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CnetWAREⓇ

CNCnetWAREⓇ는 CNC Controller용 Driver 표준통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CNC 장비의 데이터를 읽고 비교 가능한 정보로 변환하여 

응용 프로그램에 출력할 수 있으며, 응용 프로그램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기계와 제어 통신이 가능합니다.

CNCnetWAREⓇ는 CNC Controller용 표준통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CNC 장비의 데이터를 받아 연동되는 솔루션으로서 

하드웨어를 추가하거나 장비를 변경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의 장비를 기존 IT 인프라와 손쉽게 통합할 수 있으며, 

기술 리소스의 데이터를 MES / ERP에서 IIoT 및 Big Data까지 전달하는 솔루션입니다.

기      능

특     징

Applications

장비 상태, 부품 계수기 값, 작업 주문 정보, 품질 및 공정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 정보를 표준화 되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여 MES-ERP 솔루션으로 분석 할 수 있습니다.

� DEVICE 연결(CONNECTION)  � M2M통신(COMMUNICATION)

   •  Ethernet, Serial, Bluetooth, USB, 제조업체 특정 네트워크    •원격 대상의 드라이버로 전송되는 표준화된 명령 생

성및 bus(HSSB, EIB, CAN, PROFIBUS,.) 등    •수신시 명령은 이해할 수 있는 입력으로 변환

       표준통신 인터페이스 액세스하여 원격 장비 연결    •장비 제어, 매개변수 설정 또는 변경

� DATA ACQUISITION  � DATA 입력(INPUT)

   • 장비 기본 통신 Protocol 데이터 수신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장비 제어

   • 조정 가능한 간격 또는 이벤트 정보수집    •표준화된 명령을 CNCnetPDM으로 보내면

   •  제조업체의 특정 출력물을 장비 상태, 출력량, 작업 주문,        CNCnetPDM은 해당 장비로 변환 후 전송

       작동 및 부품번호, 품질 정보, 프로세스 데이터 등의   

       표준화된 정보로 변환

� DATA 출력(OUTPUT)  � DEVICE 제어(CONTROL)

   •  모든 장비에서 얻은 데이터를 응용 프로그램에서 읽을 수 있는     • 제조업체 특정 명령으로 변환하여 전송

       파일 또는 Oracle, MySQL, MS SQL Server 등 각종 DB 출력   

� 컨트롤러와 PC로 제어되는 컴퓨터 연결

� 기계 또는 컨트롤러 제조업체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

� 기계의 기존 통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수집 

� 기계의 추가 하드웨어 또는 컨트롤러의 프로그래밍 변경이 필요하지 않음

� Oracle, Microsoft SQL Server, MySQL 및 MariaDB 등 DB 연결 솔루션

� 기술 리소스 데이터를 MES / ERP에서 IIoT 및 Big Data 등 모든 솔루션 전달

   • 처리량 분석                    • 사이클 시간 분석

I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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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 

� 다양한 CNC 장비를 응용 프로그램에 직접 연결 � 일반적인 Machine들과 몇 주 이내에 기존 IT 인프라와 통합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시간으로 책임자에게 전달 � 애플리케이션 내 M2M 통신과 기술 리소스 제어 기능 제공

� 추가 하드웨어 또는 장비 수정이 필요 없어 비용 절감 � 설정, 구성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모든 작업들을 원격 수행

� 실제 데이터는 좋은 생산주기를 나타내는 목표 값과 지속적 비교 � 사전 설정된 허용 오차 한도를 초과하는 표준 편차는 문서화 후 추적

� 생산 기계에서 직접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Process Parameter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가공 프로세스 측정

� 기계의 공구 관련 데이터를 주기별로 순환시켜 차트를 작성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공구 마모 상태 표시

� 공구 마모 또한 사용자가 각 공구의 수명을 최대화하여 검사 또는 조기 공구 교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절감.

� 시스템 인프라 총 소유 비용을 낮추고, 하드웨어 비용을 제외한 다양한 장비 유형에 맞는 사용자 정의 가능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로 이익 창출

MES-ERP 시스템과 다른 기계 통합

컴퓨터에 하드웨어 추가, 기계 내부 배선 수정, 추가 네트워크 연결, 특정 기계 프로그래밍 또는 기계 제조업체가 인증하지 않은 타사 프로그램으로 기계 

구성요소 액세스 없이 MES-ERP 시스템에 통합하며, 작업 현장 장비의 상태, Part Counter Value, 작업 주문 정보, 품질 및 공정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 정보들은 표준화된 비교 가능한 데이터 Packet으로 변환하여 MES-ERP 솔루션에서 분석합니다.

� CNC 장비 운용상태 확인 가능 � CNC 장비 가동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

� 복잡한 생산관리 실시간 확인 가능 � 모든 장비 가동 상태 한눈에 확인 가능

� 네트워크만으로 수백대 장비 동시 관리 가능 � 일/주/월 단위 가동률 집계 가능해 업무 효율 증대 가능

� 납기 조정, 공정 분배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가능 � NC 장비 가동률을 그래프로 확인하고 출력 가능

� 일일, 주간 작업 패턴을 분석해서 가동률 향상과 생산성 개선 근거자료 제공 가능

    •일일 작업그래프                               •주간 가동률                              •월간 작업률                             •작업일지 

� 실시간 모니터링(Real-time Monitoring) 가능

    •장비 상태 인식 : 가공 상태, 정지 상태, 대기 상태, Alarm 등  •가공 상황, 가공 Mode, ATC 번호, 좌표계, 가공조건(Feed, Override, RPM,)

    •그 래 픽  확 인 : 가공 좌표 추적, 가공 진행률                   •작업 정보 확인 : 좌표계, 공정별 진행 상황, 작업 예정 상태, 작업 예상 시간, 작업 완료 시간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이유

•개발시간 단축             •생산결함 제거                                   • 품질 보증                                 •툴링 비용절감          

•공정 품질관리              •생산량 증대 및 무인생산                      •스핀들 모니터링 / 충돌 방지

자매품 : OPC 서버 & OPCnetWARE

OPC 서버는 산업용 자동화 및 IoT를 위한 연결 플랫폼으로 제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PLC/DCS/Device용 Driver입니다. 

OPCnetWARE는  ❶ 드라이버, 클라이언트 드라이버 및 고급 플러그인 중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여 산업 제어 시스템 고유 통신 요구 사항에 맞추었고, 

❷ 장비를 자동으로 연결하여 장비의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으며, 

❸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HMI, SCADA, MES, Historian 또는 ERP시스템에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CNC Controller & 제조업체

•Fanuc  •Mitsubishi 

•Siemens  •Heidenhain 

•Mori Seiki  •Mazak 

•Num    •두산

•현대 위아 •화천기공

•스맥 •기타 150 업체

지원 DB

•Oracle 

•Microsoft SQL Server 

•MySQL

•MariaDB

•기타

 Specifications

• OS  : XP, Server 2016 (32, 64 bit), 

    모든 Microsoft Windows

•Memory : 50MB

• Interface :  Ethernet, Bluetooth, USB, Serial,              

제조업체의 특정 네트워크 또는          

Bus-system 등 IT 장비가           

                 액세스하는 인터페이스

제조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2길 1층
Tel: 02)538-3311  www.samboo.co.kr

기계 정보를 표준화된 유사한 형태로

기업 정보시스템에 제공하여 작업장의

투명성,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  기계 상태, 부품 수, 작업 지시, 품질 및 프로세스     

데이터를 MES- ERP 시스템에 전송

•  시간당 또는 작업 주문별 기계의 실행 시간, 효과적인 

생산 시간 설정, 유휴 및 가동중지 시간, 생산량, 사이클 

시간 및 스핀들 속도와 같은 다양한 공정    

   파라미터 또는 공구 사용 정보 수집 및 분석 

• 연결된 모든 장치의 실제상태 실시간 제공

• 작업 지시 및 부품의 유효한 비용 결정

•  과도한 공구 마모, 예상치 못한 가동 중단과 같은    

요소들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기계 Controller를 사용하지 않고도

여러 제조업체들의 솔루션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필요 없이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 제공

• 독립적으로 동질적인 형태로 솔루션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핵심 역량 집중 가능

•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고 작업 현장 생산 리소스와  

사용자 솔루션 사이의 갭 연결

•정의된 인터페이스에 데이터 전달

• 기계 연결에서 모든 데이터를 특정 프로젝트로 전달 

하는 모든 작업 수행

하드웨어를 추가하거나

기계들의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 없이

기존 MES-ERP 솔루션으로

고객이 제공한 기계 연결

•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수정 불필요

• 인증되지 않은 타사 소프트웨어 드라이버가 있는    

PLC와 같은 컴퓨터의 내부 구성 요소에 액세스하지 

않으므로 승인된 상태로 사용

•유지 보수 및 보증에 대한 사전 논의 불필요

• 기존 MES-ERP 솔루션과 장비의 원활한 통합을             

제공하여 부가가치 창출

생산업체, MES - ERP 사용자 이점 MES - ERP 공급업체 이점 머신 및 컨트롤러 제조업체 이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