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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 of an air cushion transporter has been studied. To do this, 
theoretical analysis is introduced to design the equipment an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is also 
conducted. Design of an air cushion transporter for heavy load carriage is completed and a prototype is 
manufactured. Through the analysis and experiment of the developed the prototype, it can be known that 
the developed transporter can levitate the load of about 1 ton at the applied pressure of 0.2 MPa and the 
maximum lifting height at this condition is 1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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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시스템이 점차 복잡해지고,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고중량 하중물의 이송에 대한 수

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는 중장비 차량을 이용하거나, 천장용 크레인을 

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중장비를 이용한 방법은 

장비가 고가이며, 부피가 커서 현장에 적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또한 천장형 크레인은 운반하

려는 하물의 상부에 구조물을 반영구적으로 설치

하여야 하며, 제한된 작업영역, 크레인간의 간섭, 

안정상의 문제 등의 단점이 있다. 항구 근처나 넓

은 공장내부에는 철로와 같은 궤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이러한 궤도는 공장 내부의 작

업경로나 생산시설의 변화로 인한 재배치 시에 

장애가 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 오랜 기간 사용에

는 적합하지 않다. 

이와 같은 고중량 화물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운반을 위해 최근에 고압의 공기를 이용한 에어

쿠션 장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에어쿠

션 장비란, 고압의 압축공기의 압력을 바닥으로 

분사하여 그 반발력을 이용하여 고중량물을 들어 



중량물 운반을 위한 에어쿠션 이송장비의 개발

18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제19권 제5호, 2015년 10월

올려 화물과 바닥의 마찰력을 줄인 후 이송하는 

장비를 말한다.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에어쿠션 

이송장비위에 장비나 화물을 올리고, 공기를 불어

넣으면 에어쿠션 이송장비와 바닥사이에 압력이 

발생하고 남는 여분의 공기는 빠져나가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에어필름은 화물과 바닥사이의 마

찰을 하중의 0.001%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리게 

되어 한사람의 힘으로 수십 톤의 화물을 이동시

킬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1,000 kg의 화물을 에

어쿠션 이송장비를 활용하면 손가락 하나의 힘으

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는 압축공기 또는 에어필름을 이용한 

장비는 주로, 정밀 기계의 고정밀 미세 이송장치

에 관한 연구 개발이 주를 이루어 왔다. 차세대 

FPD 이송을 위한 대형 글라스의 공기부양 장치에

서 노즐 압력을 측정하는 등 공기부상방식 장치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1),2) 정밀 이

송을 위하여 공기정압식 커플링 메카니즘이 제안

되어 정확한 위치 정밀도 뿐만 아니라, 채터링, 런

아웃과 같은 모션에러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진

행되었다3). 또한 추진 노즐의 설계를 위하여 노즐

의 설치 위치에 따른 추진 성능을 해석하고 실험

을 통하여 해석을 검증하기도 하였다.4) 고정밀 스

테이지를 공기 베어링을 이용하여 지지하는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사용되는 센서의 종류에 따른 

정밀도의 비교를 수행하기도 하였다5).  공기를 이

용한 부상 기구는 결국 바닥과의 마찰력을 줄이

기 위한 수단이므로, 공기를 이용하여 부상력을 

발생 시 마찰력의 감소성능을 필히 측정하여야 

한다.6) 최근 들어서는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해석

을 위해서 CFD를 이용한 해석을 수행하기도 하고 

있으며,7) 공기를 이용한 부상의 개념은 롤투롤 연

속 공정에서 필름의 연속적인 이송 시 필름의 지

지를 위한 방안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등8) 그 응용

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는 공기를 이용한 부상은 주로 정밀 공작기계에

서 가공물의 이송을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

어져 왔다. 외국에서는 SEAQX(벨기에), DELU(독

일), Aircaster사(미국), Aerofilm Systems사(네덜란

드), AVT(네덜란드) 등 여러 전문업체 등에 의해

서 중량물 운반을 위한 공기부양 시스템이 널리 

개발되고 상용화된 반면,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미약하다. 몇몇 대기

업에서 자체적인 수요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을 관련 특허 등을 통하여 알 수는 있으나, 

상용화 등은 되지 않았으며, 2000년도에 들어서 

일부 중소기업과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

고 되었으나, 이 또한 상용화로 이어지지는 못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량물의 안전한 취급 및 운반

을 위한 에어쿠션 이송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연

구에 대해서 다룬다. 이를 위해서 2절에서는 에어

쿠션 장비의 기계적 강인성 및 부상력에 대해 이

론적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3절에서는 이론적 해

석을 바탕으로 실제 에어쿠션 장비를 설계, 제작

하고 실험한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

절에서 고찰 및 결론을 논한다. 

2. 에어쿠션 이송장비의 설계

에어쿠션 장비는 Fig. 1과 같이 기본적으로 하

물을 올리기 위한 플레이트와 같은 프레임 구조

와 공기의 힘으로 화물과 프레임을 부상시키는 

에어쿠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에어쿠션 이

송장비는 그 형태 및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될 수 있으나, 그림과 같이 부상을 결정하는데 결

정적인 에어쿠션 패드의 형상에 따라 Full torus와 

Half torus의 2가지로 구분가능하다. 

(a) Half torus

(b) Full torus

Fig. 1 Types of air cushion trans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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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orus의 경우 에어쿠션이 고압인가 형상특

성을 가지며 부상 시 변형량이 크기 때문에 

Lifting 과 부상기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으나, 

Half Torus type은 에어쿠션이 저압인가 형상특성

을 가지며 부상 시 변형 량이 상대적으로 작아 

Lifting 거리가 짧은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는 Full torus 형상의 에어쿠션 장비를 개발하였으

며, 본 논문에서는 그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해 소

개하고자 한다. 

Fig. 2에 개발하고자 하는 에어쿠션 이송장비의 

구성 및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과 같이, load

가 가해지는 판상 구조물 있으며, 이를 부양시키

기 위한 에어쿠션 (Bellow element)이 그 아래에 

놓이게 된다. 

Fig. 2 Schematic of the air cushion transporter.

그림에서 압축 공기는 에어쿠션 이송장비의 가

운데 흡입구를 통하여 공급되며, 그림의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 흐르게 된다. 즉, 흡입구를 통해 들

어온 공기는 에어쿠션 내부를 거친 후, 중앙부를 

통해서 에어쿠션 아래 부분을 반경방향으로 빠져

나가게 된다. 이를 통하여 에어쿠션 내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바닥과 에어쿠션 사이의 실링을 유지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에어쿠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목표 하

중을 부상시키기 위한 에어쿠션의 사양 및 플레

이트의 구조적 강건성 등이 주요한 설계인자가 

된다. 이때 에어쿠션의 압력에 따른 부상 특성, 재

질에서 발생되는 응력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먼저, 하중이 가해지는 상판의 두께를 선정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하여 Fig. 3과 같은 평판에 대해

서 굽힘 모멘트를 구해 보았다. 

Fig. 3 Design of the base plate.

평판의 형태는 평면이 정사각형의 형태이며, 평

판의 굽힙허용 응력은 152 MPa, 한 변의 길이 b는 

310 mm, 인가되는 하중은 평판에 균일한 면에 대

해10000 N이라 가정하면, 최대 모멘트 max는

max   ×∙         (1)

과 같이 된다. 따라서 응력과 모멘트 사이의 관계

에 의해서 평판의 두께 t는 

 max


                     (2)

가 되므로, 평판의 두께는 3 mm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는 6061-T4의 인장응력으로 152MPa이

며, I는 단면 관성모멘트이다. 

다음으로 에어쿠션에 대해 치수를 선정하였다. 

에어쿠션의 유효직경 D를 250 mm라 가정하면, 

인가 하중 5000 N, 10000 N에 대해 에어쿠션 내

부에 발생하는 최대 압력은 하중과 면적의 관계

에 의해서 각각 0.1 MPa, 0.2 MPa이 된다. 

에어쿠션의 단면의 형상은 Fig. 4와 같이 표현

할 수 있으며, 쿠션의 단면은 타원형이 된다. 이때 

장축과 단축의 비는 제작의 편의상 2:1로 가정하

였다.  r=21.21 mm,    라고 주어져 있

으므로, Fig. 4(b)에서 ≒ 가 된다. Hoop 

stress 원주 응력, 을 구해 보면, 

  Pr
 

    (3)

이 된다. 여기서 내압 P는 2 MPa을 사용하였다. 

Fig. 4(a) 서 원점에서 힘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거

리, 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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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ometrical modeling of the air cushion. 

(b) 

Fig. 4 Design of toroidal shaped vessel.

                  (4) 

이므로, 수직응력 은 두께가 1 mm일 때

sin                  (5)

에서   이 된다. 이 수치는 재질의 허

용응력보다 훨씬 낮으므로 안전영역에 들어옴을 

알 수 있었다. 제작의 편의성 등을 따져 보았을 

때 두께를 1 mm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공기 부양을 위해 필요한 공기 유량을 

구하여 보았으며, 이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max  ×              (6)

여기서 A는 토출부 단면적, P는 절대 압력, C

는 유량 계수, T1은 절대온도,  (1.2 kg/cm2)는 

비중량이다. 이 식을 이용하면 유량은 232.05 

l/min이 된다. 

다음으로, 구해진 에어쿠션의 치수를 기준으로 

CFD 해석을 수행해 보았다. 해석을 위해서 입력 

공기의 최대 압력은 0.5 MPa로 가정하였으며, 토

출 압력은 대기압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Air film

의 두께는 최소   ~ 최대 로 가정하

였다. 

(a) Pressure distribution

(b) Flow trajectory

Fig. 5 The results of CFD.

CFD 해석결과가 Fig. 5와 6에 나와 있다. 공급

되는 공기의 압력이 0.5 MPa일 때, 에어쿠션 내부

에서 형성되는 압력은 평균 0.23 MPa임을 알 수 

있었으며, 토출부에서 공기의 평균 속도는 150 

m/s로 체적유량으로 환산시 353 l/mim의 공기를 

소모함을 알 수 있었다. 실제 프로토타입 실험에

서 공급 압력이 약 0.4 MPa 이하로 운전되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공기 소모량은 해석보다는 

약간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설계된 에어쿠션 이송 장치에 부하가 

놓일 때의 응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무 재질의 에어쿠션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해석을 위해서 인가되는 하중

은 12.5 kN, 에어쿠션 내부의 공기의 압력은 0.2 

MPa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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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ssure distribution.

(b) Velocity. 

Fig. 6 Analysis results of pressure and velocity.

Fig. 7에 응력 해석결과가 보여지고 있으며,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에어쿠션의 고무에서 발생

되는 응력은 약 4.02 MPa 정도임을 알 수 있었으

며, 이는 앞서의 이론적인 해석과 유사한 수치였

다. 그러나 원형 라운딩의 가장자리 부위에서 응

력 집중이 발생하였으며, 최대 9 MPa 정도라는 

Fig. 7 Stress in the air cushion transporter.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작 시 가장자리 부

위의 응력 집중 부위를 유의해서 제작하여야 함

을 알 수 있었다. 

3. 에어쿠션 이송장비의 제작  실험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해석한 에어쿠션 장비

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보았다. Fig. 8에 설계된 

에어쿠션 장비의 프로토타입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부하가 올려지는 

base plate의 하부에 에어쿠션 패드가 부착이 되며, 

에어쿠션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center plate 와 

bellows가 에어쿠션의 중앙부에 부착된다. 또한 실

험이나 운용 시에 에어쿠션의 마찰이나 충돌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자 네모서리에 stopper가 설

치되어 있다. 

Fig. 8 Components of the prototype.

에어쿠션 이송장비에서는 고무재질의 에어쿠션

이 가장 큰 압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고무재질의 

기계적 강도가 장비의 신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고무재질의 강도를 측정해 보기로 하였

다. 사용하고자 하는 고무의 재질은 다음과 같이 

2 종류를 제작하였다. 

- 시편 A : Chipped rubber+ fabric 0.9t

- 시편 B : 폴리우레탄 + fabric 1t

시험은 각 재질에 대해 인장강도를 측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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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st results of tensile strength.

Specimen Run
Tensile 
strength
(MPa)

Strain 
(%)

A

1 19.75 44.58

2 21.33 40.36

3 23.28 45.24

SD 1.77 2.64

CV(%) 8.24 6.09

Average 21.46 43.39

Specimen Run
Tensile 
strength
(MPa)

Strain 
(%)

B

1 88.30 18.24

2 89.67 18.84

3 94.38 18.64

SD 3.19 0.31

CV(%) 3.51 1.64

Average 90.78 18.57

며, 시험 방법은 ASTM D412, 시험 속도는 500 

mm/min으로 설정하였다. 

Table 1에 재료의 인장강도 실험 결과가 나와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재료의 인

장강도의 평균값은 각각 43 MPa, 18 MPa로서, 앞

서의 이론적 해석에서 구해진 최대 응력보다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시편 모두 

설계된 에어쿠션 이송장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9에 제작된 에어쿠션 이송장치의 프로토타

입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제작된 에어쿠션 이송장치에 대한 성

능 테스트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0과 같은 테

스트 장비를 제작하였으며, 이 장비를 이용하여 

제작된 에어쿠션 장비에 일정 로드를 가한 상태

에서, 인가 공기압을 제어하면서 에어쿠션의 내

압, 부상 높이, 소모유량 등의 데이터를 측정 할 

수 있었다. 실험 과정과 데이터 측정 개념이 Fig. 

11에 정리되어 있다. 

Fig. 9 Completed air cushion transporter.

   

 

Fig. 10 Test equipment.

Fig. 11 Data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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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데이터 측정에 앞서, 압축공기를 인가 

시 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빛과 초고

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상상태를 관찰하였다. 

Fig. 12에 공기압을 가했을 때 에어쿠션과 지면의 

간격을 시간에 따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고 있

으며, 이를 통하여 가압되는 공기에 의해 개발된 

에어쿠션이 제대로 부상함을 알 수 있었다. 

Fig. 12 Image about levitation.

Fig. 13에 가압되는 압력에 따른 에어쿠션의 실

험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가압

력을 0~0.205 MPa까지 가압하였으며, 이때의 에

어쿠션의 부상높이, 부상력, 공기의 유량 등을 측

정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된 에어쿠

션은 최대가압력 0.2 MPa 일 때, 약 17 mm 의 부

상높이를 가지며 이때, 가반하중은 약 1 ton 정도

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중량물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에어쿠션 이송장비에 대한 개발에 대해 다루었다. 

목표 가반하중이 수 ton 정도의 고하중이므로, 설

계시에 기구부의 기계적 강도, 에어쿠션의 내압력

등의 구조적 강건성과 목표로 하는 하중을 부상

시키기 위한 부상 성능 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

므로, 이를 위하여 이론적 해석, 전산유체해석 등

의 해석을 수행하여, 초기 설계를 수행하였다. 이

때, 이론적 해석과 전산 유체해석을 비교하여 해

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

로 에어쿠션 이송장비를 설계하였으며, 프로토타

입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프로토타입의 성능을 분

석하고자 자체적인 성능 실험장비를 제작하였으

Fig. 13 Experimental results.

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에어쿠션 이송장비의 

성능을 측정한 결과, 인가 압력 0.2 MPa에서 부상

력은 약 1 ton , 부상높이는 17 mm 정도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를 계속

하여 가반하중 350 kN 급의 에어쿠션 이송장비를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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