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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re are several ways to mold the complex material, and it is divided to vacuum pack mold,

compression mold, and hand lay up for a high molecular substance as a basic material.

Moreover, it can be divided to general manufacturing (Single form) and mold

manufacturing(Mold form) under normal temperature for Firefly. Firefly was manufactured with

hand lay up and general manufacturing that using the foam core, glass fabric, and template

without mold. However, mold manufacturing that is producing the surface by semi-sandwich

using thin foam core and glass fabric then reinforce the inside with spar and rib is on

developing. Mold manufacturing can make easy to production, standardize the quality, and

possible to mass producing.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mold producing process for canard

aircraft "Firefly", and the problems and solutions during producing Firefly. Moreover, it

complements the defect that the problems caused by master manufacturing error when produce

several masters of a large part, and make the manufacturing process to be shortened by the

replacement from the supplementary plate to the foam that is installed when producing lay up

mold.

서 론서 론서 론서 론....ⅠⅠⅠⅠ

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선미익형 항공기반디호 는 복합재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현재1997 (Firefly)

시제 호기 및 호기가 제작 완료되있다 호기의 경우는 시험비행을 완료하고 남북극점 경유 세계1 2 . 1

일주 비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호기는 성능개량을 위한 비행시험에 사용되고 있다 수출을 목포로, 2 .

한 개량형의 반디호는 구조제작 방법을 개선한 개량형으로 호기의 제작 진행 중에 있다 현재에3, 4 .

는 신영중공업 과 항공우주연구원이 양산 체제 구축을 위한 몰드 를 개발 하고 있다 일반(mold) [1].㈜

적으로 개인이 제작하는 시험용 항공기는 곡면제작이 용이한 복합재를 이용하여 제작되고 있으며,

제작 방법에 따라 크게 상온용과 고온용으로 구분된다 시제 호기의 주익 미익 동체 등을 폼코. 1, 2 / /

어 를 열선 가공하여 형태를 만든 후 유리섬유 천 을 상온 적층하는 방식으(foam core) (glass fabric)

로 몰드없이 템플레이트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수출을 위한 개량형의 경우는 세미 샌드위치방식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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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얇은 폼 코어를 외피에 부착시키고 스파와 리브로 내부 구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

다 이러한 개량형 구조는 몰드가 필요하며 몰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품제작이 용이하고 품[2,3]. , ,

질을 균일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디호 제작을 위한 주요 몰드는 동체 킬빔 주익 수직꼬리날개 중앙 스파 외측 스파 및 엔진, , , , ,

카울 등이 있다 센터 스파 아웃보드 스파 수직꼬리날개 주익 동체 몰드는 현재 제작이 완료되[4]. , , , ,

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기 제작 완료된 몰드 와 구조시험용 시제기 제작에 관한 제작 방법에 대,

하여 기술하고자 한다[5].

본 론본 론본 론본 론....ⅡⅡⅡⅡ

몰드 설계몰드 설계몰드 설계몰드 설계1.1.1.1.

마스터 설계1)

마스터의 제작방법으로는 가공 목형 템플레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폼과 같이 연한 재료를NC , , ,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수 가공하여 제작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가공 및 목형으로 제작하는 경우. NC

는 정확한 형상을 구현하기가 쉬우나 가공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며 폼을 수가공하는 경우는,

제작비는 적게 소요되지만 수치의 정확성과 좌우 대칭성 유지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과제에서는 제작비를 줄이고 요구되는 수치적 정확도도 유지할 수 있는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방법

으로 마스터를 설계 제작하였다 마스터의 설계에 있어 고려사항은 제작비가 저렴하여야 하며/ [3]. ,

외형을 요구조건에 맞게 구현할 수 있어야 하고 제작 완료 후 적층 몰드 제작 완료까지 변형 없이,

형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이다 또한 마스터로부터 적층 몰드 작업 후 탈형이. (lay-up mold)

쉽게 제작 되어야 하며 적층 몰드 제작 후나 부품 제작 후에 후처리가 필요하지 않도록 표면은 최,

대한 매끄럽게 가공되어야 한다[4].

적층 몰드 설계2)

적층 몰드는 마스터에 적층하여 틀을 떠내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각 부품 조립 시 부품간의 형.

상이 일치되도록 각 조립품 마다 하나의 마스터로부터 분리형으로 제작되도록 하였(Sub-Assembly)

으며 적층 몰드의 강도 증가 및 부품 제작 시 절단 할 여유가 있도록 분리 면을 연장하여 설치하,

였다 부품 조립 시 상호간의 정확한 위치를 용이하게 정렬할 수 있도록 분리 면에는 툴링 핀을 설.

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몰드 제작몰드 제작몰드 제작몰드 제작2.2.2.2.

주익 마스터 제작1)

템플레이트는 를 사용하여 실척으로 출력한 후 알루미늄 판에 부착하고 사상가공으로 그림CAD <

와 같이 제작하였다 출력된 종이에는 단면의 형상이외에도 템플레이트 정렬시 기준이 되는1>(a) .

외측 스파의 위치와 수평 기준선을 표기하였으며 열선 가공 시 양단간의 열선 상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각각 균등 분할된 눈금 선을 표기하였다 눈금 선을 표기하지 않고 절단할 경우 열선의.

이동 속도가 상이하여 말안장과 같이 중간 부위가 움푹 파이는 형태로 가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다.

열선 가공 방법으로는 그림 와 같이 니크롬선 에 전기를 인가시켜서 폼< 1>(b) (Ni-chrome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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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면이 매끄럽게 되는 온도로 발생 열을 조절한 후 템플리트를 폼의 양쪽 측면에 고정한 상태에,

서 템플레이트의 형상을 따라 눈금선에 표시된 번호를 호명하며 이동시키면서 폼을 가공하는 방식

을 사용하였다 폼의 크기가 커지면 열선의 길이가 늘어나서 열선이 끊어지거나 중간이 늘어져서.

폼 가공 상태가 나쁘게 된다 주익제작에 있어서는 가공할 수 있는 폼의 크기를 최대 로 규제. 48in

하여 한쪽 주익을 개 폼 조합으로 이루어지도록 구분하여 제작하였으며 각 조각들을 기 제작된7 ,

외측 스파에 퍼티 를 사용하여 그림 와 같이 접착하였다(putty) < 2> .

형상 틀 준비(a) 열선 절단(b)

그림 형상 제작 준비그림 형상 제작 준비그림 형상 제작 준비그림 형상 제작 준비< 1>< 1>< 1>< 1>

형상 정렬(a) 형상제작(b)

그림 형상 제작 과정그림 형상 제작 과정그림 형상 제작 과정그림 형상 제작 과정< 2>< 2>< 2>< 2>

퍼티에는 폼을 녹이는 용제가 섞여 있어 폼을 부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알파 폭시라는 에폭, -

시에 마이크로 글래스 버블 을 섞어 만든 슬러리로 대체하여 문제점을 해결하(micro glass bubble)

였다 이때 각 조각들이 정확한 위치에 조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외측 스파의 내부 웨브면을 수준기. ,

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정렬 시킨 후 그림 에 보이는 경위기 를 이용하여 폼에 표, < 2>(a) (theodolite)

시된 수직선과 일치 시켜 폼을 정 위치에 조립하였다.

그림 와 같이 주익의 형태가 완성되면 폼 형상의 변형방지와 강성을 증진 시키기 위< 2>(a, b) ,

해 글래스 천을 그림 와 같이 슬러리를 폼 표면에 도포한다 그림 의 글래스< 3>(a) . < 3>(b) TRIAX

천 장을 적층하여 주익 마스터를 완성하여 완전히 경화가 진행된 후에 표면에 퍼티를 도포하며1 ,

표면을 매끄럽게 사상가공하여 주익 마스터 몰드 제작을 완료하였다.

주익 적층 몰드 제작2)

수직 미익 몰드와 주익의 몰드 제작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다 주익은 완성된 마스터 몰드를.

이용하여 부품제작에 사용되는 적층 몰드를 다음과 같이 제작하였다 적층 몰드에 사용된 재료는.

수지 금형인 겔코트 글래스 천 에폭시 레진과 스치로폼 등 이다 주익의 몰드는 상 하(Gel Coa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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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설계되었는데 분리를 위하여 그림 와 같이 두께의 아크릴 판을 이용하여2 , < 3>(a) 2mm

폭으로 분리면을 설치한 후 하판 몰드와 상판 몰드를 동시에 작업하여 적층몰드를 완성하100mm

였다 탈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액체 이형제를 회 도포한 후 적층 몰드의 면이 마스터의 형상. 3 ,

을 정확하게 형성하면 수지금형의 겔코트를 그림 와 같이 회 도포하였다 겔코트의 경화정< 3>(a) 2 .

도는 손으로 만졌을 때 지문이 약간 남을 정도 시 곡면 굴곡부 적층이 용이한 얇은 글래스 천 장2

을 에폭시 레진을 사용하여 적층하였다 적층 몰드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꺼운 글래스 천. 4

장을 그림 와 같이 추가로 적층하였다 이 때의 적층 각도는 로 준 등방성< 3>(b) . 0°/±45° /±45°/0°

이 되도록 하여 경화 후 뒤틀림 변형이 없도록 하였다.

겔 코트 적용(a) 적층작업(b)

툴링핀(c) 탈형(d)

그림 적층 몰드 작업 공정그림 적층 몰드 작업 공정그림 적층 몰드 작업 공정그림 적층 몰드 작업 공정< 3>< 3>< 3>< 3>

탈형면 조도(a) 겔 코트 면(b)

그림 탈형후 문제 요소그림 탈형후 문제 요소그림 탈형후 문제 요소그림 탈형후 문제 요소< 4>< 4>< 4>< 4>

적층 몰드가 완전히 경화 한 후에는 용이한 부품 조립을 위하여 그림 와 같이 툴링 핀을< 3>(c)

장착할 수 있도록 부싱 을 상하 몰드에 각각 설치하였다 적층 몰드의 탈형은 그림(Bushing) . < 3>

와 같이 소형 나무 쐐기를 제작하여 분리 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탈형 과정에서 그(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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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와 같이 마스터 몰드의 일부가 적층몰드와 부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인은4>(a) .

탈형을 위해 사용한 액체형 이형재가 마스터 면에 도포된 퍼티에 스며들면서 충분한 이형 피막을

형성치 못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익 적층몰드를 제작하기 전에 작은 형상.

으로 시험하여 확인하였으나 면적이 적고 이형재의 화학 성분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시 피막이 형성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되었다 또한 시험 시 사용하였던 대상물 제작 시에는 퍼.

티가 상대적으로 얇았으며 서늘한 그늘에서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형재가 고루 피막을 형성하여 이,

상이 없었다 이러한 시험과 실제와의 차이는 다른 개발과정에서도 종종 야기되는 문제로 시험이.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적층 시 일부 접착이 잘 되지 않은 곳은.

그림 와 같이 겔코트가 부서져 나간 곳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곳은 세척 후 겔코트로 메운< 4>(b) .

후 사상 작업을 통하여 보수하였으며 마스터가 부착된 곳도 사상 작업을 통하여 이물질을 제거하,

였다 이러한 이형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체 적층 몰드 제작 시에는 고체형 이형재를 사용하.

였다.

동체 마스터 제작3)

동체 마스터 제작 시 형상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를 이용하여 개의 단면 템플레, CATIA 14

이트를 설계하여 두께의 철판을 레이저가공한 후 용접으로 조립하였다 강도 및 템플레이트3mm .

위치 고정을 위하여 동체 축 방향으로 개의 템플레이트를 제작하여 그림 과 같이 골격을 완성하8 5

였다.

그림 동체 마스터의 골격 구조그림 동체 마스터의 골격 구조그림 동체 마스터의 골격 구조그림 동체 마스터의 골격 구조< 5>< 5>< 5>< 5>

자중을 견딜 수 있도록 중앙에는 의 사각 철재 봉을 개 위치시켰으며 면 가공을100mm x 2.3t 4 ,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림 과 같이 전체를 회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전축으로는< 7> . 100mm x

지름의 원형 파이프를 부품제작 시 문제가 되지 않는 위치인 전방의 착륙등 설치 장소와 후방4.9t

의 프로펠러 축 사이를 관통하도록 설치하였다 또한 회전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전륜을.

그림 과 같이 설치하였으며 회전을 규제하기 위하여 고정 핀도 장착하였다< 6> , .

그림 동체 마스터 회전 작업대그림 동체 마스터 회전 작업대그림 동체 마스터 회전 작업대그림 동체 마스터 회전 작업대< 6>< 6><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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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형상 구현을 위하여 템플레이트 사이를 그림 과 같이 폼을 삽입하여 템플레이트를 기준< 6>

으로 사상하여 마스터의 형상을 구현하였고 주익의 마스터 제작과 동일한 방법으로 글레스TRIAX

천을 적층하여 마스터를 완성하였다 적층 몰드는 엔진 벌크헤드 이후의 엔진 카울부와 동체의 좌. ,

우로 하여 개의 적층 몰드로 구현하였다 동체의 적층 몰드 보강은 주익의 방법과 달리 그림3 . <

와 같이 격자 그물모양으로 인치정도의 원을 반으로 절단하여 부분적으로 곡선을 형성시켜 보9> 2

강하였다.

그림 기본 형상 제작그림 기본 형상 제작그림 기본 형상 제작그림 기본 형상 제작< 7>< 7>< 7>< 7>

그림 몰드 성형그림 몰드 성형그림 몰드 성형그림 몰드 성형< 8>< 8>< 8>< 8>

그림 반디호 기체 구조그림 반디호 기체 구조그림 반디호 기체 구조그림 반디호 기체 구조< 9>< 9>< 9>< 9>

동체와 주익의 몰드에서 그림 과 같이 반디호 시제품을 제작을 위한 구조시험용 외피 제작과 조9

립을 하였다 비행 하중 해석 공탄성 해석 고유 진동 해석 등 다각도의 시험을 통해 기체의 구조. , ,

시험을 완료 하였다 차후에는 정밀도 수준이 높은 비파괴 검사도 병행 할 예정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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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정하중 구조 시험그림 정하중 구조 시험그림 정하중 구조 시험그림 정하중 구조 시험< 10>< 10>< 10>< 10>

그림 완성된 반디호의 형상그림 완성된 반디호의 형상그림 완성된 반디호의 형상그림 완성된 반디호의 형상< 11>< 11>< 11>< 11>

결 론결 론결 론결 론....ⅢⅢⅢⅢ

반디호 몰드 개발 과정의 특징은 대형 부품이지만 각 조립품의 마스터 몰드를 하나로 하여 분리
형 적층 몰드를 제작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대형 부품의 마스터를 여러 개 제작하였을 때 마스터 제,
작 오차가 조립 시 문제를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폼을 중간에 삽입시켜 강성을 증가시.
키는 방법으로 적층 몰드 제작 시 일반적으로 부착하는 보강 판을 생략하여 제작 공정을 단축시켜
제작 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반디호의 몰드제작을 년에 완료하였고 년에는 그림. 2004 , 2005 <
과 같이 반디 호기의 시제기 제작 및 비행시험을 완료하여 반디호의 수출 체제를 구축할 계획11> 3

이다.

후 기후 기후 기후 기

본 논문은 한공우주연구원 소형기 그룹의 인승 선미익 경항공기 수출모델 개발 연구의 일부분“4 ”
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

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

반디호 복합재료 항공기 구조 재료 특성 시험 한국항공우주연구소[1] “ ”, , 1997. 12.
김창군 구지은 외 반디호 복합재료 항공기의 반디호 구조시험 및 분석 한국항공우주학회[2] , , “ ,”

춘계 학술 발표회 논문집, 1998. 4., pp. 261 265.～
김진원 외 인승 선미익형 항공기 구조해석 한국항공우주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3] , “4 ” , 2000. 11.
김진원 외 소형항공기용 국산 복합소재 개발 한국항공우주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4] , “ ” ,

2003. 11., pp. 433 43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미익형 소형항공기 핵심기술 연구 연구보고서[5] , “ , ”, 2002.
홍교영 홍승범 항공기 복합 재료의 비파괴검사를 위한 가변창 필터를 이용한 초음파 영상 개[6] , , “
선 한국항공운항학회 논문집 제 권 호” 11 2 2003. 11 pp. 33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