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CADCAM
Mill, Turn, TurnMill, Router, Laser, WaterJet, 다축 CAM,
전용 프로그램 개발 강력한 솔루션

C3D kernel 툴킷
C3D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강력한 솔루션

T-Flex CAD, T-Flex CAM, T-Flex Nesting, T-Flex Anay lsys, T-Flex Dynamics,
T-Flex Electrical, T-Flex VR, T-Flex PLM 및 T-Flex DOCs의 통합 패키지

CAD/CAM/CAE/PLM

Top Systems

ন˅ࡿ ࢼૺ Ҟࢆࡳ ଛ
ন۱ࡿ ѣˮ!

T-FLEX ળԂ֩ઝպ CADЕ ̛˃ ۶˃ ࢷחɼձ ࡢଞ ࠝЖΤࢂ ࢝ـଞ ۶˃ ˕ࢿ߾ ଗࡁଞ Ѧ˱ձ ࢿ˓ଜЕ ࠬࢷ
ଞ ̛Мࢂ ܕઝ࡛߭ ݛݤ੬ТЬ. ʈԯଞ ળԂ֩ઝպ 3D ֻљր ̛Мࡶ ળԂ֩ઝպ ࢿѦ  Ѧִ ࢿ Ѧ˱
ۿઝࠪ ଢ ࢿ˓ଢТЬ.
T–FLEX ળԂ֩ઝպ CAD - ࡪࠉଜˈ ऐ˗ࢶࢉ ࡓଐԻࡉࠪ ࡉܹଞ ۶˃ ̛Мࡶ ʉশ ߶˃ ফˈࢂ ̛˃ ۶˃ ݤ
ݛ੬ТЬ. ̛ܽ ୂࡳࢺࢇ ۽ۏۢ ˕ݦԻ ࢉଥ T–FLEXЕ ࢿ૽ ʎ؈ࡶ ࡢଞ ɼࢠ ʈԯଜˈ ЬࢢЬМଞ ળԂ֩ઝ
պ ֻљր ࢿ Ѧ ܙՔ ࣸ ܊ଜΟТЬ. ˝ࡢإଞ Ѧ˱ ۿઝԻ ࢉଥ T–FLEXЕ ࢷࢿח ࢉࢶחձ ଥʼଜ̛ ࡢଞ
ফۘࢂ ۴ࢇ Ѻ ʨТЬ. ࢷ ࠀ ˃ۿएТ߭Қࡵ T–FLEXձ ࡈیଜࠆ ତ˓ ࡉ࣯, Ѱ८, ٸܕ, ˃্ ˃̛ 
۶˃, ̖ ۶˃, Ѧ˱  Ьࢇ ۶˃, ܖݦଞ Իੵ, ࢂՎ, ؏ࡢ, ࢷ̛, ࢷԯ, ɼ˱ ߶ۏ,  ߶ۏʢ۶, ּ˓, ˬ
ҟ߾ ࢶࡈଢТЬ.

ָіս ѣˮ
T–FLEX ֻљր ٴ܃߭ չ ̛МࡳԻ ࠀएТ߭ր યࢇ Яࢊ ٕ૽ࡵ יԽ
о ߭ٴ܃չ߾ ࢇծ̧̛ए ࢷ ݒ ࡶ૽ࢿ ࢂࡢإʯ ʎ؈ଟ ܹ ݡТ
Ь. T–FLEXЕ Siemens PLM Software߾۰ ʎ؈ଞ ۢ ۏʦऎѹ ֻљր ৲
σࢉ Parasolid®ձ ࢶࡈ ʎ؈ Ѹ߹ݡТЬ..
ࡉ ୂ ࢉࢶݦળԂ֩ઝպ ֻљր Ѧ˱ձ ଥ ۶˃Е ̛ݦ ࡶߦֻ ق
ܖଜʯ ۢ۽ଜˈ , ԂࡋҖ ֻ Ҭ̛ࠪ ʋࡵ ࢊ؆ࢶࢉ ̛˃ ̛Мࡵ י
Խ ˱ؑ ɽѦ, Իઝ, ળԂ֩ઝպ ࡧݛ, 3ִ ଢ  Ο۴ ̛М˕ ʋࡵ
ш ࢝ـଞ एࠝ֩ઝչձ ݒʯ ɼ ࢽࢂଟ ܹ ݡТЬ.

Ҟࢆ ࡐԸࡆ
T–FLEXЕ ֻҘ ࡪࢂ ח۰ ࠀ ફફ (Ѧִ, ߭ٴ܃չ Ѧִ, ܙչҖ, ۰
ࢇݛ, ٕ૽, ࠆԜ ܙչҖ ׁɼ Е ٕ૽, ߭ٴ܃չ ֻљ, શ̖,
BOM ҟ)߾ оଥ ɾЯଞ ଢ ߶ ˁࡶ एࡕଢТЬ. ֻҘ ࡪࢂ ए
ࠝ֩ઝչ߾ оଞ ˓ ख  іࢇਫ਼ ˗չ ̛М ۿઝԻ ࡓଐԻࡉձ
МթଢТЬ.

રӿ֦ચշ ۺࡸࢳ 
T–FLEXЕ ࢶࡻ  ۽ળԂ֩ਫ਼ձձ ࡢଞ ࡉܹଞ ۶˃ ࠀऑࡶ ଢଜࠆ
۶˃ ࢷ߾ ईࢷ ݤбѸЕ ضˁ یତࡶ ࢶࡈଜࠆ ۶˃ Я˃ձ ࣲ
ТЬ.
ࢇ ̛Мࡵ ࠖձҚ߭ ଞ ٕ૽ࡶ ضˁଜࠆ ࠉ˗ѹ ٕ૽ࢂ ضˁࡶ ࡪѦଜЕ ؏
ࡳݥԻ ٕ૽ࡶ ࠉ˗ੁݤЕ і Ѧࡏࢇ ѼТЬ. T–FLEXࢂ ֻҘ ʨࡵ Ьհ ʨ
˕ ˗Ѻ ܹ ݡТЬ. ˱ࢇ ܕࡁ ۽ղ, ɼ۽ݤ, ࢢՎ, ֻҘ ࠀફફࢂ ݀
ӖЕ ੩ݛઝ  ߾۽ܖоଥ ߯ࢿҘए ܹضձ ଟкଟ ܹ ݡТЬ. ̐Ԟ Ьࡸ
ֻҘ оܹࢶ ӖЕ ϢչࡳݥԻ ঈչଜࠆ ۶˃ Ѱࡶ ࢿ߭ଟ ܹ ݡТЬ..
 ܹضЕ ִ߾۰ ࠀફફձ ҖԎ̐ଜʠΟ  ܹضख̛߾ ʅࡶ ԯଜ
ʠΟ ଟкѹ ASCII ӖЕ іࢇਫ਼ ݛࢇتળࢊࡶ ࢋ߭ ܹѰࡳԻ ضˁଟ ܹ 
ݡТЬ. ɼМה ࡵ۽ଞଜֲ ࢉਫ਼ࢇݛЕ ࡉ ऐ˗ࢶТЬ. ࢇԜଞ ࢇ
ࡪԻ T–FLEXЕ ٕ૽˳ ࢿ࣏߶ ӖЕ ࡪیଞ ۘࡶ ࡈیଜएփ Ьߦଞ
̛ ӖЕ ܻࠊࢇ ଗࡁଞ ̛ ۶˃ ۘଢ଼߾ ࠉݛԜࡋ ۴ࢇ Ѻ ʨТ
Ь.

tflex.ru/plm

રӿ֦ચշ ࢼѣ
Ьհ ࢿ૽˕ бչ T–FLEXձ ࡈیଜִ ળԂ֩ઝպ 2D Ѧִࡶ ঈࡸٕਫ਼
փҚ ܹ ݡТЬ. T–FLEXࢂ 2D CAD ՔઝЕ оۘࡶ ۢ۽ଟ Ҷ ָٗଢ
ТЬ. оٕٗࢂ Ьհ ܙչҖ ֻљԜࠪ ˬٸଟ Ҷ, ݪए߭ ࢿ૽ ҡࢉ߾
টࢺࡶ ֍শ یԆҚ࣏८ T–FLEXЕ ઞ ࢝ـଞ एࠝ֩ઝչձ ̐ռ Ҷ
 ш ʈԯଞ 2D Ѧ˱ ષԦઝձ एࡕଢТЬ. ળԂ֩ઝպ ࠀऑࡵ T–
FLEX ۶˃ࢂ ̛ ֲࢇقЬհ Ի̐Ԓࢂ ࠀऑ˕ бչ ࢿଞѹ 2D ࠀફફ
ࢂ ܹ߾ ࢂଥ ࢿଞѸए ߉ݡТЬ.
3D ߶ࡶ ࡢଞ T–FLEX Ѧִ ӖЕ ળԂ֩ઝպ ৼݛЕ ট˕ ӖЕ ˕ܕ
ࢽࢂѺ ܹ ߷ݡТЬ. Ѧִࡵ ض ࢇ߷˃˗ ߾ݛܕˁ یତࡳԻ ई߶ ݤі
ࢇઝѼТЬ.
T–FLEX߾Е ܹ, ˓८, ੩ݛઝ  Ѧִ ֻ֩ձ ૦ଡଞ ࠬࢷଞ ળԂ֩
ઝպ Ѧִ ח۰ɼ ૦ଡѸ߭ ݡТЬ. ࢝ـଞ ળԂ֩ઝպ ˗˃ɼ Е
ળԂ֩ઝպ 2D ˱ܕࡁ۽ձ ەଜࠆ ળԂ֩ઝպ 2D ߭ٴ܃չձ ۢ۽
ଟ ܹ ݡТЬ.
ʼ˕Е ࠬࢷ Ѱࢇ Ѻ ܹ ࡳװԻ ցݛਫ਼ ળԂ֩ઝպ Ѧִࡵ ضˁࢇ ଗࡁ
ଜװԻ खଟ ଗࡁɼ ߷ݡТЬ. T–FLEX߾ ΰࢢѹ ʈԯଞ ח۰ ળԂ֩ਫ਼
ձ ࡈیଜִ एח ࢢ ࢉࢶܖ۰ձ ଔଟ ܹ ݡТЬ.

 ୕ࡅۉл୕ۺ۟ ݘ ە
T–FLEX ࡈیЕ ऐࢻ ֻљ ળԂ֩ਫ਼ о ۘձ ۢ۽ଜࠆ ࡉ չଜˈ
ऐ˗ࢶ ࢉ ؏ࡳئԻ ળԂ֩ઝպ ֻљࡶ ࢿ߭ଟ ܹ ݡТЬ. ࢇ ˈࡪଞ ̛
М߾Е Ի̐Ԏ एࢇݥΟ ɼ ܕઝ࡛߭ ۶ɼ ଗࡁଜए ߉ݡТЬ.

T-FLEXВ ॴࡿࢳࢆ ѣˮࢌПЩ
T–FLEXЕ ࠇ ۘیଞ ɼए ࢊ˗ѹ ઞ ࡶ۽ɼएˈ ݡТЬ. ̐ ࡵ ɼࢠ
ॷࢂࢶࢉ ҡࢇοɼ ɼࢠ ࢚ ࡈଢТЬ. ࢉਫ਼ࢇݛЕ ؑࡉ̛  ˈݒ
ࡉ ࢊ˗ ࢇ۽एփ ऑࢽଞ ࡵ ળԂ֩ઝպ ̛Мࡶ ࡈیଞ ۶˃ Ѱ
ࢂ ϣԂࡋ ࡪࠉݡ ߾۽ТЬ.
ঈࡸٕਫ਼ ּЕ ࠀएТ߭߾ʯ ۶˃ Իֻ ࢂݛۿҘ ্ִ߾ оଞ ࢿ߭
ձ ফࢶଜࠆ ॷࢂࢶࢉ ۶˃߾ оଞ ߮ݛۿձ ࢿ˓ଜЕ ʨࢇ߹ݡТЬ.
Ի̐Ԓࢂ ࢷ ࡪࠉ ࡶ߶ ـࣸ ࡵݥ؏ ̒ࢻ ۽ऑࢽࡳԻ ࢿʠଜˈ ۶
˃ ୪ ࡶ۽ଯۘݡ ܹ ݤТЬ.

ߪٱ܀ն ָіս
T–FLEXЕ ̛˃ ۶˃ࢂ ̛ ࢇقѸЕ ߭ٴ܃չ 3D ֻљࡶ ݒʯ ЬՙТ
Ь. ۘଯ ݥ۶˃, ଜଯ ݥ۶˃ ӖЕ ѿ ؏࣏ ࢂئଢࡶ ࡈیଜࠆ ࠆԜ ˱
ܕࡁ۽Ի ˱۽ѹ ࢝ـଞ ߭ٴ܃չձ ۽ଟ ܹ ݡТЬ. ˱˗ ۽չЕ
Яࢊ ח۰ ΰ߾۰ ࠆԜ ࢿ૽ ضࡶ ۢ۽ଜࠆ ۶˃ ࢢ ࡶࡈیЯܻ
ଜЕ і Ѧࡏࢇ ѼТЬ.
T–FLEXЕ ࢜ࢢࢶࢉ ۶˃ ʼଡࡶ ଔଟ ܹ ѦԼ ܙչҖ ɾࢂ  ࢿݨѰ 
̛˃ࢶ ۘ ࡈࡶ ݤԦࢇ ܊ଟ ܹ ݡТЬ.

ࢳࡸ ˮܒ࠾ۺ
T–FLEXЕ ̛ଜଝࢶ րձ ଟкଜࠆ ߭ٴ܃չ ˗˃ձ ۢ۽ଟ ܹ Е
ࢶࡻ ̛ܽࡶ एࡕଢТЬ. ࢇձ ଥ ۶˃ ࢂѦձ ࢽଜʯ ૦९ଜˈ
߭ٴ܃չձ ؿЬ ݒʯ ˗չ  खଟ ܹ ݡТЬ.

ߪٱ܀ն Ҟࢆ ѭ୕
ળԂ֩ઝպ ৲ύਫ਼Е ەѸЕ ٕ૽߾ оଞ Ѱ ળԂ֩ਫ਼ एࢽࡶ ଥ ߭܃
ٴչ ֻљրࡶ ЯܻଢТЬ. ٕ૽ ࡢ ̛ Е ֻљ ܹࢽ ݤѰࡳԻ ࣏ࢽ
ѼТЬ. ߭ٴ܃չࢂ ˱࣏Е ضˁଟ ܹ ݡТЬ. 3D ߭ٴ܃չ߾۰ ۢ۽ѹ Ѧִ
ࡵ ֻҘ ۘ ࠪܕࡁ ۿଡ͉ ֻљ ܹࢽ ݤѰࡳԻ ߶іࢇઝ ѼТЬ.

 ࡿࢺ ࡅۉখ
ળԂ֩ઝպ ̛ ࢂࢽ ࡈیМࢂ ୂֻ ࡵ̛ܽ ࢉࢶݦљր ̛Мࡶ ʯ ࢠ
ଜࠆ ࡈیɼ ֻ ࢂݦљր ̛Мࡶ փҚ ܹ ѦԼ ଢТЬ. T–FLEX ֻљ
ࡵ Ьհ ֻљࢂ ࡁ ࠪܕएࠝ֩ઝչձ  ֻљ ੵݛչ ઝչ ΰ߾۰ 
߶ࢂ ԯ ળԂ֩ਫ਼Ի ৫ঈଟ ܹ ݡТЬ. ࢇԜଞ ؏ࡳݥԻ ֻҘ T–FLEX
ֻљࡶ Ьհ ֻљր ָԶ˕ Ѱࢊଜʯ ѰଜЕ ઞܹ ̛МࡳԻ ࢽࢂଟ ܹ
ݡТЬ. ࢇ ֩৲Тऋࡵ ֻљր ݤɾࡶ ʯ ࣲࠆ ߾ࡈیʯ ઞࢽ ֻљ
ր ߶ࡶ ࡢଞ ˈࡪଞ ̛М ̛ М ԂࢇٱԜչձ ۢ۽ଟ ܹ Е ɼМ۽
ࡶ ࢿ˓ଢТЬ.

س ֵԳ
ض ָԶ ۿઝЕ ࢝ـଞ ۰ࢇ ݛӖЕ ܙչҖ ֻљࢂ ֻߦࡶ ضˁଜЕ ɾ
Яଞ ؏˓ࢿ ࡶئଢТЬ. ضࡵ एࠇ ӖЕ ࢷࠇ߾ ࢶࡈѺ ܹ ݡТЬ. Ь
ߦଞ ࠦ ࡵ܊ऐࢻ ̍  ળԂ֩ਫ਼ ӖЕ ઞܹ ଧҚԜձ ଥ एࢽଟ ܹ 
ݡТЬ.

ۭૐࢄ୕ݘ
T–FLEXЕ ܙչҖ  ۰ࢇֻ ݛљրࡶ ݤοएࢶࡳԻ ʼଢଜࠆ ۶˃
ɼ ܙչҖ ֻљ߾۰ ܹଭଟ ܹ Е ʨঈԠ ۰ࢇݛձ Ѫষ, ࡧݛ, ୣࢷ
 Իઝଟ ܹ ѦԼ ଢТЬ. Ӗଞ ળԂ֩ઝպ ܙչҖփࡳԻЕ ଟ ܹ
߷Е ߶ࡶ ܹଭଟ ܹ ݡТЬ. ࠖձ Қ߭ ۶˃Е ˓ɾ߾ ۴ ӖЕ ৲
ٱձ ̐չˈ ̐  ߾ࢇی۰ࢇݛձ ֍ʠΟ ˬ८ଜए ߉Е ۰ࢇی ݛ
ࢇ߾ ଢѸЕ ۰ࢇݛձ ɼଟ ܹ ݡТЬ. ଢ ۰ࢇܙ  ݛչ
Җ ֻљրࡵ ળԂ֩ઝպ, ˱࣏ ܖʢ ࡈی ࡶ߶ ˗ࠉ ଜࠆ ۶˃ ضˁ
߾ ࡪࠉ˓ࢿ ࡶ۽ଢТЬ.

ऍࢸ ओ
T–FLEXЕ 3D ֻљࢂ ऐࢻ खࡶ एࡕଜࠆ ख ΰࠇࡶ ࡪएଜࠆ Ьۢ ݤ
۽ଟ ܹ ݡТЬ. ࢇʨࡵ ࡕԎ ੵݛչ ઝչ߾ ߖ ݛۿଟ ܹ ߷ࡶ Ҷ ɼࣇ
ࠟ ֻљ߾ ࡉ ࡪࡈଢТЬ.
ࠖձ Қ߭ ̛ ق۰ࢇٗ یݛ۱ (ࡕ, ࡕڹ, ˱ ࡕ )ࢉ ִࢂ ળԂ֩ਫ਼
ࠪ ଢࡳԻ ۢ۽ѹ ִࢂ ળԂ֩ਫ਼ձ ܹࢽଟ ܹ ݡТЬ. Ьհ ख ̛М
߾Е આࠒٗଟ, ִ ˬ, ִ ࢠ, ִ ࢿʠ, ׁ ٗչ ҟࢇ ݡТЬ.

 ۼەখ
ࢷ ۿۘ ࢉࢶחଔঙЕ ̛˃ Ѧִ߾ ࡈیѸЕ ֻҘ ࢊ؆ࢶࢉ ࣯۱ࢂ ڃհ
ۢࢷࠬ  ۽ଞ ࣏ࡶ एࡕଢТЬ.
T–FLEX߾Е ۴ଞ ̛˃ ࢿѦ ࣱࡶ ѰࡳԻ ࣱܹଜЕ Ө߭ Ѧִ Ԧࢇ
߅ࡑ, ۘۿ, ࣯۱  ܹ ࢿ߭ࠪ ଡ͉ 2D ח۰ Իݛۿձ ࡢଞ ࡖଞ ̛
М ۿઝɼ ૦ଡѸ߭ ݡТЬ.
T–FLEXЕ 3D ֻљ߾۰ Ѧִࡶ ѰࡳԻ ۢ߶  ۽іࢇઝଜࠆ Яִ, ۘۿ,
ળЯ  ҟɽ ٫ձ ૦ଡଞ ࣱ  ࣏ؿ ٫ձ ڃծʯ ۢ۽ଢТЬ. T–FLEXЕ
Яִ ٫ձ ۢ ۽ଟ Ҷ ٫ طԻ ˱ܕࡁ ۽ձ չ ࢽࢂ ଟ ܹ Е ݞԂࢇݛ
̦ࢇ  ۴ Ѧ˱ࢂ ଯۘѹ ࢿ߭ձ ଥ Яִ ٫ࢂ ࡪࠉ߭ࢿ ˕۽ձ ࢿ˓
ଢТЬ. ٕ૽ࢇΟ ߭ٴ܃չɼ ضˁѸִ ࠉ˗ѹ Ѧִࢇ ѰࡳԻ ߶іࢇઝ
ѼТЬ.

ࠆˀ ࢟ ֵۼ૯ (BOM)
T–FLEXЕ ̛࣑ 2D ؏ ߾ئଗࡁଞ ݤɾؿЬ  डࡵ ݤɾ߾ ࢽଞ BOM
ࡶ ۢ۽ଜˈ ߶іࢇઝ ଟ ܹ ݡТЬ. ٕ૽  ଜࡢ ߭ٴ܃չ ܹԛࡵ ତۘ
ফۘ ݦԻ ࡪएѸֲ ई۽˱ ݤѸ߭ Ѧִ BOM߾ ॹࡓखТЬ.

߭ٴ܃չ ضˁ (ࠖ : ٕ૽ ࢿʠ)ࡵ ࠉ˃Ѹ߭ ࡳװԻ BOM ੨ࢇ ࢇٴѰࡳ
Ի ߶іࢇઝѼТЬ. BOM ੬ଐչࢇઝ  ੨ࢇ֞ ࠊ( ۽ܖ ٴչ̔, ࢽԱ, ࢿּ
ٴԼ ҟ)ࡵ ࠬࢷ ࢂࢽ ࡈیଟ ܹ ݡТЬ.

ּғ Ҟࢆ
T–FLEXЕ ֿҖ ۢ ۽Իݛۿձ ࢿ߭ଜЕ ࢊࢂ ଢ Ѧ˱ձ ࢿ˓ଢТ
Ь. ׁ ੨ࢇձ ࢶࡈଟ ܹ ݡТЬ. ળલ Ԃࢉ  ۰ࢇ ;۽ۢ ݛଐ
Ԃݛબࢇ θɽܹ ݤ ˃ܹձ ˈԮଜࠆ ֻљࢂ ۘ ̛ձ ࣏ࢽଢТЬ.
ઉր ٗଟࡶ ܹଭଜࠆ ߭ࠪ ০ٸફձ ٗչଢТЬ.
ֻљࢇ ࠬՎѸִ ߭ࠪ ০ٸફɼ ٗչѸЕ ʨࡶ ؏ଥଟ ܹ Е ࢜ࢢࢶ
ࢉ ࢿחձ ʦیଟ ܹ ݡТЬ.

ଟ ળ̓ ۳ˀ
T–FLEXЕ શ̖ ٕ૽ ۶˃߾۰ ࢷʎѦ ʎ؈ ࠀ एТ߭ր Ѧִ ۢࢇ ߾۽
ծ̧̛ए શ̖ ٕ૽ࢂ ୪ࢶࢉ ˱ࡢ ࡶ۽ଥ ֍সѹ ࢊࢂ ָԶࡶ ࢿ
˓ଢТЬ.

Express FEA
ΰࢠѹ Express ଥ۱ࡵ ۶˃ ࠀएТ߭ɼ T–FLEX߾۰ ऐࢻ ۶˃ ʦऎࡶ ݨ
ଭଟ ܹ Е ࡈیଜ̛  ࡋݍءध ˕ ࡻԯ ଥ۱ Ѧ˱ձ ࢿ˓ଢТЬ.
ࢇЕ ࣏ ࢿݨʢ߾۰ ۶˃ɼ ߭ӊʯ ܹଭѸЕए ʼࢽଜˈ ʅ י ݲٸչࢶ 
Իੵ ࡶ ࢿଜ̛ ࢷ߾ ࢜ࢢࢶࢉ ۶˃ ʼଡࡶ طݥଜЕ і Ѧࡏࢇ ѼТ
Ь. Express ଥ۱ࡵ ࢷ חFEA ߕҖࠟ ֻғࢇ ࡻԯ ଥ۱ࡶ ܹଭଜЕ і ࡈی
ଜЕ ʨ˕ Ѱࢊଞ ۶˃ ଥ۱ ̛ܽࡶ ࡈیଢТЬ.
T-FLEX ଥ۱ ࢿ૽˳ΰ߾۰ ؿЬ ˈ̗ ଥ۱ ̛Мࡶ ࡈیଟ ܹ ݡТЬ.

л୕ ָתݡ ܇ԣࢄ܇
T–FLEXЕ ̛˃ ߭ٴ܃չࢂ ࢝ـଞ Ѱࡶ ଥ۱ଜ̛ࡢଞ ֻݤ ܊Ԧࢇ܊
ܙՔ˓ࢿ ࡶ܊ଢТЬ. T–FLEX Dynamicsձ ࡈیଜִ ܹքࡵ יչࢶ Ի
ੵ ࡶ ࢿ  ੨ݛઝ ଟ ଗࡁ߷ࢇ ɼۘ Իੵ ࡶ ੨ݛઝଜˈ
۽М, ߇ࢷ  ࢂձ ࡢଥ ۶˃ձ ফࢶ ଟ ܹ ݡТЬ. ʼ˕Е Ьհ ی
Ԇ˕ ݒʯ ˓ࡪ ଟ ܹ Е ̐Ԏ, іࢇਫ਼ ଐՁ, ˈؿ۰ ӖЕ ЬॹԻࡋ ߕ
Т֩ࢇࡳ܊Ի ݡ ܹ كТЬ.

ࡅࢸ זҞࢆ ۭה 
T–FLEXձ ࡈیଜִ ࡈࢻ י۶˃ ח ۰ࢂ ˈࡪଞ ۶˃ ࡁ˱ یତ߾
֍ʯ ࣏ࢽѹ ̛Мࡶ ࡈیଜࠆ ࡈࢻ طˁ߾۰ ߶ଟ ܹ ݡТЬ. ֻљ
ࡈࢻ࣯ י۱ࡵ ֻљ˕ ࠉ˗Ѹֲ ֻљࢇ ضˁѸִ ѰࡳԻ ߶іࢇઝѼ
ТЬ.

؎˔  ৹ࢄٱս Ҟࢆ
T-FLEX CAD߾Е Ԃࡉલ ݛݤ੬ ۶˃ձ ѰଜЕ ۶˃ Ѧ˱ɼ ૦ଡѸ߭
ݡТЬ. Ьߦଞ ࢿ࣏ ࡪ ˕߶ۏࢂ ؑ˗ ٴࢇৼ ր ݛݤ੬߾۰ ઘٱ,
ળࢇ, جલ(̛), ࢷ̛ ৼࢇ  ٴଜό ݛԂࡉલ Իܖ ࢂݛۿѦձ ϩ
ТЬ.

ࠚଌ API
T-FLEX ࠝଏ APIЕ .NET ̛ܽࡶ ̛؆ࡳԻ ˈʏ˕  یʎ؈߾ʯ Ьߦଞ
ࠒࠇ߾۰ ߕҖࠟ ߕଐչৼࢇ ࡶ܊ʎ؈ଟ ܹ Е ˝ࡢإଞ ɼМ˓ࢿ ࡶ۽
ଢТЬ. T–FLEXࢂ ࠀફફ ۿઝЕ  ࢂࢽ ࡈیоۘࡳԻ ࢠଟ ܹ ݡТЬ.
T–FLEX ࠝଏ APIЕ ֻҘ T–FLEX ̛М߾ оଥ Ѱࢊଞ ̛М ߖݛۿձ ଥ ࠬ
ࢷଞ ʏ एଯ Ի̐Ԏ ʎϙ˕ ࠆԜ Ի̐Ԏ߭߯ ձ एࡕଢТЬ.

Ӗଞ ࡈیɼ ઞࢽ ˁ߾ ֍ʯ T–FLEXձ ࢂࢽ ࡈیଜˈ ઞܹ ࡓ ଐ
Իࡉձ ѰଜЕ і Ѧࡏࢇ ѼТЬ.

ࢆਜ਼Ϗࡳ ଛ રӿ֦ચշ ߽ऎ
T–FLEX  T–FLEX ࠝଏ APIձ ࡈیଜࠆ ی, OEM, ʎ؈ ݛݤ ੬ ଢ
Е ˝ࡢإଞ ࢉਫ਼ϒ ̛؆ ࢿ૽߾ ળԂ֩ઝպ CAD ̛Мࡶ ࢿ˓ଟ ܹ 
ݡТЬ. ࢉਫ਼ϒ ࠀऑࡳԻ ࡈѸЕ T–FLEXЕ ࠀएТ߭, ࢿ࣏߶ ࡪ 
߶߾ʯ ࢿ૽ࡶ ࢷݤଜˈ  یҡࢉࡶ ࡈیଜֲ ցৼલ Ѱࡶ ܹଭ
ଟ ܹ Е ̛ୣձ ࢿ˓ଢТЬ.

Щ˯ߪ ऌࡒ
T–FLEXЕ ࡪТҖ ࡻࡈ Ի̐ԒࢇװԻ ࢷ ֻ ࢂ˃ۿҘ ߯߭ձ एࡕଢТ
Ь. T–FLEXࢂ ࡪТҖ एࡕࡵ ࡈیɼ T–FLEX ח۰߾ ࠠծʯ ݤѸЕ
Ь˲߭ ੩ݛઝձ ࡈଟ ܹ ࡸࡶ ࢂଢТЬ. Windows ࡋࠒ ࢿࢂ ֻ
Ҙ ߯߭ ߾ࢷ؟۰ ߯߭ ળࢊ ࢇղ߾ ࢿחɼ ߷ݡТЬ. ࡈیЕ ࡕଜЕ ߯
߭Ի оۘ˕ ળԂ֩ਫ਼ࢂ ࢇղࡶ एࢽଟ ܹ ݡТЬ.

ࢆਜ਼ૐࢄۺࠆࡧ ݘ
T–FLEXࢂ Ьߦଞ ࢉਫ਼ࢇࡈی ࡵ܊ࠦ ݛɼ  ࢂݦˁଵ˕ ۴Ѧ߾ ֍
Е ࢉਫ਼ࢇݛձ ۴ଟ ܹ ѦԼ ଜࠆ ۢ̑ ࡶ۽ۏоଢТЬ. ࡈی
ࢉਫ਼ࢇݛЕ ָԶࢂ ࢝ـଡ˕ ࡋࠒۘࢂ ࢿ ࡶ۽࢝ـʠଜѦԼ ઞط ۶
˃Ѹ߹ݡТЬ. Windows  ૻ ࢂࢊݛЬࡋ ֩Ѝ ࢉਫ਼ࢇݛЕ ۛଜ̛ ݒ
ݡТЬ. ɾЯଞ ੩ݛઝ ̛؆ ָԶ ֻࡸ, ߅ࢇਏ Ѧ˱ ֻࡸ  Ի ɼ̛ ੁ
ଟкѦ ࡈیଟ ܹ ݡТЬ. ଣ-ੁ ۽Ի ˱ѰѸЕ एМ ࡢ एࢽ Ѧ
˱ ֩ ߶ Ѝࠪ ʋࡵ ଯۘѹ ̛Мࡵ ࡓଐԻձ ʯ ЯܻଢТЬ. T–
FLEXЕ ء ۿध ցࡉ؟ ݛટ, Ѱࢶ एࠝ֩ઝչ չ̛ؿ, SpaceMouse® ए
ࡕࡶ ࡈیଜࠆ ऐࢻ ֻљ ۘ ࡈࡶ ࢿ˓ଜࠆ ءٺଞ ̛М˕ ˈ̗ ̛М
ࡶ ࡕଜʯ ଢଢТЬ.

˅̔ ̍ԋ ଙ ݘݡ੩
ˈ۽М 3D ̐Ԏକ ֩৲Тऋࡵ ࡉ ਼ ߭ٴ܃չ߾۰Ѧ չଞ ߶ࡶ ؿ
ࢠଢТЬ. ָ࣏  આָѦ, ˵ࢸթ, ۰ࢇ ۽ܖ ݛҟ˕ ʋࡵ ࢢՎ ࡶ۽ܖ
̛؆ࡳԻ ˈ૽ओࢂ ࢇ ࢉࢶݨیएձ ۢ۽ଟ ܹѦ ݡТЬ.

سୗ̘
ٕଞ T–FLEX ض̛ ࢿ૽˳ࡶ ࡈیଜִ Ьߦଞ ɼࣇ̛ࠝ  ΰؿΰ̛
ࡁ˱ یତࡶ ݒܘʯ ࣐ଟ ܹ ݡТЬ. T–FLEXЕ Parasolid, IGES, STEP,
Rhino, STL, DWG, DXF, SolidWorks, Solid Edge, Inventor Ӗଞ ֻࠦ ܊ғ
Catia V4, V5, V6, ProE/Creo/I-DEAS ҟࢂ  ࡶݥଥ ɼࢠ σչ ࡈیѸЕ
3D ֻљր  2D Ѧִ ݛݤ੬˕ ۘ ࡋࡈଟ ܹ ݡТЬ. Ӗଞ T– FLEXЕ
̐Ԏକ ࢇएձ չࣁ੨ࢇ܊, ࡠ ࢇए ח ̛ ۰Ի ΰؿΰ̛ ࡢଞ
ࠦ˓ࢿ ࡶ܊ଢТЬ.

T-FLEX CAMࡵ ࢿ ࢢܕʠձ ଞ ˓˱ ˁԻ ࢉ ݤ ˃̛ Ԧࢇڸ ܊փ ߅ТԂ NC Ի̐Ԓ ۢࡢ ࡶ۽ଥ TFLEX CAD߾ ࠬࢷ ଢѹ ۢ ۏएࡕ ֻғТЬ. ˝ࡢإଞ ࢿ࣏ ٕ ߾ח૦˘ࢶࢉ ɼ˓ Ѧ˱ձ ࢿ˓ଢТЬ.

Щߣଛ ː̘ˀ ߪն৹ࢄ ࡳ܇ଛ ݘݡ੩
T-FLEX CAMࡵ ր, Җռր, ਫ਼Ъ, ૌঢ়, ࠪࢇ߭ EDM, Ԧࢇࢵ  ଐԂइց ࢸЯ
˕ ˗ѹ NC Ի̐Ԏ֞ձ ࡢଞ ܙՔ˓ࢿ ࡶ܊ଢТЬ. T–FLEX CADࠪ ʼଢѹ
T–FLEX CAMࡵ ࢿ૽ ۶˃  NCձ ࡢଞ ࠬࢷ ࠉ˃Ѹˈ ଢѹ Ѧ˱ձ ࢿ˓ଢ
ТЬ. T–FLEX CAMࡵ Ѱࢊଞ T–FLEX CAD ۘࡶ ࡈیଜࠆ ɼ˓ଜЕ ٕ૽ࢇ ֻ
љրଞ ٕ૽˕ Ѱࢊଞए ࢉଜ̛ ࡢଥ ˓˱ ˁԻձ ۢ۽ଢТЬ. T–FLEX CAM
ࢂ ˓˱ ˁԻ ݤ ˃̛ Ԧࢇ  ܊ʦऎࡵ ࢿ࣏ ࠀएТ߭ɼ NC Ի̐Ԓ ૽
ओ˕ ̛˃ ୪ܖݦ ࡶ۽ଜʯ ʎ۴ଜЕ і Ѧࡏࢇ ѼТЬ. NCࠪ ࠬࢷ ࠉ˃Ѹ
Е T–FLEX CAD іࢇਫ਼ ɼࣇ̛ࠝ  ۶˃ Ѧ˱ձ ଥ ̛߶ࡵ ۶˃߾۰ ࢿ̧࣏
ए ࡁܕѸЕ ݤɾࡶ ࣲࢇˈ ۶˃ ضˁ߾ ܖݦଜʯ ࢶࡻଟ ܹ ݡТЬ. T–FLEX
CAMࡵ Ӗଞ ࢿ࣏ ˓ࢽ߾۰ ۘ ˗ѹ ߶ࡶ ѰଜЕ Post Processor, ˓
˱ ख̛  ط߶ۏ ɼ˓ ܙՔ˓ࢿ ࡶ܊ଢТЬ. T–FLEX CAMࡵ Ьߦଞ ˱ࡳ۽
Ի ࢿ˓ѸװԻ ए̖ ଗࡁଞ ʨࡶ ࢽ ˱ଜˈ ٸइТݛɼ ࢠ۽ଡ߾ ҬԂ
ݛݤ੬߾ ɼଟ ܹ ݡТЬ.

ଟ રӿ֦ચշ CAD/CAM
T–FLEX CAMࡶ ࡈیଜִ ࢿ࣏ ࠀएТ߭ɼ ۶˃ ଔҖؒࡶ ࢿ˓ଜЕ і ؿЬ ࣸ
ࠇ ࢉࢶݪଟࡶ ܹଭଜЕ Ѱ ˗ࠉ ߾ݤNC ˓˱ ˁԻ ۢ ࡶ۽۶˃ࠪ Ѱ ߾ݤऑଭ
ଟ ܹ ݡТЬ. 3D ࢿ૽ ֻљ˕ࢂ ࠬࢷଞ ࠉ˗ ˕۽Ѱ̛ձ ࡪएଜЕ T–FLEX
CAMࢂ ̛МࡳԻ ࢉଥ ࢿ࣏ ࢽؿձ ۶˃ іࢇਫ਼߾۰ ऐࢻ ߶іࢇઝ ଟ ܹ ݡ
ТЬ. ˓ࢽ ࢽࢂ  NC Ի̐Ԏ ࡶш چչ ݤଟ ܹ ࡳֲ ۶˃ ضˁࡶ ܹ
ࡈଜ̛ɼ  ݡݒТЬ. ̐ ʼ˕ ۢ ࢇ۽ۏଯۘѸˈ ૽ओࢇ ଯۘѼТЬ. ࠬࢷ
 ࠉ˃ѸЕ एࠝ֩ઝչ  ˱˓ ˁԻձ ଥ एࠝ֩ઝչ ӖЕ ɼ˓ ળԂ֩ਫ਼
ձ ܹࢽଜˈ ࢽଜˈ ߶іࢇઝѹ ˓˱ ˁԻձ ईݡ ܹ ࡶ߱ ݤТЬ. T–FLEX
CAD߾۰ T–FLEX CAMࢂ Яࢊ ॷ ଢࡶ ଥ T–FLEX CAD ˁࡶ ߭اΟए ߉
ˈѦ ֻҘ ɼ˓ ߶ࢇ ࢽࢂ, ˃  ۏʦऎѼТЬ. ̛˃ ɼ˓߾ ࡈیѸЕ ֻҘ
2D  3D ۘࡵ ળԂ֩ઝպ T–FLEX CAD ۶˃ ֻљ˕ ࠬࢷ ࠉ˃ѼТЬ. T–
FLEX CAD ۶˃߾۰ ɼ˓ ߶ࡶ ࢽࢂଜЕ і ࡈیѸЕ ۘࢇ ضˁѸִ T–
FLEX CAMࡶ ࡈیଜࠆ ֻҘ ɼ˓ ߶ࡶ ߶іࢇઝ ѹ ۘ˕ ѰࡳԻ Ѱ̛
ଟ ܹ ݡТЬ. ֻҘ ɼ˓ ߶߾۰ T–FLEX CAD ֻљ˕ T–FLEX CAM ɼ˓ɾ
߾ ࠉ˃˓ࢿ ࢇ۽ѼТЬ.

Wire EDM
T–FLEX CAMࡵ ˖ࢇ Е ̖, Ьࢇ, ߭, ০ٸફ, ֻߦ ӖЕ Իળࢊࡶ ɼ
˓ ଟ ܹ Е  ࡈإEDM ֩৲Тऋࡶ ࢿ˓ଢТЬ. ࢇ Ьּࢶ ɼ˓ ֩৲Тऋࡵ ࠪ
ࢇ߭ ࢸЯ ˁԻձ ফࢶଜִ۰ ऐ۴ ӖЕ ੨ࢇ ଢ଼ࢸ ۍࢽ  ۍЯࡶ एࡕଢ
ТЬ. ࠬࢷ ࠉ˃ѸЕ एࠝ֩ઝչ  ߭ࢇࠪ ˁԻձ ଥ एࠝ֩ઝչ ӖЕ ̛
˃ ɼ˓ ળԂ֩ਫ਼ձ ܹࢽଜˈ ࢽଜˈ ߶іࢇઝѹ ࠪࢇ߭ ˁԻձ ईࡶ߱ ݤ
ܹ ݡТЬ. T–FLEX CAMࡵ 2 ʎ ˖ ɼ˓ࡶ ૦ଡଜࠆ ˉ۴ࢂ ࡕ ؿɾࡶ 
ଥ ࢝ـଞ 2D, 2.5D, 4D ࢸЯࡶ एࡕଢТЬ.
ࡓਫ਼ࣅ, Ԧࢇࢵ ӖЕ ଐԂइց ࢸЯ߾Ѧ Ѱࢊଞ ̛Мࡶ ࢶࡈଟ ܹ ݡТЬ.

۟ یTurning
ш ڃծˈ ࢽଞ ʼ˕ձ ࡢଥ ̛࣑ࢂ ۴ ۍɼ˓ࡶ "ଢ଼   ۍɼ˓߾۰ Ο یɼ
˓ ̧ۍࢽ ए“ ѰଜЕ CAM ݛݤ੬ࡵ יԽ Ь ˓ ̛˃ આձ ̑оଜ
̛ ࡢଥ T–FLEX CAMࡵ ࠠհ ۴ТЬ. ૦˘ࢶࢉ  ࡈإɼ˓ ࢇی ࢿ૽˳߾
Е   ૦ਂ˕ ʋࡵ ࢊ؆ࢶࢉ ̛М˕ ଢ଼ۍ, ࣸ ۍࢽ  ۍ۴ ۍɼ˓ ࢷԘ߾ оଞ
एࡕ˕ ଡ͉ ִۍ, ؿր, Җռր, Ο یɼ˓ ࢸ Я ۴ ߾ۍоଞ एࡕࢇ ૦ଡѼТ
Ь. T–FLEX CAMࡵ Ьߦଞ ֞ݤЪ ܁ਫ਼߾ ֍ʯ ࣏ࢽѹ ࠆԜ ࢇی ࢽˈ ࣱ ߶ۏ
ࡶ एࡕଢТЬ. ɼ˓ ࢇݯࢂ ઞܹ ख̛߾۰  ࢂࢽ ࡈیɼ˓ ࢇݯࡶ ۢ
۽ଟ ܹ ݡТЬ.

ғչս ࢄ֦  
Җռր, ҧ  Җռր,  Җռր, չ, ؿր, ଛ  ̛ քࡵ P-to-P  ࢷی
Ի̐Ԏ ࢽˈ  ɼ˓ ࢇی˕ ֍স Җռր ࢇیࡶ ࡈیଟ ܹ ݡТЬ.
T–FLEX CAMࢂ ֍স ɼ˓ ࢇیࡵ ࢸࢇ ˱˓ ۍѰࡶ ࠬصଜʯ ࢿ߭ଜࠆ ୃ
ࢢ ɼ˓ ˁࡶ ΟεТЬ.

2.5D ս/࣌ɺ
T–FLEX CAMࢂ 2.5D ր ֻғࡶ ࡈیଜִ T–FLEX CAD Ѧִ іࢇਫ਼߾۰ ˓˱
ˁԻձ ڃծʯ ۢ۽ଟ ܹ ݡТЬ. ࠆ̛߾Е ଢ଼ۍ, ࢽۍ, ૦ਂ ߶,  ݞઝԦࢇ
ݭ, ࢿશ  Ο۴ ؿɾࢇ एࡕѸЕ Ο۴ ˕ ʋࡵ Ьߦଞ ઞࢽ ̛Мࢇ ૦ଡ
ѼТЬ. ૦ਂ ɼ˓ ࢇیࡵ ֻҘ ࢝ـଞ ૦ਂࢂ ଢ଼ࡢࡶۍࢽ  ۍଞ ࠬصଞ Ѧ
˱ ࢿ߭ࠪ ˝ࡢإଞ Ѱձ ࢿ˓ଢТЬ. T–FLEX CAMࢇ ࢿ˓ଜЕ Ьߦଞ ૦ਂ
ɼ˓, ࢽ ۍિ ࢷ ۍࢸ Ԙࡵ ր ࡁ˱߾ ʠࢂ ࢿהଞ ࠦ˓ࢿ ࡶ܊ଢТЬ. T–
FLEX CAMࡵ ֻҘ TrueType® ͚̔ࡶ ݒʯ ࣏ɽଜˈ CNC ̛˃ձ ࡈیଜࠆ ˈࢷ
ࢶࢉ ࡳܘԻ ࣏ɽ ଞ ࠖܽࢂ ୪˕ձ ࢿ˓ଢТЬ.

ૉ
T-FLEX CAMࢂ ૌঢ় ֻғ߾Е ઞܹ ˓˱ एࡕࡶ ૦ଡଜࠆ ցࢇԻ ࣏ࢉઝ ؑ
 खࡶ ࠬصଜʯ एࡕଜЕ Яࢊ ˓˱ ૌঢ় ӖЕ ࢇیࢂ оࡢ  ە ݥ
एࢽࡶ ࡢଞ ࢷ ָԶ ۿઝɼ ૦ଡѸ߭ ݡТЬ. T-FLEX CAM ૌঢ় ֻғࡶ ࡈی
ଜࠆ ۚ ˓˱ձ փҚ Ҷ ࢽࢂ߾Е ˓˱  ࡶࡈیফоଞ ࢿ߭ଜЕ і ଗࡁଞ ֻҘ ࢽ
ؿɼ ૦ଡѼТЬ. ˓˱ ˁԻ ݤԦࢇ ࡶ܊ଥ ߯ࢿҘए ˓˱ ˁԻձ ʦੵଟ ܹ
ݡТЬ. ˓˱ ૌঢ়ࡵ ˓˱ ݤ ݛӖЕ ࢷ ݤԦࢇ ߾܊ҬԂ ଞ  ߾ءଜΟ
Я˃طԻ ऑଭѺ ܹ ݡТЬ. T-FLEX CAMࡵ CNC ̛˃ ݨଭ ݤɾࡶ ফܕଜ̛
ࡢଥ Ѱ ˓˱ ˁԻ ফࢶձ ࢿ˓ଢТЬ.

3D ս
T–FLEX CAMࢂ ۢ ࢇ۽ۏϩࡵ 3D րࡵ ۰ࢇܙ  ݛչҖ ֻљ ֻѿ߾ ࡈیଟ
ܹ ݡТЬ.
ࠆԜ ̛ܽࡶ ࡈیଜࠆ Ьࣸ ۰ࢇֻ ݛљࡶ ଢ଼ۍࢽ  ۍଜ̛ ࡢଞ ɼ˓ ࢷԘࡶ
ۢ۽ଟ ܹ ݡТЬ. ˁ˃ձ एࢽଜࠆ ׁ ӖЕ ଥк Яִࡶ ࢿଞଜˈ, ߾ए / ଐ
Ԑए ࢽࡢ ࡶۍଞ ઞܹ ߊˈչऋࡶ ࢶࡈଜˈ, Ο۴ ࡕ րࡶ ࡢଞ ˓˱ ˁԻձ
˃ۏଟ ܹ ݡТЬ.
ࢇ Ի̐Ԓࡵ ઞ Ԝࡋ ۰ࢇ۽ۢ ࡶۍࢽ ݛଜЕ ࢊࢽଞ Z Ԧ ˕خҟʠչ
ࢻ̒ ؏ ࡶݥएࡕଢТЬ.  ݞɼ˓ࡶ ࡈیଜִ ଗԬࡶ ࡈیଜए ߉ߑшԂѦ Τ
ՀʠΟ ଗԬ ҡ੨ࢊࡶ ɼ˓ଟ ܹ ݡТЬ. T–FLEX CAMࡵ ԡˈ ܹଝࢶࡳԻ
ࢽଞ एࠝ֩ઝչࠪ ۔ɽ ֻљ ֻѿ߾۰ ߶ଜЕ ɼ˓ ߶߾ ɼࢶࢉ ࣱܹ
ࢂ ࡪࠉ˓ࢿ ࡶ۽ଢТЬ.

˅̔ 5D ս
T–FLEX CAMࡵ ˓˗ ˕יѹ ૦˘ࢶࢉ ˓˱ ࡢʼࢽ ࠦ ˕܊ଡ͉ ߶˃ ˁ
ࢪԯ Е 5 ր ̛Мࡶ ࢿ˓ଢТЬ. ࢝ـଞ ۰ࢇ ߾ݛоଞ ফࢶࢂ ˓˱
ˁԻЕ ߅ࢇܕળԂ֩ઝպ ৲ ٱӖЕ ؏ଯएࢽ ˁԻձ ̛؆ࡳԻ ળۢѼТЬ

ࢇ ̛ܽࡶ ࡈଜִ ࢊ؆ࢶࡳԻ ࡈیѸЕ ˖۴ ٕٗ ۴ іࢇਫ਼ࠪ бչ ʼ
˕ ˓˱ ˁԻɼ ࢽଜˈ ɾʼଢТЬ. ˓˱  ؿɾࡵ T–FLEX CAMࢂ 5 ɼ˓
߾۰ Ӗ Ьհ ࢷԘТЬ. ɼࡉघ ߷Е ˓˱ ˁԻձ ۢ۽ଜЕ ̛Мࡶ ࢿ˓ଢТ
Ь. ࢇ ˁࡉ ˓˱ ࡵ ࠆԜ ثਫ਼, չҖ ɽѦ ӖЕ ؏ଯएࢽ ˁԻԻ ࢿ߭ѼТЬ.
ࢇࣸ ˉթࢇ Е ࢝ـଞ ۰ࢇ ߾ݛоଞ ˓˱ ˁԻ ۢ؏ ˱˓ ࡵ۽ଯ एࢽࡶ
ࡢଥ "ـଢ ۰ࢇ “ݛЯࢊ ળԂ֩ઝպ ࠒࠇࢂ ߾ݛࢇت۰Ѧ एࡕѼТЬ.
T–FLEX CAMࡵ ࡢ  ܖࠉ 5 ɼ˓ࡶ ֻѿ ࢿ˓ଢТЬ. ࡢ ɼ˓ࡵ ࢉїݛ
ɼ˓ ࠒࠇ߾۰ ହҖ ؏ଯࢂ ળԂ֩ઝպ ࢽࢂձ एࡕଢТЬ. ࠉ ܖɼ˓ࡶ ଥ
ࡈیЕ ࢝ـଞ ۰ࢇݛ, ܙչҖ ӖЕ ۔ɽ ֻљ߾ ʤঙ ࠉ ˱˓ ܖˁԻձ
ۢ۽ଟ ܹ ݡТЬ. ˓˱ ˁԻЕ ࠬࢷ ɼࡉघ ʦیѸֲ ˝ࡢإଞ ɼ˓ ࢷԘ
˕ ֻҘ ˓˱ ࡪࡶ एࡕଢТЬ. ࣏ɽ ࢸЯ ࠦࡈی ࡶ܊ଜࠆ ࢝ـଞ ٕ૽ࢂ ফ
ࢶ ɼ˓ (ࠖ : ࢎԜЕ Яܻѹ ԻݛۿТЬ. T–FLEX CAMࡶ ࡈیଜִ 
չ ࢽࢂѹ ળԂ֩ઝպ ࠒࠇ߾۰ ɼ ضɼ˓ ˓८ࠪ ࢇܖ ܞѦձ ۶ࢽଟ ܹѦ 
ݡТЬ.

5D ғչս
5 Җռրࡶ ଥ ֻҘ ɽѦ߾۰ ٕ૽߾ ࢻ̒ଜЕ ࡶ ɼ˓ଟ ܹ ݡТЬ. ˓
˱ձ ܖݦଜʯ ୣࢷݤ ˱֦߾ ֍় ٕ૽ࡶ ࢢ۶ࢽ ଟ ଗࡁձ ࣲࠆ ݤɾࡶ ʯ
ࢸߟଜˈ ࢽѦࠪ ۰ࢇ ࡶۍࢽ ݛଯۘݤТЬ. T–FLEX CAMࡵ 5D Җռր, 
ࢇݭ, ̦ࡵ  Җռր, ؿր  Ο یଛࢂ Ьߦଞ ɼ˓ ࢇیࡶ एࡕଢТЬ.

Cam- ەս
৪ ࢂ ઞܹ րࡵ ୣࢷ ۰ࢇ ݛӖЕ ଥк ܀ਫ਼ձ ɼ˓ଜЕ і ࡈیѼТ
Ь.
ࢇԜଞ ࡪࢂ ɼ˓ࡶ ࡢଞ Ѱ ݪɼ˓ િݛЕ ৪ ୣࢷ ߾ ऐɽࡳԻ ؑѼТ
Ь. ૪ ˓˱ ࢇѰࡵ ৪ ۘ߾ ࢂଥ ࢽࢂѸֲ ৪ ֩৲Тऋࢂ  ܈Ѱ ئ߾
ଥкଢТЬ.

NC תݡԣࢄ  ܇ʣऋ
T–FLEX CAMࡵ ̐ ࢉࢶݨیԎକ ʦऎࡶ ࢿ˓ଜࠆ Ի̐Ԓࢇ ݨଭѸ̛ ࢷ߾ ࠠ
հए ࢉଢТЬ. ֻҘ ࡪࢂ ɼ˓ࡶ ࢉଟ ܹ ݡТЬ. ࢇ Ի̐Ԓࡵ ۴
ࢶࡳԻ T–FLEX CAD ֻљԻ ɼࣇࠝЕ ٴ ࢢܕԼ߾۰ ࢸЯѸЕ ٕ૽ࡶ ࣶࠆؿ
ТЬ.
Ի̐Ԓࢇ ̛˃߾ ԻҖ Ѹ̛ ࢷ߾ Ѫ˕ ࠝզձ ʃएଜˈؿЬ ୪ࢶࢉ ɼ˓
ࡶ ࡢଥ NC Ի̐Ԓࡶ ফࢶଟ ܹѦ ݡТЬ. T-FLEX CAD߾۰ ۶˃ଞ ࢿݨ
ֻљ˕ ˬٸଜ̛ ࡢଥ ࢵࢠѹ ݤԦࢇ ܊ʼ˕ТЬ. ࢇ Ի̐Ԓࡵ ܻ ࡋѰଝ
ࢂ ࢷ ˱ୃࡶ एࡕଜˈ ए̐ ̛ ࢂ˱˓ ଜଝࢶ ࠦˈ ࡶ܅ԮଢТЬ.

ࡧࠆଛ આս ࠣ܇
T–FLEX CAMࡵ ઉր ࢽࢂ Իݛۿձ Яܻଜˈ ֻҘ ࡪࢂ ֞ݤЪࡶ ࡢଞ 
ࣱ߾۰ ࢝ـଞ ֍স ૪ ˓˱߾ ࢇծ̧̛ए ࠬصଞ ઉր एࡕࡶ ࢿ˓ଢТЬ. ࢇ
ܕઝ࡛߭Е ˓˱ࢂ ɼ˓ एࢺࡶ ؑଜЕ ̛ଜଝࢶ  ɼ˓ ળԂ֩ਫ਼ձ ̛؆
ࡳԻ ˓˱ ˱ ࢂ۽оࢂࢽ ݥձ ࡢଞ ળԂ֩ਫ਼ ̛؆ ̐Ԏକ ˓˱ ख̛ձ ࢿ˓
ଢТЬ.

Post Process ̘Й
T–FLEX CAMࡵ ֻҘ ࡪࢂ ݛݤ੬߾ оଥ ۘкଞ ΰࢠ ૦ݛઝ Իۿ۰ Ԃࢇٱ
Ԝչձ ࢿ˓ଢТЬ. Ӗଞ ࢇ ܕઝ࡛߭߾Е ̛˃ࢂ ࡁ˱ یତࡶ ࣐ଜ̛ ࡢଥ
੨ࢇ ٴ૦ݛઝ Իۿ۰ձ փҚˈ ܹࢽଜЕ ૦ݛઝ Իۿ۰ ̛ۢ۽ɼ ૦ଡѸ߭
ݡТЬ. ࡈیЕ NC Ի̐Ԓࢂ ʎ ط࣏˱ ˕ݥձ एࢽଟ ܹ ݡТЬ. ࢝ـ
ଞ ࡪࢂ ɼ˓ࢂ ˁࡉ  ݛܕҖ߾ ࢿ˓ѹ ̛࣑ ੬ଐչࢇઝձ ̛؆ࡳԻ ऐࢻ 
Ի̐Ԏࡈی ࡶଜࠆ ઞܹ ૦ݛઝ Իۿ۰ձ ʎ؈ଟ ܹ ݡТЬ.

T-FLEX Технология – вдохните жизнь в металл

T-FLEX ଥ۱ࡵ(Analysis)ࡵ ࠀएТ߭ɼ ࢝ـଞ ٕ૽ ٴ܃߭ չձ ɼۘࡳԻ ੨ݛઝଜˈ ٗ۱ଟ ܹ ѦԼ ˝إ
ࡢଞ ࢷٗ ח۱ Ѧ˱ձ ࢿ˓ଢТЬ. ࢽࢶ, ࣯ળܹ, ࣛ˵, ࠊ, ফࢶ, ଔԻ ٗ ̛ ۱ࡶ ܹଭଜ̛ ࡢଥ ࡪଞ ࡁܕ
؏ࡈی ࡶئଢТЬ. T-FLEX ଥ۱ࡵ ֻљࢇ ˱Ѹ̛ ࢷ߾ ࣏ ࢿݨʢ߾۰ ߭ӊʯ ѰଜЕए ࣶࠆؿТЬ.

ࠆˀ ָі
CAE ֻљࡵ ̛ قT-FLEX CAD एࠝ֩ઝչձ ࡈیଜ̛ Ҷ ߾ח۶˃ ֻљ˕
ࠬࢷ ࠉ˃ѼТЬ. T-FLEX ଥ۱ࡵ ݤɾࢇ քࢇ ʤչЕ एࠝ֩ઝչ ضࢇ
Ο іࢇਫ਼ ࢢࢇ߷ ۽Ѧ ݤԦࢇ ߾܊ফ ݦ۶˃ ࢽؿձ ࡈیଟ ܹ ѦԼ
ଢТЬ. ֻљࢂ ۶˃ ضˁ یତࡵ ଥ۱ ˃ࡢ ࡶۏଥ ѰࡳԻ ߶іࢇઝѸֲ,
֩ݍЕ ɼࢠ ࢝ـଞ ֻљ एࠝ֩ઝչ߾Ѧ ѰࡳԻ ࢶࡈѼТЬ.

ࢆ ࡅۉਜ਼ૐࢄݘ
T-FLEX CADࠪࢂ ࠬصଞ ଢࡵ T-FLEX ଥ۱ ࡈیɼ T-FLEX CAD ࡈی
 ࢉਫ਼ࢇ߾ݛ۰ ऐࢻ ۶˃ ٗ۱, ݤԦࢇ  ܊ফࢶձ ܹଭଟ ܹ 
ࡸࡶ ࢂଢТЬ. T-FLEX ଥ۱ࡵ T-FLEX CAD ֻљ ઝչ,  ۽ܖо ۘ,
ָԶ ֩ Ѝ ˱࣏, Ѱࢊଞ ցࡉؿੁ  ݛҖ ָԶࡶ քࢇ ࡈଜװԻ TFLEX CAD߾۰ ٕ૽ࡶ ۶˃ଟ ܹ Е یԆࢇԂִ ϼ˱Ο ٕ૽ࡶ ଥ۱ଟ
ଗࡁ߷ࢇ ଥ۱ଟ ܹ ݡТЬ. ۚԻࡋ ࢉਫ਼ࢇݛձ ؑࡉࠝݤݫ.

ࢳࡅ ࠏࠄ
ڃծˈ ࢵԲଞ ଥ۱ࡵ ࣗࣗ ऐ˗ࢶࢇए ߉ࡵ ܙՔ ࡶ܊ҖԜΰˈ ࢿ૽ ઞ
 ߾۽оଞ ш Οࡵ ࢇଥձ ࢿ˓ଡࡳԻࠀ ނएТ߭߾ʯ Ѧࡏࢇ ѼТЬ. ̛
˃, ࢷ ̛˃, ତ˓ ࡉ࣯, ࡋܞ, ࢷԯ, ࢂՎ ӖЕ ʢ۶ ߾߶ۏ۰ ࡈیѸҘ
T-FLEX ଥ۱ࡵ ʎ؈ ݤɾ Я, ੨ݛઝ ࢸ ࡈٸʃ, ࢿ૽ ૽ओ ଯۘ, ܹ࢈
 ۽ଯۘ, ষݤ ݤɾ Я߾ Ѧࡏࢇ Ѻ ܹ ݡТЬ.

ࢺࢳ ˮ࣌ ଢۮ
˱࣏ ଥ۱ ̛Мࡶ ଥ ࠀएТ߭Е Ьߦଞ ଜࣸ ࣏ʢ߾۰ ٕ૽ ٴ܃߭ չ
ࢂ ࢽࢶ ࡻԯ ଥ۱ࡶ ܹଭଟ ܹ ݡТЬ. ࢽࢶ ݛਫ਼ҡЕ ࡢض, ؆ԯ, ض,
ࡻԯ ٗ ࢷ߇ ૦ ˃ܹձ ˃ۏଢТЬ. ࢽࢶ ଥ۱ࡵ ϩࡵ ࡻԯࡳԻ ࢉଞ ˈ
ࢠࡶ ؏एଜЕ і Ѧࡏࢇ ѼТЬ. , ߏԯ, ࣸԯ, ୣࢷ ଜࣸ, ߭تր , ੵ,
̍ࢽ ࡢض, ࠟѦ ҟ Ьߦଞ ˱࣏ࢶ ଜࣸ  ࡶܖ˱ एࢽଟ ܹ ݡТЬ.

࣬રܶ ଢۮ
࣯ળܹ ଥ۱ࡵ ٕ૽ࢂ ˈࡪ ࣯ળܹ ˗  ֻҖ ֻߦࡶ ʼࢽଢТЬ.
ٕ૽ࢇ ֻਫ਼ࠪ ʋࡵ ࠉʼѹ Ѱԯ ˱Ѱ ࢠࢂ ࣯ળܹ߾۰ ˓ऑଜЕए
ࢉଟ ܹ ݡТЬ. ˱࣏ࢂ ˓ऑࡵ ࢊ؆ࢶࡳԻ ଔଜʠΟ ʃܫଥߞ ଜ
एփ ࠀएТ߭Е Ьհ ࡻࡈ ٗߞ߾۰ ˓ָࡶ ࡈଟ ܹ ݡТЬ. ࢊ؆
ࢶࢉ ࡻࡈ ٗߞ߾Е ࡸଯ ݛଔ৲ ۶˃, ତ˓ ࡉ࣯ ˱࣏ ۶˃, ˬԛ  
ˬ ۶˃, ʢ۶ ࢠ ٸ۶˃, ߆̛ ࠉ˱, Իݛݤ ن੬ ଥ۱, ୣࢷ ̛˃  ਫ਼
 ٺ۶˃, ऑѰ ৴ ߭ࢇتফࢶ ҟࢇ ૦ଡѼТЬ.

ࣘ˲ ଢۮ
ࢎ˃ ࣛ˵ ଜࣸ ଥ۱ࡵ ࣯Ի  ؏ଯ ଜࣸ ଜ߾۰ ֻљࢂ ̛ଜଝࢶ ߇ࢽ۽
ࡶ ࣏یଢТЬ. ࢇЕ ʄݛԞ ਼ ࡢضձ ࢂଜЕ ࣛ˵Ի ࢉଞ ˈࢠࡶ ؏
एଜЕ і Ѧࡏࢇ Ѹֲ оٕٗࢂ ࢿ૽ࡶ ࢽۘࢶࡳԻ ࡈیଟ Ҷ ؈ۢଜִ
ָࢶࢊ ܹ ݡТЬ. ࣛ˵ ଥ۱ࡵ ɼࢠ άࡵ ࣛ˵ ଜࣸࡶ ࢿ˓ଜֲ ࢇЕ
ࢊ؆ࢶࡳԻ Ѱ८ Ԧࢎ ۶˃, ̛҆ ۶˃, ࢉԂ ۶˃, ߇ࢷ ˃ܹ ʼࢽ,
ࢷܞ ۶˃, ८ԛ ࠹ࢠ ۶˃ ҟ˕ ʋࡵ ࡻࡈ ٗߞ߾۰ ࡈیѼТЬ.

ࠇ ଢۮ
ࠊ ୪˕ձ ݤԦࢇ ܊ଜЕ ̛М߾Е ࢽۘ ۘ ˕ Ѧ ࠊ ࢷб ଥ۱ࢇ ૦
ଡѼТЬ. ࠊ ࠉ˱Е ࠊ ۢ۽, ࢷѦ, оզ ࣏ یـ ʢࡶ ̛؆ࡳԻ ࠟѦ, ࠟ
Ѧ ˱ؑ  ࠊ ஐղࡶ ˃ۏଢТЬ. ࠊ ଥ۱ࡵ ˕ࠊ  ˕ࡱࡈ ʋࡵ Ԇऐଜ
ए ߉ࡵ ࠊ ࣏ʢࡶ ؏एଜЕ і Ѧࡏࢇ Ѻ ܹ ݡТЬ.

নࢳ୕
۽М ࣱ̛ࡶ ࣐ଜЕ ୂ ࡶ૽ࢿ ࢉࢶݦ۶˃ଜˈ ۢۏଜЕ ʨࡵ ֻҘ
ࢿ࣏߶ࢂ ּТЬ. ফࢶ ̛ܽࡶ ࡈیଜࠆ ࠀएТ߭Е ࢿ߇ѹ ۶
˃ձ ʎ۴ଜࠆ ফࡳࡈٸ ܕԻ ফۘࢂ ࢿ૽ࡶ ߱ࡶ ܹ ݡТЬ. ۶˃߾
࢝ـଞ ۘ˗˃ɼ Е ܹؒ ʎࢂ  ܹضળԂ֩ਫ਼ɼ ࡶ ܹ ࡳװԻ
ܹѰ ؆ ࡶـଥ ফࢶࢂ ۶˃ձ ॸЕ ʨࡵ ̛͆ଥߞ ܹѰ ѸૻࢇТ
Ь. T-FLEX ଥ۱ࡵ ۽ ˕ߦیМࡶ ˬٸଜЕ ؆ ـԻݛۿձ Ѱଜ
ࠆ ࢿ૽ ۶˃ ʎ۴ࢂ ٕжࡶ эࣶ߭ТЬ.

࣬રܶ ࡸд ଢۮ
࣯ળܹ ࡻз ଥ۱ࡵ ए࣏ˈ ࢉࢶܖળ ٕଜձ ؇Е ̛˃, ८ԛ ӖЕ ˓ࢽ ࢠ
 ٸ۶˃ࢂ ࢽۘ ۘ Ѱࡶ ʼࢽଢТЬ. ۴ ˕Ѧ ࡻԯ ଥ۱˕ ˬٸଜࠆ
࣯ળܹ ࡻз ଥ۱ࡵ ԯࢇ ࢊࢽଞ ࣯ળܹࠪ ऑ૧ ԯࢇ ڃ ˈݒհ ؏ئ
ࡶ ࢿ˓ଢТЬ. ࠖձ Қ߭,ࢇ ଥ۱ ࡪࡵ ଜࣸࢇ ٙ̎ ଞ  ̛ۿӖЕ
८ԛࢂ ࢇ ˱ٕԜऑ ۘ߾۰ ऑѰ ୪˕ձ ʼࢽଜЕ і ࡈیଟ ܹ ݡ
ТЬ.

Ը ଢۮ
؆ ࢉࢶـԻҪ ߯ ԻҪࡵ ࡪѦ ࡻԯࢇ ରࡈ ࡻԯ ଞ˃ؿЬ ۘк ࢶࡶ Ҷ
߾Ѧ ݤɾࢇ एΧ߾ ҬԂ יձ ߟݤТЬ. ଔԻ ଥ۱ࡵ ʈঋ Ԧࢊ, ٽ
 оҚ ࠪؿʋࡵ ࢿ૽߾ ࡉ ࣸࡁଢТЬ. ࢇԜଞ ࢿ૽ࡵ ؆ࢇࢶـʠΟ Ь
ߦଞ ଜࣸ߾۰ ̛˃ࢶ ˈࢠࡶ ˁଵଟ ܹ ࡳֲ Яࢊ ࡻࡈ ٗߞ߾۰ ˈࢠࡶ
ࢊࡳ ܹ Е ࣱܹ߾ Ѧбଜए ߉ݡТЬ. T-FLEX ଥ۱ࡵ ଔԻ ̛؆ ˈࢠࡶ
ݤԦࢇ܊ଜˈ ࡈیɼ ࢿ૽ࢂ ΰ˱ ۽ଞ˃ձ ʼࢽଜˈ ߇ࢷࢠؿ ࡶ۽ଜ
̛ ࡢଥ ࢿ૽߾ ࡻԯࡶ ̛࣯ࢶࡳԻ ࢶࡈଜࠆ ΰ˱ ࡶ۽۶˃ଟ ܹ ѦԼ ଢ
ТЬ.

ଢ( ˒ʹ ۮ୬অն)
T-FLEX ଥ۱ࡵ ࠉ˱  ʼ˕ ࡪ߾ ҬԂ ߕТ֩ࢇ܊, Ьߦଞ ଐՁ, ּԼ
̐ Ԏࠪ ଡ͉ ૦˘ࢶࢉ ୯ ঈչ ߶ࡶ ࢿ˓ଢТЬ. ઞܹ ָ ˈؿԶ
ࡶ ࡈیଜִ ࢉਫ਼ϒ एࡕ ˈؿ۰ձ ۢ۽ଜࠆ ࠉ˱ձ ڃծˈ ˃ࢶࡳԻ
ח۰ ଟ ܹ ݡТЬ. ˈؿ۰Е ࠉ˱ࢂ ֻҘ ্ִࡶ ۶ָଜѦԼ ˱۽
Ѹ߭ ݡТЬ.

T-FLEX DynamicsЕ T-FLEX CAD ˁࡶ ߭اΟए ߉ˈ CAD ۶˃ࢂ יչ ̛؆ ֻ ܊Ѱࡶ ࠉ˱ଜ̛ ࡢଞ ࡈإ
ֻݤ ܊Ԧࢇߕ ܊Җࠟ ߕଐչৼࢇ܊ТЬ. T-FLEX DynamicsЕ ߭ٴ܃չࢂ ۽Мࡶ ࢇଥଜЕ і ˗ ࢇݪЕ
ࠀएТ߭ࠪ ۶˃ձ ࡢଞ ɼۘ Իੵࢇଛ ܕઝ࡛߭ТЬ. ࢇձ ଥ ۶˃ձ ˱ଜ̛ ࢷ߾ ۶˃ɼ Ѱ
ଜЕए ࢉଟ ܹ ݡТЬ.

̘ˀ ߪٱ܀նࡿ ѭ
Ѱ८ ۰ݛ ܊ӖЕ ତ˓̛ ԐҪ ̛߭ࠪ ʋࡵ ̛˃ ݛݤ੬ࡶ ۶˃ ଟ Ҷ
Ьߦଞ ˱ߏ˓( ܕࡁ ۽, ࡪߏ, ࢷ ҟ)ɼ ۘ ࡈଜЕ ؏ࢇ ˕ݥԜଞ ˱
ܕࡁ ۽ɼ Ѱ ࣸ߾ ۢ۽ଜЕ ࡶ ࢇଥଥߞ ଢТЬ. T-FLEX DynamicsЕ
̛˃ ߭ٴ܃չࢂ ࢝ـଞ Ѱࡶ ଥ۱ଜ̛ ࡢଞ ֻݤ ܊Ԧࢇܙ ܊Ք܊
ТЬ. T-FLEX Dynamicsձ ࡈیଜִ ࡏऐࢇЕ ߭ٴ܃չձ ۶˃ ݤ Ԧࢇ
 ܊ଜࠆ ܹքࡵ יչࢶ Իੵࡶ ࢿ  ੨ݛઝଟ ଗࡁ߷ࢇ ۶˃ ܹݨ
ձ ॸ߅ ܹࢽଜˈ, ɼۘ Իੵࡶ ੨ݛઝଜˈ, ۽М, ߇ࢷ  ࢂձ ࡢ
ଥ ۶˃ձ ফࢶଟ ܹ ݡТЬ. יչࢶ Իੵ ࢇ ࢶ߭एִ ࢇࡈٸ
ࢸʃѺ ڸփ ߅ТԂ ষݤ ݤɾࢇ ЯѸ߭ ঈࡸ߾ ࢿоԻ ࢿѹ ш Οࡵ
૽ओࢂ ࢿ૽ࡶ ߱ࡶ ܹ ݡТЬ.

ːଚ ࣌ʟ˒ ࠆˀѶ זնࢳ ָ̘ і
T-FLEX DynamicsЕ  ࢿݨѰ ࣏ʢࡶ ΟΰЕ ࠆԜ ࡪࢂ ˗ࢸ   ࠦ
˓ࢿ ࡶ܊ଢТЬ. T-FLEX CAD ߭ٴ܃չ ֻљࡶ ˱ ଟ Ҷ T-FLEX Dynamics
Е ߭ٴ܃չ ˱࣏ ܖʢ˕ ֻљ एࠝ֩ઝչ߾۰ ۢ۽ଜЕ ֩৲Тऋࢂ ٕ૽,
࣏ࢉઝ  ࡶࢺࢻ ѰࡳԻ ۢ۽ଟ ܹ ݡТЬ. Ի̐Ԓࢇ Parasolid एࠝ
֩ઝչձ ̛؆ࡳԻ ࢻঠ ׁࢂ ࢽଞ ଥ۱ࡶ ࢿ˓ଜװԻ ࢻঠ ࡪ߾ ࢿ
ଞࢇ ߷ࡳװԻ ܹѰ ࢻঠ ˱ࢂࢽ ࡶܖଟ ଗࡁɼ ߷ݡТЬ. ɽ ࢻঠ  ࡵݷઞ
ࢽ ʸ  ցॲ ળԂ֩ਫ਼Ի ۶ָଟ ܹ ݡТЬ .T-FLEX Dynamicsձ ࡈی
ଜִ ۶˃ɼ ࣸԯ  ցॲ˕ ʋࡵ Ѱࢶ ߾ ؆ࡻଜЕ ؏ ࡶݥʼࢽଟ ܹ 
ݡТЬ. ࡶ ࡈیଜࠆ ݛր  тଛ ࡁܕ, Ѱ  ߭ࢿ , ̛ ࠆԜ ٕ
૽ ۘ ࡈࡶ ֻљր ଟ ܹ ݡТЬ. ˃ ࡶ૽ٕ ߾ࣸ ۏҖԎ̐ଜࠆ о
ࡳݥԻѦ ࡶ ࢶࡈଟ ܹ ݡТЬ.

ࡅࡸ ߳ی
יչ ̛؆ ֻ ࡶ܊T-FLEX CADࢂ ߭ٴ܃չ ࢽ ࠪؿʼଢଡࡳԻ ނT-FLEX
DynamicsЕ ࡪߏ, ࢷ, ˓ߏ˕ ʋࡵ ࢿ߭ ݛݤ੬ ଥ۱˕ ʋࡵ ˝ࡢإଞ ۏ
߶ ߕଐչৼࢇ߾܊۰ ࡈیଟ ܹ ݡТЬ. Ѱ ࣸ Ի۽ نМ ࢇଥ; ୣࢷ ݤ
ݛ੬߾۰  ٙ̎ࡶ ফࢶଜʠΟ ফܕଢТЬ. ̛߭ ҖԂࢇࢇ ٱଥ; ୃ
 ˕܊ֻ ࢉࢶݨ۰ݛݛݤ ܊੬ࢂ ٕଜձ ݤԦࢇ ܊ଢТЬ. ؈یо ࡢ 
 ˕۽ʋࡵ ࡉ࣯ ߭ٴ܃չࢂ Ѱࢶ ʠѰ ૡɼ ٸ  ٸܕइТ૽ࢿ ࢷ ݛ
ফࢶ; ଔԻ,  ࡸܕӖЕ ऑѰ߾ оଞ ˱ݛݤ  ܕࡁ ۽੬ ٕଜ ্ࠖ ̛.

ʣੲ ʹ˒
߭ٴ܃չձ ݤԦࢇ ܊ଞ ୯ XY ̐Ԏ ӖЕ ࡢض, ܖѦ, ɼܖѦ, ˗ࢸ
ࡢࢂ  ثਫ਼, ࢷ ݤԦࢇ ܊Ѱ߇ ݦࢂ ֻҘ एࢺ߾ оଞ ࢶ 
 ݤҟࢂ ܹ іࢇਫ਼ ࢂ Ьߦଞ ʼ˕ ݤɽ Ѧ˱ձ ࡈیଟ ܹ ݡ
ТЬ

ઞܹଞ "ׁ ܁ “ݷ۰Е ࢻঠࢺ߾۰ ؆ԯ˕ ցॲࡶ ্ࢽଢТЬ. ݤԦ
ࢇ ܊Ѧࣸ ӖЕ ݤԦࢇ ܊ऐ୯߾ ֩৲Тऋࡶ ߕТ֩ࢇ ܊ଟ ܹ ݡТ
Ь. T-FLEX ܕઝ࡛߭ ΰ߾۰ ߕТ֩ࢇ ˕܊XY ̐Ԏձ ࡈیଜࠆ ֻਫ਼
/ ߖ߾ࢇਫ਼ࢂ ̛ձ ʼࢽଜˈ, ࢷԯ ٸܕԛ, ࠉʼ Ԧࢇ߅ࡑࡶ ʼࢽଜ
ˈ, ৪ࡶ ʎ؈ଜˈ, ݛր / тࢂ ̛ձ ʼࢽଜˈ, ࢻঠ ٕ૽ࢂ Ѱ
؏ ࡶݥʼࢽଟ ܹ ݡТЬ. Ѱ̛ѹ ̐Ԏ ߕ Т֩ࢇ ࡵ܊  ɼ
ܖѦ ʅࡶ ֩৲Тऋ ࡢࠪ ऐࢻ ࠉ˗ݤТЬ. T-FLEX DynamicsЕ ˱࣏
ଥ۱ࡶ ࡢଞ ଜࣸ ৼࢇݛձ ࢽࢂଜЕ і ࡈیଟ ܹ Е ଜࣸѦ ˃ۏଢТ
Ь.

ࢆ ࡅۉਜ਼ૐࢄݘ
T-FLEX Dynamicsࢂ ࢉ ࡈیਫ਼ࢇݛЕ T–FLEX CADࢂ ࡕଞ ࢠ
ТЬ. T–FLEX CAD ܕઝ࡛߭  ߾ˬ оଞ ̆ଜࢂ આЕ ࣑ؿѸˈ
ଯۘѸֲ ࢿ૽ ۶˃ࢂ ࠪ ࢶଢ̛  ۽Мࡶ ૡɼଟ ܹ Е ʈԯଞ
ۚ Ѧ˱ձ ʉʯ ѼТЬ. CADࠪ ̛ଜଝࢶ іࢇਫ਼ձ ˬଜЕ طѦࢂ ࡻࡈ
Ի̐Ԓࢉ Ьհ ࢿ૽˕ бչ T–FLEX DynamicsЕ ۶˃ձ ۶ָଜЕ Ѱࢊ
ଞ ۘ߾۰ ऐࢻ ѰଢТЬ.

л ָіࡿ ܓݣଙ˅ ࢺୖଛ অն
ࠝЖΤ  ߶ۏʎ؈ Ի߾ݛۿ۰ о Իੵ ֻљࡶ ࡈیଜЕ ʨࡵ ࢇԜଞ
о ֻљࡶ ঈչଜЕ ؏ ࢂݥ୪ܖ ˕۽Ѧ߾ бԮ ݡТЬ. ୪˕ࢶࢉ ଥ۱ ̛
ܽ˕ ˈ̗ іࢇਫ਼ ࣏ࡶ ଥ T-FLEX DynamicsЕ о ֻљࡶ ࠬصଜʯ ঈչଟ
ܹ ݡТЬ. ୃ˱ ߾؟ܙѹ ߊˈչऋࡵ ࠠհ ࢽѦձ ࢿ˓ଜˈ ʼ˕ձ ڃծ
ʯ ࢿ˓ଜѦԼ ফࢶ Ѹ߭ ݡТЬ.

T–FLEX CADࡿ Express Dynamics
T–FLEX Dynamicsࢂ ࢿଞѹ  ࢉࢷ؟Express Dynamicsձ ࡈیଜִ ր
, ֻਫ਼, ߖ߾ࢇਫ਼, ৪, ̛߭, ݛր ҟ˕ ʋࡵ ˱ܕࡁ ۽ɼ ૦ଡѹ
۶˃ࢂ ̛Мࢶ ۽Мࡶ ѰଜЕ Ѱ߇ ۶˃ ߕТ֩ࢇ ࡶ܊փҚˈ ࢉ
ଜࠆ ૡɼଟ ܹ ݡТЬ. Ѱ ݤ۶˃ࢂ ֻҘ ˱ ܕࡁ ۽ɾࢂ ɾ ۺ
 ̛М, ࡈیЕ ࢇ ɼएˈ ݡТЬ. Express DynamicsЕ T–FLEX
CADࠪ ଡ͉ ࢿ˓ѼТЬ.

T–FLEX Dynamics ࢄࢷ
•

ɼۘ ੨ݛઝ߾۰ ߱ࡵ ݤɾ ࢸߟࡶ ࡈیଜࠆ ш քࡵ ҡࢉ ߅ࢇҡ߭
ձ ૡɼଡࡳԻؿ ނЬ ୂ ࡶ૽ࢿ ࢉࢶݦփҝТЬ.

•

۶˃ࢂ ۽ ࢿݨМ߾ ɼࢠ ਼ ࠒଯࡶ Е ળԂ֩ਫ਼ձ طݥଜˈ ফ
ࢶଢТЬ.

•

ࡕଜЕ ֩৲Тऋ Ѱࡶ ۢ۽ଜЕ і ଗࡁଞ ˕ ੵձ ˃ۏଜࠆ ֻ
ਫ਼ ߖ ߾ࢇਫ਼ࢂ ܹձ एࢽଢТЬ.

•

̛̛ ˈࢠࡳԻ ࢉଥ ࣸࡁଞ іࢇਫ਼ɼ ݨܘѸʠΟ ߆ঊ୯,  ࢿݨ੨ݛઝ߾
ܹ؆ѸЕ ˓ ࡁܕԻ ࢉଥ ࢊࢽࢇ ҋঈएЕ ʨ߾ оଞ ѿԮࡏ ߷ࢇ ߇ࢷ
ଞ ɼۘ ˁ߾۰ ߶ଜࠝݤݫ.

•

ʎ؈ Իֻ ࢂݛۿҘ Я˃߾۰ ш Οࡵ ۶˃ ࢽؿձ ߱߭ ࡢଵࡶ ࣲТ
Ь.

•

יչࢶ Իੵ ੨ݛઝ߾ ଗࡁଞ ʨؿЬ  ڃծˈ ࢵԲଞ ࡈٸ
ࡳԻ ۶˃ ضˁ یତࡶ ଥ۱ଢТЬ.

•

ࢷ ݛݤ੬ ۽Мࡶ ফࢶଜ̛ ࡢଥ Ьߦଞ ۶˃ ضࡶ ۛଜࠆ
ࢿ૽ ૽ओࡶ ʎ۴ଢТЬ.

•

יչࢶ ˃্, ੨ݛઝ ˈࢽ˱  ੨ݛઝ ࢸ८ձ ܹࢽଜए ߉ˈѦ ܹଭѸЕ ଥ
۱ࢂ ࣗզձ Ьߦଟ ܹ ݡТЬ.

T-FLEX ОКП – контролируя время

-FLEX DOC ܕઝ࡛߭Е ࢷ ࢉࢶח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ݛݤ੬ࡳԻ, ̛߶ࢇ ࢺࢺ ш ࢝ـଥए
Е ࢿ૽ࡶ ˗չଜˈ ࡋࠒࡶ ɾܕଜֲ ۢ ࡶ۽ۏϩࢊ ܹ ѦԼ एࡕଢТЬ. T-FLEX DOCձ ࡈیଜִ ࢿ૽ ʎ؈
߾۰ ࢿ࣏, ۰  ݛٸएࡕ߾ ࢇծ̧̛ए ࢷ ࣏ऐࡶ Ѱࢊଞ ࢇए߾ ݒʯ ࡪएଟ ܹ ݡТЬ.
T-FLEX DOC Ԃࢇ ࢇی ߕଐչৼࢇࢷ ࢂ܊ ૦ઝ૩չࠝЕ યࢇ ୃࢢ ߶߾ оଞ ࠠհ ʼࢽࡶ ΰչЕ і
Ѧࡏࢇ ѸЕ Ѱ  ૽ࢿ ߾ݤԻ ݛۿए ࢂݥЯࢊ  ݛܕΰ߾۰ Ьߦଞ ߶ ஐղࡶ ଢଢТЬ. T-FLEX DOCЕ
T-FLEX CAD  ࡶ૽ࢿ ی ૦ଡଞ к ࢂی۶˃ ࢿ૽˕ ࠬࢷ ଢѼТЬ. ࢇԜଞ Ѧ˱ձ ʼଢଜִ ࡋࠒۘࢂ
ࢇࢺ˕ ۶˃ Ի ࢂݛۿɼܖձ ୃݨଟ ܹ ݡТЬ.

߽ऌПߪս ଋԸ  ݘۼҞࢆ ˔ն
T-FLEX DOCࢂ ࠀएТ߭ր Ի˗ ݛۿչ ܙՔࡈی ࡶ܊ଜִ Яࢊ ࢿ૽
іࢇਫ਼ ˗չ (PDM) ݛݤ੬ ΰ߾۰ ࢿ૽ ۶˃ձ ଢଜࠆ ࠀएТ߭ր ય
ࡶ ଢଟ ܹ ݡТЬ. Ьߦଞ ࣯ࡁ CAD ݛݤ੬߾۰ ࢿ૽ ۶˃ іࢇਫ਼
ձ ৫ঈ, ˗չ  Ѱ̛ ଞ Ьࡸ ࠀएТ߭ր ضˁ, ʦऎ  ࢉݣ Իۿ
ݛձ Ѱ ଟ ܹ ݡТЬ.

ࢇ  ݥבۉ ѓݘ ࡐԸࡆ
ࢿ૽ іࢇਫ਼ࢂ ɼձ ̑оଜˈ ୂࢢ࢜ ݦԯࡶ ϩࢇ̛ ࡢଥ T-FLEX DOC ܕઝ࡛
߭ձ ࡈیଜࠆ ऐ˗ࢶࢉ ߶ ˁ߾۰ Ьߦଞ ۘ߶ ࣏ ٕࢽ ऐࢂ Ьߦଞ ॳɼ
ձ ଢଟ ܹ ݡТЬ. T-FLEX DOCЕ ֻҘ  ࢂࡈیіࠉ ࡶݛʼଜˈ, યࡳԻ۰
ܹଭଜЕ і ଗࡁଞ Ѧ˱  ۰ ࠪݛٸଡ͉ یԆҚࡶ ࠉʼଜˈ, ࢠѹ ̛߶ࢂ ࢿ૽
एࠉ ˕ݥʼଜࠆ ֻҘ ࢂ یʼࢽ एࢺ߾۰ ࠠհ ʼࢽࡶ ΰռ ܹ ѦԼ ଡࡳԻނ
̔Ի أય ˱ ࡶ۽एࡕଢТЬ. ࢇ ࢻ̒ ؏؏ ࡶ߶ ࢢ ࡵݥएଜˈ ࢸ ࡶࡈٸ
ʃଜֲ ষݤ ݤɾࡶ ЯଢТЬ

߽ਜ਼ଋӿࢄऄ ऌ˔ ݢն ߂ ࢄٮ
T-FLEX DOCձ ࡈیଜִ Ѱѹ ٸइТ ݛԻࡈࢶ ߾ݛۿଜࠆ ࢿ૽ ए
 ࡶݥࡈଟ ܹ ݡТЬ. Ԃࢇ ࢇی ࢷ؆߾ ʤঙ ٸइТ˃ ݛࡶ ˗
չଜˈ Ϡԯࡶ Ѱ̛ଜˈ ۢ ࡶ۽ۏϩࢇˈ ш ਼ ୂ ࡶݦб۽ଟ ܹ ݡТ
Ь. PLM ଐԔ૪ࢉ T-FLEX DOCձ ࡈیଜִ ࢿ૽ ए ˕ݥԻݛۿձ ଢଜ
ˈ দ  ˕ࡈٸ ࡪܕɼ ॷষ ݤɾࡶ ࣲࢇЕ Ѧ֩ࢉ ܙ ߶ۏ Քୃ˱ ࡶ܊
ଟ ܹ ݡТЬ.

ଋԸࢽચ ˔ն,   ࡅٵն ݘܒˀୡ
T-FLEX DOCЕ Իࣀઝ ˗չࠪ ࢿ૽ Ԃࢇ ࢇیࡶ ଢଜࠆ ୣیɼ չ
ݛܕձ ফоଞ ࡈଜˈ ࢿ૽ࢂ ࡉ۴ ܻࡢձ एࢽଜࠆ ࢷԘࢶ ٸइТּ ݛ
ձ ऑଜѦԼ ࣏ࢽଟ ܹ ѦԼ ଢТЬ.
ߟࢽࡶ ଜˈ ߶ࡶ ݤଜ̛ ࢷ߾ T-FLEX DOCձ ࡈیଜࠆ ࢿ૽ ԻҖ֕˕
ࡈԛࢂ ̎ࡶ ֍̛ ࡢଥ ࢊࢽ ضˁ  ɼ չݛܕձ ˈԮଜЕ ɼࢽ ݤΟ
չࠝձ փҚ ܹ ݡТЬ. ࢇձ ଥ ࣏ ࢿݨऐ ࡈԛ߾ оଥ ԻҖ֕ࡶ ʦऎ
ଟ ܹ ݡТЬ.

֦ࢇ ߳ , ࡐԸࡆ ˔ն
T -F LEX DO CЕ ࣏ऐ ˗ չ ˗չ߾ ଗࡁଞ ֻҘ ̛Мࡶ ʉˈ 
ࡳֲ ࢊ؆ ߾ݨהی۰ ҡࢉ ࠀएТ߭ր ۰ࢇ ߾ݛٸծ̧̛ए Ь
ߦଞ ٕ۰ձ Яࢊ ٸइТ ݛЯࡢԻ ʼଢଟ ܹ ݡТЬ. ࢇ ݛݤ੬
ࡶ ࡈیଜִ ࢷࢶࡳԻ ؇߅ Қࠆऑ Яܻଜˈ ˃ࢶࢉ ଥʼ ؏ئ,
ֻҘ ߶ Я˃߾۰ ܹଭ  չшࢂ Ѱѹ ߊս, ࢇ߭ࢿ 
 ৴ઝԾԜ ଟкࡶ ૦ଡଜࠆ ࢎࡕ ̍ࢂ ЬЯ˃ ࢿ߭ձ ˱۽ଟ ܹ
  ݡТЬ . ࡓ  ଐԻ ࡉ ˗չ ֻ ғࡵ T -F LEX DOC ଐ Ԕ૪߾ ˱ ѹ
քࡵ ܙՔࡁࣸ ࢂ܊ଜˈ ଗܹࢶࢉ ٕٗТЬ. Ьߦଞ ߶ࡶ ܹ ଭ
ଜ Е Ѱ ߇   ࢂ ࡈ   ۘ  ࡈ یѰ  ձ ּ  Ի ଢ Т Ь . T-FLEX
DO C߾Е ˕ࢿձ ؈ଭଜˈ ָଜˈ ڃհ ࡋࠒ ࢿ߭ձ ࢿ˓ଜЕ ઞ
ܹ Ѧ˱ɼ ݡТЬ. ࢇ Ի̐Ԓ߾Е ؿ߸הЬѦ ֻҘ ߶ ˕ 
ࢿ߾ оଞ ּ Τजձ  ڸ ࡶ ܹ كփ ߅ТԂ ࡢ ࡶݦଞ չ ߊ
սࡶ ܖݦଜʯ ۢ۽ଜˈ Ѱࡶ ̛ԼଜЕ ઞܹ ৩ջшɼ ૦ଡѸ߭
ݡТЬ .

ERP ݘݡ੩˒ ଟ
T-FLEX DOCЕ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ݛݤ੬˕ ʋࡵ Ьࡋ
ݛઝս ߕଐչৼࢇؿࢽ ߾܊ձ ࢿ˓ଢТЬ. ࡋࠒ іࢇਫ਼Е ࣱѹ
XML ˬ  ݥળࢊ˕ ઞܹ ܕઝ࡛߭ ֻғ ۢ ࡶ۽ଥ Ьߦଞ ERP
ݛݤ੬ࡳԻ ࢷܞѺ ܹ ݡТЬ. ࢇ ̛Мࡵ T-FLEX DOCձ ERP ݛݤ੬
ˁ߾ ফࢶࡳԻ ˱ୃଜˈ іࢇਫ਼ ࢊ˗ࢠؿ ࡶ۽ଜЕ і Ѧࡏࢇ ѼТЬ.

ୠآ ૺࢼ ۉ, ୠ ۉѓࢄਜ਼ ٔ գ ˔ն
T-FLEX DOCЕ іࢇਫ਼ ࣏ձ ࡢଞ ফࢶࢂ ܙՔ˓ࢿ ࡶ܊ଜЕ ࠆԜ іࢇਫ਼
ࡢ  ݛࢇت߾ ٗۏѹ іࢇਫ਼ձ ˱۽ଜЕ і Ѧࡏࢇ ѼТЬ. Ьߦଞ ࡪ
ࢂ іࢇਫ਼ ۿઝձ ࡈیଜࠆ ֻҘ ࡪࢂ ʎ ࣏˱ ૽ࢿ ձ ୣ૽ࢿ ی
 Ի˗ࢊ ࢂݛۿѹ ए̛ ݥ؆߾ ૦ଡݡ ܹ ݤТЬ.

ࢼૺ ˮ࣌ ˔ն, ֵۭ࢟ۼ, ୗʾ۳ࢺ ࢴ 
T-FLEX DOCЕ ˱࣏ѹ ࢿ૽  Ի ࢂؿࢽ ݛۿЯࢊ ݛܕձ ࡈیଜࠆ ࡁ
˱ یତ˕ ˗ѹ ࠠհ BOM ࢽؿձ Ѧষଟ ܹ ݡТЬ. ࢿ૽  ۽࢝ـ
ɼ˗ ࡶ۽ضչଜЕ ʈԯଞ ̛М˕ ʼଢѸ߭ ࢿ૽ ࢿ˓, ଐԔ૪ ࡶ܊ࠦ 
ؿЬ ݒʯ ˗չ ଟ ܹ ݡТЬ.
T-FLEX DOCձ ࡈیଜִ оԛ ֍স߾ оଞ ˁࢿࢶࢉ ࢻ̒ ؏ࢇࡈ ࡶݥଜ
ʯ ଜЕ ࢿ૽˳, ض  ߾܊ࠦ оଞ ࢽࢂձ ૦ଡଜࠆ ࢿ૽ ଐԔ૪߾ ࢶࡈ
ѸЕ ֻҘ ˱˗ ࡶ۽չଜЕ і ࡈیଟ ܹ Е ࢊ؆ ࢿ૽ ˱࣏ձ ۢ ۽ଟ ܹ
ݡТЬ.

࣬࠾ MCAD ݘݡ੩˒ࡿ ଟ
T-FLEX DOC߾Е T-FLEX CAD, SolidWorks, Autodesk Inventor, AutoCAD,
PTC Creo  Siemens NXձ ૦ଡଜࠆ Catia V4, V5, V6, Pro-E, I-Deas(ࠦ܊
ֻғ)ɼࢠ σչ ࡈیѸЕ ֻҘ ۶˃ ݛݤ੬˕ ɼۘࡳԻ ଢଟ ܹ Е ֻ
ғࢇ ݡТЬ.

֊ ࢺݘݡ ؼ੩
ˈࡪଞ PLM ࡁ˱ یତࡶ ࣐ଜЕ ઞܹ ֍স ߕଐչৼࢇࡳ܊Ի T-FLEX DOCձ 
ࢠଜЕ Ѱࡪ ߾ݤए ˗չࢂ ࡈࢇ ˕۽ଯ୯ ߶̐ԦࢇҖ ɼМࢠؿ ࡶ۽ଟ ܹ ݡТ
Ь. .NET API एࡕࡶ ଥ Ьߦଞ Ի̐Ԏ  ߭߯ Ѧ˱߾۰ एࡕଜЕ ࣱ .NET ̛
ܽࡶ̛؆ࡳԻࢠɼМଞࡻࡈԻ̐ԒࡶփҚܹ ݡТЬ.

TopSystemsЕࠀएТ߭  ߶ۏ۶˃ձࡢଞ ˈ̗ଢ CAD /CAM /CAE/PLMܙՔ ࢂ܊۴Ѧࢶࢉʎ؈ ߶Т
Ь.
TopSystemsЕ࣯Ի̛˃ࢿ࣏ࡶ߶ۏʷξଞT-FLEXࢿ૽Ԃࢉࡶʎ؈ଜˈؑ૦ଢТЬ.Ӗଞ۶˃ࠪࢿ࣏ɼ̝ଜʯ
ࠉʼѹЬհࢢּ(߶ۏ,શ̖,ࡪչࢿ࣏߶ۏ,ʢ۶ҟ…)ѦоۘࡳԻଢТЬ.)TopSystemsЕࢷࢂ˃ۿЬߦଞ߯߭Ի
ऐࢻ ӖЕ ࡪ ળઝοձ ଥ ܕઝ࡛߭ ܙՔ˓ࢿ ࡶ܊ଢТЬ. Ԝیق ߾ݛֻ ߅ݤձ ҁ Top SystemsЕ ˃
ʎ؈߾۰ࢿ࣏एࡕ߾ࢇծ̧̛एָ̛ܹ࣯Իݛۿձফࢶଜࠆܹঊָࢂˈʏࢇ୲խଞࢿ૽ࡶփҚܹ
ѦԼएࡕଢТЬ.

T-FLEX Parametric CAD, T-FLEX CAD, T-FLEX CAM, T-FLEX Analysis, T-FLEX Dynamics, T-FLEX DOCЕ
Top Systemsࢂ ۘТЬ.
ࠆ̛߾ ࡈیѹ ̛ ֻҘ Իˈ, ۘ ӖЕ ۰ ݛٸցЕ ଥк ۏ ࢂࡪܕТЬ. ࢵ̀ © 2015
Top Systems, શ̀ ࡪܕ.

Top Systems
ଞ˲দશ
۶߅੨

1 Vadkovskiy per.
Moscow 127055, Russia
tflex@t-flex.co.kr
www.t-flex.co.kr
۰ࡌ ̖ঊ˱ ɼۏҡए2Ի115
(оխ੨Ϡࡋ3८ 804)

soltek@cadcam1.co.kr
www.tflex.com

जࣳڙݼೖઊफ़ٜ'ࠃܟൌࣛઊੋഡ࣏ੋઊॕӋ
ીഡ1&ٙઊౡࣥऀԞӆ१߰ܩઊऍಶެ܅ಠڤݽઘઌ
ӄૂહઌѿһ੶ܾ࣒ࣥऀലࣛ©

QuickCADCAM Software
0LOO
7XUQ
7XUQB0LOO
ѿӖԞ
ஸ0LOO
5RXWHU
:LUH
/DVHU
'HQWDOஸ
$UW
$XWR1HVWLQJ
6FUHZ
*XQ'ULOO
'1& )73
6LPXODWRU

जࣳڙݼೖઊफ़ٜ'ࠃܟൌࣛઊੋഡ࣏ੋઊॕӋ
ીഡ1&ٙઊౡࣥऀԞӆ१߰ܩઊऍಶެ܅ಠڤݽઘઌ
ӄૂહઌѿһ੶ܾ࣒ࣥऀലࣛ©

QuickCADCAM
'&DGԞ؟
4XLFN&$'&$0અ &$'ੋ࣏ ؘઘઅ
ൌࣛ ࣥऀടӋ ़ી ଙ Ԟ؟
ૂӖടؘGࠃGടઊࡴڙݼٜރ
१फ़౯ ૂӖഥۙ دإഡ ਼ࡘ ٩
ۙ ؘٜڝܟ ރਉ ઘ ٳG
܅ڙವ੶ܾ ґടਉ ࣒ࣥऀ ലࣛ
ஷӴട 4XLFN&$'&$0 9અ ୱ
ൌࣛ੶ܾࡘౡଓા࣏ੋઘࡘഀѿӖ
ഡӖીઙ৹ઊѿ؟ഥدإ
ۙഡ G ಶެ܅ಠ ݽൌࣛ ીઅ Ԟ؟
࣏ੋઘઅೂࡘݼഀؘࣹۙӆ࠹ӄਁ
 ف ݳگ३ङඥ ഢ ़ ઔ।دإ
ۙഡد৩ഡୱൌࣛઅஔఽԞ؟
౿ടਉѿӖઙ৹ਁ࣏ੋઘࡘഀઅ
ી൜ऀ ࠃ ௗ़ ஔఽ ڢ౿ടਉ
ਠૂࠔਁ࣏ݴݩഢ़ઔ।دإ

ġ+RW.H\ݴઊੋഡ३ङഡެؐ
ġҋܲഡԞ؟
ġചܯӘگԞઅઘ–ٳ
ġઽࣷࠃफ़ഓ܅ઌڢઅીઅ©
ġ'जࡘڙݼݾൌࣛીઅफ़੪൦ࠃ٭
ġ'ࡘݾ࣒ઊٳഥௗԞԞڢ
ġ'ൌ਼ࣛәࣷࠋு'ѿӖ
ġد৩ടӋી൜ഡஔఽԞ؟
ġҋܲഡܩઊৰӚݼԞ؟
ġ';),*(6':*67/67(3$,(36*EUڢઅܟਠԞѿ؟
ġࡆಠࠃһઘӴީೂౣઘٳ
ġௗ़ԞԞ؟
ġ੧٩ੌ௹ܟ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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ġഡԗഡઘࠃਕߚܲࠃѿӖԞ؟
ġࡃ࣏߸ܟ൦ڢઅ࠹ӄԞ؟
ġઅدઊ֢߹൦ઊ ٳೄԞ؟
ġઅٳહ൜فஸघ
ġࣷࠃӯୱઽઅૻ७फ़ָ
ġ࣏ੋઘીઅԓڙݼफ़ָ
ġܹૻدघԞ؟
ġ$XWR&$'ਭҎزஸౄીܹ
ġࡻಠޘಶઍઅܲࠃౡ܅ઊଛԞ؟
ġ೫ಠઅ௵ࡴਁઅીܴدܾ੶ڢ৩ഡԗীીઅ
ġ:LQGRZVಮࡴघಠ
ġ:LQGRZVઅ%LWELW

'ٜރԞ؟
ġजڙݼघڤઘઌࡷܿਫ਼५ًݾஷӴ൝ஔഓܩઊಠ
ġजࡘڙݼݾԞ؟ഥௗԞԞӯୱ
ġजਁڙݼઍીചܯѿ࠹ചܯીઽചܯ
ġڂՌԞਁઅഡज्ऀࣥڙݼԞ؟
ġ࡚ഢചܯԞԞݼ
ġजࣳ ڙݼೖઊफ़ڙݚ൦ܾಠफ़ഞ٭
ġࣳೖઊफ़٭൦फ़ഞफ़ಶઊܾࡴ௵ࡴ௵ڙݚܢಠ௵ࡴެॐ

&DGӴङԞ؟

&DGઌౡೖઊफ़Ԟ؟

ġઽઍௗരऀ़ଓાࣷٳ७Ҁ٩ਁڢઅഡӴङ੶ܾ
Gಶެ܅ಠݽൌࣛઅࠃެઊಠԞ؟
ġG٩ਁفഡGӴङࠃGफ़ௗਁઅഡG
Ӵङ੶ܾৰआࡷࠃݼౄެಯനࣴ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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जࣳڙݼೖઊफ़ٜ'ࠃܟൌࣛઊੋഡ࣏ੋઊॕӋ
ીഡ1&ٙઊౡࣥऀԞӆ१߰ܩઊऍಶެ܅ಠڤݽઘઌ
ӄૂહઌѿһ੶ܾ࣒ࣥऀലࣛ©

QuickCADCAM
&DP0LOOGԞ؟
ġӖӴࡂીࠃӖӴҁࣽஔఽԞ؟
ġ़ࠃٳઘٳൠ࣐೩అ ԓથԓࠃफ़ಶઊܢ
ġઘٳईӘ೩అ
ġࡂफ़ݴ೩തഡ೩అࠃӋીӴઌ२ѿӖԞ؟
ġӋङѿӖ +60 
ġ''ൠ࣐ࠃી࣐ѿӖ
ġد৩ഡݿڙӋી࣏ઊీ
ġഥݿڙѿӖԞ ؟ऄౡݿڙڢ
ġ࣏ੋઘӖીࣥऀࠃીઅԞ؟
ġजڙݼઅѿӖஔఽԞ؟
ġ1&ٙઊౡઅഓܾವԞ؟
ġӖӴଔࡃԉઅࡂҁઘٳܲ
ġҥݿڙੋݿڙѿӖݗರ
ġఐׂପԞҀѿӖԞ؟
ġൔஅಠݿڙ੯әѿӖࠃ೩అѿӖ
ġఒಠ࣏݁ܟઊਁ1&ٙઊౡઘ࠹ٳ൝+DLGHQKDLQ6LHPHQV'ࠃ&)DQXF0D]DN<DVQXF9LVLRQࠃ+XUFRڛڢ
ఒಠ݁ܟ

$UWԞ؟
ġघથࣹીԞ؟
ġી൜ഡௗ़ਁઅഡѿӖߜ݀ઊ߸ٙઊౡઅౡ܅ઊଛࠃੌ܅ౡԞ؟
ġ':*';)$,(363')ٙઊౡઅ൝
ġઊ߸ EPSMSJJLIWLIࠃSQJ અઘٳౡ܅ઊଛࠃҀѿӖ
ġ੯әѿӖ೩అѿӖ೫ಠൌࠔѿӖ௵ࡴࣛਁ೫ಠࠔѿӖڢ
ġԗীҀԞ؟ಹઘࠔٳԞ؟
ġ٩અಶެ܅ಠݽીઅೂࡘݼഀѿӖԞ؟
ġ1&ٙઊౡઅഓܾವԞ؟
ġ1&ٙઊౡजڙݼҩԞࠃ؟ҁࣽࠃா٭ஔఽ
ġҁಹಹגѿӖઘٳґԞ؟
ġઘٳफ़ವԞ؟
ġ'ࠃ'ൠ࣐ࠃી࣐Ԟ؟
ġஸѿӖԞ؟
ġ࣏ੋઘஓੋܾԓܕґࠋѿ؟
ġ)DQXF+DLGHQKDLQ6LHPHQV'ࠃ&)DQXF0D]DN<DVQXF9LVLRQࠃ+XUFRڛڢఒಠ݁ܟ

4 4XLFN&$'&$06RIWZDUH

7XUQԞ؟
ġࣷࠉੋஸஔઌીઅԞ؟
ġ௵ࡴஔઌԞٳ़؟ஔઌԞ؟
ġஔઌ१ઽ࠹ӄஔઌࠒല࠹ӄஔઌமહ൛
घથࣹીԞ؟
ġӖӴੌףଊࡂીࠃईࡂીԞ؟
ġઘ਼ֳٳӄ࣐ౡحൠ࣐ࠃԓऀࣥࢃݗԞ؟
ġӋી࣏ઊీࠃઍࠉ࣏ઊీ
ġ़ߜ࣐ٳൠ࣐ࠒൠ࣐֢࣏ѿӖࠃ
ݿڙѿӖԞ؟

ġӖӴӚݼԞ؟
ġ1&ٙઊౡઅഓܾವԞ؟
ġ1&ٙઊౡजڙݼҩԞࠃ؟ҁࣽࠃா٭ஔఽ
ġୱԞӆ१߰ܩઊऍࠃா٭ஔఽԞ؟
ġଓાѿӖ=࠱ܩ:ൌ२ࠃ6ൌ२دڢ৩ഡԓ࣏ࢃݗઊీઅ
ġ3RVW3URFHVVRU࣏ੋઘଙԞ؟੶ܾ࣏ੋઘ1&ٙઊౡ
ൌ२અੋઊഡࣥऀ
ġ)DQXF+DLGHQKDLQ6LHPHQV'ࠃ&)DQXF0D]DN
<DVQXF9LVLRQࠃ+XUFRڛڢఒಠ݁ܟ

ġѿӖҥଙࠃથࣥऀԞ؟

7XUQ0LOOԞ؟
ġघથࣹીԞ؟
ġӖӴੌףଊࡂીࠃईࡂીԞ؟
ġઘ਼ֳٳӄ࣐ౡحൠ࣐ࠃԓऀࣥࢃݗԞ؟
ġӋી࣏ઊీࠃઍࠉ࣏ઊీ
ġ़ߜ࣐ٳൠ࣐ࠒൠ࣐֢࣏ѿӖࠃݿڙѿӖԞ؟
ġѿӖҥଙࠃથࣥऀԞ؟
ġӖӴӚݼԞ؟
ġ1&ٙઊౡઅഓܾವԞ؟
ġୱԞӆ१߰ܩઊऍࠃா٭ஔఽԞ؟
ġଓાѿӖ=࠱ܩ:ൌ२ࠃ6ൌ२دڢ৩ഡԓ࣏ࢃݗઊీઅ
ġRVW3URFHVVRU࣏ੋઘଙԞ؟੶ܾ࣏ੋઘ1&ٙઊౡൌ२અੋઊഡࣥऀ
ġ&ஸ<ஸ%ஸܾԓܕઅ
ġ)DQXF+DLGHQKDLQ6LHPHQV'ࠃ&)DQXF0D]DN<DVQXF9LVLRQࠃ+XUFRڛڢఒಠ݁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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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٩અୱఐׂପԞѿӖԞدஸੌ܅ౡԞӆઅ
ઍӯ੮ਁઊ߸ࠃ&$'ٙઊౡݴ1&ܾԓܾ੶ܕ

QuickCADCAM
5RXWHUԞ؟
ġघથࣹીԞ؟
ġી൜ഡௗ़ਁઅഡѿӖߜ݀ઊ߸ٙઊౡઅౡ܅ઊଛࠃੌ܅ౡԞ؟
ġ':*';)$,(363')67/ٙઊౡઅ൝
ġઊ߸ EPSMSJJLIWLIࠃSQJ અઘٳౡ܅ઊଛࠃҀѿӖ
ġ੯әѿӖ೩అѿӖ೫ಠൌࠔѿӖ௵ࡴࣛਁ೫ಠࠔѿӖڢ
ġ''ൠ࣐ࠃી࣐ѿӖ
ġԗীҀԞ؟ಹઘࠔٳԞ؟
ġ٩અಶެ܅ಠݽીઅೂࡘݼഀѿӖԞ؟
ġ1&ٙઊౡઅഓܾವԞ؟
ġ1&ٙઊౡजڙݼҩԞࠃ؟ҁࣽࠃா٭ஔఽ
ġୱԞӆ१߰ܩઊऍࠃா٭ஔఽԞ؟
ġҁಹಹגѿӖઘٳґԞ؟
ġ࣏ੋઘஓੋܾԓܕґࠋѿ؟
ġ)DQXF+DLGHQKDLQ6LHPHQV'ࠃ&)DQXF0D]DN<DVQXF
9LVLRQࠃ+XUFRڛڢఒಠ݁ܟ

ѿӖԞ؟
ġ'٩੶ܾࡘౡӆࣹીੋઊ
ġୱֳਁࣳੋઊടҲ೩అ੯әѿӖࠃݿڙӖીઅࣥऀ
ġӖӴࡂીࠃӖӴҁࣽஔఽԞ؟
ġ़ࠃٳઘٳൠ࣐೩అ ԓથԓࠃफ़ಶઊܢ
ġઘٳईӘ೩అ
ġࡂफ़ݴ೩തഡ೩అԞ؟
ġد৩ഡݿڙӋી࣏ઊీ
ġഥݿڙѿӖԞ ؟ऄౡݿڙڢ
ġ࣏ੋઘӖીࣥऀࠃીઅԞ؟
ġ1&ٙઊౡ੶ഓܾವԞ؟
ġӖӴଔࡃԉઅࡂҁઘٳܲ
ġजڙݼઅѿӖࠃԞӆ१߰ܩઊऍԞ؟
ġ+DLGHQKDLQ6LHPHQV'ࠃ&)DQXF0D]DN<DVQXF9LVLRQࠃ+XUFRڛڢఒಠ݁ܟ
ġఒಠ࣏݁ܟઊਁ1&ٙઊౡઘ࠹ٳ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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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Ԟ؟
ġࡃઠഡୱٜٙઊౡઊੋஸѿӖٙઊౡઅઘऀࣥٳ
ġࠅًࣹݼીਁઅനടؘਕਊކॕҲѿӖી
ġҀѿӖӖીઅѿӖಶެ܅ౡੌࣹࣷી൲ஷ൲ӖӴӄܾࠔௗࣥऀѿ؟
ġؘۙӖી࠺ѿӖಶެ܅ౡࣹી൲ଓӚહ੶ܾӖી࠺ӖӴӄܾࣥऀ൲અѿӖѿ؟
ġਃࡆڙਃڙਃڙ౫ઊ್ਃڙ
ġ࣏ઊీౌઑઘ࣏ࠃऀࣥٳઊీౌઑॐಠ
ġघથଔӖӴӄܾઅد৩ഡഓܡܕઊٳफ़ಶઊܢ
ġد৩ഡѿӖӖીઅ
ԓથԓൠ࣐ѿӖӖી
फ़ಶઊܢൠ࣐ѿӖӖી
ࣷൌી࣐ѿӖӖી
ईી࣐ѿӖӖી
زઍ܅ڙઊࡴѿӖӖી

=࠱ܩѿӖӖી
'ईൠ࣐ѿӖӖી
ॡચ࣐ѿӖӖી
ഗోચ࣐ѿӖӖી
ܩઊ॰ચ࣐ѿӖӖી

ഥચ࣐ѿӖӖી
ਕਊരѿӖӖી
ಠݗफ़ಶઊܢѿӖӖી
ӄ࣏ਕਊઌ२ѿӖӖી
ਕਊईѿӖӖી

ġ+DLGHQKDLQ6LHPHQV'ࠃ&)DQXF0D]DN<DVQXF9LVLRQࠃ+XUFRڢ
ڛఒಠ݁ܟ
ġఒಠ࣏݁ܟઊਁ1&ٙઊౡઘ࠹ٳ൝
ġ4XLFN&$0'0DFKLQLVWࡃؘઠടӋزाഡୱٜٙઊౡݴৰӋഀଖઅӖӴӄܾݱࢆݴӋॕҲࣥऀടӋ1&ٙઊౡݴ
ઊੋടਉࢆݱҲजڙݼҩഢ़ઔ٩ܿടؘୱੋ&$0ಌدإ
ġஔٜߜ݀ઑઅઅടؘਕਊؘۙކഗടਉѿӖഢ़ઔ।دإ
ġࡃԉਭથଔ࣏ઊਁӖӴӄܾઊٳңݴݼமघ൛ടԞടਉࡃԉऍીഢ़ઔ।دإ
ġӖીਁऀࣥ܅گ1&ٙઊౡઅமહ൛ݴടਉࡂҁ੶ܾӖӴӄܾऀࣥݴഢ़ઔ।دإ
ġਃࡆڙਃੌףڙଊࠃ౫ઊ್ࡆਃݴڙઊੋടਉӖӴӄܾऀࣥݴഥدإ
ġ࣏ੋઘીઅ१ઙࠃ=ԩઊݴളੋഥدإ
ġ;<ࠃ=घથളੋܞҀԞૂৰഢ़ઔ।دإ
ġٜӄӆਁفടਉӖӴӄܾਁݴԪਁਁۙਁؘݴ֢ࣳԪઅѿӖॕҲૂৰഢ़ઔ।دإ
ġૻدഗതਕਊીઅടਉઘܾ੶ٳӖӴӄܾऀࣥݴഥدإ
ġਕਊކઘٳઌ२ടਉӖӴӄܾऀࣥݴഥدإ
ġӄ࣏ࡘੋ࣏ކઘҥܲടਉઘܾ੶ٳઌ२ടਉӖӴӄܾऀࣥݴഥدإ
ġਕਊీݼৰܡफ़ࠃ=࠱ܩ੶ܾઙ೩అࡘૂࠔݴടԞഡऍഥدإ
ġد৩ഡચ࣐ऍ੶ܾॡѿӖഗోࠒ२ࠃࡃഥચ࣐Ԟ؟ഥدإ
ġ௵ࡴಉਕѿӖԞ؟અ੶ܾઑઅઅୱൌࣛਁ࣏ੋઘ௵ࡴਁݴಉਕѿӖԞࠃ؟ஸҀԞܾ੶؟অഥدإ
ġઍીӁ࣏ઊీࣳೖઊफ़ਁفടਉ࣏ੋઘીઅӁܞ੭ടਉघથ࣐ૂӖӴӄܾऀࣥݴഥدإ
ġѿӖٽٜઅӄ࣏ਁӚടਉಠݗઍીӁહੋടਉૻؘ࣐ۙી࣐ӖӴӄܾऀࣥݴഥد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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ઘஔ&$'ܾ३ङഡ:LUH('0ࠒѿӖԞܾԓܕઅ
ࣥऀӘӋऀ؟ӄૂહઌѿһઅٛ&$0

QuickCADCAM
:LUHԞ؟
ġ&$'ࣳೖઊफ़ࠃजڙݼٜރԞ؟
ġ&$0ެؐઅ௵फ़౸ބઊଊԞ؟
ġஸس ݾටൌܾࣛԓܕ
ġஸ;<8 9س ݾටൌܾࣛԓܕ
ġڙݼઌৈઅઘૂٳৰ
ġൠ࣐ી࣐ѿӖઅૻدೂफ़ઘٳ൛Ԟ؟
ġߗઌѿӖഡઘٳ൛ܾंफ़
ġ߸ࡻীބڥౄࣳףીԞࣦৈंઊࡴ
ಶ֣࣒ڂ:LUH('0ԞӆڛڢԞӆ
ġ:LQGRZV;3ಮࡴघಠ
ġ:LQGRZVઅ%LW%LW

ஸٛ&$0
ġ'HQWDO&$'
ġൠ࣐
ࣛࡘௐൠ࣐ࠃൠચ࣐
ടࡘௐൠ࣐

ġી࣐
ઍી&XVSѿӖ
=࠱ܩஸऍ೩ത

ġࣛंી࣐
ચ࣐ી࣐
ބଔ܅ઌ

ġஸԞӆ ٜੋ
ġٛफ़௩ׂ

8 4XLFN&$'&$06RIWZDUH

ҋܲഡ
ઘࠔٳԞ؟੶ܾ
ॐઊಠެѿӖઅ
ऀشऀ࣒ࣥ

/DVHUԞ؟
ġ$XWR&$'':*અઊੋӖӴӄܾࣥऀ
ġઘ਼ֳٳௐӴ࠺Ӗીࣥऀ
ġڙݼઌৈઘࣷٳી
ġఐׂݗѿӖدڢ৩ഡೂౣ
ġ࣏ੋઘીઅഗઊܩڙઊಠૂৰѿ؟
ġૂഀఐׂൌࣛਁݳگઊडङ٩અઘૂٳৰ
ġڙݼઌৈઅੋઊഡ़ી
ġӖӴӄܾமહ൛
ġҋܲഡ3RVW3URFHVVRUઅ
ġ';),*(6':*67/67(3$,(36*EUڢઅܟਠԞѿ؟
ġઊ߸ٙઊౡઅౡ܅ઊଛѿӖ
ġഡԗഡઘࠃਕߚܲࠃѿӖԞ؟
ġܩઊ܅ଊ࣒ބघزԞੌ܅ౡౡૈڢ

ӋԚऍ
ġӖ౿ѿӖ
ġૻد౸ௗѿӖ
ġ߸ࡻীഡӠಠܣৈࠅدބઊफ़ಠܾئफ़ࠢੌفݳ࠭إ
ਁࣘങಶӋઊՌބઙ/9'ߗࡂূإౌ܅ऀࣗބݼ٩१ࠅڢڢ

$XWR1HVWLQJԞ؟
$XWR1HVWLQJ67'ږ
ġఽݳدԞࠃൌࣛઅૻدॐઊಠਁفന൭ੰહઌफ़ವ
ġҀॐઊಠਁفഡఐׂࠃࠒലી
ġࡘഀࠃॐઊಠઅԓܩઌࠒലૂৰ
ġҀࡘഀਁفഡڙݼઌࠃڙݼৈ
ġҀࡘഀਁੌࣷऀࣹીफ़ವѿ؟
ġفൌࡘഀઅൔਁࡘഀઅࣷफ़ವѿ؟
ġҀॐઊಠਁੌࣷऀफ़ವఐׂી
ġҀࡘഀਁفഡ൦ࠃ߸ܟ
ġघથ൭ੰऀഡफ़ಠࡘഀ
ġزઍ੭إಠܾঅࣛӚܳࡘഀઅ௹ܪऍઅफ़ಠԞ؟
ġزԞѿӖഗஜ ઑઅ࣏Ҁൌࠔ
ġமહ൛ઊੋഡӋ൭ੰफ़ವࠒല൞ੋ
ġॐઊಠਁفഡીਕਊਁफ़ಠഢܾ௹ਕਊഗஜ

$XWR1HVWLQJӋԚऍږ
ġీܟफ़ౡࠃӖ౿ѿӖԞ؟
ġૻد౸ௗ
ġބफ़ౡഓܩઊಠ
ġӖ౿ௗ
ġԓސڙݼ
ġமહ൛
ġزफ़ವ ࣏Ҁफ़ವ
ġமહ൛࣏Ҁफ़ವ

ġથӋਙௐफ़ವ
ġѿӖ१퀜फ़ࣥऀ
ġચਉ फ़ఽऀࣥܖӚݼ
ġफ़ಠށफ़ವ
ġङ٩फ़ವ
ġѿफ़ವ
ġಛࡴफ़ವ
ġफ़ָफ़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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Ӗણઘٳ൛ࠃಠઅ੶ܾӖણߚࣳઅٙઊౡӚݼ
࣏ੋઘ1&ܾԓܕઅ'%Ӛܾݼ
ܞੋفܾԓܕઅٙઊౌ࠭ઊफ़൛

QuickCADCAM
4XLFN'1&Ԟ؟
ġ'1&౿३Ԟ؟
 ;RQ;RII'75'6)576&76
 डङ٩ਁࣳEDXGԪ
ġഓܾವԞ؟
ġ4XLFN0XOWL'1&ٳ१ૂৰԞ؟
ġ4XLFN)731HW:RUNडԞ؟
ġजڙݼҩഓܾವԞ؟

ġݾౡഓܾౡࠃಶઍݾౡ
ġफ़ଈडԞ؟
ġһૂৰԞ؟
ġݼफ़ౌԞ؟
ġ'%ӚݼԞ؟
ġֳણ1&ٙઊౡଙԞ
ġࡷݗಉफ़ߗࣷ'1&

ாٳஔఽௐી67/ࡻӯ
࣏ઊీౌઑॐઊಠܩ೩ಠ
ࣷࠉӋી࣏ઊీҩԞ؟
Ԟӆ१߰ܩઊౡஸࣷࠉஸࡃރഥԞܩઊਭઊ('0ੋԞѿ؟

&LPFR(GLWԞ؟
&LPFR(GLWघಠਫ਼ৰंӆੋ࣏އઘݴҌӋઔੋؘ࣏ઊॕӋҋܲഡଙԞܾঅ'0LOO7XUQஸ0LOOߜ݀ஸ1&ٙઊౡݴ
ఞङടҲԓܑഘഓ݄१߰ܩઊऍԞӆઅ௷ಠ݁ܟಡऀਁ܅گടؘଙԞܾԓܕઊد
Ԟӆ௷ಠ݁ܟઅ)DQXFടઊٛടઌޮफ़)DJRU+$$6)݀ߜؘDQXFܾఽޓܾԓܕ٩ԓܑഘഓ݄ടਉ࣏ੋઘઅ1&
ٙઊౌઅңઅڛٙઊౌݴԓܑഘҩഢ़ઔۙدഡ0D]DWUROف൛ൌܾԓܕઅӄੌ٩ৰܾ൜ઌٙઊౡӚݴݼѿ؟ടҲന
د
ġ&LPFR(GLWऍ
&LPFR'1&0D[
&LPFR1&%DVH
&LPFR0'&0D[
ġ३ӴൌԞӆઅإౡރܾԓܕ
&LPFR&1&&DOF
&LPFR3'0
&LPFR)LOWHU
&LPFR1)6)736HUYH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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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ԓܕઅґࠋܾ
࣒ࣥऀઅԔف൛ࠃࠉࡃઙ৹અछ५ࠔૂؘ
ܾԓऀࣥܕઅઘٳ൛ܾ

ੋܾԓܕґࠋ
ҥݿڙԞ؟

ஸੌ܅ౡࠃक़್ݿڙൔ&$0

ġҥݿڙઘٳ੭ಱݼಮ&$0
ġ٩અݿڙଓӄીࡂઘٳஷஅಠ൛
ġ٩ֳݿڙીࡂઅଓӄ࠺ઘٳವ
ġ़ٳऄౡݿڙڢઅ࣏ઊీࣥऀѿ؟
ġઘٳഥݿڙԞ؟ऄౡࠃݿڙઙ৹અઘٳ൛
ġҥੋݿڙ٩અ೫ಠஅಠઘٳઌ२१फ़౯அಠઅ
ݿڙીࡂࠃԩઊ࠺ઘٳઌ२
ġઘٳஷݿڙીࡂઅஅಠܾࡘౡ࣏ੋઘ1&ٙઊౡࣥऀ࣏ੋઘ൛ઘऀࣥٳ
ġҥੋݿڙஷஅಠܾࡘౡӆ࠹൝ઘٳ
ġҥݿڙஷஅಠઊੋݿڙङऀ࠺ವઘٳ
ġҥݿڙԞӆ1&ٙઊౡ೩੶ܾઘऀࣥٳ
ġݿڙଓӄ࠺ҥݿڙ1&ٙઊౡઘऀࣥٳ
ġҥݿڙԩઊ࠺1&ٙઊౡઘऀࣥݼ࡚ٳ
ġ$XWR&$'':*ઌౡೖઊफ़Ԟ؟
ġ7RS6ROLG'ڤઘઌघಠਭઅӆܾୱٙઊౡઊੋ&$0
ġഡӵҥڛڢݿڙҥݿڙԞӆ1&ٙઊౡൌ२

പڙ೫ીѿӖੋஸѿӖੋੋ&$0
અ ґࠋӘ :LUH ('0 ઙ৹અ ൔ ѿӖ
ੋԞ &1& क़್ ݿڙԞӆੋ ੋ ൔ
ઘٳઙ৹ੋൔ&$0ܾԓܕઅґࠋܾ
&$' ٙઊౡ ';) ۙ' ؘ:* ٙઊౡܾ
ࡘౡ ઘ ٳൔ ѿӖੋ 1& ٙઊౡઅ ઘٳ
ࣥऀട&ؘ$0અґࠋ

৩ҀԙൌԞ؟
&$'ٙઊౡܾࡘౡഗԓ౫ઍ೩തӖӴࡂીਁֳ܅گௐ਼ௐઅઘٳ
ईӆ࣒ ട ӖӴ࠺ ѿӖ Ԣઊ ݴܲടਉ ӖӴ़ਁ  ݳگઘٳ
ӖӴӯ൝ടઊزୱਁݳگઘٳईӆ࣒ߜ݀ఐׂઅਁݴ
ࣔݼԞ ഡ ׂ ݼݿઊ ѿӖ ട٩ܿ ੋ &$0 ܾԓܕ
ґࠋ

ࣳࠢ4XLFN'1&Ԟ؟
ӋઊՌ࣒घزԞਭҎ3&ൌ௷ಠ݁ܟઅӄੌҀԞӆܾࡘౡܾࣳࠢࡘౡ
ട ؘ1&  һ੶ܾ دܾ ڙ൲ ஸ ࠃ ஸ ࠭࠱ѿӖ 1& ٙઊౡݴ
ԓܑഘહ੶ܾ൜ઌ൲ѿӖଔരഢ़ઔ٩ܿࣳࠢ'1&ܾԓܕґࠋ֫ഀ

ࡻӴܫଊѿӖ&$0

फ़ఽ&ݩ$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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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RGXOH:RUNV
࣒৹ಡીৰഓݼઊऍ

ૻدഓܩઊڙѿӖ

Ӗઙ৹&$'&$0

౿ഥ

ٛ&$'&$0

ஸৰഓݼઊऍ

࣏ੋઘીઅґࠋ

ஸࠃஸৰഓݼઊऍ

Ӗીமહ൛

ܾࡂಯफ़

ґࠋܾૃಠ
ઊઽ
&$'&$0Ԟीઅӄസઔؘґࠋઘઅґࠋ

Þ

&$0Ԟ৹ઊࣛਁ࣏ੋټӖӴӄܾࣥऀࠃ
१߰ܩઊऍഡఐ࠭ڙઊफ़
Þ

ಲԐਭܾૃಠԞҁઅ੭ऀૂ१

Þ

ґࠋಲӘઅଓાાணࠃԞी

Þ

ஸґࠋ
ܩࡷૻدઊڙѿӖږ

Þ

೩ಠѿӖږ

Þ

ٛږ

Þ

Ӗઙ৹ږ

Þ

Ӡഠږ

Þ

१߰ܩઊऍܾૃಠ
Ԟӆ१߰ܩઊऍ

Þ

 ౣࡃഥԞ


 ஸ0&7


 ܾࡂಠ


घથ१߰ܩઊऍࠃҩ

Þ

 ԓ܅ઌޡڭ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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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ઘીઅґࠋ
ૂഀӚݼ

Þ

़دґࠋઘઅઍਁࣳҁܾૃಠઙ৹ҿી

Þ

੭ഡ,35घ੭ԃ ஔؘۙԞҁૂഡࠃӖٳघ੭

Þ

࣒৹ӆઅಡીહઅ
Ӡࠨഡਕਊടਉ
&$'&$0घಠਫ਼ৰৰഓݼઊऍࠃ
࣏ੋઘીઅґࠋ࣒৹ӆਁૂӖ
੭ഡಲԐਭܾૃಠԞҁઅӋ٩અऽܳټґࠋઘ

ஸӴऀघ
0RGXOH:RUNVஸ

ܩࡷૻدઊڙӴऀ

ૻدೂफ़ൠ࣐౫ఽئ

Þ

ஸܾౡݼѿӖ

Þ

ࡷܩઊݼࡷڙफ़ఽࠃઑܟѿӖഡܛ

Þ

Þ

Þ

Þ

0RGXOH:RUNVઅҋܲഡஸऍહੋ

ઘٳಱವఽރವ
फ़ߗڙਭઅݼ࡚ૻدઘ
ചܯѿӖਁѿӖਕਊૂৰ
ਯஸघથ࣐ૂ

Þ

0RGXOH:RUNVൠ࣐
ૻدೂफ़ൠ࣐=ۙ<;ؘѿӖ࡚

Þ

Ӛ७અ

Þ

ӖӴӄܾࠃघથനࣴऍ

Þ

ӋङѿӖൠ࣐ઘࣷܛܾ੶ٳ

Þ

ઘٳாૂ٭ৰ

Þ

ਁৰವமघ൛ടԞന'घથفਁڙടਉടӋഗઊڙமહ൛હੋ

Þ

دஸഓܡൠ࣐

Þ

0RGXOH:RUNVી࣐
ௐ࠸ѿӖਁفടਉफ़ਲѿӖ

Þ

ࡷܩઊڙѿӖਁفഡഓܾੌ܅ઌѿӖ

Þ

ࠃफ़ಶઊܢऍ೩തഡ৲ًѿӖ

Þ

Ԟӆ߸ݼಠ࠭ઊफ़ӖӴஸૂৰ

Þ

ѿੌஔఽࠃா٭ஔఽ

Þ

0RGXOH:RUNVӋԚી࣐
ࡃഥӴऀघਁفടਉࢆݳઘٳѿӖܛ

Þ

ஸ൝

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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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QHO
&'0RGHOHU

&'ٜ׆௵ؘܟઅਠެಠږݽدإ
&'ٜ'ؘܟजࠃڙݼടઊࡴڙݼٜރफ़ௗࠃ'٩ਁفഡԞૂ؟Ӗഥدإ

ౄഗஜدؘઅੋ೩തഥدإ
د
ℍଖܞӚऀङऀӆ࣒
ℍഓׂ܅ಉਕ௩फ़ವ
ℍऀࣥز
ℍ्जऀࣥڙݼ
ℍଓાٜڤܾ੶ރઘઌ
ℍࡘഀചگࠃܯԞ

&'&RQYHUWHU

&'௷ࠢౡفਁ׆௵ؘഡ࠹൝Ԟږدإ
&'௷ࠢౡڛؘӯ൝೩੶ܾਠެಠݼٜӋઙऀഥدإ

௷ࠢౡਁઅനؘٻ೩د೩തഥدإ
ℍ$&,6 ԞࠃԞ
ℍ,*(6 ԞࠃԞ
ℍ3DUDVROLG;B7 ԞࠃԞ
ℍ67(3 ԞࠃԞ
ℍ67/ ԞࠃԞ
ℍ950/ ԞࠃԞ

14 &'.HUQHO

&'௵&׆$( &RPSXWHU$LGHG (QJLQHHULQJ  &$0 &RPSXWHU$LGHG
HG 0DQX
IDFWXULQJ  ࠃ Ӗી १߰ܩઊऍ १फ़౯Ә Ҏ Ӛܳ ৰഓݼઊऍӘ &$' &RPSXWHU
$LGHG 'HVLJQ  घಠਫ਼ৰਁ ౄ Ӵऀ घ  دإ$6&21 ൦࣏અ &$' ܾԓܕ
.203$6'અӴऀघܾঅ'&ਁךઅґࠋ१ઙഥدإ
ࡘࣳ&'
ਁך$6&21௵׆ґࠋടӋӠӋടԞടਉઑӋઔؘ$6&21અࡘࣳ&'
ಮґࠋઘؘ
ݴ౿ടਉ܅ઊࣷफ़ਁفടਉ࣏ੋഢ़ઔدإڠކ׆௵'&ؘUGಶಮґࠋઘؘ
ടਉԓڝઅ
ԓڝઅघಠਫ਼ৰઅऀ؟Ә३݊٩ݴف१ౄԞടਉԞ؟൜ણടԞടਉԓڝઅ
ടԞടਉ
ૂഀઅґࠋࡻੋ҆ӘԞ'१फ़౯࠭ઊफ़ܾ'ٜݱࢆݴܟҲࣥऀടԞടਉ
&'௵ੋ࣏׆ഢ़ઔ।دإ
௵ं׆ґઅ'&ږٜ'&ܟजࠢࠃ&'൝ԞܾӴऀدإٿ

&'6ROYHU
&'जࠢ׆௵ؘઅಶެ܅ಠݽӴङजࠢدإ
&'जࠢ'ࠃ'ؘਠެಠفਁݼനಶެ܅ಠݽӴङࣥऀടӋനҿടԞഡԞ؟ઘ܍ഥدإ
ℍ'٩Ә'फ़ௗਁفഡ'Ӵङजࠢ
ℍৰआࡷࠃݼౄެಯനࣴਁفഡ'Ӵङजࠢ

जࠢدؘઅӴङൌ२ഥدإ
ℍٳ१ࠋࣥ 'ࠃ'ਁ࣏ੋഢ़ઔ
ℍઽીܴ '
ℍҀ٩ 'ࠃ'
ℍٳஸ٩ '
ℍң'ࠃ' ݼ
ℍڢҁһԢઊ '
ℍڢҁһࠉ' ݵ

ℍਠެಠݼӋી 'ࠃ'
ℍӋીԢઊࠃࠒല '
ℍ࣏Ҁ '
ℍരऀ 'ࠃ'
ℍ़ଓऀ '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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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QuickCADCAM 개요

0. QuickCADCAM 개요
0-1. QuickCADCAM Software 소개
다양한 제조분야에서 사용되는 공작기계와 컨트롤러에 적합한
CAD(Computer Aided Design)와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을 제공하는 CNC전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가공하고자 하는 제품에 최적화 된 NC코드를 생성해서 정밀하고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다양한 메이커의 CNC선반과 CNC밀링(머시닝센터), CNC복합기(턴밀)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AutoCAD유저에게 익숙한
명령어 기반 시스템과 간편한 아이콘 기반 UI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MILL

TURN

TURN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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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QuickCADCAM 화면 구성도

① 메인 메뉴바

▶ QuickCADCAM의 모든 기능

② CAD 메뉴바

▶ CAD작성과 편집 아이콘

③ 명령어

▶ 프로그램 기능 단축키와 수치값 입력창

④ 절대좌표계

▶ QuickCADCAM의 원점 좌표계와 작업평면

⑤ 뷰 컨트롤러

▶ 뷰(View) 제어 / 도면 숨기기도구 / 빠른 선택도구

⑥ CAM 생성리스트

▶ CAM 작성 리스트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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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마우스 사용방법
오른쪽 버튼

키보드

키와 같은 기능을 하며,

마지막에 사용한 CAD기능을 재호출하는 기능

왼쪽 버튼

엔티티 단일 선택과 드래그 다중선택

마우스 휠

휠 클릭시 작업화면을 이동하고
휠을 돌리면 작업화면을 확대/축소(ZOOM)

0-4. 키보드 운용법

: QuickCADCAM 도움말 불러오기

: 명령을 적용하거나, 완료시 사용

: 엔티티 색상 및 레이어 지정

: 명령을 취소하기 위해 사용
: 엔티티를 지우기 위해 사용

: 엔티티 자동 체인 생성(윈도우 체인)

: 연결 된 엔티티를 모두 선택

: 평면도 뷰(TOP VIEW) 이동
: 등각투상도 뷰(ISO VIEW) 이동
: 반 등각투상도 뷰(JIS VIEW) 이동
: 모든 명령 수직/수평 제어 또는 해제
: 작업 화면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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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1-1. 기초 밀링 따라하기
CAD 드로잉과 기본 Cam 공정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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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1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

B. 밀링 모듈 선택
작업창이 활성화되어 CAD작업이 가능합니다.

2 밀링 모듈 선택
○
작업창이 활성화되어 CAD 작업이 가능합니다.

※ 위 작업창을 통해 CAD 드로잉과 CAM 가공을 동시에 진행가능합니다. (절대좌표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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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예제 도면 그리기(CAD Drawing)
Step1≫

[사각형 그리기]를 이용해 기초 사각형을 드로잉 합니다. 가로 100mm, 세로70mm

크기의 사각형을 원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명령어창을 이용한 절대 좌표 치수 이용)

CAD코너 [사각형 그리기] 아이콘을 누르면,
하단 명령어창에 사각형 그리기가 준비됩니다.
결과 “명령 : “ → “코너 반지름 : “

코너반지름 : 0 입력 → 키보드
결과 사각형의 코너를 직각으로 설정

사각형의 시점 : 0,0 입력 → 키보드
결과 시작 좌표 X0, Y0(절대값) 위치

사각형의 종점 : 100,70 입력 → 키보드
종점 좌표 X100, Y70(절대값) 위치
결과 가로100mm, 세로70mm 사각형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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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점 각도] 기능으로 각도 45˚의 직선을 드로잉 합니다.

[2D그리기] → [선] → [점 각도] 메뉴 선택 시
하단 명령어창에 점 각도 그리기가 준비됩니다.
결과 “명령 : “ → “점 각도 시점 : “

마우스를 사각형의 우측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노란색 박스가 라인 중심을 추적하면
좌측클릭으로
각도 점 위치를 결정합니다.
결과 우측라인 중앙에 각도 점 선택

위치결정 후 명령어에 각도를 타이핑합니다.
방향벡터(각도) : 135 입력 → 키보드
결과 135˚ 각도선 완성

Step3≫

[트림]기능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엔티티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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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코너 [트림] 아이콘을 누르면,
하단 명령어 창에 트림기능이 준비됩니다.
결과 “명령 : “ → “엔티티 단일 선택 : “

마우스 좌측 클릭을 이용하여
사각형과 각도선을 모두 선택 → 키보드
결과 자르는 선과 남는 선 모두 선택

마우스 커서가

가위로 바뀌면

각도선상단과 사각형코너 라인을 제거합니다.
결과 불필요한 라인 제거완료

Tip! 정확한 트림을 위해 가위 중앙으로 클릭

Step4≫

[분해]기능을 이용하여 사각형 형태를 분해하여 각각의 직선으로 분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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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코너 [분해] 아이콘을 누르면,
하단 명령어 창에 분해기능이 준비됩니다.
결과 “명령 : “ → “엔티티 선택 : “

마우스 좌측 클릭을 이용하여
분해 할 사각형 선택 → 키보드
결과 사각형을 5개의 직선으로 분해 완료

▲ 분해 이전

Step5≫

▲ 분해 이후

[옵셋]기능을 이용하여 엔티티를 원하는 거리와 개수만큼 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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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코너 [옵셋] 아이콘을 누르면,
하단 명령어 창에 분해기능이 준비됩니다.
결과 “명령 : “ → “옵셋 개수 : “

옵셋 개수 : 1 입력 → 키보드
결과 한 개의 옵셋 반복횟수 입력

옵셋 증분 : 40 입력 → 키보드
결과 원본과의 옵셋거리40mm 입력

마우스 좌측클릭을 이용하여 옵셋복제 할 선분을
선택 후 오른편위치를 다시 한번 클릭하면 완성
결과 선택한 선분을 40mm 옵셋 복제 완료

Step6≫

[옵셋]과 [트림]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도면의 기본 틀을 완성시켜줍니다. 지금까지

숙지한 CAD도구들을 이용해 ①번부터 ⑥번까지 순서대로 실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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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7≫

[필렛]기능을 이용하여 직각 코너를 반지름 치수로 변환 합니다.

CAD코너 [필렛] 아이콘을 누르면,
하단 명령어 창에 필렛 기능이 준비됩니다.
결과 “명령 : “ → “필렛 반지름 입력 : “

필렛 반지름 : 10 입력 → 키보드
결과 R10의 코너반지름 결정

명령어창 상단의

코너완전제거 아이콘을

선택.
결과 필렛 완성후 직각코너 제거옵션

필렛을 원하는 두 군데의 코너를 순차적으로 선택

결과 R10 코너반지름 완성
▲ 위 그림처럼 모든 필렛치수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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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8≫

[원 그리기] 기능을 이용하여 드릴가공을 목적으로 중심원을 생성합니다.

CAD코너 [원생성] 아이콘을 누르면,
하단 명령어 창에 반지름 명령이 준비됩니다.
결과 “명령 : “ → “반지름 : “

반지름 : 2.5 입력 → 키보드
결과 R2.5의 생성 반지름 결정

중심점 : 5, 5 입력 → 키보드
중심좌표 X5, Y5(절대값) 위치
결과 Ø5 중심원 완성

☞ 사칙연산 명령어 활용법 : CAD/CAM 수치 입력시 사칙연산 공식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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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9≫

[선형배열] 기능을 이용하여 원을 복제하여 대량의 드릴작업을 진행합니다.

[2D변형] → [배열] → [배열, 사각형] 메뉴 선택
시
하단 명령어 창에 배열,사각형이 준비됩니다.
결과 “명령 : “ → “엔티티 선택 : “

마우스 좌측 클릭을 이용하여
배열할 원(엔티티) 선택 → 키보드
결과 배열하고자 하는 원(엔티티) 선택

가로갯수 : 7 입력 → 키보드
결과 가로축으로 배열할 개수 7개 설정

세로갯수 : 1 입력 → 키보드
결과 세로축으로 배열할 개수 1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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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길이 : 15 입력 → 키보드
결과 가로축으로 배열될 간격 15(mm) 설정

세로길이 : 0 입력 → 키보드
세로축으로 배열될 간격 0(mm) 설정마무리
결과 가로 간격 15mm의 7개의 원엔티티 배열완료

☞ QuickCADCAM 엔티티와 체인의 특징
엔티티(NTT), 일반적인 직선, 원호, 원, 점등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QuickCADCAM에서 직접 그리거나
외부 드로잉 프로그램(Auto cad, illustrator)에서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체인(Chain), CAM가공을 위한 경로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엔티티로는 공구가 따라가지 않고 반드시
체인을 따라 공구경로가 생성됩니다. 기본적으로 닫힌 체인과 열린체인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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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Milling CAM가공 준비
Step1≫

가공기준점의 결정을 위하여, [원점이동]기능 선택 후 마우스좌측클릭으로 이동하거나,

현재 위치에서 원하는 좌표로 이동 가능합니다. 원점은 어느 곳이든 이동이 가능합니다.

[뷰(V)] → [원점이동] 선택

명령어창, 좌표 원점 : -10, -10 → 키보드

결과 현재 위치에서 X-10. Y-10. 좌표 위치이동

☞ 원점이동 활용법

- 원점위치에 따라 NC 데이터의 좌표 결과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 원점이동 시 교차점 / 중심점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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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Step2≫

[커브 체인]기능으로 공구가 지나는 경로를 결정하는 체인을 생성합니다. CAM에서

절삭공구는 기본적으로 CAD에서 작성한 엔티티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체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체인생성은 필수적입니다.

[체인관리] → [커브체인] → [커브] 선택

첫번째 체인생성, 좌측 닫힌 형상
변화된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 사각형의 좌측

코너를 클릭하여 시작점으로 결정합니다.

시작점에서 세 갈래의 체인화살표가 생성되면
우측 화살표를 눌러 진행방향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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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우측 방향을 클릭 하면, 체인은 자동으로 다음
교차점까지 경로를 탐색하여 새로이 위치합니다.
새로운 교차점에서 하단 방향을 선택합니다.

시작점으로 돌아온 체인은 「닫힌 체인」의 형태로
결정됩니다.

키보드

키를 누르면 체인으로

적용됩니다
첫번째 「닫힌 체인」 완성.

두번째 체인생성, 우측 닫힌 형상
마우스

커서를 도형의 하단 중간으로 클릭

하여 시작점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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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점에서 두 갈래의 체인화살표 중 우측 방향을
클릭합니다. 체인화살표가 시작위치로
돌아옵니다.

체인경로가 닫히면,

키로 적용합니다.

두번째 「닫힌체인」 완성

☞ 체인의 특징
└ 체인이란 사용자가 공구를 원하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정된
가상 공구경로입니다. 크게 “닫힌체인”, “열린체인”, 점체인이 존재합니다.

← 닫힌 체인
닫힌 형태의 도형형상의 체인

← 열린 체인
열린 형태의 선이나 원호의 체인

← 점 체인
드릴 공구가 지나가는 위치 경로

19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Step3≫

[점 체인]은 드릴공정용 체인으로써, 스케치한 원의 중심마다 공구가 드릴작업을

진행 할 수있도록 경로를 완성합니다. 다양한 직경의 원을 분류하여 가장 빠른경로로 출력합니다.

[체인관리] → [점 체인] → [자동] 선택

[점 체인 생성] 창이 나타납니다.

「원」형식과 「전체영역」을 선택하면, 모든
영역에서
원을 탐색하여, 자동 경로를 생성하게 됩니다.

[지름] 버튼을 누르면 잠시 작업화면으로
전환되며,
마우스

커서가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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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ø5 원엔티티를 선택하면 해당크기와 일치한 모든
원엔티티를 추적하여 경로로 완성합니다.

경로타입 선택으로 가장 짧은 경로로 전환됩니다.
선택 후 확인버튼을 눌러 점체인을 완성합니다.
(숫자는 경로의 길이를 뜻합니다.)

완성 된 점체인 입니다. 드릴 시작 위치와 최종 드릴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화살표로 구성된 위치가 최종위치로 결정됩니다.

☞ 점체인 직경 허용오차 : 허용오차 범위 안에 있는 원의 직경들이 점체인으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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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공구란 소재를 절삭하는 각종 앤드밀이나 드릴등의 가공도구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MCT(머시닝센터)는 ATC(자동공구교환장치)가 있어서 하나 이상의 공구를 장착할 수 있고, 자동교환
을 통해서 다양한 공정을 연속으로 작업하는게 가능합니다. ATC에 장착된 공구 목록과 QuickCAD
CAM의 공구목록이 일치 했을 때, 연속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캠툴] → [공구매거진]선택

[공구매거진] 창이 나타납니다. (가공에 필요한 모든 공구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T01]라인 선택 후 [편집] 버튼을 누르면, 공구 생성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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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T01) 공구를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 후 확인으로 공구를 생성합니다.
공구타입 : 평앤드밀
직경 : ø10
높이 : 30mm
회전수 : 1500rpm
피드XY : 500mm/min
피드Z : 300mm/min

다음 두번째(T02) 공구를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 후 확인으로 공구를 생성합니다..
공구타입 : 평앤드밀
직경 : ø5
높이 : 30mm
회전수 : 1500rpm
피드XY : 500mm/min
피드Z : 300mm/min

다음 세번째(T03) 공구를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 후 확인으로 공구를 생성합니다.
공구타입 : 드릴
직경 : ø5
유효깊이 : 30mm
공구각도 : 120˚
회전수 : 1500rpm
피드Z : 300mm/min

[공구매거진]창을 확인버튼으로 설정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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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 QuickCADCAM 밀링가공 프로세스
Step1≫

본격적으로 CAM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합니다. 첫번째로 앤드밀공구를 이용해 체인의

모양을 파내는 형태로 공구경로를 생성하는 [포켓 공정]을 가장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포켓가공 아이콘 선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뉴바 위치 : [캠공정] → [밀링] → [포켓공정]

[포켓가공]창이 나타납니다. (모든 공정은 양식이 동일하지만, 옵션에 따라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

공구를 설정합니다. 공정에서 사용할 공구를 입력합니다. 미리 작성한 공구매거진을 이용하거나
공정자체에서 생성/편집도 가능합니다. 항상 공구 선택을 첫번째로 진행합니다.

⚫

체인을 설정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가공모양인 체인들을 선택하면 체인의 모양대로
공구가 회전하면서 절삭하게 됩니다. 체인순서를 바꾸거나 빠른 경로로 정렬도 가능합니다.

⚫

가공조건을 설정합니다. 공구와 체인 선택 완료 후 공구경로의 주요 설정값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략], [이동], [링크], [옵션]탭을 이동하며 값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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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공구 버튼을 눌러 공구매거진에서 공정에
사용할
공구를 찾아 선택합니다.

[T01] ø10 평앤드밀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현재 공구로 설정됩니다.
다음 순서로 체인목록의 체인선택버튼을 누르면
공정창이 잠시 숨겨지고 “체인”선택이
가능합니다.

다각형모양의 체인 선택 후
※ 잘못된 체인은

키를 누르면, 「체인목록」에 선택한 체인이 추가됩니다.

키를 눌러 삭제가 가능하고, 체인글씨를 드래그하면 순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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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전략]은 기초적인 가공조건을 입력하는 탭입니다. 공구와 체인이 결정되면 가공할 깊이와 공구경로의
모양등 주요 조건들을 모두 입력합니다. [전략]탭에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최종깊이

5(mm)

가공할 최종 깊이 결정

가공타입

옵셋

가공방법

지그재그

측면 스탭과 스탭간 지그재그 스탭형태 결정

가공방향

하향가공

공구의 절삭 방향 설정(하향가공, 상향가공)

가공순서

레벨

1 회 이상 깊이스탭의 처리방법(레벨,영역)

측면여유량

0(mm)

정삭을 위한 측면에 남기는 여유소재(mm)

바닥여유량

0(mm)

정삭을 위한 바닥에 남기는 여유소재(mm)

깊이스탭

1(회)

시작평면에서 최종깊이까지를 스탭으로 나누는 횟수

측면스탭량

70(%)

포켓 파낼 시, XY 스탭 간격 결정

체인모양에 최적화된 옵셋형 포켓공구경로

▲ 위 조건 입력 후 [이동] 탭으로 전환합니다.
☞포켓 평행가공에서 필렛연결

≫

가공방법이 지그재그일 때 사용가능
필렛의 경우 측면스텝량의 50%이상 설정 불가능합니다.

☞최종윤곽

모든스텝윤곽 : 모든스텝마다 윤곽경로 생성
최종스텝윤곽 : 마지막스텝에서만 윤곽경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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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동]탭에서는 안전가공을 위한 Z높이 설정 값을 입력합니다. 실제 절삭하는 공구경로를
제외하고 진입초반과 후반복귀 그리고 중간이동에서 안전높이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Z-초기점

50(mm)

Milling 가공 집입 전 최초 Z 위치(절대 Z 높이)

Z-최종높이

50(mm)

Milling 가공 완료 후 복귀전 Z 위치(절대 Z 높이)

사이높이

30(mm)

체인과 체인간의 Z 사이높이 결정(절대 Z 높이)

▲ 위 조건 입력 후 [링크] 탭으로 전환합니다.

≫

[링크]는 실제 가공하는 공구경로를 제외한 공구가 들어오고 나가는 제어를 담당합니다.
[이동] 탭에서 설정한 리드/링크(클리어런스, 급속거리, 피드거리) 높이를 적용하여 사용합니다.

초기진입

클리어런스 진입

리드인(진입) 높이설정

종점후퇴

클리어런스 후퇴

리드아웃(후퇴) 높이설정

그룹내부

피드거리 복귀

측면 스탭간 링크(사이) 높이설정

그룹사이

피드거리 복귀

포켓 내의 링크(사이) 높이설정

깊이사이

피드거리 복귀

깊이스탭 간 링크(사이) 높이설정

지역사이

피드거리 복귀

체인과 체인간 링크(사이) 높이설정

▲ 위 조건 입력 후 [옵션] 탭으로 전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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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 리드인과 리드아웃 그리고 링크 시스템
└ QuickCADCAM은 정밀한 리드인과 리드아웃 그리고 링크를 제어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순서로 클리어런스(G00-급속이송) ▷ 급속거리(G00-급속이송) ▷ 피드거리(G01-공구이송)순입니다.

└ 기본적으로 클리어런스, 급속거리, 피드거리는 프로그램상 안전한 높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수정은 [이동]탭의

해제 후, 후퇴옵션 버튼을 누르면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옵션]에서 앤드밀 공구의 회전 속도(가공/스핀들 속도)와 가공이송 속도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택한 공구에서 설정된 값으로 자동 입력 되지만, 원하는 값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가공/스핀들

1500(S)

포켓가공시 공구의 회전 속도(공구에 입력된 속도 적용)

이동속도-XY

500(mm/min)

포켓 가공시 X-Y 축 이송속도(공구에 입력된 속도 적용)

이동속도-Z

300(mm/min)

포켓 가공시 Z 축 이송속도(공구에 입력된 속도 적용)

원호 피드율

90(%)

원호가공일 때 이송속도 가감속(이동속도-XY 에서 가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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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들방향

시계방향

공구의 회전시 돌아가는 방향 결정(M03,M04)

절삭유

사용안함

절삭유의 사용여부 결정(M08 ON/OFF)

마지막 결과 출력을 위해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쳐 작업결과가 [코드]탭에 나타납니다.

우측 화면의 [코드]탭에 포켓가공에 대한 가공결과인 NC코드가 표시됩니다.
NC코드란?
포켓, 윤곽, 드릴등 원하는 공정을 계산 했을 때
출력되는 결과 코드입니다. CNC 제어용 코드로써
생성된 코드를 가공기에 적용하면 실제 가공이
가능합니다. 가장 최근 계산된 결과만 나타나기에
이전에 작업 했던 NC코드는 유지되지 않으며,
가장 최근에 계산한 NC코드만 표시됩니다.

NC코드 검증을 위하여

와이어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릅니다. (CAM창 상단에 위치) 아이콘 선택 시

작업화면에 공구가 지나가는 경로(공구의 중심)가 표현됩니다.

와이어 시뮬레이션을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NC코드의 첫줄 선택 후 키보드 아래 버튼을
연속으로 누르면 가상공구가 공구경로대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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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 검증용 도구 모음
├

와이어 시뮬레이션(공구) : 코드를 공구의 중심 이동경로를 공구 색상으로 확인합니다.

├

와이어 시뮬레이션(피드) : 코드를 공구의 중심 이동경로를 각각의 피드 색상으로 확인합니다.

├

쉐이딩 시뮬레이션 : 이동경로를 공구의 면적으로 표현한 시뮬레이션입니다.(공구색상)

├

소재 시뮬레이션 : 가상 소재를 이용한 3D시뮬레이션입니다. QuickCAM 자체 구동

└

기계 시뮬레이션 : 가상 소재를 이용한 외부 3D시뮬레이션입니다. Modulworks시뮬레이션 가동

Step2≫

[오픈포켓] 공구경로를 생성합니다. 일반 포켓 가공과 방법은 동일하지만 벽의 일부를

완전 제거하는 포켓기능으로 다양한 형상가공에 활용합니다. 공구경로가 체인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앞서 [체인열기]기능을 이용해 체인을 오픈된 속성으로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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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체인 관리] → [커브 체인편집] → [체인열기]
선택
포켓 가공에 앞서 체인을 열어 오픈된 상태로
편집
합니다.
마우스

커서가 바뀌면 체인의 좌측 중간점을

클릭해서 체인이 열리는 위치를 결정합니다.

키를 누르면 오픈된 체인이 완성됩니다.

포켓가공 아이콘 선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뉴바 위치 : [캠공정] → [밀링] → [포켓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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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공구 버튼을 눌러 공구매거진에서 가공에
필요한
공구를 찾아 선택합니다.

[T01] ø10 평앤드밀을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적용됩니다.
다음 순서로 체인목록의 체인선택 버튼을
누르면
공정창이 잠시 숨겨지고 체인선택이
가능합니다.

사각형 체인 선택 후

키를 누르면, 「체인목록」에 입력한 체인이 추가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오픈포켓가공의 주요 설정인 [전략]탭에 아래 조건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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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최종깊이

5(mm)

가공할 최종 깊이 결정

가공타입

옵셋

체인모양에 최적화된 옵셋형 포켓공구경로

가공방법

일방향

측면 스탭과 스탭간 일방향 스탭형태 결정

측면/바닥여유량

0(mm)

정삭을 위한 측면과 바닥의 여유량

깊이스탭

1(회)

시작평면에서 최종깊이까지를 스탭으로 나누는 횟수

측면스탭량

70(%)

포켓 파낼 시, XY 스탭 간격 결정

▲ 모든 [전략] 조건 입력 후 [이동], [링크], [옵션]탭 조건을 입력합니다.

≫

[이동], [링크], [옵션]탭은 첫번째 포켓공정에서 입력된 조건들이 저장되므로 특별히 조건을 바꾸지
않고
동일한 값인지 확인 후 하고 확인버튼을 눌러 공정을 계산하겠습니다.

출력된 오픈포켓의 NC코드는

와이어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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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Step3≫

세번째 [드릴]공정으로 드릴공구를 이용해 한번의 공정생성으로 다수의 홀중심에

드릴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닫히거나 열린체인이 아닌 반드시 “점체인”을 이용해야 완성됩니다.

`
드릴가공 아이콘 선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뉴바 위치 : [캠공정] → [밀링] → [드릴공정]

▲ <드릴가공>공정
공구 버튼을 눌러 공구매거진에서 필요한
공구를
찾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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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T03] ø5드릴을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적용됩니다.
다음 순서로 체인목록의 체인선택 버튼을 누르면
공정창이 잠시 숨겨지고 체인선택이 가능합니다.

점 체인 선택 후

키를 누르면, 「체인목록」에 입력한 체인이 추가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드릴가공의 메인 설정인 [전략]페이지에 아래 조건을 입력합니다.

시작평면

0(mm)

드릴이 시작되는 Z 위치

최종깊이

10(mm)

드릴의 최종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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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초기 Z 위치

30(mm)

드릴을 위한 Z 초기높이

R 점 Z 위치

2(mm)

드릴을 위한 안전높이 / 싸이클 R 값

1 회절입량

5(mm)

드릴을 위한 1 회 패스깊이 / 싸이클 Q 값

후퇴방식

디버링

수동 드릴링시 안전거리로 팩킹(PAEK)운용

싸이클

사용안함

초기점복귀

G98(초기점복귀)

수동 드릴링 지정
드릴 가공시 초기점복귀(G98)와 R 점복귀(G99) 설정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옵션]탭으로 넘어갑니다.≫
[옵션]에서 스핀들 속도와 이송속도-Z는 공구에 사전에 입력된 값으로 설정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값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쳐 NC결과가 나타납니다.

출력된 드릴링의 NC코드는

와이어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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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Step4≫

마지막 [윤곽공정]입니다. 테두리체인의 바깥쪽을 따라 공구로 절단하는 공정입니다.

윤곽체인(테두리선)에 [윈도우체인]기능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생성 후 윤곽공정을 진행합니다.

간편한 체인 생성을 위하여 키보드

키를 누른 상태로 바깥선의 아무곳이나 누르면 도형인

상태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직선을 일괄 선택하는 기능)

선택한 상태로

키를 누르면 윈도우체인 기능으로 빠른 체인생성이 되는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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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윤곽가공 아이콘 선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뉴바 위치 : [캠공정] → [밀링] → [윤곽가공]

▲ <윤곽가공>공정
공구버튼을 눌러 공구매거진에서 필요한 공구를
찾아 선택합니다.

[T02] ø5 평앤드밀을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최종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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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다음 순서로 체인목록의 체인선택 버튼을 누르면
공정창이 잠시 숨겨지고 체인선택이 가능합니다.

윤곽체인 선택 후

키를 누르면, 「체인목록」에 입력한 체인이 추가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윤곽가공의 메인 설정인 [전략]페이지에 아래 조건을 입력합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최종깊이

10(mm)

가공할 최종깊이를 결정

후퇴방식

칩브레이커

후퇴량

1(mm)

옵셋방향

좌측

체인의 좌측으로 공구를 위치

보정방향

좌측

공구의 좌측 보정

가공방법

일방향

가공방향

하향가공

측면여유량

0(mm)

Z 깊이를 나누어 가공할때 증분으로 후퇴하는 방식
칩브레이커 사용시 증분후퇴 높이

여러번 깊이스탭 가공시 진행방향을 편향으로 설정
기본적인 공구 진행 방향 결정
정삭을 위한 측면의 여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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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정삭을 위한 바닥의 여유량

바닥여유량

0(mm)

측면반복횟수

1(회)

윤곽가공에서 공구의 측면윤곽가공 횟수를 결정

깊이스탭

3(회)

시작평면에서 최종깊이까지를 스탭으로 나누는 횟수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진입/후퇴]탭으로 넘어갑니다.

≫

[진입/후퇴]는 가공의 시작점과 종료점의 진행방식을 결정합니다.

진입/후퇴

방향

진입/후퇴 위치에 방향 그대로 절삭하는 옵션

├

수직

진입/후퇴 위치에 수직으로 절삭하는 옵션

├

접선

진입/후퇴 위치에 접선으로 절삭하는 옵션

└

블랜드

초기진입

사용

초기 진입에서 옵션의 사용여부

최종후퇴

사용

마지막 후퇴에서 옵션의 사용여부

깊이스탭

사용

가공 사이에서 옵션의 사용여부

진입/후퇴 위치에 블랜드으로 절삭하는 옵션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탭으로 넘어갑니다.≫

◆ 진입 / 후퇴 형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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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이동]탭에서 안전가공을 위한 Z높이 옵션을 설정값 입력이 가능합니다.

Z-초기점

50(mm)

Milling 가공 집입 전 최초 Z 위치(절대 Z 높이)

Z-최종높이

50(mm)

Milling 가공 완료 후 복귀전 Z 위치(절대 Z 높이)

사이높이

30(mm)

형상과 형상간의 Z 사이높이 결정(절대 Z 높이)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옵션]탭으로 넘어갑니다.≫
[옵션]에서 앤드밀공구의 스핀들 속도와 이송 속도는 공구에 입력된 값으로 설정되지만 임의의 값으로
수정가능합니다. 결과 출력을 위하여 확인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쳐 NC결과가 나타납니다.

출력된 NC코드는

와이어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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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Step5≫

완성된 총 4가지 공정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공정]탭에서 모든 공정을 재계산합니다.

[공정]탭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전환합니다.

모든 공정의 집합 모계인 직교좌표계를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으로 팝업박스를 불러옵니다.

팝업메뉴의 [공정재계산(R)]을 선택합니다.

재계산으로 모든 공정을 합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합쳐진 NC코드는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프로그램 검증을 거쳐 실제가공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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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F. 소재 시뮬레이션
◆ 소재 시뮬레이션 이란?
실제가공에 앞서 QuickCADCAM의 3차원의 가상소재를 가상공구로 가공해보는 가상시뮬레이션입니다.
NC데이터를 기반으로 체인 위에 사각 소재를 위치시켜 시뮬레이션합니다.

Step1≫

소재시뮬레이션을 위해 가상 소재 크기를 결정합니다.

[공정]탭 → [소재]

더블클릭

[소재] 창이 나타납니다. 가상 소재 크기 결정을 위해 우측 하단의 [영역선택]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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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작업창으로 전환, 사각의 두 점을 클릭합니다.
A. 우측 하단 꼭지점을 선택합니다.
B. 좌측 상단 꼭지점을 선택합니다.
를 눌러 사각소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높이(H)에 소재의 두께를 10mm로 입력 후 [확인]으로 소재설정을 완료합니다.

Step2≫

소재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CAM창 상단의

소재시뮬레이션을 선택합니다.

가상소재와 시뮬레이션 제어기가 화면에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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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뷰컨트롤러]창의 [뷰어]에서 [ISO]로 화면의 각도를 3차원으로 보이도록 전환합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 소재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가상의 공구가 나타나 소재를 가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시뮬레이션 확인 후 실제 가공에 영향이 없으면 NC 파일화하여 실제가공에 활용합니다.

소재 시뮬레이션 모드를 종료[■]합니다.

※ 미 종료시 프로그램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미 종료시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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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G. 기계 시뮬레이션
◆ 기계 시뮬레이션이란?
실물에 가까운 MCT와 CNC선반의 움직임까지 체크가능한 고성능 3D 시뮬레이션입니다.
소재시뮬레이션 보다 고화질의 그래픽과 정밀한 움직임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이 가능합니다.

CAM창 상단의 기계시뮬레이션을 선택합니다.

QuickCADCAM창이 숨겨지고, 기계시뮬레이션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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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구동”버튼으로 가공을 시작하면 가상 시뮬레이션이 시작됩니다. 고해상도 화질의 시뮬레이터로써
가상 공구와 소재, 가공기의 움직임까지 확인이 가능하여 정밀 검증이 가능합니다. 확인 후
실제가공에
영향이 없으면 NC 데이터화 하여 실제가공에 활용합니다. 검증 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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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H. 가공 싸이클타임 쉬트
급속이동에 시간 및 공구교환시간을 입력하여 더 확실한 가공시간을 나타냅니다.
가공품 및 업체명 , 작성일이 기재됨에 따라서 어떤 부품에 대한 싸이클 쉬트인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급속속도 및 공구변경시간 입력방법
- 메인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여 SML경로의 편집을 클릭하면 설정 값 입력위치를 생성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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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테이블 출력방법
- 테이블 출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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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I. 가공결과, NC 데이터 저장
모든 공정을 계산하여 시뮬레이션으로 검사를 마친 후 문제가 없다면 NC 데이터화를 진행합니다.
[캠툴] → [NC저장] 선택

저장 화면이 나타나면, 원하는 위치에 제목을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QuickEditer프로그램에 저장
된
NC데이터가 보여집니다. 필요한 경우 수정 후
저장하여 최종 데이터를 확정 짓습니다.
「QuickEditer1.0」 → [저장] → [끝내기]

NC데이터가 저장됩니다. 해당 코드 파일을
실무 CNC가공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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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J. QuickCADCAM 파일 저장
완성한 작업 파일을 저장합니다. QuickCADCAM 전용
파일 인 QCD포맷으로 저장 시 도면 데이터를 기초로
CAM공정까지 포함된 복합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원하는 저장 위치를 지정하여,
파일명은 「밀링 따라하기」로 저장합니다.

☞ QCD와 DWG의 차이점 비교
QCD…는 QuickCADCAM의 전용파일로써, 단순한 CAD데이터만 존재하는 DWG나 AI,
DXF와는 다르게 CAM도구와 공구데이터를 포함 가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장시에는 반드시 QCD로 사용하여 저장하시면 됩니다. *DWG와 DXF는
AUTOCAD나 CADIAN 같은 외부 2D 드로잉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수 있는 도면데이터
입니다. *AI와 EPS는 대표적으로 일러스트레이트와 코렐드로우 의 그래픽 전용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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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1-2. 기초 밀링 따라하기2
윤곽공정 활용과 드릴링 & 태핑싸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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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A.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1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

B. 밀링 모듈 선택
작업창이 활성화되어 CAD 작업이 가능합니다.

2 밀링 모듈 선택
○
작업창이 활성화되어 CAD 작업이 가능합니다.

※ 위 작업 창을 통해 CAD 드로잉과 CAM 가공을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절대좌표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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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C. 윤곽공정 따라하기 첫번째
예제 도면 파일을 [열기]기능으로 불러옵니다.
C:\ProgramFiles(x86)\SolarTech\QuickCAMV7.7.0.0
\cad\example → 『Contour example』 불러오기

▲ 「Contour Example」 따라하기 예제
본 예제는 [체인]과 [공구]가 미리 설정 되어있어
즉시 CAM공정을 생성합니다.

▲ [가상소재]와 [체인]

▲ 예제에 저장되어 있는 「공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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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윤곽가공 아이콘 선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뉴바 위치 : [캠공정] → [밀링] → [윤곽가공]

▲ <윤곽공정>
상단에 위치한 공구버튼을 눌러
공구매거진에서 필요한 공구를 선택합니다.

[T01] ø12 평앤드밀을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최종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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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다음 순서로 체인목록의 체인선택 버튼을 누르면
공정 창이 잠시 숨겨지고 체인선택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열린체인 선택 후

키를 누르면 윤곽공정에 체인이 적용됩니다.

체인의 방향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공구가
절삭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설정합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최종깊이

2.5(mm)

공구경로 최종 절삭 깊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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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후퇴방식

없음

깊이에 대한 공구경로 후퇴방식 사용안함

옵셋방향

좌측

체인의 좌측으로 공구를 위치

보정방향

좌측

공구의 좌측 보정

가공방법

일방향

가공방향

하향가공

측면여유량

0(mm)

정삭을 위한 측면의 여유량

바닥여유량

0(mm)

정삭을 위한 바닥의 여유량

측면반복횟수

1(회)

윤곽가공에서 공구의 측면윤곽가공 횟수를 결정

깊이스탭

1(회)

시작평면에서 최종깊이까지를 스탭으로 나누는 횟수

여러번 깊이스탭 가공시 진행방향을 편향으로 설정
기본적인 공구 진행 방향 결정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진입/후퇴]탭으로 넘어갑니다.≫
[진입/후퇴]는 가공의 시작점과 종료점의 진행방식을 결정합니다.

진입/후퇴

방향

진입/후퇴 위치에 방향 그대로 절삭하는 옵션

├

수직

진입/후퇴 위치에 수직으로 절삭하는 옵션

├

접선

진입/후퇴 위치에 접선으로 절삭하는 옵션

└

블랜드

초기진입

사용

초기 진입에서 옵션의 사용여부

최종후퇴

사용

마지막 후퇴에서 옵션의 사용여부

깊이스탭

사용

가공 사이에서 옵션의 사용여부

진입/후퇴 위치에 블랜드으로 절삭하는 옵션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탭으로 넘어갑니다.≫

57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이동]탭에서 안전가공을 위한 Z높이 옵션을 설정 값 입력이 가능합니다.

Z-초기점

50(mm)

Milling 가공 집입 전 최초 Z 위치(절대 Z 높이)

Z-최종높이

50(mm)

Milling 가공 완료 후 복귀전 Z 위치(절대 Z 높이)

사이높이

30(mm)

형상과 형상간의 Z 사이높이 결정(절대 Z 높이)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옵션]탭으로 넘어갑니다.≫
[옵션]에서 앤드밀공구의 스핀들 속도와 이송 속도는 공구에 입력된 값으로 설정되지만 임의의 값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결과 출력을 위하여 확인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쳐 NC결과가 나타납니다.

출력된 공구경로는

쉐이딩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새로운 체인에 적용할 윤곽공정을
다시선택합니다.
메뉴바 위치 : [캠공정] → [밀링] → [윤곽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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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공구]는 ø12 평앤드밀(T01)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체인목록의 체인선택 버튼을 누르면
공정창이 잠시 숨겨지고 체인선택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열린체인 선택 후

키를 누르면 윤곽공정에 체인이 적용됩니다.

[전략]을 아래와 같은 옵션으로 설정합니다.
공구의 가공위치가 「우측」이 되도록
“옵셋방향”과 “보정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최종깊이

2.5(mm)

공구경로 최종 절삭 깊이 결정

가공방향

하향가공

기본적인 공구 진행 방향 결정

옵셋방향

우측

체인의 우측으로 공구를 위치

보정방향

우측

공구의 우측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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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측면반복횟수

1(회)

윤곽가공에서 공구의 측면윤곽가공 횟수를 결정

깊이스탭

1(회)

시작평면에서 최종깊이까지를 스탭으로 나누는 횟수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진입/후퇴]탭으로 넘어갑니다.≫
공구경로 이동방식 설정인 [진입/후퇴]탭과 Z 안전 높이값을 설정 하는 [이동]탭 그리고 가공속도와
공구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옵션]탭을 각각 알맞게 설정합니다. 결과 출력을 위하여 확인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쳐 NC 결과가 나타납니다.

출력된 공구경로는

쉐이딩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D. 윤곽공정 따라하기 두번째
새로운 체인에 적용할 윤곽공정을
다시선택합니다.
메뉴바 위치 : [캠공정] → [밀링] → [윤곽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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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 <윤곽공정>
상단에 위치한 공구버튼을 눌러
공구매거진에서 필요한 공구를 선택합니다.

[T02] ø5 평앤드밀을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최종 적용됩니다.
다음 순서로 체인목록의 체인선택버튼을 누르면
공정창이 잠시 숨겨지고 체인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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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세번째 열린체인 선택 후

키를 누르면 윤곽공정에 체인이 적용됩니다.

[전략]을 아래와 같은 옵션으로 설정합니다.
공구의 가공위치가 「중심」이 되도록
“옵셋방향”과 “보정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최종깊이

1(mm)

공구경로 최종 절삭 깊이 결정

가공방향

하향가공

기본적인 공구 진행 방향 결정

옵셋방향

없음

체인의 중심으로 공구를 위치

보정방향

좌측

공구의 좌측 보정

측면반복횟수

1(회)

윤곽가공에서 공구의 측면윤곽가공 횟수를 결정

깊이스탭

1(회)

시작평면에서 최종깊이까지를 스탭으로 나누는 횟수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진입/후퇴]탭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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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공구경로 이동방식 설정인 [진입/후퇴]와 Z 안전 높이값을 설정 하는 [이동] 그리고 가공속도와
공구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옵션]을 각각 알맞게 설정합니다. 결과 출력을 위하여 확인을 누르면
계산 모션을 거쳐 NC 결과가 나타납니다.

출력된 공구경로는

쉐이딩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윤곽공정을 “닫힌체인”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체인의 내부를 완전이 파내는 형태로
적용합니다.
가공을 위하여 「윤곽공정」을 선택합니다.

[공구]는 T02 평앤드밀(ø5)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체인목록의 체인선택버튼을 누르면
공정창이 잠시 숨겨지고 체인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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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닫힌체인 선택 후

키를 누르면 윤곽공정에 체인이 적용됩니다.

[전략]을 아래와 같은 옵션으로 설정합니다.
공구의 가공위치가 「좌측」이 되도록
“옵셋방향”과 “보정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최종깊이

2.5(mm)

공구경로 최종 절삭 깊이 결정

64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옵셋방향

좌측

체인의 중심으로 공구를 위치

보정방향

좌측

공구의 좌측 보정

측면반복횟수

6(회)

윤곽가공에서 공구의 측면윤곽가공 횟수를 결정

측면절입량

2.5(mm)

깊이스탭

1(회)

측면으로 반복되는 공구경로 간격
시작평면에서 최종깊이까지를 스탭으로 나누는 횟수

☞ 닫힌체인을 완전히 파내기위해 적절한 “측면반복횟수”와 “측면절입량” 값을 입력합니다.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진입/후퇴]탭으로 넘어갑니다.
공구경로 이동방식 설정인 [진입/후퇴]와 Z 안전 높이값을 설정 하는 [이동] 그리고 가공속도와
공구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옵션]을 각각 알맞게 설정합니다. 결과 출력을 위하여 확인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쳐 NC 결과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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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출력된 공구경로는

와이어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검증합니다.

☞ “측면반복횟수”와 “측면절입량”
윤곽공정의 “측면반복횟수”를 2회 이상 설정후 “측면절입량” 값 입력시 옵셋형태로 반복절삭
합니다. 해당 기능을 활용하면 넓은 반경으로 윤곽가공이 가능하고, 절입량을 조절으로 미절삭
부위를 제거합니다. 열린체인과 닫힌체인 모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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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 윤곽공정 “옵셋방향”에 따른 공구경로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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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 드릴링싸이클(G83) 따라하기
드릴링 및 탭 가공경로 생성에 앞서 다수의 드릴위치를 “점 체인”경로로 생성합니니다. 점체인은
직경별로 구분된 원엔티티와 원호엔티티의 중심점이 모두 추적해 완성한 드릴링 전용체인입니다.

[체인관리] → [점 체인] → [자동] 선택

[점 체인 생성]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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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원」형식과 「전체영역」을 선택하면, 모든
영역에서
원을 탐색하여, 자동 경로를 생성하게 됩니다.

[지름] 버튼을 누르면 잠시 작업화면으로
전환되며,
마우스 커서가 변합니다.

“직경 ø3” 원엔티티 선택 시 같은 크기의 원들을
체인경로로 추적합니다.

자동으로 정렬된 「점체인」 경로입니다. 생성된
체인은 최적화된 드릴경로로 자동 구성됩니다.
패턴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수정 가능합니다.

점체인 경로를 원하는 타입으로 수정합니다.
“경로 타입” 메뉴 중 사용자가 원하는 패턴의
원하는 숫자버튼을 눌러 경로를 수정합니다.

버튼선택 시 해당 패턴으로 드릴링순서가
결정됩니다. 숫자가 적을수록 배열이 짧습니다.
확인을 눌러 “점 체인” 생성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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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드릴가공 아이콘 선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뉴바 위치 : [캠공정] → [밀링] → [드릴공정]

▲ <드릴가공>공정
공구 버튼을 눌러 공구매거진에서 필요한
공구를
찾아 선택합니다.

[T03] ø2.5 드릴을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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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다음 순서로 체인목록의 체인선택 버튼을
누르면
공정창이 잠시 숨겨지고 체인선택이
가능합니다.

점 체인 선택 후

키를 누르면, 「체인목록」에 입력한 체인이 추가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드릴가공의 메인 설정인 [전략]페이지에 아래 조건을 입력합니다.

시작평면

0(mm)

드릴이 시작되는 Z 위치

최종깊이

10(mm)

드릴의 최종 깊이

초기 Z 위치

30(mm)

드릴을 위한 Z 초기높이

R 점 Z 위치

2(mm)

드릴을 위한 안전높이 / 싸이클 R 값

1 회절입량

5(mm)

드릴을 위한 1 회 패스깊이 / 싸이클 Q 값

싸이클

G83(심공드릴)

드릴가공 시 사용할 싸이클 선택

좌표방법

G90(절대지령)

드릴 가공시 절대지령(G90)과 상대지령(G91) 설정

초기점복귀

G98(초기점복귀)

드릴 가공시 초기점복귀(G98)와 R 점복귀(G99) 설정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옵션]탭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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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드릴 공구의 스핀들 속도와 Z이송 속도는 공구에 입력된 값으로 설정되지만 임의의 값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결과 출력을 위하여 확인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쳐 NC결과가 나타납니다.

출력된 “G83사이클” NC코드를 확인합니다. (드릴링싸이클 사용시, 시뮬레이션에서 상세한 표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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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 태핑싸이클(G84) 따라하기
드릴링 이후 M3 “태핑가공(TAP)”을 진행합니다. 일반 드릴공정에서 파라메터 수정으로 태핑이 이루어
집니다. 무엇보다 공구매거진의 탭(TAP)공구는 반드시 올바른 피치(PITCH)와 직경값 입력이 필요합니다.
드릴가공 아이콘 선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뉴바 위치 : [캠공정] → [밀링] → [드릴공정]

▲ <드릴가공>공정
공구 버튼을 눌러 공구매거진에서 필요한
공구를
찾아 선택합니다.

[T04] M3탭공구를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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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태핑가공(TAP)에서 가장 중요한 피치
0.5(pitch)를
확인합니다.
드릴과 같이 체인목록의 체인선택 버튼을
누르면
공정창이 잠시 숨겨지고 체인선택이
가능합니다.

점 체인 선택 후

키를 누르면, 「체인목록」에 입력한 체인이 추가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드릴가공의 메인 설정인 [전략]페이지에 아래 조건을 입력합니다.

시작평면

0(mm)

태핑이 시작되는 Z 위치

최종깊이

10(mm)

태핑의 최종 깊이

초기 Z 위치

15(mm)

태핑을 위한 Z 초기높이

R 점 Z 위치

2(mm)

태핑을 위한 안전높이 / 싸이클 R 값

싸이클

G84(RIGID)

좌표방법

G90(절대지령)

태핑 가공시 절대지령(G90)과 상대지령(G91) 설정

초기점복귀

G98(초기점복귀)

태핑 가공시 초기점복귀(G98)와 R 점복귀(G99) 설정

태핑가공 시 사용할 싸이클 선택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옵션]탭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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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태핑가공 속도(Z)는 무조건 스핀들 속도x공구의 피치로 계산된 값이 출력됩니다.

유저가 쉽게 드릴공정과 탭공정을 구분 지을 수
있도록 [공정이름]을 “탭가공”으로 수정합니다.
결과 출력을 위하여 확인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

거쳐 NC결과가 나타납니다.

출력된 “G84사이클” NC코드를 확인합니다. (드릴링싸이클 사용시, 시뮬레이션에서 상세한 표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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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 NC출력과 소재시뮬레이션
[공정]탭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전환합니다.

모든 공정의 집합 모계인 직교좌표계를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으로 팝업박스를 불러옵니다.

팝업메뉴의 [공정재계산(R)]을 선택합니다.

재계산으로 모든 공정을 합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합쳐진 NC코드는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프로그램 검증을 거쳐 실제가공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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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공정]탭 → [소재]

더블클릭

[소재] 창이 나타납니다. 가상 소재 크기 결정을 위해 우측 하단의 [영역선택]버튼을 누릅니다.

작업창으로 전환, 사각의 두 점을 클릭합니다.
A. 좌측 하단 꼭지점을 선택합니다.
B. 우측 상단 꼭지점을 선택합니다.
를 눌러 사각소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높이(H)에 소재의 두께를 10mm로 입력 후 [확인]으로 소재설정을 완료합니다.

CAM창 상단의

소재시뮬레이션을 선택합니다.

가상소재와 소재시뮬레이션 제어창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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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뷰컨트롤러]창의 [뷰어]에서 [ISO]로 화면의 각도를 3차원으로 보이도록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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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시작 버튼[▶]을 눌러 소재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가상의 공구가 나타나 소재를 가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시뮬레이션 확인 후 실제 가공에 영향이 없으면 NC 파일화하여 실제가공에 활용합니다.

소재 시뮬레이션 모드를 종료[■]합니다.

※ 미 종료시 프로그램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미 종료시 알람
시뮬레이션으로 검사를 마친 후 문제가 없다면
NC코드를 파일로 저장하며 예제를 마칩니다.
[캠툴] → [NC저장]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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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X01. CAD 그리기 연습 - A
스케치와 스케치 변형을 사용하여 도면 따라 그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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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2D그리기 > 커브 >

사각형을 선택하여 코너반지름=0, 사각형의 시점=0,0

사각형의 종점=100, 80을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2D변형 > 분해

를 선택하여 생성한 사각형을 분해한다. 사각형을 분해하는 이유는

사각형이 하나의 객체로 인식 되어서 선분 하나씩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해 된 사각형의 각 변들은 2D변형 > 옵셋

2D변형 > 교차점 자르기

을 이용하여 아래 이미지와 같이 그려줍니다.

를 선택하여 모든 객체를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불필요한 선들을 삭제한다. 삭제는 선들을 드래그 또는 선택하여 키보드의
키를 누르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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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아래 이미지와 같이 드릴의 중심이 될 위치의 선들을 옵셋을 이용하여 그려줍니다.

2D그리기 > 원 > 원(반지름/중심)

을 선택하여 반지름=2를 입력한 후 선들의 끝점에서

클릭해줍니다. 원들을 그려준 뒤 불필요한 선들은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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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2D변형 > 필렛

을 이용하여 내부 사각형의 각 모서리에 필렛을 넣어준다. 반지름 값은 5mm로

지정합니다. 이 때, 필렛을 한 후 모서리가 남아있다면, 하단의 명령창에서
눌러

필렛합니다.

드로잉을 마치며, 도면을 완성합니다.
도면 완성후 지금까지 연습한 Milling CAM을 실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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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림아이콘 버튼을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X02. CAD 그리기 연습 - B
스케치와 스케치 변형을 사용하여 도면 따라 그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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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2D그리기 > 커브 > 사각형

을 선택하여 코너반지름=0 사각형의 시점=0, 0

사각형의 종점=102.5, 50을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2D그리기 > 점 > 스케치를 선택하여 28, 45 좌표를 입력하여 점을 생성합니다.

2D그리기 > 선 > 무한선 기능으로 작업합니다. 무한선 시점을 28, 45 위치점으로 선택 후 18.435°와
105.945°로 두 개의 각도선을 아래 이미지와 같이 그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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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그려진 무한선은 2D변형 > 옵셋

을 이용하여 아래 이미지와 같이 그려줍니다.

2D변형 > 트림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선들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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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2D변형 > 배열 > 배열, 사각형을 선택하여 내부의 사각형을 배열해줍니다. 배열할 엔티티를 선택 후
가로 개수=3, 세로 개수=1, 가로 길이 또는 기준점=30, 세로 길이 또는 기준점=0을 입력한 후
키를 입력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배열됩니다.

2D변형 > 분해를 통해 외부 사각형을 분해시켜서 아래 이미지와 같이 그려줍니다.

2D변형 > 트림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선들을 삭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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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2D그리기 > 원 > 원(반지름/중심)

을 선택하여, 반지름=2.5를 입력한 후 원의 중심으로는 5, 5를

입력 해줍니다.

2D변형 > 배열 > 배열, 사각형을 선택하여 원을 배열해줍니다. 배열할 엔티티를 선택한 후
가로 개수=4, 세로 개수=3, 가로 길이 또는 기준점=31.25, 세로 길이 또는 기준점=20을 입력한 후
키를 입력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배열이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원들을 제거합니다.

2D그리기 > 점 > 스케치를 선택하여 92.5, 40 좌표를 입력하여 점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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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2D그리기 > 선 > 무한선 기능으로 작업합니다. 무한선 시점을 92.5, 40 위치점으로 선택 후 0°와
-72.646°로 두 개의 각도선을 아래 이미지와 같이 그려줍니다.

2D변형 > 트림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선들을 삭제해줍니다.

2D변형 > 필렛

을 이용하여 내부 사각형의 각 모서리에 필렛을 넣어줍니다. 값은 5로

지정합니다.

드로잉을 마치며, 도면을 완성합니다.
도면 완성후 지금까지 연습한 Milling CAM을 실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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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1-3. 공정 복제 가이드
◆ 공정 복제프로세스 : 완성된 작업의 NC코드를 배열을 이용한 복제로 대량생산이 가능합니다.
선형배열, 원형배열, 사각형배열, 격자배열을 제공합니다.

◆ 공작물좌표계 복제 : 공작물좌표계(G54,G55,G56..)에 각각 같은 가공데이터로 공정복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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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A. 공정 복제프로세스 따라하기
“기본 밀링 가이드”를 통해 저장된 작업데이터
「밀링 따라하기」 작업데이터를 이용하여
NC복제 배열을 진행 합니다.

위해 [캠공정]따라하기
> [밀링] > [복제 프로세스]
1 복제를
공정 복제프로세스
○
> [복제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기본 밀링 가이드”를 통해 저장된 작업데이터인 「밀링
따라하기」 작업데이터를 이용하여 NC 복제 배열을
진행 합니다.

[공정복제]창이 나타납니다.

[공정목록]리스트에 복제할 공정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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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메인프로세스”의 복제할 공정을 모두 선택 후
우측 화살표를 눌러 “복제프로세스”로
복제 이동하여 확인 버튼으로 적용합니다.

[공정목록]에 추가된 공정리스트 입니다.
[파라메터]의 복제 패턴을 결정합니다.
「격자패턴」으로 바둑판식 공정 배열이
가능합니다.
「사이길이」옵션으로 공정과 공정사이를 거리값
으로 제어하며, 「원본제외」옵션으로 원본은 제외
하고 배열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격자패턴의 설정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값 입력 후 확인으로 공정 복제를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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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와이어 시뮬레이션】

【가상소재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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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B. 공작물 좌표계 NC복제
완성된 공정에 원하는 좌표계를 간단히 추가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공작물좌표계로 가공이 가능합니다.
「밀링 따라하기」 작업데이터를 이용하여 공작물 좌표계 복제 연습을 진행 합니다.
공작물좌표계 복제를 진행할 공정을 확인합니다.

[공정]탭의 「G54」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바이스 원점」을 눌러 원점 추가를 진행합니다.

공작물좌표계를 추가하기 위한 [바이스원점]창이
나타나면 생성으로 좌표계를 추가합니다.

[원점생성]창이 나타나면 필요한 공작물 좌표계
「G55」를 입력후 확인으로 생성을 완료합니다.
나머지 필요한 「G56」이후 공작물 좌표계도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만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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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바이스원점]창으로 돌아오면, 생성된
「G55」공작물
좌표계를 선택 후 확인으로 추가 완료합니다.

우측 [공정]탭에 추가된 공작물좌표계 입니다.

공작물좌표계가 포함된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
[메인프로그램]에 마우스

우클릭 후 「전체

코드출력」을 클릭하면 모든 변수가 적용된
결과를 출력합니다.

공작물 좌표계 NC복제 결과 필요한 공작물
좌표계를 모두 추가후 완성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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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1-4. 빠른 공정생성 가이드
◆ 빠른 공정 생성 : QuickCADCAM 은 유저의 편의성을 위해서 많이 쓰이거나 복잡한 공정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공정을 불러와 체인만 바꿔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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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A. 캠가공정보 활용하기, 밀링편
밀링 가공 시 자주쓰이는 공정데이터를 저장 해두고 필요할 때 불러와 사용하는 간편한 기능입니다.
평소 즐겨 사용하는 밀링공정을 준비합니다.

[파일] → [캠가공 정보 저장] 선택

「캠정보 저장」창이 나타나면 확인을 눌러 도출된
캠공정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저장 창이 나타나면 원하는 위치로 저장합니다.
전용 파일로 저장됩니다.
파일명 : 밀링 캠가공 정보.q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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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가공에 사용할 도면을 그리거나 외부에서 도면을
불러옵니다. 체인을 생성하여, 가공준비를 합니다.
※ 참조 : 자동 체인생성 키,

[파일] → [캠가공 정보 열기] 선택

저장해둔 캠가공 정보 파일을 불러옵니다.
대상 : 밀링 캠가공 정보.qml

캠가공 정보 「열기」생성 창이 나타나면, 필요한
공정을 마우스 더블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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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열기」에서 작업창으로 전환되면 가공목표
체인을
선택 후

키를 눌러주면 가공에

적용됩니다.

체인이 적용된 공정은 아이콘이 붉은색에서 흰색
으로 바뀌는걸 보실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가공에 최종 적용합니다. (나머지 필요한 공정은
모두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공에 활용합니다.)

빠른 밀링공정 따라하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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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B. 캠가공정보 활용하기, 선반편
선반 가공 시 자주쓰이는 공정데이터를 저장 해두고 필요할 때 불러와 사용하는 간편한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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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평소 즐겨 사용하는 선반공정을 미리 준비합니다.

[파일] → [캠가공 정보 저장] 선택

「캠정보 저장」창이 나타나면 확인을 눌러 도출된
캠공정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저장 창이 나타나면 원하는 위치로 저장합니다.
전용 파일로 저장됩니다.
파일명 : 선반 캠가공 정보.qtn

가공에 사용할 도면을 그리거나 외부에서 도면을
불러옵니다. 체인을 생성하여, 가공준비를 합니다.
※ 참조 : 자동 체인생성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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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파일] → [캠가공 정보 열기] 선택

저장해둔 캠가공 정보 파일을 불러옵니다.
대상 : 선반 캠가공 정보.qtn

캠가공 정보 「열기」생성 창이 나타나면, 필요한
공정을 마우스

더블 클릭 합니다.

「열기」에서 작업창으로 전환되면 선반형상
체인의
시작위치와 종점위치를 결정 후

키를

눌러주면 가공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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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체인이 적용된 공정은 아이콘이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걸 볼수 있습니다. 확인버튼을
눌러 가공에 최종 적용합니다. (나머지 필요한
공정은 모두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공에 활용
합니다.)

빠른 선반공정 따라하기 결과

☞ 많이 쓰는 CAD 도형 저장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캠가공 정보의 운영과 비슷한 방식으로 「블록」 저장과 열기기능이
있습니다. 저장이 필요한 엔티티나 체인을 저장 후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 빠른 도면
그리기와 가공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블록은 파일로 저장 되므로 저장해두면 영구
보관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블럭 사용법>
1. 도면을 완성 후 [파일] →

을 통해 파일로 저장합니다.

2. 저장할 엔티티나 체인 선택 후 기준점을 클릭합니다.
3. 저장하기 창이 나오면
4. [파일] →

로 블록파일을 저장합니다.
를 누르면 블록 선택창이 나타나 블록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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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1-5. 클램프 포켓공정과 잔삭공정
◆ 클램프 포켓 공정이란?
QuickCADCAM 은 공작물을 고정하는 클램프를 피하는 포켓 공구경로를 제공합니다. 기존
포켓 방법에 클램프 체인을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공구경로 생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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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A.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B. 밀링 모듈 선택
작업창이 활성화되어 CAD 작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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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C. 클램프를 적용한 HSM 다중포켓가공
[파일] → [열기]를 통해 예제도면을 불러옵니다.
C:\ProgramFiles(x86)\SolarTech\QuickCAMV7.7.0.0
\cad\example → 『HSM ex01.dwg』 불러오기

체인 생성을 위해 마우스영역 선택(마우스 드래그)로 모든 엔티티를 선택 후,
“윈도우 체인“ 단축키

: 자동으로 체인을 걸어주는 기능

포켓가공 아이콘 선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뉴바 위치 : [캠공정] → [밀링] → [포켓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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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1회 타이핑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공구버튼을 눌러 공구매거진에서 필요한 공구를
찾아 선택합니다.

[공구매거진]창이 나타나면 [T01] 선택 후, [편집]을 누르고 알맞은 공구를 편집합니다
고정구 포켓에 이용할 공구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입력 후 확인을 눌러 공구를 입력합니다.
공구타입 : 평앤드밀
직경 : ø20
높이 : 30mm
회전수 : 1500rpm
피드XY : 500mm/min
피드Z : 300mm/min

마지막으로 포켓공정에 입력된 공구를 확인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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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가공할 체인을 선택하는 [체인선택]버튼을 누르면
CAM창이 잠시 내려가고 작업화면이 나타나며
마우스

커서가 현재 상태로 바뀌게됩니다.

커서를 이용해서 주요 형상체인을 선택 합니다.

세가지 포켓형상 체인 선택 후

키로 입력을 완료 합니다. (체인 목록에 추가됩니다.)

클램프 되는 부분을 제외한 포켓 가공을 위해
[고정구 선택]을 누르면 CAM창이 잠시 내려가고
작업 화면이 나타나며

커서를 이용해

클램프에 해당하는 체인을 모두 선택 합니다

총 4개의 고정구체인 선택 후

키로 입력을 완료 합니다. (고정구로 목록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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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최종깊이

10(mm)

가공할 최종깊이를 결정

가공타입

옵셋

가공방법

지그재그

측면 스탭과 스탭간 지그재그 스탭형태 결정

가공방향

하향가공

기본적인 공구 진행방향 결정

측면여유량

0(mm)

정삭을 위한 측면의 여유량

바닥여유량

0(mm)

정삭을 위한 바닥의 여유량

깊이스탭

2(회)

시작평면에서 최종깊이까지를 스탭으로 나누는 횟수

측면스탭량

90(%)

포켓 파낼 시, XY 스탭 간격 결정

체인모양에 최적화된 옵셋형 포켓공구경로

▲ 위 조건 입력 후 [이동] 탭으로 전환합니다.

≫

다음 [이동]탭에서는 안전가공을 위한 Z높이 옵션 설정값을 입력합니다. 실제 절삭하는 공구경로를
제외한 진입초반과 후반복귀 그리고 중간이동에서 안전높이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 위 조건 입력 후 [링크] 탭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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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링크]는 실제가공하는 공구경로를 제외한 공구가 들어오고 나가는 제어를 담당합니다.
[이동] 탭에서 설정한 리드/링크(클리어런스, 급속거리, 피드거리) 높이를 적용하여 사용합니다.

▲ 위 조건 입력 후 [옵션] 탭으로 전환합니다.

≫

[옵션]은 공구의 스핀들 속도, 이동속도-XY, 이동속도-Z에 대한 값을 확인합니다. 기초적으로 공구에
적용된 값으로 입력됩니다.

포켓 결과 출력을 위해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치면 작업결과가 [코드]창에 표시됩니다.

와이어 시뮬레이션과 쉐이딩 시뮬레이션을 확인합니다.

↑ 클램프 체인을 제외한 포켓 공정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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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D. HSM 잔삭가공
◆ HSM 잔삭가공이란?
QuickCADCAM의 잔삭가공은 새로운 밀링공정을 추가 하지 않아도 기존에 생성된 공정을 카피
후 편집하면 해당 공정이 참조된 잔삭가공이 완성됩니다. (공구 교환 필수)

직경이 넓은 공구 이용시 가공되지 않는 부분만 직경 작은공구를 이용하여 집중가공하는 공정입니다.

잔삭공정은 생성된 [포켓공정]을 복사 후, 공정 수정을 통해 잔삭가공이 진행됩니다.
공정탭의 [포켓가공]을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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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클릭으로 복사 후 붙여넣기로 복제 진행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복제된 공정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공정 편집]을
진행합니다.

「포켓가공」창이 나타나면, 두번째 공구(T02)를
[편집]기능을 이용해 직경이 작은 잔삭공정으로
수정 후 포켓공정에 적용합니다.

공구타입 : 평앤드밀
직경 : Ø3
높이 : 50mm
회전수 : 1500rpm
피드XY : 500mm/min
피드Z : 300mm/min

▲ 위와 같은 공구 조건 입력 후 확인을 공구를 포켓공정에 적용합니다.
[공구] 결정 후, 체인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잔삭 설정을 위해 [전략]의
버튼을 눌러 잔삭 옵션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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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체크 후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황삭공구정보」 창이. 나타납니다.
포켓공정에 사용된 공구직경을 입력 하면
남은 잔삭 부위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공구직경 = 20mm (T01, 평앤드밀 넓은 직경)

「공구 직경에 따른 “잔삭공정” 범위 변화」

황삭공구 20mm / 정삭공구 3mm

황삭공구 10mm / 정삭공구 3mm

포켓공정의 확인 버튼을 눌러 잔삭가공을 결과를 확인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레이션을 통해 잔삭 공구경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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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딩 시뮬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1-6. 고속패턴 포켓공정
◆ 고속 가공 패턴 이란?
일반적인 옵셋이나, 지그재그 패턴 포켓가공이 아닌 회오리 물결 패턴으로 가공하는 복합 공구
경로입니다. 이 패턴의 장점은 공구가 최대한 Z이동을 하지 않고 포켓 가공을 하기 때문에 장점
으로 공구의 마모가 적고, 가공면이 매끄러운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으로 공정 계산 시간과
실제 가공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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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A.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1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

B. 밀링 모듈 선택
작업창이 활성화되어 CAD작업이 가능합니다.

2 밀링 모듈 선택
○
작업창이 활성화되어 CAD 작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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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C. HSM 고속 패턴 가공
[파일] → [열기]를 통해 예제도면을 불러옵니다.
C:\ProgramFiles(x86)\SolarTech\QuickCAMV7.7.0.0
\cad\example → 『HSM ex02.dwg』 불러오기

체인 생성을 위해 마우스영역 선택(마우스 드래그)로 모든 엔티티를 선택 후,

포켓가공 아이콘 선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뉴바 기준, [캠공정] → [밀링] → [포켓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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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1회 타이핑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포켓가공」창이 나타나면, 첫번째 공구(T01)에
[편집]기능을 이용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수정
후 포켓공정에 적용합니다.

공구타입 : 평앤드밀
직경 : ø8
높이 : 50mm
회전수 : 1500rpm
피드XY : 500mm/min
피드Z : 300mm/min

▲ 위와 같은 공구 조건 입력 후 확인을 공구를 포켓공정에 적용합니다.
가공할 체인을 선택하는 [체인선택]버튼을 누르면
CAM창이 잠시 내려가고 작업화면이 나타나며
마우스 커서가

현재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커서를 이용해서 고속가공용 체인을 선택 합니다.

체인 선택 후

키로 입력을 완료 합니다. (체인 목록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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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일반적인 옵셋포켓과는 다르게 QuickCADCAM만의 고속 패턴을 제공합니다. 가공방법으로 지그재그
선택 시 <하향측면스탭> 과 <상향측면스탭>을 각각 설정할 수 있어서 정밀한 간격설정도
가능합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최종깊이

10(mm)

가공할 최종깊이를 결정

가공타입

고속가공

고속 가공 패턴으로 진행하는 포켓공정

가공방법

지그재그

고속가공시 공구를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을 번갈아 진행

측면/바닥여유량

0(mm)

깊이스탭

2(회)

시작평면에서 최종깊이까지를 스탭으로 나누는 횟수

측면스탭량

90(%)

고속가공시 스파이럴 구간 측면스탭간격

하향측면스탭

80(%)

고속가공시 지그재그 구간 하항절삭간격

상향측면스탭

80(%)

고속가공시 지그재그 구간 상향절삭간격

정삭을 위한 측면과 바닥의 여유량

▲ 위 조건 입력 후 [이동] 탭으로 전환합니다.

≫

다음 [이동]탭에서는 안전가공을 위한 Z높이 옵션 설정값을 입력합니다. 실제 절삭하는 공구경로를
제외한 진입초반과 후반복귀 그리고 중간이동에서 안전높이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 위 조건 입력 후 [링크] 탭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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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링크]는 실제가공하는 공구경로를 제외한 공구가 들어오고 나가는 제어를 담당합니다.
[이동]탭에서 설정한 리드/링크(클리어런스, 급속거리, 피드거리) 높이를 적용하여 사용합니다.

▲ 위 조건 입력 후 [옵션] 탭으로 전환합니다.

≫

[옵션]은 공구의 스핀들 속도, 이동속도-XY, 이동속도-Z에 대한 값을 확인합니다. 기초적으로 공구에
적용된 값으로 입력됩니다.

포켓 결과 출력을 위해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치면 작업결과가 [코드]창에 표시됩니다.

와이어 시뮬레이션으로 고속 가공 패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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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1-7. 페이스밀 공정과 테이퍼 오픈포켓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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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A.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1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

B. 밀링 모듈 선택
작업창이 활성화되어 CAD작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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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C. 테이퍼 오픈포켓 공정
예제 도면 2.5D ex01을 [열기]기능으로
불러옵니다.
C:\ProgramFiles(x86)\SolarTech\QuickCAMV7.7.0.0
\cad\example → 『2.5D ex01.dwg』 불러오기
체인 생성을 위해 마우스영역 선택(마우스 드래그)로 모든 엔티티를 선택 후,

[체인 관리] → [커브체인편집] → [시점변경] 선택
체인을 열기 전 가공 시작점을 위치를
변경합니다.
[체인열기]기능은 시작점이 체인의 중간에 있으면
제대로 열리지 않기에 먼저 위치를 재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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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1회 타이핑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마우스 커서가
이동 후

바뀌면, 현재 위치에서 새로운 위치로 마우스 좌클릭으로 이동합니다.
키로 기능을 종료합니다.

[체인관리] → [커브체인편집] → [체인열기]선택
테두리 체인의 상단과 좌우측을 모두 오픈합니다.

마우스커서

를 이용하여, 해당 마우스 위치로 체인열기를 진행합니다. 체인열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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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포켓가공 아이콘 선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뉴바 위치, [캠공정] → [밀링] → [포켓가공]

「포켓가공」창이 나타나면, 첫번째 공구(T01)에
[편집]기능을 이용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수정
후 포켓공정에 적용합니다.

공구타입 : 불앤드밀
직경 : ø10
코너반지름 : R3
높이 : 50mm
회전수 : 1500rpm
피드XY : 500mm/min
피드Z : 300mm/min

↑ 위와 같은 공구 조건 입력 후 확인을 공구를 포켓공정에 적용합니다.
가공할 체인을 결정합니다.
체인선택 버튼을 눌러 작업 화면이 전환되면
마우스 커서

를 이용해 체인을 선택합니다.

키로 적용하면 「체인목록」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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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최종깊이

10(mm)

가공할 최종깊이를 결정

경사각도

30(˚)

가공방법

지그재그

측면 스탭과 스탭간 지그재그 스탭형태 결정

가공방향

하향가공

기본적인 공구 진행 방향 결정

측면/바닥여유량

0(mm)

닫힌옵셋

OFF

깊이스탭

15(회)

시작평면에서 최종깊이까지를 스탭으로 나누는 횟수

측면스탭량

70(%)

2.5D 포켓의 측면스탭간격(작을수록 면이 깨끗합니다.)

2.5D 포켓의 핵심인 포켓공구경로 테이퍼 각도 설정

정삭을 위한 측면과 바닥의 여유량
오픈포켓타입 가공시 닫히는 형태 여부

▲ 위 조건 입력 후 [이동] 탭으로 전환합니다.

≫

다음 [이동]탭에서는 안전가공을 위한 Z높이 옵션 설정값을 입력합니다. 실제 절삭하는 공구경로를
제외한 진입초반과 후반복귀 그리고 중간이동에서 안전높이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 위 조건 입력 후 [링크] 탭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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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링크]는 실제가공하는 공구경로를 제외한 공구가 들어오고 나가는 제어를 담당합니다.
[이동] 탭에서 설정한 리드/링크(클리어런스, 급속거리, 피드거리) 높이를 적용하여 사용합니다.

포켓 결과 출력을 위해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쳐 작업결과가 [코드]창에 표시됩니다.

와이어시뮬레이션

으로 생성된 2.5D오픈포켓 공구경로를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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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D. 페이스밀 가공
◆ 페이스밀 가공이란?
페이스밀처럼 직경이 큰 앤드밀공구를 이용하여, 빠르고 안전한 페이스컷팅을 구현합니다. 가공
형상이 복잡하거나 넓은 경우 공구경로를 모양에 맞게 최적화 시키며, 각도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자동 생략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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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페이스밀 아이콘선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뉴바 위치, [캠공정] → [밀링] → [페이스밀]

「페이스가공」창이 나타나면, 두번째 공구(T02)에
[편집]기능을 이용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수정
후 페이스밀공정에 적용합니다.

공구타입 : 페이스밀
직경 : Ø30
높이 : 50mm
회전수 : 1500rpm
피드XY : 500mm/min
피드Z : 300mm/min

▲ 위와 같은 공구 조건 입력 후 확인을 공구를 페이스공정에 적용합니다.
가공할 체인을 결정합니다.
체인선택 버튼을 눌러 작업화면이 전환되면
마우스 커서

를 이용해 체인을 선택합니다.

키로 적용하면 「체인목록」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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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가공각도

0(˚)

페이스밀 가공각도, 해당 각도로 공구경로가 최적화

최적화가공각도

OFF

가공체인의 모양에 알맞은 가공각도로 최적화 사용여부

단일가공

OFF

대형 페이스밀 공구를 이용하여 단번에 작업하는 페이스밀

진입연장

5(mm)

페이스밀 진입 길이 연장(미리보기참조)

종점연장

5(mm)

페이스밀 종점 길이 연장(미리보기참조)

길이연장

0(mm)

페이스밀 전체 길이 연장(미리보기참조)

넓이연장

0(mm)

페이스밀 전체 넓이 연장(미리보기참조)

측면스탭량

80(%)

페이스밀 측면스탭간격(작을수록 면이 깨끗합니다.)

사이링크

원호-선분-원호

시작위치

좌측하단

공구경로와 공구경로간 이동형식을 원호와 선분조합사용
페이스밀 가공 시 가공시작 위치를 선택할 수 잇음.

▲ 위 조건 입력 후 [이동] 탭으로 전환합니다.

≫

☞ 다양한 페이스밀 사이링크 (공구경로간 이동형식)
페이스밀 공구경로간 다양한 이동형식을 지원합니다. 직접, 블랜드, 피드거리, 클리어런스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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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진입/후퇴]는 공구의 시점과 종점의 절입방식을 결정합니다. [방향]옵션을 설정하면, 특별한 옵션없이
시작위치로 곧바로 진입해서 가공하며, 후퇴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곧바로 후퇴하는 설정입니다.

▲ 위 조건 입력 후 [이동] 탭으로 전환합니다.

≫

[이동]탭에서 안전가공을 위한 Z높이 옵션을 설정값 입력이 가능합니다.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옵션]탭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스밀 결과출력을 위해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치면 작업결과가 [코드]창에
표시됩니다.

NC데이터와

와이어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페이스밀링 공구경로를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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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 소재시뮬레이션
Step1≫

시뮬레이션에 앞서 2.5D공정과 페이스밀을 모두 계산하여 NC데이터를 합치겠습니다.

[공정]탭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전환합니다.

모든 공정의 집합 모계인 직교좌표계를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으로 팝업박스를 불러옵니다.

팝업메뉴의 [공정재계산(R)]을 선택합니다.

재계산으로 모든 공정이 합친결과가 나타납니다.
합쳐진 NC코드는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테스트를 거쳐 실제 가공에 활용합니다.

131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Step2≫

소재시뮬레이션을 위해 가상 소재 크기를 결정합니다.

[공정]탭 → [소재]

더블클릭

[소재]창이 나타납니다. 가상 소재 크기 결정을 위해 우측 하단의 [영역선택]버튼을 누릅니다.

작업창으로 전환, 사각의 두 점을 클릭합니다.
A. 우측 하단 꼭지점을 선택합니다.
B. 좌측 상단 꼭지점을 선택합니다.
키를 눌러 소재의 XY-크기를 결정합니다.

페이스 컷팅을 감안하여 높이(H)에 소재의 두께(15mm)를 입력합니다. [확인]으로 소재창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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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Step3≫

소재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CAM창 상단의 소재시뮬레이션을 선택합니다.

작업창에 도면 위에 가상소재가 표현되고, 시뮬레이션 제어창이 나타납니다.

[뷰컨트롤러]창의 [뷰어]에서 [ISO]로 화면의 각도를 3차원으로 보이도록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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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시작버튼[▶]을 눌러 소재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소재 시뮬레이션 모드를 종료[■]합니다.

※ 미 종료시 프로그램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미 종료시 알람발생

134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F. 가공결과 NC저장
모든 공정을 계산하여 시뮬레이션으로 검사를 마친 후 문제가 없다면 NC 데이터화를 진행합니다.
[캠툴] → [NC저장] 선택

저장 화면이 나타나면, 원하는 위치에 제목을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QuickEditer프로그램에 저장된
nc데이터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최종 수정하여
데이터를 확정 짓습니다.
「QuickEditer1.0」 → [저장] → [끝내기]

NC데이터가 저장됩니다. (.NC)라는 포맷으로
파일이 저장됩니다. 저장된 파일을 공작 기계로
옮겨 가공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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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1-8. 반구 공정과 4면 테이퍼 공정
◆ 반구가공이란? : 일반적으로 2D가공에서 하기 어려운 반구를 XYZ동시 제어를 통해 가공하는
공정입니다. 평앤드밀로 황삭을 볼앤드밀로 정삭을 진행합니다.
◆ 4면 테이퍼가공이란? : 사각형에 한해 단순 테이퍼 가공이 가능합니다. 4면에 대해 각각의 각도를
따로따로 지정하는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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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A.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1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

B. 밀링 모듈 선택
작업창이 활성화되어 CAD 작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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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C. 예제 도면 그리기(CAD Drawing)
CAD DRAWING≫

원점을 좌측 하단 기준으로 예제 도면을 드로잉합니다.

사각형 그리기 = 가로50 / 세로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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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원 그리기 = 반지름15 / 중심점 25,25

사각형 대상 옵셋 = 옵셋 개수 1 /

옵셋 거리 5

D. Milling CAM 가공준비
공구 생성

≫ 가공에 필요한 평앤드밀과 볼앤드밀 각각 두 가지를 생성합니다.

[캠툴] → [공구매거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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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공구매거진] 창이 나타나면, 반구 작업에 이용할 공구 두 가지를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공구번호 : T01
공구타입 : 평앤드밀
직경 : ø10
높이 : 30mm
회전수 : 1500rpm
피드XY : 500mm/min
피드Z : 300mm/min

공구번호 : T01
공구타입 : 평앤드밀
직경 : 10ø: T02
공구번호
공구타입
: 볼앤드밀
높이 : 30mm
직경
: ø6
회전수
: 1500rpm
높이 : 50mm
피드 XY : 500
회전수 : 1500rpm
피드 Z : 300
피드XY : 500mm/min
피드Z : 300mm/min

공구번호 : T02
공구타입 : 볼앤드밀
직경 : 6ø
높이 : 50mm
회전수 : 1500rpm
피드 XY : 500
피드 Z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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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 Milling 2.5D 반구 가공
2.5D반구≫

별도의 체인 생성없이 일반원이나 원호를 이용하여, 반구모양 가공이 가능합니다.

2.5D그룹 아이콘 선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뉴바 위치, [캠공정] → [밀링] → [2.5D] → [반구]

공구의 선택 [황삭]과 [정삭]의 체크박스를 선택 후, 각각 알맞은 공구를 입력합니다

황삭 [T01] 평앤드밀 / 정삭 [T02] 볼앤드밀
반구 프로세스의 황삭, 정삭 가공조건을 입력합니다.

반구 가공시 Z축 1회 절입깊이 설정

최대절입량

황삭 1(mm) / 정삭 0.5(mm)

스캘럽높이

정삭 0.1(mm)

정삭시 제품의 거칠기를 결정하는 높이

측면여유량

황삭 0(mm) / 정삭 0(mm)

다음 공정을 위해 여유를 남겨두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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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선택의 [원형] 버튼을 통해 반구에 해당하는 원을 선택해 줍니다.
마우스커서

가 바뀌고 작업창의 원엔티티를 선택시, 직경과 좌표위치가 자동으로 측정됩니다.

직경 ø30 / 위치 X25. Y25.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가공을 완료합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안전높이

확장거리

5(mm)

반구 주변 5mm 사각 포켓을 형성 합니다.

가공형상

볼록

볼록/오목 반구형상 결정

측면스탭량

70(%)

반구 깊이스탭간격과 측면스탭간격을 결정

후퇴방식

디버링

여러 번의 Z가공 스탭 간 안전거리까지 도피 추가

헬리컬정삭

ON

헬리컬 형태의 반구가공으로 매끄러운 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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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반구(2.5D) 가공에 대한 와이어 시뮬레이션을 확인합니다.

F. Milling 4면 테이퍼 가공
4면 테이퍼

≫ 별도의 체인을 만들지 않아도, 사각형에 한해 각각의 테이퍼 각도를 부여하는 2.5D

가공이 가능합니다.
2.5D그룹 아이콘 선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뉴바 위치, [캠공정]→[밀링]→[2.5D]→[4면테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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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공구의 선택 [황삭]과 [정삭]의 체크박스를 선택 후, 각각 알맞은 공구를 입력합니다

<황삭> T01 평앤드밀 / <정삭> T02 볼앤드밀
4면 테이퍼 프로세스의 황삭, 정삭 가공조건을 입력합니다.

반구 가공시 Z 축 1 회 절입깊이 설정

최대절입량

황삭 3(mm) / 정삭 0.1(mm)

스캘럽높이

정삭 0.1(mm)

정삭시 제품의 거칠기를 결정하는 높이

측면여유량

황삭 0(mm) / 정삭 0(mm)

다음 공정을 위해 여유를 남겨두는 값

선택의 [영역] 버튼을 통해 사각형 엔티티를 선택해 줍니다. 사각형을 구성하는 네 개의 직선을
마우스

좌측클릭으로 선택 후

키를 눌러 영역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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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경사각을 좌측-X / 상단-Y / 우측-X / 하단-Y 각각의 각도를 입력합니다. 각도45˚ 입력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가공을 완료합니다.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시작평면

-15(mm)

최종깊이

5(mm)

4 면테이퍼 가공 최종 깊이 결정

안전거리

10(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가공형상

볼록

볼록/오목 4 면테이퍼 형상 결정

측면스탭량

70(%)

4 면테이퍼 깊이스탭간격과 측면스탭간격을 결정

후퇴방식

디버링

여러 번의 Z 가공 스탭 간 안전거리까지 도피 추가

4면 테이퍼에 대한 와이어 시뮬레이션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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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모든 공정을 재계산 후 소재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가로 50 x 세로 50 x 높이 25)

▲소재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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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1-9. 응용2.5D 황삭과 정삭 가이드
◆ 2.5D 가공이란? : 일반적으로 2D가공에서 하기 어려운 테이퍼 또는 반지름 형상을 XYZ축
동시제어를 통해 가공하는 공정입니다. 제공하는 가공형태는 포켓형과 단순한 직선형
2.5D공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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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A.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1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

B. 밀링 모듈 선택
작업창이 활성화되어 CAD 작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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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C. 가공 준비
예제 도면을 [열기]기능으로 불러옵니다.
C:\ProgramFiles(x86)\SolarTech\QuickCAMV7.7.0.0
\cad\example → 『2.5D ex02.dwg』 불러오기

첫 순서로 정면도 체인을 생성합니다. 가운데에 위치한 가공형상을 모두 드래그 후 키보드

을

눌러
한 개의 닫힌 체인과 두 개의 열린 체인을 완성합니다.(닫힌 체인은 2.5D 포켓, 열린체인은 단순2.5D)

다음으로 측면도 체인을 생성합니다. 측면도의 반지름 형상에 해당하는 엔티티를 모두 선택 후
키보드

을 눌러 두 개의 열린체인을 완성합니다.(왼쪽단면은 단순 2.5D, 오른쪽단면은 2.5D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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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D. 포켓 2.5D 황삭
2.5D 포켓공정 진행을 위해 2.5D그룹 버튼을
선택 합니다. 「2.5D 프로세스」 창이 나타나면
“옵셋황삭” 기능으로 가공을 진행합니다.

「2.5D 황삭」창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공구를 추가하여 포켓 공정에 적용합니다.

황삭가공 위한 첫번째 공구 선택 후 편집 버튼을 누르면 「공구 변경」 창이 나타납니다.
공구조건을 입력 후 확인으로 적용합니다.
공구번호 : T01
공구타입 : 평앤드밀
공구직경 : ø10
공구높이 : 50mm
회전수 : 1500rpm
피드XY : 1000mm/min
피드Z : 500m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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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가공할 체인을 결정합니다.
체인선택버튼을 눌러 작업 화면이 전환되면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 체인을 선택합니다.
를 눌러 「체인목록」에 추가합니다.

측면 반지름 형상을 위한 체인을 결정합니다.
「전략」의 외측체인경사에서 체인사용을 체크 후
프로파일버튼을 눌러 작업 화면이 전환되면

마우스

커서 를 이용해 체인을 선택합니다.

경사면 결정 후

키로 적용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최종깊이

자동설정

1회절입량

0.3mm

시작평면에서 최종깊이까지를 스탭으로 나누는 깊이절입량

측면스탭량

70(%)

2.5D 포켓의 측면스탭간격(작을수록 면이 깨끗합니다.)

측면 반지름형상 선택으로 인해 깊이값은 자동 설정

▲ 위 조건 입력 후 [이동] 탭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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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이동]은 안전가공을 위한 Z높이 옵션을 설정합니다. 안전을 위해 소재보다 높게 설정 하길 권합니다.

▲ 위 조건 입력 후 [링크] 탭으로 전환합니다.

≫

[옵션]은 공구의 스핀들 속도와 가공이송 속도의 제어값을 각각 입력하는 부분으로 공구 생성시 입력
되지만 필요시 수정도 가능합니다.

포켓 결과 출력을 위해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쳐 작업결과가 [코드]창에 표시됩니다.

와이어 시뮬레이션으로 생성된 2.5D황삭포켓 공구경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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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 포켓 2.5D 정삭
2.5D 포켓공정 진행을 위해 2.5D그룹 버튼을
선택 합니다. 「2.5D 프로세스」 창이 나타나면
“일반정삭” 기능으로 가공을 진행합니다.

「2.5D 정삭」창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공구를 추가하여 정삭 공정에 적용합니다.

정삭 가공 위한 두번째 공구 선택 후 편집 버튼을 누르면 「공구 변경」 창이 나타납니다.
공구조건을 입력 후 확인으로 적용합니다.
공구번호 : T02
공구타입 : 볼앤드밀
공구직경 : ø3
공구높이 : 50mm
회전수 : 1500rpm
피드XY : 1000mm/min
피드Z

: 800m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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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가공할 체인을 결정합니다.
체인선택버튼을 눌러 작업 화면이 전환되면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 체인을 선택합니다.
를 눌러 「체인목록」에 추가합니다.

측면 반지름 형상을 위한 체인을 결정합니다.
「전략」의 후퇴량 옆 체인사용을 체크 후
프로파일버튼을 눌러 작업 화면이 전환되면

마우스

커서 를 이용해 체인을 선택합니다.

경사면 결정 후

키로 적용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최종깊이

자동설정

최대절입량

0.1mm

시작평면에서 최종깊이까지를 스탭으로 나누는 깊이절입량

스캘럽높이

0.1mm

2.5D 포켓의 측면스탭간격(작을수록 면이 깨끗합니다.)

보정방향

좌측

체인방향

반시계방향

측면 반지름형상 선택으로 인해 깊이값은 자동 설정

가공의 기준이 되는 보정으로 좌측 혹은 우측을 사용함
보정방향 좌측을 기준으로 내측 가공을 위해 반시계 설정

▲ 위 조건 입력 후 [이동] 탭으로 전환합니다.

≫

[이동]은 안전가공을 위한 Z높이 옵션을 설정합니다. 안전을 위해 소재보다 높게 설정 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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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 위 조건 입력 후 [이동] 탭으로 전환합니다.

≫

[옵션]은 공구의 스핀들 속도와 가공이송 속도의 제어값을 각각 입력하는 부분으로 공구 생성시 입력
되지만 필요시 수정도 가능합니다.

포켓 결과 출력을 위해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쳐 작업결과가 [코드]창에 표시됩니다.

와이어 시뮬레이션으로 생성된 2.5D 정삭 공구경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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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F. 단순 2.5D 황삭
◆ 포켓 2.5D와 단순 2.5D의 차이점
포켓 2.5D는 닫힌 체인을 이용해 황삭과 정삭을 하는 반면 단순 2.5D는 열린체인으로 오직
직선(원호와 스플라인 생성 불가)만을 이용해 2.5D 황삭과 정삭 공구경로를 생성합니다.
상부 에서 바라본 직선 체인과 측면에서 바라본 경사나 원호 체인 두 개의 체인을 이용해
2.5D형상 구성이 가능합니다.

단순 2.5D 가공 전 양쪽의 직선 체인 방향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도록 편집을 진행합니다. 방향
전환을 위하여, 오른쪽의 직선체인을 선택합니다.

방향 변경을 위해 「방향변경」 기능을 선택합니다.
체인관리 → 커브 체인 편집 → 「방향변경」 선택

좌측 체인의 화살표는 상부를 향하고 우측 체인의
화살표는 아래를 향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 체인의 방향이 같은경우 공구경로 위치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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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2.5D 포켓공정 진행을 위해 2.5D그룹버튼을
선택 합니다. 「2.5D 프로세스」 창이 나타나면
“단순황삭” 기능으로 가공을 진행합니다.

「2.5D단순 황삭」 창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공구를 선택하여 황삭 공정에 적용합니다.

황삭 가공 위해 첫번째 공구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공구를 결정합니다.
공구 결정 후 가공할 체인을 결정합니다.
체인선택버튼을 눌러 작업 화면이 전환되면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 체인을 선택합니다.
를 눌러 「체인목록」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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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측면 반지름 형상을 위한 체인을 결정합니다.
「전략」의 보정방향 옆 체인사용을 체크 후
프로파일버튼을 눌러 작업 화면이 전환되면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 두 곳의 반지름 체인을

각각 선택합니다. 결정 후

로 적용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최종깊이

자동설정

최대절입량

0.3mm

시작평면에서 최종깊이까지를 스탭으로 나누는 깊이절입량

스캘럽높이

0.3mm

2.5D 단순 황삭의 측면스탭간격(작을수록 면이 깨끗합니다.)

후퇴방식

디버링

여러 번의 Z 가공 스탭 간 안전거리까지 도피 추가

황삭방법

옵셋방식

보정방향

좌측

가공의 기준이 되는 보정으로 좌측 혹은 우측을 사용함

측면스탭량

70%

2.5D 포켓의 측면스탭간격(작을수록 면이 깨끗합니다.)

측면연장량

70%

2.5D 단순 황삭 공구경로를 측면으로 연장시키는 기능

지그재그

OFF

OFF 일때, 공구경로 진행이 하향가공으로만 진행

측면 반지름형상 선택으로 인해 깊이값은 자동 설정

2.5D 단순 황삭의 가공 패턴을 옵셋형으로 설정

ON 일때, 공구경로 진행이 상향과 하향가공을 번갈아 진행
▲ 위 조건 입력 후 [이동] 탭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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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이동]은 안전가공을 위한 Z높이 옵션을 설정합니다. 안전을 위해 소재보다 높게 설정 하길 권합니다.

▲ 위 조건 입력 후 [링크] 탭으로 전환합니다.

≫

[옵션]은 공구의 스핀들 속도와 가공이송 속도의 제어값을 각각 입력하는 부분으로 공구 생성 시 입력
되지만 필요시 수정도 가능합니다.

포켓 결과 출력을 위해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쳐 작업결과가 [코드]창에 표시됩니다.

와이어 시뮬레이션으로 생성된 2.5D 정삭 공구경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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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G. 단순 2.5D 정삭
2.5D 포켓공정 진행을 위해 2.5D그룹 버튼을
선택 합니다. 「2.5D 프로세스」 창이 나타나면
“단순정삭”기능으로 가공을 진행합니다.

「2.5D 단순 정삭」 창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공구를 선택하여 황삭 공정에 적용합니다.

정삭 가공 위해 두번째 공구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공구를 결정합니다.

공구 결정 후 가공할 체인을 결정합니다.
체인선택버튼을 눌러 작업 화면이 전환되면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 체인을 선택합니다.
를 눌러 「체인목록」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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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측면 반지름 형상을 위한 체인을 결정합니다.
「전략」의 보정방향 옆 체인사용을 체크 후
프로파일버튼을 눌러 작업 화면이 전환되면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 두 곳의 반지름 체인을

각각 선택합니다. 결정 후

로 적용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최종깊이

자동설정

최대절입량

0.1mm

시작평면에서 최종깊이까지를 스탭으로 나누는 깊이절입량

스캘럽높이

0.1mm

2.5D 단순 황삭의 측면스탭간격(작을수록 면이 깨끗합니다.)

후퇴방식

디버링

여러 번의 Z 가공 스탭 간 안전거리까지 도피 추가

보정방향

좌측

가공의 기준이 되는 보정으로 좌측 혹은 우측을 사용함

측면연장량

70%

2.5D 단순 황삭 공구경로를 측면으로 연장시키는 기능

측면 반지름형상 선택으로 인해 깊이값은 자동 설정

▲ 위 조건 입력 후 [이동] 탭으로 전환합니다.

≫

[이동]은 안전가공을 위한 Z높이 옵션을 설정합니다. 안전을 위해 소재보다 높게 설정 하길 권합니다.

▲ 위 조건 입력 후 [링크] 탭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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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옵션]은 공구의 스핀들 속도와 가공이송 속도의 제어값을 각각 입력하는 부분으로 공구 생성시 입력
되지만 필요시 수정도 가능합니다.

포켓 결과 출력을 위해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쳐 작업결과가 [코드]창에 표시됩니다.

와이어 시뮬레이션으로 생성된 2.5D 정삭 공구경로를 확인합니다.

H. 소재시뮬레이션
162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Step1≫

시뮬레이션에 앞서 2.5D공정과 페이스밀을 모두 계산하여 NC데이터를 합쳐줍니다.

[공정]탭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전환합니다.

모든 공정의 집합 모계인 직교좌표계를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

으로 팝업 박스를 불러옵니다.

팝업메뉴의 [공정재계산(R)]을 선택합니다.

재계산으로 모든 공정이 합친결과가 나타납니다.
합쳐진 NC코드는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테스트를 거쳐 실제 가공에 활용합니다.

Step2≫

소재시뮬레이션을 위해 가상 소재 크기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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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공정]탭 → [소재]

더블클릭

[소재]창이 나타납니다. 가상 소재 크기 결정을 위해 우측 하단의 [영역선택]버튼을 누릅니다.

작업창으로 전환, 사각의 두 점을 클릭합니다.
A. 좌측 하단 꼭지점을 선택합니다.
B. 우측 상단 꼭지점을 선택합니다.
를 눌러 소재의 XY-크기를 결정합니다.

소재의 두께(25mm)를 입력합니다. 확인으로 소재창을 종료합니다.

Step3≫

완성된 nc데이터의 정밀한 검증을 위하여 소재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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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CAM창 상단의 소재시뮬레이션을 선택합니다.

작업창에 도면 위에 가상소재가 표현되고, 시뮬레이션 제어창이 나타납니다.

[뷰컨트롤러]창의 [뷰어]에서 [ISO]로 화면의 각도를 3차원으로 보이도록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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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시작 버튼[▶]을 눌러 소재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테스트 후 반드시 종료[■]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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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I. 가공결과 NC저장
모든 공정을 계산하여 시뮬레이션으로 검사를 마친 후 문제가 없다면 NC 데이터화를 진행합니다.
[캠툴] → [NC저장] 선택

저장 화면이 나타나면, 원하는 위치에 제목을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QuickEditer프로그램에 저장된
nc데이터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최종 수정하여
데이터를 확정 짓습니다.
「QuickEditer1.0」 → [저장] → [끝내기]

NC데이터가 저장됩니다. (.NC)라는 포맷으로
파일이 저장됩니다. 저장된 파일을 공작 기계로
옮겨 가공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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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1-10. 5면 밀링 가이드
◆ 5면 가공이란?
5면 포지션MCT(동시 가공 불가)를 위한 전용 모듈입니다. 기존
QuickCADCAM Mill 운영 방식과 동일하지만 각각의 좌표계 마다
별도로 관리하면서 각면에 대해 공정을 따로 생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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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A.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1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

B. 밀링 모듈 선택
작업창이 활성화되어 CAD 작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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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C. 레이어 생성하기
Layer Setting≫

레이어나 레벨로 불리는 기능으로 각 5면에 속한 체인을 구분하는 위한

절차입니다. 각각의 면마다 다른 작업방법 때문에 같은 레이어에 엔티티를 모두 그리지않고 각각의
레이어공간에 따로 엔티티를 생성하여 구분지어 놓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에 위치한 환경아이콘을 선택 합니다.

[레이어]탭으로 진입합니다.

명확한 구분을 위해 첫번째 레이어명을 “G54-상부”로 바꿔줍니다.

레이어 추가를 위해 등록을 선택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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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정면과 우측으로 추가 레이어 두개를 등록합니다.

모든 레이어 입력 후, 확인으로 빠져 나옵니다.

레이어 창에 세가지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드롭박스를 통해 레이어 변경하며 운영이 가능합니다

CAD 드로잉시 현재 레이어에 필요한 도면을 그리고, 다음 레이어에 다른 도면을 그리는 방식으로
레이어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전구를

켜면 도면이 보이고,

끄면 숨기기가 가능하므로

편리한 엔티티 관리가 가능합니다.

☞ QuickCADCAM레이어 활용
레이어는 타 CAD프로그램(AUTO CAD, ILLUSTRATOR, COREL DRAW등등)에서 추출된 도면
파일에 속한 레이어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CAD작업 과정에서 생성한 레이어가 아무래도
쓰기도 간편하고 구분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색상을 변경해 들어오는
것 만으로도 작업자가 한가지 색상의 엔티티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작업
가능합니다. 그리고 QuickCADCAM에서 제공하는 뷰컨트롤러의 시각화와 선택기능을
이용하면 속성별, 레이어별로 선택과 숨기기가 자유 로워서 불필요한 도면을 숨기거나
삭제가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형상만 다중선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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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5면 포지션 CAD 그리기
G54 - CAD Drawing≫
G54-상부 레이어 모드 선택 후 예제 도면을 드로잉합니다.

사각형 그리기 : 가로 100mm / 세로 100mm
코너 직각 / 시점 0, 0 / 종점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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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원 그리기 : 반지름 R25 / 중심점 50, 50

원 그리기 : 반지름 R5 / 중심점 50, 15

원형 배열 : 반지름 R5 중심원 복제
갯수 4 / 기준점 50, 50 / 각도 90˚

G54-상부레이어의 전구를 선택하여 레이어를
비활성화 합니다.

173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G55 - CAD Drawing≫
G54-정면 레이어 모드 선택 후 예제 도면을 드로잉합니다.

사각형 그리기 : 가로 100mm / 세로 30mm
코너 직각 / 시점 0, 0 / 종점 100, 30

사각형 그리기 : 가로 60mm / 세로 20mm
코너 R10 / 시점 20, 5 / 종점 80, 25

원 그리기 : 반지름 R1.5 / 중심점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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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사각 배열 : 반지름 R1.5 중심원 복제
가로갯수 2 / 세로 갯수 2
가로길이 80 / 세로길이 20

G55-정면 레이어의 전구를 선택하여 레이어를
비활성화 합니다.

G56 - CAD Drawing≫
G56-상부 레이어 모드 선택 후 예제 도면을 드로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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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사각형 그리기 : 가로 30mm / 세로 100mm
코너 직각 / 시점 0, 0 / 종점 30, 100

_
사각형 그리기 : 가로 20mm / 세로 40mm
코너 R10 / 시점 5, 5 / 종점 25, 45

미러 기능을 이용해 내측 사각형을 복제합니다.
키를 누른 채 복제할 사각형을 선택한 후
[2D 변형] → [복사] → [미러]기능 선택 합니다.
그리고 엔티티중 세로선의 중앙점을 각각
선택하면
반대편으로 정확히 엔티티가 미러복제 됩니다.

G56-우측 레이어의

전구를 선택하여 레이어를

비활성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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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5면 밀링 가공 준비
5Plane Setting≫

현재 좌표계는 G54(상부/+X+Y) 좌표계가 기본설정되어 있습니다.

5면작업을 위해 필요한 정면 좌표계(G55)와 우측좌표계(G55)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합니다.

화면의 우측 CAM 공정리스트의 [메인 프로그램]
메뉴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으로 팝업메뉴의
「원점추가(A)」기능을 선택합니다.
[원점 추가] 창이 나타나면, 생성버튼으로 원점을
추가합니다.

원점명칭으로 “G55” 입력 후, [확인]으로 원점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G55의 [직교좌표계(상부:+X,+Y)]를
마우스

더블클릭하여, 좌표계 설정창의

뷰포트를 정면(+X+Z)으로 교체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G56의
[직교좌표계(우측+Y,+Z)]까지
추가합니다.
결과 모든 5면 작업용 좌표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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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Setting≫

5면 밀링 가공에 필요한 공구를 생성합니다. 공구 데이터를 각각의 면

마다 따로 세팅하는 것이 아닌 한 번의 공구셋팅만 필요합니다.

[캠툴] → [공구매거진] 선택

공구매거진 리스트에 총 3가지 공구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으로 공구매거진을 종료합니다.
공구번호 : T01
공구타입 : 평앤드밀
직경 : ø10
높이 : 30mm
회전수 : 3000rpm
피드 XY : 500mm/min
피드 Z : 300mm/min

공구번호 : T02
공구번호 : T01
공구타입 : 평앤드밀
공구타입 : 평앤드밀
직경 : ø3
직경 : 10ø
높이 : 30mm
회전수 : 3000rpm
회전수 : 3000rpm
피드 XY : 500
피드 XY : 500mm/min
피드 Z : 300
피드 Z : 300mm/min

공구번호 : T03
공구번호
공구타입 :: T01
드릴
공구타입
직경 : ø3 : 평앤드밀
직경
: 10ø: 50mm
유효깊이
회전수
회전수 :: 3000rpm
3000rpm
피드
: 500
피드 XY
Z : 300mm/min
피드 Z : 300

공구번호 : T03
공구타입 : 드릴
직경 : 3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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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5면 가공프로세스A (G54-상부좌표계/+X+Y)
Step1≫

G54-상부좌표계 레이어를 활성화 합니다.

Step2≫

상부좌표계(G54/+X+Y)에 해당된 엔티티 가공을 위해 체인을 생성합니다.

상부좌표계에 해당된 엔티티를 모두 선택 합니다.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하거나 각각의 엔티티를
좌측 클릭으로 모두 선택합니다.

키보드의

키를 눌러 자동 체인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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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G54-상부평면 첫번째 공정인 포켓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반지름 R25 중심원 대상)

포켓가공 아이콘 선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뉴바 위치, [캠공정] → [밀링] → [포켓가공]

공구버튼을 눌러 공구매거진에서 필요한 공구를
찾아 선택합니다.

[T01] ø10 평앤드밀을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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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할 체인을 결정합니다.
체인선택버튼을 눌러 작업화면이 전환되면,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 체인을 선택합니다.
로 적용하면 「체인목록」에 추가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포켓가공의 주요 설정인 [전략]탭에 아래 조건을 입력합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최종깊이

10(mm)

가공할 최종깊이를 결정

가공방법

일방향

여러번 깊이스탭 가공시 진행방향을 편향으로 설정

가공순서

레벨

가공방향

하향가공

측면여유량

0(mm)

정삭을 위한 측면의 여유량

바닥여유량

0(mm)

정삭을 위한 바닥의 여유량

깊이스탭

2(회)

시작평면에서 최종깊이까지를 스탭으로 나누는 횟수

측면스탭량

70(%)

포켓 파낼 시, XY 스탭 간격 결정

1 회 이상 깊이스탭의 처리방법(레벨,영역)
공구의 절삭 방향 설정(하향가공, 상향가공)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탭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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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안전 높이값을 설정 하는 [이동]탭과 공구경로 이동방식 설정인 [링크]탭 그리고 가공속도와 공구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옵션]탭을 각각 알맞게 설정합니다.

결과 출력을 위해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쳐 작업결과가 [코드]탭에 나타납니다.

계산을 통해 G54-상부좌표계의
첫번째 포켓가공 공구경로가 완성됩니다.

와이어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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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G54평면 두번째 포켓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반지름 R5 중심원 대상)

포켓가공 아이콘 선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뉴바 위치, [캠공정] → [밀링] → [포켓가공]

공구버튼을 눌러 공구매거진에서 필요한 공구를
찾아 선택합니다.

[T02] ø3평앤드밀을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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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할 체인을 결정합니다.
체인선택버튼을 눌러 작업화면이 전환되면,
마우스 커서

를 이용해 체인을 선택합니다.

로 적용하면 「체인목록」에 추가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포켓가공의 주요 설정인 [전략]탭에 아래 조건을 입력합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최종깊이

7(mm)

가공할 최종깊이를 결정

가공방법

일방향

여러번 깊이스탭 가공시 진행방향을 편향으로 설정

가공순서

레벨

가공방향

하향가공

측면여유량

0(mm)

정삭을 위한 측면의 여유량

바닥여유량

0(mm)

정삭을 위한 바닥의 여유량

깊이스탭

1(회)

시작평면에서 최종깊이까지를 스탭으로 나누는 횟수

측면스탭량

70(%)

포켓 파낼 시, XY 스탭 간격 결정

1 회 이상 깊이스탭의 처리방법(레벨,영역)
공구의 절삭 방향 설정(하향가공, 상향가공)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탭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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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안전 높이값을 설정 하는 [이동]탭과 공구경로 이동방식 설정인 [링크]탭 그리고 가공속도와 공구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옵션]탭을 각각 알맞게 설정합니다.

결과 출력을 위해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쳐 작업결과가 [코드]탭에 나타납니다.

계산을 통해 G54-상부좌표계의
두번째 포켓가공 공구경로가 완성됩니다.

와이어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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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코드를 파일화 시키기 위해, G54상부좌표계를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으로 팝업을

불러옵니다.

팝업메뉴의 [공정재계산(R)]을 선택합니다.

_
G54-상부좌표계내의 모든 공정의 합친 결과가
[코드]탭에 나타납니다.

계산된 결과 코드는 [NC저장]으로 G54-상부
좌표계 작업 결과를 .nc 파일로 저장합니다.
파일명 : G54-work.nc

상부좌표계 관련 CAM 작업 완료 후,
G54-레이어를 숨겨줍니다. (전구 비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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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5면 가공프로세스B (G55-정면좌표계/+X+Z)
Step1≫

G55-정면좌표계 레이어를 활성화합니다.

Step2≫

G55-정면 좌표계를 대상으로 마우스 좌측 선택 후

키를 누르면 기존에

사용하던 좌표계는 비활성화 되고, G55좌표계가 활성화되어 해당 평면에서 공정이 생성됩니다.

Step3≫

정면좌표계(G55/+X+Z)에 해당된 엔티티 가공을 위해 체인을 생성합니다.

체인을 만들기 위하여, 타원 도형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드래그나

키를 누른 채 엔티티를

선택시 타원 도형이 선택됩니다.

키보드

키를 눌러서 닫힌체인을 완성합니다.

187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드릴가공을 위한 점체인을 생성합니다.
메뉴바 위치, [체인관리] → [점 체인] → [자동]

「원」형식과 「전체영역」을 선택하면, 모든
영역에서
원을 탐색하여, 자동 경로를 생성하게 됩니다.

[지름] 버튼으로 반지름 R3의 원을 클릭 시 자동
으로 해당반지름과 동일한 원을 모두 찾아 점체인
경로가 생성됩니다.
「경로타입」에서 가장 짧은 경로 생성을 위해
수가
가장 작은 패턴경로를 선택합니다. 숫자 버튼
클릭
하면 결정됩니다. (경로의 길이를 뜻합니다.)
확인버튼을 눌러 점체인을 완성합니다.
「점체인」생성을

키로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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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Step4≫

G55평면 첫번째 공정인 포켓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사각형 대상, 60mm x 20mm)

포켓가공 아이콘 선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뉴바 위치, [캠공정] → [밀링] → [포켓가공]

공구 버튼을 눌러 공구매거진에서 필요한 공구를
찾아 선택합니다.

[T01] ø10평앤드밀을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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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가공할 체인을 결정합니다.
체인선택버튼을 눌러 작업화면이 전환되면,
마우스 커서

를 이용해 체인을 선택합니다.

로 적용하면 「체인목록」에 추가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포켓가공의 주요 설정인 [전략]탭에 아래 조건을 입력합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최종깊이

10(mm)

가공할 최종깊이를 결정

가공방법

일방향

여러번 깊이스탭 가공시 진행방향을 편향으로 설정

가공순서

레벨

가공방향

하향가공

측면여유량

0(mm)

정삭을 위한 측면의 여유량

바닥여유량

0(mm)

정삭을 위한 바닥의 여유량

깊이스탭

2(회)

시작평면에서 최종깊이까지를 스탭으로 나누는 횟수

측면스탭량

70(%)

포켓 파낼 시, XY 스탭 간격 결정

1 회 이상 깊이스탭의 처리방법(레벨,영역)
공구의 절삭 방향 설정(하향가공, 상향가공)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탭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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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Z안전 높이값을 설정 하는 [이동]탭과 공구경로 이동방식 설정인 [링크]탭 그리고 가공속도와 공구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옵션]탭을 각각 알맞게 설정합니다.

결과 출력을 위해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쳐 작업결과가 [코드]탭에 나타납니다.

계산을 통해 G55-정면좌표계의
첫번째 포켓가공 공구경로가 완성됩니다.

와이어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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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Step5≫

G55평면 두번째 공정인 드릴링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드릴가공 아이콘 선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뉴바 위치, [캠공정] → [드릴공정]

공구버튼을 눌러 공구매거진에서 필요한 공구를
찾아 선택합니다.

[T03] ø3 드릴을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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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가공할 체인을 결정합니다.
체인선택버튼을 눌러 작업화면이 전환되면,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 체인을 선택합니다.
로 적용하면 「체인목록」에 추가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드릴가공의 메인 설정인 [전략]페이지에 아래 조건을 입력합니다.
[옵션]은 특별한 수정없이 이전 공정의 옵션을 그대로 사용 합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초기 Z 위치

20(mm)

드릴링 시작점 최초 Z 위치높이

R 점 Z 위치

2(mm)

드릴 싸이클 Z 안전높이(싸이클의 R 값)

최종깊이

15(mm)

드릴의 최종깊이를 결정

1 회절입량

5(mm)

드릴가공시 1 회 절입 깊이값, 싸이클의 Q 값

싸이클

G83[심공 드릴]

자동 심공 드릴링 싸이클(G83)

[확인]버튼으로 마무리 하면 계산을 과정을 거쳐
우측 CAM창의 G55-정면좌표계 내에
드릴공정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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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NC코드를 파일화 시키기 위해, G55정면좌표계를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으로 팝업을

불러옵니다.

팝업메뉴의 [공정재계산]을 선택합니다.

재계산으로 G55-우측좌표계의 모든 공정을 모두
합친 결과가 [코드]탭에 나타납니다.

계산된 결과 코드를 [NC저장]으로 G55-정면
좌표계 작업 결과를 저장합니다.
파일명 : G55-work.nc

정면좌표계 모든 가공작업 완료 후
G55 레이어를 숨겨줍니다. (전구 비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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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H. 5면 가공프로세스C (G56-우측좌표계/+Y+Z)
Step1≫

G56-우측좌표계 레이어를 활성화합니다.

Step2≫

G56-우측좌표계를 대상으로 마우스 좌측 선택 후

키를 누르면 기존에

사용하던 좌표계는 비활성화 되고, G56좌표계가 활성화되어 해당 평면에서 공정이 생성됩니다.

Step3≫

우측좌표계(G56/+Y+Z)에 해당된 엔티티 가공을 위해 체인을 생성합니다.

사각 도형 두개를 선택 합니다.
마우스 드래그나
키보드

+ 엔티티 클릭 후

을 눌러 닫힌체인을 두개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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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Step4≫

G56평면 포켓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사각형 대상, 20mm x 40mm / 2EA)

포켓가공 아이콘 선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뉴바 위치, [캠공정] → [밀링] → [포켓가공]

공구 버튼을 눌러 공구매거진에서 필요한 공구를
찾아 결정합니다.

[T01] ø10 평앤드밀을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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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가공할 체인을 결정합니다.
체인선택버튼을 눌러 작업화면이 전환되면,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 체인을 선택합니다.
로 적용하면 「체인목록」에 추가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포켓가공의 주요 설정인 [전략]탭에 아래 조건을 입력합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최종깊이

7(mm)

가공할 최종깊이를 결정

가공방법

일방향

여러번 깊이스탭 가공시 진행방향을 편향으로 설정

가공순서

레벨

가공방향

하향가공

측면여유량

0(mm)

정삭을 위한 측면의 여유량

바닥여유량

0(mm)

정삭을 위한 바닥의 여유량

깊이스탭

2(회)

시작평면에서 최종깊이까지를 스탭으로 나누는 횟수

측면스탭량

70(%)

포켓 파낼 시, XY 스탭 간격 결정

1 회 이상 깊이스탭의 처리방법(레벨,영역)
공구의 절삭 방향 설정(하향가공, 상향가공)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탭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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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Z안전 높이값을 설정 하는 [이동]탭과 공구경로 이동방식 설정인 [링크]탭 그리고 가공속도와 공구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옵션]탭을 각각 알맞게 설정합니다.

결과 출력을 위해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쳐 작업결과가 [코드]탭에 나타납니다.

계산을 통해 G56-우측좌표계의 포켓가공
공구경로가 완성됩니다.

와이어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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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계산된 결과 코드를 [NC저장]으로 G56-상부
좌표계 작업 결과를 저장합니다.

파일명 : G56-work.nc

5P Process End≫

위의 과정으로 완성된 총 3개의 5면 nc데이터를 각각 이용하여

실제 5면 가공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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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1-4. 4축 Mill 따라하기
A. QuickCADCAM 프로그램

1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

B. 밀링 모듈 선택
작업창이 활성화되어 CAD작업이 가능합니다.

2 밀링 모듈 선택
○
작업창이 활성화되어 CAD 작업이 가능합니다.

※ 위 작업창을 통해 CAD 드로잉과 CAM 가공을 동시에 진행가능합니다. (절대좌표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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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C. QuickMill 4축 파라메터 드릴가공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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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Step1≫

스케치 및 소재입력

[2D그리기] > [커브] > [사각형]명령을 선택합니다.

코너반지름 : 0 입력 → 키보드
결과 사각형의 코너를 직각으로 설정

사각형의 시점 : 0,-25 입력 → 키보드
결과 시작 좌표 X0, Y-25(절대값) 위치

사각형의 종점 : -300,25 입력 → 키보드
종점 좌표 X-300, Y25(절대값) 위치
결과 가로300mm, 세로50mm 사각형 완성

[공정]탭의 1.직교좌표계(상부:+X+Y)를
더블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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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좌표계를 실린더좌표로 설정합니다.
지름 : 50
길이 : 300
으로 설정하여 확인합니다.

[공정]탭 → [소재]를 더블클릭

합니다.

소재파라메터에서 외경 : 50, 길이 : 300, 소재모양 : 실린더, X축으로 설정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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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Step2≫

밀링 4축 CAM 가공을 시작합니다.

[캠공정] – [밀링] – [실린더 파라메터 프로세스] – [파라메터 드릴]을 선택합니다.

「파라메터드릴」창이 나타나면, 첫번째
공구(T01)에
[편집]기능을 이용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수정
후

파라메터드릴 공정에 적용합니다.

공구타입 : 드릴
직경 : ø10
각도 : 120°
유효깊이 :30mm
길이 : 70
회전수 : 1500rpm
피드Z : 300mm/min

↑ 위와 같은 공구 조건 입력 후 확인을 공구를 포켓공정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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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공구]를 선택한 후, [전략]페이지에서 다음 조건을 입력합니다.

시작평면

25(mm)

드릴이 시작되는 Z 위치 실린더의 경우 반경

최종깊이

10(mm)

드릴의 최종 깊이

절입량

2(mm)

드릴을 위한 1 회 패스깊이 / 싸이클 Q 값

시작위치

50(mm)

드릴이 시작하는 X 위치

시작각도

0

드릴가공이 시작할 때 A 축 각도

후퇴량

3

후퇴방법 칩브레이커로 했을 때 적용되는 후퇴량 값

후퇴방법

칩브레이커

방향

+

타입

전체각도

C-개수

6

X 거리 회전 축 홀 개수

X-개수

5

X 축 홀개수

C-각도

360

가공할 회전 축 각도

X-간격

50

X 축 홀 사이 간격

R 점위치

30(mm)

R 점위치

좌표방법

절대지령

절대,상대,혼합지령 선택

복귀방법

초기점복귀

싸이클

사용안함

싸이클 사용 안할 시 후퇴방법 지정
파라메터 드릴 출력 방향
C-각도가 전체각도, 홀과 홀 각도

초기점복귀, R 점복귀 선택
드릴 싸이클 설정

위 표와 같이 조건 입력 후 [옵션]탭으로 넘어갑니다.
(드릴 가공의 경우 [이동]탭 값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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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옵션]에서 스핀들 속도와 이송소도는 선택한 공구에 입력된 값으로 설정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값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쳐 NC결과가 나타납니다.

출력된 NC코드는

와이어 시뮬레이션 또는

솔리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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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2-1. Turning 따라하기1
A. QuickCADCAM 프로그램

1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

B. 선반 모듈 선택
작업창이 활성화되어 CAD 작업이 가능합니다.

※ 위 작업창을 통해 CAD 드로잉과 CAM 가공을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절대좌표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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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예제 도면 그리기(CAD Drawing)
Step1≫

[2D그리기] → [선] → [연속선]을 이용해 아래 이미지와 같이 드로잉 합니다.
(명령어창을 이용한 절대 좌표 치수 이용)

CAD 코너 [선] 아이콘을 선택하여,
하단 명령어 창의 [연속선]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혹은 [2D 그리기] → [선] → [연속선]을
선택합니다.

명령어창, 시점 : 0,10 입력 →
절대 좌표계 기준 X0. Y10.

[스냅] → [수직/수평] (또는

)을 이용하여

선을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를 놓은 후
치수를 입력하여 도면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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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모따기] 기능을 이용하여 도면에 모따기를 그려줍니다.

[2D 변형] → [모따기]를 선택합니다.

명령어창, 모따기 길이 : 2,2 입력 →
※ 모따기를 생성할 코너 두 곳을

클릭합니다.

모따기할 때 기존의 선이 사라지길 원하는 경우
명령창에서 “코너 제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도면에 표시된 [C-5 와 [C-6] 치수 대해서도 모따기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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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원]을 생성한 후, [트림]기능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엔티티를 제거합니다.

[2D 그리기] → [원] → [원(반지름/중심)]을
선택합니다.
반지름 : 60 입력 →
중심 : -67,85 입력 →

CAD 코너 [트림]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좌측클릭으로 트림을 진행할 원과 선을

선택 후

마우스 커서가

를 선택합니다.

가위로 바뀌면 트림이 가능

합니다. 바깥쪽 원과 원의 내부 선을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 가위의 중앙을 선에 맞추면 트림이 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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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QuickCADCAM 파일 저장
완성한 작업 파일을 저장합니다. QuickCADCAM 전용
파일 인 QCD포맷으로 저장 시 도면 데이터를
기초로 CAM공정까지 포함된 복합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원하는 저장 위치를 지정하여,
파일명은 「선반 따라하기」로 저장합니다.

☞ QCD와 DWG의 차이점 비교
QCD…는 QuickCADCAM의 전용파일로써, 단순한 CAD데이터만 존재하는 DWG나 AI, DXF와는
다르게 CAM도구와 공구데이터를 포함 가공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장시에는 반드시 QCD로 사용하여 저장하시면 됩니다. *DWG와 DXF는 AUTOCAD나
CADIAN 같은 외부 2D 드로잉 프로그램에서 불러올 수 있는 도면데이터 입니다.
*AI와 EPS는 대표적으로 일러스트레이트와 코렐드로우 의 그래픽 전용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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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urning CAM가공 준비
Step1≫

[커브 체인]기능으로 공구가 지나는 경로를 결정하는 체인을 생성합니다.

[체인관리] → [커브체인] → [커브]를 선택합니다.

명령어창, 좌표 원점 : 우측 하단의 모서리를 시작점으로 클릭한 후 화살표를 클릭하여
원점과 종점이 일치할 때

를 눌러 “커브 체인을 완성합니다.

212

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Step2≫

[공정]창에서 [소재]를 입력시켜줍니다. 선반가공의 경우 [소재 체인]을 입력시켜줘야

내측 가공 후 공구의 후퇴량을 조절하여 공구와 가공품에 대한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측 공정창에서 [소재]버튼을 더블클릭합니다.

[소재정의]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소재체인을 클릭하여 “Step1”에서 생성한 커브체인을 선택 후
키보드

를 눌러 가상소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 소재체인을 선택하면 외경, 내경, 부품길이가 자동으로 측정되어 입력됩니다.

선반 공구 교환시 지정위치

공구교환(XZ)

각 200(mm)

안전거리(XZ)

각 3(mm)

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로부터 안전하게 떨어진 값

최대스핀들

2500(S)

G50(주축 최고회전수 지정)에 입력되는 스핀들 값

복귀방법

X 그리고 Z

공구 최종복귀시 X축 선이동 후 Z축 이동

Z 그리고 X

공구 최종복귀시 Z축선 이동 후 X축 이동
공구 최종복귀시 XZ축 동시 이동

동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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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가공에 사용할 [공구]를 생성합니다. 툴 체인지를 통한 연속작업을 고려하여 다양한

공구를 셋팅하는 과정입니다.
◆ 공구매거진은?
◆ 공구매거진은?
MCT나 CNC선반의 자동 공구 교환 시스템인 ATC 공구 셋팅과 똑같은 공구목록을 작성합니다.
MCT나 CNC선반의 자동 공구 교환 시스템인 ATC 공구 셋팅과 똑같은 공구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럼으로써 정확한 공구 사용과 보정으로 제품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써 정확한 공구 사용과 보정으로 제품가공이 가능합니다.
[캠툴] → [공구매거진]을 선택합니다.

[공구매거진] 창이 나타납니다.

[T1] 공구를 선택 후, [편집] 버튼을 누르면, 공구 생성 창이 나타납니다. 공구 창이 비어있다면 공구
번호의 줄을

더블클릭하면 공구 생성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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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입력창에 [T1] 공구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1]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선삭
가공방향 : 우측
가공위치 : 외측
가상인선 : 1 (적용)
인써트 : C
노즈R : 0.8

[T2]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2]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드릴
가공방향 : Z 축방향
직경 : 15 ø
유효깊이 : 150
각도 : 120

[T3]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3]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선삭
가공방향 : 우측
가공위치 : 내측
가상인선 : 7 (적용)
인써트 : C
노즈R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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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4]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그루브
가공방향 : 우측
가공위치 : 내측
가상인선 : 좌측
(적용)
인써트 : C
노즈반지름 : 0

[T5]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5]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그루브
가공방향 : 우측
가공위치 : 외측
가상인선 : 좌측
(적용)
인써트 : C
노즈반지름 : 0.4

[T6]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6]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선삭
가공방향 : 우측
가공위치 : 외측
가상인선 : 1 (적용)
인써트 : V
노즈R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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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7]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7]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나사
가공방향 : 우측
가공위치 : 외측
인써트 : S
포함각도 : 60
피치 : 2

[T8]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8]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선삭
가공방향 : 우측
가공위치 : 내측
가상인선 : 7 (적용)
인써트 : V
노즈반지름 : 0.4

[공구매거진]을 확인버튼을 눌러 공구매거진 생성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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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QuickCADCAM 선반 가공프로세스(Turning CAM)
Step1≫

선반 CAM 가공을 시작합니다. [T1]공구를 이용하여 실린더 소재의 면삭 및

황삭공정을 생성합니다. [황삭공정]을 실시합니다.
◆ 공구매거진은?
MCT나 CNC선반의 자동 공구 교환 시스템인 ATC 공구 셋팅과 똑같은 공구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럼으로써 정확한 공구 사용과 보정으로 제품 가공이 가능합니다.

[캠공정] → [선반] → [황삭공정]을 선택합니다.

[황삭공정]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공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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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버튼을 누르면 [공구매거진]창이 나타납니다. 현재 황삭공정에 사용할 공구를 선택합니다.

[T1] 선삭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최종 적용됩니다.
가공할 체인을 선택하는 [체인선택]버튼을 누르면 CAM 창이 잠시 내려가고 작업화면이 나타나며,
마우스 커서에 현재 공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커서를 이용해서 가공할 부분의 체인을 선택합니다.

시점연장과 종점연장을 이용하여 가공할 부분의 체인을 연장시켜 줍니다.

219

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절입량 = 1(1 회 가공절입량)
도피량 = 2(가공 후 후퇴량)
Z-여유량 = 0.3(정삭을 위한 Z 축방향의 여유량)
X-여유량 = 0.3(정삭을 위한 X 축방향의 여유량)
Z-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Z 축 거리)
X-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X 축 거리)
보정방향 = 없음
가공방향 = 우측, 직선(공구의 정보에 따라 입력됨)
사이클형식 = 외측면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탭으로 넘어갑니다.≫
[이동]에서 X-위치, Z-위치는 공정이 끝난 후 공구가 빠지는 위치를 설정하는 데, 소재이용에 체크하여
후퇴하도록 합니다(소재이용이란 Step2 에서 입력시켜준 소재체인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후퇴하는 기능입니다).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옵션]탭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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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은 공구의 스핀들 속도와 가공이송 속도, 최대 스핀들 속도의 제어 값을 각각 입력하는
부분으로
소재입력과 공구 생성 시 입력되지만 필요 시 수정도 가능합니다.

주속일정제어에서 가공속도(G96), 스핀들속도(G97)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버튼으로 마무리 하면 계산을
과정을 거쳐 우측 NC 창에 G 코드가
생성됩니다. 우측 CAM 창에 생성된
NC 코드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CAM 창 상단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러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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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 시뮬레이션으로 표현된 공구 경로를 확인 하기 위해, NC 코드의 첫 줄을 마우스로 좌측 클릭
후 키보드 방향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현재 NC 코드의 위치로 공구가 이동하며 시뮬레이션 됩니다.

키보드 방향키 아래를 연속해서 누르면 가상공구가 나타나면서, NC코드의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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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순서인 ①, ② 동일하게 진행하고, 체인선택 시 아래 이미지와 같이 선택 해줍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절입량 = 1(1 회 가공절입량)
도피량 = 2(가공 후 후퇴량)
Z-여유량 = 0.3(정삭을 위한 Z 축방향의 여유량)
X-여유량 = 0.3(정삭을 위한 X 축방향의 여유량)
Z-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Z 축 거리)
X-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X 축 거리)
보정방향 = 없음
가공방향 = 우측, 직선(공구의 정보에 따라 입력됨)
사이클형식★ = 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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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황삭공정”에 대하여…
소재가 실린더(원통형) 형태가 아니라 가공품 모양대로 생긴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삭가공을
축방향대로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의 모양대로 황삭을 가공합니다. 일반 황삭공정과 공구선택과
체인선택 등 메뉴들이 거의 동일하지만 반복횟수라는 메뉴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가공할 횟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모방황삭공정의 조건들을 입력하여 확인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공구경로가 생성됩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체인의 모양대로 황삭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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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주물황삭공정”에 대하여…
일반 황삭공정과 공구선택과 체인선택 등 메뉴들이 거의 동일하지만 주물스타일과 주물옵셋량이라는
메뉴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가공할 횟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소재
- 가공준비의 Step2에서 입력한 소재체인이 곧 주물이 되어 가공경로가 생성됩니다.
2) 체인
- 주물의 모양대로 스케치를 한 후 체인을 생성하면 그 체인이 주물이 되어 가공경로가 생성됩니다.
3) 옵셋
- 주물옵셋량을 입력하면 선택한 체인에서 주물옵셋량만큼 주물이 되어 가공경로가 생성됩니다.

☞언더컷제외
└ 언더컷제외란 언더컷 가공을 하고자 하는 영역을 설정 할 수잇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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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Step2≫

그루브[T5]공구를 이용해 그루브 공정의 공구 경로를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그루브공정]을 선택합니다.

[그루브공정]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공구[T05]를 선택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그루브 공정 할 체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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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피치량 = 2(그루브공구가 Z 축으로 절삭하는 양)
깊이 = 2(그루브공구가 X 축으로 절삭하는 양)
도피량 = 1
공구기준점 = 좌측
Z, X-여유량 = 0.3(정삭을 위한 Z, X 축방향의 여유량)
Z, X-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Z, X 축 거리)
사이클형식 = 외측
그루부방법 = 직접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링크]탭으로 넘어갑니다.≫

다양한 그루브 가공 타입…

<직접>

<Z레벨>

<S형식>

<Z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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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형식>

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이동]에서 X, Z-위치는 소재이용에 체크하고, 진입방법은 –Z-X, 후퇴방법은 +X+Z 로 선택합니다.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옵션]탭으로 넘어갑니다.≫
[옵션]은 공구의 스핀들 속도와 가공이송 속도의 제어 값을 입력합니다. (임의 수정 가능)

[확인]버튼으로 마무리 하면 계산을 과정을 거쳐
우측 NC 창에 G 코드가 생성됩니다. 우측 CAM
창에 생성된 NC 코드입니다. 와이어 시뮬레이션
(공구)으로 가공 경로를 확인합니다.
※ [코드]탭은 NC 결과를 나타내며, [공정]탭은
수정이나 가공순서 변경 등 전반적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위와 동일방법으로 두 곳의 그루브공정을
추가로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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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Step3≫

[정삭공정2]를 이용하여 정삭 공정을 생성 합니다.

[캠공정] → [선반] → [정삭공정 2]를 선택합니다.

[정삭공정] 창이 나타납니다. 공구는 [T06]을 선택한 뒤, 체인은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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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Z, X 여유량 = 0(가공완료 후 공작물에 남는 여유량)
Z, X 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Z, X 축 거리)
직경허용각 = 45(설정각도 이하는 직경으로 인식)
면삭연장길이 = 0(면삭가공 시 연장길이 값)
정삭형식 = 직경->면삭(직경정삭 후 면삭가공)
직경

Z축방향으로만 정삭(X축방향은 정삭을 진행하지
않음)

면삭

X축방향으로만 정삭(Z축방향은 정삭을 진행하지
않음)

직경→면삭

Z축방향 정삭 진행 후 X축방향으로 정삭

면삭→직경

X축방향 정삭 진행 후 Z축방향으로 정삭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진입/후퇴]탭으로 넘어갑니다.≫
[진입/후퇴]탭에서는 정삭공정 시 공구가 진입/후퇴하는 겹침량, 각도, 반지름, 길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겹침량 = 0(공구가 진입할 시 접선방향의 시작연장 길이)
진입각도 = 45(공구가 진입할 시 각도)
진입반지름 = 3(공구가 진입할 시 반지름)
진입길이 = 0(공구가 진입할 시 시작연장 길이)
후퇴의 경우 진입과 동일.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옵션]탭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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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옵션]은 공구의 스핀들 속도와 가공이송 속도의 제어 값을 각각 입력하는 부분으로 공구 생성 시
입력되지만 필요 시 수정도 가능합니다.

[확인]버튼으로 마무리 하면 계산을 과정을 거쳐
우측 NC 창에 G 코드가 생성됩니다.

[캠공정] → [선반] → [정삭공정]을 선택합니다.

[정삭공정] 창이 나타납니다. 공구는 T05 를 선택한 뒤, 체인은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그루브
공정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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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Z, X 여유량 = 0(가공완료 후 공작물에 남는 여유량)
Z, X 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Z, X 축 거리)
면취스타일 = 없음(설정각도 이하는 직경으로 인식)
정삭형식 = 그루부(그루부 공구선택 시 자동으로 변경됨)
그루부방법 = 연속(체인 모양대로 정삭이 진행)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진입/후퇴]탭으로 넘어갑니다.≫

정삭가공 시 면취스타일에 따라 필렛/모따기를 설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취스타일이 모따기인 경우

면취스타일이 필렛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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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진입/후퇴]탭에서는 정삭공정 시 공구가 진입/후퇴하는 겹침량, 각도, 반지름, 길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옵션]은 공구의 스핀들 속도와 가공이송 속도의 제어 값을 각각 입력하는 부분으로 공구 생성 시
입력되지만 필요 시 수정도 가능합니다.

[확인]버튼으로 마무리 하면 계산을 과정을 거쳐
우측 NC 창에 G 코드가 생성됩니다.

위와 동일방법으로 2 곳의 그루브의 정삭공정을
생성합니다(아래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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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고정사이클(G71, G72, G73)을 사용하여 가공할 수 있습니다.

[캠공정] → [선반] → [고정싸이클]을 선택합니다.

황삭과 정삭공정 시 사용할 공구를 선택하여 준 뒤 체인(가공할 영역)을 선택해줍니다.
전략페이지에서 필요한 값을 입력하여 확인하면 해당하는 싸이클로 G 코드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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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Step4≫

선반에서의 드릴 공정을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드릴공정] 선택

[드릴가공] 창이 나타납니다. 우선적으로 공구를 먼저 선택합니다.
공구는 드릴[T02]을 선택합니다.

[공구] 버튼을 누르면 [공구매거진]창이 나타납니다.
드릴 작업에 사용할 공구를 선택합니다. [T2]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최종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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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드릴의 위치는 위치를 클릭하여 마우스로 원점을 선택하거나 명령창에 0,0 을 입력 →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싸이클형식 = G83[심공드릴](드릴링에서 사용한 싸이클)
안전거리 = 2(가공을 위한 Z 축 안전높이)
최종깊이 = 150(드릴링의 최종깊이)
패스증분 = 3(드릴링 1 회 절입량)
후퇴량 = 2(1 회 절입 후 공구의 후퇴량)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탭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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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이동]에서는 진입방법과 후퇴방법이 –Z 와 +Z 로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옵션]탭으로 넘어갑니다.≫
[옵션]은 공구의 스핀들 속도와 가공이송 속도의 제어값을 각각 입력하는 부분으로 공구 생성시 입력
되지만 필요 시 수정도 가능합니다.

[확인]버튼으로 마무리 하면 계산을 과정을 거쳐
우측 NC 창에 G 코드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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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Step5≫

내경 선삭 공구를 이용하여 내경 황삭공정을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황삭공정]을 선택합니다.

_
[황삭공정] 창이 나타납니다. 우선적으로 공구를 먼저 선택합니다.
공구는 내경 선삭공구[T03]를 선택합니다.

[공구] 버튼을 누르면 [공구매거진]창이 나타납니다.
황삭 작업에 사용할 공구를 선택합니다. [T3]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최종 적용됩니다.

체인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내경 부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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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절입량 = 1(1 회 가공절입량)
도피량 = 0.5(가공 후 후퇴량)
Z-X 여유량 = 0.3(정삭을 위한 Z, X 축방향의 여유량)
Z-X 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Z, X 축 거리)
보정방향 = 없음
가공방향 = 우측, 직선(공구의 정보에 따라 입력됨)
사이클형식 = 내측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탭으로 넘어갑니다.≫
[이동]에서 X-위치, Z-위치는 공정이 끝난 후 공구가 빠지는 위치를 설정하는 데, 소재이용에 체크하여
후퇴하도록 합니다. 진입/후퇴방법도 체크합니다.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옵션]탭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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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옵션]은 소재의 스핀들 속도와 가공이송 속도의 제어 값을 각각 입력하는 부분으로 공구 생성 시
입력되지만 필요 시 수정도 가능합니다.

[확인]버튼으로 마무리 하면 계산을 과정을 거쳐
우측 NC 창에 G 코드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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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Step6≫

내경 그루브 공구를 이용하여 내경 그루브공정을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그루브공정]을 선택합니다.

[그루브공정] 창이 나타납니다. 우선적으로 공구를 먼저 선택합니다.
공구는 내경 그루브공구[T04]를 선택합니다.

[공구] 버튼을 누르면 [공구매거진]창이 나타납니다.
그루브 작업에 사용할 공구를 선택합니다. [T4]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최종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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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체인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내경 부분을 선택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피치량 = 2(그루브공구가 Z 축으로 절삭하는 양)
깊이 = 2(그루브공구가 X 축으로 절삭하는 양)
도피량 = 1
공구기준점 = 좌측
Z, X-여유량 = 0.3(정삭을 위한 Z, X 축방향의 여유량)
Z, X-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Z, X 축 거리)
사이클형식 = 내측
그루부방법 = 직접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탭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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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이동]에서 X-위치, Z-위치는 공정이 끝난 후 공구가 빠지는 위치를 설정하는 데, 소재이용에 체크하여
후퇴하도록 합니다. 진입/후퇴방법도 체크합니다.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옵션]탭으로 넘어갑니다.≫
[옵션]은 소재의 스핀들 속도와 가공이송 속도의 제어 값을 각각 입력하는 부분으로 공구 생성 시
입력되지만 필요 시 수정도 가능합니다.

[확인]버튼으로 마무리 하면 계산을 과정을 거쳐
우측 NC 창에 G 코드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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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7≫

내경 그루브 공구를 이용하여 내경 정삭공정을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정삭공정]을 선택합니다.

[정삭공정] 창이 나타납니다. 우선적으로 공구를 먼저 선택합니다.
공구는 내경 그루브공구[T04]를 선택합니다.

[공구] 버튼을 누르면 [공구매거진]창이 나타납니다.
그루브 작업에 사용할 공구를 선택합니다. [T4]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최종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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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내경 부분을 선택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Z, X 여유량 = 0(가공완료 후 공작물에 남는 여유량)
Z, X 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Z, X 축 거리)
면취스타일 = 없음(설정각도 이하는 직경으로 인식)
정삭형식 = 그루부(그루부 공구선택 시 자동으로 변경됨)
그루부방법 = 연속(체인 모양대로 정삭이 진행)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탭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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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서 X-위치, Z-위치는 공정이 끝난 후 공구가 빠지는 위치를 설정하는 데, 소재이용에 체크하여
후퇴하도록 합니다. 진입/후퇴방법도 체크합니다.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옵션]탭으로 넘어갑니다.≫
[옵션]은 소재의 스핀들 속도와 가공이송 속도의 제어 값을 각각 입력하는 부분으로 공구 생성 시
입력되지만 필요 시 수정도 가능합니다.

[확인]버튼으로 마무리 하면 계산을 과정을 거쳐
우측 NC 창에 G 코드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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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8≫

나사 공구를 이용하여 나사공정을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나사공정]을 선택합니다.

[나사공정] 창이 나타납니다. 우선적으로 공구를 먼저 선택합니다.
공구는 나사공구[T07]를 선택합니다.

[공구] 버튼을 누르면 [공구매거진]창이 나타납니다.
나사 작업에 사용할 공구를 선택합니다. [T4]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최종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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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외경 부분을 선택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나사절삭방법 = G92[나사절삭싸이클]
피치 = 2(그루브공구가 Z 축으로 절삭하는 양)
나사각도 = 60(나사공구 선택 시 공구정보에 따라 선택됨)
나사높이 = 1.5
나사산수 = 1(나사의 줄 수)
리드인/아웃거리 = 1(나사 절삭 전후 절삭 연장 값)
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거리)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탭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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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서 X-위치, Z-위치는 공정이 끝난 후 공구가 빠지는 위치를 설정하는 데, 소재이용에 체크하여
후퇴하도록 합니다. 진입/후퇴방법도 체크합니다.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옵션]탭으로 넘어갑니다.≫

[옵션]은 소재의 스핀들 속도와 가공이송 속도의 제어 값을 각각 입력하는 부분으로 공구 생성 시
입력되지만 필요 시 수정도 가능합니다.

[확인]버튼으로 마무리 하면 계산을 과정을 거쳐
우측 NC 창에 G 코드가 생성됩니다.

249

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Step9≫

완성된 총 열두 가지 공정을 합쳐주기 위해 [공정]탭에서 모든 공정을 재계산합니다.

[공정]탭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전환합니다.

모든 공정의 집합 모계인 직교좌표계를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으로 팝업 박스를

불러옵니다.

팝업메뉴의 [공정재계산(R)]을 선택합니다.

재계산으로 모든 공정이 합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합쳐진 NC 코드는 소재
시뮬레이션이나 ModuleWorks
3D 정밀시뮬레이션을 통한 테스트 거쳐 실제
가공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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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0≫

모든 공정을 계산하여 시뮬레이션까지 마쳤을 때, 문제가 없다면 NC 데이터화

시켜줍니다.

[캠툴] → [NC 저장] 선택

저장 화면이 나타나면, 원하는 위치에 제목을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QuickEditer 프로그램에
저장된
nc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최종 수정하여
데이터를 확정짓습니다.
QuickEditer → [저장] → [끝내기]

NC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NC)라는 포맷으로
파일이 저장됩니다. 저장된 파일을 공작기계로
옮겨 가공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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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Turning 따라하기2
A. QuickCADCAM 프로그램

1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

B. 선반 모듈 선택
작업창이 활성화되어 CAD 작업이 가능합니다.

※ 위 작업창을 통해 CAD 드로잉과 CAM 가공을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절대좌표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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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예제 도면 불러오기(CAD File Open) 및 가공준비
Step1≫

dwg또는 dxf 파일을 이용하여 가공 준비를 합니다.

[파일] → [열기]를 선택합니다.

C:\Program Files(x86)\SolarTech\QuickCAMV7.7.0.0\cad\Example 경로에서 Turn Example.dxf
파일을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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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형식] 창이 활성화 되는데 확인을 클릭합니다.

* 읽기 형식의 경우 dwg, dxf 파일을 열 경우 특정 엔티티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제어 하는 기능입니다. 체크가 해제 된 객체는 불러오지 않습니다.
화면에 도면이 나타나면 [2D 변형] >
[엔티티정리]를
이용하여 도면의 중첩된 선들을 정리해줍니다.
엔티티정리를 선택한 후 정리할 도면의 선들을
선택한 후 확인해줍니다.

엔티티 정리를 하면 최적화결과 창이
나타나는데 이는 선택한 도면에서 겹쳐있는
엔티티들이 수량만큼 자동 삭제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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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 [원점이동]을 선택합니다.

이미지의 위치를 클릭하여 원점을
이동시켜줍니다.
기계의 원점과 프로그램의 원점은
동일해야합니다.

[체인관리] > [커브 체인] > [커브]를 선택합니다.

명령어창, 좌표 원점 : 원점을 시작점으로 클릭한 후 화살표를 클릭하여 원점과
종점이 일치하면

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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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을 생성할 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체인을 멈춘 후 사용자가
진행할 방향의 선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공정 창에서 [소재]를 더블클릭 합니다.

[소재체인]을 선택하여 생성한 체인을 선택한 후

를 눌러줍니다.

* 소재체인을 적용시키면 체인의 크기에 따라서 외경과 내경, 부품길의 사이즈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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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가공에 사용할 [공구]를 생성합니다. 툴 체인지를 통한 연속작업을 고려하여 다양한

공구를 셋팅하는 과정입니다.

[캠툴] → [공구매거진]을 선택합니다.

[공구매거진] 창이 나타납니다. [T1] 공구를 선택 후, [편집] 버튼을 누르면, 공구 생성 창이 나타납니다.
공구 창이 비어있다면 공구 번호의 줄을 더블 클릭하면 공구 생성 창이 나타납니다.

공구입력창에 [T1] 공구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1]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선삭
가공방향 : 우측
가공위치 : 외측
가상인선 : 1 (적용)
인써트 : C
노즈R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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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2]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선삭
가공방향 : 우측
가공위치 : 외측
가상인선 : 1(적용)
인써트 : V
노즈 R : 0.4
Edge 각도 : 105

[T3]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3]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드릴
공구타입 : 선삭
가공방향 : Z 축방향
가공방향 : 좌측
인써트 : C
가공위치 : 외측
회전수 : 1000
가상인선 : 3(적용)
피드 XY : 0.2
인써트 : V
피드 Z : 0.2
노즈 R : 0.4
직경 : 15 ø
Edge 각도 : 105
유효깊이 : 150
각도 : 120

[T7]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7]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드릴

공구타입 : 그루브
가공방향
축방향
가공방향 : :Z 하향
인써트 : C : 측면
가공위치
회전수
: 1000
가상인선
: 하위
피드 XY : 0.2
(적용)
피드 Z : 0.2
인써트
:C
직경
: 15 ø : 0.4
노즈반지름
유효깊이 : 150
각도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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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선반 가공 프로세스(Turn)
Step1≫

선반 CAM 가공을 시작합니다. 선삭공구[T1]로 소재의 면삭 공정을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황삭공정]을 선택합니다.

[황삭공정]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공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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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버튼을 누르면 [공구매거진]창이 나타납니다.

[T1] 선삭 공구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최종 적용됩니다.
가공할 체인을 선택하는 [체인선택]버튼을 누르면 CAM 창이 잠시 내려가고 작업화면이 나타나며,
마우스 커서에 현재 공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커서를 이용해서 가공할 부분의 체인을 선택합니다.

시점연장을 이용하여 가공할 부분의 체인을 연장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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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절입량 = 1(1 회 가공절입량)
도피량 = 2(가공 후 후퇴량)
Z-여유량 = 0.3(정삭을 위한 Z 축방향의 여유량)
X-여유량 = 0.3(정삭을 위한 X 축방향의 여유량)
Z-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Z 축 거리)
X-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X 축 거리)
보정방향 = 없음
가공방향 = 우측, 직선(공구의 정보에 따라 입력됨)
사이클형식 = 외측면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탭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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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서 X-위치, Z-위치는 공정이 끝난 후 공구가 빠지는 위치를 설정하는 데, 소재이용에 체크하여
후퇴하도록 합니다.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옵션]탭으로 넘어갑니다.≫
[옵션]은 공구의 스핀들 속도와 가공이송 속도, 최대 스핀들 속도의 제어 값을 각각 입력하는
부분으로
소재입력과 공구 생성 시 입력되지만 필요 시 수정도 가능합니다.

주속일정제어에서 가공속도(G96), 스핀들속도(G97)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버튼으로 마무리 하면 계산을
과정을 거쳐 우측 NC 창에 G 코드가
생성됩니다. 우측 CAM 창에 생성된
NC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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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CAM 창 상단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러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 시뮬레이션으로 표현된 공구 경로를 확인 하기 위해, NC 코드의 첫 줄을 마우스로 좌측 클릭
후 키보드 방향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현재 NC 코드의 위치로 공구가 이동하며 시뮬레이션 됩니다.

키보드방향키 아래를 연속해서 누르면 가상공구가 나타나면서, NC코드의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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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황상공정의 언더컷기능을 이용해 실린더소재의 황삭공정을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황삭공정]을 선택합니다.

[황삭공정]창이 나타납니다. [T2]공구를 선택합니다.

이전에 사용한 공구, 설정한 셋팅 값으로 공정 창이 저장되어 있습니다(절입량, 여유량, 안전거리등)
공구변경 및 사이클 형식을 외측면에서 외측으로 변경시켜 준 뒤 하단의 언더컷을 체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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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가공할 부분의 체인을 선택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 [이동], [옵션]을 Step1 황삭 공정과 동일하게 하여
확인합니다.
언더컷 공정의 경우 인서트의 Edge 각도를 기준으로 공구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깊이만큼 가공을
해 주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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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선삭공구[T3]를 이용하여 실린더 소재의 잔삭공정을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잔삭공정]을 선택합니다.

[잔삭공정]창이 나타납니다. 황삭정보에서 공구를 선택해 줍니다. [T2]공구를 선택합니다.
(황삭공정에서 사용한 공구를 선택합니다)

266

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Step2 부분과 동일하게 체인을 선택합니다.

잔삭정보 탭에서 잔삭공정에서 사용할 공구를 선택합니다.

황삭정보에서는 황삭공정에서 사용한 값들을 입력한 후 잔삭정보에서 잔삭공정 시 필요한 절입량,
도피량, Z-X 안전거리 값들을 입력하여 줍니다.
절입량 = 2(1 회 가공절입량)
도피량 = 1(가공 후 후퇴량)
Z-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Z 축 거리)
X-안전거리 = 4(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X 축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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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잔삭을 하는 영역이 색칠되어 나타납니다.

[진입/후퇴]탭으로 넘어갑니다.≫

[진입/후퇴] 탭에서 다음 이미지와 같이 설정하여 확인해 줍니다.
진입/후퇴 길이 : 진입/후퇴하기 전 연장길이
진입/후퇴 각도 : 진입/후퇴 반지름 생성 각도
진입/후퇴 반지름 : 원호 진입/후퇴 할 경우
진입/후퇴 겹침량 : 진입/후퇴하는 처음 엔티티의 연장길이

와이어시뮬(공구) 선택 시 다음과 같이 공구경로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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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그루브 공구(T4)를 이용하여 실린더 소재의 외측 그루브 공정을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그루브공정]을 선택합니다.

[그루브공정] 창이 나타납니다. 우선적으로 공구를 먼저 선택합니다.
공구는 측면 그루브공구[T04]를 선택합니다.

체인은 다음과 같이 외측 면의 홈 부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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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피치량 = 2(그루브공구가 Z축으로 절삭하는 양)
깊이 = 2(그루브공구가 X축으로 절삭하는 양)
도피량 = 1
공구기준점 = 하위
Z, X-여유량 = 0.3(정삭을 위한 Z, X축방향의 여유량)
Z, X-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Z, X축 거리)
사이클형식 = 외우측면
그루부방법 = 직접

[이동]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확인하여 쉐이딩시뮬(공구)로 공구경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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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완성된 총 열두 가지 공정을 합쳐주기 위해 [공정]탭에서 모든 공정을 재계산합니다.

[공정]탭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전환합니다.

모든 공정의 집합 모계인 직교좌표계를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으로 팝업 박스를 불러옵니다.

팝업메뉴의 [공정재계산(R)]을 선택합니다.

재계산으로 모든 공정이 합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합쳐진 NC 코드는 소재
시뮬레이션이나 3D 정밀시뮬레이션을 통한
테스트를 거쳐 실제 가공에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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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전체공정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전체공정 재계산을 한 상태에서 [코드]상단의
아이콘바의 다음 아이콘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에 실린더 소재가
나타납니다.
만약 스케치보다 소재의 사이즈가 아주
크거나
작은 경우는 소재인식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현상이므로 [소재]를 재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상단의 재생 아이콘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시뮬레이션 상태에서는 공정 추가 및 공정 수정, 프로그램 종료도 되지않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확인한 후에는 항상 종료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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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2-3. Turning Screw따라하기
A. QuickCADCAM 프로그램

1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

B. 선반 모듈 선택
작업창이 활성화되어 CAD 작업이 가능합니다.

※ 위 작업창을 통해 CAD 드로잉과 CAM 가공을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절대좌표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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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예제 도면 불러오기(CAD File Open) 및 가공준비
Step1≫

dwg또는 dxf 파일을 이용하여 가공 준비를 합니다. 터닝스크류의 경우 일반적인

나사가공 이외에 피치가 크거나 골이 깊은 나사, 둥근나사, 사다리골 나사 등에 사용합니다.

[파일] → [열기]를 선택합니다.

C:\Program Files(x86)\SolarTech\QuickCAMV7.7.0.0\cad\Example 경로에서 Screw Example.dxf
파일을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

[읽기 형식] 창이 활성화 되는데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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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도면이 나타나면 [2D 변형] >
[엔티티정리]를
이용하여 도면의 중첩된 선들을 정리해줍니다.
엔티티정리를 선택한 후 정리할 도면의 선들을
선택한 후 확인해줍니다.

엔티티 정리를 하면 최적화결과라는 창이
나타나는데 이는 선택한 도면에서 겹쳐있는
객체들의 수량만큼 지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인관리] > [커브 체인] > [커브]를 선택합니다.

명령어창, 좌표 원점 : 원점을 시작점으로 클릭한 후 화살표를 클릭하여 원점과 종점이 일치하면
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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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류가공을 하기 위한 면의 엔티티도 체인을 설정해줍니다.

공정 창에서 [소재]를 더블클릭합니다.

[소재체인]을 선택하여 생성한 체인을 선택한 후

를 눌러줍니다.

- 소재체인에서 스크류 가공 면을 위한 체인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 소재체인을 적용시키면 체인의 크기에 따라서 외경과 내경, 부품길의 사이즈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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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가공에 사용할 [공구]를 생성합니다. 툴 체인지를 통한 연속작업을 고려하여 다양한

공구를 셋팅하는 과정입니다.

[캠툴] → [공구매거진]을 선택합니다.

[공구매거진] 창이 나타납니다. [T1] 공구를 선택 후, [편집] 버튼을 누르면, 공구 생성 창이 나타납니다.
공구 창이 비어있다면 공구 번호의 줄을 더블 클릭하면 공구 생성 창이 나타납니다.

공구입력창에 [T1] 공구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1]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그루브
가공방향 : 우측
가공위치 : 외측
가상인선 : 좌측
(적용)
인써트 : C
노즈R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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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2]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선삭
가공방향 : 우측
가공위치 : 외측
가상인선 : 1(적용)
인써트 : C
노즈 R : 0.8

[T4]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4]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드릴

공구타입 : 선삭

가공방향 : Z 축방향

가공방향 : 우측
인써트 : C

가공위치 : 외측
회전수 : 1000

가상인선 : 1(적용)
피드
XY :: 0.2
인써트
V
피드
노즈 ZR: 0.2
: 0.8
직경 : 15 ø
유효깊이 : 150
각도 : 120

[T7]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7]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드릴

공구타입 : 그루브
가공방향 : Z 축방향

가공방향 : 좌측
인써트 : C

가공위치 : 외측
회전수 : 1000

가상인선 : 중간 (적용)
피드 XY : 0.2

인써트 : R
피드 Z : 0.2

노즈반지름 :3
직경 : 15 ø
유효깊이 : 150
각도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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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입력창에 [T8] 공구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8]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선삭
가공방향 : 우측
가공위치 : 외측
가상인선 : 1 (적용)
인써트 : D
노즈R : 0.8
Edge 각도 : 65

공구입력창에 [T9] 공구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9]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선삭
가공방향 : 우측
가공위치 : 외측
가상인선 : 1 (적용)
인써트 : V
노즈R : 0.8

공구입력창에 [T10] 공구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10]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선삭
가공방향 : 좌측
가공위치 : 외측
가상인선 : 3 (적용)
인써트 : V
노즈R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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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터닝 스크류 가공 프로세스 (Turning Screw)
Step1≫

선반 CAM 가공을 시작합니다. 공구를 이용하여 소재의 면삭 공정을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황삭공정]을선택
합니다.

[황삭공정]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공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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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버튼을 누르면 [공구매거진]창이 나타납니다.

[T1] 선삭 공구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최종 적용됩니다.
가공할 체인을 선택하는 [체인선택]버튼을 누르면 CAM 창이 잠시 내려가고 작업화면이 나타나며,
마우스 커서에 현재 공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커서를 이용해서 가공할 부분의 체인을 선택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다음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절입량 = 1(1 회 가공절입량)
도피량 = 2(가공 후 후퇴량)
Z-여유량 = 0.3(정삭을 위한 Z 축방향의 여유량)
X-여유량 = 0.3(정삭을 위한 X 축방향의 여유량)
Z-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Z 축 거리)
X-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X 축 거리)
보정방향 = 없음
가공방향 = 우측, 직선(공구의 정보에 따라 입력됨)
사이클형식 = 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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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 [옵션]탭에 수정할 조건을 수정한 후 확인합니다.
와이어 시뮬레이션 아이콘을 클릭하여 공구의 경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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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공구(T2)를 이용하여 실린더 소재의 정삭 공정을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정삭공정]을 선택합니다.

[정삭공정]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공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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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버튼을 누르면 [공구매거진]창이 나타납니다.

[T2] 선삭 공구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적용됩니다.
가공할 체인을 선택하는 [체인선택]버튼을 누른 후 Step1 의 황삭공정과 동일하게 체인을 선택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다음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Z-여유량 = 0, X-여유량 = 0
Z-안전거리 = 3(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Z 축 거리)
X-안전거리 = 3(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X 축 거리)
보정방향 = 없음
가공방향 = 우측 (공구의 정보에 따라 입력됨)
사이클형식 = 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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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진입/후퇴]탭은 다음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진입방법과 후퇴방법 동일하게 조건을 입력합니다.
겹침량 : 2 (진입/후퇴하는 처음 엔티티의 연장길이)
진입/후퇴 각도 : 45 (진입/후퇴 시 반지름 생성각도)
진입/후퇴 반지름 : 3 (원호 진입할 경우의 반지름)
진입/후퇴 길이 : 1 (진입/후퇴 전 연장길이)

공정을 확인하여 공구경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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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Step3≫

공구(T2)를 이용하여 실린더 소재의 스크류 공정을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터닝스크류]를
선택합니다.

[터닝스크류]창이 나타납니다.
황삭 : 터닝스크류 가공 시 황삭공정
중삭(L) : 터닝스크류 가공 시 중삭(좌측)공정
중삭(R) : 터닝스크류 가공 시 중삭(우측)공정
정삭(L) : 터닝스크류 가공 시 정삭(좌측)공정
정삭(R) : 터닝스크류 가공 시 정삭(우측)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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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필요한 공정을 체크하여 공구선택을 눌러주면 공구 매거진이 나타난다. 공구매거진에서 각 공정에서
사용 할 공구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공정에 공구를 선택합니다.
황삭 – T08, 중삭(L) – T09, 중삭(R) – T10, 정삭(L) – T07, 정삭(R) – T07로 선택합니다.
체인을 선택해줍니다. 여기서 선택할 체인은
스크류 가공할 모양의 체인을 선택합니다.

[전략]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입력해줍니다.

종점Z : 스크류 가공이 끝나는 Z값을 입력(

를 클릭하여 사용자가 위치를 선택)

안전거리 : 스크류 공정 1회 종료 후 안전거리까지 이동
테이퍼각도 : 스크류/나사가 테이퍼 나사인 경우 테이퍼 각도 값
나사피치 : 스크류/나사의 피치 값
나사줄수 :스크류/나사의 줄수가 2줄 이상인 경우 Q값으로 출력
진입/후퇴 코드 : 스크류/나사 싸이클 진입/후퇴 시 급속이동(G00) 또는 나사코드(G32)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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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절삭량 : Z, X축으로 절입하는 양
전면/후면 사이각 : 언더컷 가공에서 전면/후면에 접촉 면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
가공순서 : 황삭 가공 시 가공 방법을 선택
-

중앙양방향 : 가공의 시작을 중앙부터 좌우 양방향으로 반복하여 가공하는 방법

-

중앙일방향 : 가공의 시작을 중앙부터 좌우 일방향으로 반복하여 가공하는 방법

-

우측일방향 : 가공의 시작을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가공하는 방법

-

좌측일방향 : 가공의 시작을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가공하는 방법

위와 같이 전략페이지를 설정하여 확인한 후
공정 재계산을 실행합니다.

기계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가상의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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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 QuickCADCAM Turn 추가된 기능
Quick 아이콘바에

- 파라메터 체인 생성,
- 파라메터 체인 실행
아이콘 추가

파라메터 체인 생성

Case1≫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체인센택을 이용하여 화면에 생성되어 있는 체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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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변경하고자 하는 체인을 선택하여 길이, 직경, 각도, 원호 값들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값이 올바른 값이 아닌 경우 테두리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Case2≫

직경 및 길이. Z값, 각도를 입력하여 체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타입(선분/원호)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면 체인이 생성됩니다.

체인을 생성한 후

을 이용하여 해당 선반체인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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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파라메터 체인 실행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좌측의 리스트에는 이전에 생성한 tpc 파일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파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상단의 폴더경로의 우측

을 클릭하여 tpc 파일이

저장되어있는 폴더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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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Case1≫

확인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체인이 화면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Case2≫

다음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체인의 치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위치(알파벳에 해당하는 값) 별로 치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분을 변경하려면 해당 위치의
알파벳에서 치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치수변경이 끝나 확인을 눌러주면 변경된 치수 값으로 체인이
화면에에 생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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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2-4. Turnmill 따라하기
A. QuickCADCAM 프로그램

1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

B. 턴밀 모듈 선택
작업창이 활성화되어 CAD 작업이 가능합니다.

※ 위 작업창을 통해 CAD 드로잉과 CAM 가공을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절대좌표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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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C. 예제 도면 그리기(CAD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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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Step1≫

ZX평면(터닝)에서의 스케치

턴밀 모듈을 선택하면 기계선택창이 활성화 되는데 여기서 평면뷰를 ZX평면(터닝)으로 선택합니다.

[2D 그리기] → [선] → [연속선]을 이용해 아래 이미지와 같이 드로잉 합니다.
(명령어창을 이용한 절대 좌표 치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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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CAD 코너 [선] 아이콘을 선택하여, 하단 쪽
명령어
창에 [연속선]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혹은
[2D 그리기] → [선] → [연속선]을 선택합니다.

명령어창, 시점 : 0,10 입력 →
절대 좌표계 기준 X0. Y10.

[스냅] → [수직/수평] (또는 F7)을 이용하여 선을
그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우스 커서를 놓은 후
치수를 입력하여 도면을 작성합니다.

Step2≫

[모따기] 기능을 이용하여 도면에 모따기를 그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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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2D 변형] → [모따기] 메뉴선택

명령어창, 모따기 길이 : 0.5,0.5 입력 →
※ 모따기를 생성할 2개의 선분을 차례대로 클릭.

나머지 C-2 와 C-1 에 대해서도 모따기를
해줍니다.
모따기할 때 기존의 선이 사라지길 원하면
명령창에서 트림을 선택해줍니다.

Step3≫

작업평면 변경

공정창의 1.G54 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기계추가를 선택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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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기계선택 창이 생성되면 평면뷰를 YX 평면(밀링)을 선택한 후 좌표계는 극좌표로 선택합니다.
좌표계가 극좌표인 경우 회전 값이 C 값으로 출력되며, 직교좌표계인 경우 Y 값으로 출력됩니다.

Step4≫

YX평면(밀링)에서의 스케치

[2D 그리기] > [커브] > [파라메터형상]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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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파라메터형상의 메뉴 창에서 표준형상의
“SlotCircle”을 선택합니다. 우측의 이미지와
동일한 치수를 입력후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 스케치를 생성할 위치는 원점을 클릭하거나
혹은 명령창에 0,0 →

를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이 “SlotCircle”의 스케치가 생성됩니다.

299

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생성한 스케치를 회전 시키기 위하여
[2D 변형] > [이동] > [회전]을 선택합니다.

“SlotCircle”스케치를 선택 후
회전 기준점은 0,0 입력 후
회전 각도는 -30을 입력후
이 과정을 진행하면 우측과 동일한
스케치가 생성됩니다.

생성한 스케치를 90 도 간격으로 원형 배열하기
위해, [2D 변형] > [배열] > [배열,원]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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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엔티티 선택은 원형 배열 할 스케치를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개수 4 입력 →
기준점 0,0 입력 →
각도 90 입력 →
위 과정을 순서대로 진행하면
다음과 같이 스케치가 생성됩니다.

Step5≫

작업평면 변경 및 ZY평면 스케치

공정창의 1.G54 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기계추가를 선택해줍니다.

기계선택 창이 생성되면 평면뷰를 ZY 평면(밀링)을 선택한 후 좌표계는 실린더좌표로 선택합니다.
좌표계가 실린더좌표인 경우 회전 값이 C 값으로 출력되며, 직교좌표계인 경우 Y 값으로 출력됩니다.
좌표계 하단의 색상이 있는데 이는 실린더의 외면을 펼친 사각형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름과 길이 값이 입력되면 그 값과 동일한 실린더의 외부 면이 펼쳐진 사각형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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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2D 그리기] > [커브] > [파라메터형상]을
선택합니다.

파라메터형상의 메뉴 창에서 표준형상의
SlotRect 를 선택합니다. 우측의 이미지와
동일하게 치수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다음 스케치를 생성할 위치는 원점을
클릭하거나
혹은 명령창에 0,0 →

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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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2D 그리기] > [선] > [수직선]을 이용하여 원점에 수직선을 생성시켜줍니다. 그 후, [2D 변형] > [트림]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선들을 제거해 줍니다.

[2D 그리기] > [선] > [수직선]을 이용하여 원점에 수직선을 생성시켜줍니다.
그 후, [2D 변형] > [트림]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선들을 제거해 줍니다.
이제 턴밀에서 사용할 XY, ZY, ZX 3 개의 평면에 스케치를 완료하였습니다.

D. QuickTurnMill 가공준비 따라하기
Step1≫

턴밀 가공준비

[캠툴] → [공구매거진]을 선택합니다.

[공구매거진]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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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T1] 공구를 선택 후, [편집] 버튼을 누르면, 공구 생성 창이 나타납니다. 공구 창이 비어있다면 공구
번호의 줄을 더블클릭하면 공구 생성 창이 나타납니다.

공구입력창에 [T1] 공구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1 공구 생성 완료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선삭
가공방향 : 우측
가공위치 : 외측
가상인선 : 1 (적용)
인써트 : C
회전수 : 180
피드XY : 0.15
피드Z : 0.2
노즈R : 0.8

[T2]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2] 공구 생성 완료.

기계타입 : 터닝

기계타입 : 밀링
공구타입 : 선삭

공구타입 : 평앤드밀
가공방향 : 좌측

가공방향 : Z축방향
가공위치 : 외측

회전수 : 1500

가상인선 : 1 (적용)

피드XY : 1000
인써트 : C

피드Z : 800
회전수 : 180

직경 : 4

피드 XY : 0.15

높이 : 70

피드 Z : 0.2
노즈 R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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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T3]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3] 공구 생성 완료,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선삭
가공방향 : 우측
가공위치 : 외측
가상인선 : 1 (적용)
인써트 : V
회전수 : 180
피드XY : 0.15
피드Z : 0.2
노즈R : 0.4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선삭

[T4]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4] 공구 생성 완료,

가공방향 : 좌측

기계타입 : 밀링
가공위치
공구타입 : :외측
드릴
가상인선
(적용)
가공방향 : :1X축방향
인써트
회전수 : :C1000
회전수 : :180
피드XY
800
피드
XY: :800
0.15
피드Z
피드 Z: :4.5
0.2
직경
노즈 R: :120
0.8
각도

유효깊이 : 50
길이 : 70

[T5]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5] 공구 생성 완료,

기계타입 : 터닝

기계타입 : 밀링
공구타입 : 선삭

공구타입 : 드릴
가공방향 : 좌측

가공방향 : Z축방향
가공위치 : 외측

회전수 : 1000

가상인선 : 1 (적용)

피드XY : 0.15
인써트 : C

피드Z : 0.1

회전수 : 180

직경 : 12

피드 XY : 0.15

각도 : 120
피드 Z : 0.2

유효깊이 : 70
노즈 R : 0.8

길이 : 70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선삭
가공방향 :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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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6] 공구 생성 완료,
기계타입 : 밀링
공구타입 : 평앤드밀
가공방향 : X축방향
회전수 : 1500
피드XY : 1000
피드Z : 600
직경 : 6
높이 : 50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선삭

작업을 하고자 하는 평면을 선택하여 키보드의

가공방향 : 좌측

스페이스 바를 눌러 평면을 변경해줍니다. 작업

가공위치 : 외측

평면을 변경할 시 각 평면에서 생성한 스케치

가상인선 : 1 (적용)

들이 보여집니다.

인써트 : C

회전수 : 180
피드 XY : 0.15
피드
0.2 ZX 평면을 선택하여 키보드의
제일Z :먼저

바를 눌러서 선반 작업을 진행합니다.

노즈 R : 0.8

ZX 에 그려둔 선반 스케치에 체인을 잡아줍니다.
체인은 [체인관리] > [커브체인] > [커브] 명령을
이용합니다.

공정 창에서 소재를 더블클릭하여 소재 체인을
입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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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체인]은 에서 생성한 체인을 선택합니다.

E. QuickTurnMill 가공 따라하기
Step1≫

ZX평면에서 선반 CAM 가공을 시작합니다. T1 공구를 이용하여 실린더 소재의 면삭

및 황삭공정을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황삭공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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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삭공정]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공구를 선택합니다.

[공구] 버튼을 누르면 [공구매거진]창이 나타납니다. 현재 황삭 공정에 사용할 공구를 선택합니다.

[T1] 선삭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최종 적용됩니다.
가공할 체인을 선택하는 [체인선택]버튼을 누르면 CAM 창이 잠시 내려가고 작업화면이 나타나며,
마우스 커서에 현재 공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커서를 이용해서 가공할 부분의 체인을 선택합니다.

308

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시점연장을 이용하여 가공할 부분의 체인을 연장시켜 줍니다.

<시점연장 된 가공체인>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절입량 = 1(1 회 가공절입량)
도피량 = 2(가공 후 후퇴량)
Z,X-여유량 = 0.3(정삭을 위한 Z,X 축방향의 여유량)
Z,X-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Z,X 축 거리)
보정방향 = 없음
가공방향 = 우측, 직선(공구의 정보에 따라 선택되어짐)
사이클형식★ = 외측면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탭으로 넘어갑니다.≫
[이동]에서 X-위치, Z-위치는 공정이 끝난 후 공구가 빠지는 위치를 설정하는 데, 소재이용에 체크하여
후퇴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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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옵션]탭으로 넘어갑니다.≫

[옵션]은 공구의 스핀들 속도와 가공이송 속도, 최대 스핀들 속도의 제어 값을 각각 입력하는
부분으로
소재입력과 공구 생성시 입력되지만 필요 시 수정도 가능합니다.
주속일정제어에서 가공속도(G96), 스핀들속도(G97)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버튼으로 마무리 하면 계산을 과정을 거쳐
우측 NC창에 NC코드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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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CAM 창 상단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러 공구경로를
검증합니다.

와이어 시뮬레이션으로 표현된 공구 경로를 확인 하기 위해, NC 코드의 첫줄을 마우스로 좌측 클릭
후 키보드 방향키 아래 버튼을 누르면 현재 NC 코드의 위치로 공구가 이동하며 시뮬레이션 합니다.

키보드 방향키 아래를 연속해서 누르면 가상공구가 나타나면서, NC코드의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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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①,②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하고, 체인선택 시 아래 이미지와 같이 선택 해줍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절입량 = 1(1 회 가공절입량)
도피량 = 2(가공 후 후퇴량)
Z,X-여유량 = 0.3(정삭을 위한 Z,X 축방향의 여유량)
Z,X-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Z,X 축 거리)
보정방향 = 없음
가공방향 = 우측, 직선(공구의 정보에 따라 입력됨)
사이클형식★ = 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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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정삭[T3]공구를 이용해 정삭 공구 경로를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정삭공정] 선택

[정삭공정]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공구[T03]를 선택합니다.

황삭에서 사용한 2 개의 체인을 선택합니다(면삭정삭과 외경정삭 공정을 따로 생성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다음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Z, X-여유량 = 0 (정삭공정 후 Z, X 축방향의 여유량)
Z, X-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Z, X 축 거리)
사이클형식 = 외측면(외측면 정삭), 외측(외경 정삭)

313

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외측면 정삭>

<외측 정삭>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진입/후퇴]탭으로 넘어갑니다.≫
[진입/후퇴]탭에서는 정삭공정 시 공구가 진입/후퇴하는 겹침량, 각도, 반지름, 길이를 입력할 수 있습
니다.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겹침량 = 0(공구가 진입할 시 접선방향의 시작연장 길이)
진입각도 = 45(공구가 진입할 시 각도)
진입반지름 = 3(공구가 진입할 시 반지름)
진입길이 = 0(공구가 진입할 시 시작연장 길이)
후퇴의 경우 진입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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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옵션]탭으로 넘어갑니다.≫
[옵션]은 공구의 스핀들 속도와 가공이송 속도의 제어값을 입력합니다. (임의 수정 가능)

[확인]버튼으로 마무리 하면 계산을 과정을 거쳐
우측 NC 창에 G 코드가 생성됩니다. 우측 CAM
창에 생성된 NC 코드입니다. 와이어 시뮬레이션
(공구)으로 가공 경로를 확인합니다.
※ [코드]탭은 NC 결과를 나타내며, [공정]탭은
수정이나 가공순서 변경 등 전반적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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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드릴[T5]공구를 이용해 드릴 경로를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드릴공정] 선택

[드릴공정]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공구[T05]를 선택합니다 가공방향이 Z 축인 드릴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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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링의 위치는 원점을 클릭한 후 다음과 같이 [전략]페이지를 입력합니다.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탭으로 넘어갑니다.≫
드릴가공에서는 진입방법과 후퇴방법이 Z 축으로만 되어있는지 확인 해준 후 확인합니다.

Step4≫

YX(밀링) 평면에서의 포켓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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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창에서 YX(MS:극좌표)를 클릭하여 키보드의
를 눌러주면 평면이 변경됩니다.
평면이 변경됨과 동시에 그 평면에서 사용할
스케치가 나타납니다.
“SlotCircle” 4 개의 스케치가 나타날 것입니다.

스케치를 전체적으로 선택하여 키보드의

을 눌러 자동체인을 생성해줍니다.

<체인생성 전>

<체인생성 후>

[캠공정] > [밀링] > [포켓공정]을 선택합니다.

[포켓공정]창이 나타납니다. 공구[T02]를 선택합니다

4 개의 SlotCircle 에 생성한 체인을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전략페이지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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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평면이 -63 이 되는 이유는
ZX 평면에서 선반작업으로
황,정삭을 하여 Z-63 까지는 소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평면을
-63 으로 입력합니다.

Step5≫

ZY(밀링) 평면에서의 포켓가공

공정 창에서 ZY(MS:직교좌표계)를 클릭하여 키보드의
바를 눌러주면 평면이 변경됩니다.
평면이 변경됨과 동시에 그 평면에서 사용할
스케치가 나타납니다.
절반의 “SlotRect”의 스케치가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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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관리] > [커브체인] > [커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체인을 생성하여 줍니다.

[체인관리] > [커브체인편집] > [체인열기]를 이용하여
이미지와 같이 체인 우측 부분을 열어줍니다.

[캠공정] > [밀링] > [포켓공정]을 선택합니다.

[포켓공정]창이 나타납니다. 공구[T02]를 선택합니다.
가공방향이 X 축인 평앤드밀을 선택합니다.

체인을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전략페이지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시작평면이 8 이 되는 이유는
ZY 평면을 기준으로 보면 키홈 부분의
직경이 16 이므로 이것의 반경인 8 이
시작평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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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옵셋을 체크하지 않은 경우의 공구경로>

Step6≫

<닫힌 옵셋을 체크한 경우의 공구경로>

ZY(밀링) 평면에서의 드릴가공

공정 창에서 1.G54 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기계추가를 클릭합니다.
평면뷰는 ZY 평면(밀링)을 선택하고,
좌표계는 실린더좌표를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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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창에 4.ZY(MS:실린더좌표)가 생성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캠공정] > [밀링] > [실린더 파라메터 프로세스]
>
[파라메터 드릴]을 선택합니다.

[파라메터 드릴]창이 나타납니다. 공구[T04]를 선택합니다.
가공방향이 X 축인 드릴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전략페이지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위 과정을 끝으로 턴밀에서의 모든 공정을 생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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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시뮬레이션과 NC코드 출력
Step1≫

공정 재계산

공정 창에서 1.G54 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공정재계산을 선택합니다.
공정재계산은 모든 공정을 하나의 코드로
계산하여 합쳐주는 기능입니다.

모든 공정이 하나의 코드로 생성되면 상단의
기계시뮬레이션 아이콘을 클릭하여 검증을
진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계의 하우징과 소재 공구터렛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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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 아이콘을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각성에서 공구경로, 공구, 소재, 기계 하우징 등을 시각화, 투명화, 비시각화를 하여,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구동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TurnMill 의 시뮬레이션 전의 소재와 시뮬레이션이 완료 된 공작물의 이미지입니다.

시뮬레이션 완료 후 시뮬레이션이 이상이 없을
경우 시뮬레이션 창을 닫고, QuickCADCAM 창으로
돌아가서 [캠툴] > [NC 저장]을 선택하여 NC 코드를
저장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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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Turnmill 따라하기2
A. QuickCADCAM 프로그램

1 QuickCADCAM 프로그램 실행
○

B. 턴밀 모듈 선택
작업창이 활성화되어 CAD 작업이 가능합니다.

※ 평면뷰를 ZX평면(터닝)으로 선택한 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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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예제 도면 불러오기(CAD File Open) 및 가공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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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dwg또는 dxf 파일을 이용하여 가공 준비를 합니다.

[파일] → [열기]를 선택합니다.

C:\Program Files(x86)\SolarTech\QuickCAMV7.7.0.0\cad\Example 경로에서 TurnMill Example.dxf
파일을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

[읽기 형식] 창이 활성화 되는데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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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도면이 나타나면 [2D 변형] >
[엔티티정리]를
이용하여 도면의 중첩된 선들을 정리해줍니다.
엔티티정리를 선택한 후 정리할 도면의 선들을
선택한 후 확인해줍니다.

엔티티 정리를 하면 최적화결과라는 창이
나타나는데 이는 선택한 도면에서 겹쳐있는
객체들의 수량만큼 지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뷰] > [원점이동]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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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이미지의 위치를 클릭하여 원점을
이동시켜줍니다.
기계의 원점과 프로그램의 원점은
동일해야합니다.

[체인관리] > [커브 체인] > [커브]를 선택합니다.

명령어창, 좌표 원점 : 원점을 시작점으로 클릭한 후 화살표를 클릭하여 원점과 종점이 일치하면
를 눌러줍니다.

* 체인을 생성할 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체인을 멈춘 후 사용자가진행할 방향의 선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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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공정 창에서 [소재]를 더블클릭합니다.

[소재체인]을 선택하여 생성한 체인을 선택한 후

를 눌러줍니다.

* 소재체인을 적용시키면 체인의 크기에 따라서 외경과 내경, 부품길의 사이즈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Step2≫

가공에 사용할 [공구]를 생성합니다. 툴 체인지를 통한 연속작업을 고려하여 다양한

공구를 셋팅하는 과정입니다.

[캠툴] → [공구매거진]을 선택합니다.

[공구매거진] 창이 나타납니다. [T1] 공구를 선택 후, [편집] 버튼을 누르면, 공구 생성 창이 나타납니다.
공구 창이 비어있다면 공구 번호의 줄을 더블 클릭하면 공구 생성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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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공구입력창에 [T1] 공구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1]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선삭
가공방향 : 우측
가공위치 : 외측
가상인선 : 1 (적용)
인써트 : C
노즈R : 0.8

[T2]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2]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그루브
가공방향 : 우측
가공위치 : 외측
가상인선 : 좌측 (적용)
인써트 : C
노즈 R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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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T3]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3]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선삭
가공방향 : 우측
가공위치 : 외측
가상인선 : 1(적용)
인써트 : V
노즈 R : 0.4

[T4]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4]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터닝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드릴

공구타입 : 드릴

가공방향 : Z 축방향

가공방향 : Z축방향
인써트 : C

직경 : 20

회전수
: 1000
각도 : 120
피드
XY : 0.2
유효깊이
: 50
피드
0.2
길이 Z: :70
직경 : 15 ø
유효깊이 : 150
각도 : 120

[T5]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5]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밀링
공구타입 : 평앤드밀
가공방향 : Z축방향
직경 : 12
높이 : 50

[T6]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6] 공구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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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기계타입 : 밀링
공구타입 :
모따기공구
가공방향 : Z축방향
직경 : 6
각도 : 90
모따기길이 : 3
높이 : 30

[T7]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7] 공구를 생성합니다.
기계타입 : 밀링
공구타입 : 평앤드밀
가공방향 : X축방향
직경 : 6
높이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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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ZX평면에서의 선반 가공 프로세스 (Turn)
Step1≫

선반 CAM 가공을 시작합니다. 실린더 소재의 면삭 및 황삭 공정을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황삭공정]을 선택합니다.

[황삭공정]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공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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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공구] 버튼을 누르면 [공구매거진]창이 나타납니다. 현재 황삭 작업에 사용할 공구를 선택합니다.

[T1] 선삭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최종 적용됩니다.
가공할 체인을 선택하는 [체인선택]버튼을 누르면 CAM 창이 잠시 내려가고 작업화면이 나타나며,
마우스 커서에 현재 공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커서를 이용해서 가공할 부분의 체인을 선택합니다.

가공할 영역의 체인을 선택합니다

<시점연장 된 가공체인>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절입량 = 1(1 회 가공절입량)
도피량 = 2(가공 후 후퇴량)
Z,X-여유량 = 0.3(정삭을 위한 Z,X 축방향의 여유량)
Z,X-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Z,X 축 거리)
보정방향 = 없음
가공방향 = 우측, 직선(공구의 정보에 따라 입력됨)
사이클형식 = 외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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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탭으로 넘어갑니다.≫
[이동]에서 X-위치, Z-위치는 공정이 끝난 후 공구가 빠지는 위치를 설정하는 데, 소재이용에 체크하여
후퇴하도록 합니다.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탭으로 넘어갑니다.≫
[옵션]은 공구의 스핀들 속도와 가공이송 속도, 최대 스핀들 속도의 제어 값을 각각 입력하는
부분으로
소재입력과 공구 생성시 입력되지만 필요 시 수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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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모든 공정을 설정하여 확인하면 NC 창에 다음과
같이 nc 코드가 바로 생성됩니다.
이는 와이어시뮬 및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공구경로 및 가상가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경에 대한 황삭공정을 하기 위하여 다시
[캠공정]
> [선반] > [황삭공정]을 선택해 줍니다.

공구의 경우 이전 공정에 사용한 공구가 선택되어 있으므로 공구가 변경되지 않으면 다시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외경에 대해 황삭공정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외경에 대해서 체인을
선택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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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행한 면삭황삭에서의 조건 중에서 절입량(3)과 사이클형식(외측)만 변경한 후 확인합니다.

Step2≫

그루브 공구를 사용하여 그루브 공정을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그루브공정] 선택

[그루브공정]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공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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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공구] 버튼을 누르면 [공구매거진]창이 나타납니다. 현재 그루브 작업에 사용할 공구를 선택합니다.

[T2] 그루브 공구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최종 적용됩니다.

체인을 클릭하여 다음 부분에 체인을 선택해 줍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피치량 = 2(그루브공구가 Z 축으로 절삭하는 양)
깊이 = 2(그루브공구가 X 축으로 절삭하는 양)
도피량 = 1
공구기준점 = 좌측
Z, X-여유량 = 0.3(정삭을 위한 Z, X 축방향의 여유량)
Z, X-안전거리 = 2(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Z, X 축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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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형식 = 외측
그루부방법 = 직접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탭으로 넘어갑니다.≫

다음과 같이 [이동]탭을 설정하여 확인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영역에도 그루브 공정을 생성해 줍니다.

선반체인에서 특정위치까지만 체인을 선택을 하는 방법은 키보드의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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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누르고

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다음과 같이 2 개의 그루브 공정을 생성된 것을
공정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3≫

정삭 공구를 사용하여 정삭 공정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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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캠공정] → [선반] → [정삭공정] 선택

[정삭공정]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공구[T03]를 선택합니다.

황삭에서 사용한 2 개의 체인을 선택합니다(면삭정삭과 외경정삭 공정을 따로 생성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공구경로의 [전략]을 다음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Z, X-여유량 = 0(정삭 가공 후 Z, X 축방향의 여유량)
Z, X-안전거리 = 3(공구 초기진입 시 소재에서 떨어진 Z, X 축 거리)
사이클형식 = 외측면(면삭정삭), 외측(외경정삭)

<외측면 정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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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외측 정삭>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진입/후퇴]탭으로 넘어갑니다.≫
[진입/후퇴]탭에서는 정삭공정 시 공구가 진입/후퇴하는 겹침량, 각도, 반지름, 길이를 입력할 수 있습
니다. 아래 조건과 같이 입력합니다.
겹침량 = 0(공구가 진입할 시 접선방향의 시작연장 길이)
진입각도 = 45(공구가 진입할 시 각도)
진입반지름 = 3(공구가 진입할 시 반지름)
진입길이 = 0(공구가 진입할 시 시작연장 길이)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옵션]탭으로 넘어갑니다.≫
[옵션]은 공구의 스핀들 속도와 가공이송 속도의 제어 값을 입력합니다. (임의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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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버튼으로 마무리 하면 계산을 과정을 거쳐
우측 NC 창에 G 코드가 생성됩니다. 공정 창에는
정삭공정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tep4≫

드릴 공구를 사용하여 드릴 공정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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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공정] → [선반] → [드릴공정] 선택

[정삭공정]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공구[T04]를 선택합니다.

드릴링의 위치는 원점을 클릭한 후 다음과 같이 [전략]페이지를 입력합니다.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탭으로 넘어갑니다.≫
드릴가공에서는 진입방법과 후퇴방법이 Z 축으로만 되어있는지 확인 해준 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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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다음과 같이 드릴공정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 YX평면에서의 밀링 가공 프로세스 (Mill)
Step1≫

좌표계 생성 및 도면 복사/붙여넣기.

평면을 변경하여 밀링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 창의 1.G54 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기계추가를 하여 기계를 추가시켜줘야 합니다.

기계선택 창이 나타나면 평면뷰는 YX 평면(밀링)을 선택하고, 좌표계는 극좌표를 선택하여
확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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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YX 평면의 기계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YX 기계 평면에서는 아무런 도면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ZX 평면에 있는 도면을
복사하여 불러오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측 공정창에서 1.ZX(MS:직교좌표계)를
선택하여
키보드의

를 누르면 ZX 평면의

도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YX 평면에서 작업할 도면을 선택하여 키보드의
+

를 눌러 복사를 합니다. 복사의

기준점은 도면의 중심을 선택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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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창의 YX(MS:극좌표)를 선택하여

눌러 기계를 변경시켜 준 후 YX 평면의 스케치 화면의

영역을 선택하여 키보드의 Ctrl+V 를 눌러줍니다. 스케치를 붙여 넣을 기준점은 원점을 클릭하거나
0,0 좌표를 입력해주어 스케치를 복사해줍니다.

Step2≫

가공 할 영역에 체인을 생성합니다.

YX 평면에서 작업할 영역에 체인을 생성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체인을 생성할 선들을 선택하여
키보드의

을 누르면 자동체인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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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을 생성할 선들을 선택합니다.

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체인이 생성됩니다.

을 사용하여 체인의 방향 및 시작점이
임의로 생성되므로 [체인관리] > [커브체인편집]
> [시점변경]or[방향변경]을 이용하여
변경해주면 됩니다.

Step3≫

직경 12ø 평앤드밀을 이용하여 생성한 체인의 외곽부분을 윤곽가공 합니다.

[캠공정] > [밀링] > [윤곽공정]을 선택합니다.

윤곽가공 창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윤곽가공에 사용할 공구를 선택합니다.
공구는 T5 직경 12 파이의 평앤드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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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가공할 체인을 선택하는데 하단의 체인선택을
클릭하여 Step2 에서 생성한 체인을 선택합니다.

[전략]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값을 설정해 줍니다.

* 턴밀 YX평면에서의 시작평면의 기준은 항상 ZX평면의 원점이 기준이 됩니다.
위와 같이 설정한 후 [진입/후퇴] 탭으로 이동합니다.
[진입/후퇴]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옵션과 값을 설정해 줍니다.

설정 후 [이동]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값을 설정해 줍니다.

350

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설정하여 확인합니다.

윤곽에 대한 황삭공정이 생성되었습니다.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면, 바닥여유량을 0 으로 변경하고
깊이스텝에 대한 반복횟수를 1 로 변경하여 정삭에 대한 윤곽가공도 생성합니다.

공정 창에는 YX(MSL 극좌표) 하단부분에 다음과 같이
2 개의 윤곽가공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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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Step4≫

6파이 모따기 공구를 이용하여 모따기가공을 합니다.

[캠공정] > [밀링] > [모따기공정]을 선택합니다.

모따기가공 창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모따기가공에 사용할 공구를 선택합니다.
공구는 T6 직경 6 파이의 모따기공구를 선택합니다.

체인을 선택하는데 이는 Step2 에서 생성한 체인
(윤곽가공에서 사용한 체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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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전략]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값을 설정해줍니다.

모따기 길이는 가공하고자 하는 C의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장거리란? 측면과 바닥으로 옵셋되는 양(공구 하단의 평평한 지점의 반경 값 입력)
설정이 끝나면 [진입/후퇴]탭으로 이동합니다.
[진입/후퇴]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 및 값을 입력합니다.

설정이 끝나고 확인하면 모따기 공정까지 생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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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F. ZY평면에서의 밀링 가공 프로세스 (Mill)
Step1≫

좌표계 생성 및 스케치를 생성합니다

평면을 변경하여 ZY 밀링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 창의 1.G54 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기계추가를 하여 기계를 추가시켜줍니다.

기계선택 창이 나타나면 평면뷰는 ZY 평면(밀링)을 선택하고, 좌표계는 실린더좌표를 선택하여
확인해줍니다. 이 때 실린더좌표 밑의 보이기에 체크를 하여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이 ZY 평면의 기계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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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ZY 기계를 활성화 시키면 다음과 같이 사각형이 보여지는데, 여기서 가로축은 Z 축으로 기계추가 시
입력되어있는 길이 값에 해당이 됩니다. 세로축의 경우 원점의 경우 C 축이 0°인 지점이며 상단으로
갈수록 C 축은 +값으로 표시되어 나타나며, 반대로 하단으로 갈수록 C 축은 –값으로 나타납니다.

[2D 그리기] > [선] > [선분]을 선택합니다.

선분 시작점은 59,0 을 입력하여
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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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선분 종점(길이)는 99,0 을 입력하여

를

눌러줍니다.

다음과 같이 선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성한 선을 선택하여 키보드의

을 눌러 체인을 생성합니다.

[2D 변형] > [배열] > [배열,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엔티티 선택에서는 9 번에서 생성된 체인을 선택합니다.
가로 개수 : 1 입력 →
세로 개수 : 12 입력 →
가로 길이 또는 기준점 : 0 입력 →
세로 길이 또는 기준점 : 52.3 입력 →
하면 그림과 같이 12 개의 동일한 체인이 나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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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Step2≫

윤곽가공으로 실린더면을 가공합니다.

[캠공정] > [밀링] > [윤곽공정]을 선택합니다.

윤곽가공 창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윤곽가공에 사용할 공구를 선택합니다.
공구는 T7 직경 6ø 의 평앤드밀을 선택합니다.

가공할 체인을 선택하는데 하단의 체인선택을
클릭하여 Step1 에서 생성한 체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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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전략페이지에서 시작평면의 경우 기계추가에서 입력한 지름의 절반 값이 입력됩니다.
다음과 같이 전략페이지를 입력합니다.

설정이 끝나면 [진입/후퇴]탭으로 이동합니다.
[진입/후퇴]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 및 값을 입력합니다.

설정이 끝나면 [이동]탭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탭을 보면 Z – 초기점, 최종높이, 사이높이 값이 예전 설정 값에 반경이 더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이 반경 값보다 낮으면 기계와 충돌이 있습니다.

설정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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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공정 창을 보면 ZY(MS:실린더좌표)에 윤곽가공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Turnmill 따라하기 2 에 대한 공정은
마쳤습니다.

Step3≫

공정 재계산 및 시뮬레이션

공정 창의 1.G54 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공정재계산을 선택합니다.

공정재계산을하면 코드 창에 모든 공정에 대한
G 코드들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상단의 기계시뮬레이션 아이콘을 눌러 기계
시뮬레이션으로 가공 전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구동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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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시뮬레이션 화면이 나오면 구동아이콘을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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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ickROUTER 따라하기

3. QuickROUTER 따라하기
3-1. QuickROUTER 프로세스 따라하기

QuickROUTER란?
CNC조각기 혹은 CNC라우터로 불리는 넓은
배드 크기 (일반적으로 1220 x 2440mm)의
가공기에 최적화된 CAD/CAM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대량생산 작업이 주요하므로, 간단하고
빠르게 NC코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앤드밀을
이용한 윤곽가공(절단)과 포켓가공 (파내기)
그리고 V-비트 공구를 사용한 조각 가공(칼집)
등의 공구경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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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ickROUTER 따라하기

A. QuickROUTER 프로그램 실행

1 Quick ROUTER 프로그램 실행
○

B. QuickROUTER 기본 설정 & 도면 불러오기
라우터 기본 설정

≫ 기본적인 ROUTER 가공을 위하여, 우측 가공 창의 [라우터 환경]을 설정

합니다. 설정된 값은 새로운 작업에서도 적용되므로, 매번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설정을 위해 QuickROUTER 작업창 우측
[라우터환경] 버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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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ickROUTER 따라하기
[환경설정]창이 나타나면 라우터 작업을 위한
기본 설정값으로 아래 두가지 기능을 설정합니다.
「체인이용」 →

체크해제

＃공구경로는 반드시 체인(CAM 속성)을 따라
가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체인이용 해제시
공구가 체인없이 도면을 따라 다닐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영역 표시감추기 →

체크

＃라우터기기의 크기넓은 배드를 가로x세로 사각형
격자로 작업화면에 표시 하는 기능입니다.(가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속성) 사용하지 않는 옵션으로
설정합니다.
설정 완료 후 확인 으로 창을 종료합니다.

도면 불러오기

≫ QuickROUTER는 직접적으로 CAD도면 작성이 가능하지만, 타 CAD 프로그램

과의 뛰어난 호환성으로 외주업체의 도면을 바로바로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
램으로 AutoCAD의 DWG, DXF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의 AI, EPS 등의 파일을 호환이 가능합니다.
[파일] → [열기]를 통해 도면을 불러옵니다.

[열기]창이 나타나면, 아래 경로에 위치한 샘플
도면을 불러옵니다.
C:\ProgramFiles(x86)\SolarTech\QuickRouterV7.7.0.0
\cad\dwg” → 「QuickRouter_sample.dwg」
<2D 도면 호환성>
Auto CAD = DWG(모든 버전 호환), DXF
Illustrator = AI(일러스트 포맷 제거 파일), 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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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ickROUTER 따라하기

C. QuickROUTER 가공준비 따라하기
Step1

≫ 가공을 시작하기 앞서 라우터 가공에 필요한 [공구]를 설정합니다.

◆ 공구매거진은?
CNC라우터의 ATC(공구교환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공구를 순서에 맞춰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라우터 기기쪽 공구목록과 공구매거진의 공구목록이 일치해야 정확한 라우터 가공이 완성됩니다.

[캠툴] → [공구매거진]선택

[공구매거진] 창이 나타납니다.

[T01] 공구를 선택 후,

편집 버튼을 누르면, 공구 생성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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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ickROUTER 따라하기
[T01] 공구조건을 입력 합니다.
공구타입 : 평앤드밀
직경 : 5Ø
높이 : 30mm
회전수 : 12000rpm
피드XY : 2000 mm/min
피드Z : 800 mm/min

[공구매거진]을 확인으로 공구생성을 종료합니다.

Step2

≫ [원점이동]기능으로 원점을 이동하여, 기준을 정리합니다.

원점 이동은?
가공을 위해 필요한 원점을 이동하는 기능
입니다. 명령어창에서 직접 좌표를 입력
하거나, 마우스로 클릭해서 원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을 통해 공구경로 마진을
관리하여 정확한 제품 가공이 가능합니다.

[뷰(V)] → [원점이동] 선택

명령어창, 좌표 원점 : -10,-10 →
현재 위치에서 X-10, Y-10 좌표위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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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ickROUTER 따라하기

D. QuickROUTER 다중포켓가공 따라하기
◆ 포켓 프로세스란?

도면의 그림이나 글씨 등의 닫힌도형 안쪽으로 앤드밀이 지나가는 길로 채워
모양대로 파주는 공구경로 입니다.

우측 가공 공정 창의

[프로세스마법사]

아이콘
을 선택하여 포켓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프로세스 마법사] 창이 나타납니다. 가공 목적에 따라 「포켓가공」 선택 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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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3. QuickROUTER 따라하기
다음 스탭, [공구선택] 가공에 필요한 공구인 「T01, 5Ø평앤드밀」을 선택 후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스탭, [Z이동]이 나타나면 Z깊이와 안전높이에 대한 옵션 입력 후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최종깊이

5(mm)

라우터 가공 깊이 결정

안전높이

5(mm)

가공안전을 위한 Z 높이 설정

깊이절입량

1(회)

측면/바닥여유량

0(mm)

최종깊이까지의 깊이 분할 횟수결정
정삭을 위한 측면의 여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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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ickROUTER 따라하기
다음 스탭, [전략]이 나타나면 포켓가공의 가공옵션을 입력 후

안쪽과 바깥쪽, 두 도형 사이만 가공하는 방식)

포켓방법

측면스탭량

공구 5Ø 기준, 2.75mm 간격의 공구 겹침량

55(%)

◀ 30%
다중 포켓가공의 모든 조건을 모두 입력 후,
있도록 작업창으로 전환되며,

버튼을 누릅니다.

◀85%
버튼을 누르면 가공할 도면을 선택할 수

마우스커서를 이용해 원하는 도형이나 글씨를 선택후

버튼을 누르면 공구경로가 출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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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ickROUTER 따라하기
가공할 도면인 QuickRouter글씨를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 모두 선택 후

QuickRouter에서 NC데이터 결과가 생성되며, 와이어 시뮬레이션
공구경로가 선분으로 표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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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2회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면 작업창에

3. QuickROUTER 따라하기

E. QuickROUTER 윤곽가공 따라하기
◆ 윤곽 프로세스란?
도형과 직선, 원호, 스플라인 등 모든 형상을 공구가 따라가며 절단하는 공구경로를 생성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우측 가공 공정 창의

[프로세스마법사]

아이콘을 선택하여 윤곽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 윤곽 프로세스란?

도형과 직선, 원호, 스플라인 등 모든 형상을 공구가 따라가며 절단하는 공구경로를 생성하는
프로세스

[프로세스 마법사] 창이 나타납니다. 가공 목적에 따라 「일반윤곽」 선택 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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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3. QuickROUTER 따라하기
다음 스탭, [공구선택] 가공에 필요한 공구인 「T01, 5Ø평앤드밀」을 선택 후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스탭, [Z이동]이 나타나면 Z깊이와 안전높이에 대한 옵션 입력 후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최종깊이

5(mm)

라우터 가공 깊이 결정

안전높이

10(mm)

가공안전을 위한 Z 높이 설정

깊이절입량

2(회)

측면/바닥여유량

0(mm)

최종깊이까지의 깊이 분할 횟수결정
정삭을 위한 측면의 여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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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ickROUTER 따라하기
다음 스탭, [전략]이 나타나면 윤곽공정의 가공스타일과 보정값을 입력 후

옵셋방향
보정방향
체인방향

좌측

시계방향

버튼을 누릅니다.

하향가공을 위해 좌측으로 윤곽가공을 진행
좌측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가공시 가공선의
바깥으로 윤곽가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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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ickROUTER 따라하기
다음 스탭, [진입/후퇴]가 나타나면 진입과 후퇴 방식 결정 후

진입 형식

방향

버튼을 누릅니다.

제품 가공시 첫 진입을 수직으로 곧장 진입

QuickRouter글씨를 둘러싼 사각형을 CTRL 키를 누른채 마우스 클릭을 통해 선택 후
2회
누르면, 윤곽가공 결과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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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3. QuickROUTER 따라하기
QuickRouter에서 NC데이터 결과가 생성되며, 와이어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작업창에

공구경로가 선분으로 표현 됩니다.

F. QuickROUTER 다중윤곽가공 따라하기
◆ 다중윤곽가공은?
내측선과 외측선이 존재하는 윤곽 가공 형상을 안쪽과 바깥쪽으로 구분없이 한 번의 작업으로
완성시키는 간편한 공정입니다.

우측 가공 공정 창의

[프로세스마법사]

아이콘
을 선택하여 윤곽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프로세스 마법사] 창이 나타납니다. 가공 목적에 따라 「일반윤곽」 선택 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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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3. QuickROUTER 따라하기
다음 스탭, [공구선택] 가공에 필요한 공구인 「T01, 5Ø평앤드밀」을 선택 후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스탭, [Z이동]이 나타나면 Z깊이와 안전높이에 대한 옵션 입력 후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최종깊이

5(mm)

라우터 가공 깊이 결정

안전높이

10(mm)

가공안전을 위한 Z 높이 설정

깊이절입량

2(회)

측면/바닥여유량

0(mm)

최종깊이까지의 깊이 분할 횟수결정
정삭을 위한 측면의 여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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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ickROUTER 따라하기
다음 스탭, [전략]이 나타나면 다중윤곽공정의 옵션을 입력 후

옵셋방향/보정방향

좌측

체인방향

계층 CW

버튼을 누릅니다.

하향가공을 위해 좌측으로 윤곽가공을 진행
보정 좌측 기준, 계층 CW 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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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ickROUTER 따라하기
다음 스탭, [진입/후퇴]가 나타나면 진입과 후퇴 방식 결정 후

진입 형식

방향

버튼을 누릅니다.

제품 가공시 첫 진입을 수직으로 곧장 진입

가공 할 도면인 연습용 도형을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 모두 선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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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2회 누릅니다.

3. QuickROUTER 따라하기
QuickRouter에서 NC데이터 결과가 생성되며, 와이어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작업 창

위에 공구경로가 선분으로 표현 됩니다.

G. 소재 시뮬레이션과 NC코드 출력
Step1

≫ 완성된 총 네 가지 공정을 합쳐주기 위해 [공정]탭에서 모든 공정을 재계산합니다.

[공정]탭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전환합니다.

모든 공정의 집합 모계인 직교좌표계를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으로 팝업 박스를 불러옵니다.

팝업메뉴의 [공정재계산(R)]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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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ickROUTER 따라하기
재계산으로 모든 공정이 합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합쳐진 NC코드는 소재 시뮬레이션을 통한 테스
트 거쳐 실제 가공에 활용합니다.

Step2

≫ 소재시뮬레이션을 위해 가상 소재 크기를 결정합니다.

[공정]탭 → [소재] 더블클릭

[소재] 창이 나타납니다. 가상 소재 크기 결정을 위해 우측 하단의 [영역선택]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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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ickROUTER 따라하기
작업창으로 전환, 사각의 두 점을 클릭합니다.
A. 원점 좌표계의 중심을 선택합니다.
B. 우측 상단 표준점을 선택합니다.
를 눌러 가상소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높이(H)에 소재의 두께를 10mm값으로 입력합니다. [확인]으로 소재설정을 빠져나옵니다.

Step3

≫ 소재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CAM창 상단의 소재시뮬레이션을 선택합니다.

작업창에 도면 위에 가상소재가 표현되고, 시뮬레이션 제어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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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ickROUTER 따라하기
[뷰컨트롤러]창의 [뷰어]에서 [ISO]로 화면의 각도를 3차원으로 보이도록 전환합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 소재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가상의 공구와 소재를 이용하여 3D 시뮬레이션이 진행됩니다. 가공 진행에서의 문제점과 결과물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확인 작업을 거친 후 NC 데이터화 시켜 실제 가공에 활용합니다.

소재시뮬레이션을 [■]종료합니다. (반드시
종료해야 프로그램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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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ickROUTER 따라하기

Step4

≫ 모든 공정을 계산하여 시뮬레이션까지 마쳤을 때, 문제가 없다면 NC 데이터화 시켜줍니다.

[캠툴] → [NC저장] 선택

저장 화면이 나타나면, 원하는 위치에 제목을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QuickEditer프로그램에
저장 된 NC데이터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최종
수정 하여 데이터를 확정짓습니다.
QuickEditer → [저장] → [끝내기]

NC데이터가 저장됩니다. (.NC)라는 포맷으로
파일이 저장됩니다. 저장된 파일을 공작기계로
옮겨 가공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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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4. V-Carve 따라하기
4-1. V-Carve Software 소개
모양을 따라 외형을 절단하는 라우팅(외형절단) 작업에
이용되는 CNC라우터 기기를 정밀한 치수로 운영하는
가공 소프트웨어입니다. V-Carve Software는 사용자가
다루기가 쉽고, 다양한 소재 타입(나무 계열과 PVC 계열)을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가공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가공방향 설정과 유동적인 가공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문기관에서 복잡하게 기능을 배우거나 사용방법을 외우지 않아도 간단히 프로그램 이용
방법만 숙지한다면, 충분히 현장에서 즉시 적용이 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VCarve Software는 대량 생산에 적합한 기능을 고루 갖추고 있어서 외부에서 제작한 도면을 불러오기만
하면, 자동 배열 기능을 이용해 준비한 소재 크기에 맞게 가공경로를 생성합니다.

Angrave

Pocket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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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4-2. V-Carve 화면 구성도

①

메인 메뉴바 ▶ V-Carve 의 주요 기능 모음

②

그리기 메뉴 ▶ CAD 작성과 다양한 편집 도구 아이콘 모음

③

작업창(배드) ▶ CAD 작성과 편집 공구경로 생성이 이루어 지는 창

④

공구경로 메뉴 ▶ V-Carve 가공 경로 생성 아이콘 모음

도구 모음 고정핀

V-Carve의 「그리기 도구」와 「공구경로 도구」창에는 우측 상단위치에

고정핀이 존재

합니다. 고정핀의 용도는 편하게 도구를 펼치기와 축소를 반복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펼쳤을 때의 모양

과 축소 했을 때의 모양

입니다. 축소 시 마우스를 가까이

위치할 때, 일시적으로 펼쳐져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마우스 벗어날 시 다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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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4-3. 마우스 사용방법
오른쪽 버튼

팝업 메뉴, V-carve의 주요 기능을
빠르게 불러오는 마우스기능
왼쪽 버튼

엔티티 단일 선택과 드래그 다중선택
마우스 휠

작업화면의 이동과 확대/축소(ZOOM)

4-4. 키보드 단축키

: 명령을 적용하거나, 완료시 사용
: 명령을 취소하기 위해 사용
: 벡터를 지우기 위해 사용
: V-Carve 도움말 불러오기

: 벡터 노드 편집 모드 단축키

: 작업창 모드 → 2D 그리기/공구경로

: 벡터 크기 확대/축소 도구 단축키

: 작업창 모드 → 3D 시뮬레이션

: 벡터 이동 도구 단축키

: 스냅 모드 설정(추적 옵션 설정)

: 벡터 회전 도구 단축키

: 작업창 새로고침

: 벡터 미러이동(가로방향) 단축키

: 전체 영역 보기 뷰(Fit Scale View)

: 벡터 미러이동(세로방향) 단축키

: 선택 벡터 작업창의 중앙이동

: 벡터 연결하기 도구 단축키

: 벡터 위치결정 도구

: 다중 벡터 그룹화 ON 단축키

: 그리기 도구 모음 펼치기(핀 고정)

: 다중 벡터 그룹화 OFF 단축키

: 공구경로 도구 모음 펼치기(핀 고정)

: 화면 확대/축소 단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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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4-5. V-Carve 프로세스 따라하기
V-Carve를 이용한 포켓가공과 글씨조각 그리고 절단(프로파일) 가공예제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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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A. V-Carve 프로그램 실행

1 Quick ROUTER 프로그램 실행
○

B. V-Carve 새로운 작업 시작
기본 작업 설정

≫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새로운 작업을 위해 기본적인V-carve 작업 크기를

결정 합니다. 작업판 가로x세로 크기와 소재의 두께 그리고 기준 원점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가공에 필요
한 벡터를 불러와 작업에 도입하는 첫 과정을 진행합니다..
좌측 상단에 「새로운 파일 생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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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업무 설정을 통해 작업에 필요한 소재의 두께와
가로와 세로의 크기 그리고 원점 위치 설정 후
확인을 눌러 작업환경을 설정합니다.
작업 크기 (X&Y) → 배드 가로 세로 높이 설정
폭(x) : 400mm / 높이(y) : 250mm
소재 (Z) → 소재의 높이와 Z기준 선정
두께 : 10mm / z제로 : 상단
XY 원점 위치 → 소재의 원점 위치 결정
위치 : 좌측 하단
단위 → 공구경로의 계산 단위 설정
단위 : mm

☞ 업무 설정을 마치면 설정한 크기의 작업창과 그리기, 공구경로 도구모음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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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파일 운용 →

「파일로부터 벡터읽기」 선택

벡터를 외부에서 끌어와 가공에 활용합니다.

아래 경로로 찾아가 예제를 불러옵니다.

C:\Users\Public\Documents\VectricFiles\Clipart\2DVectors → V-carve example.dxf

V-carve Software 두가지 도면 읽기 타입

열기 → 작업창 크기와 벡터를 모두 열기
파일로부터 벡터읽기 → 설정된 작업창 크기에 벡터만 추출하여 열기

V-carve example.dxf의 벡터를 읽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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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C. V-Carve 벡터 설정
벡터(Vector)에 대하여

벡터란 V-Carve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선이나 원, 사각형

등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벡터는 공구경로 생성에 용이하도록 방해하는 요소
를 제거하거나 수정하고, 복잡한 벡터를 대상으로 각각 구분하는 레이어 기능을 활용합니다.

Step1

≫ 좌측 하단에 위치한 모든 벡터를 소재의 정중앙으로 이동하여 포지션을 결정합니다.

현재 작업해야 할 도면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현재 도면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동하고자 하는 모든 벡터를 마우스 드래그로
모두 선택합니다. 선택된 벡터는 은선 스타일로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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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선택된 벡터를 중앙에 위치 시키기 위해, 그리기
메뉴, 대상변형의 [선택 대상 정렬] 버튼을 선택
하면 「정렬 도구」창이 나타납니다.
정렬 도구 단축키,

「정렬 도구」 기능에서 [소재까지 정렬] 버튼 중
중앙 버튼을 눌러서 모든 벡터를 중앙에 위치
시킵니다. 정렬 후 닫기로 도구를 종료합니다.

▲ 중앙으로 배치된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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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Step2

≫ 불러온 벡터 내에 존재하는 열린 벡터를 추적하여 닫힌 벡터로 연결합니다.

현재 작업창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 팝업메뉴가 나타납니다. (임의의 위치에서 우클릭)

열린 벡터 검색을 위해 팝업메뉴 중에서
「모든 열린 벡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모든 벡터 중 끊어진 벡터만 추적하여 선택해주는
기능입니다. 중앙의 톱니모양의 벡터들이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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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열려진 벡터를 자동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대상편집
아래 [열린 벡터 연결] 버튼을 선택하면
「벡터 연결」창이 나타납니다.

「벡터 연결」 창에서 현재 열린 벡터의 개수를
확인
할 수 있고, 공차값을 입력하면 입력한 치수 보다
적은 거리(mm)로 끊어진 부분을 모두 닫아서
열린
체인이 닫힌체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결 버튼을 눌러 닫힌 체인으로 완성합니다.
공차 → 1mm
☞ 열린 벡터가 미세하게 끊어진 경우 정확한 공차
확인이 불가하므로, 0.1mm처럼 적은 값의 공차를
입력해가면서 서서히 늘려가는것이 좋습니다.
☞ 열린 벡터는 끊어진 공간이 설정한 공차값보다
작은 경우 무조건 연결하는 특성 때문에 공차값이
너무 크면 불필요한 부분이 연결이 연결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 끊어진 거리보다 공차(mm)가 작으면 연결 버튼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차가 더 커야 함.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 팝업 메뉴에서

「모든 열린 벡터 선택」을 누르면, 열린 벡터가
더 이상 없다는 안내 멘트를 볼 수 있습니다.

393

4. V-Carve 따라하기

Step3

≫ 불러온 벡터들 중에서 1개 이상 중첩되어 있는 이중 벡터 추적하여 제거합니다.

현재 작업창에서 마우스

우클릭 시 팝업메뉴가 나타납니다. (정해진 위치 없음.)

이중 벡터 검색을 위해 팝업메뉴 중에서
「모든 이중복사 벡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모든 벡터 중 중첩된 이중 벡터만 추적하여
선택해주는 기능입니다. 좌측의 톱니모양에
이중벡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이중벡터를 키보드

키를 눌러서 제거 합니다. 이로써 벡터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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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 수많은 벡터들을 간편하게 관리하는 도구인 레이어를 활용하여 벡터 형태 별로 구분하겠

습니다. 용도별로 원하는 만큼의 벡터를 선택후 각각의 레이어로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레이어에 속한 벡
터들은 필요할 때 숨기거나 보이게 할 수 있어서, 크거나 복잡한 도면일수록 활용도가 높습니다.
레이어 지정에 앞서 바깥쪽 테두리라인 벡터를 결정합니다. 선택 방법은
마우스 좌측 버튼으로 벡터를 연속으로 선택하면 중첩되어 벡터가 선택됩니다.

벡터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으로

「레이어 이동」 ▶ 「새로운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새로운 레이어에 벡터를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새로운 레이어추가] 창이 나타나면 아래와 같이
레이어 명칭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레이어명 → “프로파일”
그리기 색상 → 원하는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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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른 상태로

4. V-Carve 따라하기
레이어 확인을 위해 그리기 메뉴의 「레이어」를
펼치면 현재 설정된 레이어 목록이 나타납니다.
추가된 “테두리” 레이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주요 아이콘
레이어 ON
레이어 OFF

레이어 보이기
상태
레이어 숨기기
상태
레이어에 속한

레이어 색상

벡터의 색상
바꾸기

남은 벡터들을 레이어로 지정하기 위해 “테두리”
레이어의

전구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해서

해당
레이어에 소속된 모든 벡터를 숨겨줍니다.

레이어가

비활성화 되며, 레이어에 소속 되있던

벡터가 모두 숨겨집니다. 남은 벡터의 모습입니다.

상단의 “Solar Tech CAD… “ 텍스트 문구 벡터를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하여 다중 선택합니다.

벡터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으로

「레이어 이동」 ▶ 「새로운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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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레이어추가] 창이 나타나면 아래와 같이
레이어 명칭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레이어명 → “조각”
그리기 색상 → 원하는 색상

남은 벡터들을 레이어로 지정하기 위해 “테두리”
레이어의

전구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해서

해당
레이어에 소속된 모든 벡터를 숨겨줍니다.
현재 “테두리”와 “조각”레이어 비활성화

이제 남은 모든 벡터를 드래그로 선택합니다.

벡터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으로

「레이어 이동」 ▶ 「새로운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새로운 레이어추가] 창이 나타나면 아래와 같이
레이어 명칭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레이어명 → “포켓”
그리기 색상 → 원하는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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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레이어 지정을 완료 합니다.
총 3가지의 레이어로 구분 된 상태입니다.
첫번째 레이어 “포켓” ←
두번째 레이어 “조각” ←
세번째 레이어 “프로파일” ←

(활성화)
(비활성화)
(비활성화)

위 순서대로 레이어를 활성화/비활성화 하여
공구경로를 완성 시키겠습니다.

DXF 포맷의 레이어 활용

레이어를 V-Carve에서 직접 설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 또는
오토캐드(AutoCAD) 등등 다른 드로잉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레이어를 V-Carve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레이어가 포함된 포맷은
DXF 드로잉 데이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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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V-Carve 가공 준비
가공 준비 단계

공구경로 생성에 앞서 CNC라우터기기의 가공환경과 일치하도록

설정이 필요합니다. 가공에 필요한 공구(앤드밀, V비트등)와 소재 그리고 안전을 위한 높이
설정과 같이 공구경로 생성 전 필수적인 요소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Step1

≫ 가공 시작전 마지막으로 가공할 소재에 대한 점검 후, 안전한 가공을 위해 공구 초기 Z

높이 설정과 공구경로 간 이동높이 값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소재 설정]창을 통해 설정이 이루어 짐.
[그리기]창을 숨기고 [공구경로]창을 불러오기
위해
「공구경로 탭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숨겨진
[공구 경로]창이 화면 우측에 나타납니다.

[공구 경로]창의 「소재 설정」버튼을 선택합니다.

[소재 설정]에 대한 옵션을 입력합니다. 소재 기준
으로 안전 높이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소재 → 두께 확인 10mm
XY데이텀 → 좌측 하단 원점설정
소재 위에 급속Z틈새, 안전 가공높이 설정
클리어런스(Z1) → 10mm
플는지(Z2) → 10mm
홈/시작 위치, 최초 Z높이 설정
X →

0mm

Y →

0mm

Z → 50mm
확인으로 소재설정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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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 CNC라우터기기와 원활히 호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공구(TOOL)를 알맞게 입력

합니다. 공구의 종류와 공구넘버, 가공속도, 회전속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 메뉴의 「공구 데이터베이스」 버튼을
누르면
[공구 데이터베이스]창이 나타납니다.

현재 생성된 모든 그룹 단위의 공구를 모두 삭제합니다. 그룹 선택 후 삭제를 선택합니다.
삭제에 동의 하는 경고창이 나오면 확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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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진 공구리스트에 새로운 사용자 공구생성을 위하여 [새로운 그룹]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룹의 명칭을 자유롭게 입력합니다. [명칭]
란의
“새로운 그룹”을 제거 후 자유롭게 그룹명을
입력
하고 적용 버튼으로 새로운 그룹이 생성됩니다.
“설아테크” 공구그룹이 완성되면, [새로운…]
버튼으로 공구를 추가합니다.

우측 [공구 정보] 창에서 주석의 「앤드밀」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평앤드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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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공구 Ø12 앤드밀 조건을 아래와 같이 입력 후 적용 버튼으로 공구를 추가합니다.
공구형식 ▶ 앤드밀
직경(D) ▶ Ø12(mm)
패스깊이 ▶ 3(mm)
겹침 ▶ 8.4mm / 70%
스핀들 속도 ▶ 15000(r.p.m)
피이드레이트 ▶ 500(mm/min)
플런지율 ▶ 500(mm/min)
공구번호 ▶ 1

두번째 공구 Ø2 앤드밀 공구를 생성합니다.
공구형식 ▶ 앤드밀
직경(D) ▶ Ø2(mm)
패스깊이 ▶ 3(mm)
겹침 ▶ 1.1mm / 55%
스핀들 속도 ▶ 15000(r.p.m)
피이드레이트 ▶ 500(mm/min)
플런지율 ▶ 500(mm/min)
공구번호 ▶ 2

세번째 공구를 추가합니다. 「V-비트」타입은
텍스트와 조각타입 가공에 최적화된
공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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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비트 공구의 조건을 아래와 같이 입력 후 적용 버튼으로 공구를 추가합니다.
공구형식 ▶ V-비트
직경(D) ▶ Ø16(mm)
포함각도(A) ▶ 90˚
패스깊이 ▶ 1(mm)
최종 패스겹침 ▶ 4.8mm / 30%
클리어런스겹침 ▶ 11.2mm / 70%
스핀들 속도 ▶ 15000(r.p.m)
피이드레이트 ▶ 500(mm/min)
플런지율 ▶ 500(mm/min)
공구번호 ▶ 3

공구관련 용어 정리
공구형식

▶ 공구의 타입

# 대표적인 평앤드밀,조각,V비트,드릴 등등..

직경(D)

▶ 공구의 직경

# 실제 공구와 같은 직경 입력

▶ 공구의 1회 가공깊이(Z)

# 가공 깊이를 분할하는 공구 깊이값(mm)

▶ 날카로운 공구의 각도 설정

# V비트공구와 조각공구의 각도 설정값

▶ 공구의 측면 겹침량

# 포켓 가공시 공구의 XY이동 간격, 공구(%) 측정

▶ 조각가공의 마지막 측면 겹침량

# 조각 가공시 공구의 마지막 XY 이동간격

▶ 조각가공의 측면 겹침량

# 조각 가공시 공구의 평소 XY 이동간격

▶ 공구의 회전속도

# 공구의 최대 회전속도

▶ 공구의 XY가공시 속도

# XY 피이드레이트(mm/min)

플런지율

▶ 공구의 Z가공시 속도

# Z 피이드레이트(mm/min)

공구번호

▶ 공구의 번호매김

# 반드시 공구번호는 겹치지 않게 설정

패스깊이
포함 각도
겹침
최종 패스 겹침
클리어런스 겹침
스핀들속도
피이드레이트

공구리스트 저장과 불러오기
V-carve Software는 공구리스트를 사전에 저장하여 두고두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파일로 구분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저장은 기본적으로 공구들을
가지고 있는 [공구 그룹]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 → 그룹선택후 보내기…를 선택 하여, 실제 공구 목록인 *.tool파일로 저장 합니다.
읽기 → 불러올때는 읽기…를 선택하여 저장된 *.tool파일을 읽어 옮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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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V-Carve 공구경로생성
공구 경로 생성

다양한 공정으로 공구경로를 생성합니다. 포켓가공으로 핵심 벡터를

파내는 공구경로로 생성 후 글씨에 해당하는 벡터를 V-비트 조각날 공구경로로 생성 그리고
마지막 프로파일 가공으로 테두리 벡터를 절단하는 순으로 공구 경로 생성을 진행합니다.

Step1

≫ 첫번째 “포켓”에 해당되는 벡터를 포켓가공에 적용시켜서 파내는 공구경로를 생성합니다.

처음에 사용할 벡터는 “포켓” 레이어입니다.
활성화 되어있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가공메뉴 선택에 앞서 “포켓” 레이어의 벡터를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해 모두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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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경로 운용 메뉴 중 「포켓 공구경로」 버튼을
선택하여 포켓 공구경로 생성을 진행합니다.

생성창이 나타납니다.
포켓의 가공조건을 입력하겠습니다. [가공 깊이]
값을 입력하여, 포켓가공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가공깊이 : 5mm
「고급 공구경로 옵션 보이기」가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세밀한 포켓 옵션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공구를 결정하기 위해 공구탭의 선택…
버튼을 눌러 「공구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옵니다.

「공구 데이터베이스」창이 나오면 Ø2 앤드밀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기본공구를 확정합니다.

405

4. V-Carve 따라하기
포켓 가공시 가공되는 깊이(Z)를 사용자가
원하는 횟수나 깊이(mm)로 나누거나 합치기
위하여 [패스편집…]을 선택합니다.

「패스 깊이 지정」창이 나타나면, 원하는 값의
패스의 수에 원하는 분할수만큼 입력 후
[확인]으로 패스 깊이 지정을 완료합니다.
패스의 수 : 3

직경이 큰 공구를 이용해서 넓은 영역을 제거
하기 위해 [넓은 영역 클리어런스 공구 사용]
체크버튼을 선택합니다. 넓은 공구 선택을
위해
[선택…]버튼을 눌러 「공구 데이터베이스」창을
불러옵니다.

참고사항 : 클리어런스 포켓가공
V-Carve Software는 작은 직경의 공구를 이용하여 포켓 가공할 때, 시간이 오래걸리는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
직경이 큰 공구(클리어런스 공구)를 먼저 불러와 넓은 영역을 최대한 가공 후 나머지 좁은 영역을 작은
공구로 마무리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단, 자동 공구교환 기능이 없는 CNC라우터기기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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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공구 데이터베이스」창이 나오면 Ø12 앤드밀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넓은 공구를 확정합니다.

포켓스타일과 가공방향을 결정합니다.
클리어포켓 : 옵셋(방사형 포켓 스타일)
가공방향 : 하향가공(공구경로 진행방향 결정)

참고 사항 : 옵셋과 지그재그 스타일
V-Carve Software는 포켓 가공시 벡터의 모양에 따라 적합한 가공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그재그와
옵셋의 포켓 가공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옵셋을 가장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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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참고 사항 : 하향가공과 상향가공
V-Carve Software는 모든 가공에 적용되는 공구경로 진행방향 결정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하향가공이
가장 많이 쓰기고 있습니다. 아래 하향가공과 상향가공의 비교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방향
하향가공

상향가공

장단점
공구회전방향과 절삭방향이 일치하고 초기 절삭량이
과다

적정소재
아크릴, PCB,
MDF

공구회전방향과 절삭방향이 다르고 가공면이 다소
거칠다

마지막으로 명칭을 “포켓가공”으로 수정 후
[계산]으로 공구 경로를 생성합니다.

계산이 완료되면 작업창이 「3D뷰」로 전환되면서,
가상소재와 포켓 공구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전환으로 우측 공구경로 미리보기탭을 통해
가상소재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전체 공구경로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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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4. V-Carve 따라하기
가상소재 시뮬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알맞은 재생속도와 화면각도 조절로 공구경로를 검증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마치면, 공구경로 생성을 위해

「3D뷰」→「새로운」으로 탭을 전환합니다.

「공구경로 미리보기」창을 [닫기]를 눌러
포켓 경로 생성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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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Step2

≫ 두번째 “조각”에 해당되는 벡터를 V-비트 가공에 적용시켜서 조각 공구경로를 생성합니다.

[공구경로]창을 숨기고 [그리기]창을 불러오기
위해
「그리기 탭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숨었던
[그리기]
창이 나타납니다.

“포켓”레이어 비활성화 후 “조각”레이어를 활성화
합니다.

[그리기]창을 숨기고 [공구경로]창을 불러오기
위해
「공구경로 탭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숨겨진
[공구경로]창이 나타납니다.

가공메뉴 선택에 앞서 “조각” 레이어의 벡터를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해 모두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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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공구경로 아이콘 중 「V-Carve 글씨조각
공구경로」
버튼을 선택하여 조각 공구경로를 생성합니다.

생성창이 나타납니다.
완전한 조각가공 결과를 얻기 위해 「평 깊이(F)」
옵션은 “없음”을 유지 합니다.

참고 사항 : V-Carve 글씨조각 공구경로의 평깊이 설정
V-Carve Software는 글씨조각 공구경로에서 「평 깊이」를 입력한 경우와 “없음”옵션으로 적용한 경우
두 가지 공구경로의 차이를 아래 내용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 깊이

가공 결과
조각공구가 가공할 벡터의 넓이에 맞춰서 최대한의 깊이까지

“없음”

절입해서 완전한 조각공정으로 완성되는 옵션. 바닥이 뾰족한
것이 특징

값입력

조각공구가 입력한 깊이까지만 절입하여 조각가공을 마치는
옵션으로 바닥이 뾰족하지 않은 것이 특징

조각 공구를 결정하기 위해 공구탭의 [선택…]
버튼을

눌러

「공구데이터베이스」창을

불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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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공구 데이터베이스」창이 나오면 V-비트 공구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조각 공구를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칭을 “조각가공”으로 수정 후
[계산] 버튼을 눌러 조각 공구경로를 생성합니다.

계산이 완료되면 작업창이 「3D뷰」로 전환되면서,
가상소재와 조각 공구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전환으로 우측 공구경로 미리보기탭에서 가상
소재 절삭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단일 공정 시뮬레이션

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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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가상소재 시뮬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알맞은 재생속도와 화면각도 조절로 공구경로를 검증합니다.

`

시뮬레이션을 마치면, 공구경로 생성을 위해

「3D뷰」→「새로운」으로 탭을 전환합니다.

「공구경로 미리보기」창을 [닫기]를 눌러
조각 경로 생성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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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Step3

≫ 마지막 “프로파일”벡터를 프로파일(절단) 가공에 적용시켜서 공구경로를 완성합니다.

[공구경로]창을 숨기고 [그리기]창을 불러오기
위해
「그리기 탭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숨겨진 [그리기]
창이 나타납니다.

“조각” 레이어 비활성화 후 “프로파일” 레이어를
활성화 합니다.

[그리기]창을 숨기고 [공구경로]창을 불러오기
위해
「공구경로 탭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숨겨진 [공구
경로]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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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가공메뉴 선택에 앞서 “프로파일” 레이어의
벡터를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해 모두 선택합니다.

공구경로 아이콘 중 「프로파일 공구경로」 버튼을
선택하여 프로파일 공구경로를 생성합니다.

생성창이 나타납니다.
프로파일 가공조건을 입력하겠습니다. [가공 깊이]
값을 입력하여, 프로파일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가공깊이 : 10mm
「고급 공구경로 옵션 보이기」가 반드시 체크
절단용 공구를 결정하기 위해 공구탭의 선택…
버튼을 눌러 「공구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옵니다.

프로파일 가공에 사용할 Ø12 앤드밀을 선택 후
확인 으로 공구를 최종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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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프로파일로 가공되는 깊이(Z)를 사용자가
원하는 횟수나 깊이(mm)로 나누거나 합치기
위하여 [패스편집…]을 선택합니다.

「패스 깊이 지정」창이 나타나면, 원하는 값의
패스의 수에 원하는 분할수만큼 입력 후 [확인]
으로 패스 깊이를 최종 결정합니다.
패스의 수 : 1

프로파일 가공의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가공벡터… : 외측/우측(벡터의 바깥으로 경로생성)
가공방향 : 하향가공(공구경로 진행방향 결정)

참고 사항 : 프로파일 공구경로 스타일

V-Carve Software는 프로파일 가공시 벡터를 기준으로 공구경로를 중심, 바깥 혹은 안쪽으로
세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벡터 내부에 또 다른 벡터가 존재하는 경우 가공시 안쪽
벡터는 공구가 안쪽으로 바깥쪽 벡터는 공구가 바깥으로 자동설정되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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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마지막으로 명칭을 “프로파일가공”으로 수정 후
[계산] 버튼을 눌러 공구경로를 생성합니다.

계산이 완료되면 작업창이 「3D뷰」로 전환되면서,
가상소재와 프로파일 공구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전환으로 우측 공구경로 미리보기탭에서 가상
소재 절삭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단일 공정 시뮬레이션

을 진행합니다.

가상소재 시뮬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알맞은 재생속도와 화면각도 조절로 공구경로를 검증합니다.

「공구경로 미리보기」창을 [닫기]를 눌러 프로파일 경로 생성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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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Step4

≫ 모든 공구경로 생성이 완료되면, 해당 작업 데이터를 NC코드 결과로 출력합니다.

검증된 공구경로를 NC데이터화 시키기 위하여
「공구경로 저장」을 누르면, [공구경로 저장]창이
나타납니다.

[공구경로 저장]창에서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째 –

모든 공구경로를 체크

둘째 –

한파일로 모든시각화 공구경로 출력 체크

셋째 – 포스트 프로세서(Post Processer) 선택
넷째 – 공구경로 저장… 버튼으로 NC저장

참고 사항 : 포스트 프로세스(Post Processor)란

V-Carve Software는 완성된 공구경로를 현장에서 사용중인 CNC라우터 기기에 최적화된 NC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메이커의 포스트 프로세서(Post Proccessor)를 보유하고 있어 정밀한
라우터 가공에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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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Carve 따라하기
원하는 위치에 파일화시킨 작업한 결과를 저장합니다. 원하는 파일이름으로 결정 후 위치로 저장

NC데이터가 저장됩니다. (.NC)라는 포맷으로
파일이 저장됩니다. 저장된 파일을 CNC라우터로
가공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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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uickPanel 따라하기

5. QuickPanel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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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uickPanel 따라하기

QuickPanel 작업 FLOW
ORDER

디자인 판넬

CAD 작업

판넬 리스트
수동 판넬
판넬 네스팅
원판 입력
제품 등록
네스팅 결과 프린트

원판 주문

네스팅 결과 저장

CAD 수정 및 편집
추가 제품 등록
기존 제품 삭제
수정 • 편집 된
제품으로 재 네스팅
(주문 원판 사용)

실패한 판넬 확인

실패한 판넬 네스팅

네스팅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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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품 수정

5. QuickPanel 따라하기

5.1 디자인판넬 환경설정 구성도
판넬의 환경의 [캠툴] > [판넬환경]을 클릭하면 나타납니다.

작업공간설정

: 판넬네스팅을 진행할 영역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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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uickPanel 따라하기
시작평면

: 가공이 시작되는 평면의 Z 값(공작물 좌표의 절대값이 기준)

안전높이

: 공구가 진입할 때 설정한 안전거리까지 급속으로 이동. 안전거리부터 가공속도로 이동

Z-초기점

: 최초 진입할 때의 Z 값. 길이보정코드에 같이 출력되는 Z 값

Z-최종높이

: 가공 완료 후 후퇴할 때의 Z 값

Z-사이높이

: 한 가공 종료 후 다음 가공으로 이동할 때의 Z 값

네스팅

: 판넬네스팅을 함에 있어서 계산횟수

그룹 개수

(숫자가 크면 클수록 많은 계산을 하여 계산속도가 느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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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QuickPanel 따라하기
공정초기설정
오버컷

: 설정한 각도 미만의 각도에서 오버컷이 적용됨

적용각도
옵셋비율

: 오버컷 적용 시 공구의 옵셋비율

직선연장

: 오버컷 적용 시 오버컷이 직선으로 연장

코너째기

: 오버컷 적용 시 코너를 찢고 들어감

직선연장으로 설정

코너째기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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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디자인판넬 메뉴 구성도

1. 새문서

: 새로운 판넬을 생성하는 기능

A. 높이

: 노치의 값(접는 부분의 높이)

B. 사이각

: 노치 사이의 각도

C. 코너노치

: 접는 부분의 방향(상하단, 좌우측, 정사각형)

상하단으로

D. 노치제거

좌우측으로

: 선택부분의 노치를 생성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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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각형으로

5. QuickPanel 따라하기

노치제거 좌측을 선택한 경우의 판넬디자인

2. 컷팅

E. 개수(W)

: 판넬의 가로 개수

F. 개수(H)

: 판넬의 세로 개수

G. 비고

: 판넬 제품에 첨가될 설명을 입력

H. 기본사용개수

: 실제 제품의 가공 수량

: 교차점 및 각도를 이용하여 판넬의 모양에 변형을 주는 기능

테두리 생성 체크

3. 삭제

테두리 생성 미체크

: 컷팅 한 부분에 대해서 각도나 값이 맞지 않았을 때 삭제하는 기능.
삭제 아이콘을 누르고 컷팅한 부분을 클릭 시 삭제됩니다.

4. 편집

: 파라메터에서 값을 설정한 후 가로, 세로, 높이의 값이 맞지 않을 경우 치수를 클릭하여
치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숨김

: 그루빙 라인을 숨기는 기능(조각공구로 가공을 하지 않음)

6. 미리보기

: 판넬 작업 후 제품의 모양을 확인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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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미체크 시

7. 비고

미리보기 체크 시

: 노치제거 및 판넬의 수량을 입력하는 기능
판넬을 작업하다가 노치를 제거하고
싶거나, 수량 및 판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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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디자인판넬 따라하기 - 1

[캠툴] > [디자인판넬실행]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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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판넬초기화 화면에서 값을 입력합니다.

노치

파라메터

높이(N)

20mm

개수(W)

3

개수(H)

3

사이각

90°

W01

700

H01

600

코너노치

상하단으로

W02

700

H02

500

W03

700

H03

150

위와 같이 값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컷팅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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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미지와 같이 순서대로 클릭하면 각도 입력 창이 출력되는데 여기에 -20을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테두리는 생성합니다.(1 - 교차점, 2 – 절곡 상단선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 이번에는 각도 값을 20으로 설정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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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팅할 삼각형 내부를 선택하면 테두리생성여부를 묻는 창이 나타나는데
테두리 생성에 체크하여 확인합니다.

미리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완성 된 판넬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장 또는 새이름으로 저장하여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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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자인판넬 따라하기 - 2
캠툴 바에서

[디자인판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판넬초기화 화면에서 값을 입력합니다.

노치

파라메터

높이(N)

20mm

개수(W)

4

개수(H)

3

사이각

90°

W01

645

H01

445

코너노치

상하단으로

W02

528

H02

245

W03

150

H03

30

W04

30

위와 같이 값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컷팅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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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미지와 같이 순서대로 클릭한 후 확인합니다. 테두리는 생성합니다.

미리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완성 된 판넬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장 또는 새이름으로 저장하여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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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작리스트 판넬 따라하기 - 1
제작리스트 판넬이란?
판넬의 모양은 동일하지만 치수가 다양한 판넬디자인을 제작할 때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디자인판넬 내부메뉴에서 다중판넬을
선택합니다.
판넬 파라메터 제작 창이 활성화되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품번 및 치수 값을 입력합니다.

위와 같이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 판넬의 리스트를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 판넬의 리스트를 엑셀파일(.xls)로 불러올 시 사용합니다.
: 판넬의 리스트를 엑셀파일(.xls)로 저장할 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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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 리스트를 저장할 창이 나타납니다.

위와 같이 설정하여 확인합니다.
기본폴더

: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

서브폴더

: 기본폴더 내에 새 폴더를 작성

머리말

: 품번 앞에 붙는 이름

판넬을 저장하였다는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폴더를 찾아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판넬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5

5. QuickPanel 따라하기

5.6 제작리스트 판넬 따라하기 - 2
프로그램 화면의 캠툴 바에서 제작리스트판넬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판넬 파라메터 제작 창이 활성화되면 제작되어 저장된 판넬 파일(.dgn)을 선택하여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품번, N, 수량, W, H값들을 입력합니다.

을 클릭하면 판넬 리스트를 저장할 창이 나타납니다.

위와 같이 설정하여 확인합니다.
판넬을 저장하였다는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폴더를 찾아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판넬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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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수동판넬 따라하기(체인사용X)
[파일] > [열기]를 이용하여 C:\Program Files
(x86)\SolarTech\QuickPanel7.5.0.0\cad\dwg 폴더
의 Panel sample.dxf 파일을 불러옵니다.

수동판넬을 하기 전 [캠툴] > [판넬환경]의 수동 판넬 생성시 체인 이용에 체크가 해제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또한, 커팅, 조각공정에 대한 색상도 확인해 줍니다.

만약 공정의 색상과 도면의 색상이 다른경우 선 선택 > F2를 이용하여 선의 색상을 변경합니다.
디자인판넬 내부메뉴에서 다중판넬을
선택합니다
(혹은 [캠툴] > [수동판넬]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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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판넬 창이 나타나면 좌측하단의

아이콘을 클릭해줍니다.

가공할 판넬의 도면 전체를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키보드의 엔터를 눌러 확인합니다.
좌측의 창에서는 조각/컷팅체인의 리스트가 나타나며, 우측의 창에는 체인이 생성된 판넬의 도면의
미리보기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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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시 판넬저장 창이 활성화되며, 파일 이름을 입력하여 저장하면 수동판넬이 저장됩니다.

저장경로의 폴더를 찾아들어가보면 다음과 같이 수동판넬 파일(.dgn)이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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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판넬네스팅 따라하기
Step1≫

판넬 네스팅 창의 메뉴 구성도

쉬트열기

: 저장된 쉬트파일을 열기

쉬트저장

: 현재 쉬트리스트를 쉬트파일로 저장

전체삭제

: 현재 쉬트리스트를 전체 삭제

쉬트추가

: 가공할 쉬트를 추가

개수 : 증가되는 쉬트의 수량
넓이 : 쉬트의 최소 넓이
높이 : 쉬트의 최소 높이
증가 : 쉬트의 넓이/높이의 증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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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트여유량

: 네스팅 작업 지 원판의 여유량

클리어런스

: 네스팅 작업 시 공구 경로 사이의 거리

네스팅코너

: 네스팅 시작 위치(좌측하단, 우측하단, 좌측상단, 우측하단)

회전

: 네스팅 작업 후 네스팅 배열판을 회전

네스팅방법

:

공통가공

: 가공 방법의 선택(사용안함, 최단거리, 수직/수평우선)

드릴방법

: 드릴공정방법에 대한 설정(G00/G01, 싸이클)

우선순위

: 작은판넬 우선가공의 선택(사용안함, 소→대)

외곽선분

: 외곽선분에 대한 컷팅가공 유무설정
(ex. 좌측, 하단에 체크 시 좌측과 하단에 대한 컷팅가공을 하지않음)

외곽선분에 좌측을 체크한 경우의 공구경로(컷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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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판넬네스팅을 이용한 판넬가공 코드생성

[캠툴] > [판넬네스팅]을 선택합니다.

판넬네스팅 창이 나타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설정하여

클릭 >
개수 : 5, 넓이 : 1800, 증가 : 100, 높이 : 1020, 증가 : 0, >
클릭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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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클릭합니다.

5. QuickPanel 따라하기
좌측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판넬파일(.dgn)이 있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파일이 나타나면 네스팅 할 판넬들을 더블클릭하거나, 드래그&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우측으로
보내줍니다. 우측은 이번 네스팅에서 가공할 판넬 리스트를 나열하는데, 여기서 판넬의 방향/수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많은 파일의 방향을 한번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하단의 전체방향을 사용하면 됩니다.
「C:\Program Files (x86)\SolarTech\QuickPanel V7.5.0.0\panel」경로에 있는 모든 dgn파일을 드래그하여
마우스 우클릭 > 보내기를 한 뒤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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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판넬이 네스팅되어 나타납니다.

네스팅되는 판넬의 넓이와 높이가 자동으로 선택되어 나타납니다.
이는 손실율이 제일 적게 이루어집니다.
원판에 네스팅이 되지 않는 파일의 경우 좌측하단의 「네스팅 안된 판넬」에 리스트업 됩니다.
판넬을 확인한 후

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판넬네스팅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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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지시서를 내보낼 때 사용

현장 : 판넬작업하는 공사명
색상 : 제작할 판넬의 색상
비고 : 생산되는 판넬의 부가설명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를 클릭하면 다음 레포트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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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정보들을 프린트하여 작업지시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프린트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파일(.rpl)로 저장하는 기능

을 클릭하면 네스팅 된 판넬들이 생성됩니다.

nc코드를 생성할 판을 선택한 후 F8 또는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코드가 생성됩니다.

[캠툴] > [nc저장] 또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nc코드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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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harpGrinding V1.6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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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화면 구성
시스템

툴바

입력창

`

작업 표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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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환경설정
1) 환경 ( 파일 _ 환경 )

1.일반 탭.
단위 : metric 과 inch 로 설정가능.
커서영역 : 커서 사각박스 크기 조정.
그리드 최소크기 : 그리드 간격 조절.
NC 파일
폴더 경로 : 작업한 코드 파일 자동 저장 경로.
Editer 경로 : 작업한 코드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Editor 프로그램 위치 경로.
저장 후 에디터로 열기 : 저장과 동시에 Editor 창에 출력.
최근 저장한 경로 인식 : 마지막 저장 경로가 디폴트로 설정.
포스트 폴더 경로 : 포스트 파일 위치 경로.
포스트 이름 : 현재 코드를 출력하는 포스트 파일 명.
아이콘 문자 보이기 :아이콘 밑의 문자 보이기
프로파일 생성 시 마우스 사용 : CAD 작업 시 마우스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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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파일 탭(우측 공정 창 색상 편집)
배경 색상 : 바탕색 지정
외곽선 색상 : 프로파일 생성작업 창 외곽라인 색상 지정.
항목크기 : 프로파일 작업 창 크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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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색상 (작업 화면 색상지정)
모든 색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설정.
화면 색상 (화면 색상)
배경색
룰러
룰러 배경
그리드
블랭크
안전선
프로파일 색상 (프로파일별 가공색상 표시)
황삭가공
정삭가공
양측가공
개별가공
미러형상 : 미러형상 CAD 선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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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색상 (시뮬레이션 작동 시 색상 지정)
황삭 : 황삭 가공경로의 색상
정삭 : 정삭 가공경로의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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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기능 명령.

1.시스템 툴바

새문서

:

새로운 문서창 생성

열기

:

기존 문서 열기

저장

:

현재 작업중인 파일 저장

인쇄

:

작업 쉬트 출력

실행취소

:

되돌리기 기능

다시실행

:

되살리기 기능

스냅점

:

그리드 점의 스냅점 사용

필렛

:

CAD 그림의 모서리 부분에 원호 생성

모따기

:

CAD 그림의 모서리 부분에 모따기 생성

축변환

:

특정 선에 공차값 적용

확대

:

현재 화면 확대기능

축소

:

현재 화면 축소기능

전체

:

CAD 화면 전체 보기

영역뷰

:

특정 부분 화면 확대 기능

뷰이동

:

화면 이동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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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계창
1.SK-3000 : 기계타입 및 저장폴더 설정

초기설정 시 기계타입설정 ( 처음시작할때만 선택후 다음부터는 마지막값으로 자동실행)
저장폴더

( 해당 NC 파일 위치 및 파일명 변경가능 )

비밀번호 변경

( 초기값 비밀번호는 inkok )

a.

초기설정 시 기계타입설정

( 처음시작 시 선택 후 다음에는 자동실행 )

b.

저장폴더

( 해당 NC 파일 위치 및 파일명 변경가능 )

c.

비밀번호 변경

( 초기값 비밀번호는 inkok )

2.피드

그라인딩 feed : 휠 가공 속도.
빠른이동 : Max Feed 속도 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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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구
황삭 휠, 정삭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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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세스 아이콘

가공 프로파일 (프로그램 초기화)

[프로그램 시작]
프로파일 생성시 입력창에 프로파일 입력형식이 출력됨.
그라인딩 모터 on, 프리 휠 하강, workhead on, 냉각수 on 등을 이용하여 기초 M 코드 적용 초기위치
값을 이용하여 휠의 최초 위치를 조정.
원호 정밀도 : 원호 데이터 생성시 분할 정밀도 정의
안전거리 : 가공 시작전 이동되는 휠 위치 값.
블랭크 : 소재 크기 (직경, 길이)
옵셋 : Y,Z 축의 옵셋되는 길이
역방향 가공 : 역방향으로 가공
Z 축 가공 : Z 축 방향 으로 가공
멀티패스 사용 : 황삭가공시 다중 툴패스 설정 가능

메모 : 메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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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종료]
유압 : 그라인딩 모터, 냉각수 off 를 이용하여 기초 M 코드 적용
위치 Y, Z 를 이용하여 복귀 위치 설정.
1)Point

[입력값]
Y-값

:

Y 의 위치 값

직경

:

직경 값

[변경]
피드

:

피드값 입력 및 소재피드 값 출력가능

여유량

:

황삭가공 후 정삭 여유량

메모 : 메모장
2)Line

[타입] : 선분 또는 원호로 CAD 라인 생성
[입력값]
길이

:

선분의 길이 값

직경

:

직경 값

Y-값

:

Y 의 위치 값

각도

:

길이각도 또는 직경각도를 이용하여 Line 을 생성시 각도 입력 값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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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피드

: 피드값 입력 및 소재피드 값 출력가능

여유량

: 황삭가공 후 정삭 여유량

[사용 휠]
동시가공

: 황삭 ,정삭 동시 가공.

황삭가공

: 황삭 가공만 실행.

정삭가공

: 정삭 가공만 실행.

개별가공

: 황삭과 정삭을 따로 가공 실행.

메모: 메모장

3)Arc
[타입] : 선분 또는 원호로 CAD 라인 생성
[입력값]
반지름

: 반지름 값

직경

: 직경 값

Y-값

: Y 의 위치 값

시점각도

: 시작 점에서의 각도

종점각도

: 끝나는 점에서의 각도

[변경]
피드

:

피드값 입력 및 소재피드 값 출력가능

여유량

:

황삭가공 후 정삭 여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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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휠]
동시가공

: 황삭 ,정삭 동시 가공.

황삭가공

: 황삭 가공만 실행.

정삭가공

: 정삭 가공만 실행.

개별가공

: 황삭과 정삭을 따로 가공 실행.

메모: 메모장

Tool Tip : 프로그램의 속성

추가 : 프로그램 추가.

삭제 : 프로그램 삭제.

코드출력 : 프로파일 생성 후 코드를 출력하기 위한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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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뮬레이션

코드가 출력된 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동 시뮬레이션 기능이 실행되고 상단의 다음과 같은 재생 메뉴가 출력되면 재생을 누르고 자동
시뮬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공재생중
자동 시뮬레이션 후에는 정지 아이콘을 눌러 종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와이어 시뮬아이콘을 통하여 공구 경로만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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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NC 전송
[SK-2000]

출력된 코드 창에서 CNC 전송 아이콘을 클릭.

수정
확인 후 전송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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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6. SharpGrinding 따라하기
[SK-3000]

출력된 코드 창에서 CNC 전송 아이콘을 클릭.

저장경로로 NC 코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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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아이콘설명

프로파일 열기 : 가공 작업된 프로파일 파일 열기.

프로파일 저장 : 가공 작업된 프로파일 파일 저장..
가공 프로파일 : 프로파일 생성.

코드 출력 : 가공 코드 출력.

프로파일 추가.

프로파일 삭제.

nc 열기 : 가공 저장된 G 코드 파일 열기.

nc 저장 : 가공된 G 코드 파일 저장.

코드 출력 : 가공 코드 출력

와이어 시뮬 : 가공코드 백 플로팅. (공구경로 생성)

자동 시뮬 : 가공경로 자동 재생기능

-재생, 일시정지, 이전단계, 다음단계, 시뮬레이션 속도, 재 생성,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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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제 도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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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QuickVision 3D 따라하기
A. 3D 입출력
Step1≫

[열기]를 누른후 [Models] 폴더에

Reducer.stp 3D모델링 파일을 불러옵니다. (Step,

Iges, x_t, Sat, Stl, JT등 3D확장자 지원)

작업을 원하는 부품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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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클릭하면 [트리창]에 부품이 표시 됩니다.

[트리장]에 부품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 [보내기] – [솔리드] 선택

: 모델링 전체를 QuickCADCAM에서 2D로 전개합니다.
: 모델링 전체를 QuickCADCAM으로 가져옵니다.
[보내기]
전개도: 선택한 3D모델링을 QuickCADCAM에서 2D로 전개합니다.
솔리드: 선택한 3D모델링을 QuickCADCAM으로 가져옵니다.
[파일저장]
전개도: 선택한 3D모델링을 2D 파일로 저장합니다. (dwg, dxf)
솔리드: 선택한 3D모델링을 3D 파일로 저장합니다..(step, iges, x_t, sat, jt, stl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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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보내기]-[솔리드]를 선택합니다. (

선택시 모델링 전체에 적용)

모델링의 우측면을 클릭후(1), 정면도 회전 클릭을(2) 합니다.

평면도 모습을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소재 정보를 입력후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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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솔리드가 QuickCADCAM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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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도] 기능 실행시 화면

3각투상도: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등각투상법으로 이루어진 전개방식
부분도면: 원하는 뷰를 선택해서 전개하는 방식
숨겨진커브: 숨은선을 은선으로 처리할지 선택
간격: 각 뷰들의 떨어진 간격을 %로 설정
[전개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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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저장]-[전개도]
3D모델링 파일을 2D파일로 변환시켜 줍니다. (dwg, dxf, c3d 형식을 지원합니다.)

[파일저장]-[솔리드]
3D모델링 파일을 다른확장자로 변환시켜 줍니다.(step, iges, parasolid, acis, jt, stl등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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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D 모델링을 이용한 가공
Step1≫

[3D 그리기]-[추출]-[커브체인추출] 을 선택합니다. 선택 후 3D모델링의 면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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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축출한 체인을 이용하여 포켓가공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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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체인 감추기를 선택하여 포켓가공에 사용한 체인을 숨겨줍니다.

Step3≫

[3D 그리기]-[추출]-[솔리드투영]을 선택합니다. 선택 후 3D모델링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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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점체인을 활용하여 드릴가공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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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한 점체인을 숨깁니다. 3D 가공을 위해 가공이 필요한 부분에 체인을 겁니다.
(3D 모델링의 외곽선은 [추출]-[외곽선]기능을 사용하여 체인을 걸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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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3D가공프로세스를

이용하여 3D가공을 진행합니다.

가공공작물과 적절한 공구를 선택합니다.

[경계]를 선택하고 3D가공을 할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480

7 QuickVision 3D

Z레벨 정삭가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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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D 모델링 기능
Step1≫

[열기] – [전개도] 부품을 불러옵니다.

Step2≫

3D 작업을 할 부분에 커브체인을 이용하여 체인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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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3D 그리기]를 이용한 모델링

[3D 그리기] – [돌출] 명령을 실행합니다.

테이퍼 각도 : 0 입력후 엔터

체인선택 : 돌출할 체인을 선택합니다.

체인높이 : 44 입력후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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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방법으로 [돌출]을 진행합니다. 체인높이: 18

[3D변형] – [블럭합치기] 통해서 두 솔리드를 합쳐줍니다.

아래 부분을 [3D변형] – [보스]명령어를 이용해 돌출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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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 명령어 실행후 보스 높이 : 2를 입력합니다.

보스 테이퍼 각도 : 0 을입력 합니다.

보스면으로 솔리드의 상단면을 선택합니다.

보스할 체인을 선택합니다.

오른쪾 그림과 같이 보스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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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식으로 보스를 진행 합니다. 보스 높이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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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를 다하셨으면 [3D변형]에서 포켓을 선택합니다. 포켓 깊이 : 9 입력

포켓 테이퍼 각도 : 0 입력

포켓면을 솔리드 상단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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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할 체인을 선택하여 포켓을 진행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홀에대한 포켓을 진행합니다. 포켓 깊이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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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3D모델링 리브 생성하기

[보스] 할 부분에 체인을 겁니다.

[3D변형]-[보스] 기능을 이용하여 선택된 체인에 보스를 걸어줍니다.
보스높이 : 17.5 보스 테이퍼각도: 0 ( 단, 보스면 선택을 그 면에 맞게 계속 바꿔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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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변형] –[모따기] 기능을 이용하여 모따기를 합니다.
모따기길이 : 17.5 , 48

위와 같은방법으로 모따기를 진행합니다.
리브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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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필렛과 모따기로 3D모델링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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