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Journal of Advanced Technology Research

요  약 

3D CAD 모델 및 NC 프로그램은 이제 제조업에서 기계 설계 및 제조 프로세스에 널리 사용된다.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을 구현하기 위해 설계, NC 프로그래밍 및 NC 시뮬레이션 단계간에 완

벽한 CAD 데이터 전송이 필요하다. 설계 단계에서는 PPR (Product, Process and Resource) 관리 및 DFM 

(Design for Manufacturability)을 달성하기 위해 CAD 모델에 적용 할 수 있는 모든 제조 요소를 조사해야 

한다. NC 프로그래밍은 제조 업계의 핵심 기술이며 기계 및 가공 라인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가상 NC 제

조 시뮬레이션은 정보화 시대의 제조에 필수적이다. 가상 NC 제조 시뮬레이션은 작업 중에 공작물, 공작 기

계 및 치공구 사이의 모든 충돌을 감지 할 수 있으며 실제 제조 전에 모든 결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 솔루션을 사용하여 DFM에서 '가상 NC 제조'까지의 통합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제안하고 설계, NC 코드 생성 및 가상 제조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류한다. 제품은 DFM 방식으로 설계 할 수 

있으며 제안 된 공정에 따라 특정 NC 코드로 가상 NC 제조 시뮬레이션을 수행 할 수 있다.

키워드:   DFM, PPR, PLM, NC manufacturing

Abstract
3D CAD model and NC program are widely used for mechanical design and manufacturing processes 

in whole industries now. Seamless CAD data transfer is required between design, NC programming, 
and NC simulation stages to implement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On design stage, every 
manufacturing factor that can be applied to CAD model should be investigated to achieve PPR (Product, 
Process and Resource) management and DFM (Design for Manufacturability). The NC programming 
is a key technolog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virtual NC manufacturing simulation that 
can simulate machine and machining lines becomes essential for manufacturing in the information 
age. The virtual NC manufacturing simulation can detect all collides among the work piece, machine 
tools and jig & fixtures during operation, and can help to know all results before real manufacturing. 
This paper proposes an integrated process and system from DFM to 'virtual NC manufacturing' by 
using commercial solutions, and categorize data which are required in design, NC code generation and 
virtual manufacturing. The mechanical product can be designed in manner of DFM, and virtual NC 
manufacturing simulation can be done with specific NC code according to the propose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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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의 제조업체들은 제품 라이프사이클 

(Product Life Cycle)의 모든 프로세스와 데이터

를 포함하고 고객과, 공급업체, 자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Digital Enterprise)

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보 및 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은 

공학적 시스템을 설계하고 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CAD/CAM기술은 1960년

대부터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 CAD/CAM

분야의 진정한 통합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이며, 소위 “자동화의 섬”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상황은 불필요한 부수적인 작업들의 수행을 

야기 시키며 생산성 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디지

털 엔터프라이즈[1]에서의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개념은 1990년대 후반부터 출현하

였다. 그림. 1에는 다쏘시스템[2]과 IBM[3]에 의해 

주창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에서의 3D PLM 개

념을 도시하였다.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는 인터넷 

기술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식관리 또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KM: Knowledge Management, BI: 

Business Intelligence), 고객관리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공급업체 사슬 관리 

(SCM: Supply Chain Management), 전사적 자원

관리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자 

상거래 (e-commerce) 그리고 3D PLM 등 6개의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3D PLM은 앞서 언

급한 “자동화의 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이 될 수 있으며, 제조업체에서 행해지는 공학적인 

활동의 전체 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

3D PLM은 “설계 시스템”, “디지털 생산 시스템” 

그리고 “PDM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계 시

스템”은 CAD/CAM/CAE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디지털 생산 시스템”은 버추얼 NC 시뮬레이

션, 로봇 시뮬레이션,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디지

털 공정 계획 등을 담당하게 된다. “PDM 시스템”

은 3D PLM 영역에서 산출되는 제품 모델, e-BOM, 

e-BOP, 자원 모델 등의 모든 데이터를 관리한다.

Pahl 과 Beitz[4]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시

장조사”, “제품 기획”, “설계 및 개발”, “생산, 조립 

및 검사”, “마케팅 및 판매”, “사용 및 유지보수”, “리

사이클링” 그리고 “폐기”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3D 

PLM개념은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이러한 작

업들을 담당하게 된다.

NC가공 작업이 필요한 제품개발에 있어서 3D 

PLM을 구현 하기 위해서는 설계, NC 프로그래

밍, NC 시뮬레이션, NC 가공에 걸친 제품 CAD

데이터의 원활한 전달이 필수적이다. PPR (제품, 

공정, 자원: Product, Process, Resource)관리

와 가공을 고려한 설계 방법론(DFM: Design for 

Manufacturability)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

계에서는 가공에 필요한 모든 인자들이 CAD모델에 

반영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DFM, PLM, PPR에 대해 설명하고 

다쏘시스템의 PLM솔루션을 이용한 ‘버추얼 NC 가

공 프로세스 통합 시스템’을 제안하며, 설계, NC 코

드 생성 그리고 가상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류한

다. 제안된 프로세스를 따르게 되면 특정한 NC 코

드에 따른 버추얼 NC 가공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면 

DFM방식에 따라 제품의 설계가 가능해 진다.

그림 1. 3D PLM in Digital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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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FX 와DFM 

DFX (Design For X)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오

래 전부터 설계자들이 행해온 설계의 한 방법론이

다. 현명한 설계자들은 설계가 시작 될 때부터, 보다 

쉽고 보다 나은 생산을 위해서 제품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면들을 고려한다. X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조립, 분해, 설치성, 수리 용이성, 

물류, 생산, 품질, 재설계, 재사용, 안전, 단순성, 속

도, 시험 등의 여러가지 단계를 의미한다.

DFM (Design for Manufacturing or 

Manufacturability)은 DFX의 한 종류이다. DFM은 

제품 라이프사이클에 있어서 필수적인데, 그 이유

는 제품의 비용 중70~80퍼센트가 설계 단계에서 결

정되기 때문이다. DFM의 개념은18세기 미국의 Eli 

Whitney가 장총을 설계 및 생산 할 때 처음 시행 되

었다고 알려졌으며, ‘DFM’ 용어 자체는 1980년대

에 들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5][6][7][8].

DFM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9].

•생산 가능한 설계

•작업공수 절감

•스크랩 절감

•작업장에서 작업장으로 이동 시간 절감

•재고 절감

•개발기간 단축

•품질 향상

•생산 원가 절감

III. 3D PLM 과PPR 

3D PLM은 엔지니어로 하여금 제품, 공정, 자원 

(PPR: Product, Process & Resource)을 공유하는 

협업적 작업 환경에서 엔지니어링, 생산, 유지 및 보

수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해준다. PPR은 

제조업체에 있어서 제품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걸

친 지식의 획득, 교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CAA V5의 개방형 구조는 다중 엔터프라이즈 환

경 안에서 통합 및 확장이 가능하게 한다. 다쏘시스

템은 PLM을 구현의 측면에서 5개의 기본영역을 정

의하였는데, 이 것들은 ‘프로세스 중심’, ‘협업적 작

업환경’, ‘PPR (Product, Process, Resource)’, ‘지

식(Knowledge)’, ‘CAA V5’ 이다[2].

프로세스 중심 (Process Centric)

3D PLM은 항공, 자동차, 조선, 전기 및 전자, 소

비재 산업 등 산업전반에 걸친 중요한 프로세스들을 

지원하고 담당한다.

협업적 작업 환경 (Collaborative 

Workspaces)

오늘날, 협업 환경을 구축 하는 것은 글로벌 회사

와 그의 공급업체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협

업적 작업 환경은 기업 전체 걸친 구성원들이 실시

간으로 연결되게 해주며, 3차원의 힘을 이용한 제

품, 공정, 자원의 공통된 디지털 목업을 공유하게 

한다.

PPR (Product, Process and Resource)

PPR 허브는 PLM을 구현하는 기업의 통합을 위한 

디지털 파이프라인이며, 제품 라이프사이클에 걸친 

PPR의 시뮬레이션,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을 

제공한다. 

지식 (Knowledge)

‘지식의 획득 및 재사용’은 제조업에 있어서 성공

을 위한 전략의 핵심이다. 3D PLM 지식기반 솔루션

은 제조업체로 하여금 그들의 노우하우와 지식자산

의 정의, 저장, 재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노우하우와 지식자산은 

새로운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수단이 

되며, 협력업체와의 공유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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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A V5

CAA V5 (Common Application Architecture 

V5) [2]는 3D PLM을 위한 개방형 미들웨어이자 개

발환경이다. CAA V5는 C++, JAVA 그리고 XML 기

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로 하여금 3D 

PLM솔루션 내에서 커스터마이징된 어플리케이션

을 작성하게끔 해준다.

 

그림. 2에는 3D PLM내에서 기계설계, 형상설계 

및 스타일링, 해석, 역공학, NC 가공, 제품 합성, 전

자설계, 구조설계 등을 위한 CATIA V5 설계 솔루션

을 도시하였다.

그림 2. Design solutions in 3D PLM

그림. 3에는 2축 또는 2.5축 가공, 선반가공, 3축 

가공, 다축가공을 위한 CATIA V5 매뉴팩춰링 솔루

션을 도시하였다.

그림3. CATIA V5 manufacturing solutions

그림. 4에는 로봇 시뮬레이션, 라인 시뮬레이션, 

인간공학적 해석, 버추얼 NC 시뮬레이션, 디지털 

공정계획, 가상 시작, 디지털 측정을 위한 DELMIA 

디지털 매뉴팩쳐링 솔루션들을 도시 하였다[2].

그림 4. DELMIA digital manufacturing solutions in 3D PLM

PPR 개념은 자동차 산업에서 나온 것이다. PPR 

구현의 목표는 동일한 시스템 내에서 공장의 범주 

내에서 제품, 프로세스, 공구, 장비 등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극대화를 구현하는 것이다

[10].

그림 5. PPR in NC manufacturing

그림 6. PPR hub in 3D PLM

그림 5에는 NC 가공에 있어서 PPR의 예제를 도

시하였다. PPR개념은 다쏘시스템의 3D PLM 솔루

션으로 구현된다. 그림 6에는 전체 제품 라이프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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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에 있어서 PPR Hub를 도시하였다. PPR Hub는 

제품설계, 공정계획, 시간측정, 레이아웃 플래닝, 인

간공학적 해석, 로보틱스와 PLC 시뮬레이션, NC 가

공 시뮬레이션과 품질 검증, 공장 물류 시뮬레이션

과 생산관리에 걸친 3D PLM 데이터들을 포함하고 

전달한다.

IV. NC 가공과 버추얼 NC  
시뮬레이션

NC 가공에 있어서 DFM을 구현하려면, CAD 데

이터, 가공프로세스 데이터, NC 코드 등의 데이터

가 CAD/CAM시스템으로부터 버추얼 NC 시뮬레

이션 시스템으로 매끄럽게 전달 되어야 한다. 4장에

서는 NC 가공과 버추얼 NC 시뮬레이션에 대해 설

명하고 DFM과 3D PLM 개념하에서 이 시스템들의 

통합에 대해 기술한다.

4.1. NC 가공

일반적으로 CAM 가공을 위한 초기 계획 단계에

서 프로그래머는 장비의 사양, 소재의 종류 (주강, 

단조강 등), 공구 등을 고려하여 가공 프로세스를 결

정하게 된다.

가공 계획 수립 후 프로그래머는 설계자로부터 접

수한 파트 모델을 참조하여 CAM S/W상에서 소재

를 생성하고 급속 이송을 위한 safety plane을 작성

한다. 또한, 필요 시 프로그래머는 특정 부위 가공을 

위한 contour들을 생성한다.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을 

거친 후 프로그래머는 가공 조건 및 공구들을 정의

한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래머는 가공기 (필요 시), 가공 

축, 소재, 공구 변경 등에 관련된 내용들을 CAM S/

W 상에서 정의하게 된다.

일반적인 가공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황삭 (roughing)

•중삭 (semi-finishing)

•펜슬가공 (pencil)

•정삭 (finishing)

•잔삭 (rework)

각 단계에서 프로그래머는 공구, 가공 영역, 가공 

방법, 가공 조건, 공구 진입/진출 방법 등을 정의한

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의 (Part Operation)하여 가

공 공구경로 (tool-path)를 작성한 후 프로그래머는 

시뮬레이션 S/W를 사용하여 자신이 작성한 공구경

로를 검증하게 된다. 시뮬레이션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으로는 APT, CL File, MCD(G-Code)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프로그래

머는 가공 적합성, 최소 공구 길이, 설계자가 설계한 

모델과 시뮬레이션 결과물과의 갭 등을 검토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공 가능하다고 판단된 공구 경

로는 포스트 프로세서를 통해 MCD (G-Code)로 변

환되어 현장에 전송된다. 

그림 7 에는 NC 프로그래밍의 일반적인 프로세

스를 도시하였다. 일반적으로 NC 프로그래머는 

CAD/CAM시스템으로부터 NC 코드를 생성해내고 

그것을 공작기계로 전송하거나, CAD/CAM시스템

으로부터 CL/APT 프로그램을 추출해내고 포스트

프로세서를 거쳐서 생성된 NC코드를 공작기계에 

전송하게 된다.

그림 7. General process of NC programming

그림. 8 에는 NC가공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도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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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etail general process of the NC machining

4.2. 버추얼 NC 시뮬레이션

가공 단품 설계, NC 플래닝, NC 프로그래밍이 끝

난 후에 엔지니어는 가공 프로세스를 검증해야 한

다. 가공 프로세스 검증을 위해선 공작기게 데이터, 

NC 프로그램, 공작물 등의 데이터가 버추얼 NC 시

뮬레이션 시스템으로 넘겨져야 되며, 엔지니어는 버

추얼 NC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하여 NC 가공의 

프로세스 전체를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하게 된다.

그림. 9에는 DELMIA VNC를 이용한 버추얼 NC 

시뮬레이션의 입력값과 출력값을 도시하였다. 

그림 9. Input and output of virtual NC simulation by DELMIA VNC

공작기계의 3D CAD데이터와 거동데이터, 

‘Mimic’이라고 불리우는 컨트롤러 에뮬레이션 데이

터, 가공 워크셀내에 존재하는 모든 기구물 데이터 

등이 버추얼 NC 시뮬레이션 초기 셋업에 필요하다.

NC 가공설계에서 버추얼 NC 시뮬레이션에 전달

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스톡의 3D CAD 모델

•공구 데이터

•공구 홀더 데이터

•  ATC (Automatic Tool Changer)안에서 공구 

위치

•NC 프로그램

버추얼 NC 시뮬레이션 작업 후에 엔지니어는 다

음과 같은 항목들을 체크해 볼 수 있다.

•사이클 타임 (각 공구당, 전체)

•공작물 가공 시간 (실 가공시간, 피딩 시간)

•공작기계와 모든 기구물들 간의 간섭 체크

•각 공정의 절삭률

•각 공정의 절삭 깊이

•가공 후의 체적 변화

엔지니어는 버추얼 NC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What If”시나리오를 가지고 가공 작업을 검증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NC 코드에서 feed rate나 

rpm을 변화시켜서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림. 10에는 NC 가공설계와 버추얼 NC 시뮬레

이션의 통합을 도시하였다.

그림10. Integration of NC machining and virtual NC simulation

그림. 11에는 DFM 솔루션과 가공성 체크의 통합

된 프로세스를 도시하였다. 부품 설계 단계에서는 

특징형상 기반 설계, 파라메트릭 설계, 지식기반 설

계, 템플릿 기반 설계, 스펙에 따른 자동설계 방법론

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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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설계단계를 지나면 엔지니어는 특징형

상 인식, NC 코드 생성, core/cavity 추출, slide/

direction 추출, 공구경로 검증, 가공 프로세스 템플

릿, 고속 밀링, NURBS 곡면 가공, 최소 공구 경로 

생성 기술 등을 통하여 NC 가공 설계를 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버추얼 NC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사이

클 타임, 절삭시간, 간섭, 절삭률, 절삭깊이, 체적 변

화를 체크하게 된다.

그림 11. Integrated process of DFM solution and manufacturability check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DFM, 3D PLM을 위한 PPR 구현, 

상용 솔루션을 이용한 DFM에서 가공성 체크까지의 

통합된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안

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이용하면 엔지니어는 가공 

부품의 설계 및 생산을 DFM방법론과 버추얼 NC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수행 할 수 있다. 즉, 버추얼 

NC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사전에 가공성을 체크하

고 문제점들을 검출하여 설계 단계로 피드백하여 최

적의 설계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 통합된 프로세

스는 설계 시간, 개발시간 그리고 가공 비용을 단축

하며 DFM의 요건을 충족시켜 DFM의 장점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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