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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CUT의 “시뮬레이션”은  기계가공에서 충돌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CNC 장비 시뮬레이션과
소재검증

충돌 및 충돌 위험요소 제거

기계가공 시간 감소

장비에서 사전 검증 제거

단 한번으로 정확한 가공

수정 및 재작업 감소

CNC 프로그램 가공속도
최적화

CNC 가공시간 단축

제품 품질 향상

공구 수명 연장

수작업에 의한 가공속도 조절 감소

가공중인 형상을 검사, 분석,
CAD 모델로 생성

치수의 정확성을 위해 가공형상을 

  검사, 측정, 분석

디자인 형상과 가공형상 자동비교, 분석

CNC 장비에서 검사작업 시뮬레이션

검사보고서와 작업지시서 생성

NC 데이터로부터 CAD 모델 생성

“자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외주 프로그램도 모두 VERICUT으로 
검증한 후 가공한다.” 

Photo courtesy of Mazak.

효율적인 가공은 
    시뮬레이션으로...

CNC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VERICUT은 컴퓨터에서 

기계가공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재 파손, 

치공구 손상, 공구 파손, 장비 충돌 등과 같은 에러들을 

사전에 제거한다!

또한 VERICUT은 검증과 동시에 가공속도를 최적화 한

다. 그러므로 빠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VERICUT은 가공형상을 측정, 분석, 검사하고 가공중인 

형상을 CAD 모델로 생성하는 기능들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무선사업부,	정밀기술그룹

			이장희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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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CUT은 여러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 사

용자는 필요한 모듈만 구매하면 된다. 모듈을 추가

하는 것은 쉽다; 사용자는 필요한 모듈에 대한 라이

센스를 공급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 VERICUT은 

윈도우와 유닉스 환경을 구별하지 않고 네트워크

로 사용할 수 있다. VERICUT은 32비트와 64비트

(Windows XP Professional x64)에서 사용할 수 

있다. VERICUT에서 다양한 컨트롤러의 G-코드 

와 APT, CL 데이터를 검증한다. 

사소한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주 스핀들(왼쪽)의 가공완료 후에 아래 터렛이 빠져
나오면서 서브스핀들과 충돌을 일으킨다!
VERICUT은“실가공”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에러를 찾아낸다.

VERICUT 모듈 구성

효율적인 가공은 
    시뮬레이션으로...

“VERICUT은 가공을 위해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기체생산기술1팀 유성진 과장

 VERICUT 효과:

·	충돌	방지.

·	사전검사	제거.

·	가공시간	단축.

·	공구수명	연장.

·	효과적인	CNC	가공.

·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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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가 충돌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

 
사소한 실수가 소재와 공
구, 장비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생산계
획을 지연시킨다.

 
복잡한 CNC작업에서는 
필히, VERICUT 시뮬레
이션을 고려해야 한다! 

장비충돌!



돌 할 수 있는 위험 근접 거리를“충돌위

험거리”로 정의하고, 각 축의 최대 가공

거리를 설정한다.

전 세계의 다양한 장비들이 내장되어 있고, 

쉽게 편집할 수 있다. 새로운 장비 구현도 

간단하다. 장비 구성요소들을 CAD에서 제

작하거나  VERICUT에서 정의할 수 있다. 

“구성요소 트리(Component Tree)”구

조는 장비 요소들간의 연결과 장비 구조를 

설정하는데 매우 편리하다. 

장비에서의 충돌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

과, 장비를 파손시킬 수 있으며, 전반적

인 생산 계획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렇지

만 VERICUT 사용으로 에러는 많이 줄어

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공하기 위해 

기계에서 드라이런과 같은 불필요한 사전

작업은 없어진다.

장비 시뮬레이션은 각각의 축, 헤드, 터

렛, 로터리 테이블, 스핀들, 공구교환장

치, 치공구, 가공소재, 공구 그리고 사용

자가 설정한 장비요소들간의 충돌 또는 충

돌 위험을 확인한다. 장비요소들간의 충

장비 시뮬레이션 지원 사항:

·다축 밀링, 드릴링, 터닝, 밀/턴, 

EDM

·밀/턴 장비에서 여러개의 스핀들과 가

공소재들을 동시에 시뮬레이션

·CNC 컨트롤러에 의한 여러단계의 

기계가공

·부가 장치: tail stock, steady rests, 

part catchers, bar pullers, etc.

·소재를 치공구에서 자동으로 풀거나 

서브 스핀들로 이동

·IGES 또는 STL 모델 사용

다양한 샘플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다.

CNC  장비충돌과 충돌 위험 방

지 

새로운 CNC 장비의 기능을 확인

하고 실제 가공에서 사용하기 위

한 준비시간 감소

기계 작업자는 새로운 프로그램

을 사전에 확인

효과적인 공정 개선

현장 안전 확보

제안서 및 교육자료 향상

실제 가공없이 장비 교육(충돌 위

험 제거)

더 이상 작업지연은 없다! VERICUT은 가공하기 전

에 CNC 장비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현장으로 보내기전에 에러나 다양한 문

제점들을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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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장비 시뮬레이션



Advanced Machine Features 

새로운 가공기술과 컨트롤러 기능은 차

원 높은 시뮬레이션 성능을 요구한다. 

AMF 지원사항:

·치공구 사이에서 소재를 자동으

로 이동

·페이싱 헤드(또는“프로그램 보

링 바”)

·Parallel kinematics machines 

(병렬 기구 장비)

정확한 충돌 확인

충돌 확인을 위해 VERICUT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매우 정확하다. 단순히 경로를 따라서 포인트만을 확

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이

동경로를 확인한다.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의 간격을 결정하

는 톨러런스를 설정할 필요

가 없다! 이 톨러런

스 때문에 속

도가 느려지

거나, 충돌을 

찾지 못한다.

Machine Developer’s Kit 

VERICUT의 기능은 누구나 손쉽게 사

용할 수 있도록 이상적이지만, 복잡한 

시뮬레이션과 특별한 작업을 하는 사

용자들은 복잡하거나 특별한 NC 기

계코드 데이터를 해석하고 시뮬레이

션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성능을 향상

시키는 고차원적인 프로그래밍 도구

가 필요하다.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기능들...

Photo courtesy of 
Okuma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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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밀/턴 장비에서 다축 채널 

프로그래밍/동기화

·IJK공구 축 벡터를 사용하는 프로

그램을 지원하는 CNC  컨트롤러

·크랭크 샤프트 선반처럼 선반 스핀

들이 대칭이 아닌 선반작업

커터/그라인더 검증과 장비 시뮬레이션 

포인트 확인방법
충돌 확인 못함!

장비에서 위험한 충돌이 발생하기전에... 공구가 부러지기전에... 그리고 그라인딩 휠이 파손되기전에  

VERICUT에서 연삭기 작업을 검증한다. 가공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세하게 검증한다. 연삭기작업

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인터페이스 기능으로 커터/그라인더 검증은 연삭기 프로그램(NUMROTOplus® 

또는 Schutte)에 설치된다. 커터/그라인더 장비 시뮬레이션은 충돌, 장비 제한 거리 초과와 충돌 

위험을 방지한다.

VERICUT  
충돌 확인!



Knowledge-Based 기계가공

VERICUT은 순수한 Knowledge-based  

최적화 시스템이다: 시뮬레이션중에 각 가

공에 대한 정확한 가공 깊이, 넓이, 각도

를 알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가공구간에

서 가공되는 양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우

선, OptiPath는 가공동작을 작은 구간으

로 나눈다. 각각의 구간에서 가공되는 양

을 기준으로 가공부하를 계산하여 최상의 

가공속도를 부여한다. 이때, 가공속도만 

최적화하고 툴패스의 궤적은 동일하다. 

가공궤적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간단한 설정과 편리한 사용

프롬프트 위저드는 가공중에 각 공구에 

대한 가공조건을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각 공구마다 가공조건이 부여된다. 설정

된 가공조건이 최적화 가공조건 목록에 

저장된다.

단 한번만 설정하면 된다. 설정된 정보를 

최적화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OptiPath는 아무런 사전작업없이 

최적화 가공조건 목록을 만들 수 있는  

“learn mode”기능이 있다. 각각의 공구

에 OptiPath는 최대 볼륨 제거율과 칩 두

께를 찾아내고, 그 공구에 알맞은 최적화 

가공조건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황삭가공 최적화

황삭가공에서는 가능한 빨리 많은 양을 제

거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양한 가공조건

에서 OptiPath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가

공속도를 유지한다. 예를 들면, 항공기 알

류미늄소재 가공형상에서 황삭가공은 일

정한 가공깊이로 소재를 제거한다. 그러

나 각각의 가공마다 가공넓이는 다양하

게 변한다.  OptiPath는 가공 넓이에 상

관없이 일정한 볼륨이 제거되도록 가공속

도를 수정한다. 

 

다축기계가공 
최적화 가능!

VERICUT의 가공속도 최적화 모듈,  

OptiPath
®
 는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

적으로 만들기위해 가공부하를 토대

로 가공속도를 자동으로 수정한다... 

공구수명은 늘어나고, 품질은 향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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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를 통해 평균적으로 

30% 이상 가공시간을 단축시

켰다!” 
 대한항공
  NC 프로그래머
  이영구 과장

정삭가공 최적화

일반적으로 황삭가공후에 남아 있는 형상

을 공구 외곽으로 소재를 가공하고 디자인

형상에 가깝게 소재를 가공하기 때문에 매

우 다양한 칩이 생성된다. OptiPath는 일

정한 칩 두께가 가공되도록 가공속도를 조

절한다.(일정한 칩 두께 가공은 “얇은 칩

두께(chip thinning)”를 줄이기 위해 공

구업체에서 권장한다.) 그 결과 공구수명

은 늘어나고 품질은 향상된다. 예를들면, 

이 방법은 스틸 금형 캐비티에서 중삭 또

는 정삭가공 처럼, 가공양을 작게하여 표

면을 윤곽가공하거나 볼엔드 밀의 끝으로 

가공할 때에 특히 효과적이다.

가공시간 단축!
품질 향상!

공구마모 감소!

OptiPath “learn mode”를 사용하여 
몇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간단하게 최적
화 할 수 있다.

CNC 프로그램
가공속도 최적화



일반적인 고속가공은 고속으로 가공하기 위해 얕은 깊이와 
얇은 두께로 가공한다. 이것은 시간 단축이라는 고속가공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

가공깊이를 깊게하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가공중에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과부하로 공구를 파손시킬 
수 있다.

OptiPath는 가공되는 소재의 양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칩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공속도를 조절한다. 장비와 
공구를 보호하면서 고효율 가공을 할 수 있다.

최적화는 간단하다...
많은 양이 가공될 때 가공속도는 

줄어들고, 적은 양이 가공될 때 

가공속도는 증가한다. 각각의 작

은 구간마다 가공되는 소재의 양

을 기준으로 OptiPath는 자동으

로 최적화된 가공속도를 삽입한

다. OptiPath는 경로를 변화시키

지 않고 툴패스에 새로운 속도만

을 삽입한다.

·“소리”에 의한 가감속

·가공속도로 인해 프로그램 재작업...또

는 그럴만한 시간이 없을 때

·CAM 시스템 또는 프로그래머가 가공 속

도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숙련된 전문가”퇴사/자리에 없을 때 

·표면 품질이 나쁠 때

·사상시간이 많을 때

·칩 두께 문제(Chip thining)

·가공중에 공구가 휘어짐

·코너에서 떨림

·허공이나 적은 양에서 느린 가공속도 또

는 프로그램된 느린 가공속도

·많은 양을 가공

·긴 가공시간

·긴 NC 프로그램

·빈번한 가공 중지(다양한 진/출입) 

·다양한 가공 깊이/넓이

·고속 가공

·얇은 벽을 가공

·깨지기 쉬운 공구와 소재

·값 비싼 공구와 소재

·단단한 소재, 부드러운 소재

·오래된 장비

·여러 개의 가공 소재

·빠른 공구 마모/교체

OptiPath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음과 같은 유사한 가공을 한다면? OptiPath가 도움이 될 것이다!

효과적인 기계작업...

같은 시간 안에 많은 소재를 가공

- 이것은 또 다른 CNC 장비를 얻은 

것이다! 가공시간 감소는 생산성 향

상과 빠른 납기를 가져온다. 

원가 절감...

가공시간 감소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비용절감을 가져온다.

품질 향상...

일정한 가공부하는 공구의 영향을 주는 

떨림을 제거하거나, 적게 만든다. 코너, 

모서리, 복잡한 부위에서의 품질은 향

상되고 사상시간은 줄어든다.

공구수명 연장...

최적화된 가공조건은 공구수명을 늘린

다. 짧은 가공시간은 적은 공구마모를 

의미하며, 빈번한 공구 교환으로 인한 

가공 중단이 줄어든다.

장비마모 감소...

장비와 소재사이에서 일정한 가공부하

는 기계작업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

에 각 축의 모터에 다양하게 부가되는 

부하를 줄여준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

기계 작업자는 가공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기계 옆에 있을 필요가 없다! 작

업자는 여러 대의 장비를 운영하고, 

다음 작업을 준비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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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NC 프로그램

가공속도가 변하지 않는 NC 프로그램

1200 mm/M

가공량이 가장 많은 부분

(1200 mm/M)

 소재

 STEELTOOL

최적화된 NC 프로그램

가공속도가 자동으로 최적화된 NC 프로그램

2000 1700 1200 mm/M 1700

(1200 mm/M)

가공량이 가장 많은 부분

2000

 소재

“우리의 가공은 매우 간단해서 최적화 효과를 기대하지 

못했다. 하지만, 25% 이상 가공시간을 단축했다.”
유도실업
생산기술

한승엽 과장



검증모듈은 프로그램의 실수(급속이

송, 치공구/클램프 충돌, 날부위 이외

부분 및 홀더간섭 등)를 찾아내고 가공

형상을 정확하고 쉽게 검증한다!  

컨트롤러 지원사항:

검증은 일반적인 컨트롤러 기능을 지원하

고, VERICUT에서 컨트롤러를 쉽게 수정

할 수 있다. 

·로터리 축 피봇 포인트

·선행 지령에 의한 경보정 

·공구 길이 보정

·컨트롤 싸이클 : 치공구 옵셋 

·변수, 서브루틴, 매크로, 루프, 밸런

싱구조

검사와 측정:

·가공형상을 확대, 투명하게, 회전, 

자르기 등

·가공형상 두께, 체적, 깊이, 간격, 거

리, 각도, 구멍지름, 코너반경, 스칼

럽 높이 등 측정 

기타 다른 기능:

·G-코드를 ATP로 변환

·비디오와 이미지로 저장

·사용자 환경에 맞게 소프트웨어 환

경을 편집

다축가공 

복잡한 형상과 기계작업의 증가로 에러 발

생은 늘어난다. 툴패스의 정확성, 제품 품

질 또는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

다! 다축 가공 모듈은 다음과 같은 가공을 

검증하고 시뮬레이션 한다:

·다축 밀링 (고정 5축이 아닌 동시 

5축)

·여러축(Synchronized motion) 동

시 가공

EDM Die Sinking 

단 한번에 방전결과를 얻기 위하여 금형 부품, 밀링 프로그램, 전극모델 그리고 

전극 밀링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주의깊게 확인 하지만 아직까지 얼

마만큼의 에러가 발생하십니까?

·황삭 가공된 금형과 전극모델을 사용하여 전극의 겹친부위, 간격, 과삭 그리

고 많이 방전된 부위와 조금 방전된 

부위를 확인한다.

·AUTO-DIFF을 사용하여 방전이 

끝난 형상과 최종 금형형상 또는 디

자인된 CAD모델을 비교한다.

이 모듈은 정확하게 방전작업을 시뮬레

이션 한다 - 그래서 단 한번에 정확한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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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트리는 모든 

단계의 가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각 단계에는 

각각의 
컨트롤러와 
장비, 공구, 

NC 프로그램이 
있다. 

가공소재는  
이전 단계의

위치에서 
다음 단계의 

위치로 
자동으로 
이동된다.

뛰어난 실행속도:

VERICUT의 고유의 알고리즘은 빠르고 정

확한 검증결과를 가져온다. 가공이 진행되

어도 실행속도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VERICUT은 아주 긴 툴패스와 어떠한 가공

형상도 일정한 속도로 검증할 수 있다.

1. 소재모델 정의

·CAD 시스템에서 가져오거나, 

VERICUT에서 생성

2. 공구 설정

·일반적인 공구목록이 내장

·모든 공구형상을 생성

·툴패스에서 공구형상을 읽고 공

구 목록 생성

·CAD/CAM 또는 공구관리 프로그

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생성

 3. NC 프로그램 입력

·G-코드

·CAM 파일(APT, CL)

 다음에 가공아이콘을 누르면...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기계가공 지원사항:

·3축 밀링 

·고정 4축 가공

·2축 선반

·다양한 공구형상에 의한 가공

·여러 단계별 기계가공

 3단계로 간단하게 실행:

CNC 프로그램
       가공형상 검증



VERICUT으로 CNC 프로브 프로그램 생성 
및 시뮬레이션!

가공중인 형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VERICUT에

서 프로브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다. CNC 프로세싱 중에서 가공

중인 형상을 사용하는 단계는 VERICUT 

외에는 없다. 

VERICUT 시뮬레이션으로 프로브 프로그램

을 생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

요 없다! 프로브의 끝이 언제 제품을 닿는

지 어디에서 ‘프로브 모드’가 아닌지를 

알려주고 미세한 충돌까지도 확인 시켜준

다. 프로브 사이클 형식은 VERICUT 에뮬레이트

(프로브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동안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장비의 동작을 변경)를 통해 프로그램 에러로 발생하는 프로브 파손

이나 손상을 막아준다.

VERICUT은 가공형상을 토대로 만들어진 결과와 옵셋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서브루

틴 또는 서브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 한다. 프로브 프로그램은 타입 Ⅱ와 복잡한 프

1. 소재를     
  가공한다     

 2. 형상부위를  
    선택한다 3. 파라메터를  

설정한다 
(포스트 프로세서, 
싸이클 형식, 톨러
런스 등)

4. G 코드     
  생성

5. CNC 장비에 프
로브 프로그램을 
보내기 전에 시
뮬레이션 한다.

시간 절감 : 검사 보고서

VERICUT에서 시뮬레이션 된 가공형상을 

사용해서 검사 순서와 지시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고, 많은 시간을 절감

한다!

VERICUT은 가공형상의 치수를 사용하여 자동

으로 검사 지시서를 생성한다. 이것은  간단하고 

쉽게 검사 순서를 설정하고 다양한 형식의 문서

로 만들 수 있다.

검사 보고서 템플릿을 사용하여 사용자에 맞게 수

정할 수 있다. 제품 형상에서 검사 위치를 마우스

로 간단하게 선택하기 때문에 검사 지시서 작성은 빠르고 쉽다. VERICUT은 형

상과 형상 크기를 정의하고 측정에 대한 일정한 톨러런스를 사용한다. 검사 순서

를 추가하고 목록에 있는 검사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검사 순서가 완성되면 검사 

보고서(다른 보고서와 유사)는 일반적인 HTML 또는 PDF 형식으로 저장된다.

CNC 프로브
프로그램

로브 사이클 형식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

자 고유의 프로브 싸이클을 시뮬레이션 하

거나 프로브 프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해서 

CGTech 또는 대리점에 문의!  

CNC 프로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작

업중에 프로브가 파손되거나 장비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준다:

·소재 및 치구 위치 설정과 옵셋 조정

·소재형상 변경에 의한 측정과 조정

·소재나 치구 형상 또는 파트 넘버 

설정 

·공구나 치구 옵셋 측정 및 조정

·공구파손 확인

·가공형상 측정



Model Export

NC 데이터에서 만들어진 가공형상을 

Model Export를 사용하여 CAD모

델로 생성... 가공중인 다양한 형상 

또는 가공이 완료된 형상을 모델로 

생성한다!

몇번의 마우스 선택으로 NC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가공형상을 CAD모델로 내보낸

다. 기계에서 가공된 것처럼 이 모델은 홀,  

필렛, 코너반경, 포켓바닥 그리고 측벽과 

같은 정확한 형상을 구현한다!

·가공중인 어떠한 형상도 CAD 모델

로 생성

·톨러런스를 사용하여 정확한 모델 

생성

·IGES, STL 그리고 고유의 CAD 형

식 

가공중인 “기계형상”
모델을 CAD 프로그램에

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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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데이터를 사용:

·오래된 G-코드 또는 APT 프로그램

에서 CAD 모델 생성

·수정을 위해 CAD스템으로 가져온

다

·디자인모델과 비교 등

프로세싱 계획 개선:

·여러단계의 가공설정 또는 기계작업 

과정을 계획

·후가공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문

제점 제거

·각 단계의 가공에서 가공 형상의 “시

각화”를 위한 수고 절감

역 엔지니어링 향상:

·“가공중인 형상”을 CAD 시스템으

로 다시 보냄

·최종제품 형상을 반영하여 디자인 

모델 갱신

·제품 “가공부위”의 가공특성 분석

AUTO-DIFF™ 

AUTO-DIFF은 VERICUT에서 “가

공된형상”과 디자인모델을 자동으

로 비교하여 과삭부위와 미삭부위

를 찾아낸다.

기계가공이 준비될 때까지 디자인은 몇몇

의 엔지니어/프로그래머, 부서, 회사 그리

고 CAD/CAM 시스템을 두루 거친다. 마지

막 단계에서 디자인 모델과 비교해서 정확

한 툴패스가 생성 되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AUTO-DIFF의 사용으로 쉽

게 판단할 수 있다.

디자인모델로 솔리드, 서피스, 또는 포인

트를 사용한다. 사용자는 과/미삭 확인을 

위해 가공형상에 디자인모델을 “끼워넣

기”만 하면 된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모델, 가공된 소재형상, 에

러, 과삭, 미삭된 부위를 다른 색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Model Export를 사용해서 AUTO-DIFF 결과를 IGES 서

피스 모델로 생성할 수 있다. 

과삭을
보여주기 위해 

AUTODIFF 
결과 확대

CNC 프로그램 분석
& CAD 모델 생성



CATIA의 직선과 원호는 VERICUT의 커터 

또는 홀더 등으로 변환된다. CATIA의 좌

표 시스템을 기준으로 CATV는 이동과 회

전을 자동으로 연산한다.

Mastercam® Interface

마스터 캠 C-Hook 기술을 사용하여, 마

스터 캠에서 VERICUT을 실행한다. 설

정 정보, 공구, 툴패스, 모델 등은 마스

터 캠에서 VERICUT으로 정확한 좌표와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자동으로 이동된다.  

VERICUT에서 툴패스를 검증하는 동안 마

스터 캠에서 작업할 수 있다.  

WorkNC® Interface

VERICUT은 WorkNC에서 또는 배치로 

실행하기 위해 WorkNC에 설치된다. 공

구형상은 자동으로 VERICUT에 이동된

다. 소재블록은 WorkNC 설정을 기준으

로 생성된다.

EdgeCAM ® Interface

패스트레이스의 PDI 개발방법을 사용

하여 개발되었고,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 모델, 공구, NC 프로그램 정보는 

VERICUT으로 간단히 이동되고 설정된

다. VERICUT은 EdgeCAM에 설치된다. 

그러나 VERICUT에서 NC 프로그램을 검

증하고 최적화하는 동안에 EegeCAM에

서 작업은 계속 된다.

Pro/E® Interface

Pro/E에서 또는 배치로 실행하기 위해 

VERICUT이 Pro/E에 설치된다. 선택된 작

업 또는 NC 목록, 공구형상, 좌표/소재/치

공구 모델 등은 Pro/E에서 VERICUT으

로 자동으로 옮겨진다. VERICUT에서 툴

패스를 검증하는 동안 Pro/E에서 작업할 

수 있다. Pro/E 인터페이스는 PTC에서 

공급한다.  

Unigraphics® Interface

각각의 툴패스, 여러 개의 선택된 툴패스, 

하나의 완성된 툴패스, 공구 정보, 소재, 치

공구, 디자인모델 등을 VERICUT으로 손쉽

게 이동할 수 있다. VERICUT은 독립적으로 

실행되고, 툴패스를 검증하는 동안 유니그

래픽스에서는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CATIA® V5
Interface

NC 프로그램을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최적

화, 시뮬레이션, 설정하기 위해 CATIA와 

통합된다. 각각의 툴패스, 여러개의 선택

된 패스 또는 하나의 전 공정을 쉽게 검증

할 수 있다. 모든 소재, 치공구, 디자인 형

상은 정확한 좌표와 함께 VERICUT으로 

보내지고, 툴패스, 공구, 장비, 컨트롤러

와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다른 파라미터로 

VERICUT은 실행된다. NC 프로그램을 시

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하는 동안에 CATIA에

서 계속해서 작업할 수 있다.

CATV™ - CATIA V4 Interface

VERICUT은 CATIA에서 실행되고 소재, 

치 공구, 디자인 모델에 대한 CATIA 

형상은 VERICUT으로 이동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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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Verification모듈내에 

여러 종류의 외부데이터를 가져

오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포

함되어 있다.

IGES 변환

IGES형식의 CAD모델을 VERICUT에

서 불러들이고 사용할 수 있다. 

서피스에서 솔리드로

서피스 모델을 주물 또는 단조 소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VERICUT에서 모델

을 옵셋하여 쉽게 사용한다. 

PolyFix™

정확하지 않고, 일정하지 않은 형식

의 STL 또는 VERICUT 모델 파일을 

수정해서 정확한 모델로 변환하여 

VERICUT에서 사용한다. 

Binary APT-CL Converter

다양한 형식의 바이너리 APT CL 파일

을 아스키 APT CL로 변환한다.

TDM Interface

이 모듈은 TDM 공구관리 시스템의 공구정

보를 VERICUT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어떠한 파일도 생성되지 않고 최신의 

TDM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사용한다.

CAD/CAM
인터페이스 & 컨버터

PRO/E

UG

CATIA V5

CATIA V4

PRO/E

UG

CATIA V5

CATIA V4

WORKNC

MASTERCAM

EDGECAM

TDM

WORKNC

MASTERCAM

EDGECAM

TDM



CGTech® 은 CNC장비 시뮬레이션, 툴패스 검증, 가공속도 

최적화 소프트웨어 기술을 선도하는 회사이다. 1988년 설

립이래 항공, 자동차, 금형, 소비재, 발전제품, 중공업 등의 

분야를 포함한 제조분야에서 CGTech 제품은 표준이 되었

다. 오늘날 유럽과 아시아의 지사와 전세계 유수의 대리점

에서 판매된다. CGTech 소프트웨어는 정부기관, 전문학

교, 대학교, 다양한 규모의 회사에서 사용된다.

CGTech은 기술력 있는 회사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 전세계 선도적인 많은 장비 회사들과, CAD/CAM 개

발회사 그리고 CAM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VERICUT의 협

력사에 포함되어 있다.

VERICUT 고객지원은 기술지원 엔지니어팀에서 이루어 

진다. 교육, 기술지원, 컨설팅 서비스등의 계약이 가능

하다.

VERICUT을 구매했을 때, 단순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

고 있는 회사에서 기술지원을 받게되는 것이다!

United	States
Corporate Headquarters
9000 Research Drive
Irvine, California 92618
TEL +1 (949) 753-1050
FAX +1 (949) 753-1053
info@cgtech.com

씨아이엠에스(주)는 1999년에 설립되었다. 금형, 공구, 반도

체 부품, 항공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3축, 5축 그리고 복합

가공까지 완벽하게 기술 지원하고 있다. 현재 검증 및 가공

속도 최적화 소프트웨어(VERICUT)와 공구 관리 프로그램

(TDM)과 토탈 CAD/CAM 솔루션(NX)을 판매하고 있다. 또

한 NX의 API기능을 활용하여 설계에서 가공까지 프로그램 

자동화를 개발하고 있다.

주요 실적

·(주)엠케이테크놀로지(타이어금형)-미크론 5축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미쯔이세이키 5축

·평화ENG-마작 복합가공기

·마이크로텍-DMG 340P

·RGB-SNK RB-6VM

·한국산업모형-DMG 50eV

·대구 기능대학-Hermle C600U

·삼성전자 정밀기기(구미)-NX CAD/CAM 교육

·유도실업-NX API를 활용한 최적 설계 개발

주요 고객사

·항공 :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삼성테크윈, 

           위아, 한화, 수성기체, 율곡테크, 연암테크 등

·공구 : 한국야금, 한국교세라정공, 한부엔지니어링, 

           다인정공, 대구텍, 등

·반도체 : 마이크로텍, RGB, 삼일정밀,대흥정밀산업,

           예원엔지니어링, 테크원 등

·금형 : 삼성전자, 한국전기초자, 유도실업, 평화ENG,

           엠케이테크놀로지,영등포특수강정공,대창금형 등

·교육 및 연구소 : 한국생산기술원, 창원대, 포항공대,

           한국해양대, KIST, 전북대 등

·기타 기계 가공 : 두산중공업, 두산메카텍, KIPCO,  

       코웰, 이오시스템, 로얄토토 등

한국총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66-1 성연빌딩 3층
TEL (031)426-1551
www.cims.co.kr
info@cim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