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MS Combination｜SFMS서버로 다수의 SFMS Clients를 모니터링 및 제어 

   - SFMS Combination Standard, SFMS Combination Premium

｜SFMS Education｜교육용 SFMS

  - 기존 CAD/CAM 등의 솔루션과 차별화

  - 가공시점에서 가공공구가 소재를 절삭가공할 때 발생하는 가공부하와 채터 여부 등을 데이터로 생생하게 보여줌

  - SFMS에서 공작기계의 조작 가능: Feed hold 등

｜SFMS Customizing｜주문에 따른 특수목적용 솔루션

  - 가공마모 모니터링

  - 공구파손 검출 및 대처 기능 등

  - FANUC 외에 Simens, Heidenein 등 지원, 

  - 능동제어를 통한 NC 데이터 갱신 및 최적화솔루션의 데이터화

｜SFMS Lite｜실시간 동기화된 가공모니터링, 3D 시뮬레이션, 채터 및 가공부하

SFMS Models

CNC Monitoring module

Data logging module

Chatter Detection, Acoustic sensor

Embedded data Processing module

실시간 동기화 가공모니터링

POP 기능

채터 감지

데이터처리 HW

SFMS Lite

｜SFMS Standard｜NC코드 최적화, 실기간 동기화된 가공모니터링과 능동제어를 통한 대처

CNC Monitoring module

Active control module

Data logging module

NC data analysis and estimation

Chatter Detection, Acoustic sensor

Cutting Load detection

Embedded data Processing module

실시간 동기화 가공모니터링

능동제어 기능

POP 기능

NC 데이터의 최적화

채터 감지

가공부하 감지

데이터처리 HW

SFMS STANDARD

｜SFMS Premium｜NC코드 최적화, 실기간 동기화된 가공모니터링과 능동제어를 통한 대처

(고정밀급, 소형공구 및 미세절삭 등에도 적용)

CNC Monitoring module

Active control module

Data logging module

NC data analysis and estimation

Chatter Detection, Accelerometer, Acoustic sensor

Cutting load detectiion, Current sensor, DAQ 4ch

Embedded data Processing module

Accessories

실시간 동기화 가공모니터링

능동제어 기능

POP 기능

NC 데이터의 최적화

채터 감지 및 제어

가공부하 감지 및 제어

데이터처리 HW

cable, fiber box, and so on

SFMS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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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로 도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 4차산업혁명의 시대흐름에 맞추어서, 
캠틱종합기술원은 우리나라의 뿌리산업에 혁신적 
절삭가공기술을 위한 스마트팩토리시스템 SFMS 
(Smart Factory Manufacturing System)을 개발 
하였습니다. 

이 스마트팩토리시스템의 개발에 절삭가공분야 
세계적 권위자이며 솔루션 보유기업인 Yusf Altin 
tas 교수(UBC)와 캐나다 MAL Inc.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공기술로 생산성의 한계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는 솔루션 
이라고 자부합니다. 

캠틱종합기술원은 금형 및 부품개발 등의 제조분야 
와 융합산업에서 높은 기술력으로 산업혁신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융합분야에서는 독창적 창의력으로 
첨단금형기술을 활용한 카본복합재 외골격을 갖춘 
드론축구와 스마트기기 등 신제품을 개발하여 신 
산업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은 우리 기업들에게 위기이며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캠틱종합기술원은 기업들과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제조 현장에서 혁신적 기술로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실용적 가치의 솔루션을 공급하며 고객들 
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실시간 동기화 가공모니터링

- IoT를 통해서 가공시점의 가공위치와 실시간 동기화된 3D 가공경로와 3D 시뮬레이션을 보여줌

- 가공시점의 가공품질 요소인 가공부하의 크기와 채터링 여부를 모니터링 데이터로 정확하게 보여줌

제품의 기능

□ 커팅다이나믹스기반 NC데이터 최적화 기능

- 캐나다 MAL(prof. Yusuf Altinta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이 개발한 커팅다이나믹스 최적화모듈을 활용하여 절삭깊이,

   RPM, Feed 등을 최적화

- 기존 최적화 솔루션이 해결하기 어려운 황삭과 중황삭에서도 최적화를 통해서 고속가공을 실현

<그림> 황삭에서 고속가공 지원 최적화

<그림> 가공장비와 동기화된 가공 시물레이션 / 감시

□ NC데이터의 선독기능, 사전 자가진단, 능동제어 기능

- NC데이터의 선독기능으로 가공상태의 품질에 대한 예측패턴을 생성

- IoT로 수집된 가공상태 데이터와 예측패턴을 기반으로 선행적으로 가공상태를 예측하여 절삭가공의 공정조건을 최적화 유지

- 자가진단 및 능동제어를 통해서 가공 중 채터 발생 시에 채터 발생을 회피할 수 있도록 RPM을 변경하며, 채터링 제거를 통한 공구파손

   방지 및 고품위의 가공표면 등을 실현

- 코너 형상부 등의 가공에서 가공부하가 최적 범위를 벗어날 경우 사전에 이송을 저속 오버라이드하고, 가공부하가 최적범위의 미만일

  경우 이송을 고속오버라이드하여 가공시간의 단축 실현

- 야간작업 등 무인작업시 SFMS을 통해서 가공상태를 작업자에게 전달하거나 가공조건 및 장비가동 상황을 자동으로 제어

<그림> 채터링 진단 후 채터링 제거를 위한 RPM 제어

<그림> NC데이터 선독 사전진단 제어

<그림> POP에 의한 가공장비의 가공작업 이력관리

<그림> 통합관리 System

□ 통합관리

□ 생산시점관리시스템 POP(Point of Production) 

- 가공장비와 동기화된 실시간 가공공정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레포팅 및 MES연결

· 일간, 주간, 월간: 가공 진행율, 장비가동율, 가공개수, 장비 이력, 알람 등

2.선행제어
1.감시/진단

상한 가공부하

하한 가공부하

실제 가공부하

예측 부하

현재가공위치
이송속도 조절
가공부하 제어

코너부위
최대부하 예상

·RPM 13,229
·표면불량
·공구마모 발생

채터 발생

·RPM 17,157
·고품위표면
·공구마모 발생

채터 제거

Monitoring & Sensing

- CNC interfacing
; 공구 위치, RPM 스핀들 부하 이송
  속도

- Sensor
; 마이크로폰, 가속도 센서, 전류 센서

클라이언트 기능

i) 장비 알림
ii) 가공상태
    ·가공 on/off
    ·공구 떨림/채터
    ·공구파손(마모)
    ·충돌
iii) 가공 진행율
iv) 가공 이력
    ·가공율 계산
    ·가공 회수
    ·기타

서버 기능

- 장비 모니터링 디스플레이
  ·실시간 모니터링
      i) 충돌
      ii) 충돌공구파손(마모)
      iii) 장비 알람
      iv) 가공 상태
  ·주기적 감시
      i) 진행율
      ii) 가공이력(개수, 가동율)
- Report generation
  ·일간, 주간, 월간 가동율
  ·장비별 가공 수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