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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가공의 정확한 가공조건은 생산성과 직결된다.

CutPro & Shop-Pro로 

최적의 회전속도와 가공속도 그리고 가공깊이를 찾는다.

씨아이엠에스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66-1 성연빌딩 3층

Tel:  031-426-1551  Fax: 031-426-1552  Email:  info@cims.co.kr
www.ci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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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가공조건 생성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공구 떨림 

없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가공 

깊이, 가공 속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토크나 파워를 최대로 사용하여 가공할 

수 있는 가공 조건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경쟁업체들은 어떻게 가공조건을 

찾고 있을까? 장비 셋업에서 가공이 약한 부위를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까?

공구 마모나 떨림 없이 단단한 

스틸이나 항공분야에서 사용하는 

난삭재를 어떻게 가공할 수 있을까?

CUTPRO 프로그램은 소재 제거율과 공구와 스핀들 수명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그리고 생산원가와 가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MAL 사에서 

개발한 CUTPRO 프로그램은 기계 가공부분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에게 

자세한 기술지원을 하고 6개월마다 새로운 CUTPRO 모듈을 제공합니다.



3

CUTPRO를 사용하여 장비를 측정하고 시뮬레이션으로 최적의 가공조건을 생성한다.

CUTPRO의 MalTF 모듈로 

공구 TAP 테스트 실행

CUTPRO로 

가공 공정
“CUTPRO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이다”

Shop-Pro는 전반적인 진동 측정과 최적의 가공조건 생성이 통합된 CUTPRO의 현장용 
버전입니다.



4

밀링 모듈 기능:

사용자가 설정한 가공 조건, 커터 형상, 소재 

재질, 장비와 소재 구조에 따른 부하, 파워, 

토크, 진동 등을 예측한다.

가공속도에 따른 자국, 공구장착 에러, 공구  

와 소재 간의 가공부하로 인한 제품 표면 

품질의 에러를 예측한다.

복잡한 형상의 커터, 장비 그리고 회전속도의 

성능 테스트를 가상으로 디자인한다.

티타늄과 같은 난삭재 가공에서 사용하는

라핑 앤드 밀의 다양한 피치, 나사선의 성능을 

조정하고 시뮬레이션해서 디자인한다.

사용자 고유의 인덱스 커터, 볼 앤드 밀, 플 

런지 밀, 솔리드 앤드 밀의 다양한 형상의 

공구 날 성능을 시뮬레이션하고 디자인한다.

다양한 가공조건에 대한 부하, 파워, 토크를 

안정된 그래프 영역으로 시뮬레이션한다.

커터나 인서트를 사용하는 밀링 가공에서 

소재 제거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가공조건을 예측하고 최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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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Pro

떨림이 없는 고속의 기계가공을 위해 최적의 

절삭 깊이, 가공속도와 회전속도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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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와 장비 고유의 주파수, 댐핑(damPing), 

쉬프트니스(stiffness)를 정확하게 진단하 

기 위해 모달 분석 모듈이  간단하게 통합 되 

어있다.

가공 중에 장비와 소재의 상호 부하를 고려 

하여 가공조건을 생성한다.

일반적인 모달 분석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CUTPRO에서 생성된 표준 형식의 파라 

미터 또는 수작업으로 계산한 장비와 소재의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110가지가 넘는 소재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 

고 있고 새로운 소재는 쉽게 추가한다.

윈도우의 마법사 같은 그래픽 환경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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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탭 테스트 후에 떨림이 없는 회전속도와 

가공 깊이를 찾을 수 있고 눈에 띄게 향상된 소재 

제거율을 구할 수 있다.

Shop-Pro의 통합적인 시스템은 사용자의 특 

정한 가공 조건에 대하여 기계의 가공 소리 

를 바탕으로 기계 가공을 자동으로 진단하여 가공 

조건을 확인한다.

 

Shop-Pro는 쉽고, 매우 효과적이며, 공구 

떨림을 제거하기 위해 진동 측정과 가공조건 

생성이 통합된 시스템이다. 내장된 쉬운 매뉴얼과 

간단한 그래픽 형식으로 생산 관리자와 현장 기계 

작업자가 쉽게 사용 할 수 있다. 더욱이 사용자는 

고가의 소프트웨어와 교육비용 없이 Shop-Pro

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토대로 향상된 CUTPRO

의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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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ro

Shop-Pro는 짧은 시간

에 향상된 생산성과 고

속가공을 얻기 위해 공구 

떨림이 없는 가공조건을 

찾을 수 있는 저렴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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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ro는 향상된 소재 제거율과 고속의 

회전속도를 구하기 위해 다음의 네단계 과정 

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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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와 소재의 종류를 사용자가 선택
   

안내에 따라서, 해머로 기계에 장착 되어 

있는 공구에 대하여 탭 테스트 진행
 

떨림에 대한 안정한 그래프와 해당하는 

토크/파워를 생성 그래프 그래픽으로 생성

통합된 시스템이 진단하여 떨림이 없는 

공구 가공 조건을 찾는다.

Shop-Pro는 CUTPRO와 함께 고성능의 

장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이다.

Shop-Pro는 짧은 시간에 배우고 적용하여 최

적의 가공조건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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