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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현장에 적용함.

생산 현장의 공정 개선을 위한 치공구 개발의 필요로 인하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치공구 개발 3건 및 생산 공법의 개

여 산학 협력을 통하여 치공구 설계 및 제작을 통하여 아래

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각각

항목의 개선 사항을 도출, 생산 현장에 적용하였다.

의 작업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작업 방법 개선 결과를 도출함.
터빈 조립 공정 중 하우징내 터빈 기어 적입 방법 대한 공

가. 터빈 조립시 하우징 내 터빈 기어 적입 공정 개선.

정을 분석하고 기존 chainblock을 사용하는 공법을 개선하여

나. 부시 가열 팽창 박음 공정의 분석 및 신 공법 개발

작업시간의 단축.
부시 가열 팽창 박음 공정의 분석 및 신 공법 적용으로 작

다. Blade Riveting 작업시 안전 작업용 jig 개발
라. Gear 및 Rotor 이동 전용 파레트 개발

업 시간의 단축.
Blade Riveting 작업시 작업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생산 현장의 작업자 안전 및 생산효율성을

공정 개발로 생산성 향상.
Gear 및 Rotor 이동시 기존의 목재 파레트를 활용한 방법

향상시키는 공법 적용을 목적으로 진행 함.

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동 안전성 확보를 위한 치공구 개발

2. 연구방법
생산 작업 현장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현장 밀착 관찰과 현

로 이동 안전성 확보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진행함.

장 작업자의 인터뷰를 통하여 현장 개선 항목 발굴.

4. 결 론

작업자의 동선을 고려한 지그의 개발 설계와 재료의 가공에 대

치공구 적용으로 터빈 조립시 정밀 공차 작업이 가능한 작업

한 재료의 성질 분석 등을 통하여 적용 가능한 공법 개발을 완

여건을 조성하여 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 양산 기반을 조성함.

료 함.

직접 가열방식을 벗어난 간접 가열 방식 적용으로 제품의 오
염 및 손상 방지로 제품 품질 수준을 향상시킴.

3. 결과 및 고찰
생산 현장의 공정 개선을 위한 치공구 개발의 필요로 인하
여 산학 협력을 통하여 치공구 설계 및 제작을 진행하여 생산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생산효율이 우수한 치구
의 개발로 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기술을 개발함.
제품의 이동 안전성을 향상시킨 대차의 개발로 제품 손상을
예방하는 혁신 활동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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