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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 Cruise Control Switch를 위한 설계에 관한 연구
Study of Design for MID Cruise Control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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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시장은 신제품이 

빠르게 개발, 출시를 위하여 쾌속조형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3D Molded Interconnect 
Devices(3D- MIDs)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이 기술

은 사출 성형으로 제작한 플라스틱 부품의 표면에 

전도성 회로 패턴을 포함시킬 수 있다. 3차원 부품 

도면과 2차원 회로 도면을 이용하면 기판과 기계 

및 전기 부품을 통합시킬 수 있다. 기존의 부품 

생산 공정은 사출 성형 후 기판 조립 및 배선을 

연결함으로 시간, 비용, 인력이 많이 요구되었지만 

이 기술은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적 부품의 형상을 Direct 

Write 기술을 적용하여 전자 회로와 Cruise Control 
Switch의 케이징을 포함하는 단일체 부품인 MID 
Cruise Control Switch 개발의 첫 번째 단계 과정이

다. MID Cruise Control Switch의 시제품을 제작하

기 위하여 3D CAD 프로그램인 CATIA에서 Sketch 
Tracer 기능을 사용하여 설계하고자 하는 스위치 

케이징의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부품을 3D 모델

링을 하고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Direct 
Write를 적용할 수 있게 PCB 양면에 있는 회로 

경로를 2D Gerber Data로 만들었다.  

2. MID Cruise Control Switch 설계

Fig. 1은 기존 Cruise Control Switch(GM Korea, 
Cruze, Orlando 등 장착)는 하단 케이징 상단에 PCB
가 결합하게 된다. PCB를 없앤 단일체 부품인 MID 
표면에 Direct Write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케이징 

상단이 평평한 면으로 되어있으면 회로 경로를 

그리기 수월하다. Fig. 2에 있는 기존 PCB는 양면으

로 회로와 전자 부품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MID 
기술을 적용할 경우 제작의 어려움과 시간 등 많은 

단점이 존재한다. 이런 단점들을 고려하여 Fig. 3과 

같이 하단 케이징과 PCB가 결합된 형상으로 모델

링을 했다.  

     

Fig. 1 Existing cruise control switch at the bottom of the 
casing top view

Fig. 2  PCB of cruise control switch 

Fig. 3  A combination of the bottom of the casing and 
PCB top view.

기존 Cruise Control Switch의 조립부와 LED, 
Switch는 유지하면서 Connecter는 Gerber Data를 

설계할 때 회로 경로가 겹치기 때문에 Fig. 4처럼 

기존 7Pin이 아닌 4Pin로 선정하여 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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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necter(Left: 4pin, Right: 7pin) 

Fig. 5 Two-dimensional circuits

Fig. 5는 하단 케이징과 PCB가 결합된 부품에 

기존 양면 PCB 회로 경로를 MID 기술을 적용시키

기 위하여 2차원 Gerber Data를 설계했다.  

3. 시제품 제작 및 평가

Cruise Control Switch 모델링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쾌속 조형기(3D Systems, Projet HD3500 Plus)
를 사용하여 Fig. 6의 왼쪽 그림과 같은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기존의 Cruise Control Switch와 동일한 

치수를 유지하면서 Cruise Control Switch의 상단 

케이징과 전자 부품의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Fig. 6  MID cruise control switch(Left)

4.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Cruise Control Switch 생산 

공정이 아닌 MID 기술의 적용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스위치를 대체할 수 있게 동일한 외관 및 

조립부와 기능은 유지하면 Direct Write가 가능하도

록 CATIA를 이용하여 기존 스위치를 역설계 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추후에는 Direct Write가 

가능하도록 2D, 2.5D 케이징과 PCB 회로 경로를 

설계하고, 제작된 케이징 상단 평면에 2D 회로를 

Direct Write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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