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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manufacturing of automobile parts is important for increasing the recycling resources. ECU(Electronic 
Control Unit) systems are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part of an automobile. But production company are 
reported in the ECU remanufacturing industry of domestic automobile parts due to a lack of remanufacturing 
technology and marketability. This paper introduces the ECU of remanufacturing, also grasps the structure and the 
analyzes failure cause that is external factors and fault in the characteristic design and steps in the Independent ECU 
remanufacturing process. The ECU manufacturing industry of the US was examined. The results in this paper could be 
used as the system information for further remanufacturing industry of domestic automobile parts.

Key words : Electronics control unit( 자컨트롤 부품), Remanufacturing(재제조), Automobile parts(자동차 부품), 
Process flow(공정 흐름), Disassembly(분리), Cleaning(세척), Reassembly(재조립)

1. 서 론1)

최근 친환경과 자원순환에 련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그 에서 사용 후 제품을 재제조 
하는 방법이 미국  독일에서 많은 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재제조란 “사용된 제품을 수
집하여, 분해, 세척, 검사  분류, 수리  조정 그리
고 재조립 공정을 거치면서 신품과 동일하거나 유

사한 품질  성능을 가지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1-5)

재제조산업 분야  자동차부품의 재제조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유럽에서는 40여
종의 부품이 재제조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는 자동

차부품 에서 략 15개 부품이 재제조되고 있다.
Fig. 1은 미국 내에서 재제조 되는 자동차용 자

*Corresponding author, E-mail: hsmok@pusan.ac.kr

컨트롤장치(ECU)  표 인 것들을 나타낸 것이

다. Air Mass Meter(에어 로우 센서 교환주기 3만 
키로 미터 주행 시마다 청소권장 6만m 마다 교체 요
망), Crank Angle Sensor(엔진의 회 수  회 속도

를 ECU에 알리는 역할, 엔진의 화시기를 단하
는데 주요한 역할을 함), Cruise Control Actuator (국
내에는 용되지는 않으나, 미국이나유럽에서는크
루즈컨트롤기능이있음 항속주행 보조 장치), 그리
고 Throttle Position Sensor가 주로 재제조 된다.
이에 비하여 국내는 기술력이나 시장성이 미비하

여 자동차용 자컨트롤장치(ECU: Electronic Con-
trol Unit)를 재제조하고 있는 기업체가 없는 것으로 
악되었다. 자동차 부품  ECU는 차종이 달라도 
형상 과 구조가 유사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재제조
되고 있지 않은 ECU부품에 한 재제조의 필요성
과 고장원인을 제시하 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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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showing elements and functions of an electronic control system

Fig. 1 List of electronic parts that are commonly remanu-
factured

2. ECU의 구조

ECU 모듈은 여러 종류의 센서로부터 차량의 상
태에 한 데이터나 압 값을 받아 연산하는 장치

를 말한다. Fig. 2는 ECU시스템의 기능과 구조를 나
타낸 것인데 센서의 종류로는 압력센서, 회 센서, 
온도센서, 노킹센서, 진공센서, 공기흐름센서(에어
로우센서) 등이 있다. ECU를 통해 나온 결과로  
엑추에이터를 구동시킨다. 엑추에이터의 기능으로
는 ON, OFF 기능, 지속 인 값을 가지는 기능을 가

진다.
ECU는 기본 으로 3가지 부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 Casing/Enclosure
∙ PCB(인쇄기 )와 결합된 모든 자부품
∙ 커넥터, 터미 , 핀
ECU부품  기 (PCB)은 매우 복잡한 부품이다. 

Fig. 3 기 을 나타낸 것인데, 기 은 여러 종류의 요

소들이 다양한 기능들을 구 할 수 있도록 해 다.

                       (a)                                              (b)
Fig. 3 (a) A common electronic control unit (b) Casing 

removed to show the PCB with various elements

Fig. 4 Different methods of mounting components on circuit 
board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부품들을 기 에 결

합하는 방법을 Fig. 4에 나타내었다. 기 에 결합하

는 방법은 린트 된 서킷에 납으로 고정시키는 방

법과 구멍에 부품의 발을 넣어서 납으로 고정시키

는 방법, 그리고 부품의 표면을 기 에 직 으로 

고정시키는 방식이 있다.
자동차에 용되는 센서류를 조사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1-5) 센서가 많이 사용되는 그룹은 ECU
유닛, TCU유닛, ABS ECU(Antilock Brake System 
ECU), ACU(Airbag Control Unit)가 있다.

3. ECU의 고장 원인 분석

일반 으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액추에이트

를 작동시키는 ECU의 고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
품의 모든 기능이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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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pplication area in automobile
1.  Engine control unit
･ Temperature sensors
･ Pressure sensors
･ Air mass meters
･ Air flow meters
･ Knock sensors
･ Throttle position sensors
･ Oxygen sensors or air quality sensors
･ Manifold Absolute Pressure (MAP) sensors
･ Crank angle sensors
･ Vehicle speed sensors
･ Crankshaft timing sensors

2.  Transmission control unit - electronic transmission or shift 
control
･ Transmission input speed sensors
･ Transmission output speed sensors
･ Transmission fluid temperature sensors
･ Manual lever position sensors
･ Engine coolant temperature sensors
･ Brake on/off sensors
･ Vehicle speed sensors

3. Anti lock brake system ECU
･ Wheel speed sensors
･ Brake switch
･ Brake pedal travel sensors
･ Rotational sensors

4. Air bag control unit
･ Accelerometers
･ Impact sensors
･ Side (door) pressure sensors
･ Wheel speed sensors
･ Gyroscopes
･ Brake pressure sensors
･ Seat occupancy sensors

5. Climate control unit or HVAC control units
･ Climate control panel
･ In vehicle sensors
･ Ambient sensors
･ Sun load sensors
･ Evaporator temperature sensors

6. Traction control system
7. Electronic stability monitoring
8. Convenience control unit CCU
9. Door control unit
10. Seat control unit
･ Seat control switch

11. Passenger interface or display Instrumentation

는다. ECU의 기능 에는 이상이 있는 부 가 생길 

것을 비해 연산알고리즘을 탑재하여 부분  이상

이나 센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고장코드를 발

생시켜 사용자나 정비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인해 ECU의 한부분이 고장

이 나도 제품 체 기능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냐하면 ECU의 고장으로 차량이 순간 으로 멈추게 

된다면 운 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할 수도 있

기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에서 이런 을 고려하여 

제품설계를 하고 있다. ECU나 센서의 고장원인은 
외부요인에 의한 고장과 고유디자인의 결함에 의한 

고장으로 분류 할 수 있다.

3.1 외부요인으로 인한 고장

3.1.1 외부 덮개  실링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

ECU 부분의 외부 덮개의 불량이나 실링의 불
량으로 인해 ECU의 기 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

에 의해 부식되어 단선되거나 합선이 되어 고장이 

주로 발생한다.

3.1.2 부식으로 인한 손상

부분의 ECU는 코 으로 부식을 방하고 있지

만, 코  층이 괴되거나 삭아서 갈라지는 경우 그 

틈으로 수분이 유입되어 부품들이 녹슬게 된다. 즉, 
녹이 슬어 회로가 단선되어 고장이 난다는 것이다. 
Fig. 5는 부식으로 인하여 회로가 단선되어 고장의 
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Fig. 5 Extensive damage caused due to corrosion at the 
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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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해콘덴서의 액체 출로 인한 고장

해콘덴서는 기  노이즈를 제거해 제품의 신

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해콘덴서는 특히 고
열에 약하며, 기 에 과 압이나 부하가 걸릴시 쉽

게 부풀어 오르지만 제품의 기능에 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러나 해콘덴서가 터져서 해액( 해
액은 강한 알칼리성)이 출될 경우 콘덴서의 기능
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출된 해액은 주변 부품
들과 격렬히 반응해 부품들을 부식시켜 고장의 원

인이 된다(Fig. 6).

Fig. 6 Leakage of electrolyte from the capacitors

3.1.4 진동으로 인한 자부품의  불량

자동차는 움직이는 제품으로 운행 시 지속 인 

진동이 부품들에게 스트 스를 다. 지속 인 스

트 스로 인해 부품이 단락 되거나 변형으로 인해 

쇼트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Fig. 7을 
보면 속에 Corrosion(부식: 속이 외부로부터의 

화학  작용에 의해 소모되어 가는 상) 상이 발
생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7 Example for damage due to corrosion at contacts and 
leakage from capacitors

3.1.5 이스 손상

이스 손상은 제품의 노후화로 인한 커버의 부

식, 기계  스트 스로 인한 라스틱 커버의 손

으로 인해 외부 액체(물, 기름등)로부터 자부품
을 보호하는 기능을 상실하여 고장의 원인을 제공

한다.

3.2 고유 디자인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

ECU의 고장의 원인  다른 하나는 고유 디자인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있다. 고유의 디자인 결함은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기 보단 시  후 소비자 차량

에 결함이 발생할 시 악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고유 디자인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의 는 다음과 

같다.

3.2.1 Fiat Punto ECU
Fiat Punto에 사용되는 ECU의 결함은 제조자와 

사용자들은 결함으로 인지하지 못했지만, ECU를 
재제조하는 기업에 의해 결함을 발견한 경우이다. 
이것은 ECU 커버의 결함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액체로 인해 고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악 되었다. 액체로 인한 손상은 ECU의 부식, 단락, 
변형을 래하여 ECU가 정상 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한다. 한, 이러한 경우에는 ECU를 수리하
는 비용이 많이 든다.

3.2.2 Mercedes A Class Combined Air Mass Meter 
and ECU

Mercedes에 들어가 있는 ECU는 제품의 디자인이 
잘못되어 결함이 생기는 표 인 로 들 수 있다. 
이 ECU는 에어 로우 센서가 고장 나서 수리 할때, 
동일한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유사센서(성능  기
능이 유사한 센서)를 사용할 경우 ECU가 타버리는 
상이 발생한다. 이 제품의 ECU를 재제조시에는 
이런 결함을 주의해야 한다.

3.2.3 Mercedes Ignition Control Unit(Siemens and 
Bosch 0227 Type)

이 차량의 Siemens and Bosch 0227 타입 ECU는 
ECU자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 로 배출하지 못해 

고장이 나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 부분에서의 결
함은 ECU 설계 시 발생하는 열을 식 주는 부품의 

기능을 설계 기 디자인 단계에서 고려하지 못해

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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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ECU 재제조산업 황

미국의 자동차부품 재제조는 체 재제조산업의

2/3를 유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320억불이다, 
보수용 부품시장(After Market) 규모  약 18%가 재
제조부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품목에 따라서는 90%
가 넘는 것도 있다. 미국에서 재제조 기업은 약75,000
사이고 50만 명이 재제조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 내의 ECU 재제조업체의 황을 악하기 
해 고용인원 연간 매액을 조사하 다. 그러나 
국내재제조산업의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문

제 으로 기업의 경 상태 공개 기술유출과 련된 

우려로 설문의 응답에 한 극성은 었다.1-5)

4.1 ECU 업체별 고용인원 분포별 업체 수

업체별 고용인원은 5명인 업체부터 250명인 업체
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10개 업체는 종업원이 
30명 이하 고, 6개 업체는 종업원이 30명 이상 이
었다. Fig. 8은 미국 내의 ECU 재제조업체들의 고용
인원을 분포별로 나타낸 것이다.

Fig. 8 Estimated number of employees reported by the 
companies

4.2 평균 연간 매출액 분포별 업체 수

미국 내의 ECU 재제조를 통한 연간 매액은 가
장 세한 기업은 8만천 달러 고, 연간 매액이 
가장 높은 기업은 1,700만 달러의 매출을 내는 것으

Fig. 9 Estimated annual sales reported by the companies

로 악되었다. 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은 4개 기업
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업체의 연간 매출액을 합하
면 약 2천백만 달러(308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9는 미국 내의 ECU 재제조업체들의 평
균 연간 매출액을 분포별로 나타낸 것이다.

5. 독립 ECU 재제조 공정 흐름의 분석

독립 ECU 재제조는 ECU의 원제조업자와는 무
하게 재제조업체가 독자 으로 사용된 자동차용 

ECU를 회수하여 재제조 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 ECU 재제조 공정은 10가지로 Fig. 10에 나

타내었다.
① 코어 공 과 역물류를 통한 코어의 수집

② 제품의 분해공정

③ 기/입고된 코어의 검사
④ 부품의 세척공정

⑤ 검사공정(분리된 부품)
⑥ 수리  조정 공정(리컨디셔닝 공정)
⑦ 재조립 공정

⑧재 로그래 ( 래쉬 메모리를 기화하여 

새것과 같은 상태로 복원)
⑨최종 검수(최종검수시 부품이 부 합하면 단

계 5로 피드백)
⑩ 포장  출하

∙Core Supply/Reverse Logistics
ECU의 Core 회수 략과 재제조 작업은 다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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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Overall ECU independent remanufacturing process flow

동차부품의 재제조와 유사하다. 자동차의 기  

장치들과 기계 부품의 다양한 형태들(엔진, 트랜
스미션, ABS 컨트롤모듈)의 기  컨트롤 모듈들

도 다양하게 재제조 된다.
소비자의 요구에 의하여 ECU를 재제조하는 경우

도 많다. 즉, 재제조를 해 요구되어지는 Core들을 
고객이 직 공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것은 재
제조를 한 부품의 공 을 한 일반 인 Reverse 
logistic(역물류) 혹은Core 습득 략과는 다른 차이
이다.

∙ Product Disassembly
ECU의 체결요소는 패스 로 체결되어 있어 작업

자가 분해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그러나 ECU의 

potted PCB의 경우는 완 한 분해를 하기 해서는 

작업자의 문성이 요구된다.
Potting은 라스틱용기로 둘러싸인 액체 수지의 
기  구성성분과 조립품을 인하거나 Embed-

ding하는 공정을 말한다. Potting 공정을 거치면서 
속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 흔들림으로 

인한 발생하는 손상과 기계  압력으로 인한 피해

가 어든다.
∙ Process for Removal of Potting Layer

Potting의 제거 방법은 기계  방법Mechanical 
Method), 열처리방법(Thermal Method), 화학  방법

(Chemical Method)이 있다. 이  제품에 한 손상
을 최소화하기 해 화학  방법을 우선시 한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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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두 방법은 결정  요소가 피해를 입을 험이 크

기 때문이다. 기계  방법은 PCB의 특정한 부분을 
세척할 때 사용되고 화학  방법은 PCB 표면의 재
질 부분을 제거할 때 사용된다.
∙ Initial/Incoming Core Inspection

ECU의 부품을 분해할 때 각각의 구성품은 재제
조 가능여부를 결정하기 해 검사과정을 수행 한

다. 작업자가 검사도구(확 경)를 이용하여 육안으
로 여러 번 검사하여 미세한 손의 흔 이 있는 회

로기 과 Casing이 기계  손이 있는 경우는 폐기

하게 된다. ECU의 작은 손이 즉각 인 고장을 유

발하지는 않지만, 녹에 의한 유수를 유발하여 재제
조나 재사용자체를 못하게 될 수 있다.
∙부품세척

ECU를 분해하면 주물(Casting)과 PCB 부품들로 
나눠진다. 라스틱 주물의 경우 간단히 물로 세척
이 가능하지만 속주물의 경우에는 Sand Blasting 
방법으로 세척을 해야 한다. PCB는 제품의 손상방
지를 해 음  Solvent Bathing 세척방법으로 주
물에 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함을 알기 한(분류하기 한) 체계  검사

PCB는 ECU의 가장 요한 부품이고 이것에 의
해 최종 재제조된 제품의 품질이 결정 된다. PCB의
주요부품은 Circuit Board(회로 ), Electrical Connec-
tions( 기연결장치), 그리고 기타 부품으로 구분 된
다. Table 2는 미국의 ECU 재제조업체에서 발생되
는 PCB 주요부품의 고장비율을 나타낸 것이다.3) 
PCB의 주요 고장원인은 콘덴서와 연결 장치 부
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CU의 표 인 검사 방법으로는 Virtual Auto-
motive Simulator, Air flow analyzer, ATP Network 
500-Universal ECU tester, PTM 540-Multiple Type 
Control Module Function Simulators 등의 시뮬 이터

를 통한 방법이다.

Table 2 Failure rate of PCB part
부품명 고장비율

Micro controller 10%
Capacitors (콘덴서) 40%
Wiring/Connectors (연결장치) 25%
Others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항기 등 25%

이를 통해 ECU의 상태  성능, 결과를 알 수 있
다. 시뮬 이터를 통한 방법 외에 CCD 컬러 카메라 
등을 이용한 Optical methods( 학  방법), ECU의 
회로 을 검사할 수 있는 Infrared method( 외선 방
법) 등이 있다. 

6. 결 론

최근 친환경  자원순환과 련한 연구의 요

성이 두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가장 활발한 분
야가 자동차부품의 재제조이다. 미국  유럽에서
는 40여종의 부품이 재제조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
는 자동차부품 에서 략 15개 부품이 재제조되
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재제조되고 있지 않은 자
동차부품의 재제조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재제조되고 있지 

않은 자동차용 ECU의 재제조에 한 필요성과 
요성을 제시하고 자동차용 ECU의 구조와 고장원인
을 분석하 다. 한 미국의 독립 ECU 재제조 공정 
흐름을 분석하고 재제조 각 단  공정별 재제조 방

법을 제시하 다. ECU는 자동차 이외에도 자제
품 PC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부품으로 이들의 재제
조를 해서도 본 논문의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

료된다.

후    기

이 논문은 부산 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
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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