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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layer

선도 기업으로서 한국과 세계의 
'제조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Changes for the better”는  
「항상 더 나은 목표로 변화·혁신해 갑니다.」

라는  미쓰비시전기 그룹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개개인의 변화와 혁신에 계속  
도전해 나가는 강한 의지와 열정을 공유하며  

「더 멋진 내일」을 개척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미쓰비시전기 그룹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전 시스템
터빈 발전기, 수력 발전기, 원자력 기기, 전동기, 변압기, 파워 일렉트로닉스 기기, 차단기, 가스 절연 
개폐 장치, 개폐 제어 장치, 감시 제어, 보호 시스템, 대형 영상 표시 장치, 차량용 전기제품,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빌딩 보안 시스템, 빌딩 관리 시스템, 기타

산업 메카트로닉스
PLC, 산업용 PC, FA 센서, 인버터, AC 서보, 표시기, 전동기, 호이스트, 전자 개폐기, 노퓨즈 차단기, 
누전 차단기, 배전용 변압기, 전력량계, 무정전 전원장치, 산업용 송풍기, 수치 제어 장치, 방전 가공기, 
레이저 가공기, 산업용 로봇, 클러치, 자동차용 전장품, 자동차 일렉트로닉스,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기기, 자동차 멀티 미디어 기기, 기타

정보통신 시스템
무선통신기기, 유선통신기기, 감시 카메라 시스템, 위성통신장치, 인공위성, 레이더 장치, 안테나, 
방송기기, 데이터 전송 장치,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정보 시스템 관련 기기 및 SI, 기타

전자 디바이스
파워 모듈, 고주파 소자, 광 소자, 액정 표시 장치, 기타

가정용 전자기기
액정 TV, 룸 에어컨, 패키지 에어컨, 히트펌프식 급탕 난방 시스템, 냉장고, 선풍기, 환풍기,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기 온수기, LED 램프, 형광 램프, 조명기구, 압축기, 냉동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쇼케이스,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IH 쿠킹 히터, 기타

2019년에는 AI와 IoT의 최첨단 
기술이 결집된 솔루션이 호평을 
받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지털 기업임을 인증하는 ‘Forbes 
Digital 100’에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미쓰비시전기 그룹은 

앞으로도 변혁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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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2003

e-F@ctory의 콘셉트는 FA 기술과 IT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생산·보수의 전반에 이르는 총 비용을 절감하고, 
사용자의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한 발 앞선 제조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Maisart'는 미쓰비시전기 AI 기술의 브랜드 명칭이며 
독자적인 AI 기술로 모든 것을 현명하게(Smart) 만들고자 하는 이념을 담은 
Mitsubishi Electric's AI creates the State-of-the-ART in technology의 약자입니다.

란?
미쓰비시전기의 AI 기술

IT 시스템

서플라이 체인

데이터 1 차 처리 · 분석

엣지 컴퓨팅 제품군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에너지 절약 안전성 향상 보안

정보 제휴 처리

조달

ERP SCM MES

CAD/CAM 시뮬레이터 SCADA

생산 제조
판매 · 물류 서비스

운용 · 보수
제품 
설계

공정 
설계

엔지니어링 체인

센서 제품군 구동 제품군 컨트롤러 제품군 메카트로닉스 제품군 에너지 절약 제품군

엣지 컴퓨팅

생산 현장



4     iQ Monozukuri

공작 기계의 IoT 데이터를 활용한 DX 시대를 
향한 제조 개혁.

변종 변량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작 기계의 과제는 매우 많습니다.
‘품질을 의식한 나머지 적절한 공구 교환 시기를 모른다’
‘갑작스러운 공구 이상으로 인한 품질 불량을 막지 못한다’
‘공작 기계의 종류가 많아 데이터 수집이 어렵고 분석 방법도 알 수 없다’
등 현장에는 수많은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본 패키지는 IoT 데이터를 미쓰비시전기의 독자적인 기술로 수집·분석하여 공구 운용 관리를 
최적화하고 품질 불량의 조기 발견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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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공구 마모 과제를 해결한  
7가지 활용 사례

높은 신뢰성

기능 소개

지원 툴(별도 판매)

협력사

미쓰비시전기 IoT 솔루션 정보 제공 동영상

제품 사양
・패키지 사양
・가격표
・권장품

연간 공구 비용,  
교환 작업 공수 DOWN

가공 이상 감지로  
비용 손실 절감 

생산성 10% 이상 향상

트레이서빌리티 활용

기계별 차이 감시로  
이상 징후 진단

완성 품질 예측으로  
불량 유출 방지

NG 발생 시  
신속한 원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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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사용 시간·횟수를 기준으로 공구를 교환하고 있는데 변종 변량 생산이 있는 상황에서는 적당한 교환 시기를 알 수 없다.

변종 변량 생산이 있을 때도 최적의 공구 교환 시기를 예측. 공구 교환 횟수 및 공구 비용과 작업 공수 절감!

공작 기계로부터 가공 조건과 IoT 데이터를 동기 수집하고 동일 가공 조건의 추이 변화에 따른 마모 경향을 파악하여 공구 운용을 
최적화.

●공구를 최적의 시기에 교환하여 연간 공구 비용을 절감(예: 머시닝 센터)

새 공구 가격

기존

도입 후

129만 엔(15,000엔×86개)

76.5만 엔 
(15,000엔×51개)

61.2만 엔 
(6,000엔×102개)

104만 엔(6,000엔×174개)

95만 엔 절감

재연마 가격
연간 공구 비용
233만 엔/공구

138만 엔/공구

●공구를 정기적으로 교환할 때의 추이

기존에는 TBM(가공 횟수) 교환이었기 때문에 해당 가공 시 최대 열화 
상태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공구를 완전히 열화되지 않은 단계에서 교환.

●공구를 사용 한계(마모)에서 교환했을 때의 추이

변종 변량 생산 상황에서 최적의 공구 수명을 결정하고 공구 관리를 
TBM(가공 횟수)에서 CBM(마모 상태)으로 개선.
그 결과, 공구 교환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되면서  
공구 비용이 40% 절감.

공구 열화 상태

50회마다 공구 교환

해당 가공 시 최대 
열화 상태

변종 변량 생산에 
따른 열화 상승 
각도의 차이

과거의 가공 데이터 실적을 
토대로 설정한 임계값에 도달할 
때까지의 사용 가능 횟수를 
예상. 적절한 공구 수명을 추정.

기존 도입 후

열화 
예상 선

50회 85회

가공 순서 가공 순서

공구 사용 상황
규정 횟수 

공구 사용 횟수

예상 잔여 횟수 

가공 횟수(공구 사용 횟수) 가공 횟수(공구 사용 횟수)

이런 고민 없으신가요?

동일한 공구로 제품 A와 신제품 B를 가공했다. 제품 A의 생산량이 많을 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공구 교환을 했고 
불량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신제품 B의 생산 비율이 높아지자 제품 불량이 발생했고 할 수 없이 불량 발생 시의 
횟수를 참고로 정기 교환 시기를 짧게 재설정했다.

과제

해결

특징

공구 교환 빈도 감소로 연간 공구 비용, 
교환 작업 공수 DOWN

가
공 
특
징
량(

가
공 

부
하)

가
공 

특
징
량(

가
공 

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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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공구 이상이나 이전 공정의 가공 이상으로 품질 불량이 발생한다.

가공 직후, 정상일 때의 가공 특징량에 변화가 있어 “평소와 다른” 이상을 감지! 

정상 가공일 때의 가공 특징량으로부터 이상 가공 진단을 위한 임계값을 자동 산출.

●갑작스러운 공구 이상을 감지하여 불량품 유출을 방지!
●가공 이상 감지로 이전 공정의 불량을 특정하여 비용 손실을 절감!

●공구 결손을 감지

날 결함 발생으로 인한 가공 특징량의 급격한 감소를 감지.

●금형 변형으로 인한 가공 이상을 감지.

가공 이상으로 인한 가공 특징량의 급격한 증가를 감지.

날 결함을  
감지

가공 이상을 
감지

가공 순서 가공 순서날 결함 감지 가공 이상 감지

이런 고민 없으신가요?

공구의 날에 갑자기 결함이 생겨 품질 검사 전까지 대량의 불량품이 생산되었다.
이전 공정(주조)에서 금형에 변형이 생기면서 불량 워크를 대량으로 가공했다.

과제

해결

특징

가공 이상 감지에 의한 불량품 유출 방지로  
비용 손실 절감

가
공 
특
징
량

가
공 

특
징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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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공구 절손 감지(파손 감지) 시간을 없애고 싶다.

IoT 데이터를 활용하여 택타임을 크게 개선!

센서 없이 IoT 데이터만으로 공구 절손 감지가 가능.

●IoT 데이터 중 절삭 중인 데이터만 추출하여 공구 절손 시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고 이상을 검출.

●공구 절손 시의 특징량 추이 변화 ●공구 절손 시 알람 출력

공구 절손을 감지하면 알람 메시지를 출력하고  
시그널 타워*1를 점등!공구 절손을 감지

주축 
토크

주축 
토크

데이터 추출
공구 절손 발생

절삭 가공 
구간

절삭 가공 
구간

절삭 가공 
구간

절삭 가공 
구간

데이터 
수집 시작

데이터 
수집 시작

정상 파형 이상 파형

절삭 토크 절삭 토크절삭 토크 절삭  
토크

데이터 
수집 종료

데이터 
수집 종료

공구 절손으로 절삭 토크가 
없어졌다

주축 토크 주축 토크
주축 회전 수 주축 회전 수

메시지 출력
*1: 공작 기계에 외부 이상 입력 단자가 있는 경우

이런 고민 없으신가요?

가공별로 절손 감지 시간이 걸려 택타임에 영향을 미친다.

과제

해결

특징

절손 감지 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10% 이상 향상

주
축 

회
전 

수

주
축 

회
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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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 라인에 머시닝 센터, 선반, 복합 가공기, 
연삭반 등 신구의 다양한 공작 기계가 
혼재되어 있어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

● 품질 규격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공정에서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 정기 메인터넌스에서는 기계의 열화 
징후를 포착할 수 없어 예기치 못한 정지가 
발생한다.

● 주축의 축 진동에 따른 가공 부하의 편차를 
일정 가공 수별 표준 편차 산출로 가시화.

● 여러 제조사의 CNC를 탑재한 최대 10대의 
공작 기계로부터 가공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 진단이나 공구 교환 운용의 통일이 
가능.

● 수집 데이터에는 품종/가공 조건(프로그램)/
제조 시리얼/공구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트레이서빌리티에 활용 가능. 또한, 제조 
시리얼 No를 참조하여 검사 데이터와 연결 
가능.

과제

과제

해결

해결

가공 데이터의 일원 관리로 트레이서빌리티 활용

기계별 차이 감시로 이상 징후 진단 지원

가공 데이터의 일원 관리

● 주축 모터 부하 
(300데이터씩 가공 파형을 겹침)

2호기 주축의 오버홀을 실행

(가공 횟수)

기계별 차이나 경년열화 경향을  
표준 편차값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방(징후)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300가공별 표준 편차값

동일 기종인데도 차이가 있다!
폭이 넓음=부하의 편차가 큼

수집 데이터 송신

러프 가공 중간 정삭 가공 정삭 가공 검사

미쓰비시 
CNC(구) 선반

A사 CNC(구) 
머시닝 센터

B사 CNC(구) 
선반

C사 CNC(구) 
복합 가공기

미쓰비시 PLC 
탑재 연삭반

미쓰비시 CNC(신) 
머시닝 센터

A사 CNC(신) 
복합 가공기

이상 발생

1호기

절단 중

기계의 마모/급유 상태에 따라 서서히 편차가 확대

주축

Z축
X축
Y축

2호기

금속 가공 라인(제품의 흐름)

가공 치수  
검사 장치

접속 가능한 CNC 기종이나 CNC 비탑재 공작 기계 대응은 가까운 지사나 
대리점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프로토콜 컨버터

・IoT 데이터
・제조 시리얼
・가공 프로그램(품종)
・가공 시작/종료 시간

진단 결과 표시

GOT2000 MELSEC iQ-R

데이터 수집·진단

가
공 

파
형

히
스
토
그
램

(

표
준 

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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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불량 유출을 방지하고 싶다.

측정 결과와 IoT 데이터의 관계성을 머신러닝하여 측정 결과의 예상 모델을 작성.
작성한 예상 모델로 가공 직후의 완성 품질을 산출하여 후공정으로의 불량 유출을 방지.

①  어드밴스드 데이터 사이언스 툴※1로 IoT 데이터(특징량)와 측정 결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 분석 결과를 통해 관계성이 강한 
특징량과 측정 결과를 머신러닝하여 예상 모델을 작성.

②  진단 시스템 측에 예상 모델을 입력하여 가공 종료마다 완성 품질(측정값)을 산출.

③  GOT 화면에 완성 품질의 추이가 표시되어 임계값 감시와 경향 진단이 가능.  
이로 인해 품질(완성 품질) 지표 일탈까지 현 공구로 가공 가능한 횟수의 예상이나 갑작스러운 품질 지표 일탈의 감지가 가능. 

※1 어드밴스드 데이터 사이언스 툴: P16~17 참조

이런 고민 없으신가요?

추출 검사로 품질을 담보하고 있는데 검사에서 NG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영향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추출 검사로는 갑작스러운 불량이나 불량 경향을 알 수 없다.

과제

해결

특징

미쓰비시전기의 AI 기술

loT 데이터로 기하공차나 완성 품질을 
예측하여 가공 불량 유출을 방지

검사 기기

측정
결과

중회귀식
측정값 추이

검사 기준(상한 임계값)

검사 기준(하한 임계값)

어드밴스드 데이터 사이언스 툴 진단 시스템

상관 분석

추이 
데이터

진단 시스템 ① 예상 모델 작성

② 완성 품질값 산출

③ 측정값 예상값 경향 
감시, 열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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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NG가 발생하면 해당 부품의 IoT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싶다.

어드밴스드 데이터 사이언스 툴로 IoT 데이터와 측정 결과를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으며 NG 데이터의 검색이 용이.

①  가공 프로그램 여러 개로 일련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도 일련의 IoT 데이터에 동일한 제조 시리얼※1을 자동 부여. 또한, 진단 시스템 
측에 품종 정보를 미리 등록해두면 다른 품종이 동일한 가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품종별로 별도의 제조 시리얼을 부여.

②  어드밴스드 데이터 사이언스 툴에서 제조 시리얼이 부가된 IoT 데이터와 동일한 품종의 검사 데이터를 목록으로 병렬 표시할 수 있어 
서로의 데이터를 툴상에서 연결하는 것이 가능.

이런 고민 없으신가요?

가끔 부적합품이 나오는데 메커니즘에 어떤 문제가 있어 검사 NG가 발생하는지를 NG 데이터 간 관계나 NG 발생 시 가공 
파형 비교로 조기에 알아내고 싶다.

과제

해결

특징

갑작스러운 검사 NG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IoT 데이터 활용으로 신속화

품종 A

모델1 모델2

품종
정보
등록

모델 자동 인식 가공 데이터  
전송

모델2 모델3

모델2

공작 기구 
(품종 B 제조)

어드밴스드 데이터 사이언스 툴
검사 기기

상관 분석  
예상 모델 작성

계측 번호  
측정값  

데이터 송신

진단 시스템GOT

모델4
모델5

모델1모델3

모델1

모델4

① 품종 가공 
순서 감시

② 제조 시리얼  
자동 부여

품종 B

제조 시리얼로 
데이터 조합

※1:  제품의 시리얼에 해당하는 LOT_No나 QR 코드를 전용 리더로 읽어 진단 
시스템에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IoT 데이터에 해당 코드의 부여가 가능

가
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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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신뢰성

데이터를 구사한 다양한 분석 기술로 더욱 정확한 공구 진단.

가공 부하의 자동 추출

공구 교환 시기의 최적화

진단에 최적인 특징량을 선택

수집 데이터에서 진단 대상 가공 구간을 자동 추출

변종 변량 생산이 있을 때도 공구의 적정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 가능

진단 목적에 따라 관계가 깊은 특징량을 선택

가공 중에 고속으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절삭 가공 
부하와 관련된 데이터만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이렇게 추출한 
데이터로부터 특징량을 산출합니다.
또한, 구간을 자동 추출하는 조건은 어드밴스드 데이터 사이언스 
툴로 파형 형상을 확인하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공 프로그램 번호와 공구 번호의 조합을 “모델”로 하면 
모델에 포함되는 피삭재 조건이나 워크 형상, 주축 회전수나 
절삭량·이송량 등 다양한 가공 조건 하에서 공구의 수명을 
진단합니다. 따라서 1종류의 공구를 이용하여 여러 가공 
조건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모델별로 공구 수명을 정하고 
공구 마모 진행에 맞추어 열화를 예측하기 때문에 변종 변량 
생산이 있어도 공구 진단이 가능합니다.

공구 마모 진단이나 가공 이상 진단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특징량(평균값, 적분값, 최대값, 최소값, 
범위값, 중앙값, 구간 길이, 임계값 통과 횟수, 임계값 
초과 횟수, 임계값 초과 시간/평균값/적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삭 가공 조건에 따라 부하가 매우 적은 경우, 
수집 데이터에 포함된 노이즈 성분이 진단 정밀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동 평균 등의 1차 처리로 진단 대상 데이터의 S/N비(Signal/Noise비)를 개선하면 특징량의 산출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데이터 사이언스 툴

필요 없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가공 중인 
데이터만 추출한다

각 데이터 간 차이를 
비교할 수 있으면 가공 
이상을 즉시 발견!

공작 기계의 연속 수집 데이터

데이터 클렌징 데이터 클렌징 데이터 클렌징 데이터 클렌징

시리얼 A 
가공

시리얼 B 
가공

시리얼 C 
가공

가공 이상

시리얼 D 
가공

(시간)

             시리얼 D
         시리얼 C
     시리얼 B
 시리얼 A

필요 없는 
데이터

동일 공구 사용 기간

공구의 마모가 느리다

평균값 범위값 임계값 초과 적분

공구별로 마모가 다르다

다양한 공구 마모에 맞추어 최적의 공구 수명을 진단!

공구의 마모가 빠르다

가공 순서

추출 구간
추출 구간 추출 구간

추출 구간
추출 구간

가공 순서 가공 순서

공구 교환

가
공 

부
하 

전
류

가
공 

특
징
량

가
공 

특
징
량

가
공 

특
징
량

가
공 

부
하 

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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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값 예상 모델로 가공 완성 품질 진단

머신러닝의 예측 정밀도 평가(학습 대상의 최적화·교차 검증)

공구 교환 운용

곡면 가공 등 복잡한 가공에 대응한 진단

손쉽게 AI(머신러닝) 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

공구 수명을 사용 가능 횟수로 알 수 있다

유체 부품이나 디자인을 중시한 기계 가공에서는 
곡면의 정밀 정삭 등 여러 축을 동시에 제어하는 
가공도 많아서 주축뿐 아니라 다양한 이송 축에 
토크를 걸어 절삭합니다. 이러한 절삭에서는 단독 
축의 추이만으로 마모를 진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축의 특징량 추이와 측정값(완성 품질) 
추이와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머신러닝시켜 
측정값 예상 모델을 작성합니다. 가공 직후에 경향 
관리를 하면 곡면 가공 등 복잡한 가공에서의 마모 
진단이 가능합니다.

머신러닝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오버피팅이나 
다중 공선성 등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패키지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학습 목적이 될 데이터 항목(완성 품질: 
측정값, 검사값)이 결정된 시점에 학습 대상으로서 
권장 특징량을 표시합니다. 또한, 학습 대상 
데이터를 여러 블록에 분할하여 어느 블록에서 
학습한 예상 모델의 정밀도가 좋은지를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공구를 교환한 후, 공구의 절단 상태 차이나 변종 
변량 생산 상황 등을 토대로 공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앞으로 몇 번 더 가공할 수 있는지, 사용 
가능 횟수를 예상 잔여 횟수로 표시합니다. 예상 
잔여 횟수의 잔여 수에 맞추어 사용자가 운용하기 
쉽게 주의·경고의 2단계로 출력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생 시 외부로도 출력이 
가능하므로 공작 기계 등에 이상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1

*1 공작 기계에 외부 이상 입력 단자가 있는 경우

공작 기계

교차 검증을 이용한 학습 데이터의 그루핑 이미지

검증 데이터 학습 데이터1 학습 데이터1 학습 데이터1 학습 데이터1

학습 데이터1 검증 데이터 학습 데이터2 학습 데이터2 학습 데이터2

학습 데이터2 학습 데이터2 검증 데이터 학습 데이터3 학습 데이터3

학습 데이터3 학습 데이터3 학습 데이터3 검증 데이터 학습 데이터4

학습 데이터4 학습 데이터4 학습 데이터4 학습 데이터4 검증 데이터

정밀도1 정밀도2 정밀도3

예측값

실측값

잔차: 예측값과 실측값의 차이

가공 순서

정밀도4 정밀도5

가공 완성 품질 예측

IoT 데이터 수집 예측 전처리 예상 모델 작성 가공 완성 품질 
예측

주축 데이터

이송 축 데이터 특징량 산출 측정값 예측
기하공차  

면 거칠기 등

공구 수명을 예상 잔여 횟수로 표시! 공구별 사용 상태를 목록으로 관리 가능!

완
성 

품
질

공구 사용 상황
측정 횟수 
공구 사용 횟수
예상 잔여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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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소개

DX를 실현하는 다양한 지원 기능을 준비.

대상 장치에 맞춘 접속·수집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공구 마모 진단

수집 데이터로부터 설정 임계값을 자동 산출하여 최적화된 진단 임계값을 시스템에 설정합니다.

도입

운용 시작

준비

설치 시 설정

시스템 설정
진단 시스템의 공통 설정(진단 
시스템 ID, 비밀번호 설정)을 
합니다. 

장치 설정
장치별로 공작 기계와의 교신 수단, 
데이터 클렌징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 가공 상태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모델 설정
가공 조건마다 진단 모델을 
등록합니다. 모델 자동 등록 
기능이 있어 수신한 가공 조건에 
따라 모델을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진단 임계값 설정

모델 상세 설정
진단 요구에 부응하여 모델의 데이터 
클렌징 조건, 데이터 처리 조건, 진단 
특징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진단 임계값 설정
ADS 툴※1로 산출한 값,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검토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간 추출 설정
축적한 파형 데이터에서 절삭 
토크 파형을 보면서 구간 추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진단 임계값 추출
특징량의 추이를 토대로 통계 
분석하여 권장 임계값을 자동 
산출합니다.

각종 특징량의 추이 데이터를 가시화
각종 특징량을 자동 산출하여 
추이 데이터로 표시합니다. 또한, 
산출 결과를 토대로 임계값 일탈을 
판정합니다.

공구 마모 진단
마모 상태를 토대로 공구의 
수명을 예상하고 공구의 
사용 가능한 ‘예상 잔여 
횟수’를 알려줍니다.

가공 이상 진단
공구 이상 또는 가공 이상을 
임계값 일탈로 판정하고 
경보를 출력합니다.

가공 데이터 수집

가공 데이터 수집
각 장치의 가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저장·비교할 수 있습니다.  
(열화 공구와 새 공구의 차이 비교가 가능)

장치 상태 감시
장치 상태 상세 표시 화면에 
CNC로부터의 수신 데이터 
및 수집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파형 표시, 추이 표시 기능(ADS 툴)※1

어드밴스드 데이터 사이언스 툴에 축적된 파형 
데이터와 추이 데이터를 설정한 구간에 표시하고 
공구의 마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 설정 화면

장치 설정 화면
가공 데이터 수집 화면 장치 상태 상세 화면

데이터 전송

설정 전송

ADS 툴※1

ADS 툴※1

ADS 툴※1

모델 설정 화면

모델 상세 설정 화면

진단 임계값 설정 화면

공구 마모의 가시화

※1 ADS 툴: 어드밴스드 데이터 사이언스 툴(P16-17 참조)

공구 이상의 가시화 각종 특징량의 추이 데이터를 가시화

예상  
잔여 횟수  

표시
열화를 
예측

날 파손을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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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데이터와 가공 데이터의 머신러닝으로 가공 완성 품질을 예측.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하도록 공구 교환 운용을 지원 

가공 조건 최적화로 공구 관련 문제를 줄이고 생산 택타임을 개선

진단 시스템 전체 메뉴

정밀 진단

운용 지원

개선

완성 품질 예측

기계 내 측정값 전송
CNC 장치로 측정한 치수 데이터를 ADS 
툴※1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예상 모델 설정, 진단 임계값 설정
어드밴스드 데이터 사이언스 툴로 산출한 
예상 모델이나 특징 추이로 산출한 진단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측정값 예측
가공 직후에 예상 모델을 토대로 측정값(완성 
품질)을 산출하여 임계값 일탈이나 예상 잔여 
횟수를 산출합니다.

공구 교환 정보
공구 사용 상황을 일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공구 교환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구 교환 시기를 알람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알람 이력
공구 이상 발생 시나 공구 교환 알람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최대 평균 부하 비교, 최대 작업량 비교
동일 공구의 가공 프로그램 간 가공 부하 등을 비교하여 
절삭 속도, 이송량, 절삭량 등의 가공 조건을 최적화하여 
택타임 개선을 지원합니다.

파형 비교
공구에 가해지는 부하의 시간 변화를 비교하면 최적의 
가공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데이터와 가공 데이터의 
관련성 분석
어드밴스드 데이터 사이언스 툴 
내에서 제조 시리얼 정보※2로 
가공 데이터와 측정 데이터(가공 
완성 품질)를 연결합니다.
※2:  제조 시리얼은 가공 데이터 수집 시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모델 작성·평가
가공 완성 품질과 수집한 가공 
데이터의 상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장 적합한 학습 대상의 
특징량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머신러닝을 통해 예상 모델을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기계 내 측정값 전송 화면

마모 진단 모델 설정 화면

측정값 예측 화면

공구 교환 정보 화면

최대 평균 부하 비교 최대 작업량 비교 파형 비교

알람 이력 화면

기계 내 측정값 
데이터 전송

예상 모델 전송

ADS 툴※1

ADS 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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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툴 
(별도 판매)

어드밴스드 데이터 사이언스 툴(DX를 추진하는 엔지니어링 환경)
어드밴스드 데이터 사이언스 툴은 iQ Monozukuri 공작 기계 공구 마모 진단과 연동하여 IoT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구 진단, 장치의 
기계 보전, 통계 분석 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과제: 가공 이상 발생 시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싶다

과제: 빅 데이터에서 가공 이상과 장치 이상을 검출하고 싶다

활용 사례(1)

활용 사례(2)

해결
①  에어컷 데이터와 실제 가공 데이터의 파형 비교로 절삭 부하의 차이를 확인하여 

공구 이상 진단에 활용. 
②  파형 비교로 신구 공구, 정상 가공과 이상 가공의 차이를 파악.
③ 공구의 열화 경향, 주형(로트)에 의한 차이를 확인.

특징
IoT 데이터 활용으로 파형을 비교하여 다양한 가공 중 상태를 파악.

해결
①  동일 가공 특징량을 히스토그램화하여 공구 마모 상태의 편차를 확인하고 가공 

이상 데이터의 경향을 파악.
②  특징량과 가공 완성 품질(측정값·검사값)의 상관 관계를 산포도로 확인하고 

이상값을 특정하여 가공 이상을 검출.
③  장치 간 동일 가공의 특징량 히스토그램 비교로 장치별 기계 차이나 경년열화 

경향을 확인하여 장치 이상을 검출.

특징
빅 데이터의 통계 분석으로 가공 이상이나 장치 이상을 손쉽게 발견.

시간

등급

등급측정값·검사값

가공 순서시간

실제 가공

마모 공구

에어컷

주축 부하(평균값)

특징량과 측정값·검사값의 상관 관계

장치 1 장치 2

주축 부하(평균값)

가공 이상

가공 이상

로트1 로트2새 공구

① 에어컷과 실제 가공의 파형 차이를 확인

① 가공 경향의 편차를 확인

③ 로트 차이에 따른 열화 경향 비교

③ 장치 간 특징량 편차를 확인

② 신구 공구의 파형 차이를 파악

② 측정값·검사값, 특징량의 상관을 확인

절
삭 

부
하

도
수

특
징
량

가
공 

특
징
량

절
삭 

부
하

가
공 

특
징
량

정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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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기능 분류 기능 상세
수집 데이터 관리 수집 구간의 일람 표시

분석 대상 구간의 축소(가공 프로그램별, 사용 공구별)
분석 대상 외 데이터 삭제
분석 대상 외 데이터 일시 제외 설정

파형 표시 가공 파형의 시계열 그래프 표시
여러 CH의 병렬 표시/정규화 표시
복수 구간의 중복 표시
선택 구간의 고정 표시

추이 표시 선택 특징량/계측 데이터/예측값 그래프 표시
여러 특징량의 병렬 표시/정규화 표시
공구 교환 이력 표시

진단 임계값 설정 공구 마모 진단/가공 이상 진단의 임계값 자동 산출
진단 임계값 설정의 데이터 전송

통계 분석 계측 데이터·특징량의 상관 계수 일람 표시
계측 데이터·선택 특징량의 산포도 표시
학습/검증용 구간 데이터의 그루핑
머신러닝에 의한 예상 모델의 자동 생성
그룹에 의한 교차 검증
측정값(완성 품질) 예측 그래프 표시
예상 모델의 데이터 전송

구간 추출 설정 가공 파형의 추출(클렌징) 조건 설정
구간 추출 설정의 데이터 전송

데이터 수집 파형/추이 데이터 수집·데이터 베이스 구축
계측 데이터의 자동 전송

동작 환경
항목 내용
PC - Microsoft® Windows®가 동작하는 PC

CPU Intel®CoreTMi5 프로세서 2GHz 이상 권장
필요 메모리 8GB 이상 권장

하드 디스크 여유 용량 128GB 이상 권장
디스플레이 해상도 1024×768 픽셀 이상
OS(32비트 버전, 64비트 버전)
(일본어 버전, 영어 버전, 중국어 간체 버전) Windows 10(Pro, Enerprise, IoT Enterprise 2016 LTSB)

.NET Framework .NET Framework 4.0 이후

과제: IoT 데이터를 통해 가공 완성 품질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고 싶다활용 사례(3)

해결
①  loT 데이터와 완성 품질(측정값·검사값)의 관계를 머신러닝하여 예상 모델을  

자동 산출.
②  분할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의 교차 검증으로 예상 모델의 회귀 통계량에서 

타당성을 확인하고 산출 정밀도를 향상.
③ 산출한 모델의 예측값과 측정값을 비교하여 예측 정밀도를 확인.
특징
IoT 데이터의 머신러닝으로 고정밀도의 완성 품질 예상 모델을 작성하여 가공 이상이나 
불량을 억제.

미쓰비시전기의 AI 기술

가공 순서가공 순서

측정값·검사값

예측값

예측값

학습 데이터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학습 데이터 학습 데이터

① 예상 모델 자동 산출

③ 예측 정밀도 확인

측
정
값측정값·검사값

②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 의한 교차 검증

측
정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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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시스템 구성도

동작 환경
항목 내용
공작 기계 최대 접속 수 최대 10대*1

데이터 수집 입력 채널 8CH/장치
전압 입력 범위: DC-10~+10V, DC1~5V, DCO~5V 전류 입력 범위: DC4~20mA, DCOmA~20mA

아날로그 수집 인터페이스 변환 속도: 100μs/CH
가공 조건 수집 인터페이스 RS-232C(DPRNT 출력), LAN(CNC 각종 변수 불러오기)
입력 데이터 주축 토크 전류 피드백, 주축 모터 회전 수,  

기타 6축분의 모터 토크 전류 피드백 또는 6CH분 아날로그 입력
샘플링 기동 트리거 아날로그 트리거 또는 외부 입력(DI 트리거)
데이터 구간 추출 추출 비트 지정, 시간 지정, 임계값 지정
데이터 수집 시간 최대 30분/가공

모델 모델 수 마모 진단 모델: 150모델, 가공 진단 모델: 1000모델
GOT상에 표시 가능한 추이 수 400건/모델(각종 특징량)*2

모델 등록 대상 공구, 대상 가공을 설정하여 진단 대상을 임의로 변경 가능
진단 기능 공구 마모 진단 공구 교환 후부터 해당 공구의 특성에 맞춘 마모 진단(사용 잔여 횟수 표시로 공구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
측정값 예측 머신러닝으로 예측식을 자동 생성, 예측 성능 평가, 예측식의 자동 전송, 가공 데이터에 의한 

측정값 예측, 사용 잔여 횟수 표시로 공구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진단 시스템)
가공 이상 진단 평소의 가공 경향과 다른 일탈을 진단(날 파손에 의한 가공 부하의 급감 감시)

공구 교환 등록 기능 공구 교환 등록, 교환 예약 등록, 공구 교환 자동 판정, 툴 카운터 수신으로 공구 교환 불러오기
가공 품질 진단 기능 가공 특징량의 변동을 임계값으로 감시
품종 관리 품종의 모델 가공 시간에 따른 가공 모델 트레이스, 제조 시리얼 자동 부여
택타임 개선 지원 기능 공구별로 가공 프로그램 간 특징량 차이를 표시(주축 회전 수나 이송 속도 등 가공 조건의 개선을 

지원)
알람 표시 기능 알람 종류 특징량의 진단 임계값 일탈로 인한 알람(경보), 공구 예상 잔여 횟수 알람(주의/경보), 시스템 상태 

알람
알람 표시 방법 알람 이력, 발생 중 알람 표시
외부 입출력 알람 출력 DO 1점/장치, 알람 리셋 DI 1점/장치

운전 상태 표시 각 장치별 가공·공구 상태 표시
파형 표시(GOT) 로깅 기능 트리거 로깅·연속 로깅(GOT에 표시하는 경우 100ms 샘플링)

저장 기능 SD 메모리 카드에 최대 60건
간이 표시 기능 파형 표시(임의 표시 대상 CH 선택 가능)

다른 가공의 파형 비교(표시 시작 위치 조정 기능 있음)
데이터 전송 전송 방법 FTP 전송

파일 형식 CSV 파일 형식(시계열 데이터, 특징량 데이터, 기계 내 계측 데이터)
저장 최대 사이즈 PC 디스크 용량으로 인해 네트워크가 차단되면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255파일)

측정 데이터 관리 기계 내 계측 CNC에서 진단 시스템을 경유하여 ADS툴*3로 측정 데이터를 전송
기계 외 계측 측정기에서 ADS툴*3로 측정 데이터를 전송
계측 데이터 연결 ADS툴*3로 제조 시리얼과 측정 데이터를 연결

커스터마이즈 기능 CNC 통신 커스터마이즈 각 제조사의 CNC에 특화된 통신 프로토콜 조합이 가능
이상 가공 진단 커스터마이즈 치핑 등 사용자 환경 특유의 진단 규칙을 내장 가능
수집 데이터 활용 
커스터마이즈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데이터의 메모리 맵을 공개

시스템 설정 백업 GOT에 장착한 USB 메모리에 시스템 정보를 백업/복원
전체 모델 구간 추출 설정 정보를 FTP로 전송

*1: 진단 조건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2: 마모 진단 모델만　
*3: 어드밴스드 데이터 사이언스 툴(P16-17 참조)

Ethernet 아날로그 출력 케이블
I/O 유닛 출력 케이블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RS-232C 통신 케이블

FTP 서버로 PLC CPU
고속 데이터 로거 
유닛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마스터· 
로컬 유닛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용 HUB

수집  
인터페이스

공작 기계
제어 유닛※
(CNC)

드라이브 유닛
(서보·인버터)

리모트 I/O 유닛
(공작 기계 접점 입출력)

※타사 CNC와 접속하는 경우, 당사의 지사 또는 지점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프로토콜 
컨버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유닛

증설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유닛 I/O 유닛(필요에 따라)

알람  
외부 출력

RS-232C 통신 케이블 아날로그 출력 케이블 I/O 유닛 출력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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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구성품
iQ Monozukuri 공작 기계 공구 마모 진단 패키지는 아래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제어 프로그램

※어드밴스드 데이터 사이언스 툴은 별매품입니다.

화면 데이터 고속 데이터 로거 설정 
프로젝트

매뉴얼

통신 프로토콜 지원 데이터

소프트웨어
품명 형명 소프트웨어 버전
엔지니어링 툴 MELSOFT GX Works3 SW1DND-GXW3-□ "1.066U" 이후

MESOFT GT Designer3(GOT2000) SW1DND-GXWK3-□ "1.240A" 이후
MELSEC iQ-R 시리즈 고속 데이터 로거 유닛 설정 툴 SW1DNN-RDLUTL-□ "1.03D" 이후

※기동 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주요 구성 기기   접속 구성 대수에 따라 필요한 수량이 달라집니다.

품명 형명 비고
GOT GT2512-STBA -
기본 베이스 유닛 R35B -
전원 유닛 R61P -
PLC CPU R16CPU, R32CPU*1, R120CPU*1 펌웨어 버전 “40” 이후
확장 SRAM 카세트 NZ2MC-16MBS PLC CPU용
고속 데이터 로거 유닛 RD81DL96 -
SD 메모리 카드 NZ1MEM-4GBSD ・고속 데이터 로거 유닛용 ・GOT용 ・PLC CPU용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마스터·로컬 유닛 RJ71GF11-T2 -
프로토콜 컨버터 *2 -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유닛 NZ2GF2BN-60AD4 -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증설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유닛 NZ2EX2B-60AD4 -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리모트 I/O 유닛 NZ2GF2B1-32DT*3 옵션, 입력 형식: DC 입력(플러스 코먼 타입), 출력 

형식: 트랜지스터 출력(싱크 타입) 

NZ2GF2B1-32D*3 옵션, 입력 형식: DC 입력(플러스 코먼/마이너스 코먼 
공용 타입) 

아날로그 출력 케이블 *2 -
RS-232C 통신 케이블 *2 -
24V 전원 *4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 리모트 I/O 유닛용

・기타 기기용
HUB - -
CC-Link IE 필드 네트워크용 HUB - -

*1: 프로젝트의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2: 당사의 지사 또는 지점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3: 옵션이므로, 외부의 입출력 기기와 접속할 경우에는 사용할 입출력 점수에 맞추어 기기 및 대수를 선정해 주십시오.
*4: 접속할 기기의 전원 용량에 따라 적절한 전원을 선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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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

FA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iQ Monozukuri 공작 기계 공구 마모 진단 
※ AP10-MTD001AA-M口의 후속 기종입니다.(口에는 라이선스 수에 따라 A~E의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품명 형명 라이선스 수 표준 가격 

FA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iQ Monozukuri 공작 기계 공구 마모 진단

AP10-MTD001AB-MA 1 ￥500,000

AP10-MTD001AB-MB 5 ￥1,750,000

AP10-MTD001AB-MC 10 ￥3,100,000

AP10-MTD001AB-MD 15 ￥4,275,000

AP10-MTD001AB-ME 20 ￥5,300,000

iQ Monozukuri 공작 기계 공구 마모 진단   업그레이드 버전
※  새로운 버전의 라이선스 키를 신청하려면 이전에 구입한 "AP10-MTD001AA-M口”의 라이선스 키 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AP10-MTD001AA-M口”의 라이선스 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AP10-MTD001AA-M口”의 라이선스 키를 먼저 신청해 주십시오. 
(口에는 라이선스 수에 따라 A~E의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품명 형명 라이선스 수 표준 가격 

FA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iQ Monozukuri 공작 기계 공구 마모 진단 

업그레이드 버전

AP10-MTD001AB-MAV 1 ￥98,000

AP10-MTD001AB-MBV 5 ￥343,000

AP10-MTD001AB-MCV 10 ￥608,000

AP10-MTD001AB-MDV 15 ￥840,000

AP10-MTD001AB-MEV 20 ￥1,040,000

iQ Monozukuri 공작 기계 공구 마모 진단   어드밴스드 데이터 사이언스 툴 

품명 형명 라이선스 수 표준 가격 

FA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iQ Monozukuri 공작 기계 공구 마모 진단

어드밴스드 데이터 사이언스 툴
AP10-MTD001BA-MA 1 ￥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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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품

조립품 소개 

제품명 진단 본체 BOX 

구성 GOT+PLC 

외형 치수 350×230×270(mm) 

중량 7kg 

소비 전력 약 30W(100V·0.3A)

제품명 인터페이스 BOX 

구성 프로토콜 컨버터, AD 변환, I/O 유닛 

외형 치수 380×250×130(mm) 

중량 7kg 

소비 전력 약 20W(100V·0.2A)

협력사에서 표준 사양의 상기 조립품 제작이 가능하므로
단기간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접속 검증 완료 CNC 일람
제조사 접속처 CNC 

미쓰비시전기 주식회사 M600~, C70~ 등 

FANUC 주식회사 Series ** i 등 

OKUMA 주식회사 OSP 등 

각 CNC에 대응하는 접속 방법·접속 케이블을 소개합니다. 
접속처 CNC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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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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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완료된 
협력사  
제품 

CNC 접속용 프로토콜 컨버터 
제품명 CONPROSYS M2M 컨트롤러 콤팩트 타입(FANUC MT-Linki 대응품)
형식 CPS-MC341-ADSC1-931
외형 치수, 중량 188.0(W)×78.0(D)×30.5(H)mm(단, 돌출부 제외), 250g
입력 전원 사양 12~24VDC
환경 사양 -20~60°C(사용 주위 온도) VCCI 등급 A, FCC 등급 A.CE 마킹(EMC 지령 등급 A, RoHS 지령), KC, UL에 대응

입출력 인터페이스 2×LAN/4×DI/2xDO/2×AI/2xCNT/1XRS-232C/1×RS-485/1×USB/1XSD 카드 슬롯

데이터 입력 측 통신 프로토콜 CNC 통신 
데이터 출력 측 통신 프로토콜 Modbus 슬레이브 

제조·판매원: 주식회사 CONTEC   오사카시 니시요도가와구 히메사토 3-9-31   TEL 06-6472-7130
www.contec.com

제품명 마림바M3   FOCAS-SLMP판
형식 MarimbaM-5FS02
중량 0.15g
크기 7(W)x10(D)x4.2(H)mm
입력 전원 사양 DC9-36V
환경 사양 대응 온도 0~60°C
입출력 인터페이스 LAN(10/100/1000BASE-T)X1, Rs232C
데이터 입력 측 통신 프로토콜 FOCAS2
데이터 출력 측 통신 프로토콜 SLMP(MC 프로토콜) 

제조·판매원: 주식회사 CIMX INITIATIVE　도쿄도 미나토구 시바다이몬 1-3-11   YSK빌딩 5F   TEL 03-6402-2640
https://www.cimx-initiative.com

해외용 FANUC CNC 대응 게이트웨이 미쓰비시전기 CNC 대응 게이트웨이
제품명 IoT Data Connector(해외용 FANUC 대응) IoT Data Connector(미쓰비시전기 대응)
형식 EMR120CL-FM1, EMR120CL-FM3 EMR120AW-MM1, EMR120AW-MM3
외형 치수, 중량 188.0(W)×78.0(D)×30.5(H)mm(단, 돌출부 제외), 250g 140(W)×110(D)×58.5(H)mm(단, 돌출부 제외), 950g
입력 전원 사양 12VDC(0.8Amax)-24VDC(0.4Amax) 6V~36VDC   max40W
환경 사양 -20~60°C(사용 주위 온도) 0~+50°C(사용 주위 온도) 
입출력 인터페이스 LAN(100Base-T)X2 LAN(100Base-T)X2, RS232CX2
데이터 입력 측 통신 프로토콜 FOCAS2 EZ-SocketNC
데이터 출력 측 통신 프로토콜 SLMP(MC 프로토콜) SLMP(MC 프로토콜) 

발매원: 료요일렉트로 주식회사 솔루션사업본부 제7 비즈니스 유닛
㉾104-8408　도쿄도 주오구 쓰키지 1-12-22 곤와빌딩
TEL: 03-3546-6180(대표 번호)
문의처: EMAIL empress_sales@ryoyo.co.jp

제조원: 주식회사 EMPRESS SOFTWARE JAPAN
㉾160-0004 도쿄도 신주쿠구 요쓰야 1-7-12 일본사진회관 6F
TEL: 03-6457-8327(대표 번호)
문의처: EMAIL esj-info@empressjapan.co.jp

전류 센서
제품명 실효값 연산형 전류 변환기 
형식 HCS-24-20-ASR HCS-24-50-ASR
외형 치수, 중량 45.0(W) 34.0(D) 74.5(H)mm(단, 돌출부 제외), 약 145g
측정 가능 전선 사이즈 AWG20~AWG26 전선 통과 홀 지름 최대 ∅24
적용 전류 파형 DC~AC500Hz(위상 제어/PWM 파형 포함)
측정 전류/출력 전압 0~20Arms/1~5V 출력 0~50Arms/1~5V 출력
환경 사양 0°C~+50°C, 85%RH 이하·결로되지 않을 것 

제조·판매원: 주식회사U_RD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쓰루미구 스에히로초 1-1-52   TEL 045-502-3111
www.u-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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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시작까지의 흐름

도입 평가 지원 서비스
도입 효과를 미리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평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 조사 청취

기재 설치 

진단 임계값 설정 

운용 

●진단 대상 장치, 가공, 공구의 선정 
●시스템 구성의 결정, 설치 환경의 확보 

●기기 설치, 배선
●장치 파라미터(교신 수단, 데이터 수집 조건 등) 설정, 진단 모델의 등록
●데이터 수집 준비를 위한 시운전 확인
●진단 임계값 추출을 위한 데이터 수집(5~10회의 공구 교환을 포함한 데이터 수집: 약 1개월) 

●수집 데이터를 토대로 설정 타당성을 확인 
●추이 데이터를 토대로 진단 임계값을 산출 
●산출 임계값 설정 

●운용 시작(장치 상태 확인)
●공구 마모 진단, 가공 이상 진단, 측정값 예측
●진단 결과 알람에 따라 공구 교환
●임계값 재검토
●택타임 개선 지원 기능으로 가공 프로그램 최적화

리플릿 

QR 코드

도입 평가 지원 서비스 
L(NA)16085

사전  
청취 

제안 

사전 현지 
확인

기재 접속 
설치

수집 상황 
확인

데이터 
분석

평가 결과 
보고

기재 회수 
현상황 
복귀 

사전 청취(기계 정보·가공 정보·생산 상황 확인)

도입 평가 지원 서비스 내용 제안
공구비 절감 효과 시산 

평가 대상 공작 기계 확인 
가공 이미지·양산 상황·가공 운용 확인 

평가 기재 설치·접속 지원
접속·분리 순서 설명 

장치 파라미터(교신 수단, 데이터 수집 조건 등) 설정
진단 모델 등록
수집 대상 데이터를 토대로 설정 타당성 확인

대표 모델 데이터 분석
평가 리포트 작성

대표 모델 분석 결과 보고 

케이블 분리
기재 포장·반송 

사전 청취 시트 

제안서
공구비 절감 효과 시산 시트
도입 평가 전 청취 시트 

표준 작업 계획서
기기 발송 임대 목록 서비스 제안 범위 

평가 결과 보고서 

반환 확인서
설치/설정 결과 보고서 

적용  
가능 여부 

판단 

도입 효과 
제시! 

플
랜

 A 플
랜

 B
플

랜
 B

플
랜

 C

도
입

 평
가

 기
간

 약
 1개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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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품 

iQ Monozukuri 회전기 진동 진단

e-F@ctory 지원 모듈 

회전 기구가 설치된 설비의 진동 데이터를 수집·분석·진단하여 설비 상태의 
가시화 및 이상 부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입니다.

e-F＠ctory 지원 모듈은 PLC MELSEC iQ-R/iQ-F 시리즈 및 표시기 
GOT2000 시리즈용 샘플 프로젝트입니다. 가시화나 간이 분석 등의 
프로그램을 샘플 프로젝트 형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디바이스 
할당이나 파라미터 설정 등의 기본 설정만으로 생산 현장 레벨의 
IoT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IoT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검토 시간이나 예산 등의 다양한 과제의 해결을 e-F＠ctory 지원 모듈이 
지원합니다.

지원 모듈 

카탈로그 

카탈로그 

FA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iQ Monozukuri 회전기 진동 진단
L(NA)16056

미쓰비시전기 e-F@ctory 지원 모듈
E001JPN

QR 코드

QR 코드

본 제품은 소프트웨어와 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하드웨어와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카탈로그 【L(NA)16056】을 확인해 주십시오.

패키지 구성품 MELSEC iQ-R 시리즈용
GX Works3 제어 프로그램

MELSEC iQ-R/iQ-F 시리즈용
GX Works3 샘플 프로젝트 
GOT2000 시리즈용
GT Works3 샘플 프로젝트 

취급설명서 

GOT2000 시리즈용
GT Works3 화면 데이터 

취급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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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특징량(절삭 부하 등) 
주축 등의 토크 데이터에서 가공 중인 부분의 파형을 추출(데이터 클렌징*P10)하여 파형의 
형상을 나타내는 최대·최소·평균값 등 어느 한 데이터로 변환한 값.

작업량 모터에서 출력된 토크를 일정 주기로 수집한 가공 시간 동안의 적산값.

가공 조건 
본 패키지에서는 가공 조건으로 프로그램 번호와 공구 번호를 수집한다. 실제 분석 대상 
데이터에는 프로그램 내에 기술된 지령값으로 사용 공구, 주축 회전 수, 이송 축의 속도, 
좌표(절삭량), 피삭재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TBM 
TBM(Time Based Maintenance)는 정기적인 메인터넌스의 실시를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공구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СВМ
CBM(Condition Based Maintenance)는 상태에 따른 메인터넌스의 실시를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공구의 마모 상태를 토대로 예상하여 사용 한계 직전에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손 감지 공작 기계에 검사 센서를 장착하여 드릴·탭·리머 등의 공구 절손을 감지.

공구 수명 
본문에서의 공구 수명이란 사용자의 품질 관리값을 일탈하지 않는 공구 사용의 한계, 또는 
공구 내구성에 의한 공구 사용의 한계를 의미한다.
(공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권장 절삭 조건 하에서의 공구 사용 가능 횟수와는 다르다) 

기계 내 계측 공작 기계의 툴 헤드에 장착된 접촉 감지 센서로 워크를 측정하는 것.

1차 처리 
수집 데이터에 대해 정규화, 스케일 변환, 지정 CH 편차, 이전 값 차분, 이동 평균, CH 합성 
등을 연산하여 특징량 산출의 대상 데이터로 변환 처리하는 것.

구간 추출 
진단 대상 모델별로 설정한 구간 추출 조건에 따라 수집 구간에서 진단 대상 데이터를 
클렌징하는 것.

상표 
e-F@ctory, iQ Monozukuri, MELSEC, MELSOFT, GOT, CC-Link IE는 미쓰비시전기 주식회사의 일본 및 기타 국가에서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Ethernet은 후지제록스 주식회사의 일본에서의 등록상표입니다.
본문 중의 회사명, 시스템명, 제품명 등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본문 중에서 상표 기호(™, ®)는 명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YOUR SOLUTION PARTNER

Automation solutions

생산 현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를 목표로

저압 배전 제어 기기

고압 배전 제어 기기

전력관리 기기

PLC, 산업용 PC, FA 센서

구동 기기

표시기(HMI)

수치 제어 장치(CNC)

산업용 로봇

가공기

변압기, 태양광 발전, EDS

미쓰비시전기는 PLC나 AC 서보를 비롯한 FA 기기에서 CNC, 방전 가공기 등 산업 메카트로닉스 제품으로, 
폭넓은 FA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7

미쓰비시전기는 구성부품에서 가공기까지  
폭넓은 FA(Factory Automation)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생산 
시스템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에서 
제조, 품질관리까지 일관된 체제로 고객의 
요구를 신속히 파악하여 만족하실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 세계에 미쓰비시전기의 독자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실한 기술과 
안심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전기의 FA 사업은 항상 사용자와의 
밀접한 소통을 바탕으로 최첨단 FA 솔루션을 
제안하여 세계의 제조업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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