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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후판 절단 장비 및 배치 프로그램 개발
Aluminum Plate Sawing Machine and Nesting SW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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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항공기 구조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소재는 B
사에서 절단되어 기계가공을 담당하는 기업에 보
내지고 있다. 기존 절단장비의 구조는 후판의 이송
고정과 고정이 위험한 테이블위에 올라간 작업자
에 의해 이루어지고 경험에 의한 절단 배치는 소재
의 활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절단 배치에 관한 연구[1-5]는 크게 정해진 공간
위에 다각형을 배치하는 경우와 직사각형을 배치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롤링으로 만들어지는
항공용 알루미늄 소재는 방향성이 있어 배치할
때 소재를 화전할 수 없다는 제약조건이 있고
회전 톱으로 절단할 때는 절단 선이 반드시 소재
외부에서 외부까지 직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단장비를 개발함에 있어 새로
운 구조를 제안하고 경험으로 이루어지던 절단
배치를 소프트웨어 개발로 자동화 하고자 한다.

께220mm, 무게 1톤의 알루미늄 후판을 이송시키는
시간은 9.6분으로 기존 대비 5.4분 감소하였고 고정
시간은 4분으로 기존 대비 6분 감소였으며 절단 시
간은 9.6분으로 기존 대비 5.4분 감소하였다.

Fig. 1 L Shape Table

2. 절단 장비 개발
2.1 장비 개발
알루미늄 후판 절단 장비의 작업대 구조를 종래
의 ㅁ자에서 L자 형태(Fig.1)로 변경함으로써 작업
대에 후판의 공급이 용이할 뿐더러 작업자는 작업
대의 외부에서 직접 후판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
안전사고 방지와 함께 판재의 절단효율이 향상되
었다. 제품의 이송이 쉽도록 테이블에 자동 이송장
치를 설치하고 유압을 사용하는 고정 장치가 절단
부를 감싸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Fig.2) 기존 장
비에 비하여 이송이 편리하고 고정과 절단이 안전
하다.
2.2 개발 결과
기존의 알루미늄 후판 절단기에 폭1,000mm, 두

Fig. 2 Aluminum Plate Sawing Machine

3. 절단 배치 프로그램 개발
3.1 절단 배치 방법
원소재는 작은 것부터 주문소재는 큰 것부터
선택하고 차례로 비교해 작은 원소재 안에 큰 주문
소재가 우선적으로 배치되도록 하였다. 회전 톱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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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성으로 인해 소재를 절단하기 시작하면 완전
히 둘로 나뉠 때 까지 잘라내야 함으로 폭 방향으로
먼저 절단하는지 길이 방향으로 먼저 절단하는지
에 따라서 소재 활용률이 달라진다. 항공기 기계부
품 길이는 폭의 두 배 이상인 경우가 많음으로
폭의 두 배보다 길이가 길 때는 폭 방향으로 먼저
절단하고 폭의 두 배보다 길이가 짧을 때는 길이방
향으로 먼저 절단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3.2 프로그램 개발
Visual C++개발 툴로 고안된 절단 배치 방법을
프로그래밍해서 Exel상의 주문소재를 복사해 붙
이면 자동으로 절단 배치를 수행하고 AutoCAD에
출력하도록 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용 알루미늄 후판을 절단
하는 장비와 배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사각
형 절단 징비의 테이블 구조를 L 형으로 바꾸어
후판의 이송과 고정이 쉽도록 개선하였다. 원소재
안에 주문소재를 배치하고 절단 방향을 결정하고
남은 소재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소재
활용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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