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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얼서보시스템



	 	 	 	
EC-Servo screwdriving technology

EC  서보 체결 기술

폐(閉 )  루프시스템

EC-Servo stroke technology
EC  서보 스트로크 기술

능동형
판재와 나사의 공차와 관계없이 

관통지점을 자동으로 인식.

제어모듈의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공정변수(하강력, 공급거리, 속도 등)

를 자동조정하여 공정을 최적화.

장점
 최고의 공정 신뢰성

 최소의 사이클타임

 최적의 나사산 형성

 나사산 손상 방지

 나사 및 부품에 대한 낮은 스트레스

   Set-up시간의 최소화

 신소재와 새로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패스너를 접합할 수 있는 신기술 체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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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E DFS는 EC-Servo screwdrving technology와 EC-Servo stroke 

technology가 완벽하게 융합된 능동형 체결 기술입니다.

제어 모듈 상호간에 데이터를 교환하여, 자동으로 정확하게 관통지점을 인식합니다.

시간에 민감하고 필수적인 변수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제품 또는 나사의 

공차와 무관한 이상적인 공정 변수들을 보증하며, 공정 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

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확한 나사구멍, 나사 걸림, 나사산 파손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고비용의 수리시간

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최적의 공정 변수는, 결합되는 제품과 나사의 최소 변형을 보증합니다. 작업中 생성된 데이타 

는 자동으로 저장되고 공정 분석時 활용할 수 있습니다.

EC-Servo screwdriving technology 와 EC-Servo stroke technology, 각각의 독립적인 제어는 다양한 변수의 

조합으로 다양한 재료의 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높은 유연성을 보증합니다. 신기술이 적용된 신소재와 패스너의 

체결 공정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밀한 변위(feed stroke) 제어가 필요한, 탄소섬유 또는 CFRP와 같은 

미래 지향적인 재료의 체결 中 발생할 수 있는 재료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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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E DFS
능동형 이종 재료 접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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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메인 메뉴

 직관적 사용자 편의성
 메뉴 확장

프로그램

 조립공정, 체결요소, 소재에 대한 무제한 변수 생성
 무제한 데이터 저장

결과 및 데이터 관리

 경향 분석을 위한 그래프 생성 
 결과 및 변수 저장

결과에 대한 사용자 화면 구성

 생성된 결과에 대한 사용자 화면 구성

ADAPTIVE DFS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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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모듈 점검
 시스템 상태 점검
 입/출력 점검

정보

 시스템 데이터
 제품 설명서

설정

 사용자 관리
 13개국 언어
 시스템 설정

유지보수 

 예방보전 작업 설정
 사용자 예방보전 작업 설정

주의: 미리 설정한 점검 주기가 되었다면
► 소켓의 마모 상태를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교체하세요

주의: 미리 설정한 점검 주기가 되었다면
► Mouthpiece와nosepiece jaws의 이
물질을 닦아주세요

주의: 미리 설정한 점검 주기가 되었다면
► Timing belt의 마모 상태를 확인하세
요,필요하다면 교체하세요

ADAPTIVE DFS
アダプティブ締結システム

ADAPTIVE DFS
능동형 이종 재료 접합 시스템



06

ADAPTIVE DFS 특징

조립축의 중심에 작용하는 추력

 조립축에 직접 전달되는 추력 
 경량화 디자인 

 내마모성 향상

간편한 마우스피스 교체

 공압 배관 및 전기 배선의 별도 분리 불필요
 1.탈착 레버
 2.마우스피스 분리

“Head First” 나사공급

 나사산 및 나사끝의 손상 방지 
 사이클 타임 최적화
   (체결작업동안, 다음 스크류가 로터리 세퍼레이터에 대기)

능동형 체결

 변수 자동 보정
 최고의 공정 안정성
 최소의 사이클 타임

EC 서보 체결 기술

EC 서보 스트로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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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체결 시 잠금 기능

 소켓이 나사의 머리를 지지하여 낙하를 방지

로봇 연결

 윗면

 뒷면

제어 가능한 공압식 조우(Jaw)

 나사의 수직 상태 유지

 내마모성 향상

나사 공급

 공압호스로 나사 공급
 매거진타입(카트리지)

ADAPTIVE DFS
능동형 이종 재료 접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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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時 보조 도구

 조절형 삼각대, 수동 정렬 공정 (예) 곡면
 손쉬운 탈착
 카메라를 통한 공간, 위치에 대한 데이터

시운전時 보조 도구

 레이저 포인터, 티칭을 빠르고 정확하게
 십자 표시의 비젼 시스템
 카메라를 통한 공간, 위치에 대한 데이터

주요 사양
 

 회전속도: 최고 8000rpm
 토크: 최대15Nm
 Feed stroke force: 최대3500N
 Feed stroke 설정: 속도, 변위, 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어
 Downholder force:최대1200N
 중량:35kg
 접합 방향 : 상/하부 접합, 각도에 제한이 없음

ADAPTIVE DFS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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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유지보수

 모듈화 설계
 화면에 경향성 표시
 결과 및 데이터 저장, 분석, 표시
 Quick-change 방식 적용

소켓

다운홀더 & 마우스피스

벨트 드라이버

Rotary Separator 
로터리 세퍼레이터

Feeding stroke 
모듈 하우징 제어 모듈

Feed stroke 
모터

Screwdriving 모터

ADAPTIVE DFS
능동형 이종 재료 접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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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ADAPTIVE DFS ↔ Robot

연결선 관리

 Quick connector 적용 

 맞춤형 케이블

나사 공급 기술 

 Sword feeder
 신형 eacy feed방식의 진동 볼피더
   전원공급(110~240V,50~60Hz)의 변경에 따른,
   별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음

    Belt hopper - 최대 용량 20L

로봇 통신

 Bus 또는 I/O 통신
 각 공정에 대한 외부 접속 (예) 나사 공급
 광범위한 데이터 교환

ADAPTIVE DFS 인터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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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함

 전원:3/(N)/PE 400~480V, 50~60Hz

DPU200

 가장 효과적인 컨트롤러
 15 인치, XGA해상도( 1024 x 768 )
 산업용 PC
 운영체제 Window XP Professional

ADAPTIVE DFS 제어기 ADAPTIVE DFS
능동형 이종 재료 접합 시스템



파텍시스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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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기술 및 공 장 자 동 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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