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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현재 국내에서는 기존 버스의 계단을 오르내리

기 힘든 교통약자들 특히 장애우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저상 버스는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로써 장애우들이 휠체어를 이용하여 오르내

리기가 용이하게 설계되어진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대다수의 저상버스용 휠체어

램프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구동,
방식이 대부분 전기모터를 사용한 와이어나 체인

에 의한 동력전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기모터.
와 직결된 체인이나 와이어를 사용할 경우 뒤틀림

의 현상이 자주 발생되어 모터의 급격한 부하가

발생되고 수리를 위해서 휠체어 램프를 분리해서

수리해야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휠체어 램프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전기-

유압 액추에이터를 이용한 휠체어 램프를 설계

및 개발하고자 한다.
휠체어램프설계2.

기구부 설계 및 제작2.1

기존의 사용되어지는 휠체어 램프는 중앙의 모

터와 직결된 와이어나 체인을 사용하는 것에 반하

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휠체어 램프는 하나의,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여 양 끝단의 가이드를 동기

화 시켜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하였고,
체인의 뒤틀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뒤틀림의 경우를 대비하여 버스에서 휠체어 램프

가 별도의 분리 없이 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

다 은 제작도면을 나타내고 있다. Fig. 1 3D . Fig.
는 제작된 휠체어 램프를 보여주고 있다 휠체어2 .
램프의 크기는 로 제작 되700mm*1300mm*600mm
었다.

전기 유압 액추에이터 설계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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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3D drawing of wheelchair ramp

Fig. 2 Photo of wheelchair r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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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 의해 전기유압 액추에이터에 대한

기초 설계를 바탕으로 과 같이 전기모터와Fig. 3
유압펌프를 일체형으로 전기유압 액추에이터의-
회로 설계 및 제작을 하였다 는 제작된 전기. Fig. 4 -
유압 액추에이터의 모습을 나타낸다.

Fig. 3 Electro-Hydraulic actuator circuit

Fig. 4 Electro-Hydraulic actuator
실험결과및결론3.

는 휠체어 램프를 회 작동시의램프 작동Fig. 5 23
속도와 에러율을 보여준다 동작높이는 엥. 250mm
서 진행하였다 현재 저상버스에서 사용되어지는.
휠체어 램프는 전후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초· 20
임에 반해 위의 결과는 전후진 시간이 약 초임을8
확인할 수있으며 작동시 에러가 발생하지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동력전달부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구부를 선계 제작하였고 전기유압, -
액추에이터의 설계 및 제작하여 기존의 모터 구동

방식의 부하문제와 속도문제를 해결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을 통해 연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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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elocity of wheelchair r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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