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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으로 승강 절첩되는 광폭 자동문 개발  
Development of Multi-folding Roman Shaded Ultra-wide Automatic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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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광폭 자동문은 대형문 (big door)의 고속 개폐를 통해 실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트럭과 지게차와 같은 중장

비 등의 운반기기를 신속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철강, 자동차, 조선, 물류 창고 등의 산업 전반에 걸쳐 그 활용도

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업 분야에서도 이동 

물류가 대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물류 이동 시스템의 개발로 

많은 물류가 동시에 이동되기 때문에 광폭 자동문의 대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 광폭 자동문 시장은 물류 이동 시스템의 

발달과 함께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광폭 자동문 

제작 기술은 그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6.5m 

자동 광폭문의 제작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국내 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자체 기술개발보다는 선진기술국에서 완제품

을 수입하여 설치하는 시공업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제작이 가능한 6.5m 이하의 광폭 자동문도 경쟁업체

의 난립으로 인해 점차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광폭 자동문들은 와이어 작동 

방식 (wire pulling type), 슬라이딩 행거 방식 (sliding hanger 
type), 접이 방식 (folding type)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구동 방식들을 15m 이상의 광폭 자동문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자중에 의한 처짐, 내풍압성, 구동속도 등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단으로 승강 절첩되는 구조를 

적용하여 15m 이상의 광폭 자동문 개발을 시도하였다.

2. 구동 샤프트 설계

본 연구에서 고려한 다단으로 승강 절첩되는 광폭 자동문은 

기존 방식의 관폭 자동문과는 달리 천의 무게와 내풍압성을 

확보하기 위해 크로스바의 하중을 모두 구동 샤프트가 담당하도

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동 샤프트는 모든 하중을 지지하면서 

처짐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우선 구동 샤프트의 

치수와 단면 형상을 결정하기 위해 이론식을 이용하여 처짐을 

구하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구동 샤프트의 

단면 형상은 주름을 가진 중공 롤러 형태를 적용하여 롤러의 

이차 단면 모멘트를 증가시켰다. 하중에 의한 샤프트의 처짐은 

에너지법을 통해 유도된 식 (1)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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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때 w는 롤러 어셈블리부의 자중으로 구동 샤프트의 자중 및 

구동 샤프트에 감기는 천의 무게가 포함된 전체 자중이다. L은 

롤러 어셈블리부의 길이, E와 I는 각각 롤러 어셈블리부의 인장

강성과 이차 단면모멘트를 나타낸다.

또한 식(1)에서 얻은 구동 샤프트의 처짐을 검증하기 위해 

상용 유한요소 소프트웨어인 ABAQUS 6.6을 이용하였다[1]. 

이때 롤러 어셈블리부의 강성은 68.9GPa, 프와송 비는 0.33, 

밀도는 2700kg/m3을 적용하였고 양단 병진운동을 구속하였다.

 

3. 풍압에 의한 광폭 자동문의 하중해석

광폭 자동문 개발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내풍압성

의 확보이다. 광폭 자동문의 최대 수요자인 철강과 조선 등과 

같은 대규모 중공업체들이 해안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도심 환경보다 더욱 큰 내풍압성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폭 자동문이 30m/sec의 내풍압성을 설계 목표로 

설정하였다.

내풍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과정을 수행하기 전에 우선 

풍압에 의한 광폭 자동문의 압력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유체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 분포를 해석

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용 

유동해석 프로그램 FLUENT 6.2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2]. 이때 하중 조건은 공기의 풍속을 적용하였으며 적용 풍속은 

설계 목표치인 30m/sec보다 가혹한 40m/sec를 적용하였다. 해석 

대상은 광폭 자동문과 같은 15m×10m의 직사각형 형상을 고려하였

다. Fig. 1에는 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가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보면 전체에 균일한 풍속을 적용하여도 실제 풍속에 

의해 발생한 압력 분포는 광폭 자동문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 Result of distribution of wind pressure using 
FLUENT 6.2

일반적으로 풍속의 의해 발생하는 압력은 식 (2)에서와 같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

을 통해 얻은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치에 따라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전체에 동일한 압력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P=
1
2

ρ V 2                 (2) 

이때 P는 압력(Pa), ρ는 공기의 밀도(kg/m3), V는 풍속(m/sec)
을 나타낸다.

목표 내풍압성을 만족하는 광폭 자동문의 개발을 위해서는 

자동문 천을 잡아 주는 가이드 부분과 광폭 자동문의 구동을 

담당하는 롤러 어셈블리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이드 부분과 

롤러 어셈블리부가 목표 풍속에서도 풍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목표 풍속에서의 정확한 반력을 

구하고 이 반력을 근거로 설계되어야 한다. 풍속에 의해 광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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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에 작용하는 반력은 다음과 같은 해석 과정을 통해 구하였

다. Fig. 2에는 10m×15m 직사각형 형상을 갖는 자동문에 대한 

해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1]. 이때 경계 조건은 모든 모서리에서

의 병진 운동을 구속하였으며 하중 조건은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목표 풍속보다 가혹한 40m/sec를 적용하였다. 베르누

이 방정식을 통해 구한 풍압은 1040Pa으로 해석 대상에 균일하게 

적용하였다. 여기에서 보면 반력은 모서리 중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모서리 위치에 따라 반력의 크기 변화가 매우 심하고 

중심부에서의 반력은 최대 5000N으로 나타난다.

 Fig. 2 Result of reaction force using ABAQUS 6.6 

4. 광폭 자동문 제작

내풍압성을 확보하기 위한 크로스바는 굽힘 강성을 높이고 

벨트와 자동문 천과의 접합 용이성을 위해 사각 프로파일로 

제작하였다. Fig. 3에는 크로스바와 벨트의 접합조건과 크로스

바와 자동문 천의 접합조건이 나타나 있다. 크로스바와 벨트의 

접합형태는 Fig.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하단부를 제외한 

크로스바가 구동 벨트에 의해 관통되어 최하단부의 크로스바부

터 차례대로 구동된다. 이때 상하 크로스바를 연결하는 구동 

벨트는 3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상하 크로스바를 통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크로스바의 치우침이나 기울어짐을 

보상할 수 있게 하였다. 크로스바와 자동문 천의 접합형태는 

Fig. 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문 천을 상하 크로스바 간격에 

따라 재단하고 환봉을 이용하여 크로스바에 삽입한 형태로 작업

을 용이하게 하였다.

        

     (a) crossbar and belt                      (b) crossbar and curtain
Fig. 3 Configuration of crossbar joint condition of belt  and curtain

본 연구에서 고려된 광폭 자동문의 가이드 부분과 크로스바 

접합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의 롤러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는 

Fig. 4(a)와 같이 좌우 가이드 롤러만을 적용한 형태로서 풍압에 

의한 크로스바의 변형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크로스

바와 가이드의 접합이 용이하기 때문에 제작성이 우수하고 생산

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는 Fig. 4(b)와 같이 

좌우 가이드 롤러와 전·후 가이드 롤러를 조합한 형태로서 

풍압에 의한 크로스바의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전·후 가이드 

롤러에 의해 광폭 자동문의 구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a) single roller                            (b) multi roller
    Fig. 4 Configuration of roller type

Fig. 5에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다단으로 승강 절첩되는 

광폭 자동문이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보면 내풍압성을 확보하기 

위한 크로스바는 총 6개를 적용하였으며 광폭 자동문은 문 앞에 

위치한 루프 센서에서 사람이나 차량을 감지하면 모터가 구동하

게 되고 샤프트가 동력을 벨트 풀리로 전달하게 된다. 이때 

자동문의 자중으로 샤프트의 편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니버셜 조인트를 적용하였다. 이후 상부의 

샤프트가 회전하게 되면서 벨트가 벨트 풀리에 감기게 되고 

최하단 크로스바부터 순차적으로 동작하게 된다. 크로스바들이 

최상단에 이르게 되면 좌·우 포터 센서가 인식하고 정지한다. 

이때 모터는 5hp 용량이며 감속비는 15:1를 적용하였다. 최하단

의 크로스바에는 Lower Safety Bar Sensor가 설치되어 맨 하단에 

차량 또는 사람이 접촉되면 전환 스트립이 붙게 되고 규정 저항보

다 저항이 낮아지게 되어 제어부에서 사람이나 차량의 접촉을 

인식한다. 따라서 전환 스트립 바는 광폭 자동문이 열릴 경우 

이송 속도를 증가하고 닫힐 경우에는 정지 또는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전환 스트립 바는 표면 재질을 고무로 만들어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완충 작용을 하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5 Configuration of multi-folding Roman shaded 
ultra-wide automatic door

5. 결론

물류 이동 시스템의 발달과 물류의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15m 초광폭 자동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광폭 자동문의 개발을 위한 설계 기술, 

해석 기술, 시험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시제품 제작을 통해 위치 

제어 기술과 제작 기술을 확보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2007년 중소기업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

엄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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