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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를 넘어서

스마트팩토리 시대에 산업환경은 제작 분야에 큰 변화를 요구합니다. 수작업에 많이 의존하였던 제어 

및 전력판넬 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배선 와이어는 신체의 신경과 혈관입니다. 고품질의 컨트롤러 

및 디바이스를 사용하더라도 배선 와이어에서 오류가 발생되면 치명적인 손실을 입습니다. 현재 판넬 

제작은 고숙련 기술자가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먼 에러, 납기 지연, 동일한 

품질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시발점이고 스마트팩토리 시대를 

누구보다 앞서가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하고자 스파이더넷(Spider Net)서비스는 IT와 OT를 연동하여 와이어 하네스를 

자동 생산하고, 배선 업무 지시를 디지털로 하여 비숙련 작업자도 배선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제 제어 

판넬을 동일한 품질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생산하여 스마트팩토리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십시오.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람간 혹은 부서간의 협업 효율을 극대화 하려면 

초기 기획 단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최종 현장까지 전달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설계, 생산 공정부터 품질관리 및 AS까지 공정간의 데이터 연속성을 확보하여, 정보 손실을 

없애고 부서간 소통문제를 해결합니다. 확보된 데이터를 생산 기술과 접목하여 모든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최적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개

 | EPLAN |

•EPLAN Software 총판

•교육·기술지원 서비스

•제어반 생산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공급 

•Wire harness 자동화 솔루션

•원가 20% 절감, 납기 40% 단축

 | RITTAL |

•Rittal Automation System 

    (RAS) 솔루션 파트너

•제어반 생산 자동화 설비 공급

 | Consulting |

•생산 중심 설계 컨설팅

•EPLAN API Developer Partner

•설계 표준화, 자동화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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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harness solution

Spider Net의 최적화된 배선 공정을 위해 이상적인 

순서로 와이어 배치를 단순화 하고 작업 속도를 

가속화 합니다. 모든 와이어에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인쇄 할 수 있습니다.

Smart Harness Kit는 현장 배선 작업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비 숙련 작업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면 없이 배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배선 순서를 단계별로 안내하여 생산 효율

성을 올리고 직관적인 3D 작업 지시로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 생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Digital Twin 에서 추출합니다. 추출한 

데이터는 무손실 정보교환을 지원하는                      

                               포멧으로 

엔지니어링 전 공정에 공급 됩니다.

핵심기술

•Bundle Technology

•Smart Harness

•Desig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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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시스템

당사는 품질경영 시스템 ISO9001:2016 및 와이어 하네스 전용 IPC-WHMA-620 Trainer, Specialist 

국제 품질 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성품은 국제 품질 규격인 IPC-WHMA-A-620 표준에 따라 

검사 및 제작 되었습니다. IPC는 와이어 하네스 조립품의 요구 사항 및 승인을 위한 세계 유일한 업계 

표준이며, 요청 시 표준 품질 보증서와 검사 성적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차 자동화 설비 검사

2차 IPC/ WHMA-A-620 검사

- 길이 검사 (생산 길이 오차 + 1% 이내)

- Crimp Torque 자동 검사

- Crimp Peak 값 실시간 감시

- 도통 시험 (핀간 2Ω 이하)

- 절연 시험 (500VDC 인가 시 100mΩ 이상)

- 벨마우스 형상 검사

- 검사기기 검교정 관리 및 Tool 관리

Crimp Peak 란?

단자 압착 시  실시간으로 

Torque를 측정 하여 

균일 값을 벗어난 Peak가 

측정되면 불량으로 판단합니다.

벨마우스 란?

Ferrule crimp 작업 시 

심선과 심선 압착부 사이에서 

전선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배럴 끝을 

확장시킨 공간입니다.

벨마우스 형성이안될 경우 

압착부 형상에 의해 

심선이 손상되어 

절단될 수 있습니다. 

| Crimp 불량 자동 검출 |

| 벨마우스 형상 |

| 벨마우스 형상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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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harness solution

효 과

제어 판넬의 배선 작업은 숙련된 작업자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네스 제조는 원가의 60% 이상이 인건비로 

소모 되는 인력 의존적 생산 공정이기 때문에 휴먼 에러 및 납기 지연이 흔히 발생합니다. Spider Net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네스 생산을 자동화하여 기초 품질을 확보하고 동시에 인력 비중을 낮추어 

납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실현 하였습니다.

Delivery

Quality

Cost

•Wire 제작 공정 감소율

•품질, 납기, 비용 개선 효과

발주 후 48시간 

이내 배송

불량률 0.0001% 이하

원가 20% 감소
Time

Quality

Co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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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AN 생산 중심 설계

Digital Twin

최종 생산까지 고려한 모든 정보를 회로 설계에서부터 반영 합니다. 생산 중심 설계 방식은 단순한 

로직 뿐만이 아니라 와이어의 사양 및 배선 분기정보 까지 포함 하고 있어 하네스 생산 자동화의 

기초 정보가 됩니다.

3D 가상 환경에서 전장 부품을 배치하고 배선 작업을 최적화 합니다.

가상환경에서 생성된 배선 길이와 경로는 회로도에 반영되어 실물과 1:1 로 매칭 됩니다.

Wire 접속 지정

도면에 와이어 부품 

정보를 기입합니다.

와이어 자동 배선

회로도 설계 정보를 기준으로 

부품간 와이어를 최적화된

경로로 자동 배선합니다.

배선 분기점

배선의 정확한 연결 순서와 

방향을 정하기 위해 

T Node 심볼을 사용 합니다. 

와이어 길이 산출

가상 공간상에서 부품 간 

연결된 와이어의 

길이와 덕트 이동경로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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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스 자동 견적

EPLAN 생산 중심 설계로 작성 된 도면을 Spider Net에 업로드 하면 실시간으로 하네스 견적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즉시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견적을 요청 하고 며칠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엑셀 Export

온라인 견적서는 

엑셀파일로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재 내역 상세

상세 부품 내역이

자재내역에 표기됩니다.

하네스 도면 자동 생성

EPLAN 생산 중심 설계로 작성된 도면은 별도의 하네스 도면을 작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계도에서 

배선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자동으로 도면이 출력됩니다.

Wire 정보 표시

자동 생성된 도면에는

From-To, 와이어 부품정보 및 

산출된 길이가 표기 됩니다.

Wire 단말 정보

터미널 사양과 넘버링

등 와이어 작업에 필요한

종단 정보가 표기 됩니다



연락처	 070.4349.5361 FAX	 070.4349.5352

홈페이지	 www.ende.co.kr 이메일	 harness@end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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