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Presence Since 1988
40개국의 70여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Vero International Software UK Ltd.

Support & Services
1988년에 설립된 이후, Vero International Software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복잡한 설계공정과
가공공정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CAD/CAM Software를 개발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Software 개발과 생산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에 의해 구축된 개발 센터는 새로
운 소프트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가장 진보된 제조 방법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VISI-Series를 선택
하게 된다면, Vero는 최대한 빨리 귀하에게 생산력 향상을 위한 기술을 제공할 것입니다.

Vero의 소프트웨어 개발팀은 끊임없이 향후 새로운 Concept 구상에 전념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는
전세계에서 실용적인 면과 개혁적인 면에서 VISI-Series 발전을 이루는 Vero 고객들의 요구를
Feedback 받고 있습니다. 특정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모듈과 함께 수많은 업적을 이루면서,
매년 최소 하나 이상의 추가 모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Vero는 전세계 70 여 개가 넘는 Competence Centers와 Dealer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Vero 지사
들과 모든 Competence Center와 Dealer들은 각자 맡은 국가의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엔지
니어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CAD/CAM과 엔지니어링에서 많은 경험을 배경으로,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귀하의 사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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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Only What You Need
Modular CAD/CAM for precision Toolmakers and Engineers
VISI-Modeling

VISI-Series는 특정 Application을 위한 다양한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Visi-Series 사용자들은 개별 업무에 적합한 모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업무 영역의 확장과 증대를 위한
필요 모듈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모듈은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구성하여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구동됩니다.

VISI의 강 력 한 Surface 기 능 과
Parasolid Kernel이 통합된 진정한 의
미의 하이브리드 모델링으로 최적의 모
델링 솔루션 제공

VISI-Electrode
쉽고 빠른 전극 추출 및 Stock &
Holder 정의, 전극 Sheet를 제공하는
전극 설계 모듈

VISI-Machining 2D
2D & 3D 모델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Pocketing, Profiling, Drilling 및
2.5D 가공 기능을 포함하는 2D 가공
모듈

VISI-Progress
VISI-Split
제품 모델링을 이용해 다이나믹하게
Core와 Cavity, Slide로 나눠주며 자
동 파팅면을 생성시켜주는 모듈

Forming, Flange 형상을 포함한
Progress 금형설계를 Full 3D로 지원
하며 VISI-Blank Module을 기본 제공

VISI-Blank
VISI-Mould
몰드베이스, 런너, 슬라이드, 각도코
아, 냉각 등 부품 설치를 치수의 입력
을 통해 3D 금형 설계 모듈

3D 곡면 형상에 재질과 두께를 적용한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전개형상 생성
및 응력 해석 Report 제공

VISI-Reverse
VISI-Flow
최적의 사출 금형 설계를 위해 Mold의
흐름을 해석하는 해석 모듈

3D 측정 Data를 통한 모델링 기능 및
편집 기능을 제공함으로 역설계를 위한
기본 모듈

VISI-Machining 3D
복잡한 3D 곡면 형상을 가공하기 위한
3Axis - 3+2Axis 가공 모듈로 VISIModeling과 연계하여 Multi Tasking
지원

VISI-Machining 4-5 Axis
Rotary Indexing Machine 및 동시
5Axis Machine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4-5 Axis 가공 모듈

VISI-Wire
Wire EDM Machines을 위해 2 Axis와
4 Axis Wire Cutting 모듈

SMIRTDieNc
SMIRTDieShop과 연계, 현장 작업자
가 2D & 2.5D 가공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CAM 프로그램

SMIRTDieShop
현장 작업자가 모델에 대한 다양 한 정
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Viewer 프로
그램.

machining Strategist
고품질 단납기 실현을 위하여
개발된 고속가공 및 현장용
CAM system

VISI-Modeling
VISI-Progress
VISI-Mould
VISI-Flow
VISI-Machining
VISI-Wire
SMIRT
Machining Strate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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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 Surface
Boolean Operations

VISI-Modeling

Extensive CAD
Interfaces

Intelligent Power and Control

Powerful Blending

VISI-Series는 빠르고 정확한 디자인과 복잡한 제품을 위해 손쉬운 운영 환경에서 진보된 3D 솔리드와 서페이스 모델링으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유일한 CAD/CAM 시스템 입니다.

Combined Wireframe
Solid& Surface modeling

User Interface

Solid & Surface Modeling

편리한 모델링 수정

Knowledge Base의 모델링 지원

VISI-Electrode

VISI-Split

VISI-Series는 사용자 모두가 쉽게 시스템을 운

VISI-Series는 산업 표준 Parasolid Solid

직접 모델링한 데이터 뿐만 아니라 외부의 데이

VISI-Modeling은 Knowledge Base의 유연한

VISI-Electrode는 금형 제작에 필요한 수 많

복잡한 제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이나믹하게

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한 인터페이스에서 구

Modeling Kernel과 VISI의 파워풀한 Surface

터를 이용해서 형상의 수정에 따른 작업을 다양

디자인 옵션들을 포함, 최적의 3D 모델링을 구

은 전극들을 보다 쉽고, 빠르게 추출할 수 있습

Core, Cavity, Slide로 분리 할 수 있습니다.

축되었습니다.

Modelling이 결합된 진정한 Hybrid Modeling

한 명령어를 통해 지원합니다.

현하도록 합니다.

니다.
홀면 자동 생성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Parting

System을 최초로 구현한 Software입니다.
VISI-Series는 Windows 98에서

VISI-Analysis는 Modeling의 형상을 빠르게 분

Windows

방전 Gap을 고려한 다양한 전극 추출 방법을

Line을 추출하거나, Core, Cavity, Slide로 분

Vista에 이르기까지 모든 Windows 환경에서 제

이를 통해서 Solid-Surface의 제약이 없는 모델

석하여 제공함으로 제품의 특성을 손쉽게 체크하

VISI-Series 만의 손쉬운 작업평면 설정으로 기

제공하며, 코어 형상으로부터 탄젠트하게 연장

리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Parting 면을 만들 수

약 없이 운영되며 대용량 Data를 쉽고 빠르게 핸

링이 가능하여 유일무이한 VISI-Series만의 강력

여 가공 및 설계 작업에 필요한 작업 시간을 단

준축을 보다 쉽게 설정 할 수 있으며, 축의 이동

된 전극 형상을 자동 생성 시킵니다.

도 있습니다.

들링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정의의 아

한 모델링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축합니다.

량(Car-Line)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전극 형상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Stock과

모든 과정에 설계자의 의도를 접목할 수 있는 편

Holder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집 기능들을 포함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완벽한

이콘 그룹 설정, 단축키 설정 등 사용자의 편리
성을 더한 사용자 위주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 다수의 커브를 이용한 구속 없는 서페이스
생성

설계자에 의해 만들어진 모델 Data는 여러 작업
공정에서 지속적으로 연계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타의 정확한 변환은 대단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VISI-Series는 IGES, Dxf, Dwg,
Step, Vda 그리고 파라솔리드를 기본으로 하는
모든 시스템과 Catia, Pro-E, Ug, Acis 등의
다이렉트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강력
한 데이터 변환 능력을 제공합니다.

- 강력한 서페이스 연장 기능으로 파팅면, 다
이면, 전극면을 생성
- 자동 Trim 기능으로 편리한 서페이스 편집
- 자동 Solid 생성 기능

- Insert Core 자리 메우기 명령
- 모델링 데이터의 R값 변경

형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유지

- 설계 변경시 변경된 data와 비교분석

- 커브를 호,직선으로 변환하여 치수화 가능

- 전극과 코어와의 간섭체크

- 형상의 구배와 R값 체크

- 드릴 포인트의 좌표작업

- Core에서 방전 부위에 대한 자동 면 메움

- 다양한 구배 주기 명령어

- Tab, Drilling 등의 모델링하고 도면과 연계

- 일정 공차 이하의 Gap을 자동 수정
- 작은 면적의 Surface 수정
- 중복 Surface 찾기 기능
- Open Edge를 표시해 Solid 생성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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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 Cad Data의 레이어와 라인의 속성을

가능
- Holder Libraries 제공
- 방전 Animation 기능
- 자동 전극 가공 좌표계 설정
- 전극 도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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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validation & preparation

VISI-Mould

Split line / Plane creation

Mould Tool Design Made Simple

Automated tool assembly
Undercut release features
Intelligent components

VISI-Mould에서 제공하는 자동 설계 기능을 통하여 한층 수준 높은 3D 설계를 시작해 보십시오.
다이나믹한 설계 과정은 작업시간을 진정한 설계의 시간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Cooling system integration

다이나믹한 몰드 생성

클릭만으로 자동 부품 조립

설계자를 돕는 편리한 기능들

간단한 냉각 설치

자동 도면작업과 부품표 작성

사용자 부품 등록

VISI-Mould는 간단 명료한 문답식의 과정을 통

슬라이드 부품의 생성 주요 치수들의 변화에 따

사용자가 수동적으로 설정하였던 변형 밀핀에 대

라인을 그리듯 쉽게 냉각을 설치하고, 각 끝은

VISI-Mould는 2D Drafting과 능동적으로 연동

표준 규격 외에 사용자가 필요한 부품을 등록해

해 필요한 부품의 종류와 치수의 입력으로 표준

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이나믹하게 형상을 바꿔

해서 기본적인 DB로 구성함으로써 사용자가 설

지능적으로 연장되어 탱크 냉각, 니플, O링 등을

되어 각각의 Views 도면, 복잡한 단면 도면 그

서 표준 부품과 같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부품 또는 비 표준 부품들을 삽입 함으로써 완전

가며 볼 수 있습니다.

정하였던 번거로운 공정을 개선하였으며, 대형

원하는 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리고 상세도를 Modeling으로부터 직접 생성 할

Mould에 적절한 Lock에 대해 기본적으로 DB을

한 3D 금형설계를 완성합니다.
- 슬라이드를 생성하고 앵귤러 핀, 블록등의 부품
Futaba, Misumi, Hasco, DME, DMS,
Strack, 기신 등을 포함하는 표준 부품들의 상하
원판, 밀핀, 2단 밀핀, 스푸루, 로케이트링 등의
표준 몰드 베이스와 부품의 형상에 대한 3D
Modeling DB가 구축되어 사용 및 수정 할 수
있습니다.

들이 모두 연계되어 일체적으로 생성 됩니다.

각각의 치수와 Rule을 적용하여 추가시킬 수 있

몰드 사이즈의 변화 요구시 또는 모든 부품 구성

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요소들의 적용 후 변경 및 삭제 추가시 자동으로
간섭 체크를 하여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 슬라이드의 스트로크 값을 설치시 확인
- 볼트 길이 자동 설정
- 밀핀 설치 후 냉각 홀과 간섭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 밀핀의 다양한 회전방지 기능

비규격품은 파라메트릭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적용하여 상 또는 하측에 다양한 Type의 Locks

- 밀핀 설치시 Core의 형태와 일치시켜 자리
와 길이를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스프링의 압축율 연산

수 있으며, Modeling의 변경에 따라 자동으로

부품 등이 설치된 복잡한 금형도 Explode 기능

2D 도면이 자동으로 Update 됩니다.

으로 분리한 것처럼 펼쳐 볼 수 있습니다.

2D Drawing에서 치수, 공차, Symbol들의 작업

- 중량체크

을 쉽게 이용 및 등록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무게 중심점 표시

- 설계가 복잡한 터널게이트, 코끼리 게이트

Plate 배열, 핀 위치 그리고 냉각 홀들에 대한 다

등을 포함한 가지형 런너 설치등 간단한 숫

양한 간섭 체크 기능은 복잡한 금형 설계 과정에

Part List 작업은 2D 도면들과 필요한 부품들을

자 입력만으로 설치

서 발생하기 쉬운 간섭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보

선정하면 부품 번호, 사이즈, 제조 및 공급사 그

다 안전하고 최적의 금형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리고 시방서 내용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와 자세

- 스트록 값을 계산하는 변형밀핀 생성
- Locking block을 생성

- 2D를 이용한 3D Plate 생성
- Core간의 간섭체크
- Hole 간의 간섭체크

한 내용들을 몇 초 내에 도면 또는 파일(엑셀,텍
스트)로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어서 설계자에게 디자인의 변화 또는 유사한 부
품들이 필요할 때 융통성 있고 능률적인 환경에
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며, 각기 다른 부품 규격
들을 혼성하여 각각 회사에 적합한 DB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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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ful unfolding tools

VISI-Progress

Flexible strip layout
Material economy and force calculations

Expertise in Progressive Die Design

Tool assembly
Parametric management libraries

VISI-Progress 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모든 프레스 3D 설계 과정과 부품을 지원하고,
VISI 만의 특별한 기능으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과학적인 설계 과정은 설계자들의 과실을 최소화 하고 생산력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릴 것입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논스톱 3D 설계

강력한 Unfolding 기능

스크랩 량을 계산하는 Layout

정확한 결과의 VISI-Blank

자동 Punch 설계

다양한 라이브러리

VISI-Progress는 새 로 운 Parametric

VISI 만의 고유한 기능으로 Flange 형상을 포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자의 실수를 시뮬

VISI-Blank는 Progress 금형 설계에 포함된

레이아웃 과정에서 생성된 펀치의 형태를 이용해

VISI-Progress는 국내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

Technology를 사용하고 있어, Surface와 Solid

함한 제품 형상을 모델링 과정과 같이 원활한

레이션을 통해 제품의 생성과정을 확인하여 스크

3D 곡면 형상에 대한 재질과 두께 등을 고려한

Trimming과 Forming을 위한 펀치 생성 과정을

레시브 다이들의 규격(Misumi, Futaba, Fibro,

모델을 가리지 않고 기존의 2D 설계에서 처리하

전개를 합니다.

랩과 분리여부와 hole을 놓치는 문제들을 신속하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전개도를 생성 하여 기존

완전히 자동화 하여 손쉽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Strack, Danly등)에 대한 DB를 지원하며, 표준

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의 수작업으로 하던 설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

기 불가능한 정확한 Unfolding 합니다.
- 제품을 분석하여 평면과 곡면Flange로 구분
하여 전개
- 전연성(연신율)을 고려하여 자동전개로 효과
적인 설계 작업을 제시
- Step별 Folding 각도 입력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직접 생성한 전개면으로 대체 가능
- 임의의 각도로 전개면을 생성
- Bend면을 모두 선택하지 않고 Edge 하나
선택으로 연결된 곡면 모두를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 라인 선택 만으로도 Bend 추가 가능
- 리브(Rib)와 보스(boss) 형태 추가 기능
- 지능적인 각도 라인 생성

- 남는 소재를 계산하여 설계자가 최적의

각 플레이트까지 자동 연장한 펀치는 각 플레이

니다.

트 Clearance 값을 정확하게 만들어 냅니다. 적

- 미러 형상 제품에 대한 반복 작업 최소화
- 손쉬운 분할 펀치 생성

과적인 공정을 제공합니다.

용된 펀치의 Clearance는 어떤 펀치든지 적용될

비표준 부품들에 대해서 VISI-Series의

- Edge를 선택만으로 부분 Blank 기능

수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할

Parametric Page를 사용하거나, SDK를 이용하

- 홀과 형상에 기준 Edge를 선택하여 보다 정

수 있습니다.

여 User DB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비규격 펀치에 대해 Punch Heels, Punch

- 설계 후 부품표(Bom)를 도면출력 또는 텍스

Layout을 선택
- 간단한 치수 입력으로 레이아웃 설정

부품 관리(BOM) 및 지원으로 설계에서 보다 효

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

확한 Blank 결과 산출
Holders를 지원하여 신속한 설계를 돕습니다.

트,엑셀 파일로 저장

스프링 설치 기능은 연산을 통해 적합한 스프링
의 개수와 종류를 선별하여 List를 통해 설계자가
스프링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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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Machining 2D & 3D

VISI-Machining

4~5Axis-Machining
VISI-MFR

Toolpath generation directly from the 3D model

VISI-Wire
SMIRTDieShop

VISI-Series의 Machining에는 2D & 2.5D Machining, 3D Machining, 4~5 Axis Machining,
3D CAM 전용 프로그램인 machining Strategist, 그리고 Wire-EDM Machining 모듈뿐만 아니라
대용량, 대형 구조물 가공에 특화되어 있는 SMIRTDieNc 모듈들을 제공함으로
다양한 Mould Maker의 작업 특성에 적합한 가공 Data 산출 환경을 구축 할 수 있게 합니다.

VISI-Machining 2D & 3D

VISI-Machining 2D는 2D & 2.5D Milling
가공 Data 산출을 위한 실질적이며 직관적인
단순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또한 Solid 형상
을 자동적으로 인식하여 신뢰할 수 있는
Milling과 Drilling 가공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 DB화 되어 있는 Drilling부터 일반 Drilling까
지 다양하게 지원되는 Drilling Cycle.
- 프로파일로 시작되는 다양한 Pocketing,
Milling, Face Milling 등의 가공 공정
- Open 포켓부터 Close 포켓까지 생성하는
심플한 가공

VISI-Machining 3D는 보다 복잡한 3D 모델
에 대하여 Knowledge Base의 Toolpath를
생성합니다. 자체 내포되어 있는 High Speed
Milling의 기술력과 Smoothing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효율적인 NC-Code를 생성하며, 생
성된 Knowledge Base의 Toolpath는
Machine의 가공 시간을 단축시키며 지속적으
로 생산력의 향상과 보다 높은 고품질을 창출

-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잔삭 영역.
- 단순한 3D 형상을 위한 2.5D 가공
- 다양한 방식의 멀티 황삭 Toolpath
- Surface의 UV 방향으로 생성되는 ISOMachining
- 평면 Surface를 가공을 위한 Flat Surface
Machining

합니다.

- 일정 피치 가공을 위한 3D Step Over

- 강력한 모델링을 기준으로 광대하게 지원되

- 보다 세밀한 Rest Machining Taper 공구

Finishing
는 CAD Interface
- 쉽게 이해 하도록 되어 있는 가공 공정
Interface
- 공구 홀더와 절삭 조건 등이 입력되어 포괄
적으로 지원되는 Tool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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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

- 그래픽을 통하여 Toolpath의 수정과 재 공
정이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 최적화되어 Smoothing 한 움직임을 유지하
는 절삭 이동
확실하고 능률적인 NC-Code 생성
- 지그에 대한 가공 불침영역 설정과 시뮬레이
션을 통한 가공 검증
- 풀 Gouge 체크의 지원과 툴 홀더의 충돌

SMIRTDieNc

4~5Axis-Machining

VISI-AFR / WIRE

SMIRTDieShop

VISI 4~5Axis Machining은 항공산업과 자동차

VISI-MFR은 Progress 다이들에서 제작해야 할

SMIRTDieShop은 고가의 모델링 프로그램이

산업 및 금형 산업에 가장 적합한 진보된 기술을

수 많은 Hole과 Tapping그리고 Pocketing,

필요하지 않는 관리자 또는 현장작업자가 모델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창

Profiling 등을 자동적으로 인식하여 가공할 수

링 된 형상에 대하여 각종 치수, 단면 등 포함

출하고 있습니다.

있으며, 서로 다른 가공방향에 대하여 자동으로

되어 있는 형상들의 모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가공 대상 영역을 분리하며 유효한 좌표계를 생

있는 솔리드 뷰어 프로그램으로 무도면화의 출

성시키게 됩니다

발점이 될 것입니다.

VISI-Machining 은 보다 복합된 3D 데이터를
위해 효과적인 Tool 컨트롤과 진보된 충돌체크와
보다 높은 능률적인 Toolpath를 생성하여 작업

2~4Axis Wire-EDM 가공을 지원하는 VISI-

자를 위해 생산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Wire 모듈을 추가 함으로써 금형 가공의 전 분야

체크 지원
- 짧은 연산 시간과 매크로의 기록으로 효율적
인 배치 프로세서 지원
- 다양한 Postprocessor와 작업시트의 설정

를 완전하게 지원 합니다.
- 깊은 형상의 Cavity와 Core를 위한 가공
- 3Axis Toolpath를 5Axis machining으로
변환

- 절삭속도에 대한 최적화 지원

- Turbine과 Blisk를 위한 가공

- High Speed Machining과 Hard Metal

- Impeller를 위한 가공

Machining
- 사실적인 가공 시뮬레이션

SMIRTDieNc

.

SMIRTDieShop 모듈과 연계하여 현장 작업자
가 Drilling을 포함한 2D & 2.5D 가공 데이
터를 직접 산출할 수 있는 현장용 CAM 프로
그램입니다.

- Positional Machining
- Trimming Machining
- 공구 및 홀더 간섭 체크
- 모든 컨트롤러에 지원되는 Post와 직접 설
정 가능한 작업 공정표
- 사실적인 가공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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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Manager
machining Strategist는 멀티 프로세서가 지원이 되는
Windows-NT 환경을 기본 바탕으로 특별하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최초 Version부터 다중처리(Multi-Processor)가 지원
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갈수록 짧아지는 납기와 개선된 품질, High Speed Machining(HSM)이 요구되는 치열한 경쟁

따라서 machining Strategist는 여러 개의 Toolpath 그리

환경에서 machining Strategist는 인공지능형 CAM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사상공정이 필요

고 또 다른 작업공정이 동시 다발적으로 수행됩니다.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공 경로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유일한 기술적인 리
- 작업자에 의해 연산우선 순위 지정 가능

더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연산 중 연산 잠시 멈춤 또는 취소 설정 가능
이미 한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machining Strategist의 혁신적인 가공 프로그

- 잠시 멈춘 공정 이어서 연산 실행 가능

램을 통하여 가공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보다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업공정 우선권설정은 작업자에게 현 작업 공정을 취소 시키지 않고 긴급한 필요하게 된 공정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작업자에게 효율적인 작업공정처리를 하도록 유연성을 제공하여 줍니다.

User-Interface
machining Strategist는 일반적으로 1~2일 정도의 교육 수료 후 즉시 쉽게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된 시스템 입니다.
- 사용 빈도가 높은 파라메타 값 자동 계산
- 작업자의 입력작업 최소화

Machining

모든 가공 옵션들은 일정한 가공 움직임을 지속하여 고속 가
공 피드를 유지하면서 정지시간과 공구 마모를 발생시키는 요
인을 제거하는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최적의 메뉴들을 대화상자 형식으로 처리, 실행
- 작업공정 브라우저를 통해 작업 진행사항을 쉽게 파악, 관리

machining Strategist는 고속 가공기 또는 일반 가공기에

- 이전 작업에 대한 History 개념을 가지고 유사한 형상작업에서 간단한 데이터의 수정으로 History의 운영을 따라서

관계없이 공구의 수명을 향상시키고 가공의 움직임을 보다 더

전반적인 데이터를 빠르게 다시 산출

안정적인 움직임으로 개선하여 전반적인 가공시간을 단축시

- 형상 인식을 통하여 작업자의 입력 값에 오류가 있을 경우 System에서는 자동으로 최적의 값을 적용시킴으로써 항

켜줄 것입니다

상 안전한 작업이 가능
- 수정된 모델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 가능
- 모델 형상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

Boundaries

machining Strategist에서는 모델링에서 작성된 Curve들
을 바운더리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자체 내에서 다양한 바
운더리들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바운더리들은 가공 Passes, 검증 모델 , 평면 등을
만들기 위해 사용 될 수 있으며, 임의의 방향에서 Toopath를
편집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됩니다.
모든 바운더리는 3+2 Axis 가공을 위하여 AB축 회전 등을
통하여 임의의 3D 평면상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 CAD로 부터 입력
- 실루엣 바운더리
- 기울기 영역 바운더리
- 미가공 부위 영역 바운더리
- 이론적 잔삭 영역 바운더리
- 공구보정 영역 바운더리
- 직선, 원호, 사각형, 원형 바운더리 작성 가능
- 문자 입력 가능
- Pass를 바운더리로 변환 가능

12

13

황삭 및 황잔삭 가공

Editing Toolpath Passes

machining Strategist에서는 작업자가 지정한 공구에 따라 가공 깊이 및 가공

기본적으로 machining Strategist에서의 수정 작업들은 Passes상태에서 이

피치를 자동 연산해 줄 뿐만 아니라, 코어 형상에 대한 외곽 진입, 사전 드릴

루지며, 수정되고 난 후의 Passes는 완전한 새로운 Passes가 되기 때문에

작업 위치 인식등 형상에 따라 최적의 황삭 가공이 가능 하도록 다양한 방식의

Passes간의 연결 방식에 대하여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공 방법을 제공 하며, 사소한 부분에 까지 안정성을 고려함으로써

machining Strategist는 작업자의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상의 가공 Data를 얻

작업자에 의해 저장된 공구 데이터 베이스 또는 직접 입력을 통해 정의 할 수

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있는 공구 홀더는 특별한 한계나 제한을 두지 않으며 공구 또는 공구 홀더와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황삭 Toolpath
- Adaptive 황삭 Toolpath

작업자는 다양한 Passes 수정 기능들을 통하여 가공시간의 단축과 효율성 및

- 사선 황삭 Toolpath

품질의 향상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외곽진입 Core 황삭 Toolpath
- 황잔삭 Toolpath

- 2D & 3D 바운더리 이용 Passes 수정

- 공구 조건에 의한 Passes 분리

- 주물형상 인식 황잔삭 Toolpath

- 임의의 방향에서 Passes 잘라내기 가능

- 불필요 Passes 삭제 가능

- Helix, Profile, Point 진입

- 깊이 값 변경을 통한 Passes 수정

- 공구 홀더 조건에 의한 Passes 수정

- 가공 불가능한 미세영역 Toolpath 자동 제거

- 주물 형상 또는 검증 모델을 이용한 Passes 수정

- 최소 가공 가능 공구 길이 자동 산출

3+2 Axis Machining

중삭 및 정삭 가공

machining Strategist의 모든 가공방식은 3+2 Axis 가공을 지원합니다.

3D 모델을 가공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서페이스의 경사각도를 기준으로 급경사 영

3D 공간상에 작업평면을 결정하여 AB, AC 또는 BC를 회전한 후 Z축 가공 진

역과 완만한 경사 영역에 대한 가공 방법을 서로 다르게 가는 것을 제안 합니다.

입축을 설정하고 가공될 영역을 2D 바운더리로 생성한 이 후 가공방식과 공구
를 Setting하여 3+2 Axis Toolpath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machining Strategist에서는 최적의 중정삭 가공을 위하여 다양한 가공 방법뿐
만 아니라, 기존의 가공 방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완한 혁신적인 가공 방법
들을 제공합니다.

Stock Model

- Drilling Toolpath

- 사선 가공 Toolpath

- 바운더리 가공 Toolpath

시각적으로 가공 진행 상황과 가공형상을 확인하여 가공 Error를 미리 방지할

- 등고선 Toolpath

- Cross 사선 가공 Toolpath

- 2D &3D 일정 피치 가공 Toolpath

뿐만 아니라 모델과 비교 검증하여 과삭 및 미삭량을 Check할 수 있습니다.

- Combined 등고선 Toolpath

- 방사선 가공 Toolpath

- 펜슬 밀링 Toolpath

또한 이 Stock Model은 주형 가공에서 잔삭이나 중삭 공정에 더욱 유용하게

- 헬리칼 Toolpath

- 나선형 가공 Toolpath

- 평면영역 가공 Toolpath

- 몰프드 Toolpath

사용될 수 있습니다.

Tooling Sheets

잔삭가공

machining Strategist에서는 가공 NC-Data에 대한 각종 정보와 하이퍼링크
Toolpath가 만들어지면 전 단계 작업에서 가공하지 못한 미가공 영역을 찾아내

를 통하여 NC-Data와 연결시키며 가공 공정에 대한 이미지를 같이 포함하고

거나, 또는 바운더리를 만들지 않고 미가공 영역들에 대해 다양한 가공 방법을

있는 작업공정표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형식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적용하여 작은 공구로 넓은 면적을 가공 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
며 실질적인 Air-Cutting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하고 다양한 잔삭 가공 방법
들을 제공합니다.
- 잔삭 영역 바운더리를 이용한 잔삭 가공 Toolpath

Postprocessors

- 패러럴 펜슬 Toolpath

machining Strategist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계 유수의 최신 공작기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Post-Processor를 제공하고 있

- 정잔삭 Toolpath

으며 필요하다면 작업자가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Open되어 있습니다.

- 급경사부와 완경사부 분리 펜슬 및 잔삭 가공 가능
- 공구코너 반경보다 큰 모델형상에 대한 펜슬 및 잔삭 가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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