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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라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볼트 수량 검출기 개발

Development of bolt quantity detector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of assembl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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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조립라인에서 볼트의 수량을 정확하게 검출하는 장치는 작업속도의 향상 및 불량발생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조립에 필요한 수량을 작업자의 시각에 의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증

가되고 있으며 특히 조립 과정 중 작업자의 실수로 볼트가 제품의 내부에 침투하여 제품의 소음, 성능저

하 및 수명단축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자의 편의성 및 조립속도 향상을 위해 볼트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수량을 검출하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볼트의 특성에 따라 볼트 선별부의 치수를 수정하면 되도록 하였다.
조립라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설계는 Auto CAD를 이용하였다. 조립라인의 공간 효율 증가를 

위하여 볼트 수량 검출기의 가로×세로의 크기를 최소로 하여 220×360×1170mm로 설계하였다. 받침대는 

60×60 프로파일을 이용하였고 다른 구성 부품은 SUS304 재질을 가공하여 조립하였다.
실험은 실험구 마다 100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냈으며, 소수점은 시스템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절

사하였다. Test 19-27 구간이 배출부가 가장 적게 구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렬부의 각도가 10, 15°의 

경우는 볼트와 배출부의 마찰력이 증가하여 구동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25°이상의 각도에서는 

볼트가 배출부에 안착하기 전에 하강하기 때문에 반복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적의 정

렬부 각도는 20°로 나타났다. 볼트의 지름이 3, 5, 7 일 때 정렬부의 각도에 따른 정렬부의 반복횟수에 대

한 결과 값을 한 결과 20°에서 정렬부의 구동횟수가 가장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정렬부의 각도가 큰 경

우 구동에 의한 볼트와의 운동에너지의 증가로 반복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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