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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캠 메커니즘은 링크기구(link mechanism)가  

만들기 어려운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하다. 

특히 구동링크가 운동할 때 종동기구가  

일정시간동안 정지해 있는 기능은(이를 

dwell 이라고 한다) 많은 캠 메커니즘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캠은 여러 

개의 링크기구를 사용하여 힘들게 구현하는 

운동을 단 하나의 기구로서 얻을 수 있어서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캠은 기계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많이 

활용되는데 링크 메커니즘과 달리 캠은 

하드카피에 의한 모방이 어렵다. 왜냐하면 

캠을 정밀하게 측정해서 만든 모방 품은 

종동기구의 궤적을 만족 시킬 수는 있으나 

캠의 회전에 따른 속도나 가속도는 원래의 

설계 값을 정확히 구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종동기구의 속도 및 가속도는 회전각에 대한 

캠 형상(cam profile)의 1 차, 2 차 미분 값에 

해당하는데 모방 품은 특정 각도에서 이 

수치들이 정확한 값을 갖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캠은 기구 설계자의 의도를 가장 

함축하여 구현하고 한편으로는 감출 수 있는 

메커니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캠의 단점은 링크 메커니즘에 비해 제작 

단가가 훨씬 비싸고 종동기구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마모가 쉽게 발생한다. 또한 캠의 

형상은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캠 형상 데이터는 일정 수의 점들의 

집합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캠을 가공하는 가공기의 정밀도에 따라 캠 

메커니즘의 속도 및 가속도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부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계란선별기에서 사용되는 반경 캠(Radial 

cam)을 예로 삼아서 캠 설계 과정을 

수록하였다. 

2. 계란선별기 캠 사양 
 

계란선별기는 계란을 무게에 따라 

분류하여 서로 다른 계란판에 담는 축산용 

기계로서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무게를 

측정하고 메커니즘을 제어하는 제어부와 

측정된 계란을 정해진 위치로 운반하는 이송부 

그리고 분류된 계란을 계란판에 담는 

계란포장기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Fig. 

1 에 나타낸 계란포장기는 계란을 아래방향에 

위치한 계란판으로 이송하는 기능을 한다. 

계란포장기의 캠이 회전함에 따라 캠과 접촉한 

종동기구(follower)의 상하운동에 의해 계란은 

바스켓 어셈블리에 담긴 상태로(Fig. 2(a) 참조) 

Fig. 1 에 도시한 좌표의 -y 방향으로 

하강운동을 하다가 일정 위치에 도달하면 

왼쪽의 바스켓이 열리게 됨으로써(Fig. 

2(b)참조) 계란이 계란판으로 떨어지게 된다[1]. 

계란을 투하하고 난 후 바스켓 어셈블리는 

다시 본래의 위치로 상승하여 계란이송의 한 

주기를 마치게 되는데, 바스켓 어셈블리에 

요구되는 운동은 하강구간(-y 방향)과 

상승구간에서 서로 다르다. 계란을 이송하는 

하강운동 구간에서는 가속도가 중력가속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하여 계란과 바스켓이 

계속해서 접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계란을 투하 한 후의 상승운동 

구간에서는 신속한 귀환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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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m mechanism of packer holder in an egg 

grading machine 

 

 

 

 

 

 

 

(a)                    (b) 

Fig. 2 Basket assembly movement 

 

3. 반경 캠 설계 
 

캠 function 은 종동기구가 원하는 운동을 

얻기 위한 캠의 형상, 속도, 가속도를 표현하는 

함수인데 좁은 의미로는 캠의 가속도 함수를 

의미한다. 캠 설계에 많이 활용되는 SCCA 

function family 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섯 

가지 가속도 함수를 의미하며 그 다섯 함수는 

constant acceleration, simple harmonic, modified 

trapezoid, modified sine, cycloidal displacement 

이다.[1, 2] 이러한 다섯 가지 캠 function 은 

매개변수에 의해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된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반경캠의 설계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과 이를 CNC 를 이용해 

제작한 것을  Fig. 3 에 도시하였다. 

 

 

 

 

 

 

 

 

 

 

 

Fig. 3 Cam profile of egg grading machine 

 

4. 결론 
 

반경 캠의 설계를 위하여 따라야 할 주요 

설계과정과 설계이론을 계란선별기에 사용되는 

캠 설계에 적용하여 살펴 보았다. 캠은 

링크기구에 비해 고가의 제작단가와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하나의 부품으로 변위, 

속도, 가속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구설계자가 자주 선택하는 메커니즘 

요소이다. 컴퓨터를 활용한 설계기술과 CNC 

머신의 활용은 캠 개발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하여 준다. 컴퓨터를 활용하여 캠의 형상 

데이터를 매우 정밀하게 생성할 수 있으며 이 

값은 1/000 mm 이하의 정밀도로 제작 가능하다. 

특히 링크 기구로는 원하는 정지부(dwell)를 

얻기 어렵거나 기계장치에서 링크 기구 장착을 

위한 공간이 없는 경우 생산단가와 제품의 

수명을 참고하여 캠 메커니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후기 
 

이 논문은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부품·

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기술지원 결과임. 

 

참고문헌 
 

1. Robert L. Norton., 2004, “Design of Machinery: 

An introduction to the Synthesis and Analysis of 

Machines,” McGraw-Hill, 3rd Ed. pp. 377~ 452. 

2. David H. Myszka., 2002, “Machines & 

Mechanisms,” Prentice Hall, 2nd Ed. pp. 

295~339.   

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