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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형 트럭의 적재함 제조 공장의 경우 전 공정이 인력에 의존하는 강도 높은 제조 현장이다. 특히 적

재함의 양 측면 게이트 고정 작업의 경우 약 7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어 드릴링 및 조립 작업을 수

행한다. 또한 드릴링 작업은 작업자의 손목이 손상되는 사고를 빈번히 일으키고 있는 위험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을 작업자 2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 드릴링 머신을 개발하기위한 기구적 및 시스템 설계, 제어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1. 서론

최근의 제조 현장에서는 인건비의 절감 및 작업

강도의 완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동화 장비

의 도입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시도되고 있다.

대형 트럭의 적재함 제조 공장의 경우 전 공정이 인

력에 의존하는 강도 높은 제조 현장이다. 특히 적재

함의 양 측면 게이트 고정 작업의 경우 약 7명 정도

의 인력이 투입되어 드릴링 및 조립 작업을 수행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을 작업자

2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 드릴링 머신을 개

발하기위한 기구적 및 시스템 설계, 제어 방법에 대

해 소개한다.

트럭 적재함은 프레임 위에 골격으로 얹어지는

크로스실(Cross Sill), 크로스실 상부에 나열된 플로

어 보드(Floor Board), 플로어 보드의 형상을 고정시

키는 사이드 프레임(Side Frame), 사이드 프레임에

결합되는 게이트(Gate)로 구성된다. 그림. 1의 왼쪽

사진은 적재함 게이트와 플로어와의 결합을 위해 작

업자가 게이트를 플로어에 클램프를 사용해 고정하

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수직 하방향으로 늘어

뜨려진 막대가 힌지이다. 오른편의 사진은 힌지 부

착 작업이 완료된 적재함 게이트를 보여준다.

[그림 1] 적재함의 힌지된 게이트

 본 연구에서는 힌지의 수직위치 고정 및 힌지 홀

가공을 위한 자동 가공 장치를 개발한다. 그림. 2는

적재함 가공 순서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트럭적재

함 제작공정 중 게이트 & 몸체 조립 공정 수작업을

자동화 하고자 자동화 장비를 개발한 것이다. 게이

트 & 몸체 조립의 수작업 공정은 그림. 3에 보여준

다. 적재함 게이트를 플로어에 클램프로 고정하고

(그림. 1) 하방향으로 늘어뜨려진 힌지를 수작업으로

걷어 올리고 수직 위치를 마킹한 후 수동 드릴을 이

용하여 힌지홀을 통과하는 구멍을 게이트에 뚫는다.

힌지에 뚫어진 구멍의 수 대로 드릴링 작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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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형성되어진 구멍을 통하여 볼팅 함으로 힌지

를 게이트에 고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작업에 의

한 그림. 3의 과정(힌지 거치, 힌지 드릴링 위치 마

킹, 드릴링 작업, 볼팅작업)을 전용 장비를 사용하여

자동화 한다.

[그림 2] 적재함의 제조 공정

          (1) (2)

(3) (4)

[그림 3] 수작업 제조공정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동 드릴링 머신을

이용한 작업 순서를 보여준다. 장치의 제어 및 구동

을 위한 제어반은 장치에 탑재하고, 작업자가 따라

이동하며 안전을 요하는 부분은 수동으로 조작 보정

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4] 자동 드릴링 머신을 이용한 작업 순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동 드릴링 머신은 구동을 위

하여 AC 모터와 레일을 사용하였고, 작동을 위해

공압 실린더 및 볼스크류, L/M 가이드 등을 사용하

였다. 센싱을 위하여 비접촉 근접 센서를 사용하였

다. PL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동작을 제

어하였다.

2. 기구 및 구조 설계

2.1 구조 설계

구조 설계는 3차원 설계 소프트웨어인 CATIA V5

를 사용하였다. 그림. 5는 3차원 설계 도면을 보여준

다. 각각 정면도와 측면도를 보여준다.

[그림 5] 자동 드릴링 머신의 3차원 설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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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동부 설계

구동은 3상 220V용 모터를 사용하여 구동하도록

하였다.(1.5 마력) 축에 대한 동력 전달은 체인을 사

용하였고 구동축은 총 4개를 채용하여 공정상의 레

일에 중단된 부분을 지나는 경우도 원활히 지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3 다축드릴 작동부

다축 드릴은 드릴이 3개가 동시에 회전 할 수 있도

록 설계 하였다. 다축드릴은 220V 3상5kW의 용량

을 가지며, PLC에서 제어 하도록 설계 하였다. 전·

후진은 1차로 공압 실린더를 사용하고 실제 드릴링

작업에 필요한 추력은 볼스크류를 사용한 2차 전·후

진 공정에서 이루어 지도록 설계하였다.

2.4 상부 고정부

적재함의 게이트를 작업위치에 고정시키고 드릴 작

업에 따른 추력에 의한 반력을 생상하기 위하여 상

부에 클램프를 설치하여 위치가 결정되면 공압 실린

더를 조작하여 게이트를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

다. 클램프의 형상은 게이트의 뒤편 목재부분을 지

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5 힌지 고정부

힌지 고정부는 장치의 진행에 따라 힌지를 걷어 올

려 상승 위치까지 올려주는 암(Arm)과 실린더 구동

부로 이루어진다. 

3. 센싱 및 제어부 설계

제어부는 기계의 측면에 부착되어있고, PLC

유닛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6은 제어패널을 부

착한 기계의 모습과 제어 패널의 모습이다.

   

[그림 6]

3.1 제어 프로그램

본 개발의 센싱부는 레일의 시작점과 끝점에서

장치를 멈추기 위한 스토퍼, 힌지의 1차 감지를 위

한 비접촉 센서, 힌지의 회전 위치를 감지하는 2차

센서, 다축 드릴의 최종 전진, 최종 후진 위치를 감

지하기위한 비접촉 센서, 다축 드릴의 상하 이송 한

계를 감지하는 비접촉 센서 및 각 실린더의 전, 후

진 위치 파악 센서로 구성된다. 장치의 제어를 위한

제어 프로그램은 PLC로 작성하였다. 그림. 7은 힌지

간의 이송을 포함한 센싱 및 작동 제어의 세부 흐름

도를 보여준다.

[그림 7] 공정 과정의 흐름도

4. 결과 및 고찰

본 개발에서 제작한 장치는 적재함의 좌, 우에

대해 각각 1기 씩의 장치를 제작하여 현장 설치하였

다. 그림. 8은 현장 설치 형상을 보여준다. 본 개발

을 통한 가시적인 생산성 향상 및 작업 강도의 저하

효과는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다. 게이트 및 플로어

조립 작업에서 볼팅 작업을 제외한 투입 인원은 기

존의 5～6인에서 2인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고, 전체

적인 작업 시간은 볼팅을 포함하여 30～40 분의 소

요 시간에서 25～30분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그림 8] 설치된 페널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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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동드릴 머신의 개선점

구 분 기존 수작업
개발 장비

적용 후

작업 인원

(볼팅 제외)
5∼6 2

구멍 정밀도(mm) 11.2±0.8 11.2±0.3

작업시간 35∼40 분 25∼30 분

작업 강도 매우 높음 낮음

산재 발생 위험도 존재함 거의 없음

  본 기술 개발을 수행한 결과 힌지(구멍)간 작업

시간에 있어서 구멍 1개당 작업하는데 걸리는 cycle

time은 측정한 결과 모두 3분이내(반자동)작업이 완

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4개의 힌지를 작업하는데

총 1621초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힌지간 작업은 평균

115.8초로 약 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림. 9는 가공된 홀(hole)의 크기를 측정하여 평

가한 결과이다. 3회의 반복 작업을 통해 측정한 결

과 모두 11.0에서 11.3 mm의 범위 내에 결과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홀 위치에 따라 큰 편차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상측 홀의 경우 평균 11.19 mm, 중간

홀의 경우 평균 11.18 mm, 하부 홀의 경우 11.19

mm로 평균치가 거의 같은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

작업이 아닌 기계 장치로 고정된 상태로 가공하기

때문에 홀 크기의 편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시

사한다.

Hole size

10.4

10.6

10.8

11

11.2

11.4

11.6

11.8

12

힌지번호

m
m

상

중

하

상 11.3 11.1 11.1 11.2 11.2 11.3 11.2 11.3 11.2 11.2 11.1 11.2 11.2 11.1

중 11 11 11.1 11.3 11.2 11.3 11.2 11.2 11.3 11.2 11.1 11.1 11.3 11.2

하 11.1 11.1 11.2 11.2 11.3 11.2 11.2 11.2 11.3 11.2 11.2 11.1 11.2 1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그림 9] 홀 크기와 작업 홀의 관계

그림. 10은 위치 정밀도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각

힌지에서의 측정 작업을 통해 측정한 결과 모두

0.3mm 이내의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상측 홀의 경우 평균 0.16 mm, 중간홀의 경우

평균 0.18 mm, 하부 홀의 경우 평균 0.2 mm의 위

치 오차가 발생하며 이는 매우 경미한 정도의 위치

오차라고 볼 수 있다. 수작업의 경우와 달리 자동화

작업의 경우 드릴이 한 몸체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가공오차

0

0.1

0.2

0.3

0.4

0.5

힌지번호

오
차

값
(m

m
)

상

중

하

상 0.25 0.05 0.07 0.15 0.17 0.26 0.15 0.25 0.24 0.15 0.05 0.15 0.15 0.11

중 0.03 0.04 0.14 0.26 0.19 0.3 0.24 0.2 0.25 0.19 0.09 0.1 0.27 0.17

하 0.07 0.06 0.2 0.24 0.25 0.24 0.22 0.21 0.27 0.24 0.21 0.14 0.23 0.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그림 10] 작업 홀과 관측 오류의 관계

5. 결 론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인력 의존 작업인 상용차 적재함 가공용

전용 장비를 제작함에 따라 인력 저감 및 작업

강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다.

2. 전용 자동화 장비의 도입으로 작업에 따른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을 대폭 저감하였다.

3. 전용 자동화 장비의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불

량률 저감 및 품질 산포를 저감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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