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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을 해 한번 자를 때 끝까지 잘라야만 하는 길로틴 단 시에, 작업자가 잘라야 하는 조각 배치

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야 한다. 이때, 어떤 식으로 배치해야 할 것인 가에 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

이 들고, 최 의 배치를 만들어 내는데 한계가 있어 낭비되는 조각들이 생겨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해 조각 배치를 로그램으로 구 하 고, 철 단 숙련 작업자와 비교하여 보았다.

1 .  서론

 

최근 기술의 발 으로 단을 하는 공장에서는 이  

단, 수압 단 등 다양한 기술이 많이 등장했다. 이

나 수압 단기에는 로그램이 더해져서, 단 작업을 할 

때, 복잡한 도형을 단하거나, 컴퓨터 로그램으로 기계

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단을 하는 등의 편리성이 있다. 

하지만 두께가 두꺼운 으로 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길

로틴 단에는 거의 부분의 공장에서 작업자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의존하여 잘라야하는 조각의 배치를 임의

로 시켜서 작업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로그램은 작업자가 생각하

던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컴퓨터 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작업자가 단을 할 때, 도면의 배치를 해서 보여 으로써 

시간낭비와 자재낭비를 조 이나마 이기 해서 만들어

졌다.

2. 련 연구

2.1. 열등패턴

(그림 1) 열등패턴

열등패턴이란 (그림 1)과 같이 기 이 되는 이 A라고 

할 때, B의 배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며, A와 B처럼 

조각 배치에 있어서 두 가지의 방향이 제시 될 때 이를 

열등패턴이라고 한다[4]. 이 열등패턴의 발생횟수가 클수

록 도면의 낭비가 발생한다.

3. 세부 설계  구

3.1. 개발환경

 

본 논문의 로그램은 도우 7 환경에서 Microsoft 

Visual Studio 2013의 C# WPF를 이용하여 구 하 다.. 

3.2 핵심 알고리즘

3.2.1 열등패턴 제거

본 로그램에서는 철  단 작업을 상으로 하고 있

다. 철  조각들을 배치할 때, 앞에서 언 한 열등패턴이 

반복해서 나온다. 이 때 열등패턴의 발생횟수가 가장 작은 

배치방법이 도면의 낭비를 여주므로 열등패턴을 처리하

는 횟수가 가장 은 방법을 사용한다.

열등패턴을 제거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

며, 로그램은 (그림 2)와 같다.

1. 잘라야 하는 조각들의 면 을 비교하여 가장 큰 면 을 

가진 조각을 먼  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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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치가 되지 않은 조각들  비어 있는 공간에 가로의 

길이나 세로의 길이가 과하지 않는 조각을 찾는다. (이

때 조각들의 회 을 염두해 두고 찾는다.)

3. 에서 찾은 조각들  가 치를 설정하여 열등 패턴이 

가장 게 나오는 조각을 우선순 로 비어 있는 공간에 

최 로 들어갈 수 있는 가로길이, 세로길이에 가까운 조각

들을 찾는다.(이때 찾은 조각 들이 우선순 에 올라가게 

된다.)

4. 우선순 를 비교하고 같은 경우에는 작업의 편리함을 

해서 최  가로길이로 잡힌 조각을 사용하기로 설정했

다.

5. 와 같은 작업을 반복하여 모든 조각들을 도면에 배치

한다.

(그림 2) 열등패턴 제거 로그램

3.2.2 길로틴 라인 삽입

(그림 3)은 재귀 함수로 입력된 기본 베이스 의 경로

를 따라 길로틴 라인을 그려주는 함수이다. 로그램의 실

행으로 (그림 6)에서와 같이 길로틴 라인이 란색으로 그

려진다.

(그림 3) 길로틴 라인 삽임 로그램

  

4. 결과 비교

(그림 4) 작업 후 남은 면  비율 비교

로그램의 효과를 악히기 해 장의 철 단 작업

자와 비교는 도면 처리시간과 남은 면  비율 에서 

비교가 가능하나, 컴퓨터의 처리속도 때문에 시간의 비교

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남은 면  비율을 기 으로 비교하

다. 

(그림 4)의 가로축에서와 같이 10가지 작업을 공장 세 

곳에서 6명의 작업자가 작업을 한 내용을 계산했을 때,  

단후 남은 면  비율에서 13.1%에서 10.3%로 평균 

2.8% 낭비를 여서 22%가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 

다음의 (그림 5)와 (그림 6)은 실험에 사용한 로그램이 

실행될 때 나타나는 화면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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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화면

(그림 5)와 같이 로그램을 실행하면, 조각들을 배치하

면서 사용된 의 개수와 사용된 면 과 남은 면 비율을 

보여 다. 각각의 조각에는 조각의 도면번호와 크기에 

한 정보가 들어있다.

(그림 6) 실행화면

(그림 6) 처럼 우측의 리스트에 있는 조각을 더블 클릭하

면 화면에서 그 조각이 있는 라인에 빨간색 테두리를 그

리며 4회 깜빡인다. 에 보이는 란색 선은 길로틴 라인

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 다루는 로그램은 길로틴 단 시에 장

에서 작업자들의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로그램으로 구

하여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고, 철 의 낭비를 이고자 하

는데 의의를 두었다. 

결과 으로 본 로그램은 기존 길로틴 단 작업 시에 

조각들을 배치 해주므로 당연히 작업시간을 감하는 효

과를 기 할 수 있으며, 보다 요한 의미는 본 로그램

을 활용하면 철 의 낭비를 숙련 작업자에 비해 22% 개

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로그램을 심으로 장에서 응용하기 해서는 UI

를 개선허여 도면 자체를 스캔하여 도면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부터 단에 이르기 까지 자동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이상은, “WPF 로그래 ” 가메

[2] 조효은, “ 보자를 한 C# 200제” 정보문화사

[3] 조정  역, “C#이 보이는 그림책” 성안당

[4] 윤기섭, “2차원 길로틴 단 문제를 한 향상된 최  

우선 분지 한계법”, 한양 학교 학원, 2011

 

- 4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