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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국내 미역시장은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
기 시작하여 매년 50만톤 이상을 생산중이며, 중국, 일본과
함께 3대 미역산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현재 생산되고 있
는 미역의 가공작업은 단위 공정에 따라 일부 자동화설비를
도입하고 있으나, 미역 줄기 및 엽체 분리작업은 현재까지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역줄기 및 엽체분리 자동화 장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은 실 사용조건에 맞춰 모터샤
프트의 양끝을 고정지지 조건으로 설정하고, 작용하는 모터
의 rpm을 하중조건으로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구조해석결과는 Fig.2와 같이 실제 운용되는 모터의 torque에
대하여 최대응력은 모터샤프트 끝단에서 나타났으며, 안전율 2.5
기준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137MPa)에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응력집중 기구부를 선정하여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2. 연구방법

Fig.2 Result of structural analysis

4. 결 론
미역 줄기 및 엽체 분리 자동화 장치의 응력집중 기구부를
선별하여 구조해석을 수행 한 각 기구부에 미치는 최대응력이
안전율 2.5기준의 허용응력 내 존재함으로써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개발되는 미역 줄기 및 엽
Fig.1 3D-Model of Structural Analysis
구조안전성평가는 상용프로그램(ANSYS Workbench 18.2
mechanical)을 이용하였으며, 해석시간의 효용성을 판단하여 요
소망 생성 시 적응적 요소망(Adaptive mesh)기법을 사용하였다.
요소는 6면체 솔리드 Hexa솔리드 요소를 사용하고, 요소
의 크기는 2~5m, 밀도는 zero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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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분리 자동화장치의 산업현장 투입 시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지던 가공현장 환경이 개선되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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