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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research, we developed a device for cooling the drive section of the gripper 

of a robot for handling the high temperature material. In this study,  By using a 

Peltier element, the high-temperature material is not affected and driving cylinder is 

cooled to prevent damage due to high temperatures. Hot part of the Peltier element 

is towards the robot gripper. Cool part of the Peltier element is towards the driving 

cylinder. The heat sink portion is made to keep the cooling effect. As the 

performance result, cooling-test is taken, and their result is satis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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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열간 단조품은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으로부

터, 수공구, 자동차, 운송기계, 철도차량, 농기계, 

건설장비, 항공 및 방산제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차량 산업에 있어서 단조품이 차지하는 역할

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조 작업시 작업자는 1,200°C가 넘는 3～

50kg의 고온 소재를 프레스 내부로 공급하고, 프

레스 공정의 2~3개의 공정 사이에 작업자가 집게

로 잡고 이송을 하게 된다.

국내의 단조 산업은 90년대 이 후 자동차 산

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양적인 팽창을 이루

었다. 자동차 산업의 팽창에 의해 수요는 급증

하고 있으나, 단가 문제와 열악한 작업 환경으

로 인해 기피업종으로 인식되어, 인력 수급문제

와 설비 투자의 어려움 등 으로 심각한 기계산

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단조산

업분야에 로봇시스템이 적용되어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 있으나, End Effect 끝단의 고열 소재

로 인한 문제점과 습도가 높은 기간의 공장환경

으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고열소재를 이송하는 로봇 그리퍼 역시 이러

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고온으로 인한 로봇의 

Fig. 1. 단조공정 작업모습

Fig. 3. End Effect의 형상

Fig. 2. 단조로봇 핸드부 실제모습

그리퍼의 구동 실린더의 오류를 유발하게 되고, 

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된다.

End Effect의 경우 끝단의 링크단을 구동하

기 위한 구동부가 연결되어 있다. 끝단부 핸들

링 대상물의 온도는 약 1,000 ~1,200℃ 이며 

구동부 Box의 내부 온도는 약 1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구동 실린더의 실링이나, 공압 피

팅부의 실링부가 고온으로 인하여 수명이 짧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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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드웨어 개발

그림 4는 End Effect 냉각시스템의 구성도이다.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구동원인 실린더쪽만 냉각시

킬 수 있도록 한다.

그림 5는 팬을 이용한 냉각엔진의 일반적인 구

조이다. 소자에 전압 인가 시 발열면에 열저항 물

체를 부착하지 않으면 온도가 쉽게 고온으로 상승

(발열)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만일 허용 온도

를 넘게되면 소자 내부 Element에서 단락이 생겨

서 결국 파손되고 만다.

그리고 그림 6은 그리퍼 의 냉각을 위해 적용

하기 위한 열전소자의 구조이다.

Fig. 4.  냉각 시스템의 구성도

Fig. 5. 팬을 이용한 냉각엔진의 일반적인 구조

Fig. 6.  열전소자 소자 구조

2.1 온도 제어를 위한 제어반

열전소자 용량이 차이가 남으로 그림 7과 같이 

PWM 출력을 2 회로 준비하여 열전소자를 각각 

제어 하였으며, 이에 알맞은 회로도 설계 및 전용 

PCB를 제작하였다.

시스템의 제어는 AVR를 이용하였으며, 그 회

로도는 그림 8과 같다.

Fig. 7. 열전소자 회로 구성도

Fig. 8. 열전소자 제어용 CPU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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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냉각 제어를 위한 테스트

사전에 냉각 효과를 테스트 하기 위하여 열

전소자를 간단하게 구성하여 Test를 한 결과 실

제 온도가 강하되었다.

Fig. 9. 열전소자 구성 Test

 

Fig. 10. 온도 Test

 

선행테스트를 통해 냉각효과를 위하여 열전소자

의 발열부의 Heat Sink의 구성의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3 Heat Sink의 선정

식 (1)과 같이 방열판의 Fin 사이 간격이 촘촘

해 질수록 면적이 증가하면 열전달 효울이 비례해 

증가한다.




 ·        1)

그러나 그림 11과 같이 실제 Fin 사이 간격이 

촘촘해 질수록 Fin 사이 압력 변화로인해 공기의 

흐름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Heat Sink가 과열

될 수 있다.

Fig. 11. 과열예상영역

Fig. 12. Heat Sink 열간섭 현상

Fig. 13. 적용 Heat Sink



41열전소자를 이용한 고온용 로봇 그리퍼 냉각장치에 관한 연구

Fig. 14. 방열판 열저항에 따른 온도편차 개념도

최종적으로 그림 13과 같이 설계를 통하여 최

종 Heat Sink를 선정하였다.

열전소자는 열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구에 해당하는 흡열면에 이동시킬 열이 잘 들어

갈 수 있도록 열교환이 잘 될 수 있는 구조로 구

성되어야 한다. 그 구성에 따른 Heat Sink의 열저

항이 달라지고 냉각효과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4 냉각 시스템의 구성

그림 15와 같이 최종 시스템 구성하고 그림 

16, 그림 17과 같이 제작하였다.

Fig. 15. 최종 조립 구성도

Fig. 16. 최종 제작도면

Fig. 17. 최종 시제품

3. 냉각 테스트 및 실측 결과

그림 18과 같이 최종 온도 제어를 위한 회로도

를 구성하고 그림 19와 같이 실제 제어반을 제작

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리퍼 끝단부의 고온은 전기Heater를 통하여 

구성하였다. Heater를 가열하여 주변온도를 100℃

를 유지하도록 하고 구동 실린더부의 주변온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20과 같이 그리퍼부의 히터 가

열시 구동부의 온도가 약 50℃정도가 되었으나, 

냉각시스템 가동후 3분 이내로 10℃ 이상 떨어짐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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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온도 제어부 회로도

Fig. 19. 최종 테스트용 제어반

 

Fig. 20. 히터 가열시 온도 

Fig. 21. 냉각 시스템 가동시 온도

핸드부 앞단에서 5분간 100℃ 히터로 가열 

후 온도 측정 데이터(그림 20)와 냉각장치 구동 

5분 후 데이터(그림 21)를 비교하였다.

그림 21의 상단 부분의 온도는 핸드 후면의 

온도이며, 하단 부분의 온도는 핸드 부분의 온

도이다. 핸드부를 100℃ 히터로 가열 한 후 핸

드 후면의 온도는 약 50.1℃까지 상승하였다. 

열전소자를 작동하고 약 5분이 지난 후 온도는 

38.6℃까지 냉각 되었다. 최초 온도와 최종 온

도의 차이는 11.5℃이다. 따라서 성능평가 결과

는 최종 개발목표에 만족한다.

Fig. 22. 열전소자 제거전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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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열전소자 제거 후 무게

무게의 경우 핸드부 시제품에서 열전소자 장

착부분의 브라켓이 장착 된 경우와 제거된 경우

로 계산하였다. 장착시에는 5.8Kg이 측정 되었

으며 제거 하였을 경우 5.5Kg이 측정 되어 약 

0.3Kg의 무게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성능

평가 결과는 최종 개발목표에 만족한다.

4. 결 론

일반 산업분야의 생산공정에서 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제

품의 단가를 낮추기 위한 공장자동화의 영역은 현

대 생산공정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공장자동화의 경우 작은 에러로 인한 생산중단

은 공장운영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제품의 불량 발생부터 생산중단으로 인한 납기지

연 등 비용측면뿐 아니라 납품업체 상호간의 신뢰

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비의 유지보수 시

간의 및 자동화 장비의 에러 관리 등은 아주 중요

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열간단조 공정에 사용되는 로봇 

그리퍼의 냉각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에러 

예방 장비로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 호

dQ : 열량변화량

dt : 시간

h : 유속의 함수

A : 면적

Tenv : 주변온돈

T : 온도

주요 
성능지표

단위
최종 
개발
목표

성능
평가 
결과

비고

1.냉각
효과

℃ -10℃
-11.5

℃

실험시작
온도: 50.1℃

실험종료
온도: 38.6℃

2.무게 kg 4kg
0.3
kg

열전소자 제거 
전 무게 : 

5.8kg
열전소자 제거 

후 무게 : 
5.5kg

□ 측정결과의 증빙방법

1. 냉각효과 : 핸드부 앞단에서 5분간 100℃ 
히터로 가열 후 온도 측정 데이터와 냉각장
치 구동 5분 후 데이터 비교

2. 무게 : 핸드부 무게 데이터와 냉각장치 추가 
후 무게 데이터 비교

Table 1. 성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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