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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금속 재료의 링크와 관절로 이루어진 

기존의 로봇과 달리 복합재와 유연한 flexure 

조인트로 이를 대신하는 소형 로봇의 경우, 

서로 다른 부분을 결합하기 위해 기존의 결합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대표적인 기존 결합 방법인 볼트와 너트, 리벳, 

핀, 스테이플러, 자석 등을 사용하는 경우 

결합 부위의 무게가 지나치게 증가하거나, 

결합 자체가 힘든 구조이거나, 결합력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소형 로봇의 결합 

방법으로는 선호되지 않고 있다[1]. 

형상기억 고분자의 가장 큰 두 가지 

성질은 유리전이 온도(Tg) 이상의 고무상태 

(rubbery state)에서 탄성계수가 급격히 낮아짐과 

동시에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Shape Memory Effect)과, 원래의 모양 복구 

이후 온도를 다시 낮춰주면(Tg 이하), 유리상태 

(glassy state)로 돌아와 탄성계수를 회복하는 

성질이다[2].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형상기억 

고분자를 볼트 형태로 만들어 특정 온도 

이상에서 기계 부품 자동 해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존 연구가 있었지만[3], 해체가 

아닌 결합을 위한 형상기억 고분자의 사용은 

시도된 바가 없었다. 

형상기억 고분자를 결합을 위한 기계 

요소로 사용한다면 가벼운 무게와 결합 및 

해체 반복성은 보장되지만, 이 외에도 제조의 

용이성, 사용의 편리성 및 원하는 결합력을 

위한 요소 설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조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열 압착기를 

이용해 형상기억 고분자 판 형태를 레이저 

가공하는 제조법이 사용되었다. 레이저 가공을 

통해 원하는 형태의 기계 요소를 매우 작은 

크기로 제작할 수 있었다. 

사용의 편리성과 강한 결합력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여러 가지 요소 

디자인 중, 리벳 형태의 디자인이 선택되었다. 

리벳 디자인은 연결하고자 하는 파트에 

최소한의 구멍을 뚫어 결합이 가능하고, 결합 

전 삽입을 위한 모양 형성이 가능하여 사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우수한 결합력을 보여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형상기억 고분자 판을 리벳 

형태로 레이저 가공하는 새로운 고분자 가공 

및 응용을 통해 복합재끼리의 결합에 작은 

무게와 손쉬운 결합, 강한 결합력 및 결합 

반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2. 제작 방법 

 
제작에 사용된 형상기억 고분자 재료는 

일본의 DiAPLEX 社에서 구매한 펠릿(pellet) 

형태의 열 가소성 수지(MM-5520)이다. 이를 

주형 틀에 넣고 열 압착기로 성형을 하면 

원하는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다. 또한 

압착기에 가해 주는 압력을 조절하여 결과물의 

두께를 조절할 수도 있다.  

형상기억 고분자를 0.6mm 의 판 형태로 

제작하고 난 후에는, 스캐닝 속도 100 mm/s, 

출력 2.7W, 가공 횟수 120 회의 조건으로 리벳 

형태 고분자를 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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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nufacturing process for SMP rivet (a) 

Molding SMP plate with a heating press 

machine (b) Cutting SMP plate into rivet 

shape with a laser machine 

  

3. 결합 테스트 
 

결합 테스트를 위해서 Fig. 2 와 같이 두께 

0.6mm, 길이 5.8mm, 높이 1.5mm, 무게 4mg 의 

형상기억 고분자 리벳을 제작하였다. 그림의 

(a) 부분은 레이저 가공된 리벳을 온도를 높여 

오므린 후 다시 온도를 낮추어 작은 구멍에 

삽입하기 좋은 형태로 유리화(glassify)한 

모습이다. 오므려진 상태로 연결하고자 하는 

두 파트의 구멍에 집어 넣고, 열을 가하여 

리벳을 원래 형태로 복구시켜 주면 고정이 

완료된다. Fig. 3 에서와 같이 형상기억 고분자 

리벳으로 고정된 한 쌍의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판은 1kg 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2 Magnified view of the shape memory polymer 

rivet (a) Temporary fixed shape before 

insertion (b) After recovering its original 

shape 

 

 

Fig. 3 Two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sheets 

assembled with shape memory polymer rivet.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형상기억 고분자를 재료로 

하여 매우 작은 무게로 강한 결합력을 가지며, 

손쉽게 결합할 수 있고 결합 반복성이 우수한 

새로운 형태의 소형 로봇 파트 결합 방법이 

제시되었다. 

형상기억 고분자를 이용한 리벳 기술은 

열을 가해 원래 형상을 복구시킴으로써 결합이 

이루어지므로, 원통형 파트나 보이지 않는 

결합부위를 연결하기 위한 블라인드 

리벳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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