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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차 연료용 HOSE는 사용 용도의 특성으로 

제품의 생산 및 보관 중의 작은 결합에도 치명적으

로 품질 불량을 초래하는 핵심 부품이다. 기존의 

HOSE 압출 공정의 권선장치는 수동 조작에 의한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권선장치의 

형태도 전기 코일의 권선장치를 변형하여 사용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품의 크기 및 물리적 특성

이 상이한 이유로 균일한 부피로 권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수동 조작에 의한 작업방식

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생산 인력의 추가 

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절감, 생산량, 생산 효율의 저하 문제와 

권선된 전선 롤의 규정된 규격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재작업에 의한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1].

HOSE 권선장치는 제품의 마지막 작업 공정에 

해당하는 제조 설비로 보관 및 취급이 간편하도록 

규격화하는 완성 공정으로 동일한 권선 장력 및 

작업에 의한 제품이 휘어지거나 꺽이는 등의 변형 

발생 및 외부의 긁힘이 발생되어 Assembly 조립 

작업 시 불량 발생을 높이는 중요 관리 공정이 

된다[2]. 

사출 공정에서 배출되는 HOSE를 권선장치에 

직접 연결하여 하나의 작업 공정으로 완성품의 

생산이 가능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생산 효율

을 높여 제조 원가를 절감 할 수 있는 설비의 개발 

및 제작, 보급이 시급하다. 또한 연료용 HOSE 

Assembly의 안정적인 생산 품질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개발이 요구되며 생산 제조 공정에 

적용되면 최종 생산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용도 복합 규격의 자동차 연료 

공급 PVC HOSE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권선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2. 시스템 설계 및 모델링

자동차 연료용 HOSE 권선장치는 소재 규격별로 

분류하여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텐션장치와 

HOSE 간격을 균일하게 WINDING하는 장치로 구

성된다. 자동차 연료용 HOSE WINDING 장치 시제

품 제작을 위해 Fig.1과 같이 3D 모델링 하였다. 

Fig. 1 3D modeling of tube winding system

3. 시스템 해석 및 결과

권선장치에 적용되는 구동부에 대한 모터 용량

산출 및 감속비에 선정에 있어 3D 모델링 파일을  

바탕으로 동역학 해석을 Fig.2와 같이 수행하였다.

설계 된 모델을 불러와 구동부와 고정부 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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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 하고 구동 조건에 맞는 조인트 구속 조건을 

부여한다. HOSE가 감기는 속도 조건은 20RPM( 

120°/sec)로 설정하고 회전 조인트의 정지마찰 계

수는 0.35, 동마찰계수는 0.2로 조건을 부여하고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2 Dynamic analysis of tube winding system

구동토크 산출을 위해 동역학 해석을 수행한 

결과 Fig.3과 같이 최대토크는 96423Nmm 이며, 

최대회전속도는 3.14rad/sec로 산출되었다.

 

Fig. 3 Result of dynamic analysis

4. 결론

앞에서 수행한 동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권선장

치에 적용되는 모터의 스펙은 Table 1과 같다. AC 

servo motor 400w의 정격토크는 1300Nmm이며 감

속비 150:1을 적용하고 효율을 70%로 산정하면 

136500Nmm 정격 구동토크를 낼 수 있다. 해석결과

에서 구동토크는 96423Nmm 산출되었기 때문에 

모터의 용량 및 감속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Motor spec of tube winding system

400W

3.8Nm

1.3Nm

3000rpm

150:1

시스템 설게 및 해석을 기반으로 HOSE 

WINDING system을 Fig..4와 같이 실제 제품을 제작

하였으며 구동 테스트 결과 정상 작동됨을 확인하

였다. 

Fig. 4 Tube winding system for vehicle fuel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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