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MAC
Tool Monitoring

Tool Monitoring Adaptive Control TMAC

공구 파손 검출

신뢰할 수 있는  

공구 모니터링

Learn Mode:
"Learn Mode“를 통하여 
공구들과 각각의 마력을 확인.

리미트 설정:
스핀들 파워 리미트 설정(최대, 
마모, 미절삭) 필요시 Adaptive 
Control 적용 가능.

모니터:
• 피드 홀드

• 작업 / 절삭 중단

• 공구 도피

• 절삭 속도의 최적화

•  필요에 따라 개별  
조건 지정 가능



TMAC | Tool Monitoring Adaptive Control

TMAC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공실현 작동 원리

•  스핀들 파워를 모니터하여 고객의 설정치와 비교

• 한계를 넘어서는 마력이 측정되면 설정된 프로그램 (가공 중단, 알람 발생 등) 작동 

• 스핀들, 이송 축의 가공 부하량으로 공구 파손 및 마모 검출

특장점 

• 높은 신뢰도의 공구 마모, 파손 및 결함 검출

• 가공 공정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실제 절삭 파라메타의 그래프 표시

• 파워 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핀들의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 가공 공정의 최적화를 위해 데이터의 기록 ( TMAC Viewer)

• Adaptive Control (옵션)을 통한 가공 조건의 최적화

• 절삭유의 흐름과 압력에 대한 정보를 4개의 분리된 채널을 통해 모니터링(옵션)

• 스핀들 속도 모니터링(옵션)

Adaptive Control (옵션) 

Adaptive Control은 TMAC을 통해 가공중의 이송속도 및 스핀들 파워를 일정하게 제어 가능.

사용시 이점:

•   가공 부하량에 따라서 이송/가공 속도를 조절하여 전체 사이클 타임 단축

• 최적의 부하량에서 가공을 진행하여 공구 수명 향상

• 공구, 워크, 기계 손상 방지

TMAC - 기본 

• 사용중인 CNC 기계와 쉽게 설치, 프로그램, 적용가능

• 정교한 마력 모니터링 (0.001Hp 까지 측정)

• 빠른 응답 속도 (10 ms 이하)

• 패러럴, 시리얼, 이더넷 인터페이스

•  TMAC의 모든 작동 내역에 대한 날짜 및 시간을 이벤트 로그에 표시 :  
공구 데이터를 XML이나 SQL 형식으로 출력 가능

• 모든 공구 허용치는 PC의 작업파일이나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저장됨

터치스크린을 사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TMAC 전압 변환기를 통해 스핀들모터의 
마력을 모니터한다

데이터 수집장치 (DCU)는 전압변환기로 
부터의 마력 정보를 수집 / 처리 및 
CNC로 부터의 명령을 통합하여 PC와 
통신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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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this from becoming this

블룸노보테스트(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98
롯데 IT캐슬 1동 815호
우: 08506

Phone: +82-(0)2-2026-7660
Fax: +82-(0)2-2026-7670
E-Mail: info@blum-novote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