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서보 프레스 키트 YJKP
Industry 4.0대응, 프레스 피팅용/압입 공정용 패키지 솔루션

경제적인
프레스 피팅/
압입

모든 용도에 적합한 사이즈/기능
주요 장점
• 용도에 적합한 구성
• 기존 프레스 피팅/압입
공정용 시스템보다 저렴
• 훼스토에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모두 지원
• 사전 설치된 모듈형 소프
트웨어
• 사전에 조립되어 공급되는
키트
• 최대 17 kN의 프레스/주력
• 기존의 시스템 컨셉에 손
쉽게 통합기능
• 탁월한 위치 제어 및 반복
정확도
• Industry 4.0 대응 솔루션

모듈형 전동 서보 프레스 키트 YJKP는 해당 용도에 필요한 기능적
패키지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탁월한 가격대
성능비를 제공하여 우수한 반복 정확도를 갖춘 정밀한 프레스 피팅/
압입 공정 용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형 전동 서보
프레스 키트 YJKP는 단순하고 비용 효과적이며 설치도 간편합니다.

사전에 조립되어 공급 되는
시스템 키트
모든 용도에 적합한 사이즈:
YJKP는 모듈형 소프트웨어와
표준 Festo제품으로 구성됩니다.
전동 스핀들 드라이브, 모터,
모터 컨트롤러, 포스 센서 및
컨트롤 시스템을 갖추어, 최대
17kN의 전동 프레스 피팅/압입
작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지원합니다. 고객은 이 시스템
키트를 기존 프레스 피팅/압입
공정 어플리케이션에
통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전 설치 소프트웨어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는 곧바
로 사용이 가능하며,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프로그래밍
은 전문가가아니어도 손쉽게 사
용할 수 있고

직관적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기능을 지원하는 CODESYS
의 모듈형 소프트웨어는 PC,
iPad 또는 다른 유형의 입력
장치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플랫폼과
호환 가능합니다. Industry 4.0
대응 표준 프로토콜인 OPC-UA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컨트롤러 CECC-X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

압입

프레싱

펀칭

베벌링

리베팅

시큐어링

클램핑

벤딩

스탬핑

딥 드로잉

볼 압입

클린칭

크림핑

변형 보정

스프링테스트

유연성
YJKP를 이용하면 프레스 피팅/
압입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한
파라미터를 실시간으로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합, 프레스 피팅/압입,
절곡 등의 프로세스 중에 힘,
변위, 토크 및 각도를 모니터링할

www.fest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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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작동 및 시각화를 위한 모듈형 소프트웨어
기술 자료

소프트웨어의 통합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기능
덕분에 결합 프로세스를 빠르게
구성해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모니터링이 간단하며,
모든 항목이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표시됩니다.
• 결합 프로세스용 구성 도구:
피드/결합 경로, 가능 대기시간,
스레딩 기능 등이 표시됨

• 품질 보증을 위한 프로세스
데이터 기록확인 가능
• 기록된 힘/변위 그래프를 *.
csv 파일로 내보낼 수 있음
• 힘/변위 그래프의 분석 기능
포함
• 창(window)의 정의
• Space envelopes
• 이동 경로
• CODESYS로 프로그래밍
• 개별맞춤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10 … +60

작동 온도 [°C]

5 … +40

행정 거리[mm]

100, 200, 300, 400

추력 범위 [kN]

0.1 – 0.8; 1.5; 4; 7; 12; 17

최대 피드 속도 [mm/s]

250

반복 정확도 [mm]

≤ ± 0.01

CE 마크
(적합성 선언 참조
www.festo.com)

EU 기계류 지침에 따름

인터페이스

Ethernet, 24 V I/O

버스 시스템

ModeBus TCP, EthernetIP, Profinet

시각화 시스템을 통한 구성

압력/변위 다이어그램
양호/불량 부품의 기본 설정
시각화

힘 등급의 최대 측정 정확도 [%]

0.5

포스 센서의 측정 속도

초당 1,000회 측정

테스트 윈도우

스레드
플로우
블록

시각화

LCD 디스플레이용으로 지정된 인

터페이스를
통해
Passend und günstig
Pressen
Passend und günstig Pressen

Fügeeinheit für
elektrische Pressapplikationen

시스템 구성

소프트웨어

보관 온도[°C]

Ebene 1: Software/ Level 1: Software

• Passend
ausgelegt

제어 기술

하드웨어

필드버스

• Günstiger als
herkömmliche
Presssysteme

Projektierung
Auswahl Komponenten

Inbetriebnahme
System-Integration

Programmierung Ablauf
Definition Ablauf/
Eingabe Parameter

Betrieb und Wartung
Programme anwenden, Daten
bewerten, protokollieren

Dimensioning
Selection of Components

Commissioning
System Integration

Application Programming
Definition Ablauf /
Eingabe Parameter

Operation and Maintenance
Programme anwenden,
Daten bewerten, protokollieren

 0,1 - 1 kN
 2 kN
 5 kN
 10 kN

Software Library mit Funktionsbausteinen, wie z.B.
• Schnelles Vorpositionieren
• Kraft-Schwellenwert
• Hülkurve
…
Software Library mit Funktionsbausteinen, wie z.B.
• Schnelles Vorpositionieren
• Kraft-Schwellenwert
• Hülkurve
…

• Software und
Hardware aus
einer Hand

모터

모터
컨트롤러
CMMP-AS

어플리케이션

• Vorkonfektionierte Systeme

•
•
•
•
•

Benutzerverwaltung
Rezept/Parameter
Ablauf/Sequenz
Teile-ID
Ergebnis

•
•
•
•
•

Benutzerverwaltung
Rezept/Parameter
Ablauf/Sequenz
Teile-ID
Ergebnis

• Presskraft bis 10
kN
Fügeeinheit
für

시퀀서
평가 방법

• Vorinstallierte,
Software auf Controller vorinstalliert/Software auf Controller vorinstalliert
EMMS-AS
modulare
Prozessdaten
Prozessdaten
Software

컨트롤러
CECC-X

CAN 버스

elektrische Pressapplikationen 전동
• Passend
ausgelegt

드라이브
ESBF
Ebene 2: Hardware/Level 2: Hardware

• Günstiger als
herkömmliche
Presssysteme
• Software und

신호 Hardware aus포스 센서 신호
einer Hand

CAN-Bus

• Vorinstallierte,
modulare
Software
• Vorkonfektionierte Systeme
• Presskraft bis 10
kN

외부 입력 인터페이스
• WebVisu
TCP/IP
• 태블릿
• 노트북
• 외부 데이터 저장 장치

TCP/IP
www.festo.co.kr
고객 센터 : 166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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