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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WORKS 와 완전한 통합,
혁신적인 iMachining의 완벽한 CAM 솔루션.

www.solidcam.com
www.solidcam.co.kr

SOLIDWORKS와 완전하게
통합되는 CAM 솔루션
리더 SolidCAM

SolidCAM + SolidWorks:
Essai사를 위한 자동
IC Test System Manufacturing

You Never Have to Leave
the SolidWorks Window!

Deniz Valle : Essai Corporation의 운영 관리자:
“SolidCAM은 SOLIDWOKRS 와 완벽하게 통합되기 때문에,

▶

실제로 저흰 CAM programming을 SOLIDWOKRS 소프트웨어
안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방법을 통해 프로그래머들의 training 시간이 매우 단축됐고,
더욱 큰 geometry 편집 과 제조를 위한 운용능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설계자와 기술자 상호간의 협업을 위한 일반적인
tool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

Larry Rehak: Intricate Metal Forming Co:

“SolidCAM과 SOLIDWOKRS의 통합은 협의를 가능하게 해주고,
manufacturing issue 대한 해결법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 “SOLIDWOKRS와 통합되는 SolidCAM trial version을 loading한

왜냐하면 모든 기술자는 같은 model 과 modeler를 이용하여 일을

지난 45일 간, 복잡한 파트를 걱정 없이 작동하고, 프로그램 할 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SolidCAM 이라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CAM 소프트웨어 중 가장 완벽한 SolidCAM은 SOLIDWOKRS 안에서 보다 생산성 있는 CNC-Programming을 제공합니다

있었고, 그로 인해 기계는 이전 보다 부드럽게 작동하는 듯

더 나은 작업 특성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보였습니다.“공구의 상태는 매우 좋았으며, 신뢰 수준 또한

혁신적인 iMachining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SolidCAM은 SOLIDWOKRS모델의 toolpath와도 완벽히 통합 됩니다.
SOLIDWORKS에 add-in 하여, 동일한 작업 창에 실행되며, parametric SOLIDWOKRS 어셈블리 환경에서도 계산 및 확인은 물론 머시닝 작동

높았습니다. 저는 사용하기 쉬운 SolidCAM으로 다른 것들을 상대로

Barabi: Essai Corporation Founder & Manager

훈련 할 수 있었으며, SolidCAM의 training manual의 습득이 아주

또한 확인 가능합니다.
기계에 사용되는 모든 2D, 3D Geometry는 SOLIDWOKRS 설계 모델에 대해 완벽하게 연동 됩니다.

▶

“제조측면에서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저희는 설계측면과 제조측면
모두의 정보를 수집 하는데, 이는 SOLIDWOKRS 와 SolidCAM 이

만약, SOLIDWOKRS 설계가 변경되면, CAM 작동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쉬었습니다.”

▶ “SOLIDWOKRS와의 통합은 저만의 설계부터 생산까지의 life

완전히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SOLIDWORKS와 SolidCAM 사용의 최대 장점:

▶

cycle를 쉽고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SolidCAM 엔지니어 팀은

-“SOLIDWOKRS 와 SolidCAM의 통합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 SOLIDWOKRS 와 동일한 작업 창에서 완벽한 통합됩니다.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단일 geometry 파일 접근은 물론,

▶ 전체 연관성: SOLIDWOKRS 모델이 바뀌면, toolpath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더 능률적인 방식으로 설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조금 복잡한 4-axis 제품 프로젝트를 맡기도
하는데, SolidCAM은 그 프로젝트를 아주 잘 처리해줍니다.

▶ SOLIDWOKRS 와 SolidCAM은 10년 이상 된 골드 파트너 입니다.
▶ SolidCAM은 tooling 과 vice, ﬁxture 정의를 위해 SOLIDWOKRS 어셈블리 모델에서 작동합니다.
▶ SolidCAM+ SOLIDWOKRS 는 모든 CNC 머신 및 application 에 대한 완벽한 통합 packag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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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iMachining : “Simply Amazing” Unique Technology Wizard
공작기계제조 및 공구회사의 고객들은 iMachining에 대하여

SolidCAM iMachining은 독점적으로 특허 받은 iMachining

이야기 합니다. 혁신적인 iMachining CAM module은

Technology Wizard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산업계에서 처음이자

SOLIDWOKRS와 완벽히 통합되고, CNC 기계를 더욱더

유일하게 iMachining toolpath를 위해 자동으로 cutting 컨디션을

생산성 있고 보다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 줍니다.

계산해 주는 Tool Wizard 입니다.

iMachining Wizard + iMachining
Toolpath = the Ultimat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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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xon Surgical사에서 iMachining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공구 수명의 향상과 빠른 사이클, 신속한 cutting
loading 입니다. User interface는 매우 깔끔하고
iMachining을 프로그래밍 해주는데, 이는 이전의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계획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
Jay Dixon, Dixons Surgical, UK

‘SolidCAM의 iMachining을 사용하지 않는 다면 저희 매일
매일 돈을 잃고 있는 거에요!’
Jason Near, Rotary Airlock , IL, USA

▶ 짧아진 사이클로 인한 생산력 향상-70% 이상 시간단축!

혁명의 CNC Machining
▶ CNC machining 시간을 70%까지 단축시켜 줍니다.
▶ 공구생명을 획기적으로 연장해 줍니다.

이 독특한 Technology Wizard는 최상의 feed 와 speed를 제공하고,

▶ 획기적인 tool 수명 향상.

toolpath를 고려해 주며, 게다가 tool material 뿐 아니라 machine

▶ 뛰어난 hard material machining.

spec을 제공해 줍니다.

▶ 소형 공구의 최고 성능 구현.

“Controlled Step Over”기술을 이용한 cutting condition Wizard의

▶ 4-Axis 와 Mill-Trun iMachining

완벽한 결과를 iMachining toolpath가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 최상의 feed 와 speed 를 제공하며, toolpath를 고려해 주고,
tool material과 machine spec을 제공해 줍니다.

‘저 성능 기계라도 iMachining을 사용한다면,
높은 가공률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
Dreiling Maschinenbau GmbH, Germany

▶ Unique Technology Wizard의 자동적이며 최적화된 feed 와 speed 제공.
▶ 높은 프로그래밍 생산성

iMachining을 이용한 SolidCAM은 자동으로 공급되는 milling을

▶ 최고의 user-interface

위한 최적의 값과 cutting condition 값을 계산해 주는 유일한

▶ easy-to-use & easy-to-learn.

CAM 시스템 입니다.

iMachining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절감 효과를 제공하고,
milling CNC작업의 효율성을 향상 시켜 줍니다.
이는 이익과 성공으로 전환 되며, 전 세계 iMachining을 구입한
모든 SolidCAM 고객들은 엄청난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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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es 사는 iMachining 3D Steel 사용으로
싸이클 시간을 85%까지 단축 했습니다.

독점적인 iMachining 3D 특징
▶ Quick solid geometry selection

“저희는 매일 좋은 결과를 원하며, iMachining 3D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한 절약 할 수 있을 것입니다.!Igor, Chief Programmer, Menes

▶ 증명된 iMachining 2D technology를 이용한 Z-Step 각각의
▶ 최적화 머시닝
▶ 짧은 사이클 시간과 공구 생명 향상
▶ 지능형 machining과 최적화된 명령을 통해 필요 없는 움직임
최적화 되며, 이는 가장 짧은 시간을 제공함.

iMachining 3D는 놀라운 3D 머시닝 결과를 제공합니다.

▶ iMachining 3D 모델은 모든 air-cutting을 제거.

곡면 파트를 위한 iMachining 3D

▶ Tool path는 자동적으로 holder 와 모든 단계에서 업데이트된

iMachining 3D를 이용하면, 여러 개의 돌출 부분과 곡면부분을

stock 사이에서 접촉을 피하도록 조정됩니다.

머시닝 가공을 평균 70% 감축은 물론, 최고 90%까지 시간을

Makino CNC CAM-System과 비교했을 때
75% 감축되는 iMachining 3D Cut
Machining Time

포함하고 있는 곡면파트 Milling 처리가 가능합니다.

“iMachining 3D cut machining은 경쟁사의 4시간
가공시간에 비해 58분이 소요됐으며, 약 75%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Galtronics, China

이는 하나의 작업 즉, 파트와 저장된 solid 모델로부터 직접적으로

단축시켜 줍니다.

이루어 지며, 정의된 geometry chain 없이 가능합니다.
iMachining 3D는 toolpath를 자동적이며 최적으로 계산 되며,

iMachining 3D는 자동적으로 CNC 프로그램 실행 준비와 최상의

프로그래밍 시간을 감소시킵니다.

cutting 상태로 만들어 주는데, 이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둔
Technology Wizard를 통해 이루어 지며, 3D 곡면 과 각진 면 모두는

알루미늄 머시닝 중점의 iMachining
2D & 3D 사용중인 SolidCAM 고객사 A.P.A

단일작업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완성품을 생산합니다.
Full-depth의 단계적인 감소의 조합, 지능형 step-up과 스마트 포지셔닝

“놀라워요!! iMachining에서 얻은 만족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알루미늄 머시닝에 대해 얼만큼의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에요.”

등 iMachining 3D 는 거의 모든 long positioning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roughing과 사출금형, 복잡한 3D 곡면 과 각진 면 생산을 위한
최상의 cycle 시간을 짧게 해줍니다.
SolidCAM HSM 마무리와 iMachining 3D의 조합은 3D 파트를 위한

David Franko, Owner, A.P.A.

완벽한 machining solution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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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D Milling

Poket 인식

▶ T slot tool의 under-cut 과 side slot 에 대한 머시닝 특수 기능.

SolidCAM은 CAD 모델 상태의 모든 pocket 자동인식 기능으로 다음

상호작용을 하는 2.5D Mill 작동

단계를 위해 강력한 pocketing 작업을 합니다. Standard Pocket
작업의 계획과 옵션은 모델의 다양한 깊이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Standard 2.5D Milling의 proﬁling, pocketing 과 drilling 작동을
제공합니다.

▶Chain 변경 옵션(offsetting, trimming, extending 등..),CAD
심플하고 사용하기 쉬운 interface, SOLIDWOKRS와 깔끔하게
통합되며 최근 tool path기술과의 조합은 물론 빠르고 강력합니다.
또한 2.5D CNC Milling tool path 생성을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파트 및 어셈블리 상태에서 쉽게 작동하며 CNC 머시닝
작동 정의를 위해 geometry를 제시합니다. 장치 및 전체적인
시각화를 위한 구성 요소를 신속히 배치 합니다.

모델 변경 없이 geometry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더 큰 공구 사용 후 남은 재료를 절단하는 자동 rest material machining
▶정의된 Proﬁle 및 Pocket operating 에서 같은 geometry의
chamfer 사용.

▶내.외경에 대한 표준나사 규격 인식.
▶평면 및 곡면 위 텍스트 제작 그리고 다중 텍스트 조각.
▶3D 윤곽 작동을 3D 커브에 따른 툴 조정,각기 다른 깊이의 모델 cutting
▶회전축 이동의 일정 동작을 변경해 주는 geometry Machining.

Best of Both Worlds:
Complete Interactive Control +
Feature Recognition

Cycle Toolbox

Drill 인식
hole의 자동인식과 인식 및 분류는 solid model의 결과

유용하고 편한 Cycle toolbox는 slot, corner, boss, ruled surface 등

geometry 수정 옵션에 의해서 인식 됩니다.

추가적이고 전문적인 sub-operation 을 제공합니다.

single drill 인식은 구멍의 다양한 크기 및 깊이의 분류 할
수 있습니다.

SolidCAM은 SOLIDWOKRS 모델에서 자동으로 2.5D Milling 작동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초보자 및 고급 사용자 모두를 위한 설계 parameter
와 CNC 프로그램 방법을 제공합니다.

8

9

www.solidcam.co.kr

HSS

Holder, Arbor and Tool을 위한 고급
Gouge Control
SolidCAM HSS는 파트의 지정된 surface 부분의 매끄럽고 강력한

Holder에 대한 고급 Gouge Control, Arbor 와 Tool 의 완벽한 Gouge

가공을 위한 고속표면 가공모듈 이며, 언더컷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컨트롤은 Arbor 와 Tool의 holder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surface의 가공을 위해 손쉬운 선택 기능을 제공하며,
경계를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표준공구와 소형공구를
서포터 해줍니다.

모든 가공업체를 위한 중요한 모듈

선택된 곳의 가공을 위한 종합적인
Tool Control

SolidCAM HSS 모듈 이점은 surface quality 향상을 위해 형상
변경이 이루어 집니다.
SolidCAM HSS 모듈은 모든 가공기계를 위한 중요한 add-on

HSS 는 proﬁle, pocket과 face를 넘어 2.5D 가공법의 결과를 가

기능입니다.

져오는 CAM모듈 입니다. HSS는 3D 가공의 능력을 제공하며,
3D 파트와 각진면 상태의 특정한 곡면을 따라 실행 됩니다.
HSS toolpath는 단독 혹은 여러 개 surface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순조로운 작업을 위한 강력한
surface 가공 방법, Gouge-Free
& 최상의 Toolpath
SolidCAM HSS 모듈은 많은 surface 가공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복잡한 3D shape (예를 들어 ﬁllet)를 만드는 surface 그룹
상태의 toolpath 생성기능을 포함합니다.
구속 경계 또는 geometry의 제약조건 없이도 선택된 곳에서만 가공을

Advanced Linking
surface 곡면 수정을 위해 필요한 Tool change 제어는 매우
자유롭습니다.
Toolpath는 extend or trim 및 gap과 hole을 뛰어 넘을 수 있으며,
다양한 lead-in/lead-out 옵션으로부터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위한 tool control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능률적이고, 순조로우며, gouge-free 와 선택된

HSS의 핸들링 언더컷

surface 마무리 작업을 위해 최상의 toolpath를 생산합니다.

Tapered , T-Slot, Lollipop 또는 어려운 형상 가공과 언더컷을

HSS는 특별한 toolpath 연결옵션 제공 및 smooth 와 tangential

위하여 작용.

lead-in ,lead-out을 생성합니다. 연결된 옵션은 모델의 surface
수정이 필요 없이 slot과 hole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에 조정이 가능한
toolpath를 제어 합니다. Retract는 어떤 중요한 면에서도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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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ndexial 5-Axis Milling

advanced plane rotation 또는 좌표 로테이션 기능을 사용하는
controller 위해, SolidCAM의 프로세서는 내부의 CNC 기능 사용을
위해 구축됩니다. 만약 이런 기능이 없는 기계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용자들은 SoliCAM 안으로 파트 위치를 입력할 수 있으며,
G-Code는 각각의 로테이션에 대한 모든 변화를 조절할 것 입니다

Multi-Axis 가공을 위한 능률적인,
Edit-Free G-Code
SolidCAM은 다축 머신을 위한 능률적인 G-code를 얻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SolidCAM의 post process는 모든 로테이션 조절을 위해 셋팅이

indexial milling에 대한 절차를 만드는 G-code 소프트웨어의

가능합니다. Controller는 내부 파트 로테이션 계산 하거나 혹은

Indexial Milling에 대한 우리의 핵심은 ‘simple’ 그 자체 입니다.

로테이션을 위한 post process가 필요하다면,

그 어떤 특별한 기능도 필요 없고, 기계의 다방면 파트에 대한

SolidCAM은 이를 다룰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내부의 트릭도 필요 없습니다.

Indexial 5-Axes를 위한 쉬운 좌표 시스템 정의!!
구조보기, 모델복사와 새로운 정렬을 위한 공간 안에서 회전시키기로 힘들어 하시나요?
아직도 프로그래밍 indexial에 대한 layer를 나누기 위해 geometry를 변형 하고 복사하고 계시나요?
한번의 작업으로 목록을 구성하고, SolidCAM은 다양한 좌표시스템을 제거함으로써 여러 측면에서 가공의 속도를 증가 시켜줍니다.

▶ SolidCAM은 (면과 가공을 선택) indexial 프로그래밍을 위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SoliCAM의 죄표 시스템 관리자는 각각의 tool orientation을 위해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 Solid Verify Simulation은 모든 가공을 위한 material 제거와 tool holder 및 ﬁxture를 보여줍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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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M - 3D High
Speed Machining

HSM – 3D Machining to the
Highest Level

HSR-High Speed Roughing

SolidCAM HSM 모듈은 중급이상의 High-Speed Machining 역량을
SolidCAM의 HSM 모듈이라면, 높은 Z level의 retract를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모든 사용자를 위한 매우 강력한 솔루션 입니다.

유지시켜 줍니다.각도가 있은 부드러운 pocket 내에서는 불필요한 작업을
SolidCAM HSM은 이전의 CNC 생산성을 증대 시킬 수 있으며,

최소화 시킵니다. (air cutting 및 작업시간 감소)

air cutting 과 tool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매끄러운
곡면작업을 감축 시킬 수 있습니다.
SolidCAM HSM 모듈은 빠른 스피드 동작이 가능하고,

능률적이고 지능적인 3D 가공을 위해 어디서든 최고의 toolpath

tool path안의 뾰족한 각도 부분을 피하며, 가능한 많은 파트와의

상태가 가능한 3D machining을 경험하십시오.

접촉을 유지시켜 줍니다.

SolidCAM의 HSR/HSM 모듈은 매우 강력하며, 복잡한 3D 파트,

Air cutting을 낮추기 위해 비가공의 움직임을 최소화 하고,

항공우주분야, 금형분야, tool&die 를 위해 산업계에서 검증된

lead-in/out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은 향상된 CAM

3D high-speed machining 입니다.

기술을 보여줍니다.

SolidCAM의 HSR/HSM는 특별한 가공과 3D high-speed toolpath
생성을 위한 연결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는 smooth한 move cutting과
retract path를 제공하며, 어디서든 가능 합니다.
또한 기계 tool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며, 높은 feed rate
유지 및 dwelling 선별을 위해 필수적인 요구사항들입니다.

HSM 3D는 가공 표면의 경사 각도 지정 및 가공 영역을 조절 합니다.

HSM-Hign Speed Finishing

종합적으로 생성된 공구 세트는 다음과 같이 공급됩니다.

HSM의 결과는 능률적이고 매끄러운 surface 품질 향상을 위해 변

shallow boundary, reat area boundary and user deﬁend boundary)

(silhouette boundary, cutter contact area boundary,

환되는 toolpath 이며, tool 의 마모 및 기계의 수명을 향상 시킵니다.
생산 시간에 대한 요구와 함께 낮은 비용과 품질의 향상,
높은 Speed Machining은 오늘날 기계산업에서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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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taneous
5-Axis Milling

SWARF Machining

Contour
5-Axis Machining

SWARF machining은 정확한 각도에서
측면 가공을 위해 tool의 tilting을

Contour 5-axis 가공방법은 정의된 경사

가능하게 합니다.

라인에 따라서 tool axis가 정렬되는 동안 체인 3D 프로파일 드라이브

SWARF cutting 은 tool의 전체 길이를 사용하며, surface의

곡선을 따라 툴이 기울어 지며, 디버링 및 트리밍을 위한 5-axis toolpath

품질 향상 및 가공시간의 단축 결과를 가져옵니다.

Simultaneous 5-Axis Milling의 장점은 5-axis CNC milling
toolpath 고급 제어를 통한 toolpath 그리고 모든 관점에서 포괄적인
충돌 확인 및 편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입니다.

Flexibility and Control

생성을 위해 이상적인 형태로 만듭니다.

Multi-Blade
Machining

Multi-Axis Drilling
Multi-Axis Drilling 작업은 SolidCAM
자동 hole 인식을 사용하며, drilling 과

Multi-Blade 가공 방법은 impeller와

각각의 5-Axis 가공방법은 approach/link, tool axis 제어를 위한

bladed disk를 쉽게 조절하며, 광범위하고 복잡한 면의 능률적인

정교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마무리의 방법도 쉽게 조절 가능합니다.

tapping 또는 boring cycle을 수행합니다.
이는 어떤 hole 도 쉽고 빠르게 수행합니다. 모든 tilting 과 충돌방지,
advanced linking 은 Multi-Axis Drilling 안에서 가능합니다.

Multi-Blade 파트는 많은 산업계에서 사용되며, 이 작업은 서로

▶5-Aixs cutting 계획의 폭넓은 다양성
▶component 면을 인식하여 생성되는 cutting ﬂowline.
Multi-surface 마무리 가공은 부드러운 surface 기능을 포함하고

approach/link 이동은 완전한 gouge를 보호하며, 연결 움직임의 이동

다른 Multi-Blade 환경설정을 위해 꼭 필요한 toolpath

거리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들이 사용 됩니다. SolidCAM 또한

생성을 위해 특별히 설계 됩니다.

lead/lag에 대한 통제에 따른 옵션을 제공하며, toolpath 에 대한 완벽한
제어를 제공하기 위해 기울어진 각도 옵션을 포함합니다.

있습니다.

▶SWARF, MultiBlade, Port, Contour 5x, Multi-Axis drill을
위한 구체적인 application 해결과 Sim 5-Axis에 대한 HSM의
전환.

▶고급 tool tilting 과 side tilting 상태의 직접적인 제어 그리고
lead/lag 각도

▶tool 과 holder 각각의 파트 확인 하여 자동 gouge 억제 기능 제공.

Tool 충돌방지와 Holder
충돌방지에는 tool 과 holder 두 가지 모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가공 simulation은 완벽한 cutter와 Tool-holder gouge 검사를
제공합니다.

Port Machining

Sim 5-Axis에서
HSM으로 변환

Port 가공 작동은 tapered lollipop
tool을 이용한 가공 포트의 사용하기

HSM 3D toolpath 는 5-Aixs 충돌방지

쉬운 방법 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toolpath로 변환 됩니다.

tool을 위해 충돌검사를 합니다. 이는 roughing 과 casting 혹은

이는 tool 과 part 사이의 안정성과 tool의

billet로부터 port 생성을 위한 tool path의 마무리를 제공합니다.

강성을 가능한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16
16

www.solidcam.co.kr

17

www.solidcam.co.kr

19

Turning

고급 터닝 작동

SolidCAM은 강력한 toolpath의 포괄적인 turning package를 제공하고,
빠른 speed와 능률적인 turning을 위한 기술입니다.

▶안정된 roughing: 동시에 작동하는 2가지 tool 또는 trailing 모드 상태,

SolidCAM turning은 가공 tool의 폭넓은 범위를 위한 기능적인

길고 큰 part의 roughing turning 결과에 대해 안정된 roughing을 보여줍니다.

면을 제공하고, 이는 2-Axis 선반, multi-turret 배열, sub-spindle,
turning center과 mill-turn 가공을 포함 합니다.

▶Angled Grooving: 정의된 각도의 내부 또는 외부 Angled Grooving 수행.

Mill-turn 가공 상태에서, C-, Y-, B-, Axis millng 그리고 drilling은

▶매뉴얼 turning: 목표 모델과 stock에 관계없이 사용자 정의에 따른

turning의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완벽한 통합과
연관 프로그래밍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turning 수행.

Updated Stock for Turning & Milling
SolidCAM 은 operation tree 에서 stock updat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된 stock는 sub-spindle, mill-turn CNC 가공의 올바른
CYB multi-turret로 이르는 가장 기본적인 2-axis turning 센터로부터

▶4th Axis Simultaneous Turning: single 가공 상태에서 undercut
가공을 위한 tool의 B-aixs tilting 역량을 사용한 곡선 proﬁle 가공.

▶Multi-Turret 동기화: 가공 time-line에 따른 multiple turret 작동
동기화를 위한 강력한 역량.

지원받습니다.
Sub-spindle turning 상태의 Sub-spindle 부품이 main-spindle로
변환 될 때, 업데이트된 stock도 변환 됩니다. Sub-spindle 상태의
후속가공은 main-spindle 결과로 남겨진 상태 에서 stock 으로
보여지며, 결론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가공 sequence 를 제공합니다.

SolidCAM은 고정사이클 또는 긴 G-code 중 threading 과 drilling,
grooving에 대한 지원 및 고급 rough proﬁle turning 을 제공 합니다.
Toolpath 계산은 air-cutting 과 gouging을 피하기 위해
tooling insert, tool holder, stock material 를 고려한다.
Standard ﬁxture library 또한 가능하며, 특별한 ﬁxture 추가도
가능합니다.
18

Advanced Mill-Turn

▶ 충돌이 많은 환경에서 기계의 프로그래밍은 SolidCAM turning
단독 환경의 milling 작동 이용에 의해 단순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집니다.

Machine ID

iMachining in
Mill-Turn

CNC 기계 부품 과 kinematic을 정의하고,
복잡한 mill-turn 기계를 사용자들이

mill-turn 파트에서 iMachining 2D & 3D

쉽고 효과적으로 setup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용은 사이클 및 프로그래밍 시간을

▶ 모든 SolidCAM milling은 강력하고, 혁식적인 iMachining 기능을

단축시켜 줍니다. 추가적으로, iMachining은

포함하고 있고 turning 작동의 mill-turn 기계의 프로그래밍이

최소의 힘으로 cutting을 할 수 있는

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동제거 와 과다한

모든 보조적인 디바이스 역시 정의 될 수 있고 simulation 과
gouge checking 설명이 가능합니다.

MCO (Machine Control Operation)

오늘날 산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까다로운 종류인

MCO (Machine Control Operation)은 파트를 제조하는 동안

CNC 가공은 여러 가지가 조합된 능력을 하나로 보여주는 기계의

각기 다른 제어 작업을 삽입 할 수 있게 해줍니다.

multi-task 가공 입니다.

CNC machine 의 이러한 작업을 제어하고, 또한 다른 옵션과

공구 마모 억제하며, 비강체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opening, closing ﬁxture, activating coolant, rotating part 및
이는 multiple spindle, multiple turret, 여러 단계에서 재료의

움직이는 파트와 같은 디바이스를 활성화 시킵니다.

가공이 되며, 핸들링 없는 스핀들 변형, 한 쪽 끝에서 삽입된 stock,
완성된 부품의 생산.
4/5-Axis Simultaneous Mill-Turn 기계는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Mill-Turn Machine Simulation

있으며,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SolidCAM은 CNC 기계의 최근 멀티기능에 대한 프로그래밍 지원을
위한 고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easy-to-use & easy-to-learn으로 강력한 툴과 용이성을 제공합니다.

▶ 오늘날 Mill-Turn machine tool 특징은 tail stock의 사용,
steady rest, sub-spindle, C-Axis에 따라 회전 및 선형
turret, CY-Axis and B-Axis와 같습니다.

SolidCAM의 Mill-Turn machine simulation은 온전한 kinematic

복잡한 Mill-Turn CNC 기계를
위한 쉬운 프로그래밍

simulation package를 제공하며, 모든 turning의 simulation과 milling
작업 그리고 모든 CNC machine 부품과 device 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17
이 simulator 는 기계 부품과 제작품, 설비 와 tool holder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는 최고의 능률적인 toolpath와

Spindel 사이의 변환

시간단축을 위한 Milling 과 Turning 작동 사이의

MCO를 사용하여 main/sub-spindle 사이에서 발생하는 변환을

rest material에 대한 지능적인 관리 등 SolidCAM은 이런

제어 합니다.

모든 cycle과 움직임은 steady rest와 tail stock과 같은 보조적인

복잡한 기계의 단순한 프로그래밍을 제공합니다.

MCO는 이 공정에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device 와 기계 부품의 완전한 그래픽을 따라 지원 되며,

충돌 발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파트에 따른 안전 제공은 실질적인 기계 tool에 도달하기 전에 테스트가
완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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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Probe

SolidCAM’s Solid Probe Module
SolidCAM은 Solid Probe를 제공 합니다.
새로운 SolidCAM 모듈은 Home Deﬁnition의 접근을 제공하며,
CNC machine 의 probe를 사용하여 기계 파트의 품질 제어 및
setup을 할 수 있습니다.
Probe 이동의 시각화는 Probe tool의 예기치 못한 위험요소를
방지하며, 이는 SolidCAM Machine Simulation에 의해
제공됩니다.

Solid Probe 는 모든 기계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한 필수 모듈입니다.
▶ Easy Home deﬁnition
▶ On-Machine Veriﬁcation

Home Deﬁnition

Preview of Cycle Movements

Solid Probe home setting을 위해 home position,

Solid Probe 사이클은 완성 면 측정을 위해 이용되며,

쉬운 위치 정의, 수동 설정 setup 대체법과 같은 각기

이는 CMM machine에 대한 파트 변환 없이도 이용됩니다.

다른 16개의 사이클을 이용하여 쉬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파트는 기계 tool 스스로 점검 될 수 있습니다.

▶ Tool Presetter support
▶ Easy geometry selection on solid model
▶ Supports a wide range of probe cycles
▶ Visualization of all the Probe tool movements

Support
Tool Presetter

▶ Support of different Probe controllers

조합된 Probe 와 Machining 작동
Machining operation 과 Probe operation 은 SolidCAM CAM
manager 안에 통합 되어 있으며, solid CAD모델 상태에서 같은
geometry 이용이 가능합니다. Solid model이 변경 될 때,
가공과 Probe 작동은 자동으로 변경 후 동기화 됩니다.

Solid Probe 모듈은 tool presetter의 지원을 포함 합니다.

On-Machine Veriﬁcation

이 옵션은 turning tool과 가공 작업 사이에서 milling 확인을 가능하게

Solid Probe은 2.5D milling 작업처럼 같은 geometry를

모든 작동 및 tool 변경 상태 후에도 유용합니다.

사용합니다. 허용 오차를 완벽히 제거하고,

또한 tool 파손감지를 해주며, 안전한 가공을 제공합니다.

해줍니다. 이는 tool checking을 위한 매우 유용한 옵션이며,

서로 다른 구분 옵션과 사이클 이동의 direct preview 제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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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olidCAM

SolidCAM의 통합은 3D CAD 시스템 중심에 있고,
SOLIDWOKRS와 함께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CAM 통합의 리더로서 SolidCAM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SolidCAM은 2003년부터 SOLIDWOKRS와
Gold-Product Certiﬁed 을 가지고 있고, 원활한 단일 윈도우
통합과 SOLIDWOKRS 설계 모델에 대한 전체적인 연관성을
제공합니다.

성장해 왔습니다.

4/5-Axes Milling, Simultaneous 5-Axes Milling, Turning,
Advanced MillTurn, WireEDM and Solid Probe 을 포함하고 있는
주요 제조 응용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지원 해주는 완벽한 통합
CAD/CAM 솔루션 입니다.

▶ 독특한 SolidCAM, 혁신적인 iMachining 기술은 CNC 가공 시간을
70% 까지 단축 해주며 tool 생명을 극적으로 연장해 줍니다.

▶ iMachining Technology Wizard는

TE

Full automatic calculation of:

MA

신뢰성 있는 기능 입니다.

iMachining

TechnologyWizard

자동적으로 speed 와 feed 그리고
다른 machining parameter를 알아내는

MA

OL

AL

지난 8년간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CAM vendor로

3D Milling/High-Speed Machining, Multi-Sided Indexial

RI

SolidCAM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CIM data 사로부터

2.5D Milling, High Speed Surface Milling,

C

H

▶ iMachining 은 CNC의 능률적인 작업과

IN

Feed Rate
Spindle Speed
Step Over
Depth

E

RY

application전문가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 강력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iMachining 2D, iMachining 3D,

ET

1984년 설립된 SolidCAM은 29년 이상 CAM 성장과

Our Advantages

TO

SolidCAM –CAM통합의 리더

O
GE

M

기적적인 시간 단축을 제공하며, 이는 곧 이익과 성공을 의미합니다.
iMachining을 구입한 전세계 모든 SolidCAM 고객들은 최상의
절감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www.solidc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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