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용 스타트모터를 활용한 재제조 세척방법 평가 381

https://doi.org/10.21289/KSIC.2020.23.3.381

차량용 스타트모터를 활용한 재제조 세척방법 평가

Evaluation of Cleaning Method for Remanufacturing 
Using Start Motor of Vehicle

박상진1
, 손우현2

, 전창수3
,

 목학수4*

Sang Jin Park1, Woo Hyun Son2, Chang Su Jeon3, Hak Soo Mok4*

<Abstract>

The necessity and the importance of the remanufacturing are increasing day by day 

along with environmental problems. Many studies are being conducted on 

remanufacturing, but the research for cleaning is much lacking.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ive cleaning method for remanufacturing of start motors, one of the 

automobile parts. The cleaning process consists of oil stain removal, drying and rust 

removal processes. In this study, the two processes were conducted except for the 

drying process which has little influence on cleaning. The methodology for cleaning 

agent selection, degreasing and rust removal process was presented. For each 

methodology, five analysis factors were calculated by two-way comparison according 

to the process, and the values were evaluated quantitatively by substituting them into 

the evaluation table. In the selection of cleaning agent, neutral system, ultrasonic 

cleaning in degreasing, and grinding in rust removal were selected as the best 

clea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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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국

가들 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고, 가중되는 환

경오염과 이에 따르는 2차적인 문제들로 인해 제

품의 생산과 유통의 전 과정에 대한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의 확보와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순환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자원순환을 통한 부족한 자원의 

확보와 관련된 산업은 에너지와 자원 소모량을 절

감시키며,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산업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재제조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

다. 재제조산업은 사용 후 제품(이하 코어)을 회수

하고 재제조의 공정을 거쳐 신품과 동일한 성능으

로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1], 88%의 자원회수

량, 신품생산대비 14%의 CO2 배출량 및 물질재

활용 대비 70%이상의 비용절감이 가능한 효율적

인 자원순환 방법이다[2]. 

재제조에 관련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 중이

다. Mok 등은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부품 재제조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3-4], Son 등

은 재제조 제품의 공정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5]. 자동차부품 재제조 외에 

Lee 등은 산업용 유압제품의 재제조 기술에 대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6]. 하지만, 세척 공정과 관

련된 연구는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세척과 관련

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Shin 등은 제품 세척에 

사용할 수 있는 세정제의 세척성 평가방법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현재의 세정제를 대체하기 위한 세

정제 선정의 평가 가능한 방법들을 비교/분석하였

다[7]. Bae 등은 레이저 복합기의 세척 시스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세척 방법들에 대해 

정량적인 실험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8]. 

본 논문에서는 앞서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최적 세척 방법을 찾기 위해 세정제 선정, 기름때 

제거 및 녹 제거 공정을 통해 차량용 스타트모터

의 최적 세척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세척방법론

2.1 문제정의 및 실험방법

재제조 대상제품의 세척 시 Fig. 1과 같이 기름

때, 녹 등의 오염물질이 존재한다. 현재 재제조 

기업에서의 세척공정은 기름때 제거, 건조, 녹 제

거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각각의 공정을 독립적인 

공정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름때 제거 

공정은 기름때를 용해시키기 위한 화학적 방법과 

기름때를 떼어내는 탈지를 위한 기계적 방법으로 

나뉜다. 건조공정은 자연건조, 열풍건조, 고온건조 

등이 존재하나 녹 제거 공정을 위한 전 단계로 최

종제품에는 영향을 미치는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제외한다. 녹 제거 공정은 대상제

품을 약품에 담가 녹을 제거하는 화학적 방법과 

고온으로 녹을 떼어내거나 직접 녹을 깎아 내는 

기계적 방법이 있다. 

각 세척 공정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분석인자로 경제성, 시간, 세척성, 품질유지

성, 환경유해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공정에 맞는 

가중치를 측정하고, 각 분석 인자에 대해 정량적

Fig. 1 Clean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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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점수를 배점하여 평가/검증하고 효율적인 세

척 방법을 도출해 낸다.

2.2 연구 대상

세척성 평가를 위해 실험에 사용된 제품은 승

용차량용 스타트모터로 선정하였다. 스타트모터는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을 위해 교류발전기와 더불

어 가장 우선적으로 품질인증제품으로 등록된 제

품이기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9]. R사의 S모

델 스타트모터를 분해하여 Fig. 2와 같이 파트리

스트 및 부품-소재별 분류를 나타내었다. 총 18가

지의 부품으로 나뉘며, 소재별로는 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마그네틱 등으로 구분하였고, 형상으로

는 기어형, 나사형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2.3 적용 가능 세척 방법

작업 현장에서 제품 세척을 위해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름때 

용해와 탈지의 기름때 제거 공정과 녹 제거 공정

으로 나뉜다. 기름때 제거 공정은 화학적인 방법

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으로만 세척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름때를 용해하기 위한 세정제를 선정

하기 위하여 알칼리계, 중성계, 탄화수소계 세정제

를 비교하였으며, 기름때 탈지를 위해서는 초음파, 

스팀, 와이핑, 드라이아이스 및 열 세척 방법을 

비교분석하였다. 녹 제거 공정에서는 산소-아세틸

렌 용접, 그라인딩 및 산계 세척의 방법을 분석하

였다.

2.4 분석인자

세척 분석에 대한 분석인자는 5가지 요소를 고

려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세척성, 품질유지성 및 

환경유해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나, 본 논문에서

는 실제 제조업체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경

제성과 시간이라는 인자를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2.4.1 품질유지성

품질유지성의 경우 ‘세척을 피세정물에 적용하

였을 때 피세정물인 소재의 형상 수치와 상태의 

변화 유무’로 정의하였다. 품질유지성은 일정 수준

이상의 변화가 생기면 기능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

문에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시 해당 방법을 제외하

는 필수요인으로 고려하였다. 

2.4.2 세척성

세척성은 ‘피세정물에 대해 세척을 계속 진행해

Fig. 2 Start motor part list, material and type

Grease removal

Rust removalCleaner 
selection

Degreasing

Applicable 
cleaning 
method

⋅Alkali
⋅Neutral
⋅Hydro-carbon 

⋅Ultrasonic 
  wave
⋅Steam 
⋅Wiping
⋅Dry ice
⋅Heating

⋅

Oxyacetylene
⋅Grinding
⋅Acid

Table 1. Applicable clean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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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더 이상 세척 정도에 변화가 없을 때 까지 진

행하였을 때의 오염정도’로 정의하였다. 세척 공정

을 마친 시편을 면으로 된 헝겊으로 1분간 닦아

내기를 실시한다.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닦아

낸 정도를 실험 비참여자 10명을 선정하여 육안

으로 판정하여 순위를 책정하였다. 

2.4.3 경제성

경제성은 ‘대상을 1개 세척하는데 사용된 비용’

으로 정의하였다. 초기비용, 재료비, 유틸리티 비

용으로 세분화하여 계산하였다. 재제조 산업동향 

연구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10]. 따라서 재제조 기업의 

평균 1일 작업량 기준을 20개로 설정하고 연 근

무 일수에 맞춰 예상 산출량을 도출하였다. 점수

배점은 최저 비용에 가장 높은 점수를, 초고 비용

에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그 사이를 5구간

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였다. 

2.4.4 시간

시간의 경우 ‘피세정물을 세척하였을 때 더 이

상 세척 정도에 변화가 없을 때까지 진행한 시간’

으로 정의한다. 기름때 제거 시간이 60분을 넘어

가는 경우는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녹 제거의 경우도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각각을 시간대별로 5구간으로 나누

어 점수를 배점하였다.

2.4.5 환경유해성

‘세척을 진행할 때 인체나 주위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 가능성’을 환경유해성으로 정의한다. 

환경유해성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를 바탕으로 판단한다[11]. Table 

2에서는 세부 항목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응성 및 

유해성, 독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의 세

부 항목에서 각 항목의 영향 유무로 점수를 배점

하였다. 생태 독성의 경우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

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Reactivity & 

hazards
Toxicity

Environmental 

impact

Cate

gory

-Chemical 

stability

-Possibility of 

hazardous 

reactions

-Acute toxicity(oral)

-Acute toxicity (sclerite)

-Acute toxicity(inhalation)

-Skin corrosion or irritant

-Severe eye injury or 

irritant

-Respiratory 

hypersensitivity

-Skin irritability

-carcinogenicity

-Genital cell variability

-Reproductive toxicity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single exposure)

-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repeated 

exposure)

-Inhalation hazard

-Ecological 

toxicity

-Residuality

-Resolvability

-condenasability

-Biodegradability

-Soil mobility

Table 2. Environmental hazard assessment details

2.5 분석인자 가중치 책정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실험별로 분석인자를 

다르게 설정하였다. 모든 실험에서 품질유지성은 

필수요인으로 평가하였다. Table 3에서와 같이 실

험별 적용 분석인자를 설정하였다. 

Analysis factor

Grease

removal

Cleaner 

selection

Cleaning efficiency, 
Economic efficiency, 

Environmental hazard, 
Quality maintenance

Degreasing
Cleaning efficiency, 
Economic efficiency, 

Time, Quality maintenance

Rust removal

Cleaning efficiency, 
Economic efficiency, Time, 

Environmental hazard, 
Quality maintenance

Table 3. Experimental analysis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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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 선정에서는 세정제별로 동일한 시간을 

세척하고 세척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시간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기름때 세척 방법에서는 환경

유해성을 그리고 녹 제거에서는 모든 관련요소들

을 포함하여 고려하였다.

분석인자별 가중치를 책정하기 위하여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기법을 적용

하여 각 분석인자별로 이원비교를 진행하여 가중

치를 산정하였다[12]. 품질유지성의 경우 필수요인

으로 평가하여 이원비교에서는 제외하였다. 각각

의 이원비교는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에 등록

된 회원사의 대표 7인에게 설문을 통해 진행하였

다. 이원비교의 척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Table 4는 세정제 선정, 기름때 제거, 녹 제거에 

대한 이원비교의 결과값이며, 각각의 비교가 일관

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일관성 지수(CI : Consistency 

Index)와 일관성비율(CR : Consistency Ratio)을 

표기하였으며, 모두 0.1이하의 값을 나타내었다.

세정제 선정에서는 경제성(0.26), 세척성(0.6), 

환경유해성(0.14)의 가중치가 선정되었고, 기름때 

제거 방법에는 경제성(0.26), 세척성(0.6), 시간

(0.14), 그리고 녹 제거에서는 경제성(0.25), 세척

성(0.51), 시간(0.15), 환경유해성(0.09)로 각각 책

정되었다.

3. 세정제 선정

세정제 선정 실험은 기름때를 제거하는 공정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세정제들의 세척력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세정제는 알칼리, 탄화수소계, 중성계 

세정제를 사용하였다. 품질유지성은 필수요인으로 

실험전과 후의 일반 가공 공차범위 기준으로 평가

하며, 세척성, 경제성, 환경유해성을 기초로 평가

를 진행한다. 

3.1 품질유지성 평가

품질유지성을 측정하기 위해 4가지 소재(플라스

틱, 고무, 알루미늄, 철)의 시편으로 세정 전후의 

수치를 측정해 Table 5와 같이 세정제의 품질유

지성을 분석하였다. 일반 공차인 0.2mm 기준을 

적용하였으며[13], 모든 세정제가 공차 범위내로 

측정되어 기준을 통과하였다.

Cleaner 

selection

Economic 

efficiency

Cleaning 

efficiency

Environ- 

mental 

hazard

Weight

Economic 

efficiency
1.00 0.36 2.63 0.26

Cleaning 

efficiency
2.78 1.00 3.83 0.60

Environmental 

hazard
0.38 0.26 1.00 0.14

CI 0.023 CR 0.045

Degreasing 
Economic 

efficiency

Cleaning 

efficiency
Time weight

Economic 

efficiency
1.00 0.36 2.16 0.26

Cleaning 

efficiency
2.78 1.00 3.45 0.60

Time 0.46 0.29 1.00 0.14

CI 0.017 CR 0.033

Rust removal
Economic 

efficiency

Cleaning 

efficiency
Time

Environ- 

mental 

hazard

weight

Economic 

efficiency
1.00 0.36 2.16 2.63 0.25

Cleaning 

efficiency
2.78 1.00 3.45 3.83 0.51

Time 0.46 0.29 1.00 2.12 0.15

Environmental 

hazard
0.38 0.26 0.47 1.00 0.09

CI 0.031 CR 0.034

Table 4. The pair comparison matrix of each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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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kali Neutral Hydrocarbon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Plastic

H 11.90 11.93 12.00 12.02 11.99 12.01

W 31.71 31.71 31.67 31.63 31.53 31.49

T 1.06 1.03 1.05 1.03 1.02 1.03

Weight 1.51 1.55 1.57 1.56 1.61 1.57

Alumi-
num

H 25.24 25.25 25.32 25.31 25.30 25.30

W 16.00 15.96 15.84 15.81 15.93 15.92

Weight 0.30 0.29 0.32 0.35 0.29 0.30

Rubber

L 20.30 20.31 18.48 18.39 19.01 19.00

W 20.01 19.94 18.30 18.33 19.53 19.54

T 2.42 2.41 2.37 2.40 2.48 2.49

Weight 1.76 1.76 1.50 1.51 1.67 1.69

Steel

I 8.53 8.60 8.39 8.41 8.44 8.44

O 16.84 16.81 16.88 16.87 16.77 16.73

T 2.00 1.99 2.02 2.03 2.03 2.06

Weight 2.39 2.40 2.43 2.45 2.42 2.40

Table 5. Quality maintenance results of cleaner 

selection

3.2 세척성 평가

세척성 평가는 세정 후 헝겊을 사용한 닦아내

기 방법으로 기름때가 씻겨나간 정도를 평가한 결

과로 Fig.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성계 세정제가 

가장 세척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Fig. 3 Results of cleaning efficiency

3.3 경제성 평가

세정제의 가격과 세정제 사용 비율을 계산하여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Table 6과 같이 알칼리계

가 가장 높은 경제성을 보였다.

Alkali Neutral
Hydro-
carbon

Price(won) 13,800/20L 38,500/1L 17,660/4L

Dilution ratio 1/2 1/50 1/3

Deposition 
volume 
/ 1ea

2L 2L 2L

Cleaning agent 
quantity 

/ 1ea
1L 0.04L 0.67L

Unit price(won) 690 1,540 2,958

Score 5 4 1

Table 6. Results of economic efficiency

경제성은 2.4.3절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비용이 

가장 낮은 가격과 높은 가격을 다섯 구간으로 나

누어서 Table 7과 같이 배점하였다.

Won
690
∼

1143.6

1143.6
∼

1597.2

1597.2
∼

2050.8

2050.8
∼

2504.4

2504.4
∼

2958

Score 5 4 3 2 1

Table 7. Score standard of economic efficiency

3.4 환경유해성 평가

환경유해성은 2.4.5절의 Table 2의 19개 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산정하였으며, 산정결과는 Table 8

과 같다. 5점 단위로 환산하였으며, 탄화수소계, 

알칼리계, 중성계 순으로 결과값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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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kali Neutral
Hydro-
carbon

Reactivity & 
Hazardous

1 0 0

Toxicity 10 12 13

Environmental 
impact

5 2 5

Score

Total score 16 14 18

Conversion 
to 5point

4 3.5 4.5

Table 8. Results of environmental hazard

3.5 세정제 선정 종합 점수

각 분석인자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나타난 결과

는 Table 9와 같이 중성계 세정제가 가장 높은 

점수인 4.33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중성계 세정제

를 다음 실험을 위한 최종 세정제로 선정하였다.

Alkali Neutral
Hydro-
carbon

Cleaning
efficiency

0.60 1 5 3

Economic
Efficiency

0.26 5 4 1

Environmental
hazard

0.14 4 3.5 4.5

Total score 2.46 4.33 2.79

Table 9. Final score of cleaner selection

4. 기름때 제거

기름때 제거 방법 실험은 세정제 선정 실험에

서 선정된 세정제를 이용한 기름때 세척 방법들의 

세척력을 평가한다. 세척 방법은 초음파, 스팀, 와

이핑, 열 및 드라이아이스 세척으로 구성하였다. 

품질유지성은 필수요인으로 공차 범위내의 통과유

무로 진행하며, 세척성, 경제성 및 시간으로 평가

를 진행한다.

4.1 품질유지성 평가

세정제 선정 실험과 동일하게 4가지 소재의 시

편으로 중성계 세정제를 사용해 실험을 한 결과 

Table 10과 같이 다섯 가지 세척 방법 모두 공차 

범위 내로 측정되어 기준을 통과하였다.

Table 10. Quality maintenance results

4.2 세척성 평가

세척성 평가 결과 Fig. 4와 같이 나타났다. 총 

16가지의 부품에 대해서 5가지 세척방법을 시행

한 후, 닦아내기 방법으로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종합 점수를 바탕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5구간으

로 설정한 후 배점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초음파 

세척과 드라이아이스 세척이 가장 우수한 세척력

으로 평가되었다.

4.3 경제성 평가

기름때 제거 방법에서의 경제성 평가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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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던 세정제 선정 시의 경제성 평가와 같이 

각 세척방법에 따라 장비 가격 개당 배분값, 개당 

소모품 가격, 유틸리티비용(수도세, 전기세)을 계

산하여 개당 세척 비용을 산정하여 최고비용(드라

이아이스세척/2,394원 개당)과 최저비용(초음파세

척/1,610원 개당)의 구간을 5등분하여 점수를 배

점하였다. Table 11과 같이 초음파, 스와이핑, 열 

세척이 각각 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스팀은 4점, 

드라이아이스는 1점으로 최저점을 기록하였다.

4.4 시간 평가

기름때 제거 실험 시간평가는 Table 12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셋업, 작업, 마무리시간 등을 

수행한 총 세척시간을 측정한 결과 드라이아이스 

세척이 개당 세척시간이 가장 빨랐고, 와이핑의 

경우 60분을 초과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실효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간평가 는 60분을 기준

으로 5구간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배정하였으며, 드

라이아이스 세척이 가장 높은 4점을 획득하였다.

Ultrasonic 
wave

Steam Wiping Heating
Dry
ice

Time(min) 27 25 79 35 18

Score 3 3 0 3 4

Table 12. Results of time evaluation

4.5 기름때 제거 종합 점수

기름때 제거 실험을 통해 각 분석인자에 가중

치를 적용하여 Table 13과 같이 결과값을 반영하

였다.

Ultrasonic 

wave
Steam Wiping Heating

Dry

ice

Cleaning

efficiency
0.60 5 2 2 4 5

Economic

efficiency
0.26 5 4 5 5 1

Time 0.14 3 3 0 3 4

Score 4.72 2.46 2.50 4.12 3.82

Table 13. Final score of degreasing

5가지의 기름때 제거 방법에서 초음파 세척이 

최종점수 4.72점을 획득하여 가장 높은 세척 방법

으로 선정되었다.

Fig. 4 Results of cleaning efficiency

Ultrasonic 

wave
Steam Wiping Heating

Dry 

ice

Price(won)/ea 58 192 180 31 913

Consumable 

price/ea
1,540 1,540 1,540 1,540 1,475

Utility 

price

(won)

/ea

water bill 2 2.8 2 2

Electric bill 10 67 76 6

Total 12 69.8 2 78 6

Cleaning 

price(won)/ea
1,610 1,802 1,722 1,649 2,394

Score 5 4 5 5 1

Table 11. Results of economic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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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 제거

녹 제거의 평가는 산소-아세틸렌 용접, 그라인

딩, 산계세척으로 구성되며, 품질유지성은 필수요

인으로 육안으로 평가하며, 세척성, 경제성, 시간 

및 환경유해성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5.1 품질유지성 평가

녹 제거의 품질 유지성은 육안으로 판정하였다. 

Fig. 5와 같이 산소-아세틸렌 용접, 그라인딩, 산

계세척으로 진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산소-

아세틸렌 용접은 불꽃 열로 인해 도금된 부분이 

녹았지만 원소재인 철은 녹지 않았으므로 도금 및 

도색을 하면 품질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

다. 그라인딩 세척의 경우 도금 부분이 다 벗겨지

지 않았고, 내부 소재는 손상이 없으므로 도금 및 

도색을 진행시에 품질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

다. 마지막으로 산계 세척은 변색이 발생하였지만, 

도금 및 도색 진행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5.2 세척성 평가

녹 제거 세척성을 평가하기 위해 Table 2의 스

타트모터 부품리스트 중 P9, P11, P13, P15, P18

번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라인딩 세척

이 랭크 평균 1등급으로 가장 높은 5점을 배점 

받았고, 산계세척이 4점, 산소-아세틸렌 용접의 

경우는 최저인 1점으로 평가되었다. 

5.3 경제성 평가

녹 제거의 경제성 평가결과는 Table 14와 같

다. 전동 그라인더가 제품과 소모품의 수명에 비

해 가격이 저렴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계 

세척의 경우 소모품인 산 세정제의 가격으로 인해 

그라인더 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산소-아세

틸렌 용접의 경우 용접기와 소모품인 산소, 아세

틸렌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가장 낮은 경제성을 

나타내었다.

Oxyacetylene Grinding Acid

Kind of 

Equipment
Welder Oxygen Acetylene

Electric 

grinder

Grinder

wire-

brush

Wire-

brush

Equipment 

price(won)
16,9000

20,000 

*60

40,000 

*60
72,000

4,000

*12
2,000

Number of 

washing(ea)
20,800 2,600 - 20,800 2,600 100

Allocation

(won)

(Equipment/ea)

8 1,385 - 3.5 18.5

20
1,393 - - 22 -

Consumables - -
Acid 

cleanser

consumables 

price
- - 30,000/1L

Necessity - - 0.02L

Consumable 

price/ea
- - 600

Electric bill - 14 -

Water bill - - 2

Total 

cost(won)/ea
1,393 36 622

Score 1 5 3

Table 14. Results of economic efficiency

Fig. 5 Quality maintenanc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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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간 평가

녹 제거 시 시간은 셋업, 작업, 마무리 시간을 

포함하여 총 세척시간을 측정한 결과 산소-아세틸

렌 용접(21분), 그라인딩(18분), 산계(26분) 으로 

각각 측정되었다. 기름때 제거와 같은 방법으로 

60분을 5구간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라인더 세척이 가장 높은 3점, 산소-아세틸렌이 

2점, 산계세척이 1점으로 점수가 배점되었다. 

5.5 환경유해성 평가

환경유해성은 세정제 선정 실험과 같이 19개 

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산정하였으며 산정결과는 

Table 15와 같이 나타났다. 5점 단위로 환산하였

으며, 그라인딩, 산소-아세틸렌 용접, 산계세척 순

으로 결과 값이 결정되었다.

Oxyacetylene Grinding Acid

Reactivity & 
Hazardous

0 0 0

Toxicity 10 11 3

Environmental impact 5 5 5

Score

Total score 15 16 8

Conversion to 
5point

3.75 4 2

Table 15. Results of environmental hazard

5.6 녹 제거 종합 점수

녹 제거 실험을 통해 각 분석인자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Table 16과 같이 결과값을 반영하였다. 

3가지의 녹 제거 방법에서 그라인딩 세척이 최종

점수 4.61점을 획득하여 가장 좋은 세척 방법으로 

선정되었다.

Oxyacetylene Grinding Acid

Cleaning 
efficiency

0.51 1 5 4

Economic 
efficiency

0.25 1 5 3

Time 0.15 2 3 1

Environmental 
hazard

0.09 3.75 4 2

Score 1.39 4.61 3.12

Table 16. Final score of rust removal

6.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모터를 대상으로 세정제 

선정, 기름때 제거 및 녹 제거의 순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각각의 결과를 Table 17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세정제 선정에서는 중성계 세정제가 

최종점수 4.33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기름때 세척에서는 초음파 세척이 4.72점으로 

가장 세척력이 좋고 경제적인 세정제로 선정되었

다. 마지막으로 녹 제거 방법에서는 그라인딩 세

척이 4.61점으로 세척성과 경제성에서 높은 점수

를 받았으며, 환경유해성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정되었다.

Cleaner 
selection

Total 
score

Features

Alkali 2.46

-Cleaners in the field
-Most economica but worst cleaning 
power and can cause severe skin 
and eye irritation

Neutral 4.33
-Excellent cleaning power and high 
scores in economic and 
environmental hazards

Hydro-
carbon

2.79
-Excellent in environmental hazard 
and cleaning power but higher 
price in economic efficiency

Table 17. Final score and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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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승용차량용 스타트모터를 대상으

로 세척공정을 분석한 후 세척 방법들의 평가를 

통해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효율적인 세척방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스타트모터의 세척공정을 기

름때 제거와 녹제거로 구분하고 각 공정에 대한 

적합한 세척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5가지의 분석인자(품질유지성, 세척성, 경

제성, 시간, 환경유해성)에 대해 정의하고 각 세척

공정별 가중치 값을 부여하기 위해 AHP를 이용한 

이원비교를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세정제 선

정에서는 중성계 세정제(4.33)가 가장 높은 점수

를 획득하였고, 기름때 제거 공정에서는 초음파세

척(4.72)이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제거 공정에서는 그라인딩(4.61)을 활용하는 방

법이 고득점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한 세척방법을 적용함

으로써 재제조 기업의 세척공정 방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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