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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TJ 커플러 제작용 멀티 절삭기에 대해 제안하였다.
TJ 커플러 제작용 멀티 절삭기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커플러를 절삭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

삭기이다. 커플러의 종류에 따른 절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절단석과 연마석을 고정하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또한 작업 환경

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비상정지와 기능상의 정지 기능을 추가하여 안전하면서 빠르게 절삭 작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절단된 커플러에 대해 반자동으로 수거가 되며 쉽게 새로운 커플러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고정 및 수거 장치를 포함하

여 현재의 절삭기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키워드: 커플러(coupler), 멀티(multi), 절삭(cutting), 안전성(safety)

I. Introduction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TJ 잭을 비롯한 

각종 커플러는 지속적이며 상당히 많은 양이 사용되는 부품이다. 
커플러의 방식에는 쐐기 커플러와 나사형 커플러, 퀵 커플러가 있으며 

각각의 장점과 단점으로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3] 이러한 

커플러들의 단점을 보완하며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나사형 

커플러를 절단하여 체결하는 TJ 커플러가 많이 사용된다. 현재 TJ 
커플러를 제작하기 위한 작업으로 나사형 커플러를 2등분하여 절단하

는 절단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수동식이며 한번에 1개의 커플러 절단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작업시간에 비해 효율이 높지 않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하면서

도 멀티 절삭이 가능한 절삭기에 대해 제안하였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커플러

커플러의 종류에는 쐐기형과 나사형, 퀵이 있으며 각각 특징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가장 구성 요소가 단순한 커플러는 나사형 

커플러이다. 그러나 나사형 커플러는 나사산을 형성하기 위해 나사산 

가공기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나사산 커플러를 절단한 TJ 커플러가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다. TJ 커플러는 Fig. 1에 나타내었다.

방식 구성 단점

쐐기 

커플러

라운드타입의 배근 연결이 

어렵고, 상하 철근의 

규격이 틀릴 경우 적용이 

어렵다.

나사형 

커플러

나사산 가공기(Threading 

Machine)을 필요로 한다.

퀵

커플러
구성 요소가 많다

Table 1. Coupler

Fig. 1. TJ Cou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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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커플러

현재 사용되는 커플러 절단기는 한 번에 하나의 커플러만 절단할 

수 있으며 Fig. 2에 나타내었다.[2]

Fig. 2. Coupler cutter

  

Fig. 2의 커플러 절단기는 수동으로 이루어져 작업 시간에 비해 

절단된 커플러의 수가 적어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Ⅲ. Multi-Cutting Machine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멀티 절삭기는 상하식 절삭기로서 절삭 장치가 

상하로 이동을 하며 절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멀티 

절삭기이다. 구성도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상하식 멀티 절삭기는 절단석 구동 모터(①)로 절단석을 상하로 

이동시켜 절삭을 수행한다. 상하 이동시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절단석 이송장치(③)를 설치하며 커플러 거치대(⑨)를 이용하여 커플

러를 거치한 후 절삭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며 커플러 거치대(⑨)를 

열었을 때 커플러 거치대(⑨)의 하부가 분리되어 절삭된 커플러가 

손쉽게 수거되고, 덮개 상부에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LED와 절단석의 

상부에 LED를 별도로 설치하여 작업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조명도 

가능하도록 한다.

Fig. 3. Up/Down Multi-Cutting Machine

절단석 구동 모터(①), 절단석 구동 모터 지지대(②), 절단석 이송장

치(③), 절단장치 이송 모터(④), 스크류(⑤), 절단석(⑥), 절단석 고정 

장치(⑦), 절단장치 베어링(⑧), 커플러 거치대(⑨)

안전장치로서 비상정지 버튼과 절삭기의 덮개가 열려 있을 경우 

동작이 되지 않으며, 절삭 기능을 수행할 때 덮개가 열리면 절삭용 

모터의 회전을 감속시켜 짧은 시간에 비상 정지되면서 절삭장치가 

초기 상태로 돌아와 대기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절삭유 유입장치는 

절단석의 경우 절단석의 좌우측에 각각 설치하여 커플러의 조각이 

절단석의 기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Ⅳ. Conclusions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멀티 절삭기를 이용하여 TJ 커플러 절단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 시간 대비 효율의 상승과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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