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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 서페이스 모델러 및 3D 형상을 이용한, 사용이 쉽고
정밀한 NC 데이터 생성, 기계 시뮬레이션, 파라메트릭 디자인,
경제적인 가격으로 생산성 향상을...

QuickCADCAM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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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 서페이스 모델러 및 3D 형상을 이용한, 사용이 쉽고
정밀한 NC 데이터 생성, 기계 시뮬레이션, 파라메트릭 디자인,
경제적인 가격으로 생산성 향상을...

QuickCADCAM
2D CAD 기능
QuickCADCAM의 CAD는 사용자의
형상을 생성하고 수정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2d 및 3d 하이브리드 모델링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또한 외부 도면
또는 모델링을 불러들여, 자동 2d
드라프팅으로 전개하여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며, QuickCADCAM V9의 3차원
형상으로부터 직접 사용자 부품 가공을
위한 공정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2d 파라메트릭 형상 정의 기능은
사용자의 패밀리 부품 또는 설계 변경에
따른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3차원 형상의 체크 기능을
통하여, 가공 작업 전에 사용자 부품의
정확성 및 치수 체크등을 통하여,
오류를 사전에 배제할 수 있습니다.

Hot Key를 이용한 신속한 메뉴 호출
강력한 줌 기능
■ 필렛과 모따기의 자동
■ 점, 선, 호, 원 및 스플라인 등의 정의
■ 3D 솔리드 부울린 형상 정의, 스윕, 회전 및 돌출 지원
■ 3D 부울린 연산 지원 이동 합치기 빼기 등
■ 3D 형상 외곽선 발췌 2D 가공 지원
■ 다양하고 정확한 체크 기능
■ 강력한 레이어 관리 기능
■ DXF, IGES, DWG, STL, STEP, AI, EPS, Gbr 등의 불러오기 가능
■ 볼트 및 격자 구멍 패턴 자동 지원
■ 치수기입 기능
■ 윈도우 컬러의 사용

한글, 한자 및 영문 입력 및 가공 기능
복사, 미러, 회전등의 변경 기능
■ 뷰의 다이나믹 회전, 이동 (팬 기능)
■ 뷰의 동적 확대.축소 지원
■ 선, 호 및 교차점의 중심을 스냅
■ 사용자 정의 그리드 스냅
■ 다중 명령취소 기능
■ AutoCAD와 같은 단축키 지정 명령
■ 비트맵 파일의 입력 및 벡터라이징 기능
■ 폰트의 커브에의 정렬등으로 다양한 글씨 정의
■ Windows7, 10 네티브 소프트
■ Windows 7의 32Bit, 64bit 지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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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arametric Kernel
Constraints Solved

3D 모델링 기능
■

솔리드 요소 디자인 : 블록, 웨지, 실린더, 원추,
구, 원환체, 플레이트

솔리드 부울린 기능 : 합치기, 빼기, 교차
솔리드 에지 일정 필렛, 가변 필렛, 정점 필렛
■ 두께주기에 의한 솔리드 생성, 쉘 기능
■ 면 분할, 필렛, 기울기 처리
■ 솔리드 & 서페이스 : 룰드, 회전, 로프트, 스위핑, 돌출
■ 서페이스 : 돌출, 회전, 스위핑, 스파이럴, 룰드, 3 커브,
4커브, 로프트, 커브 메쉬
■
■

CAD 구속 기능
■

점 일치, 평행성, 수직, 접선, 동심, 각도 등에 의한 구속으로
2d 파라메트릭 형상의 지원 및 메이트 기능 지원

■

2d 도면에 대한 2d 구속 지원 및 3d 스케치에 의한 3d
구속 지원으로 어셈블리 및 키네메틱 해석 가능

3D CAD 인터페이스 기능
■

STEP, IGES, X-T, ACIS, STL, VRML
양방향 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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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CADCAM
CAM Mill 2D 기능
공구보정 및 공구간섭 체크 기능
수동 및 자동 황삭 포켓 지원 (지그재그 및 스파이럴)
■ 자동 옵셋과 포켓
■ 보스를 포함한 포켓 및 고정구 인식 가공 기능
■ 고속가공 (HSM) 지원
■ 2.5D, 3D 황삭 및 정삭 가공 지원
■ 다양한 드릴 고정 사이클 지원
■ 조합 드릴 가공 기능 (센터+드릴+탭등)
■ 사용자 공정 생성 및 정의 기능
■ 솔리드 모의가공 체크 기능
■ NC 데이터의 빽플로팅 기능
■ 공구 진입, 복귀의 원호 보간 자동 입력
■ 건드릴용 드릴 가공 루틴
■ 코너 째기 조각 가공 기능
■ 홀 챠트 드릴, 윤곽가공 및 포켓 가공 지원
■ 콘트롤러 사이에 NC 데이터 자동 변환 Haidenhain, Siemens 810,840D 및 840C, Fanuc, Mazak, Yasnuc, Vision380 및 Hurco등 모든
콘트롤러 지원
■
■

Art 기능
소재 설정 기능
정확한 치수에 의한 가공은 물론 이미지 데이터의 벡터라이징 및 라우터 기능
■ DWG, DXF, AI, EPS, PDF 데이터의 호환
■ 이미지(bmp, jpg, gif, tif 및 png)의 자동 벡터라이징 및 조각 가공 지원
■ 윤곽 가공, 포켓 가공, 폰트 원형 배열 가공, 커브상에 폰트 배열 가공등 지원
■ 글씨 조각 기능, 명판 자동 배열 기능
■ 도면의 파라메트릭 정의 패밀리 부품 가공기능
■ NC 데이터의 빽플로팅 기능
■ NC 데이터 솔리드 검증 기능 및 간섭 및 충돌 체크
■ 간판 판넬 가공 지원 자동 전개 기능
■ 자동네스팅 기능
■ 2.5D 및 3D 황삭 및 정삭 기능 지원
■ 4축 가공 기능
■ 사용자 요청 전용 프로그램 개발 가능
■ Fanuc, Haidenhain, Siemens 810,840D 및 840C, Fanuc, Mazak, Yasnuc, Vision380 및 Hurco 등 모든 콘트롤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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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arametric Kernel
Constraints Solved

Turn 기능
선반 전용 축 체인 정의 기능
■ 커브 체인 기능. 수동 체인 기능
■ 체인 시점 변경, 체인 방향 변경, 체인 최적화 .
소재 설정 기능
■

공구 노우즈 보정 및 옵셋 보정 기능 지원
자동 내.외경 면삭, 터닝 황삭 및 그루빙 생성 기능
■ 고정 사이클 및 일반 사이클 지원
■ 수동 면삭, 주물 황삭, 모방 황삭, 나사가공 및
드릴 가공 기능 지원
■
■

■

공구관리 기능.
NC 데이터의 빽플로팅 기능
■ NC 데이터 솔리드 검증 기능 및 간섭 및 충돌 체크
■ 3차원 기계 시뮬레이션 및 충돌체크 기능
■ 직접가공, Z 레벨, W 형식 및 S 형식등 다양한 그루빙 사이클의 지원
■ Post Processor 사용자 편집 기능 지원으로 사용자 NC 데이터
형식의 용이한 생성
■
■

■

Fanuc, Haidenhain, Siemens 810,840D 및 840C, Fanuc, Mazak,
Yasnuc, Vision380 및 Hurco등 모든 콘트롤러 지원

가공 조건 편집 및 재생성 기능

Turn Mill 기능
소재 설정 기능
공구 노우즈 보정 및 옵셋 보정 기능 지원
■ 자동 내.외경 면삭, 터닝 황삭 및 그루빙 생성 기능
■ 고정 사이클 및 일반 사이클 지원
■ 수동 면삭, 주물 황삭, 모방 황삭, 나사가공 및 드릴 가공 기능 지원
■ 가공 조건 편집 및 재생성 기능
■ 공구관리 기능
■ NC 데이터의 빽플로팅 기능
■ 3차원 기계 시뮬레이션 및 충돌체크 기능
■ 직접가공, Z 레벨, W 형식 및 S 형식등 다양한 그루빙 사이클의 지원
■ Post Processor 사용자 편집 기능 지원으로 사용자 NC 데이터 형식의 용이한 생성
■ C축, Y축, B축 프로그램의 지원
■ Fanuc, Haidenhain, Siemens 810,840D 및 840C, Fanuc, Mazak, Yasnuc, Vision380 및 Hurco 등 모든 콘트롤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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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도면의 3차원 코너 째기 가공 기능지원, 다축 라우터 기계의 지원
1일 교육에 이미지 및 CAD 데이터를 NC 프로그램으로

QuickCADCAM
Router 기능
소재 설정 기능
정확한 치수에 의한 가공은 물론 이미지 데이터의 벡터라이징 및 라우터 기능
■ DWG, DXF, AI, EPS, PDF, STL 데이터의 호환
■ 이미지(bmp, jpg, gif, tif 및 png)의 자동 벡터라이징 및 조각 가공 지원
■ 윤곽 가공, 포켓 가공, 폰트 원형 배열 가공, 커브상에 폰트 배열 가공 등 지원
■ 2.5D, 3D 황삭 및 정삭 가공 지원
■ 글씨 조각 기능, 명판 자동 배열 기능
■ 도면의 파라메트릭 정의 패밀리 부품 가공 기능
■ NC 데이터의 빽플로팅 기능
■ NC 데이터 솔리드 검증 기능 및 간섭 및 충돌 체크
■ 3차원 기계 시뮬레이션 및 충돌체크 기능
■ 간판 판넬 가공 지원 자동 전개 기능
■ 사용자 요청 전용 프로그램 개발 가능
■ Fanuc, Haidenhain, Siemens 810,840D 및 840C, Fanuc, Mazak, Yasnuc,
Vision380 및 Hurco 등 모든 콘트롤러 지원
■
■

5면 가공 기능
2D 도면으로부터 5면 좌표계 설정 용이
2차원내에서 용이하게 포켓, 윤곽가공 및 드릴공정의 생성
■ 공구보정 및 공구간섭 체크 기능
■ 수동 및 자동 황삭 포켓 지원(지그재그 및 스파이럴)
■ 자동옵셋과 포켓
■ 보스를 포함한 포켓 기능
■ 다양한 드릴 고정 사이클 지원
■ 조합 드릴 가공 기능(센터+드릴+탭 등)
■ 사용자 공정 생성 및 정의 기능
■ NC데이터의 빽플로팅 기능
■ 공구 진입, 복귀의 원호 보간 자동 입력
■ 솔리드 모의가공 및 기계 시뮬레이션 기능
■ Haidenhain, Siemens 810,840D 및 840C, Fanuc, Mazak, Yasnuc, Vision380 및 Hurco 등 모든 콘트롤러 지원
■ 콘트롤러 사이에 NC 데이터 자동변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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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Modeling & CAM

3D 기능
복잡한 3차원 모델 데이터 이용 3축 가공 데이터의 자동 생성
바운더리 설정에 의해 원하는 영역만을 쉽게 가공 지정
■ 각 가공 공정의 가공 파라메터 우선 설정 후, 추후 공구경로 배치 생성 가능
■ 또는, 공정별 가공 파라메터 설정 후, 직관적으로 공정별 공구경로 생성 후 모의가공 가능
■ 평엔드밀, 볼엔드밀, 불엔드밀, 테이퍼 엔드밀 지원
■ 사이클 타임 자동 생성 및 사이클 타임쉬트 지원
■ 소재 진입 공구경로의 다양한 지원, 플런지, 램프 이동, 스파이럴
■ 다양한 가공 공정의 지원
■
■

- 지그재그 황삭 가공 공정
- 스파이럴 황삭 가공 공정
- 선형 정삭 가공 공정
- 옵셋 정삭 가공 공정
- 단일 드라이브 가공 공정

- Z 레벨 가공 공정
- 3D 옵셋 황삭 가공 공정
- 펜슬 잔삭 가공 공정
- 피킹 잔삭 가공 공정
- 레이싱 잔삭 가공 공정

- 조합 잔삭 가공 공정
- 평면 영역 평행 가공공정
- 트루 스파이럴 가공 공정
- 경사 영역 인식 가공 공정
- 평면 영역 옵셋 가공 공정

■

Haidenhain, Siemens 810,840D 및 840C, Fanuc, Mazak, Yasnuc, Vision380 및 Hurco 등
모든 콘트롤러 지원

■

콘트롤러 사이에 NC 데이터 자동 변환
QuickCAM 3D Machinist는 복잡하고 단순한 3차원 모델 데이터를 읽어, 고 품질의 공구경로를 빠르고 쉽게 생성하고 NC 데이터를
이용하여 빠르게 솔리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차원 전용 CAM 툴입니다.

■

전체 모델은 물론 임의의 원하는 영역만을 또는 피하여 가공할 수 있습니다.
복귀와 재진입 사이에 공구경로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귀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공정에 따라 생성 NC 데이터의 최적화를 위하여 원호 보간으로 공구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평엔드밀, 볼엔드밀, 불노우즈 및 테이퍼 볼엔드밀를 이용하여 공구경로를 생성합니다.
■ 사용자 정의 시작 및 Z 깊이를 허용합니다
■ XY 및 Z 소재 허용량을 각기 제어할 수 있습니다.
■ 모델 경계에 대하여 공구경로를 에지까지, 에지에 또는 에지를 지나서 까지의 가공을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 다중 피함 영역을 정의하여 자동으로 공구경로를 생성합니다.
■ 평면 영역만을 자동 인식하여 공구경로를 생성합니다.
■ 경사부만을 사용자 조건을 입력하여 자동으로 인식하여 공구경로를 생성합니다.
■ 영역 클리어런스 및 Z-레벨 지원으로 작은 포켓부를 배제하기 위한 옵션을 지원합니다.
■ 다양한 잔삭 옵션으로 펜슬가공, 피킹방식 및 복합 잔삭 기능을 지원합니다.
■ 커브 투영 가공 기능의 지원으로 임의의 3차원 형상에 사용자 커브를 면에 투영 가공 기능 및 2.5축 조각 기능으로써 지원합니다.
■ 일정 겹침 사이클은 서페이스에 대하여 사용자 정의 겹침량을 유지하여 소재 삭제 공구경로를 생성합니다.
■ 가공될 모델의 경사에 관하여 트루 일정 겹침을 적용하여 중삭 또는 정삭 공구경로를 생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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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CAD로 신속한 Wire EDM 방전 가공기 프로그램의
생성과 고성능 경제적인 가격의 덴탈 CAM

QuickCADCAM
Wire 기능
CAD, 서페이스 및 솔리드 모델링 기능
CAM 메뉴의 커스토마이즈 기능
■ 2축 열린 & 닫힌 형상 프로그램
■ 4축 X, Y, U & V 열린 & 닫힌 형상 프로그램
■ 리드인, 아웃의 자동제어
■ 황삭, 정삭 가공의 다중 패스 자동화 기능
■ 무인 가공을 위한 자동화 프로세스 지원
■ 미쓰비씨, 쏘딕, 마키노, 서울정기, 샤밀, 아지, 세이브,
파낙, 두산 Wire EDM 기계 등 모든 기계 지원
■
■

■
■

WindowsXP, 7 네티브 소프트
Windows 7의 32Bit, 64Bit 지원

5축 덴탈 CAM
■

Dental CAD

■

황삭
상부 측면 : 황삭 및 황잔삭
하부 측면 : 황삭

■

정삭
일정 Cusp 가공
Z-레벨, 5축 옵션 포함

■

상세 정삭
잔삭 정삭
마진 라인

■

5축 기계 (덴탈 전용)

■

덴탈 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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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자동배열 기능 지원으로
쉬이트 메탈가공의
높은 생산성 달성..

Laser 기능
AutoCAD DWG의 이용 공구경로 생성
자동 내.외측 구별 공정 생성
■ 리드인.아웃 자동 선정
■ 코너 루프 가공 등 다양한 패턴 지원
■ 사용자 정의 피이드레이트 제어 가능
■ 제품 코너 형상에 따른 이송속도의 자동 제어
■ 리드인.아웃의 용이한 수정
■ 공구경로 최적화
■ 강력한 Post Processor의 지원
■ DXF, IGES, DWG, STL, STEP, AI, EPS, Gbr 등의 불러오기 가능
■ 이미지 데이터의 벡터라이징 가공 지원
■ 한글, 한자 및 영문 입력 및 가공 기능
■ 레이져, 프라즈마, 산소절단기, 라우터, 워터젯 등 지원
■
■

고급옵션
공통가공
다중 토치 가공 지원
■ 미쓰비씨, 한광, 트럼프, 아마다, 바이스트로닉스, 버니, 베른, 대우,
에삽, 핀파워, 고이께, 마작, LVD, 무라타, 니씬보, 프리마, 삼성, 도시바 등등 지원
■
■

AutoNesting 기능
AutoNesting STD 모듈
다른 크기 및 형상의 다중 쉬이트에 대해 효율적인 네스팅
각 쉬이트에 대한 코너 및 방향 지정
■ 부품 및 쉬이트의 그레인 방향 제어
■ 각 부품에 대한 리드인 및 리드아웃 지원
■ 각 부품에 우선성을 설정 네스팅 가능
■ 대형 부품의 홀에 부품의 선호 네스팅 가능
■ 각 쉬이트에 우선성 네스팅 코너 지정
■ 각 부품에 대한 회전 및 미러 지원
■ 소재 효율성을 위한 네스트 채움 부품
■ 단일 유니트로써 상호관련 부품의 컬렉션의 네스트 기능
■ 절단기 가공 피쳐 (임의 사각형 배열)
■ 최적화 이용을 위한 고효율 네스팅 방향 활용
■ 쉬이트에 대한 지정 영역에 네스트할 로컬 영역 피쳐
■
■

AutoNesting 고급 옵션 모듈
클러스터 및 공통가공 기능
다중 토치
■ 마스터 플레이트
■ 공통 펀치
■ 그리드 맞춤
■ 최적화
■ 전단 네스팅 (사각 네스팅)
■ 최적화 사각 네스팅

재고 예측 네스팅
가공 시퀜스 생성
■ 잔여 & 스크랩 생성 관리
■ 스트립 네스팅
■ 속도 네스팅
■ 가죽 네스팅
■ 튜브 네스팅
■ 스냅 네스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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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자동화 및 네트웍의 지원으로 공장 문서의 데이터 관리
사용자 NC 프로그램의 DB 관리로
대용량 프로그램의 데이타베이스화

QuickCADCAM
QuickDNC 기능
DNC 통신 기능
(Xon/Xoff, DTR/DSF, RTS/CTS 지원)
(전송속도 110에서 256000baud까지 지원)
■ 빽플로팅 기능
■ QuickMulti-DNC 동시 제어 기능
■ QuickFTP NetWork 전송 기능
■ 솔리드 검증 빽플로팅 기능
■

프린터 플로터 및 파일 프린터 지원
스케쥴 전송 기능
■ 원격 제어 기능
■ 리스타기능
■ DB 관리 기능
■ 내장 NC 데이터 편집기
■ 블루투스 무선 DNC 지원
■
■

- 충돌체크, 측정, STL 비교
- 사이클 타임 쉬이트 레포트 지원
- 선반 고정사이클 검증 기능 지원
- 기계 시뮬레이터 2축선반, 2-5축 밀링, 복합기, 레이져, 와이 EDM, 전용기 가능

Cimco Edit 기능
Cimco Edit 소프트웨어 전세계 많은 사용자를 갖고 있는 사용이 쉽고 강력한 편집기로써 2D Mill, Turn, 3-4축 Mill은 물론 5축 NC 데이터를
쾌속하게 그래픽 빽플롯 시뮬레이션을 기계의 컨트롤러 특성에 따라 지원하는 편집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계 컨트롤러의 지원은 Fanuc, 하이덴하인, 지멘스, Fagor, HAAS는 물론 Fanuc 매크로 프로그램도 그래픽 빽플롯하여 사용자의 NC
데이타의 거의 모든 데이타를 그래픽 검증할 수 있다. 또한, Mazatrol 대화형 프로그램의 경우도 뷰어로 확인 데이터 관리를 가능하게 해
준다
Cimco Edit 옵션
- Cimco DNC-Max
- Cimco NC-Base
- Cimco MDC-Max
■ 신.구형 기계의 모니터링 지원 프로그램
- Cimco CNC-Calc
- Cimco PDM
- Cimco Filter
- Cimco NFS/FTP Serv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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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프로그램의 개발로
생산성의 극대화 및 반복 작업의 손실 배제는
프로그램 생성의 자동화로

전용프로그램 개발
4축 라우터 및 슈퍼 드릴 홀 CAM

건드릴 기능
■ 건드릴 자동 유틸리티 CAM

핸드폰 액정 가공용 4축 가공용 전용 CAM의 개발과 Wire EDM 작업의 홀
가공 전용기 CNC 슈퍼드릴 기계용 전용 홀 자동 작업용 홀 CAM 프로그램의
개발로 CAD 데이터 DXF 또는 DWG 데이터로 부터 자동 홀 가공용 NC
데이터의 자동 생성을 지원하는 CAM의 개발

■ 도면의 드릴 직경 정보 자동 추출 챠트화
■ 도면내 드릴 정보의 직경별 자동 쏘팅
■ 수동 센터, 드릴, 탭등의 사이클 생성 가능
■ 자동 조합드릴 기능 지원 센터, 드릴 및 탭 작업의 자동화
■ 건드릴용 도면의 폰트 챠트 자동 인식 시스템 지원. 챠트의

드릴 정보 및 깊이별 자동 인식
■ 자동 추출 드릴 정보의 챠트로 부터 사용자 NC데이터 생성

사용자화 자동 생성

■ 건드릴용 추출 챠트로 부터 좌표계 변환 자동
■ 건드릴 추출 챠트 이용 드릴 속성별 쏘팅 자동
■ 건드릴 기계 NC 데이터 포멧으로 자동 생성
■ 드릴 직경별 건드릴 NC 데이터 자동 생성
■ 건드릴 깊이별 NC 데이터 자동 분리 생성
■ AutoCAD DWG 인터페이스 기능
■ TopSolid7 3D 디자인 소프트와의 연계로 3차원 데이터 이용 CAM 지원.
■ 한국 건드릴등 모든 건드릴 기계 NC 데이터 형식 지원

서버 QuickDNC 기능
고이께 산소 절단기와 같은 PC형 컨트롤러의 경우 각 기계로부터 서버로부터 원하는
NC를 원격으로 다운로드 후 2축 및 4축 베벨가공 NC 데이터를 그래픽적으로 확인 후
가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버 DNC 프로그램을 개발 납품

양각금형 기능
CAD 데이터로부터 피그테일을 포함 공구보정에 따라 내측 외측의 자동
옵셋계산을 하며, 공구별 가공 길이를 입력하여 공구수명에 따른 자동
공구교환을 하며 높이 단차에 따른 자동 옵셋 계산은 물론 코너의 에지를
살리기 위한 코너 릴리이프 가공을 지원하도록 전용 CAM 프로그램을 개발.

비구면 렌즈 가공 CAM
스크류 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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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Works
산업특정 어플리케이션

다중 플레이드 가공

목공작업 CAD/CAM

통합 지원

덴탈 CAD/CAM

5축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정의 개발

3축 및 4축 어플리케이션

공정 최적화

로보틱스

개발 프로젝트
주요 이점
●

●

CAD/CAM 기술의 경험 있는 개발자의 개발 지원
CAM 기업 60% 이상에 사용된 공구 경로 생성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코드 베이스

●

팀 규모와 프로젝트 기간의 유연성 제시

●

개발팀과의 직접 접촉 및 기술지원

5축 개발
●

다중 블레이드 가공 모듈

●

포트 가공모듈

●

덴탈 모듈

●

목공작업 모듈

●

광학모듈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

●

기계 시뮬레이션
-

밀턴 복합기

-

2-3축 MCT

-

로보트

소재 시뮬레이션 및 검증
-

그라인딩 머신

-

WIRE – EDM

12 ModuleWorks

사용자 정의 개발
●

제품 관리 지원

●

다수 개발자의 1일에서 연간 프로젝트 작업결정.

●

유연한 IPR 소유권 (전체 또는 기간제한 및 공동소유)

산업계의 특정 목적의
광범위한 영역을 위하여
CAD/CAM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정의 개발을 산업계에 제공
유연한 팀 규모와 프로젝트 기간의 고도의 숙련된 개발자 지원

4-5축 구성요소
ModuleWorks 5축

ModuleWorks의 강력한 5축 옵션 적용

다중 블레이드 구성

●

다중패스 황삭 테크닉

●

자동틸팅, 링크 쏘팅

●

4축 로터리 가공

●

스무드와의 다중분리자 지원

●

블레이드, 블리스크 및 임펠러 가공을 위한 전략

●

필렛가공, 에지가공, 영역제어

●

완전 5축 소재 삭제

●

관심뷰의 줌 뷰 지원

●

공구경로 및 소재 해석 옵션

ModuleWorks황삭
●

다중패스 황삭 Z- 또는 XY가공증분

●

고속 가공 황삭은 자동으로 전략을 선택

●

자동 충돌 제어

●

에어컷팅을 최소화하기 위해 3D 소재 모드에 대하여 지원하고 피이드 최적화 적용

●

다축 플런지 황삭

ModuleWorks정삭
●

측면 벽 가공에 대하여 스왑 가공

●

블레이드 가공에 대한 플로우라인 가공

●

모프 및 스파이럴 옵션 포함한 언더컷 가공

●

기계리미트 베이스 공구 축 제어

●

가우지 체크 및 충돌체크

ModuleWorks고급정삭
●

복합 구성요소에 대하여 빠른 자동가공 전략

●

3-5축 전환

www.modulework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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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D Kernel
C3D Modeler

C3D 모델러는 커널의 지오메트릭 모듈입니다.
C3D 모델러는 3D 솔리드 및 하이브리드 모델링, 스케치 및 2D 도면에 대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키 피쳐는 다음의 운용을 포함합니다.
•질량 관성 속성 계산
•플라너 투영캐스팅
•단면 뷰 생성

•얇은 쉘 솔리드 생성
•직접 모델링으로 디자인
•부품 필렛 및 모따기

C3D Converter
C3D 컨버터는 커널에 대한 변환기 모듈입니다.
C3D 컨버터는 모든 주요 교환 포멧으로 지오메트리
모델을 읽고 작성합니다.

컨버터에 의해 지원되는 포멧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CIS (읽기 및 쓰기)
•IGES (읽기 및 쓰기)
•ParasolidX_T (읽기 및 쓰기)

•STEP (읽기 및 쓰기)
•STL (읽기 및 쓰기)
•VRML (읽기 및 쓰기)

C3D Viewer

뷰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솔루션

14 C3D Kernel

C3D 커널은 CAE(Computer-Aided Engineering), CAM(Computer-Aided Manufacturing) 및 공정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같은 관련 어플리케이션과 CAD(Computer
Aided Design) 소프트웨어에 키 구성 요소 입니다. ASCON은 회사의 CAD 프로그램,
KOMPAS-3D의 구성요소로써 1995년에 C3D의 개발을 시작합니다.
2013년에 ASCON은 커널을 개발하고 광고하기 위하여 책임지고 있는 ASCON의 부서, C3D
를 통하여 라이선스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C3D 커널을 만듭니다. 3rd 파티 개발자는
그들의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신뢰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능을 확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제품의 개발 비용을 절감과 기존 2D 시스템을 베이스로 3D 모델러를 빠르게 생성하기 위하여
C3D 커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널은 세개의 모듈, C3D 모델러, C3D 솔버 및 C3D 전환기로 구성됩니다

C3D Solver
C3D 솔버는 커널의 파라메트릭 구속 솔버 입니다.
C3D 솔버는 2D 및 3D 지오메트리에 대해 파라메트릭 구속을 생성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능을 자랑합니다.
•2D 도면과 3D 스케치에 대한 2D 구속 솔버
•어셈블리 및 키네메틱 해석에 대한 3D 구속 솔버

솔버는 다음의 구속 형식을 지원합니다.
•동시 발생(2D 및 3D에 사용할 수 있음)
•점 정렬(2D)
•각도(2D 및 3D)
•동축도(3D)
•거리(2D 및 3D)
•등간격 길이(2D)
•등간격 반지름(2D)

•지오메트리 고정(2D 및 3D)
•고정 길이 및 방향(2D)
•입사각(2D)
•평행성(2D 및 3D)
•수직성(2D 및 3D)
•반지름(2D)

Developer Toolkit
개발자 플랫폼은 다음의 운용 시스템에 대해 구동됩니다

개발환경은 다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능합니다

Linux 64-bit / Windows XP 32 및 64-bit /
Windows Vista 32-및 64-bit /
Windows7 32-및 64-bit / Windows8 32-및 64-bit

Microsoft Visual Studio 2005
Microsoft Visual Studio 2010
Microsoft Visual Studio 2012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은
다음 포멧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다음언어로 온라인
제공됩니다

기술지원은 다음 채널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및 Linux 버전
쏘오스 필드 및 컴파일 이진법

영어 / 러시아어

개발자로부터 직접 지원
서비스 데스크 온라인 도움말
매 2주 새로운 업데이트
아시아 한국 딜러 설아테크 기술지원

www.c3dla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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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CADCAM v9

QuickCADCAMSolid & Surface
베이스Cam

QuickCADCAM v9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115, 804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3차 804호)
TEL 82-2-1661-3215 / FAX 82-2-6919-2532
solartech@cadcam1.co.kr / www.quickcadc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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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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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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 작성 리스트와 편집

0. QuickCADCAM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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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티티 자동 체인 생성(윈도우 체인)
: 평면도 뷰(TOP VIEW) 이동

: 엔티티를 지우기 위해 사용
: 연결 된 엔티티를 모두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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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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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트림]기능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엔티티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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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Step4≫

[분해]기능을 이용하여 사각형 형태를 분해하여 각각의 직선으로 분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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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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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옵셋]기능을 이용하여 엔티티를 원하는 거리와 개수만큼 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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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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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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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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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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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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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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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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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위치에 따라 NC 데이터의 좌표 결과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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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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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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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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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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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지름] 버튼을 누르면 잠시 작업화면으로 전환되며,
마우스

커서가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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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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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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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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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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이동]탭에서는 안전가공을 위한 Z높이 설정 값을 입력합니다. 실제 절삭하는 공구경로를
제외하고 진입초반과 후반복귀 그리고 중반이동에서 안전높이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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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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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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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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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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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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핀들방향

시계방향

공구의 회전시 돌아가는 방향 결정(M03,M04)

절삭유

사용안함

절삭유의 사용여부 결정(M08 ON/OFF)

원호가공일 때 이송속도 가감속(이동속도-XY 에서 가감속)

마지막 결과 출력을 위해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계산모션을 거쳐 작업결과가 [코드]탭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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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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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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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와이어 시뮬레이션을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NC코드의 첫줄 선택 후 키보드 아래 버튼을
연속으로 누르면 가상공구가 공구경로대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검증용 도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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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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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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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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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 버튼을 눌러 공구매거진에서 가공에 필요한
공구를 찾아 선택합니다.

[T01] ø10 평앤드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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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 체인 선택 후

키를 누르면, 「체인목록」에 입력한 체인이 추가됩니다.

공구와 체인의 결정 후, 오픈포켓가공의 주요 설정인 [전략]탭에 아래 조건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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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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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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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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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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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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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누르면, 「체인목록」에 입력한 체인이 추가됩니다.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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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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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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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출력된 드릴링의 NC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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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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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를 깊이 결정

후퇴방식

칩브레이커

후퇴량

1(mm)

옵셋방향

좌측

체인의 좌측으로 공구를 위치

보정방향

좌측

공구의 좌측 보정

가공방법

일방향

가공방향

하향가공

Z 깊이를 나누어 가공할때 증분으로 후퇴하는 방식
칩브레이커 사용시 증분후퇴 높이

여러번 깊이스탭 가공시 진행방향을 편향으로 설정
기본적인 공구 진행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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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측면여유량

0(mm)

정삭을 위한 측면의 여유량

바닥여유량

0(mm)

정삭을 위한 바닥의 여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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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결과, NC 데이터 저장
모든 공정을 계산하여 시뮬레이션으로 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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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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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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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CAMV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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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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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공구경로 최종 절삭 깊이 결정

최종깊이

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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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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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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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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딩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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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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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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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안전거리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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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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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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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딩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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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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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2] ø5 평앤드밀을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최종 적용됩니다.

61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다음 순서로 체인목록의 체인선택버튼을 누르면
공정창이 잠시 숨겨지고 체인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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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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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최종깊이

1(mm)

공구경로 최종 절삭 깊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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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힌체인 선택 후

키를 누르면 윤곽공정에 체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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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평면

0(mm)

가공이 시작되는 Z 위치

안전거리

2(mm)

가공을 위한 Z 안전높이

최종깊이

2.5(mm)

공구경로 최종 절삭 깊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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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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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가상소재와 소재시뮬레이션 제어창이 화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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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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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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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림아이콘 버튼을

필렛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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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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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서브프로그램공정]을
불러옵니다.
1 복제를
공정 복제프로세스
따라하기
○
“기본 밀링 가이드”를 통해 저장된 작업데이터인 「밀링
따라하기」 작업데이터를 이용하여 NC 복제 배열을
진행 합니다.
[복제타입]창의 「복제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공정복제]창이 나타납니다.

91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공정목록]리스트에 복제할 공정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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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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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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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면 가공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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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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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CAMV7.6.1.0
\cad\example → 『HSM ex01.dwg』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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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가공 아이콘 선택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메뉴바 위치 : [캠공정] → [밀링] → [포켓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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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체인을 걸어주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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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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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로 입력을 완료 합니다. (고정구로 목록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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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를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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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반이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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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으로 복사 후 붙여넣기로 복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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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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딩 시뮬

레이션을 통해 잔삭 공구경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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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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CAMV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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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를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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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반이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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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CAMV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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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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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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를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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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반이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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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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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성된 2.5D오픈포켓 공구경로를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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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경로와 공구경로간 이동형식을 원호와 선분조합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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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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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성된 페이스밀링 공구경로를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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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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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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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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F. 가공결과 NC저장
모든 공정을 계산하여 시뮬레이션으로 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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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 30mm
: 볼앤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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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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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 XY : 500
피드 Z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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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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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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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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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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클릭으로 선택 후

키를 눌러 영역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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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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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CAMV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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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절
입량

측면스탭량

측면 반지름형상 선택으로 인해 깊이값은 자동 설정

0.3mm

시작평면에서 최종깊이까지를 스탭으로 나누는 깊이절입량

70(%)

2.5D 포켓의 측면스탭간격(작을수록 면이 깨끗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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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절

0.1mm

시작평면에서 최종깊이까지를 스탭으로 나누는 깊이절입량

스캘럽높이

0.1mm

2.5D 포켓의 측면스탭간격(작을수록 면이 깨끗합니다.)

보정방향

좌측

가공의 기준이 되는 보정으로 좌측 혹은 우측을 사용함

체인방향

반시계방향

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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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반지름형상 선택으로 인해 깊이값은 자동 설정

보정방향 좌측을 기준으로 내측 가공을 위해 반시계 설정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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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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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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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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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좌측 체인의 화살표는 상부를 향하고 우측 체인의
화살표는 아래를 향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 체인의 방향이 같은경우 공구경로 위치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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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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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공구 결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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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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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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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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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반지름형상 선택으로 인해 깊이값은 자동 설정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2.5D 단순 황삭의 가공 패턴을 옵셋형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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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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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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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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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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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H. 소재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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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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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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하단 꼭지점을 선택합니다.
B. 우측 상단 꼭지점을 선택합니다.
를 눌러 소재의 XY-크기를 결정합니다.

소재의 두께(25mm)를 입력합니다. 확인으로 소재창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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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완성된 nc데이터의 정밀한 검증을 위하여 소재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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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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가공결과 NC저장
모든 공정을 계산하여 시뮬레이션으로 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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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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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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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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0, y0 / 종점 x100, y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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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원 그리기 : 반지름 R25 / 중심점 x50, y50

원 그리기 : 반지름 R5 / 중심점 x50, y15

원형 배열 : 반지름 R5 중심원 복제
갯수 4 / 기준점 x50, y50 / 각도 90˚

G54-상부레이어의 전구를 선택하여 레이어를
비활성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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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5 - CAD Drawing≫
G54-정면 레이어 모드 선택 후 예제 도면을 드로잉합니다.

사각형 그리기 : 가로 100mm / 세로 30mm
코너 직각 / 시점 x0, y0 / 종점 x100, y30

사각형 그리기 : 가로 60mm / 세로 20mm
코너 R10 / 시점 x20, y5 / 종점 x80, y25

원 그리기 : 반지름 R1.5 / 중심점 x10, y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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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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0, y0 / 종점 x30, y100

_
사각형 그리기 : 가로 20mm / 세로 40mm
코너 R10 / 시점 x5, y5 / 종점 x25, y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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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 10ø
30mm
회전수
회전수 :: 3000rpm
3000rpm
피드 XY : 500
피드 XY : 500mm/min
피드
피드 Z
Z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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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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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눌러 자동 체인을 생성합니다.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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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를 깊이 결정

가공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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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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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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를 깊이 결정

가공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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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NC코드를 파일화 시키기 위해, G54-상부좌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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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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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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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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눌러서 닫힌체인을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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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를 깊이 결정

가공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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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를 깊이 결정

1 회절입량

5(mm)

드릴가공시 1 회 절입 깊이값, 싸이클의 Q 값

싸이클

G83[심공 드릴]

[확인]버튼으로 마무리 하면 계산을 과정을 거쳐
우측 CAM창의 G55-정면좌표계 내에 드릴공정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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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심공 드릴링 싸이클(G83)

1. QuickCADCAM Milling 따라하기
NC코드를 파일화 시키기 위해, G55-정면좌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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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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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티티 클릭 후

을 눌러 닫힌체인을 두개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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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를 깊이 결정

가공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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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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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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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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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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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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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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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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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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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눌러 “커브 체인을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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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 이동

Z 그리고 X

공구 최종복귀시 Z축선 이동 후 X축 이동

동시이동

공구 최종복귀시 XZ축 동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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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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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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클릭하면 공구 생성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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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릴
가공방향 : Z 축방향
인써트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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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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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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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 버튼을 누르면 [공구매거진]창이 나타납니다. 현재 황삭공정에 사용할 공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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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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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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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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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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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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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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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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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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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형식>







<S형식>



<Z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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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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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삭



Z축방향으로만 정삭(X축방향은 정삭을 진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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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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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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Step7≫

내경 그루브 공구를 이용하여 내경 정삭공정을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정삭공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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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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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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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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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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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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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CAMV7.6.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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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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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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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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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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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 버튼을 누르면 [공구매거진]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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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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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부분과 동일하게 체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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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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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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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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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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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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CAMV7.6.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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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R: 0.2
노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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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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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 버튼을 누르면 [공구매거진]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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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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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 버튼을 누르면 [공구매거진]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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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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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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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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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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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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입/후퇴 코드 : 스크류/나사 싸이클 진입/후퇴 시 급속이동(G00) 또는 나사코드(G32)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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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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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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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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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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예제 도면 그리기(CAD Drawing)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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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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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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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모따기] 기능을 이용하여 도면에 모따기를 그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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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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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작업평면 변경

공정창의 1.G54 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기계추가를 선택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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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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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YX평면(밀링)에서의 스케치

[2D 그리기] > [커브] > [파라메터형상]을
선택합니다.

파라메터형상의 메뉴 창에서 표준형상의
“SlotCircle”을 선택합니다. 우측의 이미지와
동일한 치수를 입력후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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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스케치를 생성할 위치는 원점을 클릭하거나
혹은 명령창에 0,0 →

를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이 “SlotCircle”의 스케치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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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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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한 스케치를 90 도 간격으로 원형 배열하기
위해, [2D 변형] > [배열] > [배열,원]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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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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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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 그리기] > [커브] > [파라메터형상]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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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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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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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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QuickTurnMill 가공준비 따라하기
Step1≫

턴밀 가공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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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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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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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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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가공위치 : 외측
가상인선 : 1 (적용)

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T4]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4] 공구 생성 완료,
기계타입 : 밀링
공구타입 : 드릴
가공방향 : X축방향
회전수 : 1000
피드XY : 800
피드Z : 800
직경 : 4.5
각도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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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6] 공구 조건을 입력 후 확인을 눌러 [T6] 공구 생성 완료,
기계타입 : 터닝

기계타입 : 밀링
공구타입 : 선삭

공구타입 : 평앤드밀
가공방향 : 좌측

가공방향 : X축방향
가공위치 : 외측

회전수 : 1500

가상인선 : 1 (적용)

피드XY : 1000
인써트 : C

피드Z : 600

회전수 : 180

직경 : 6

피드 XY : 0.15

높이 : 50

피드 Z : 0.2
노즈 R : 0.8
기계타입 : 터닝
공구타입 : 선삭
가공방향 : 좌측
가공위치 : 외측
가상인선 : 1 (적용)
인써트 : C
회전수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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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하고자 하는 평면을 선택하여 키보드의
스페이스 바를 눌러 평면을 변경해줍니다. 작업
평면을 변경할 시 각 평면에서 생성한 스케치
들이 보여집니다.

제일 먼저 ZX 평면을 선택하여 키보드의

바를 눌러서 선반 작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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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창에서 소재를 더블클릭하여 소재 체인을
입력해줍니다.

[소재 체인]은 에서 생성한 체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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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QuickTurnMill 가공 따라하기
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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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황삭공정을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황삭공정] 선택

[황삭공정]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공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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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연장을 이용하여 가공할 부분의 체인을 연장시켜 줍니다.

<시점연장 된 가공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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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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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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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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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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CAM 창 상단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러 공구경로를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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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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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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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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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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YX(밀링) 평면에서의 포켓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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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생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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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눌러 자동체인을 생성해줍니다.

<체인생성 후>

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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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평면이 -63 이 되는 이유는
ZX 평면에서 선반작업으로
황,정삭을 하여 Z-63 까지는 소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평면을
-63 으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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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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관리] > [커브체인] > [커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체인을 생성하여 줍니다.

[체인관리] > [커브체인편집] > [체인열기]를 이용하여
이미지와 같이 체인 우측 부분을 열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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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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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힌 옵셋을 체크하지 않은 경우의 공구경로>

<닫힌 옵셋을 체크한 경우의 공구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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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ZY(밀링) 평면에서의 드릴가공

공정 창에서 1.G54 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기계추가를 클릭합니다.
평면뷰는 ZY 평면(밀링)을 선택하고,
좌표계는 실린더좌표를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공정 창에 4.ZY(MS:실린더좌표)가 생성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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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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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CAMV7.6.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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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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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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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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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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브
가공방향 : 우측
가공위치 : 외측
가상인선 : 좌측 (적용)
인써트 : C
노즈 R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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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Z: :70
직경 : 15 ø
유효깊이 : 150
각도 : 120

325

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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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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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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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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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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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앞서 진행한 면삭황삭에서의 조건 중에서 절입량(3)과 사이클형식(외측)만 변경한 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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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Step2≫

그루브 공구를 사용하여 그루브 공정을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그루브공정] 선택

[그루브공정]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공구를 선택합니다.

[공구] 버튼을 누르면 [공구매거진]창이 나타납니다. 현재 그루브 작업에 사용할 공구를 선택합니다.

[T2] 그루브 공구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공구가 최종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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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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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형식 = 외측
그루부방법 = 직접

위 그림과 같은 조건 입력 후 [이동]탭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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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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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이 2 개의 그루브 공정을 생성된 것을
공정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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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누르고

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Step3≫

정삭 공구를 사용하여 정삭 공정을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정삭공정] 선택

[정삭공정]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공구[T03]를 선택합니다.

황삭에서 사용한 2 개의 체인을 선택합니다(면삭정삭과 외경정삭 공정을 따로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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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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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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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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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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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창에는
정삭공정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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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Step4≫

드릴 공구를 사용하여 드릴 공정을 생성합니다.

[캠공정] → [선반] → [드릴공정] 선택

[정삭공정]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공구[T04]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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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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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이 드릴공정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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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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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이 YX 평면의 기계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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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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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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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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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Step2≫

가공 할 영역에 체인을 생성합니다.

YX 평면에서 작업할 영역에 체인을 생성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체인을 생성할 선들을 선택하여
키보드의

을 누르면 자동체인이 생성됩니다.

체인을 생성할 선들을 선택합니다.

을 사용하여 체인의 방향 및 시작점이
임의로 생성되므로 [체인관리] > [커브체인편집]
> [시점변경]or[방향변경]을 이용하여
변경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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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체인이 생성됩니다.

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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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할 체인을 선택하는데 하단의 체인선택을
클릭하여 Step2 에서 생성한 체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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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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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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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uickCADCAM Turning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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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RouterV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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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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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누릅니다.

3. QuickROUTER 따라하기
다음 스탭, [공구선택] 가공에 필요한 공구인 「T01, 5Ø평앤드밀」을 선택 후

다음 스탭, [Z이동]이 나타나면 Z깊이와 안전높이에 대한 옵션 입력 후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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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버튼을 누르면 가공할 도면을 선택할 수

마우스커서를 이용해 원하는 도형이나 글씨를 선택후

버튼을 누르면 공구경로가 출력 됩니다.

362

버튼을 누릅니다.

3. QuickROUTER 따라하기
가공할 도면인 QuickRouter글씨를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 모두 선택 후

QuickRouter에서 NC데이터 결과가 생성되며, 와이어 시뮬레이션

키를 2회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면 작업창에

공구경로가 선분으로 표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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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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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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누릅니다.

3. QuickROUTER 따라하기
다음 스탭, [공구선택] 가공에 필요한 공구인 「T01, 5Ø평앤드밀」을 선택 후

다음 스탭, [Z이동]이 나타나면 Z깊이와 안전높이에 대한 옵션 입력 후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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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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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시계방향

버튼을 누릅니다.

하향가공을 위해 좌측으로 윤곽가공을 진행
좌측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가공시 가공선의
바깥으로 윤곽가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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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를 2회

누르면, 윤곽가공 결과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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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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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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누릅니다.

3. QuickROUTER 따라하기
다음 스탭, [공구선택] 가공에 필요한 공구인 「T01, 5Ø평앤드밀」을 선택 후

다음 스탭, [Z이동]이 나타나면 Z깊이와 안전높이에 대한 옵션 입력 후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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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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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셋방향/보정방향

좌측

체인방향

계층 CW

버튼을 누릅니다.

하향가공을 위해 좌측으로 윤곽가공을 진행
보정 좌측 기준, 계층 CW 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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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를 2회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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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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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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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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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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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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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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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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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마우스 사용방법
오른쪽 버튼

팝업 메뉴, V-carve의 주요 기능을
빠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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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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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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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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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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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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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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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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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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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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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눌러서 제거 합니다. 이로써 벡터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4. V-Carve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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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를 누른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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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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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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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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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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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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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점

적정소재

하향가공

공구회전방향과 절삭방향이 일치하고 초기 절삭량이 과다

아크릴, PCB, MDF

상향가공

공구회전방향과 절삭방향이 다르고 가공면이 다소 거칠다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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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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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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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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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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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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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5. 부록
5-1. RS-232 통신관련 자료


Fanuc DB25 시그널 설명

시그널 명칭

핀 #

I/O

설명

SD

2

O

데이터 송신 : Sending Data (Tx)

RD

3

I

데이터 수신 : Receiving Data (Rx)

RTS

4

O

송신 요청(Request To Send) : 이 시그널은 NC가 데이터 송신을 시작할 때와
전송이 끝날 때 온으로 설정된다. 전송 종료에서는 off로 됩니다.

송신 클리어(Clear To Send) : 이 시그널과 DSR 시그널이 하이로 설정될 때, NC는

CTS

5

I

SD로부터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다. 이 시그널이 로우로 설정되면, NC는 두 개
이상의 문자가 보내진 후 송신을 중단할 것이다. 시그널이 사용하지 않으면 5에서
4로 점프.
데이터 설정 준비(Data Set Ready) : 외부 장치가 이 시그널을 하이로 설정하는 데

DSR

6

I

필요한 운용이 준비된다. 이 시그널은 데이터 전송하는 동안에 언제든지 로우로
간다면, NC 알람 86이 발생한다. 시그널이 사용하지 않으면 6에서 20으로 점프.

SG

7

-

CD

8

I

DTR

20

O

PWR

25

O

시그널 그라운드(Signal Ground)
캐리어 감지(Carrier Detect) : 시그널이 DTR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케이블에서 8에서 20으로 점프.
데이터 터미널 준비(Data Terminal Ready) : 이 시그널은 NC가 운용이 준비됐을
때 온으로 설정된다.
+24VDC 파워 출력 -연결 시 주의
프레임 그라운드 : 이것은 전기적으로 NC 캐비닛 그라운드를 사용자의 외부
장치의 그라운드에 연결한다. ※ 주의: 그라운드가 장치 사이에 다른 전위라면,

FG

1

-

장비에 데미지 및 전기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장비가 적절히 그라운드
되어야 한다! 그라운드 루프를 피하기 위해 CNC 사이드에 만의 프레임 그라운드
연결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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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Fanuc 시리얼 케이블 정보



하드웨어 핸드쉐이킹으로 연결

NC컨트롤
DB25M

컴퓨터
커넥팅구조

BD25F

상세 설명
DB9F

SD

2

--------------

RD

3

RD

2

RD

3

--------------

SD

2

SD

3

SG

7

--------------

SG

7

SG

5

RTS

4

--------------

CTS

5

CTS

8

CTS

5

--------------

RTS

4

RTS

7

DSR

6

----┐

DTR

20

----┤

CD

8

----┘

← 시그널 그라운드

NB : Fanuc CNC는 Pin 25 = +24VDC 를 가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핸드 쉐이킹으로 연결



NC컨트롤

컴퓨터

DB25M

BD25F

상세 설명
DB9F

SD

2

--------------

SD

3

RD

2

RD

3

--------------

RD

2

SD

3

SG

7

--------------

SG

7

SG

5

RTS

4

----┐┌-----

RTS

4

RTS

7

CTS

5

----┘└-----

CTS

5

CTS

8

DSR

6

----┐┌-----

DSR

6

DSR

6

DTR

20

----┤└-----

DTR

20

DTR

4

CD

8

----┘

← CNC에서 4 에서 5로 점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Fanuc CNC 측면에는 Pins 6, 8 & 20

점프가 필요하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86 CD 알람”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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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416

ISO 테이프 코드 챠트

5. 부록


EIA 테이프 코드 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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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2. Fanuc 0 시리즈 연결 가이드
Fanuc 0-C 컨트롤러는 2개의 RS-232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다. 인터페이스 번호 1 (M5) 은 외부 DB25
암놈 연결기에 배선하거나 빌트인 테이프 리더 인터페이스(4800 보드에) 배선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번호
2(M74)는 옵션이고 외부 DB25 암놈 연결기에 배선할 수 있다. 보드레이트와 기타 파라메터는 NC파라메
터에서 설정된다(아래 그림 참조). 케이블과 시그널 설명에 대해서는 Fanuc RS232 통신페이지에서 한다.



적용가능 메모리 카드 (0-C 및 0-4PC)
메모리 카드

A16B-1212-0210

아날로그 스핀들

(MEM-A3)

A16B-2201-0103

아날로그 스핀들

A16B-1212-0215

16 bit, 시리얼 스핀들

A16B-1212-0216

32 bit, 시리얼 스핀들

A16B-2201-0101

32 bit, 시리얼 스핀들

샘플 “C” 소프트웨어 버전 : 460,462,465,660,662,690,665,88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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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통신 파라메터 설정
파라메터

값

TVON

0

ISO

1

I/O

0(포트 1 사용시), I/O = 2(포트 2 사용시)

PWE

1

TAPEF

0

CNC

포트1

포트2

파라메터

(M5)

(M74)

0002

1xxxxxx1

--

0050

--

1xxxxxx1

0038

01xxxxxx

xx01xxxx

0552

10

--

0253F

--

10

- - 이 파라메터가 이 포트에 영향 없음을 의미.
X 이 비트는 “상관없음“ 설정임을 의미. 1 또는 0 이 O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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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주의: 여기서 보오드레이트 디폴트는 4800 (10) 이다. E,7,2 프로토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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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파라메터 2 주의



펀칭 순서

펀치 NC 파라메터 - 편집 모드, PARAM 화면, EOB + OUTPUT/START
펀치 PC 파라메터 - 편집 모드, DGNOS 화면, OUTPUT/START
펀치 모든 프로그램 - 편집 모드, PRGRM 화면, 0-9999, OUTPUT/START
공구 옵셋 - 편집 모드, OFFSET 화면, OUTPUT/START



리딩 순서

로드 NC 파라메터 - 편집 모드, PARAM 화면, EOB + INPUT
로드 PC 파라메터 - 편집 모드, DGNOS 화면, INPUT
로드 모든 프로그램 - 편집 모드, PRGRM 화면, INPUT
로드 공구 옵셋 - 편집 모드, OFSET 화면,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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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삭제 순서

모든 메모리 삭제 - PWE = 1로 RESET + DELETE 키 누르며 Power On
파라메터 삭제 - PWE = 1로 RESET 키로 Power On
프로그램 삭제 - PWE = 1로 DELETE 키로 Power On
※ 주의 : PWE = SETTING 페이지에 파라메터 8000.0에서 파라메터 작성 가능 비트



표준 Fanuc 시리얼 포트: (DB-25 Female & Honda)

1 = 프레임 그라운드

6=

데이터 설정 준비

2 = 전송 데이터

7=

시그날 그라운드

3 = 데이터 수신

8=

캐리어 감지

4 = 송신 준비

20 = 오류 (데이터 터미널 준비)

5 = 송신 클리어

25 = +24 Volts

DB25의 일반적 소프트웨어 핸드쉐이킹 케이블 구성은 4&5 점프(또는 하드웨어 핸드쉐이킹이 권장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면)에 2,3 크로스 연결 & 7직선 연결 되고, 결국 콘트롤측만 핀 6,8&20이 점프된다.

Fanuc 혼다 컨넥터 (M5 또는 M74) 는 다음과 같이 배선된다.
9 = 전송 데이터

17 = GND

8 = 수신 데이터

10 = FG 또는 쉴드

20 = RTS

14 = +24VDC

19 = CTS

20 = 오류 (데이터 터미널 준비)

5 = 송신 클리어

25 = +24 Volts

5 = DTR

----┐

18 = DSR

----┤

16 = CD

----┘

← 86CD 알람을 막기 위해 점프

DB25의 일반적 소프트웨어 핸드쉐이킹 케이블 구성은 4&5 점프(또는 하드웨어 핸드쉐이킹 라인
선호되면 사용됨)에 2,3 크로스 배선 & 7 직선 연결로 된다, 결국 컨트롤 측에만 핀 6,8&20 점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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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Fanuc ISO 프로토콜 : (E,7,x)

Fanuc 컨트롤러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은 4800 또는 9600 보드, “Even 패리티”, “7 데이터 비트” 와 DC1-4
코드(XON/XOFF, PUNCH ON/OFF)를 사용하는 “1 또는 2 정지 비트” 이다. 위의 파라메터를 참조.



Fanuc 0의 모델 형식 결정

Fanuc 0 시리즈 CNC 컨트롤러 버전 결정을 위해, 마스터 보드 번호와 소프트웨어 버전을 체크한다.
마스터 보드 번호는 메인 써킷 보드의 왼쪽 상부에서 나와 있다. 보통 첨부된 자손 카드를 가지고 있는
컨트롤 캐비닛에 장착되어 있다. “A02B-????-????” 번호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Fanuc의 일련
번호이고 보통 마스터보드 위의 스티커에 나와있다.
사용자는 E-정지 활성(눌린 버튼)이 있는 컨트롤 powering-up에 의해 소프트웨어 버전을 결정할 수 있다.
컨트롤은 소프트웨어 버전 화면(화면의 오른쪽 하부 코너, 사용자는 서보 버전 번호도 볼 수 있다)에
달려 있어야 한다.



Fanuc 0 DNC 드립-피이드 주의&&&

대부분의 공작 기계 제작자들은 드립 피이드 모드(스위치 또는 유지 릴레이 세트의 “오토”모드 또는
“테이프”모드라 불리움)로 구동하기 위한 CNC 능력이 가능했다. 사용자가 Diagnostics 영역의 “DNCI”
비트를 “1”로 가게 할 수 있다면 각각의 라인이 직접 실행된 이 모드에서 사용자의 기계가 어떤 길이의
운영 파일을 지원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DNCI”비트는 G127.5(또는 Diagnostics 비트 127 = xx1x
xxxx)이다. 만약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릴레이를 유지(Diagnostics 영역에서 찾음)하고 가는 것이 좋다.
기계를 DNC 모드에 놓고, 사용자는 AUTO 모드에 있고, 사용자 PC는 파일 전송 준비하고, Cycle Start 를
눌러서 코드 실행하는 것을 시작한다. 코드는 절대 부품 프로그램 메모리로 가지 않아서, 어떤 길이의
NC코드라도 실행할 수 있다. 어떤 데이터 손실(불량 케이블이나 결함 흐름 컨트롤 때문임)은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좋은 DNC 설정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사이트에서 무료데모로
사용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연결에 대해 우리의 QuickDNC 소프트웨어(다운로드 클릭)를 사용할 수
있다.

※ 주의: 사용자가 A16B-1010-0210 마스터보드와 소프트웨어 버전 412-08을 갖춘 Fanuc 0-M 모델 A
(Digital)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용자를 위하여 특별한 DNC 솔루션의 추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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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3. Fanuc 6B 시리즈 연결 가이드


파라메터 번호 310 에서 313 (장치 1 에서 4대하여)
7

6

5

NFED4

4

3

2

RSCB STP2

1

0

BAUD

NFED4 : 0에 설정되면 테이프 피드가 펀치되지 않는다(디폴트). 1로 설정되면 수백의 2진 널의 테이프
피드가 처음 %전에 펀치된다.
RSCB : 0에 설정되면 컨트롤 코드(DC1-DC4) 가 사용된다(디폴트). 1 로 설정되면 컨트롤 코드가
사용되지 않는다.
STP2 : 0에 설정되면 1 정지 비트가 사용된다. 1로 설정되면 2 정지비트가 사용된다.
BAUD : 다음의 챠트에 따라서 보드레이트 설정(혹은 체크).



파라메터 번호 340, 341
보드레이트 3 2 1 0 340 : IDVICE – 입력 장치 선택하고 데이터 입력에 사용되도록 설정.
341 : ODVICE - 출력 장치 선택하고 데이터 출력에 사용되도록 설정.
50

0000

100

0001

110

0010

150

0011

200

0100

설정 값 입력/출력 장치
입력: Tape Reader
0

I/O: ASR33/ASR43
1

300

0101

600

0110

1200

0111

2400

1000

4800

1001

9600

1010

출력: Facit 4070 Puncher

설정 파라메터 310
I/O: RS232C

2

설정 파라메터 311
I/O: RS232C

3

설정 파라메터 312
I/O: RS232C

4

설정 파라메터 313

※ 주의 : 장치 선택 " INPUT DEVICE1=1" (RMT에 대하여) & " INPUT DEVICE2=1" (시리얼에 대하여) &
Punch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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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SO) 을 위한 SETTING 화면 체크를 반드시 한다.

5. 부록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PC에서 Fanuc로 읽기 위하여

- SETTING 페이지에서 통신 설정에 따라 set Input Device1 과 2는 1로 파라메터 340은 2,3 또는
4로 설정한다.
- 편집모드에서 READ 버튼을 누른다. 프로그램 번호가 데이터 시작에 없다면 READ 를 누르기 전에
수동으로 입력해야 한다.
- PC 에서 사용자는 사용자의 DNC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데이터 전송을 해야 한다. 비고 : 터미널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7 데이터비트 Even 패리티, ASCII (text)사용. Fanuc LF(라인 피드)가 EOB(블록의
끝) 결정에 사용되므로 소프트웨어가 이 글자를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동 ISO/EIA 체크 결과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첫번째 라인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에 주의한다 – 다음과 같은 표준 포맷 사용:
%

<-- 첫번째 라인이 EOB(이것은 ISO에서 LF 또는 Hex 10이다)에서와 마찬가지로

Fanuc 컨트롤에서 사라진다는 것에 주의한다.
O1234
...

<-- RS274 G&M 코드 라인이 여기에 삽입된다(사용자 프로그램).

M30

<-- 또는 유효 라인 끝으로 G50 또는 M99 또는 M02

%

<-- Fanuc은 % 에서 끝남, 후에 어떤 문자가 남을 것이다.



Fanuc에서 PC로 연속으로 프로그램 전송 (QuickMulti-DNC)

설정 페이지에서 통신 설정에 따라 Tape Code를 1(ISO)로 파라메터 341을 2,3 또는 4로 설정한다.
PC에서 사용자는 위에서와 같은(7 데이터비트, Even 패리티, 1 또는2 정지비트와

ASCII 데이터)

소프트웨어 설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read하기 위해 컴퓨터를 설정해야 한다.
편집 모드에서 프로그램 번호(예:O1234) 입력하고 PUNCH 버튼을 누른다. 데이터가 QuickMulti-DNC와
같은 터미널 혹은 DNC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맞추어진 사용자의 컴퓨터로 전송될 것이다.



표준 RJ-45 이더넷 배선 도표
직선 이더넷 케이블 배선 (T-568B)
RJ-45 핀 #

색상 (양측이 동일)

PIN1

주황색 있는 흰색

PIN2

주황

PIN3

녹색 있는 흰색

PIN4

파란색

PIN5

파란색 있는 흰색

PIN6

녹색

PIN7

갈색 있는 흰색

PIN8

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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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교차 이더넷 케이블 배선
RJ-45 핀 #



측면 1 색상

측면 2 색상

(T568B)

(T568A)

PIN1

주황색 있는 흰색

녹색 있는 흰색

PIN2

주황

녹색

PIN3

녹색 있는 흰색

주황색 있는 흰색

PIN4

파란색

파란색

PIN5

파란색 있는 흰색

파란색 있는 흰색

PIN6

녹색

주황색

PIN7

갈색 있는 흰색

갈색 있는 흰색

PIN8

갈색

갈색

RJ-45 Plug에 대한 T-568B 색상 코드

8-전도체 데이터 케이블은 와이어 4 쌍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한 쌍은 순색(또는 눈에 띄는) 와이어와
같은 색의 줄을 가진 흰색 와이어로 구성된다. 그 쌍은 함께 꼬여 있다. 이더넷에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약 1cm)으로 그것을 풀지 말아야 한다. 이 케이블에 대해 "T-568A" 과 T-568B"로
불리는 두개의 와이어 표준이 있다. 그것들은 다양한 색상의 사용에서가 아니라 연결 시퀜스에서만
다르다. 보여지는 설명은 T-568B에 대한 것이다. 10BaseT 이더넷에 대해 지정된 것은 주황색과 녹색이다.
그와 다른 두 쌍, 갈색과 파란색은 두번째 이더넷 라인 또는 전화 연결에 사용할 수 있다. 파란색 쌍은
중심 핀에 있고 편리하게 보통 전화 라인에서의 빨강과 녹색에 일치한다는 것을 주의한다. 보여지는
연결은 특별히 RJ-45 플러그(와이어 끝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이다. 와이어가 실제로 잭 안에서 교차되기
때문에 벽 잭은 다른 시퀜스에서 배선될 것이다. 잭은 배선 도표와 오거나 최소한 핀 번호를 지정해야
아래의 색상 코드에 매치할 수 있다. 이더넷 핀 넘버 지정 T-568B에서 각각의 색상에 대한 핀 번호
지정이다. 핀 지정은 아래와 같다.
T-568B에 대한 색상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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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

색상

쌍

명칭

1

wh/or

2

TxData+

2

or

2

TxData-

3

wh/grn

3

RecvData+

4

blu

1

5

wh/blu

1

6

grn

3

7

wh/brn

4

8

brn

4

RecvData-

5. 부록

UTP (언쉴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링은 4 트위스트 페어로 구성.
표준 색상 :
흰색/파란색 – 파란색
흰색/주황색 – 주황색
흰색/녹색 – 녹색
흰색/갈색 – 갈색

허브 대 허브, 또는 컴퓨터 대 컴퓨터 연결 :
한 끝 T-568A 과 다른 끝 T-568B (또한 교차 케이블 또는 Uplink 케이블로 알려져 있다).

허브 대 컴퓨터 연결 : 각각의 끝에 T-568B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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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권장되는 최대 RS-232 케이블 길이

로우 전기용량 쉴드, 3트위스트 페어 케이블링을 사용한다면, 이 케이블 길이를 50% 까지 초과 가능



보드레이트 (bps)

최대 길이 (미터)

최대 길이 (피트)

2400

120

400

4800

60

200

9600

30

100

19200

15

50

38400

7.5

25

57600

5

16

115200

2.5

8

공통 인터럽트 번호와 포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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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인터럽트

포트 번호

COM1

IRQ 4

3F8h

COM2

IRQ 3

2F8h

COM3

IRQ 4

3E8h

COM4

IRQ 3

2E8h

LPT1

IRQ 7

378h

5. 부록

5-4. Fanuc 에러 코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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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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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431

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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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5. 선반 G 코드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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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6. 밀링 G 코드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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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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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밀링 M 코드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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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7. 공구 보정 기능
기준 공구에 대한 공작물 좌표계가 설정되면 공구의 끝은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공작물
형상에 따라 가공을 하려면 공구 교환을 하게 되는데, 머시닝 센터에서 사용하는 공구는 그 길이와
지름이 각각 다르다. 만약, 각기 다른 공구 크기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 때, 기준 공구에 대한 다른 공구의 길이와 지름의 차이는 공구 보정 기능을 이용해서
NC에 지령 하면 된다. 즉, 공구길이의 차이와 지름을 측정해서 보정(offset) 화면에 등록한다(이런 작업을
공구세팅이라고 한다). 프로그램에서 사용 공구에 대한 길이보정 번호와 지름보정 번호를 지정하면, NC는
등록된 보정값을 계산 감안하여 공구를 움직이게 되므로 프로그래머는 길이와 지름의 차이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공구보정 번호는 길이에는 주소 H, 지름에는 D를 사용한다.



공구 길이 보정 기능 G43, G44

공작물 좌표계에 있어서 보통 Z축 원점은 공작물 윗면에 설정한다. 따라서 G00 Z0. ; 라고 명령했을 때,
기준 공구를 기준으로 좌표계를 설정했을 때는, 아래 그림과 같이 공작물의 윗면에 정확히 접촉한다.
그러나 기준 공구보다 짧은 공구를 사용하면 Z0.까지 이동시키려 해도 공작물까지 도달하지 않고, 긴
공구는 공작물에 충돌한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각 공구마다 기준 공구와의 차이값을 공구
보정란에 입력해 놓고 NC가 공구 보정을 하도록 프로그램에 명령하면 된다. 그 명령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명령 방법 G43(G44) Z_____ H_____ ;

여기서, G43 : 공구 길이 보정 +(plus)
G44 : 공구 길이 보정 -(minus)
Z : Z축 이동 명령(절대, 증분치 명령이 가능)
H : 공구 길이 보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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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공구 길이 보정시 주의 사항

① 공구 보정 명령 코드는 G43, G44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G43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헛갈리지
않으며, G43만을 사용할 경우 공구보정란에 보정값을 입력할 때, 기준 공구보다 짧은 공구는 반드시
보정값을 음수(-)로 입력해 놓아야 한다.
② G43은 계속 유효(modal) G코드이므로 한 번 명령하면 계속 유효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앞부분 또는
공구 교환 직후에 G43을 한 번만 명령하면 된다.
③ 한 공구의 가공이 끝난 후 다른 공구로 교환하기 전, 또는 가공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반드시 G49를
명령하여 공구 길이 보정을 취소해야 한다.
④ 공구 길이 보정과 공구 길이 보정 취소 명령은 Z축의 이동 명령과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G43 H01 ; 과 같은 방법으로 명령하면 보정 화면 01번에 입력된 공구 길이만큼 이동한다.
또 G49 ; 명령만 하면 G49 이전에 실행된 공구 길이 보정만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만약 공구
길이가 “-”값이면 현재 위치에서 공구 길이만큼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공구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구 길이 보정과 취소 명령은 Z축 이동 명령과 같이 명령하고, 공구 길이 값보다 크게
명령해야 한다.
⑤ 공구 번호와 공구 보정 번호는 같지 않아도 되지만 같은 번호를 사용하면 작업 중에 발생하는 보정
실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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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길이 보정 취소 G49

공구 길이 보정으로 보정한 공구 길이를 취소한다. 주의 사항에서 알아본 것처럼 취소할 때는

Z축 이동

명령과 함께 내리는 것이 좋으며, Z값은 공구 길이보다 크고, 공작물 좌표계의 Z값보다는 작게 명령한다.
그 공구에 대한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보정을 취소해야 한다. 최근에는 G28명령으로 공구가 원점 복귀할
때 자동 취소하는 기능도 있다.
▶명령 방법 G49 G00 Z_____ ;
여기서, Z축에 지정된 위치까지 급속 이송하면서 공구 길이 보정이 취소된다. 보정 번호 H00으로
명령해도 보정이 취소된다. G49 G90 G00 Z200. ; Z200. 지점까지 급속 이송하면서 공구 길이 보정 취소



참고 공구 길이 보정 설정 방법

공구 길이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해서 보정의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입력하는 보정값이
달라진다. 이것은 공작물 좌표계를 어떤 방법으로 설정했느냐 에도 관계되는 것으로, 앞에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기준 공구에 의한 공작물 좌표계 설정을 설명하였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 즉, 기준
공구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축 선단을 기준으로 좌표계를 설정하는 방법이 현장에서 많이 쓰인다.
자세한 좌표계 설정 방법은 조작편을 참조하고, 여기서는 길이 보정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a. 기준 공구와 다른 공구와의 차이를 보정량으로 하는 경우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할 때, 기준 공구의 날끝 위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날끝이 공작물 원점에
닿았을 때의 값을 0으로 하고, 기준 공구보다 짧은 것은 (-)값으로, 긴 것은 (+)값으로 하여 기준
공구와의 차이값을 보정값으로 입력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간단하게 세팅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기준 공구가 파손이나 마모로 기존 설정값이 달라지면, 다른 공구도 다시 길이 보정값을
바꿔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b. 공구 길이를 보정값으로 하는 경우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할 때, 공구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 원점 위치에서의 주축 선단과 공작물
원점까지의 거리를 좌표계 값으로 한다. 주축 선단 위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설치되는 공구의 보정값
은 모두 (+)값으로 하여 공구 길이를 보정값으로 입력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사용될 모든 공구의 길이를
미리 측정해서 그 측정값을 보정값으로 하면 된다. 바뀐 공구가 있으면 그 공구에 대한 값만 입력하면
된다. 기준 공구가 바뀌면 모든 공구의 보정값을 다시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공구
길이를 측정할 때는 공구를 공구 고정 장치(Tool holder)에 장착한 상태에서 하며, 측정기기로는 아래
그림과 같은 공구 프리세터(Tool Presetter)가 쓰인다.

c. 공구 날끝부터 공작물 기준면까지의 거리를 보정값으로 하는 경우
기계 원점을 공작물 좌표계의 Z축 원점으로 하여, 공구 날끝부터 공작물 기준면까지의 거리를
보정값으로 하는 경우로 보정값의 부호는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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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고정 사이클의 종류와 동작


고정 사이클(cycle) 일람표

드릴링, 보링, 태핑, 리밍 등의 고정 사이클은 각각 그 동작의 형태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여러 종류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가공할 구멍의 모양에 알맞은 사이클을 선택하여 명령해야 한다.
동 작 3

동 작 4

동 작 5

(구멍 가공)

(구멍 바닥에서)

(R점까지)

G CODE
G73

간헐 이송

G74
G76

용

주축 역회전→일시 정지→정회전

절삭 이송

역 태핑 사이클(왼 나사)
정밀 보링 사이클

급속 이송

G82

일시 정지

심공 드릴링 사이클
주축 정회전→일시 정지→역회전

G85
G86

주축 정지
절삭 이송

드릴링 사이클
카운터 보링 사이클

간헐 이송

G84

G87

고속 심공 드릴링 사이클

정지(OSS)→이동(Shift)

G81

G83

급속 이송

일시 정지→주축 한방향
절삭 이송

도

일시 정지→주축 한방향
정지(OSS)→이동(Shift)

절삭 이송

태핑 사이클
보링 사이클

급속 이송

보링 사이클

절삭 이송

뒷면(back) 보링 사이클

G88

일시 정지→주축 정지

수동/급송

보링 사이클

G89

일시 정지

절삭 이송

보링 사이클

G80

고정 사이클의 취소

또, 고정 사이클은 데이터의 형식, 복귀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다음의 G-코드에 의해 그 동작이 규정된다.
데이터 형식의 지정 G90 X, Y, Z, R의 좌표값이 절대치 명령인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형식의 지정 G91 X, Y, Z, R의 좌표값이 증분치 명령인 것을 의미한다.
사이클 종료시의
복귀점 위치
사이클 종료시의
복귀점 위치

G98

G99

사이클 동작이 끝날 때 초기점 부터 복귀하는 것을 명령한다.
(R점에서 초기점까지의 이동은 항상 급속이송이다.)
사이클 동작이 끝날 때 R점까지의 복귀하는 것을 명령한다.
(동작 6이 없다.)

초기점은 고정 사이클을 명령하기 직전의 Z축 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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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사이클 동작

구멍 가공용 고정 사이클 동작은 다음의 6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진다. 단, 동작 6은 사이클 종류와 명령
방법에 따라 다르거나 동작이 없게 된다.
동작 1 : X, Y축의 위치 결정
동작 2 : R점까지 급속 이송(Z축)
동작 3 : Z점까지 절삭 이송
동작 4 : 구멍 바닥에서의 동작
동작 5 : R점까지 나오는 동작
동작 6 : 초기점까지 급속 이송



초기점 복귀(G98)와 R점 복귀(G99)

고정사이클의 동작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멍가공이 끝나고 공구가 복귀하는 지점을 결정하는 기능이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초기점이란 고정사이클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G98로 명령하여 초기점까지
복귀하도록 하는 것을 초기점 복귀라고 하며, 다음 구멍가공을 위하여 이동할 때 공작물에 돌출부가 있어
공구와 충돌이 예상될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R점이란 절삭이송이 시작되는 점을 말하 고,이지점까지
복귀 하는 것을 R점 복귀 라고 한다. 여러 곳 의 구멍을 가공할 경우, 다음 구멍을 가공하기 위하여
이동할 때 가능하면 공구의 이동거리를 짧게 하면 가공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R점까지 복귀한 후,
다음 구멍 위치로 이동할 때 공작물과 간섭이 생기지 않을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한다.

4) 절대치 명령(G90)과 증분치 명령(G91)
고정사이클의 동작을 규정하는 것으로, 절대값인지, 증분값에 따라 R점의 기준 위치와 Z점의 기준 위치가
달라진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절대치 명령인 경우 항상 공작물 원점이 기준점이므로, R과 Z점의
기준점은 공작물 좌표계 Z0.인 지점이 된다. 증분치 명령인 경우에는 현재 위치가 기준점이 되므로,
초기점의 위치가 R점의 기준이 되고, 또 Z점의 기준은 R점이 된다. 따라서 초기점에서 Z점까지의 거리는
R값+Z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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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고속 통신 카드
- Fanuc Remote Buffer와 함께 사용
- 단순 점군 NC 데이터 시리얼 통신
- Fanuc 시리즈 15, 16, 18, 0, 20 및 21 콘트 롤러와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 고속 가공을 위하여 드립 피이드 부품 프로그램을 위한 솔루션



Fanuc 콘트롤에 인터페이스

고속 카드(HSC) 3D 형상가공과 같은 고속 가공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곳에 Fanuc 콘트롤러를 위한
고속 인터페이스 시스템이다. Fanuc 프로토콜 B를 이용한 Fanuc 리모트 버퍼 보드(RS-422)에 HSC
인터페이스.



시리얼 통신

고속 가공 카드는 PC에 표준 통신 포트로써 embedded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 각기 제어되는 2
시리얼 포트를 가짐. 두 프로세서는 PC conserve interrupt를 돕기 위하여 한 인터럽트를 할당한다. 특별
장치 드라이버가 PC를 위하여 필요하지 않다. 보드는 인터럽트 번호와 I/O 어드레스에 대하여 점퍼
설정한다. 각 포트는 RS-232 또는 RS-422 운용에 대하여 컴퓨터 설정한다. 현재 디폴트 보오드레이트는
7 데이터 비트, even 패리티와 2스톱 비트의 86.4kbps이다. 제공된 현재 프로토콜은 Fanuc protocol B이다.
on-board firmware는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의해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버퍼

각 포트는데이타 전송에 드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Fanuc Remote Buffer로 전송될
데이터에 대하여 32KB 버퍼를 갖는다.



속도

리얼 타임 기계 실행을 위하여 초당 86,400BPS까지 전송 가능.



표준 PC ISA 카드

HSC 보드는 임의의 PC 호환 컴퓨터에 ISA 버스로 플러그하는 표준 PC ISA 확장 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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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DS2 데이터 셔틀

특징
§ 대용량 메모리 – 128Kb, 256Kb 또는 2Mb(2041KB)의 플래시 메모리의
프로그램 저장 능력
§ 파일 관리 – MxDS1, MxDS2 보다 큰 62 CNC 파일 관리.
§ USB 또는 씨리얼 PC 링크 – 씨리얼 포트 연결 입.출력 또는
유틸소프트웨어에 의한 USB 입.출력
§ 배터리 없이 구동 - CNC 컨트롤러 또는 USB에 의해 전원 공급.
§ 스마트 씨리얼 접속 - DTE/DCE 씨리얼 포트에 연결 및 자동 감지.


Mx1150 DCAM (Dynamic Computer Aided Machining)

Mx1150 시리즈는 내장되어 있는 DNC 시스템의 기능과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다. Mx1150은 사실상 모든 CNC
컨트롤을 위한 공동 프로세서이다. 이것을 "스마트" 실행이라고 부른다. "스마트" 버퍼링 시스템은 DNC 호스트
컴퓨터와 CNC 컨트롤 사이의 긴 거리를 전송하는 비효율적 데이터에 의해 야기되는 데이터 단락을 배제한다.
데이터 단락은 가장 풀-피처된 전통적 원격 DNC 소프트웨어 제품에 발생할 수도 있다. Mx1150은 물리학적으로
컨트롤러에 바로 장착되어 있고 기존 시리얼 또는 에테르넷 케이블을 간단히 연결하여 사용한다. (에테르넷 모듈은
옵션이다). 부품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기존 컴퓨터와 Mx1150 사이에서 "Hot Synched"이다. 64MB에서 2GB 용량으로
국부 파일 저장은 부품 프로그램을 항상 가능하게 하고 실행되는 CNC 메모리에 로드되거나 다이내믹하게 실행된다.
Mx1150은

본래 부품 프로그램 적합 프로세서로서 효율적 코드 실행을 통해 한결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1. DNC 시스템이 안 쓰일 것이다 - Mx1150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기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 제조업 관리자의 바람
3. 드립 피드가 가능한한 메모리 업그레이가 필요없다 - 부품 프로그램의 2 기가 바이트까지 국부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다.
4. 모든 기계에 대해 TCP/IP, SMTP (이메일), TELNET (무선 접속), 등과의 에테르넷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 CNC
네트워크 카드 불필요!
5. 중심 서버에서 보다는 - 내부장치에서 전체 장비 효율성 (OEE)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실시간이며, 접근하기
쉽다.
6. 8입력과 4 출력을 가진 내장 래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사용자는 CNC에 주변장치를 추가할 수 있고 기계
래더에 절대 손대지 않을 수 있다 - 사용자는 새로운 G 또는 M 코드를 추가할 수 있다 - 사용자는 훨씬 쉽게
로봇/회전 테이블/바 피이더등 연동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다. 결국 이 Mx1150은 CNC의 고효율 저비용의 신기술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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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컬 아이솔레이터 NC 부착 무전원 형

사양
전기레벨 : 표준 RS-232
논리 High : 8V 이상
논리 Low : -8V 이하
절연전압 : 4,000V 연속
통신속도 : 600 BPS ~ 19,200 BPS
통신거리 : PC 3 선식 : 50 Meter
PC 4 선식 : 200 Meter
결선방법 : NC 방향 : TxD, RxD, DTR, GND
PC 방향 : TxD, RxD, GND
부착 방법 : NC 시리얼 포트 직결식
제품 단가 : Call 원
제품설명 : 전원 연결이 필요없는 아이솔레이터 입니다. 사용법이 간단하고 전원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TxD와 RxD 신호를 아이솔레이션 하므로 X-on/off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DNC 프로
그램과 같이 사용합니다.



아이솔레이터 PC 부착 전원형

사양
전기레벨 : 표준 RS-232
논리 High : 8V 이상
논리 Low : -8V 이하
절연전압 : 2,000V 연속
통신속도 : 600 BPS ~ 56,000 BPS
통신거리 : 200 Meter
아이솔레이션 신호 : TxD, RxD, RTS, CRS, DTR, DSR
결선방법 : NC 방향 : TxD, RxD, RTS, CRS, DTR, DSR, GND
PC 방향 : TxD, RxD, RTS, CRS, DTR, DSR, GND
공급전원 220V / 110V (DC 18V 아답터 방식)
제품 단가 : Call 원
제품 설명 : PC 쪽에 설치하여 두고 사용합니다. RS-232의 6 개의 신호를 전부 아이솔레이션 하므로
RTS/CT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DNC 프로그램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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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솔레이터 내장형 고속 BUFFER CPU

사양
입력 채널 전기레벨 : 표준 RS-232
논리 High : 8V 이상
논리 Low : -8V 이하
절연전압 : 2,000V 연속
통신속도 : 600 BPS ~ 115,200 BPS
통신거리 : 200 Meter
출력 채널 1 전기레벨 : 표준 RS-232
논리 High : 8V 이상
논리 Low : -8V 이하
절연전압 : 2,000V 연속
통신속도 : 600 BPS ~ 115,200 BPS
통신거리 : 200 Meter
출력 채널 2 전기레벨 : 표준 RS-422
논리 High : + 1V 이상
논리 Low : - 1V 이상
아이솔레이션 신호 : TxD, RxD, RTS, CRS, DTR, DSR
결선방법 : NC 방향 : TxD, RxD, RTS, CRS, DTR, DSR, GND
PC 방향 : TxD, RxD, RTS, CRS, DTR, DSR, GND
CPU : 32 비트 RISC 프로세서
버퍼 메모리: 64M Bytes DRAM
제품 공급가 : 1,600,000원 ( 64 M Byte 버퍼형 )
1,800,000원 ( 256 M Byte 버퍼형 )

제품 설명 : BUFFER CPU 는 컴퓨터에서 NC 로 데이터 고속 전송시 버퍼에 가공 데이터를 저장한 후 NC
에 보내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Pc 는 Windows 95/98/NT 이므로 완전한 리얼타임 고속 데이터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Baud Rate 를 높은 수치로 설정하여도 중간에 데이터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양의 가공데이터를 버퍼 메모리에 확보하여 놓고 NC로 고속
전송하기 위한 것 입니다. 또한 PC NC 가 아닌 경우 에는 통신속도를 맞추는 역할을 겸합니다.
예를들어 FANUC 시스템은 38400 BPS가 컴퓨터와 일치할수 있는 최대 전송속도입니다. FANUC 에서
76800 BPS 로 설정하고 싶어도 PC는 57600Pbs 다음이 115200 이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Buffer CPU를
사용하면 모든 종류의 통신속도에서 고속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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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통신 프로토콜 설정


Fanuc 0 콘트롤러
[케이블 설정]
CNC 컨트롤

DNC 컴퓨터

I/O 포트

Rocket 포트

구형PC COM1포트

TurboExpress 포트

DB-25 Male

DB-25 Male

DB-25 Female

DB-9 Female

1

샤시그라운드

샤시그라운드

샤시그라운드

2

3

3

2

3

2

2

3

7

7

7

5

4 및 5 점프
6,8,20 점프

Fanuc 0 컨트롤러 파라메터
#0002 = 2 정지 비트로하기 위하여 0 bits를 1로
RS-232 입력을 위하여 2 bit를 0으로 설정한다.
#552

11 (9600 baud)

Set Page (Handy)
I/O = 0
ISO 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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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ASCII-ISO

보오드레이트

9600 (추천)

데이터 비트

Even

패리티

7

정지 비트

2

핸드 쉐이킹

Software XON-XOFF

신호대기

Xon

전송 형식

Line

5. 부록


Siemens 810D/840D 콘트롤러
CNC 컨트롤

DNC 컴퓨터

I/O 포트

Rocket 포트

구형PC COM1포트

TurboExpress 포트

DB-25 Male

DB-25 Male

DB-25 Female

DB-9 Female

1

샤시그라운드

샤시그라운드

샤시그라운드

2

3

3

2

3

2

2

3

7

7

7

5

4 및 5 점프
6,8,20 점프

파라메터 설정 위한 시스템 스크린 설정

Data I/O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왼쪽의 행은 데이타 그룹을 선택, 오른 쪽 행은 전송을 위한 각각의
데이타를 선택하며, 커서를 이용 행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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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전송을 원하는 데이타를 선택. 소프트키 Read-out은 PC로 데이타를 전송. Read-in 소프트키는
PC로부터 NC로 데이타 전송을 시작. 데이타를 수신하기 위해 데이타 그룹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데이타가 저장되는 곳은 데이타의 의해 결정됨.

RS232 Setting 이 소프트키로 RS-232 인터페이스 파라미터를 설정. 이진 데이타 전송과 텍스트 파일
전송등을 세팅할 수 있음 소프트키 Save는 설정 데이타를 저장



인터페이스 파라미터

Protocal(통신규약)
전송제어를 위해 다음 프로토콜이 지원된다:
XON/XOFF와 RTS/CTS, 소프트웨어 흐름 제어와 하드웨어 흐름 제어.

XON/XOFF
전송제어의 한 방법은 제어문자 XON (DC1, DEVICE CONTROL 1)과 XOFF (DC3)를 사용. 주변기기의
버퍼가 다 차면 XOFF를, 다시 데이터를 받자마자(=디폴트) XON을 보낸다.

RTS/CTS
RTS (전송 요구) 신호는 데이터 전송 장비의 전송 모드를 제어한다:
활성: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비활성: CTS (Clear to send)는 데이터 전송 장비의 준비 완료 시그날로서 RTS에 응답하는 인식 신호.
Baud rate(보오드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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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선택 키로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에서 보오드레이트를 선택함.
300 baud
600 baud
1200 baud
2400 baud
4800 baud
9600 baud (디폴트)
19200 baud
57,600 baud

Data bit(데이터 비트)
비동기 전송의 데이터 비트 수

입력: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에서 데이터 비트를 선택함
7 Data bits
8 Data bits (디폴트)
Parity(패리티)
패리티 비트는 오류 검색을 위해 사용한다:
패리티 비트는 자릿수가 “1” 홀수 (홀수 패리티)나 짝수 (짝수 패리티)가 되도록 부호화 문자 추가.

입력: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에서 패리티를 선택함
패리티 없음(= 디폴트)
홀수 패리티
짝수 패리티

Stop bits(정지 비트)
비동기 데이터 전송의 정지 비트 수.

입력: 파라미터 디스플레이에서 정지 비트를 선택함
1 정지 비트 (= 디폴트)
2 정지 비트

특수 기능
이 특수 비트는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로 활성될 수 있는 특수 기능을 저장한다.
X표의 확인란은 특수 기능 활성의 선택을 나타낸다.

449

5. 부록
겹쳐쓰기시 확인
□

활성: 리드인하자마자 NC 에 이미 파일이 존재할 지를 점검한다.

□

비활성: 기존 파일이 확인 없이 겹쳐쓰기 된다.

CR LF 블록 끝
□

활성: 천공 테이프 형식을 위해 CR 문자(캐리지 리턴, 16진 0D)가 각 라인 피드(LF) 후에 삽입

□

비활성: CR 문자를 삽입하지 않음.

전송 완료 문자에 의한 정지
□

활성: 텍스트 모드: 전송 문자의 끝을 인식한다.

□

비활성: 디지탈 모드: 전송 문자의 끝이 인식되지 않음. 전송문자 끝의 표준값은 16진 1A.

DSR 신호 인식
□

활성: DSR 신호가 없으면 전송이 중지된다(커넥터 X6의 6번 연결).

□

비활성: DSR 신호는 관계 없음.

Leader and trailer(리이더와 트레일러)
□

활성:입력/출력중 리이더는 무시됨 120x0(Hex) 출력(데이터 앞/뒤에 이송)

□

비활성: 리이더와 트레일러가 입력된다.출력에서 0(Hex) 리이더는 없다.

천공 테이프 형식
□

비활성: SINUMERIK 840D Archive 형식으로 Archive를 입력.

□

활성:DIN 66025에 따른 프로그램 입력.

예를들면, SINUMERIK 840D의 프로그램: %<file name>과, %MPF<xxx>나 %SPF<xxx>로 시작.

타임-아웃
□

활성:전송상 문제가 있으면, 5초 후 전송이 중지된다. 타임-아웃은 문자가 전송될 때마다 첫번째

문자와 리세트에 의하여 기동되는 타이머에 의해 제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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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 전송이 중지되지 않는다.

5. 부록


Mazak CMT 대화형 프로그램 전송
[M1,M2,M32, M Plus, Fusion M640M, T1,T2, T32등 모든 기종]
CNC 컨트롤

DNC 컴퓨터

I/O 포트

Rocket 포트

구형PC COM1포트

TurboExpress 포트

DB-25 Male

DB-25 Male

DB-25 Female

DB-9 Female

1

샤시그라운드

샤시그라운드

샤시그라운드

2

3

3

2

3

2

2

3

7

7

7

5

5,6,8,20 점프
[기계 파라메터 설정]
핸드쉐이킹 파라메터 : Mazak CMT.
Binary 프로토콜 형식, No 패리티, 8 데이터 비트, 2 정지 비트, 버퍼 크기=256, 및 전송 형식=Buffer.
프로토콜

Binary (이진)

보오드레이트

4800 (추천)

데이터 비트

None

패리티

8

정지 비트

2

핸드 쉐이킹

Mazak CMT

신호대기

Off

전송 형식

Buffer 256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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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 T32



I1

2

CMT 및 Tape I/O 보오드 = 4800

I2

3

2 Tape I/O 정지 비트

I3

0

Tape I/O 패리티 없음

I4

0

Tape I/O 종료 코드

I5

3

8 CMT 및 Tape I/O 데이터 비트

I6

3

Tape I/O 코드 핸드쉐이킹 사용

I7

0

Tape I/O DC 코드 패리티 없음

I8

5

I/O 대기 시간

I9

3

Tape I/O DC2 및 DC4

I10

1

EOB 또는 EOR 종료

I11

1

Tape I/O 출력 CR/LF, LF 아님

I12

0

Tape I/O에 대한 타이틀 문자 출력 없음

I13

0

Tape I/O : 패리티 사용안함, ISO 사용

I14

0

Tape I/O에 대한 프로그램 전에 공란 없음

I15

0

Tape I/O에 대한 프로그램 사이에 공란 없음

I16

0

Tape I/O에 대한 리이더 또는 트레일러 없음

I57

00000000

프로그램 및 셋업 데이터 로드 및 저장

I58

00011100

프로그램 종료 코드로써 M02, M30 및 M99 사용

Mazak EIA/ISO 통신
[케이블 설정]
CNC 컨트롤
I/O 포트

Rocket 포트

구형PC COM1포트

TurboExpress 포트

DB-25 Male

DB-25 Male

DB-25 Female

DB-9 Female

1

샤시그라운드

샤시그라운드

샤시그라운드

2

3

3

2

3

2

2

3

7

7

7

5

4 및 5 점프
6,8,20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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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C 컴퓨터

5. 부록
[기계 파라메터 설정]
밀링 M32
G1

2

CMT I/O 보오드 = 4800

G19

2

Tape I/O 보오드 = 4800

G20

0

2 Tape I/O 정지 비트

G22

0

Tape I/O 패리티 체크 취소

G23

3

8 Tape I/O 데이터 비트

G27

0

Tape I/O 출력 CR/LF, LF 아님

G29

3

Tape I/O 코드 핸드쉐이킹 사용

G30

0

Tape I/O DC 코드 패리티 없음

G40

3

Tape I/O DC2 및 DC4

G41

0

Tape I/O에 대한 리이더 또는 트레일러 없음

G42

50

I/O 대기 시간 = 5 sec

G43

00000000

G44

0

Tape I/O에 대한 프로그램 전에 공란 없음

G45

0

Tape I/O에 대한 프로그램 사이에 공란 없음

G47

1

프로그램 종료 코드로써 코드 0 설정

G48

0

Tape I/O 리와인드 기능 사용안함

G49

1

프로그램 종료 코드로써 % 사용

G50

00000111

프로그램 종료 코드로써 M02, M30 및 M99 사용

Tape I/O : 패리티 사용안함, ISO 사용

프로토콜

ASCII-ISO

보오드레이트

4800 (추천)

데이터 비트

Even

패리티

7

정지 비트

2

핸드 쉐이킹

Software XON-XOFF

신호대기

Xon

전송 형식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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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Yasnac LX-1, MX-1 및 MX-2 콘트롤러
[케이블 설정]
CNC 컨트롤

DNC 컴퓨터

I/O 포트

Rocket 포트

구형PC COM1포트

TurboExpress 포트

DB-25 Male

DB-25 Male

DB-25 Female

DB-9 Female

1

샤시그라운드

샤시그라운드

샤시그라운드

2

3

3

2

3

2

2

3

7

7

7

5

4 및 5 점프
6,8,20 점프

[기계 파라메터 설정]
컨트롤러 파라메터
6001 – 7bit를 1로 설정 (ISO 포멧)

6021 – 1,4,5,6을 1로 설정

6002 – 6bit를 0으로 설정(TV 체크 없음)

6026 – 00001001 (4800 baud)

6003 – 1 및 5를 1로

6028 – 00001001 (4800 baud)

프로토콜
보오드레이트

2400 (추천)

데이터 비트

Even

패리티

7

정지 비트

1

핸드 쉐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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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II-ISO

Software XON-XOFF

신호대기

Xon

전송 형식

Line

5. 부록


Yasnac LX-3, MX-3콘트롤러
컨트롤러 파라메터



6000 – 7bit를 1로 설정 (ISO 포멧) – MX-3

6021 – 1,4,5,6을 0로 설정

6002 – 7bit를 1(ISO) – LX-3

6026 – 00011000 (2400 baud)

6003 – 1 및 5를 1로

6028 – 00011000 (2400 baud)

Fanuc 16, 18, 20 및 21컨트롤러
[케이블 설정]
CNC 컨트롤

DNC 컴퓨터

I/O 포트

Rocket 포트

구형PC COM1포트

TurboExpress 포트

DB-25 Male

DB-25 Male

DB-25 Female

DB-9 Female

1

샤시그라운드

샤시그라운드

샤시그라운드

2

3

3

2

3

2

2

3

7

7

7

5

4 및 5 점프
6,8,20 점프
컨트롤러 파라메터
#0020 = 0 (I/O 채널=0)
#0100

CVT=0, NCR=0, ENS=0

#0101

SB2=1, ASI=0(ISO), NFD=1(피이드 없음)

#0102 = 0(RS-232C), #0103 (보오드레이트) = 11 (9600)
프로토콜

ASCII-ISO

보오드레이트

2400 (추천)

데이터 비트

Even

패리티

7

정지 비트

1

핸드 쉐이킹
신호대기
전송 형식

Software XON-XOFF
Xo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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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Fanuc 10, 11, 12 및 15콘트롤러
[케이블 설정]
CNC 컨트롤

DNC 컴퓨터

I/O 포트

Rocket 포트

구형PC COM1포트

TurboExpress 포트

DB-25 Male

DB-25 Male

DB-25 Female

DB-9 Female

1

샤시그라운드

샤시그라운드

샤시그라운드

2

3

3

2

3

2

2

3

7

7

7

5

4 및 5 점프
6,8,20 점프

컨트롤러 파라메터
#0000 TVC = 0, CVT = 1, ISP = 0, NCR = 0, EIA = 0
#0020 = 1, #0021 = 1, #0022 = 1, #0023 = 1
#5001 = 3, #5110 = 3, #511 = 2
#5112 = 11 (보오드레이트=9600)

Set Page
I/O = 1
ISO 포멧 = 1
프로토콜
보오드레이트

9600 (추천)

데이터 비트

Even

패리티

7

정지 비트

1

핸드 쉐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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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II-ISO

Software XON-XOFF

신호대기

Xon

전송 형식

Line

5. 부록


RS-232 통신용 CNC 파라메터 설정

Fanuc 16i-MA의 PWE 설정 화면

컨트롤러 씨리즈 10/11/12/15A/15B/15i
파라메터

Port 1

Port 2

P 0000

****1010

****1010

P 0020

1

2

P 0021

1

2

P 0011

******00

******00

P 2201

******00

******00

P 5001

1

P 5002

2

P 5110

8

P 5111

2

P 5112

10

P 5120

8

P 5121

2

P 51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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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컨트롤러 씨리즈 0A/0B/0C/0D
파라메터

Port 1

P 0000

1******1

P 0010

***0****

P 0038

01******

Port 2

***0****

P 0050

1******1

P 0250

10

P 0251

10

P 0552

10

P 0553

10

TVON

0

0

ISO

0, 1

2

I/O

1

1

PWE

1

1

TAPEF

0

0

컨트롤러 씨리즈 16/18/20/21-ABCi / 0i
파라메터

Port 1

Port 2

P 0000

******10

******10

P 0020

0,1

2

P 0101

1***0**1

P 0102

3

P 0103

10

P 0111

1***0**1

P 0112

3

P 0113

10

P 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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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

5. 부록


메모리 카드 통신 관련 CNC 파라메터
1 .CNC의 오퍼레이터 판넬에 대해 MDI 모드 선택
2. Offset/Setting 스크린으로 간다
3. I/O 채널 = 4로 설정
또는
1. CNC에 오퍼레이터 판넬에 대해 MDI 모드 선택
2. 비상 정지 조건으로 CNC 둠
3. 파라메터 Write 가능으로 사용자 컨트롤러를 설정
4. 씨리즈 18i에 대하여는 파라메터 20=4, 씨리즈 15i 20=4로 설정

↑ 빽업 및 사용자 CNC로 모든 데이터 저장하는 법



씨리즈 0 모델 A/B/C/D

RS-232 인터페이스 이용
[CNC에서]
1. EDIT 모드 선택
2. PROGRAM 스크린 선택
3. I/O 키 누름
4. 파일 수신하기 위하여 PC 준비(통신 프로그램 QuickDNC 매뉴얼 참조)
5. 개개의 프로그램 출력을 위해서는 O부품프로그램번호 또는 전체 프로그램 출력을 위해서는 O-9999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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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PC에서 CNC로 프로그램 전송]
1. EDIT 모드 선택
2. PROGRAM 스크린 선택
3. I/O 키 누름
4. READ 소프트키 누름
5. PC로부터 파일 전송 (통신 프로그램 QuickDNC 매뉴얼 참조)

[CNC에서 PC로 파라메터 전송]
1. EDIT 모드 선택
2. PARAMETER 메뉴 선택
3. 파일 수신하기 위하여 PC 준비(통신 프로그램 QuickDNC 매뉴얼 참조)
4. EOB 키를 누르며 동시에 OUTPUT START 키를 누름
주: EOB 키를 누르지 않고 파라메터를 전송하면 불완전한 파라메터가 전송됨

[PC에서 CNC로 파라메터 전송]
1. 파라메터 Write Enable (PWE)를 1로 설정
2. EDIT 모드 선택
3. PARAMETER 메뉴 선택
4. INPUT 키를 누름
5. PC로부터 파라메터 파일 전송(통신 프로그램 QuickDNC 매뉴얼 참조)
6. 전송이 완료 되었을 때, CNC 끄고 새로운 파라메터 설저을 사용하기 위하여 켠다. 또한 PWE=0으로
다시 설정
주: PMC 파라메터(Diagnostics) 및 offset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기 위하여, 시스템 파라메터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단지 차이점은 PMC 파라메터 전송을 위하여 CNC Diagnostics 페이지이어야하고
offset 전송을 위하여는 Offset 페이지이어야함



씨리즈 16/18/21 모델 A/B/C, Powermate 모델 D/H

CNC 파라메터 펀칭(punching) (CNC --> PC)
PC QuickDNC 소프트웨어 구동
PC 도구바로부터 파일 수신 명령 선택
PC 저장 데이터에 대한 명칭 및 디렉토리 지시
CNC EDIT 모드 선택.
CNC SYSTEM 키 누름.
CNC 소프트 키 [PARAM], [OPRT], [+], [PUNCH],[EXEC] 누름.
(사용자는 PC 스크린에 스크롤 업되는 파라메터를 보게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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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CNC 파라메터 읽기 (CNC <-- PC)
PC QuickDNC 소프트웨어 구동
CNC MDI 모드 선택하고 ESTOP 누름
CNC PWE = 1로 설정.
CNC SYSTEM 키 누름.
CNC 소프트키 [PARAM], [OPRT], [+], [READ], [EXEC] 누름.
PC 도구바로부터 파일 전송 명령 선택
PC 전송할 파일에 대한 명칭 및 디렉토리 지시
(사용자는 PC 스크린에 스크롤 업되는 파라메터를 보게될 것임.)
CNC 새로운 파라메터 효과를 취하기 위하여 CNC 끄고 켬.

CNC 부품 프로그램 펀칭 (CNC --> PC)
PC QuickDNC 소프트웨어 구동
PC 도구바로부터 파일 수신 명령 선택
PC 저장될 파일에 대한 명칭 및 디렉토리 지시
CNC EDIT 모드 선택.
CNC PROG 키 누름
CNC 현재 프로그램 출력하기 위하여 소프트 키 [PRGRM], [OPRT], [+],[PUNCH],[EXEC]를 누름
CNC 모든 프로그램을 출력하기 위하여 O-9999를 입력하고 [+],[PUNCH], [EXEC]를 누름.
(사용자는 PC 스크린에 스크롤 업되는 파라메터를 보게될 것임.)

CNC 부품 프로그램 읽기 (CNC <-- PC)
PC QuickDNC 소프트웨어 구동
CNC EDIT 모드 선택하고 프로그램 프로텍트(보호)키를 끔.
CNC PROGRAM 키 누름.
CNC 소프트 키 [PRGRM],[OPRT], [+], [READ], [EXEC] 누름.
PC 도구바로부터 파일 전송 명령 선택
PC 전송할 파일에 대한 명칭 및 디렉토리 지시
(사용자는 PC 스크린에 스크롤 업되는 파라메터를 보게될 것임.)
Punching PMC Data (CNC --> PC)
PC QuickDNC 소프트웨어 구동
PC 도구바로부터 파일 수신 명령 선택
PC 저장될 파일에 대한 명칭 및 디렉토리 지시
CNC EDIT 모드 선택.
CNC PMC 측으로 가고 I/O 선택.
CNC Port 1에 대하여 채널1 및 Port 2에 대하여 채널2 선택.
CNC OTHERS로 장치 설정
CNC 원하는 종류의 형식으로 데이터 설정 --- ALL/LADDER/PARAM. WRITE로 기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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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CNC SPEED 소프트 키 누름.
CNC 4800 Baud 선택 (컴퓨터 설정에 따라).
CNC 패리티 0, 정지 비트 1, Write 코드 ASCII를 선택.
CNC 다운로드 초기화하기 위하여 < 및 EXEC 소프트 키 누름.
Reading PMC Data (CNC <-- PC)
PC QuickDNC 소프트웨어 구동
CNC EDIT 모드 선택하고 ESTOP 누름
CNC PWE = 1로 설정.
CNC PMC 측으로 가고 I/O 선택.
CNC Port 1에 대하여 채널1 및 Port 2에 대하여 채널2 선택
CNC OTHERS로 장치 설정.
CNC READ로 기능 설정.
CNC SPEED 소프트 키 누름
CNC 4800 Baud 선택.
CNC 패리티 0, 정지 비트 1 선택.

CNC < 및 EXEC 소프트 키 누름. (실행중에 플래쉬될 것임)
PC 도구바로부터 파일 전송 명령 선택

PC 전송할 파일에 대한 명칭 및 디렉토리 지시
(사용자는 PC 스크린에 스크롤 업되는 파라메터를 보게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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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씨리즈 16i/18i/21i/0i 모델 A/B, Powermate i 모델 D/H
메모리 카드 이용



씨리즈 16i-MA 컨트롤에서 IO 채널 설정

SYSTEM 키를 눌러 모든 IO 스크린으로 이동하고 모든 IO가 나타날 때 까지 우측 “+” 소프트 키를 누름

ALL IO 소프트 키를 누르고 PRGM 소프트 키를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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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다음, PUNCH (output) 또는 READ(input) 운용의 선택을 위한 스크린으로 이동

프로그램을 출력하기 위하여 PUNCH 소프트키를 누름

빽업을 원하는 프로그램 번호 또는 파일명을 입력하고 F를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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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O(프로그램 번호)의 명칭 (파일명)을 각각 설정. 만일 프로그램 번호에 대하여 –9999가 선택되면, 모든
프로그램 파일이 출력될 것임. 만일 Oxxxx, Oyyyy이 프로그램 번호에 대하여 지시되면, 번호 xxxx 및 yyyy
사이에 모든 프로그램이 출력될 것임. 데이터 출력하기 위하여 EXEC를 누르시오.

CNC 부품 프로그램 펀칭 (CNC --> PC)
PC QuickDNC 소프트웨어 구동
PC 도구바로부터 파일 수신 명령 선택
PC 저장될 파일에 대한 명칭 및 디렉토리 지시
CNC EDIT 모드 선택.
CNC PROG 키 누름
CNC 현재 프로그램을 출력하기 위하여 소프트 키 [PRGRM], [OPRT], [+],[PUNCH],[EXEC]를 누름
CNC 모든 프로그램을 출력하기 위하여 O-9999를 입력하고 [+],[PUNCH], [EXEC]를 누름.
(사용자는 PC 스크린에 스크롤 업되는 파라메터를 보게될 것임.)

CNC 부품 프로그램 읽기 (CNC <-- PC)
PC QuickDNC 소프트웨어 구동
CNC EDIT 모드 선택하고 프로그램 프로텍트 키를 끔.
CNC PROGRAM 키 누름.
CNC 소프트 키 [PRGRM],[OPRT], [+], [READ], [EXEC]를 누름.
PC 도구바로부터 파일 전송 명령 선택
PC 전송할 파일에 대한 명칭 및 디렉토리 지시
(사용자는 PC 스크린에 스크롤 업되는 파라메터를 보게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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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UC 160is, 180is, F310is & MITSUBISHI 600
씨리즈에 대한 이더넷 연결용 FTP 서버 소프트웨어
[FANUC 160is & 180is Basic NC Ethernet 설정]

SYSTEM 하드키를 누르고 ETHPRM 소프트키가 보일 때까지 소프트키를 누른다. ETHPRM 소프트키를
누르고 (OPRT) 소프트키를 누른다.

다음, 사용자는 (OPRT) 소프트키를 누를 것이고 EMBEDDED 또는 BOARD 소프트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Embedded Ethernet은 NC 메모리에 연결용이고 Board는 옵션 데이터 서버 메모리에
연결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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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UC 160is & 180is EMBEDDED ETHERNET 설정

주: 이 정보는 참조용으로 사용된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Fanuc 운용 매뉴얼을 참조하시오.
- NC I/O 채널은 Embedded Ethernet 기능을 사용하기 위하여 9로 설정해야만한다.
- ETHERNET 파라메터의 1페이지에서 SUBNET MASK 및 IP ADDRESS를 설정해야만한다.
(주: 만일 이들 설정이 변경되면, NC를 끄고 컨트롤을 다시 시작하시오.)

- Ethernet 파라메터의 3페이지에서, 사용자는 NC가 PC와 통신하기 위하여 사용할 디렉토리에 포트
번호(21), PC의 IP address, 사용자명, 패스워드 및 log를 설정해야만한다. 이 페이지는 연결 1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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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페이지는 연결 2 설정에 대한 것이다.

- 5페이지는 연결 3 설정에 대한 것이다.

-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진행을 이용하여 연결 1, 2 및 3을 선택하여 통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싶은 연결
파라메터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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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 모드를 누르고 PROGRAM 하드키를 누른다. 다음, CONNECT 소프트키를 볼 때까지

소프트키를

누른다. CONNECT 소프트키를 누르고 (OPRT)소프트키를 누른다.

- 다음, 사용자는 EMBEDDED 소프트키를 눌러야만한다.

- Connect 스크린이 나타날 것이고 사용자는 Con-1, Con-2, 또는 Con-3 소프트키를 눌러 사용하고 싶은
연결 설정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연결에 대한 설정값은 사용자가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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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키를 누르고 그리고 HOST 소프트키를 누르고 (OPRT) 소프트키를 누른다.

- EMBEDDED 소프트키를 누르고 그러면, NC는 사용자가 지시한 폴더로 PC와 연결되고 프로그램을
표시할 것이다.

만일 사용자가

소프트키를 누르면, 사용자는 READ 및 PUNCH 소프트키를 보게될 것이다. 만일

사용자가 O4500을 입력하고 READ 소프트키를 누르면, NC 메모리로 프로그램이 전송될 것이다. 만일
사용자가 NC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하고 PUNCH를 누르면 PC로 전송할 것이다.

- EMBEDDED Ethernet 기능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에 대하여는 FANUC 운용 매뉴얼메 참조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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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오드레이트는 피이드레이트를 제한

3D 형상의 선형 NC 데이터를 시리얼 전송할 때에는 보오드레이트와 가공 피이드레이트와는 많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시리얼 전송할 때의 관련 사항을 검토해보자 대부분의 CAM 시스템은 0.002mm 보다 짧은
원호 또는 직선 가공으로 윤곽을 나누어 윤곽 가공한다. 보다 정밀한 윤곽은 보다 짧은 코드를 의미한다.
결과로써, 정밀하게 윤곽된 부품에 대한 프로그램은 매우 길게 될 것이다. (5,000,000만 라인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CNC 메모리 보다 크다면, 프로그램은 기계가 가공 중에 CNC로 Drip Feed 전송해야만 한다.
이것이 데이터 전송률이 프로세서의 속도를 결정하는 제한 요소로 만들 수 있다. 만약 기계가 각각의
가공에서 다음 프로그램 블록에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면 결과 데이터 결핍이 단속적인
이동을 만들어서 공작물에 흠이 가게 하거나 기계를 변형 시킬 수 도 있다. 피이드율을 낮추는 것이
이동을 부드럽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날.. 어떤 고속 컨트롤러는 빠른 네트워크 연결로 이러한 문제를 제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여전히 구형 CNC를 사용하며, 이것은 보다 느린 RS-232 씨리얼 연결에 의해 제한된다.
이러한 컨트롤러에서, 고속 가공은 CNC가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빠르기 만큼 프로그램이 드립피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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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빠르게 가공을 할 수 있는가?
씨리얼 연결로 drip feed할 필요는 효과적인 가공을 위한 피이드레이트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피이드레이트는 씨리얼 연결의 보오드레이트의 기능이다. 데이터의 각 문자 명령 10비트를 가정하자.
38,400 BPS의 보오드레이트의 씨리얼 연결은 3840 문자/sec(CPS)를 전송할 수 있다.
38,400 bits/sec ÷ 10 bits/문자 = 3,840 문자/sec

프로그램 블록은 20 문자를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192 BPS(blocks/sec)로 번역한다.
3840 문자/sec ÷ 20 문자/블록 = 192 프로그램 블록/sec

코드 길이가 fine-detail 범위에서 0.254mm 길다면, 그러면 이것은 전속력 115 ipm로 변역하여 데이터
결핍을 피한다.
192 블록/sec x 0.010 inch/블록 x sec/min = 115 inches/min 최대 피이드레이트

연습에서, DNC 오버헤드에 필요한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는 요소는 최대 효율 피드레이트를 이것보다
다소 낮은 값으로 제한할 것이다. 구형 CNC에서 일반적인 씨리얼 보오드레이트는 9.600이다. 이 보오드
레이트에서 위의 가정을 사용, 최대 피이드레이트가 30 ipm 아래로 떨어진다. 다시 말해, 그러한 낮은
드립 피드가 요구되는 곳에서 복잡한 지오메트리의 효율적 고속 정삭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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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 Data Server
주요 기능

- 표준 FTP 프로토콜을 이용한 이더넷 연결
- 10/100 BaseT 이더넷, Wireless 옵션 지원
- 데이터 서버로 부터 DNC(Drip feed) 운용
- 탐색 기능으로 NC 데이터 임의 위치에서
가공시작 지원
- DNC 운용 전에 준비 데이터 삽입 가능
- CNC 메모리로 파일 로드하기 위하여 테이프 입력
- USB 디렉토리 목록
- XMODEM으로 DNC 지원
- 데이터 서버로 툴링 및 프로그램 데이터 펀치 지원
- 현재 프로그램 펀치 가능
- 2GB SD 카드 포함
- 하데이타 서버의 FTP 설정 뷰
- 블록 끝 문자 제어 가능
- 블록 옵션 끝 지연 가능
- 전송 시작 문자 제어 가능
- 용이한 뷰 지원을 위한 빽라이트 조절 기능으로
4라인 LCD 표시 지원
- 견고한 알루미늄 케이스
FTP Data 서버 유니트는 어떠한 컨트롤로의 RS-232 포트의 CNC 기계에 이더넷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파일은 FTP Data 서버와 임의의 CNC로/부터 전송될 수 있습니다. CNC 기계의
메모리에 저장 작업할 수 없는 대용량의 파일도 FTP Data 서버로 부터 직접 drip feed(DNC)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표준 저장 공간은 2GB입니다. 프로그램 전송은 QuickDNC의 Ftp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드래그$드롭으로 쉽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서버에 로드 되자마자 오퍼레이터는 네트웍 리쏘스 이용 없이
서버로 부터 직접 프로그램을 CNC 메모리로 또는 DNC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 데이터는 표준 SD
카드에 국부적으로 저장되기에, 네트웍 충돌시에도, 데이터는 아직 FTP Data 서버에 있기에 네트웍
중지시에도 CNC로 로드될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수동으로 SD 카드에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 NC
프로그램을 직접 복사하여 작업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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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Disk 리이더

주요 기능
- USB 디렉토리 목록
- 단일 버튼 반복 운용으로 DNC(Drip feed) 운용 지원
- CNC 메모리로 파일 로드하기 위하여 테이프 입력
- USB 키로 CNC 메모리 파일 펀치
- 전송속도의 설정 가능
- 데이터 비트, 패리티 및 정지 비트 설정 가능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흐름 제어
- 블록 끝 문자 제어 가능
- 블록 옵션 끝 지연 가능
- 전송 시작 문자 제어 가능
- 2GB SD 카드 포함
- 용이한 뷰 지원을 위한 빽라이트 조절 기능으로
4라인 LCD 표시 지원
- 견고한 알루미늄 케이스
- 판넬 마운트 사용가

USBCNC Disk 리이더는 RS-232 포트를 이용하여 어떠한 컨트롤러에 대해서도 USB 플래쉬 메모리를
이용하여 사용자 NC 데이터를 통신 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 NC 파일은 USB 키로 CNC 메모리로 부터
전송(펀치)할 수 있고, USB 키에서 CNC 메모리로 전송 또는 USB 키로 부터 드립 피이드(DNC) 전송할 수
있습니다. 많은 CNC 기계는 제한된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USBCNC Disk 리이더는 메모리의 제한된
상태를 USB 플래쉬 메모리를 이용하여 대용량의 사용자 NC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여 기계 컨트롤러
앞에서 원하는 데이터의 입,출력은 물론 DNC 전송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 환경에 따라 RS232 통신은 통신 속도, 통신 케이블 길이, 설치 장소의 공장 환경에 따른 노이즈등, 여러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USBCNC Disk 리이더는 기계 컨트롤러 근거리에 설치하여 원거리에 따른 통신 속도 제약을
무시하고 기계가 허용하는 최대 전송 속도로 전송할 수 있으며, 기계 오퍼레이터의 반복적인 기계와
PC간의 이동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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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CNC USB CNC-INT

USBCNC는 임의의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SB 메모리 장치로 사용자 NC 프로그램을 로드 및
펀치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USBCNC-SW는 또한 대용량 파일의 드립 피이드(DNC) 운용을 위하여 통합
DNC 기능을 포함합니다. 외부 USB 하드 드라이브와 500GB의 데이터를 테스트했습니다. DNC 모드에
있자마자, 사이클 타임은 무한으로 프로그램을 반복하기 위하여 펜던트에 대해 시작 버튼을 단순히
누름으로써 최적화됩니다. 컨트롤에 USBCNC-SW의 근접 설치는 적용할 CNC 기계와의 가능한
최고속도의 보오드레이트 통신을 보장합니다.



NLP - Network 지연 보호

LANCNC-RMT 컨트롤러는 유선 또는 무선 이더넷 연결을 통한 네트웍에 대해 임의의 서버로부터 파일을
요청하는 것을 오퍼레이터에게 허용합니다. CNC 파일은 네트웍에 대해 단일 또는 다중 위치로부터
억세스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는 사용될 적절한 파일을 표시하고 선택하기 위하여 LAN CNCRMT로부터 서버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단일 파일 위치는 CNC 파일 버전을 보다 쉽게 제어하기
위하여 프로그래머에 허용합니다.



사용자 환경설정

LANCNC-RMT는 지정 서버 위치로부터 파일과 디렉토리가 단지 선택될 수 있도록 환경설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LANCNC-RMT에 의해 저장된 파일은 이 피쳐가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승인되었다면 다른 LANCNC-RMT에 의해 억세스될 수 있습니다. LANCNC-RMT는 또한 파일이 원본
파일의 하나의 복사만이 사용되고 유니트에 대해 결코 저장되지 않도록 환경설정될 수 있습니다. FTP
패스워드 보호는 CNC 파일로 비허용 억세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파일 데이터는 표준 SD 메모리 카드에 대해 국부적으로 저장됩니다. 네트웍 충돌의 경우에,
데이터는 네트웍 중단으로 인한 위험을 제외하여 CNC에 의해 아직 억세스할 수 있습니다. 파일은 PC에
대한 업데이트 중에 SD 카드를 제거하여 원한다면 네트웍 없이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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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예제 도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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