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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

치과치료용 고속 에어터빈 핸드피스는 인공치

아나 보조치아를 절삭하는 도구로서 치의학 분야

에서 가장 폭럽게 사용되고 있는 의료장비 중의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해외 핸드피스들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정도의 연구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

이다 현재 사람의 수명이 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

하면서 인공치아나 보조치아의 수요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핸드피스의 국내 수요는 지속적

으로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핸드피스.

시장 보호를 위해서 고속 에어터빈의 연구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치과치료용 핸드피스는 국내적으로는 주로 뼈

의 절단 다듬질 또는 구멍을 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

외과 수술용 핸드피스의 개발사례는 있으나 치과

치료용으로 연구 개발된 사례가 선진국에 비해

기술적 수준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선진국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고가의

핸드피스 장비를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치료용 고속 에어터빈 핸드피스는 치과 치

료용에 있어서 사용량이 가장 많은 필수 장비로서

그 시장성을 감안할 때 이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많은 치과전문의들이 사용하는 외산 기기들이 고

장이 날 경우 그 수리기간과 비용이 고가로 책정되

어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근들어

활발한 연구개발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에어터빈을 이용한 치과치료용

또는 치과 기공소용 핸드피스의 설계와 제작과정

에 대해 살펴보고 최적 설계 연구를 위하여 수행된,

내용을 발표하고자 한다.

에어터빈카드리지설계에어터빈카드리지설계에어터빈카드리지설계에어터빈카드리지설계2.

핸드피스의 내부구조 및 작동원리는 아래 그림

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압장치에서 공급되는 고압

의 압축공기가 몸체 내의 공급관로를 통과하여

부로 유입된다 유입된 압축공기는 에어터빈Inlet .

을 회전시키며 고속의 회전력을 발생시킨다 에어, .

터빈을 회전시킨 압축공기는 부로 배출된다Outlet .

에어터빈의 버팃의 힘을 작용시킴으로서 에어터

빈은 구동된다.

에어터빈핸드피스의최적설계연구에어터빈핸드피스의최적설계연구에어터빈핸드피스의최적설계연구에어터빈핸드피스의최적설계연구
A Study on the Optimal Design of the Air Turbine Hand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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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년간 의료용핸드피스 제조업체현황

터빈 카트리지내의 공기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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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피스는 몸체부와 터빈 카트리지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핸드피스 몸체부는 압축된.

공기가 유입되는 흡입구가 있고 핸드피스 동작

시 블레이드의 고속회전을 지지해주는 구조로 이

루어져 있다 터빈 카트리지는 압축공기에 의해.

회전하는 에어터빈 터빈의 회전축이 되는 샤프트, ,

그리고 샤프트를 지지해주는 베어링으로 구성되

어 있다.

에어터빈유동장해석에어터빈유동장해석에어터빈유동장해석에어터빈유동장해석3.

유동해석은 Moving Referance Frame(MRF) mod-

적용을 위해 터빈블레이드 영역에 대한 부분을el

로 별도 지정하여 분할후 작업을 완료MRF Mesh

하였다 정의는 을 활성화. MRF Zone Frame Motion

하여 회전이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정의하고 진행

하였다 해석수행을 위한 경계조건은 아래의 표와.

같이 부여하였다.

해석결과 유동장에서 발생하는 압력분포는 아

래의 그림과 같이 최대압은 의 압력이 입력101kPa

단에서 형성되며 유동장 내부에서는 터빈 블레이,

드 면에서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블레이드에서 발.

생하는 압력분포를 살펴보면 의 압력이 발66.5kPa

생하며 블레이드의 형상이 유동의, Concave Type

흐름을 모아 회전력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핸드피스본체설계핸드피스본체설계핸드피스본체설계핸드피스본체설계4.

입력된 압축공기를 적절하게 압력조절하여 에

어모터를 구동하는 컨트롤러 조립도를 아래 그림

에 나타내었다 특징은 번의 주수장치를 부가하. 10

여 작업시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분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핸드피스 콘트롤러 조립도

후기후기후기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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