊이는
5~20 의 변화를 주면서 연삭가공을 실시하고, 완료된
시편의 임의 3곳을 각각 3회 측정하여 평균 Ra 값을
도출하였으며, 그 측정의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결론

Fig. 1 grinding M/C & surface roughness measurement
Table 1. conditions for experiment
Contents
Workpiece
Wheel
Wheel Speed
Table Speed
Depth of Cut

Conditions
SiC, 100(L)×11.65(W)×50(H)
Diamond Resin Wheel 350mm
/ Mesh #170
1,700rpm
0.5, 1.0, 1.5, 2.0m/min
0.005, 0.01, 0.015, 0.02mm

본 실험을 통하여 SiC의 표면 거칠기를 측정한 결과,
테이블 이송 속도 4m/min, 절입 깊이 10 일 때 표면
거칠기 Ra 값이 0.201 로 가장 우수하였다. 반면 테이
블 이송 속도가 12m/min 이상인 경우, 소결 제품인 SiC
의 표면 거칠기는 상대적으로 나빠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기
본 연구는 2021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이전기술사업화 (과제명 “반도체 세정 장비용 저저항
SiC Spin Chuck Pin 제조기술 개발”)로 수행된 연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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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P 절삭 시 절삭력 안정화 방안

Cutting force Stabilizing Method to Cutting C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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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FRP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으로 글로벌 환경규제
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CFRP의 절삭가공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
서는 CFRP 절삭 시 발생하는 절삭력을 분석하고, 절삭
력에 영향을 주는 파라메터의 관계를 분석하여 절삭
력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2. CFRP 절삭각도의 분석
CFRP 절삭 시 절삭력은 탄소섬유 절삭각도(Fiber
cutting angle)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탄소
섬유의 절삭각도를 변경할 수 있다면 절삭력의 제어
가 가능하다. 탄소섬유의 절삭각도는 절삭공구 회전
각도와 탄소섬유 배향각도(Fiber orientation angle)의
함수이며 이 두 개의 각도는 절삭공구의 직경, 반경방
향 절삭깊이, 이송방향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3. 시험 및 분석
탄소섬유 절삭각도별 절삭력을 파악하기 위해 절삭
력 신호를 분석하여 절삭력 계수(Cutting force
coefficient)를 탄소섬유의 절삭각도의 함수로 다항회귀
분석을 하였다. 다항회귀 분석 시 평균 제곱근 오차

Fig. 2 Polynomial regression to determine the cutting force
coefficient

(RMSE), 결정계수(R2)를 고려하여 차수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절삭각도에 따른 절삭력을 다항식으로 모델
링 할 수 있었다. 모델링된 다항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절삭조건에서 절삭력 예측이 가능하고 절삭력이 안정
화되는 조건의 도출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탄소섬유의 절삭각도를 변경할 수
있는 각종 각도 파라미터를 분석하였다. 또한 탄소섬
유 절삭각도에 따른 절삭계수를 모델링하였으며, 이
를 통해 절삭력의 예측 모델의 도출이 가능했다.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조건에서의 절삭력의 예측은 물론
절삭력이 안정화되는 절삭조건의 도출이 가능함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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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재부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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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7851,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트리밍용 서멧 절
삭공구의 성능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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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합금 엔드밀 가공 시 센서 신호를 이용한 머신러닝 기반 공구마모
예측 연구
Tool Wear Prediction based on Machine Learning using Sensor Signal in End
Milling of Ti-6Al-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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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티타늄 합금은 절삭가공 시 짧은 공구 수명으로 인
해 가공이 어려운 난삭재 중 하나이며, 공구 마모의
예측을 통해 공구의 수명 관리가 필요하다 [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티타늄 합금의 엔드밀 가공 시 센서
신호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획득하였고, 공정 데이터
분석 및 공구 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
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구마모
를 예측하였으며, 공구의 유효수명을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및 머신러닝 모델 생성
공구 마모 예측을 위한 공정 데이터 획득을 위하여
티타늄 합금의 가공 실험을 수행하였다. 가공 실험은
엔드밀 공구(2S342-1200-050CMA, SANDVIK)를 사용
하여 수행하였다. 가공 조건은 가공속도 90m/min, 날
당 이송 0.1mm/tooth, 반경 방향 절잎깊이 5.0mm, 축
방향 절잎깊이 1.0mm와 같으며, 공정 데이터 수집을
위해 공구동력계를 설치하여 절삭력 데이터를 수집하
였다. 또한 가공 시 540mm 간격으로 공구의 여유면
마모를 측정하였다. 가공 실험은 Test1, Test2, Test3으
로 나누어 동일한 실험을 3회 반복하였다. 공구 마모
Table 1 Machine learning models and tool wear prediction
No.

Model

RMSE

MAE

1

Support Vector Regressor

65.566

44.073

2

Random Forest Regressor

64.236

45.716

3

Deep Neural Network

69.380

51.536

4

1D-Convolutional Neural Network

69.485

53.409

5

Long Short-Term Memory

64.993

47.513

6

1D-CNN + LSTM

64.917

50.459

7

Bidirectional LSTM

62.278

59.539

8

Normal Auto Encoder

69.182

53.903

9

Denoising Auto Encoder

84.123

63.686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Tensorflow를 기반
으로, Table 1과 같이 9개의 모델을 생성하였다. 예측
모델 생성을 위한 훈련 데이터는 Test1, Test2의 데이터
를 활용하였고, 예측 성능 검증에는 Test3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예측을 위한 데이터 특성값 구성은 RMS,
Standard Deviation 등 6종류의 수식을 통해 구성하였
고, 공구의 마모값을 Label로 하여 예측 모델을 개발하
고 공구 마모 예측 성능을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티타늄 가공 시 획득한 센서 데이터와 공구 마모
결과를 기반으로, 가공 시 발생하는 공구의 마모에
대한 머신러닝 예측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9개의 모델 중 Support Vector Regressor(SVR)
와 Random Forest Regressor(RFR), LSTM 모델의 공구
마모 예측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타 딥러닝
모델에 비해 SVR, RFR 모델의 성능이 높게 나온 것을
보면, 이는 기본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공구 마모 예측
수행에 부족함은 없지만, 충분한 양의 데이터 확보와
모델 세부 튜닝이 이루어지면 딥러닝 모델도 충분히
우수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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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밀링 스핀들용 2-DOF 초음파 진동기의 주파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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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development of the ultrasonic spindle for machining
has been developed rapidly especially for non-traditional
cutting of vibration-assisted milling [1]. In fact, commercial
ultrasonic vibrator for metal cutting has been existed, for
instance the ultrasonic vibrators made by DMG MORI.
Corp and Altrasonic. Corp. Herein a novel 2-DOF ultrasonic
vibrator for ultrasonic milling spindle is proposed. The
frequency of impedance has been examined in this short
article.

2. 2-DOF Ultrasonic Milling Spindle
Fig. 1 shows the design of the 2-DOF ultrasonic milling
spindle, and Fig. 2 shows the design of the 2-DOF
ultrasonic vibrator which the main actuators are full
(axial) & half (bending) piezo actuators (PZT).

3. Impedance Frequency Results
Fig. 3 shows the results of impedance frequency.

Fig. 1 Design of 2-DOF Ultrasonic Milling Spindle

Fig. 3 Frequency Impedance vs. Length

4. Conclusion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requency decreases when
the test rod length increases. There is similarity in
impedance frequency between axial-bending and bending
driven PZT. So, the 2-DOF vibrator works in this range
of frequency approximately 19 to 21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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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으로 절삭용 툴 홀더 제작을 위한 성능 평가 및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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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D 프린팅으로 절삭용 툴 홀더를 제작 시 기존 제작
방식에 비해 경량화가 가능하므로 질량 불평형의 가
능성이 줄어든다. 하지만 적층된 소재가 균질하지 못
할 수 있고, 경량화에 따른 질량 불평형에도 Unbalance
량이 극대화 될 수 있으므로 사전 Balancing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툴 홀더의 진동, Balancing, 절
삭성 특성을 파악하여 3D 프린팅을 활용한 툴 홀더의
제작 시 해당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홀더의 진동 및 절삭력 측정 실험
본 실험은 툴 홀더에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진동을
측정하였으며, 타코메터를 이용하여 rpm를 동시에 측
정하여 rpm에 따른 진동특성을 동시에 분석 가능하도
록 하였다. 절삭 시 Kistler의 9119AA2 공구동력계를
이용하여 X, Y, Z 방향 절삭력 신호를 측정하였고,
X, Y, Z 방향의 절삭력 신호의 합력(result of cutting
force)을 구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진동 10~1,000Hz 범위에서의 진동 Overall 값을 측
정하였고 9,000rpm 이상에서 X 방향의 진동 값이 급격
히 증가하였다. 절삭력의 측면에서는 Al6061 피삭재
를 사용하여 절삭력 예측 및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양
한 조건에서의 실험과 시뮬레이션에 의한 절삭력 값
을 비교 시 그림1과 같이 시뮬레이션으로 절삭력을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2 Experimental results under various conditions

절삭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재 및 실험
조건에 따른 절삭력 측정을 진행하였다. 절삭력은
Al6061이 ADC12보다 미소하게 높은 값을 나타내었
고, 높은 부하 발생 시 ADC12의 소재 특성에 따른
공구 파괴가 발생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 툴 진동, Balancing, 절삭성
특성을 분석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공작기계의 고유
진동수에 의한 진동 성분을 분석하였고, 절삭력 예측
모델을 통하여 절삭력 예측 및 안정화되는 절삭조건
의 도출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향후 3D 프린트로
절삭용 툴홀더 제작 시 본 연구와 비교 분석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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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사인 유사도 기법을 활용한 자속밀도 분포 정확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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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코사인 유사도 평가

자기장을 이용한 연마공정은 유연한 공구를 사용하
여 표면연마를 진행할 수 있어 공작물 형상에 제약이
없다. 자기장을 이용한 연마공정에서 가공 영역의 자
속밀도는 연마입자의 거동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
에서는 표면 가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속
밀도의 분포를 해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고, 시뮬레이션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코
사인 유사도 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장치의 자속밀도
와의 정확도를 평가한다.

정적자기해석 시뮬레이션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실제 장치의 자속밀도를 측정하여 자속밀
도 분포를 비교하였다. 코사인 유사도는 시뮬레이션
결과 벡터와 실제 장치 측정 벡터 사이의 각도의 코사
인값을 이용하여 벡터 간의 유사한 정도를 의미한다.
가공 영역에서 자속밀도 분포의 유사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식 (1)과 같이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

2. 자속밀도 분포도 분석
가공 영역 내에서 연마입자의 운동이 균일하고 활
발할 때 공작물의 위치와 관계없이 표면 가공성을 개
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가공영역 내 자속밀도의
분포가 균일하여야 한다. 균일한 자속밀도 분포와 높
은 세기를 얻기 위하여 12개의 서로 다른 극성을 지닌
Nd-Fe-B 영구자석을 교차 배치하였다. 공정 시 가공
영역에 형성되는 자기장에 따른 자속밀도의 분포를
Fig.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



∈



(1)

∈

여기서  는 자속밀도 벡터의 집합,  는 실제

자속밀도 측정값,  는 시뮬레이션 결괏값을 나타
낸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의 방향이 같을수록 1에
가까운 결괏값을 가지는데 자속밀도 분포의 측정값과
시뮬레이션 결괏값의 코사인 유사도는 0.9937로 정적
자기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장치와 유사한 시뮬레이션 결괏값을 통한 연마공정
최적화를 기대할 수 있다.

후기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21R1F1A10608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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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한 Ni-Ti 표면 가공성 점수화 기법

Surface Integrity Scoring Method Using Collision Image Data of Ni-Ti Allo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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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Image Data Scoring, Min-Max Normalization, Contact Time Distribution, Impulse

1. 서론

Table 1 Scoring method of surface integrity

본 연구에서는 자기 수송체의 회전을 이용한 연마
공정을 제시한다. Ni-Ti 표면 가공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과도구조해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충돌 시 시
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표면 가공성을 점수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Ni-Ti 표면충돌 시뮬레이션
과도구조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정 시 Ni-Ti 표
면에 충돌하는 자기 수송체들의 거동을 분석할 수 있
다. 자기 수송체의 직경, 회전속도에 따라 총 54번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자기 수송체의 직경은 각
각 0.5, 0.8, 1.0mm로 3수준, 회전속도는 100rpm에서
1,800rpm 범위에서 100rpm 간격으로 27수준을 고려하
였다. 이때 자기 수송체의 형태는 구형이고, 공작물과
자기 수송체 사이의 거리는 1mm로 고정하였다. 표면
가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 수송체와
Ni-Ti 표면이 충돌 시 접촉한 시간, 접촉 분포, 표면에
가해진 충격량의 크기를 선정하였다.

Contact time
(msec), A
Distribution, B

Score
0

1

2

0≤A<0.8

0.8≤A <1.3

1.3≤A<5

0≤B≤0.325 0.325≤B<0.35 0.35≤B<1

Impulse(  N·s), C 0.1≤C< 0.4

0<C<0.1

-

여기서 min 은 각 구역의 최소접촉시간 데이터, max

는 최대접촉시간 데이터를 나타내며 모든  ′의 값은
[0, 1] 범위 내에 존재한다.
Table 1은 Ni-Ti합금의 표면 가공성을 접촉시간, 접
촉 분포를 기준으로 3개, 공작물에 가해진 충격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2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점수화하여
0~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과도구조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표면 가공성을 점수
화한 결과, 자기 수송체의 직경이 0.8mm, 회전속도가
800~1,000rpm인 경우 5점으로 가장 효과적인 연마조
건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후기

3. 표면 가공성 점수화
시뮬레이션 결과 충돌 이미지 데이터에서 접촉 분
포와 접촉시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자기 수송체
의 충돌속도에서 충격량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었다.
자기 수송체의 회전연마공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MATLAB을 활용하여 공작물 표면의
관심 영역을 9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에서의 접촉시
간과 구역 데이터 간의 분산을 분석하였다. 각 구역간
분산은 접촉 시간의 크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므로
식 (1)의 Min-Max 스케일링 방법을 사용하여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한다.

   min
′  
max  min

Factor

(1)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1R1F1A10608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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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기계 일체형 가공시스템을 활용한 유리소재 가공성 평가 및
가공 신호 분석
Analysis of Machining Process and Machining Signals for Glass Materials
Using Electrodischarge+Mechanical Machi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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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바이오진단키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IT-전자-반도체 정밀소자 등의 제조산업에서 마이
크로홀, 채널, 자유 형상 등 수백마이크로미터 이
하의 구조를 제작할 수 있는 고경도 정밀 금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마이크로스케일의 미
세 가공의 경우, 공구 탈부착에 의해 가공오차가
발생하는 기존 기계가공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한
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홀,
채널 구조 금형을 제작하기 위한 방전-기계 일체
형 초정밀 가공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결정
공구를 응용한 고경도 난삭 소재 가공과 가공신호
의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한다.

2. 연구 방법
공구 소재는 다결정다이아몬드(PCD, Polycrystalline
Diamond)와 다결정큐빅붕화질소(PCBN, Polycrystalline
cubic boron nitride)로 가공시스템 내의 와이어방전모
듈을 통해 최종 직경 100㎛의 실린더형 공구를 제작하
여 사용하였으며, 가공소재로는 박판형태의 유리
(Boro33, Sodalime)를 사용하였다. 가공은 하나의 시스
템 내에서 와이어방전가공을 통해 가공공구를 제작하
고, 제작한 공구로 공구 탈착 없이 바로 기계가공을
통해 형상 제작이 가능한 초정밀 가공시스템(테크맥)
이 사용되었다. 기계가공을 진행하는 동안 공구동력
계(9256C, Kistler), 음향센서(8252C, Kistler)의 신호를
데이터수집시스템(c-DAQ-9185, National Instruments)
으로 실시간 관찰 및 수집을 진행하였다.

Fig. 1 (Left) Developed machining system (Right) Machining
results on ultra-hard plate

달리하면서 가공 신호를 관찰 및 분석하고, 광학
현미경과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하여 가공 형상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공구 회전 속도에 따른 진동량 변화, 절삭
량에 따른 동력 변화로 인하여 표면 크랙 및 버 형상
등이 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특히 취성이
강한 유리 소재의 경우 입구부 크랙 제어를 위해서는
저진동, 낮은 이송속도 등이 요구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그 외에 소재별 가공 인자에 따른 신호 및 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4. 결론
취성의 초고경도 소재인 유리는 기존 금형 소재
와 달리 낮은 이송속도 등의 가공조건 최적화가
필요하며, 방전-기계 일체형 초정밀 가공시스템을
활용하여 가공을 진행하면서 얻어진 가공신호 분
석을 통해 가공품질과 가공신호의 연관성을 확인
하였다.

후기
3. 실험 결과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계산업핵심기술개

가공 시 형상정밀도는 이송속도, 공구 회전속도,
절삭깊이 등의 주요인자와 관련이 있어 각 인자들을

발사업(No. 20010984)과 한국기계연구원 주요사업
(NK238E)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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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형 AR 자유곡면 렌즈 성형용 금형코어 가공기술 개발
Development of Mold Core Processing Technology for Forming
Lightweight AR free-form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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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 사물인
터넷, 빅 데이터, 블록체인, 지능형 로봇과 더불어 가상
현실(VR)과 증강현실(AR)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
고, 혼합현실(MR)까지 가세하면서 이용자의 몰입경
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기 시장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G기반 초고화질
영상 표시장치에 대응 가능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탑재형 고화각, 고분해능, 초경량 AR(Augmented
Reality)디바이스용 4K급 AR 자유곡면 성형용 금형코
어 가공기술 개발을 하고자 한다.

<Lower core>

<Upper core>

Fig. 2 Mold core prototype for lightweight AR lens injection
molding

2. AR 렌즈 사출성형용 금형코어 가공
사출성을 고려한 유동해석 결과를 반영한 금형코어
를 정밀 가공하기 위해 DTM(Diamond Turning Machine)
및 FTS(Fast Tool Servo) 가공용 치공구/지그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가공시간 최적화 및 금형코어 표면거칠기
향상을 위한 금형코어 최적 가공조건을 Table 1과 같이
도출하여 초정밀 단속 절삭 가공에 적용하였다.
Table 1 Optimal processing conditions for mold core
Division
Rough
machining
Semi finish
machining
Final finish
machining

Tool
Radius
( )

Work spindle Feed rate Depth of
speed (rpm) ( /min) cut ( )

1.5

1500

15

15

1.5

1500

4

5

1.0

2000

1.5

1

<Form accuracy>

<Surface roughness>

Fig. 3 Measurement results of mold core

3. AR 렌즈 사출성형용 금형코어 측정
접촉식 형상 측정기 UA3P를 이용하여 AR 렌즈 사출
성형용 금형코어 형상정밀도 및 표면거칠기 1차 측정하
였다. 보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구면 계수 변경, 변경된
비구면 계수를 적용한 2차 가공을 통해 형상정밀도와
표면거칠기를 기존 대비 60% 이상 개선하였다.

4. 결론
최적 가공 조건을 적용한 AR 렌즈 사출 성형용 금형
코어 초정밀 가공을 통해 형상정밀도 1.0272 , 표면
거칠기 Ra 2.534 의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후기

Fig. 1 High precision machining of mold core

이 논문은 기획재정부의 중소·중견 기업 생산기술실
용화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히며, 이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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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램프용 실리콘 비구면 프로젝션 렌즈 성형용 금형코어
가공기술 개발
Development of Mold Core Processing Technology for Molding Silicon
Aspherical Projection Lenses for Headl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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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차량 경량화 추세에 따라 헤드램프용 렌즈의
재질을 유리 대신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하고 있다. 주로
폴리카보네이트(PC), 메탈클리레이트 등의 재질로 제
조되며 경질 코팅막이 형성된 렌즈가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되는 렌즈는 재질이 열화,
코팅막 형성 고정의 최적화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제조
에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헤드램프용 실리콘 비구

Fig. 2 High precision machining of mold core

면 프로젝션 렌즈 성형용 금형코어 가공기술을 개발하
고자 한다.

2. 대구경 비구면 금형코어 설계 및 제작
헤드램프용 실리콘 비구면 렌즈 스펙을 분석하고 사
출성형(Transfer molding)을 위한 광학렌즈 및 금형코어
를 최적 설계하였다. 헤드램프용 실리콘 렌즈의 경우
직경이 매우 크기(Ø70 , Sag 20 ) 때문에 형상정밀도
및 표면거칠기 스펙을 만족시키기 위해 초정밀 가공용
정밀지그를 제작하였으며 Work spindle, feed, depth등의
절삭변수를 Table 1과 같이 최적화하여 가공하였다.

<Form accuracy>

<Surface roughness>

Fig. 3 Measurement results of mold core

3. 대구경 비구면 금형코어 측정
대면적 비구면 자유곡면 3차원 형상측정기(UA3P)를
이용하여 헤드램프용 실리콘 비구면 프로젝션 렌즈 성
형용 금형코어 형상정밀도(P-V : 4.2288 ) 및 표면거칠
기(Ra : 9.59 )를 측정하였다.

4. 결론
Fig. 1 Mold core design for silicon aspherical projection lens
Table 1 Optimal processing conditions for mold core
Division
Rough
machining
Semi finish
machining
Final finish
machining

Tool Radius Work spindle Feed rate Depth of
( )
speed (rpm) ( /min) cut ( )
1.5

1200

3.0

15

1.0

1200

1.0

5

0.2

1500

0.3

1

자동차 헤드램프용 실리콘 비구면 렌즈 사출성형용
금형코어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추후 Transfer molding
실리콘 렌즈를 제작에 금형코어를 적용하고자 한다.

후기
이 논문은 기획재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생산기술실
용화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부터 재정지원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히며, 이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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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보조 다이아몬드 터닝공정시 발생하는 음향신호를 활용한
압전단결정 소재 가공조건 최적화
Optimization of Machining Conditions for Piezoelectric Single Crystals
using acoustic Emission Signal in Laser-assisted Diamond Tu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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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실험결과

최근 의료용 고분해능 센서, 고성능 초음파 트랜스
듀서 등에 우수한 압전 특성을 가지는 압전단결정이
사용되고 있으며, 형상 및 패턴가공을 통한 고성능화
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압전단결정은
취성을 가지므로 기존의 절삭가공방식에서는 가공표
면에 가공결함이 발생하여 소재의 수명이 감소한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소재를 국부적으로
연화시켜 가공하는 레이저 보조 다이아몬드 터닝공정
을 이용하여 압전단결정을 가공하며, 가공 시 발생하
는 음향신호 및 표면특성을 분석하여 적정 가공조건

레이저 출력변화에 따른 실험결과, 레이저 출력 0W
에서 최대 AErms는 약 0.22V, 레이저 출력 3W, 6W에서
최대 AErms 는 약 0.18V, 레이저 출력 9W에서 최대
AErms는 약 0.08V 수준이었으며, 레이저 출력이 증가
함에 따라 평균 가공결함깊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
인하였다. 표면조성 분석결과 레이저 출력0 W, 3W에
서 Pb atom%는 약 22.6%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6W,
9W의 경우 국부적인 영역에서 열 영향으로 인해 Pb
atom%가 각각 19.7%, 16.7%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공구이송속도 변화에 따른 실험결과, 공구이송속도
1mm/min일 때 연성가공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때 최
대 AErms 는 약 0.04V 수준이었다. 절삭깊이 변화에

을 선정한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압전단결정 가공 실험에는 이송분해능 1nm의 X,
Z, 회전분해능 0.00001°의 C축으로 구성된 초정밀 3축
가공시스템(Nanoform X, AMETEK Precitech)과 1.064
μm 파장의 Nd:YAG 레이저 전달시스템(Optimus T1,
μ-LAM)이 사용되었다. 공구는 반경 0.5mm, 경사각
-35° 전면여유각 10°의 단결정 다이아몬드 공구를 사
용하였다. 시편은 직경 14mm, 두께 4mm, 결정방향
[001]의 압전단결정을 사용하였다. 음향신호 분석에
는 Acoustic emission sensor(Type 8152C, KISTLER)와
acoustic emission coupler(Type 5125C, KISTLER) 및
10MS/s의 data acquisition(TraNET FE 404, Elsys)이 사
용되었다. 가공조건은 Table 1에 표기하였다.
Table 1 Machining conditions of piezoelectric single crystal
Laser power [W]

0/3/6/9

Spindle speed [rpm]

3000

Feed [mm/min]

0.5 / 1 / 2 / 5 / 8

Depth of cut [μm]

0.4 / 2 / 4 / 10 / 12

따른 실험결과, 절삭깊이가 감소할수록 최대 AErms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절삭깊이 4µm, 2µm일 때
연성가공 되었고, 이때 최대 AErms는 약 0.04V 수준으
로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압전단결정의 레이저보조 다이아몬드
터닝공정 조건을 변경하며 압전단결정을 가공하고, 가
공 시 발생하는 음향신호 및 가공된 표면의 특성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최대 AErms가 약 0.04V 수준일 때
압전단결정의 표면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고 연성가공
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압전단결정의 적정 가공
조건을 선정하였다. 추후 적정 가공조건을 활용하여
구면, 비구면 및 패턴형상가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후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수행되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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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세라믹 가공에서 머신러닝을 이용한
가공조건 최적화 연구
A Study on the Machining Conditions Optimization using Machine Learning in
Ultrasonic Ceramic Mac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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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석영(Quartz) 소재는 높은 내마모성과 내열성으로
기계, 화학, 의료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재이다. 이러한 석영 소재는 대표적인 고경도
취성 소재로 크랙, 치핑 등이 쉽게 발생하여 가공이
매우 어려운 난삭재로 분류된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
들이 석영을 효율적으로 가공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
다. Kumar 등[1]은 방전가공을 이용한 석영 가공을 연
구하였고, Singh[2] 등은 초음파를 이용한 석영과 여러
세라믹의 가공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가공을 이용해 석영을 가공
하고,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법을 적용하여 최적 가공조건을 선정하였
다.

Fig. 1 Optimal condition from PCA analysis of data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석영 초음파 가공을 위해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최적조건을 선정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에 다양한 머신러닝 기
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2. PCA 기법과 최적조건 선정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은 연
관 가능성이 있는 고차원 데이터를 연관성이 없는 저차
원으로 변환하는 기법이다. 이것은 연관 가능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축을 한 개의 축으로 사상시켰을 때 분산이
가장 커지는 축을 주성분 1(Principal components 1), 주성
분 1과 수직인 성분 중 분산이 가장 커지는 축을 주성분
2(Principal components 2)로 변환시킨다.
가공 실험 결과 값을 이용하여 최적 조건을 선정하기
위해 절삭력, 표면 거칠기, material revomal rate(MRR)의
세 축을 주성분 분석법을 이용해 2개의 주성분으로 변환
하였다. 여기서, 결과 값에 대응되는 주성분 2의 값이
가장 큰 값을 최적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Fig. 1)
그 결과, 주성분 2가 가장 높은 조건은 가장 낮은
조건에 비해 절삭력은 약 4.2배, 표면 거칠기 값은 약
2배 낮았고, 동시에 MRR은 약 1.7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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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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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on-disc 실험을 통한 POM 소재의 마모거동 분석
Analysis of wear behavior of POM material through
Pin-on-disc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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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POM(Polyoxymethylene)의 분자구조는 매우 높은
결정성을 띄어 매우 높은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으
며, 우수한 내마모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성질들 때문에 뛰어난 치수 안
정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경금속을 대신하는 재료로
냉장고 부품, 세탁기 부품, 기어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다.[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in-on-disc 실험을 통해
POM 소재의 마모지도를 생성하기 위한 경마모와 중
마모의 경계선을 확인 및 POM 소재의 마모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장치구성 및 실험과정
Pin-on-disk 실험은 상온 환경에서 두께 1.5mm의
POM disc와 고속도강으로 제작된 핀을 사용하여 60분
동안 실험하였다. 공정 조건은 속도, 하중, 핀 거칠기,
윤활유 도포의 4가지 조건을 선정하였으며, 각 공정조
건의 범위는 Table 1과 같이 선정하였다. 마모 지도
제작을 위한 Major factor의 선정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선정한 실험 조건을 기반으로 Taguchi 기법을
적용하였다.

3. 실험 결과
앞서 선정한 4가지 공정 조건의 요인분석을 위하여
Taguchi 기법을 사용하여 주효과도 분석을 진행하였
다. 실험 결과는 300rpm의 회전속도, 20kgf의 하중,
Table 1 Parameter of Pin-on-disc wear test
Parameter

rpm

Force
(kgf)

Roughness
(R a : nm)

1

100

10

130

Lubricant
Thickness
(mm)
0

2

300

15

252

0.25

3

500

20

489

0.5

Fig. 2 The Pin-on-disc machine

130nm의 핀 거칠기, 0.25mm의 윤활유 두께 조건에서
가장 큰 마모흔의 단면적을 나타냈다.
이러한 Pin-on-disk 실험을 통하여 각 공정조건의
변화에 따른 마모 깊이와 마모 너비의 관계에 대한
Taguchi 분석 결과는 Fig. 2와 같다. 이 결과를 통하여
rpm과 Force가 가장 중요한 인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Taguchi 분석을 통하여 마모지도를 생성하기 위한
중요 인자를 rpm과 Force로 선정하였다. 또한 마모특
성은 rpm에 따라 가장 큰 변화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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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입자 분사가공 시 분사높이 변화에 따른 육각형 가공형상 특성
Hexagonal Shap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nge of Standof
Distance during Fine Particle Blasting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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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미세입자 분사가공 시, 실험계획법의 분
산분석기법으로 실험을 통해 밝혀진 가공조건의 주요
인자인 압력(Blasting pressure), 노즐직경(Nozzle
diameter), 분사높이(Standoff distance)의 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분사 가공면의 최대깊이와 최대
폭을 측정하고 그 형상을 분석하여 그 특성들을 통해
분사 조건의 주요인자들이 분사가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1].

(a) Before

(b) After blasted

Fig. 1 Photographs of aluminum 1050-T2 specimens

2. 실험장치 및 방법
x축과 y축 방향으로 동시 이동하며 고속분사와 정밀
한 분사 위치 제어가 가능한 미세입자 분사가공용 미세
구동장치는 평면 2자유도 메커니즘 (Moving mechanism
in 2 degree of freedom)으로 구현되는 실험장치를 사용하
였다. 시편은 순수알루미늄 1050-T2 소재를 사각으로
절단 후, 사면을 55 × 55 × 2(t)mm로 절삭가공하고 상면
은 평면 연삭가공을 통해 중심선 표면거칠기, Ra값이
0.368μm가 되도록 제작하였다.
가공형상에 영향을 미칠 7개의 주요 인자는 Table
1에 나타내었고, Fig. 1은 시편의 미세입자 분사가공
전 모습과 가공 후 사진이며, 그림 (b)는 블라스팅 진행
방향과 정육각형 한 변의 길이(L15mm)를 나타내었다.
Table 1 Seven factors of micro particle blasting experiment for
experimental analysis
Symbol
A
B
C
D
E
F
G

Levels
0
1
2
Blasting pressure(kPa)
400 550 700
Nozzle diameter(mm)
0.46 0.76 1.16
Stand off distance(mm)
15
35
55
Processing shape(mm)
Hexagon, L=15
Blasting cycle number(cycle)
2
Feedrate(mm/sec)
2
Particle
SiC, 50μm
Factors

Fig. 2 Measuring profile of spray depth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2는 분사 압력이 700kPa, 노즐 직경이 1.16mm,
분사 높이가 15mm 조건에서의 분사 깊이에 대한 분사
가공 시편 형상을 형상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로, 분사
가공면은 완만한 호 형태를 보였으며 분사 가공면의
최대깊이는 0.1137mm로 측정되었다.

4. 결론
7개의 주요인자 중에서 분사 깊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인자는 노즐직경으로 나타났다. 즉,
노즐직경이 커질수록 소재 가공면의 분사 깊이는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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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간 성형 코일링 기계의 생산성을 위한 고내구성 아버 개발
A Development of the High Durable Arbor Tool in the Coiling Machine to
Reduce the Tool Chang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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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는 코일 스프링을 경제적으로 연속생산하기
위해 냉간성형(Cold-Forming)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트렌드이다. 그런데, 기존 열간성형(Hot-Forming)과
달리 스프링 코일링을 위한 소재는 Roll 단위로 코일링
기계에 투입되고, 코일 스프링을 1개씩 성형한 뒤에
절단(Cutting)을 하게 되므로 Cutting부의 내구성은 중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량화를 위해 소재
의 인장강도 및 경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Cutting
부품 측면에서는 부하가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Cutting 부품은 코일이 완료된 스프링 선재의 한쪽
면을 절단하는 Cutter부와 Cutting시 발생하는 하중을
지지하는 Arbor의 2가지 부품으로 구성되며 하중을
지지하는 Arbor이 하중이 높게 작용하여 실제 산업현
장에서는 일정 타수 이상에서는 Arbor를 재가공 또는
교체를 위해 생산을 중단하게 되어 생산성 저하로 이
어질 수 있다. 특히 Arbor의 형상 재가공은 가공열에
의한 물성저하도 문제가 되지만 현장 작업자에 의한
수동 가공으로 인해 안전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
하다. 코일링 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코일링 Arbor
에 대하여 연구한다.

2. 코일링 공정
직선의 선재는 코일링 공정을 통해 비틀림과 굽힘
을 받아 스프링 피치와 스프링 외경이 각각 생성되고,
스프링 1개가 성형 완료되면 절단 공정으로 코일링
공정이 완료된다.
절단 메커니즘은 코일 스프링의 고강도 특성으로
인해 Cutter에 의한 선재 단면의 절단보다는 흠집에
의한 코일 스프링의 자체 파손으로 절단하게 되므로
절단력에 의한 Arbor의 내구성이 중요하다. 또한 코일
링 시 피치 생성에 따라 코일링 초기 단면이 Arbor와의
간섭을 피하는 설계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Fig. 1 Position of the Arbor and Cutter in the Coiling Machine
and its Simple CAD Model (Right)

Fig. 2 Replaceable Arbor Design and its Product

3. 분리형 Arbor 설계 및 제작
현재 사용하는 Arbor의 타입은 일체형으로 일정 절
단횟수 후에는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형태이나 상기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충격력이 가해지는 부분에 대
해서는 고강도의 고가 소재를 적용하고 그 이외에는
저강도의 저가 소재를 사용하는 설계 개념을 적용하
고자 한다.

4. 결론
고내구성 Arbor 설계를 완료하고 시제품 제작 테스
트를 통하여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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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관리원(KEIT)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
2001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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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터빈블레이드의 페인트 두께측정을 위한 NDE 평가
NDE Characterization on the Paint Thickness Measurement
of Wind Energy Turbine Bl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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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풍력블레이드는 여러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을 하고
있다. 특히, 유리섬유복합재료(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s : GFRP), 발사(Balsa) 및 에폭시(Epoxy)를 활용
하여 제작을 하고 있다. 풍력블레이드 제작 후에는
표면에 블레이드전용 페인팅 작업을 한다. 이 페인팅
작업은 풍력블레이드의 보호뿐 만 아니라 안전성측면
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존 페인팅 두께측정에 있어서는 페인트의 균일한
도포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은 시편을 파단하여 광학
현미경을 통해 확 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방법은 풍력터빈 블레이드를 손상을 가져올 수 밖에
없으므로 실제 운용 중인 구조물에 대해서는 파괴적
인 시험법을 적용하여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운용중인 풍력터빈 블레이드의 페인트 두께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비파괴측정기법이 요구된다.

2. 초음파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CIVA 소프트웨어(CIVA 2020
software, NDE CIVA)를 이용한 초음파를 활용한 비
파괴적인 방법으로 페인트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
는 최적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Fig. 1 Simulation results of ultrasonic testing for the Various
specifications samples(5MHz, 1000µm)

께를 산출하였다. 특히, 초음파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수
십 μm인 페인트두께를 측정시에 최적조건을 제시하였
으며 페인트 두께에 따라 주파수와 딜레이라인의 영향
인자를 추적 및 분석하였다. (Fig.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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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2021R1I1A3042195). 전라북도 산학관 커플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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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및 결론
본 연구에서 풍력블레이드의 페인트두께는 매우 얇
기 때문에 (∼500μm) 비파괴기법중에 하나인 초음파
측정기법이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초음파탐촉자를 활
용하여 풍력블레이드의 페인트두께를 측정하기위해서
는 고려할 사항이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풍력블레이드의 시험편을 상정하여 초음파가
페인트의 상단 표면에서 투과하여 배면에서 반사되는
시간을 이용하여 페인트 두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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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D프린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복잡한 형상
의 제품 생산이 어렵다. 또한, 긴 제작시간의 단점도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SLA 3D프린터는 고가의 장비
이며 액체 레진을 사용하여 개인화하는 데 어렵다.
따라서 중저가형 SLA 3D프린터 개발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고 보급 가능한 3D프린터 개발에 목표를
두고 진행함.

2. 제작과정
1. 각 파트를 나누어 진행을 하였으며 홀 가공의 경우
나사의 형태를 고려하며 같은 크기로 홀 가공 진행,
정밀제어를 요하는 제품으로 자리 파기를 하여 나사만
있으면 형상이 회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정함. 모든
나사의 크기는 M5에 맞춰 설계 진행함, 이외 나사가
튀어나오면 안 되는 부분은 접시 머리를 사용하였으며
이외엔 육각렌치 나사를 사용함.
2. MFC 프로그래밍을 진행함. 형상을 jpg로 슬라이싱
하여 한 장씩 lcd가 띄워주는 형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진행
함, 이후 jpg 파일을 n 초간 led 빛을 주사해 경화가 되면
모터, 액추에이터가 한 칸 위로 옮기며 이 동작을 반복진행
함. 슬라이싱 프로그램의 경우 무료로 배포를 하는 프로그
램을 선택하여 유지비 및 프로그램 라이센스비를 줄임.

Fig. 3 MFC 프로그래밍 슬라이싱 프로그램

3. 전기와 plc 펄스 모터를 프로그래밍 값을 통해 전기
신호를 입력을 줄 경우 작동을 하고 입력이 없을 경우
꺼졌을 때만의 작업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선작업을
진행하여 plc 팩으로 전기신호를 주고 릴레이 소켓이
반응하도록 함.

3. 실험진행
구조가 복잡한 형상물 출력 진행하여 출력물의 결
방향 및 선명도 확대 실험 진행. 이때 슬라이싱 프로그
램 설정에서 레이어 적층의 높이설정에 따른 높이의
정확도와 속 비우기를 통한 레진소모량을 적게 할 수
있다. 이때 속을 비울 때는 홀을 파서 속이 빈 모델링에
있는 레진은 경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구멍을 통해
뽑아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티 앨리어싱을 하여 층
을 없애 단면이 깔끔하게 하여 모델을 출력한다.

4. 결론
6inch LCD를 사용하여 최대 68mmx120mmx150mm
형상물 출력 가능지만 10inch LCD를 사용할 경우 부분
설계 변형을 통해 더 큰 출력물을 출력할 수 있다.

Fig. 2 나사Champer와 자리파기

Fig. 1 SLA 3D Printer 형상(알루미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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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형상 변화에 따른 방진장갑의 진동 전달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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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현장에서 작업자에게 방진장갑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진장갑은 산업현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단순한 사고들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뿐 만 아니라 기계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방진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하기 위해 방진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손을 단순화한 모델을 설정하였다. 모델
이 조화가진을 받는 상태에서 손과 공구에서 가속도를
구해 전달률을 관찰하였고, 방진장갑의 범퍼와 하완의

Fig. 1 A anti-vibration gloves model within semicircular
bumpers

유무에 변화를 주어 이에 따른 진동 전달률 변화를 관찰
하였다.

2. 수치해석
그림 1과 같이 손과 손목이 붙어있지만 손 측에 고무
는 빈틈없이 가득 찬 형상으로 유한요소 모델을 설정하
였고, 우선 손목은 그림 1과 다르게 벽에 스프링과 감쇠
로 고정시켜 해석을 수행하였다. 공구의 중앙에  의
조화가진력을 주어 공구의 진동 조건을 설정하였고,
손에서는  의 악력과  의 미는 힘을 주어 실험
조건과 유사하게 설정하였다. 해당 해석의 공구와 손의
가속도 응답을 측정해 이를 토대로 전달률을 구해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해당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손 측에 고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범퍼가 있는 모델을 설정하여 위와 같은 해석을 진행하
였다. 이 때 범퍼의 넓이와 모양을 변경함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였다. 모델에 하완을 벽과 손목사이에 추가하고,
기존에 벽과 손목사이의 스프링과 감쇠를 손목과 하완
사이에 추가하였다. 하완과 벽 사이에 다른 스프링과
감쇠를 이용하여 고정시켰고 위의 해석과정을 반복 진
행하였다. 하완이 있는 상태에서의 범퍼가 없는 장갑의
전달률 부터 여러 형상의 범퍼가 있는 장갑의 전달률
까지 계산하였다. 그림 2는 범퍼형상이 반원인 지름을
달리한 결과값과 실험값과의 비교를 통해 감쇠성능을

Fig. 2 A trasimissibility of semicircular bumpers gloves within
lower arm

평가하였고 해당 모델의 확장성을 확인하였다.

3. 결론
방진장갑을 착용한 손의 모델을 해석하여 실험결과
와 비교를 통해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나아
가 방진장갑의 범퍼형상 변화를 통해 감쇠성능을 평가
하였으며, 하완을 고려하여 해석함으로써 기존의 해석
모델의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후기
본 연구는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평가
관리원(KEIT)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006388”)

참고문헌
1. S. S. Rao, Mechanical Vibrations 6th ed, PEARSON,
pp. 265-273, 2019.
2. Ansys Workbench 2021R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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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전차 주퇴장치 고정볼트의 파손위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sk of Damage
to Fixing Bolts of the Recoil Mechanism of Old Tank
김대언1, 양하형1, 윤용찬1, 이찬석1, 문병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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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tion
군용장비는 비포장도로에서의 잦은 운행으로 차
체 충격과 진동에 의하여 체결되어 있는 볼트에 피
로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다. 전
차 포신의 주퇴장치에 체결되어 있는 고정볼트는
가혹한 운행조건과 더불어 포사격시 발생되는 압력
과 응력에도 견딜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순간
적이며, 불균일한 압력에 의한 파손 위험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는 주퇴장치 고정볼트가 파
단된 사례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3. Fixing bolt & Hydraulic characteristics
Table. 1 Material analysis of bolt
Type

Tensile
strength

Yield
strength

Hardness

Elongation

SM35C

58㎏/㎟

40㎏/㎟

167-235HB

22%

Table. 2 Hydraulic of recoil mechanism
Leakage

Gun fire

Hydraulic

Static
pressure
3,500 psi

2,500 psi

2,700 psi

Stress

43.2㎏/㎟

31k㎏/㎟

33㎏/㎟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2. Function of the recoil Mechanism
포신의 주퇴장치는 Fig. 1과 같이 크레들과 주퇴
피스톤, 복좌 스프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포
의 사격간 발생되는 포신의 후좌력을 억제하고 복
귀시키는 기능을 한다. 주퇴장치에서 발생하는 유
압은 복좌 스프링 시트에 하중을 가하고 있으며,
불균일한 압력이 순간적으로 가해지면, 고정볼트의
항복강도를 초과하여 파단의 위험이 커진다.

Fig. 2 SEM analysis

4. Failure surface analysis
Fig. 2는 파손된 고정볼트의 파단면을 SEM으로
분석한것으로, 피로파괴로 인한 파단의 흔적은 없
으며, 외력에 의한 파단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인장피로에 의한 볼트 파손보다는 불균일한 외부압
력으로 인하여 볼트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하였으
며, 3,500psi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는 볼트의
재질 선정으로 장비 및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항복
강도가 높은 재질의 볼트로 규격변경 되었다.

Reference
1. 한종욱 외 3명, “고장력볼트의 인장피로강도에
관한 실험적 연구”, 2008, 대한토목학회논문집.
Fig. 1 Shape of recoil mechanism

2. 조성산 외 2명, “엔진 커넥팅 로드 볼트의 유한
요소 피로 평가”, 2008,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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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투롤 연속공정 기반 다층-멀티 슬릿 구조의
공간분할형 원자층 증착 헤드 개발
Development of Spatial Atomic Layer Deposition Head with Multi-slit and
Multi-layer Structure based on Roll-to-Rol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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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원자층 증착(ALD : Atomic Layer Deposition) 기술은
기판 표면에서 휘발성 전구체와 반응체의 자기 제한적
반응을 기반으로 화학적 흡착과 치환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박막의 두께를 정밀하게 제어 가능한 기술이
다.[1] 기존 원자층 증착 기술은 고온·진공 환경, 시간
분할 공정 방식으로 인한 비용, 시간이 타 증착 방식에
비해 다소 소요되어, 새로운 공정 방식인 공간분할형
원자층 증착이 제안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롤투
롤 연속공정 기반 다층-멀티 슬릿 구조의 공간분할형
원자층 증착 헤드 개발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공간분할형 원자층 증착 공정은 공간에 따라 퍼지
가스(Purge gas)가 전구체(Precursor)와 반응체
(Reactant)를 분리하고 연속적으로 가스가 주입되어
롤투롤 연속공정과 상압 공정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
이다.
공간분할형 원자층 증착 헤드는 전구체와 반응체가
서로 반응하지 못하게 비활성기체로 공간을 분리하여
기판에 주입하고 기판과 자기 제한적 반응이 완료된
가스를 완전히 배기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층 증착
기술 원리상, 헤드 하부 구조는 비활성기체-전구체-비
활성기체-반응체-비활성기체의 순으로 주입 슬릿
(Injection slit)이 배치되어야 하며 주입 슬릿 사이에는
완전한 배기를 위해 배기 슬릿(Exhaust slit)이 배치되
어야 한다. 안정적인 원자층 증착 사이클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배기 슬릿의 기판과의 거리가 주입 슬릿
에 비해 이격 되어야 하며 헤드 상부에서 하부로 기체
를 고르게 분포시켜야 한다.
원자층 증착 공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비활성
기체가 주입되는 슬릿은 전구체와 반응체를 분리하는

Fig. 1 Multi-slit and multi-layer structured ALD head

벽의 역할로 사용되었으며 상압공정을 위하여 외부미립
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에어커튼슬릿을 구성하였다.

3. 결론
대량생산을 위한 롤투롤 연속공정을 목표로 하여
400mm 폭 대응 가능한 다층-멀티 슬릿 구조의 공간분
할형 원자층 증착 헤드를 개발하였다. 헤드는 총 9단의
다층구조로 구성되어 전구체, 반응체, 불활성 기체를
균일하게 분사시키며 5개의 증착 사이클로 구성되어
공정이 진행됨과 동시에 기판에 약 5 두께의 박막을
증착할 수 있다.

후기
본 연구는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의한 연구임[S306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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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 2018.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Y축 확장형 Tapping Center의 BED 구조 안정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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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전기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며 배터리 팩의 크
기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Packing용 Case등의 대형
공작물 가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Tapping Center의 경우 Y축 크기가 한정되어있어 별도
의 Y축 확장형 Tapping Center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Y축 확장형 Tapping Center
Bed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해
석을 진행하였다.

Fig. 2 Result of analysis (Deformation)

2. 실험 방법
Y축 확장형 Tapping Center Bed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INVENTOR를 이용하여
Fig. 1과 같이 3D Modeling을 진행하였으며, ANSYS를
활용하여 구조해석을 진행하였다.
구조해석에 적용된 Bed의 재질과 크기는 GC300으
로 Table 1에 나타내었다.

3. 결과

Fig. 3 Result of analysis (Stress)

Max displacement ( )

8.218

Max Stress (Mpa)

23.924

3. 결론

Fig. 1 3D modeling of Bed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GS300 and size of Bed

모델링을 통하여 구조해석을 진행한 결과 최대 변
위는 8.218 의 변형이 발생하였고, 최대 응력은
23.924Mpa로 나타났다. 응력의 경우 Bed 적용 소재에
비해 매우 적은 값을 나타냈었으나, 변형량의 경우
상부 구조물 조립을 감안하였을 때 큰 값으로 나타나
추후 설계에는 중심부 변형 억제를 위한 지지부 설계
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Density(  )

7,250

Young’s Modulus (E)

125Gpa

후기

Poisson Ratio (  )

0.3

이 연구는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과제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Tensile Yield Strength

310Mpa

Bed Size (X*Y*Z, mm)

1915 * 3750 *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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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Type Compact Packing M/C의 구조 안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uctural Stability of Horizontal Type Compact Packing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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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시험결과

본 논문에서는 식품 포장 시 제품 충진과 씰링 불량
검출이 단일 장비로 가능한 Horizontal Type Compact
Packing M/C의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으로 구조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장비의 기계적 특
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Horizontal Type Compact Packing M/C의 구조 안정성
분석을 위해 Inventor를 활용하여 Fig. 1과 같이 3D
모델링 및 단순화를 진행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은
Ansys를 이용하였고, 구속조건은 장비의 하단 지지부
에 Fixed Suppot를 이용하고 장비의 자중만을 고려하
였다. 구조해석을 통해 장비의 최대 변위값과 최대
응력 분석을 진행하였다. 장비에 적용된 물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2 Result of CAE Analysis
Table 2 Result of Structure Analysis
Max. Stress (MPa)

Max. Displacement (mm)

146.9

1.30

4. 결론

Fig. 1 Boundary Conditions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체형 Horizontal Type Compact
Packing M/C의 안정성 분석을 위해 구조해석을 진행
하였다. 해석 결과 변위는 최대 1.30mm가 발생하였고,
응력 해석 결과 최대응력은 146.9MPa가 발생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두 결과 모두 제품을 계량 후 투입할
때 사용되는 Hopper의 지지부에서 나타났으며
SUS304의 항복강도 330MPa를 고려하였을 때 Hopper
지지부에 보강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후기

재질명

탄성계수
(GPa)

프아송
비

항복강도
(MPa)

밀도
(kg/m3)

SUS304

193

0.29

330

8,000

본 연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단년도 현장 맞춤형
R&D 사업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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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열처리 위한 전도가열 공정 최적화 연구
A Study of Optimizing the Conductive Heating Process for Heat Treatment of
Boron Steel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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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차체 경량화를 위해 핫스탬핑 공정이 최적 솔
루션으로 대두되어, 핫스탬핑의 가열 에너지 효율 개
선에 대한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전달 효율이 높은 전도가열 기술 개발을 통해 공정
변수에 따른 열처리 경향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최적
공정 변수 도출로 기술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2. 전도가열 공정 최적화
Fig. 1과 같이 대체가열 기술에 대한 컨셉 분석 및
선정한 전도가열 공정 개발을 통해 핵심 공정 변수를
도출하였다. 발열체 온도, 발열체 접촉시간, 발열체
간 스트로크를 조정하며 피가열물인 보론강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발열체 온도와 스트로크의 경우, 1,150
이하,
400mm 이상의 조건에서는 열처리 목표온도인 900
이상 가열이 불가하여, 상기 두 가지 변수는 고정하고
가열시간만 조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차체
에 적용되는 보론강판의 두께별로 가열시간을 조정하
며 가열성을 검증하였다.

Fig. 2 Results of Experiments

3. 결론
발열체의 균일 접촉 조건에서 피가열물이 약 7초
이내 가열됨을 확인하였고, 산업 적용 및 양산성 확보
를 목표로 추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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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평가
관리원(KEIT)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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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밀을 이용한 원두 분쇄도에 따른 커피 분말의 차이에 관한 기초 분석
Fundamental Analysis for Difference in Coffee Taste according to the Degree
of Grinding Coffee Beans using Ball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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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결론

분쇄는 고체 입자에 힘을 가해 잘게 부수거나 잘라
내어 작은 입자로 만드는 입도 감소과정이다. 분쇄
산물의 입도분포 분석과 분쇄 조건의 검토는 분쇄 특
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분쇄 공정은 일반
적으로 조쇄-중쇄-미분쇄로 이루어지는데, 투입되는
시료에 따라, 크기나 원하는 분쇄 산물의 입도에 따라
적합한 분쇄기와 분쇄 조건을 적용한다. 분쇄에는 여
러 가지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고, 기계적인 분쇄 및
분산이 중요 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볼밀을 이용한

기존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하는 커피의 입자
크기는 일반적으로 0.01mm~0.3mm 크기이다. 볼밀에
서 100rpm 10시간을 분쇄하고 체진동기를 사용하여
입자를 분석한 결과 에스프레소 머신에 사용 가능한
입자 크기 범위 내로 분쇄되었다. 10시간 미만으로
분쇄한 커피가루는 입도가 매우 불균일하며 추출 효
율이 떨어져 맛이 희미하였다. 하지만, 볼밀로 분쇄
시 열이 발생되어 커피가루에 damage가 발생되어 그
라인더로 분쇄한 커피보다는 쓴 맛이 더욱 강하였다.

분쇄 원두를 체분석을 통해 입도 크기에 따른 커피 향미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오히려 체분석을 통해 미분의 영역을 유지하고 굵은
영역의 입자 크기를 걸러내면 추출 효율에 큰 영향을
준다.

2. 본론
본 연구에는 특유의 맛과 향이 조화되어 만들어진
대표적인 기호식품인 커피 원두를 시료로 사용하였다.
볼밀을 이용하여 원두를 분쇄하고 시간 및 rpm에 따른
분쇄된 원두 입자크기를 체분석 하였다. 체분석 시 체진
동기를 보통 세기 1.0 그리고 시간 10분으로 셋팅하여
진행하였다. 분말의 체분석을 통해 시간 및 rpm에 따른
입도크기분포 곡선을 얻을 수 있었다. 입도크기에 따른
커피 향미의 차이는 학부생들의 블라인드 관능 평가를
통해 그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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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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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전이 방지를 위한 팽창흑연 합성실리콘의 개발
Development of Expanded Graphite Synthetic Silicon to Preent
Flame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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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팽창흑연은, 최근 소방관련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되
고 있는 소재로서, 순식간에 팽창하는 팽창흑연의 특징
을 활용하여, 방염문이나 건물 내부 파이프 등에 설치하
는 가스켓 형태의 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기존 팽창흑연 제품은 팽창 성능이 떨어지며, 또한 발포
이후 쉽게 바람에 날려 흩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염 및 팽창성능
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팽창 이후에도 그 성능을 장시
간 유지하는 팽창흑연 합성실리콘을 개발하고자 한다.

2. 팽창흑연의 Mesh 선정
팽창흑연의 팽창성능은, 팽창흑연의 Mesh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팽창흑연의
Mesh 크기는 50, 80이며 본 연구에 적합한 팽창흑연
Mesh 선정을 위해 발화팽창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또
실리콘과의 혼합을 통해 제품화하기 적합한 형상유지
가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Mesh별 팽창흑연의 팽창률
은 Table 1과 같이 측정되었으며, 100Mesh 이상의 팽창
흑연은 실리콘 혼합 시 점도가 낮은 액체 형태로 흘러
내리며 형상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을 확인하여, 최종
적으로 팽창흑연 Mesh를 80으로 결정하였다.

Fig 1 Photographs 1 minute after the 700°C heat source
expansion experiment begins.

창실험을 진행하였다. 선정된 내화충전물로는 크게 암모
늄 폴리포스페이트와 펜타에리트리톨이 있으며, 이러한
조성물들은 팽창흑연의 팽창성능 및 방염성능을 크게
향상시켜 준다. 이후 혼합된 팽창흑연 혼합물을 통해
700 열원에서 팽창성능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1분만에
원래 부피의 약 16배 가량 팽창하여, 기존 80Mesh 팽창흑
연보다도 뛰어난 팽창성능(약 12배)을 확보하였음을 확
인하였다.

4. 결론
기존 팽창흑연 방염제품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팽
창이후의 형상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실리콘 소재와의

3. 내화충전 조성물 선정과 팽창성능시험

합성을 통해 해결하였으며, 방염성능과 팽창성능 또한
기존 제품보다도 우수한 수준으로 확보하였다.

팽창흑연의 팽창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내화충전
조성물과 그 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샘플링 및 발화팽

후기

Table 1 Expansion rate per mesh of expanded graphite
Mesh of expanded graphite

expansion magnification

less than 20

hardly expand

50

7

80

12

100

20

150

23

“본 연구는 정부의 재원으로 2016년도 한국연구재단
(No. 2016R1A6A1A0301206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
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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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실리콘 옥사이드의 기계적 성질 변화
A Study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ilicon Oxide in Irradiated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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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iO2는 MOSFET에서 게이트를 생성하여 전하가 채
널로 흐르는 것을 절연하기 위한 게이트 절연막으로
사용되는 유전체이다[1]. 우주 소자에 사용되는 반도
체들은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다. 반도체 소자들은 방
사선에 과다하게 조사될 경우 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축적되어 파괴가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Total
Ionizing Dose 효과가 SiO2의 기계적 성질 변화에 미치
는 영향을 굽힘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2. 방법론
SiO2의 TID 효과에 따른 물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
여 Fig 1과 같은 같은 굽힘 실험 샘플을 제작하였다.
방사선 조사량 변화는 300krad, 500krad, 800krad
1000krad 로 설정하였다. 물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
여 3점 굽힘 시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는 Universal
Testing Machine(KDMT 156)을 사용하였다.

3. 결과
실험의 결과는 Fig 2와 Table 1에 나타난다. 300krad,
500krad, 800krad, 1000krad 에 따른 굽힘 탄성 계수는
각각 35.01 ± 3.9MPa, 35.33 ± 3.77MPa, 35.33 ± 3.77MPa,
35.8 ± 3.13MPa 의 값을 보였다. ANOVA 일원 배치법에
서 F비는 0.32로 F 기각치인 2.87보다 높기 때문에
1000krad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물성 변화에는 유의미
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Fig 2 Flexural strength by radiation dose
Table 1 Flexural strength by radiation dose
Radiation Dose

Flexural Strength [MPa]

300 krad

35.01 ± 3.9

500 krad

35.33 ± 3.77

800 krad

35.33 ± 3.77

1000 krad

35.8 ± 3.13

4. 결론
TID 효과에 따른 SiO2의 물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
여 SiO2 굽힘 시험편 제작하여 방사선 조사 후 방사선
굽힘 시험을 진행하였다. 300krad, 500krad, 800krad,
1000krad 에 따른 굽힘 계수는 각각 35.01 ± 3.9MPa,
35.33 ± 3.77MPa, 35.33 ± 3.77MPa, 35.8 ± 3.13MPa였으
며 1000krad까지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물성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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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히터를 이용한 고온용 난방기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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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1, *신효경1, *천단비1, #고상철2

*

*
1

J. H. Lee1, H. K. Shin1, D. B. Chun1, #S. C. Ko2

전주대학교 탄소연구소, 2전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Key words : Carbon heater, Carbon fiber, Thermal conductivity, Connecting terminal binder

1. 서론
난방기와 같은 고온 발열 제품은 금속 보호관에 전
열선을 코일 형태로 내장하고 있는 시즈 히터이다.
금속 소재 적용 제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양
한 히터 중 카본 히터의 우월한 성능으로 인해 기존의
시즈 히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로 급부상하고 있
다. 카본 히터의 극복해야 할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고, 나아가 다른 난방기와 호
환이 가능한 제품 설계 및 제작을 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배경
탄소섬유를 이용하여 난방기를 제작한 이유는 뛰어
난 열 전도성을 바탕으로, 순간적으로 고온에 도달한
다. 다른 탄소를 이용한 난방기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
과 탄소섬유 필라멘트 형상을 유지를 위한 높은 제작
비용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문제점을
해결했을 시 뛰어난 안정성을 지닌 난방기기 제작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주요 연구내용

그러나 탄소섬유에 단자 연결 시 단자가 받는 부분
에 전류가 인입되어 탄소섬유 설계 용량대비 전류를
받아들이는 면적이 약 50%임에 따라 돌입 전유에 의
한 단선 현상이 일어났으나 이를 전도성 바인더 적용
하여 고온발열과 안정적인 발열성능을 만족시켰
다.(table 1)

4. 결론
앞서 만든 주요 연구 내용으로 만든 카본 히터를
난방기에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난방기를 설계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탄
소 히터를 넣을 수 있는 난방기인 시제품을 완성하였
다. 설계 시 복사열의 플로어팬의 과열과 같은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며, 복사열이 닿지 않게 복사판을 덧대
어 제작하였다.
제작한 시제품의 온도는 1분 10초 동안 89.4℃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았다. 탄소 히터가 가지고 있는
잔열로 약 10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평균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기의 온
도가 45℃라고 보았을 때 약 32초가 걸린다고 볼 수
있었다.

탄소 섬유는 완충효과가 우수하여 접촉항발생 및
아크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인더 개발을 위하여 탄
소섬유 연결단자 부분에 작용되는 바인더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태양광 범위에서 중적외선과 파장대역으
로 인체에 유익한 복사열을 방출하며, 주위 산소를
태우지 않는 친환경 히터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재원으로 2016년도 한국연구재단
(No. 2016R1A6A1A0301206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
과임.”

Table 1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the solidified molded
coat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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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소재 적용 도어 임팩트 빔에 대한 굽힘 강도해석
Bending Strength Analysis for Door Impact Beam with Lightweigh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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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성장 확대로 배터리를 동력
원으로 하는 전기 자동차(Eletric Vehile, EV) 모델이
출시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동력원인 배터리 팩
모듈 탑재로 인한 중량 증가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경량소재 차체부품에 제작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복합재 침수성형
(Thermo Liquid Pool, TLP) 적용한 도어 임팩트 빔에
대한 굽힙강성을 해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Fig. 3 Bending strength Analysis Conditions for impact Beam

2. 대상제품
도어 임팩트 빔은 도어 인너 판넬과 아우터 판넬
사이에 조립되어, 도어의 정강성 확보와 측면충돌에
대하여 탑승자를 보호하는 차체부품으로 초 고강도강
및 압출 (Extrution) 알루미늄으로 제작 개발 진행되어
중량과 형상으로 인한 경량화, 불량, 조립 등 어려움이
있다.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a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은 부품 경량화, 형상불량, 강성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할 수 있으나, 수지 경화시간에 대한
생산성 확보 어려움이 있지만, 복합재 침수성형공법은
현 복합재 성형공법과 달리 외부환경에 의한 유수분
침투로 인한 불량없이 수지를 빠르게 경화시키며, 차체
부품을 연속생산이 가능한 공법으로 이를 적용한
CFRP 소재 적용한 도어 임팩트 빔을 개발하고자 한다.

Fig. 4 Result of Bending strength Analysis

3. 해석방법
해석조건은 Fig 3과 같이 해석모델를 형성하였고,
펀치(Punch) 속도는 0.1mm/s, 수직하중 10,000kgf을
가하여 도어 임팩트 빔의 굽힙강도 해석을 진행하였다.

4. 결론
각 소재별 임팩트 빔 굽힙해석 결과는 Fig. 4와 같이
나타났으며, TLP-CFRP 소재의 임팩트 빔의 굽힙강도는
최대 428.53MPa, 평균 56.06MPa로 확인되었다.
Steel 환봉형 임팩트 빔 굽힙강도 (360MPa)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강성보유와 중량 (환봉 : 1.28Kg) 대비하여
약 60%이상 설계중량 절감이 확인되었다. 향후, 지속
적인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학연 공동
R&D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HRGJ2101)
Fig. 1 Door Impact Beam Modelling

Fig. 2 TLP(Thermo Liquid Pool) Manufact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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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전부-집진부 일체형 전기집진 방식의 최적화 연구

A Study on the Optimization of the Electric Dust Collection Method Integrated
with the Electric Charge and Dust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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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인가구의 증가로 공기정청정기 시장에서는 소형
가구의 시장이 증가되고 있으며 전기집진 방식 또한
기존 산업시장에서 가정형 방식으로 재설계 되어 소
형 최적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전기집진은 하전부 및 집진부가 분리 형태로
되어있고 그 형태가 매우 커서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
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전부-집진부 일체형
전기집진 필터팩의 최적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 2 Electric field results of flow analysis

2. 일체형 필터팩 최적설계
300×200×100 크기의 필터팩을 설계하였으며 일체
형 필터팩 내 하전부와 집진부의 거리를 줄여가며 7kV
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쇼트가 나지 않는 거리에
대해서 최적설계를 진행하였다.

3. 일체형 필터팩 CFD 해석
일체형 필터팩의 미세먼지 집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CFD 해석을 진행하였다. CFD 해석은 COMSOL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Electromagnetics 모듈을 활
용하여 진행하였다.
입자거동 포집 해석 초기조건으로 Inlet에 10,000개
의 입자를 뿌렸으며 초기 입자 속도는 0.4m/s로 설정하
여 진행하였다.
집진부 및 하전부의 인가전압은 ± 7kV 가하여 입자
포집을 진행하였다. Fig. 2는 코로나 형성 전기장 해석
결과이며, Fig. 3은 입자 유동장 해석 결과이다.

Fig. 3 Flow field results of flow analysis

4. 결론
하전부-집진부 일체형 전기집진 필터팩의 CFD 해
석결과, 7kV 인가전압에서는 쇼트가 나지 않았으며
미세먼지 집진 효율은 약 78%의 결과가 나왔다. 집진
팩의 양 끝단의 최적설계를 진행한다면 약 90% 이상
의 집진 효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후기
본 연구는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사업
에 지원에 의한 연구임. [S302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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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유도공정 기반의 탈용매화를 통한 이중 재진입 구조의 제작
Fabrication of Doubly Reentrant Structures through Desolvation based on
Wetting-Induce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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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물과 같은 극성 용매와 벤젠과 같은 비극성 용매
모두에 대해 정적 접촉각이 90° 이상인 표면을 옴니포빅
표면이라 한다. 옴니포빅 표면은 초발수, 초발유 뿐만
아니라 방빙, 방오, 자가세정 등의 다양한 기능 구현이
가능하여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다. 기존의 옴니포빅
표면은 낮은 표면에너지를 갖도록 불소 화합물과 같은
물질을 표면 코팅하여 제작되었으나, 낮은 내구성 및
대면적으로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ir-pocket 효과를 향상시켜

가 새겨진 표면의 DI water와 hexane을 이용한 정적
접촉각 측정 결과, DI water는 120° 이상, hexane은
80° 이상의 발액 특성을 확인하였다.

3. 탈용매화 공정을 통한 doubly reentrant
구조의 제작
탈용매화 공정은 마이크로 패턴을 용매에 swelling
시킨 후 건조시켜 수축을 유발함으로써 패턴의 변형을
유발하는 공정이다. 해당 공정을 실험한 결과로 제작된

cassie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interconnected
reentrant 구조를 습윤유도공정을 통해 제작하고, 탈용매화
공정을 적용하여 doubly reentrant 구조를 제작하여 발액
특성을 향상시켰다.

doubly reentrant 구조의 형상은 Fig. 1과 같이 SEM image
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표면의 발액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적 접촉각을
측정한 결과, DI water의 최대 접촉각은 127.1°, hexane의
최대 접촉각은 101.6°로 확인되었다.

2. 습윤유도공정을 통한 reentrant 구조의 제작

4. 결론

습윤유도공정은 capillary action을 적용하여 reentrant
구조를 제작하는 공정이다. 실험에 사용된 마이크로
패턴은 표면 상의 액적이 cassie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발액 특성의 향상을 위해 air-pocket 효과를 증대시키
기 위해 상호연결된 hexagon array 패턴을 설계하였다.
마이크로 패턴의 종횡비는 1:2로 설계하였으며, 동일
한 종횡비를 가지는 hexagon array pillar 패턴과 발액
특성을 비교했을 때, DI water에 대해 약 20°의 접촉각
상승 및 3시간 이상의 long-term stability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습윤유도공정을 통해 reentrant 구조가 형성
됨을 SEM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reentrant 구조

Doubly reentrant 구조가 새겨진 옴니포빅 표면을
제작하기 위해 습윤유도공정 및 탈용매화 공정을 개
발하였으며, 개발 공정을 통해 제작된 표면의 발액 특
성은 di water와 hexane을 이용한 정적 접촉각 측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각각 120°와 100° 이상의 값을 확인
하였다.

Fig. 1 SEM image of doubly reentran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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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방치 환경으로 인한 가정용 냉장고 캐비닛의
열변형 회복 거동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Thermal Deformation Recovery Behavior of
Household Refrigerator Cabinet due to the High-temperatur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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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외부로부터 내부를 단열시켜 냉기를 유지하는 조건
을 위해 높은 단열성이 요구 되는 냉장고 캐비닛은
단열재인 Polyurethane foam을 중심으로 강판과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가 외부와 내부를
감싸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종 재질
간 발생하는 서로 다른 열팽창량은 냉장고 벽면 부풀림,
캐비닛 전체 뒤틀림 현상과 같은 제품 불량을 발생시킨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품 불량 방지를 위해 고온
방치 환경에서 냉장고 내, 외부 벽면에 발생하는 열변형
량과 스트레인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고온 방치
전과 후에서 발생하는 잔류 변형과 잔류 응력 측정을
통해 회복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Fig. 1 Distribution of Heat Deflection in Refrigerator Cabinets
(At High Temperature)

2. 실험 방법
적용된 온도 조건은 항온 항습 챔버를 이용하여 상
온을 시작으로 24시간 고온 환경에서 방치 후 상온으
로 회복되는 조건을 적용하였다.
3D Scanner 장비를 이용하여 실험 시작 전, 후 측정
을 통해 고온 방치 이후 냉장고 벽면의 잔류 변형을
측정하였으며, 실험이 진행되는 고온 방치 환경에서
는 LVDT(Laser Variable Displacement Transducer)를 이
용하여 변형량을 측정하였다. Strain gage를 이용하여
냉장고 벽면의 스트레인을 지속적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고온 방치 환경에서는 냉장고 벽면 외관을 기준으로
좌, 우 측면에서는 최대 1.25mm 수축 변형을 나타냈으
며, 후면에서는 최대 2.24mm 팽창 변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온 방치 전과 후 냉장고 벽면에서 발생
하는 변형량을 비교해보았을 때, 최대 0.5mm 이내의
팽창 상태로 변형량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2 Distribution of residual displacement in the refrigerator
cabinet after high temperature exposure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고온 환경 방치 이후 잔류 변형이
0.5mm 내외로 회복하였으며, 이는 고온으로 인한 냉
장고 단열재 팽창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냉장고의 격벽이 좌, 우 벽면으로 구속함으로 인해
상단부은 수축 변형이 발생한 반면에 하단부는 압축
변형이 발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LG 전자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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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주조설비 자동화 제어 시스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utomated Control System for Sand Casting Equipment
이남규1, #조용근1, 최승준1, 황정호1, 강명철1, 유형민1, 정지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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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조 산업은 6대 뿌리 산업 기술 분야 중 하나로써,
자동차·조선·건설 등 전방산업에 필수적인 공정기술
로 제품의 신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
요한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사형주조
기술은 뿌리 산업 분야 중에서도 대표적인 3D 업종으
로 인식되어 관련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 및 생산직
작업자들의 노령화 또한 심화되어 노동력 부족 문제
가 대두되고 있으며, 설비 투자 증대로 인한 생산 원가
와 인건비 상승 등에 의한 국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조 분야에서의 인력
난 해결, 생산성 제고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형주
조설비의 연속공정 자동화 제어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사형주조설비 자동화 제어 시스템
사형주조설비 자동화 제어 시스템은 크게
Autofeeder 개선 및 원격 제어 시스템, 생산성 품질
관리 및 분석 최적화 알고리즘, 비전(Vision) 인식을 통
한 자동화 믹서 시스템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구성은
Fig. 1과 같다. Autofeeder를 통해 원격 제어와 동시에
사형주조설비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으며, DB 구축
및 분석을 통해 수준 높은 생산성 품질 관리를 수행
할 수 있다. 비전 인식은 사형주조설비의 연속공정

자동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다. 카메라
를 통해 3D 공간을 인식함으로써, 2축 제어를 통한
최적 경로를 생성하여 Autofeeder를 통해 생성된 경로
를 따라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믹서암(사
형주조설비)은 토출량 제어가 없기 때문에 비전 인식
을 통해 이동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3D 구조물에서의
토출량 제어를 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6대 뿌리 기술 분야 중 하나인 주조
산업이 가진 노동력 부족, 작업환경 낙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형주조설비 자동화 제어 시스템 개발
을 수행하였다. 자동화 시스템에 있어 비전 인식은 중요
한 기술 중 하나이며, 현재 비전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 개발을
통해 사형주조 작업의 자동화 및 정밀화를 달성할 것으
로 예상되며, 결론적으로 주조 뿌리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후기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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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utomated Control System for Self-hardening Sand
Cast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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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호퍼 및 사일로는 분말 재료의 저장 또는 보관에 목적
이 있으며 필요시 깔때기 모양의 출구를 이용하여 재료
를 배출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이다.
이때 재료의 배출 양상에 따라 선입선출 방식의 집단
유동과 후입선출 방식의 중심 유동으로 나눠지며 식품
보관과 같은 호퍼 속 잔류량을 줄여야 하는 분야에서는
집단 유동을, 호퍼의 마모 또는 침식을 방지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중심 유동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입자의 유동 양상은
다르며 이를 실험을 통하지 않고 예측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간단한 이론식을 이용한 공식으로 호퍼 내 분체
들의 유동을 예측하고, 실제 실험을 통해 예측된 자료와
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아크릴 재질의 3구 호퍼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유리 재질의 지름이 약 4mm~5mm
사이인 구에 가까운 입자들을 유동을 확인하고자 사용
하였다. 분체들의 유동을 예측하기 위해 확산 길이 b의
예측이 비교적 쉬운 simple Kinematic Theory를 선택하
였으며, 이때 필요한 질량유량과, b를 측정하기 위해
입자의 유동을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이
를 PIV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구할 수 있었다.
위 과정을 통하여 호퍼 속 입자들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였고 이를 실제 호퍼 속 입자들을 배출시켜 호
퍼 속의 입자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과 비교해가
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3. 결론
Fig. 1을 통하여 호퍼 속 입자의 배출 양상과 질량
유량을 통해 예측한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다. 0.9s를
보면 초반에 입자의 배출이 시작되고 안식각이 유지되

Fig1. Snapshot of hopper discharge

기 전까지는 예측 양상과 실제 실험의 표면 분포가 차이
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배출 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입자들이 안식각을 이루며 배출되고 나서부터
는 실제 표면과 예측 표면이 일치한 상태로 입자들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

후 기
본 연구는 201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NRF-2018R1A2B20042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Grand ICT연구센터지원사업
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22-2020-0-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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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의 승차감 향상을 위한 능동 서스펜션 진동 감쇠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ive Suspension Vibration Damping Effect for Improving the
Ride Comfort of a Wheel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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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보행 장애인의 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
만 자동차, 자전거 등의 진동 감쇠를 위한 연구에 비해
보행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휠체어의 진동 감쇠
를 위한 장치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
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휠체어에 적용
가능한 능동형 서스펜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행 장
애인의 승차감을 확보하고자 한다.

Fig. 2 Graph of Vibration test

2. 능동형 서스펜션 시스템

4. 결과

노면의 상태에 따라 능동적으로 강성을 조절해주는
스마트 서스펜션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강성 조절이
가능한 쇽업 쇼버와 강성 조절 다이얼을 회전 시키기
위한 모터로 구성하였으며 회전력 전달 방식은 풀리
벨트 방식을 사용한다.

서스펜션에 부착된 가속도 센서에 휠체어 주행 시
장애물에 의한 진동 값을 Fig. 2에 표시하였다. 진동
시험 시 서스펜션 강성 조절 다이얼을 3단계로 조절
한 그래프에서는 최대 진동값이 18,000/18,000/24,000
을 나타냈으며, 강성 조절 후 주행한 결과 진동 값이
일정한 수준을 나타내는 경향성을 보였다.

3. 진동 감쇠 효과 검증 시험
개발한 서스펜션의 진동 감쇠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주행 시 휠체어 휠에 충격을 일정한 간격 및 크기로
가해주기 위하여 테스트 베드를 제작 하였다. 높이가
14mm인 장애물 2개와 높이가 20mm인 장애물 2개를
880mm의 간격으로 배치하였으며 휠이 장애물을 통과
하기 위해 장애물 단면의 형상은 타원형으로 제작하
였다.

결론 및 고찰
보행 장애인의 승차감 확보를 위하여 주요 이동수
단인 휠체어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서스펜션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서스펜션의 진동 감쇠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진동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강성이 조절된 서
스펜션에서 진동이 감소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원으로 중
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S3143048) 지원을 받아 수
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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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ram of active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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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 필렛 이음용접 공정변수 최적화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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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급속하게 증가한 오일·가스 생산량에 비해 주
요 파이프라인 용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
내의 인프라 부족으로 셰일 자원의 수송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파이프, 플랜지, 복합구조 등 기자재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조선에 적용되는 파이프라인 용
접이음은 ㅅ너박의 구조상 필릿 이음부가 대부분으로
전체 용접부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필렛 이음
부를 신속히 안정하게 용접할 수 있는 최적화 방법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적화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필렛 이음용접의 공정변수를 최적화
하고자한다.

2. 필렛 이음용접 실험
본 파이프라인 필렛 이음용접 실험에서 사용되어진
모재는 STPG 370 및 DH36을 사용하였으며 필렛 이음
용접부를 확인하고 최적의 용접 공정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용접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고속 GMA
용접기가 사용되었고, 전체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주요 공정변수가 되는 용접전류, 아크전
압, 용접속도로 선정하여 용접실험 계획을 수립하였
으며, 고정변수로 보호가스, CTWD, 토치각도를 설정
하였다. 실험계획법은 완전요인 실험계획법을 사용하
였다.

Table 1 GA method parameters and their values

Optimal method
Function tolerance
(Population size)
Range of
Min. value
Max. value
parameter
Range of constraint value
Mutation function
Population type

GA(Genetic algorithm)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A, 20V, 23m/min
240A, 24V, 27m/min
4.4 mm
6.0 mm
Constraint dependent
Double vector

3. 유전자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화
상용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MATLAB을 이용하여 용
접 공정변수를 최적화하기 위해 총 27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최적화 기법의 적용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Population size를 다양하게 나누어 적용하였으며, 최
적화 기법의 변수들은 Table 1에 나타낸다.

4. 결론
AWS D1.1/D1의 기준을 만족하는 필렛 용접부의 각장
길이에 대한 최적 용접 공정변수를 선정한결 과 제약조
건 및 목적 함수인 각장의 길이가 6mm 이상을 만족하는
조건을 선정하고자 하으며, 최적의 용접조건은 전류
229A, 전압 27V, 용접속도 19cm/min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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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다년도 중형
R&BD사업(PJN21005)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
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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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가속화에 따른 전기차 개발
및 보급 확대로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음. 그 중 전기차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신뢰성 확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
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냉각블럭의 접합
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고온의 냉각수 유입시
접합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고
온 함침 시험을 통한 알루미늄 접합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수행하였음.

Fig 3 Adhesive joining sample

접착제는 CASE 1 구조용 2액형 에폭시계 접착제,
CASE 2 1액형 실리콘계 접착제를 활용하여 시험을
진행하였음.

3. 시험내용
냉각수가 함침된 접합 시편을 챔버에 넣어 96시간동
안 냉각수 온도 90 를 유지시킨 후 인장 평가를 수행하
였음 그 결과 Table 1의 A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음.
Fig 1 Cooling Block Structure

2. 시험조건
냉각블럭 내에 냉각수 유입시 접합 신뢰성 검증을
위해 배터리 팩 케이스의 구동시 발생하는 조건을 모
사하여 시험을 진행함. Fig 2와 같이 온습도 챔버를
통해 냉각수 온도를 90 고온 유지시킨 후 96시간동
안 시편을 함침함. 상온 냉각 후 인장시험을 수행함.
시편은 알루미늄 3천계, 6천계 접합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하였음. 접합방법은 Fig 3과 같이 겹치기 시편
제작을 통한 시험 평가를 수행함.

Table 1 Result of Tensile test
No

CASE 1 (N)

CASE 2 (N)

1

0

402.012

2

0

340.652

3

305.534

547.815

4. 결론
에폭시계 접착제는 인장강도가 현저히 저하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음. 알루미늄 표면 산화 피막 발생에
따른 접합력 저하로 판단됨.

후기
Fig 2 Test Profile (+90

: 96h)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선도산업단지연
계협력사업 지원에 의한 결과임(P001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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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돋움체 11pt Bold 가운데 정렬 줄간격
150%)
여기에 서론을 입력하시오여기에 서론을 입력하시
오여기에 서론을 입력하시오여기에 서론을 입력하시
오여기에 서론을 입력하시오여기에 서론을 입력하시
오 (휴면명조 9pt 양쪽정렬 줄간 150%)

2. 제목
여기에 2절의 내용을 입력하시오 여기에 2절의 내
용을 입력하시오여기에 2절의 내용을 입력하시오여
기에 2절의 내용을 입력하시오여기에 2절의 내용을
입력하시오여기에 2절의 내용을 입력하시오여기에
2절의 내용을 입력하시오여기에 2절의 내용을 입력하
시오여기에 2절의 내용을 입력하시오여기에 2절의
내용을 입력하시오여기에 2절의 내용을 입력하시오
여기에 2절의 내용을 입력하시오

3. 제목
여기에 3절의 내용을 입력하시오 여기에 3절의 내
용을 입력하시오여기에 3절의 내용을 입력하시오여
기에 3절의 내용을 입력하시오여기에 3절의 내용을
입력하시오여기에 3절의 내용을 입력하시오여기에
3절의 내용을 입력하시오여기에 3절의 내용을 입력하
시오여기에 3절의 내용을 입력하시오여기에 3절의
내용을 입력하시오여기에 3절의 내용을 입력하시오
여기에 3절의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machine(Times New Roman 8pt)
Machine unit

Process

Stroke(mm, rpm)

Fig. 1 Drill process of drill unit(Times New Roman 8pt)

3. 결론
여기에 결론을 입력하시오여기에 결론을 입력하
시오여기에 결론을 입력하시오여기에 결론을 입력하
시오여기에 결론을 입력하시오여기에 결론을 입력하
시오여기에 결론을 입력하시오여기에 결론을 입력하
시오여기에 결론을 입력하시오여기에 결론을 입력하
시오여기에 결론을 입력하시오여기에 결론을 입력하
시오여기에 결

후기
여기에 후기를 입력하시오여기에 후기를 입력하
시오여기에 후기를 입력하시오여기에 후기를 입력하
시오여기에 후기를 입력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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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종금속용접은 원자력 발전소 및 화력발전소등 상
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종금속용접부에 사용
된 저탄소강과 스테인레스강은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사용된 이종금속용접부는 원자력 발전소의 일차시스템
인 원자로 압력용기(Reactor Pressure Vessel, RPV)에 사
용되는 SA508 Cl.3와 오스테나이트기 스테인레스 강인
AISI316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종금속용접부에
대한 고온의 장시간 열화에 의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가속화 온도로 600℃로 설정하였다. 가속화 열처리 후
장시간 열화에 따른 강도 저하를 미세조직 분석과 기계
적 성질 비교를 통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험편은 이종금속용접부로 원
자력 발전소의 일차 시스템인 원자로 압력 용기 (Reactor
Pressure Vessel, RPV)에 사용된다. 시험편은 GTAW(Gas
Tungsten Arc Welding)를 이용하여 저탄소강인 SA508
Cl.3와 AISI316L 오스테나이트기 스테인레스강을 Ni기
초내열합금인 Alloy 82를 이용하여 이종금속 용접하였
다. 이종금속 용접시 저탄소강과 용접금속간의 열팽창
계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Alloy 82로 1mm 두께로
buttering하였다. 시험편은 Bar 형태로 20mm×20mm×
150mm로 제작되었다. 시험편은 총 5단계로 하여 전기
로에서 600℃의 온도로 각각 0h, 100h, 1000h, 5000h,
10000h 가속 열처리를 수행하여 장시간 인공열화된 시
험편을 제작하였다.

는 용접 시 발생하는 열전도에 의해 결정립의 조대화와
재결정이 일어났다. 그리고 모재와 달리 마르텐사이트
가 생성되었다. Buttering부와 용접부는 버미큘러 형태
의 미세조직을 가지고 응고 방향과 속도에 따라서 결정
립의 크기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AISI 316L BM은
전형적인 다각형 형태의 미세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초
기 가공시에 발생한 변형을 받았다. 또한, 냉각시 발생한
델타페라이트가 입계에 존재하고 있다. AISI316L HAZ
부에서는 BM과 달리 가공시 받았던 변형이 용접열에
의해 해소가 되었으며, 결정립크기 역시 작아졌다.
이는 Fig 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lath가 붕괴되지
않았을 때는 미소한 석출물들이 lath boundary를 구성하
고 있다.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lath는 붕괴되고
따라서 lath를 구성하고 있는 고용 원소들이 기지내로
확산 및 고용되었다. 그리고 기지 내의 석출물들은
10000h 열화가 진행되었을 때, 고용 원소들의 재석출이
일어나 큰 석출물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장시간 열화에 따라 확산이 유리한 고용원소들이
성장과 결합에 의해 최대 300%까지 조대화됨을 알 수
있다. 입내 석출물 역시 입계 석출물과 마찬가지로 장시
간 열화에 따라서 석출물의 조대화가 일어남을 알 수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열화 시편의 각 부분 별 표면 조직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SA508 모재의 미세조직
은 베이나이트로 페라이트(bainitic ferrite)와 탄소가 풍
부한 상의 혼합상으로 알려져 있다. SA508 HAZ부에서

Fig.1. Optical micrographs of dissimilar weld metal

3. 미소 경도와 인장강도 및 항복강도는 재료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감소하였다. 하지만 경도는 베이나
이트의 래스 경계의 붕괴가 상당히 진행되고 급격하
게 감소하지만 인장강도와 항복강도는 초기부터 급
격한 감소를 보였다.

후기
Fig. 2. Variation in precipitate size in SA508 during long-term
aging

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2020R1I1A3A04036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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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micrographs of during long-term aging in AISI31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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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입계의 존재하는 석출물의 크기보다는
작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AISI316L
강은 Fig 3(a)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초기 결정립계 주위
에 델타 페라이트가 분포하고 있다. 델타 페라이트의
존재는 조직의 성장을 감소하고 전위 운동의 강한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료의 강도 특성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장시간 열화에 따라서 안정상인 시그마상으로
변태하게 되는 것을 Fig 3 (b)와 (c)에서 관찰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종금속용접부의 고온장시간 재료열
화를 연구하고 재료열화에 의한 미시적 손상에 대한
비파괴검사의 유용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얻을 수 있었다.
1. SA508의 경우 장시간 재료 열화에 따른 초기 베이나
이트 조직의 래스 하부 조직의 회복과 미세 석출물의
기지 재고용으로 베이나이트 분해가 진행되었다. 또한,
래스가 붕괴되었지만 입내에 석출물들이 남아있고,
입계 석출물은 조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초기 대
비 석출물의 평균 직경은 최대 300%까지 증가하였다.
2. AISI316L의 경우 전형적인 쌍정이 입계에 잘 발달된
오스테이이트조직은 장시간 열화에 따라서 쌍정이
회복되고 입계는 구상화가 진행되며 특히, 결정입계
에 존재하던 델타페라이트는 석출물과 시그마상으
로 분해가 진행되었다.

of SA508 Steel for Nuclear Reactor Pressure Vessel",
J. Kor. Inst. Met. & Mater., Vol. 38, pp. 771~778
2. Kim, M. K., Park, J. S., Lee, Y. H. and Ryu, K. S.,
2011, "Degradation Evaluation of 1Cr-0.5Mo Steel
Using Barkhausen Noise", J. Kor. Mag. Soc., Vol.
21, pp. 13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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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로계획 기술은 무인 이동체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경로계획 기술은 제어 대상과
환경에 따라 최적의 경로를 생성하는 기술로 적용 범
위에 따라 광역 경로계획, 지역 경로계획으로 나뉜다.
경로 생성 알고리즘은 크게 그래프 탐색 기반, 샘플링
기반, 최적화 기반, 함수 기반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
서는 제어 대상의 역학적 요소와 환경을 효과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베지어 함수를 이용한 경로계획 기법
을 제안한다.

2. 본론
본 연구에서 사용된 베지어 함수는 4개의 제어점
좌표와 매개변수 t를 갖는 3차 베지어 함수로 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는 베지어 곡선의 조절점을 의미하고

 는 각 조절점의 매개변수를 의미한다. 각 조절
점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는 목표점의 좌표를 의미하며,  은 회전행렬을
의미한다.  는  의 사잇각을 의미하며,  는 와
장애물 간의 거리,  는 와 의 거리를 의미한다.
베지어 곡선 생성을 위한  는  , ,에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해 해당 인자들
을 최적화하고 최종 베지어 곡선을 생성한다. 최적화
를 위하여 GSS(Golden Section Search)와 SPO(Spiral
Optimization) 기법을 사용한다[1-2]. 제안된 기법의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Gazebo 및 ROS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1은 시간에 따른 경로

Fig. 1 Bézier curve based path planning result

생성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로 생성 및 추종이
적절히 수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베지어 곡선을 이용한 경로계획
기법을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장애물로 인
해 복잡하고 협소한 지형에서도 올바른 경로 계획
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속도 및 각
속도 명령/응답을 통해 해당 경로를 정상적으로
추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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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 처리를 통한 정션프리 형상의 PVP 나노파이버 네트워크 제작
Fabrication of junction-free PVP nanofiber network
via humidif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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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의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는 가운데, 이들을 구성하는 투명 전극의 소재 및 공정
개발에 대한 관심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투명
전극(transparent electrode)이란 가시광선 영역의 높은
빛 투과도를 가지면서도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로
이루어진 전극을 일컫는다. 전기 방사(Electrospinning)
는 정전기력을 이용해 고분자를 포함한 다양한 재료
를 분사시켜 수십에서 수백나노 직경의 섬유(fiber)를
제작하는 방법으로서, 투명 전극을 빠르고 간편하게
제작하기에 유용한 기술이다. 전기 방사된 나노 섬유
들 간에는 서로 겹치는 junction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접촉 저항이 발생하고 추후 전극으로 사용
시 전기적 특성이 저하된다. 이러한 문제는 보편적으
로 전기 방사 직후 열처리를 통해 섬유에 포함된 용매
를 증발시킴으로서 해결되고 있다. 하지만 열처리 공
정은 수백 섭씨의 온도에서 이뤄지므로 고온에 취약
한 polymer 기판 등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VP (Polyvinylpyrrolidone)의 수
용성 성질을 이용해 별도의 열처리 공정 없이 습윤
처리만으로 junction을 없애는 이른바 junction-free 형
상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제작과정 및 결과
1. 전기 방사 공정 : 10 wt% DMF를 용매로 하여
제조된 PVP 용액을 glass substrate 위에 전기 방사한다.
(Distance between tip and collector: 10~15cm, Applied
voltage: 8~10kV, Applied air compression: 1~2kPa,
Electrospinning time: 30~90sec)
2. 습윤 처리 공정 : DI water를 이용해 챔버의
Relative humidity를 90% 가량으로 맞추어 고습한 환경
을 조성한다. 그 후 PVP 나노 파이버가 방사된 glass
substrate 시편을 챔버에 넣어 일정 시간 가습한다.

Fig. 1. 전기방사된 PVP 나노섬유(광학현미경 관찰)

Figure 2. 습윤 처리된 junction-free 형상의 PVP 나노섬유
(광학현미경, SEM 관찰)

3. 결론
본 연구 결과, 전기 방사된 PVP 나노 섬유를 별도의
열처리 공정 및 약품처리 없이 가습 챔버를 활용한
습윤 처리 공정만으로도 junction-free 형상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제작 방법은 공정의 복잡성
및 위험성은 줄이고, 열에 취약한 polymer substrate
등의 다양한 기판 위에도 적용 가능하여 그 응용 분야
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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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 아크 적층을 이용한 블레이드 제조
Study for Blade Making by Wire Arc Additive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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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양한 적층 제조 (Additive Manufacturing) 방식 중
와이어 아크 적층 제조 공정 (Wire Arc Additive
Manufacturing, 이하 WAAM)은 생산비가 타 열원 대비
저렴하고 생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1][2]. 본 연구
에서는 pulsed GMAW (Gas Metal Arc Welding) 장비를
활용한 WAAM 공정의 변수 최적화 및 프로펠러 형태
블레이드 제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Fig. 1 Results of WAAM with opimized parameter

2. 실험
실험을 위해 Daihen 의 DW-300 용접기를 사용하였
고 적층이 수행되는 시편은 SS400 강종을 적용하였다.
용접 와이어는 높은 표면장력을 얻기 위해 황 함량이
높은 KC-90SB3를 사용하였으며, 보호가스는 Ar 99.9%,
25L/min을 적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최적화를 수행할
용접 변수로는 용접 전류 및 전압, 용접 속도, CTWD
(Contact Tip to Work Distance)를 선정하였다.

3. 결과
용접 전류와 전압은 열입력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
며 이로 인해 와이어 용착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낮은
열입력은 낮은 용착량과 용입, 핀치 포스(Pinch Force)로
인해 불량한 비드 외관과 낮은 생산성을 야기 시킨다.
반대로 높은 열입력은 다음 층 생산 시 기존 층을 녹이기
때문에 공정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용접 속도는 와이
어가 적층 되는 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전류, 전압 조건하에서 30cm/min과 40cm/min의 속도를
적용하였을 경우 단위 길이 당 와이어 공급량이 30%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 빠른 속도는 불안정한 아크와
비드 형상을, 느린 속도는 큰 비드 형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단락이행으로 인한 스패터 등의 단점을 가진
다. CTWD의 경우 외관 불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짧은
CTWD는 단락이행으로 인한 스패터를, 긴 CTWD는 불
안정한 아크와 용접부 기공을 야기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용접 전류 140A, 전압 34V,
용접 속도 40cm/min, 15mm CTWD의 변수 최적화 결과
를 확보할 수 있었다. 얻어진 최적 변수들을 토대로
15cm 높이의 프로펠러 형태의 블레이드에 대한 적층
제조를 수행하였고 Fig. 1에 그 결과를 도식하였다.

4. 결론
일반적인 pulsed GMAW를 활용한 WAAM 공정에서
변수들의 영향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변수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최적 변수를 활용하여 프로펠러
형태의 블레이드에 대한 적층 제조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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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제조를 위한 지지대가 필요없는 소프트 그리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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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프트 그리퍼는 기존 고강성 재료로 제작된 그리퍼
에 비해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 동작을 수행하는 데 유용
하다. 소프트 그리퍼 제작 시 주형을 이용하는 것 보다
적층 제조 공정을 활용하면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CAD 모델링을 통해 맞춤형 소프트 그리퍼
를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적층 제조 공정을 이용하는 소프트 그리퍼
의 제작 시 내부 지지대를 형성하지 않고 성형 가능한
소프트 그리퍼의 형상 및 내부구조에 대한 것이다.

2. 소프트 그리퍼 설계
일반적으로 소프트 그리퍼는 압력 증가에 따라 변형
되는 공기 챔버와 물체와 직접 접촉하는 변형-제한 층
(strain-limiting layer)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다중재료
적층제조 공정을 이용하여 변형-제한 층 위에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유연 압력 센서를 단일 공정으로 성형하
기 위한 소프트 그리퍼의 형상 설계를 위한 것이다.
이때 소프트 그리퍼와 유연 압력 센서를 단일 공정으로
적층하려면 소프트 그리퍼의 변형-제한 층이 적층된
소프트 그리퍼 구조물의 가장 윗면에 성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공기 챔버가 변형-제한 층보다 이전 층에 성형되
기 때문에 공기 챔버 내부 공간에 지지대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공기 챔버 내부에 성형된 지지
대를 모두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적층 제조 공정에서 내부 지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소프트 그리퍼 형상 모델을 제시하였다. 즉, 소프트 그리
퍼에 내부 지지대를 형성하지 않기 위해 공기 챔버와
변형-제한 층이 맞닿는 부분을 내접원을 이용하여 설계
하였다.

3. 결론
다중재료 적층제조 공정을 이용하여 변형-제한 층
위에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유연 압력 센서를 단일

공정으로 성형하기 위한 소프트 그리퍼의 형상 설계를
하였다. 공기 챔버와 변형-제한 층이 맞닿는 부분을 내
접원을 이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적층제조 공정에서 성
형 시 내부 지지대를 형성하지 않는 소프트 그리퍼의
형상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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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매의 잔류량이 압력 감응재의 성형 특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Residual Solvent on Fabrication Characteristics of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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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외부 환경을 인지하고 물리적 접촉 측정을 위한 압
력(촉각)센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다중벽탄소나노튜브(Multi-Walled Carbon NanoTube,
MWCNT)와 폴리디메틸실록산(Polydimethylsiloxane,
PDMS)을 혼합하여 유연성을 갖는 압력 센서 제작이
가능한 압력 감응재를 제작하였다[1-2]. 본 연구에서는
압력 감응재 제작 공정 중 용매의 잔류량이 압력 감응
재의 성형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압력 감응재의 점성
압력 감응재는 MWCNT와 PDMS를 용매에 분산하
여 혼합하고 불필요한 용매를 증발시키는 과정으로
제작된다[2]. 이때, 압력 감응재는 용매가 증발함에 따
라 점차 점성이 높아진다. 점성은 압력 감응재를 적층
제조 시 토출 속도와 토출 압력에 큰 영향을 주는 인자
이다. 즉, 토출 압력이 동일한 경우 압력 감응재의 점성
이 다르면 압력 감응재가 토출되는 유량이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압력 감응재 제작 공정에서 증
발되지 않고 잔류하는 용매의 양이 압력 감응재 토출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압력 감응재 제작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3. 용매 잔류량에 따른 압력 감응재의
성형 특성
압력 감응재를 제작 시 MWCNT와 PDMS는 원활한
혼합을 위해 용매와 함께 분산 혼합된다. 이후 적층제조
를 위한 적절한 점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정량의 용매를
남기고 증발시킨다. 10%와 20%의 잔류 용매를 갖는
압력 감응재를 제작하여 직선 형상을 성형할 때 노즐의
이송 속도와 압력 감응재의 토출 압력에 따른 성형된
직선 형상의 선폭을 측정하였다. 압력 감응재의 토출
압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노즐의 이송 속도가 낮을수록

선폭이 커졌다. 동일한 폭을 갖는 형상 제작시, 10%의
잔류 용매를 갖는 압력 감응재를 원활히 토출하기 위해
서 20%의 잔류 용매를 갖는 압력 감응재보다 더 높은
토출 압력이 필요했다. 이는 10%의 잔류 용매를 갖는
압력 감응재의 점성이 20%의 잔류 용매를 갖는 압력
감응재보다 높기 때문이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압력 감응재 제작 공정에서 용매의
잔류량이 압력 감응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
였다. 용매의 잔류량은 제작된 압력 감응재의 점성에
영향을 주며 이는 압력 감응재의 성형성 등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압력
감응재 제작 공정을 개선하여 일관성 및 재현성 높은
압력 감응재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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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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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조건을 고려한 베어링 하우징의 근사최적설계
Approximate Optimization of the Bearing Housing Considering Strengt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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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실제 산업에서 적용되는 기계요소부품은 경험이나
직관에 의해 과도 설계가 수행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도 설계된 베어링 하우징 중량을 최
소화함으로써 원가절감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베어링 하우징의 기하학적 설계변수를 선정해 실
험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한요소해석
(Finite Element Analysis, FEA)을 수행하여 응력 및 중
량에 관한 대리모델을 생성하였다. 이어 중량 목적함
수 최소화 및 강도 제한함수를 만족하는 베어링 하우
징 근사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2. 근사최적설계 정식화
베어링 하우징의 설계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 기하
학적 설계변수(tk)를 선정하였다. 또한, 중량 최소화
목적과 FCD45소재의 항복강도(330MPa)를 기준으로
안전율(Safety factor, S) 1.5와 3을 만족하는 최대 본
미세스 응력(von-Mises stress)을 제한조건으로 선정하
였다. 이에 대한 최적설계 정식화를 식 (1)에 나타내었다.

(a) S = 1.5

(b) S = 3

Fig. 1 Stress analysis of optimal design

하였다. 안전율에 따른 베어링 하우징 최적 설계변수
에 대한 FEA를 수행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Fig. 1과 같이 안전율이 1.5와 3인 경우의 본 미세스
응력값은 각각 214.3MPa과 96.98MPa이 발생하므로 제
한함수를 만족하는 최적해를 얻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중량 감소는 기존 대비 각각 55.74%, 50.47%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베어링 하우징 중량 최소화를 위한
근사최적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실제 산업에서
적용된 과도 설계 기계요소부품의 원가절감 달성이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계요소부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변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뢰성
기반 최적설계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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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상감시장비 초음파모터의 주파수 특성을
이용한 정비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aintenance Technology Using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Ultrasonic Motor in Thermal Observa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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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a)

열상감시장비는 주간카메라, 열상관측기, 레이저거
리측정기, GPS 등 다양한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주요
경계시설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군의 주요
정보자산이다. 주간카메라에 장착되는 초음파모터는 배율과
초점을 조절하는 핵심부품이지만, 장기간 사용으로
고장이 증가하여 정비기술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를 위해 초음파모터 고장 원인과 주파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으며, 이를 응용하여 시험장비 및 정비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2. 본 론
2.1 기술특성분석
Table. 1은 초음파모터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압전
세라믹의 구동 전극에 각각 90° 위상이 다른 교류전압과
일정량의 압력을 가하면 구동 주파수 범위 내(35~40㎑)에
서 150rpm 이상의 회전력이 발생한다.
Fig. 1은 초음파모터 내부구조 및 작동 원리이다. 압전
세라믹에 적절한 구동 주파수를 인가하면 금속링은 타원운
동으로 진행파를 발생하게 되고 로터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초음파모터의 지속사용을 위해서는 일
정한 압력과 압전세라믹의 전기적 특성이 유지되어야 하
지만 장기간 사용 시 로터 마모에 의한 압력 감소와

Vp-p

200 ~ 500 V

Electricity load

1.25 A

↷
Piezoelectric
ceramic

Metal
vibrator

Rotor

Dimension
No-load speed
Load(800gf-cm)
speed
Working
temperature

44 × 48 × 52(㎜)
150 rpm
80 rpm
-40 ~ + 43 ℃

Rotor

Metal
Vibrator

Fig. 1 internal structure & Principles

(a) Driving frequency

(b) Test bench

Fig. 2 Test equipment

구동 주파수 변화로 모터는 회전력이 저하되거나 회전
불능상태가 된다.
2.2 성능 검사장비 개발
Fig. 2와 같이 압전세라믹의 구동 주파수를 분석하
고 국방규격 기준의 성능시험이 가능한 시험장비 개
발을 완료하였다. 시험장비는 주간카메라 LDU(Lense
Drive Unit)에서 초음파모터로 제공되는 동일한 교류전
압을 발생한다. 시험장비는 초음파모터에 35~40㎑ 범
위에서 100㎐ 단위로 주파수를 인가하며 Test bench를
활용해 부하, 무부하, 정지 토크, 소모전류 등 7항목
성능시험이 가능하다.
2.3 시험평가
시제 정비한 초음파모터를 열상감시장비에 장착하여
분해능, 시선 변위차, 줌/초점기능 등 23항목을 시험한
결과 전 항목 ‘양호’하였다. 운용시험은 환경요인을 고려
하여 야전 정비부대에서 6개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자체
점검, 연속 줌, 배율 조정 등 전 항목 기준충족 하였다.

3. 결 론

Table. 1 Characteristics of Ultrasonic motor
Driving frequency 35~40 ㎑
Vrms
150 ~ 250 V

(b)

Pressure

Traveling
wave

열상감시장비 초음파모터 성능 검사장비를 개발하
여 압전세라믹의 구동 주파수 재조정이 가능하고 성능
시험을 통해 야전정비부대에서 현장정비 및 복구가 가
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투부대는 신속·정확한 경계
작전과 장비가동률 보장이 가능하고, 국방예산 약 4억
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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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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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연속 침 시술 장치의 카트리지 구조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artridge Structural Analysis of Automatic Continuous
Acupunctur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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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고령인구의 증가, 건강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의료기기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기기는 차세대 신성장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
으나 의료기기 장비 개발에는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고령화가 심화되어 가는 시점 및 고령자에 투입되
는 의료비가 나날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해
결방안으로 한방 의료 장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 연속 침 시술장치의
카트리지를 개발하고자 상세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제
안된 장치의 카트리지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기술개발
장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카트리지 구조해석
카트리지 구조해석을 위한 격자는 Hex dominant,
Tetrahedrons 구조의 격자를 적용하였다. 모델링에 사용
된 총 절점수는 80,168개, 요소수는 10,687개로 구성됐다.
구조해석의 경계조건으로 카트리지 재질은 Structural
steel을 사용하였고, 양쪽 면이 고정되기 때문에 Fixed
support를 적용하였다.
또한 실제 환경과 동일하기 위해 Standard earth
gravity를 적용하였으며, 카트리지에 최대 120N의 힘
을 가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2의 (a)는 카트
리지의 Mesh 생성, (b)는 구조해석에 사용된 경계조건을
나타낸다.

(a) Mesh

(b) Boundary condition

Fig. 2 Selection of conditions for structural analysis

(a) Total
deformation

(b) Equivalent stress (c) Safety factor

Fig. 3 Result of structural analysis

3. 결론
자동 연속 침 시술장치의 카트리지에 작용하는 최
대 120N의 힘을 가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과 Total
deformation은 최대 0.0010mm, Equivalent stress는 최대
59.059MPa, Safety factor는 4.1765를 예측하였다.
따라서, 구조해석을 통해 추후 시제품 제작시 불필요
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카트리지의 충분한 구조적 안
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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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PS 로타리 작업기의 수평 제어 Co-Simulation 알고리즘

Horizontal Control Co-Simulation Algorithms for 150PS Rotavator
장예림1, 이다연1, 박세준1, 박광호2, 강희용2, 조용근3, #이충호1

*

*

Y. R. Jang1, D. Y. Lee1, S. J. Park1, G. H. Park2, H. Y. Kang2, Y. G. Cho3,
#
C. H. Lee(leech@jj.ac.kr)1
1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2(주)로봇팜, 3건설기계부품연구원

Key words : 3 Point Hitch, Horizontal Control, Simulink, Co-Simulation, Rotavator

1. 서 론
전 국토의 70%가 구릉 지역과 경사 지역에 농경지
가 형성되어 있다. 로타리 작업기는 트랙터 후방에
장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중인 트랙터 경사 각도에
따라 기울어진다. 작업한 농지의 평탄도가 고르지 않
아 추가 작업을 수행하여 영농비용이 증가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파종 작업 시 균
평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Matlab Simulink를
활용하여 자동 수평 제어 장치의 알고리즘을 개발하
고 Recurdyn과 연동하여 Co-Simulation을 수행하였다.

2. 수평 제어 알고리즘 개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전, Recurdyn S/W를 활용하여
실린더가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Translate Joint를
부여하고, 실린더가 직선 운동을 할 때 3점 히치 연결
부 회전을 표현하기 위해 Revolute Joint를 부여하여
3점 히치의 거동 상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Matlab Simulink를 활용하여 로타리 작업기의 수평
제어 장치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실린더는 복동 실
린더로 Stroke 길이 150mm를 입력하였다. 방향 밸브인
4/3 Way Valve와 연결을 시킨 후, 방향 밸브가 중립
위치에 있는 동안 로드를 제자리에 고정하고 실린더
제어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Counterbalance Valve를
연결하였다. 또한, Fig. 1과 같이 복동 실린더의 직선
운동에 필요한 Damper, Pump 등을 나타내었다. 수평
제어 회로를 Subsystem으로 만든 후 Recurdyn Block
모델과 연동시켜 Co-Simulation을 수행하였다.

Fig. 2 Recurdyn and Matlab Simulink Co-Simulation Connection
Circuit

①
②

③

Fig. 3 Co-Simulation Result(X: time, Y: Y axis)

3. 결 론
Co-Simulation 수행 결과, Fig. 3의 그래프 은 0초
직후 수평 제어가 일정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
내었다. 그래프 는 로타리 작업기가 좌·우로 기울어졌
을 때 실린더 움직임을 20초 동안 연속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10초를 기점으로 실린더가 상승(16mm)에서 하
강(-16mm)으로 운동전환됨을 도출하였다. 그래프 은
방향 밸브가 중립 위치에 있는 동안 로드를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나타내었다. 실린더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10초 기점에서 로드를 고정시키기 위
해 가장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도출되었다. 향후, 수평
제어뿐만 아니라 경심 제어 등 복합 제어 회로를 설계하
여 Co-Simulation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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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참고문헌

Fig. 1 3 Point Hitch System & Circuit Design of Horizontal
Control

1. S. S. Lee, J. H. Mun, W. Y. Park, C. H. Lee, K. S.
Lee, "Off-Road Machinery System Engineering :
Hydraulic Level control System of Combine body",
KSAM Vol.29 No.5, pp. 425~432, 2004.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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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초미분쇄용 식품분쇄기는
제트밀 방식이 상당수다.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기류식
사이클론 방식은 대두 등과 같이 유지분이 많은 원료
를 열변성에 의한 파괴 없이 미세 분쇄가 가능한 선진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펠러에 부딪히는 대두에
대한 마찰하중을 분석하였고 도출된 결과값을 기반으
로 고유진동수를 해석하여 공진 현상을 회피하는 최
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고유진동수를 해석하기 위해 3600RPM, 5400RPM,
7200RPM의 총 세 수준으로 나누어 해석을 진행하였다.
Solidworks Flow Simulation을 활용하여 작동 유체는 대
두로 선정하였고 중력은 Fig 1과 같이 +X 방향으로 하여
초기조건을 설정하였다. 분쇄기의 전체적인 메커니즘
을 고려해 대두가 유입, 유출되는 영역과 회전하는 공간
을 구분지어 해석 모델을 구성한 후, 출구에서의 질량유
량은 연구목표인 60kg/h으로 부여하였다. 임펠러가 회
전하면서 날 안쪽 면에 대두가 부딪히도록 설정하여
Table. 1과 같이 RPM에 따른 마찰하중 및 토크를 각각
도출하였다. 회전부는 자유롭게 하고 축의 수평 및 연직

이동은 고정하여 2개의 날(33 ) 각 안쪽 면에 마찰하
중을 적용하였다. 임펠러와 축의 체결 부분에 토크값을
입력해 임펠러가 +Z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설정한 후
진동수 그래프를 통해 고유진동수를 분석하였다.
Table. 1 The result of friction load and torque
Type

RPM

Friction load
(N)

Torque
(Nm)

A

3600

12.69

13.06

B

5400

16.28

14.51

C

7200

17.86

15.57

Fig. 1 The result of vorticity of B type(left) and natural
frequency(right)

3. 결과
RPM에 따른 세 수준을 비교한 결과 RPM이 높아질수
록 토크 및 마찰하중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고유진동수 해석으로, 토크 및 하중의 크기나
방향은 구조적 강성변화가 없이 고유진동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A, B, C Type의 마찰하중 및 토크값들에
대한 고유진동수는 모두 동일하게 Fig. 1의 그래프와
같은 형태로 도출되었다. 모드를 총 40까지 설정하였고
모드 1은 288.46Hz, 모드 40은 4152.5Hz로 일정 범위에서
완만하게 진행되다가 모드가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형
태를 확인할 수 있다. 분쇄기의 모터는 LHC2B1500-KK
모델이며 고유진동수는 60Hz로, 사용RPM인 3600~
7200RPM 범위내에서 공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향후 이 결과를 토대로 중형 분쇄기 일체형
라인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며 임펠러의 다운사이징에
따른 안전성 검토와 최적설계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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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외 대형 스마트팜 증가에 따라 고소작업용 전동
모빌리티가 제작 및 공급되고 있다. 환경과 주행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지만 고소작업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전
도 사고는 매우 높고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
서는 Recur Dyn을 활용하여 고소작업 시 주행조건과
노면을 설정하고 횡전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소, 최대
전도각을 도출하여 안전성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2. 연구 방법
스마트팜 전동 모빌리티 기반의 고소작업 및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Fig. 1과 같이 차체 중량은 400kg,
작업대 최대높이 3m로 설정하였다. 개발목표인 최대
적재중량 250kg(2452.5N)의 하중을 정중앙에 부여하
였다. 작업대 프레임과 리프트의 재질은 SS41, 아연각
관의 물성치를 적용하였고, 휠과 노면은 고무와 콘크
리트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초 동안 0°에서
20°까지 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가상의 경사면에 대해
모빌리티 모델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동적
마찰계수( )는 0.8, 감쇠 계수( )는 10으로 접촉조건을
설정하였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검정기준을 참고하
여 전도되는 시점은 휠과 노면의 접촉면에서 발생하
는 하중이 0N일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주행속도는
1.5km/s, 3km/s, 5km/s 3수준으로 후륜에 Motion을 부
여하였다. Fig. 2와 같이 3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
쪽은 좌측 후륜, 아래는 우측 후륜으로 시간에 따른
마찰력을 도출하였다.

Fig. 2 Frictional force and overturning result according to time
(X: time(s) / Y: Frictional force)

3. 결 론
모빌리티가 경사면을 주행함에 따라 좌측으로 기울
어져 우측 바퀴가 들림으로써 1차 전도가 발생한 후,
두 바퀴가 완전히 넘어가는 현상을 2차 전도로 하였다.
노면에 착지 후 주행하면서 우측 후륜의 마찰력이 0N에
서 3100N까지 급상승하다가 점차 0N으로 감소하여 10
초에 1차 전도가 발생하였고, 좌측 후륜은 0N에서 최대
6132N까지 상승하다가 감소하여 11초에 2차 전도가 발
생하였다. 주행속도에 대한 3수준 모두 일정한 시간에
1,2차 전도가 발생되어 전도는 작업방식, 주행방향 등
외적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1차
전도를 최소 전도각, 2차 전도를 최대 전도각으로 하였
을 때, 최소 전도각은 10˚, 최대 전도각은 11.8˚로 도출되
었다. 향후, 적재하중 높이와 위치 및 노면조건에 따른
실차 주행과 안전성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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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다인을 이용한 시저형 전동 모빌리티 운동 분석
Motion analysis of electronic mobility for scissor type mechanism using
Recurdyn
*

박세준1, 장예림1, 이다연1, 강대식2, 조용근3, 유형민3, #이충호1
*

S. J. Park1, Y. R. Jang1, D. Y. Lee1, D. S. Kang1, Y. G. Cho3, H. M. Y3,
#
C. H. Lee(leech@jj.ac.kr)1
1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2㈜그린맥스, 3건설기계부품연구원

Key words : Scissor Lift, Mobility, Horizontal distance, Vertical distance, Recurdyn

1. 서 론

Table 1 Horizontal distance of scissor lift

현재 고령화, 인력난으로 스마트팜에서의 생산성
향상 및 인력 대체, 사용자 편리성 향상과 인체공학적
인 설계로 작업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고소작업
용 모빌리티 개발이 필요하다. 전동 모빌리티 기반의
최대 3m 고소작업 시저리프트는 대형온실의 증가에
따라 적화, 적과 및 수확 작업에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는 Recurdyn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전동 모빌리티 시저
형 리프트의 운동 구조를 분석하였다.

2. 시저형 리프트 메커니즘 분석
시저형 리프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시저 메커니
즘을 활용하였다. 리프트의 상승 높이를 0.4m(A),
1.5m(B), 3m(C) 총 세 수준으로 나눈 후 링크의 길이,
링크와 링크 사이의 각도 등을 구하였다. Recurdyn을
활용하여 링크의 길이(  )는 0.9m, 링크와 링크 사이

각도( )는 A, B, C 순으로 4.32°, 58.14°, 102.6°로 측정
하였다. 리프트의 수평 이동거리(x) =
로, 수직 이동거리(y) =


  의




cos  의




식으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

였다. 이동 거리에 따른 X, Y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여

x의 수평 속도(  ) =


 cos  의






   sin  ,



y의 수직 속도(  ) =

식을 이용하여 값을 산출하였다.

A

0.4

0.45

Speed
(  , m/s)

B

1.5

0.39

6.356

C

3

0.28

18.016

Section Standard height(m) Horizontal distance
(x, m)

0.037

Table 2 Vertical distance of scissor lift

A

0.4

0.03

Speed
(  , m/s)

B

1.5

0.44

22.87

C

3

0.70

57.73

Section Standard height(m)

Vertical distance
(y, m)

2.16

3. 결 론
Recurdyn을 활용하여 전동 모빌리티 시저형 리프트
이동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수평
이동거리(x)는 0.45m, 0.39m, 0.28m에 따라 수평 속도
(  )는 0.037m/s, 6.356m/s, 18.016m/s로 산출되었다. 또
한, Table 2와 같이 수직 이동거리(y)는 0.03m, 0.44m,
0.70m에 따라 수직 속도(  )는 2.16m/s, 22.87m/s,

57.73m/s로 산출되었다. 향후, 리프트를 승·하강 시키는
실린더의 각도를 적용하고, 극 좌표계 등 기구학적 이론
을 활용하여 시저형 리프트 이동 거리와 속도 및 각속도
등을 산출하여 기구해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후기
본 논문은 2021년 한국산업단지공단 단년도 이전기
술 사업화 R&D 부문(IRIC 2123)의 연구 수행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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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기 챔버 유출구 직경에 따른 질량유량 변화율
The Rate of Change in Mass Flow According to the Diameter of the Grinder
Chamber Ou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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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이클론밀 기류식 식품 분쇄기는 유지분, 수분 및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는 소재를 쉽게 분쇄하고 소
재의 열변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
서는 분쇄기 챔버의 유출구 직경을 세 수준으로 변경
해 질량유량 변화율을 분석하였고 챔버 내부의 온도
및 압력을 비교하여 최적 챔버 설계를 위한 유출구
직경을 설계하였다.

Fig. 1 The result of inlet and outlet flow velocity(from left)
and, temp. variation of A,B,C type ,model(right)

3. 결과

2. 연구방법
CFD를 수행하기에 앞서 분쇄기 챔버의 유입구 직경
은 동일하게 460mm로 고정한 후 챔버의 유출구 직경을
70mm, 105mm, 140mm인 세 수준으로 변경하였다.
Solidworks Flow Simulation을 활용하여 작동유체는 대
두로 적용하였고 검사체적을 형성한 후 회전부는 연구

목표인 7200RPM을 입력하였다. 밀도는 739 로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챔버의 유입구 유속은 117.497m/s
로 도출되었다. 유입구 질량유량( )은 3.08193kg/h로


산출되어 이를 기준으로 3가지 직경에 대해 챔버 유출구
유속은 0.007m/s, 0.003m/s, 0.002m/s로 도출되었다. 챔
버와 대두가 부딪히는 부위의 부품들은 SUS304 재질을
적용하여 챔버 내부의 평균 온도 및 압력과 유입구 질량
유량(  ) 및 세 수준의 유출구 질량유량(  )에 대한




질량유량 변화율(   -  )을 Table 1으로 나타냈다.

Table. 1 The result of the rate of change in mass flow
Outlet
in
flow Change
Temperature
Type diameter Mass
mass flow Pressure
(kg/h)
(Pa)
(℃ )
(mm)
(kg/h)
A

70

0.1

3.08191

18.74

17.92

B

105

0.06

3.08192

14.88

16.07

C

140

0.057

3.08192

10.72

16.34

Table. 1과 같이 세 수준의 유출구 직경에 따른 질량유
량 변화율을 산출한 결과, 비교적 차이가 크지 않아
검사체적에서 유입 및 유출되는 질량의 전달률은 유출
구의 직경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챔버 내부 압력은 유출구의 직경이 커질수록 작아지지
만 Fig. 1 그래프와 같이 A type은 내부 온도에서 5초부터
B, C type보다 비교적 상승하는 형태이고 C type은 직경
이 상대적으로 넓어 외부의 온도(20.75℃)를 차단하지
못하고 B type보다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5초까지 내부 온도 및 압력을 고려하였을 때 B type은
A, C type에 비해 온도가 낮으므로 최적의 유출구 직경으
로 사료된다. 향후, 챔버 형상에 따른 질량유량 변화율을
챔버의 구배에 대해 산출하여 일체형 중형 분쇄기 수정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후기
본 논문은 2021년 전라북도 혁신성장 R&D⁺사업
(RA2021-01-C1-04)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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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 중 공기저항을 이용한 사이드미러 빗물 제거장치
Raindrop Eliminator for a Wing Mirror by Air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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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천 시 사이드미러의 경우 직접 닦아내거나 미러
표면을 소수성 화학 처리하여 빗물을 흘려보내는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빗물에 대한 노
출과 빗물처리 효과 후 미러의 오염 등에 관한 문
제점이 있어 자동차 운행시 발생하는 공기저항을
이용한 빗물 제거용 사이드미러의 공학 설계와 유
동해석을 통한 사이드미러의 유동특성을 파악하고
물리적 구조를 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유동해석 및 설계
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공기저항에 대한 운동에
너지를 사이드미러 표면에 적용시켜 빗물을 물리
적으로 제거하는 형태를 설계하였다. Fig. 1은 공
기가 통하는 매끄러운 유로가 없는 Flow-Pathless
타입과 매끄러운 유로가 사이드미러 내부에 형성
된 Flow-Path 타입을 설계하여 명명하였다.

3. 성능실험
3D 모델링과 유동해석은 솔리드웍스를 활용하였으
며 100km/h의 속도로 운동하는 자동차를 가정하였
다. Flow-Pathless 타입은 사이드미러 박스 안쪽으로
인입된 공기가 사이드미러 뒷면을 강타한 후 미러의
왼쪽에 자리한 가장자리 홀(Hole)을 통해 사이드미러
앞면에 분포되며 Flow-Path 타입은 매끄러운 유로를
통해 공기가 인입된다. 해석 결과가 보여주듯,
Flow-Pathless 타입은 인입된 공기가기가 미러 뒷면을
우선 강타하기 때문에 큰 압력손실이 수반되지만

Fig. 2 Rainwater removal effect by air distribution outlet
thickness

Flow-Path 타입의 경우 유로를 통해 공기가 매끄럽게
흐르기 때문에 압력손실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박스 내 형성된 유로로 인하여 사이
드미러 앞면에 분포되는 공기의 속도가 비교적 유지
됨을 확인하였다.

4. 결론
유동해석을 통해 설계된 사이드미러의 빗물제거
성능은 공기의 속도를 약 22.4m/s(약 80km/hr)로
조절하였을 때 유로의 유/무와 공기분포 출구두께
에 따라 결정되지만 공기분포 출구 두께의 영향이
더 현저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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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화지수에 따른 STS 초박판의 성형성 평가

Evaluation of Formability of Ultra-thin STS Sheet Metal
according to Strain Hardening Coefficient
한현수1, 백승호2, #박상후3, #조종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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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박판 소재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되며 특히 열
교환기와 같은 기계장치 제작에 사용된다. 판형 열교
환기는 복잡한 유로를 가지고 있어 성형성 (formability)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성형성은 성형공정변수에도
영향을 받지만 판재의 재료물성에도 영향을 많이 받
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료 물성치 중 가공경화
지수에 따른 50μm 두께의 STS 판재 성형성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2. STS 304 0.05T 박판 인장시험
열교환기용 박판의 물성치 확보를 위해 상온에서
인장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시편은 Fig. 1과 같이
ASTM 규격에 따라 Bright Annealing 한 0.05T STS
304 소재(STS 304 BA)를 와이어 커팅하였다. 또한,
이방성 측정을 위해 시편의 커팅 방향 각도를 0°, 45°,
90°로 달리하여 인장시험을 진행하였다. 확보한 재료
의 물성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90°

Elastic modulus [E, GPa]

99.4

Yield strength [σY, MPa]

258.5

Tensile strength [σT, MPa]

545.9

Anisotropic factor [r-value]

0.38

3. 가공경화지수에 따른 성형성 평가
STS 304 BA 소재 0.05T 박판의 성형성 평가는
DEFORM 해석을 통해 가공경화지수(n) 값을 조절하
여 두께 감소를 분석하였으며 해석 물성치는 와이어
커팅 방향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성형해석이 진행되
는 동안 금형과 소재 사이의 마찰계수(f)가 0, 0.05,
0.10인 경우 가공경화지수(n)를 0.2, 0.4, 0.6으로 두어
총 9가지 변수에 따른 두께 감소를 Fig. 2에 제시했다.

Fig. 2 Reduced thickness according to strain hardening coefficient
Fig. 1 Wire cut tensile specimen according to ASTM
Table 1 Material properties according to cutting angle
Cutting angle

0°

45°

Material properties

STS 304 BA

Elastic modulus [E, GPa]

119.3

Yield strength [σY, MPa]

241.6

Tensile strength [σT, MPa]

553.1

Anisotropic factor [r-value]

0.40

Elastic modulus [E, GPa]

113.5

Yield strength [σY, MPa]

252.2

Tensile strength [σT, MPa]

548.7

Anisotropic factor [r-value]

0.55

4. 결론
열교환기용 STS 소재 0.05T 초박판인 경우 가공경
화지수는 두께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가공경
화지수가 클수록 국부적인 변형이 감소하는 영향을
보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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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YS Explicit Dynamics를 이용한 발사체 관통 해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Penetration of Projectile using ANSYS Explicit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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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xplicit FEM법은 Implicit FEM법에 비해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우에 대해 해석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러한 Explicit FEM법을 이용하여 매우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발사체의 물체 관통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NSYS Explicit Dynamics를 이용한
동적 해석을 사용하여 발사체가 물체를 관통할 수 있는
발사체의 적절한 최소 속도를 예측하고자 한다.

Fig. 2 Result of simulation at velocity 300m/s

2. Modeling
본 연구에서 초기 모델의 경우 직경 1 in 슬러그형
발사체를 이용하여 직경 300mm, 두께 20mm PVC 판을
관통 시험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Fig. 1과 같이 하였다.
그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발사체가 판이 있는 방향으로 충돌하게 하기 위해 발사
체 방향을 –Z 로 설정 후 속도를 300m/s 적용하였다.
또한 판의 옆면을 Fixed Support 로 지정하였다.

Fig. 3 Result of simulation at velocity 240m/s

3. Result of Simulation
종료 시간을 0.5ms로 설정하고 속도를 300m/s, 240m/s,
230m/s로 Fig. 2 - 4와 같이 해석을 진행하였다. 240m/s
~ 300m/s 구간에서는 발사체가 판을 관통하였으나,

Fig.4 Result of simulation at velocity 230m/s

230m/s에서는 관통하지 못하고 발사체가 튕겨 나온 것으
로 나타났다.

4. 결론

Fig. 1 Modeling, Set the direction of projectile
Table 1 Properties of Model

Material
Size[mm]
Mass[kg]

Projectile

Plate

Steel

PVC

0.278

2.05

25.4 ∅ *70

300 ∅ *20

해석 결과 발사체의 속도가 230m/s일 때 판에서 튕겨
나오는 것으로 보아 종료 시간을 증가시켜도 발사체는
관통을 못할 것이다. 따라서 발사체의 속도가 240m/s 이
상일 때 PVC 판이 관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사체의
관통 가능 속도의 예측은 이 속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추산하는 중요한 설계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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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field method를 이용한 Capillary action 기반의 Bridge 형상 시뮬레이션
Bridge Structure Simulation based on Capillary Action using Phase Fiel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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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apillary Force Lithography의 모세관력을 이용하여
Wall pattern에 Capillary action을 적용한다. Wall patten의
표면에너지와 레진의 표면 접촉각 및 점도를 변수로
선정하여 기존의 Wall pattern보다 물에 대한 발액 특성
이 우수한 접촉각 100 ° 이상의 옴니포빅 표면을 제작하
고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bride 형상구현을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Capillary action에
의해 형성되는 bridge 구조의 원리와 형상 변수를 제어
하여 레진의 코팅 두께에 따라 구현되는 bridge 형상의
결과를 참고하여 실제 패턴 제작실험에 있어 선행자료
로 이용하고자 한다.

2. Capillary action에 의한 Bridge 구조

Fig. 2 Changes in bridge structure according to the
thickness of the resin coating layer in the 3D
semi-hexagonal model

형성

3. 박막 코팅 두께에 대한 Bridge 구조

3D 형태의 Wall pattern 표면에 레진이 코팅된 박막을
접촉시키면 Capillary action 및 중력에 의해 Fig. 1과

Fig. 1의 과정으로 시뮬레이션 조건을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 3D 형태인 반 육각형 구조에서의 Capillary
action을 시뮬레이션하여 박막 코팅층 두께에 따른
bridge 구조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2는 육각형 한
변의 길이는 40 , Air 층의 높이는 10에서 박막
레진 코팅층을 2, 4, 6로 증가시켰을 때
bridge 구조의 두께와 크기가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이 형성된다.
접촉하는 순간 짧은 시간 내에 반응이 일어나기 때
문에 접촉 후, 경화 과정에서 Bridge 모양이 굳혀진다.
다음과 같은 해석은 레진과 공기층의 2가지 유체를
이용한 해석으로 COMSOL Multiphysics의 Two phase
flow의 Phase field method를 이용하였다.

4. 결론
Wall pattern의 표면에너지 40mN·m, 레진의 Contact
angle 12.5°, 점도 40cps에서 phase field method를 통해
코팅층 두께에 따른 bridge구조 변화를 확인하였다.

후기
Fig. 1 Implementation of bridge shape by capillary force
in 2D model by applying symmetry condition of
3D unit cell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9R1A5A80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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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Aluminum 이종소재 체결을 위한 접합 디바이스
접합성에 대한 전산해석 연구
Study on the Bondability of Bonding Devices for Fastening Steel-Aluminum Different Material
*

*

이찬희1, #차승훈1, 소범식1

C. H. Lee1, #S. H. Cha1, B. S. So1
1

경북테크노파크

Key words : Multi material, Flow Drill Screw, Joining technology, Finite Element

1. 서론
자동차 차체 분야에서 기존 Steel 소재에서 비철금
속, 복합소재 등의 소재로 대체됨에 따라 기존 접합
기술을 대체할 이종소재 접합·체결 기술개발이 활발
하게 진행 중이다. 최근 폐단면 이종소재 접합이 가능
한 기계적 체결 방법 중 하나인 FDS(Flow Drill Screw)

Fig. 3 Flow Drilling Section cross-section shape

공법을 이용한 이종접합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해외 선진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상용화
하여 적용하고 있다. 현재 FDS 공법을 이용한 이종소
재 기계적 접합은 소재와 두께에 따른 스크류 설계가
어렵고 체결강도에 대한 정밀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산해석을 통하여 이종소재
접합 디바이스의 설계변수에 따른 접합강도를 평가하
고 주요 설계 방법을 연구하였다.

Fig. 4 FDS driving simulation

2. 접합 디바이스의 소재 접합성 연구
Flow Drilling Section 단면 형상에 따른 소재 관통성
및 접합성 분석을 위해 단면에 조칼 여부에 따른 공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접합공정 시 접합하중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Fig. 1 FDS joint screw configuration

Steel-Aluminum 이종소재의 FDS 접합 후 기계적 접합
강도를 분석하였으며, 접합 시편에 강제 인장 조건을
적용하여 구조강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3. 해석 결과 및 결론
FDS 접합 공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
하여 Flow Drilling Section 에 조칼 형상이 있는 조건에서
체결 시 하중이 작게 발생하였으며, 동일한 접합 조건에서
더 수월하게 소재를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칼 형상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FDS접합 시
편을 모델링 하고 구조강도 해석을 수행하여 이종소재
접합 디바이스에 대한 성능을 검토하였다.
파단은 접합 된 소재가 먼저 찢어지는 형태를 보였
으며, Steel(1mm), Aluminum(3mm) 접합 조건에서 설
계요구 성능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후기
Fig. 2 FDS fastening process

본 연구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R&D 과제(과제번
호 : 20013767)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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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안장 압력분포도 실험
Saddle Pressure Distribution Test for Big Data Collection
권민철1, #박태진1, 김병창2, 백승주3, 김재문3

*

*

M. C. Kwon1, #T. J Park(taejin-0361@hanmail.net)1, B. C. Kim2, S. J. Baek3, J. M. Ki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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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기계융합공학과, 2경남대학교 기계공학부, 3CTT

Key words : Bicycle, Saddle, Pressure distribution, Big data, Algorithm

1. 서론
현재 이모빌리티 확산 추세에 따라 퍼스널 모빌리
티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대중들이 쉽게
접하고 건강관리 차원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자전
거 이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자전거는 초보자부터
일반인, 동호인, 프로 등 이용인원이 다양하며 라이딩
스타일이나 안장의 형태 선호도는 개인별로 다양하
다. 본 연구는 개인별 맞춤 안장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
별 신체데이터 정보를 축적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맞춤형 안장을 제작하고자 한다.

Fig. 2 Saddle pressure distribution by riding style

2. 빅데이터 알고리즘 원리
개인별 신체데이터, 라이딩 타입, 선호 안장스타일
등 안장에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
여 빅데이터 학습 자료를 취득한다. 이를 기반으로 Fig.
1과 같이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개인별
맞춤형 안장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3. 압력분포테스트
안장전용 압력측정센서를 이용하여 라이딩 스타
일에 따른 압력분포도를 분석하였다. 기본적인 라이
딩 스타일별 안장의 압력분포도는 Fig. 2와 같다. 개
인의 몸무게, 압력분포도 실험진행을 위해 기본 라이
딩, 서행, 고속 순으로 페달링을 진행하였고 Fig. 3과
같은 그래프값을 확인하였다.

Fig. 3 pressure distribution test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라이딩 스타일 및 페달링 속도에 따
라 안장의 압력분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본 데이터
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신체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개별 맞춤 안장 설계 기술 개발을 하고
자 한다.

Fig. 1 Deep Learning Neural Network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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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열화상 검사를 위한 국부가열 열해석
Thermal Analysis of Local Heating for Infrared Thermograph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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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Local heating, Thermal analysis, Infrared thermography, Infrared thermography nondestructive testing

1. 서 론
부품 및 산업 구조물들은 다양한 금속재의 용접 또
는 조립에 의해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구조물은 제작 또는 건설 초기의 소재 상태 내부 결함
이 내재하거나, 혹은 사용과정에서 구조물 내부에 결
함이 발생하게 되어 수명 단축과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 구조물의 제작 초기 부품 상태의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이나, 반복하중으로 발생한 결
함 검출법으로 비파괴 검사(NDI; nondestructive
inspection) 기법인 방사선 투과(RT)법과 초음파 탐상
(UT) 시험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파괴검사
의 핵심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이들
검사방법은 구조물의 대형화와 과도한 검사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소요가 많고, 방사선투과법의 경우 안전
성 문제 등으로 최근 들어 적외선 열화상 비파괴시험
(infrared thermography nondestructive testing; IRT NDT)
기술의 활용이 해외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응용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응용 및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이 결함의 유무, 단순 온도차
등의 정성적인 평가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응용한 표준시편의 동시 촬영에 의한 비교로 정
량치를 추정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
향의 정량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국부가열 시편
기존 열화상측정시 가진 방법과 달리 본 연구는 측
정 대상의 국부 부분에 직접가열 후 열전달에 따른
결함부의 온도차를 측정하여 결함에 대한 정량적 평
가를 하고자 한다. 먼저 설계한 시험편에 대해서 국부
가열에 따른 열전달 해석을 통해 결함 검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Fig. 1과 같이 모델링 하였다.
시험편은 200×100×7t 크기의 Al 6061을 대상으로
원형 결함 ø6을 깊이 2, 3, 4, 5 및 6mm로 엔드밀로
가공하였으며, 방사율이 0.95인 흑체를 도포하였고

Fig. 1 Heat source and local heating

Fig. 2 Mash

국부가열 가진 장치는 0.0009m2의 열원 면적을 갖는
열전소자로 제작하였다. 국부가열 가진에 의한 결함
검사의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검사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Cycle, 열원, 대류열전달계수)을 변경하여 열
해석을 진행하였다. 시험편의 열물성치는 Al6061의
열물성을 사용하였고, 국부가열 가진 장치 열원의 접
촉 표면온도는 30(1009.26), 40(2021.58), 60 (4043.16
W/m2)로 총 3개의 경우를 인가하였으며 시험편의 대
류 열전달계수 (12, 24, 34W/m2·K)와 1cycle의 열원
인가 시간을 10, 20, 30초로 지정하여 시편 정중앙에서
가열하는 경우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해석을 위한 격
자는 시험편의 두께와 결함 부근의 정밀한 해석을 위
하여 Fig. 2와 같이 221,965개의 요소로 세밀한 격자를
생성하였다.

3. 결 론
국부 가열모델 열해석 결과 실험에서 사용될 조건
은 Base2 조건이 충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5cycle에서 Base2의 온도변화는 열전소자가 가
열됨에 따라 결함 깊이에 따른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약 98초에서의 온도변화는 결함 크기에 따라
기울기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열전소자
의 cut off 이후 열전달 계수에 따라 열손실이 커져
결함 깊이에 따른 온도변화 결과를 비교할 수 있었다.

후기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NRF) 이공분야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연구 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
(No.2020R1F1A107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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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자켓형 초저온 글로브밸브 개발
Developmemt of Cryogenic Globe Valve with Vacuum Jacket
곽경민1, 이중형1, 백경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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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M. Kwak1(kmkwak@djvalves.com), J. H. Lee1, G. Y. Baek1
㈜대정밸브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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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액화수소(-253 )의 생산 및 활용 분야에 관심
이 급증하는 반면에 이러한 액화수소의 초저온 환경
에 적절히 대응되는 밸브의 기술 수준은 아직은 미진
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액화수소의 초저온
유체에 사용할 수 있는 진공자켓형 글로브밸브 구조
를 제안하고자 하며, 검증 단계로서 일차적으로 액화
질소(-196 ) 초저온 유체에서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Fig. 2 Test apparatus and method

2. 구조 및 성능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진공자켓형 글로브밸브의 구
조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밸브의 사이즈는 25A이며,
구조는 크게 초저온 유체가 접하는 바디부 및 본넷부
와 그 주위를 둘러싼 진공자켓으로 각각 구분되며,
진공자켓 내부는 초저온 유체의 온도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공을 유지하였다. 내부기밀을 위한 PCTFE
시트, 외부기밀을 위한 Bellows 및 각종 비금속 재질
및 이외의 금속재료는 STS316L 재질을 사용하였다.
성능평가 시험은 Fig. 2와 같이 BS6364(1)에 의한
액화질소 초저온 및 상온복귀에서의 밸브 기밀시험과
진공자켓의 내부 진공유무에 따른 진공자켓의 외부
표면온도 측정시험으로 구분된다. 밸브 기밀시험은
밸브 내부로 헬륨가스를 유입(내부기밀 1.1MPa, 외부
기밀 1.5MPa)시켜 헬륨 누수 감지기로 측정하였다.

Fig. 3 Temperature distribution of vacuum jacket surface

밸브 내부에 액체질소를 공급시킨 후 진공자켓 내
부에 무진공과 5.0×10-4Torr의 진공을 각각 부여하여
진공자켓의 표면온도를 측정한 결과, Fig. 3과 같이
진공이 유지된 밸브에서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3. 결론
1) 진공자켓형 글로브밸브는 액화질소의 초저온 및
상온복귀 조건에서 내부기밀과 외부기밀이 각각 무누
설로 확인되었다.
2) 진공자켓 내부에 진공을 부여한 밸브는 무진공
밸브에 비해 표면온도가 높아 초저온 유체의 온도증
가 방지에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후기
이 논문은 2021년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한 차세대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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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posed valv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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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자기기의 발달과 함께 전자기기의 전력사용량 증
가 문제가 대두되었다. 전력사용량 증가는 전세계적으
로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로 인해 고효율
전자기기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기
기의 효율 저감의 원인 중 하나인 발생 열을 제어하기
위해 힛싱크가 사용된다. 그 중에서도 LED 조명의 경우
방열 효과를 높이는 힛싱크 형상에 대해 여러 시도가
이루어졌다. LED 조명이 긴 사용기한을 가지기 위해서
는 설계된 특정 온도 이하에서 LED가 지속적으로 작동
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효율의 방열 구조가
필요하다. 고효율의 방열 구조와 더불어 제작 단가 측면
에서 보았을 때, 최소한의 질량 증가가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pin fin이 적용된 힛싱크에 간단한 고리 형상
을 추가하여 방열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상에 따라 힛싱크 주위의 유동을 해석하고 열전달 특
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고리의
지름, 두께, 위치를 변경하며 방열 성능을 확인한 결과,
고리를 추가하지 않은 힛싱크의 열저항 대비 고리를
추가한 최적 형상 힛싱크의 열저항이 12.6%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or Industrial Strategic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material part package type), “(20015986,
Development of Fire Suppression-type High Safety Module
and Demonstration of Safety for Future Eco-Friendly
Medium and Large Secondary Battery) fund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Republic
of Korea).”

2. 수치해석 방법
힛싱크에 고리 구조를 추가하였을 때 힛싱크의 열저
항 개선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용 CFD 코드인
ANSYS FLUENT를 사용하여 열유동 해석을 진행하였
다. 또한 Multidisciplinary Design Optimization을 통해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주변 공기의 유동은 3차원, 정상
상태, 비압축성 유동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복사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이산 세로좌표법(DO)이 사용되
었다. 힛싱크의 방사율은 0.9로 설정되었다. 유동 해석
을 위한 solver의 경우 압력 기반 해석 방정식이 사용되
었으며 압력과 속도의 상관관계 solver로는 SIMPLE 알
고리즘이 사용되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형상 추가로 인해 방열 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고리 모양의 형상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고리의 설치 위치와 형

참고문헌
1. Effendi, N. S., Kim, K. J., “Orientation effects on natural convective performance of hybrid fin heat sinks”,
Applied Thermal Engineering, Vol. 123, pp. 527-536,
2017.
2. Jang, Daeseok, Seung-Hwan Yu, and Kwan-Soo Lee.
"Multidisciplinary optimization of a pin-fin radial heat
sink for LED lighting ap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t and Mass Transfer, Vol. 55(4) 515-5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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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 농도 흡입 비율이 70%이다. 차량 문이 닫힌 상태에
서 PM10, PM2.5의 농도 분포를 해석한 결과에 의하면,
배기구가 위치한 객실 중앙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
장 높았으며 객실 양 끝 영역으로 갈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동차의 출입문
을 20초간 개방한 상황에 대하여 비정상상태 해석을
진행한 결과, 차량 문을 개방할 경우 전동차 내부의
미세먼지 농도가 20%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대중교통 실내 공기질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
이 출퇴근 시간에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며, 승강장보
다 전동차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따라서 지하
철 전동차 내부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 전동차에 설치된
HVAC을 통해 객실로 들어오는 PM10, PM2.5의 유입
차단에 따른 전동차 객실 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
고 차량 문이 20초간 개방됐을 때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과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지원으로 수행되
었습니다.

2. 수치해석 방법

참고문헌

지하철 전동차에 설치된 HVAC을 통해 지하철 터널
로부터 객실로 들어오는 외기와 전동차 내부의 리턴
에어를 고려하여 전동차 객실 내에서의 미세먼지 농
도를 해석하였다. 전동차 객실의 상단에 16개의 취출
구와 4개의 배출구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전동

1. Catalin loan Teodosiu, Viorel llie, Radu Gabriel
Dumitru and Raluca Smaaranda Reodosiu, 2016,
"Assessment of ventilation efficiency for emergency
situations in subway systems by CFD modeling",
Building Services and Equipment, 122 – 124

차 객실에 탑승한 승객의 수가 91명인 것을 가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 상용 전산
유체역학 코드인 ANSYS FLUENT를 사용하였다. 전
동차 내부의 공기의 유동은 3차원, 정상상태, 비압축
성, 난류인 것으로 가정하여 k-ε난류 모델을 사용했다.
압력 기반 솔버의 사용과 함께 커플링 알고리즘을 사용
하였고, 운동량, 난류 운동에너지, 난류 소산율을 해결
하기 위해 Second Order Upwind 방식을 선택하였다.
필터의 포집효율을 고려하여 입자 농도를 해석하기 위
해 User Defined Function을 사용했다.

2. Huw Woodward, Shiwei Fan, Rajesh K. Bhagat,
Maksim Dadonau, Megan Davies Wykes, Elizabeth
Martin, Sarkawt Hama, Arvind Tiwari, Stuart B.
Dalziel, Roderic L. Jones, Prashant Kumar and Paul
F. Linden, 2021, "Air Flow Experiments on a Train
Carriage Towards Understanding the Risk of
Airborne Transmission", Atmosphere, 12(10), 1267

3. 결론
지하철 전동차 HVAC을 통해 유입되는 PM10, PM2.5
의 농도를 분석했다. 전동차 HVAC의 가동으로 인해
외기의 유입과 리턴에어가 존재하며, 리턴에어의 경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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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결론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 인식과 이에 따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심 미세먼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변 미세먼지는 다수의 차량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 그 농도가 상당히 높아 도로변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로변에서 종
종 볼 수 있는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은 신호등에 의한
신호대기,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 최소화 등의 활용
용도로 도로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데, 보행자가 그늘
막을 이용하는 동안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되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라
솔 형태의 그늘막에 공기청정시스템을 설치하여 청정
한 공기를 토출하도록 하고, 반폐쇄 형상의 그늘막
구조를 만들어 미세먼지가 그늘막 아래 영역으로 유
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외부로부터의 미세먼지 유입을 최소화하면서 동시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개발한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 형상이 그늘막 아래 영역의 공기 중
입자 농도를 크게 저감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예
측되었다. 도출된 최적 형상을 적용하면 그늘막 아래
영역에서 사람의 호흡기 높이에서의 입자 농도가 그
늘막 외부 공기의 입자 농도보다 약 41% 낮아질 것으
로 예측되었다. 추후 그늘막 구조를 실제 제작하여
야외에서 운행함여 그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할 계
획이다.

에 그늘막 아래 공간에서 청정 공기의 순환이 잘 이루
어지도록 하여 사람의 호흡기 높이에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모델을 제
안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상용 전산유체역학 코드인 ANSYS FLUENT를사용
하여 유동과 입자 농도를 해석하였다. 난류 해석을
위해 standard k-ε model을 사용하였고, 유동해석과
동시에 User Defined Scalar를 이용하여 공기 중의 입자
농도를 계산하였다.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 아래 영역
에서 입자 농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정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의 흡입구와 토출구의 최적 위치를 선
정하였고 또한 반폐쇄 형상의 그늘막 구조를 도출하
였다. 그늘막 내부와 외부의 입자 농도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그늘막 형상의 효과를 파악하였
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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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세계에 걸친 코로나19(SARS-CoV-2)의 확산은 우
리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SARS-CoV-2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 간에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비말감염(droplet transmission)는 감염자가 기
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2 m 이내의 근거리에 있는
상대의 점막으로 들어가며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 연
구 결과에서는, 바이러스를 함유한 입자는 에어로졸
형태로 수 시간 이상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이 가능하여
2 m 이상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공기감염(airborne transmission)의 위험이 제시되었다.
특히 음식점, 커피숍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에 더욱 취약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비말
차단 가림막을 응용하여 감염자의 근거리에서 공기감
염을 차단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수치해석을 통해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해석에는 상용 전산유체해석 코드인 ANSYS
FLUENT를 사용하였다. 난류 유동의 해석을 위해
standard k-ε model을 사용하였다. 유동 해석이 끝난
뒤 감염자의 입에서 바이러스가 함유된 입자가 분사
되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였고 입자의 거동
을 예측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사람의 호
흡 유량을 90 L/min으로 설정하여 입자 확산 정도를
확인하였다. 분사된 입자의 실내 전파를 줄이기 위하
여 장치의 흡입구와 토출구의 위치를 최적화 하였다.
일반적인 비말차단 가림막만 설치되어 있는 공간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장치가 설치된 공간에 대하여 입
자의 실내 확산 정도를 비교하였다.

3. 결론
현재 보편화되어 사용되는 비말차단 가림막만 설치

되어 있는 경우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장치를 사용한
경우 간에 결과를 비교하였다. 기존과 같은 비말차단
가림막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대화 시 토출되
는 입자 중 약 68%만 차단할 수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장치를 사용하면 약 97%의 입자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당
과 커피숍뿐만 아니라 무증상자가 많아 바이러스 확
산 위험이 높은 학교의 교실 등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
한 장치를 설치하면 실내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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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우려되어 외부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식당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 등 식당 이용자가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직접적으
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한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감염자로부터 토출되는 바이러스 함유 입자가
확산됨에 따라 집단 감염 또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깃집과 같은 경우에는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일산화
탄소,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연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연기를 흡입하기 위해 식당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연기 흡입구 구조로는 사람의 대화 또는 기침 시
발생하는 바이러스 함유 입자의 흡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사람의 대화나 기침 시 발생하는 바이러스 함유 입자의
확산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당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닥트 라인에 연결하여 사용 가능한 연기 흡입구
를 개발하였고,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도
잘 흡입하면서 동시에 사람의 대화나 기침 시 발생하는
바이러스 함유 입자도 효과적으로 흡입할 수 있도록
그 성능을 최적화 하였다.

2. 수치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기 흡입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형상 최적화를 위하여 유동 해석 및 입자궤적 해석
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상용 전산유체역학 코드인
ANSYS FLUENT를 사용하였다. 사람의 일반 상태의
호흡유량인 10~90 L/min과 특수한 경우(운동 시)의 호흡
유량인 125~254 L/min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사람의 입
으로부터 토출되는 기류의 속도를 반영하여 시뮬레이
션을 진행하였다. 난류 유동을 해석하기 위해 standard
k-ε model을 사용하였다. 유동 해석과 함께 입자의

궤적을 해석하여, 사람의 입에서 토출된 입자의 실내
거동을 예측하였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일반 식
당용 닥트에 연결 가능한 연기 흡입구를 개발하였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흡입뿐만 아니라
사람의 대화나 기침 시 발생하는 바이러스 함유 입자도
효과적으로 흡입할 수 있는 형상을 개발하였고 최적화
를 통해 흡입성능을 극대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기 흡입구를 사용하면 식당과 같이 여러 사람이 마스
크를 벗고 대화하는 장소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크게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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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WSCA(World Special Coffee Association : 세계스페셜
커피협회)에 따르면 선진국일수록 고객이 자기주도방
식의 Branding을 선호한다고 한다.[1]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스페셜티 Branding 추세가 늦지만 앞으
로 세계적 추세로 발전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 수요자가 직접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스페셜티를 자기자리에서 선택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단말 시스템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방
Fig. 1은 수요자가 직접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스페셜티를 자기자리에서 제조할 수 있는 실험장치
를 나타낸다. Fig. 1에 나타낸바와 같이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 스페셜티를 자기자리에서
선택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실험장치를 구성하였다.
기기내부에는 기호에 따라 물의 양을 적절히 선택
할 로드셀이있고, 선택된 물의 양에 따라 추출 시간
이 자동 제어되며, 하부 케이스 내부의 제어반의 열기
배출을 효율적으로 하여 빔히터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2 Experimental results of special tea production through
mobile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스페셜 티를 제조
한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APP 기반 UI Processing을 개발함으로서 커피
추출기 사용자가 전문 지식이 없어도 최적의 추출
방법을 제공함으로 높은 질의 스페셜 티(커피)를
맛볼 수 있으며, Mobile 기기를 통해 기기의 동작
상태확인 및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구현 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스페셜 티를 제조에
관한 연구를 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APP
기반 UI Processing을 개발함으로서 커피 추출기 사용자
가 전문 지식이 없어도 최적의 추출 방법을 제공함으로
높은 질의 스페셜 티(커피)를 맛 볼 수 있도록 연구결과
를 도출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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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ecial tea making experiment device through mobile

with different Inlet Angle in the Centrifugal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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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열사이폰 방식의 오일 냉각쿨러는 작동유체의
비등과 응축 열전달에 의해 방열되며, 비등과 응
축 시 발생하는 압력차와 중력에 의해 작동유체가
자동 순환되므로 작동유체 순환이 무동력 시스템
으로 작동되고, 이와 같은 결과로 기존 쿨러시스템
과 같이 냉각유체 순환펌프가 불필요하여 소비전
력이 절감되고 신뢰성이 향상된다. 그러므로 오일
의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오일을 냉각시켜 주어
야하는 냉각 시스템의 동적해석이 요구된다.[1]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열사이폰 응축부 냉각팬의
동적해석애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동적해석 방법
Fig. 1은 열사이폰 응축부의 냉각팬의 동적 해
석 모델 및 경계조건을 나타낸다.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정면 케이스의 외곽은 측면 케이스와의
연결이 되므로, 이러한 변위 구속조건을 간략히
적용하기 위해서 정면 케이스의 외곽모서리 부분
에 완전 고정으로 변위 구속조건을 적용하여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2 Dynamic analysis result of cooling fan of the
thermosyphon condensing unit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열사이폰 응축부의 냉각팬의 동적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냉각
팬 케이스의 두께 방향으로 케이스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1차 고유주파수를 증가시키
기 위해선 케이스의 강성을 높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케이스의 두께 방향으로 모터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는 모터를 지지하고 있는 Bracket과
Fan grille의 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열사이폰 응축부의 냉각팬의 동적 해석
연구를 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냉각 팬 케이
스의 두께 방향으로 케이스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리
고 케이스의 두께 방향으로 모터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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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낚시를 하는 장소와 환경을 고려할 경우, 전기에너
지를 공급 받지 못 하는 장소가 대부분 많다. 전기에
너지 공급이 어려운 낚시터에서는 추운 날씨와 밤 낚
시를 할 경우 적합한 난방기가 없는 실정이다.[1]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소가스버너를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여 저압의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수증기의
저압력을 이용하여 수증기를 난방매트에 순환시켜서
난방하는 저압의 수증기보일러와 수증기 난방매트를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동적해석 방법
Fig. 1은 낚시 전용 무전기 진공압 구동 보일러
의 실험장치를 나타낸다. Fig. 1에 나타낸바와 같
이 열에너지 공급은 이동식부탄연소기를 활용하고,
스팀보일러는 타원형 탱크를 제작하여서 보일러로 활
용하여서 낚시 전용 보일러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온
수매트에서 스팀의 잠열을 공급하여서 난방 후 응축
된 응축수는 응축수 회수 탱크로 회수된다. 응축수 탱
크에 회수된 응축수는 보일러로 중력차에 의해 보일
러로 유입되도록 실험장치를 구성하였다.

Fig. 2 Dynamic analysis result of cooling fan of the
thermosyphon condensing unit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나타낸 바와 같이 난방용 온수의 온도
는 5분 경과 후 급상승하였으며, 매트표면온도는
온수온도의 급상승에 비례하여 상승하였다. 그러
므로 보일러는 진공압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하
였으며, 온도상승이 기존 보일러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다.

3. 결론
본 연구에서 낚시 전용 무전기 진공압 구동 보일러
연구를 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난방용 온수
의 온도는 5분 경과 후 급상승하였으며, 매트표면온도
는 온수온도의 급상승에 비례하여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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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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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적층 공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따라 다양한 소재
들에 대한 적용과 새로운 방식의 공정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공정 중 Fused deposition modelling(FDM)
은 작동 방식 및 구조의 간편함으로 다양하게 사용되
나, 소재로 인한 강도의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
기 위해 CFRP를 같이 적층하여 강성을 크게 개선한
3D Pritiner가 개발되었다. CFRP를 통해 강도에 대한
개선은 되었지만, 섬유형 제품의 특성상 적층 패턴
및 하중 방향에 따른 탄성계수의 차이가 크다.[1]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직교 이방성을 갖는 소
재의 강도를 분석 하였다.

2. 적층 해석 모델 구성
CFRP 해석을 위해 단위 격자를 구성하여 강도를
분석 하였다. 7 * 7mm 면적을 갖는 형상을 구성하였으
며, 총 16개 층(2 mm 두께)를 갖는 단위 격자를 구성하
였다. 이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ANSYS Composites
PrepPost를 사용하였다. 적층 패턴에 따른 강도를 확인
하기 위해 Fig. 1의 모식도와 같이 적층 패턴으로 해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1개 방향으로 적층한 형상과 2개
방향을 교차해서 구성한 형상을 준비 하였으며 해석
을 통해 이방성 물성을 도출하였다.

3. 물성 분석을 위한 해석 모델 구성
구성한 형상에 대해 구조 해석을 진행 하였다. 해석
은 ANSYS 사의 Machenical을 사용하여 해석을 진행
하였고 이방성 물성을 도출하기 위해 측면 2개 방향에
대한 인장해석과 2개 면의 전단해석을 진행 하였다.
Fig. 2와 같이 CFRP 소재에 주요한 응력이 가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계산결과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Analisys Result of Unit volume
Type

Elastic Modulus[GPa] Shear Modulus[MPa]
Axis 1

Axis 2, 3

Axis 1

Unidirection

28.90

3.32

762.27

Axis 2, 3
243.27

Crossdirection

28.62

28.51

762.13

168.74

4. 결론
해석 결과를 통해 CFRP 적층 방향과 패턴에 따라
탄성계수 및 전단계수가 다르게 계산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추후 인장 시험을 진행하여 결과의 정확도를
검증 하려 한다. 그리고 CFRP를 사용한 부품개발에
이러한 연구가 적용될 것을 기대한다.

후기

Fig. 1 Laminate configuration along the CFRP direction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
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
다. (No. 2020641010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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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EM result of CFRP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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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of 3D Printed CFRP Specimen ac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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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I H13 및 M4 혼합분말 적층 시 고온 충격 특성 평가

Evaluation of High Temperature Impact Properties in Deposition with AISI
H13 and M4 Mixed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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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실험 결과

3D 프린팅 제조 공정 중 하나인 DED 공정은 주로
부품 및 금형의 보수와 품질 개선에 활용되고 있다.
DED 공정의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형상을 가진 모재
의 국소적 부위에만 DED 제조 공법을 활용하여 원하
는 특성의 금속분말소재를 적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연구를 통해 적층 소재의 상온 충격 특성에
대해서는 다소 알려져 있으나, 고온 충격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600 이상의
고온에서 열간금형강 소재인 H13과 상온 경도가 높은
M4를 적절히 혼합한 금속분말을 적층하고 고온 충격
특성을 평가하였다.

혼합비에 따른 600 고온 충격 특성은 다음과 같이
기존 금형강 대비 혼합분말 적층소재가 우수함을 확
인하였다.
- 기존 금형강(SKD 61) : 30J
- H13-70wt.%, M4-30wt.% 적층소재 = 220 J
- H13-50wt.%, M4-50wt.% 적층소재 = 191 J
- H13-30wt.%, M4-70wt.% 적층소재 = 192 J

2. 실험방법
DED 제조 공정에서는 열처리 안된 모재에 경도와
내구성이 우수한 금속소재를 적층할 수 있다는 장저
밍 있으므로 표면경도와 충격특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온 충격시험은 WANCE사의
Pendulum Impact Testing Machine을 이용하여 수행되
었으며, 기존 금형강과 비교를 위해 각 소재별로 상온
과 600 에서 수행하였다.
분말 혼합비 케이스별로 각 3회 실시하여 충격흡수
에너지 값을 측정하였고, 모재는 SKD61 금형강을 사
용하고, 적층 두께는 금형에 적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1mm로 선정하였다.

Fig. 2 Impact test results

4. 결론
DED 제조 공법을 활용하여 기존 금형강 모재에
혼합분말을 적층하여 고온 충격 특성을 평가한 결과
기존 금형강 대비 최대 700% 이상 향상됨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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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rpy high temperature impact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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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per형 SMX 혼합기를 이용한 혼합성능 향상 및 해석적/실험적 규명
Improvement of Mixing Performance with Hopper-type SMX Mixer and
Analytical/experimental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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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혼합공정에 있어 낮은 안정성, 오염물질 배출 등의
한계로 인하여 종래 회분식 혼합기의 한계가 지적이
되고 있다. 이에 대안으로 높은 안정성 및 효율, 낮은
오염물질 배출 등의 장점을 가진 마이크로-메소 스케일
의 혼합기가 제안이 되었다. 특히 SMX 구조를 가지는
혼합기는 길이대비 높은 성능으로 인하여 1960년대 이
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으나, 성능 및 재작성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SMX 혼합기의 설계에 적층제조를
고려한 Hopper 형 SMX 혼합기를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단순한 SMX 구조에 비해 혼합성능 및
제작성을 향상시켰으며, 이를 해석적/실험적으로 검
증하였다.

대부분의 마이크로-메소 스케일의 혼합기는 유동을
분할 및 재결합하여 혼합을 수행한다. 높은 분할 및
재결합 성능을 위해서는 유로와 수직방향의 유동을 유
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용접 등의 기존 공정으로는
이를 위한 형상을 구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SMX 구조 (Fig. 1(a))에 유로 방향
을 축으로 하여 회전시킨 구조를 통하여 Hopper와 같은
형상을 구현하여 기존의 단순한 SMX 구조에 비해 유동
의 통합성능을 강화하여 혼합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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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s

였다(Fig. 1(b)). 이러한 형상은 실질적으로 적층제조를
이용하여야 제작이 용이하다.

2. Hopper형 혼합기설계 개념

Split

Initial :
0.1025

3. Hopper형 혼합기 성능 평가
Flow-3d를 이용한 유동 해석과 혼합실험을 이용하
여 Hooper형 혼합기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물의 점성
을 가지는 두 유체에 대하여 각 유량 0.1L/min의 유량
으로 혼합을 수행하였다. 메쉬의 경우 수렴성 평가를
진행한 후 0.3mm로 선정하였다. Fig. 2는 혼합 해석
및 실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붉은 영역은 Fluid
1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의미하며, 푸른 영역은
Fluid 2가 차지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Hopper형 혼합기는 종래의 SMX 혼합기에 비하여
Transverses 방향의 유동의 영역을 증가시키고 내부
평균속도를 증가시켜 혼합성능을 향상시킨다. 이에
반하여 종래 SMX 구조는 “전 영역”에 걸쳐 혼합을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
출구부분의 단면방향 농도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혼합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석 결과

농도의 표준편차가 종래 SMX 구조의 0.1025에서 0.0859
로 감소하여 혼합성능이 약 16%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
다. 실험결과 나타난 유동패턴과 해석이 유사하여 해석
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SMX 구조에 적층제조를
고려한 새로운 차원의 설계변수를 추가함으로서 성
능이 향상된 혼합기를 설계하고 그 혼합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또한, 설계된 형상에 대하여 해석적 성능평
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1unit 기준 혼합성능이
약 16% 향상하였다. 적층제조를 이용하여 Hopper형
SMX 혼합기를 제작한 후, 해석 결과를 실험적으로 검증
하였다.

후기
이 성과는 202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
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No. 2020R1F1A1069374), 동시에 이 연구는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No. 200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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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절삭 하이브리드 공정을 위한 음함수 기반 CAD 모델 수정 기법

Development of Implicit CAD Modeling Approach for Hybrid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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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적층 공정과 절삭 공정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
하여 부품을 제작하는 하이브리드 공정의 적용이 증
가되고 있다. 특히 대형 부품의 적층 제조 시 설계
형상의 제약 완화, 재료 절감, 제작 시간 단축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적층 과정에서 필연적으
로 나타나는 계단 현상(stair step)은 표면 품질을 저하
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절삭 공정이 필요하
다. 하이브리드 공정에서는 공정 대부분이 모델 내부
에서 진행되는 적층 공정과 공정 대부분이 모델 외부
에서 진행되는 절삭 공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이를 위
한 CAD 모델은 적층과 절삭 공정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층-절삭
하이브리드 공정을 지원하기 위한 CAD 모델 수정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음함수 기반의 CAD 시스
템을 적용하여 적층 및 절삭 공정 정보를 정량화하고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정된 CAD 모델을 생성한

하다.
또한, 적층 공정에서 소요되는 재료량 및 제작 시간
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층 각도의 분포를 함수화하여
함수장으로 나타내고 이를 활용하여 모델 변경을 수
행하였다. 절삭 공정의 공정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서포트 구조물의 형상을 최적화하였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제조 기법을 위한 CAD
모델의 수정 기법을 제안하였다. 음함수 기법을 이용
하여 형상 모델링을 위한 함수장의 변경을 통해 절삭
가공을 위한 확장모델을 생성하였다. 또한, 적층 제조
시 발생하는 서포트 구조물의 양과 이를 제거하기 위
한 절삭 공정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층 각도를
고려하였다. 그 결과 제안한 수정 기법은 스케일링
통한 모델 수정 기법을 통해 도출된 모델에 비해 재료
양 및 제조 시간이 절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2. 본론

후기

본 연구에서는 음함수 표현법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음함수 표현법에서는 레벨 셋 기법을 활
용하여 특정 함수값을 갖는 점의 집합으로 모델의 표
면을 표현하기 때문에 모델링을 위한 함수값의 변경
을 통해 하이브리드 공정을 위한 모델의 생성이 가능

본 연구는 2021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NRF - 2021R1F1A106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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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ual description for model modification for hybrid manufactur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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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LS 방식 적층제조의 고유변형율 도출
Inducing Intrinsic Strain in DMLS Additive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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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적층제조는 디지털 메쉬 모델을 바탕으로 레이어 별
로 3차원 객체를 쌓아올리는 기술로써, 기존공정에서는
제조가 불가능하고 복잡한 고부가 가치의 기계부품 제
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최근에는 레이저 빔을 활용하여
금속 분말을 용융시켜 제조하는 DMLS(Direct Metal
Laser Sintering) 방식의 적층제조 공정이 자동차, 항공
및 우주 산업분야의 고부가 가치의 부품제작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MLS 방식의 금속 적층제조 공정에
서 발생하는 변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적층제조 과정
에서 발생하는 고유변형율을 도출하는 실험을 수행하
였다.

2. 고유변형율 도출 방법
DMLS 방식의 금속 적층제조 공정에서 열변형을 예
측하고 변형보상 모델을 생성하기 위하여 적층제조 과
정에서 발생하는 고유변형율을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고유변형율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험에서
활용된 Cantilever beam 형태의 시편은 전산해석 툴인
MSC 의 Simufact additive에서 제공되는 규격을 사용
하였다.
Cantilever beam 시편의 적층제조는 EOS 의 EOS
M290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레이저 노출값은 Table 1과
Table 1 Parameter of laser exposure

Hatch
rotation

Hatch
Offset angle
Rotation angle
Restriction angle
Exposure pattern
Stripe definition

Infill
Energy input

0°
67°
30°
Stripes
Stripe width
10 mm
Overlap stripes
0.12 mm
Laser power
285 W
Laser speed
960 mm/s
Hatch distance
0.11 mm

Fig. 1 Cantilever beam wire cutting and Z-direction distortion

같이 설정하고. 적층제조시 발생되는 응력이 동일한
평면에 정렬되지 않도록 레이져 Hatch의 회전각도는
67°, 제한각도는 30°로 설정하였다. 빌드플랫폼의 온도
는 150 , 불활성가스의 압력은 0.76mbar, 산소농도는
0.1% 이하로 조성하여 파트의 흄과 산화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실험시편은 X축과 Y축의 변형율 분석을 위하여 축별
로 각 5개씩 배치한 후에 적층제조를 수행하여 적층제조
된 시편의 X축과 Y축 방향의 잔류응력에 의한 Z축 방향
의 변형율을 측정하였다. 출력된 시편을 와이어컷팅
공정을 진행하면, 잔류응력에 의하여 Z축 방향으로 변
형이 발생하게 된다. 초기 시편의 Z축 방향의 높이를
측정하고, 와이어컷팅 후의 Z축 방향의 높이를 측정한
후에 각 시편의 Z축 변형값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Z축
변형도의 평균값을 근거로 Calibration 전산해석을 수행
하여 X, Y, Z축의 고유변형율을 도출하였다. 예측 변위
량의 최고값은 2.01mm이며, 포인트 예측변위 측정값은
X축 방향 1.85 mm와 Y축 방향 1.85mm로 측정되었다.
19단계의 해석과정을 수행하여 허용편차 1%의 결과값
으로 X축 방향 0.003, Y축 방향 0.003, Z축 방향
0.03 등의 고유변형율이 측정되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적층제조 과정에서의 변형율을 중점
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제조공정에 국한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고유변형율 값을 바탕
으로 적층제조공정에 적용함으로써 제조성공률과 변형
율을 예측하고 변형보상의 해석조건을 초기 CAD모델
에 적용하면 치수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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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이트 결합에 따른 적층 무선 안테나 코일 자계 변화 연구
Experimental measurement of the magnetic field response of AM antenna
with ferrite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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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전 연구에서는 적층을 통한 무선 전력 전송용 안
테나의 설계 변수에 따른 응답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
다. 적층 출력물 내에 코일 안테나의 격층 임베딩을
통한 코일 안테나는 교류전류의 통전을 통해 자기 유
도가 발생하며 이때 유도된 자기장의 전달 특성은 단
순히 코일 안테나 독자적인 출력에도 크게 유지 되지
만 추가적으로 페라이트 소재의 차폐 및 자성 효과에
의해 전자기적으로는 전달 특성인 Q-value가 높아지
는 응답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층으로 제작된
코일 안테나의 페라이트 삽입에 따른 자계 변화 특성
을 실험적으로 분석한다.

2. 페라이트를 통한 차폐효과
RFID 부터 현재 모바일 기기의 전원 공급의 주요
방식으로 사용하는 무선전력 전송 방식은 2차원 평면
방식에 코일을 감는 spiral shape를 띄고 있다. 이를
적층의 한 레이어에 같이 임베딩 시키는 방식으로 전

Fig. 2 Magnetic field of spiral antenna

연구에서는 적층을 통한 코일 안테나를 개발하고 코
일의 설계 특성에 따른 응답 특성을 규명하였다[1],[2].
하지만 2D spiral 안테나의 양면 방향으로 Fig. 2와
같이 자기장이 유도되며 에너지의 양방향 분산이 발
생하게된다. 이때 한쪽면에 페라이트 소재를 붙이면
입사 자계가 차폐가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트렌
스포머와 같이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한 에너지 변
환장치에서는 철심 혹은 페라이트등의 자성체를 동심
에 사용하여 자기장의 코일 중심 통과를 이끌어 내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층제조로 출
력된 코일 안테나에 차폐 및 동심 코어의 페라이트
첨가에 따른 자장계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한다.

3. 실험적 접근법
적층 제조된 안테나 주변 영역을 홀센서를 이동하
면서 지점별 자기장의 벡터를 추적하고 이를 도식화
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군은 한쪽면
의 차폐유무의 case와 동심축에 단일 코일 bar를 넣은
경우, 그리고 bar대신 페라이트 심을 복수개를 사용한
묶음 형상일때의 case로 총 6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 AM sprial Antenna

4. 결론
하단 차폐시 약 2배의 강도로 자계가 형성되었고,
특히 와이어 폴 위치에 따른 자계 변성이 실험적으로
관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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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시스템을 이용한 고분자 MDMO-PPV의 박막 형성
3D Printing of MDMO-PPV Th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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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D 프린팅을 이용한 전자소자 제조공정은 다양한
점도의 기능성 재료를 활용하여 기존 미세 가공 공정
의 평면적인 한계를 초월한 3D 형태의 소자를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의 전자소자 3D 프린팅은
기존의 전도성 소재를 이용하여 전극과 같은 단순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뛰어넘어 반도체 양자점, 광
반응성 폴리머를 포함하는 능동 전자 재료를 활용하
여 광검출기와 같은 광전자 소자를 구현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였다.[1,2]
3D 프린팅 시스템에서는 광전자 소자 중 하나인
발광다이오드를 디자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3D 프린팅의 압출 기반 박막 형성 방법의 문제점
중 하나는 액적 내의 물질의 이동으로 인한 인쇄된
박막층의 불균일성이다. 압출 인쇄로 형성된 박막들
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으면 발광다이오드 제작 시 활
성 영역의 불균일한 발광 및 이로 인한 소자 수명 저하
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액상 기반의 고분자 및 나노 소재들에 대한
박막 적층 메커니즘 및 인쇄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2. 본론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발광다이오드를 제작할 때
고분자 발광층의 두께 균일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프
린팅 시스템에 분무 기반의 인쇄 방법을 도입하였다.
MDMO-PPV(2-methoxy-5-(3`, 7`-dimethyloctyloxy)-1,
4-phenylenevinylidene)가 고분자 발광물질로 사용되
었으며, 분무 분사 노즐을 3D 모션 스테이지에 통합
구성해 박막을 형성하였다. 압출 인쇄와 비교하기 위
하여 인쇄된 영역의 직경 2mm와 유사한 크기로 인쇄
하였다.
분무된 액적은 미세방울의 지름이 30~50μm 범위였
으며 기판에 분사된 후 빠르게 증발하여 가장자리로
퍼지지 않았다. 압출 인쇄된 박막은 평균 두께는 87nm

이고 표준편차는 51nm였다. 이와 비교했을때 분무
분사 기반의 박막은 평균 두께가 94nm이고 표준편차
가 3nm로 측정되었다. 분무로 인쇄된 미세 방울은
기판 위에서 균일하게 분포되었고 이로 인하여 박막
의 두께가 일정하게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성
층 두께의 제어는 누적되는 분무 분사 시간과 잉크
농도를 변화시켜 테스트하였다. MDMO-PPV 박막의
평균 두께는 분무 분사 시간에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보였다.

3. 결론
분무 분사로 인쇄된 MDMO-PPV 박막은 미세 방울
의 형성을 통해 두께 균일도가 향상되어 인접한 층
사이가 보다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압출
인쇄와 비교했을때 분무분사로 인쇄된 MDMO-PPV
를 사용하여 유기발광다이오드를 제작했을때 더 향상
된 휘도 및 균일한 발광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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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F 공정으로 제작된 SUS316L 시편의 공정변수 영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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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분말베드융해공정(PBF, Powder Bed Fusion)은 레이
저 열원으로 분말 형태의 소재를 용융 및 응고시켜
3차원 형상 제품을 제작 하는 공정으로서 현재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PBF 공정은 제조 공정중 내부
균열, 기공 및 층간박리 등 다양한 결함이 발생하여
온전한 품질의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공정 최적
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에서
널이 사용되고 있는 SUS316L 소재를 이용한 PBF 공정
에서 공정변수에 영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Fig. 1 Experimental set-up

2. 실험방법
SUS316L 소재를 이용한 PBF공정에서 공정변수 영
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정변수에 따른 시편 제작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적용된 공정변수는 레이
저 출력, 스캔속도 이며 범위는 각각 100
200W
및 500 1,500mm/s이다. 제작된 시편의 크기는
10mm×10mm×2mm이다.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SLM-125 (Realizer GmbH)이며 Fig. 1과 같다.

3. 결과 및 고찰
레이저 출력 및 스캔 속도에 따라 시편을 제작하고
기공율 및 경도를 측정하였다. 레이저 출력이 100W
수준일 때는 기공율과 경도가 각각 10% 및 210HV
수준인 다공형 시편이 제작되었으며 레이저 출력이
200W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기공이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경도가 235HV 수준인 시편이 제작되었다. 스
캔속도 관찰 결과에서는 스캔속도가 500mm/s일 때
기공이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경도가 240HV 수준인
시편이 제작되었으며, 스캔속도가 1,500mm/s일 떄 기
공율이 10% 이상이며 경도가 210HV 이하인 시편이
제작되었다. 이 결과로부터 레이저 출력 및 스캔속도
는 적층 시편의 경도 및 기공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결론
SUS316L 소재를 이용한 PBF 공정에서 공정변수에
영향성을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적층 공정
에서 레이저 출력 및 스캔속도에 따른 기공율 및 경도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이결과로부터 상관관계를 고찰
하였다.

후기
이 연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관주요사업 (KITECH
EO-22-0005)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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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방식 3D 프린팅 출력물 향상을 위한 장비 개발

Development of Equipment to Improve Liquid 3D Printing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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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액체방식 3D 프린터는 광경화수지를 경화시키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라인 출력형태인 SLA방식과 면
출력형태인 DLP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액체방
식 3D 프린터는 LCD방식 개발을 통해 비용절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광학장비가 들어있
는 기본 DLP 3D프린터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광경화 방식의 3D
프린터 개발에 있어서 정밀도를 높여 기존의 DLP 3D
프린터보다 저렴하고 출력품질을 높인 장치를 개발하
고자 한다.

2. LCD 광경화 방식 3D 프린팅 이론
LCD 방식의 3D 프린터는 기존의 광경화 방식과
달리 고가의 광학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디스플레이
와 UV광원을 이용하여 출력물을 출력하는 타입이
다. Fig. 1과 같이 디스플레이에서 출력되는 형상에
UV광원을 조사하면 수조에 담긴 광경화 수지가 경
화되면서 출력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앞의 기존 광경화 방식에 비해 광학장비의 요소들
을 축소시켜 품질을 유지시키면서 가격을 저렴하게
개발하였다.

Fig. 2 LCD type 3D printer production test
Table. 1 Production test value
개발장비

타사

Z축

4.96mm

4.65mm

XY축

5.14mm

5.18mm

3. 출력물 실험
개발 장비를 이용하여 출력물 테스트를 진행하였
다. Fig. 2와 같이 Z축은 타사 4.65mm, 개발장비
4.96mm XY축은 타사 5.18mm, 개발장비 5.14mm의
결과값이 나왔다.

4. 결론
본 연구는 새로운 LCD 방식의 3D 프린터를 개발하
기 위한 선행 연구결과로 제품 단가 절약 및 품질향상
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Z축 보완과 더불어 다양한
재질 출력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Fig. 1 LCD type 3D printer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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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 heating을 통한 인덕티브 코일 적층 공법 구현

Implementation of Additively Manufactured Inductive Coil Fabrication with
Intermittent Hea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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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D printed electronics의 conductive pass에 관해 전통
적인 제조 접근법은 conductive nano particle을 솔벤트
와 같은 기화성 용제에 배합하고 이를 direct inking
으로 모델링된 전원 혹은 시그널 라인을 제조하는 것
이었다. 하지만 conductive ink의 기저 저항값이 높고
시간에 따라 건조 및 점성 둔화 때문에 신호선의 단락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도선이 전원선일
경우 전류가 증가하면 발열에 의한 손실 가능성이 높
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리 도체선의
도선 삽입 방법을 구현하였고 특히 selective energy방
식을 통한 임베딩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간헐적
히팅 방식을 본 연구의 인덕티브 코일 임베딩에 적용
구현하였다.

2. 도선 임베딩
서론에서 기술한 것처럼 폴리머 기저부에 도선을
전 연구부터 금속 코일을 심어 넣는 방식의 임베딩
기법을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코일이 임배딩
되어야 할 형태를 미리 cavity를 만들어 와이어를 손으
로 끼워 넣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와이어 중간
부분을 끼워 넣을 때 홈에 들어가면서 일종의 굴곡이
발생하여 높은 주파수에서는 전자기장의 형상이 특정

Fig. 2 Heat analysis of Wire embedding with ultrasonic
welding tool[1]

굽혀진 위치에서 몰리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를 해
결하고자 현재 연구단계에서는 와이어의 인장 탠션을
유지하면서 규칙적 지점에서 기저부 폴리머에 열을
가해 적층면 고정을 시키고 동시에 고정점을 기점으
로 다음 지점까지 와이어 텐션을 유지하여 도체선의
굴곡 없는 직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원형이나 곡률을 가진 패턴의 형상에는 아직 해결해
야할 과제가 많다. Fig. 1은 미국 UTEP의 초음파 혼을
이용한 표면 임배딩 툴의 구현 영상이며, Fig. 2는 구리
도선의 높은 열 전도성 때문에 초음파 혼의 연속적
임배딩시 구리 도선의 과열로 임배딩된 도체가 다시
빠지게 되는 원인을 IR 카메라로 열 영상 분석을 한
모습이다.

3. 적층 실험 및 결과 분석

Fig. 1 Wire embedding with ultrasonic welding tool

본 연구에서는 도선 임배딩과 특히 페라이트의 차
폐를 동시에 활용하기 위해 코일의 spiral 안테나 형상
및 중심부 원형 페이트의 동시 적층을 수행하였다.
와이의 heating 없이 Cavity에만 의존할 경우에 비해
직선형상의 유지를 통한 출력 자기장의 세기가 개선
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spiral 안테나 형상 및 중심부 원형
페이트의 동시 적층을 수행하기 위해 간헐적 히팅방
식을 사용하여 와이어 임배딩으로 출력 개선을 증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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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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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 처리장치의 작동주기에 따른 Dunaliella salina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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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은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화석연료를 바이오매스로 대체하는 Bio-refinery에 대
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3세대 바이오매스인 미세조류
를 이용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미세조류는 무기물
을 통해 유기물을 생산하며, 생산 된 유기물을 활용하
기 위해서는 세포 파쇄 과정을 필수적이다. 다양한
파쇄방법들 중 초음파를 활용한 처리법은 환경오염이

Fig. 1 Cell reduction according to duty cycle

없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에 사용된 균체는 한국해양시료 도서관으로부
터 분양받은 Dunaliella salina를 고압멸균기에서 멸균
한 F/2 media에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은 연속저
주파 처리장치에서 장치의 작동주기를 조정하여 균체
가 초음파에 접촉하는 시간을 변화시켰다. 작동주기
는 총 4단계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Fig. 1에
작동주기에 따른 세포 파쇄 효율을 Fig. 2에 시간에
따른 균체 광학밀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연속적인 초음파 처리를 이용한 실
험에서 장치의 작동주기를 조정하여 총 120분 동안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1에서 나타난 것처럼, 처리장
치의 작동주기가 실험에 균일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
았다. 실험 중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낸 조건은 10:1(10
분 초음파 처리 후 1분 순환)으로 실험 초기부터 가장
좋은 파쇄 효율이 나타났다. 그 후로 5:1, 20:1, 30:1
순으로 좋은 파쇄 효율을 볼 수 있다. 균체 광학밀도
변화는 Fig. 2에 나타냈으며, 5:1 조건의 실험에서는
초기에 증가 후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타
실험들과 비교해서 낮은 감소량을 볼 수 있다. 다른
세 조건의 실험에서는 모두 실험 시작부터 감소하는

Fig. 2 Optical density according to duty cycle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작동주기가 길어질수록 덜 감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후 기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
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Grant No.
2018R1D1A1B07047810)

참고문헌
1. Kim, G. H., Ahn, D. G., Park, J. R., Choi, G. H.,
Kim, J. T., Kim, K. W. and Jeong, S. H. 2013,
“Bioprocess Control for Continuous Culture of
Dunaliella Salinain Flat Panel Photobioreactor”. J of
KSPE, Vol. 30, No. 2, pp. 137-142.
2. Bae, M. G., Choi, J. H., Park, J. R., Jeong, S. H.,
“Cell Disruption of Microalgae by Low-Frequency
Non-Focused Ultrasound”, proc. of Fall KSMPE, Vol.
19, No. 2, pp. 105~112, 2020.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전기차용 알루미늄 방진부싱 자동사상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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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친환경 차량의 확대에 따라 전기차용 경량화 부품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방진부싱의 경우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되고 있
고, 알루미늄 소재 적용으로 인해 고무 사출성형 시
기존 철 소재에 비해 고무 버(burr)가 상대적으로 많이
생기고 정형화가 안된 사상 공정으로 제품 손상이 발생
하고 이로 인해 품질 성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안정적인 품질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알루미늄
방진부싱의 고무 버를 자동으로 사상 가공하고 사상
불량 검출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에 관해 연구하였다.

Fig. 3 Sorting & transfer device

2. 개발내용
방진부싱 공급
사상 가공
불량 검사
배출
순서로 공정이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방진부싱 외파이프를 클램핑하여 회전시키면서 브러
쉬로 사상을 진행하고, 브러쉬의 마모 정도에 따라 간격

Fig. 4 Process flow of transfer device

조정이 가능하여 일정한 사상이 진행되도록 구성하
였다. 비전 검사장치로 미사상 및 불완전사상 등 불량품
을 검출하고, 직교 로봇으로 제품을 정렬 및 이송하도록
구성하였다.
Fig. 1 Aluminum anti-vibration bushing

3. 결론
전기차용 알루미늄 방진부싱의 버를 자동으로 사상
가공하고, 불량 검출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에 관해
연구하였다. 안정적인 품질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어진다.

후기

Fig. 2 Configuration of automatic deburring system

본 연구는 중소벤처부 중소기업창업성장기술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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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비전을 이용한 자동 용기 주입 장치 개발
Development Of Automatic Container Injection Device Using Machine Vision
윤지수1, 성시헌1, NGUYEN TIEN ANH1, #김현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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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화학, 정류 등 다양한 분야에 액체 충진 시스템
(Liquid Filling System)이 이용되고 있다. 유해 화학물
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화학 공장에서는 제품 대부분
을 액체 상태로 제조하며 해당 제품 출하를 위하여
용기(드럼)를 사용한다. 이때 주입 노즐을 통해 제품을
용기(드럼)에 충진한다. 기존의 충진 시스템은 작업자
가 직접 주입 노즐을 이동시켜 제품을 정해진 규격의
용기(드럼)에만 주입 및 용량 설정을 하였다.
반면에 머신 비전을 이용하면 다양한 규격을 가진
용기(드럼) 와 액체 주입구 분석을 거쳐 해당하는 용기
(드럼)의 주입구 위치 및 용량 산출을 통하여 자동으로
정량의 제품을 주입할 수 있다. 따라서 연속적인 화학
제품 공정 설비에 위험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머
신 비전을 이용한 자동 용기 주입 장치를 개발하고자
한다.

2. 본론
용기(드럼) 주입구 위치를 측정을 위해 알고리즘을
개발 및 머신 비전을 이용하였다. Vison Camera를 이용
하여 용기(드럼) 상단의 2D 이미지를 얻음과 동시에
이미지로부터 특정 지점을 추출하여 위치를 계산하게
된다. 나아가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된 특정 지점 이미
지로 주입구의 좌표를 계산하게 된다. 이때 주입 노즐
이 3축 방향으로 위치 이동이 가능하게 하여 자동으로
제품 주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용기(드럼)에 자동으로 충진 되는 제품의 수위
에 연동하여 노즐을 상승시킴으로써 기존 생산 설비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입구의 위치를 분석 및
정량의 용량 주입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기술을 이용하여 설비고도화에 따른 전
문 인력 부족 해결, 인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
을 생산하는 시설의 안전 및 작업자의 근로 환경개선,
막대한 투자 비용으로 설비 증설이 어려운 중소기업
에 투자 비용 절감 효과 기대 등에 많은 이바지를 할

Fig. 1 머신 비전을 이용한 액체 자동 용기 주입 장치
개략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Vison Camera 촬영 영상 분석을 통해 용기(드럼)의
주입구 위치 파악 및 용량 산출을 하여, 주입 노즐의
위치 이동과 제품 주입 자동화, 다양한 용기(드럼)에
대한 생산이 가능하다.

후기
본 연구(머신 비전을 이용한 자동 용기 주입 장치
개발)는 2021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결과입니다. (2021RIS-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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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공공정 최적화 및 공정 계측 신호 분석
Optimization of Machining Process and Analysis of Acquisition Signals For
Improve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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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공정조건 최적화, 진단 및 예지 등 생산시스템
의 최적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체에서 공정은 작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작업
능력에 따라 품질 및 공정 효율성이 좌우된다(1). 공정
조건의 최적화는 채터 진동을 회피하여 생산성을 향
상시켜야 한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채터 진동을 회
피하여 공정조건을 최적화하였다. 기존 및 최적 공정
의 가속도 신호를 계측하여 시간 및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하였다.

Fig. 2 Process data measurement using accelerometer

2. 공정 최적화
가공공정은 총 13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11개의 공정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가공
최적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정을 최적화하였으며,
기존 및 최적 공정시간 및 절삭력은 Fig. 1과 같다.
기존 및 최적 공정은 각각 2595.695초, 1807.385초가
소요되며, 공정시간은 30% 이상 감소하였다.

3. 공정 데이터 계측 및 분석
기존 및 최적 공정에 대하여 가공 시 발생하는 가속도
를 계측하였으며 Fig. 2와 같다. 가속도 센서는
PCB356a33, 측정 장비는 Ni-9234를 이용하였으며 샘플
링 레이트는 10.2kHz이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분석을
위해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수행하였다. 1번 공
정에 대한 FFT는 Fig. 3과 같으며 수직 점선은 하모닉
(Harmonic) 주파수 성분을 나타낸다.

Fig. 3 FFT for original and optimal processes

4. 결론
기존공정 대비 채터 진동을 회피하여 최적 공정을
설계하였으며, 기존공정 대비 30% 이상의 공정시간을
감소시켰다. 또한 두 공정에 대하여 가속도를 계측
및 분석하였다. 1번 공정에 대한 FFT는 주요 주파수는
회전 주파수의 하모닉 성분이 주를 이룬다.

후기
본 연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지원에의
하여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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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PS용 웜기어 밀링타입 가공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Worm Gear Milling Typ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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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차량 EPS(Electric Power Steering)용 웜기어 가공시
가공 정밀도 향상을 위해 웜기어 가공 후 연삭 가공
공정을 진행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연삭 가공 공정 없이
요구되는 가공 정밀도 확보가 가능한 장비 개발에 관해
연구하였다. 개발 EPS용 웜기어 밀링타입 가공장비는
가공한 윔기어의 정밀도 품질이 향상되어 기존 EPS용
웜기어 가공장비에 연삭 가공 공정을 거친 가공정밀도
확보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Fig. 3 Chuck unit

2. 개발내용
가공 오차 최소화를 위한 웜기어를 클램핑하는 Chuck
Unit, 다양한 직경의 웜기어를 가공할 수 있는 Milling
Unit, 웜기어 가공시 회전각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동심
조절 Tail Stock Unit, 3축 제어장치 및 스핀들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장비 운용 프로그램, 공정별 작업 진행정
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가 가능한 생산 모니터
링 시스템, 가공 칩 회수 및 분진/오일 집진장치, 공급/배
출장치 등으로 구성하였다.

Fig. 4 Milling unita

3. 결론

Fig. 1 Worm gear of EPS

별도의 연삭 가공공정 없이 가공 정밀도 확보가 가
능한 차량 EPS용 웜기어 가공장비 개발에 관해 연구하
였다. 다양한 사이즈 및 리드 각이 큰 차량 EPS용 웜기
어 가공이 가능하여 공정 절차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어진다.

후기
본 연구는 중소벤처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과제번호 : S2950069)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
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Fig. 2 Schematic of worm gear process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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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 비전을 활용한 굴 내 부착 다모류 판별 AI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attached polychaeta detection AI model
in Oyster using custom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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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굴 양식산업은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
나, 2020년 기준 국내 어가 인구수는 2011년 대비 약
39% 감소한 159,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다.[1] 굴 양식에서 선별작업은 수작업 의존도가 높
다. 특히 굴 내 부착된 다모류는 천공을 생성해 굴의
폐사를 유발하며, 상품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져 선별
작업이 필수적이다.[2] 결과적으로 수작업 의존도가 높
은 굴 양식 산업에서 어가 인구수의 감소는 굴 최대
생산량을 제한하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

Table 2 Used data information and results
Step
Training
Verification

Title

Input Pictures

Train

27,666 ea

Valid

3,458 ea

Test

3,458 ea

Result (mAP)
59.7%
6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작업 의존도 완화 및 상품
가치의 균일화를 위한 자동 선별 시스템을 고안하였
다. 고안된 시스템은 AI 기반의 시스템으로 굴 이미지
를 분석하여 다모류 부착 유무를 판별한다.

2. 연구 방법 및 과정
Custom Vision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AI 모델 개발
의 간소화를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개발된 AI 모델을
프로그램에 탑재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1은 굴 내 다모류 판별 과정을 표로 정리한
내용이다. Training 단계에서는 Custom Vision에 학습
용 굴 이미지를 입력하여, 학습된 AI 모델이 생성된다.
Verification 단계에서는 학습된 AI 모델이 탑재된 프로
그램에 테스트용 굴 이미지를 입력하여, 굴 내 부착된
다모류를 판별하게 된다.

Fig. 1 Detecting Polychaeta in Oyster

3. 결과 및 분석
Table 2는 시스템 개발과정에 사용된 데이터 정보와
그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며, Fig. 1은 다모류가
판별된 굴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개발과정에 사
용된 데이터는 이미지 하나 당 한 개체의 굴이 담긴
이미지 총 34,582장이 사용되었다. Training 단계에서
객체 인식 성능 지표인 mAP의 값이 59.7%로 나타났으
며, Verification 단계에서는 mAP 60.1%로 나타났다.

Table 1 Process of Polychaeta Detection
Step

Input

Tool

Output

Training

Oyster
Images

Custom Vision
with Azure

Trained
AI model

Verification

Oyster
Images

AI model
mounted Program

Polychaeta
Detection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AI 기반의 굴 내 다모류 판별 시스템
이 구축되었다. 결과적으로 구축된 굴 내 다모류 판별
AI 모델의 고도화를 통해 굴 양식장의 어가 인구 감소
에 의한 고충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후기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BRIDGE융합연구개발사업-디지털 트윈 기술기반 밀봉
금속 패키지 개발 과제의 지원(2021M3C1C3097675)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우주용 고 신뢰성
Power MOSFET 개발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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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너 밀러 주축계의 동적안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ynamic Stability of Planer Miller Mai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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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주축계 구조물의 Mode 해석과 스핀들의 회전체 해
석을 통해 공진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플레너 밀러의
동적안정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Modal Analysis
플레너 밀러의 주축계 구조물의 Mode 해석을 위해
구조물의 형상을 CATIA S/W를 이용하여 ANSYS
Modal Analysis를 진행하였다. Fig. 1은 Mode 1, 5, 6의
해석결과 모습이다. 해석결과 Mode값은 Table 1과 같
이 나타난다.

Fig. 2 ARMD Modeling
Table 2

1st

Mode

3. ARMD Analysis
스핀들의 회전체 해석을 위해 Fig. 2와 같이 형상을
만들고 ARM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
다(1). 스핀들의 물성치는 SCM415를 사용하였고, 볼베
어링 강성은 109 N/m를 적용하였다(2). Table 2은 주축
계의 Mode 1차 208.46Hz와 스핀들의 최소 1차 공진주
파수인 126.93Hz를 나타낸다.

ANSYS Modal

ARMD

208.46 Hz

126.93 Hz

4. 결론
해석 결과 각각 12507.6rpm, 7615.5rpm으로 플레너
밀러의 현재 최대 가동 rpm인 2000rpm의 범위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공진여부를 보았을 때 위험성이 없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적으로 안정성이 있다고 예
상된다.

후기
본 연구는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
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No. 20206310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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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SYS Modal Result
Table 1 ANSYS Modal Result Data
Mode

1

5

6

Freq.(Hz)

208.46

600.19

638.44

1. C. S. Kim, “Critical Speed Analysis of Plano Miller
Spindle”, 2020.
2. W. D. Kim, D. C. Han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eramic Ball Bearing”,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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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된 덤웨이터 지지대의 내진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ismic Analysis of Reinforced Support for Dumbwa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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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덤웨이터(Dumbwaiter)는 사람이 아닌 물건을 운반
하기 위한 소형화물용 승강기이다. 업체에서 제작한
실제 덤웨이터 모델을 ANSYS Workbench Modal
Analysis를 이용하여 고유진동수를 파악하고 지진에
대한 덤웨이터 지지대의 내진 안정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관련 이론
본 연구에서는 Fig. 1의 내진 검증이론을 근거로 하여
실제 제작된 덤웨이터의 Mode해석을 진행하고 1st Mode
Frequency가 Cut-Off Frequency에 해당하는 33Hz에 충족
하는지 판단한다.

Fig. 2 Mode Analysis Result

4. 결론
해석 결과 초기모델의 경우 11.368Hz로 Cut-Off
Frequency인 33Hz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1st Mode
Frequency를 높여 내진 안정성을 높이고자 기존 구조물
에 H-beam으로 보강하였다. 보강한 모델의 경우
20.093Hz로 보강하기 전보다 고유진동수는 높게 나왔
다. 그러나 Cut-Off Frequency인 33Hz를 충족하지 못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내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덤웨이터 지지대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후기

Fig. 1 Digaram of Seismic Analysis

3. Modal 해석
본 연구에서는 업체에서 제작한 덤웨이터 모델링을
기반으로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
Workbench로 Modal 해석을 진행하였다. 초기모델의 경
우 Fig. 2 왼쪽 그림과 같이 1st Mode Freq.가 11.368Hz의
결과 값이 나타났다. 초기모델이 Cut-Off Freq.인 33Hz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구조물에 H-beam으로
보강한 모델링으로 수정하여 Modal 해석을 진행하였다.
보강된 덤웨이터의 Modal 해석의 결과 Fig. 2 오른쪽
그림과 같이 1st Mode Freq. 20.093Hz가 나타났다.

본 성과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20년
도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No.S3017977)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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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for Dumbwaiter” 2021.12.
2. C. S. Kim “A Study on the Seismic Analysis of Hoist
way Support for Dumbwaiter”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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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기용 자동 백래시 측정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utomatic Backlash Measuring System for Re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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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어, 감속기, 샤프트 및 샤프트 키 등과 같이 고체
간 맞물려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는 가공오차, 열변형
등과 같은 오차가 존재한다[1]. 적당한 오차는 원활한
회전 및 윤활유의 윤활을 돕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백래시(Backlash)가 너무 클 경우 유격으로
인해 진동, 마모, 소음 등 기구의 정밀도 및 제어가
불안정하고 심한 경우 파손을 야기한다. 반면 백래시
가 너무 작을 경우 기구 간 윤활이 되지 않아 마찰력
증가로 인한 열손실(동력 손실)이 발생한다[2]. 따라서
기구 간 적정 백래시 유지, 정밀도 유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측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수동식 측정 방법은
측정자에 따라 휴먼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 백
래시 측정장치가 필요하고 측정장치의 경제적인 유지
보수를 위해 최소한의 상용품(DC모터, 엔코더, 토크
센서 등)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2. 본론
Fig. 1의 수동 백래시 측정 방법의 경우 다이얼 게이
지를 활용 사람이 측정을 하였다. 정밀측정을 요하는
장비의 경우 기존 수동 백래시 측정 방법 측정하는
자에 따라 휴먼에러 및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측정
값의 정밀도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
백래시 측정장비를 개발하게 되었다.

Fig. 2 Torque accuracy test

3. 측정결과
토크 정밀도 측정을 3가지 조건(0.981 N·m, 1.962
N·m, 2.943 N·m)에서 측정하였다. 토크 정밀도의 측정
값 범위를 ±0.5 N·m로 목표하고 조건별로 각 10회
측정하였다. 총 30회의 측정값은 Fig. 2에서 보여준다.
3가지 조건의 측정값들이 목표치인 ±0.5 N·m 범위
내로 측정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자동 백래시 측정장치를 개발했으며 토
크 정밀도를 활용 측정장치의 정밀도를 검증했으며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토크 정밀도의 경우 실제 토크값과 감속기로 인한
설정값의 오차가 최대 4.905N·m에서 0.231N·m로
정량적 목표치 ±0.5N·m를 만족한다.
백래시 정밀도의 경우 3가지 조건에서 백래시량을
각 10회 측정한 결과 0.981 N·m는 0.3 arcmin, 1.962
N·m는 0.6arcmin, 2.943N·m는 1.2arcmin으로 측정이
되었으며 ±0.3arcmin의 오차범위를 만족했다.

후기
Fig. 1 LAH machine gun reducer and Manual backlash
measurement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과제번호(C0636872)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서 시행하는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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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크기 추정을 위한 어류 객체 인식 모델 구축
Generation of Fish Object Recognition Model for Fish Siz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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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양식업은 미래 식량 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산
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산업의 범주에
머물던 양식 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스마
트 양식장에 대한 연구 개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
다. 스마트 양식장에서는 비전을 이용한 어류의 크기
및 무게 추정 기술,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용존산
소 공급 및 조절 기술 외에 여러 기술이 집약되어있다.
스마트 양식장에서 어류의 크기 추정은 수확량을
예측하고 어류 생산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다. 어류
크기 추정은 수중 카메라로 어류를 인식한 후 인식된
어류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까지
의 비전 기반 어류 크기 추정 시스템에서는 이미지
처리 기법 및 반자동적인 방법을 통해 어류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하지만, 실제 가두리 양식장의 수중은 조
도와 탁도가 일정하지 않아 자동으로 어류를 인식하
고 크기를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어류의 크기를 자동으로
추정하는 개발 과정에 있어 우선 어류를 자동으로 인
식하는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2. 어류 객체 인식 모델 구축
어류를 인식하기 위해 YOLOv5 딥러닝 객체 탐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국내 주요 양식 어종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 감성돔, 돌돔 등 총 5가지의 어류를
분류하고 인식하는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였다. 모델
생성에 사용된 어류 이미지 데이터는 AI Hub에서 제
공되는 45만 장의 어류 개체 촬영 이미지 데이터 셋을
이용하였다. 이미지 데이터는 Train dataset이 401,600
장, Validation dataset이 50,20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ter는 총 25회가 진행되었고, learning rate는 0.01,
optimizer로는 SGD가 사용되었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가두리 양식장에서 수중 카메

Fig. 1 Detection result of Fish

라를 이용해 어류를 자동으로 인식하기 위해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어류 인식 모델을 구축하였다. 모델
검증 결과 IOU가 0.95일 떄 mAP는 0.973의 성능을 보여
주었다. Fig. 1과 같이 수중의 탁도가 좋지 않은 조건에서
도 어류 인식이 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실험에
사용된 카메라는 단안 카메라로 어류와의 거리가 추정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미지 전체 픽셀 기준으로 인식
된 바운딩 박스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어류의 크기를 대략적으로만 추정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확한 어류
의 크기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할 예정이다.

후기
이 연구는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평
가관리원(KEIT)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
200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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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차 실험을 통한 광학식 속도계와 GPS 기반 차량 속도 분석간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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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by Vehic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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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차의 속도는 연비·전비 절감, 인지·판단·제어,
교통사고 분석, 혼잡·정체 구간 교통 상황 개선 등의
연구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속도를 광학식 속도계, GPS
기반 측정 장비, 스마트폰, 차량 계기판의 속도를 측정
하고 비교 분석을 통하여 자동차의 실제 속도에 대한
정확도를 분석하려 한다.

2. 시험환경
시험차량은 국내 제작사의 준대형 세단(가솔린), 준
중형 SUV(전기), 준중형 SUV(디젤), 해외 제작사의
준대형 세단(디젤), 준중형 SUV(디젤)을 활용하였으
며, 시험장비는 Kistler 社의 L-motion 5335A, Racelogic
社의 Vbox 3i, Apple 社의 iPhone12 스마트폰을 활용하
였다. 시험 노면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고속주
회로 직선구간을 활용하였다.

3. 기준 장비에 대한 측정불확도 산출
기준 장비는 공인 교정성적서를 확보한 GPS 기반
Vbox 3i 장비를 활용하였으며, 불확도 요인으로는 A
형 표준불확도인 반복 측정 결과를, B형 표준불확도
요인인 교정성적서상 불확도, GPS 오차, 측정 장비의
분해능, 측정 장비의 정확도 5개 요인을 선정하여 산출
하였다.

4. 시험결과
Table 1 Test results (Unit : km/h)
Vehi
cle
A
B
C
D
E

Vehicle
Cluster
30.00
120.00
30.00
120.00
30.00
120.00
30.00
120.00
30.00
120.00

Optical
Sensor
25.71
116.63
27.32
117.01
27.32
115.70
27.44
115.42
28.66
115.90

Smart
Phone
25.40
117.40
26.60
116.80
27.40
116.00
27.40
115.80
28.00
116.00

Vbox
25.72
116.76
27.38
117.42
27.32
116.15
27.41
115.69
28.78
115.98

Uncer
tainty
± 0.96
± 1.41
± 0.97
± 1.37
± 0.96
± 1.35
± 0.97
± 1.35
± 0.98
± 1.35

5. 결론
계측된 결과 분석을 통해 측정 장비별 시험 결과는
광학식 속도계, GPS 기반 장비, 스마트폰, 차량 계기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준 장비의 측정불확도 추정
범위내 결과 값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차량 계기판
속도는 모든 결과에서 오차 범위 밖에 존재하였으며,
다른 장비의 결과보다 높게 출력하였다. 이는 운전자
에게 속도에 대한 주의를 경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
로 높은 값을 출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가감속
요인, 터널 등 음영 요인, 우천 등 다양한 환경 요인에
서 자동차 속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Fig. 1 Test road : KIAPI Proving Ground

1. Brent A. Renfro, Miquela Stein, Emery B. Reed, James
Morales Eduardo J. Villalba, “An Analysis of Global
Positioning System Standard Positioning Service
Performance for 2019”, Space and Geo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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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pp 4-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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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를 이용한 가상 6축 로봇 컨트롤 시스템 구축에 관한 기초 연구
Basic Study on Construction a Virtual 6-axis Robot Control
System using Unity
서보욱1, 김석1,2, #조영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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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4차 산업 혁명 기반의 기술 중 디지털 트윈이
스마트팩토리의 생산성 향상과 모니터링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로봇을 이용하여 용접,
도색 등 인체에 유해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연구
역시 많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 로봇에 적용하기 전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는 가상의 로봇제어를 통해 시뮬
레이션할 수 있다면 비용 절감, 공정 최적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산업용
6축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산업용 6축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가상의
공간을 Unity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6축 로봇을 가
상의 공간에 불러와 각 축의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 하였다. 또, Inverse Kinematics(IK)를 이용하여 툴
좌표계를 기준으로 로봇이 동작하는 시스템을 구현하
고자 하였다.

3. Unity 가상 환경 구축
Unity에서 plate 위에 로봇의 모델링을 불러와 가상의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각 관절의 움직을. 구현하기

Fig. 2 Axis motion limit setting by articulation body

위해 Articulation body 기능을 이용하였다. 각 관절의
움직임 좌표를 설정하여 회전 가능한 각도를 Fig. 2와
같이 설정하였다.
(A, D)를 이용하여 1축, (S, W)를 이용하여 2축, (Q,
E), (O, P), (K, L), (N, M)를 이용하여 3, 4, 5, 6축의
움직임을 구현하였다. 또 inverse kinematics(IK)를 이
용하여 공구의 끝단 좌표를 이용하여 로봇이 움직이
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4. 결론
Unity를 이용하여 가상의 로봇을 컨트롤 하는 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6축 로봇의 각 관절의 움직임을 구현
하였으며 각 관절의 한계치를 설정하여 로봇 동작을
최적화 하였다. IK를 이용하여 타겟을 기준으로 로봇
이 움직이는, 즉 로봇 끝단의 툴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후기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9R1A5A8083201)
Fig. 1 Virtual ABB 6-axis robot in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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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요소법을 이용한 분말 교반기 형태에 따른 교반성능 분석
Analysis of Stirring Performance by
Powder Agitator Using Discrete E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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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시중의 교반기들은 용도와 형태에 따라 교반성능과
교반시간이 다양하며 이러한 이유로 교반기의 성능을
분석하기에 정형화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요소법(DEM)을 이용하여 입자
의 거동을 파악해 교반기의 교반 시간과 형태에 따른
성능 평가를 하였다.

Vertical

V-Shaped

Cone-Shaped

Helical ribbon

Fig. 1 Result of Powder Agitator's Analysis

2. 본론
해당 연구를 위해 먼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
는 수직형 교반기, V형 교반기, 콘형 교반기, 헬리컬
리본 교반기 이상 4가지 형태의 교반기를 선정하여
3D모델링 후 이산요소법을 이용하여 입자의 혼합을
분석하였다. 경계조건 및 혼합조건, 각 입자의 크기,
투입량 등 이산요소법의 초기조건은 Table 1 에 표기하
였다. 해석결과 교반이 완료된 입자의 분포는 Fig. 1에
나타내었으며 각 입자의 교반의 대한 지표는 Fig. 2에
나타내었다. 교반이 잘될수록 교반기 내부 어느구간
이던지 입자는 50:50의 비율을 나타낸다. 콘형 교반기
가 13초 대에 가장 먼저 50:50비율을 보였으며 헬리컬
리본 교반기가 16초, V형 교반기와 수직형교반기는
30초 내에 50:50의 비율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
Table 1 Initial condition
Discrete Element Method
Red, Blue Particle Density (kg/m3)

1500 / 1250

Stirring Time (sec)

30

Red, Blue Particle Input capacity (ton)

0.2 / 0.2

Fig. 2 Agitation Rate Over Time of Powder Agitator

3. 결론
각 교반기의 교반성능을 시간에 따라 비교한 결과
콘형 교반기가 가장 우수하지만 교반 속도가 높아질
수록 각속도로 인하여 교반성능이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가장 우수한 교반기는 헬리컬 리본 교반기인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Stirring Blade Rotational Speed (RPM)

30

후기

Particle Collision Model (Nomal Force)

Hysteretic Linear
Spring

“이 연구는 2021년 전주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
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Linear Spring
Particle Collision Model (Tangential Force) Coulomb Limit

연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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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곡면 디스플레이 유리의 열 성형 장치 개발

Development of Thermoforming Device of Curved Display Glass for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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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차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는 자동차의 정보 및
오락, 영화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몇 개의 평면디스플레
이에서 자동차의 입체화에 따른 일체형 곡면으로 많이
변경되고 있다. 특히 소재에서도 플라스틱수지에서 유
리로 변경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곡면유리
열 성형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유리 열 성형하기 위한 여러 파라메타의
변경과 온도유지 및 열성형 공정 변화에 따른 최적조건
을 찾기 위한 유리 열성형 장치를 개발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electric furnace

2. 유리 열 성형장치의 구조
Fig. 1과 같이 전기로는 220V 전원 공급 시 가열이
진행되게 되며, 전체적인 온도분위기는 Thermocouple
에 의해 측정되며 측정된 온도를 기반으로 Control box
에서 지정된 온도로 가열하는 구조이다. 전기로의 내부
에는 가열을 위한 전기열선과 단열재로 구성되어 있으
며, 외부에는 전기로 상부 개방 및 금형의 상판 형합을
위한 공압 실린더가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다. 금형의
상판을 부착하여 하판과 함께 형합을 하는 방법도 가능
하며, 별개로 하판만을 통해 자중에 의한 성형실험도
가능하다. 실험에는 순수 온도측정만을 위한 별도의
박스가 존재하며 해당 박스를 통해 최대 13개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
다. 금형이 고온에 노출되면 산화가 발생하고 금형의
변형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질소 분위기의 밀폐형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질소
가스 공급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여 금형의 내구
성을 높일 수 있다. 냉각조건은 전기로를 개방하지 않고
순수 노냉을 통한 실험, 전기로의 상판만을 개방하거나
혹은 전면문을 개방하는 등의 공냉 혹은 전기로의 상판
과 전면문을 동시 개방하여 급속으로 공냉을 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며, 냉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험하
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Fig. 2 Manufactured electric furnace

3. 결론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실제 제작된 전기로를 토대
로 30inch 유리성형 실험을 다수 진행하였다. 최고온도
는 약 1000 까지 가열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방열이 잘 되어 외부fh 전달되는 열이 없어서 보온유지
및 설계된 냉각곡선으로 실험을 할 수 있었다.

후기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으로 진행된 내용입니다. (과제번호
S293610801)

참고문헌
1. T. G. Hwang, “Study of S-curved Glass Heat Forming
Method for Central Display of Automotive Using
Graphite Mol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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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가공의 절삭 발열과 가공정밀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utting Heat and Machining Precision of Ultra-Precision Mac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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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 일반기계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IOT융
복합기술이 매우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무역
환경에 따라 이러한 선진국의 장비와 부품을 수급하
기 어려움이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높은
가공기술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기관에서 연구
를 하고 있으나 절삭공구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현
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기술의 발전에서 nm급
초정밀가공에 건식냉각시스템을 적용하여 절삭 발열
에 따른 표면조도에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Fig. 3 Dual Servo and Dry Cooling System and IR Camera

2. Dual Servo System
Flexure hinge는 탄성 변형 형태가 간단하고 동작이
편리하며, 마찰 및 백래쉬가 없고, 응답속도가 빠르며
한 방향의 입력에 대해서는 견고한 성질을 가지고 있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Dual Servo에는 T형 힌지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으며, 굽힘강성과 축강석은 식(1)
과 같으며 설계는 Fig. 1에 나타내고 있다.





  







  
  

Image

(a) non-application of cooling

(b) application of cooling

Fig. 3 Cutting Heat and Surface roughness by Spindle Speed

(1)

3. 건식냉각시스템
건식냉각시스템은 열전소자를 활용하여 열전도를
통한 냉각을 하였으며, IR Camera를 활용하여 가공
시 발생되는 온도의 최고온도를 분석하여 적정 온도
로 냉각 할 수 있도록 LabView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Fig. 2는 건식냉각시스템의 구성과 시스템

Fig. 1 Flexure hinge and Fine Servo System FEM

Fig. 2 Dry cooling system schematic And Systrm UI

UI를 나타내고 있다. Fig. 3은 실험의 전체적 장치와
건식냉각시스템에 열화상 카메라 이미즈를 보이고
있다.

4. 실험 및 고찰
실험결과 nm급 초정밀가공에서 비 냉각시와 냉각
시의 표면조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냉각
시 1200rpm 가공 시 절삭발열은 46.88 로 이며, 건식
냉각 시 절삭발열은 16.24 로 측정되었다. 절삭발열
에 따른 표면조도 측정 시 비냉각 가공에서 0.4065 이
며, 건식냉각시 0.0748 로 측정 되었다. 실험을 통하
여 nm급 초정밀가공에서 절삭온도에 따른 표면 조도
에 차이가 큰 것을 확인이 가능하며, 미세가공시 건식
냉각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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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선반 가공품의 표면 조도 측정을 위한 이미지 프로세싱

Image Processing for Surface Roughness Measurement of CNC Lathe Work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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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제품관리 및 향상을 위해 표면 거칠기(조도)
측정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표면 조도의
비접촉식 측정을 적용해 부품의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측정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측정시간의 단축
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이미지 처리기법을 적용해
가공된 표면 거칠기 측정을 통해 가공품의 거칠기를
측정하고, 매트랩을 이용해 이진화를 비롯한 분석 기
법으로 가공품의 표면 조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이진화 처리
가공품의 표면 거칠기 측정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
으로 카메라에서 얻은 이미지를 매트랩을 활용해
greyscale로 변환시킨 이미지를 imadjust를 통해 영상
의 명암 분포를 균일하게 생성한 뒤 thresholding을
적용하여 변환시킨 이미지의 최적화된 임계값을 찾아
그 임계값을 기준으로 이진화 시켰다.
Fig. 1은 이진화 시킨 이미지 일부분의 예시이다.

3. 이미지프로세싱 결과
이진화된 이미지를 통해 가공품의 표면 거칠기의
깊이를 흑백 대비로 나타내었다.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Fig. 2 Surface roughness of workpieces

그래프를 나타내 깊이의 너비를 알아내었고, 기존
greyscale에 line을 적용해 선을 그리고 subplot을 이용
해 한 선에 적용되는 가공품의 깊이에 대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였다. Fig. 2는 line과 subplot을 적용해 나
타낸 가공품의 표면 거칠기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CNC선반 가공품의 표면 거칠기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표면 조
도를 측정해 그 깊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확인 할
수 있었다. 추후에 실제 측정값과의 비교로 신뢰성을
얻고자 한다.

후기
본 연구는 202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No.
2016R1D1A1B01014576)과 2022년도 정부(산업통상자
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P0002092, 2022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
원사업)

Fig. 1 Part of the imbinariz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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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해석을 통한 EV 배터리팩 케이스 냉각시스템의 유량에 따른
냉각성능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ooling Performance according to Flow Rate of EV Battery Pack
Case Cooling System through CF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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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전기자동
차가 기존 내연기관차량들을 대체하는 움직임이 활발
해지고 있다. 현재 상용화에 성공한 전기차들은 이차
전지를 에너지 저장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글
로벌 기업들이 이차전지의 안정성과 수명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에 사
용되는 이차전지의 안정성과 수명향상을 위한 관점에
서 유량에 따른 배터리의 냉각성능을 CFD해석을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2. 냉각시스템 3D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배터리팩케이스의 냉각시스템 성능
을 확인하기 위해 냉각성능해석에 영향을 주는 파트
위주로 모델링을 진행하였으며, 현대자동차의 EV 플
랫폼인 E-GMP 기반의 냉각시스템으로 모델링을 진행
하였다. Fig. 1은 모델링된 배터리 냉각시스템이고 Fig.
2는 냉각시스템의 유로형상을 모델링하였다. 해석을
위한 격자를 형성을 위해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구조
에 대해서는 단순화하여 모델링하였다.

Fig. 1 3D Modeling of battery cooling system

Fig. 3 Battery temperature graph according to flow rate

3. 해석결과
본 연구에서 유량은 20, 25, 30, 35LPM으로 총 4개의
케이스를 분석하였다. 유효한 데이터추출은 8개 배터
리팩의 평균온도, 32개 배터리모듈의 평균온도에서
최댓값과 최솟값을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모듈간
온도차의 최댓값을 확인하였다. Fig. 3은 앞서 설명한
유효데이터를 보기 쉽게 도식화하기 위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3. 결론
해석결과 배터리팩 전체의 평균온도차이는 최대 약
3.1[K]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모듈간의 온도 차이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듈간의 온도차이 감소가 유량증가에 따른 관내
유속 증가에 의한 결과인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기
본 연구는 산업통산자원부의 지역선도산업단지연
계협력사업 지원에 의한 결과임.
본 연구는 2022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
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Fig. 2 Flow path of cooling system

임.(P0002092, 2022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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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랭식 냉각시스템을 적용한 초정밀가공기의 건식 냉각시스템
Dry Cooling System for Ultra-precision Machining Machines with 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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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나노, 첨단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초정밀가공
기술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초정밀
연삭 가공의 경우 가공 시 발생되는 열로 인해 치수
정밀도, 표면거칠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1/10,000~1/1,000,000mm 범위의 가공정밀도를
요구하는 초정밀가공품의 품질문제와 직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식 냉각시스템과 간접수랭식
냉각시스템을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이
용하여 건식을 유지한 두 제품의 냉각성능에 대해 연
구를 진행하였다.

Fig. 1 Results of analysis of ultra-precision machining with
external water cooling system

2. 실험
실험은 가공시 발생하는 열적특성과 가공물과의 상
관관계 확인이 용이한 아크릴소재로 진행하였다. 가
공시 발생하는 열적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외선열화
상 카메라를 통해 온도측정을 진행했다. Table 1은 건
식냉각시스템의 적용 유무에 따라 가공 시 발생하는
바이트의 열과 가공품의 표면거칠기 측정결과를 도시
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dry cooling systems
Type

Cutting heat

Surface roughness

Non

47.34

0.2052

Be applied

28.72

0.0565

3. 유한요소해석
해석은 기존 건식냉각시스템과 간접수랭식 냉각시스
템이 초정밀가공기에 적용되는 냉각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2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유한요소 해
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였으며, 유체의 흐름에
따른 냉각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Fluent를 활용하여 CFD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1은 간접수랭식 냉각시스템을
적용한 초정밀가공기의 해석결과를 나타내었다.

3. 결론
실험값과 기존 건식냉각시스템의 해석결과를 비교
하였을 때, 유사한 해석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간접수랭식 냉각시스템을 적용한 해석결과와 기존
의 건식 냉각시스템의 해석결과를 비교했을 때, 간접
수랭식의 냉각시스템을 적용한 경우 더 낮은 온도를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간접수랭식 냉각시스템을 적
용하였을 때 초정밀가공기의 성능이 더 향상될 수 있
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후기
본 연구는 202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No.
2016R1D1A1B01014576)과 2022년도 정부(산업통상자
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P0002092, 2022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
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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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유한요소법을 활용한 중압펌프 최적 설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Optimal Design of Medium Pressure Pump Using 3D Finite
E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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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공작 기계 업체에서는 중.고압 쿨런트 시스템
(Coolant System)을 Chip Breaking, Tool life, Cutting
speed 및 Surface Finishing을 향상 키시기 위하여 널리
이용하고 있다. 원심 펌프를 적용하여 중.고압으로 절
삭유를 토출 시키는 게 불가능하여, 중압펌프로는 수
입품 기어펌프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
서는 FEM해석을 적용하여 기존 스퍼기어와 헬리컬기
어의 유량성능을 비교하여 중압펌프의 최적 설계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기어 설계 및 수치 해석
기어펌프의 핵심이 되는 기어는 연속접촉 형상이며
평행축 헬리컬 기어이다. 축직각 형상을 확인하고 이
에 따른 표준 Rack형상을 파악한다. Fig. 1(Left)에서
3차원 측정기로 측정한 형상자료를 이용하여 CAD에
서 기어를 굴렸을 때 나타나는 형상이 표준 랙 형상이
다. 원호와 직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은 간단한 형상으로 근사화를 수행하고 랙의 이동에
따른 기어 형상을 확인한다. 랙은 기어높이를 5.55
원주피치를 14.2로 잡았을 때 φ5.7과 φ5.8로 직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압력각은 37.5°로 하였다. 본 연구에
서 FEM해석 시뮬레이션 툴은 ANSYS @CFX.을 사용
하였다. 기어펌프의 하우징 설계 치수는 동일하게

Fig. 2 Velocity Comparison Spur (left) & Helical (right)

적용 하였으며, 초기조건 기어의 Velocity는 188.4
(rad/s), 절삭유의 Viscocity는 2(cSt)를 대입하였다. 해
석에 사용될 Turbulence Mode은 조밀한 벽면에서 불규
칙적인 mesh 해석을 계산하는 표준 k-Epsilon을 선택
하였고, 각 기어가 펌프의 내부 비압축성 유동층에
잠겨 있으므로 IS기법을 적용한다. 또한 시간에 따라
구동축이 회전함으로써 결과 값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transient를 선택한다.

4. 결론
유한요소법 해석을 통하여 기어 펌프의 최적 설계
및 성능 개선에 대한 결과(Fig. 2)를 확인 하였다. 스퍼
기어의 토출유량은 약 26.802(L/min), 헬리컬기어는
약 30.266(L/min)으로 3.464(L/min)의 유량증가를 확인
하였다. 스퍼기어의 Outlet Velocity는 최고 1.7(m/s),
헬리컬기어는 최고 2.325(m/s)으로 0.625(m/s)의 토출
속도증가를 확인 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산학
Collabo R&D사업[S3085999]과 2022년도 정부(산업통
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Fig. 1 Estimation Of Rack Shape With CAD Script

받아 수행된 연구임.(P0002092, 2022년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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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을 활용한 헬리컬기어의 Balance plate (Grooves)에 대한 연구
A Study on Balance Plate (Grooves) of Helical Gear Using C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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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건설 기계 부품 산업에서는 핼리컬 기어펌프
가 가공성이 쉽고, 저렴한 가격에 비해 체적용적 효율
이 뛰어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헬리컬 기어
펌프의 성능개선 및 저소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
행 되었다. 성능 저하 와 소음의 원인으로는 차폐현상
으로 인한 내부진동 및 압력에 의한 기어마모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E해석을 활용하여 헬리컬기어 펌
프의 차폐현상의 감소를 확인 하고자 한다. Fig. 1의
펌프 Housing Balance plate (Grooves)의 설계차이를
비교하여 Grooves가 헬리컬기어에 미치는 영향과 성
능 개선 및 차폐현상에 대한 개선을 확인 하고자 한다.

2. Balance plate 설계 및 수치 해석
기어펌프의 구동 시 소음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마모
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은 펌프 내부에 불규칙한 맥동
흐름 및 내부 압력에 의해 Housing과 기어의 마찰이다.
설계의 핵심은 압력이 집중되어 유로에 머물게 되는
차폐를 예방하여 고압부 영역을 분산 시킨다. 더불어
저압부 영역으로 유동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 와류 및
역류, 성능저하를 방지한다. 본 연구에서 CAE해석 시
뮬레이션 툴은 ANSYS @CFX.을 사용하였다. 초기조
건으로 기어의 Velocity는 188.4(rad/s), 절삭유의
Viscocity는 2(cSt)를 대입하였다. Grooves를 적용한 결
과와 미적용한 결과의 비교는 Table 1로 정리 하였다.

Fig. 2 Pressure distribution on the housing surface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machine(Times New Roman 8pt)
Apply Grooves

Grooves not applied

Flow Rate

32.064 (L/min)

31.968 (L/min)

Housing Max
Pressure

72994.5 (Pa)

393139 (Pa)

Internal Pressure

107915 (Pa)

125511 (Pa)

Gear Part Discharge
Flow Rate

5.159 (m/s)

5.547 (m/s)

Outlet Area
Flow Rate

2.451 (m/s)

2.425 (m/s)

Outlet Area
Pressure

1117.01 (Pa)

252.337 (Pa)

356.228 (Pa)

-447.748 (Pa)

3. 결론
결론적으로 CAE해석을 통하여 헬리컬 기어 펌프의
Grooves를 적용한 경우 토출구 유속 증가 및 유량증가,
하우징의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 차폐현상에 대한 국
부적인 압력 조절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후기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산학
Collabo R&D사업[S3085999]과 2022년도 정부(산업통
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P0002092, 2022년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사업
Fig. 1 Housing Balance plate (Grooves) of Helical Gear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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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기법을 적용한 공작기계용 쿨런트 펌프 설계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sign Improvement of Coolant Pump for Machine Tool Using
CFD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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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IT기술의 발전으로 초소형 기기의 개발을 위한
초소형 부품 시장이 확대 되고 있다. 초소형 부품의
제작을 위한 초정밀 가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초정밀 가공이 가능한 공작기계의 제작을 위해서는 가
공물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표면조도가 우수해
야 하며, 공작기계에서 가공물의 표면조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절삭 가공 시에 고압의 절삭유를 통해 냉각
및 칩 제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펌프케이싱에 기포 토출구를 설계하
여 펌프 내 기포를 억제하여 고압의 절삭유 배출이 가능
한 펌프로 설계 개선하여 CFD해석 소프트웨어인
ANSYS FLUENT를 이용하여 쿨런트 펌프의 성능향상
을 검증하고자 한다.

비교하면 기존 펌프에 비해 개선 펌프의 임펠러 중심에
서의 압력강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포 억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Fig. 5를
확인하면 양정이 10m일 때, 기존펌프의 토출량은
27.14L/min, 개선펌프의 토출량은 51.49L/min로 나타났
으며, 기존펌프 대비 개선펌프의 성능이 약 89% 향상되
었다.

Fig. 3 Existing Pump

Fig. 4 Improvement Pump

2. 설계 및 해석 검증
Fig. 1과 Fig. 2는 각 기존 양산형 펌프와 개선 된 모델
링을 나타낸다. 펌프 내부에서 압력차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강하 현상을 줄이기 위해 펌프 케이싱 입구에 6mm
Hole을 6개 설계하여 개선 하였다. ANSYS FLUENT를
통해 펌프 양정 10m일 때, 난류모델은 K-OMEGA SST를
이용하여 CFD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5 Comparison of Pump Performance Graph

4. 결론
펌프 케이싱 구조개선을 통해 펌프의 압력강하 현상
을 줄여 기존펌프 성능 대비 개선펌프의 성능이 약 89%
향상되었다.

후기
Fig. 1 Existing Pump

Fig. 2 Improvement Pump

3. 해석결과
Fig. 3은 기존 펌프의 임펠러 벽면의 압력이며, Fig.
4는 개선 펌프의 임펠러 벽면의 압력이다. 압력형태를

본 연구는 202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
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No.
2016R1D1A1B01014576)과 2022년도 정부(산업통상자
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P0002092, 2022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
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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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원심펌프의 CFD해석과 실험 비교를 통한 신뢰성 검증

Reliability Verification through CFD Analysis and Experimental Comparison of
Multi-stage Centrifugal P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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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다단펌프는 가공물의 세
척 및 냉각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펠러의 변경
또는 케이싱 형상 변경을 통해 다단펌프의 효율을 개선
하고 있다. 설계 변경된 다단펌프의 성능 개선효과를
CFD해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며, CFD해석에 대해 다
단펌프설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FD해석과 펌프성능실험의 비교를
통해 다단원심펌프의 CFD해석 신뢰성 설계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였다.

Fig. 2 Pump Performance Graph

2. CFD해석 및 실험검증
Fig. 1은 다단원심펌프의 유체 모델링이며, CFD해석
을 진행하기위해 임펠러 회전 유체층과 비회전 유체층
을 모델링하였다. CFD해석 조건으로 유체의 재질은 수
용성 절삭유를 적용하였으며, 해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K-OMEGA SST 난류모델을 적용하여 양정
1~39.5m의 CFD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2는 다단원심펌프의 CFD해석 성능곡선이며,
CFD해석 신뢰성 검증을 위해 Fig. 3과 같은 펌프성능실
험구성을 하여 펌프성능실험을 진행하였다. 펌프성능
실험결과와 CFD해석결과를 비교한 그래프는 Fig. 4와
같으며, 평균 오차율 7%의 해석결과를 확인하였다.

Fig. 3 Pump Performance Graph

Fig. 4 Comparison of Pump Performance Graph

4. 결론
K-OMEGA SST 난류모델을 적용하여 CFD해석을 진
행하여 평균 오차율 7% 해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후기

Fig. 1 Multi-stage Pump Fluid Modeling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산학 Collabo
R&D사업[S3085999]과 2022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
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P0002092, 2022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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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톤급 근해유자망 어선의 복원성 상관관계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Correlation Analysis of the Stability for a 33-ton Fishing Boat
of Offshore Drift Gill Net
*

*

1

곽남수1, #박상혁2, 김태규3

#

N. S. Kwak , S. H. Park(psh2937@ramst.or.kr)2, T. K. Kim3
1

(사)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조합(해양수산융합연구소)

Key words : Large fishing boat, Short sea gill net, Ship risk management, stability

1. 서론
최근 국내의 근해유자망 조업 시 어선의 전복사고가
빈번하게 밠생되며 이에 따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어선의 주요 전복의 원인으로 어획물의 과도하
게 적재함으로써 어선의 횡경사각 임계치를 초과하여
복원성을 상실함으로 발생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30톤급 근해유자망 어선을 선정하여 복원성
시험 및 전자식 경사계를 개발하여 횡경사각 임계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Fig. 3 configuration of digital clinometer

2. 어선의 복원성 시험
33톤급의 근해유자망 어선의 횡경사각 임계치 및
복원성 주요성능치 계산을 위해 선박의 양측에 각각
1톤의 중량을 탑재하여 실제로 일정 각도 범위에서
강제로 기울여서 선박의 초기 무게중심에서 변화된
무게중심을 산출하였다. U-tube를 이용한 선박의 기울
측정밥법을 이용하여 선박의 횡경사각을 측정·분석
수행하였다.

3. 전자식 경사계 제작 및 실험
아두이노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어선의 횡경사작 측
정을 위해 아두이노 우도 보드와 3축 자이로 센서를
사용하여 전자식 경사계를 개발하였다. fig.2 개발된
전자식 경사계이며 어선 복원성 시험 시 성능을 비교
분석하여 복원성 기준에 의해 계산되 한계 경사각과
값을 비교하였다.

4 결론
실험 결과, 복원성 시험의 한계경사각 값과 개발된
전자식 경사계에 측정된 값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어선의 한계경사각 값이 .09~0.1° 차이를 보이고 있었
으며 오차값 ±0.18 이내에 만족하고 있기에 개발된 전자식
경사계의 신뢰성이 입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 1 Condition of stability experiment
Table 1 Results of stability experiment
Dep. Full load Partial
from
load
Light
Item Condition ship Full load fishing arrival arrival
cond.
ground
cond.
현단몰입각
(deg)

13.9

8.7

6.3

6.8

10.5

Beta(deg)
한계
경사각 한계경사각
(deg)

13.9

8.7

6.3

6.8

10.5

GZα(M)

11.2

7.0

5.1

5.5

8.4

0.174

0.089

0.059

0.069

0.12

후기
이 논문은 2022년 해양수산부 재원으로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명: 근해유
자망어업의 조업 자동화 및 어업인 위해관리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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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가공인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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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실험

본 연구는 통합된 CAD/CAE/CAM 시스템을 활용하
여 금형형상(평면/경사면)의 가공인자의 변화에 따른
표면조도 및 인자간 상관관계 규명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적 특징은 절삭력을 해석하기 위
해서 실험계획법과 CAE 소프트웨어인 DEFORMTM-3D
를 사용한 것이다. 절삭력에 대한 주요인자로 RPM과
절삭이송속도, 절입량(step over)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다구찌 기법을 사용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자
를 조사하였고, 측정된 표면조도와 가공시간을 바탕으
로 알루미늄 소재에 대한 효율적인 가공조건도 조사하
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표면조도를 측정하여 절삭력과
표면조도의 상관성도 고찰하였다.

가공할 모델을 먼저 CAM프로그램인 Power Mill을
통해 Toolpath를 계산하고, NC코드를 출력하여 CNC
밀링머신으로 가공한 후, 가공된 모델의 표면조도를
표면조도측정기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각 조건에 따른
표면조도를 비교분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고품질
의 가공을 위해 가공 조건을 다양하게 변경하였다.

2. 본론
연구방법은 Fig. 1과 같이 실험계획법의 프로그램인
MINITAP14를 통해 해석 조건 및 실험 조건을 계획하였
고, 본 연구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국내외 정밀금형
가공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가공을
위한 가공물의 형상 모델링은 PowerSHAPETM로 하였으
며 또한 실험에 사용될 NC데이터는 가공 전용프로그램
인 PowerMILLTM을 사용하여 생성하였다.

Fig. 1 Flow chart of research

4. 결론
동일한 조건의 실제 가공을 통해 표면조도를 확인
한 결과, RPM의 경우 그 값이 증가할수록 표면조도가
좋아졌고, 절삭이송속도와 스탭오버는 그 값이 감소
할수록 표면조도가 더 좋아졌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한요소해석 방법을 이용하면 절삭력 측정에 사용되
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연구결과는
금형형상 가공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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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D CAD 모델은 경계표현 모델과 파라메트릭 모델
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 기관사이의 설계 협업을 수행
하거나 다양한 3D CAD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
교환 과정에서 주로 B-rep(boundary representation) 모
델이 활용된다. B-rep 모델은 점, 선, 면에 대한 기하
및 위상 정보만으로 형상을 표현한다. 이점은 모델
데이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모델의 형상 정보 전달
성에 장점이 있으나, 특징 형상과 같은 명시적인 설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B-rep 모델이 가지는 기능요소 형상을
자동으로 인식하기 위한 절차를 정의한다.

2. 기술자 기반 형상 검색 개념
이 연구에서 B-rep 모델이 가지고 있는 기능요소의
형상을 검색하기 위해서 기술자 기반 형상 인식 방법
을 사용하고자 한다[1]. 기술자란 대상 데이터에 대한
속성등을 정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기술
자를 활용하여 기능요소 형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식 대상 형상의 기술자와 기능요소 형상의 기술자
를 서로 비교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각 면의 기술자
를 대상으로 하여 유사도를 비교한다. 이때 기능요소
형상의 경우 해당 형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기준면
과 보조면을 활용한다. 인식 대상면의 기술자와 기능
요소형상의 기술자를 비교하여 유사도가 1에 가까운
결과를 낸다면 이는 기능요소의 기준면 또는 보조면
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3. 기술자 기반 기능요소형상 검색 절차
형상 검색 수행에 앞서, 검색하고자 하는 기능요소
형상에 대한 기준면과 보조면을 정의한다. 그리고 기
준면과 보조면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특징형
상 기술자를 정의한다. 또한 기준면과 보조면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관계 기술자를 정의한다.
형상 검색 수행과정에서, B-rep 모델을 입력한다.
그리고 모델을 구성하는 모든 면을 미리 정의한 기준
면과 보조면의 기술자와 유사도를 비교하여 기준면과
보조면 후보군을 획득한다. 그리고 미리 정의한 기준
면과 보조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술자를 통해 후보
군으로부터 기능요소 형상을 결정짓는다.

3. 결론
B-rep 모델로부터 기능요소형상을 자동으로 인식하
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기술자 기반의 형상 검색 방법
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기술자를 활용하여 기능요소
형상을 검색하는 절차를 정의하였다.

후기
이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중견연
구자지원사업(과제번호: 2022R1A2C2005879)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임을 밝힙니다.

참고문헌
1. Yeo, C., Cheon, S., & Mun, D. “Manufacturability evaluation of parts using descriptor-based machining feature recogn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34(11), 1196-1222, 2021.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기구설계 및 공정설계 과정에서의 디지털트윈기술 활용
Using Digital Twin Technology in Mechanical Design & Process Design
임대섭1

*,#

*,#
1

D. S. Lim(limds@kopo.ac.kr)1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융합기계과

Key words : Digital Twin, Virtual Commissioning, Mechatronics system

1. 서론
디지털 트윈 기술은 4차 산업 시대의 핵심기술이다.
디지털 트윈은 제조업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사회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
서는 원가 절감, 제품개발 기간 단축 및 예지보전의
장점이 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시운전 기술이
제조업 설비, 항공, 선박 등 여러 분야 설계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연구기관 및 공학교육 기관에서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공학설계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2]
본 연구는 기구설계 및 공정설계 과정에서의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 및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디지털트윈 기술의 기구설계 적용을 위해 공압실린
더, DC 모터 및 근접센서 등으로 구성된 펀칭머신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스마트공장 공정설계 적용을
위한 대상으로는 피셔테크닉의 3축 그립로봇을 선정
하였다. 메카트로닉스 디지털 트윈모델을 만들기 위
해 4단계 과정을 거쳤다.[1] 1단계는 3D모델을 설계하
고, 2단계에서는 3D모델을 NX MCD를 활용하여 디지
털트윈 모델로 변환한다. 3단계에는 구동을 위한 PLC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4단계에서 OPC를 이용하여
PLC 제어프로그램과 디지털 트윈 모델을 연결하였다.
가상 시운전은 SIL와 HIL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
였다.[1]

Fig. 2 Digital Twin Technology in Process Design

3. 연구결과
NX10 MCD 툴을 활용하여, 3D 디지털 트윈 모델을
개발하였다. 펀칭머신과 3축 그립로봇 가상모델 검증을
위해 OPC 통신을 이용하여, PLC 제어 프로그램과 디지
털 트윈 모델을 연결하였다. 가상시운전의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SIL 기법과 HIL기법을 각각 적용하여 디지털
트윈 모델의 설계검증 작업을 수행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디지털 트윈 메카트로닉스 모델은 디
지털 트윈의 일부분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가상 시운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기술
은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개발자가 실제 장비가 설치
되기 전에 시스템 제어를 위한 코드를 점검하고, 시스
템의 구동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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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주요 신흥국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해당 국가들의 제품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비 대상 국가에 제품을 판매하
기 위해 제조 및 설계 기업들은 기존 선진국 대상의
설계 기준이 아닌 주요 신흥국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제품들의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
설계 변경을 위해서는 3D CAD 모델에 포함된 형상의
위치, 치수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입력 모델로부터 기계가공 특징형상들을 인
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계가공 특징형상이란, 부품
제작 과정에서 기계 공구에 의해 절삭, 선삭 등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특정한 형상들을 의미한다.
이전 연구[1]에서는 특정 기계가공 특징형상을 인식하
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계가공
특징형상 인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인식 대상 기계
가공 특징형상 재정의 및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의한다.

2. 인식 대상 기계가공 특징형상
기계가공 특징형상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기
계가공 특징형상의 가공 방법은 선삭 가공과 절삭가
공으로 가정하며 가공 방식은 2.5D 가공으로 한다.
앞서 가정 사항을 바탕으로 인식 대상 기계가공 특징
형상은 홀(hole), 슬롯(slot), 포켓(pocket), 아일랜드
(island), 필렛(fillet), 챔퍼(chamfer)로 총 6가지 타입의
기계가공 특징형상을 선정하였다.

3. 시스템 기능요구사항 정의
기계가공 특징형상 인식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능
요구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기계가공 특징형상 인식
에 필요한 추가 데이터 입력 기능이 필요하다. 기계가
공 특징형상 인식 시 기준이 되는 수치가 일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정의한 임의의 기준값이 필요한 경우

가 있다. 이를 위해 추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패널을 추가해야 한다.
기계가공 특징형상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의
정보 표현력을 높이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전 연구의
기계가공 특징형상 인식 시스템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특징형상을 인식하기 위해 기술자의 항목을 추가하여
정보 표현력을 높여야 한다.
인식 대상 기계가공 특징형상 기술자를 추가해야 한
다. 인식 대상 기계가공 특징형상의 범위가 홀, 슬롯,
포켓, 아일랜드, 필렛, 챔퍼 총 6가지 타입으로 확장되
었다. 이를 위해 기계가공 특징형상별 기술자를 추가로
정의해야 한다.

4. 결론
기계가공 특징형상 인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식 대상의 기계가공 특징형상과 시스템 기능요구사
항을 정의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 및 인식 성능 검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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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료전지는 대체에너지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차세대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연료와 산소
의 공급을 받아 화학반응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기 공
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스켓의 주성
분인 고무 같은 경우는 온도, 습도, 산 등에 의하여
물성저하로 이어지며 이는 제품의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LSR과 EPDM 소재의
노화로 인해 영구변형된 형상의 거동에 관하여 연구
를 수행하였다.

Fig. 1 Comparison of surface pressure and Von-Mises stresses
of aged LSR & EPDM rubber

2. 노화 전·후 해석 방법
노화 실험은 3600시간동안 120°C, 3.5ph에서 진행되
었다. 초탄성체인 고무재료의 기계적 거동은 변형률
에너지 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켓
형상을 이용하였고, Yeoh 모델 함수의 재료상수를 사
용하였다. 압축량은 기존의 1.76mm에서 1.4mm로 총
0.36mm 만큼 Y Position으로 압축하였다. 해석은 단일
셀로 진행하였고, Hypermesh를 이용하여 요소를 분할
한 후,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MARC를 이용하여
등가응력(Von-Mises Stress)과 면압분포(Contact
Pressure)값을 해석하였고, 압축량에 따른 조립력의 하
중특성그래프를 산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노화된 LSR과 EPDM 고무의 Peak 면압, 내부응력
비교를 Fig. 1에 나타내었다. Peak 면압의 경우 LSR
소재가 노화가 진행되면 탄성을 잃어버리며, 열에 약한
EPDM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면압이 산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부응력의 경우 EPDM과 LSR이 노화 전·후
비슷하게 해석되었다. 또한 Fig. 2의 압축량에 따른
조립력의 하중특성 그래프에서 LSR소재가 최대 셀
피치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EPDM대비 값이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Comparison of EPDM and LSR load characteristics
graphs

향후 고무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OGDEN 함수나
Mooney Riviln 함수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변형률 에
너지 함수에 따른 분석과 다차원 3D 해석을 추가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4. 후 기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원의 소재부품기술개발–전략핵심소재자립화 기술
개발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K_G01200099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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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밀링과 하향밀링 모델의 이론 및 해석적 접근
Theoretical and Analytical Approaches of Up-milling and Down-milling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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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상향밀링과 하향밀링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소
재에 가해지는 작용력 위주로 수행되어 공구 및 가공결
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를 통하
여 공구에 작용하는 응력과 변형량의 이론 및 해석적
접근을 통하여 향후 과, 미절삭량 예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이론 및 해석적 접근
Fig. 1은 상향밀링과 하향밀링의 절삭 메커니즘을 보
여주고, Fig. 2는 각 절삭 메커니즘에서 공구에 가해지는
반력 요소를 보여준다. Fig. 2의 수식을 활용하여 과,
미절삭에 영향을 미치는 배분력 값을 정의하고 응력과
변형량을 계산한 뒤 Fig. 3과 같이 이상적인 FEM 모델에
대한 구조해석 값과 비교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오차
범위 내로 해석되었다. Fig. 4는 실제 설계된 FEM 모델
에 대한 변형량 해석 결과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Fig. 3 Stress and deflection analysis of ideal FEM model
Table 1 Comparison result of theoretical model and ideal FEM
model
Index

Theoretical
model

up-

 max

  





mill
dow

max







 max

  

   



max

 

 



n-mil
l

Ideal FEM
model

Error

Fig. 1 Schematic of up-milling and down-mill
Fig. 4 Real FEM model

Fig. 5 Deflection analysis

3. 결론
상향밀링과 하향밀링의 절삭메커니즘이 공구에 미치
는 영향을 통하여 과, 미절삭량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

Fig. 2 Reaction force component on the endmill

기 위해 수행한 본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접근 결과와
이상적인 FEM 모델의 해석적 접근 결과가 오차 범위
내로 평가 되었으며, 실제 형상으로 설계한 FEM 모델에
대한 변형량 해석 결과 또한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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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표면 합금화 공정에 의한 트랙 표면 및 두께 특성(포스터)

The Characteristics of Surface and Thickness of Alloying Track by Laser
Surface Alloy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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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 AISI M2 Powder, AISI H13, Laser Surface Alloying, Track Surface, Track Thickness

1. 서론
레이저 합금화 기술은 용융풀에 또 다른 합금원
소를 추가하여 표면특성을 향상시키는 표면처리공
정으로서 다른 표면처리공정 대비 모재와 합금화
영역간의 결합력이 매우 월등하고 첨가재료의 특
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1) 본 연구에
서는 해외 선진업체와 연구기관에서 금형 및 공구
의 표면특성 향상을 위하여 많이 사용하는 M2 파
우더를 이용하여 H13 열간금형강과 레이저 합금화
공정시의 트랙 표면 및 두께 특성을 분석하였다.

(a) Specimen No.1

(b) Specimen No.27

Fig. 1 Track surface of test specimens according to experiment
condition No.1 and No.27

2. 실험 방법
레이저 합금화를 위한 가공재는 열간금형강인
AISI H13 소재이고, 파우더는 고속공구강 기반의
AISI M2 재질을 적용하였다. 세부조건 중에서 레
이저빔의 입열량 및 에너지밀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레이저출력, 이동속도, 파우더공급량, 트랙
피치 등의 4가지 파라미터는 변수로 하고 나머지
변수는 일정하게 고정하였다. 여기서 레이저출력은
1600~2400W, 이동속도는 50~150mm/sec, 파우더공
급량은 8~12g/min, 트랙피치는 400~600um로 변화
시켜 조건을 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1은 레이저 합금화 실험을 수행한 시험편의
일부 사진으로서 전반적으로 합금화 표면층 트랙
내부에는 기공과 균열 같은 결함은 관찰되지 않았
다. Fig. 2는 레이저출력, 이동속도, 파우더공급량,
트랙피치 변화에 대한 트랙 두께 및 너비의 증감
률을 나타낸 프로파일이다. 레이저출력이 1600W인
경우를 기준으로 레이저출력 2000W 및 2400W 조
건의 트랙 두께는 각각 57%와 143% 증가하였지
만, 트랙 너비는 –2%와 –1% 수준으로 측정오차를

(a) Laser power

(b) Travel speed

(c) Powder feed rate

(d) Track pitch

Fig. 2 The rate of change according to laser power, travel
speed, powder feed rate and track pitch

감안하면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이동속도가
50mm/sec인 경우를 기준으로 이동속도 100mm/sec
및 150mm/sec 조건의 트랙 두께는 레이저출력 결
과와는 반대로 각각 57%와 76% 감소하였지만, 트
랙 너비는 변화가 없었다.

참고문헌
1. H. S. Jee and J. H. Suh, 2003, “Laser-Aided Direct
Metal Deposition (DMD) Technology”, Korean
Journal of Computational Design and Engineering,
Vol. 8, No. 3. pp. 1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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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터늄 광택공법의 친수코딩막 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on of a Hydrophilic Coating Film by Sater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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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차의 도장면에는 자동차 운행 전 후 외부적 요
인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놓이게 된다. 도장면에
발생한 스크레치를 제거하기 위해 과도하게 컴파운드
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연마흔적, 잘못된 세차로 인한
도장면의 스크레치, 운행 중에 도로면의 오염물질 고착,
비온뒤 물기 제거를 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워터스팟, 공장지대에 장기간 주차 시 생기는 철분오염
등이 발생한다.
본 논문 연구에서는 자동차 클리어코트 접합용 광택
조성물로 개발된 세터늄 광택제의 특성에 관한 것이며,
세터늄 광택제는 컴파운드형 코팅제 조성물로써 최소
한의 도막손실로 광택공법을 통해 친수 코팅층까지 형
성되는 기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본 논문 연구에서는 실제 자동차 도장면을 세터늄
광택제를 사용하여 클리어코트의 수정과 복원을 위한
광택공법을 적용하였다. 일반컴파운드로 결함을 수정
하기 힘든 내스크레치성 도료에 적합한 세터늄 광택제
(Satternium)와 Glossy pad(soft woll buff)를 사용하여 광
택작업으로 결함을 수정하면서 친수코팅막을 생성하였
다. 세터늄 광택제와 세터늄 전용 폴리싱패드의 조합-사
용은 클리어코트의 문제점을 수정과 친수코팅막을 형
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노출되는
Table 1 The results of measurement of changes in thickness
of the paint after polishing process between new and
used automobile
실험
차종

신차
(세터늄)

작업전
도막수치

153㎛(±2㎛)

중고차
(컴파운드)

중고차
(세터늄)

본넷:130㎛(±2㎛ 본넷:134㎛(±2㎛
)
)

작업후
158㎛(±2㎛), 본넷:124㎛(±2㎛ 본넷137㎛(±2㎛)
도막수치 친수코팅막형성
)
친수코팅막형성

Fig. 1 The surface after polishing process by Satternium

여러 가지 형태의 피해로 인한 자동차 도장면 클리어코
트의 수리와 복원을 위한 것이다. 즉 복원을 위한 전문적
인 특수장비(Polisher), 특수버프(Woll Buff), 특수광택제
(Satternium) 등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연마로 결함을 제
거와 동시에 클리어코트를 접합한다. 전계방사형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실제 자동차 도장면 클리어코트에 세
터늄을 시공후 코팅층이 형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EDS 성분분석을 실험하였으며 시편소재의 도막 층에
코팅성분을 검출하기 위해 아르곤[Ar] 이온빔을 사용하
며, 특정부위 가공으로 단면처리를 가공 시 소재면이
늘어나거나 변형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CP법을 선
택했다.

3. 실험결과
신차와 중고차에 일반 컴파운드와 세터늄으로 광택
공법을 적용한 후의 도막수치 측정결과를 비교하였다.
신차의 경우 기존의 도막을 유지하면서 대략적으로 5
의 친수코팅막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고차의
경우에는 일반 컴파운드로 광택공법을 적용시에 기존
의 도막을 상당부분 삭감을 통해 클리어코트의 결함을
수정했다. 세터늄으로 광택공법을 적용한 후에 도막의
수치는 대략적으로 3 으로 친수코팅막의 수치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결과치로 세터늄은 광택과 동시에
코팅이 형성되므로 일정이상 도막층 감소를 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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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재 적용을 위한 우수한 기계적 강도 및 UV/수증기 차단 특성을
가진 PVA/CNC/TiO2 필름
PVA/CNC/TiO2 Film with Excellent Mechanical Strength and UV/Water Vapor
Barrier Properties for Food Packaging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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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Polyvinyl alcohol (PVA) is considered a potential
candidate for biodegradable packaging because of its
excellent physicochemical properties. However, pure PVA
has critical limitations, such as poor UV/water vapor barrier
properties and low mechanical strength [1]. In this study,
cellulose nanocrystals (CNCs) and titanium dioxide (TiO2)
nanoparticles were utilized to improve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barrier properties of PVA films.
Fig. 1 Effect of TiO2 content on WVTR

2. Experimental
PVA (Mw 85,000-125,000; 99+% hydrolyzed), CNCs
(10-20 nm diameter; 300-900 nm length), and TiO2
(anatase; 15 nm diameter) were used as received. A
PVA/CNC suspension (5 wt% CNC content) was prepared
by mixing an aqueous PVA solution (3 wt%) and CNCs
suspension (1 wt%). Various amounts of TiO2 (0-10 wt%)
were added to the PVA/CNC mixture. The final films were
obtained by solvent casting in a Petri dish and subsequent
drying at room temperature for 5 days.

3. Results and Discussion
Because of the abundant hydroxyl groups, pure PVA
presents a high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WVTR)
(Fig. 1), indicating poor water vapor barrier properties.
The addition of CNCs and TiO2 significantly improved
the WVTR of the PVA film. The lowest WVTR of
PVA/CNC/TiO2 was 104.9 g/m2day at 10 wt% TiO2.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increase in a diffusion path due
to the presence of impermeable particles (CNCs and TiO2)
and compact structure due to strong interaction between
PVA, CNCs, and TiO2. It was also found that PVA/CNC/TiO2

films had comparable mechanical properties to commercial
packaging materials. Moreover, TiO2 also provided
excellent UV barrier properties for PVA/CNC/TiO2 films.

4. Concluding Remarks
The developed PVA/CNC/TiO2 films showed excellent
mechanical strength and barrier properties. While CNCs
contribute to the improved mechanical strength, both CNCs
and TiO2 are responsible for improving UV/water vapor
barrier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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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침전기방사된 스트립의 형태 변화: 고분자 블렌드의 영향
Morphological Change in Immersion-Electrospun Strips
: Effect of Polymer Bl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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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Electrospinning is widely used owing to its ability to
manufacture products with designable morphology [1].
Among various strategies to regulate the morphology of
electrospun products, the utilization of polymer blend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s. A recently proposed
immersion electrospinning is an advanced variant of
conventional electrospinning. It involves the simultaneous
immersion of a nozzle and collector in a coagulation bath.
This feature allows immersion electrospinning to produce
particular products that are difficult to obtain via
conventional electrospinning, such as strip structures.
However, the utilization of polymer blend to regulate the
morphology of immersion electrospun strips has not been
investigated. In this regard, the effect of polymer blend
on morphology of immersion electrospun strips is

Fig. 1 SEM images of immersion-electrospun strips with PCL
to PVP mass ratio of (a) 5:0 and (b) 5:1.

composites decreased significantly. In addition, the
crumpled morphology became more pronounced compared
to the pure PCL case.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added PVP reduces the viscosity of the electrospun
solution, resulting in a smaller width of the product. In
addition, the different shrinkage behavior of PCL and PVP
makes the crumpled morphology more obvious, even with
the small amount of PVP.

investigated.

4. Concluding Remarks
2. Experimental
Polycaprolactone (PCL) and polyvinylpyrrolidone
(PVP) were dissolved in chloroform solvent with different
mass ration of 5:0 (neat PCL) and 5:1 to make 3 wt%
polymer solutions. The distance between the nozzle and
the collector inside the hexane-filled coagulation bath
was maintained at 7 cm. A high voltage of 15 kV was
applied to the nozzle where the polymer solution was
extruded at a constant rate of 0.6 mL/h.

3. Results and Discussion
Figure 1 illustrates the SEM images of the strip products
obtained with different PCL to PVP mass ratios. It was
discovered that the addition of PVP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morphology of the product. The width of the

In this study, the effect of polymer blend on the
morphological change in the immersion electrospun strip
was investigated. The strip structures with controlled
morphology can facilitate a wide application of the presen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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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 인장 실험에서 인장 속도가 미끄럼 오차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ensile Speed on Slip Error in Thin Film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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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박막 재료의 기계적인 물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비접촉식 변형량 측정 방법들이 개발되
어왔다. 대표적으로 DIC(digital image correlation) 기법
은 샘플 표면 위의 변형 전후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샘플의 변형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1], 최근 박막의
인장 실험에서 변형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
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막 인장 실험에서 샘플을 고정하
는 고정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럼 오차를 확인해
보고자, 인장 속도별 미끄럼 오차를 분석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thin film tensile test using DIC
method

2. 본론
DIC 기법을 이용한 박막 재료의 인장 실험을 위해
Fig. 1과 같이, 상용 인장 시험기에 줌렌즈와 CCD 카메
라를 설치하여, 실시간 샘플 표면 위의 마커의 이동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샘플은 고정부에의 압력으로 인한
변형이 적으며, 쉽게 가공이 가능한 종이를 사용하였으
며, 종이는 전용 커터를 이용하여 디자인된 크기로 정확
히 재단하여 사용하였다.
미끄럼 오차는 DIC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변형률
(i.e., DIC strain)을 기준으로 인장 시험기의 스테이지
의 이동거리로 측정되는 변형률(i.e., stage strain)과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두 변형률의 차이는 인장 시험이
진행되면서 누적되기 때문에, 인장 응력이 50MPa과
100MPa일 때를 기준으로 각각 변형률의 차이를 계산
하여 비교하였다. 인장 속도별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서 인장 속도를 10μm/s에서 1000μm/s까지 증가시키면
서 측정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상온에서 이뤄졌다.
측정 결과(Fig. 2), 인장 응력 50MPa 기준에서 변형
률의 차이로 정의되는 미끄럼 오차는 인장속도 300μ
m/s까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나, 인장 속도 1000μ
m/s 이상에서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수 있었다. 또
한, 인장 응력 100MPa 기준에서는 인장 속도 100μm/s
이상에서 미끄럼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Fig. 2 Average of differnce strain versus tensile speed with
varied tensile stress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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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커넥터의 시험 변수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연구
System Construction study Corresponding to Test Parameters of Electrical Conn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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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자동차에서의 전자기기 시스템이 증가하며
전자시스템을 연결하는 전장부품 커넥터의 수도 증가
하고 있다. 커넥터의 주요 부품인 단자에서의 접촉
불량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이들 단자의 접촉불량의 주요 원인의 하나
인 미동마멸 부식은 단자의 내구성에 주요한 인자이
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접점의 미동마멸 조건을 구현
하여 다양한 변화와 조건을 충족하는 시스템 구축하
여 전기접점의 내구성에 대한 마멸부식인자의 영향을
연구하여 자동차 커넥터에 사용하는 신호용 단자의
내구수명 측면에서의 제품의 설계 시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조건 및 구현
본 연구에서는 미동마멸 시험을 위한 시험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이 필요하다. 변위 발
생 시스템으로 피에조 엑튜에이터를 적용하여 변위를
제어하였다. 접점 시험편에 일정한 하중을 가하기 위
하여 추 (dead weight) 방식을 적용하여 접촉하중을
제어하였으며 접촉하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로드셀을
적용하여 동적 증폭기로 측정하였다. Fig. 1은 시험장
치 개념도이고 소형 전기로를 제작하여 전기로 안에서
시험편을 장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접점 시

(a)

(b)

Fig. 2 Specimen: (a) rider specimen (b) flat specimen

Fig. 3 Measure the contact resistance

험편을 고정하고 지지하는 고정장치 및 지그 등으
로 구성하였다. 실험장치는 각 시간에 따른 전기접점
저항은 데이터 획득장치를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시편
은 Fig. 2와 같이 두께 0.3mm의 황동판에 두께 1㎛로
니켈로 하지 도금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0.3㎛ 두께로
금도금을 하였으며 전기 접촉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Fig. 3과 같이 정전류-저항 측정법을 사용하였다.

3. 결론
미동마멸부식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 즉 접촉하
중, 변위진폭, 주변온도, 주파수, 통전전류 등의 DATA
수집을 위한 시편제작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다양
한 조건의 실험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였다.

Fig. 1 Fretting test assembly: (1) dead weight, (2) upper
specimen grip, (3) lower specimen grip, (4)
load-cell, (5) piezo actuator and (6) counter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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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트 교환형 디버링 공구의 엣지 폴리싱 공정으로
면취 가공 크기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Chamfer Size by Edge Polishing Process of Indexable Deburr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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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드릴 가공을 하면 버가 생긴다. 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디버링 툴을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디버링 블레이드에 드래그 피
니싱 처리를 하여 챔퍼 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Fig.1 A picture of the chamfer(S45C)

2. 재료 및 방법
홀을

생성하고

디버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MCT(vertical M/C (DST-36D)_DSHT, Korea) 장비를 사
용하였으며 디버링 블레이드에 드래그 피니싱을 수행
하기 위해서 Otec 사의 DF-3 장비를 사용하였다. 그리
고 홀에 생성된 챔퍼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Hyscope
DS-MV1C 현미경을 사용하였다.
Fig.2 A picture of the chamfer(AL6061)

3. 실험 결과
S45C, AL6061 피삭재에 드래그 피니싱 처리한 블레
이드를 이용하여 디버링을 수행하였다. 블레이드에 처
리한 드래그 피니싱 시간을 증가시킬수록 챔퍼의 크기
가 그에 맞게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값이 변화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S45C
와 AL6061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S45C 피삭재
의 챔퍼 크기가 AL6061보다 더 크게 측정되었다.
Table 1 Chamfer value according to polishing time

4. 결론
결과적으로 드래그 피니싱 처리에 따른 챔퍼 값의
변화는 불규칙적이었다. 블레이드에 드래그 피니싱
처리를 하여도 피삭재의 챔퍼 값에는 크게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후기
이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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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자형 가변 단면 성형 롤의 다양한 반경 및 굽힘 각도에 따른 롤 간섭 변화

Variation of Roll Interference with respect to Various Radius and Bend Angle
of U-shaped Variable Cross-section Forming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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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변단면 롤 포밍 공정(Variable Section Roll Forming
Process)의 각 단(Station)에서 상하 성형 롤의 반경 및
굽힘각(Bend Angle)을 각각 변화시킬 때 성형 롤 사이에
발생하는 간섭량의 변화를 구하고자 한다.

2. 포밍 롤 설계 및 롤 간섭 계산
각 단에서의 상하 가변단면 성형 롤을 CATIA의
Wireframe and Surface Design Workbench를 이용하여
곡면(Surface)으로 모델링하여 설계한 후, CATIA의
Assembly Workbench를 이용하여 조립한 후 상하 롤
표면 사이 틈새의 최소값을 측정하여 롤 간섭을 계산하
였다[1-3].

3. 가변단면 제품 및 포밍 롤
성형될 제품은 Fig. 1과 같으며 두께는 0.8mm이다.
α= 2°이고 L = 420mm이다. 양쪽 플랜지부분의
높이 H가 각각 25, 50, 100mm 일 때 각각의 제품을
얻기 위해 평판으로부터 굽힘각 θ를 증가시키면서
Fig. 2와 같은 상하 성형 롤의 반경을 변화시켜 Fig.
3과 같이 간섭량 분포를 구하였다.

Fig. 1 Part with variable section
Fig. 2 Forming rolls

Fig. 3 Roll interference for various roll radius and bend angle

4. 결론
각 단에서 상하 성형 롤의 반경을 증가시키면 롤
간섭이 감소하는 것을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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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합금을 이용한 5축 가공의 특성
Five-axis Machining Characteristics of Titanium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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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항공기 부품의 제작에 복합재료의 사용량이 증
가함에 따라 내부식성이 우수한 티타늄합금의 사용량
이 증가하고 있다. 티타늄합금 부품의 제작 시에 제작
단가를 감소시키기 위해 3D 프린팅과 같은 적층가공
(additive manufacturing)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와 산업
적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제품의 형상정밀도와 소재의
무결점 확보가 중요한 산업에서는 여전히 밀링, 터닝,
드릴링 등과 같은 절삭가공 방법에 의해 부품이 제작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삭가공이 난해하고 두께가 얇고 긴
티타늄합금의 부품에 대한 5축 가공 특성을 실험하였
다. 5축 가공 시에 발생되는 절삭부하를 견딜 수 있는
안정적 체결력을 가진 치공구를 제작하여, 기계가공
시 발생하는 공정별 가공변형량을 측정하고 가공변형
의 요인에 대한 분석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치공구 제작 및 적용 공구
티타늄합금 부품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황삭 가공용
치공구와 바로펴기 작업을 위한 면삭 가공용 치공구,
중삭 및 정삭 치공구, 그리고 외곽 및 홀 가공을 위한
치구 등 여러 종류의 치구를 적용하여 모든 공정에 공통
적으로 사용되는 치공구 Master plate와 제품의 최종
외곽정삭 및 플랜지 홀 가공을 위한 정삭용 치공구를
제작하였으며 초경 솔리드 공구(carbide solid cutter, 대
구텍), 초경 인서트 공구(carbide insert cutter, 한국 OSG)
및 고속도공구강(HSS) 절삭공구를 적용하였다.

Fig. 1 Master plate jig and Finish cutting jig

Fig. 2 NC machining after improvement

3. 가공변형을 고려한 실험
초기가공에서는 가공 중에 발생되는 가공변형으로
도면에 요구하는 제품의 평면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결
과가 나타났으며, 가공변형을 줄이기 위한 가공공정의
개선이 필요하였으며 가공변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
이는 부분은 황삭 후 정삭에서 오는 가공량의 문제와
가공변형의 집중현상을 해소하는 공정이 필요하였다.
변형 제거공정을 수행함과 동시에 안쪽끝단부에 집
중되는 가공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따기 형상 부분
을 황삭하는 공구경로를 추가하여 형상에서 오는 가공
부하 및 응력의 집중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공 방법을
변경하여 추가하였으며 정삭공정에서 가공되는 절삭
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삭공정을 추가하여 변형량을
최소화하고 가공 공정의 순서를 세분화하였다.
공정변경 및 치공구 개선을 통해 품질요구조건에
만족하는 가공변형량의 개선 및 품질결과를 도출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티타늄합금 부품을 5축 기계 가공 시에
절삭저항과 가공 응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품의 가공
변형을 최소화를 위하여 가공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부품 형상에 대한 변형 발생요인 형상부위를 최종 정삭
가공 전에 먼저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가공
변형이 많이 발생하는 부품은 공정을 세분화하고, 공정
별로 가공량을 분산시켜 가공함으로써 가공변형을 최
소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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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품질 향상을 위한 가공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chining Methods for Improving Mold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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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자동차 차체 분야에서 초고장력 강판(Ultra high
strength steel)의 사용은 안전 및 연비 향상을 목적으로
그 활용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초고장력
강판의 사용은 제품 성형 과정에서의 지나친 스프링 백
(Spring back) 및 잔류응력에 따른 품질 문제로 금형 품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일으킨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금형 제작 업체들은 제작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존 노하우
와 성형해석 시스템을 총동원하여 레이아웃 상의 문제점
을 개선하고 최적 공법선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
나 같은 공법과 도면을 보고 금형을 제작할 경우라 할지라
도 가공법 및 사상작업, 판넬/다이 스포팅에 따라 품질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형의 가공법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 방안으로 대표적 고장
력 강판 사용 부품이자 자동차의 뼈대를 이루는 멤버 금형
에 편차 가공 및 3D Pitch 가공을 적용하여 기존 가공 방식에
대비하여 표면 조도 및 가공사상
/
공수 절감 등을 비교하였
고, 이를 통해 금형 기술 경쟁력 향상 및 성형성 조기 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단차의 변화가 심한 OP10 드로우 금형 펀치부에는 3D
Pitch 패턴을 적용하고 경사가 완만한 다이 페이스 부에서
는 기존 지그재그 패턴을 적용하였다. 후공정에서도 펀치
형상부에는 동일한 패턴을 적용하였고, 추가로 가공 부하
를 줄여 주고 절삭 속도 증가를 위해 선행 드로우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후공정 상형 코너 구간에 릴리프 펜슬
(Pencil) 가공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가공 조도의 향상
및 드로우 공정 포함 전체 공정에서 7~15% 정도의 가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Fig. 1 3D Modeling and geometry section

2. 설계 및 제작
본 연구에서 자동차 차체 부품인 MBR RR FLR SIDE
금형에 실험 적용하였으며 편차 가공 방식은 펀치 끝단
부 어깨 R 끝점에서 편차 서변 구간을 두어 측벽 구간은
재료 두께 기준 미세한 과절삭 가공을, 상단부와 어깨
R 부는 미세한 미절삭 가공을 하여 스프링 백에 대한
영향 및 사상 공수를 줄이고 형합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Fig. 1은 편차 가공에 대한 제품 및 단면도에 대한 형상을
보여 주며. Fig. 2는 편차 가공과 더불어 적용한 가공 방법
의 하나로 3D Pitch 패턴을 적용한 하형과 상형 툴 패스를
보여 준다. 기존의 금형 가공에서 멤버류의 가공은 5축
가공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제품 깊이 이상만큼의 긴 공구
길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그재그 패턴 가공 시 상방향
(up ward)과 하뱡향(down ward) 절삭을 반복 가공하게
되어 공구 및 인서트 팁의 파손이 잦았다. 따라서 형상

Fig. 2 3D pitch cut pattern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금형 품질 확보 방안 중 가공
방법 개선을 통한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동차 멤버류 금형에서 펀치 형상 편차 가공 및 3D Pitch
가공, 후공정 금형 상형 코너 형상 릴리프 가공을 통해
사상 공수 및 가공 시간 절감, 가공 표면 조도 향상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무한 경쟁 중인 금형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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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전극을 이용한 전해 이온화 슬러리 CMP 특성 연구

Characteristics of Electrolytic Ionization Slurry CMP using Nickel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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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실험결과

화학기계적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는 슬러리의 화학적 작용과 연마 입자에 의한
기계적 작용을 통해 소재의 표면을 평탄화시키는 반
도체 공정의 하나이다. CMP의 재료제거 효율을 향상
시키는 방법에는 기계적 재료제거 능률을 향상시키거
나 화학적 반응성을 높이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기계적 재료 제거 능률을 향상시키는 경우는 스크래
치 발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슬러리의
화학적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적 구성요소의 함
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환경적 문제와 화학적 표면
결함을 야기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CMP
슬러리의 전해 이온화를 통해 슬러리의 화학적 반응
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 기존 연구에서는
전극의 소재로 주로 스테인리스 전극을 활용하였으며
CMP에서의 재료제거율(Material removal rate; MRR)
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밝혔으나, 다른 전극 소재에
대한 실험의 결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던 스테인리스 전극과 니켈
전극의 비교 실험 결과 스테인리스에 비하여 전기전
도도 측면에서 우수한 니켈 전극을 활용할 때 보다
높은 MRR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해
이온화된 슬러리를 이용한 정적 식각 실험에서도 니
켈 전극으로 전해 이온화된 슬러리가 구리를 보다 빠
른 속도로 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을 위한 Tafel 분석에서 부식 전류 역시 니켈
전극의 경우가 높은 값을 가지며, 이는 두 전극을 이용
하였을 때 구리의 식각속도와 MRR의 차이를 간접적
으로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니켈 전극을
이용 시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구리의 MRR이 증가함
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는 스테인리스보다 전기적 성질이 우수한 니켈
(Nickel) 전극을 이용하여 슬러리의 전해 이온화를 이
용한 CMP의 특징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실험조건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활용하던 스테인리스 전극과
니켈 전극을 이용한 슬러리 전해 이온화 CMP의 결과
를 비교하고 니켈 전극에 작용하는 전압에 따른 CMP
결과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극에 의한 CMP
슬러리의 전해 이온화 성능의 간접적 평가를 위해 전
기화학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Cu CMP 실험을 통해
MRR을 측정하였다. 연마 장치로는 POLI-400(G&P
Technology, Korea)를 사용하였으며 구리 박막 두께
변화는 4-point probe를 통해 측정되었다. CMP 시 압력
은 300g/cm2이며, 정반 회전속도는 93rpm, 헤드 회전
속도는 93rpm, 슬러리 유량은 150ml/min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슬러리 전해 이온화를 이용한 구리
의 CMP에서 스테인리스 전극과 니켈 전극을 비교하
였으며, 니켈 전극에 부가되는 전압 변화에 따른 MRR
을 확인하였다. 스테인리스에 비하여 전기전도도가
높은 니켈 전극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높은 MRR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공정 변수에
관한 보다 다양한 실험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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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작기계, 공구의 강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공방법
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상향밀링과 하향밀링의 특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향
밀링과 하향밀링의 특성비교를 위하여 엔드밀에 작용
하는 반력요소를 정의하고 실험적 접근을 통하여 검증
하고자 한다.

2. 실험적 접근 및 실험 결과
Fig. 1은 엔드밀에 작용하는 반력을 도시한 것으로,
상향밀링은 이송분력,  가 하향밀링에 비해 크고 배분
력,  가 소재 방향을 향하므로 과절삭 경향이 있다.

Fig. 3 Experimental approach for up and down endmilling

하향밀링은 이송분력이 작고 배분력이 크며, 소재 반대
방향을 향하므로 미절삭 경향이 있다. Fig. 2와 같은
시편을 설계하고 Fig. 3과 같이 실험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Fig. 4와 같이 절삭부하 및 과, 미절삭량이
일반적인 경향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Fig. 1 Reaction force component on the endmill
Fig. 4 Results of experimental approach

3. 결론

Fig. 2 Test-piece design for an experimental approach

본 연구는 가장 대표적인 소재인 S45C 탄소강과 대구
텍사의 4날 초경 평엔드밀을 사용한 실험 결과로, 추후
다양한 재질의 소재, 공구, 절삭조건 및 가공방법의 적용
을 통하여 절삭가공 기술의 발전과정에서 상향밀링과
하향밀링의 변화된 특성을 체계화하고, 해당 가공 환경
에 맞는 절삭방법 및 절삭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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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차 부품 산업은 고급화된 장비 및 공정기술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타산업군 대비 극효율의 냉간다단단조 분야에서
는 난성형 제품군의 수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진사들
의 공통적인 과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
자동차 조향부품인 Tie Rod End Socket 제품의 경우
냉간다단단조 수용을 위하여 3차원 방향의 성형이
이루어 져야하며, 이를 위해 공정간 형상물의 방향
전환과 Net Shape 성형을 위한 Preform 형상 최적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Tie Rod End Socket의
Preform 형상의 최적화 연구를 통한 냉간다단단조 Net
Shape 성형을 이루어 내고자 한다.

2. 냉간단조공정 설계
Fig. 1은 냉간다단단조 Socket부 성형의 공정으로
Preform의 형상 최적화와 단계별 업셋팅을 통한 Net
Shape 성형 공정을 설계하였다. 먼저 정확한 체적 계산
을 통하여 Over Flow의 발생을 예방하였으며, Socket
부의 최대 성형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Preform의 형상
을 구간별 지정하여 유동흐름을 원활하게 가이드 하
였다. Socket부의 성형은 3단에 걸친 업셋팅 성형을
진행하여 Net Shape 성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
였다.

Fig. 2 Forging Load and Effective Stress Analysis.

Fig. 3 Result of Tie Rod End Socket in Multi-Stage Cold
Forging process.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2는 공정 설계된 Tie Rod End Socket의 냉간다단
단조 성형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도한 공정과
같이 성형됨을 확인하였다. Fig. 3에서 Preform의 초기
형상과 최종 형상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나타
내었으며, 최대 하중은 #40 공정에서 173tons, 유효응
력은(Effective Stress) 1300Mpa 분포를 나타내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냉간다단단조 수용 한계로 여겨
지던 Tie Rod End Socket을 해석과 공정 실험을 통하여
성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난성형
3축 이형 제품을 원가 및 생산성 우위의 극효율 냉간다
단단조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기
본 연구는 구매조건부상용화기술개발사업(구매연
계형[과제번호:S3175209])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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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NH6 소재의 경도 특성에 따른 냉간다단단조 적용 가능성 검토
Application of Multi-Stage Cold Forging According to
Hardness Characteristics of POSNH6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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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소성가공 분야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다양한
대체 소재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소재
대비 경도와 특성은 유지하되 품질과 원가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냉간다단
단조의 난성형 공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탄소강 소재와
신규 대체 소재로 이슈화 되고 있는 POSNH6의 경도
변화를 비교하고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가공경화 실험 조건을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CH45K와 POSNH6 소재를 대상으로 Preform 공정과
Final 공정으로 경도 비교를 실시하였다. 특이 사항으로
는 CH45K의 경우 SAIP 소재 공정을 적용하여 최적의
소재 피막 조건을 반영하였다. Fig. 1의 (a)와 (b)는 대상
공정의 성형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c)에 경도 측정
포인트를 각각 표현하였다.
Table 1 Multi-Stage Cold forging specifications
Specifications
Cold Former
Process
Lubrication
Speed
material

Condition
HBP-645L
6 Station
S800H(70.0 40℃,cSt)
35ea/min
ø25 - POSNH6, CH45K

Table 2 Multi-Stage Cold forging specifications
Meterials
CH45K
(PASAIP)
ø27
POSNH6
ø27

Measur
ement
Point

Meterials
hardness
(HRb)

Preform
hardness
(HRb)

Final
hardness
(HRb)

1
2
3

71.1
72.1
72.0

97.0
95.0
96.2

97.2
97.8
96.1

1
2
3

80.5
80.1
81.2

91.5
91.9
92.2

93.6
95.2
95.6

3. 실험결과 및 고찰
Table 2에서는 주요 소성경화 공정의 경도를 비교
분석 하였으며, 측정 포인트는 가공 경화가 예측되는
부위별 검증을 실시하였다. 기존 CH45K 대비 3포인트
정도의 낮은 결과가 확인되었으나, Tie Rod End Socket
최종 요구 스팩(HRb86~98)의 범위內 만족함을 확인하
였으며, 가공 경화율의 경우 13%~18% 수준으로 평균
단조 경화율 (15%~20%)수준이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4. 결론
위 결과로 확인할 때 원소재 공정 없이 유사한 수준
의 성형성과 경도 특성을 확보할 수 있는 POSNH6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용시 원가 및 생산
시간적 측면의 우수한 효과가 기대된다.

후기
본 연구는 구매조건부상용화기술개발사업(구매연
계형[과제번호:S3175209])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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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층상구조 연성소재의 마이크로 홀 가공기술 개발
Development of Micro Hole Machining for Laminated Flexible Materials
김종현1, 김승경1, 안수호1, #강명창1

*

*

J. H. Kim1, S. K. Kim1, S. H. An1, #M. C. Kang(kangmc@pusan.ac.kr)1
1

부산대학교 융합학부

Key words : Microdrilling, Machine vision system, Run-out, Optical microscope(광학현미경)

1. 서론
최근 전자, 의료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부품의 소형
화에 따른 높은 가공정밀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라미네이터 층상 연성소재의 용접 부위에 대
해 광학비전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밀가공하기 위하여
Run-out을 측정하고 홀 크기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가공의 정밀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마이크로드릴링 장치를 사용하여 스핀들을 구동하
였다. 드릴공구 소재는 초경으로 각 지름 50,100,200μ
m을 사용하였으며 광학비전시스템으로 관측을 하였
다. Run-out 측정기(EDR-D20, Union Tool, Japan)를 활
용하였으며 가공 후 생성된 홀을 광학현미경
(KH-8700, HIROX, Japan)을 통해 관찰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실험 후 광학현미경을 통하여 홀의 크기 및 가공
위치를 확인하였다. Fig. 2에서는 50μm으로 광학비전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과 후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광
학비전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은 정확한 위치에 홀 가
공이 어려웠으며, Run-out 또한 검토하지 않아 홀 크기

Fig. 2 Form of hole before and after using Optical camera and
measuring Run-out

오차범위가 공구 직경을 기준으로 최대 50% 발생하였
다. 반면 비전을 사용하여 Run-out을 제어한 후 정확한
위치에 가공이 가능했으며 홀 크기 오차범위를 최대
5% 이내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4. 결론
광학비전시스템을 활용함으로서 실시간으로 홀 가
공공정 확인이 가능하여 보다 정밀한 공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마이크로 단위의 정밀 가공에서는 작은
Run-out에도 홀의 크기와 형태에서 큰 결괏값 변화를
보였으며 Run-out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우수한 가공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기술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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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싱 초경 드릴의 제작 및 가공 특성 분석
Fabrication and Processing Characteristics of Burnishing Carbide dr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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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세계적인 경량화의 추세로 알루미늄 합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알루미늄을 가공하기 위해
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어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버니싱 드릴을
이용한 알루미늄 가공을 척의 종류에 따른 실험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알루미늄 피삭재에 홀을 생성하기 위해서
MCT(vertical M/C (DST-36D)_DSHT, Korea) 장비를 사
용하였고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Mitutoyo사
의 SJ-210을 사용하였다. 내경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ABERLINK사의 Axiom too CMM을 사용하였다.

Fig. 2 Variation of inner diameter at different feed rate

3. 실험 결과
주축부하는 SDC16P 척을 사용하였을 때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내경도 SDC16P 척을 사용하였을 때 가장
크게 측정 되었다. 표면 거칠기는 DHE14 척을 사용하였
을 때 가장 우수하게 측정 되었다.
Table 1 Chamfer value according to polishing time

AL6061

Al

Cr

Cu

Fe

95.8~98.6

0.04~0.35

0.15~0.40

0.7 less

Mg

Mn

Si

Ti

0.8~1.2

0.15 less

0.4~0.8

0.15 less

Fig.3 Variation of drill spindle load during drilling

4. 결론
결과적으로 유압척인 DHE14와 DHE20은 결과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콜렛 척인 SDC16P는
유압척에 비해 좋지 못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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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돌봄 로봇 공통 안전성 평가 및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A Study on the Guidelines for Common Safety Evaluation
and Performance of Transfer Assistive Care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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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2025년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가 될 것이며, 일본의 최단기간, 최대속도의 고령화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에 노인인구 (65세 이상)가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0~14세)를 앞질러, 점점 돌봄이 필요

(a) Operating range measurement

(b) Endurance Test

한 사람(돌봄당사자)이 돌봄을 하는 사람(돌봄제공자)보다
많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20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41.0%를 차지할 것이며, 노령화지수는 급증하는 추세이다.
(c) Static rigidity Test

(d) Static stability Test

Fig. 2 Test Environment
이에, 최근 돌봄이 필요한 돌봄당사자에게 4차산업혁명기
술(AI, 로봇, IoT, 빅데이터)을 적용하여 돌봄당사자와 돌봄

2. 연구방법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제품 성능 전반에 대한 신뢰할

제공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로봇(Robot) 또는 로봇기

수 있는 테스트 프로파일을 확립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및

술 (Robotic Technology)이 적용된 재활보조기기 (Assistive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product)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중 돌봄을 받는 사람을 이승

Table 1 Sampling

하는데 도와주는 기술 또는 착용하여 이승행위 시 신체의
근력을 보조받는 기술에 필요한 이승로봇이 가정과 병원에

Table 2 Test Environment & Items

Transfer Assostive Care Robot
Model. Name

DW-2000

Temp. and Humidity

(23±2°C, (45±4)% R.H

Human Factor(HF)

Comply with ISO14971

Dimensions

1500(W) ×700(D×1550(H)

주사용자는 돌봄을 받는 고령자나 그 가족이 대부분이기

Lifting Height

600 mm

Endurance Test

10000 Cycles, Max. Weight

Maximum speed

250W, 1400 rpm

Component Duty Cycle

10%, Max. 2min./18min.

때문에 전문인이 아닌 비전문인의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나

Gear ratio

1:9.9

Static Rigidity degree

Forward 10°, L,R 5°

오사용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Rotation Range

360°

Static Stability degree

F,B 10°, L,R 5°

Communication Method

RS484, RS 485

Requirement of Break

Less than max. 10 mm

Safety Working Load

130 kg

Safety Standard

IEC 60601-1

Movement Method

Steering Wheel

EMC Standard

IEC 60601-1-2

서 필수로 필요한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돌봄로봇의

기기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인허가를 위한 공통안전 및
성능평가방법에 대한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험에 사용된 시료는 ㈜동아금속에서 개발된 이승돌봄
으로, 좌 ,우측 칼럼 , 최대 130kg의 하중을 1550mm 높이를
기준으로 최대 600mm까지 이승이 가능한 호이스트로 설계

Operating Range Measurement Less than 0.15, 0.25 m/s

3.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제품 설계 시, 이승돌봄로봇의 신뢰성 평가

되었다. 무선통신은 RS484 통신으로 구동되며, 각각의 스티

를 통해 안전성 및 성능시험의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가능하며,

어링휠은 자동브레이크 장치로 구현되었다.

첨단의료기기로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와 관련된 국내·외
시험표준지표 마련에 크게 기여할수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
보조기기의 관련 산학연 분야의 활성화 및 해당제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기
이 논문은 2022년도 보건복지부의 재원을 지원받아 수행된
Fig. 1 Developed Transfer Assistive Care robot

연구임.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HK19C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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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배터리가 사용된 의료용 스쿠터의 염수 분무시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alt Spray Test of Medical Scooters with Lithium-Ion Battery
정진석1, 황인호1, 홍응표1, #육선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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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S. Jung(jsjung@kcomwel.or.kr)1, I. H. Hwang1, E. P. Hong1, S. W. Yo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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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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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동형 의료기기(이하 의료용 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운동신경이 떨어져 의료용 스쿠터를 사용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최근 의료용 스쿠터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
리(Lithium-ion Battery)는 경량화 및 이동의 편리성을
이유로 사용량이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터
리 사용과 더불어 침수시에 방전되는 위험에 노출되
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침수(우천 및 기타
악조건)시 발생하는 안전성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리
튬배터리의 신뢰성을 얻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의료용 스쿠터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의 안전기준은
IEC 61960-1 및 61960-2를 번역한 한국산업규격(KS C
IEC 61960-1 : 휴대기기용 리튬 2차 단전지) 및 (KS C
IEC 61960-2 : 휴대기기용 리튬 2차 전지)이 제정·고시되
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였다.
배터리 팩의 준비(battery pack) : 배터리 팩은 벤지
장비에 연결하여 접촉기, 가용전압, 전류 및 온도 데이
터를 공급자 요구사항과 테스터 벤치 장비에 명시된
시험 사양에 의거하여 제어 한다.

Table 1 Lithium battery Immersion test
시험항목
수조

평가방법
염수분무시험기 사용

염수농도

0.6M(mol/L)

염수온도

25±5℃

리튬전지 팩 전압

SOC 95%

평가시간
적합/ 부적합 판단

2시간
발화 및 기타

3. 시험방법 및 고찰
배터리 침수시험은 여름철 홍수 및 수해에 대비해
의료용 스쿠터의 리튬 배터리를 2시간 정도 침수시켜
배터리의 손상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으로 배터리
의 최초 저항치와 시험 후 저항치를 측정한다.
완충상태인 정상작동 방향의 시료를 이용하여 최소
2시간 정도에 염수된 통에 리튬배터리를 완전히 담금
다. 시험 2시간 후 관찰기간동안 배터리의 화재 또는
폭발의 징후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때 배터리를
전도성 물에 침적시키는 경우 가연성 또는 독성이 발
생할 수 있으나 이 효과는 리튬 배터리 기술에 고유한
것은 아니므로 시험상의 적합/부적합을 판정하는 것
은 무리다.

3. 결론
배터리 침수시험 후 배터리를 완전히 건조시켜 스
쿠터에 장착 후 100kg의 중량으로 30분간의 주행(최고
속도)을 실시 한 결과 의료용 스쿠터의 구성품에서
누출, 단락, 파열 등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후기

Fig 1. Battery Immersion test with Device

이 논문은 2019년도 보건복지부의 재원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
(HJ20C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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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인 생활 보조기구(만능 오프너)의 개발

Development of Assistive Device for the Physically Disabled(Universal Op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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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약 263만 명에 달하고, 이 중 지체 장애인
(Physical Disabilities)의 비중은 120만 명으로 전체의 약
45.6%에 해당한다. 선행 연구 등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의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
애로 손상된 기능을 보조하여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시장에서
음료 오프너 관련 보조기구(Assistive device)들은 단순히

Fig. 1 3D Modeling and geometry of universal opener

악력만을 보좌하거나 사용자가 두 손으로 잡고 수동으로
개폐하는 방식으로 지체 장애인의 보조기구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동으로 작동 가능한 만능 오프너를
개발하여 사용자가 독립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
로 사용자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설계 및 제작
본 연구에서 제작한 만능 오프너는 보조기의 도움을
받아 사용자의 악력을 이용하여 마개를 오픈하는 기존
제품과 달리 다양한 종류의 음료를 기구에 위치시키기만
하면 하부 고정판에서 음료를 고정하고 음료 상부 헤드를
하강시켜 마개를 오픈하는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Fig.
1은 제품에 대한 3D 모델과 개발이 완료된 만능 오프너
시제품을 보여준다. Fig. 2는 음료 고정판의 세부 작동원리
로 음료를 고정판 위에 위치시키면,
고정판 중앙의
스위치가 작동함으로써 모터를 구동하여,
고정판 하부
웜기어의 회전을 통해 그립 레일을 회전시키고, 그리퍼
를 중앙부로 전진시켜 음료를 파지 하며, 아두이노를 이용
하여 마개의 오픈이 완료되면 모터 역회전을 통해 자동
음료의 착/탈이 가능하게 하였다. Fig. 3은 마개의 개폐
원리로
상부 헤드가 하강하여 음료 마개를 터치하면,
, 헤드 테이퍼의 상승으로 리밋스위치를 작동시키
며,
웜기어의 회전을 통해 마개를 오픈하는 구조이다.

Fig. 2 Structure of fixture plate

Fig. 3 Structure of the head for opening the beverage stopper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생활 보조기구인 만능 오프너를 개
발하여 다양한 종류의 음료에 대한 자동 음료 오픈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에
대한 독립적 생활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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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경 확장이 가능한 기능성 방수유출장치 개발
Development of Functional Glaucoma drainage Device Capable of
Expanding the Inner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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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녹내장이란 안구 내부의 방수가 원활히 배출되지
못해 안구의 압력인 안압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질환
이다. 임상에 적용중인 방수유출장치는 대부분 의료
용 실리콘이나 금속 등의 소재이며 일정한 내부 직경
으로 제작되어 있다. 내경의 비변동성으로 인해 삽입
술 후 초기 저안압-후기 고안압 시기에 적절히 대응하
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해 장치 내경의 확장
이 가능한 기능성 방수유출장치를 개발하였다.

분자량이 높은 polycaprolactone(Mn=80,000, SigmaArdrich)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tri-axial 노즐을 사
용하여 재료를 압출하였다. 이 후 증류수를 사용하여
PF-127 및 polyethylene oxide를 제거하였다.

3. 분석

2. 제작

제작된 기능성 방수유출장치의 체내 삽입시 안전성
을 평가하기 위해 CCK-8(Cell Counting Kit-8, Dojindo)
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치의 체내 삽입 위치를 고려하
여 테논낭 섬유아세포(hTFs)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1, 3, 7일까지 세포생존율이 87.88% 이상으로 측정되
었다.

중심부의 희생재료는 관 형상의 붕괴를 방지하는
역할로 Pluronic F-127(PF-127, Sigma-Aldrich)를 사용

4. 결론

하였다. 중간층은 생분해를 통해 내부 직경의 확장을
유도할 수 있는 층이다. 이를 위해 polycaprolactone
(Mn=10,000, Sigma-Ardrich)과 polyethylene oxide
(Mv=100,000, Sigma-Ardrich)을 사용하였다. 바깥층은
중간층에 사용된 polycaprolactone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녹내장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안압
변동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성 방수유출장치를
개발하였다. 내부 층에 위치한 고분자의 생분해로 인
해 내경 확장을 유도하여 후기 고안압 시기에 효과적
으로 방수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
를 통해 실제 임상에 적용 가능한 크기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후기
본 연구는 2022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공
학개인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6R1D1A1B0100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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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닝센터의 상태모니터링을 위한 신호처리 모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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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터닝센터는 밀링/드릴링이 가능한 로테이팅 회전공
구가 부착된 드럼형 터렛을 장착하여 한번의 척킹으로
기본적인 선삭은 물론 밀링/드릴링도 가능한 공작기계
이다. 이러한 터닝센터의 핵심 유닛은 주축시스템으로
주축의 구동상태 및 진단을 위한 AI 기반 액티브 모니터
링 시스템 설계하고자 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모니터
링을 위한 신호처리 모듈을 구성하고 설계 하였다.

2. 모니터링을 위한 신호처리 모듈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신호처리 모듈을
가지고 장비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디바이스의
신호처리 모듈을 구성하였으며 장비 상태모니터링 구
성을 Fig. 1과 같은 예시로 구성을 하여, 장비 상태 모니
터링을 위한 센서 디바이스의 신호처리 모듈을 구성하
였다. 신호처리 모듈은 NI 9252, NI 9216, NI 9234로
구성을 하고 장비 상태를 위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설계 진행하였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장비 상태의 진동,
온도, 주축변위 상태와 전압/전류를 확인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주축 발란스, 장비 알람
요소 등을 확장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 가능하도록
장비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조건에 맞는 모듈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압, 전류 신호처리 모듈(3상 4선식 고전압, 고전류
의 측정)은 고전압, 고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Transducer를 통해 측정해야 하며 Transducer를 사용하
여 고전압, 고전류 측정가능한 범위인 ±10V로 변환을
하여 DAQ를 통해 데이터를 받아 볼 수 있다. 변위 신호
처리 모듈(측정범위 550 그리고 정밀도는 ±0.2 이
하)은 공작기계 가공 과정에서 온도 변화가 발생하여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변형은 스핀들 성장 변형의 원인
이 되어 공작물 품질이 저하되고 손상이 발생하므로
GEMDS 시스템은 비접촉 와전류센서 데이터를 사용하
여 온도변화 (z축)로 인한 스핀들 신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3. 결론
장비 상태모니터링을 위한 신호처리 모듈과 소프트
웨어 기초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이 소프트웨어는 센서
디바이스의 신호처리 모듈 진동, 온도, 전압(전류), 변위
에 대한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기초설계 하였다.
향후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데이터를 확
인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후기
이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
리원에서 지원하는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제
번호 : 20015227)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참고문헌
1. Choi, H. J., Lee, C. W., Jeong, Y. M., "Basic Design
for Big Data Processing of Sensor Measurement of
Spindle Status of Turning Center", Proceedings of the
KSPE Autumn Conference, P16-002, 2021.

Fig. 1 Configuration of signal processing module of sensor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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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공구교환장치 체인지암의 기구동역학 해석
Kinematic Analysis of Automatic Tool Changer Change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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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공구교환장치는 공구매거진과 캠기어박스로 구
성되며 캠기어박스의 체인지암을 회전시켜 공구매거진
에 보관된 공구를 주축에 장착하고 주축에 있는 공구는
다시 공구매거진의 슬롯에 장착하는 것으로 공구를 교
환하는 구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직형 머시닝센터
자동공구교환장치의 캠기어박스에 의해 회전하면서 공
구의 찰탁을 수행하는 체인지암에 대한 기구동역학 해
석을 수행하여 구동 안정성과 모터의 최대 토크와 정격
토크를 산출하여 체인지암의 스프링부품과 구동모터
선정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기구동역학 해석
자동공구교환장치의 체인지암에 대한 동역학을 위해
3차원으로 설계된 모델을 파라솔리드 형태로 변환하여
동역학 해석 S/W인 RecurDyn V8R3으로 임포트하여
해석 모델를 Fig. 1과 같이 생성하였다. 동역학 해석을
위해서 구동되는 파트와 비구동 파트를 구분하고 각각
의 파트에 대한 재료 물성치 정의를 통해 체인지암 바디
는 SC45(steel)로 하였을 때 툴 중량은 15kg 이고, 각각의
체인지암 파트도 동일한 재료 물성치를 적용하여
13.9kg로 정의하였다.
체인지암에서 툴을 지지하는 스프링에 대한 해석결
과에서 최대 스프링 force는 왼쪽 암은 55.21N, 오른쪽
암은 55.19N으로 산출되었으며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Fig. 2 Analysis result of driving torque of change arm

적절한 스프링을 선정할 수 있다. Round wire coil spring
사양표에서 D1.1mm, 스프링 길이 48.4mm, 최대 허용하
중 65.9N으로 선정하면 최대 회전 속도 2.54rad/sec에
15kg 공구를 안정적으로 고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
로 예상되었다. 체인지 암에서 최대 회전속도 2.54
rad/sec를 적용하여 회전하였을때 요구되는 최대구동토
크 결과는 31,358Nmm로 산출되었다. 해석결과를 바탕
으로 체인지암에 적절한 구동모터가 선정 되었는지 판
단할 수 있다.

3. 결론
본 논문은 수직형 머시닝센터 자동공구교환장치의
체인지암에 대한 기구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여 체인지
암을 구동하는 스프링 부품과 구동 모터선정의 적정성
을 확인 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원에서 지원하는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기술개발사업
(과제번호 20001305)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입니
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Fig. 1 Analysis model of change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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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Probe Station 핵심 부품 구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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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인 프로브 스테이션은 웨이
퍼 상에 만들어진 수천 개의 반도체칩이 제대로 완성되
어 있는지 프로브 카드에 있는 프로브 팁을 각각의 반도
체 칩패드에 접촉시켜 불량 유무를 판별하는 테스트
장비이다. 3세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프로브 스테
이션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Z-Axis Post는 Z-Axis Base,
Support Block 4축, Base Chuck Outring 등 부품을 지지하
며, 웨이퍼 검사 시 상하 반복 운동을 하여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진동 흡수 능력이 좋고 고강성인 FCD450 주물소
재로 개발을 진행하였다. 각 포스트에 LM 가이드가
설치되어 수직 이동하며, 20μm 이내의 수직도 공차를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변형과 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기존 S45C 소재로 제작한 경우와 FCD450 주물소
재로 제작한 경우에 대해 구조 및 모달 해석을 수행하여
변형과 응력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2. 구조/모달 분석
Z-Axis Post의 구조해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도출된 변형량, 응력은 모두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FCD450 소재를 적용하여 부품의 중량
이 감소하더라도 변형량, 등가응력, 주응력은 S45C소재
와 큰 차이 없이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Structural analysis result of Z-Axis Post
Division

Z-Axis Post

재를 적용하였을 때 질량 감소로 인한 상대적인 강성
증가 효과를 확인하였다. 동일 질량 대비 S45C보다 상대
적으로 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 Modal analysis result of Z-Axis Post
Mode

Z-Axis Post
S45C

FCD450

1st

345.6

357.1

2nd

420.3

434.4

3th

534.0

554.8

4th

1640.5

1697.7

5th

2155.3

2229.5

3. 결론
본 논문에서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인 프로브 스테
이션의 핵심부품 모듈인 Z-Axis Post에 대한 구조 및
모달 분석을 통하여 FCD450 소재를 적용하여도 변형량
과 응력은 S45C 소재와 상대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강성측면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증가효과가 있었음
을 확인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이 논문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S2973767 : 3세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의 핵심 부품
Probe Station 및 모듈 국산화 기술개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S45C

FCD450

Weight (kg)

20.83

18.98

참고문헌

Deformation (μm)

14.1

14.4

Equivalent stress (MPa)

18.5

18.6

Principal stress (MPa)

14.6

14.2

1. Choi, H.J., Jeong, Y.M., Lee, S.H., "Development of
Core Parts of Probe Station Using Casting Materia",
Proceedings of the KSMPE Autumn Conference,

Table 2는 모달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모달해
석을 통해 고유진동수(ω)를 도출하였으며, FCD450 소

pp14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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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을 통한 마이크로 드릴비트 재연마 장치의 연삭휠 마모 진단
the Wear Condition Diagnosis of Grinding Wheel in Micro Drill-bit
Regrinding Equipment based on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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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직경 0.075 ~ 0.15mm의 마모된 마이크로 드릴비트
를 재연마하는 장치는 연마 가공을 반복적으로 장시간
진행하게 되면 눈메움 현상으로 인해 연삭휠에 마모가
발생하여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지 않으면 연마과정에
[1]

서 상당수의 불량품이 발생하게 된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삭휠
의 마모를 진단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2. 연삭휠 상태 진단
랜덤진동 해석 수행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으며,
진동센서 부착이 가능한 프레임만을 고려하여 상부 중
앙을 최적의 위치로 선정하고, 센서를 부착하여 진동데
이터를 연삭휠의 정상상태와 마모상태에 대해서 수집
하였으며, 과정을 도식적으로 Fig. 2에 나타내었다.

(a) decision boundary

(b) confusion matrix

Fig. 3 Test results of the learned KNN model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통계적 특징을 추출하였
으며, t-SNE 기법을 통해 차원축소를 수행하였다.
또한, 차원축소된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한 알고
리즘으로 KNN을 선정하였으며, 70%의 데이터를
진단모델의 학습에 사용하고, 30%는 테스트에 사
용하였다. 진단모델의 테스트 결과는 Fig. 3과 같
으며, 이에 따른 Confusion matrix를 Fig. 3에 나타
내었다.

3. 결론

(a) grinding unit

(b) frame

Fig. 1 Deformation results of vibration analysis

연마유닛으로부터 획득한 진동데이터를 통해 특
징을 추출하고, t-SNE 기법을 사용하여 차원축소를
수행하였으며, KNN 기법을 통한 연삭휠 마모 진단
모델의 정확도는 99.2%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후기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의 맞춤
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G21S31203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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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ceptual diagram of data collection system

21, No. 3, pp. 77 8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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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사규격을 적용한 권취 코어 자동공급장치의 진동해석
Vibration Analysis of Film Winding Core Automatic Supp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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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IT용 박막의 권취 코어 자동공급장치는 첨단소재의
원자재를 재단하기 위한 핵심장치이며, 기술의 발전
으로 대형화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NSYS Workbench의 모달 해석에
군사표준 MIL-STD-810H에 제시된 차량 운송 진동
데이터를 입력 후 랜덤 진동 및 하모닉 응답해석을
수행하여 차량 운송 시 안전성을 확인하였다[1].

2. 해석 방법

Fig. 1 Configuration of film winding core automatic supply

먼저 해석을 진행하는 자동공급장치의 형상을 Fig.
1에 나타내었다. 그 후 모달 해석을 통해 총 300개의
모드를 추출하였으며, 고유주파수는 각각 7.7189Hz,
7.8124Hz 및 10.807Hz로 계산되었다.
ASD 데이터를 입력하여 각각의 축에 맞게 랜덤 진
동 해석을 진행하였다. y축과 z축의 최대 등가응력은
각각 58.849MPa 및 130.31MPa이 발생하였고, x축에서
는 236.31MPa로 가장 큰 등가응력을 보였다. 등가응력
의 결과에 대해 안전여유를 계산하였다. x축의 경우
0.26으로 가장 낮은 값이 계산되어 파손 가능성을 배제
하기 위해 감쇄시스템을 모사 후 다시 계산하였으며,
3.48로 기존 값보다 향상을 보였다.
하모닉 응답 해석은 ASD 데이터의 rms 값을 외부
조화 가진 값으로 입력하였다. y축은 약 250.20MPa가
발생하였고, z축과 x축은 각각 72.46MPa과 67.82MPa
가 발생하였다. 또한 공진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Table 1 Properties of material

Material
Density
Yong's Modulus
Poisson's Ratio
Yield Strength

AL6061
2.7
68.9
0.33
276

SCM420
7.85
190
0.28
365

Aluminum
2.78
71
0.33
280

system for IT

하모닉 응답 해석의 결과에 대해 Q Factor를 계산하였
으며, y축에서 기준치 5를 넘긴 9.34로 공진이 발생하
였다. 파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감쇄시스템을
모사 후 다시 계산하였으며, Q Factor가 3.37로 향상되
어 공진을 피할 수 있었다.

3. 결과 및 고찰
미 군사규격 MIL-STD-810H의 METHOD 514.8을
적용하여 권취 코어 자동공급장치의 차량 운송 시 진
동해석을 진행하였다. 랜덤 진동이 입력되었을 때 x축
의 안전여유가 0.26으로 계산되었으며, 하모닉 응답
해석을 진행하였을 때, y축에서 Q Factor 9.34로 기준
치 5를 넘어 공진이 발생하였다. 각각의 해석에 감쇄시
스템을 모사 후 적용시켰을 때, 안전여유 3.48 및 Q
Factor 3.37로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차후 실제 진동 데이터를 입력한 시험결과와 해석
결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기
본 연구는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사
업 지원에 의한 연구임[G21S30147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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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차단기 조립 자동화 장비의 Load Cell 고장진단 방안
Load Cell Fault Diagnosis Method of
Power Circuit Breaker Automation Assembly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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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 전력차단기의 불량률 검사는 본 장비에서 보
유한 Load Cell을 통한 마그넷 동작 하중에 대한 성능
시험을 하지 않고, 수동검사로 인해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선별이 불가능한 관계로 불량률이 약 30% 이
상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력차단기 성능 미흡 사항의
사전 차단이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생산
성과 양품률 향상을 위한 전력차단기 조립 자동화 장
비의 공정 중 마그넷 동작하중 검사장비의 고장을 미
연에 방지하고자 Load Cell로부터 변위 데이터를 획득

Fig. 2 Spring of Power circuit breaker

하여 머신러닝을 통한 고장진단 및 이상치 탐지를 진
행할 예정이다.

2. 마그넷 동작하중 성능 검사
전력차단기 시스템 조립 자동화장비의 Lay-out은
Fig. 1과 같으며, 8가지의 공정 순서로 이루어진다.
특히, 완제품 배출 공정 이전의 제품의 양품률 향상을
위해 마그넷 동작하중을 통한 성능검사의 고장에 민
감해야한다. Fig. 2와 같이 한계점 이상의 전류가 흐르
면 휘어진 바이메탈이 걸쇠를 움직이게 하고, 스프링
길이가 복원되면서 회로연결을 차단하는 성질을 이용

Fig. 3 Performance test of magnet operating force

하여 Fig. 3과 같이 Load Cell을 이용한 마그넷 동작
하중 성능검사를 하므로 장비의 양품률 향상을 위해
Load Cell의 변위 데이터를 통해 장비의 고장을 진단하
여야 한다.

3. 결론
최종 조립 이전 스프링을 체결한 상태에서 Load Cell
을 이용한 마그넷 동작하중을 0.5kg 이상하여 성능 시험
을 수행한 뒤 Load Cell의 변위 데이터 등을 획득하여
머신러닝을 통한 고장진단 및 이상치 탐지를 통한 제품
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4. 후기
본 연구는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사
Fig. 1 Automation assembly equipment lay-out

업 지원에 의한 연구임[G21S30182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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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 감항기술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irworthiness Standards for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eVTOL)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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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전기동력 수직이착륙(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항공기의 개발이 빠르게
가속되고 있으며, 기술개발에 관련 항공기 감항 관련
기술기준 등의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eVTOL
의 감항기술기준에 관하여 통합된 기준 마련이 이행
되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주요 항공 기술의 중요한
유럽 항공안전청(EASA),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이행, 정립에 관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항공기의 분류 방식으로는 크게 운용방식의 Single
Mode, Dual Mode로 분류된다. 이착륙 분류에 따른
Non electric, Electric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기를 사용하
지 않는 CTOL(Conventional Take-off and Landing),
STOL(Short Take-off and Landing),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으로 분류가 되고, Electric 방식의
eVTOL(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CTOL
(electric Conventional Take-off and Landing) eSTOL(electric
Short Take-off and Landing) 중 현재 가장 많은 개발
수행중인 eVTOL이 본 연구에 해당 한다.1
항공기의 분류 및 감항인증에 관한 유럽 EASA의
경우 무인항공기의 입증 방법으로 특수 기술기준
(Certification Specification)이 있지만, 법적 구속 형식
으로 볼 수 없지만, 무인항공기의 형식증명을 위한
기술기준의 경우는 MTOW 600kg 이하로 사람이 탑승
하지 않은 상태로 적용 된다. EASA의 Airworthiness
Standards의 SC-VTOL은 MTOW 미만의 3,175kg으로
서 해당 무게는 회전익(소형) 항공기에 해당하는 내용
이다. 특히 안정성의 적용으로 단적으로 해석 할 수
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 부분, 헬리콥터
부분의 기준과 특수기술기준 등을 적용 하고 있다.2
미국 FAA의 경우 eVTOL 정책적 표준 기준은 윙
타입의 FAR Part 23, 그리고 Wing less 경우 Part 23,

Fig. 1 applicable methods to UAS

27, 29 등의 기술기준을 적용 하고 있다.3

3. 결론
현 대두 되고 있는 무인 및 유인 항공기의 적합성과,
안정성에 관한 입증 방법과 규제가 시급하다. 기술기
준에 비해 항공기 설계 발전 속도는 비례하지 못하여
해당 기술적 사항을 다루기에 국내 및 국제적 동등성
이 필요 하며, 우리나라의 항공기 분류 체계의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eVTOL의 안전성 입증 방식과
항공기 분류 체계를 우선적 MTOW으로 구분하기 전
안전성에 입각한 감항기술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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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로 회전축의 손상에 대한 열 해석
Heat Analysis on the Damage of Trunnion Shaft of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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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철소 등에서 사용되는 전로는 정련 과정에서 중
심축을 기준으로 전로 회전축과 전로의 무게중심 간
의 편심으로 모멘트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트러니언
샤프트 필렛부에 응력 증가로 인하여 크랙이 발생한
다. 본 연구에서는 전로의 회전축인 트러니언 샤프트
의 균열 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열전달
및 열응력 해석을 통해 용융물 부착부의 기계적 특성
에 미치는 영향(균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Fig. 1 3D modeling for analysis

2. 해석 방법
트러니언링의 유한 요소 해석은 ANSYS s/w를 사용
하였으며 해석조건은 크게 트러니언링에 작용하는
기계적 하중 조건과 트러니언링의 열적 조건1)으로
구분하였다. 트러니언링의 열적 조건에서는 트러니언
샤프트의 균열 발생에 대한 원인 검증을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고온의 용융물이 트러니언 샤프트에 부
착된 조건에서 해석을 수행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로의 방열판 형상개선과 Heat shield cover를 장착하

(a)

(b)

Fig. 2 Temperature(a) and stress(b) of trunnion shaft

여 용융물이 트러니언 샤프트에 부착되지 않는 조건
에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a)

3. 3D 모델링 및 해석결과
트러니언링의 3D 모델링은 Fig. 1과 같이 중심선
을 기준으로 전체의 1/7만을 모델링하여 해석시간
을 단축하였다. 트러니언 샤프트에 부착된 용융물
은 Fig. 2와 같이 필렛부 표면 온도를 승온시켜 최
대 317.4℃로 해석되었고 안전율 진단 결과 최대
취약부의 발생응력은 385.6MPa로 허용굽힘응력
119.6MPa 대비 안전율 0.3으로 기계적 강도가 부족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은 case1과 case2의 경
우에 있어 응력분포로서 Case1의 응력 저감장치를
적용한 구조해석 결과 최대 온도는 69.9℃, 최대응

(b)

Fig. 3 Stress distribution of case1(a) and case2(b)

력은 125.3MPa로 허용굽힘응력 176.7MPa 대비 안
전율 1.4로 안전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반면 Case2
응력 저감장치를 적용한 구조해석 결과 최대 온도
는 69.9℃, 최대응력은 178.6MPa로 허용굽힘응력
176.7MPa 대비 안전율 0.99로 강도가 부족하여 보
완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참고문헌
1. Siegel, Robert, Howell & John R. (2001), Thermal
radiation heat transfer, Taylor & Fran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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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송 패널의 패턴 가공을 위한 광전송 이론식 구축
Construction of Optical Transmission Theoretical Equation for Pattern
Processing of Solar Transmission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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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투명한 직육면체 매질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전송하
고 조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질 내에서의 광전
송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투명 매질에 음각의
패턴 형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1)
본 본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입증된 태양광 전송 패
널의 광전송에 관하여 이론식을 구축하고자 한다.

2. 패널의 광전송 이론식 고찰
직육면체 패널에서 입사광이 정반사할 수 있는 임
계각  는 Fig. 1.(a) 측면도와 같으며 또한 Fig. 1.(b)
정면도에서처럼 빛을 같은 방향으로 정반사시키기
위한 광전송용 모양으로서 직각 삼각뿔 형상이 적합
하다.
Fig. 2은 패널에서 단위 면적당 패턴의 개수 과
패턴의 단면적  , 빛이 통과하는 미소 길이  , 태양

Fig. 2 A side and the plane reflective drawing

광 전송 패널에 조사되는 빛의 세기  와 에서 전송
되는 빛의 세기  를 나타낸다. 패턴은 밀도가 높은
것 즉, 개수가 많으면서 같은 직각 삼각뿔 모양인 작은
음각의 패턴들이 패널 바닥면에 있고 그 패턴들의 배
열은 랜덤하지만 통계적으로는 균일한 분포를 가진다
는 것을 가정한다.

Fig. 3 The side reflective enlarged drawing

측면을 나타낸 Fig. 3.에서 패턴 밑면의 반사율 는
이상적인 전반사율 1에서 패턴의 개수와 면적의 곱
 를 뺀 값 즉,      이고, 전송되는 빛이 거리
를 통과하는 동안 바닥면과 몇 번 반사되는지에 따라
전송량은 결정된다.  는 반사율 에 대한 승수로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 Reflection on the side



 

  

(b) A Frontal Reflection

Fig. 1 Reflective Appearance of Light by Pattern Type

여기서 양변을 적분하여 계산하면

 ln

 



Fig. 4 Light transmission graphs of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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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이다.

3. 결론
Fig. 4. 은 측면에서 광전송을 검토한 수식의 특성
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광전송의 증가율과 패턴이
있는 면적의 경제적인 크기를 고려하면 태양광 전송
패널을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태양광 전송 패널의 패턴 배열을 임의로 랜덤
하게 한 것과 일정하게 바둑판 배열로 한 것 그리고
전송이 겹쳐지지 않도록 다이아몬드식의 대각선 배열
등으로 하여 전송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Han, S. W., Hong, J. H., “A basic study on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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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다이-컷 전극노칭 장치에서 다이-컷팅 날의 각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Angle of Die-cutting Blade in Rotary Die-cut
Electrode Notch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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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차전지 롤투롤 전극판 제조공정은 코팅과 건조,
프레싱, 슬리팅 공정을 거쳐 일정한 폭으로 재단한
후 롤 형태로 릴에 감는다. 감긴 전극은 연속으로 공급
되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전단 가공하여 배터리
크기에 맞게 전극 탭을 만들고 노치형상을 가공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이-컷팅 날의 각도를 40도
및 50도일 때 전극판의 전단 가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a) 40-degree angled blade and Cu electrode plate

2. 모델링
그림 1은 다이-컷팅 날을 40도 편각 날과 50도 양각
날로 모델링한 모습이다. 다이-컷팅 날의 재질은
SS304이고 전극판은 Cu로 하였다.

3. 경계 및 하중조건
경계조건은 그림과 같으며 완전한 절삭을 위해 컷
팅 날의 이동거리를 절삭될 때까지 과도하게 부여하
였다. 하부(그림의 B)와 옆면(그림의 C)만 고정하고
다이-컷팅 날은 A방향으로 변위를 적용하였다.
Element는 6만개로 컷팅 날은 0.3mm, 전극 판은 0.2mm
의 크기로 메시를 작성하였다. End Time은 0.002sec로
설정하였다.

(b) 50-degree embossed blade and Cu electrode plate
Fig. 3 stress distribution

3. 해석 결과
그림 3은 40도 편각 날로 Cu전극 판 컷팅 시 응력분
포를 나타낸다. 40도 편각 날과 전극 판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은 약 450MPa이었다. 다이-컷팅 날과 전극
판에 나타나는 응력분포를 보면 전극 판을 절삭할 때
50도 양각 날이 40도 편각 날 보다 넓은 응력분포가
나타나 40도 편각 날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후기
Fig. 1 modeling

이 연구는 2021년 산업통산자원부의 지역대표중견
기업육성사업비로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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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출성형공정 중 이형력 예측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in Prediction of Demolding
Force during Injection Mol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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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Big data analysis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made it possible to predict generated data during
the injection molding cycle with good optimal processing
conditions with or without a minimal prediction error.
For example, Jung et al.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several machine learning algorithms on the quality of
injection molded products [1]. In this regard, the present
study developed a novel AI model that can predict the
demolding force of an injection-molded part.

Fig. 1 Comparison of the developed AI models with the
measured values for demolding force.

2. Experimental

of AI in establishing the prediction model with various
parameters that interact with each other.

The load cell was installed on the injection mold and
connected to the data logger to measure the demolding
force in injection molding of polystyrene. The thin square
part (30 mm × 30 mm × 1.5 mm) was injection-molded
by controlling four processing parameters. As each
parameter was set to have three levels, as listed in Table
1, 27 experimental runs were considered.

In this study, AI was successfully used to develop the
model to predict the demolding force in injection molding.
The current approach can be considered a useful
alternative method in modeling advanced injection
molding processes.

4. Concluding Remarks

3. Results &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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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cessing parameters

1. Jung, H., Jeon, J., Choi, D., Park, J.Y., “Application
of Machine Learning Techniques in Injection Molding

Condition
levels

References

Processing parameters
Melting
Mold
Injection Packing
Temperature Temperature Speed
Pressure
(°C)
(°C)
(mm/s)
(MPa)

Low

200

50

25

0

Intermediate

210

60

30

1

High

220

70

35

2

Quality of Prediction: Implications on Sustainable
Manufacturing Industry”, Sustainability, Vol. 13, No.
8, pp. 14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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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ion Forest를 이용한 사출성형기 이상치 탐지

Injection Molding Machine Anomaly Detection using Isolation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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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출 성형기는 열가소성 수지를 원료로 사용하고,
용융시킨 원료를 사출 및 금형으로 짧은 시간에 대량
생산이 용이한 기계이다. 그러나 사출물의 높은 품질
과 정밀도를 위해 장비의 정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크류형 사출성형기의 고장모드 영향분석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주요 고장 부품을 확인하고, 이상
치 탐지 모델을 작성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 Sensor installation for data collection

2. 위험성 평가 및 이상치 탐지
사출성형기 부위 중 유압부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도출한 위험우선순위를 Table 1에 나타냈으며, 측정
대상으로 회전체인 유압 펌프를 선정하였다. 유압 펌
프는 구동부와 사출부에 작동유를 공급하는 부품으로
실시간 진동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가속도계 센서를
Fig. 1과 같이 부착하였다.
이상치 탐지는 정상 데이터와 다른 패턴을 보이는
데이터를 탐지하는 머신러닝의 연구분야 중 하나로 고
장 발생 빈도가 작은 장비에 사용하기 적절한 기법이다.
이상치 탐지 모델 중 Isolation Forest 알고리즘을 사용하
였으며, 추출한 정상 상태의 진동데이터를 정규화하여
나타낸 분포를 벗어난 값들은 이상치로 판단하도록
모델을 작성하였다.
Table 1 Criticality of hydraulic unit
Failure part

Probability
(No.)

Risk

RPN

Valve etc

50

35

57

Servo MTR

5

5

5

Oil Tank

16

21

43

Hydraulic Motor

26

21

37

Hydraulic Pump

35

28

51

Hydraulic hose

8

9

24

Fig. 2 Training results using Isolation Forest

3. 결론
사출성형기 유압부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우선
순위 부품을 유압펌프로 선정하였으며, 정상 상태의
진동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이상치 탐지 모델을 평가
하기 위해 정상데이터의 범주를 벗어난 임임의 데이터
를 추가하였을 시 Fig. 2와 같이 이상 데이터를 구별하였
으며, 88.9%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현장형R&D
사업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S308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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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AM Design 을 이용한 3D 프린팅 경량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ghtweight 3D Printing Using DFA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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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결론

금속 3D 프린팅은 금형 산업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자동차 산업 등으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3D 프린팅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절삭가공에서 깎아
내는 방식에서 적층을 시키며 제품을 출력 할 수 있어
서 설계 및 제작방식이 자유롭다. 이에 DfAM(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불
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도 경량화를 진행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lling
Cutter를 타겟으로 하여 DfAM설계를 통하여 경량화
설계하고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Fig. 2와 Fig. 3은 위상최적화의 전/후의 구조해석을
통하여 질량감소가 이루어진 최적화모델에 대하여 구
조적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기존모델 대비 30%의 경량
화에도 10% 정도의 구조적 안정성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서트가 장착되는 Edge부분의 보완이
진행되면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DFAM Design 방법
DfAM설계를 진행 할 타겟 제품의 구조해석을 통해
Fig. 1과 같이 해석하고 제거할 부분을 확인하고 경량
화된 모델을 설계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기존 모델의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비교하여 검증한다.

Fig. 2 Deformation and Equivalent Stress(before)

Fig. 3 Deformation and Equivalent Stress(after)

후기
상기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시스템산업기술
개발사업 (과제번호 : 20016889, 3D프린팅 특화설계
기반 절삭공구용 부품 경량화 및 고기능화 제조기술
개발)의 지원 하에 수행되었음.

참고문헌
1. Thompson, M. K., Moroni, G., Vaneker, T., Fadel, G.,
Campbell,R. I., et al., “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Trends, Opportunities, Considerations,
and Constraints”, CIRP Annals, Vol.65, No. 2, pp.
Fig. 1 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

737-760, 2016.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최적구조설계를 이용한 치아브라켓 교정효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ntal Bracket Orthodontic Efficiency Using
Optimal Structur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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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치아교정술은 미용과 치료의 측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발전해왔다. 사람들의 교정욕구가 증가함에 따
라 치아 교정장치도 발전 해왔지만, 치아 교정장치
사용자들은 교정장치를 함으로서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그 중 교정장치로 인한
이물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본 연구는 치아교정장
치 사용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줄이고 그와 함께 브
라켓의 변형량을 줄이는 새로운 설계를 제안하는 것
에 목적을 둔다.

Fig. 3 Bracket complementary model

2. 연구방법
Fig. 1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치아교정 브라켓의
사진이고 Fig. 2는 브라켓을 모델링한 것이다. 이를
Ansys를 활용하여 스테인리스 재질과 세라믹 재질
두 가지의 재질을 각각 적용하고, 높이를 변경, 형상을
변경해보고 그에 따른 변형률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모든 구속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Fig. 1 Dental bracket

Fig. 2 3-D modeling of dental
bracket

3. 높이와 형상에 따른 변형률의 차이
Fig. 2 에 표시된 높이를 0.05mm씩 줄이면서 해석을
진행한 결과 높이가 줄어들수록 변형률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높이가 h-0.2mm일
때 급격한 변형률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Final design model

Fig. 5 Final design model
strain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대인장력에 따른 변형률을 개선하
기 위해 기존모델의 형상을 보완하여 3가지의 보완
모델을 디자인해보았다. 이 중 Fig. 2의 그림 중 3번째
의 브라켓의 날개부분의 하단을 보완했을 때 가장 효
과적으로 변형률을 줄일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Fig.
4의 형상과 같은 높이를 0.2mm 줄이고, 날개의 하단부
분을 보완하고, 날개를 일체형으로 만들었을 때 변형
률이 가장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기
이 연구는 금오공과대학교 대학 학술연구비로 지원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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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시스템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Illegal Garbage Dumping Surveill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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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무단 투기된 쓰레기 양은 2019년 2월 기준
33만 톤에 이르고 특히 대학가 원룸촌은 대학생들이
남몰래 버리는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무단투기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존 다양한 무단 투기 방지 장치 중에서 가장 일반적
인 방법은 IR 센서를 이용하여 사람의 접근을 감지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쓰레기
무단투기자 뿐 아니라 해당 시스템 주변을 지나는 모든
사물에 반응하기 때문에 사후에 불법 쓰레기를 배출하
는지 해당 영상을 사람이 일일이 다시 분석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공지
능 중 딥러닝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한다.

2. 무단 투기 감시 시스템의 구성
본 시스템은 CCTV를 이용해 실시간 객체 인식이 이
루어진다. LED를 통해 인식된 객체를 따라가는 눈 제어
가 있으며 이 객체가 쓰레기봉투를 지참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다. 특정 영역 안에 일정시간 머무를 경우
경고 음성이 방출이 되고 이 영역 안에서 쓰레기를 투기
할 경우 영상이 녹화 된다.
기존의 타사 제품과의 차이점은 딥러닝 학습을 통해
투기된 영상만 확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객체를 따라
가는 로봇 눈, 음성에 의해 계도성을 향상 시켰다.

Fig. 1 무단 투기 감시 시스템 구성

Fig. 2 객체 인식 화면 모니터링

Fig. 3 로봇 눈 제어

3. 감시 장치 및 실험 결과
본 감시 장치의 실험 결과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사람의 인식률은 주간에는 95%이상, 야
간에는 70%이상이 되며 쓰레기 봉투 또한 객체로 인
식된다. Fig. 2의 붉은색 영역 밖에서 객체를 인식하면
로봇 눈 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Fig. 3의 형상과 같이
객체를 따라 로봇 눈이 이동을 한다.
인식된 객체가 Fig. 2의 붉은색 영역 안에서 일정
시간 동안 쓰레기봉투를 지참하고 머무를 시 경고 음
성을 방출하고 붉은색 영역 안에서 불법 쓰레기를 무
단 투기 시 영상은 녹화 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객체인식 기술인 딥러닝 기술을 이용
하여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장치를 개발하였다.
인공지능의 적용과 더불어 로봇 눈(eye)의 구현으로 감
시 계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인공지능 객체인식을 적용함으로서 사람에 대한 인
식률을 주간인 경우 95%이상, 야간의 경우에는 70%이
상으로 상향시켰다. 객체로서 사람의 인식 외에도 쓰레
기 봉투 역시 객체로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켰다.
향후 본 연구는 딥러닝 프로세싱에 따른 전력 소비량
의 증대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형 쓰레기 무단투기 장치를 개발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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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를 활용한 에어컨 팬 수에 따른 속도 및 유량 분석

A Study on Speed and Flow Analysis According to the number of
Air Conditioner Fans using 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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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에어컨은 특정 공간에서 더운 공기를 쿨링(Cooling)
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근래, 공간의 활용성 및 심미성을
위하여 천장에 설치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열 유동해석(CFD)을 통하여 특정 공간
에서 천장형 에어컨 팬 블레이드(Fan blade) 수 및 특정
회전에 따른 유동장 내 속도 및 유량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최적 Case를 도출하고자 한다.

2. 해석 방법(조건) 및 결과
에어컨 팬 내부는 블레이드로 구성되어 있고, 블레이
드의 회전 유동을 고려하여 난류 모델 k-ω(omega) SST
를 활용하였으며, 에어컨 및 외부 온도 조건 부여를
위하여 온도 방정식을 추가할 수 있는 Energy 모델을
적용하였다. 유동해석은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인 나비
에-스토크스 방정식(Navier-Stokes Equations)을 유한체
적법(FVM, Finite Volume Method)으로 이산화하여 대수
방정식을 변환하는 방법의 소프트웨어인 ANSYS
FLUENT를 사용하였다.
천장형 에어컨의 사용 유동장 공간은 가로 3m, 세로
3m, 높이 3m로 모델링하였고, 에어컨은 유동장 공간의
천장 가운데 위치하도록 모델링하고, 문을 통해 열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렴이 가능하게 설정하
였다. 아울러 블레이드 형상을 변수로 선정하여 블레이
드의 엽수를 4, 6, 8개로 선정하였으며 블레이드 영역은
MRF기법을 이용하여 회전을 구현해야 하므로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유동장 격자를 생성하기 위해 Meshing을 사용하였다.
엽수 별 블레이드 주위에서 유동이 만들어지고 전체
유동장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으로써 이
부분에는 비교적 조밀한 격자를 생성하였고, Fig. 1과
같이, 4엽 1010만개, 6엽 1021만개, 8엽 1210만 개로
구성하였다. 격자의 질(Quality)은 Orthogonal Quality,
Skewness, Element Quality를 확인하였으며, Orthogonal
Quality의 최소값은 0.15 이상, Skewness 최대값은 0.87

(a) 4-blades/1010만개 (b) 6-blades/1021만개 (c) 8-blades/1210만개
Fig. 1 Results of grid creation

(a) 4-blades
(b) 6-blades
(c) 8-blades
Fig. 2 Results of speed and flow distribution by blades

이하, Element Quality의 최소값은 0.15 이상으로 열유동
해석에서 격자 질을 신뢰할 수 있는 격자를 생성하였다.
팬의 회전 방향은 시계방향이며, 엽수별 2500rpm으
로 회전과 유입 공기의 온도는 상온으로 설정하고 팬
주입부에 8000Pa의 압력 조건을 부여하였다. Fig. 2는
엽수 별 속도 분포 및 유량을 나타내며 동일한 회전
조건에서 4엽일 경우 가장 빠른 속도로 확인되었다.
Table 1은 엽수에 따른 평균 속도 및 체적 유량을
나타낸다. 평균 속도가 빠르다는 것만으로 에어컨의
성능이 좋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
Table 1. Result of analysis
Case
평균속도 [m/s]
체적유량 [m3/s]

rpm

4엽

6엽

8엽

2500

75.15
0.637

74.39
0.631

73.11
0.599

3.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동일 회전수에서 4엽의 블레이드가
가장 빠른 속도로 확인되었으며, 엽수가 많아질수록
공간 하단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낮아지고,
사방으로 공기가 퍼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향후 다양
한 회전 조건을 설정하여 냉각된 공기의 강제 대류를
분석하고 냉각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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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텍스 노즐 출구 직경에 따른 마이크로버블 발생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Generation of Microbubble
According to Outlet Diameter of Vortex Nozzle
*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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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은 노즐 내부의 선회구간 형상이 원통형인
보텍스 노즐의  (출구직경)에 따른 마이크로버블 발
생정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Fig. 1은 마이크로버블을 발생시키기 위한 재순환
시스템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실험에 사용된 펌프는
0.5마력인 S-1504모델을 사용하였고, 버블 측정은
0~800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QICPIC-LIXELL 입
자측정시스템을 이용하였다.

Fig. 2 Number and ratio of bubble generation according to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2는  에 따라 발생된 버블의 개수 및 비율을
나타낸다. 총 버블의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우는

 =7mm이고 이 때 총 14157개가 발생하였다. 전체 발
생한 버블 개수에 대하여 마이크로버블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 5mm이며 이 때 전체 발생한 버블
개수에 대하여 68% 비율을 나타낸다.
Fig. 3은 0 100 의 범위에서  에 따른 버블 분
포를 나타낸다. 가장 많이 발생한 버블의 분포대는
0 10  이며  에 따라 2900~4900개 발생하였다.

Fig. 3 Distribution of bubbles generated by vortex nozzle

4. 결론
 가 작을수록 마이크로버블(0 50  )의 비율
(  =5mm(68%),  = 6mm(65.1%))이 상대적으로 높
고,  가 클수록 큰 버블(100 800  )의 비율( 
=8mm(22.5%),  =10mm(22.1%))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에 관계없이 0 10 의 크기의
마이크로버블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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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 유량에 따른 연소유도장치의 기체 혼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as Mixing of Induction Device for Combustion According to
Flow rate of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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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은 연소유도장치의 유입 공기와 일산화탄소
의 유량에 따른 기체 혼합에 관한 연구이다.

2. 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소각로 내부에 위치할 연소유도장치
의 형상을 제작하였으며 스칼라 해석을 진행하였다.

3. 해석 결과 및 고찰
Fig. 1은 공기를 1.5LPM으로 공급하고 일산화탄소의
유량이 0.25~1.5LPM일 때 계측단면에 따른 스칼라 값을
나타내며 0과 1의 값은 각각 공기와 일산화탄소의 상대
적 농도가 지배적임을 나타낸다.

Fig. 1 Scalar distribution according to flow rate of carbon
monoxide and measurement section

Fig. 3 Vorticity volume according to flow rate of carbon
monoxide

Fig. 2는 일산화탄소의 유량에 따른 계측단면에서의
스칼라 평균값을 나타낸다. 일산화탄소의 유량이 0.25,
0.5, 0.75LPM일 때의 첫 번째와 네 번째 계측단면의
스칼라값 차이는 각각 0.0801, 0.0807, 0.0809으로 증가
하였다. 일산화탄소의 유량이 1LPM보다 커질 시 스칼
라값 차이는 0.077~0.07으로 감소함을 보였다.
Fig. 3은 연소유도장치 내부 60,000~300,000[1/s] 범
위의 와도 분포 체적을 나타낸다. 일산화탄소의 유량
이 커질수록 같은 범위의 와도 체적이 넓은 범위에서
나타남을 보였다.

4. 결론
일산화탄소의 유량이 증가할 때 유입되는 공기의
유량이 일정할 시 일산화탄소의 상대적 농도값이 감소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였다.

후기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G21S312002001)에 의하여 연구된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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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SUS301L 측면구조의 레이저 빔 입사각에 의한 용접 적용범위
Application Range of Laser Welding by Laser Beam Incidence Angle
for SUS301L Side Structure of Railway Veh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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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승객 수송을 위한 철도차량은 SUS301L과
SUS304 재질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사용
하여 제작된 전동차가 일반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그
차체는 Fig. 1과 같은 5개의 소조립 블록(block)으로 이루
어진 측면 구조체가 적용되고 있다. 각 소조립 블록은
대부분 저항점용접(Resistance spot welding) 공법에 의
해 조립 제작되고 있으며, 이 공법은 전극의 가압에
의해 외판 표면에 압흔이 발생되어 외관 품질의 미려도
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된
레이저 용접 공법은 두께 2mm의 No. 4 외판과 1.5mm의
측면골조가 겹쳐진 상태에서 레이저 빔을 수직으로 조
사하고, 외판의 내측을 0.5mm 내·외로 부분 용입하여
측면골조를 용접 조립하고 있다. 측면골조에 보강재가
부착되거나 프로젝트의 신규 설계로 인해 측면골조의
형상이 변경될 경우에 레이저 헤드에 간섭이 발생하여
용접의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레이저 헤드를
기울여서 부재의 간섭을 피하고 기울여진 입사각으로
레이저 용접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 연구 실험하였다.

2. 실험 및 방법
실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 전동차 차체의 측면구조
에 사용되는 SUS301L-ST의 T2.0(No. 4)와 T1.5(No. 2D)
를 사용하였다. 용접 설비는 Side block 소조립을 위한
레이저 자동 용접 시스템으로 TRUMPF社의 CFO 50(0°)
레이저 헤드와 부재 간 갭 제어용 가압장치를 장착한

Fig. 2 Laser welding by beam incidence angle
Laser
power(W)
1,700
1,760
1,880
1,980
2,080
2,240
2,280
2,350
2,420

Incidence angle
5˚ 10˚ 15˚ 20˚
●
●
● ●
●
●
●
● ●
●
●

(a) Test items by incidence angle

(b) Macro testing

Fig. 3 Laser welding test by laser beam incidence angle

FANUC 의 R-J3iB 6축 다관절 로봇과 이것을 탑재하여
이송하며 용접을 수행하는 갠트리로 구성되어 있다.
레이저 발진기는 TRUMPF社의 HL 4006D Nd;YAG 레이
저 모델을 사용하였다.
Fig. 2는 빔 입사각에 의한 레이저 용접을 나타내었다.
Fig. 3의 (a)는 레이저 출력에 따른 빔 입사각에 의한
총 11가지의 용접 실험 항목을 나타내고 있다. 용접 속도
는 270cm/min를 고정 변수로 적용하였다. (b)는 완성된
시험편을 매크로 시험한 결과의 예시를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용접 조건에 따른 인장전단시험을 통하여 기
계적 성질을 평가하였다.

3. 결론

Fig. 1 Side structure of stainless railway vehicles

본 연구 실험을 통해 전동차 차체 측면구조의 소조립
품 생산에 레이저 헤드를 기울일 수 있는 5°~20°의 적용
범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입사각 5°~10° 조건에서 T2
외판 부재의 용접 변형이 비교적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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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가공에 의한 열가소성 CFRP 직조의 열전달 모델링 연구

A study on Simulation of Heat-transfer of Thermoplastic CFRP using a Lase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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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의 가공 도구로서
레이저의 가용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레이저와 탄소
섬유 사이의 상호작용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해 자세
한 고려가 필요하다. 폴리아크릴니트릴(PAN)에 기반
한 CFRP 내부의 연속적인 개별 탄소섬유는 직경이
7~10μm로서 고분자 매트릭스에 분산되어 있다[1]. 레
이저 가공을 위한 공정 최적화를 위해 파이버 구조에
있어서 비균질 열흐름의 모델이 해석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조된 파이버내의 열 흐름 모델을 적용
하여 열 전도방정식의 1차원의 해석적 해를 도출하였
다. 특히 재료의 열전달의 이방성을 고려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정 변수의 영향을 확인하
였다. 이 모델은 매트릭스 재료에 유도된 최소한의
손상에 대한 예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한다[2].

2. 직조(그물망)의 열전달 모델링
 ∙∇  ∇∙    
 ∇



(1)




 
   ≠      ∙ 

 ∙

(2)
(3)

플라스틱의 구조 손상 온도보다 상당히 높다. 또한
완전히 다른 열역학 물성과 복합체 내의 뚜렷한 이방
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파이버 축으로 공간과 시간
에 따른 온도 분포는 (3)식으로 표현된다.

3. 결론
파이버의 강한 이방성으로 열전도, 열 플럭스의 방
향을 파이버 축으로 가정할 수 있고 z축 방향에서의
열 흐름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뮬
레이션 결과를 통해 직조 카본 파이버의 면에서 온도
분포와 시간에 따른 열 전달 거리(HAZ 영역)를 확인할
수 있었다. 카본 파이버의 단일 탄소 섬유층은 반복되
는 펄스에 의해 에너지가 더해지며, 주로 열 축적(heat
accumulation)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으로 매트
릭스 손상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레이저로의 열의 양과 열의 축적을 줄이기 위해 가능
한 높은 반복률과 짧은 펄스폭의 레이저 파라미터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기
본 연구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제공동기술개
발사업 (P0017233)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식 (1)과 (2)는 열전달의 지배 방정식으로 레이저
에너지 흡수가 대부분 carbon 재료에서 일어난다.
carbon은 액상이 없고 어블레이션 되며 이때 온도는

참고문헌
1. Christian Freitag, Lukas Altera,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determination of the polarization dependent absorptance of laser radiation in carbon fibers and
CFRP”, Lasers in Manufacturing Conference, 1-9,
2015.
2. Rudolf Weber,Margit Hafner, “Minimum Damage in
CFRP Laser Processing” Physics Procedia 12 (2011)
302–307, 2011.

Fig 1. Heat transfer flow on carbon fiber in CFR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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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31 마그네슘 합금 판재의 전기저항 이중 스폿용접 특성
Characteristics of Electric Resistance Dual Spot Welding
Process of AZ31 Magnesium Alloy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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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그네슘 합금 판재의 전기저항 스폿용접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철계 가열전극과 구리전극을 사용한
이중전극을 사용하고 전류공급에 의해 가열전극을
가열하여 마그네슘 판재를 가열함과 동시에 가열전극
에 삽입된 구리전극에 전류를 통전하는 스폿용접을
통하여 마그네슘 합금판재의 이중 스폿용접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이중 스폿용접의 개요
Fig. 1은 가열전극에 삽입된 구리전극에 의하여 두
장의 중첩된 마그네슘 합금판재를 스폿용접할 수 있
는 이중전극구조를 도시하고 있다.[1]
전기저항이 비교적 큰 철강계 소재의 가열전극에
삽입된 구리전극에 동시에 전류를 통전하여 가열전극
에 발생한 전기저항열이 용접하고자 하는 합금 판재
와 가열전극의 접촉계면에서 열이 전도되게 하여 스
폿용접부에 열을 공급함과 동시에 가열전극에 삽입된
구리전극에 인가된 용접전류에 의해서 합금 판재와의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이용하여 용접부를 스폿
용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Table 1 Peak load force in shearing load tests of spot welded
plates(kN)
Outer diameter of the electrode tip (D, mm)
Current
(kA)

0

12

Thickness of magnesium plates (T, mm)
1.2

1.4

1.2

1.4

1.2

1.85

2.22

1.77

2.07

2.39

1.87

1.94

2.21

2.54

2.04

2.18

2.61

2.18

2.43

10

1.64

11
12
13

1.68

14

1.81

15

14

1.93
2.04

1.4

2.56

3. 마그네슘 합금판재의 스폿용접실험
Table 1은 상기의 용접가능 적합 조건에서 용접전단
하중이 최대가 되는 용접변수를 찾기 위한 실험에서
용접전단하중의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표를 보면 가열전극의 선단면의 직경이 12mm,
가해지는 전류의 크기가 판재두께가 1.2mm일 때의
전류 13kA과 판재두께 1.4mm일 때 전류 14kA인
경우 최대의 용접전단하중을 얻을 수 있다.

4. 결론
마그네슘 판재의 스폿용접 실험을 통하여 가열전극
의 선단면의 직경이 12mm, 가해지는 전류의 크기가
판재두께가 1.2mm일 때의 전류 13kA과 판재두께
1.4mm일 때 전류 14kA인 경우 최대의 용접전단하중이
2.21kN과 2.61kN이므로 KS B 0850에 의해 요구하는
최소전단강도의 138%과 137%의 용접강도로 측정되었다.

참고문헌

Fig. 1 Copper electrode inserted in heating electrode

1. Jin, I. T., “Electric Resistance Spot Welding Machine
with Double Composite Electrode Tips,” Korea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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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 제조 시 비전 데이터를 이용한 적층 상태 감시 시스템

Deposition Monitoring System using Vision Data during DED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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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D 프린팅 제조 공정 중 하나인 DED 공정은 부품
및 금형의 보수와 품질 개선에 활용되며, 일반적으로
부품 및 금형의 강도, 내마모성 등의 기계적 특성 향상
을 위해 활용된다. 절삭에 비하면 비교적 적층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제품의 크기나 형상에 따라 장시간 운
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레이저
분사 노즐의 막힘이 주원인이 되어 적층 상태가 불안
정해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노즐 교체 시
기를 놓칠 경우 장시간 적층했던 제품에 적층 결함이
발생하여 처음부터 다시 제조를 시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시간 DED 제조 시 비전 데이터를 이용
하여 적층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적절한 노즐 교체 시점을 RGB 트리거값으로
제어하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기술 개요 및 시스템 구성
DED 기술은 3D printing기술 중 하나로써, 레이저를
열원으로 구형의 금속분말을 적층하는 기술이다.
DED 기술의 용융영역(Melting Pool)은 적층이 이루어
지고 있는 금속 표면에서 형성되어야 정상이지만, 적
층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용융영역이 노즐 끝단까지
확장되는 비정상상태를 보인다.
Fig. 1의 비정상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고화소 카메라를 주축에 장착
하여 실시간 이미지 센싱
이미지를 컴퓨터로 전송
(무선연결)
이미지 분석을 통해 용융영역의 실시간

Fig. 2 Deposition monitoring system using vision data

이미지 프로세싱
중지 신호 송출

비정상상태 도달 시 컨트롤러에
DED 작업 중단 후 노즐 교체

3. 실험 결과
정상상태에서 비정상상태로 진전되는 적층상태의
비전 데이터를 픽셀별로 RGB 값으로 변화시킨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때 이미지 크기는 1920*1080이
었으며, 픽셀 수는 2,073,600개였다. 비정상상태에서는
용융영역이 확장되므로 RGB 평균값이 255에 근접할수
록 비정상상태라고 판단이 가능하다. 본 실험에서는
RGB 평균값이 220 이상일 경우의 픽셀 수를 카운팅하
여 그 수가 30,000개 이상인 경우 비정상상태로 판별하
였다.

4. 결론
DED 제조 시 용융상태 비전 데이터의 이미지 프로
세싱을 통해 정상상태와 비정상상태를 감시하였으며,
RGB 값에 의한 트리거가 비정상상태 모니터링에 유
효함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Fig. 1 Normal and abnormal deposition in DED

1. S. W. Yang, Deposition Characteristic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tainless Steel 316L Fabricated via
Directed Energy Deposition, J.of KSMPE, Vol. 20, No.
6, pp. 59-69, 2021.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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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3D 프린팅 산업은 의료혁신, 융복합 기술 등
관련 산업의 초석이 되어 기술 경쟁력 강화와 소재 개발
등으로 적층제조공정이 발전하고 있다. 적층제조공정
의 발전으로 기존공정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사다리 형
상(Lattice strucutre), 내부공동(Cavity)등의 형상제작이
가능하여 기계부품의 설계단계에서 최적화 과정을 수
행하여 고부가 가치의 기계부품을 생산 및 적용하고
있다. 적층제조기술을 활용한 최적화 방법 중 조립품
통합 설계는 기계부품의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조립과
정에서의 체결부품을 줄일 수 있어 경량화가 가능하며
제조공정의 간소화로 생산시간을 절감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형 보트에 장착되는 워터젯 기계부
품을 통합설계를 통한 단일화로 부품 경량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험장비

Fig. 1 Convertional designed waterjet model

Fig. 2 Part consolidation design of waterjet

Part ①
Part ②
Part ③
Fig. 3 The weight of conventional designed waterjet model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금속적층장비인 DMLS방식의
EOS M290 장비 사용하고 Inconel718 니켈합금 분말을
사용하여 워터젯 부품을 제작하였다.

3. 파트통합설계와 적층제조
기존공정에서 3개의 부품으로 체결하여 활용된 워터
젯 부품을 3D형상으로 통합 설계하여 조립을 위한 영역
이 최소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기존방식의 설계모델로
제작된 워터젯 부품의 무게를 측정하고 통합설계 된
워터젯 부품 또한 무게를 측정하였다. 통합설계가 적용
되지 않은 워터젯 부품의 무게는 2977g이며 통합설계가
적용된 워터젯의 부품은 2321g으로 약 656g 무게가 절
감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 The weight of part consolidated model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금속적층제조기술의 파트통합 최적화
설계를 통하여 기존공정모델과 비교하여 2977g의 부품
중량을 2977g에서 2321g으로 약656g의 무게절감효과
를 확인하였다. 파트통합 최적화 설계로 경량화가 필요
한 부품의 계속적인 연구가 요구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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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M, SLA 3D 프린팅 출력 방식에 따른 치수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mensional Characteristics of 3D Printing by FDM and SLA
Outpu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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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분야의 기술발달로 인하여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및 치수 검증 측면에서 다양
한 응용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시제품 제작 측면에서는
3차원으로 설계된 형상 제작에 3D 프린터들이 사용되
고 있어 제품 개발 과정을 크게 단축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폴리머 계열에서는 재료 압출 방식
(Material Extrusion, ME)의 FDM(Fused Deposition
Modeling)방식과 광중합 방식(Photo polymerization, PP)
의 SLA, DLP(Digital Light Processing)등의 계열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어 지고 있으나 3D 프린터로 제작된
출력물의 소재에 따른 치수의 변화로 조립공정에서 문
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립공정에서의 문제점을 해
소하기 위해 치수 검증 및 형상치수관리가 요구되고
치수검증 측면에서는 최근 3차원 설계형상을 3D 프린
팅하여 비접촉식 3D 스캐너로 형상을 스캔한 후 실제
CAD 모델링 형상과 3D 프린팅된 형상의 치수를 비교하
는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 연구에서는 임펠러 3차원 형상을 FDM, SLA
의 2가지 방식을 적용하여 3D 프린팅을 수행하고 3D
스캔치수측정모델을 실제CAD 모델과 비교분석하여
3D 프린팅 출력 방식에 따른 출력물의 정밀도를 고찰하
였다.

2. 실험장비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FDM방식의 프린터인
Ultimaker S5와 SLA 방식의 3D프린터인 Form3를 사용
하였다.

Fig. 1 FDM, SLA 3D Printer. Left FDM, Right SLA

Fig. 2 3-Dimension comparison analysis result Left FDM,
Right SLA

3. 치수특성 분석
FDM, SLA 3D프린팅 방식별 치수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임펠러 형상을 각각 100% 밀도로 프린팅하였다.
출력된 임펠러 형상을 Artec 의 Space spider 3D스캐너
로 형상을 측정하고 초기 캐드모델과 측정모델을 정렬
한 뒤 3D치수분석과 포인트 치수분석을 Fig.2와 같이
수행하였다.
임펠러 형상의 3D 치수분석결과 허용오차 ±0.05mm
를 만족하는 영역은 FDM방식이 약 53%, SLA방식이
약 22%를 만족하여 치수정밀도는 FDM방식이 약 31%
치수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11개의 포인트를
허용오차 ±0.1mm 기준으로 분석한 포인트 치수분석은
FDM방식이 8개의 포인트를 만족하였고 SLA방식이
4개의 포인트를 만족하는 것으로 관찰되어 FDM방식이
약 2배의 포인트가 허용오차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FDM방식과 SLA방식에 따른 3D 프린팅
출력물의 정밀도를 임펠러 형상으로 고찰하였다. 허용
오차 ±0.05mm를 기준으로 수행한 3D치수분석결과로
FDM방식이 SLA방식보다 약 31% 치수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되었고, 포인트 치수분석결과 또한 FDM방
식이 SLA방식보다 2배의 포인트가 허용오차를 만족하
여 3D프린팅의 치수정밀도는 FDM방식이 SLA방식보
다 정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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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특화설계 기반 절삭공구의 경량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ghtweight Cutting Tools Based on 3D Printing DFA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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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항공 및 자동차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난삭재
의 가공에는 절삭공구기술 만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가공 및 요소기술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현재 정밀 가공이 가능한 초정밀 3D 프린
팅 공정 기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D프린팅의 주목적은 시제품 제작 및 맞춤형 다품종
생산에 최적화 되어있고 이때 DfAM(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품질
을 향상시킬 수 있다.

Fig. 2 Placement of printouts and Output Result

2. DFAM Design 설계 적용
본 연구에서는 Milling Cutter의 기존 절삭조건으로
구조해석을 통해 하중이 상대적으로 적게 인가되는
솔리드를 제거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Fig.
1 처럼 DFAM Design을 진행하고 최종모델을 출력하
였다. 금속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과정에서
파우더의 공급, 서포터의 안정성, Layer 수축보완 등
조건을 병행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최종출
력제품은 Fig. 2와 같이 배치되어 있다.

Fig. 3 Metal 3D Pirining Final Latix Application Result

3. 결론
여기에 Fig. 3은 Lattice 구조를 최종적으로 적용시켜
출력하고 후처리를 진행한 시제품이며, DFAM 디자인
적용 후에도 좋은 품질을 보여지고 있다.

후기
상기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시스템산업기술
개발사업 (과제번호 : 20016889, 3D프린팅 특화설계
기반 절삭공구용 부품 경량화 및 고기능화 제조기술
개발)의 지원 하에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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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 D. H., "Maintenance Framework for Repai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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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FAM Design Process of Milling C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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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에 따라 우울증을 경험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독립된 공간의 실내에서 취미
생활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반려 식물을 키우
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에 힘입어 최근에는 LG, 웰스
팜, 교원 등 기업에서 스마트 자동 식물재배기를 상품
으로 출시하고 있다. 대부분 수경재배 시스템으로 재
배 가능한 식물 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 한정적이다[1].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토양 재배를 위한 화분 내 토양
의 자동 습도조절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Fig. 1 smart cultivation system with a flow distributor

2. 본론
스마트 토양 재배 시스템은 균일 유량분배기, 토양
습도 센서, 펌프 통합형 물탱크, 마이크로 컨트롤러
(Microcontroller unit, MCU)로 Figure 1과 같이 구성하
였다. 균일 유량분배기는 주입구, 루프 채널, 배출구,
그리고 채널 방향을 따라 균등하게 분배된 총 8개의
노즐로 구성되며,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일체형으로
제작하였다. 일체형 제작을 통해 누수에 대한 위험성
을 최소화하였다. 각 노즐로부터 균일 유량분배를 위
해 해당 분야에서 잘 알려진 electric-hydraulic analogy
기법을 이용하여 노즐의 직경 및 길이를 설계하였다.
비압축성 층류 유동 조건에서 채널 및 노즐의 수력학
적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직경의 네제곱에 반비례
한다. 키르히호프 전류분배법칙을 이용하여 균일 유
량분배를 위한 루프 채널 및 각 노즐의 유체저항값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노즐의 직경과 길이를 설계하
였다(Table 1). 제작된 유량분배기에 압력펌프를 이용
하여 탱크로부터 물을 공급한 후 각 노즐로부터 분주
되는 양을 측정하였다. 10초 동안 공급한 결과, 8개
Table 1 Diameter and length of loop channel and nozzles
Loop N1
Diameter(mm)

8

N2

N3

N4

N7

결론
화분 내 토양의 수분조절을 위해 균일 유량분배기
를 제작하고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스마트 토양 재
배에 필수적인 균일 자동 급수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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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of smart plant cultivator”, J.of KSMPE, Vol.
18, No. 4, pp.87~92, 2019.

7

N6

노즐로부터 분주된 물의 양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
차는 각각 23.96ml와 1.45ml로 측정되었다. 즉, 변동계
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가 대략 6%로 균일하게
물이 분배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N8

Length(mm) 270.3 15 12.6 10.4 8.6

N5

Fig. 2 dispensing result of eight nozzles

5.6 4.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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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 준비 공정의 장력 유지를 위한 제어 시스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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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직 준비 공정은 원사의 장력을 유지하여 감김롤
에 감아주는 공정으로 섬유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
한 공정이다. 여러 보빈을 장착하는 거치대인 크릴
(Creel)에서 다수의 원사가 감김롤을 향해 방출되며,
각각의 보빈과 감김롤까지의 거리가 서로 달라서 해
당 공정에서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크릴에 장착된 보빈의 풀림 속도를 조절하여 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고 평가하였다.

2. STM32 모터 속도 제어 시스템
보빈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여 제직 준비 공정 중 원사
의 장력을 제어하고자 한다.1,2 보빈의 회전 속도를 정확
하게 제어하기 위해 PI 제어를 사용하고 필수적으로
모터의 현재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
므로 제어기로 STM32를 사용하고 타이머를 활용하여
엔코더를 통해 측정된 펄스의 개수를 구하고 수식 (1)을

Fig. 2 Velocity control step response graph

활용하여 속도를 계산하였다. 수식의 기호 P는 한 바퀴
당 측정되는 펄스의 개수이고 T는 제어주기이며 X는
제어주기 동안 측정한 펄스의 개수이다. 추정한 모터의
속도를 활용하여 PI 제어기의 출력값을 얻은 후 이를
PWM 방식을 통해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였다. 이러한
PI 속도 제어 시스템을 Fig. 1과 같이 구성하였고,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Fig. 2와 같이 제어 성능을 확인하
였다.

PI 속도 제어 시스템으로 모터를 제어하고 그 성능
을 확인했다. 추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제직 준비 공정
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여 원사마다 장력을 동일하

 
    
 

(1)

3. 결론

게 유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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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부 진행 차량의 고유 주파수 분석
Natural Mode Analysis of a Vehicle Passing the Protrusion B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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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둔 턱을 지나는 앞 뒤 바퀴에 의한 시간 지연이 있는
두 개의 충격력과 외부에서 가해지는 강제력이 차체에
가해진다고 할 때 상하 진동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주파수 특성이 나타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 가진력을   과   을 주고

(a) Exciting force

자동차 속도를 10km~30km로 주었을 때 질량, 감쇠비
및 강성에 따른 둔 턱 진행 차량의 모드 특성의 연관성을
자세하게 밝히고자 한다.

2. SUV 차량의 신호 측정법
Fig. 1은 상당질량 m, 감쇠계수 c, 강성이 k인 차량이
둔 턱을 지나갈 때 외부 가진력에 의한 차량의 진동모델
과 신호 측정법을 보여주고 있고, 돌출부를 지날 때
차량에 가해지는 외부 강제력은 삼각 펄스형의 신호와
여러 주파수       를 갖는 정현파의 중첩으로

(b) 10 km/h



나타낼 수 있고 식(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sin 

(1)

(c) 20 km/h

3. 외부 가진력에 따른 주파수 특성 분석
Fig. 2는 SUV 차량이 둔 턱을 지날 때 강제력과 차량의
속도가 10 km/h ~30 km/h 변화에 따른 돌출부 패싱 주파
수와 차량 고유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외부 가진력은       질량 m=1kg, 감쇠계수
c=10, 강성 k=10000로 분석하였다. 둔턱 패싱 주파수와
고유모드 주파수가 잘 나타나고 있다.

(c) 30 km/h
Fig. 2 Response behavior and its Power spectrum for m=1, c=10,
k=10000

4. 결론
본 연구는 SUV 차량이 둔 턱을 지날 때 속도 변화에
따른 고유모드 분석을 하였고 10km보다 30km에서 모드
특성이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Fig. 1 Vibration model with external force having frequency

1. Lee, H., Kim. J. D. and Yoon. M. C., “Characteristics
of Power Spectrum according to Variation of Passenger
Number and Vehicle Speed,” J. of KSMPE, Vol. 21,
No. 1, pp. 41-4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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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를 이용한 자동 볼트 체결 시스템 구현
Implementation of Automatic Bolt Fastening System using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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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화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공작물을 체결
시켜 대량생산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치이다. 하지만 체결장치에서 볼트의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스템의 효율성은 크
게 차이가 난다.
본 논문에서는 인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로 다

Fig. 2 automatic bolting system

른 두 개의 공작물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인덱스로 두
물체를 이송하고, 특히 자동 볼트 체결장치를 개발하
여 공작물의 안정된 체결을 하고 이송하도록 하는 장
치를 개발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2. 시스템 개발
터치스크린,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를
제어기기로 사용하였고 시스템은 인덱스, 볼트 체결장
치 및 이송 장치인 PTP 로봇으로 구성되었다. 인덱스는
서로 다른 물체가 투입되면 체결할 수 있도록 정렬하
고 두 물체를 안정적으로 조립 한다. 그리고 두 물체를
진공장치와 드릴 장치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장치로 체결된 물체를 이송하는 PTP 로봇으로 구성되
었으며 현재의 체결상태 등 생산시스템을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Fig. 3 control unit

인덱스 테이블 Fig. 1과 같이 스테핑모터로 속도 조
절 및 회전 시 정확한 위치구현이 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특히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인덱스 테 이블
에 공급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체결된 후 에는
PTP 로봇으로 인텍스 테이블에서 컨베이어로 이송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Fig. 2는 자동 볼트 체결장치로 볼트를 정확히
체결할 수 있도록 볼트 적제 장치에서 정렬을 자동으
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진공장치를 이용하여
체결 위치까지 이송하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Fig. 3은 제어기로 노이즈(Noise)가 영향을 주
지 않도록 설계하였으며 생산상황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과 USB 통신으로 구현하였다.

3. 결론
본 시스템은 서로 다른 공작물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본 연구는 간편한 볼트 체결장치를 개발
하여 안정되게 공작물을 체결하고 이송할 수 있는 시
스템으로 인텍스 테이블과 체결장치의 효율적인 설계
Fig. 1 Index table automatic bolting system

로 생산자동화시스템에 유용하게 적용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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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자동차의 EGR밸브 시스템의 불량 진단을 위한 선행 연구
Prior research for fault diagnosis of EGR valve system of diesel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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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내연기관의
퇴출 특히 승용디젤에 대한 논란과 폭스바겐-아우
디의 디젤 게이트 이후 도심환경 오염에 대한 대중
의 관심이 높아지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디젤 친환경 자동차는 NOx를
줄이면서 엔진 출력 저하를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밀하고 빠른 컴퓨터 제어가 필요하다.
현재 디젤차량은 다양하고 복잡한 고장현상이 발
생하고 있으나 그 증상이 간혈적으로 나타나고 있
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EGR밸브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된 차량에 분석장비를 장착하
여 고장 상황 시에 엔진 ECU내부의 센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이를 차량고장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실험조건 및 구현
실험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 DM싼타페 차량이며
R엔진이 적용된 차량으로 EURO-5를 만족하며 DC모
터 방식의 피드벡 제어가 가능한 EGR시스템을 장착하
였다.(Table 1) DC모터 제어방식의 전자식 EGR엑츄에
이터는 ECM제어에 의해 EGR밸브를 직접 구동한다.
위치센서를 차량에 적용하여 밸브 고착등 오작동을
감지하도록 설치하고 ECM은 연소실에 재순환되는
EGR가스량을 EGR엑츄에이터 작동에 따른 흡입공
기량 센서의 출력변화를 통해 검출하고 이 정보를
통해 EGR시스템을 피드백 제어한다. 실차에서 고
장 원인을 진단해 내기 위해서는 Fig. 1과 같이 디
로거 장비를 차량에 설치한 후 주행 중 고장이 발생할
때 트리거 버튼(trigger button)을 눌러서 차량 ECM의
변수 데이터를 VCI에 기록한 후 이를 MDA(Measuring
DataAnalyzer)프로그램으로 Data를 수집한다. 수집
된 Data는 Fig. 2 디로거 장비를 통하여 분석한다.

Table 1 Specification of test engine
Item
Type
Cylinder
Bore
Stroke
Displacement
Compression Ratio
Ignition order
Open
Intake Valve
Close
Open
Exhaust Valve
Close

Specification
Serial, DOHC
4
91mm
96mm
2,200cc
16.4:1
1-3-4-2
(BTDC) 8°
(ABDC) 38°
(BBDC) 52°
(ATDC) 8°

Fig. 1 Installation of D-logger equipment

Fig. 2 D-logger equipment for fault diagnosis and analysis

3. 결론
본 실험은 디젤 2.0 차량의 엔진에서 EGR밸브 불량
으로 인해 주행 중 간헐적으로 가속불량이 발생 하는
난해한 고장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를 설정
하고 고장 원인 분석과 규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대한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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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V 10kWh급 리튬이온 배터리 팩의 특성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haracteristics of a 144V 10kWh class battery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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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논문에서는 144V 기반의 초소형전기차용 리튬이
온 배터리의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량성
결합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144V 10kWh급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Fig. 2 Battery pack initial EMC waveform

144V-10kWh급 리튬이온 배터리는 Pouch Type의 배터
리 Cell 패키징하여 제작하였으며 각 Pouch 배터리 Cell은
공칭전압 3.7V, 충전전압 4.15V, 방전전압 3.1V의 사양을
가지고 있다. 2×40ea의 Pouch Cell로 구성된 배터리 팩은
144V, 60Ah의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최대 3C의 충전성능
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3. 배터리의 전자파 성능 최적화
배터리 팩은 국제규격인 IEC61000-6-3 시험규격에
따른 전자파 방사장해시험을 만족하여야 하며 비전도
성 Test Table 위에 시료를 놓고 Turn Table을 360도로
회전하며 안테나 마스트는 1~4m 가변하여 Peak 파형
측정 후 Limits Line을 넘어가는 대역에서 Quasi Peak
파형을 측정하고 Limits Line 만족여부를 확인하였다.
초기 성능평가 결과 35Mhz 대역에서 기준치인 30
dBuV/m를 초과하는 45dBuV/m (Peak), 42dBuV/m(QP)
수준의 노이즈를 나타내었다.

Fig. 3 Shielded and Grounded EMC waveform


     
     

식 (1)은 전원라인을 따라서 배터리 섀시로 유도되
는 용량성 결합 노이즈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으로 1은
전원케이블, 2는 배터리 섀시, G는 Ground, S는 Shield
도체를 나타내며 각 각의 부유용량 값에 따른 용량성
결합 노이즈를 나타내고 있다. 고전압 케이블 1에서
배터리 섀시 2로 유기되는 용량성 노이즈  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섀시를 전체적으로 금속테이프로 차폐
시킨 후 페라이트 코어와 금속 케이블로 종단 접지
처리하여  을 0으로 줄어들게 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144V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의 특성 개선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전자파노이즈를 국제규격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후기
Fig. 1 Photo of 144V-10kWh class Battery Sample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S3087134)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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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특성을 고려한 지게차용 서스펜션 시트 링크 모듈의 구조 최적화
Structural Optimization of Link Module for Forklift Suspension Seat
on Dynamic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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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설 현장 및 물류 창고 등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차량은 불규칙한 노면의 환경에 노출되어
외부 충격으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을 완화시킬 수 있
는 서스펜션 시트를 사용하고 있다. 기존 서스펜션
시트 모듈의 메커니즘은 X형 링크를 적용하고 있으
며, 기계식 또는 전동식 모듈을 적용하고 있다. 전동식
모듈의 경우 컨트롤러에 의해 진동 감쇠와 탑승자의
하중에 따라 일정한 탑승 높이가 유지된다. 기계식의
경우에는 탑승자의 신장에 따라 높낮이 조절이 가능
하나, 탑승자의 하중에 따라 일정한 탑승 높이를 유지
하지 못하고 진동 감쇠 성능이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탑승자 하중과 감쇠 성늘을
고려하여 서스펜션 시트의 승하강 링크 모듈의 구조
설계와 최적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서스펜션 시트 구조 설계
서스펜션 시트의 기구학적 설계를 통하여 탑승자들
의 하중을 고려하여 일정한 탑승 높이를 유지할 수
있는 승하강 링크의 궤적을 분석하였다. 승하강 링크
의 초기 형상과 두께를 설정하고 75kg에서 150kg 범위
에 해당하는 탑승자의 하중을 적용하여 탑승자의 하
중에 따른 기초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하중 조건을 만족하는 승하강 링크의 구조
설계를 수행하였다.

3. 구조 최적화
구조 설계를 통해 도출된 승하강 링크의 형상과 두께
의 범위를 3개의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탑승자 하중
범위를 적용하여 정적해석과 KS B ISO 2631-1 규격을
고려한 동적해석을 수행하여 링크 모듈 형상을 도출
하였다.

Fig. 1 Link module of suspension seat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탑승자를 고려하여 서스펜션 시트의
링크 구조 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정적과 동적
특성에 따른 구조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
서스펜션 시트 대비 탑승자의 하중에 따라 유사한 감
쇠 성능을 보였으며, 일정한 탑승 높이를 유지할 수
있는 승하강 링크의 설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신
제품개발사업(S2839321)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을 밝힙니다.

참고문헌
1. Yang, Y. K., Qin Z, Choi Y. H, Lyu S. K., “Solid
Lubrication Optimization and Structural Design of
17cc Automotive Compressor ”, J.of KSMPE, Vol. 19,
No. 12, pp. 56-61, 2020.
2. Mo, C. G., Qin Z, Choi Y. H, Lyu S. K., “An
Application of Hydraulic Semiactive Vibration
Absorbers(SAVA) to Automotive Seat Suspension
Systems”, Transactions of KSAE, Vol.7, No.8,
pp.160-171, 2005.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난연제 종류에 따른 폴리우레탄 폼의 발포 특성 분석
Analysis of Foaming properties for polyurethane foam according to the type of
Flame retar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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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및 연소 상태 및 발화 상태 확인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기 자동차 등 화재로 인한 차량 내부 화재 발생
시 폴리우레탄 폼의 가연성 및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1]. 우레탄 폼의 난연 성능 향상
을 위해 난연 첨가제를 배합할 경우 우레탄 폼 패드의
물리적 특성이 떨어진다[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레탄 폼 패드의 물리적 특성이 떨어지지 않는
난연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난연
제 종류에 따른 우레탄 폼 패드의 기계적 특성 및 난연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계적 및 난연 특성을 분석하기

3. 결과 및 분석

위하여 인장실험, 경도 실험, 열적 특성 분석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난연제 종류에 따른 기계적 특성 및
난연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2. 실험
실험을 위해 난연제는 5가지 종류로 구성하였으며,
5가지 난연제를 첨가한 폼과 난연제를 첨가하지 않은
폼으로 총 6가지 샘플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인장실험은 KS M 6518 규격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각각 5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경도 실험은
KS R 1082 시험규격에 의해 수행하였으며, 시료높이
96.05mm, 압축하중 75% 82.20kgf, 압축하중 25%
15.09kgf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열적 특성 분석 실험은
열 안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Perkinelmer의 Pyris TGA로
측정하였으며, 난연제 종류에 따른 화염의 상태 확인
Table 1 Results of mechanical characteristics analysis by flame
retardant type
Dynamic
Density Tear Strength Fatigue Test Hardness
PU-Melamine

63.9

0.53

1.3

18.44

PU-MC110

60.9

0.61

1.1

16.90

PU-TCPP

66.4

0.59

1.7

15.06

PU-CR530

65.6

0.57

1.4

13.96

PU-GP120

63.7

0.66

1.3

17.92

인장실험을 수행한 결과 기존 난연제를 폴리우레탄
폼의 첨가하였을 시 나타나는 기계적 강도 저하를 개
선할 수 있었다. 경도 특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로 전체
적인 밀도와 경도는 증가하였으나 일정한 경향을 찾
기는 어려웠다. 열적 특성 분석 시험을 수행한 결과
MC-110의 경우 열에 의해 melamine과 cyanuric acid로
분해되고 이 때 발생한 melamine이 연소과정의 요소인
산소와 N2 가스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여 난연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난연제 종류에 따른 우레탄 폼 패드
의 기계적 특성 및 난연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기계적
특성으로는 인장시험, 경도시험을 진행하였고, 난연
특성으로는 열적 특성 분석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해 난연제를 첨가한 폴리우레탄 폼의 기초 연
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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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는 2021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
신 사업의 결과(2021RIS-004)와 2019년 중소벤처기업
부의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S2755803)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힙니다.

참고문헌
1. Jérôme Lefebvre, Flame spread of flexible polyurethane foam : comprehensive study, Polymer Testing,
pp. 281-290, 2004.
2. Lei Song, Study on the properties of flame retardant
polyurethane/organoclay nanocomposite, Polymer
Degardation and Stability, pp, 111-116, 2005.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적층 복합재료의 보강재 패턴에 따른 선형강도 예측
Prediction of Linear Strength for Layered Composites according to
Pattern of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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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 혁명을 이끄는 기술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 중에 하나가 3D Printing 분야이
다. 3D Printing 분야는 열가소성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
하여 3차원 형상을 제작할 수 있는 FDM(Fused
Deposition Modeling)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FDM 공정을 이용한다면 폴리머
소재에 유리섬유나 탄소섬유를 혼합할 수 있고, 기계
적 물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와 같은 보강재는 출력 패턴에 따라 물성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인장시편 단위에서 보강재의 유무와
선형패턴에 따른 기계적 물성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선형강도 예측모델을 제시하고 인장시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예측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복합재료 시편
인장시편의 규격은 ASTM D3039 규격에 따랐으며,
FIg.1과 같다. 인장시편의 보강재 패턴은 Table 1과
같다. 각각의 시편은 Anisoprint
장비에 G-code를
적용하여 5개씩 제작하였다.

Table 1 Reinforcement pattern
Case

Pattern

1

Reinforcement none

2

RD

3

TD

4

ND

3.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ASTM D3039에 근거하여 수행했다. 시험
데이터는 하중-변위 곡선으로 취득하여 분석하였고, 보
강재 패턴에 따른 선형강도 변화를 모델링하였다.

4. 결론
인장시편 단위에서 보강재의 유무와 선형패턴에 따
른 시편을 FDM 방식으로 제작하여 인장시험을 수행
하였고, 시험 데이터의 하중-변위 곡선을 관찰하였다.
시험결과를 분석하여 적층 복합재료의 보강재 패턴에
따른 선형강도 예측 모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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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는 2021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
신 사업의 결과(2021RIS-004)와 2019년 중소벤처기업
부의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S2755803)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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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품 정렬 검사 장치의 구동에 따른 진동 분석
Vibration analysis of semiconductor inspection Device for Alignment
on Actuat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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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는 정밀한
부품으로써 작은 오차가 발생하여도 불량품이 발생한
다[1].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및
검사를 하기 위한 구조물 설치 시 전체적인 건물 설계
및 장비 배치, 외부 진동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고 있으
며 장비가 설치되는 바닥에는 별도의 진동 감쇠장치
를 설치하여 외부 진동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
하고 있다[2-3].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부품 정렬 검사
장치의 시스템 구동 시 진동 주파수 분석을 통해 진동

(a)

(b)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진동 측정
반도체 부품 정렬 검사장치의 베이스 프레임에서 각
각 10 data set을 측정하였으며 측정 장치는 PCB사의
3축 가속도계(LW214683)와 NI사의 cDAQ-9191,
NI-9234를 이용하였다. 반복 측정 후 평균값을 취하여
노이즈 성분을 제거하였으며 진동가속도의 Time
domain 신호는 Fast Fourier Transform (FFT) 분석을 통하
여 Frequency domain 으로 변환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FFT 분석결과 장치 구동 시 베이스 프레임의 Z축
방향으로 1차 59 , 2차 117 의 주파수를 확인하였
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부품 정렬 검사 장치의 구동
에 따른 진동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구동 시 베이스
프레임에서 발생되는 진동은 반도체 정렬을 검사하는
데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기
본 연구는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정품질기술
개발사업(S2929382)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힙니다.

(c)
Fig. 1 Measure point of base frame(a) and rotate module(b),
(c) z axis FFT result of base fram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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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제에 따른 CNT-Polyamide 복합제의 표면저항 편차 분석

Analysis of Variation in Surface Resistance of CNT-polyamide Composites
according to Add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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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

Table. 1 Surface resistance according to additives

8

정전플라스틱은 10 ~10 ohm/sq 범위의 표면저항을
가지는 플라스틱을 통칭한다. 특히 디스플레이 패널,
PCB 등은 정전기 등의 전기적 자극에 매우 취약하므로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일정 범위의 전도성
이 요구된다[1]. 또한, 반도체 공정에서 이물질이 부품의
품질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적절한 표면저항을
가지는 플라스틱이 필요하다[2].
본 논문에서는 탄소 나노소재를 활용하여 적절한 표
면저항을 도출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자동차 네비게
이션의 구성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기본 바탕으로 제
작된다. 또한, 디스플레이 제작을 위해 정전기 방지를
위해 트레이 제작을 진행한다. 플라스틱 표면저항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Recipe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실험 및 결과분석
Polyamide와 탄소나노튜브만으로 컴파운드 진행을
1차적으로 수행하였다. 1차 혼합결과 표면저항의 편
차가 크게 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2차로 추가적인
첨가제를 혼합하였다. Polyamide와 탄소나노튜브의
함량은 고정한 상태에서 Stearate 계열의 추가 혼합으
로 기존 표면저항의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었으며
3차로 이오노머의 투입을 통해 편차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surface
resistance

No additives

Stearate

ionomer

109~1012

104~109

105~108

3. 결론
Polyamide와 탄소나노튜브는 고정 함량 상태에서
1차 Stearate를 투입하여 표면저항의 수치를 낮추고
2차 이오노머를 추가하여 편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Recipe 연구를 통해 편차를
더욱 줄이고자 한다.

후기
본 연구는 2021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사업의 결과입니다.(2021RIS-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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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 EPDM의 첨가제에 따른 기계적 특성 분석

Analysis of mechanical properties for colored EPDM by add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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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결과 및 분석

EPDM(에틸렌프로필렌고무, Ethylene Propylene
Rubber)은 화학적으로 안정한 물질로 전기 절연효과
가 크고, 기계적 강도가 좋은 천연고무에 가까운 성질
을 보여준다. EPDM 고무는 내오존성, 내열성, 내후성
등이 우수하며, 극성기가 없는 화학 구조를 가져 높은
유전력과 코로나 방전 저항성을 가진다.[1]
최근 전기자동차의 수요 증가에 따라 환경 및 안전
문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용 부품 중 EPDM 고무를 사용하는 그로멧은 고전류
사용 안전 식별을 위해 기존 검정색에서 유색의 부품
이 요구된다. 색상 변경을 위해 기본 베이스가 카본
블랙에서 실리카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제품보다 물
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 EPDM 물성과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물성을 위해 재료 배합비에 따른
기계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2]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본 베이스를 실리카로 한 후, 촉진제의

배합비에 따른 분석 결과 TT와 TRA의 비율이 높을
때 경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며, BZ와 CZ를 함께 배합했
을 경우 경도가 낮다. 또한 CZ와 TT의 비율이 높은
경우 인장강도가 크게 나타나며, CZ의 비율이 높을 때
최대신율이 크게 나타나고, TRA의 비율이 높거나 CZ와
BZ를 함께 배합했을 경우 최대신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
다. 가황특성의 경우, BZ의 비율이 높으면 ∆ 값이 낮으
며, TT의 비율이 높으면 ∆ 값이 보통이며, TRA 비율이
높을 때 ∆ 값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배합비를 변화시켜, 경도, 인장강도, 최대신율, 가황특
성 등의 기계적 특성을 측정하여 상관관계를 도출하
였다.

2. 실험
EPDM 배합물을 제조하기 위해 Sillica를 Base로 한
EPDM과 7가지의 촉진제를 준비했다. EPDM은 금호폴
리켐에서 생산한 KEP960N을 사용하였으며, Silica는
대성하이테크, 가황제 S-80, 티아졸 기반 촉진제 M-75,
DM, 티우람 기반 촉진제 TT, TRA, 서페나마이드 기반
촉진제 CZ, 디티오카르바메이트계 촉진제 BZ는 Nexen
corp.에서 제공하여 사용하였다. 경도 분성을 위해
GS-806N을 사용한 Spring 식 경도 실험을 수행하였고,
인장강도, 최대신율 분석은 연질 가류 고무 표준시험방
법 MS200-41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배합
비에 따른 가황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Rheometer 시험을
수행하였다.

4. 결론

실험을 통해 실리카를 베이스로, 다양한 촉진제의
배합비를 변화시켜, 경도, 인장강도, 최대신율, 가황특
성을 분석 결과를 통해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 Silica를 충전한 EPDM 고무 배합의 물성향상을
위한 기초 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후기
본 과제는 2021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
신 사업의 결과(2021RIS-004)와 2019년 중소벤처기업
부의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S2755803)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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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환경을 고려한 인장시편의 응력-변형률 모델 추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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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온에 노출된 금속은 열변형 및 열응력이 발생하
면서, 기계적 성능이 변화한다. 그러므로 동적하중이
가해는 구조의 안전성과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게 이루어
져야한다. 하지만 동적하중을 고려한 금속 소재의 기
계적 성질을 정의하는 과정은 많은 시행오차로 인하
여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은 자원
으로 동적하중을 고려한 금속소재의 기계적 성질을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 인장시험
고온 인장시험을 위한 인장시편의 치수는 ASTM
E8/E8M 규격에 근거하였으며, Fig. 1과 같이 제작했
다. 시험결과는 하중-변위 곡선으로 취득했으며 멱함
수 및 지수함수 등의 조합으로 모델링 하였다. 각 함수
의 인자 값들은 시험 데이터와 ASTM E646에 근거하
여 초기화 하였다.

3. 유한요소모델 업데이트
인장시험을 모사하기 위한 유한요소 모델은 Fig.
1과 같다. 지오메트리 모델은 길이방향으로 100등분
하였고, 3차원 요소를 활용했다. 유한요소 모델의 물
성은 시험 데이터에 대한 멱함수 및 지수함수 모델로
적용했다. 그립부 한쪽에 강제변위 조건을 적용하였
고, 게이지 반대방향 그립부는 고정 조건을 적용했다.
해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앙부의 길이방향 변위량
과 고정부의 반력을 기록했고, 하중-변위 곡선으로

Fig. 1 Specimen for tensile test

나타냈다. 인장시험 결과와 해석 결과는 RMSE로 비
교했다. RMSE값을 낮추기 위해서 유한요소모델 업데
이트(FEMU, Finite element model updating) 기법을 활
용했고, 물성 함수의 인자를 직접 조정하는 방식과,
다른 인자와의 상관관계로써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4. 결론
동적하중을 받는 소재의 물성을 나타내기 위해 다
양한 구성방정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적정한 물성인
자를 정의하는 과정은 많은 자원을 필요로 했다. 제안
하는 연구방식을 활용한다면 유한요소모델 업데이트
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감소시킬 수 있고, 기존의
방식과 유사한 정확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
연구 과정 및 결과는 다양한 동적하중을 받는 시편의
물성정의 연구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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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wave를 이용한 CFRP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실험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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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FRP(탄소섬유복합재: 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는 금속을 대체하는 경량화 소재로써 항공우
주, 자동차 등의 보강재 용도로 사용량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1]. 경량화 소재로 주목받음에 따라 매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매립되는 폐
기물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선진국은 자동차의 재순환이 안 되는 재료의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특히, 미국 및 유럽은 매립이나
소각방법으로 CFRP의 폐기물을 처리를 금지하였다[2].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연구자들은 CFRP로부터 열분해
공정을 수행하여 Polymer는 분해하고 탄소섬유(CF)를
회수하는 재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일반적인 열원을 이용한 열분해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Microwave 열분해 공정을 적용하여 CF회수에
관한 연구 사례가 적다. 본 논문에서는 Microwave를
이용하여 CFRP 열분해룰 수행하였으며 회수된 rCF의
표면 분석 및 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재료
CFRP 재료의 경우 FFF 방법을 이용한 3D Printer를
통하여 제작되었다. Reinforement의 경우 Carbon Fiber
를 이용하였으며 Matrix는 열가소성 수지인 Onyx
(Markforged)를 이용하였다. 시편 크기의 경우 15mm
x 50mm이며 Cylinder 형상으로 제작하였다.

3. 실험장치
CFRP재활용 실험의 경우 Microwave (Maximum
3kW, 2.45 GHz)에서 수행되었으며 그림의 경우 다음과
같다. CFRP의 경우 Microwave Cavity 내부 반응기에
배치하였으며 6l/min으로 10분간 퍼징하여 아르곤 분
위기로 만들었다. 가열의 경우 PID 온도 컨트롤로 조작
하였으며 50 /min 10분간 가열 후 15분동안 500 로
가열을 수행하였다. 열분해 후 회수된 Carbon Fiber의
경우 SEM을 이용하여 표면 측정을 수행하였다.

Fig. 1

4. 결과 분석
Microwave를 이용하여 rCF 회수실험을 수행하였
다. 수행 결과 일부 표면에 오염물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표면에서 잔여물이 분해
되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CFRP 재료를 3D Printer로 제작하여 rCF 회수를 위
한 Microwave 열분해 시험을 수행하였다. 수행 결과
500 부근에서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분해가 일어나
제거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rCF를 회수하였다.

6. 후기
본 과제는 2021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사업의 결과입니다.(2021RIS-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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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래치는 두 개 이상의 구조물을 탈부착 시키기 위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능과 공간가변성을 증가
시켜주는 부품이다. 기존의 래치 구조에 대한 연구는
조인트, 캠, 링크와 같은 기구학적 메커니즘과 구조역
학적 강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왔다. 기구
학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치수 공차에 대한 연구가 수
행되어왔으나 래치구조에 대한 적용사례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래치 구조의 기구학적인 메커니즘
요소를 인자로 설정하고, 인자 변화에 따른 목적점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초기 공차 범위와 최종 공차 범위
를 설정하여 래치 구조의 강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취약부와 허용강성을 확인하였다.

2. 래치 구조 개념설계
래치는 차체의 스트라이커와 맞물려 닫힘 상태에서
차체와 구조물을 구속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래치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캐치(Catch), 파울
(Pawl)로 구성되어 있으며, 닫힘과 열림 상태를 연동시
키기 위한 연결링크(Lever link)와 스프링(Connecter
Spring)을 적용한다. 시트 래치의 작동 원리는 파울이
회전함에 따라 캐치가 동시에 회전하여 잠금을 해제
하는 것으로 작동된다.

3. 인자 설정
래치의 기하학적인 형상을 바탕으로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기구학적 해석을 진행 하였다. 기구학적 해
석을 이용하여 각 부품의 허용 공차범위를 산출하여
각 조인트의 위치와 링크 길이를 인자로 설정하였다.

Fig. 1 Seat latch structure

Fig. 2 Kinematic design of seat structure

4. 유한요소해석
기구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결정 된 래치의 형상 파라
미터를 바탕으로 유한 모델을 생성 후 강성 확인을 위하
여 초기 형상을 모델링 후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법규 하중을 적용한 기초 강도해
석을 수행하여 래치 구조의 취약부와 허용강성을 확인
하였다.

5. 후기
본 과제는 2021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사업의 결과입니다.(2021RIS-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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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LED 고속 소터의 Gain 조정에 따른 동적 응답성 향상

Improve of Dynamic Response for Mini LED High-speed Sorter
by Adjusting the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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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피드백 시스템의 성능해석과 제어기 설계 문제에서
시간 영역 성능조건을 만족시키는 설계 기법에 대한
필요성은 산업 현장의 공정제어 분야에서 가장 보편
적으로 요구되고 있다[1-2]. 친환경, 고효율의 장점을
갖춘 LED 산업은 LCD, 모바일,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
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디스플레이가 OLED에서
미니 LED 또는 마이크로 LED로 전환 되고 있으나,
미니 LED를 소팅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시장 확대
및 제품개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니 LED
용 고속 소팅을 위하여 정밀하고 빠른 픽업 헤드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니 LED를 빠른 속도로 Pick up
시 발생하는 응답 지연 및 진동을 Gain 조정을 해결하
고자 한다. Gain 조정에 따른 동작 Timing 분석과 진동
은 근접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 공정 순서
미니 LED 고속 소터의 공정 순서는 웨이퍼에 있는
칩을 Bin의 위치에 옮긴 후 부착시키기 위해 Plunger가
눌러주는 순서로 수행된다. 소터 헤드의 고속 회전 후
테이블의 위치 조정이 필요하며 이때 웨이퍼 테이블은
소터 헤드의 속도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으로 연속 동작
시간이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모터의 Gain
조정을 통해 sorter head의 동적 응답성을 향상하고 Bin
테이블의 변위를 감소시켰다.

Fig 1 3D model and real picture of sorter head

Fig 2 Dynamic response result by adjusting the gain

3. 결론
Gain 조정을 통하여 소터의 위치 완료까지 응답 특
성은 15msec에서 7msec로 응답성이 향상됨을 확인하
였으며 진동에 따른 변위는 기존 ±34 에서 ±13 까
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후기
본 과제는 2021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사업의 결과입니다.(2021RIS-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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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를 고려한 면상 발열체의 온도 특성 분석
Analysis of Temperature Characteristics for Film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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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기자동차의 시대가 도래함에 탑승자의 쾌적성 향
상을 위한 온열 및 통풍 장치의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자동차 시트의 온열 장치는 탑승자의 허벅
지 및 등 부위의 온열을 제공하는 보조공조의 개념으
로 사용되어 열 쾌적성을 증대시킨다. 외부 환경과
탑승자의 주변 온도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하여 시트
와 직접 접촉하는 신체 부위 외에 비접촉 부위의 온열
을 통하여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
다. 복사열을 발생하는 면상 발열체를 이용하여 주변
온도를 높여 온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수행
되었으나 차량 환경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탑승자의 정강이 및 종아리 부위의 영역
을 온열시키기 위한 부착형 면상발열체의 온도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온도 계측 방안
면상발열체의 온도 특성을 확인하기 변수는 탑승자
의 하체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정강이 및 종아리 부위
에 해당하는 크래쉬 패드 또는 시트백 하단부를 하체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복사열이 전달되는 계측
거리의 범위는 8cm, 10cm, 12cm로 설정하였다.

3. 온도 특성 분석
변수 설정 후 차량 공간을 고려하여 시트백 하단부
에 면상발열체를 부착하고 계측거리에 따른 온도 계
측을 수행하였다. 계측은 열화상 카메라 및 복사열
계측장치를 통하여 발열체의 표면 온도, 복사열 온도
및 온도 상승 시간을 확인하였다. 복사열 온도 및 상승
시간은 계측 거리에 따라 모두 차량 규격에 의거하여
5분 내에 온도 범위를 도달함을 확인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heating temperature measurement
of film heater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탑승자의 하체 공간을 온열시키기
위한 기초 연구로 면상발열체를 이용한 발열 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로 온도 상승 시간 5분 내에 계측
거리에 따른 복사열 온도가 10 이내로 상승 하여
차량 내 온도 상승 규격에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후기
본 과제는 2021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
신 사업의 결과(2021RIS-004)와 2019년 중소벤처기업
부의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사업(S2755803)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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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경화성 소재용 2축 와이어 절삭가공기 설계
Design of 2-axis Wire Cutting Machine for Thermosetting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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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의 몰드로 주로 사용되는 재질
은 발포 계열의 스타이로폼, 아이소 핑크 등의 재료가공
은 대부분 니크롬선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물성이
약해 외부 충격이나 성형 도중 치수가 크게 변하는 문제
가 있다. 대안으로 우레탄 계열의 폼의 경우 외부충격에
강하지만 열경화성 소재로 열을 이용한 방법으로 가공
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이아몬드 와이어를
사용한 2축 와이어 절삭가공기를 설계 제작하였다.

Fig. 2 A result of static analysis for the base part

2. 설계 및 제작
절삭가공기는 CATIA를 사용하여 그림 1과 같이 설계
를 진행하였다. 1번에 재료를 위치하고 2번과 3번의
직교 구동부를 통해 절삭 와이어를 4번의 컨트롤러를
통해 제어하여 재료를 가공하게 된다.
Fig. 3 A test result of cutting force for 19mm wide oak wood

3. 설계 검증
먼저 재료가 올라가는 베드부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품의 자중과 재료의
무게를 고려하여 그림 2와 같은 방향으로  을 가했을
때 부품의 최대 변위는 로 계산 되었다. 다음
와이어에 공급되어야 하는 동력을 계산하였다. 지름
 다이아몬드 절단 와이어를 폭  오크나무
절단 실험 결과 그림3와 같이 에서  속도로 절단

했을 때 재료 와이어 간의 마찰력은  임을 보인다.
따라서 단위 길이당 절단에 필요한 힘은  
이다. 이때 설계된 와이어 절삭 장비의 최대 절간 길이는
로  즉 로 구동할시 구동 모터의
출력은  가 필요하다.

4. 결론

와이어 2축 절삭가공기를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예측 하중에 대한 내구성을 검증
하였다. 또한, 시편을 통해 와이어 이동속도에 따른 절삭
력을 산정하였다.

참고문헌

Fig. 1 A design picture of the wire cutt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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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위치추적 가능 태양광 블루투스 스피커 개발
Development of Solar Trackable Photovoltaic Bluetooth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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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OVID-19로 인해 개인 간의 거리 유지로 외부활동
에 제한이 생기며, 이로 인해 개인적인 공간에서 보내
는 생활시간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특
히,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갖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태양에너지를 이
용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음악을 들으며 정신질환
을 예방하는1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블루투스 스피커
를 개발하였다.

2. 설계 및 제작 방법
태양광 패널은 햇빛과 90°로 유지될 때 최대의 발전
효율을 가진다. 패널은 각각의 방향에 따라 설치 각도
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설계 시, 태양광 패널에 조도
추적 센서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자동으
로 태양을 추적하여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피커 내부는 외부에 경첩을 달아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제작하여, 스피커의 내부를 확인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스피커 내부에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 충전 가능한 배터리를 설치하였으며, 충전된 배
터리는 스피커를 작동시킬 수 있다.

Fig. 2 Solar trackable photovoltaic bluetooth speaker

이를 통해 사용자는 햇볕을 쬐게 되고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세로토닌 신경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
밤에는 세로토닌의 분비로 인해 멜라토닌의 분비가 촉
진되어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증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증가하는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제작했다. 제작된 장치를 통해
사용자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스피커를 작동시켜 음악
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햇볕을 쬐어 우울
증을 완화 할 수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대효과
본 장치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통해 배터리를
충전하여 구동하는 블루투스 스피커이기 때문에, 장치
내부에 있는 배터리를 충전하여 스피커를 이용하기 위
해 사용자는 햇빛이 잘 드는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후기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20R1F1A1075608)(No. 2021R1C1C1008767).

참고문헌
1. 장철, 신현석, “음악청취가 학업스트레스와 우울증
에 미치는 영향”, 대한통합의학회지, 4권 3호, 34-36,
2016.
Fig. 1 Conceptual design of speaker by SOLID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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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타입 90° 더블 트원 앵글 스핀들 제작
Small Type 90° Double Twin-angle Spindle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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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angal Spindle은 하나의 다축 복합가공기를 통해 전
반적인 (측면, 각도, 탭, 드릴 등등) 절삭가공과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진 제품의 복합가공까지 광범위한 절삭
가공이 가능한 포괄적인 다용도 공구이다. 하지만 이
런 angal Spindle도 기존의 롱 타입 구조는 내면 가공이
나 협소 구간의 복합가공을 할 때는 그 크기 때문에
주변의 부품들의 간섭을 받아 원활한 가공이 이루어
지기 힘들었고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협소 구간
에서도 원활한 정밀 가공을 해 나갈 수 있는 angal
Spindle의 소형화는 반드시 꼭 필요한 작업의 일환이
었다.

2. 레이아웃 설계
NC 플레나 밀러에 장착할 것을 상정하여 앵글 스핀들
의 부품별 전체 설계를 진행하였다. 동력을 전달받아줄
끼어 열과 메인 샤프트, 장비에 장착될 아버, 공구의
위치를 잡아줄 공구 고정 장치와 그 밖에 조립과 부품들
간의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줄 기성 부품들을 Fig. 1과
같이 설계해 주었다.

Fig. 3 Small type 90° double Twin angal Spindle and
drum brake housing

3. 기어열 해석
본 연구에서 베벨기어의 수치 구조해석을 진행하였
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3축 공작기계의 최대 출력을
고려하여 회전수 2500rpm에 해당하는 30N·m적용하
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해석 결과 두 베벨기어의 이끝면에서 발생한 최대
허용 인장응력이 232MPa이며 이는 기어의 항복 소재
강도 1,482.5MPa에 대하여 안전계수 6.39가 된다. 이를
통해 SCM415 소재를 이용한 기어의 강도적인 측면이
본 결과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 되었다.

4. 결론
Small type 90° double Twin angal Spindle인 BT50은
소형화를 거침과 함께 절삭공구가 90도 회전이 가능하

Fig. 1 Small type 90° double Twin angal Spindle layout design

도록 제작되었다. 이를 통해 드럼 브레이크 하우징 같은
복잡한 형상과 내면이 협소 구간으로 이루어진 제품도
공구의 크기로 인한 가공 간섭 없이 한 번의 공정으로
일체형 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여러 번의 공정을 한 번의 공정으로 일축
시켜 원가절감 및 납기 단축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Fig. 2 Safety factor through bevel gear stress analysis

1. K, J. Su. K, Y. Jo., “Cutting Performance of a
Developed Small-angle Spindle Too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Process Engineers
Vol.15 5 No.2, pp.111~1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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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공유 전동 킥보드 초점)의 안전성과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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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구동원리

현대사회는 더욱 간편하고 접근성이 좋은 상품에
대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MZ 세대가 이용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헬멧 착
용에 관한 법적인 제재가 추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는 경찰이 모든 곳에서 단속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헬
멧 미착용 안전사고가 줄여지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

사용자가 헬멧을 착용하면 헬멧의 압력센서가 압력
을 감지하고 그 신호를 헬멧의 무선 센서가 (전동킥보
드를 대신하는) 전동차의 무선 센서에 송신한다. 수신
된 신호로 전동차가 움직이는데 이때 사용자가 임의
로 헬멧을 벗었을 때 압력감지가 끊기게 되면 끊겼다
는 신호를 보내어 전동차가 멈추는 원리이다.

가 많아지며 증가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고자 퍼스널 모빌리티와 연동이 되는 아두이노
헬멧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사용자의 안전성을 최우선
으로 생각하며 제작하였다.

2. 스마트 헬멧
퍼스널 모빌리티 운행시 헬멧을 안 쓰는 사용자가
많아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헬멧착용의
강제성을 부여하여 사용자의 안전성을 올린다. 헬멧
을 착용하고 있을 때만 출발할 수 있으며, 중간에 헬멧
을 벗는다면 작동하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서서히 정
지하며 퍼스널모빌리티 운행을 못 하게 한다. 헬멧의
아두이노를 설치하는 데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
기 위해 헬멧 후두부에 홈을 파 아두이노를 설치하였
다.

4. 결론
아두이노를 이용한 스마트 헬멧을 사용함으로써헬
멧을 의무 착용화하게 되고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인식을 바뀌게 된다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의
대중화는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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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을 이용한 열화상 카메라의 고장 예지
Fault Prognosis of Thermal Imaging Camera Using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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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열화상 카메라는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화재 현장에서는 현장 특성상 고온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고온에서의 내구성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화상 카메라의 주요한 고장 유형을
조사하고, 열에 의한 고장 데이터를 획득하여 최적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선정 및 열화상 카메라의 고장
진단을 제시하였다.

Fig. 2 Smoothing by Exponential Moving Average

2. 고장모드 및 실험
열화상 카메라의 고장유형을 조사하기 위해 Table 1의
FMEA를 통해 기능별 잠재적 결함을 분석하였으며,
고장 발생 빈도가 높은 IR Lens 와 PCB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테스트베드를 Fig. 1에 나타낸 것
처럼 구축하였으며, 열화상 카메라의 고장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고온에서 일정 시간 이후 저항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때 온도를 70, 75, 80,
85, 90 로 하여 저항을 측정하였다. 정상상태와 고장
상태 데이터를 대상으로 Random Forest와 LSTM 기법을
이용한 머신러닝 수행으로 고장을 진단하였다.
Table 1 FMEA results of Thermal Imaging Camera
Type

Fault_ Mode
Occurrence Severity Detection RPN
Incorrect Temperature
IR
Data Collection of
4
8
5
160
Lens
Failure
Scratches, Damaged
PCB
4
8
3
96
Corner, Board Broken
Short Circuit, Abnormal
Li-on
Output Voltage,
2
5
3
30
Battery
Cracking
Cable Damage
Cable
3
5
4
60
Due to Short Circuit

Fig. 1 Diagnostic Process of Thermal Imaging Camera

Fig. 3 Visualize Predictions of LSTM

머신러닝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Raw Data 값을
시계열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Smoothed Data 값으로
변환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3. 결론 및 고찰
Random Forest 기법은 71.3%의 정확도를 산출하였고,
target인 저항값을 예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time과
degree의 중요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각각 55.2%,
44.8%로 고온에서 노출되는 시간이 더 큰 영향을 끼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STM 기법을 이용하여 특정
온도에 따른 고장 데이터 학습으로 고장에 대한
Prediction 값을 나타낸 결과는 Fig. 3과 같다. 이를 통해
열화상 카메라의 고장 예지 및 고온에서의 내구성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에는 위 실험값을 바탕으로 화재
현장에서 열화상 카메라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단열재를 추가하는 등 여러 조건에서의 고장 예지
시스템을 추가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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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기반의 열화상 센서 보드 고장 분류
Machine Learning-Based Thermal Imaging Sensor Board Failur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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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열화상 카메라는 COVID-19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치이다. 또한 자율 주행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되는 센서로서, 향후 자동차에 탑재될 가능
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화상 카메라
의 주된 부품인 센서 보드에 대한 고장 유형을 조사하고,
결함 발생 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처리 작업을 수행한 이후,
여러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센서 보드의
고장을 분류하였다.

2. 고장 유형 및 실험
센서 보드의 주요 고장 원인은 Table 1의 FMEA를
통해 과전압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을
통해 센서 보드의 정격 전압인 5V와 저전압 3V, 그리고
과전압인 6V와 7V의 데이터를 얻었다. 정격 전압이 아닌
경우 전압 강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전압과 과전압의
데이터를 모두 획득하여 비교하였다. 획득한 데이터는
여러 가지의 차원 축소 기법을 적용해 학습에 적합한

Fig. 1 Result of t-SNE

모델을 선정하였고, 4개의 머신러닝 모델인 SVC(Support
Vector Machine), LR(Logistic Regression), DT(Decision
Tree), GNB(Gaussian NB) 기법을 이용하여 고장을 진단
하였다.
Table 1 FMEA Results of PCB
Type

Failure Mode

Cause of
Fault

Fuse

Fail to protect

High voltage/
temperature

2

3

2

12

Electrolytic Dose not filter High current/
capacitor
and store
temperature

4

2

4

32

3

4

48

Severity Occurrence Detection RPN

MOSFET

Fail to switch
and regulation

High voltage/
current/temp

4

Transformer

Dose not
reinforce

Manufacturing
defect and high
temperature

3

3

3

27

Fig. 2 Performance Metrics for Different Classifiers

3. 고장 분류 및 결론
여러 가지의 차원 축소 기법을 적용한 데이터를 4개의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한 결과, 각기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때 정확도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SVC는 87%,
Logistic Regression는 66%, Decision Tree는 97%, Gauss
ian NB는 75%를 표시하였으며, precision, recall 및 f1-s
core의 평균값도 Decision Tree가 가장 높게 산출되어
Decision Tree 모델이 가장 적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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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을 이용한 이미지 센서의 고장 예지
Failure Prediction of Image Sensor Using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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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함께 차량 내 카메라
모듈 수가 확대되며 활용 기술이 다양해지고 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여러 가지 노출 환경으
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고장이 발생하며, 높은 신뢰성
을 요구한다. 그중 카메라 모듈에서 주변 환경을 영상
으로 출력하는 이미지 센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카메라에 대해
FMEA를 수행하여 가장 치명적인 이미지 센서의 고장
유형을 조사하고, 실험을 통해 데이터 추출 및 머신러
닝을 적용하여 이미지 센서의 고장을 진단하였다.

Fig. 1 Failure Prognostics data collection system conceptual
diagram

2. 고장모드 분석 및 실험
카메라에 대한 FMEA를 적용하여 기능별 잠재적 결
함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주요 고장 원인인 열에 의한 이미지 센서 손상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시스템 구성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블랙박스를 온도
챔버에 다양한 온도로 노출시켜 얻은 데이터 세트를
확보하여 육안으로 정상(H), 화질감소(F1), 불량(F2)을
구분하였다. 상태 데이터의 화질 불량과 정상을 분류하
고, 단순 프레임을 분류하는 것을 넘어 분류된 사진들의
연속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CNN 기반의 VGG16 알고리
즘을 이용하여 고장분류 머신러닝을 진행하였다.
Table 1 FMEA worksheet for Image Sensor
Potential causes of failure modes
Faulty connection of elements of the measuring
and optical systems sensitive to external factors
Incorrect location of elements relative to the
measuring system
Large vibrations of the mechanical system due
to faulty construction
Inappropriate use of vibration damping
elements
Insufficient protection against high
temperatures
Poor protection against pollution, oil emulsions,
dust
Inappropriate use of protection screens

Occurrence Severity Detection RPN
2

7

2

28

2

8

2

32

6

8

3

144

9

7

2

126

8

6

3

164

8

6

3

164

8

6

3

164

Fig. 2 Training results using CNN

3. 결과 및 고찰
이미지 센서의 고장 유형 및 영향을 FMEA를 통해
분석하였고, 블랙박스를 온도챔버에 다양한 온도로
노출시켜 화질이 불량한 데이터 세트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CNN 기반의 VGG16 알고
리즘을 적용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Epoch가
증가할수록 Loss가 감소하고 Accuracy가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97.7% Accuracy와 89.6%
Validation_Accuracy의 분류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미지 센서의 고장진단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고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고장
예지 시스템을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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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 LM 가이드의 마찰 신호 수집 및 평가
Aquisition and Evaluation of Friction Signal from Roller LM Gu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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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높은 강성과 위치 결정도를 가지는 LM 가이드는
반도체, 공작기계, 의료장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롤러 LM 가이드는 볼
베어링 타입보다 레일과의 접촉 비율이 커 더 큰 하중
을 견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M 가이드가 운동할
때, 레일과 베어링에 의해 구름 저항이 발생하고, 이는
공작기계의 성능, 위치정확도, 수명, 내구성에 직접적
인 영향을 준다. 또한, LM 가이드의 마찰 신호를 분석
해 LM 가이드의 품질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롤러 LM 가이드의 조립 상태 평가 및 고장진단
에 적용하기 위한 구름 저항 측정을 위한 실험장비를
구성하였다.

2. 제목
롤러 LM 가이드의 구름 저항에 의한 마찰 신호를
통해 품질 평가를 하기 위해 블록의 이송 속도, 레일의
윤활 상태, LM 가이드의 종류 조건 등을 변화시킨
마찰 저항 데이터를 수집하여 Stribeck 곡선을 활용할
수 있다. 롤러 LM 가이드에서 발생한 마찰 신호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기구학적으로 평행한 이송
기구들의 연결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이송 스테이지
와 롤러 LM 가이드의 연결 부분에 볼 조인트를 체결하
였다. 볼 조인트를 체결함으로써 이송 스테이지와 LM
레일이 평행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멘트
를 상쇄시켰다. 또한, LM 블록의 이송 방향에 따른
마찰력 신호를 측정할 수 있도록 힘 센서를 롤러 LM
가이드와 볼 조인트에 체결하였다. 마지막으로, LM
블록의 레일 상의 정확한 위치를 통한 마찰 신호 파악
을 위해서 리니어 엔코더를 이송부에 장착시켰다. 전
압 입력 모듈로 힘 센서의 마찰 신호를 수집하고, 카운
터 입력 모듈로 리니어 엔코더의 신호를 수집하여 두
신호를 LabView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동기화하였
다.

Fig. 1 Measurement Device of Friction Signal from Rolling
Resistance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직선 이송 스테이지, 힘 센서, 리니어
엔코더를 이용하여 마찰 신호와 위치 카운터를 동기
화하여 롤러 LM 가이드의 구름 저항에 의한 마찰 특성
을 측정하였다. 제작된 실험 장비를 통해 윤활 조건과
이송 속도에 따른 마찰 특성을 확인하였고, LM 가이드
의 구름저항 신호를 이용하여 LM 가이드의 품질을
평가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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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2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
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한
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21-0-01577, No. P001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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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ink를 이용한 트랙터 작업기 수평 제어 알고리즘
*

Tractor Horizontal Control Algorithm Using Simulink

장예림1, 박세준1, 이다연1, 이종원1, 유찬희1, 이현우1, #이충호1

*

Y. R. Jang1, S. J. Park1, D. Y. Lee1, J. W. Lee1, C. H. Yoo1, H. W. Lee1,
#
C. H. Lee(leech@jj.ac.kr)1
1

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Key words : Double Action Cylinder, Counterbalance Valve, Simulink, Horizontal Control

1. 서 론
국내는 구릉지에 위치한 경사도의 밭과 매년 농사
로 평탄도가 고르지 못한 농지가 많다. 로타리 작업기
는 트랙터 후방에 장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 중인
트랙터 경사 각도에 따라 기울어진다. 경운 작업한
농지의 평탄도가 불규칙하여 추가 작업을 수행할 때
영농비용이 증가한다. 본 연구는 경사 농지에서 작업
중인 트랙터가 기울어도 후방에 장착한 작업기는 자
동으로 경사각을 측정하여 항상 수평을 유지시키는
수평 제어 장치의 알고리즘을 개발을 수행하였다.

2. Matlab Simulink 수평 제어 회로 설계
수평 제어 장치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Matlab
Simulink를 활용하였다. 개발하려고 하는 수평 제어
장치는 복동 실린더, 4-Way 3 Port Valve를 사용한다.
Fig. 1과 같이 복동 실린더의 사양은 Stroke 길이
150mm, 사용 압력 200bar로 설정하였다. 또한, 방향
밸브가 중립 위치에 있는 동안 로드를 제자리에 고정
하고 실린더 확장의 제어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Counterbalance Valve를 사용하였다. 유압 오일은 ISO
VG 32, 최고온도 60 로 설정하였다. 유압의 압력 강
하와 밸브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 Pressure Relief
Valve를 사용하였다. Fig. 1의 회로도를 참고하면 설계
되어 있는 Damper, Pump, Motion Sensor 등은 실린더가
움직일 때의 필요한 장치와 수평 제어할 때 필요한
센서 등을 나타낸 것이다.

(L)

(P)

Fig. 2 Simulation Result of Pressure from Counterbalance
Valve (x: time, y: pressure)

3. 결 론
Matlab Simulink를 활용하여 수평 제어 회로 시스템
을 20초 주기 동안 수행하도록 한 결과, 피스톤 로드는
약 0.27m의 거리만큼 직선 운동을 한다. Fig. 2와 같이
Counterbalance Valve의 L Prot는 로드가 직선 운동할
때 압력을 나타내어 상승한 후 하강하고, P Port는 배압
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Recurdyn을 활용하여 트랙터에
부착되어 있는 3점 히치를 모델링 한 후 Matlab
Simulink와 연동시켜 제어 및 거동 시뮬레이션할 예정
이다. 시뮬레이션 입·출력값과 수평 제어 회로를
Co-Simulation 하여 제어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실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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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스캐닝 기술을 이용한 제초로봇용 Blade 형상 분석
An analysis of the shape for weeding robot blade using 3D scanning techn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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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차원 스캐너는 설계 도면이 없는 경우, 스캐너를
이용하여 메시 데이터를 생성한다. Geomagic Design
X를 활용해 역설계를 진행하면 STP파일을 생성하여
설계도면 작성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Shining 3D
의 Ein Scan Pro 스캐너를 사용하여 제초로봇용 Blade
를 스캔하였다. 역설계를 진행하고 Solidworks를 이용
하여 벤치마킹 제품과 날의 형상을 비교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역설계를 진행하기 전, Shining 3D에서 제공하는 프로
그램과 Ein Scan Pro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캐닝을 진행
하였다. 스캐너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Fig. 1과 같이
Ein Scan Pro의 보정판을 사용하여 정확도, 화이트밸런
스 등을 보정한 후 Ein Scan에서 제공하는 턴테이블을
활용하여 스캔을 진행하였다. 제초로봇용 Blade의 경우
빛 반사가 심하여 스캔 도료를 도포한 후 고정 스캔을
진행하였으며 씩 8번 촬영하여 메시 데이터를 생성
하였다. 스캐닝을 완료한 후 역설계를 수행하며 바디
편차를 연속적으로 확인하였다. Blade의 형상을 수정하
며 스캔 데이터와 역설계 솔리드 바디의 오차를 줄어들
게 하였다. 역설계 결과물인 Blade를 대상으로
Solidworks를 이용하여 Blade의 구배, 길이 등을 측정하
였다. 측정대상 Blade는 벤치마킹 대상인 Italy 제품과
국내산 (웅진기계)의 형상 비교를 수행하였다.

Fig. 2 Rotavator of weeding robot blade area separation
Table 1 Table of the blade length and gradient
Domestically produced Italy produced
Base length (mm)

200.19

238.07

Two-hole distance (mm)

58.23

57.79

Height (A) (mm)

78.92

73.37

Height (B) (mm)

78.42

77.43

Height (C) (mm)

78.55

71.65

3. 결론
Solidworks를 활용하여 Blade의 구역을 A, B, C로 나눈
후 Blade의 구배, 길이 등을 측정한 결과, 국산 날의
경우 A, B, C의 높이는 78.92mm, 78.42mm, 78.55mm로
도출되었다. 수입 날의 경우 A, B, C의 높이는 73.37mm,
77.43mm, 71.65mm로 산출되어 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구배 곡선을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 국산 날과 수입
날의 길이를 분석한 결과, 국산 날의 경우 높이가 일정한
반면 Italy 수입산 날의 경우 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도출되었다. 향후 더 많은 제초날에 대해 동적 거동
해석을 수행하여 날의 구배 형상에 따른 작업부하와
제초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국산 날과 수입품의 성능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후기

Fig. 1 The scanner correction process. (left), confirmation of
body devi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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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쇄기 챔버 형상에 따른 성능 분석
Performance Analysis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 Food Grinder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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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는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로 관련 식품 산업계에서는 기존의 식품 가공 분
쇄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이 꾸준
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olidworks Flow
Simulation을 활용하여 분쇄기 챔버의 형상을 두 모델
에 대해 분쇄 성능을 해석하였다.

Table. 1 Results of the P, T, V according to the chamber shapes
Type

Chamber
shape

Maximum
pressure
(P, Pa)

Maximum
temperature
(T, ℃)

Maximum
velocity
(V, m/s)

A

front

12.64

13.29

209.160

B

bottom

15.79

17.78

264.896

2. 연구방법
분쇄기는 챔버의 길이가 짧고 방출되는 부분이 하단
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Solidworks를 활용하여
기존의 직선형 방출구에서 챔버의 길이를 짧게 수정한
후, 방출구가 하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모델링 하였다.
방출구의 최적 형상을 도출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직선
형인 방출구(기존 챔버 형상)와 하단 방출구 두 모델로
선정하였다. 축을 기준으로 임펠러 회전영역을 설정하
여 임펠러만 회전할 수 있도록 한 후, 분쇄기의 다른
부품들은 고정하였다. 작동 유체는 개발 목표 식품인
대두로 설정하였다. 정확한 해석이 진행되도록 주입구
는 와류가 흘러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전압으로 설정
하고, 비교 대상인 두 모델의 방출구는 연구목표인
60kg/h을 입력하였다. 유체가 분쇄기 내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사체적을 형성하였고 주요 부품의 재질은
SUS304를 사용하였다. 최적의 방출구 형상을 도출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2 The results of temp. A and B model

3. 결과
두 모델에 대해 유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Fig.
2와 같이 분쇄 시 B model 챔버 내부의 온도가 A model보
다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A model은 회전부 주변에서
온도가 높아지다가 방출부에서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챔버 형상에 따라 최대 압력, 온도, 속도에
대해 비교한 결과를 Table. 1으로 나타냈다. 아래 방향으
로 출구를 가진 B model 챔버의 길이가 짧아 속도, 온도,
압력이 A model보다 높은 결과로 도출되었다. 속도가
빠르더라도 온도와 압력이 높으므로 식품 소재가 변질
될 가능성이 높아져 A model이 비교적 최적의 챔버 형상
으로 사료된다. 향후 두 수준 이외에 다양한 챔버 형상들
을 참고하여 비교 분석하면 기류식 분쇄기의 최적화된
동작 메커니즘의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기

Fig. 1 Front outlet(left, A type) and bottom outlet(right, B
type)

본 논문은 2021년 전라북도 혁신성장 R&D⁺사업
(RA2021-01-C1-04)과 2022년도 전북 TP 지능형기계부
품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지원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
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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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요소 해석을 이용한 다이 본딩 방법의 변화에 따른 Power MOSFET
열 저항 산출
Calculation of Power MOSFET thermal Resistance according to Changes in
Die Bonding Method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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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력반도체는 동작 중에 열을 방춣한다. 전력반도체
의 최고 온도를 제한할 때 열저항 정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1]. 본 연구에서는 Die Binding Attatch 방법
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패키지의 열저항값을 도출하
였다.

2. 상세설계 및 제작과정
열 저항 산출을 위하여 3D CAD 모델을 제작하였다.
10V에 해당하는 패키지의 열 저항값을 디지털 트윈
모델을 통하여 계산한다. 칩의 각 전압에 따른 칩의
Maximum Temperature와 Heat Flux를 구하여 열 저항
을 산출하였다.

Fig. 3 SnPb Totak Heat Flux (좌), AuSn Totak Heat Flux (우)

Fig. 1은 3D CAD Modeling을 Table 1은 각 파트별로
사용된 물성을 나타낸다. Fig. 2에 Die Bonding 종류에
따른 형상을 나타내었다. 왼쪽은 SnPb이고 오른쪽은
AuSn 방식이다.

3. 결과
Drain과 접합되는 Wire에서 Maximun Temperature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SnPb 방식의 Die Bonding 방법
의 열저항 값은 1.26×10-6이고 AuSn 방식의 Die
Bonding 방법의 열 저항 값은, 1.09×10-6으로 AuSn 방
식이 열저항 값이 더 낮아서 SnPb 방식에 비하여 열특
성이 더욱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1 3D CAD Modeling

Fig. 2 Die Bonding Attatch (좌 ) SnPb (우) AuSn
Table 1 Machanical Property
Component

Materials

Electronic Resistance
[ ohm-cm]

Thermal
Conductivity
[W/m·K]

Lead frame

Cu

1.7 ×10-6

398

AuSn

20.7×10-6

58

SnPb

15

50

Si

0.01

Die attatch
Chip(die)
Wire

Al

EMC

EMC

124
14

1.00×10

5.6 ×1016

46
3.60

Fig.4 Thermal Resistance

Reference
1. S. Y. Lee et al.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Drawing of maximum allowable current
curve based on transient thermal impedance information
of the power semiconductor” pp. 366 36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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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요소 해석을 이용한
Power MOSFET 패키지 종류에 따른 반도체의 열 저항 산출

Calculation of Thermal Resistance of Semiconductors according to Type of
Power MOSFET package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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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력 반도체의 패키지 모듈에 대한 신뢰성 설계는
중요하다. 패키지에서 발생된 열은 응력을 발생시키
고 열화시킨다. 본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각각의 반도
체의 패키지에 따른 열특성 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D-Pack Package와 PSOP Package의 열저항 산출 디지
털 모델을 구축하고 해석하였다.

Fig. 2 Maximum Temperature

2. 상세설계 및 제작과정
유한 요소 해석을 이용한 패키지 종류에 따른 열특
성을 산출하기 위하여 ANSYS 2020 R2를 사용하였다.
시판 되는 D-Pack Package와 PSOP Package를 분석하
여 3D CAD Modeling을 설계하였다. 유한 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각 패키지의 열특성을 비교하였다.

Fig. 3 Heat Flux

Fig. 4 Thermal Resistance

3. 결과
Fig. 1 3D Modeling D-Pack Package (좌), PSOP Package (우)
Table 1 Mechanical Property
Component

Materials

Electronic
Resistance
[ ohm-cm]

Thermal
Conductivity
[W/m·K]

Lead frame

Cu

1.7 ×10-6

398

AuSn

20.7×10-6

58

Die attatch

SnPb

15

50

Chip(die)

Si

0.01

124

Wire

Al

1.00×1014

46

EMC

EMC

5.6 ×1016

3.60

패키지 종류에 따른 열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디지
털 트윈 모델 구축하고 열 저항을 산출하였다. D-Pack
Package의 열저항 값은 5.38이고 PSOP Package의 열저
항 값은 4.79로 나타났으며, PSOP Package 모델의 열
저항이 더 낮으므로 열 방출 능력이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1. K. H. Kim et al, Recent Overview on Power
Semiconductor Devices and Package Module
Technology, J. Microelectron. Packag. Soc., 26(3), pp
15-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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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레 기능이 포함된 다목적 접이식 유모차
Multipurpose Foldable Stroller with Car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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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모차는 외출 시 아이들과 이동하기 위한 육아용
품으로서, 소재와 기능에 따라서 판매 가격이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군이다. 하지만, 구
매 후 자녀의 성장에 따라 유모차의 사용 빈도가 줄어
들어 처리 문제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서, 유모차의 구조적 변화를 주어 아이를 태우는 용도
외에 짐을 적재할 수 있는 손수레기능과 손잡이에 브
레이크 기능을 추가하여 노인의 보행보조기구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유모차의 활용범
위를 넓혀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2. 개념 및 상세설명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모차는 Fig. 1과 같이 구성되
어있으며, SOLIDWORKS(Version)를 통해 설계하였
다. 유모차의 기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탈부착이 가능한
세 부분(이너시트, 안전바, 차광막)의 제거를 통해 손
수레 및 보행보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손수레 및 보행보조기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너시트의 프레임을 조인트를 이용해 변형이 가능하고
프레임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하단

Fig. 2 손수레 변형과정

부에 위치한 장바구니는 모서리에 설치된 고리를 이
용하여 이너시트 프레임에 연결되어 구현되도록 설계
하였다. 장바구니의 재질은 신축성과 내구성을 고려
하여 패브릭 소재를 선정하였고, 부피가 큰 유모차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접이식 기능을 적용하여 휴대성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이동성과 핸들링을 고
려해 저중심으로 설계하였으며 노인들도 안전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 부분에 브레이크를
설치해 안정성을 높였다.

3. 기대 효과
본 아이디어는 유모차의 사용기간 증가를 목적으로
구상되었으며, 유모차의 구조적 모듈화를 통해 손수
레 및 보행 보조기로서 활용 범위를 넓혀 다양한 연령
대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다목적 접이식 유모차는 유모
차의 기능 외에도 노인을 위한 보행 보조기 및 물건
적재가 가능한 손수레로도 이용 가능하며, 접이식 구
조로 휴대가 간편하다.
Fig. 1 유모차 상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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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을 이용한 3D Experiense 기반의 Poppy Robot 모션 제어
3D Experience-based Poppy Robot Motion Control using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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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Robot의 모델과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모
델을 구동할 수 있는 3D Experience 플랫폼을 연구를
진행하였다. Poppy Robot의 관절은 Dynamixel모터로
연결되어 있고, 이를 Python 언어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pypot 오픈소스를 통해 단순히 모터값을 조절
하여 모션을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이브
러리를 사용하거나 추가 장비를 이용하여 응용 모션
제어가 가능하다. 모션 제어를 위해 외부 프로그램을
활용한 미러링 모션 및 API를 이용한 실시간 모션 추적
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포피로봇 모션제어
Poppy Robot은 상체와 하체로 구분되며, 상체의 경우
오픈소스에서 모터들을 설정하고 그룹으로 만들어 놓
아 동작의 제어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였
고, 하체의 경우 상체의 코드를 응용하여 하체의 모터들
을 하나의 그룹으로 지정해 제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모터의 설정에는 모터 번호, 종류, 이름, 방향, 원점,
한계치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단순 모션 제어의 경우 모터의 종류, 각도, 토크, 동작
시간, 다음 동작과의 시간 차이, 온도에 따른 제어 등이
가능하고, 현재 로봇의 모터값을 알 수 있는 코드를
이용해 원하는 움직임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Pypot 오픈소스에는 단순 모션제어 뿐 아니라 이를

Fig. 12 Openpose 적용의 관절 추적의 모션 이미지와 이를
적용한 코드 이미지

활용하여 만든 다양한 예시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쪽 팔을 움직였을 때 다른 팔이
똑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미러링 프로그램이나, 움직임
을 기록하고 기록된 움직임을 그대로 재생하는 레코드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프로세싱에 이용되는 라이브러
리인 OpenCV를 이용한 모션 트래킹 프로그램 등이 있
어 이를 활용하여 모션을 제어할 수 있다.

3. 결론 및 계획
Pypot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Poppy Robot의 단순 모션
뿐만아니라, 팔, 다리 부분의 모션 미러링 및 OpenCV라
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사진 속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하
여 포피로봇이 해당 모션을 따라 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자 한다.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 카메라를 이용한 실시간
동작 제어를 구현하거나 게임개발 엔진인 Unity를 활용
하여 가상공간에 포피로봇을 구현하고 실제 로봇과
Unity에 구현된 포피로봇을 연동하여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 계획이다.

후기

Fig. 1 포피로봇의 관절 구동부의 모더구성과 라벨링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NRF-2019RIA5A80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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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 기초 연구를 위한 3축 로봇 3D 프린팅

3-axis robotic 3D printing for digital twin bas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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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메타버스는 최근 가장 대두되고 있는 주제이다. 실
제 로봇을 설계하여 3D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함으로
서 가상의 공간에 있는 로봇을 실제로 제작할 수 있다.
또한, 가상의 로봇을 제어함으로서 실제 로봇을 제어
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로 가상공간의 로봇
을 출력하여 실제 로봇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2. 로봇 설계
장치의 구성으로는 로봇을 지지하고 모터가 들어가
는 베이스, 베이스를 덮고 로봇팔을 부착하는 로봇의
덮개, 로봇팔, 집게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 집게, 지지
대로 구성하였다. 기어의 톱니는 집게가 벌어지는 각
도를 조절하기 위해 180°까지만 설계하였고, 덮개와
로봇팔의 움푹 패인 부분은 모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로봇팔의 내부에는 모터의 배선이 지
나갈 수 있도록 원통형 구멍을 설계하였다.

베이스의 원통형 내부에 모터를 삽입한 후 덮개를
덮어 결합한 후 덮개와 로봇팔 사이, 로봇팔과 로봇팔
사이에 모터를 결합한다. 결합된 로봇팔의 끝단에 기
어를 결합하고 기어에 집게를 연결한 후 각각의 집게
의 중단에 지지대를 연결한다.

3. 제작과정
CATIA V5를 이용하여 생성된 STL 파일을 CURA를
이용하여 G-code 파일로 변환 후 FLSUN Q5를 이용하
여 3D 프린팅을 진행하였다. 이후 출력물의 접촉면을
매끄럽게 하여 가공상태에 의한 기기의 결함을 줄이기
위해 사포를 이용하여 후처리를 진행한 후 적절한 형
태로 조립하였다.

Fig. 2 (a) Delta 3D printer(FLSUN-Q5), (b) 3-axis robot
modeling

Fig. 1 (a) Robot part modeling, (b) MG996R Servo, (c)
SG90 Micro servo

Fig. 3 Robot part 3D printing process

4. 결론 및 향후계획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실제 로봇
을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로봇 각각의 관절 사이 모터를 삽입하고, 모터와
부품이 호환될 수 있도록 부품들을 구성하였다.
CURA를 이용하여 G-CODE 형태로 변환하여 프린
팅을 진행 후 사포를 이용한 후처리를 진행하였다.
조립된 로봇의 동작을 검토하여 배선 , 모터, 가공
상태에 의한 로봇의 결함이 생기지 않았음을 확인
하였다.
3D프린터를 통한 출력물의 구동 시험을 통해 추후
아두이노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무선 제어, 디지털
트윈에 있어서 선행 연구로써 사용될 수 있다.

후기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9R1A5A80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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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 구조를 포함한 3D 프린팅 알약 제조 및 붕해 실험

Manufacture of 3D Printed Tablets With Lattice Structures And Disintegrat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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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약품 사용빈도 조사에 따르면 알약 형태의 정제가
46%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그러나 알약은
잘못 삼키면 기도를 막아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알약이 체내에
서 빠르게 용해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알약의 형태는
겉표면이 막혀있는 닫힌 구조라서 용액과 만나는 표면
적이 작아 빠르게 용해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알약에 격자 구조를 삽입하여 용액과 만나는 표면적
을 구조적으로 넓혔다.
본 연구에서는 3D프린터로 제작한 얄약에 격자 구조
를 삽입하여 격자 구조에 따른 알약에 붕해 속도를 연구
해보고자 한다.

2. 다공성 정제약 설계 및 제작
격자 구조에 따른 알약에 붕해 속도를 측정하는 실
험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각 알약의 질량, 부피, 격자의
두께를 통일시켜서 설계를 하였다. 격자의 종류는
TPMS 구조의 Gyroid, 3D 격자 구조의 Body centered
cubic, Diamond, Face centered cubic foam, Monolith 구
조의 Triangle, Hexagonal, Square 등 총 7가지이다.
수용성 성질의 PVA필라멘트로 제작을 하였으며 실
험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 서포트 없이 제작이 가능
하게 모델링을 하였다.

Fig. 2 Graph of specific surface area and mass loss rate
by structure

3. 붕해실험
37℃ 정수 400ml를 비커에 부어 2시간동안 교반
기능이 있는 핫플레이트에서 붕해 실험을 진행하였
다. 붕해 실험이 끝난 후 알약이 흡수한 수분을 증발시
키기 위해서 80℃ 오븐에 1시간 동안 건조를 시키고
알약의 질량을 측정하였다. 붕해 실험 이전 질량과
붕해 실험 이후 질량을 비교하여 질량손실율을 구하
였다. 실험 결과 비표면적과 질량 손실율은 반비레에
가까운 경향이 나타났다.

4. 결론 및 향후계획
표면적과 녹는 속도가 비례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실험 결과는 반비례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3D lattic 및 TPMS 구조는 상대적으로 격자 사이에
공간이 작아서 용액이 침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서 용액이 쉽게 침투 할 수 있도록 겉표면을
없앤 알약을 제작하여 붕해속도를 비교할 예정이다.

후기

Fig. 1 Triangle lattice 3D modeling & 3D printed tablet

이 성과는 2022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
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R1C1C1003966)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자급자족 홈스마트팜
Home Smart Farm Worked Photovoltaic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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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곡물자급률 하락, 농가소득 정체, 한반도 기후변화 심
화 등의 어려움으로 식량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스마트 농업 기술인 스마트팜 등이 있다.
특히 가정용 스마트팜은 ICT기술을 접목한 농업방
식으로 생육환경(채광, 습도, 온도와 수분 및 양분 조
절)이 인공적으로 제공되어 손쉽게 작물재배가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인해 전력수급을 위한 전
기세, 공간상의 제약, 작동시 소음 등으로 상용화된
제품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4차
산업혁명에 주요규제인 저탄소 그린뉴딜정책에 부합
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을 사용하여 전력소모도
최소화 할 수있는 자급자족 가정용 스마트팜을 고안
하였다.

2. 이론적 작동방식
먼저 이 장치는 낮 동안 태양광 패널을 통해 얻은
전기를 배터리에 축전하고 인버터를 통해 직류(DC)전
기를 교류(AC)전기로 바꿔 환기팬, 물펌프, 각종 센서
들을 작동시킨다. 또한 밤에는 LED등을 켜 24시간
식물의 성장을 돕는다.
장치는 전력공급부, 센서제어부, 식물관리부로 나
누었다.

Fig. 2 Process of smart farm activation

전력공급부는 태양광 패널, 인버터, 배터리로 구성
되어 있다. 태양광패널(234)은 06시~17시 동안 태양으
로부터 전기를 생산해 배터리(628)에 축전하고 인버터
(113)를 거쳐 센서부와 식물관리부에 전기를 공급한
다.
센서부는 아두이노, 온습도센서, 토양수분센서로
구성된다. 센서부는 06시~17시 동안 축전된 전기로부
터 작동되며 온습도센서(096)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
고 토양수분센서(665)로 토양의 수분량을 측정하여
물펌프(828)를 가동한다. 물펌프는 쿨링, 습도유지, 물
공급을 한다.
식물관리부는 물펌프, 환기팬, LED 등으로 구성되
어있다. 물펌프(828)는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작동되
다. 환기팬(034)은 공기를 순환시켜 식물의 광합성을
돕는다. LED등(787)은 17시~06시 동안 켜지며 식물의
광합성을 돕는다.

3. 기대효과
최근 스마트팜 가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팜 가전은 24시간 가동하기 때문
에 매달 약 35만원의 전기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자급자족 가정용 스마트팜은 낮에는
태양광을 이용하고, 밤에는 배터리에 충전된 에너지를
사용하기에 매달 3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Fig. 1 Production of electric power

4. 결론
태양광에너지를 사용하는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탄소중립형 모델이다. 콘센트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기
에 누수에 의한 감전 등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뿐더
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
를 주는 생활가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후기
본 연구는 경상국립대학교 LINC+ 4U사업단 지
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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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용 UM(Umbrella Model)건조대 시스템 최적설계

Optimal Design of UM (Umbrella Model) Drying Rack System for
Single-person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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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최적
화 된 생활용품의 필요성 및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의식주를 기반으로 삶을 꾸려 나
가는데 그 중 의를 의미하는 옷은 모든 사람들이 입고
활동할 수밖에 없다. 사람마다 한, 두벌의 옷 이 아닌
수많은 옷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옷들을 세탁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에 따라 공간을 효율적으
로 사용하면서 많은 양의 빨래를 기존의 건조대에 비
교해 더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 는 건조대를 만들고자
한다. 이 건조대의 특징으로 는 날개 살부분을 우산처
럼 접을 수 있어서 건조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 공간
활용에 용이하고, 머리 부분에 모터를 장착하여 효율
적으로 건조 가능하다. 빨래를 건조시킬 때 우산형
건조대는 기존에 있는 건조대보다 더 많은 양의 빨래
를 건조시킬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있는 건조대는 비교
적 가벼운 수건이나 양말 등을 거는 것에 유용한 반면
우산형 건조대는 비교적 무거운 옷감들을 걸면서도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2. 개념 및 상세설계
Fig. 1에서는 1인가구용 UM 건조대 시스템 구동용
구동기를 나타내며 건조대의 상부 부분은 우산형 구조
를 사용하고 하부부분의 지지대 부분과 연결된 부분은
관절구 조를 사용하여서 사용하지 않을 때 최소한의
공간 을 차지하는 식으로 설계하고 모터를 상부 부분에
탑재하여 건조의 효율성을 높였다. 모터의 무게와 제어
부의 위치를 고려하여 무게중심적으로 안정적인 구조
를 고려하였다. 일자로 한 번에 접을 수 있어서 건조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 공간활용에 용이하다. 기존에 존재하
는 건조대와는 달리 높이조절이 가능하다. 머리 부분에
모터를 장착하여 효율적인 건조가 가능하다. 기존 건조
대와 비교했을 때 우산 건조대는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Fig. 1 UM 건조대시스템 구동 부품 요소

3. 제작과정 및 시험
Fig. 2는 UM 건조대용 우산의 날개 살 부분의 사진이
다. 이 구조를 사용하여 건조대를 접고 필 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 예정이다. 또한 모터를 사용하여
건 조대 상부를 회전시켜 빨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건
조시킬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젖은 빨래의 무게를 잘
견디게 하기 위해 날개살은 용이한 소재에 유선형 구조
를 채택하였다. 조정해야 할 부분은 빨래를 널고 나서
상부를 회전시킨 후 무게중심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빨래의 건조 속도가 기존의 건조대보다 빠르게 건조가
되는지 확인하며 조정해야 한다.
Fig. 3에서는 UM건조대 전체 시스템의 최적화된
세부도면을 나타내고 있다.

Fig. 2

UM 건조대용 우산의 날개 구조도

Fig. 3 UM 건조대시스템의 최적화된 구조도

3. 결론
1인 가구용 UM건조대 장치 개발로 생활에 편리성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건조대에 우산형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사용하지 않을 때는 최소한의 공간을 차
지하고 빨래를 말릴 때는 우산처럼 넓게 펼쳐서 사용하
면 한 번에 많은 양의 빨래를 건조시킬 수 있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후기
본 과제는 조선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
학 육성사업단의 캡스톤디자인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
제이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
아 수행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의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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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셀을 이용한 전동 킥보드 탑승 안전장치 최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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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기 어려운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세계적으로
대중화가 되면서 킥보드 이용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
했다. 전동 킥보드 수요가 급격하게 늘자 사고도 자연
스레 급증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례
는 한달 평균 60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킥보드
사고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안전수칙
불이행’이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중 한 대의
킥보드에 2명이상이 탑승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보인
다. 킥보드는 2인이상 탑승 금지지만 그를 막을 수
있는 건 현재 없다. 그래서 2명 이상이 킥보드를 탈
수 없는 전동 킥보드 탑승 제어기를 만들고자 한다.

하중을 가하면 총 4군데에 하중이 가해지는데 이것을
로드셀로 감지해야 한다.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킥보
드를 제어하면 된다.

2. 개념 및 상세설계
Fig. 1에서는 전동킥보드 발판 하중 시스템 구성
위한 하중계의 사진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2에서는
제작 위한 전동킥보드 3D모델링을 나타낸 것으로 전동
킥보드 발판 부분 네 곳에 로드셀을 부착한다. 킥보드
발판에 하중 감지 센서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하중
을 받는 곳의 위치를 정확히 추정하고 그에 따라 탑승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킥보드의 가속 키를 눌렀을 때 하중
감지 센서가 하중을 감지하고 하중 받는 곳을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하중을 받는 위치를 알아낸 후
하중을 받는 곳이 2곳을 초과하면 경고 알림음이 울리면
서 킥보드화면에 ‘탑승금지’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킥보
드의 가속키를 제한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Fig. 1 전동킥보드 발판 하중 탐지 부품 요소

3. 제작과정 및 시험
로드셀 시스템은 정확한 중량 판독에 있어 필수이고
정밀하고 높은 내구성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다. 발판부
분에 로드셀을 부착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하중을 감지
할 수 있다. 다만 로드셀의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어 개수는 최대한 조정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이 발판에

Fig. 2 로드셀 부착 전동킥보드 3D Model

4. 결론
킥보드 사고 발생 수가 저하될 것이고 2인 이상 탑승
이 100% 제한 가능하다. 전국 공유형 킥보드에 설치하
고 킥보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탑승 장치에 활용가능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후기
본 과제는 조선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
학 육성사업단의 캡스톤디자인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
제이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
아 수행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의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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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층간 소음 알리미 시스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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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에서 층간소음으로 아주 많은 사회갈등이
야기되고있다. 건축물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웃간
의 배려가 없는 것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아두이노와
진동감지센서를 이용한 층간소음 알리미를 통해 집안
의 사람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층간소음 알리미를
제안하고자 한다

2. 개념 및 상세설계
스마트한 설계를 위해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설계를
진행 할 것이다. 아두이노에 진동감지센서를 주거 공간
바닥과 벽이 맞닿아있는 곳이나 내력벽 최하단에 진동
감지센서를 설치해 일정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아두
이노에 연결된 lcd패널에 층간소음이 발생을 알려줄
수 있게 설치한다. 그리하여 lcd패널에 표시가 될 때
마다 자신이 이웃에 피해가 갈정도의 소음을 발생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

Fig. 1 스마트층간소음알리미 2D 도면

3. 제작과정
Fig. 1에서는 스마트 층간소음알리미 시스템 제작
위한 2D도면을 나타내고, Fig. 2에서는 전체시스템의
3D 도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제품을 제작하기전 3D
모델링을 이용해서 설계한다. lcd패널은 집 월패드 근처
에 설치한다.

Fig. 2 스마트층간소음알리미 3D 도면

4. 결론
층간소음 알리미를 제작 후 층간소음 진동의 기준점
을 아래 그림과 같이 하여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 센서의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여 정상작동하게 만듭니다.

후기
본 과제는 조선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
학 육성사업단의 캡스톤디자인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
제이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
아 수행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
의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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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 건조기를 이용한 건조 옷걸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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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서 1인가구, 및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아지
면서 4인가구 단위로 사용하는 전자기구보다 1인가구
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당연히 1인가구 에서
는 가정용 건조기, 스타일러 등을 사용하기에는 비용
상 무리가 따를 뿐더러 주거 내에 비치할 공간도 부족
할 따름이다. 최근 코인세탁방 등이 많이 생겨나면서
불편함을 다소 해소시켰다고는 하나, 주기적으로 사
용하기에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 뿐더러 가끔은 의류
의 변형이나 손상을 야기하기도 한다. 위 사항들을
반영해 1인가구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조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

2. 개념 및 상세설계
그림 1에서처럼 일상가정에서 사용하는 드라이기
의 내부 구조는 전기의 힘으로 모터를 돌려 외부 공기
를 드라이기의 내부로 빨아들인다. 이 공기는 내부르
들어와 4번으로 표기된 니크롬선, 쉽게 말해 전기의
힘으로 발열하는 열선을 통과해 기존의 온도에서 가
열되어 다시 드라이기의 외부로 나오게 되면서 사용
자의 머리 및 대상들을 건조시킬수 있게 된다. 이 드라
이기의 원리를 생각하면 단순하게 드라이기의 몸통을
대신하여 옷걸이, 행거의 모습을 한 몸통을 제작하면
손쉽고 부피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비용을 절감한 건
조기구를 만들수 있지 않을까 착안하였다.

Fig. 2 시제품의 개략도 .

3. 제작과정 및 시험
그림 2는 헤어드라이기에 들어가는 흔한 모터와 열
선을 옷걸이 모양의 바디에 결합시킨 대략적인 개략
도이다. 물론 드라이기는 내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
어져 손쉽게 변형이 이루어 지지는 않지만 평균적인
헤어드라이기의 건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
해야 하는 만큼 우수한 내열성 플라스틱으로 이루어
진 바디의 설계가 필요할 것 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하는 모터의 발열과 그에 따른 소음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중 하나이다.

4. 결론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하는 드라이기에 응용되는 금
속 가변저항 히터의 원리를 옷걸이에 접목시켜 1인가
구, 및 자취생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조기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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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육성사업단의 캡스톤디자인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제이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
업의 연구결과입니다.
Fig. 1 아이디어 착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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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유모차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외부의 물체가 충돌하여 일어나는
사고, 예를 들어 자동차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보호자의 실수로 한눈을 팔거나 손을 놓
쳐 유모차가 경사진 곳에서 굴러가 벽이나 외부 물건
등에 충돌하는 사고로 나눌 수 있다. 두 요인의 공통점
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며 사람이 예방하지 못하면
2차적으로 기계나 물건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브레이크

(a) 웜기어 모터

(b) 적외선 센서

(c)아두이노

Fig. 2 브레이크 해제식 유모차 주요 핵심 부품

해제식 유모차를 제안개발 하고자 한다.

2. 개념 및 상세설계
Fig. 1에서는 브레이크 해제식 유모차 모델의 블록선
도로 평소 정지되어 있고 보호자가 손잡이를 잡을 경우
에 브레이크가 해제되는 식의 설계를 진행하였다. 손잡
이 부분에 인체 감지 PIR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아두이
노로 신호를 보내고 아두이노에서 웜기어 모터로 신호
를 보내는 식의 설계방식이다. 두 가지로 작동을 구분하
였다.
Ⅰ 센서감지O 모터스위치ON-모터구동, 브레이크 해제
Ⅱ 센서감지X 모터스위치OFF-모터구동X, 브레이크
작동
Fig. 2에서는 브레이크 해제식 유모차 주요 핵심
부품을 나타내며 Fig. 3에서는 전체 유모차 시스
템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Fig. 1 브레이크 해제식 유모차 블록선도

Fig. 3 브레이크 해제식 유모차 스케치 도면

3. 제작과정

주요 핵심 기술관련 부품으로 메인스위치, 적외선
센서, 모터구동스위치, 아두이노, 배터리, 웜기어 모터,
벨트로 주요 부분을 구분했으며, 손잡이 부분에서의
적외선센서를 이용한 입력신호를 통해 시스템이 작동
및 운전을 가능토록 설계하였다.또한 배터리를 통해
각 스위치를 작동시키며 웜기어 모터로 인해 평상시
운전 시에도 감속주행을 할 수 있다.

4. 결론
유모차 핸들을 파지하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유모차
로부터 50cm이상 벗어났을 경우 유모차는 자동으로
정차하며 50cm 미만으로 접근하거나 손잡이를 파지하
는 경우 브레이크가 해제되어 정상 작동한다. 웜기어
모터는 12v 모터로 사용하며 감속비는 유모차의 중량에
맞춰서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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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형 쉐이크통 설계 제작
Design and Manufacture of Scale-type Shake 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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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요즘 쉐이크 통을 많
이 이용할 것이다. 기존 쉐이크 통들은 눈금으로만
계량하도록 표시가 되어있어 정확한 계량에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을 생각하
게 되었다. 이 제품은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내부의
통이 있고 내부의 통을 감싸고 있는 외부의 통이 있다.
내부와 외부 통 사이에는 저울이 설치되어 있어 내부
의 통으로 들어오는 내용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
할 수 있어 저울을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다.
Fig. 2 저울형 쉐이크통의 제작 위한 3D Modeling

2. 개념 및 상세설계
내부의 통에 내용물이 들어왔을 때 내부와 외부 통
사이에 위치한 저울에서 무게를 측정하여 외부의 통
겉면에 위치한 LED계량판으로 측정된 무게가 표시된
다. Fig. 1과 Fig. 2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울형 쉐이크
통의 설계 및 제작 위한 2D도면과 3D모델링 등을 나타
내고 있으며 저울과 LED계량판이 위치한다.
내부는 저울과 맞닿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민감하
지 않고 내식성이 높고 내구성이 높은 소재로 하여야
하고 외부는 LED계량판과 외부 통 사이의 간격에 방
수 처리가 되어있고 내구성이 높아야 한다.

3. 제작과정 및 시험
자동전원꺼짐 기능으로 일정한 시간동안 사용이 없
을 경우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과 저전력 회로로 경제적
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상하였고 저울은 내부통의 온
도변화에 따른 물방울들이 생성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테
인리스로 구상하였다.

4. 결론
프로틴, 이유식 등 정량을 계량하여 마시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저울이 필요한데 저울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계량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 건 번거로운 일이
다. 내용물을 넣을 때 바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면
저울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사라지게 되고 대략적으로
눈금으로 계량하지 않고 정확한 계량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게 된다.

후기

Fig. 1 쉐이크통 설계 제작 위한 2D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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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편광필름은 빛의 특정한 방향만 통과시키는 얇은
필름이며 빛의 방향과 편광판의 방향이 일치하는 빛
은 통과하고 빛의 방향과 편광판의 방향이 서로 다르
면 빛이 차단되는 원리이다. 빛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편광필름은 주로 실생활에서 선글라스, 자동차 선팅
에 쓰인다. 그리고 편광필름은 디스플레이 분야에 많
이 활용되는데 최근 많이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는
LCD와 OLED가 있다.
하지만 편광기능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
품은 별로 없다. 따라서 가정용 창문에 편광필름을
부착해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면 블라인드(커튼)를 설
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Fig. 3 편광판이 나란할 때(3D)

2. 개념 및 상세설계
두 개의 편광필름을 나란히 창문 안쪽, 바깥쪽에 부착
한 후 창문 안쪽의 편광필름에 회전식 잠금장치와 같
은 장치를 연결시킨다. Fig. 1과 같이 편광판의 방향이
나란하면 빛이 통과된다. 하지만 문의 회전식 잠금장
치와 같이 사람이 수동으로 잠금장치를 조작하면 안
쪽 창문의 편광필름이 90도 회전하면서 Fig. 2와 같이
빛이 차단된다.

Fig. 1 나란한 편광판을 지나면 통과하는 빛

Fig. 4 편광판이 나란할 때 (2D)

Fig. 5는 편광판의 방향이 서로 직각으로 놓인 모습
을 3D 모델링으로 나타낸 것이고 Fig. 6은 편광판의
방향이 서로 직각으로 놓인 모습을 2D 도면으로 나타
낸 것이다.

Fig. 2 서로 직각으로 놓인 편광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빛

3. 제작과정 및 시험
Fig. 3은 편광판의 방향이 나란한 모습을 3D 모델링
으로 나타낸 것이고 Fig. 4는 편광판의 방향이 나란한
모습을 2D 도면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 5 편광판이 직각일 때(3D)

Fig. 6 편광판이 서로 직각일 때(2D)

4. 결론
편광필름을 이용한 가정용 창문을 적용함으로써
블라인드(커튼)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가정용 외에도
학교, 회사, 자동차용 창문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후기
본 과제는 조선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
학 육성사업단의 캡스톤디자인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제이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
업의 연구결과입니다.

Proceedings of the KSMPE Spring Conference 2022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한 휴대용 다리미 시스템 최적 설계
Optimal Design of Portable Ironing System using Hair Dr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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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 제작과정 및 시험

요즘 시중에 외출 시 휴대가 가능한 스팀다리미기
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행
이나 출장 시 다리미기까지 챙겨서 다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헤어드라이기는
어딜 가든 구비돼있는 곳이 많고, 여행 시 챙겨서 다니
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리미기
를 챙기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드라이기에 탈부착 가
능한 이 커넥션 하나만 가방에 넣으면 간편히 기능을
누리는 게 시중 타 제품들과의 차별성이며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여 헤어드라이기에 커넥션을 부착
하여 다리미 기능으로 사용하는 이 제품을 만들고자
한다.

본격적인 제품 제작과정에 있어 우선 조정해야 할
부분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들을 알아보았다. 첫 번째로,
금속판 온도 상승 및 유지 부분은 열 전도성이 뛰어난
금속판을 스테인리스, 강철과 같은 재료로 선정하게
된다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연결 커넥터의
내열성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공이 쉽고 3D프린터와
레고 제작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 재료인 abs 소재를
대략 110도 이내로, 또한 고분자 유기화합물로 이루어
진 폴리마이드 소재를 대략 400도 이내로 설정하는 등
제작과정에서 조건에 알맞게 소재들을 잘 선정하게 된
다면 내열성 또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헤어드라이기 바람이 커넥션에 막혀 역류하는 현상은
선정 소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풍이 잘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2. 개념 및 상세설계
Fig. 1 에서는 바로 이 다리미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커넥션의 형상을 대략적으로 나타내어 보았다.
헤어드라이기의 열을 이용하여 결합된 금속판 바닥에
열을 전달하여 그 열로 옷을 다리는 게 목적이자 주된
개념이므로 바로 이 커넥션을 설계함에 적지 않은 고
려할 사항들이 요구되어 진다. 우선 크기는 대중적인
사용을 위해 시중에 나와 있는 드라이기에 가장 표준
형 크기에 잘 부합하도록 적당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제품을 설계함에 있어 대중적인 사용을 위해
보다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고려하였다.

Fig. 2 connection coupling

Fig. 3 Final 3D modeling when connecting hair dryer and
Fig. 1 connection metal plate bottom

connection

3. 결론
여행 및 출장 시 옷 구겨짐에 있어 따로 다리미가
없어도 간편히 이 제안 품 하나를 헤어드라이기에 결합
함으로써 손쉽게 잘 다려진 옷을 입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편리함이 강조되는 현 사회에
서 현대인의 만족감을 더욱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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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어린이의 경우 화재 및 지진과 같이 예고되지 않은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초기 대처가 미흡하여 목숨
을 잃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교육
기관 및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자립적
대처 능력 배양을 위해선 아직 부족한 현실이다.
자연재난 발생 시 대처 메커니즘의 1순위는 신체
기관의 보호이다. 소방관의 방염복과 같이 신체의 모
든 부분을 보호하면 가장 좋지만 어린이의 경우 착용
에 불편함이 존재하기도 하며 탈출 시 오히려 해가
될 우려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신체의 일부분만의 보
호 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장비들을
보관할 수 있는 직관적인 디자인을 가진 재난 대피용
적재함의 제작 및 대피 메커니즘의 설계를 연구목적
으로 삼았다.

Fig. 1 소방관 캐릭터

Fig. 2 헬맷 페이스가드

Fig. 3 마스크

Fig. 4 대피용 안내기기

2. 상세 설계
자연재난 발생시 대부분 소방서에서 담당한다. 그
렇기에 Fig. 1과 같이 소방관 캐릭터를 사용하여 재난
발생시 사용하는 장비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적재함의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이때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소방관의 헬멧이 적재함의 뚜껑이자 탈출
시 사용하는 Fig. 2와 같은 보호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페이스 가드가 함께 장착되어 적재함 내부에 들
어있는 Fig. 3인 마스크와 함께 안면부를 보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재난 대피 장비의 착용과 대피 및
이후 대피방법까지의 모든 상황을 Fig. 4의 안내기기
가 알려준다. 안내기기의 경우 녹음기능이 포함되어
탈출단계에 따라 보호자(엄마, 아빠)의 음성안내가 녹
음되고 이후 탈출 경로까지 보호자의 음성으로 안내
가능하기에 어린이가 탈출 중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또한 기기 자체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탈출중인 아이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재난 상황을 볼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있다. 안내기기의 경우 탈출
중 분실의 소지가 있기에 몸에 부착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하였다.

Fig. 5 어린이 재난대피장비 보관함 모델링

3. 결론
재난 대피용 장비 적재함의 경우 가정에 비치된 화
재 경보기와 함께 연동되어 동작할 수 있다. 다만 경보
기가 없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지진 경보를 인
지하지 못한 경우 어린이가 스스로 적재함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적재함의 경우 자동적으로
보호자에게 경보알림이 가도록 설정되어 있기에 어린
이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
우 중요하다.
향후 개선과제에는 아동의 탈출 시간을 줄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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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Electric Handcarts for Multiple Functions using Differential 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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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물건을 싣고 내리거나 운반할 때 사람이 되도록 적은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수레의 주된 목적이
라 할 수 있기에 위 2가지를 보완하는 수레의 개발이
연구 목표이다. 원활한 물건 상하역을 위해선 수레의
적재함이 사람의 높이만큼 올라와야 하며, 운반시 적재
함의 수평을 위해 리니어 모터(linear motor)를 사용하여
해결하였다. 또한 운반시 준수한 등판능력 및 원활한
회전을 위해 차동기어가 적용된 모터를 수레의 동력부
로 적용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리니어 모터: 일반 모터와 같이 회전 운동을 발생시키
는 것이 아닌 직선 구동력을 발생시켜 높이 조절과 같은
역할이 가능하다.
차동기어: 일반 모터와 달리 두 바퀴의 회전수를 달리
할 수 있어 회전에 유리하기에 동력부로 적용하였다.
리니어 모터를 통한 수레의 높이 조절
차동기어를 사용하여 원활한 운반 기능 추가

Fig. 1 Multiple functions of electric handcarts

Fig. 2 Dimension of differential gear

Fig. 3 Linear motor

3. 설계 방향성
우수한 기동성을 위한 2륜 형태 기존 4륜 형태 대비
우수 전방에 차동기어 장착하는 설계와 리니어모터로
높이조절이 가능하게 X자 리프트 형태로 안정적 승강
구조설계와 원활한 하역를 위한 무게중심 이동형 덤프
형 채택하여 고정 고리 장착으로 안정성 확보되는 바스
켓 회전시 안정적 형태 유지하기 위한 설계 방향을 설정
하였다.

4. 결론
차동기어를 사용하였기에 적은 힘으로도 수월한 방
향전환이 가능하고, 회전시 두 바퀴의 회전수 차이가
발생하기에 발생되는 타이어의 마모 및 진동으로 인한
수레 자체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얻었다.

Fig. 4 Design modeling of electric handcarts

또한 리니어 모터의 특성을 이용하여 바스켓의 높이
를 가변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허리를 굽히지 않고 작업
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바스켓의 수평을 상시 유지할
수 있었다. 추가로 바스켓의 형태를 일반 사각 통의
형태가 고정걸쇠가 달린 덤프트럭의 바스켓형태를 취
하였기에 물건 상하역시 기존 수레 대비 더 적은 힘으로
가능하도록 Fig. 4와 같이 설계하였다.
이후 개선과제에선 물건 적재량을 증가시키고 수레
자체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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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Eco-Mode of Electric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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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V 에코 주행 모드 개발
최근 전기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효율에 관한 기술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V의
가속 페달 조작 변화량이 많고 자주 일어날수록 크고
빈번한 전압 강하로 인해 배터리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모터에 과전류가 전달되기도 하여 모터의
수명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V 배터리 효율증가를 위해 가속
페달에서 컨트롤러로 가는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과도하게 전달되는 신호를 제어하고자 한다.

2. 개념 및 상세설계
Fig. 1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조작했을 때 바로
컨트롤러가 모터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Fig. 2은 가속페달과 컨트롤러 사이에 아두이노 보드
를 배치하여 아두이노에서 가속페달 출력값을 정제하
여 컨트롤러로 보내는 과정이다.
Fig. 3는 Fig. 2와 같이 시스템을 구축한 후 아두이노에
서 가속페달에 대한 출력값을 정제 후 컨트롤러에 전달
했을 때의 그래프이다. Fig. 3의 그래프는 가속페달을
급조작하여 출력되는 그래프에 비해 아두이노가 정제
하여 컨트롤러에 보내는 출력값은 비교적 완만한 그래
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EV control system

Fig. 3 Signal-Time graph

3. 제작과정 및 시험
먼저 Arduino를 이용하여 가속 페달의 각도 변화에
따라 전달되는 전압의 값을 도출하고 필요 이상의 전
압 강하 빈도수와 과도한 전압량을 파악한다. 전압
강하를 줄이고 일정한 전압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
였을 때 주행 시 생기는 문제에 관해 확인해보아야
하며 자작 전기 자동차에 직접 시험하여 최종적인 결
과값을 도출한다. 결과값을 바탕으로 가속 페달과 자
작 전기자동차의 컨트롤러 사이에 가변저항기와 프로
그래밍한 Arduino 5V UNO 기판을 장착하여 운전자가
손쉽게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4. 결론
현재 자작 전기 자동차에 직접 적용하여 실제 가속
페달에서 컨트롤러로 전달되는 전압의 값을 측정하고
있다. 앞으로 더 정확한 결과값을 얻기 위해 GPS 기반
속도계를 이용하여 주행 환경에 따른 적합한 차량의
속도와 모터의 RPM 값을 구할 필요가 있다. 구한 값을
바탕으로 신호를 제어하여 과전압 혹은 빈번한 전압
강하를 줄여야 한다.

후기

Fig. 2 Arduino control system

본 학술 대회 논문은 안동대학교 정규 교과과정인
“VIP 종합설계1”을 지원해주는 안동대학교 대학회계
지원비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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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구조 성장을 갖는 구리 및 철 금속 산화물 기반
고성능 흑연 슈퍼커패시터
Copper and Iron Metal Oxides with Nanostructure Growth based on Graphite
High-performance Supercapac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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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슈퍼커패시터는 빠른 충·방전 사이클, 긴 사이
클 수명, 효율적 비용과 우수한 특성으로 인해 유명한
에너지 저장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옥시 수산화
철(FeOOH)과 산화철 결정(Fe2O3, Fe3O4)은 높은 수
준의 이론적 용량과 저렴한 비용, 풍부한 전위로 인해
슈퍼커패시터와 배터리의 양극재로 연구되고 있다.
차세대 고에너지 슈퍼커패시터(SCs)는 고다공성 금속
산화물을 성공적으로 코팅하고, 전도성 탄소가 다른
탄소기질과 유사 용량성(pseudocapacitive) 물질의 결
합으로 이루어져 부드러운 성질을 가진다. 고에너지
전기 활성 재료 중 CuFe2O4 나노입자의 슈퍼커패시터
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실험 과정
철(II) 질산염 Fe(NO3)2·3H2O, 구리(II) 질산염 삼수
화물 Cu(NO3)2·6H2O, 인산나트륨 Na3PO4, 폴리비닐
리덴플루오라이드(PVDF), 카본블랙(CB), 메틸피롤
리돈이 실험에 사용되었고, 실험에 사용된 모든 화학
물질은 추가 정제 없이 사용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CuFe2O4 나노입자의 고성능 흑연 슈퍼커패시터의 전
극을 대상으로 전기화학적 성능을 평가하였다.
전류·전압 곡선 테스트 결과 5mVs-1에서 높은 성능
이 도출되었으며, 전극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충·
방전 실험을 하였을 때 81.3%의 슈퍼커패시터 성능을
유지하였다.

Fig. 1 Charge and Discharge curve of various densites CuFe2O4

4. 결론
CuFe2O4의 전극은 5mVs-1에서 높은 비정전용량과
81.3%의 용량을 보유한 용량 유지율을 도출함으로써
탁월한 사이클 특성을 입증하였다. 복합 재료는
CuFe2O4 결정 구조의 높은 결정도, 넓은 표면적 및 열적
안정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높은 촉매 특성과 자성
CuFe2O4 나노입자의 강력한 효과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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