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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의무박피공정은사람의손으로칼등도구를활용하

여 무의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으로 출하하였다. 하지만 해당

공정에대한위생과인원투입에따른 인건비상승으로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 생산정보에 대한 관리

등여러가지문제가있어자동화장비에대한개발이요구되

었다.

국내 무 박피기는 개발되어 있으나 실용성과 경제성. 위생

측면에서소비자를만족할만한수준을이루지못하였고 특

히박피율이낮아현재박피기로는가공후에도추가공정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상용화로 이어진 경우

는확인되지않았다. 국외의경우무박피기에대한기술보

고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나 일본의 “히라노 社”의 경우

수직형 박피기를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하지만대량생산에는적합하지않고길이가길고두께가

일정한 일본산 무의 가공에 적합하여 곡률반경이 큰 국내산

무의 가공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개발하고자 하는 무

박피제거장치 자동화된컨베이어로무를이동시켜삽입후

박피제거하는공정으로고효율의무박피제거장치를설계

하였다.

2. 설계

2.1 박피기 구조 설계

무 박피 제거 장치는 크게 프레임과 롤러, 칼날 어셈블리로

구성되어 있다. 구동 모터와 롤러를 체인으로 연결하여 동력

을전달함으로써롤러를회전시키고이때무가삽입되어칼

날 어셈블리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껍질이 박피되는 방

식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였다.

Fig. 1은 무 박피 제거 장치의 3D 모델링 형상을 나타낸다.

박피 제거 장치의 프레임은 1300mm x 750mm x 500mm로,

롤러와칼날어셈블리결합부는 1170mm x 750mm x 600mm

로 설계하였다.

Fig. 2는 무의껍질을박피하기위한칼날어셈블리형상을

나타낸다. 껍질을제거하기위해 6개의날이 1set로 총 2set가

적용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칼날이 무 표면 곡선을 따라 이동

할 수 있도록 칼날 앞에 롤러를 적용하였으며, 칼날이 원래

위치로 복귀하도록 자루 끝부분에 스프링을 적용하였다.

2.2 구조해석

Fig. 3은 칼날부의형상과메쉬를나타낸다. 칼날부에가해

지는 하중은 30N을 적용하여 구조적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4는 해석결과를 나타내며 해석을 위한 Mesh는 standard

mesh를 적용하였으며총노드는 78121개, 총 요소는 520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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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종횡비는 7.3407 로 적용하였다. 최대 변형량은 0.04843

mm로 나타났다.

Fig 1. A radish peeling device

Fig 2. Shape of blade assembly

   

Fig 3. Peeling blade shape and mesh model

(a)von Mises Stress
(b)Resultant
Displacement

(c) Equivalent Strain

Fig 4. Structural analysis result

Fig. 5와 6은 롤러부구조와해석결과를나타낸다. 하중은

30N, 토크는 30N.m을 적용하였다. Mesh는 standard mesh를

적용하였으며 총 노드는 116902개, 총 요소는 78853개, 최대

종횡비는 13.073으로 적용하였다.

최대 변형량은 4.30651 mm로 나타났으며 축에대한변형

량은없다. 실리콘재질에대한변형량이약 4mm로나타나며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고정

위치
하중

방향
토크

Fig. 5 Modeling for structural analysis of roller

(a)von Mises Stress (b)Resultant Displacement

(c)Equivalent Strain

Fig. 6 Structural analysis result

3. 결론
본연구에서는무박피제거장치에대한설계를진행하였

으며각부품에대한설계와구조해석을통해안전성을확보

하였다. 이를바탕으로국내무품종에적합한시제품을제작

에 작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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