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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CAM
NC 부품 프로그래밍을 위한 선도적인 CAM 시스템

헥사곤 프로덕션 소프트웨어
제조 생산의 스마트 가속화

헥사곤 프로덕션 소프트웨어는 영국 글로스터셔 지역의 몽펠리에 코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신뢰성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CAD/CAM/CAE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브랜드로는 WORKNC, EDGECAM, VISI, ESPRIT, ALPHACAM, NCSIMUL, DESIGNER, RADAN,
SMIRT, CABINET VISION, MACHINING STRATEGIST, PEPS와 WORKXPLORE, 생산 관리 시스템
(MRP) JAVELIN이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제조 산업군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제조 생산의 스마트 가속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든 브랜드의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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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브라질, 일본, 중국, 네덜란드, 인도 등 10여 개국에 설립된 현지
법인과 50여 개국의 공식 대리점이 제품의 개발부터 판매,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컨설팅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약 25만 카피 이상의 라이선스를 배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헥사곤 프로덕션 소프트웨어의 이전 사명은 베로소프트웨어(Vero software)로 2014년 지리 공간 및
산업용 기업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걸쳐 생산성과 품질을 주도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정보 기술 제공업체인
Hexagon(나스닥 스톡홀름 HEXA:B)에 인수되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모회사인 헥사곤(Hexagon AB) 그룹의 제조산업 분야 브랜드 “헥사곤 매뉴팩처링
인텔리전스” (Hexagon Manufacturing Intelligence 이하; 헥사곤MI)로 새롭게 리브랜딩을 실시하고
CI를 변경했습니다. 헥사곤MI 프로덕션 소프트웨어(Production Software) 부문으로의 리브랜딩은
설계부터 가공-검증-계측에 이르는 전반적인 제조 공정의 흐름에서 데이터 기반의 제조를 실현하고 더욱
확장된 제조기술 역량과 포트폴리오를 통해 품질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고객의 요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헥사곤의 핵심가치를 반영합니다.
헥사곤 프로덕션 소프트웨어 한국지사인 베로소프트웨어코리아(유)는 2016년 설립되었으며 자동차,
일반기계, 금형, 전기 전자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헥사곤 제품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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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CAM

ESPRIT

EDGECAM

ALPHACAM은 목재 및 석재
절단 산업에 적합한 CAM
소프트웨어입니다. 본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는 고객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증된 기술을 제공합니다.

esPRIt®은 까다로운 가공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도 공작기계의
생산성을 대폭 높이는 고성능 CAM
시스템입니다.

eDGeCAM은 정교한 툴패스 생성
기능과 매끄러운 CAD 통합 기능을
결합한 업계 최고의 부품 가공용 CAM
솔루션입니다.

RADAN

VISI

RADAn은 세계를 선도하는 판금
산업용 CAD CAM 솔루션으로
펀칭과 프로파일링, 벤딩, 설계,
생산 관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VIsI는 금형 산업용 CAD CAM
솔루션으로 3D 금형 설계, 플라스틱
유동 해석, 판금 스탬핑, 종합적인
다축 밀링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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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XPLORE

WORKPLAN

NCSIMUL

WoRKXPLoRe는 3D CAD
뷰어(viewer)로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협업, 생산성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WoRKPLAn은 제조산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제조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WoRKPLAn은
eRP와 Mes 기능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제어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수익성을 분석하는 솔루션입니다.

nCsIMUL은 nC 프로그램에서
가공된 부품에 이르기까지 전체 가공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사용자는
nCsIMUL을 사용하여 작업 현장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자동 G코드
재프로그래밍 및 G코드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WORKNC

SMIRT

FASYS

CABINET VISION

WoRKnC는 금형산업을 선도하는
고성능 CAM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다양한 2.5~5축 CnC 프로그래밍을
제공합니다.

sMIRt는 프레스 금형 산업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3D 뷰잉, 계획, 비용,
CAM 및 스케줄링 기능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금형 제조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합니다.

FAsYs는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로
컨셉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는 전체
워크플로우에서 공구 및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비를 통합하여
현장에서의 데이터 접근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목공 제품 제작 산업을 위한 완벽한
엔지니어링 솔루션입니다. 엔트리 레벨
컷리스트 패키지부터 완전히 통합된
솔루션까지 CABInet VIsIon은
비즈니스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1. EDGECAM 소개

EDGECAM

맞춤형 및 연속 생산에 적합한 CAM 자동화 시스템

1-1. EDGECAM 모듈 소개

EDGECAM은 시장을 선도하는 부품 가공용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시스템입니다. 밀링, 터닝 및
밀턴 가공에 필요한 독보적 CAM 시스템으로 탁월한 사용 용이성과 정교한 툴패스 생성을 제공합니다.
EDGECAM은 내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자동화 도구로 CAM 프로세스를
주도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워크플로우 인터페이스 덕분에 빠르고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종합적인 충돌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복잡한 처리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며 제조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면과 모델을 사용한 작업

같은 제품을 가공하더라도 2D 도면과 3D 모델을 선택
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툴패스 작성시 2D/3D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 됩니다

동일 환경에서 밀링과 터닝 작업

같은 작업 환경에서 밀링과 터닝 작업이 가능하기 때
문에 기존의 사용자는 손쉽게 추가 기능을 배울 수 있
습니다.

밀링 가공 시스템
Essential Milling

Essential Turning

Standard Milling

Standard Turning

Advanced Milling

Advanced Turning

Ultimate Milling

Ultimate Turning

2D 밀링

2.5D 밀링

3축 다면 밀링

Full 3축 다면 밀링

4/5축 가공 시스템
4-Axis Simultaneous Milling
(동시 4축 모듈)
Advanced/Ultimate Milling + 4축

5-Axis Simultaneous Milling
(동시 5축 모듈)
Advanced/Ultimate Milling + 5축

장비 시뮬레이션

EDGECAM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와 동
일한 가공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밀링뿐만 아니라,
선반 · 복합 장비 등의 공작기계에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툴패스와 신기능 업데이트

40종 이상의 툴패스와 매년 새로운 기능들이 포함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기존 기능들도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추가 개발 및 배포되고 있습니다

선반 · 복합 가공 시스템

Advanced 5-Axis Simultaneous Milling
(고급 동시 5축 모듈)

2축 선반 가공

C/Y축 선반 가공

2터렛/2스핀들 복합 가공

4터렛/4스핀들 복합 가공

Wire 가공
Wire EDM

스마트하고 강력하며 유연한 와이어 가공

부가 모듈
Inspect
Probing

Advanced/Ultimate Milling + 5축

Solid Machinist

Ultimate 5-Axis Simultaneous Milling
(얼티메이트 5축 가공)

DESIGNER

Advanced/Ultimate Milling + 5축

※ 상위 모듈은 하위 모듈 기능을 기본 제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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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 가공 시스템과 선반 · 복합 가공 시스템이 포함된 eDGeCAM Production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DGeCAM shop Floor editor - 가공 현장용 편집기

EDGECAM Ultimate Production, EDGECAM Solid Machinist MA X를 기반으로 가공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절삭
조건과 공구 크기 변경, 시뮬레이션, NC 데이터의 출력 및 파일 저장 등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도면 작성 기능과 신규 공구경로 생성 등의 기능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hexagonmi.com Manufacturing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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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링 가공

2-2. Standard Milling

2-1. Essential Milling

2.5D 밀링 시스템

2D 밀링 시스템

EDGECAM Essential Milling은 2D 밀링과 홀 가공에 적합합니다. 번거로운 가공 공정도 시퀀스와 결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공을 할 수 있으며 머신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간섭 체크 및 가공 후의 형상을 모델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동 가공
기능으로 조작이 간편해 단시간에 프로그램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2D부터 2.5D 가공 및 드릴 가공을 위한 밀링 시스템입니다. 2D부터 2.5D를 위한 페이스 밀링, 황삭가공, 형상 가공, 평탄면 가공,
홈 가공, 드릴 사이클, 헬리컬 가공 등 다양한 종류의 가공을 지원하고 있어 2D ~ 2.5D 가공을 주로 하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시스템입니다.

2D CAD 기능

작업 명령창

모든 소재 형상의 황삭가공

2D/3D 와이어 프레임

와이어 프레임 2.5D 공구 경로

지그 간섭 및 회피

2D CAD 기능이 표준으로 탑재되어 있어, 외부
에서 임포트한 데이터(DXF,DWG,IGES 등)에
직접 커브를 작성하거나 포인트를 생성하고, 치
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
이스와 최소한의 설정으로도 공구 경로를 생성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설정 창은 이미지와 설명
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황삭가공 시, 소재 형상을 임의로 지정하거나
2D 윤곽, 포켓 자동 인식, 두께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가공 상태의 소재 모델을
인식하여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어
컷 동작을 제거하여 가공 시간이 단축됩니다.

2D CAD 도면 이외에 3D 입체 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입체 도면으로 2.5D 가공이 가능
합니다.

2.5D 가공은 설정값에 테이퍼 각도 및 상하 R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면 도형을 이용한
(닫힌 윤곽 1당, 1단면) 가공 및 가공 여유를 일
정하게 하여 스칼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지그를 정의하여 지그 간섭 검증은 물
론, 지그 교환 시 발생하는 비절삭 부분도 업데
이트합니다. 또한, 공구 경로 생성 시 지그에서
공구와의 여유량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열린 포켓 가공

원호 직경 필터링을 통한 홀 가공

고속 가공 경로

웨이브 폼 황삭가공

2D/2.5D 황잔삭가공

와이어 프레임 열린 포켓 가공 외에도 EDGECAM Solid Machinist 을 추가하면 솔리드 데
이터에서 피쳐를 인식하여 열린 포켓 가공이
가능합니다.

각기 다른 크기의 홀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CAD 데이터의 경우, 같은 크기의 홀을 그룹으
로 묶어 관리하거나 직경의 범위를 설정하여 원
하는 홀만 선택하여 가공할 수 있습니다.

가공의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절삭 이송 속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나선형 가공에서도 적용
할 수 있고, 공구 경로에 급격한 방향 전환이 없
어 가공 시 기계에서의 감속을 방지합니다.

공작 기계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급격한 방향 전환을 방지 부드러운 경
로를 생성하며, 칩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구 부하가 급등하는 것
을 줄여 공구 부하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공구 수명 향상과 절삭
속도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공의 시작부터 끝까지 큰 일정한
간격으로 절삭되기 때문에 가공 조도가 향상됩니다.

2D/2.5D 가공에서도 황잔삭가공 공구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가
공이 되지 않은 부분만 별도로 지정하여 황잔삭가공 공구 경로를 생성
하고, 현재 작업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여 가공합니다. 황잔삭가공은
횟수에 제한 없이 여러 차례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직경의 공구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황삭가공이 가능합니다.

머신 시뮬레이션

EDGECAM Solid Machinist & EDGECAM Strategy Manager

머신 시뮬레이션 기능이 표준으로 탑재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장비를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장비의 축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
비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간섭 체크도 가능합니다.

8

Manufacturing Intelligence hexagonmi.com

EDGECAM Solid Machinist로 홀, 포켓, 보스 등의 형상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설계 변경 시,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EDGECAM Strategy Manager를 통해 자동 가공이 가능합니다.

윤곽가공 (헬리컬 절삭)

평탄면 가공

스레드 탭을 이용한 나사 가공

절입량에 따라 연속해서 Z값을 절입하여 가공
하며 스칼럽을 최소화하여 균일한 절삭 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헬리컬 절삭이 불가능한 부
분은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3D 형상의 평평한 부분만 자동으로 인식하
여 공구 경로를 생성합니다. 와이어 프레임에
서도 마찬가지로 Z값을 이용하여 평면을 인식
합니다.

스레드 탭을 이용하여 헬리컬 절삭이 가능합니
다. 수나사의 지름, 암나사의 지름 등 간단한 정
보만으로 공구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hexagonmi.com Manufacturing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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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dvanced Milling

2-4. Ultimate Milling

다면 가공 및 곡면 가공이 가능한 부품 가공용 고성능 2D ~ 3D 밀링 시스템입니다. 로터리 가공, 등고선 가공, 주사선 가공 등
다양한 종류의 가공을 지원합니다. 필요에 따라, 동시 4축 또는 동시 5축 모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곡면가공, 다면 가공, 로터리 가공 등을 포함하고 모든 종류의 금형가공을 위한 밀링 시스템입니다. 밀링 가공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높은 품질의 곡면 가공이 가능합니다. 세밀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파라미터와 옵션 및 기능을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동시 4축 또는 동시 5축 모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면 가공 (버티컬 형 + 회전 테이블)

다면 가공 (호리젠탈 형 + 테이블 이동 제 2 Z축)

로터리 가공 및 전개도

주사선 가공・평탄면 가공

윤곽 가공(낮은 경사 부 정삭)

다면 가공에서는 소재나 지그를 추가하여 다중의
원점을 설정할 수 있고, 가공 시 발생하는 간섭 등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점 설정 후, 회전축
의 각도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회전 각도의 범
위를 벗어날 경우 경고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호리젠탈 밀링 머신은 주축인 Z축과 같은 방향
으로 이동하는 제 2 Z축을 지원하며, 필요에 따
라 많은 원점 설정이 가능하고 1개의 원점 설정
으로 많은 다면을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원통 측면부에 홀이나 포켓의 전개도를 생성하
거나 원통 측면 3D 모델을 인식하여 형상을 가
공할 수 있습니다.

주사선 가공은 절삭 각도를 지정할 수 있어 가공 면이 거칠어지는 부분
에 수직으로 공구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사선 가공의 평탄
부 경로를 제외할 수 있는 가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윤곽 가공 시, 경사가 완만하고 가공 속도가 빠른 부분에 다른 가공 방법
(동심형, 투영, 주사선)으로 자동 변경시켜 가공 범위를 지정하지 않아도
최적의 정삭 공구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플런지 황삭가공

3D 와이어 프레임 가공

정삭가공 (윤곽 가공・주사선 가공)

펜슬가공(멀티 옵셋)

스칼럽 정삭가공

비 가공 면 지정에 의한 공구 경로 회피

황삭가공은 일반적으로 가로로 가공되지만 플
런지 가공은 Z축 방향으로 가공이 진행됩니
다. 이 가공 방법은 진동이 적어 안정된 절삭이
가능합니다. 긴 공구를 사용할 경우에 효율적
인 가공 방법입니다.

3D 윤곽 가공과 같은 가공에서 3D 와이어 프
레임을 이용한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 가공은
서페이스면의 가장자리와 솔리드 모델의 엣지
을 추출한 와이어 프레임에서 쉽게 가공 경로
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곡면 정삭가공 중 “윤곽 가공”과 “주사선 가공”
에서 곡면의 조도를 설정하고 정삭 경로를 생
성할 수 있습니다. 형상의 피치를 자동으로 조
정합니다.

모델의 모서리 부분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공
구 경로를 생성합니다. 양쪽에 경로를 추가하
는 펜슬 옵셋 가공이나 각도를 지정하여 상하
가공이 가능합니다.

가공 영역의 외측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정삭가
공 공구 경로를 생성합니다. 또한, 지정된 경로
에서 공구 경로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면을 지정하여, 가공 경계 영역을 지정
하지 않아도 공구 경로 생성을 회피할 수 있
습니다.

곡면 가공

언더컷 윤곽 가공

윤곽 정삭가공

잔삭 자동 가공

각도 제어 기능

여러 개의 곡면을 따라 가공 경로를 생성합니
다. 경로의 연결 이동이 적고, 곡면을 따라 가공
이 진행되기 때문에 가공 조도가 향상됩니다.

일반적으로 3축 가공에서 가공이 어려운 언더
컷 형상의 가공이 가능합니다. 언더컷 가공용
공구인 T-슬롯, 롤링팝 엔드밀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이전에 작업한 공구 직경을 입력하면, 이전 가공에
서 절삭된 부분을 제외한 영역의 윤곽 가공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오버랩 값과 같은 설정 값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공구 경로에
의한 동시 가공 경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공정에서 사용한 공구를 지정하여 작산가공 공구 경로를 생성합니다. 볼 엔드밀 이외에도,
플랫, 블노이즈, 테이퍼, 엔드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경사/완만한 경사 기능을 사용하여
급경사 부분에는 등고선 공구 경로를, 완만한 부분에는 동심원 경로를 자동으로 적용하여 생성합
니다. 또한, 정삭가공 영역의 중심에 펜슬 가공 경로를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곡면에 생성된 공구 경로를 최소/최대 진입 각
도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완만한 부분과 급경
사 부분의 곡면에 대하여 공구 경로를 분할하
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또한, 공구 경로의 위치
를 옵셋할 수 있습니다.

3D 다면, 로터리 밀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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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3D 밀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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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반 · 복합 가공

3-1. Essential Turning

3-2. Standard Turning

2축 선반 가공 시스템은 선반 가공에서 2D 도면 작성은 물론, 기본으로 제공되는 DESIGNER를 이용하여 피처 인식이 가능하고
EDGECAM Solid Machinist를 추가하면 외부 솔리드 데이터 임포트 및 피쳐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선반 가공 형상을 검
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 CAM 기능은 다양한 공구 경로 생성은 물론 수동 제어가 가능하여 가공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줍
니다.

C/Y 축 복합 선반 가공 시스템입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기본 2축 선반 및 C/Y 밀링 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부품에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로터리 가공모드(C 축 가공)와 평면 가공모드(Y 축 가공)가 가능합니다.

2축 선반 가공 시스템

C/Y 축 복합 선반 가공 시스템

작업환경 및 좌표 입력

작업 명령창

황삭

Z축 방향・C축 밀링 및 홀 가공

Z축 방향・Y축 밀링 및 홀 가공

클릭만으로 XY/ZX 환경을 전환하고 와이어 프레임
도면 작성과 외부 CAD 데이터의 XY 평면을 ZX 평면
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급속 이동이나 절삭 이동
속도를 위한 포인트 좌표 입력으로 공구 경로를 생성
하여, 수작업에 익숙한 유저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
스와 별도의 사용 매뉴얼이 필요 없는 직관적인
설정 입력 화면으로 황삭가공, 정삭가공, 홈가
공, 절단가공 등의 가공 경로를 쉽게 만들 수 있
습니다.

Z/X 위치를 분활 하거나 가변 절입량, 언더컷 제어,
진입 방법 등의 설정 값을 정의할 수 있어 다양한 가
공 경로 생성에 대응할 수 있는 디테일한 가공 공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휴지 시간 삽입이나 절
삭 횟수를 정의 하는 등 섬세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Z축 방향에서 Y축을 이동하는 대신 C축을 이용하여 밀링과 드릴가공을
할 수 있으며 Y축 이동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회전 이동하는 공
구 경로는 실제 가공과 동일하게 소재를 회전시켜 표현되는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실제 가공 동작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Z축 방향에서 Y축을 이용하는 중절삭 가공이 가능합니다. C축을 이용
한 가공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클릭 한 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
제 사용하는 장비 그래픽을 추가하여 각각의 축 이동 범위를 정의하여
이동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삭가공

홈 가공

잔삭가공

C축 로터리 밀링

X축 방향・Y축 밀링

자동 라운드 및 모따기 처리 기능으로 날카로운
부분의 R/C 추가 및 각 동작마다 휴지 시간 설정
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고 제품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홈 가공은 X축 방향, Z축 방향에서 사용 가능
하며, 다양한 가공 방법으로 고효율의 홈 가공
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삭가공에서도 최적의
공구 경로를 생성합니다.

황삭에서 언더컷 부분과 같이 공구를 변경하여
가공을 하여야할 때 현재 작업 상태를 인식하
여 남아 있는 소재 부분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가공할 수 있습니다. 가상 소재를 인식한 가공
은 에어컷의 최소화 및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C축을 회전시키면서 원통면에 감긴 홀이나 포켓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전개도만으로 자동으로 로터리 가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EDGECAM
Solid Machinist를 사용하여 솔리드 모델에서 피쳐를 인식할 수 있습
니다.

가공 면에 대해 C축 회전 후, Y축을 이용하여 평면 이동으로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C축을 이용한 로터리 가공과 달리 더 많은 면적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단면 가공/ 측면 가공 C/Y 축에 관계 없이 2D/2.5D 가공
이 가능합니다.

부분별 가공조건 변경

나사 가공

심압대 (Tail Stock)・방진구 (Steady Rest)

X축 방향・C축 홀 가공

C축 인덱스

심압대 및 방진구 설정이 가능하고, 두 요소간
의 간섭 체크 및 작동 시간을 가공 시간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3D CAD로 모델링된 특정 그
래픽 및 파라미터 설정에 의한 그래픽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C축을 분할하여 측면에서 X축 방향으로 홀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밀링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홀 가공 패턴을 사용할 수 있어, 고정 사이클
외 다양한 가공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각도에 의한 C축 분할은 물론, 산출 각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모델상
의 지정 편면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인덱스가 가능합니다. CAD 모델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가공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공 부분별 이송 속도와 회전 속도, 조도 설
정 등을 추가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그 설정
값이 적용된 정삭이 가능합니다. EDGECAM
Part Modeler에서 설정한 조도를 사용 할 수
도 있습니다.
12

작업에 따라 단순한 스트레이트/테이퍼 가공
부터 복잡한 나사 가공 등 사용자의 요구를 만
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Manufacturing Intelligence hexagonm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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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dvanced Turning

3-4. Ultimate Turning

고성능 복합 선반 시스템입니다. C/Y축 선반 및 4축 선반 (2터렛 2스핀들) 곡면 가공이 가능합니다. C축 분할 가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시 4축 가공 모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선반 가공 시스템 중 최상위 시스템입니다. C/Y축 선반 및 4축 선반, 서브 스핀들 곡면 가공 등의 전반적인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터렛까지 동기화가 가능하며, 동시 4축 또는 5축 동시 모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축 선반(2터렛 2스핀들) & 1스핀들 B축 복합 선반 가공 시스템

복합 선반(최대 4터렛) 가공 시스템

상하 2터렛 가공

터렛 동기화

선반 인덱스

B축 밀링

상하 2터렛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가공이 가능합니다. 긴 소재를 사용하
는 작업이나 까다로운 소재 작업등에 효율적으로 2터렛 동기화 가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하 2터렛의 대기 상태를 동기화하여 시간 낭비를 줄이고 안전한 데이
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동기화 작업은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 제어가 필요한 터렛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3차원 좌표 변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B축 각도 지정은 물론
각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서페이스를 지정할 수 있어 자동으로 B축과
C축의 각도를 산출합니다.

EDGECAM Ultimate Milling 시스템처럼 강력한 2D/3D 가공 기능을
복합 선반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품 가공에서
형상 가공까지 전반적인 가공 기능을 제공합니다.

2 스핀들 (메인・서브)

파트 이동

다수의 스핀들 & 터렛 동기화 가공 (최대 4터렛)

방진구 및 심압대을 이용한 가공

2스핀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순서 변경 없이 상하에 위치한 터렛을 효율
적으로 배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작업 환경에서 공구경로를
만들 수 있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서브 스핀들에 의한 소재 파트 이동을 지원하여 연속 가공 데이터 작성
및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피드도 지원합니다.

여러 개의 스핀들과 터렛이 각각 작동 및 서로 간 동기화가 가능하고
간섭 체크도 가능합니다.

방진구를 회피하여 가공하고 공구의 위치를 변경하여 언더컷 부분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서브 스핀들에 의한 소재 인식도 가능합니다.

B축 가공

B축 선반 가공

3D 가공의 예

3D 가공의 예

B축을 사용하는 복합 선반을 지원합니다. B축과 C축을 분할하여 2D부
터 3D 밀링 및 드릴 가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시 5축 가공 모듈을 추
가할 수 있습니다.

기울어진 공구를 사용한 선반 가공은 모든 선반 가공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B 축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 가공기에 공구 헤드 직경으
로 발생하는 간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EDGECAM의 곡면 가공은 다양한 형상을 가공할 수 있으며, 금형 산
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구에 부하를 주지 않는 부드러운
고속 가공을 위한 공구 경로로 복합 선반 가공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
휘합니다.

다양한 방향에서 3D 밀링 가공이 가능합니다. 선반 가공부터 M/C 가공
까지 가공 종류의 제한이 없고 조작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시스템입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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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5축 가공

4-1. 4/5-Axis Simultaneous Milling

4-2. Advanced 5-Axis Simultaneous Milling

동시 5축 제어는 공구의 접촉 점을 이상적인 위치로 제어하기 때문에 언더컷 부분도 연속적으로 가공할 수 있어, 복잡하고
까다로운 동시 4/5축 가공 설정을 쉽게 도와줍니다. 5축 황삭과 정삭가공의 통합된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밀링과 선반 명령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동시 4축 또는 동시 5축 모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시 5축 가공 모듈에 추가 가능한 고기능의 고급 동시 5축 가공 모듈입니다. 더 많은 설정 파라미터, 임펠러와 스와프 가공 등에
특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더욱 디테일한 동시 5축 기능을 제공합니다.

동시 4축 가공 · 동시 5축 가공

작업 명령창

5축 커브 가공

5축 가공 명령창

복잡한 파라미터가 필요한 동시 4/5축 가공도
스와프 가공, 로터리 가공, 커브 가공 등 용도에
따라 최적화된 “작업” 명령을 이용하여 최소한
의 설정만으로 공구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예로 5축 커브 가공이 있습니다. 곡선
을 따라 가공하면서 최적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공구 각도를 전환하는 전형적인 5축 가공방법
입니다.

추가 다이얼로그 창에서는 공구 경사, 접근 방
법, 간섭 체크, 회전 제한 등을 더욱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 명령 군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구 경로 변경이 가능합
니다.

포트 가공

턴 밀링

5축 황삭

고급 동시 5축 가공

사용자 인터페이스

고급 설정 항목

고급 동시 5축 가공 명령에서는 그래픽을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복잡하고 번거로운 파라미터 설정을 알기 쉽게 도와줍니다. 설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다이얼로그창은 파라미터 설정을 돕습니다. 하위
시리즈에서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동시 5축 가공의 고급기능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가공 경로와 공구의 경사, 간섭 체크 및 링크, 황삭가공 등 각종 항목에
서 표준 동시 5축 가공과 비교하여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더 많
은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더욱 정밀한 5축 가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4-3. Ultimate 5-Axis Simultaneous Milling

5축 가공 명령은 디테일한 공구 제어가 가능합니
다. 예를 들어, 이 명령에서 볼 엔드 밀을 사용한
포트 가공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T슬
롯과 테이퍼 공구 등 다양한 도구를 지원합니다.

공구의 중심을 회전축 중심에서 약간 옵셋하여
회전축을 회전시켜 가공하는 턴 밀링은 난삭재
에 대한 황삭가공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
니다. EDGECAM에서는 간단한 파라미터 설
정으로 턴 밀링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5축 명령에 통합된 황삭가공 명령으로 5축
가공 사이클에서 황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곡면/곡선 기반 공구 경로에 추가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재 지정이 가능하여
에어컷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 1축 가공

동시 5축 스캘럽 제어

3축 - 5축 변환

예를 들어, 복합 가공기에서 B 축을 기울여 각
도를 고정하고 동시 4축 가공을 함으로써 공구
수명을 연장하고 안정된 가공을 할 수 있습니
다. EDGECAM 동시 4축 모듈에서 작업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볼 엔드 밀 등으로 가공할 때 높이를 제한하고
곡면의 균일한 마무리를 할 수 있어 동시 4/5
축 가공에 있어서도 고품질의 가공 조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곡면에 대한 3축 공구 경로를 5축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3축 가공 시 형상에 의해 공구의
길이가 길어야 될 경우 5축 경로로 변환하여 공
구 축을 기울여 간섭을 회피함으로써 공구의
길이를 짧게 하여 가공할 수 있습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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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티메이트 5축 가공

얼티메이트 5축 가공 모듈은 인펠러 및 블레이드 가공, 포트 가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트 가공

임펠러 / 블리스크 가공

5축 포트 가공 경로는 특정 공구( 롤리팝, 디스크 커터)로 깊은 캐비 형
상이나 포트를 가공할 수 있어 포켓 가공 경로와 함꼐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이 가공 경로는 급경사면의 언더컷이나 유선형의 형상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자세한 설정 외에도 임펠러 등 멀티 블레이드 부품에 특화된
설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스와프 가공 전용 설정과 곡면 가공 전용 설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시 5축을 필요로하는 전형적인 부품의 가공
설정을 지원합니다.
hexagonmi.com Manufacturing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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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ire 가공

6. 주요기능 및 데이타인터페이스

6-1. Waveform 가공

5-1. Wire EDM

생산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난 웨이브 폼 황삭가공

스마트하고 강력하며 유연한 와이어 가공

2축/4축 와이어 가공 모듈입니다. 2D 윤곽 컷, 테이퍼 컷, 상하이 형상 와이
어 컷 가공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태그 지정 등과 같은 와이어 컷에
필요한 다양한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DGECAM Waveform 가공은 소재에 일정한 공구 전개를 보장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가공 부하량을 유지하는 고속가공
기술입니다. 가공 경로는 공작 기계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급격한 방향 변화를 방지하고 부드러운 경로를 생성합니다.

20% WoC

VS

자동 피쳐 인식

DOC = 2.5 x Tool Diameter

EDGECAM의 스마트한 자동 피쳐 인식 기능은 자동으로 2D와이어 프레임, 3D 솔리드 모델, 비평면 솔리드에 와이어 EDM가공을 필요로 하는 영역을 식별합니다.
솔리드 모델이 수정되는 경우 변경된 모델에 맞도록 피쳐 및 가공 공정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윤곽 가공

테이퍼 가공

상하 이형상

2D 와이어 프레임을 기반으로 와이어 가공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EDGECAM의
CAD 기능의 도면은 물론, DXF 등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버 량의 지정 및 역 R의
지정 등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테이퍼 벽을 지정하여 테이퍼 와이어 가공이
가능합니다. 조각 당 테이퍼의 변화와 테이퍼
의 연결 방법 등을 지정하므로 유연한 와이어
가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하의 윤곽 형상이 다른 4축 와이어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상하 윤곽의 연결 방법 등 여러 설
정으로 와이어 가공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습
니다.

공작기계사에서 검증한 포스트 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기존 황삭 공구경로에서는 포켓의 코너 부위에서와
같이 공구의 부하량이 일정하지 않아 효율적인 황삭
가공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깊은 절삭깊이(DoC)로 전체 공구 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공 폭을
조절(WoC)할 수 있어 칩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일정한
절삭 속도를 유지하여 공구 부하가 일정합니다.

공구 부하량 자동 조절

일관된 소재 제거 패턴과 칩 두께 및 칩 부하를 유지합니다. 또한, 코너 안쪽 영역은 가공 폭이 감소하고 코너 외곽 영역은 가공 폭이
증가합니다.

Waveform Milling Test

기존 황삭가공 Vs Waveform 황삭가공
Traditional
Materia

Waveform
Titanium 6AL 4V

Tool Size

12mm

RPM (mm/min)

265

3183

DOC Ap (mm)

6.33

20

Step (%)

30

5

Cycle Time (min)

63

8

・Machine : Mazak Integrex i200
・Material : Titanium 6AL 4V
・Tooling Provided Courtesy of Sandv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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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INSPECT
EDGECAM Inspect는 업계 최고의 계측 도구와 노하우를 당사의 첨단 제조 기술과 결합한 솔루션입니다. 본 제품은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툴패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생성하며, 안정적인 측정 결과를 도출하는 기계 측
정 주기를 빠르게 얻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알맞습니다. EDGECAM Inspect는 독보적으로 사용하기 쉬우며 공정 및 최종 품목 부
품 검사에서 정교한 프로브 경로를 생성합니다.

EDGECAM Waveform의 뛰어난 생산성
Waveform = Maximun Material Removal = Productivity

Q=

Width of Cut (Ae) x Depth of Cut (Ap) x Feedrate
1000

공정 검증

피쳐 세트

이제 복잡한 CNC 기계 가공 작업은 공정 측정으로 쉽게 검증
할 수 있습니다. 고가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프로브 경
로를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으며, 기계 가공 주기를 통해 측
정 주기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EDGECAM Inspect에는 웹,
포켓, 두께 및 높이와 같은 부품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종합적
인 기하학적 특징 및 구조가 포함되며, 사용자가 CAM 주기에
서 측정 주기로 프로그래밍을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는 직관적
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EDGECAM Inspect의 피쳐 인식 도구는 사용자가 마우스 클
릭 한 번으로 여러 기능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프
로그래밍 과정 최적화에 도움을 줍니다. EDGECAM Inspect
피쳐 세트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부품 특성이 있습니다.

프로브 교정

EDGECAM Waveform Turning

EDGECAM Waveform Turning은 일관된 소재 제거 패턴으로 생성되는 칩 두께 및 칩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빠르고 일정한
절삭 속도로 가공하여 뛰어난 생산성을 보장합니다.
EDGECAM Waveform Turning Cycle

EDGECAM Waveform Turning Cycle은 일정한 공구 부하, 라운드 인써트, 왕복 및 한 방향 가공, 측벽 릴리프 등을 지원합니다.

DESIGNER의 스케칭 기능을 사용하면 주변 형상과 지능적으
로 상호 작용하는 자유로운 입력방식을 사용하여 2D 형상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형상에 숨겨진 제약조건을 직관적
으로 찾아내는 기능을 통하여 향후 변경 사항에 대한 유연성을
최대화하고 더욱 신속한 스케칭이 가능합니다.

• 지점 및 지점 배치 - 단일 또는 다중 지점 기능으로 단순 축
편차, 재료 상태 또는 외형 측정

• 원형 - EDGECAM Inspect는 크기, 위치 및 형태에 대해
보어 및 보스의 내외부 모두 측정 가능

• 평면형 - 위치 및 형태를 보고할 수 있는 설정으로 평면형
피쳐 측정

• 웹/포켓형 - 캘리퍼와 유사한 기능으로 두께와 너비 측정

• 방향 - 특질 사이의 각도나 축에 대한 각도 등의 특성을 보
고

프로그래밍 환경
EDGECAM Inspect는 CAM 프로그래머가 하나의 출력 파일
에서 기계 가공 및 프로빙 주기를 개발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
경입니다. 검사 워크플로우가 CAM 작업 공간과 긴밀히 통합되
기 때문에 기계 가공에서 측정 및 반복까지의 전환이 원활합니
다. 부품 설정 자동화 및 황삭 작업을 위한 재고 관리 또는 부품
최종 수락 목적으로 프로빙 및 기계 가공 주기를 합치는 경우,
EDGECAM Inspect는 기계 가공 프로세스의 모든 측면을 관
리할 수 있는 단일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합니다.
상호적 결과물

Waveform Turning Test

기존 황삭가공 VS Waveform 황삭가공
Material

Traditional

Tool Size
Surface Speed Vc(m/min)
DOC Ap(mm)
Feed FN(mm/rev)
・Material : EN8
・Tooling Provided Courtesy of Seco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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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Removal Rate (cm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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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8

Waveform

Button Tool 10mm
280

280

4

2

0.12

0.8

134.4

333% 증가

448.0

피드백은 CAD 모델에 표시되는 그래픽 형태의 색상 코드 편
차 정보와 함께 3차원측정기(CMM) 서식 보고서 템플릿 형태
로 제공됩니다. EDGECAM Inspect는 기계에서 오프라인으
로 생성할 수 있는 유용한 결과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하므로
기계에 연결하지 않고도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한
특성을 유연한 공차 허용 설정을 통해 합격/불합격 평가로 완
전하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Component measurement on the machine

6-3. Probing Systems

6-4. CAM Beyond Toolpath
공구 경로 생성을 지원하는 응용 프로그램

CAM 소프트웨어는 공구 경로 생성 외에도 많은 기능이 필요로합니다. 가공의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CAM에 필요한 것은
생산 도구로서의 폭 넓은 기능입니다.

Probing Systems

EDGECAM은 프로빙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작업자는 작업물을 측정하
고 여섯개의 독립된 측정 사이클로 이루어진 프로브 경로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8개의 신규 기능으로 더욱 향상된 프로브 사이
클은 폭넓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EDGECAM Probing Systems 가공 프로세스

셋업

형상에 따른 소재 좌표 원점 설정

황삭가공

정삭가공 전 프로브 측정
워크옵셋 보정 및 공구보정

공구 라이브러리

정삭가공

정삭가공 후 제품 검사

작업 관리자

밀링 및 선반 공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구 홀더의 등록 및 소재 별 절삭 조건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앵글 헤드와 유니버셜 헤드 등 3D 형상 홀더도 등록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터로
간섭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가공작업 관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작업 내용 보고서는 인터넷 브라우저
네트워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드 마법사

공작기계 포스트 프로세서 설정 전용 소프트웨어입
니다. 대화형으로 기본 설정만으로 쉽게 만들 수 있
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언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EDGECAM 시뮬레이션

3D CAD 데이터를 이용한 기계 그래픽 정의도 있습니 각 G 코드와 M 코드 변경은 설정 값의 숫자를 변경
다. 척 등의 가동부 제품은 파라미터에서 입력할 수 있 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회전축이나 워드 어드레
으므로 척 직경과 죠 등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 변경도 데이터 포멧 내에서 가능합니다. 공작 기
계 최대 회전 수와 가동 범위 등의 값에 따라 NC 데
이터 출력 시 오류를 경고합니다.

EDGECAM에서 작성한 CL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와 동일한 가공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머시닝・밀링 뿐만 아니라, 선반 · 복합 장비
등의 공작기계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문형 가공기와 호리젠탈 보링 등 제 2 Z축을 가진 장비에서도 동일한 축 구성으로 테이블, 클램프,
기타 형상까지 포함하여 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의 최대 가동 범위를 정의하여 가동 영역 외의 이동 지령 확인도 가능합니다.
머시닝 밀링 계

문형 가공기 5면 가공
및 어태치먼트도
지원합니다.

3축 + 2축 기계의 지그 및 테이블 간섭 체크가 가능합니다.

싱글 블록에서 기계 이동

지정 장소까지
고속 재생
현재의 이동
내용을 표시

선반 · 복합 선반 장비

선반 장비 1터렛 + 1 스핀들 심압 복합 가공기 1터렛 (ATC) + 2 스핀
대와 방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들 메인 스핀들에서 서브 스핀들에
워크 이동도 재현할 수 있습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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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이 발생하면 소재와 지그 등에
간섭 위치를 붉게 표시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문제 발견 시, 정지
된 간섭뿐만 아니라 축 오버 트래블
과 갱신된 지그 등 다양한 설정이 가
능합니다.

hexagonmi.com Manufacturing Intelligence

23

6-5. User Interface

6-6. Solid Machinist

사용자 인터페이스

EDGECAM은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의 편의성 향상을 고려하여 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이미 Windows OS에 완벽하
게 호환하는 CAM을 선보였고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력으로 더 많은 고객의 비즈니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CAM
운영 및 가공 향상을 위한 CAM 고유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키보드의 [Enter] 키로 [실행], [esc] 키는 [취소], [Backspage] 키는 [뒤로] 등 Windows 호환 키보드 키로 제품을 조
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를 이용한 모델 Zoom in/out,
이동, 회전 등 조작성이 뛰어납니다.

간단하고 직관적인 아이콘
사용자 메뉴도
작성 가능

CAD 데이터의 확장자 변환없이 바로 가공 가능

Solid Machinist는 각종 솔리드 CAD 와 함께 CAD/CAM을 이용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사용하는 CAD에 따라 EDGECAM 커널을
추가할 수 있으며, CAD 모델이 완벽화게 호환되어 데이터를 자동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각 파트별 작업이나 설계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또한, 다른 여러 종류의 CAD 모델과 혼합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 연결성

주요 CAD 시스템의 데이터 형식을 변환기 (변환)을 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의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솔리드 모델
관련 정보를 가공 공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SIGNER

WORKXPLORE 3D

EDGECAM

작업 환경에 따라
화면 주위의 선택적
전환 표시 기능

가공 공정 순서대로 나열된 목차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피드백 화면

횟수 제한 없는 실행 취소, 재실
행 기능은 공구 경로 비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치를 변경한 경우, 공구 경로를 다시 계산하지
않고 이전 공구 경로와 가공 시간 등의 변경 사
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을 시간을 순서대로
표시하는 타임 라인

백그라운드 처리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한번에 여러 가공 사이클을 동시에 처리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연산 자체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하기 때문에 연산 중에도 작업이나 가공 데이터 작성이 가능합
니다. 멀티 코어가 탑재된 PC에서 지정된 코어 수 만큼 동시 연
산을 수행합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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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용한 명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하면 표시되는 "바로 가기 메뉴"에서 바로 실행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반복 작업 시 유용합니
다. 또한, 바로 가기 메뉴에는 교차점과 원 중심
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어,
작업 화면을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 코어 시스템

멀티 코어 시스템은 하나의 가공 사이클에서 여러 개의 코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산 속도를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이 기
능은 C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연산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CAD

EDGECAM Solid Machinist
변환 없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이 가능

EDGECAM 시작 버튼

CAM환경
으로
바로 전환

CAD 소프트웨어가 인스톨 되어있는 PC에 EDGECAM
Solid Machinist를 설치하는 것으로, CAD 소프트웨어
상에 EDGECAM 시작 버튼을 추가 할 수 있어, CAD의
활성 모델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EDGECAM에 동기화
할 수 있습니다.

eDGeCAM

자동 피처 인식
자동 피처 인식 기능을 이용하면 몇 번의 클릭으로 홀 (수직 · 방사
형) · 오픈 포켓 보스 형상, 선반 외경과 내경 및 홈 등의 피처을 자동
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솔리드 모서리나 루프 등 도형을 만들고 가공
요소 및 가공 영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로 생성 후 CAD에서
설계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도 신속히 변경된 모델에 자동 업데이트
되어 가공 경로를 재연산하면 됩니다.

홀 피쳐

밀링 피쳐

선반 피쳐

수평 홀, 수직 홀, 카운터싱크, 보링 홀을 비롯하
여 다단 홀 형상을 인식할 수 있으며, 홀 내부의
O링 홈 검색도 가능합니다. 원통이나 원뿔 표
면에 홀을 그룹화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홀
캡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공구의 진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D/2.5D 포켓과 보스 오픈 포켓을 비롯해 평면
에서 3D 포켓이나 3D 보스도 검출 가능합니다.
또한, 동시에 홈 부분도 감지하고 그 부분을 홈
가공에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원통 면상에 로
터리 형상에 대한 검출도 가능합니다.

3D 모델을 회전시킨 상태로 인식하여 선반의
단면, 외경, 내경, 홈 등의 형상을 검출 할 수 있
습니다. 각각의 설정에 따라 최적의 기능 조합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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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Machinist 다른 기능 예
모델 방향 설정

다양한 음영 방법과 정보 표시

CAD에서 출력된 모델은 가공에 적절한 좌표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솔리
드의 면을 클릭하기만 하면 밀링과 선반에 적합
한 방향이나 위치로 맞출 수 있습니다.

평면이나 원통, 원뿔 표면과 같은 모양 유형별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언더컷 등을 확인
하기 위한 기울기별 다른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
습니다. 이외에 각 솔리드 면의 종류와 방향, 반
경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8. Workflow

EDGECAM을 단계별 작업

도형 추출

워크플로우는 가공의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자동화
도구입니다. 각 단계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순차적
으로 표시되며, 화면상에 나열된 탭 순서대로 작업이 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모델에 루프나 모서리 또는 선택된 페이
스에서의 실루엣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추출하
거나 솔리드 페이스에서 곡면을 추출할 수 있
습니다. 추출한 도형은 EDGECAM에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사용법 습득과 NC 데이터 작성에 소비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6-7. Data Interface

CAD 확장자에 관계없이 다양한 데이터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CAD
eDGeCAM 파트 파일 (.ppf)

Data Interface
와이어 프레임 설계 도구
서페이스 설계 도구

STL 데이터 변환은 곡면 가공 시스템에 표준

eDGeCAM Part Modeler (.pmod)
solidWorks (.sldprt, .prt)
solid edge (.par, .asm)
VIsI (.wkf)
KoMPAs (.a3d, .m3d)
Parasolid (.x_t, .x_b)

solid Machinist MAX

steP (.step, .stp)

steP.1

EDGECAM

DXF, DWG, IGES, STL → 입력 →
DXF, IGES, STL ← 출력 ←

밀링 가공

CAM

Essential은 2D, Standard에는 3D가 표준
곡면 가공 시스템에 표준

Autodesk Inventor (.ipt, iam)
spaceClaim (.scdoc)

“Workﬂow(워크플로우)”를 탑재하여 누구나 쉽고, 정확
하게, NC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

steP.1

준비

단 5단계로 nC 데이터 출력!

선반 가공

솔리드 모델 열기

MS 오피스 2010 테마 인터페이스를 채택하여 익숙한

작업 환경에서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파일과 폴더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재 및 지그 설정 및 장비 선택

동적인 원점 위치 설정 기능과 대화형 시스템을 통한 소재, 지그 설정 및

장비 선택으로 가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ACIs (.sat, .sab)
CAtIA V5 (.CAtPart, .CAtProduct)

solid Machinist for CAtIA V5

PtC Creo Parametric Pro/enGIneeR (.prt, .asm)

solid Machinist for Granite

siemens nX (.prt)

solid Machinist for nX

• 변환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원본 CAD와는 별도로 파일이 생성되므로 모델 데이터를 편집할 경우, EDGECAM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STL 데이터 편집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필요에 따라 각 모듈을 조합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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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Strategy Manager

밀링 · 선반 · 복합 선반 자동 가공 생성 도구
피처 인식

steP.3

형상

EDGECAM의 강력한 자동 형상 인식 기능을 사용하여 가공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형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공 순서 최적화 및 적용

steP.4

가공

추천 가공 순서가 가공 계획 창에 표시되며, 마우스를 이용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EDGECAM Strategy Manager는 Solid Machinist와 DESIGNER를 기반으로 최적의 가공 솔루션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솔리드 데이터의 홀이나 포켓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가공 경로를 생성합니다. 이미 입증된 최상의 조건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가공 방법을 적용하며, 가공
별 최적화된 가공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본 작업에서 보조 작업으로 전개 가능

복잡한 가공의 경우, 본 작업과 보조 작업으로 분할하여
작업을 구성할 수 있어, 데이터의 편집이나 수정 작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및 nC 코드 출력

ste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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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데이터 작성 시간을 단축
・수동으로 데이터 작성 시,
발생되는 에러 감소
・가공 기술 노하우 축적 및 관리가 용이
・쉬운 조작성, 고급 CAM 운용 기술 및
인력과 대체 가능.
・다양한 종류의 모델에 적용 가능
・명확한 가공 전략을 제시하여 설계 및
제조 의도를 정확히 전달.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초보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전문 엔지니어의 지식과 노하우가
포함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공 조건을 자동으로 정의하여 전문가의 기술을 초보자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정의된 가공 조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홀이나 포켓 등의 NC 데이터 작성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입력으로 툴패스 생성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 몇초로 단축시킵니다.

본 작업

NC 코드

EDGECAM Strategy
Manager의 장점

복합 선반에서도 자동으로 가공 경로를
생성합니다. 선반 가공의 디테일한 이동 경로
설정은 데이터로 등록하여 표준화와 공유가
가능합니다.

충돌 및 장비의 이동 한계치 등을 검사하기 위해 “머신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한 후, NC 코드를 출력합니다.

Manufacturing Intelligence hexagonmi.com

보조 작업

피처에 자동으로 가공 조건 할당

7. Feature Chart

STL 파일 임포트

치수 데이터 표시

서페이스 모델링

XY 평면의 형상을 XZ 평면으로 변환

포인트 데이터 임포트

곡면에서여러면외측경계추출（2D）

Design
2D 와이어프레임 디자인
EWS 솔리드 디자인 (유지보수 기간 중 활성화 2022버전까지 지원)
자동 피쳐 인식, 매뉴얼 피쳐 검색, 솔리드로부터 와이어프레임 지오메트리 생성
3D 와이어프레임과 로터리 디자인
프리폼 서피스 디자인
Milling - General
밀링, 드릴링 사이클
직선/원호 스무스, 포인트 출력
충돌 체크
스트레티지 매니저 사용 - 생성, 편집, 실행
M & H 프로빙
가공 시퀀스 병합
스레드 밀링, 단일 다중 시작
인덱싱 (2개의 로타리 축), 로터리 가공과 컴포넌트 삽입 (툼스톤)
홀 사이클에서 백 보어링 지원
앵글헤드와 두번째 Z 축 지원 (심압대)
깊은 홀 드릴링
건드릴
스플라인 NC 출력 지원
Milling - Roughing
멀티레벨 아일랜드 황삭
마지막 패스 중삭 기능
2D 와이어프레임 윤곽 및 2D 윤곽 피쳐
커습 높이 조절을 이용한 황삭
웨이브폼 황삭 기능
멀티툴 황잔삭
황삭 - 가공되지 않은 스톡 감지
자동 평면 감지
자동 트로코이달 밀링
플런지 황삭
황삭 이송속도 조절
Milling - Finishing
평면 정삭
챔퍼 사이클
2D 와이어프레임 및 윤곽 피쳐 기능
조각가공 사이클 (* Essential 에서는 중심선 가공방법만 사용 가능)
멀티레벨 아일랜드 정삭
커습 높이 조절을 이용한 벽 윤곽가공
스프링컷 프로파일링
패러럴 레이스 사이클
솔리드 모델 프로파일링
멀티툴 평면 정삭
커습 높이 조절을 이용한 솔리드 윤곽가공
3D 커브 윤곽가공
잔삭 윤곽가공
간편 정삭 - 커습 높이 조절
투영 툴패스와 서피스 글자 투영
투영 가공 – 레이디얼, 서큘러, 두 곡선
한줄 펜슬가공
열린곡면가공
언더컷 프로파일링
주사선가공 사이클 - 업/다운 밀링
3D 법선 옵셋 출력 (3D 보정)
윤곽가공 간편정삭 - 투영
윤곽가공 간편정삭
스칼럽 정삭 가공
접촉 각도 제어
멀티툴 잔삭가공
펜슬 밀링 - 멀티패스와 다운밀링
simulator
공작 기계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시퀀스 브라우저

Ultimate
Milling
ensM0-P

3D 와이어 프레임 생성

Milling Feature Chart 2021.0

Advanced
Milling
en3M0-0

EDGECAM 시스템은 각각의 시스템에 맞는 2D ~ 3D 와이어 프레임 CAD 도구 또는 서페이스 CAD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
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가공에 필요한 와이어 프레임 도면도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페이스 CAD는 Ruled 곡면,
평면 곡면, 쿤스패치 곡면, 플로우 곡면, 필렛 곡면 등을 지원하며 서페이스 모델 생성도 가능합니다.

standard
Milling
en330-0

와이어 프레임 및 서페이스 모델링 CAD 도구

essential
Milling
enee0-0

7-1. Milling Feature Chart

6-10. CAD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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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 선삭 기능이 있는 밀링머신은 선삭 기능에 접근하려면 Standard Production 라이선스 이상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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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ng - Finishing
평면 정삭
챔퍼 사이클
2D 와이어프레임 및 윤곽 피쳐 기능
멀티레벨 아일랜드 정삭
커습 높이 조절을 이용한 벽 윤곽가공
스프링컷 프로파일링
패러럴 레이스 사이클
솔리드 모델 프로파일링
멀티툴 평면 정삭
조각가공 사이클
커습 높이 조절을 이용한 솔리드 윤곽가공
3D 커브 윤곽가공
잔삭 윤곽가공
간편 정삭 - 커습 높이 조절
투영 툴패스와 서피스 글자 투영
투영 가공 – 레이디얼, 서큘러, 두 곡선
한줄 펜슬가공
열린곡면가공
언더컷 프로파일링
주사선가공 사이클 - 업/다운 밀링
윤곽가공 간편정삭 - 투영
윤곽가공 간편정삭
스칼럽 정삭 가공
접촉 각도 제어
멀티툴 잔삭 가공
펜슬 밀링 - 멀티패스와 다운밀링
곡면 간섭 체크
eDGeCAM simulator
공작 기계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시퀀스 브라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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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te turning
en4BC-X

•
•
•
•
•

Advanced turning
en4CY-X

•
•
•
•

standard turning
en20C-0

Ultimate turning
en4BC-X

•
•
•

Turning Feature Chart 2021.0

essential turning
en302-0

Advanced turning
en4CY-X

Design
2D 와이어프레임 디자인
EWS 솔리드 디자인 (유지보수 기간 중 활성화 2022버전까지 지원)
자동 피쳐 인식, 매뉴얼 피쳐 검색, 솔리드로부터 와이어프레임 지오메트리 생성
3D 와이어프레임과 로터리 디자인
프리폼 서피스 디자인
turning
단면가공, 터닝, 스레드, 스레드 프로파일링, 홈가공 & 홀 사이클
측면 홈 황삭 가공
황삭 및 정삭 터닝 사이클에 대한 가변 가공 속성
방진구와 심압대
황삭 웨이브폼 사이클
가공 시퀀스 병합
C 와 Y-축 밀링 가공
선반 황삭 사이클 - 절삭칩 처리를 위한 후퇴 옵션
건드릴
깊은 홀 드릴링
2 Turret/ATC 터닝 & Sub-spindle 지원
바 풀러
B-Axis ATC 인덱싱과 밀링 (선반 인덱스)
3 - 4 Turret/ATC 터닝 & Sub-spindle 지원
B Axis 윤곽가공
Milling - General
충돌 체크
스트레티지 매니저 사용 - 생성, 편집, 실행
밀링, 드릴링 사이클
직선/원호 스무스, 포인트 출력
M & H 프로빙 (Requires Y Axis capability)
가공 시퀀스 병합
쓰레드 밀링, 단일 다중 시작
홀 사이클에서 백 보어링 지원
건드릴
깊은 홀 드릴링
스플라인 NC 출력 지원
Milling - Roughing
솔리드모델과 피쳐의 2D 와이어프레임 황삭
마지막 패스 중삭 기능
2D 와이어프레임 윤곽 및 2D 윤곽 피쳐
멀티레벨 아일랜드 황삭
커습 높이 조절을 이용한 황삭
웨이브폼 황삭 기능
멀티툴 황잔삭
황삭 - 가공되지 않은 스톡 감지
자동 평면 감지
자동 트로코이달 밀링
플런지 황삭
황삭 이송속도 조절

standard turning
en20C-0

Turning Feature Chart 2021.0

essential turning
en302-0

7-2. Turning Feature Chart

※ Note : 선삭 기능이 있는 밀링머신은 선삭 기능에 접근하려면 Standard Production 라이선스 이상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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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ESIGNER CAD

DESIGNER CAD
CAM에 특화된 CAD

DesIGneR는 픽스처(고정구)설계부터 파트수정에 이르기까지 가공을 위한 형상 편집에 특화된 궁극의 CAD솔루션입니다.

8-1. DESIGNER CAD 기본 기능
다이렉트 모델링

자동 모델 보정

다이렉트 모델링은 기존 모델링 시스템의 제약으로부터 사
용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매개변수값이나 작업이력을 수정
하지 않고도 이동/드래그/돌출 등의 마우스 작업만으로 원
하는 형상을 쉽고 빠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방
식 외에도, 기존의 형상에서 변경되는 수치값이나 측정값 입
력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원본 모델의 구성과 생성방법에 제
약이 없는 다이렉트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DESIGNER는 불러온 모델상의 서페이스 사이에 존재하는
작은 틈을 자동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작은 서페
이스 조각를 재구성하는데 소모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
니다. 서페이스가 왜곡되거나 누락된 경우, DESIGNER는 가
장자리 커브형상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새로운 면을 쉽게 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를 통해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 모델링 과정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합니다.
솔리드 바디를 생성하기 위해서 서페이스 모델을 닫을 때 설
계 과정 후반부의 문제를 제거하고 사용자는 솔리드 모델링
의 이점을 얻습니다. 솔리드와 서페이스 간에 원활한 전환 기
능은 무한한 자유를 제공하며, 어려운 CAD 데이터 작업도 쉽
게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사용성
•
•
•
•
•
•
•
•

맥락을 이해하는 온라인 도움말
사용이 간편한 아이콘 명령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키보드 기능키 및 마우스 버튼
동적 회전이나 ZOOM(확대)/PAN(화면이동) 기능으로
쉽고 빠른 작업
사용자 정의의 표시 가능한 무제한 실행취소 및
재실행 버튼으로 간편한 전후 작업 이동
사용자 정의 색상 팔레트와 선스타일을 활용한 다중레이
어 및 다중 원점제어 기능으로 작업 용이
빠른 렌더링/투명도 조절/다이나믹 섹션
가벼운 핸들링으로 CAD파일과 대형 어셈블리를 손쉽게
시각화 가능

피처 삭제
가공파트로 들어온 CAD 데이터에는 종종 CAM 작업에서 필
요로 하지 않거나, 가공 공정으로는 구현되지 않는 피처형상
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모델에 수많은 후가공 공정들이
빈번하게 표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후가공 공정들은 CAD
설계의 최종 부품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CAM 프로그래밍
작업에는 오히려 방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DESIGNER는
마우스 클릭만으로 해당 피처형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거나
추후 작업용으로 저장해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델단순화
가공에 사용되지 않는 특정한 피처를 삭제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여러 가공 단계에서 피처형상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교
차되는 부위의 일부분을 제거함으로써 가공속도를 빠르게 하
고 더욱 향상된 가공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작업했던 이력이나 방법에 제약없이 모델을 수정할 수 있는 강
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공공정의 각 단계에서 모델 변수
를 생성하면 가공시간 단축은 물론 가공품질을 더욱 향상시
킬 수 있습니다.
강력한 스케칭
DESIGNER의 스케칭 기능을 사용하면 주변 형상과 지능적으
로 상호 작용하는 자유로운 입력방식을 사용하여 2D 형상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형상에 숨겨진 제약조건을 직관적
으로 찾아내는 기능을 통하여 향후 변경 사항에 대한 유연성을
최대화하고 더욱 신속한 스케칭이 가능합니다.
가공을 위한 디자인
DESIGNER의 방대한 형상생성 기능은 기계 작업자의 모델 준
비에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홀에서부터 복잡한 캐비티 형상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구멍이든 홀 메우기 기능을 사용하면 몇 번
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메움으로써 가공품질을 최대
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커브 작성 기능을 통
해 가공 바운더리 형성작업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간편하고
강력한 서페이스 생성 기술로 최상의 작업편의를 제공합니다.
2D 데이터의 변환

DESIGNER는 DXF 및 DWG 파일 불러오기를 지원하며 원본
데이터의 프로파일을 재사용하며 불러온 데이터의 스케치 프
로파일 영역을 자동으로 생성함으로써 기존의 2D 데이터를
3D 모델로 손쉽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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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CAD 인터페이스
DESIGNER는 Parasolid, IGES, STEP, ACIS, DXF, DWG,
STL, VDA등의 광범위한 종류의 외부데이터 교환 포맷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다른 CAD 시스템의 원본 데이터
불러오기를 지원합니다.
•
•
•
•
•

Catia V4 & V5
Pro/ENGINEER & PTC Creo
Autodesk Inventor
Siemens NX
SolidWorks/ Solid Edge

이러한 광범위한 종류의 데이터 불러오기로 거의 모든 거래처
와의 데이터 작업이 가능하며 대용량의 파일이나 복잡한 디
자인을 다루는 고객사의 CAD 데이터도 매우 간편하게 작업
할 수 있습니다.

8-2. DESIGNER CAD 모듈별 주요 기능

주요기능

• 2D 스케치. 치수, 텍스트 입력
• 객체이동, 복사, 대칭, 회전, 스케일 조정
• 면, 솔리드 분석, 면적, 체적 체크

Standard Module
중간단계 등급으로 Essential 기능과 추가
솔리드 작업이 가능한 등급
주요기능
•
•
•
•
•
•

3D 모델링 및 편집
엣지추출, 익스트루드, 랩 솔리드 생성
2D 객체를 면, 솔리드에 투영
솔리드 옵셋, 결합, 이동, 돌출
솔리드 단순화, 분해, 변환
홀 메우기 기능 사용 가능

Advanced Module
가장 높은 등급으로 Standard 기능 외
기능들이 활성화. 서피스 기능 사용 가능
주요기능
•
•
•
•

자동구속 서피스
엣지로 면 연장, 트림 가능
면 엣지 삭제 및 연결 탄젠트 결합
드라이브 쉐입 및 구배면 생성

DESIGNER Feature Chart
파일 관리
파일 작성
열기 / 파일 삽입
잘라내기 / 복사 / 붙여넣기 / 삭제
저장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파트 저장 / 스냅샷 매니저
CAM으로 보내기
편집
실행취소 / 다시실행 / 작업이력
이동 / 회전 / 반전 / 스케일
요소 편집 / 개체 편집
작업 평면 : 작성 / 이동
작업 평면 투영
객체정렬 / 프로젝트 요소 / 프로젝트 영역 / 소재속성부여
와이어프레임 - 생성 및 편집
포인트 / 선 / 원 / 사각형 / 슬롯 / 타원형 / 다각형
챔퍼 / 필렛 / 커브 : 생성 / 연결 / 헬릭스
옵셋 / 선 분해 / 커브 반전 / 요소 분할 / 스트레치
프로파일 : 생성 / 필렛 / 병합
트림 / 요소 트림 / 연장 / 길이 연장
포인트셋 : 요소내 포인트 / 선형 / 중심 / 원호 / 수동
포인트셋 : 매트릭스 / 포인트 추가 / 포인트 삭제 / 포인트셋 복사
엣지 추출 / 축 생성 / 래핑 / 래핑 분해 / 커브 블렌드 / 단면 / 서피스 옵셋
커브 : U/V선 / 만곡선 / 교차선 / 쌍곡선 / 포물선 / 나선형
솔리드 & 서피스 생성
기본 형식 (육면체 / 원뿔 / 구 등)
홀 메우기 / 파이프 / 포인로 서페이스 생성 / 영역으로 서페이스 생성
자동구속서페이스 / 면 연장 / 탄젠트서페이스 / 면 연결 / 스웹 / 나선형 면 / 구배서페이스
CAD 작업
부울 (결합 / 빼기 / 교차) / 바디 갭 봉합
돌출 / 스윙 / 면 이동 / 블렌드/ 챔퍼 / 3면 블랜드 / 드래프트
바디 절단 / 옵셋(3D) / 면 단순화 / 반경 편집
드릴 & 탭 홀 : 생성 및 편집
면 삭제 / 면 이동 / 바디 분해 / 솔리드 닫기
면 형상 : 회전 / 이동 / 미러
홀 형상 톨러런스 / 서페이스 마감 속성 지정 / 이미지 적용
서페이스 : 오리엔테이션 / 트림 / 편집 / 면으로 트림 / 엣지 삭제 / 바운더리 편집
메쉬 모델링
메쉬 변환/ 서피스로 변환 / 메쉬 다듬기
메쉬 가장자리 추출 / 메쉬면 분할
분석
바디 검증 / 프로파일 분석 / 단면 분석
3D 거리 / 3D 각도 / 바운딩 박스 / 객체 요소
상태 / 계산
요소 복사 / 면 분석 / 무게 계산
주석
텍스트 / 텍스트 찾기 / 텍스트 편집 / 노트 / 3D 노트 / 말풍선
기본 : 호 / 요소 / 각도 / 포인트 / 치수 편집
직경 / 중심 / 원 테이블
교차 / 해치 / 글로벌 스케일
데이텀 / 체인 / 세로 / 위치
템플릿 : 불러오기 / 생성 / 업데이트
톨러런스 : 형상 톨러런스 / 표면 조도 설정

Designer Advanced
eCsYs-ADV

가장 기본 단계 등급으로 와이어프레임 편집
및 치수 측정, 솔리드의 분석이 가능한 등급

Designer standard
eCsYs-stD

Essential Module

Designer essential
eCsYs-ess

8-3. DESIGNER Feature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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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WnCADV-CUst

WnCCAD-013

WnCCAD-011

WnCCAD-008

WnCCAD-007

WnCCAD-006

WnCCAD-005

WnCCAD-004

임포트/ 익스포트
CATIA V4 Import
CATIA V5 / V6 / 3DEXPERIENCE / 3D XML Import
NX / Unigraphics Import
Creo / Pro/ENGINEER Import
JT Open Import / Export
추가 모듈
3D -> 2D 도면화 작업
전극 설계 – 요구 조건: (Advanced)
분석
역설계– 요구 조건: (Advanced)
Advanced Customisation (유지보수)
모든 라이선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CAD 확장자
Part Modeler
SMIRT
VISI
WORKNC CAD / WORKNC
ACIS
DWG / DXF
IGES
Inventor
Parasolid
PLY
Point File
Rhino
Solid Edge
SolidWorks
SpaceClaim
STEP
STL
VDA

WnCCAD-002

DESIGNER Feature Chart

WnCCAD-001

9-1. 시스템 최소 및 권장 요구 사항

•

EDGECAM 최소 요구 사항
CPU

Intel Xeon E5 (3.6Ghz, 10MB, 4Core) 또는
Intel® Core™ i7 (2,90GHz Turbo, 4MB, 4Core)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10 Professional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System Type: 64-bit 시스템만 지원, x64-기반 CPU
(Windows XP, Windows Server 2003, Vista, Windows 7, 8, 8.1 은 지원하지 않음)

그래픽 카드

•

•

•

하드디스크

•

•

9. 시스템 요구 사항

램

Nvidia Quadro 계열 (비디오 램 512 MB 이상 DDR3, Open/GL 3.3 이상)
250 G 여유 공간, 7200 rpm 이상
4G DDR3 1,066Mhz

모니터

17인치 모니터, 최소 해상도 1280x1024

추가 내용

랜카드 설치 (TCP / IP 네트웍 설정)

동글 포트

USB 포트 1개

EDGECAM 권장 요구 사항
CPU

ICPU: Intel Xeon E5 (3.6Ghz, 10MB, 4 ~ 8Core) 이상 또는
Intel® Core™ i7 (2,90GHz, 8 MB, 4Core) 이상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10 Professional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System Type: 64-bit 시스템만 지원, x64-기반 CPU
(Windows XP, Windows Server 2003, Vista, Windows 7, 8, 8.1 은 지원하지 않음)

그래픽 카드
하드디스크
램

모니터

동글 포트
추가 내용

Nvidia Quadro 계열 (비디오 램 1~2GB 이상, DDR5이상, Open/GL 3.3 이상)
1 TB 이상, 10000 rpm 이상 또는 SSD (추천)
2~16 GB DDR3 1,333 Mhz 또는 그 이상
20 ~ 24 인치 모니터, 해상도 1920x1080
USB 포트 1개

랜카드 설치 (TCP / IP 네트웍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