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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WNLS 
CWNLS란? 

• Tip 교환 시 냉각수 누수로 인한 주변 장치의 고장 및 부식을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냉각수 누수를 최소화 하는 장치  

 CWNLS 특징 
• 냉각수 메니폴드와 일체형으로 되어있어 기존 부착 위치에 취부가 가능 

• Gun Size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 

• 원하는 사양에 따라 두가지의 컨트롤박스 사용 가능 

 + 기판부착형 (신호체계가 간단) 

 + 기판미부착형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 설정) 

CWNLS 개발 배경(기존 시스템의 한계) 
• 각 자동차 라인 마다 냉각수 압력이 다름 

• 각 GUN마다 배관 길이가 다름 

• 배관 관로 자체 너무 길어 누수 체크가 힘듬 

• 사이즈 자체가 너무 큼 

※ 결론 - 차단장치를 소형화하여 건에 부착하여야 하고 각 건마다 압력조절이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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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CWNLS 사양 

GUN 부착용 

ROBOT 부착용 

ROBOT 부착시 
GUN 부착 매니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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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WNLS 구성 (외부) 

각 부 명칭 및 구조 

Control Box 

Suction Cylinder 

Sol Valve 

압력센서 

차단 Valve 

Water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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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CWNLS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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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CWNLS 원리 (회로도) 

I/O List 
기판 부착형 기판 미부착형 

I/O 내용 I/O 내용 

N 0V COM N 0V COM 

P 24V COM P 24V COM 

V1 동작신호-출력 S1 실린더 전진 확인센서 

A 완료신호-입력 S2 실린더 후진 확인센서 

F Tip 이탈 신호(Option) V1 차단밸브 

F1 Tip 이탈 차단(Option) A 압력센서 

SOL 실린더 SOL 

F Tip 이탈 신호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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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CWNLS 원리 (작동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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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CWNLS 옵션 

압력스위치 
• Tip 빠짐으로 인한 냉각수 유출 시 냉각수 양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부수 장치 압력이급격히 떨어짐과동시에

냉각수차단 블록에서 PLC에신호전달

냉각수
차단 블럭냉각수차단 신호를차단블록에

전달하여 냉각수차단

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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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이 급격히 떨어짐과 동시에 

냉각수 차단 블록에서 PLC에 신호 전달



냉각수

차단 블럭

냉각수 차단 신호를 차단 블록에 전달 하여 냉각수 차단

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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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ER SWITCH 사용시		차단 장치 사용시

		센싱 방식		유량 감지		압력 감지

		냉각수 IN 압력
(bar)		약 7		약 7

		냉각수 OUT 압력
(bar)		약 1.5		약 1.5

		유량(l/min)		20~22		20~22

		Setting 값		17 l/min 이하에서 신호 발생		0.5bar 이하에서 신호 발생

		장소		동희 오토		동희 오토



테스트 조건















비교 동영상

FLOWER SWITCH 사용시

차단 장치 사용시











				FLOWER SWITCH 사용시		차단 장치 사용시

		누수량(ml)		약 700		약 40



※유량 비교 결과 차단 장치 사용시 현 시스템과 비교 하였을 경우 17.5배(660 ml) 차가 발생 함.

5000ml 계량컵

500ml 계량컵

테스트 결과





테스트 결과





image1.png



image2.png



image3.png



image4.png



media1.avi



media2.avi



image5.png



image6.png



image7.png






	슬라이드 번호 1
	슬라이드 번호 2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