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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초경량 금속 구조는 무게 대비 강도가 높은 재

료로서 발포금속, 트러스 PCM 등이 있다. 보편적

으로 발포금속은 불규칙한 구조로 인한 열등한 기

계적 강도, 높은 가격, 소재의 제한성 때문에 활용

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트러스 PCM 은 

규칙적인 구조와 내부 공간 활용 가능성, 충격 및 

진동, 에너지 흡수율이 뛰어난 재료로 알려져 있

다. 이러한 트러스 PCM 을 이루는 구조로는 피라

미드(Pyramid),(1) 옥테트(Octet),(2) 카고메(Kagome)(3) 

등이 있다. 

트러스 PCM 을 제조하는 방법(4~6)에는 인베스트

먼트주조법, 철망 적층법, 천공 판재 성형법이 있

으나, 높은 제조 비용 및 결함률, 재료 손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대량 생산 가능성이 희박하다. 

최근 Lee 와 Kang 등(7)에 의해 제안된 Wire-woven 

Bulk Kagome(WBK) 는 기존의 트러스 PCM 의 장

점과 더불어 소재 자체를 쉽게 강화하여 구조재의 

강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층으로 적층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WBK 제 

작 시 대부분을 수작업에 의존하므로 대량생산 가

능성이 낮은 편이다.  

 

Key Words: Loom(직조기), Ultra-light Metal Structure(초경량 구조물), WBK(Wire-woven Bulk Kagome; 와이어

직조 카고메), PCM(Periodic Cellular Metal; 규칙적 다공질 금속) 

초록: 와이어직조 카고메(WBK)는 나선형으로 성형된 와이어를 6 방향에서 조립하여 제작된다. 지금까지

의 WBK 는 수작업으로 조립되어 왔지만, 산업적 적용을 위해서는 조립공정의 자동화가 필수적이다. 또

한, 유연한 와이어로 WBK 를 제작할 경우 기하학적 형상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직조기와 같은 자동화 

기계의 개발이 절실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연한 와이어를 이용하여 WBK 를 제작하는 직조기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이 직조기는 상부 플레이트의 회전운동과 와이어를 삽입하는 장치의 병진운동으로 작동

된다. 그리고 이미 삽입된 와이어 간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빗살장치는 다층의 카고메망 사이에 위치

된다. 또한 이 직조기는 나선형 와이어와 직선형 와이어로 구성된 semi-WBK 의 제작에도 이용될 수 있

다. 

Abstract: Wire-woven Bulk Kagome (WBK) is fabricated by assembling helically formed wires in six directions. To 

date, WBK samples have been assembled manually. For industrial application, the assembly process must be automated. 

Furthermore, if WBK is to be fabricated using flexible wires that cannot maintain their helical shape during fabrication, 

a specialized automatic machine, i.e., a loom needs to be developed. In this work, we designed and constructed a loom 

for fabricating WBKs using flexible wires. This loom is operated by one rotation of the upper plate, two translations of 

the insertion device, and insertion of wires. So-called “comb devices” are placed between multiple layers of Kagome 

nets to prevent the wires that are already in place from getting entangled with those that are being inserted. This loom 

can be also used to fabricate semi-WBKs composed of helically formed wires and rigid straight wires. 

§ 이 논문은 2010년도 대한기계학회 재료 및 파괴부문 춘계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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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nit cell of semi-WBK 

 

WBK 가 경쟁 재료에 비해 다양한 강점을 가지

고 있지만, 상업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대

량 생산성이다. 따라서 PC 로 제어되는 WBK 직

조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할 필요가 있다. 다만, 면

내방향(in-plane) 2D 카고메(Kagome) 망의 제조에 

필요한 3 축 직조방법으로는 1960 년대부터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면내방

향 와이어망은 기존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것들을 미리 여러 장 구매하여 장착

한 뒤 면외방향(out-of-plane) 와이어를 삽입하여 

WBK 를 직조하는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8)  

면외방향 직조 과정에서 와이어 간의 간섭을 방

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구상되었다. 또한 

기존의 WBK 제작에 사용되는 강성의 나선형 와

이어를 적용하기에 앞서 유연한 와이어인 면사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여기서 면사는 가정용 봉제

사로써, 직경 1.0mm 정도의 비교적 두꺼운 실이다. 

본 장치는 유연한 와이어로 3 축 직조된 Kagome 

망과 강성의 직선 와이어로 구성된 semi-WBK(9)의 

제조에도 사용될 수 있다. Fig. 1 은 semi-WBK 의 

단위셀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PC 제어를 통한 장치의 구동 

• 유연한 면사의 공급 

• 삽입된 면사의 위치고정 

• 면외방향 면사 삽입 시 기 직조된 면사간의 

간섭을 방지  

• 복합재 섬유번들과 강성의 직선 와이어들을  

이용한 직조 가능성 

 
 

Fig. 2 A system of loom 

 

본 제작장치는 3 차원 트러스 구조물 직조기로

서 중앙부가 천공된 하부 베이스 플레이트와 면내

에서 회전 가능한 상부 플레이트로 이루어진다. 

하부 베이스 플레이트 내부에는 면내방향 와이어

망과 간격조절수단이 포함된 빗살장치, 그리고 면

사고정상하판 등이 조립되어 있다. 상부 플레이트

에는 구동 모터에 의한 전후좌우 이동수단과 일정

한 각도에 따른 면사의 삽입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삽입장치는 WBK 면외방향 축의 삽입 각도를 따

라 삽입 및 이탈 된다. 이러한 직조기의 전체 모

습은 Fig. 2 와 같다. 회전 플레이트와 간격조절수

단, 면내방향 이동수단, 삽입장치는 모두 PC 로 제

어되며, 본 장치는 3 차원 트러스 구조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2. 직조기의 구조 및 제어 

2.1 직조기의 구조 

3 축 직조로 이루어진 면내방향 와이어망 4 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적층된다. 최상층 와이어망 위 

에는 면사고정상판, 최하층 와이어망 아래에는 면

사고정하판이 결합된다. 각각의 면사고정상하판은 

면외방향 면사가 삽입되는 위치마다 직경 3.5mm

의 구멍이 뚫려 있다. 또한 면사의 고정을 위해

1mm 두께의 고무판이 결합되었다. 다음으로 와이 

어망 중간마다 Fig. 3(a)의 빗살장치 A(comb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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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Set of comb devices A and B (b) multiple 
layers of 2D Kagome nets 

 

 

 
 

Fig. 4 Insertion device 

 

A)와 빗살장치 B(comb device B)가 직각을 이루며 

2 개씩 장착된다. Fig. 3(b)는 조립된 면내방향 와이

어망 4 개와 면사고정상하판, 빗살장치 A 3 개, 빗

살장치 B 3 개를 조립한 모습으로서 직조다단체라 

명하였다. 이렇게 조립된 직조다단체는 하부 베이

스 플레이트 내부에 결합한다. 4 층의 와이어망은 

하부 베이스 플레이트에 고정되지만, 3 개의 빗살

장치 A 와 3 개의 빗살장치 B 는 각각 독립적으로 

간격조절이 가능하다. 이 빗살장치의 원리는 2.2

절에서 자세히 기술되었다.  

상부 플레이트에는 구동모터에 의한 면내방향 x

축과 y 축 이송장치가 장착되었다. 또한 상부 플

레이트 전체가 면내에서 c 축을 중심으로 ±120°

회전이 가능하다. Fig. 4 는 상부 플레이트 위에 결

합되어 있는 삽입장치를 나타내고, 이 삽입장치는 

면외방향 와이어의 삽입각도인 θ=54.73°에 맞추

며, 이 축은 z 축이다. 구동모터에 의해, 삽입장치 

 
 

Fig. 5 Wire fixing device on the insertion device, (a) 
opened (b) closed 

 

 

 
 

Fig. 6 Locations of comb devices A and B in an ideal 
Kagome structure, (a) side view (b) front view 

 
에서 z 축을 따라 이송하는 튜브가 있으며, 튜브 

내부에는 유연한 와이어인 면사가 포함되어 있다. 

삽입장치의 상단에는 튜브로부터 면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면사고정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이

장치의 역할은 삽입장치가 면내에서 x, y 축으로 

이송될 때 튜브내의 면사가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

하거나, 삽입장치가 삽입 될 때 튜브와 면사가 함

께 삽입되도록 유도한다. Fig. 5 (a)는 면사고정장치

가 공압 실린더에 의해 탈착된 상태이고, (b)는 압

착된 상태이다. 

 

2.2 빗살의 원리 

면내방향 와이어망을 편의상 1 축, 2 축, 3 축으로 

직조된다고 하고, 면외방향으로 삽입되는 면사를 

4 축, 5 축, 6 축으로 표현하겠다. 각 축의 방향은 

Fig. 1 과 Fig. 6 에 표기하였다. 빗살장치의 역할은 

면외방향 삽입 시 기 직조된 면사간의 간섭을 방

지하기 위함이다. 먼저, 빗살장치 A 는 적층된 4

개의 와이어망들 사이에 결합되므로 3 단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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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A screen view of control software-manual 
mode (b) A screen view of control software-auto 
mode 

 
루어져 있다. 빗살장치의 와이어는 직경이 1mm 인 

스프링강으로 제작되었으며, 한쪽 단에만 고정되

어 이미 적층된 와이어망들 사이에 착탈이 가능하

다. Fig. 6 은 Ideal Kagome structure 에서 빗살장치와

이어의 위치를 포인트로 표시하였다.  

여기서 빗살장치 A 는 Fig. 6(a)에서와 같이 면외

방향 면사가 교차하여 간섭이 발생하는 지점, 즉 

4 축과 5 축의 교점마다 위치하도록 설계되었다. 

빗살장치의 원리는 4 번 축이 삽입된 후 빗살장치 

A 가 기 삽입된 4 번 축을 밀어내면 5 번 축이 삽

입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는 원리이다. 이때의 빗

살장치 A 의 간격조절 축은 Y 축이다. 

빗살장치 B 의 경우도 Fig. 6(b) 에서와 같이 위

치하며, 그 원리는 빗살장치 A 와 유사하다. 다만 

빗살장치 A 가 4 번 축과 5 번 축 간의 간섭을 방

지한다면 빗살장치 B 는 상부플레이트가 +120°회

전한 다음, 5 번 축과 6 번 축 간의 간섭을 방지한

다. 이때의 빗살장치 B 의 간격조절축은 X 축이다. 

여기서 X 축과 Y 축은 Fig. 6 에 표현하였다.  

 

2.3 PC 제어 

빗살장치 X 축과 Y 축의 간격조절, 상부 플레이

트의 면내방향 x 축과 y 축의 이동, c 축의 회전, 그 

 
 

Fig. 8 Flow chart of the loom operation 

 

리고 삽입장치의 면외방향 z 축의 삽입 등 모든 

작동은 PC 로 제어된다. 면사고정장치와 커터의 

공압 실린더 역시 PC 에 의해 제어된다. 제어 

software 는 C++ Builder 로 제작되었으며 Fig. 7 과 

같다. Fig. 7(a)는 manual mode 로서 좌측 상단은 각

각의 독립좌표와 상대좌표를 나타내고, 하단은 각

축의 위치를 직접 입력 가능한 command 창을 나

타낸다. 우측은 각 축의 초기위치, 속도 조절, zero 

setting 그리고 공압 실린더의 작동 등을 위한 버

튼이 있다. Fig. 7(b)는 auto mode 로서 저장된 

command 를 불러와 자동제어가 가능한 화면이다. 

또한, 병진, 회전, 공압 실린더 작동 등 전반적인 

직조기의 모든 공정 과정을 text file 로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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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ocess of wire cutting 

 

 

 
Fig. 10 Assembled WBK sample, (a) in place (b) 

separated 

 

3. 직조기의 작동방식 

Fig. 8 은 직조기의 작동방식 flow chart 를 나타낸

다. 하부 플레이트 내부에는 빗살장치와 면내방향 

와이어망을 적층한 직조다단체가 결합된다. 와이

어망의 면내방향은 Fig. 1 에서 1 번, 2 번, 3 번 축으

로 이루어지고, 면외방향은 4 번, 5 번, 6 번 축으로 

이루어진다. 면내 방향은 Fig. 3(a)에서 X, Y 평면

과 동일하고, 면외방향은 Fig. 4 에서 x, y 평면에 

대해 삽입각도인 θ 만큼 기울인 방향 즉, z 축을 

의미한다. 직조기 삽입장치의 튜브는 z 축과 동일

한 방향인 4 번 축을 중심으로 ±120° 간격으로 5

번 축과 6 번 축을 삽입한다. 시편의 pitch 는 

20mm 이고, 크기는 200mm× 200mm 이다. 시편의 

높이는 4 층이지만, 면사고정상하판을 포함할 경우 

6 층의 직조다단체를 이룬다. 

직조기의 작동은 면사고정장치에 면사가 압착된 

후 삽입장치가 초기 위치로 이송된다. 면사를 포

함한 튜브가 4 축을 삽입하고, 삽입된 면사가 면사

고정하판에 고정되면, 면사고정장치가 탈착된다. 

면사를 제외한 튜브만 완전히 빠져 나오면 Fig. 9

와 같이 커터가 작동하여 면사를 절단하고, 절단

된 면사는 면사고정하판과 상판에 의해 고정된다. 

이러한 과정이 4 번 축 전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4 번 축 직조가 완료 될 경우, 삽입장치는 초기 

위치로 돌아온 후 상부 플레이트가 +120°회전한 

  
Fig. 11 The finished WBK sample, (a) a side view (b) a 

front view  

 

다. 이 때, 이미 직조된 4 번 축과 새로 삽입 될 5 

번 축 간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빗살장치 A 가 

튜브의 직경 이상 이송된다. 5 번 축 역시 4 번 축 

과 마찬가지로 초기 삽입 위치로 이송된 후 면사

를 포함한 튜브의 삽입, 하판 면사고정, 면사를 제

외한 튜브의 이탈, 상판 면사고정, 면사 절단의 과

정을 동일하게 반복한다. 5 번 축의 직조가 완료 

될 경우, 상부 플레이트가 -240°회전한다. 빗살장

치 B 역시 이미 직조된 5 번 축과 새로 삽입 될 6

번 축 간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튜브의 직경 이

상 이송된 후, 이전과 마찬가지로 6 번 축을 직조

한다. 

Fig. 10(a)는 직조가 완료된 모습이고, (b)는 하부 

플레이트로부터 직조다단체가 탈착된 모습이다. 

이상의 과정을 걸쳐 직조다단체로에서 빗살장치 

A, B 를 제거하면 Fig. 11 과 같이 완성된 시편을 

얻는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C 제어를 통한 초경량 금속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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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 직조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기존의 

WBK 는 강성의 나선형 와이어를 이용하였지만, 

이 장치는 우선적으로 유연한 면사를 이용하였다. 

먼저, 면외방향 면사 간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빗살장치, 면사고정상하판 등 직조다단체를 제작

하였다. 이 외에도 삽입장치에 장착된 면사고정장

치, 면사절단장치 등을 제작하였고, 모든 직조기의 

동작은 PC 를 통해 제어된다. 

이 직조기는 무게 대비 강도가 높은 트러스 

PCM 중에서 WBK 를 대량생산하기 위한 장치이

다. 특히, 유연한 면사를 이용함으로써 고강도 복

합재료 구조체의 제작 가능성이 예상된다. 또한 

상부 플레이트 삽입장치의 단순한 개조만으로도 

강성의 나선형 와이어를 갖는 회전삽입장치를 구

상할 수 있다. 그 경우, 유연한 면사가 아닌 강성

의 나선형 와이어로 이루어진 WBK 도 제작 가능

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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