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연구

Renishaw Equator™ 게이지, 주요
항공우주 제조업체의 생산량 증가 지원

고객사:

과제:

솔루션:

Senior Aerospace Weston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에어로스트럭처 구성품 검사 대체.

정확하고 반복 가능한
측정으로 사이클 시간을
75%나 줄여주는 Renishaw
Equator 시스템.

산업:
항공 우주

Senior Aerospace Weston은 중요 가공 에어로스트럭처 부품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를 원했으며, Renishaw와 업계를
선도하는 Equator™ 측정 시스템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quator 게이지는 부품당 검사 시간을 75%나 단축했으며 더
종합적인 구성품 추적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배경
Senior Aerospace Weston은 상업용 항공기 시장에서
다양한 복잡한 정밀 가공 및 하위 어셈블리를 공급하는 선두
업체입니다. 영국 Earby에 소재하고 있는 이 회사의 생산량
중 95%는 Airbus 항공기, 그 중에서도 주로 A320과 A321에
사용되는 구성품이며 A330, A380, A350 모델용 부품도 일부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에어로스트럭처(날개
및 메인프레임) 구성품으로, 50 mm에 불과한 소형 품목부터
대형 엔진 파일런 브래킷과 랜딩 기어까지 제조합니다.

과제
더 복잡한 일부 에어로스트럭처 부품은 Senior Aerospace
Weston의 기존 좌표계 측정기(CMM)를 사용할 경우 검사에
최대 1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종종 다른 작업이
지체되고 CMM 용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는 전통적인 측정 장비와 하드 게이징을
사용하여 다양한 수동 검사 방법을 도입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제조율이 증가하면서 Senior Aerospace Weston은 품질 저하
없이 인사이클 측정으로 효율성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솔루션
“Renishaw와 상의한 결과 속도 측면에서 전통적인 3-축 CMM
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한 Equator 게이지를 제안받았다”고
CMM 프로그래머인 Andy Wright는 말합니다.

검사 사이클 시간이 75%이나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수동으로 측정해서 종이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치수가 기록된 완전한 전자 보고서가 있습니다. 또한 추세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어 제조 공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Senior Aerospace Weston(영국)

열적으로 덜 민감한 Equator 시스템은 우수한 속도와
반복정도를 제공하고 사용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유연한
게이지입니다. 2018년 1월에 Earby에 설치한 Senior
Aerospace Weston는 이미 8개의 부품을 프로그래밍했습니다.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에 깊은 인상을 받은”Wright 씨는
“측정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부품이 70개나 되니, 잠재력이
높다”고 강조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더군요.
작업자가 부품을 치구에 로드하기만 하면 사이클이 가동되고
읽기 쉬운 보고서를 제공해 줍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또 다른 요인으로는 Renishaw의
판매 및 어플리케이션 지원에 있었습니다. Wright씨는
“최고의 지원을 받았다”면서, “Renishaw는 문의에 매우
빠르게 답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 회사에 전담팀을 배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감탄했습니다.
Senior Aerospace Weston 지원팀의 핵심 요원인 Renishaw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Ed Clarke는 말합니다. “턴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고객이라면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문의가 있을 경우 고객이
직접 Renishaw 지원팀을 찾아서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된 항공우주 부품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Equator
시스템

결과
Senior Aerospace Weston에서 Equator 게이지를 사용해서
검사한 부품 중에는 Airbus 항공기용 티타늄 윙 플랩 트랙
구성품도 있습니다.
Wright씨는 “수년 동안 우리는 필요한 정확도로 이 부품을 더
빠르게 측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공정을 반복하고 다양한
장비 솔루션을 시도해 보았지만, 구성품이 복잡하고 타이트한
데이텀 공차때문에 번번히 검사에 실패했다”고 인정하면서,
“그런데 Equator 게이지를 사용했더니 정확한 측정과
반복정도를 갖춘 공정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부품에서 25가지 다른 피쳐를 측정하는 데 총 9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사이클 측정 시간이 상당히 감소했으며 이제 작업자는
전자 보고서만 검토하는 것만으로 업무가 완료된다”고 Wright
씨는 말했습니다 “검사 사이클 시간이 75%나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수동으로 측정해서 종이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치수가 기록된 완벽한 전자 보고서가 제공되니 수동
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추세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어
제조 공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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