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적 절삭가공기술을 적용한

4차 산업혁명 솔루션

Smart Cutting
Smart Cutting makes the better work!

● 디바이스

품          목

Smart Cutting Lite

Smart Cutting Standard

Smart Cutting Premium

CNC인터페이스, 채터진단

CNC인터페이스, 채터 및 절삭부하 진단/제어

CNC인터페이스, 정밀 채터 및 절삭부하 진단/제어(φ1이하 공구파손 정밀 센싱)

제 품 사 양 (기능)

● 유틸리티

품          목

Smart Cutting_Tool Counter

Smart Cutting_Monitoring

Smart Cutting_Mobile APP

공구 카운트

가공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모바일 앱을 통한 공장 내 모든 장비 및 개별 장비 모니터링

제 품 사 양 (기능)

● 스프트웨어

품          목

Smart Cutting_Edge

Smart Cutting_Cloud

절삭조건의 적응제어 

최대 30대 장비의 가공데이터 수집 및 관리

Smart Cutting_Client

Smart Cutting_Report

스마트커팅 정보의 디스플레이

Smart Cutting_Optimization

장비별 작업에 대한 연간, 월간, 일간, 시간당 리포트 제공

채터 제거와 절삭부하 최적화를 반영한 NC 데이터 생성

제 품 사 양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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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커팅 구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IoT(Internet of Things)와 커팅다이나믹스 (Cutting Dynamics) 기반의 신개념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스마트커팅은 절삭가공의 생산혁신과 품질혁신을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솔루션입니다. 

스마트커팅은 CNC 공작기계로부터 가공위치 및 그 가공위치의 가공조건과 가공품질정보(IoT 센싱)를 동기화하여 

가공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팅다이나믹스 기반으로 지능적 진단과 자율적 적응제어를 수행하여 채터제거, 과부하 방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이송속도 최적화 등을 제공합니다.

스마트커팅은 공장 내 CNC 공작기계의 가공정보를 수집하여 장비별·시간별 장비의 가동률과 가공수량, 가공이력 등의 

정보를 통계와 그래픽으로 제공하며, 클라우드 데이터를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스마트커팅은 절삭가공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며 MES, ERP 등의 시스템과 연동하여 스마트 제조공장을 지원합니다. 

▣ 스마트커팅 소개

▣ 스마트커팅 주요 기능

● CNC 인터페이스 & IoT 동기화

가공위치 및 가공위치(CNC인터페이스)에 적용되는 가공조건과 그 가공조건에 의한 가공품질 정보(IoT)를 동기화하여 

가공과정의 실시간 정밀모니터링

CNC interfacing
. Position
. Spindle Feed
. Spindle Load
. etc.

Cloud Sever
For Smart Cutting

Device of Smart Cutting

Edge/Viewer
For Smart Cutting

Client #1

Mobile App.

Big data
On machine

Real-time control & monitoring

Accelerometer

(Tool wear & chatter detection)

Acoustic sensor
(chatter detection)

Current sensor
(spindle cutting load)

Cloud
Sever

[ 스마트커팅 구성 ]

공장을 스마트하게

장비를 스마트하게

IP 공유기 External User

SERVER

CNC Machine CNC Machine CNC Machine

Intraner User Mobile & PAD

Activa Control
IOT Device IOT Device IOT Device

알람 메시지 출력

가공위치 CNC정보

센서 데이터

절대좌표값
(x,y,z)

가공부하, 채터진단,
센서 & CNC 동기화 플로팅

제어 기능 선택 설정

적응
제어

NC블럭

RPM

Spindle load

Feedrate

공구경로 시각화

실시간 분석 & 시각화

채터
회피

마모
진단

기준
부하

정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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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마모 진단 및 공구교환 타이밍 정보 제공

IoT 가공부하 패턴 비교를 통해서 공구마모의 정도를 진단하여 적정한 공구교환 타이밍을 알려줌

IoT 센서를 통하여 기준 공구부하 대비 실시간 공구부하 검출 및 패턴비교를 통해  가공 중 누적, 평균 부하차가 설정값

이상의 경우 알람 및 자동 Feed-hold

● 소경공구 파손 검출 및 적응제어

소경공구(Φ1㎜ 이하)의 파손을 실시간 검출하여 알람 및 자동 Feed-hold를 하며, 파손된 위치를 기억하여 재가공 시

가공위치의 셋팅을 지원함

● 가공부하 적응제어   

이송속도의 적응제어로 가공부하를 최적 범위로 유지 

・ 과부하 방지를 통한 가공품질 유지
・ 가공시간 단축을 위한 최적 이송속도로 변환 

● 채터(Chatter)제거 

가공 중에 채터가 발생할 때 커팅다이나믹스 기반의 채터진단과 최적 RPM으로 적응제어를 수행하여 채터를 제거

6,000 RPM
Chatter

5,936 RPM
No Chatter

200 Hz

4,175 Hz

진동 발산

200 Hz

진동 감쇄

절삭부하
모니터링

과부화
진단

절삭조건
적응제어 최적부하범위

가공품질 ↑
공구마모 ↓

최적범위(상한)

최적범위(하한)

절삭부하

기준부하
V.S

가공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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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한 현장작업

절삭가공 현장작업을 지원해주는 적응 자율제어지원 스마트커팅, 치공구 카운드 등을 제공

● NC코드 최적화

스마트커팅 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공 중에 발생한 채터와 과부하 등의 불량요소를 제거하고 가공시간 단축을 위해

최적 절삭조건을 갖는 최적화된 NC데이터를 생성

・ 부품 양산가공에 최적화된 NC코드를 생성

스마트커팅 Tool Counter스마트커팅 Monitoring

가공품질 데이터

이동속도 최적화

최적화 NC 데이터

기존 절삭조건

● 가공관리 정보 모니터링 및 Report

공장내 모든 장비와 개별 장비별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가공횟수, 가공중단, 가공과정 데이터 등을 연간, 월간, 일간,

시간당으로 자동 집계하며, MES에서 상기 스마트커팅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장비의 가동률 및 장비가동상태 모니터링

가공 작업 내역 개별 장비 정보 공장내 복수의 장비 정보

[ 스마트커팅 모바일앱 ]

[ 스마트커팅 Report ]

[ 스마트커팅 Cloud ]

[ 스마트커팅 Optimiza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