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품질개선을 위한 신발창 접착 준비공정 자동화 설비 
Automation equipment about adhesive preparation process of 

shoes sole for quality improvement 
*#송현수 1, 문광섭 1

*#H. S. Song1, K. S. Moon1  
1한국신발피혁연구원

Key words : Heating treatment, adhesion process, automation equipment   

Fig. 1 Typical bonding process of mid-sole and outsole 

Fig. 2 Current Procedure of Heating Process

1. 서론

신발 제조 공정에서 중창과 겉창의 소재로 사용

되는 원재료는 EVA, PU, RUBBER, 액상 PVC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해당 소재를 가공해 접착

을 할때 사용되는 선처리제 및 접착제는 PU계 선처

리제와 솔벤트 타입의 PU계 접착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Fig 1에 일반적인 접착공정을 나타내었다.
 

 
즉, 신발이나 샌들의 중창 부위에 많이 사용되는 

EVA 발포물을 BRUSH등을 사용해 세척(MEK, 톨
루엔 등 유기용제)하고 세척액에 대해 건조 시킨 

후 접착력 강화를 위해 선처리제를 도포한다. 그리

고 선처리제가 건조되면 접착제를 도표시켜 일정

시간 동안 특정온도를 유지시켜 건조시킴으로써 

창접착 이전 공정을 마치게 된다. 액상 PVC가공물

은 선처리제를 도포하고 건조시킨 후 접착제를 

도포하여 창 접착 이전 공정을 마친다. 이렇게 준비

된 EVA 발포물과 액상 PVC 가공물을 압착기를 

사용하여 접착시킨다. 
그러나, 해당 공정은 작업자의 숙련도, 작업환

경, 작업시간, 작업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불량 

요소를 안고 있으며 특히,  EVA발포물의 표면 경도

가 높아 접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문제로 

발생하는 불량률이 18%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자는 지속적으로 열에 노출되

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점

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Fig 1에 나타난 대상물A(EVA 

발포물)에 작업자가 진행하던 열처리 공정을 자동

화된 공정으로 대체함으로써, 공정간 취약점을 개

선하고 불량률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2. 열처리 및 압착 공정 특성 분석 

열처리 자동화 설비의 요구사항 분석을 위해 

기존에 작업자가 작업하고 있는 공정을 분석하였

으며, Fig 2에 세부 공정을 나타내었다.  

Fig 2에나타난 1번은열처리전EVA발포물을오

븐에넣는단계를나타냈었으며, 2번은오븐에EVA

발포물을넣는단계를나타낸것이다. 해당오븐은

4개의층으로이루어져있으며오븐의각층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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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eating equipment 

Fig. 4 Specimen for adhesion test (Up : Developed 
Process / Down : Current process )

Fig. 5 Result of adhesion test 

개의 EVA 시트를 두고 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오븐에서의 가열은 2분~2분30초 정도로 이루어 

지고 있다.      
Fig  2의 3번은 은 열처리된 EVA시트를 압착용 

프레스에 정렬시키는 공정을 나타낸 것이다.  4번
은 오븐에서 열처리된 시트를 작업자가 프레스 

내부의 금형사이에 EVA발포물을 위치시키는 작

업을 나타낸 것으로 이때 정확한 정렬을 위해 프레

스 전후로 2명의 작업자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열처리 자동화 설비 설계 및 제작 

본 논문에서는 자동화 모듈을 공정 순서에 따라 

크게 4가지 공정으로 구분하였다. 공정의 순서에 

따라 첫 번째는 적재된 EVA발포물이 작업시간에 

맞추어 한 장씩 투입되도록 하는 투입모듈, 두 번째

로는  투입된 시트가 오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이송모듈, 세 번째 모듈로는 이송된 시트에 

예열공정이 이루어지는 히팅모듈, 끝으로 예열이 

완료된 EVA발포물을 프레스 작업을 위해 취출할 

수 있는 취출모듈로 구분하였다. 
각 공정별 모듈은 앞서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 

내용을 기초로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단위 작업 

시간도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Fig. 3은 공정별 설계안을 토대로 제작된 열처리 

자동화 설비를 나타낸 것이다. 

4. 결과

열처리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생산된 제품의 

성능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UTM(Universial testing 
machine)을 이용해 접착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에 사용된 시편은 Fig. 4와 같이, 기존 공정을 이용해 

제작한 신발(하) 와 개발 설비를 이용해 제작된 

신발(상)을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한 시험편의 전

처리 과정은 없으며, 시험편의 가장자리에서 안쪽

으로 1cm를 절단하여 접착력에 대한 측정부위를 

결정하였으며, 해당 부위를 14개의 동일한 크기로 

재분할 하여 각 부위의 접착력을 확인하였다. 

Fig 5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4개 부위에서는 

기존접착 공정에 비해 낮은 접착력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설비를 통해 

제작된 공정의 접착력이 우수하거나 비슷한 결과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신발 창 준비공정에서 작업자가 

수행하던 열처리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작업내

용을 분석하고 설비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해당 

장비를 통한 제품의 생산에서 기존과 유사한 결과

를 보임과 동시에 작업자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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