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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차별성
• 비전 계측 툴은 자동 공구 교환 장치(ATC)와 같은 장비에 빌트인 가능하도록 구성함

가공셋업공정 무인화를 위한 척 홀더 빌트인 가공원점
자율인식 및 동시 자율보정 모듈

• Vision 장치를 Tool Holder에 장착하여 On-Machine에서 투입가공물의 Setup 또는 장착위치를 검출함
• 소재변경에 따른 가공원점 자동인식을 지원함으로써 판단 및 측정기능을 실제 머신에 적용하여 무인화에 기여코자 함(작업자 투입배제
및 셋업시간 단축과 오차발생 최소화 통한 정밀도 및 생산성 향상됨)

기술 우수성 입증 근거
연구자 김동훈

소속 초정밀시스템연구실

TEL 042-868-7148

<자동인식 시스템의 개념설계>

• 자동화 공작기계에서 초기가공(소재의 다양화) 및 기존 가공품을

File[F] Edit[E] View[V] Function[F]

재가공 하기 위해 가공원점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이를 보상함으로써,

고객/시장

제거하여, 초기세팅에 의존하는 현재 자동화 공작기계의 세팅정밀도

LED

투명전극,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TFT 백플레인 제조업체

척채질지그

카메라하우징
카메라

ATC용 버전 척 구성도

• 툴홀더 빌트인 구조의 선명도제어 통한 메커니즘으로 해결 필요함
까지 탑재시킴으로써, 변경된 시편에 맞게 가로/세로/높이 초기가공 원점 3축 자율보정제어까지 가능케 하는 자동인식 & 자율보정 기능/
메커니즘 개발함(가로/세로 비젼계측 뿐 아니라 선명도 제어 의한 소재 두께(높이)까지 비교 인식)

S45C
Work Date : 2010.10.01.12
Spindle vel : 1000 rpm
Work Date : 2010.10.01.14
Spindle Vel : 1250 rpm

Y

• IEEE-ASME TRANSACTIONS ON MECHATRONICS(SCI 상위 5%

Work Date : 2010.11.02.18
Spindle Vel : 850 rpm

이내), JMST, IJPEM, Key Eng. 등 다수 SCI급 관련/기반 논문을 게재

Work Date : 2010.12.21.09
Spindle Vel : 1000 rpm
Spindle Vel : 1300 rpm

(1저자)함으로써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함(SCI급 저널 게재 다수)
• 공작기계지능화 및 IT융합분야 20년 이상 연구 경력을 보유함

• 기능적으로 비젼+조명 모듈까지 툴 홀더 빌트인 타입의 온머신 계측으로 가공시편의 위치/크기 등 자동인식 및 Z축 Auto-focusing기능

X : -21mm Y : 10.5mm Z : 1.24mm
X

를 높일 수 있으며, 개별 자동세팅에 따른 생산성이 증대됨
조명프레임

기존 기술의 한계 또는 문제점

Offset :

다양한 형상에 대한 가공원점을 조그 모드로 세팅해야 하는 시간을

Connector

Setting

• 2013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이달의 과학기술자 상), 2012 대한기계

Auto
Focusing

Saving

KIMM

Exit

프로그램 기능

학회 백봉기술상, 2011 KIMM 학술대상, 2007 ICROS 학술상 등

1) 설정
   •CNC 통신 / RS232  •H/W Config

3) Saving
   •Processed Image  •Offset Value

2) Auto Focusing
   •적용 유무  •Full Stroke  •Threshold Vaue

4) Work History Tree      



수상함





• 구조적으로 ATC에 연계되어서 완전 자동화 라인으로 진행토록 가공 툴(또는 척) 홀더에 삽입 가능한 전용계측 툴 개발 및 조명장치 제어
가능한 중공형(스핀들 가공툴 구조에 맞게 편심력방지 위한 타입으로 설계) 원통 DSP 보드 개발 및 Firmware 소프트웨어 개발탑재 빌트인

지식재산권 현황

등 온머신 적용함
• 스펙적으로 CNC연계 자율인식 정밀도 0.09mm, 샘플링타임 1ms이내 및 CNC연계 Auto-focusing제어 기능탑재 추진 등을 진행함
• 척홀더 일체형 빌트인 모듈구조와 가공원점 자율인식 메커니즘 및 CNC연계 온머신 자율보정 기능이 요구됨

• 초기원점 자율셋팅을 위한 빌트인 타입 비젼 계측 툴(KR2013-0117848, US13/533061) / 물품의 측위장치 및 측위방법(KR1106575) / 표준
결함 시편 제작방법(KR1140422)

기술이 가져다주는 명백한 혜택
• 제어측면에서 3축 자동인식계측+Z축 Autofocusing 자율보정 제어메커니즘 연계됨(CNC연계)
• 구조측면에서 가공 툴 홀더 빌트인 개조척 타입을 적용함
• 메커니즘측면에서 선명도 조명제어를 통한 계측인식과 동시에 보정제어 가능한 신개념 방식임

기술완성도
자료조사,
기초실험

프로젝트 개념
또는 아이디어
개발

기술개념
검증

프로토타입
개발

유사환경
시작품
제작/평가

파일럿
현장실증

상용모델
개발 및 최적화

• 인터페이스측면에서 Wired/Wireless Data 고속/고분해능 데이터 수집 및 필터링 가능함
소모량
기능적측면
방식

현 세계 수준

본 기술 목표수준

계측

접촉식 센싱(계측만)

비전계측 및 Z 축 Autofocusing(연삭+보정 동시)

대상공정 등

FMC 기계가공

FMC / RMC 기계가공 다가능

관련 상용품 / 유연성

상용품 없음 / 유연성 없음

적용 및 상품화 가능 / 착탈식구조(독창적)대응 1:N 공정가능

방식

반자동

Active Type 자동 및 자율방식

희망 파트너쉽
기술이전

라이센싱

공동연구

기타

상용데모

양산 및
초기시장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