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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속한 경제 발 과 해외무역시장의 개선, 국내 택배산업의 

발  등과 더불어 화물 운송에 한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항공  조선 산업분야에서는 고 량 화물의 부피나 무게도 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정 부품  정 기계 분야에서는 고정  

화물의 진동, 충격 운송에 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다. 재 이러한 고 량, 고정  화물의 운반시스템은 화물의 무게

에 비해 얼마나 은 힘으로 운반할 수 있는가 하는 고효율성과 

기 설치  유지보수비용을 약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성, 작업

자의 입장에서 조작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편리성, 운반과정에 있어서 충격이나 진동 없이 제품을 안 하게 

운반할 수 있는가 하는 제품 안 성 등에 한 요구가 나날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기존의 장비 차량을 이용하거나, 천장형 크 인, 철로와 같은 

궤도형 트랙을 이용하는 량물 운반시스템은 기 비용  유지보

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며, 운반시스템의 부피

가 크기 때문에 작업 역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수동식 팔 트 

트럭이나 휠 캐스터식 운반차의 경우 량물 운반에 있어 힘이 많

이 들기 때문에 운반효율이 떨어지고, 방향 환이나 사용자의 조작

이 불편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기존의 량물 운반시스템은 운반 

시 발생하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해 제품이나 작업자에게 안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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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정  장치의 운송에 있어서는 이동 간

에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에 의해 장치의 내구성과 정 도가 떨어지

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운반시스템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식과 다른 

고압의 공기를 이용한 에어쿠션 트랜스포터를 개발하기 한 연구

에 해서 다룬다.

에어쿠션 트랜스포터란, 고압의 공기를 바닥으로 분사하고 그 반

발력을 이용하여 량물을 들어 올린 후, 화물과 바닥의 마찰력을 

폭 감소시켜 이송하는 장비를 말한다. 에어쿠션 트랜스포터 상부

에 량물을 올리고, 에어컴 서 등을 이용하여 고압의 공기를 

주입하면, 에어쿠션 이송장비와 바닥 사이에 미세한 공기층이 형성

되며, 남는 여분의 공기는 기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 게 형성된 

미세한 공기층을 에어필름이라 하며, 에어필름은 화물과 바닥 사이

의 마찰력을 감소시켜 한 사람의 힘으로 수 톤의 화물을 이동시킬 

수 있게 한다. 에어쿠션 트랜스포터는 량물을 수반할 수 있는 

임 하단에 기본 모듈인 에어쿠션 공기부양 이 4개 혹은 그 이상

의 수로 병렬 배치된 구조이다.

에어쿠션 트랜스포터는 바닥과의 마찰이 거의 없으므로 작업장

이나 도로면을 손시킬 우려가 없고, 바퀴, 롤, 크 인 등의 장치

가 필요 없으므로, 제작  유지보수 비용을 감할 수 있다. 한, 

방향에 계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제자리에서 360도 

방향 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입장에서 매우 편리하게 조

작할 수 있다. 화물보다 트랜스포터의 부피가 작기 때문에 작업

역의 제한이 없으며, 에어컴 서와 에어 공  호스로만 구동되므

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한, 고압의 공

기가 에어튜  내의 에어쿠션을 형성하여 완충시스템 역할을 해주

므로 기존의 량물 운반시스템보다 이동 시 진동이나 충격이 게 

발생된다[1].

에어쿠션 트랜스포터는 AGV(automatic guided vehicle)시스

템에 용하여 항공기나 형선박 등 고 량물의 운반  조립작

업에 사용될 수 있으며, CMM(coordinate measurement 

machine) 3차원 측정기, 턴테이블(turntable)을 용한 렛트의 

회 , 형 롤의 이송에 합한 핸드 렛트 트럭(hand pallet 

truck) 등에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에어쿠션 장비를 

개발하기 해서는 공압 부분의 정 한 설계를 통하여 힘의 균형

을 잘 맞추어야 하고, 고압의 공기를 통해 량물을 다룸에 따라 

사용자의 안 을 고려한 설계  제작을 하여야 하는 이 주요한 

기술이다.

압축공기  에어필름을 이용한 연구로는 정압 공기베어링의 

원리를 응용하여 공기 윤활 베어링을 차에 용시킨 공기부양 컨

셉트카에 한 연구개발이 진행되었으며[2], 수평 공기 부상 방식

을 이용하여 LCD 평  라스를 비 으로 직진 이송하는 공

기 컨베이어 장비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3,4]. 한, 다공성 패

드를 갖는 챔버의 배열에 따른 공기 부상 테이블의 비  부상 

수 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5], 고정  스테이지를 공기베어

링을 이용하여 지지하는 연구에서는 사용되는 센서의 종류에 따

른 정 도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기도 하 다[6]. 일부 소기업과 

학을 심으로 공기부양 이송시스템의 보다 정 하고 정확한 

해석을 해 CFD를 이용한 산유동해석을 수행하기도 하 으

며[7], 롤투롤 연속 공정과 같은 응용분야에서는 필름의 연속 인 

이송 시 필름의 지지를 한 방안으로 공기를 이용한 방안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8]. 국내에서는 압축공기에 의한 에어베어링 기

술은 주로 통 인 기계가공장비, 정  생산 장비 등에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량물의 이동  하역 등에 

용하기 한 공기부양 기술은 상용화 수 으로 개발된 기술이 

거의 무한 상태이다. 국외의 경우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량물 운반을 한 에어쿠션 이송장비에 

한 연구와 상용화가 리 진행되어 왔고, 에어쿠션의 형상이나 기

능  측면에서 차별화를 가진 특허기술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꾸 한 연구개발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설계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량물의 안 한 취   운반을 한 에어쿠션 

트랜스포터를 개발하기 한 연구에 해서 다룬다. 이를 해서 

2 에서는 기본 모듈인 에어쿠션 공기부양 과 이를 병렬로 배치

한 트랜스포터의 부양 성능  기계  강성에 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으며, 3 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에어쿠션 

트랜스포터를 설계, 제작하고 실험한 내용에 해 설명한다. 마지

막으로 4 에서 고찰  결론을 논한다.

2. 에어쿠션 트랜스포터 설계

2.1 에어쿠션 공기부양  설계

Fig. 1은 본 논문에서 연구한 에어쿠션 공기부양 의 기본 구조

이다. 량물의 부하하 을 직 으로 받는 알루미늄 재질의 

임 에 에어튜 가 부착될 수 있도록 고무 시트(rubber sheet)가 

착되며, 그 에 에어튜 (air tube)를 박음질이나 열융착으로 부

착시키는 구조이다. 에어튜  에는 무수한 토출 구멍이 뚫려있는 

다공질 시트(porous sheet)가 부착되며, 이를 통해 다공으로 토출

된 공기가 바닥면과 에어필름을 형성하여 마찰을 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임 각 모서리에는 4개의 랜딩패드(landing pad)가 

부착되어 있으며, 랜딩패드는 에어튜 가 최  팽창하기 까지 

량물의 부하하 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에어쿠션 공기부양 의 기본 원리는 Fig. 2와 같다. Fig. 2는 공

기 주입구를 기 으로 공기부양 의 반을 자른 단면도이며,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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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 서 등을 통한 압축공기는 공기부양 의 공기 주입구(air 

inlet)를 통하여 공 되고, 그림의 화살표를 따라 흐르게 된다. 즉, 

주입구를통해 들어온 공기의 일부는 에어홀(air hole)을 통해 에어

튜  내부에서 흡·배기되며, 고압의 공기에 의해 팽창된 에어튜

는 량물과 공기부양 을 부상시킨다. 에어홀에 들어가지 못한 나

머지 공기와 에어튜 에서 배기된 공기는 에어쿠션 앙부의 공간

(press zone)으로 빠져 나간 후 다공질 시트의 수많은 구멍으로 

균일하게 분사되며, 토출된 공기는 바닥면과 다공질 시트 사이에서 

약 50~100 µm의 공기막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공기막을 에어

필름(air film)이라 하며, 바닥과의 마찰을 폭 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에어쿠션 공기부양 을 설계하기 한 가장 요한 변수는 에어

튜 의 흡배기 역할을 하는 에어홀(air hole)의 직경이다. 에어홀의 

직경에 따라 에어튜 와 다공질 시트 내부에서의 압력강하가 다르

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 최 의 변수 값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 해

야 한다. 에어튜 와 다공질 시트 내부의 압력강하가 클 경우 에어

쿠션 내부의 공기유동이 원활하지 않으며, 인가된 하 은 토러스형

의 에어튜 에 집  분포하게 된다. 이는 에어필름에 의한 원주방

향 토출유량이 불균형 인 상을 불러일으키며, 마찰력 증가에 의

해 운반효율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압력강하가 무 

을 경우 에어튜  팽창에 의한 부상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본 

해석에서는 약 1 bar의 압력강하를 가지는 에어홀의 직경을 최  

변수 값으로 선정하 다.

Fig. 3은 산유체해석을 해 3D 모델링한 공기유동체의 유한

요소형성(meshing)  해석조건을 입력한 그림이며, 해석조건으

로는 최 공 압력 4 bar, 에어필름 두께 0.1 mm로 가정하 고, 

토출압력은 기압인 1 atm으로 해석하 다. 공기유동체의 모델링

을 단순화하고, 해석오차를 이기 해 공기 주입구(inlet)는 에어

튜  주입구와 앙부 공기 주입구 2개로 나 어 해석하 으며, 다

공 홀에서의 기 토출(outlet) 방향은 그림과 같이 에어쿠션 하부

와 측면부로 설정하 다. Fig. 4는 에어튜  에어홀의 직경을 2 

mm, 2.5 mm, 3 mm로 설정하 을 때의 에어튜 와 다공질 시트 

내부의 분포 압력 해석결과이다. 해석결과 에어홀에 의한 압력강하

는 각각 2.5 bar, 1.5 bar, 1 bar로 해석되었으며, 1 bar의 압력강하

를 가지는 에어홀 직경 3 mm가 최 의 설계변수 값임을 알 수 

있다.

Fig. 5는 에어쿠션의 질량유량(mass flow)을 해석한 결과이며, 

이를 체  유량으로 환산 시 약 204 lpm의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본 해석은 토출 노즐에서의 유량 산출 이론계산 결과와 유사함을 

보 으며,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양의 에어컴 서(air 

compressor)와 압력조 기(regulator)를 선정하 다.

Fig. 6은 에어쿠션 공기부양 에 하 을 인가하 을 때의 응

력분포를 해석한 그림으로 가반부하의 하 은 약 300 kg의 

량물에 상응하는 3,000 N이며, 앞서 해석을 통해 구한 에어튜

Fig. 1 Structure of air cushion pad

Fig. 2 Principle of air cushion

(a) Meshing of air fluid model

(b) Air flow direction

Fig. 3 Meshing & analysis condition of ai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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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공질시트 내부 압력을 하 조건으로 입력하여 해석하

다.

응력해석 결과 고무 재질의 에어튜  가장자리부에서 응력집

이 일어났으며, 최  6 MPa, 평균 1.2 MPa의 응력분포로 해석되

었다. 본 결과를 토 로 에어튜 의 단을 방하기 해 해석된 

최 응력 값보다 인장강도가 높은 소재로 선정하여 제작에 반

하 다. 

2.2 에어쿠션 트랜스포터의 설계 

에어쿠션 트랜스포터의 운반효율을 검증하기 해 Fig. 7과 같

이 량물을 가반할 수 있는 에어쿠션 트랜스포터를 설계하 다. 

트랜스포터의 체 인 크기는 1.4 m×1.4 m×1 m이며, 자체 량

은 약 3000 N으로 설계하 다. 트랜스포터 하부에는 4개의 공기

부양  모듈을 병렬 배치 할 수 있도록 앵 (angle)식 하우징을 설

계하 으며, 휠 캐스터 방식과의 비교실험을 해 탈부착이 가능한 

높이조 장치(leveling foot)와 휠 캐스터를 설계하 다. 베이스

임은 고 량 화물에도 기구  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125 

mm×75 mm의 직사각형 각 으로 설계하 으며, 작업자의 안

과 편의를 해 트랜스포터 각 측면에 핸드 일이 장착되도록 설계

하 다. 각 모듈의 개별 인 공압 제어를 해 트랜스포터 측면에 

공압 귤 이터를 장착하 으며, 각각의 공기부양  공기 주입구

와 우 탄 호스로 연결되도록 설계하 다.

(a) Air hole - 2 mm

(b) Air hole - 2.5 mm

(c) Air hole - 3 mm

Fig. 4 Pressure drop analysis according to air hole diameter

Fig. 5 Mass flow of air cushion

Fig. 6 Stress distribution of air cushion pad

Fig. 7 Design of air cushion trans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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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어쿠션 트랜스포터 작 및 실험

3.1 에어쿠션 공기부양  작 및 실험

에어쿠션 공기부양 은 량물의 가반하 을 지지해주는 알루미

늄 임과 량물을 바닥면에서 부양시키고 완충 역할을 해주는 

에어튜 , 부양 후 바닥면과의 에어필름을 형성하여 마찰력을 여

주는 다공질 시트, 부상 까지 량물과 공기부양 을 바닥에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랜딩패드로 구성된다. 본 실험에 사용된 

공기부양 은 목표한 가반하 과 트랜스포터의 크기 등을 고려하

여 가로×세로×높이가 360 mm×360 mm×33 mm인 알루미늄 

임을 사용하 으며, 에어쿠션의 상 리  높이와 이론식 계산

으로 산출한 소요되는 유량 등을 고려하여 에어튜 의 직경을 선정

하 다.

량물을 바닥에서 부양시키고, 일정 압력을 유지하며 완충의 역

할을 해주는 에어튜 는 Fig. 9(a)와 같이 공기 흡배기 시의 튜 의 

형상을 2D로 시뮬 이션 하여 공기배기 시 본래의 힌 형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사출 형을 통해 제작하 다. 팽창한 에어튜 는 

원형의 단면 형상을 가질 것으로 가정하여 시뮬 이션 하 으며, 

직경이 약 300 mm인 에어튜 는 팽창 시 약 36 mm의 리  

높이를 가지도록 설계, 제작하 다. 에어튜 는 Hardness A80 이

상의 폴리우 탄 고무이며, 여타 고무보다 인장강도를 높이고, 재

단, 압착, 박음질  착 등의 가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물이 

삽입된 포입 고무를 사용하 다. 에어튜 에 사용된 포입 고무는 

구변형이 없고, 고압의 공기에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므로 

인장강도 시험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한 후 선정하 다. Fig. 9(b)

는 에어튜 의 사출공정 사진으로 형 에 고무 모재와 직물을 

겹겹이 쌓아 올린 후 일정 온도와 압력으로 가압하여 제작하 다. 

3.2 에어쿠션 트랜스포터 작 및 실험

에어쿠션 트랜스포터는 인장력 비교 측정실험을 해 Fig. 10과 

같이 두 가지 구동방식이 가능하도록 제작하 다. Fig. 10(a)와 같

이 트랜스포터 하부에 높이조 장치(leveling foot)를 장착하여 휠 

캐스터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 으며, Fig. 10(b)와 같이 

공압 조 시스템(pneumatic control system)을 설계하여 4개의 

에어쿠션 공기부양  모듈의 개별 인 공기 주입이 가능하도록 제

작하 다. 각 모서리에 4개의 휠 캐스터가 장착되었을 경우와 에어

쿠션 공기부양 이 장착되었을 경우의 인장력을 비교실험 수행하

으며, 트랜스포터의 자 을 포함하여 약 1 톤(ton)의 량물을 

가반하 을 시 소요되는 인장력을 측정하 고, 두 경우의 마찰계수

를 산출하여 비교분석하 다. 

Fig. 11은 트랜스포터 하부에 4개의 에어쿠션을 장착한 후 풀게

(a) Design drawing of air cushion pad

(b) Production of air cushion pad

Fig. 8 Design & production of air cushion pad

(a) Inflation simulation of air tube

(b) Manufacturing process of air tube

Fig. 9 Design & production of air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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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pull gauge)를 이용하여 인장력을 측정한 실험사진이며, 트

랜스포터의 자체 량 3000 N을 기 값으로 하여 약 700 N의 

웨이트를 1개씩 올려가며 1 톤의 무게가 될 때까지 인장력을 측정

하 다. 에어컴 셔와 연결된 메인 귤 이터의 압력은 8 bar, 

(a) Wheel caster method transporter

(b) Wheel caster method transporter

Fig. 10 Wheel caster & air cushion pad method

Fig. 11 Air cushion transporter test

Air-cushion Wheel-caster

Weight

(kg)

Tensile 

force (N)

Friction 

coefficient 

Tensile 

force (N)

Friction 

coefficient

300 57.1 0.019 163.4 0.054

370 67.5 0.018 203.2 0.054

440 71.7 0.016 256.8 0.058

510 79.7 0.015 314.0 0.061

580 91.3 0.015 367.2 0.063

650 101.1 0.015 42.70 0.065

720 108.2 0.015 490.4 0.068

790 116.1 0.014 551.6 0.069

860 120.7 0.014 604.4 0.070

930 129.8 0.013 658.6 0.070

1000 137.0 0.013 720.0 0.072

Table 1 Tensile force measurement result of installed air-cushion

& wheel-caster

(a) Tensile force of air-cushion & wheel-caster

(b) Coefficient friction of air-cushion & wheel-caster

Fig. 12 Experiment result graph of air cushion trans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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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부양  각 모듈에 주입된 공기압력은 약 1.5 bar의 조건으로 

실험하 다.

에어쿠션 트랜스포터의 인장력 실험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실험결과 1 톤의 량물이 가반되었을 때 휠 캐스터를 장착한 경우

는 약 720 N의 인장력이 측정되었고, 에어쿠션 공기부양 을 장착

한 경우는 약 137 N의 인장력이 측정되었다. 공기부양 을 장착한 

경우 Fig. 12의 그래 와 같이 량이 증가할수록 소요되는 인장력

의 값도 선형 으로 증가하며, 증가되는 값이 휠 캐스터를 장착하

을 경우보다 작게 나타났다. 한 마찰계수 산출 결과 휠 캐스터

를 장착한 경우와는 반 로 량물의 량이 늘어날수록 마찰계수

가 떨어지는 상이 나타났다. 이는 량물의 량 증가율보다 마

찰계수 증가율이 작기 때문이다. 향후 에어쿠션 공기부양 의 최  

설계를 통해 최  가반하 을 더 높인다면 본 논문의 연구목표로 

가정한 10 kN  이상의 가반하 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량물 운반을 한 에어쿠션 트랜스포터의 개발

에 해 다루었다. 산유체해석을 통해 기본 모듈인 에어쿠션 공

기부양 의 최 의 설계변수 값을 선정하여 량물 운반에 효율이 

높은 공기부양 을 설계, 제작하 다. 공 압력에 따른 트랜스포터

의 성능 분석을 해 자체 인 성능실험 장비를 설계 제작하 으

며, 제작된 성능실험 장비와 풀게이지를 통한 인장력 측정실험을 

통해 공기부양 과 에어쿠션 트랜스포터의 부양 성능  마찰계수 

등을 측정하 다.

10 kN의 가반하  조건하에 에어쿠션 트 스포터의 인장력 측

정실험 결과 휠 캐스터를 장착하 을 때의 인장력은 720 N, 마찰

계수는 0.072로 산출되었고, 4개의 공기부양  모듈을 장착하 을 

때의 인장력은 137 N, 마찰계수는 0.013으로 산출되었다. 공기부

양 을 용한 트랜스포터가 휠 캐스터보다 약 5.5배의 높은 운반

효율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에어쿠션 트랜스포터의 기  성능

과 마찰계수를 측정하여 량물 운반 장비로써의 실용성을 검증

하 다. 운반효율  경제성,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천장크

인이나 휠 캐스터, 수동 트 트럭 등 여타의 운반 장치보다 

높은 효율을 나타낼 것이라 기 된다. 향후 에어쿠션 트랜스포터

의 사용처에 따른 실제 운용에서의 기 을 마련할 것이며, 턴테이

블이나 팔 트 트럭, AGV시스템 등의 응용분야에 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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