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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사용 설명서

:

i-cut Production Console

주: 본 시스템은 Kongsberg 직원 또는 적절한 훈련을 받은 담당자만 다루거나, 조작하거나 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 원본 지침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작성된 지침은 원본 지침을 번역한 것입니다.

©Copyright , Kongsberg Precision Cutting Systems
All Rights Reserved.

이 저작권은 본 작업물이 발행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이 자료, 정보 및 사용 지침에 대한 소유권은 Kongsberg Precision Cutting

Systems에게 있습니다. 이 문서는 어떠한 보증도 부여하거나 확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Kongsberg
Precision Cutting Systems는 여기에 포함된 시스템 또는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한 결

과에 대해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Kongsberg Precision Cutting Systems
는 여기에 포함된 시스템 또는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모든 직접, 간접, 파생
적 또는 부수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및/또는 추가 사항을 알리기 위해 때때로 수정본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어떠한 부분도 Kongsberg Precision Cutting Systems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는 어떠한 형식이나 수단(전자적, 기계적, 인쇄, 사진 인쇄, 마이크로필름 또는 다른 방법) 또

는 목적으로도 복제되거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검색 시스템에 저장되거나, 게시될 수 없습니다.
이 문서는 이전의 모든 버전을 대체합니다.

이 발행물과 관련된 서신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Global Support

Kongsberg Precision Cutting Systems

문서 번호: D, 부품 번호: 32463481

 Kongsberg Precision Cutting Systems www.kongsbergsystems.com
 P.O.Box , NO- Kongsberg, NORWAY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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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코드 변경

날짜
dd.mm.yyyy

작업자 설명

2022년 12월 19일 DHO iPC .에 대한 새로운 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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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작

Kongsberg i-cut Production Console 사용 설명서를 시작합니다.
본 설명서에서 iPC라는 약어는 i-cut Production Console을 의미합니다.

이 설명서는 모든 iPC 기능에 대한 완전하고 세부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본 설명서는 Kongsberg 절단 테이블 작업자와 이러한 장비에 대한 파일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 제작되었습
니다.

iPC 설치 방법은 다음에서 설명됩니다.  iPC 설치 페이지 321

참고: 이 설명서에 설명된 기능과 장비의 일부는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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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설명서 사용

4.1.  기본 섹션
이 설명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스템 설명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짧은 형식의 설명입니다.
• 모든 메뉴 및 도구 모음은 항목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장에서는 중요한 기본 항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 재료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 리소스 관리자
• 파일 준비
• 맞춤
• 도구 구성

워크플로 설명
일반 워크플로는 각 단계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1. 시작
2. 파일 가져오기
3. 열린 작업
4. 제작 준비
5. 작업 저장
6. 작업 실행

고급 섹션
고급 사용자를 위한 옵션 기능은 다음 장에서 설명합니다.

• 작업 편집  - 열린 작업에 대한 가능한 수정을 말합니다.
• 대체 작업  - 사용 가능한 추가 처리 대안을 말합니다.

백업 및 복원

• 적절한 백업 체제를 구성하는 방법.
• 백업 시작 방법.
• 백업에서 복원하는 방법.

iPC 구성

• 시스템의 일반적인 동작을 지정하는 옵션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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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소프트웨어 설치
• 키보드 단축키 - 사용 가능한 키보드 단축키의 전체 목록입니다.
• iPC 명령 - iPC 명령어입니다.

4.2.  이름 스타일 및 기호

이름 또는 스타일 설명

팝업 대화 상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대화 상자입니다.

시작 버튼 기울임꼴은 조작반 버튼임을 나타냅니다.

[확인] 굵은 글꼴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에서 버튼 또는 기
능을 나타냅니다.

Machine Configuration 항목에 대한 링크입니다.

Menu Bar->편집-> 옵션
메뉴 선택: Menu Bar에서 편집, 옵션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이 기호는 기능이 실제 하드웨어에 따라 다름을 나타냅니다.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기능은 숨겨집니다.

이 기호는 라이선스가 있어야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
미합니다.

 테이블 작업

조작반 버튼은 Kongsberg 테이블마다 다릅니다.
이 설명서 곳곳에서는 각 기능에 대하여 하나의 공통 기호를 사용합니다.
해당 테이블에서 조작반에 대한 정보는 실제 절단 테이블 사용 설명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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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실행 누르기 버튼

일시 정지 실행 누르기 버튼

기준점 설정 실행 누르기 버튼

4.3.  그림 및 예시

4.3.1.  방향

이 문서에서는 절단 테이블과 관련된 그림 및 예시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여러 개의 보기 옵션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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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설명

이 장은 iPC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5.1.  명명 규칙
iPC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작업 모드에 따라 내 작업 또는 열린 작업 등 서로 다른 2가지 보기로 나타납니다.

5.1.1.  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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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Menu Bar
2 - 작업 탭
3 - 작업 정보
4 - 제작 속도 -> 예상 시간.
예상 실행 시간은 여기에 표시됩
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작업 추
정 상태 를 참조하십시오.

5 - Windows 도구 모음(기계 연결 아이콘 포함)
6 - 기계 패널
7 - 내 작업 수행
8 -내 작업 목록

5.1.2.  열린 작업

1 - Menu Bar
2 - 도구 모음
3 -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 아래 참조
4 - Windows 도구 모음(기계 연결 아이콘 포함)

5 - 기계 패널
6 - Properties Bar
7 - 작업 설정. 레이어 설정 및 제작 설정으로 구성됩
니다.
8 - 작업 탭

5.1.3.  도구 구성

도구 구성 (Configure Tools)과 도구 구성 (Configure Tools)의 차이에 유의하십시오.
도구 구성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도구 설정 편집
도구 구성
연결된 절단 테이블에 대한 도구 구성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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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Menu Bar

사용 가능한 Menu Bar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일(F)
• 편집
• 보기
• 선택(S)
• 작업

• 레이어
• 곡선
• 기계(M)
• 고급
• 도움말

5.2.1.  파일(F)

Menu Bar->파일

사용 가능한 메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 |

                                                                                                                                                                 i-cut Production Console .
사용 설명서



새 작업(Ctrl+N)
빈 작업을 작성합니다.
도구 모음  기능을 사용하여 도형을 추가/편집할 수
있습니다.

작업 저장(Ctrl+S)
열린 작업을 저장합니다.
이 작업은 iPC의 .cut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 저장됩
니다.
파일이 이전에 .cut으로 저장되지 않은 경우, 대상
폴더와 파일 이름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파일 열기... (Ctrl+O)
입력 파일을 열고  해당 파일을 내 작업 목록에 추가
합니다.

다른 작업으로 저장(Ctrl+Shift+S)
열린 작업을 저장합니다.
대상 폴더와 파일 이름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바코드를 통해 열기... (Ctrl+Alt+O)
바코드에 대한 작업  참조

내보내기
열린 작업을 pdf로 내보냅니다.
대상 폴더와 파일 이름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ArtiosCAD Standards에서 열기... (Ctrl+Alt
+Shift+O)
ArtiosCAD Standards에서 열기  참조

다시 로드
열린 작업을 다시 로드합니다. 해당 작업에 적용된
모든 변경은 손실됩니다.

바코드를 통한 제작 시작... (Ctrl+Alt+P)
바코드를 통한 제작 시작  참조

종료
iPC를 종료합니다.

작업 닫기(Ctrl+W)
열린 작업을 닫습니다.

5.2.2.  편집

Menu Bar->편집

사용 가능한 메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행 취소(Ctrl+Z)
이전 작업 실행을 취소합니다.

옵션

• 옵션 설정
• 기본 구성
• 기본값 설정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iPC 구성 페이지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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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보기

Menu Bar->보기

모든 보기 기능은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 창에 표시된 열린 작업과 관련되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메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Zoom 도구
마우스로 확대/축소 영역을 정의합니다.

테이블 보기 방향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에 대한 시점 선택

확대 (Ctrl+더하기 키)
클릭하여 확대합니다.

기준점
선택된 기준점은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 창에 표시
됩니다.

축소 (Ctrl+ 빼기 키)
클릭하여 축소합니다.

테이블 눈금자
절단 테이블 눈금자는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 창에
표시됩니다(기계에 따라 다름).

작업에 맞추기 (Ctrl+Shift+J)
열린 작업은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 창에 채워집니
다.

진공 영역
선택된 진공 영역은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 창에 표
시됩니다.

테이블에 맞추기 (Ctrl+Shift+T)
열린 작업이 포함된 절단 테이블에 대한 그림은 레이
어 보기 / 제작 보기 창에 채워집니다.

파킹 위치(P)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 창에서 현재 파크 위치를 기
호로 표시합니다.

곡선 방향
각 곡선 상의 화살표는 곡선 방향을 가리킵니다.

경계 상자
경계 상자는 열린 작업 주변에 표시됩니다.

곡선점(P)
곡선접이 표시됩니다.

눈금자(R)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에 눈금자를 추가합니다.

도구 경로
밀링의 도구 경로가 표시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작업 메뉴의 기능 바로가기.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
작업 메뉴의 기능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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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 방향

Menu Bar->보기->테이블 보기 방향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에 대한 시점을 선택합니다.

대안:
• 0o

• 90o

• 180o

• 270o

시점 및 조작반 위치는 올바른 조그 방향을 얻기 위해 조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드웨어 구성 을 참조하십시오.

5.2.4.  선택(S)

Menu Bar->선택

모든 선택 기능은 열린 작업->레이어 탭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메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곡선 선택(Ctrl+A)
열린 작업에서 모든 곡선을 선택합니다.

모든 곡선 선택 취소(Ctrl+D)
열린 작업에서 모든 곡선 선택을 취소합니다.

5.2.5.  작업

Menu Bar->작업

모든 작업 기능은 열린 작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메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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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시계 방향 회전
전체 작업을 회전합니다.

이중선 및 순서 제거
이 기능은 작업에서 이중선을 제거하고 절단 순서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900 반시계 방향 회전
전체 작업을 회전합니다.

이중선 제거, 간격에 걸쳐 연결
이중선이 제거됩니다.
특정 하한선 밑에 있는 연속선 사이의 간격이 결합됩
니다.

가로 대칭 페이지 169
열린 작업을 미러합니다.

제작에 최적화...
제작에 최적화 대화 상자를 엽니다.

미러(세로)
열린 작업을 미러합니다.

내부 오프셋 제거
열린 작업의 왼쪽 모서리 아래는 현재 선택된 기준점
+ 재료 위치 + 작업 오프셋에 배치됩니다.

분판 레이어로 열린 곡선 이동
이 기능은 열린 곡선과 닫힌 곡선을 분리하는 데 사
용됩니다.

5.2.6.  레이어

Menu Bar->레이어

모든 레이어 기능은 열린 작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메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이어 추가... (Ctrl+L)
레이어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다.

곡선 포함 레이어 복사(Ctrl+Shift+C)
현재 선택된 레이어를 복사하며, 도형이 포함됩니
다.

가늠표 레이어 추가...
가늠표 레이어 추가  대화 상자를 엽니다.

레이어 제거... (Shift+Del)
현재 선택된 레이어를 제거합니다.

레이어 편집...
레이어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빈 레이어 제거... (Ctrl+U)
도형을 제외한 레이어를 제거합니다.

곡선 없이 레이어 복사(Ctrl+C)
현재 선택된 레이어를 복사하며, 도형이 포함되지 않
습니다.

숨김 레이어 제거...
숨김 레이어가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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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곡선

Menu Bar->곡선

모든 곡선 기능은 레이어 탭-> 선택된 곡선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메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 (Ctrl+M)
선택된 곡선 이동

곡선 병합
선택된 곡선 병합

곡선 조그
선택된 곡선 조그

곡선 방향 반전(Ctrl+Shift+I)
선택된 곡선에 대한 곡선 반전

스케일... (Ctrl+T)
선택된 곡선 배율

리드인/리드아웃
선택된 곡선에 리드인/리드아웃 추가

미러... (Ctrl+Shift+M)
미러 선택 곡선

도구 오프셋...
선택된 곡선에 도구 오프셋 적용

회전... (Ctrl+Shift+R)
선택된 곡선 회전

모양 최적화
선택된 곡선 최적화
자세한 내용은  모양 최적화 페이지 196 을 참조하
십시오.

점 편집
점 편집 모드  시작

곡선 제거...
선택된 곡선 제거

5.2.8.  기계(M)

Menu Bar->기계

연결된 절단 테이블에 대한 기능입니다.
사용 가능한 메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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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절단 테이블에 연결

카메라 표시 ...
카메라 보기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스핀들 워밍업 시작
절단 테이블에서 스핀들 워밍업 순서가 실행됩니다.

재료 측정
절단 테이블에서 재료 두께 측정 순서가 실행됩니다.

진공 청소기 시작
진공 청소기 켜기/끄기 컨트롤입니다.

진공 영역...
열린 작업에 적합한 진공 영역을 선택합니다.

도구 확인
절단 테이블에서 도구 ID 순서를 실행합니다.

주:

X 시리즈, XN 및 XL 테이블에만 해당.

직접 명령
절단 테이블에서 즉시 실행을 위한 기능을 선택합니
다.

테이블 상단 기준 설정
절단 테이블에서 테이블 상단 기준 순서가 실행됩니
다.

스태커 지원
이 메뉴 항목은 스태커가 있는 경우 표시됩니다.

도구 높이 조정...
절단 테이블에서 도구 높이 조정 마법사를 실행합니
다.

테이블 준비
이 메뉴 항목은 로봇 셀이 있는 경우 표시됩니다.

참고: 일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러한 기능 중 일부는 기계 패널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2.9.  고급

Menu Bar->고급

사용 가능한 메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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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셋 관리
제작 프리셋 및 툴링 프리셋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
다.

백업 구성...
시스템 백업 을 시작합니다.

리소스
리소스 관리 기능입니다.  리소스 관리자에서 재료
및 프리셋 준비 페이지 110 를 참조하십시오.

구성 복원...
시스템 복원 을 시작합니다.

도구 구성...
레이어에서 사용할 도구 구성 을 수행하는 기능입니
다.

로그 옵션... (Ctrl+Alt+Shift+L)
사용 가능한 로그 옵션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그 옵션 을 참조하십시오.

5.2.10.  도움말

Menu Bar->도움말

사용 가능한 메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설명서(U)... F1 온라인 지원...

모든 문서... 온라인 리소스...

샘플 파일... License Manager...

온라인 학습... i-cut Production Console 정보(A)...

5.3.  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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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작업 목록
내 작업에는 내 작업 목록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작업을 정렬할 수 있는 두 개의 활성 작업 탭과 기록 탭이 있
습니다.

2 - 내 작업 수행
3 - 작업 정보
내 작업 목록에서 작업을 선택하면 해당 작업 정보가 표시됩니다.
4 - 제작
선택된 파일에 대한 추정 실행 시간이 표시됩니다. 작업 추정 상태 를 참조하십시오.

5.3.1.  내 작업 목록으로 파일 가져오기

Menu Bar->파일->파일 열기

내 작업 수행->추가...

내 작업 수행->작업...->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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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 재료
선택된 입력 파일을 가져올 경우 사용할 재료 를 선택합니다.
기본 선택 시작 파일을 사용하면 재료 정보는 사용 가능할 경우 입력 파일에서 가져옵니다.

재료를 선택하면 재료에 적합한 툴링 프리셋뿐 아니라 제작 프리셋 및 최적화 프리셋 세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재료가 매핑되는 프리셋).
재료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료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페이지 108 을 참조하십
시오.

5.3.1.2 매핑
선택된 입력 파일을 가져올 경우 사용할 매핑 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매핑 선택은 정보를 입력 파일에서 iPC 작업으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규칙을 지정합니다.

5.3.2.  내 작업 목록

• 파일마다 해당 이름 및 크기로 식별합니다.
• 열 헤더를 클릭하면 열 내용별로 파일 목록이 알파벳 순으로 정렬됩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해당 내용은

역순으로 정렬됩니다.
• 열 머리글 표시줄을 가리키는 동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엽니다. 표시할 열을 선택

합니다.
• 사용 가능한 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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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번호 큐
• 이름 및 크기
• 작업 ID
• 배치됨
• 파일 형식
• 재료
• 두께
• 골
• 고객
• 사본
• 우선순위
• 상태
• 예상 시간
• 남은 시간
• 만료일
• 추가됨
• 수정일
• 완료일

이 정보(메타데이터)는 입력 파일로부터 가져옵니다.
정보의 사용 여부는 사용된 CAD 시스템/작업 준비 소프트웨어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지원하는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작업이 iPC의 .cut 형식을 사용하여 저장된 경우, 메타데이터는 .cut 파일의 일부로 저장됩니다.

5.3.3.  작업 추정 상태

내 작업으로 가져온 파일의 실행 시간이 자동으로 추정됩니다.
추정 상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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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 완료되었고 작업을 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
다.

추정 진행 중.

추정할 수 없습니다. 물음표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
리면 추가 정보가 표시됩니다.

추정이 완료되었으나 올바른 도구가 장착되지 않아
작업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추정에 작업을 준비하고 완료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 포함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상 페이지 274 을 참조하십시오.

5.3.4.  파일 선택

내 작업 목록에서 작업 선택:
한 번 클릭
선택된 파일은 다음에 사용됩니다.

• 내 작업 수행  기능 (2)
• 작업 정보  (3)
두 번 클릭
파일은 새 작업 탭에서 열립니다.
동일한 기능은 내 작업 수행에서 열기를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준별 작업 선택:

iPC에 추가된 모든 파일은 내 작업 목록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이 길고 요청된 파일을 찾기가 어려울
경우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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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작업 정보

파일마다 해당 파일 이름으로 식별합니다.

또한, 다음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객
• 만료일
• 수정일 - 수정 날짜
• 치수 - 작업 크기
• 골 방향

이 정보(메타데이터)는 입력 파일로부터 가져옵니
다.
정보의 사용 여부는 사용된 CAD 시스템/작업 준비
소프트웨어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지원하는지에 따
라 달라집니다.
작업이 iPC의 .cut 형식을 사용하여 저장된 경우, 메
타데이터는 .cut 파일의 일부로 저장됩니다.

선택된 작업에 대한 적절한 설정을 제공하려면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합니다.
이 설정은 이 작업을 열면 적용됩니다.

주문된 매수
매수가 지정되었습니다.
설정...
매수를 지정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주문된 매수 페이지 33
재료
재료 드롭다운 목록을 열려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파일에서 - 재료에 대한 정보는 입력 파일에서 가져옵니다.
없음 - 지정된 재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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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목록 - 이전에 사용된 재료
재료 선택 - 재료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새 재료 - 재료를 재료 목록에 추가합니다.
새 재료의 정의는  내 재료 페이지 123 를 참조하십시오.
재료가 iPC에서 정의되지 않은 경우 + 아이콘(화살표로 표시됨)이 나타납니다. 누르면 새 재료 대화 상자가 표
시됩니다.
절단 프로파일
절단 프로파일 드롭다운 목록을 열려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이 재료에 할당된 절단 프로파일이 표시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올바른 절단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절단 프로파일을 선택하면 툴링 프리셋, 최적화 프리셋 및 제작 프리셋의 사전 정의된 조합을 얻게 됩니다.
이제 아래의 선택에서 아무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절단 프로파일은 사용자 정의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이 재료에 대한 설정을 사용자 정의할 차례입니다.
툴링 프리셋
툴링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을 열려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릅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올바른 툴링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레이어 유형 및 해당 도구가 표시됩니다.
최적화 프리셋
최적화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을 열려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릅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올바른 최적화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제작 프리셋
제작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을 열려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릅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올바른 제작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매핑 프리셋
매핑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을 열려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릅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올바른 매핑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5.3.5.1 주문된 매수

내 작업 > 작업 정보 > 주문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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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 완료하려는 매수를 지정합니다.
• 거부 매수 - 거부된 매수를 지정합니다.

이 정보는 다시 제작 계획에 대한 올바른 보고를 보
장할 뿐 아니라 작업자에게 중요합니다.

요약:
제작됨 - 제작된 매수
성공 - 완료된 매수
거부 - 거부된 매수
남음 - 남은 매수

5.3.6.  내 작업 수행

사용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을 내 작업 목록에 추가합니다.

내 작업 목록에서 선택된 작업을 제거합니다.

내 작업 목록에서 선택된 작업을 엽니다.
파일은 새 작업 탭에서 열립니다.
같은 기능은 내 작업 목록에서 작업을 두 번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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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은 작업 레이아웃 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작업을 내 작업 목록에 추가합니다.

바코드를 통해 추가...

열기
내 작업 목록에서 선택된 작업을 엽니다.

제거(Del)
내 작업 목록에서 선택된 작업을 제거합니다.

참조되지 않은 작업 제거
해당 파일이 없는 내 작업 목록의 작업은 내 작업 목록에서 제거됩니다.

5.4.  열린 작업

작업은 작업 탭 (1)의 실제 파일 이름이 포함된 별도의 탭으로 식별됩니다.
모두 해당 탭으로 식별되는 여러 개의 작업을 열 수 있습니다.
작업에는 레이어 및 제작 설정 (2)등 두 가지 주요 정보 그룹이 포함됩니다.
선택된 열린 작업에 대한 미리보기는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 창 (4)에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도구 모음 기능 (5)을 사용하여 열린 작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절단 테이블에서 다른 작업이 실행되는 동안 열린 작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실행을 위
해 다음 작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작업은 편집을 위해 잠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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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작업 열기

내 작업 목록에서 작업을 만듭니다.

내 작업 목록에서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내 작업 수행->열기.
작업은 내 작업 목록에서 현재 선택된 파일을 기반으로 열립니다.

내 작업 수행->작업...->열기.
작업은 내 작업 목록에서 현재 선택된 파일을 기반으로 열립니다.

빈 작업 만들기는 다음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Menu Bar->파일->새 작업(Ctrl+N).
새로운 빈 작업이 생성됩니다.

5.4.2.  작업 선택

작업은 작업 탭을 사용하여 선택됩니다.
선택된 작업 탭은 강조 표시됩니다.

5.4.3.  작업 닫기

열린 작업 닫기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nu Bar->파일->작업 닫기(Ctrl+W).
열린 작업이 닫힙니다.

작업 탭->닫기.

닫으려는 작업이 수정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해당 작업은 입력 파일의 형식과 상관없이 .cut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내 작업 목록에서 새 .cut 파일은 이전 버전을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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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실행 준비 완료

실행하려는 작업을 준비하려면 레이어 설정 (1) 및 제작 설정 (2)을 완료합니다.

Properties Bar (3)에서 작업 준비에 대한 상태 표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레이어 설정 및 제작 설정이 올바로 설정되었습니다.
작업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작업을 실행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텍스트를 클릭하십시오.

이 작업은 준비되었지만 경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텍스트를 클릭하십시오.
이 작업은 다음과 같은 잠재적 오류 조건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
다.
•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인 큰 곡선은 카메라 / 가늠표 레이어에

포함됩니다.
• 가늠표 레이어는 레이어 목록에서 첫 번째 레이어가 아닙니다.
• 이 작업에는 2개의 가늠표 레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 절단 레이어는 크리싱 레이어 앞에 둡니다.
• 순방향 작업 레이어는 역방향 작업 레이어 앞에 둡니다
• 골/결 방향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5.5.  열린 작업, 재료 선택
새 작업이 생성되면 재료는 다음과 같이 지정되지 않는 한 선택되지 않습니다.
• 파일 열기 대화 상자에서.
• 내 작업->작업 정보 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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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선택하려면 드롭다운 메뉴를 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시작 파일
재료 정보는 입력 파일로부터 가져옵니다.
없음
알 수 없는 재료입니다.
이전에 선택된 재료의 목록입니다.
재료 선택
재료 선택 대화 상자를 호출합니다.
새 재료
새 재료 대화 상자를 호출합니다.

5.6.  열린 작업, 툴링 프리셋 선택, 저장 및 업데이트
새 작업이 생성되면 툴링 프리셋은 다음과 같이 지정되지 않는 한 선택되지 않습니다.
• 내 작업->작업 정보 창.
• 재료를 선택하면 리소스 관리자에서 지정된 기본 툴링 프리셋을 가져옵니다.

드롭다운 메뉴를 열고 툴링 프리셋을 선택하려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 재료가 없음인 경우 선택된 툴링 프리셋에 대한 목록이 나타납니다.
• 재료를 선택하면 이 재료에 적용 가능한 툴링 프리셋 목록이 나타납니다.
툴링 프리셋 선택
툴링 프리셋 선택 마법사 페이지 39 를 호출합니다.
현재 툴링 프리셋 업데이트
현재 선택된 툴링 프리셋은 현재 레이어 설정과 께 업데이트됩니다.
툴링 프리셋으로 저장
툴링 프리셋으로 저장 마법사를 호출합니다.
현재 레이어 설정을 새 툴링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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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링 프리셋 정보
현재 선택된 툴링 프리셋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툴링 프리셋 정보 표시..."를 선택하여 대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5.6.1.  툴링 프리셋 선택 마법사

시작하기 전에:
관련 도구 정보는 마법사를 호출하여 작업에서 각 레이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재료군 선택

재료군 목록에서 사용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두께
재료 두께를 지정합니다.

2. 툴링 프리셋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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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링 프리셋 선택. 작은 정보 버튼은 프리셋에서 각 레이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레이어 및 도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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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 상자에서 각 레이어를 적절한 도구로 연결
합니다.

원본 레이어 색 유지
왼쪽 창에서 레이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색은
오른쪽 창에서도 사용됩니다.

5.6.2.  툴링 프리셋으로 저장

 1단계 - 작업 만들기

 2단계 - 레이어 설정 준비

이 설정은 이 툴링 프리셋에 대한 설정이어야 하므로 레이어 설정을 준비합니다.

 3단계 - 툴링 프리셋으로 저장 호출

레이어 탭->툴링 프리셋에서 툴링 프리셋으로 저장... 선택
툴링 프리셋으로 저장...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툴링 프리셋으로 저장 마법사, 1단계, 레이어 유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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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유형 목록을 열려면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합
니다.
각 레이어에 대하여 레이어 유형을 선택합니다.

다음 클릭

 툴링 프리셋으로 저장 마법사, 2단계, 응용 프로그램 유형 선택

제거
목록에서 선택된 재료를 제거합니다.
추가
응용 프로그램 범위 추가 대화 상자를 호출합니다.

이 툴링 프리셋이 적용되는 재료를 선택합니다.
선택:
• 재료군/두께 범위
• 내 재료

 툴링 프리셋으로 저장 마법사, 3단계, 이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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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툴링 프리셋 이름을 입력합니다.

마침 클릭

5.6.3.  툴링 프리셋 업데이트

 1단계 - 툴링 프리셋 선택

레이어 탭->툴링 프리셋->툴링 프리셋 선택... 호출

유지하려는 툴링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2단계 - 레이어 설정 업데이트

 3단계 - 레이어 설정 저장

레이어 탭->툴링 프리셋->현재 툴링 프리셋 업데이트... 호출
이 툴링 프리셋을 업데이트할 것인지 확인했으면 작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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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열린 작업, 레이어 설정

iPC는 레이어에 대한 모든 도형 및 맞춤 데이터를 구성하고 각 레이어에 고유의 옵션 세트를 지정합니다.
파일을 가져올 때 iPC는 내용을 레이어로 분리합니다.
분판은 파일을 가져올 경우 매핑 프리셋 에서 정의됩니다.
레이어는 도구, 도구 매개 변수 및 맞춤 유형을 정의합니다.
작업을 실행하면 iPC는 레이어의 순서 및 구성에 따라 해당 작업을 제작합니다.
작업 열기에 대한 모든 레이어는 레이어 설정에 있습니다.

5.7.1.  레이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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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료 선택, 참조  열린 작업, 재료 선택 페이지
37

8 - 확장/축소

2 - 툴링 프리셋 선택, 참조  열린 작업, 툴링 프리셋
선택, 저장 및 업데이트 페이지 38

9 - 레이어 표시/숨기기

3 -  레이어 작업 페이지 62 10 - 레이어 디스플레이 색

4 - 선택된 레이어 11 - 작업 반전

5 - 도구 아이콘 12 - 레이어 순서

6 - 레이어 편집 버튼 13 -  레이어 유형 페이지 59

7 - 레이어 이름

5.7.1.1 확장/축소

1 - 선택된 레이어가 강조 표시 또는 확장됨
레이어에는 도구 매개 변수의 하위 세트가 표시됩니
다.
매개 변수의 개수는 선택된 실제 도구에 따라 변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2 - 선택되지 않은 레이어가 압축됨
레이어에는 도구 매개 변수의 하위 세트가 표시됩니
다.
3 - 레이어가 축소됨
레이어가 축소되면서 레이어 이름 및 레이어 유형만
표시됨

5.7.1.2 레이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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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디스플레이 색
레이어 도형이 레이어 보기에 표시되면 사용되는 색입니다.
색 선택 대화 상자를 열려면 클릭하십시오.

작업 반전
상태 1: 선택한 도구가 뒷면 작업을 허용합니다. 꺼짐.
상태 2: 선택한 도구가 뒷면 작업을 허용합니다. 켜짐.

레이어 표시/숨기기
이 레이어가 보이는지 나타냄으로써 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레이어 포함
을 참조하십시오.

단일 레이어 보기
레이어 보기에서 이 레이어만 표시하려면 Alt + 이 아이콘을 누릅니다.

레이어 확장.

레이어 축소.

레이어 유형
현재 레이어 유형이 표시됩니다(이 예에서는 Kiss Cut). 드롭다운 목록에
서 다른 레이어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편집  참조

레이어 편집 버튼
레이어 편집  대화 상자를 호출합니다. 모든 레이어 매개 변수는 편집에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를 표시하는 도구 아이콘은 현재 이 레이어에 할당되었습니다.
이 도구는 절단 테이블에 장착되었습니다.

도구를 표시하는 도구 아이콘은 현재 이 레이어에 할당되었습니다.
이 도구는 현재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선택 도구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 레이어에 사용하려는 도구를 선택합니다.

도구 깊이를 지정합니다.
재료로 깊이 들어가려면 값을 증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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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깊이(골 방향과 수평)를 지정합니다.

도구 깊이(결 방향)를 지정합니다.

속도 X/Y 이 레이어에 대한 실행 속도를 지정합니다.

5.7.2.  레이어 선택

레이어는 프레임 안에서 마우스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레이어는 강조 표시된 프레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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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레이어 포함

1 - 모든 레이어 포함/제외
2 - 이 레이어 포함/제외
3 - 이 레이어 포함/제외

상태를 변경하려면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활성화
레이어는 열린 작업에 포함됩니다.
이 레이어에 속한 도형은 레이어 보기에서 표시됩니다.
이 레이어에 속한 도형은 출력 처리에 포함됩니다.

레이어가 제외됩니다.
이 레이어에 속한 도형은 레이어 보기에서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레이어에 속한 도형은 출력 처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lt + Alt + 레이어 활성화 누름
이 레이어는 포함되지만 기타 모든 레이어는 제외됩니다.
레이어를 다시 포함시키려면 한 번 더 누릅니다.

5.7.4.  레이어 순서

절단 테이블에 대한 실행 순서는 목록 맨 위에서부터 레이어 순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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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를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하여 실행 순서를 다시 정렬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마우스 왼쪽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동안 레이어를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합니다.
3.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습니다.

5.7.5.  선택된 레이어 편집

열린 작업->레이어 탭->레이어 편집

Menu Bar->레이어->레이어 편집...

레이어 편집 대화 상자의 내용은 선택한 도구 및 해당 도구에 구성된 옵션에 따라 변경됩니다. 전체 옵션 목록
과 이러한 옵션을 구성하는 방법은  도구 구성 페이지 151 를 참조하십시오.
밀링 도구 매개 변수는  밀링 기능 페이지 52 을 참조하십시오.
멀티패스 밀링 매개 변수는  열린 작업->멀티패스 깊이 페이지 248 를 참조하십시오.
V-notch 도구 매개 변수는  V-notch 나이프 도구, 작동 모드 페이지 55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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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레이어 이름
레이어에 대하여 원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원래 이름은 입력 파일 및 매핑 가져오기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레이어 유형
레이어 유형 페이지 59 을 선택합니다.
레이어 색

레이어 보기에 이 레이어가 표시되면 사용할 색을 선택합니다.
색 대화 상자를 열려면 레이어 색 막대를 누릅니다.

도구 도구
이 레이어가 처리되면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할 도구를 선택합니다.
참고: 가로선 위의 도구는 현재 기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 팁
목록에서 원하는 밀링 비트, 나이프 블레이드 또는 크리싱 휠을 선택할 수 있습
니다. 이것은 작업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주로 툴링 프리셋을 사용
할 때 사용자에게 정보로 사용됩니다.

가늠표 유형 가늠표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가늠표 유형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맞춤 을 참조하십시오.

속도 속도 X/Y
이 레이어에 대한 실행 속도를 지정합니다.

가속 가속
%로 사용할 가속을 지정합니다. 이 값은 사용 가능한 최대 가속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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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D) 골 깊이 기준
활성화된 경우 가로 깊이 및 세로 골 깊이를 독립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재료 상단에서 참조한 깊이
활성화된 경우 깊이는 재료 상단에서 참조합니다.
깊이(D)

도구 깊이를 지정합니다.
재료로 깊이 들어가려면 값을 증가시킵니다.

세로 깊이도구 깊이(골 방향과 수평)를 지정합니다. 값은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 xx mm
• xx 인치
• xx %

깊이 제한

가로 깊이도구 깊이(결 방향)를 지정합니다. 값은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습니
다.

• xx mm
• xx 인치
• xx %

깊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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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up 각도 Tool-up 각도
기본값 사용을 선택하거나, 값을 지정합니다.
도구가 지정된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각도를 만나면 계속하기 전에 중지한 다음 들
어 올려 회전합니다.

작업 반전 작업 반전

이 레이어를 시트의 반대 쪽에서 실행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작업 반전을 포함한 작업

5.7.5.1 밀링 기능

열린 작업->레이어 탭->레이어 편집

Menu Bar->레이어->레이어 편집...

일반
모든 설정은 레이어 편집 대화 상자에서 관리합니다.

레이어 유형
밀링에 사용된 레이어 유형 칼선이 없습니다.

도구
사용 가능한 밀링 도구를 선택합니다.

도구 선택에서 중지
도구 선택에서 중지는 실제 레이어 실행이 시작되기
전 기계 정지를 실행합니다.
도구 선택에서 중지 필드에 입력된 텍스트가 표시됩
니다.
이 기능은 다양한 밀링 비트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개
의 밀링 조작에 대한 작업에 사용합니다.
입력할 새 밀링 비트를 설명하려면 텍스트 필드를 사
용합니다.

스핀들 RPM(S)
RPM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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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오프셋
밀링 비트가 닫힌 곡선 내부 또는 외부에 있어야 하는지 또는 선 중심에 있어야 하는지 지정합니다.
닫힌 곡선의 경우, 전체 밀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향
닫힌 곡선을 중심으로 밀링 방향을 지정합니다.
이 설정은 완성된 제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참고: 이 기능은 곡선의 원래 방향보다 우선합니다.

도구 직경
밀링 비트 직경을 지정합니다.
모든 닫힌 곡선은 도구 오프셋 선택에 따라 외부 또는 내부에서 값의 절반을 오프셋합니다.

작은 곡선 전체 밀링
이 기능은 임계값보다 작은 모든 닫힌 곡선을 전체 밀링하는 데 사용합니다.

멀티패스 깊이
각 패스에서 밀링할 최대 깊이를 지정합니다.
권장: 이 값은 밀링 비트 직경의 1 ~ 1.5배로 제한해야 합니다.

측정/재료 두께
재료 두께를 작업 시작 단계에서 이뤄진 재료 두께 측정값으로부터 가져올 것인지 지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께를 지정합니다.
재료 두께는 각 패스의 깊이를 산출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웹 두께
다중 패스와 함께 작업을 제작할 경우 웹 두께를 지정하면 모든 패스의 깊이가 오프셋되고 소량의 재료만 추가
최종 패스에 대하여 남게 됩니다.
모든 절단 장치의 진공 유지 강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밀링되었을 때 작은 부분은 절삭면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밀링 비트가 시프트 과정에서 닿는 부분의 테두리에 원치 않는 칼선이 생깁니다.
이 효과는 웹 두께를 사용하여 제거하거나 대폭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종 패스에서 밀링 비트에 재료가 적은 경우 밀링 비트별로 부품에 적용된 힘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절단이 완
료되면 부품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마감 패스 오프셋
이 오프셋은 마지막 마감 패스에 사용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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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패스 밀링

1. 패스 2. 패스 3. 패스 - 밀링 처리 후 경로 청소
(웹 두께)

멀티패스 밀링은 두께가 밀링 비트 직경보다 1 ~ 1.5배 더 큰 재료를 밀링 처리할 때 필요합니다.

시각화
멀티패스는 대화 상자에서 시각화됩니다.

마감 패스 밀링

마감 패스는 멀티패스 제작의 마지막 패스입니다.
이 패스는 다른 패스와 달리 약간 오프셋이거나 수축
된 형태입니다.
결국 최종 패스에는 부품의 전체 테두리가 깎인 상태
가 되며 멀티패스 제작의 잔재가 제거되고 가장자리
는 부드럽게 됩니다.
iPC는 자동으로 마감 패스를 보정하고 의도한 크기
로 곡선을 생성하기 위해 도구 오프셋을 상승시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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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밀링

레이어 유형 사용: 전체 밀링

전체 밀링은 닫힌 곡선의 전체 영역을 밀링하는 기능
입니다.
이 기능은 레이어의 닫힌 곡선을 전체 밀링하는 데
사용합니다.

드릴 구멍

레이어 유형 사용: 드릴

레이어에 구멍을 뚫도록 지정하면 드릴 구멍은 닫힌
곡선(원) 가운데에 뚫립니다.
전형적인 예는 왼쪽과 같습니다.
도형(원)은 구멍으로 변환되어 드릴로 뚫립니다.

5.7.5.2 V-notch 나이프 도구, 작동 모드

열린 작업 > 레이어 탭 > 레이어 편집

Menu Bar->레이어->레이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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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V-notch 나이프 어댑터는 다양한 나이프
각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o, 22.5o,
30o, 45o, 47.5o . 0 ~ 60 o 범위의 각도 절
단에 사용할 수 있는 VariAngle 유닛도 있
습니다.
이 장에서는 45o 나이프 각도에 대해 설명
합니다.
프로그래밍 및 작동은 다른 각도에서도 비
슷합니다.

 V-notch에 특정한 매개 변수

 회전 보정

회전 보정은 어려운 재료 및 사용 사례에서 V-notch/베벨 칼선 품질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능은
나이프 블레이드를 사전 로드하고 시스템에서 기계적 유연성을 극복합니다.

 노치 각도

노치 각도는 VariAngle 유닛에만 사용되며 재료로 들어가는 블레이드의 각도를 결정합니다. 0o는 세로 칼선
입니다. V-notch 나이프의 경우, 각도는 장착된 V-notch 나이프의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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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otch 절단
단일 각도 절단을 수행합니다.

V-notch 접는선
V-notch 절단 또는 파지 절단 중 그 어느 것도 활성
화되지 않은 경우 기본 모드입니다.
폴딩 노치를 만들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두 번 절단
합니다.

너비 오프셋
너비 오프셋은 접는선을 선택한 경우 골과 같은 방향
및 결 방향인 칼선 두 개 사이의 너비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지 절단
파지 절단은 파지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절단선을 추가합니다.

주: 이 기능은 Y축을 따라서만 작동합니다.
골 방향은 Y축을 따라야 합니다. 숫자는 작
동 순서를 나타냅니다.

 망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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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프 각도가 45o이고 재료를 잘랐을 때 절단 너비
는 W = 2 x h입니다.

 폴딩

폴딩 재료를 준비할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아래 라이너 바로 위까지 절단 깊이를 조정합니다.
• 조정 매개 변수 너비 오프셋만큼 절단 너비(W)를 조정합니다. 명목상으로, 너비 오프셋 = -2 x 아래쪽 라

이너 두께만큼 절단 너비를 늘려야 합니다.
• 너비 오프셋 제한: -50mm < 너비 오프셋 < +10mm/-2인치 < 너비 오프셋 < +0.4인치.
• 파지 절단 기능이 필요한지, 주로 플라스틱 골판지에 이 기능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그림은 깨끗한 폴딩 결과를 보장하는 매개 변수 dW를 사용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파지 절단 기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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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일반 사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파지 절단 기능.
중간 벽은 (2) 또는 (3)에 의해 절단되지 않아 재료가
접히지 않습니다.
파지 절단 기능(1)은 중간 벽을 절단하고 재료를 깨
끗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

음수 및 양수 조정 방향 대 절단 방향

5.7.6.  레이어 유형

레이어 유형은 툴링 프리셋 및 일부 고급 작업 메뉴 기능에서 사용됩니다.
레이어 유형은 일반적으로 레이어에서 수행할 작업(절단, 접는선 등)을 정의하는 레이어의 속성입니다.
레이어 유형은 레이어 이름, 색 또는 선 종류와 같은 입력 파일의 특정 속성을 기반으로 매핑 가져오기 중에 레
이어에 할당됩니다.
또한 레이어 유형은 레이어 편집 대화 상자 또는 레이어 탭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7.6.1 레이어 유형
레이어 유형은 레이어 > 레이어 편집에서 선택하거나 계층 구조로 구성된 메뉴의 레이어 탭에서 선택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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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는 모든 선택 항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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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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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
(1) 베벨 칼선 (9) 반대로 접는선 (17) 광택

(2) 점자 (10) 반대로절단 (18) 부분 절단

(3) 접는선 (11) 결 반대 방향 접는선 (19) 절취선

(4) 절단 (12) 반대로 접는선 (20) 퍼프 휠

(5) 드릴 (13) 결을 가로질러 반대로 접는
선

(21) 플롯

(6) 자유 사용 (14) 보조 높이접는선 (22) 가늠표

(7) Kiss Cut (15) 전체 밀링

(8) V-notch/V-notch더 보기 (16) 조각

5.7.7.  레이어 작업

레이어 편집

레이어 추가

가늠표 레이어 추가

레이어 복사(곡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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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 복사(곡선 제외)

활성 레이어 제거

5.7.7.1 새 레이어 추가

Menu Bar->레이어->레이어 추가...

열린 작업->레이어 탭->레이어 추가

참고: 이 항목은 가늠표 레이어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레이어 이름
레이어에 대하여 원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레이어 유형
레이어 유형 을 선택합니다.
도구
이 레이어가 처리되면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할 도구를 선택합니다.
참고: 가로선 위의 도구는 현재 기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색
레이어 보기에 이 레이어가 표시되면 사용할 색을 선택합니다.
색 대화 상자를 열려면 레이어 색 막대를 누릅니다.

레이어 추가 대화 상자는 선택된 도구에 따라 변합니다.
레이어에 대한 기타 매개 변수를 채우려면 레이어 편집 을 참조하십시오.

                                                                                                                                                                                                               63 |

                                                                                                                                                                 i-cut Production Console .
사용 설명서



5.7.7.2 가늠표 레이어 추가

Menu Bar->레이어->가늠표 레이어 추가...

열린 작업->레이어 탭->가늠표 레이어 추가

일반적으로 가늠표 위치는 입력 파일에 포함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가늠표 정보 없이 입력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늠표 레이어를 사용하여 작업 모서리를 기준
으로 가늠표의 크기 및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
레이어에 대하여 원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가늠표 크기
가늠표 크기를 입력합니다.
가늠표 모양

원 또는 십자선을 선택합니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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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표에 대한 좌표는 사각형 둘레 모서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선택 또는 선택을 취소하려면 가늠표를 클릭합니
다.

• 가늠표는 2개 이상 선택해야 합니다.
• 경계 상자 안에 가늠표를 배치하려면 음수 오프

셋을 입력합니다.

5.7.7.3 레이어 및 곡선 복사
1. 복사하려는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복사 기능 사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Menu Bar->레이어->곡선 포함 레이어 복사

열린 작업->레이어 탭->곡선 포함 레이어 복사

5.7.7.4 레이어 복사(곡선 없음)
1. 복사하려는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복사 기능 사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Menu Bar->레이어->곡선 없이 레이어 복사

열린 작업->레이어 탭->곡선 없이 레이어 복사

5.7.7.5 레이어 제거
1. 삭제하려는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2. 삭제 기능 사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Menu Bar->레이어->레이어 제거

열린 작업->레이어 탭->활성 레이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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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 빈 레이어 제거

Menu Bar->레이어-> 빈 레이어 제거...

곡선이 없는 모든 레이어를 제거합니다.

5.7.7.7 숨김 레이어 제거

Menu Bar->레이어->숨김 레이어 제거...

숨겨진 모든 레이어가 제거됩니다.

5.8.  열린 작업, 제작 설정

제작 관련 설정 세트는 제작 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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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제작 탭

제작 프리셋을 클릭하면 다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사용된 제작 프리셋이 나열됩니다.
• 제작 프리셋 선택,  제작 프리셋 선택 페이지 67  참조.
• 제작 프리셋 업데이트,  제작 프리셋 업데이트 페이지 69  참조.
• 제작 프리셋으로 저장,  제작 프리셋 저장 페이지 68  참조.

제작 설정 기능을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매수 페이지 69 .
• 품질 페이지 71 .
• 재료 취급 페이지 71 .
• 맞춤 페이지 71 .
• 위치 페이지 75 .
• 단계 반복 페이지 78 .
• 도구 헤드 파킹 페이지 79

5.8.2.  제작 프리셋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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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탭->제작 프리셋에서 제작 프리셋 선택... 선택

제작 프리셋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5.8.3.  제작 프리셋 저장

 1단계 - 작업 만들기

 2단계 - 제작 설정 준비

이 설정은 이 제작 프리셋에 대한 설정이어야 하므로 제작 설정을 준비합니다.

 3단계 - 제작 프리셋으로 저장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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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탭->제작 프리셋에서 제작 프리셋으로 저장... 선택

프리셋의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5.8.4.  제작 프리셋 업데이트

 1단계 - 제작 프리셋 선택

제작 탭->제작 프리셋에서 제작 프리셋 선택...을 선택하고 업데이트하려는 제작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2단계 - 제작 설정 업데이트

이 설정은 이 제작 프리셋에 대한 설정이어야 하므로 제작 설정을 준비합니다.

 3단계 - 제작 프리셋 업데이트 호출

제작 탭->제작 프리셋을 호출하고 제작 프리셋 업데이트... 선택
이 제작 프리셋을 업데이트할 것인지 확인했으면 작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5.8.5.  매수

열린 작업->제작 설정->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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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제작하려는 매수를 지정합니다.
주문된 매수 페이지 33  대화 상자를 열려면 매수를 클릭합니다.

테이블
테이블 1 에 대한 작업 레이아웃을 표시합니다(X x Y).
X - 매수(X축).
Y - 매수(Y축).

5.8.5.1 주문된 매수

내 작업 > 작업 정보 > 주문된 매수

• 매수 - 완료하려는 매수를 지정합니다.
• 거부 매수 - 거부된 매수를 지정합니다.

이 정보는 다시 제작 계획에 대한 올바른 보고를 보
장할 뿐 아니라 작업자에게 중요합니다.

요약:
제작됨 - 제작된 매수
성공 - 완료된 매수
거부 - 거부된 매수
남음 - 남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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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품질

정확도
성능은 최대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속도
성능은 최대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가능한 결과입니다.

5.8.7.  재료 취급

열린 작업->제작 설정->재료 취급

테이블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테이블 프리셋 유형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8.7.1 테이블 프리셋
테이블 프리셋은 시스템의 일부 기본 동작을 정의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 가능한 테이블 프리셋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테이블 프리셋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이블 프리셋 페이지 136 을 참조하십시오.

5.8.8.  맞춤

5.8.8.1 맞춤 유형

열린 작업->제작 설정->맞춤->가늠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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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다운 목록에서 가늠표 유형을 선택합니다.
• 없음
• 가늠표 , "가늠표 사용"
• 테두리 인식 , 테두리 인식 사용
• 테두리 및 가늠표 , 카메라 기반 작업 반전에 대해, 카메라 사용
• 하부 맞춤 , 하부 카메라를 사용했을 경우
• 눈금자 기반 작업 반전에 대한 두 눈금자 모두,  테이블 눈금자 사용
참고: 사용 가능한 맞춤 유형은 기계 구성 및 작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맞춤 유형 을 참조하십시오.

5.8.8.2 가늠표 없음
맞춤 없음, 해당 작업은 선택된 기준점 + 오프셋에 대한 위치에서 실행됩니다(있는 경우).

5.8.8.3 가늠표 사용
가늠표 읽기
-A- 보정 유형
다음 보정 유형에서 선택합니다.
• 전체 보정
• 맞춤 곡선
• 작업 이동
• 맞춤 레이어
• 선형 보정
• 배치

자세한 내용은 보정 유형 을 참조하십시오.
-B- 검색 영역

각종 가늠표 검색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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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모든 가늠표의 가운데는 키보드의 화살표 키와 라이브 카메라 이미지 또는 레이저 포인터를 사
용하여 수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만
iPC는 각 가늠표를 자동으로 찾기를 시도합니다. 가늠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카메라를 수동으로 배치하라는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iPC는 이 표시가 카메라
이미지 가운데 근처에 있는 경우에만 의도된 가늠표를 인식합니다.

정상
이 옵션은 가운데만과 거의 유사합니다. 단, 가늠표가 iPC가 인식하는 카메라 이미지 가운데 근
처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카메라 이미지에 가늠표가 완전히 들어 있으면 iPC는 해당 위치를 읽기 전에 직접 가늠표 가운데
위에 카메라 위치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확장됨
카메라 이미지 안에 가늠표가 완전히 들어 있지 않으면 iPC는 원본 이미지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추가 중복 위치로 카메라를 이동하여 시야를 확장합니다. 확장 검색은 이전 시트 또는 인쇄물의
일부 오프셋을 승인하기 위해 두 번째 사본부터 두 개의 첫 번째 가늠표에 대해서만 수행됩니다.

-C- 첫 번째 가늠표에 대한 확인 요청

각 작업에서 첫 번째 가늠표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사용 안 함 - 감지되면 첫 번째 가늠표가 사용자 확인 없이 승인됩니다.
2. 첫 번째 사본 - 첫 번째 사본의 첫 번째 가늠표는 사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후속 사본에서는 사용자 확인

없이 가늠표가 허용됩니다.
3. 모든 사본 - 모든 제품 사본에서 사용자가 첫 번째 가늠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D- 감지 모드
감지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모든 사본 - 가늠표는 작업에서 모든 사본에 대해 감지됩니다.
• 첫 번째 테이블만 - 가늠표는 작업에서 첫 번째 사본에 대해 감지됩니다. 획득한 작업 위치는 모든 후속 사

본에 사용됩니다.
-E- 적응형 맞춤
이 옵션은 다음에 집중하는 가늠표 측정값을 최적화하려면 선택합니다.
정확도
정확도를 극대화하려면 사용 가능한 모든 가늠표를 읽어옵니다.
속도
속도를 극대화하려면 사용되는 가늠표 수를 최소화합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가능한 결과입니다.
작업의 두 번째 테이블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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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곡선 앵커
전체 보정 외 다른 모든 보정에 대하여, 곡선 앵커는 작업의 앵커 포인트 또는 인쇄된 그래픽과 관련된 개별 곡
선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양한 앵커 포인트는 이미지에서 9개의 사각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의됩니
다.

-G- 재료 회전 무시
테이블보다 긴 작업의 경우 첫 테이블 프레임의 측정된 회전 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경우, 가늠표 감지를 기준으로 측정된 회전 수는 무시됩니다. 이 옵션은 작업이 테이
블보다 길고, 롤피드에 대해 테이블 프리셋이 선택되었고, 보정이 전체 보정이 아닌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5.8.8.4 테두리 인식 사용
테두리 인식을 사용하여 올바른 재료 위치 및 회전을 찾습니다. 재료에 대한 작업 위치는 작업 오프셋으로 정
의됩니다.  위치 페이지 75  섹션의 작업 오프셋을 참조하십시오.

테두리 인식은 선택한 시트 모서리로부터 지정된 거리에서 X 및 Y를 따라 테두리를 검색합니다.

참고: 보기는 테이블 보기 방향에 따라 변경됩니다.

테두리 거리 확인
사용하려는 측정 거리를 지정합니다. 자동을 선택하면 테두리 거리는 선택한 방향에서 선택한 재료 크기의
80%로 설정됩니다. 재료 크기가 정의되지 않은 경우 작업 크기의 80%가 사용됩니다.

모서리 확인
검색할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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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확인
측정하려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모서리 및 X
시트 모서리 및 X 방향에서의 테두리 거리 확인 위치를 감지합니다.

모서리 및 Y
시트 모서리 및 Y 방향에서의 테두리 거리 확인 위치를 감지합니다.

모서리만 사용
시트 모서리만 감지됩니다.

감지 모드
감지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모든 사본
테두리 인식은 작업에서 모든 사본에 대해 사용됩니다.

• 첫 번째 테이블만
테두리 인식은 작업에서 첫 번째 사본에 대해 사용됩니다.
획득한 작업 위치는 모든 후속 사본에 사용됩니다.

5.8.8.5 모서리 및 가늠표
가늠표가 있으면 모서리 및 가늠표를 사용한 맞춤을 작업 반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사용에 의한 작
업 반전 페이지 246 을 참조하십시오.
맞춤 옵션은 가늠표 사용 및 테두리 인식 사용 옵션의 조합입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5.8.8.6 밑면 맞춤
하부 카메라를 사용하면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8.8.7 테이블 눈금자 사용
가늠표 없이 왼쪽 및 오른쪽 눈금자를 사용한 맞춤을 작업 반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및 오른쪽 눈금자
를 기준으로 작업 반전 페이지 245 을 참조하십시오.

5.8.9.  위치

열린 작업->제작 설정->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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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
사용하려는 기준점 을 선택합니다.

내부 오프셋 제거
열린 작업의 왼쪽 모서리 아래는 현재 선택된 기준점 + 재료 위치 + 작업 오프셋에 배치됩니다.

오프셋
오프셋은 다음 두 가지 섹션으로 나뉩니다. 재료 위치 및 작업 오프셋.
재료 위치

• 선택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재료에 대한 오프셋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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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오프셋 값 - Y 오프셋 값

- 현재 레이저 포인터 위치에서 재료 위치. - 재료 오프셋 재설정

재료는 눈금자 위치에 있습니다.

(참고: HW에 따라 다름).

• 테두리 인식을 수행할 때 해당 위치는 감지된 테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 재료 크기가 선택되지 않은 경우 재료 테두리 아이콘이 대신 표시됩니다.

작업 오프셋
• 재료 테두리를 기준으로 작업 경계 상자에 대한 오프셋을 입력합니다.

- X 오프셋 값 - Y 오프셋 값

- 현재 레이저 포인터 위치에서 작업 경계 상자 위치. - 작업 경계 상자 오프셋 재설정.

• 입력 파일에 오프셋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프셋을 열면 작업에 연결된 최적화 프리셋에서 "작업 오프
셋 제거"를 켜지 않은 경우 이 오프셋은 X 및 Y 오프셋 필드에 표시됩니다.

총 오프셋은 재료 위치 및 작업 오프셋의 합 또는 기준점에서 작업까지의 총 오프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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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  단계 반복

열린 작업->제작 설정->단계 반복

참고: 단계 반복 보기는 테이블 보기 방향에 따라 변
경됩니다.

주: 간격 또는 단계 크기를 입력합니다.

매수(X축). 매수(Y축).

X축을 따라 사본 사이의 간격. Y축을 따라 사본 사이의 간격.

X축을 따라 사본 사이의 단계 크기. Y축을 따라 사본 사이의 단계 크기.

사본 업데이트
매수 필드(위에 강조 표시됨)는 사본 업데이트 버튼
을 눌러 업데이트됩니다. 매수는 X에 따른 사본과 Y
에 따른 사본을 곱한 값입니다.

여러 스택
여러 스택이 활성화된 경우(위에서 강조 표시됨) 단
계 반복에 대해 정의된 모든 시트는 테두리 인식을
사용하여 등록됩니다. 각 시트는 위치 및 회전에 대
해 스캔됩니다. 인쇄되지 않은 재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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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  도구 헤드 파킹

열린 작업->제작 설정->도구 헤드 파킹

참고: 보기는 테이블 보기 방향에 따라 변경됩니다.

복사본 사이 및/또는 작업 완료 후 파크 위치를 지정합니다.

파크 위치 설정을 하려면 끌어옵니다.
테이블 보기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파크 아이콘 위에 올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 원
하는 파크 위치로 끌어옵니다.

파크 위치 설정
파크 위치에 대한 X 좌표 입력

파크 위치에 대한 Y 좌표 입력

좌표는 주 기준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좌표는 작업 오른쪽 아래를 기준으로 합니다.

좌표는 작업 오른쪽 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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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  일정한 간격으로 도구 높이 측정

Menu Bar->편집->옵션->제작에서 자동화 및 정기적으로 도구 점검이 선택되었으면 제작 탭에서 자동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도구 높이가 선택된 간격으로 자동 측정됩니다.

주: 이 자동화 기능은 X 시리즈가 아닌 XP 및 C 시리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9.  도구 모음

도구 모음 콘텐츠는 레이어 또는 제작에 대하여 작업할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능 레이어 제작

Zoom 도구 x x

확대 x x

축소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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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레이어 제작

작업에 맞추기 x x

보드에 맞추기 x x

테이블에 맞추기 x x

점 편집 x

곡선 방향 표시 x

곡선점 표시 x

도구 경로 표시 x x

진공 영역 x

파크 위치 x

테이블 눈금자 표시 x

기준점 표시 x

경계 상자 x x

눈금자 표시 x

재료 크기 표시 x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 x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 x

5.9.1.  Zoom 도구

Menu Bar->보기->Zoom 도구

도구 모음->Zoom 창

마우스로 확대/축소 영역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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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확대

Menu Bar->보기->확대

도구 모음->확대

Ctrl+더하기(+)

클릭하여 배율을 확대합니다.

5.9.3.  축소

Menu Bar->보기->축소

도구 모음->축소

Ctrl+빼기(-)

클릭하여 배율을 축소합니다.

5.9.4.  작업에 맞추기

Menu Bar->보기->작업에 맞추기

도구 모음->작업에 맞추기

Ctrl+

열린 작업은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에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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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보드에 맞추기

도구 모음->보드에 맞추기

Ctrl+Shift+J

열린 작업은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에 표시되는 시트를 채웁니다.

5.9.6.  테이블에 맞추기

Menu Bar->보기->테이블에 맞추기

도구 모음->테이블에 맞추기

Ctrl+Alt+

열린 작업이 포함된 절단 테이블은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 창에 채워집니다.

5.9.7.  점 편집

Menu Bar->보기->곡선점

도구 모음->곡선점

점 편집 모드를 시작합니다.
선택된 곡선에서 곡선점이 강조 표시되면 편집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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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곡선 방향 표시

Menu Bar->보기->곡선 방향

도구 모음->곡선 방향

곡선 방향을 표시합니다.
각 곡선의 시작 위치에 있는 화살표는 곡선 방향을 가리킵니다.

5.9.9.  곡선점 표시

Menu Bar->보기->곡선점

도구 모음->곡선점 표시

모든 곡선점들이 강조 표시됩니다.

5.9.10.  도구 경로 표시

Menu Bar->보기->도구 경로

도구 모음->도구 경로

이 기능은 밀링 도구의 도구 경로를 시각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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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1.  진공 영역

Menu Bar->보기->진공 영역

도구 모음->진공 영역

현재 진공 영역 구성은 제작 보기에 표시됩니다.

5.9.12.  파크 위치

Menu Bar->보기->파크 위치

도구 모음->파킹 점 표시

현재 파크 위치는 제작 보기에 표시됩니다.

5.9.13.  테이블 눈금자 표시

Menu Bar->보기->테이블 눈금자

도구 모음->테이블 눈금자 표시

절단 테이블 눈금자는 제작 보기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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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  기준점

Menu Bar->보기->기준점 표시

도구 모음->기준점

선택된 기준점이 표시됩니다.

5.9.15.  경계 상자

Menu Bar->보기->경계 상자

도구 모음->경계 상자 표시

열린 작업에 대한 경계 상자가 표시됩니다.

5.9.16.  눈금자 표시

Menu Bar->보기->눈금자

도구 모음->눈금자 표시

눈금자는 레이어 보기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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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7.  재료 크기 표시

Menu Bar->보기->재료 크기

도구 모음->재료 크기 표시

선택한 재료 크기는 제작 탭, 위치 범주에서 재료 위치별로 정의된 위치의 제작 보기에 표시됩니다.

5.10.  Properties Bar

5.10.1.  레이어 보기

Properties Bar(맨 아래)에서 다음 정보는 레이어 보기(화살표)에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곡선
열린 작업에 대한 곡선 수

포인트
열린 작업에 대한 곡선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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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골/결 방향:
세로 또는 가로 골/결 방향 또는 작업에서 지정된 방
향 없음을 표시합니다.
작업에서 골/결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크기:
열린 작업에 대한 크기(X x Y).
이것은 작업에 대한 하나의 사본 크기로 단계 반복
값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선택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는 X 및 Y의 현재 마우
스 포인터 위치를 표시합니다.

5.10.2.  제작 보기

Properties Bar(맨 아래)에서 다음 정보는 제작 보기(화살표)에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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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크기:
선택된 재료 이름이 표시됩니다. "시작 파일"이 표
시되면 재료 크기가 입력 파일에서 추출됩니다. 드롭
다운 목록에서 선택된 재료에 대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료 크기 및 사용자 정의 크기를 찾습니다.
사용자 정의 크기:
사용자 정의 크기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대화 상자에서 리소스에 크기 추가를 선택하
거나 임시로 둡니다.

재료 크기:
선택된 재료 크기가 표시됩니다.

재료의 골/결 방향:
리소스에서 정의된 재료의 골 방향(가로 또는 세로)
을 표시합니다.

재료 회전
이 기능은 선택된 재료를 회전시킵니다.
재료 및 작업에 골/결 방향이 있는 경우
작업도 회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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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골/결 방향:
세로 또는 가로 골/결 방향 또는 작업에서 지정된 방
향 없음을 표시합니다.
제작 보기에서 작업의 골/결 방향을 변경하면 작업
골 방향은 재료에 맞게 정렬됩니다.

크기:
열린 작업에 대한 크기(X x Y).

선택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는 X 및 Y의 현재 마우
스 포인터 위치를 표시합니다.

5.11.  기계 패널

기계 패널은 현재 절단 테이블에서 실행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작업 실행에 대하여 표시되는 전체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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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편집/유휴 모드 - 작업 준비

이 모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 작업 편집
• 새 작업 시작

실행 모드 - 작업 실행 중

일시 정지 - 실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중지를 누르면 실행이 일시 정지됩니다. 이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iPC 메시지 대화 상자에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5.11.1.  기계 패널 보기

화면에 기계 패널 표시 방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계 패널->보기 선택
다음 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맨 아래 위치
• 오른쪽 위치
•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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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1 맨 아래 위치

5.11.1.2 오른쪽 위치

5.11.2.  기계 패널 기능

사용 가능한 기계 패널 기능은 시스템 상태에 따라 변경됩니다.
정의된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행 모드

• 실행
자동화

유휴 모드

• 재료 교체
• 중지
• 작업 종료

오류 모드

• 오류
• 오류/일시 정지
• 안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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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늠표 없음

5.11.2.1 실행

1 - 실행 대상 파일 이름.
2 - 현재 작업 상태
• 안쪽 원 - 현재 테이블
• 바깥쪽 원 - 현재 작업
3 - 제작 중지 대화 상자
현재 테이블 다음에 제작을 멈춥니다.
그런 다음 작업 수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 매수
요청된 매수/총 매수입니다.
6 - 제작 매수
현재 사용되는 매수
9 - 모든 사본 완료
요청된 모든 사본이 완료될 때까지의 예상 시간입니
다.
10 - 현재 테이블
현재 테이블이 완료될 때까지의 예상 시간입니다.
참고: 첫 번째 테이블이 아닌 연속 테이블에 대해서
만 보입니다.
11 - 성능 정보
• 현재 작업 시작 이후 경과된 시간입니다.
• 스핀들 전원
• 측정된 회전 속도(RPM)
• 측정된 재료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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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2 자동화

1 - 실행 대상 파일 이름.
2 - 현재 작업 상태
3 - 제작 중지 대화 상자
현재 테이블 다음에 제작을 멈춥니다.
그런 다음 작업 수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 상태 정보
6 - 제작된 작업 수
8 - 기계 패널 도구 상자
11 - 성능 정보
• 현재 작업 시작 이후 경과된 시간입니다.
• 스핀들 전원
• 측정된 회전 속도(RPM)
• 측정된 재료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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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3 재료 교체

1 - 실행된 파일의 이름
2 - 현재 작업 상태
• 재료를 교체합니다.
• 계속하려면 시작을 누르십시오.
4 - 옵션
• 남은 사본을 제작합니다.
• 현재 테이블에서 다시 시작
• 모두 다시 시작.
5 - 매수
요청된 매수/총 매수입니다.
6 - 제작 매수
현재 제작되는 매수
8 - 기계 패널 도구 상자
11 - 성능 정보
• 현재 작업 시작 이후 경과된 시간입니다.
• 스핀들 전원
• 측정된 회전 속도(RPM)
• 측정된 재료 두께

참고: 이 상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작됩니다.
• 절단 후 일시 중지가 활성화되고 테이블이 완료

된 경우.
• 이 테이블 다음 실행 중지가 활성화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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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4 중지

1 - 실행된 파일의 이름
2 - 현재 작업 상태
• 작업자에 의해 제작이 중지되었습니다.
• 기계가 파크 위치로 이동합니다.
4 - 제작 시작 대화 상자
• 남은 사본을 제작합니다.
• 현재 테이블에서 다시 시작
• 모두 다시 시작.
5 - 매수
요청된 매수/총 매수입니다.
7 - 복사 시 매수
계속 실행할 경우 제작할 복사 매수입니다.
8 - 기계 패널 도구 상자
11 - 성능 정보
• 현재 작업 시작 이후 경과된 시간입니다.
• 스핀들 전원
• 측정된 회전 속도(RPM)
• 측정된 재료 두께

참고: 이 상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작됩니다.
• 중지를 두 번 누를 경우
• 실행은 기계 패널에서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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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5 작업 종료

1 - 실행된 파일의 이름
2 - 현재 작업 상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8 - 기계 패널 도구 상자
11 - 성능 정보
• 현재 작업 시작 이후 경과된 시간입니다.
• 스핀들 전원
• 측정된 회전 속도(RPM)
• 측정된 재료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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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6 오류

1 - 실행된 파일의 이름
2 - 현재 작업 상태
오류 조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3 - 제작 중지 대화 상자
제작을 멈춥니다.
8 - 기계 패널 도구 상자
11 - 성능 정보
• 현재 작업 시작 이후 경과된 시간입니다.
• 스핀들 전원
• 측정된 회전 속도(RPM)
• 측정된 재료 두께

                                                                                                                                                                                                               98 |

                                                                                                                                                                 i-cut Production Console .
사용 설명서



5.11.2.7 일시 정지

1 - 실행된 파일의 이름
2 - 현재 작업 상태
• 조작반에 의한 제작입니다.
• 계속하려면 시작을 누르십시오.
3 - 제작 중지 대화 상자
현재 테이블 다음에 제작을 멈춥니다.
그런 다음 작업 수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 매수
요청된 매수/총 매수입니다.
6 - 제작 매수
현재 제작되는 매수
8 - 기계 패널 도구 상자
11 - 성능 정보
• 현재 작업 시작 이후 경과된 시간입니다.
• 스핀들 전원
• 측정된 회전 속도(RPM)
• 측정된 재료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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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8 안전 중지

1 - 실행된 파일의 이름
2 - 현재 작업 상태
안전 오류로 인해 기계 정지가 이뤄졌습니다.
오류 조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3 - 제작 중지 대화 상자
제작을 멈춥니다.
8 - 기계 패널 도구 상자
11 - 성능 정보
• 현재 작업 시작 이후 경과된 시간입니다.
• 스핀들 전원
• 측정된 회전 속도(RPM)
• 측정된 재료 두께

5.11.2.9 가늠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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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실행된 파일의 이름
2 - 현재 작업 상태
가늠표가 없기 때문에 기계 정지가 이뤄졌습니다.
오류 조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3 - 제작 중지 대화 상자
제작을 멈춥니다.
8 - 기계 패널 도구 상자
11 - 성능 정보
• 현재 작업 시작 이후 경과된 시간입니다.
• 스핀들 전원
• 측정된 회전 속도(RPM)
• 측정된 재료 두께

5.11.2.10 iPC 일시 중지 기능

작업 실행을 일시 중지하려면 조작반에서 일시 중지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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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모드에서 중지

이 테이블 다음에 제작을 멈춥니다.
• 시스템이 유휴 모드로 전환됩니다.
• 작업 수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 시 멈춤

일시 정지 시 중지를 누를 경우:
• 시스템이 유휴 모드로 전환됩니다.
• 작업 수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11.3.  기계 패널 도구 상자

5.11.3.1 진공 영역

Menu Bar->기계->진공 영역

기계 패널->진공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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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작업에 적합한 진공 영역을 선택합니다.
적절한 선택은 가장 가능한 재료 누르기를 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지능형 진공 제어
열린 작업에 적합한 진공 영역은 작업 크기와 위치(경계 상자)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5.11.3.2 테이블 상단 기준

Menu Bar->기계->테이블 상단 기준 설정

기계 패널->테이블 상단 기준

절단 테이블에서 테이블 상단 기준 순서를 실행합니다.
현재 레이저 포인터 위치에서 테이블 상단 레벨 측정값이 업데이트됩니다.
절단 언더레이 상단에서 측정이 이뤄지며, 재료는 없습니다.

5.11.3.3 도구 높이 조정

Menu Bar->기계->도구 높이 조정...

기계 패널->도구 높이

절단 테이블에서 도구 높이 조정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5.11.3.4 카메라 보기

Menu Bar->기계->카메라 표시

기계 패널->카메라

수동 카메라 사진 검사는 카메라 보기 대화 상자에서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메라 작동 페이지 303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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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5 스핀들 워밍업

Menu Bar->기계->스핀들 워밍업 시작

기계 패널->스핀들

절단 테이블에서 스핀들 워밍업 순서가 실행됩니다.

5.11.3.6 진공 청소기 시작

Menu Bar->기계->진공 청소기 시작

기계 패널->진공 청소기

진공 청소기 켜기/끄기 컨트롤입니다.
밀링 도구가 설치된 기계를 위한 것입니다.
작업 실행 후 수동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11.3.7 재료 두께 측정

Menu Bar->기계->재료 측정

기계 패널->재료 두께

절단 테이블에서 재료 두께 측정 순서가 실행됩니다.
재료 두께 측정은 작업 실행의 일부로 실행됩니다.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작업 시작 전 재료의 두께를 알아야 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측정된 두께는 기계 패널의 상태 부분에 표시됩니다.

5.11.3.8 도구 확인
X 시리즈, XL 및 XN 테이블에만 해당:

Menu Bar->기계->도구 확인

기계 패널->도구 확인

절단 테이블에서 도구 ID 순서가 실행됩니다.
이것은 새 도구 삽입이 끝나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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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4.  기계 패널 상태바

최종 제작 시간
시작부터 제작까지의 시간은 최대 3분(분초 단위)으로 일시 중지됩니다.
시작 이후
작업 시작 이후 경과 시간(분초 단위).
스핀들 전원
현재 밀링 스핀들 전력 사용량(%-최대값).
측정된 회전 수
현재 밀링 스핀들 회전(RPM).
재료 두께
측정된 재료 두께(mm/인치)

5.12.  기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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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도구 모음에서 기계 연결을 호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계 연결 및 구성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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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작하기 전에

6.1.  소개
이 장에서는 기계에 대한 최적의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iPC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과 매
개 변수에 대해 설명합니다.
• 테이블
• 재료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 재료 및 프리셋, 개요
• 리소스 관리자

• 툴링 프리셋
• 최적화 프리셋
• 제작 프리셋
• 절단 프로파일
• 내 재료
• 재료군
• 매핑 프리셋

• 테이블 프리셋
• 맞춤
• 파일 준비
• 도구 구성

6.2.  테이블 소개
이 설명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테이블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단 테이블
절단, 크리싱, 밀링 등 재료를 다룰 때 사용하는 기계를 지칭하는 절단 테이블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테이블
용어 테이블은 절단 테이블의 작업 영역에 맞는 작업의 일부를 설명합니다.

예제 1
인쇄되거나 인쇄되지 않은 시트 10개 사본을 요청하더라도 절단 테이블에는 한 번에 하나의 시트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요청은 10개의 테이블로 실행됩니다.
수동 또는 자동 이송은 선택된 테이블 프리셋에 따라 각 테이블 사이에서 실행됩니다.
테이블보다 긴 작업은 두 개의 부분으로 분할됩니다.
실행 과정에서 첫 번째 테이블이 완료됩니다. 해당 재료는 작업의 두 번째 부분을 작업 영역으로 이동하기 위
해 앞으로 이송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테이블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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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
인쇄된 데칼이 있는 롤은 절단해야 합니다.
롤에는 2개의 열로 된 데칼이 들어 있습니다.
데칼의 3개 행은 절단 테이블의 작업 영역에 맞습니다.
롤을 절단하려면 단계 및 3 × 2의 단계 반복을 요청해야 합니다.
각 테이블은 6개의 사본으로 구성됩니다.
롤 피드 테이블 프리셋을 선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총 매수가 예를 들어 100으로 설정된 경우 컨베이어 이송은
각 테이블 사이에서 이뤄집니다.

6.3.  재료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료가 중요한 요소입니다.는 iPC의 기본 디자인 기준입니다.
그것은 함께 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디어는 시스템이 올바로 구성된 경우 재료의 선택이야말
로 작업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재료는 입력 파일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iPC에서는 어떤 재료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iPC에서 재료를 지정해야 한다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08 |

                                                                                                                                                                 i-cut Production Console .
사용 설명서



흐름
이 그림은 재료 및 프리셋에 대하여 작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워크플로의 단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선택사항
이 그림은 워크플로의 다양한 단계에서 내릴 수 있는 선택을 나타낸 것입니다.

• 파일 열기 - 파일 열기 대화 상자에서 선택합니다.
• 내 작업 정보 - 내 작업 목록에서 하나의 파일을 선택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열린 작업->제작 - 작업이 열린 경우 이 기능은 제작 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열린 작업->레이어 - 작업이 열린 경우 이 기능은 레이어 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워크플로를 올바른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 파일 열기 전에 내 재료 및 매핑 프리셋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내 작업 정보 전에 내 재료, 매핑 프리셋 및 절단 프로파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열린 작업->제작 전에 제작 프리셋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열린 작업->레이어 전에 내 재료 및 툴링 프리셋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6.3.1.  재료 및 프리셋, 개요

이 그림은 내 재료, 재료군 및 다양한 프리셋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iPC는 공장 기본값으로 많은 재료군 및 툴링 프리셋과 함께 제공됩니다.
재료군은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툴링 프리셋에 매핑됩니다.
이것은 새 재료를 추가할 경우 관련 사전 정의된 툴링 프리셋을 찾는 데 유용합니다.

새로운 내 재료를 정의할 경우 먼저 재료가 속한 재료군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 이 재료에 선택할 수 있는 툴링 프리셋이 결정됩니다. 선택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툴링 프리
셋은 특정 재료 또는 해당 재료군/두께 범위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정의된 프리셋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이 프로세스에서는 나중에 툴링 프리셋을 재료 또는 재료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순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절단 프로파일 및 재료별 설정을 완료하려면 먼저 툴링 프리셋을 준비해야 합니다. 완료된 설정은 완전 자

동화된 워크플로에 필요합니다.
• 최적화 프리셋은 절단 프로파일 및 재료별 설정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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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 프로파일 및 재료별 설정보다 먼저 제작 프리셋을 준비해야 합니다.

6.4.  리소스 관리자에서 재료 및 프리셋 준비

Menu Bar->고급->리소스

리소스 관리자는 각 작업의 수작업 준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료 및 기타 리소스를 유지 관리하는 곳입니다.
툴링 프리셋 및 제작 프리셋 등 일부 리소스는 열린 작업에서 만들고 유지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
서는 모든 다양한 리소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6.4.1.  툴링 프리셋

Menu Bar->고급->리소스->툴링 프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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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링 프리셋은 특정 두께와 함께 하나 이상의 재료에 적용하거나 두께 범위 내의 재료군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 구성입니다.

• 툴링 프리셋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a 툴링 프리셋에 포함된 모든 도구가 이 기계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b 사용자가 목록의 확인란을 사용하여 툴링 프리셋을 비활성화했습니다. 비활성화된 툴링 프리셋은 절

단 작업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툴링 프리셋은 열린 작업에서도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열린 작업, 툴링 프리셋 선택, 저장 및 업데
이트 페이지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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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특정 툴링 프리셋을 검색하려면 고유한 텍스트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입력하면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추가
새 툴링 프리셋 추가
복제(&U)
선택된 툴링 프리셋 복제
이름 바꾸기
선택된 툴링 프리셋 이름을 바꿉니다.
제거
선택된 툴링 프리셋을 제거합니다.

툴링 프리셋 세부 사항
이것은 선택된 툴링 프리셋에 포함된 할당된 도구에 대한 레이어의 목록입니다.
툴링 프리셋 세부 사항에서 선택한 레이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레이어 편집 페이지 49  참조).
이 기능을 사용하면 변경해야 하는 설정이 있는 경우 툴링 프리셋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기능: 위로/아래로 움직이기, 편집, 추
가, 복제 및 제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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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이것은 선택된 툴링 프리셋을 적용할 수 있는 재료군/재료의 목록입니다.

사용 가능한 기능은 추가 및 제거입니다. 적용 대상
목록에 더 많은 재료군/재료를 추가하려면 추가를
사용합니다. 적용 대상 목록에서 더 많은 재료군/재
료를 제거하려면 제거를 사용합니다.

설명
선택된 툴링 프리셋에 대한 설명입니다.
텍스트는 여기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6.4.2.  최적화 프리셋

Menu Bar->고급->리소스->최적화 프리셋

• 최적화 프리셋은 최적의 제작을 얻기 위해 곡선이 최적화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 iPC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공장 기본값 최적화 프리셋과 함께 제공됩니다.
• 나만의 최적화 프리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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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1 최적화 프리셋 대화 상자

최적화 프리셋:
이것은 사용 가능한 최적화 프리셋의 목록입니다.
나만의 최적화 프리셋을 준비할 경우 이 프리셋은 해당 목록에 추가됩니다.
추가
나만의 최적화 프리셋을 만듭니다.
작성 및 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제거
나만의 최적화 프리셋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공장 기본값 최적화 프리셋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 버튼은 비활성화됩니다.
보기/편집
공장 기본값과 자체 최적화 프리셋을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및 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복사
선택된 프리셋의 사본을 토대로 나만의 최적화 프리셋을 만듭니다.
작성 및 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6.4.2.2 최적화 프리셋 편집
일반
최적화 프리셋을 추가하거나 편집할 경우 이 대화 상자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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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셋 이름:
최적화 프리셋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설명
참조를 위해 이 최적화 프리셋에 대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범주
최적화는 두 가지 범주로 설명됩니다.

• 일반 - 이 보기.
• 곡선 최적화 - 최적화를 지정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곡선 최적화/최적화 유형

최적화 유형:
다음 최적화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이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합니다.

• No Optimization
•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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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제작

6.4.2.3 No Optimization

No Optimization은 iPC로 가져오기 전 곡선 순서가 최적화된 경우에 사용합니다.
가져오기가 끝난 후 곡선에 대한 모든 수동 작업은 경고를 발생시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최적화된 곡선
순서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작업 오프셋 제거

입력 파일에서 사용되는 (0.0)으로부터 모든 오프셋은 무시됩니다. 작업의 왼쪽 모서리 아래는 모두 제작 설
정에서 정의된 현재 선택된 기준점 + 재료 위치 + 작업 오프셋에 놓이게 됩니다.  위치 페이지 75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iPC에서 추가된 수동 오프셋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내부 오프셋은 작업 오프셋으로 전환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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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4 최적화, 표준

표준 최적화는 주로 그래픽 워크플로에서 사용되는 파일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열린 곡선 연결

서로 근접하는 곡선 단면을 연결합니다.
열린 곡선 연결 선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능을 개선합니다.
• 절단 품질을 개선합니다.
d = 최대 거리를 지정합니다(곡선 연결 허용).

작은 곡선 거부
작고 독립적인 곡선 요소는 생략됩니다.
작은 곡선 거부 선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치 않는 곡선 및 분리된 점을 제거합니다.
• 성능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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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 품질을 개선합니다.
d = 최대 크기(생략 가능한 곡선 단면)를 지정합니다.

오버컷 무시

각도가 특정 한계보다 큰 경우 선은 잘라지고 절단 방향이 수정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나이프 오버컷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곡선 방향 설정

곡선 실행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규칙을 지정합니다.
일반 용도:
종종 밀링 과정에서 경로의 왼쪽 표면은 오른쪽보다 더 매끄럽습니다.
이 기능은 제품 품질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곡선 내부에 대한 곡선 방향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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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실행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규칙을 지정합니다.
이것은 곡선 방향 설정 기능에 대한 확장입니다(상기 참조).
파란색 부분이 해당 제품이고 내부 및 외부 표면을 부드럽게 하려면 내부 곡선에 대한 곡선 방향을 반전합니
다.
작업 오프셋 제거

입력 파일에서 사용되는 (0.0)으로부터 모든 오프셋은 무시됩니다. 작업의 왼쪽 모서리 아래는 모두 제작 설
정에서 정의된 현재 선택된 기준점 + 재료 위치 + 작업 오프셋에 놓이게 됩니다.  위치 페이지 75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iPC에서 추가된 수동 오프셋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내부 오프셋은 작업 오프셋으로 전환됩
니다.

6.4.2.5 최적화, 샘플 제작
샘플 제작에 최적화는 일반적으로 골판지 및 접는 상자 설계를 위한 최대 칼선과 접는선 품질을 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

• 대부분의 샘플 제작 작업은 레이어 유형 칼선 및 접는선에만 적용됩니다.
• 이 기능의 적합성은 CAD/작업 준비 소프트웨어에서 출력하는 동안 최적화를 수행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샘플 제작에 최적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Esko ArtiosCAD에서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파라미터는 다음 범주에서 선택합니다.

• 일반  - 일반 최적화 기능입니다.

                                                                                                                                                                                                             119 |

                                                                                                                                                                 i-cut Production Console .
사용 설명서



• 둥근 슬롯  - 좁은 슬롯에서 뜯는 선을 무시하는 기능입니다.
• 오버컷/모서리  - 모서리에서 뜯는 선과 오버컷을 무시하는 기능입니다.
• 접는선 위  - 크리싱 과정에서 성능을 개선하는 기능입니다.

6.4.3.  제작 프리셋

Menu Bar->고급->리소스->제작 프리셋

제작 프리셋은 작업이 테이블에 생성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열린 작업->제작 설정에 포함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린 작업, 제작 설정 페이지 66 을 참조하십시오.

제작 프리셋:
사용 가능한 제작 프리셋의 목록입니다.
iPC는 다양한 공장 기본값 제작 프리셋과 함께 제공됩니다.
나만의 제작 프리셋을 준비할 경우 해당 프리셋은 이 목록에 추가됩니다.

대화 상자에서 다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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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새 제작 프리셋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의 내용은 열린 작업에서 편집해야 합니다.
제거
공장 기본값 제작 프리셋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 버튼은 비활성화됩니다.
나만의 제작 프리셋 중 아무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복사
제작 프리셋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의 내용은 열린 작업에서 편집해야 합니다.
이름 바꾸기
공장 기본값 제작 프리셋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 버튼은 비활성화됩니다.
나만의 제작 프리셋 중 아무거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는 선택된 제작 프리셋에 대한 현재 설정을 보여주는 정보 창입니다. 텍스트는 설명 창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6.4.4.  절단 프로파일

Menu Bar->고급->리소스

절단 프로파일은 다음에 대하여 선택된 세트의 컨테이너입니다.
• 툴링 프리셋
• 최적화 프리셋
• 제작 프리셋

절단 프로파일은 툴링, 최적화 및 제작 프리셋의 동일한 조합을 여러 재료 또는 재료군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 유용합니다.

• iPC는 공장 기본값 절단 프로파일 세트와 함께 제공됩니다.
• 나만의 절단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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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프로파일:
이것은 사용 가능한 절단 프로파일의 목록입니다.
공장 기본값 절단 프로파일은 아이콘과 함께 표시됩니다.
나만의 절단 프로파일을 준비할 경우 이 프로파일은 해당 목록에 추가됩니다.
추가
나만의 절단 프로파일을 작성합니다.
작성 및 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절단 프로파일 세부 정보 페이지 123 을 참조하십시오.
제거
나만의 절단 프로파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공장 기본값 절단 프로파일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 버튼은 비활성화됩니다.
이름 바꾸기
공장 기본값 절단 프로파일 중 아무거나 선택하면 이 버튼은 비활성화됩니다.
나만의 절단 프로파일 중 어느 것이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사
선택된 프로파일의 사본을 토대로 나만의 절단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작성 및 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절단 프로파일 세부 정보 페이지 123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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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 절단 프로파일 세부 정보

절단 프로파일 이름:
이것은 편집하려는 절단 프로파일의 이름입니다.
설명
참조를 위해 절단 프로파일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툴링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툴링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정보 창에서 선택된 툴링 프리셋에 대한 다음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레이어 유형
• 해당 도구
• 적용 대상 - 이 툴링 프리셋에 적용 가능하도록 정의된 재료 목록입니다.
참고: 특정 재료에 대한 절단 프로파일을 작성할 경우, 해당 재료에 적용할 수 있는 툴링 프리셋을 할당해야 합
니다.
최적화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최적화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제작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제작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6.4.5.  내 재료

Menu Bar->고급->리소스->내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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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1 내 재료 편집

재료 이름
선택된 재료의 이름은 여기에 표시됩니다.
재료군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 재료가 속한 재료군을 선택합니다.
두께
재료 두께를 지정합니다.
해당 값은 mm 또는 인치로 표시됩니다.
일반 단위 설정과 별개로 0.2인치 등의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양
이 선택은 서로 다른 표면(재료)에 대한 가늠표 및 모서리를 감지하는 데 사용되는 비전 알고리즘을 결정합니
다.
선택 가능한 항목:

• 기본값 - 표준 알고리즘을 호출합니다.
• 짠 직물 - 이런 종류의 재료에 최적화된 기술을 사용합니다.
• 격자 패턴 - 이러한 종류의 재료에 최적화된 기술을 사용합니다.
• Flexo - 이러한 종류의 재료에 최적화된 기술을 사용합니다.
• 저대비 - 이러한 종류의 재료에 최적화된 기술을 사용합니다.
• 저화질 인쇄 - 이러한 종류의 재료에 최적화된 기술을 사용합니다.
• 펠트의 Flexo - 이러한 종류의 재료에 최적화된 기술을 사용합니다.
재료 측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 최적화된 측정. 작업에 대한 2개의 맞은 편 모서리에서 재료가 측정됩니다.
• 레이저 위치에서 측정. 하나의 재료 두께 측정은 현재 레이저 포인터 위치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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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안 함. 현재 재료 두께 정보가 사용됩니다.
울퉁불퉁한 재료에 대한 추가 툴리프트(E)
해당 재료 표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 이 기능을 선택합니다.
재료가 도구에 긁히지 않게 하십시오.

6.4.5.2 절단 설정을 정의하는 절단 프로파일 사용

Menu Bar->고급->리소스->내 재료->절단 탭

절단 프로파일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절단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 이 재료에 적용 가능한 절단 프로파일이 표시됩니다.
절단 프로파일을 선택하면 툴링 프리셋, 최적화 프리셋 및 제작 프리셋의 조합을 선택합니다.
이 실제 조합은 대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주: 절단 프로파일은 몇 가지 상황에서 재료별 설정에 바람직합니다.
1. 툴링, 최적화 및 제작 프리셋의 동일한 조합을 여러 재료 또는 재료군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유

용합니다.
2. 일부 업스트림 응용 프로그램에서 절단 프로파일은 iPC에 대한 입력 파일에 추가되지만, 재료별

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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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3 절단 설정을 정의하는 재료 사용

실제 재료에 적합한 툴링 프리셋, 최적화 프리셋 및 제작 프리셋의 조합을 준비하려면 이 기능을 사용합니다.

툴링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툴링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 이 재료에 적용 가능한 툴링 프리셋이 표시됩니다.
레이어 유형 및 해당 도구가 표시됩니다.
모두 보기는 선택된 재료에 적용할 수 있는 프리셋뿐만 아니라 모든 툴링 프리셋을 나열합니다. 다음을 참조하
십시오:  툴링 프리셋 페이지 110
아직 적용 가능하지 않은 툴링 프리셋이 선택된 경우 현재 재료에 적용 대상 설정이 나타납니다. 버튼을 누르
면 툴링 프리셋이 현재 재료에 적용됩니다.
최적화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최적화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제작 프리셋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제작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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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4 재료 크기 지정

재료는 다양한 재료 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재료 목록을 유지하고, 툴링 프리셋에 대한 적절한 재료를 선택합니다.

주: 중첩된 레이아웃을 생성할 때는 재료 크기가 올바로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크기
이것은 정의된 재료에 대한 목록입니다.
이 재료에 대한 새 시트를 준비할 경우 해당 시트는 이 목록에 추가됩니다.
추가
새 시트가 목록에 추가됩니다.
제거
목록에서 선택된 시트를 제거합니다.
이름
여기에서는 선택된 시트의 이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너비/길이
시트 크기를 지정합니다.
값 단위는 mm이지만 50인치와 같은 숫자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롤 피드
재료의 롤 유무를 지정합니다.
골/결 방향
드롭다운 목록에서 골 방향을 선택합니다.
기본값으로 사용
이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을 열었을 때 이 크기를 자동으로 선택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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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재료군

기본적으로, 재료군은 이름 목록입니다.
재료군은 툴링 프리셋 선택을 단순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툴링 프리셋 정의

툴링 프리셋을 정의할 경우 툴링 프리셋이 적용되는 재료 또는 재료군을 지정합니다.
이 예에서 봤듯이 툴링 프리셋 1 및 툴링 프리셋 3 모두 다 재료군 1에 적용됩니다.

툴링 프리셋 선택
작업에 대하여 툴링 프리셋을 선택하라는 메시지에서 먼저 재료군을 지정하라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툴링 프리셋 목록에서 선택된 재료군에 적용되는 항목만 표시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택 개수는 관련된 항목에 국한됩니다.

6.4.6.1 재료군 관리

Menu Bar->고급->리소스->재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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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군:
사용 가능한 재료군의 목록입니다.
나만의 재료군을 준비할 경우 이 재료군은 해당 목록에 추가됩니다.
추가
나만의 재료군을 만듭니다.
제거
선택된 재료군을 제거합니다.
이름 바꾸기
선택된 재료군 이름을 바꿉니다.

재료군을 툴링 프리셋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툴링 프리셋 을 참조하십시오.

6.4.6.2 재료군 선택

열린 작업->레이어->툴링 프리셋

이것은 재료군에 대하여 안내를 받게 될 툴링 프리셋에 대한 유일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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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매핑 프리셋

Menu Bar->고급->리소스->매핑 프리셋

매핑 프리셋은 입력 파일의 곡선이 다양한 레이어 유형과 연결된 iPC 레이어에 매핑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올바른 레이어 유형은 재료별 툴링 프리셋의 툴링 정보를 자동으로 적용하기 위한 필수 사전 조건입니다.  툴
링 프리셋 페이지 110 을 참조하십시오.
매핑 프리셋은 iPC에서 가져올 수 있는 각 파일 형식에 대한 매핑 규칙 세트로 구성됩니다.

입력 파일의 곡선 속성은 파일 형식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어 이름별, 선 종류별,
부품 번호별 및 색상별로 정의됩니다.

6.4.7.1 매핑 프리셋 관리

Menu Bar->고급->리소스->매핑 프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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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 프리셋:
이것은 사용 가능한 매핑 프리셋의 목록입니다.
공장 기본값 매핑 프리셋 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매핑 프리셋을 만들 경우 해당 프리셋은 이 목록에 추가됩니다.
공장 기본값 매핑 프리셋은 볼 수 있지만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나만의 매핑 프리셋 만들기.
제거
나만의 매핑 프리셋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공장 기본값 매핑 프리셋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 버튼은 비활성화됩니다.
이름 바꾸기
나만의 매핑 프리셋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장 기본값 매핑 프리셋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 버튼은 비활성화됩니다.
복사
선택된 프리셋의 사본을 토대로 나만의 매핑 프리셋을 만듭니다.
설명
선택된 매핑 프리셋에 대한 설명이 표시됩니다.
다른 파일 형식에 대한 매핑
선택된 매핑 프리셋:

• 이것은 다른 파일 형식에 포함된 매핑을 나타내는 개요입니다.
• 수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만의 매핑 프리셋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고유의 매핑 프리셋 만들기
고유의 매핑 프리셋은 매핑 프리셋 대화 상자에서 추가 또는 복사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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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매핑 프리셋 이름을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매핑 프리셋 편집 대화 상자로 계속합니다.

설명
나만의 매핑 프리셋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설명을 입력합니다.
다른 파일 형식에 대한 매핑
Kongsberg 매핑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할 매핑을 선택합니다.
ARD 매핑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할 매핑을 선택합니다.
CF 매핑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할 매핑을 선택합니다.
DDES 매핑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할 매핑을 선택합니다.
DXF 매핑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할 매핑을 선택합니다.
PDF 매핑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할 매핑을 선택합니다.
i-script 매핑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용할 매핑을 선택합니다.

공장 기본값 기본 매핑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매핑 프리셋에서 수정된 매핑을 원하는 경우 매핑 작업 메뉴에서 고유의 매핑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핑 작업

추가
이 파일 형식에 새 매핑을 추가합니다.
나만의 매핑을 작성하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제거
이 매핑을 제거합니다. 나만의 매핑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보기
선택된 매핑을 볼 수 있습니다.
복사
선택한 매핑의 복사본을 기반으로 이 파일 형식에 새로운 매핑을 추가합니다.
나만의 매핑을 작성하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고유의 매핑 만들기
고유의 매핑은 매핑 작업 대화 상자에서 추가 또는 복사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먼저 매핑 이름을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매핑 편집 대화 상자로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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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은 기본적으로 입력 파일을 다양한 레이어 유형과 연결된 iPC 레이어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 테이
블입니다. 규칙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됩니다. 동일한 속성이 있는 곡선을 다양한 레이어 유형의 여러 iPC 레이
어에 매핑하여 여러 도구로 곡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식에 대한 여러 규칙들이 있습니다.

Preset 이름
새 매핑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새로 만들기
테이블에 새 행을 추가합니다.

복제(&U)
테이블에서 선택한 행의 복제본을 만들어 매핑 테이블에 유사한 항목을 만듭니다.

위로 이동
선택한 행을 한 단계 위로 이동합니다.

아래로 이동
선택한 행을 한 단계 아래로 이동합니다.

제거
선택한 행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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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파일 형식에 대한 매핑

Kongsberg의 표준 ACM 형식

가늠표 유형
입력 파일에 사용되는 가늠표 유형을 지정합니다.
P-번호
번호는 입력 파일의 다른 선 종류를 식별하는 데 사
용됩니다.

PDF 형식

텍스트 무시(I)
입력 파일의 텍스트가 누락되었습니다.
자르기 상자 가져오기(M)
자르기 상자를 포함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자르기 상자 = 경계 사각형
iPC 레이어 이름
자르기 상자에 대한 iPC 레이어 이름입니다.
iPC 레이어 유형
자르기 상자에 대한 iPC 레이어 유형입니다.
자르기 상자에 대한 레이어 유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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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 형식 - ArtiosCAD의 네이티브 형식

치수 및 텍스트 가져오기
치수와 텍스트를 가져올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플로팅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흠과 함께 샘플로 가져오기
홈을 가져올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 매핑에 사용 가능한 선 종류가 변경됩니다.
위쪽 면
가져온 후 디자인의 안쪽 또는 바깥쪽이 위로 향하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ArtiosCAD에 정의된 대로 면이 위로 오도록 하려면 설계된 대로를 선택합니다.
복잡한 선 유형 확장
ARD 파일의 복잡한 선 종류를 여러 개의 칼선 및 일부 경우 접는선으로 확장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천공
선, 지퍼 선 등에 적용됩니다.
퍼프 휠에 대한 연속선 만들기
복잡한 선 유형 확장이 활성화되었으면, 절취선은 칼 절단을 위한 절취선 패턴을 얻습니다. 퍼프 휠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여 절취선을 연속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입력 파일 매개 변수는 각종 파일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iPC 레이어 이름
iPC에서 사용하는 레이어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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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레이어 유형
iPC에서 사용하는 레이어 유형 입니다.

6.5.  테이블 프리셋
테이블 프리셋은 시트 피드, 롤 피드 등과 같은 시스템의 몇 가지 기본 동작을 정의합니다.

테이블 프리셋 선택

열린 작업->제작 설정->재료 취급->테이블 프리셋

주: 현재 기계 구성에 대해 구성된 테이블 프리셋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6.5.1.  사용 가능한 테이블 프리셋

 

다음 테이블 프리셋이 설치됩니다(시스템 구성에 따라 다름).
1. 절단 후 일시 중지
2. 롤 피드
3. 시트 피드
4. 수동 시트 피드
5. MultiZone 제작
6. MultiZone production 및 로봇
7. 로봇을 이용한 로드와 언로드
8. 피더 스태커 제작
9. 하부 카메라를 이용한 피더 제작
10. 하부 카메라를 이용한 피더 스태커 제작
11. Mermaid Flexo 자동화

6.5.1.1 Park After Table
시작하기 전에 테이블 상단에 첫 번째 시트를 올립니다.
1 - 시작을 누를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사본 1이 제작되거나 또는
• 단계 반복에 의해 지정된 매수가 제작됩니다.
2 - 도구 헤드는 파크 위치로 이동합니다.
3 - 재료 교체는 기계 패널에 표시됩니다.
4 - 작업자는 재료를 같은 위치에서 교체한 다음, 시작을 누릅니다.
5 - 나머지 매수는 지정된 매수가 제작될 때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진공 및 역풍 전원은 이 프로세스의 통합의 일부로서 자동으로 켜지거나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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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테이블 프리셋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설정이 있습니다.
• 수동 진공 제어 페이지 141
• 마지막 복사 후 이중 역풍

6.5.1.2 롤 피드

롤 피더 및 컨베이어 벨트는 필수입니다.
롤에서 첫 번째 사본은 시작 전에 테이블 상단에 배치해야 합니다.
1 - 시작을 누르면 사본 1 또는 단계 반복에서 제공된 매수가 제작됩니다.
2 - 트래버스는 컨베이어 및 시트를 앞으로 이송하기 위해 절단 테이블 후면으로 이동합니다. 급지 거리는 스
테핑 거리(단계 반복에서 정의됨)에 따라 정의됩니다.
3 - 두 번째 사본이 제작됩니다. (단계 거리가 제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첫 번째 가늠표는 수동으로 확
인해야 함)
4 - 트래버스에서 다음 사본을 공급합니다(가늠표가 자동으로 확인됨).
5 - 순서는 지정된 매수가 제작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진공 및 역풍 전원은 이 프로세스의 통합의 일부로서 자동으로 켜지거나 꺼집니다.

이 테이블 프리셋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설정이 있습니다.
• 피드 후 이중 역풍 페이지 141
• 가늠표 또는 모서리가 없는 경우 테이블 건너뛰기 페이지 143
• 테이블 건너뛰기 지연 시간(초) 페이지 143

6.5.1.3 시트 피드

시트 피더/보드 피더 및 컨베이어 벨트는 필수입니다.
테이블 상단에 아무 시트 없이 시작합니다.
1 - 시작을 누를 경우:

• 사전로드 시트(기본값 1)로 정의된 매수는 시트 피더 및 컨베이어 + 트래버스에 의해 테이블 상단에 로드
됩니다.

• 피딩 거리는 시트 피딩 길이로 정의되며, 대안으로 테이블의 전면에 공급을 선택한 경우 테이블 앞으로 공
급됩니다.

2 - 첫 번째 시트, 또는 Y 방향에서 단계 반복에의해 제공된 매수는 시트 피더가 다음 시트를 선택하는 동안 제
작됩니다. 첫 번째 가늠표는 수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 트래버스는 컨베이어 및 시트를 앞으로 이송하기 위해 테이블 후면을 이동합니다.
4 - 두 번째 사본이 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늠표는 자동으로 발견됩니다.
5 - 시트 피더는 동시에 다음 시트를 선택하지만 첫 번째 매수 과정에서 만료 시간에 시트를 제공하기 위해 작
동을 시작해야 할 시기를 습득합니다.
6 - 트래버스는 다음 시트를 공급합니다.
7 - 순서는 지정된 매수가 제작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진공 및 역풍 전원은 이 프로세스의 통합의 일부로서 자동으로 켜지거나 꺼집니다.

이 테이블 프리셋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설정이 있습니다.
• 피드 후 이중 역풍 페이지 141

                                                                                                                                                                                                             137 |

                                                                                                                                                                 i-cut Production Console .
사용 설명서



• 테이블의 전면에 공급 페이지 141
• 시트 피딩 길이 페이지 142
• 사전로드 시트 페이지 142
• 첫 번째 시트의 프리로드 건너뛰기 페이지 143
• 가늠표 또는 모서리가 없는 경우 테이블 건너뛰기 페이지 143
• 테이블 건너뛰기 지연 시간(초) 페이지 143

6.5.1.4 수동 시트 피드

컨베이어 벨트가 필요합니다.
수동 시트 피드는 작동 방식이 같으나,  시트 피드 페이지 137 컨베이어 벨트 이외의 자동화 장치가 필요하
지 않습니다. 기계가 현재 사본을 절단하는 동안 사용자는 시트를 수동으로 테이블 뒤에 놓습니다. 완료되면
기계는 시트를 전진시키고 매수가 충족될 때까지 제작을 계속합니다.

이 테이블 프리셋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설정이 있습니다.
• 피드 후 이중 역풍 페이지 141
• 테이블의 전면에 공급 페이지 141
• 시트 피딩 길이 페이지 142
• 첫 번째 시트의 프리로드 건너뛰기 페이지 143
• 사전로드 시트 페이지 142

6.5.1.5 MultiZone 제작

별도의  MultiZone 제작 페이지 250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6.5.1.6 MultiZone production 및 로봇

로봇 셀 및 Multizone 그리퍼가 필요합니다.
섹션의 끝 부분 참조  자동화 장치 페이지 275
시트가 있는 스택은 In-stack에 놓입니다.
1. 시작을 누르면,
2. 트래버스 파크는 영역 2에 놓입니다.
3. 로봇은 Out-stack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4. 첫 번째 시트는 In-stack에서 픽업되어 영역 1에 배치됩니다.
5. 로봇이 영역 2의 시트를 로드하는 동안 기계는 영역 1의 시트를 변환합니다.
6. 로봇은 구역 1 위에 파킹합니다.
7. 변환이 완료되었으면 트래버스가 영역 2로 이동하고 해당 영역에서 시트를 변환합니다.
8. 영역 1에서 변환된 시트는 Out-stack에 언로드됩니다.
9. 새 시트가 영역 1에 로드되고, 로봇은 영역 2 위에 파킹합니다.
10. 영역 2가 변환되면 트래버스가 영역 1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변환이 시작됩니다.
11. 영역 2에서 시트가 언로드되고 새 시트는 해당 영역에 로드됩니다.
12. 모든 시트가 제작될 때까지 순서 6-11이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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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7 로봇을 이용한 로드와 언로드

로봇 셀 및 Multizone 그리퍼가 필요합니다.
섹션의 끝 부분 참조  자동화 장치 페이지 275
시트가 있는 스택은 In-stack에 놓입니다.
1. 시작을 누르면,
2. 트래버스가 테이블 끝에서 파킹합니다.
3. 로봇은 Out-stack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4. 첫 번째 시트는 In-stack에서 픽업되어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5. 로봇은 테이블 위에 파킹합니다.
6. 기계가 첫 번째 시트를 변환합니다.
7. 변환이 완료되면 트래버스가 테이블 끝으로 이동합니다.
8. 변환된 시트는 Out-stack에 언로드됩니다.
9. 모든 시트가 변환될 때까지 순서 4-8이 반복됩니다.

6.5.1.8 피더 스태커 제작

i-BF 보드 피더 및 i-MS 재료 스태커는 필수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필수입니다.

이 테이블 프리셋은 기계에 컨베이어 벨트, 피더 및 스태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작이 연속적이고, 시트가 피더에서 픽업되어 컨베이어에 의해 테이블로 공급됩니다. 이송 길이는 지정된 시
트 크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트 크기는 피더 스태커 시스템을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이송
길이를 찾는 데 사용되며 동시 또는 순차 로딩/언로딩이 선택됩니다.
• 가장 효율적인 제작 방법은 동시 로딩 및 언로딩입니다. 이것은 시트가 절단되는 동안 테이블 위에서 스태

커의 픽업 위치로 확장되지 않을 정도로만 작으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잘라졌으면, 새 시트가 테이블에 공급되고, 이전에 절단되었던 시트는 단일 피드의 스태커 언로딩
영역에 놓이게 됩니다. 스태커는 신호를 수신하고 테이블에서 다음 사본이 생성되면 동시에 시트를 언로
드합니다.

• 시트 크기가 너무 길어서 동시에 제작할 수 없으면 순차 로딩 및 언로딩이 선택됩니다. 시트가 스태커의
피킹 영역에서 공급 및 절단됩니다. 시트가 잘라졌으면, 다음 사본이 테이블에 공급되기 전에 먼저 절단
테이블에서 시트가 언로드됩니다.
작업/시트의 맞춤은 제작 탭에서 맞춤에 정의된 지정된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도구 헤
드가 도구 헤드 파킹에 설정된 위치에서 멈춥니 다. 작업이 공급 중이거나, 정지했거나, 완료되는 동안 제
작 중에 전원이 꺼지면 진공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이 순서는 지정된 복사 매수가 제작될 때까지 반복됩니다.
진공은 제작 시 자동으로 켜지고, 작업이 공급 중이거나, 정지했거나, 완료되면 꺼집니다.

이 테이블 프리셋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설정이 있습니다.

• 피드 후 이중 역풍 페이지 141
• 첫 번째 시트의 프리로드 건너뛰기 페이지 143
• 가늠표 또는 모서리가 없는 경우 테이블 건너뛰기 페이지 143
• 테이블 건너뛰기 지연 시간(초) 페이지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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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9 하부 카메라를 이용한 피더 제작

보드 피더, 하부 카메라 및 컨베이어 벨트는 필수입니다.
인쇄된 시트의 뒷면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보드 피더 및 하부 카메라를 활용하기 위한 테이블 프리셋입니다.
하부 카메라 시스템은 시트를 밑에서 스캔하여 가늠표, 시트의 테두리 및 모서리를 찾은 후, 시트의 모서리를
기준으로 작업 위치를 계산합니다. 공급이 끝나면 상부 카메라가 테두리를 등록하고 정확한 배치를 적용합니
다.
재료 크기는 고급 > 리소스 > 내 재료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피더가 정확한 거리를 급지하고, 카메라가 시트를 올바르게 스캔할 수 있도록 재료 크기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 순서는 위의 "시트 피드 - 먼저 공급"과 비슷하지만, 시트 피더 대신 보드 피더를 사용하고, 상부 카메라 대
신 하부 카메라를 사용하여 가늠표를 찾습니다.

이 테이블 프리셋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설정이 있습니다.
• 피드 후 이중 역풍 페이지 141
• 테이블의 전면에 공급 페이지 141
• 시트 피딩 길이 페이지 142
• 사전로드 시트 페이지 142
• 첫 번째 시트의 프리로드 건너뛰기 페이지 143
• 가늠표 또는 모서리가 없는 경우 테이블 건너뛰기 페이지 143
• 테이블 건너뛰기 지연 시간(초) 페이지 143
• 재료 뒤집기 페이지 143

6.5.1.10 하부 카메라를 이용한 피더 스태커 제작

i-BF 보드 피더 및 i-MS 재료 스태커는 필수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필수입니다.
하부 카메라는 필수입니다.

이 테이블 프리셋은 하부 카메라가 사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피더 스태커 제작과 동일한 워크플로를 사용
합니다.
하부 카메라 시스템은 시트를 밑에서 스캔하여 가늠표, 시트의 테두리 및 테두리를 찾은 후, 시트의 테두리를
기준으로 작업 위치를 계산합니다. 공급이 끝나면 상부 카메라가 테두리를 등록하고 정확한 배치를 적용합니
다.

이 테이블 프리셋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설정이 있습니다.
• 피드 후 이중 역풍 페이지 141
• 첫 번째 시트의 프리로드 건너뛰기 페이지 143
• 가늠표 또는 모서리가 없는 경우 테이블 건너뛰기 페이지 143
• 테이블 건너뛰기 지연 시간(초) 페이지 143
• 재료 뒤집기 페이지 143

6.5.1.11 Mermaid Flexo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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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벨트와 Mermaid Automation 서버에 대한 연결이 필요합니다. 섹션  자동화 장치 페이지 275
를 참조하십시오.
시작을 누르면, iPC는 Flexo 플레이트가 워셔에서 테이블 뒤쪽으로 로드될 때까지 유휴 모드로 전환되고, 재
료 사양을 포함해 제작할 작업에 대한 정보가 서버에서 전송됩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로드하고 플레이트를 절단한 후, iPC는 서버에 다시 보고하고 다음 플레이트가 테이블에 제
공되고 새 작업 정보가 수신될 때까지 다시 유휴 모드로 들어갑니다.

제작을 자동으로 실행하려면 재료와 프리셋을 완전히 정의해야 합니다.

이 테이블 프리셋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설정이 있습니다.
• 피드 후 이중 역풍 페이지 141
• 테이블의 전면에 공급 페이지 141
• 시트 피딩 길이 페이지 142
• 첫 번째 시트의 프리로드 건너뛰기 페이지 143
• 사전로드 시트 페이지 142
• 가늠표 또는 모서리가 없는 경우 테이블 건너뛰기 페이지 143
• 테이블 건너뛰기 지연 시간(초) 페이지 143

6.5.2.  추가 설정

6.5.2.1 피드 후 이중 역풍

재료의 주름을 제거하기 위해 추가 역풍 시퀀스가 완료됩니다.

6.5.2.2 수동 진공 제어
진공 제어는 테이블 프리셋에 통합되어 있지 않지만 조작반의 버튼으로 처리됩니다.

6.5.2.3 테이블의 전면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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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의 전면에 시트를 자동으로 공급합니다.
피딩 길이는 옵션 대화 상자에서 테이블과 피더 간 거리와 작업 영역 길이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참고: 이 기능은 시트 피더 작업 전용입니다.

6.5.2.4 시트 피딩 길이

시트 피더를 사용할 경우 장치에서 시트를 이송하는 거리를 설정합니다.
값을 적절히 설정하면 최소 공급 시간이 보장됩니다. 이송 길이는 보통 시트 길이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약간
더 큽니다.
테이블 상단에 다중 시트가 있으면, 길이가 약간 작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다중 시트가 있으면 진공 고정이 극대화됩니다.
참고: 이 기능은 시트 피더 작업 전용입니다.

6.5.2.5 사전로드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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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시작 단계에서 로드할 시트 수를 지정합니다.
제작 시작 전, 시트를 둘 이상 넣어야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6.5.2.6 첫 번째 시트의 프리로드 건너뛰기

첫 번째 시트가 이미 테이블에 로드된 경우에 사용합니다. 하부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작업은 마지막으로 스캔
한 사진을 다시 사용합니다.
참고: 이 기능은 시트 피더 또는 보드 피더 작업 전용입니다.

6.5.2.7 가늠표 또는 모서리가 없는 경우 테이블 건너뛰기

가늠표 또는 모서리가 없는 경우 iPC는 시트 피드 또는 롤 피드 제작 과정에서 테이블을 자동으로 건너뜁니다.
테이블 건너뛰기 기능은 iPC가 자동으로 잘못 로드된 시트 또는 손상된 가늠표 또는 모서리에 의한 제작 중단
을 피함으로써 인위적 간섭을 최소화하여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참고: 2개의 연속 시트에서 가늠표 또는 모서리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실행이 중지됩니다.

6.5.2.8 테이블 건너뛰기 지연 시간(초)

테이블 건너뛰기 지연 시간(초) 필드에 시간(초)을 입력하면 테이블 건너뛰기가 지연됩니다.
이 기능은 약간의 시간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줍니다.

6.5.2.9 재료 뒤집기

이 기능을 사용하여 시트가 테이블의 길이 또는 너비를 중심으로 뒤집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섹션 
작업 반전을 포함한 작업 페이지 243 의 끝 부분에 있는 전환과 임의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기능은 하부 카메라와의 작업 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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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맞춤 정보

6.6.1.  가늠표 추가

완벽한 절취선을 따라 인쇄를 달성하기 위해, iPC 장치로 후가공을 앞둔 모든 인쇄된 작업에는 가늠표가 있어
야 합니다.
인쇄 및 절단 파일에 모두 가늠표를 추가하면 인쇄된 그래픽에 대한 절단 경로를 등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iPC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늠표의 배치와 총 개수는 필요한 절단 허용 오차와 왜곡에 대한 예측 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i-cut 레이아웃은 가늠표 추가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능을 가진 Esko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ai-cut에서도 동일한 이 알고리즘은 Illustrator®용 특수 플러그인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가늠표 추가 과정을 대폭 단순화시킬 수 있지만 여전히 이 절에서 설명한 기본 개념을 이
해해야 합니다.
ai-cu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i-cut 사용 페이지 335 을 참조하십시오.

4개의 가늠표와 왜곡된 그래픽으로 구성된 불량 삼
각 측정.

8개의 가늠표와 왜곡된 그래픽으로 구성된 향상된
삼각 측정.

iPC의 맞춤 기능을 이해하면 작업에 추가해야 할 가늠표와 해당 가늠표를 배치할 위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맞춤에 대한 내용은  맞춤 유형 페이지 71 을(를) 검토하십시오.
보정을 최적화하려면 가늠표는 절단 경로 내부를 중심으로 삼각형이 서로 조밀하게 마주보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가능한 경우). 엄격한 절단 허용 오차를 사용하는 작업은 더 많은 가늠표를 필요로 합니다.
가늠표가 많을 수록 각 삼각형 면적은 더 작아지고 iPC는 해당 영역에서 왜곡을 더 정확히 보정할 수 있습니
다.
다른 작업보다 더 중요한 작업에 특정 영역이 있는 경우 해당 영역에 더 많은 가늠표를 추가해야 합니다. 어떤
인쇄 작업에서든 발생하는 왜곡의 수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작업자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
다 더 많은 가늠표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나중에 iPC에서 불필요한 가늠표를 제거할 수 있지만 작업이 인쇄되면 더 많은 가늠표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단 테이블보다 긴 작업은 섹션에서 iPC로 나누어져 제작됩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가늠표를 추가하면 섹
션 사이에서 절단 경로의 맞춤 및 정렬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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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가늠표 유형

원: mm < D < mm 1/8인치 < D < 1/2인치

마스크: D >= d + mm D >= d + /인치

도넛: mm < D < mm 5/32인치 < D < 1/2인치

mm < T < D/ 3/64인치 < T < D/4

십자 표시: mm < D < mm 5/32인치 < D < 19/32인치

mm < T < D/ 3/64인치 < T < D/4

iPC는 원, 마스크, 도넛 및 십자 표시 등 가늠표의 네 가지 유형을 지원합니다.
이 기계는 가늠표를 검색하고 그 중 하나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따라서, 가늠표 유형을 지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원은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인쇄된 가늠표의 색과 배경 사이에 다량의 반사 또는 불
충분한 대비가 있으면 도넛 모양은 iPC에 더 나은 가늠표 판독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6.2.1 가늠표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 사항:
가늠표 레이어를 해석하는 규칙입니다.
• 닫힌 윤곽선은 지오메트리 중심에서 위치에 대한 하나의 가늠표입니다.
• 포인트가 3개인 곡선은 모서리 감지입니다.
• 포인트가 2개인 곡선은 테두리 감지입니다.

입력 파일에 2개의 교차선으로 만들어진 간단한 십
자 표시가 있는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2개의 모서리(A) 또는 3개의 테두
리(B)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지정된 닫힌 윤곽선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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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보정 유형

보정 유형은 iPC가 가늠표 읽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절단 경로를 맞추고 수정하는 방식을 지정합니
다.
사용 가능한 보정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치
• 맞춤 곡선
• 작업 이동
• 맞춤 레이어
• 선형 보정
• 전체 보정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여기서는 가늠표를 사용하지 않는 두 개의 맞춤 방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했습니다.
• 가늠표 없음, 눈금자 사용
• 테두리 인식

가늠표 없음, 눈금자 사용

눈금자에 대한 시트 위치는 정확한 절단선을 보장합
니다.

그것은 그래픽이 시트 모서리를 기준으로 올바른 자
리를 잡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참고:
• 이것은 절단 테이블에 눈금자를 장착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 도형과 기준점 간의 오프셋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이 방법은 해당 작업에 절단선으로 정렬해야 하는 그래픽이 포함된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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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 인식

시트 위치 알 수 없음, 잘못된 절단
선

테두리 인식으로 얻은 시트 위치 완전한 절단선
그것은 그래픽이 시트 모서리를
기준으로 올바른 자리를 잡기 위
한 전제 조건입니다.

참고:
• 시트 테두리와 도형 간 오프셋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작업에 대한 경계 상자).
• 직선 시트 모서리는 추정값입니다.
• 이 방법은 연결된 보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치
맞춤에서 가장 간단한 양식은 모든 레이어에서 모든 곡선을 하나로 회전 및 배치합니다.
곡선의 크기, 모양 및 상대적 위치는 모든 구조 디자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픽의 위치와 회전을 알 수 없음 가늠표를 사용하여 올바른 위치 얻기.

맞춤 곡선
각 곡선은 정확한 크기로 제작되고 모양은 파일에 의해 정의되지만 파일에서 모든 기타 곡선들로부터 개별적
으로 등록되고, 인쇄 작업에서 위치 및 회전 변경을 보정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작업에 많은 모양이 있고
각 모양이 원본 크기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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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의 위치 및 회전은 알려져 있지 않음. 가늠표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각 곡선의 위치 및 회
전 변경.

작업 이동
이것은 맞춤 곡선과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회전을 사용합니다.

• 각각의 곡선은 원본 크기 및 모양을 유지합니다.
• 각각의 곡선은 중력의 중심과 특정 곡선에 가까운 로컬 왜곡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동합니다.
• 각각의 곡선은 전체 측정된 회전에 따라 회전합니다.

그래픽의 위치와 회전을 알 수 없음 가늠표를 사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곡선의 위치를 개별적으로 수정합니다.
• 모든 곡선에 대하여 전체 계산된 회전에 따라 각

각의 곡선에 대한 회전을 수정합니다.

맞춤 레이어
맞춤 곡선과 유사하게, 이 가늠표 유형은 개별적으로 각각의 레이어를 보정합니다. 각 레이어의 모든 곡선은
정확한 크기, 모양 및 상대적 위치를 유지합니다.

선형 보정
이 가늠표 유형은 보정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제공합니다.
선형 보정을 선택하면, iPC는 각 곡선에 대한 평균 보정을 적용합니다. 모든 곡선의 크기, 모양, 오프셋 및 회
전은 인쇄된 그래픽의 선형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 변경됩니다. 선형 보정은 전체 보정이 우수한 맞춤 및 보정
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옵션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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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의 위치, 회전 및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가늠표를 사용하여 절단선의 위치, 회전 및 스케일
수정.

전체 보정
선택되면 iPC는 해당 점에 가장 가까운 3개의 가늠표 위치에 따라 개별적으로 모든 곡선 상에서 각 점의 위치
를 조정합니다.
이 기능은 오프셋, 스케일, 회전, 기울기 및 컴파운드 왜곡 등 왜곡의 모든 유형을 보정합니다. 전체 보정은 사
용 가능한 보정의 최고 수준을 제공하고 인쇄된 그래픽에 대한 절단 경로의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일치를 제공합
니다.

그래픽의 위치와 모양은 알려지지 않음. 가늠표를 사용하여 그래픽의 모양을 다시 산출.

6.6.4.  보정 유형 소개

각 작업에 대하여 하나의 가늠표 유형이 선택됩니다(열린 작업->제작 설정->맞춤).
다량의 블리드로 인쇄된 작업, 정확한 전체 크기를 유지해야 하는 작업 또는 정확한 상대 크기를 유지해야 하
는 칼선이 포함된 작업은 배치, 맞춤 곡선, 맞춤 레이어의 사용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각 경로 또는 경로 그룹의 바깥 쪽 테두리 주위에 있는 몇 개의 가늠표는 이 맞춤 유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합니다.
정확한 인쇄 맞춤에 맞추어 잘라내기 또는 정확한 바깥 쪽 경계 폭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전체 보정으로 제작
해야 합니다.
유연한 그래픽 또는 적용 그래픽과 같은 불안정한 재료는 대부분 적절한 맞춤에 대한 전체 보정을 필요로 합니
다. 단 유연한 재료는 종종 늘어납니다. 일부 응용 프로그램은 원래 크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히 작
업이 테이블보다 길면 보정 유형으로 맞춤 곡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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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인쇄와 같이 기존의 인쇄 방법으로 제작된 작업에는 다량의 왜곡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인쇄 작업은 일반적으로 왜곡이 덜 포함되지만, 정확도는 프린터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특히 유연한
기판에 작업을 인쇄할 경우 까다로운 허용 오차로 디지털 인쇄 작업을 제작하려면 여전히 보정이 필요합니다.

6.7.  iPC에 대한 파일 준비

6.7.1.  파일 형식

 iPC 입력 파일

iPC 가져오기에 대해 사용 가능한 파일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iPC 파일: .cut, .script, .cgf, .layout, .queue.
• 곡선 파일: .acm, .ard, .mfg, .dxf, .ai, .pdf, .cf, .ds., .cfg.
• 번들 파일: .dfscut, .zip.
Adobe Illustrator®는 파일 준비에 널리 사용되지만, 하나 이상의 호환 가능한 파일 형식을 출력할 수 있는
벡터 기반 설계 또는 도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C 파일, 설명

.cut
iPC에 바이너리 .cut 파일로 저장된 작업에는 파일에 저장된 모든 설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파일을 가져올 경우 적용된 프리셋이 없습니다.
참고: i-script 파일 확장자는 종종 .script가 아닌 .cut을 사용합니다.

i-script
I-script  워크플로에서 생성된 출력 파일입니다.
그래픽 파일에서 분리된 절단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i-script 파일의 파일 확장자는 일반적으로 .cut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script 페이지 336 을 참조하십시오.

.cgf
i-script와 매우 유사한 형식으로 .jdf 파일과 함께 번들 파일로 결합됩니다.

.layout
이 파일 형식에는 iPC 버전 2.1 이상과 함께 생성된 저장된 중첩된 레이아웃이 들어 있습니다.

.queue
순서대로 제작할 여러 작업을 포함하는 일괄 제작. 옵션 -> 연결 대화 상자에 지정된 일괄 제출 핫 폴더를 통해
파일이 일괄 처리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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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들 파일
.cgf 파일에서 잘라내기 데이터 및 jdf 파일에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인쇄 미리보기를 위한 png 파일
도 포함됩니다. 이 파일들은 함께 압축됩니다. DFS 응용 프로그램에서 왔을 경우 파일 확장명은 .zip 대
신 .dfscut입니다. 번들 파일의 재료 및 매핑 선택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섹션
JDF 워크플로 를 참조하십시오.

6.7.2.  절단 경로 정의

iPC로 가져온 작업마다 절단 경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선분, 호, Bezier 점 등으로 구성된 벡터 곡선으로
이러한 경로는 디자인 소프트웨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 또는 정의됩니다.
마감된 작업의 절단 품질은 사용자가 작성하는 절단 경로의 품질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iPC는 절단 경로 품
질을 최적화하고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불완전하게 그려진 경로의 절
단 결과는 불량해 집니다.
가장 좋은 절단 경로는 가장 간단하고 복잡한 디테일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감싸는 부드러운 곡선입니다.
불량한 절단 경로는 맞춤 기준보다 적거나 너무 크고, 과도한 수의 점을 통해 만들어진 거친 곡선으로 구성됩
니다. 래스터 그래픽의 벡터화는 종종 절단 전 수동으로 보정해야 하는 불량 곡선을 생성합니다. 인쇄된 그래
픽과 칼선 사이의 적절한 맞춤을 보장하기 위해, 각각의 절단 경로 및 가늠표는 인쇄 파일의 관련 그래픽 및 가
늠표와 완벽하게 정렬되어야 합니다.
ArtiosCAD와 같은 구조 설계 시스템에서 생성된 작업은 최고의 절단 품질을 위해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추가
적인 최적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단 및 인쇄 데이터는 동시에 생성되고 작업이 생성되기 전에 두 개의 파일로 분리됩니다. 이러한
파일 분리는 인쇄 전 수동으로 이뤄질 수 있거나, 그렇지 않고 작업이 디지털로 인쇄될 경우 i-script 워크플로
를 통해 호환 RIP 소프트웨어가 인쇄 장치로 출력하기 전에 파일을 자동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6.8.  도구 구성

Menu Bar->고급->도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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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은 도구 설정을 관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제공되는 도구 설정 도구가 다양한 레이어에 대해 선택된 경우 추기 설정에 사용됩니다.
초기 설정은 2가지입니다.
1. 설정이 도구에 관련된 것인가?
2. 그렇다면, 기본값은 무엇인가?
이 설정은 각 도구에 대하여 공급업체가 신중하게 정의한 것으로 자격을 갖춘 담당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에 사용될 경우, 도구 설정은 특정 작업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도구 설정을 수정해도 이 대화 상자에서 관리되는 일반 도구 설정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매개 변수의 유형 및 개수는 선택한 도구에 따라 변경됩니다.

각 도구에 대한 대화 상자는 표시되지 않지만 모든 도구가 포함된 매개 변수의 목록이 제공됩니다.

이름
드롭다운 목록에서 편집하려는 도구를 선택합니다.
참고: 드롭다운 목록에서 가능한 모든 도구가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 사이트에서, 하위 세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 도구에 사용되는 도구 유형을 선택합니다.
일부 도구의 경우 툴링 프리셋을 사용하면 올바른 도구 유형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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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도구 팁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 도구에 사용되는 나이프 블레이드, 밀링 비트 또는 크리싱 휠을 선택합니다.

속도
이 도구에 대한 실행 속도를 지정합니다.

가속
%로 사용할 가속을 지정합니다. 이 값은 사용 가능한 최대 가속값입니다.

골 깊이 기준
활성화된 경우 결 방향 깊이 및 골 방향 깊이를 독립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서 참조한 깊이

활성화된 경우 깊이는 재료 위에서 참조합니다.
비활성화된 경우 깊이는 절단 언더레이 상단에서 참조합니다.

세로 깊이

골 방향 깊이를 따라 칼선/접는선 깊이를 지정합니다.
재료 두께 또는 mm(인치)의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로 깊이

결 방향을 따라 칼선/접는선 깊이를 지정합니다.
재료 두께 또는 mm(인치)의 %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Tool Up 각도
방향 변경이 이 각도보다 높은 경우 해당 도구는 모서리에서 견인됩니다.
적용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Tool Up 각도는 Knife Tool에만 유효합니다.
• Tool Up 각도의 기본값은 30도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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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Up 각도는 다음의 경우 도입니다.

• 도구가 RotaCut Knife입니다.
• 도구에 래그 값이 있습니다.
• 도구에 원 조정 값이 있습니다.
• 도구에 너비 값이 있습니다.

도구 선택에서 중지 페이지 247
도구를 선택하면 실행이 중지되고 작업자의 개입을 기다립니다.
편집 필드에서 실행이 중지되면 표시될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편집 필드가 빈 경우, 기본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나이프 오버컷
오프셋을 선의 시작 및 끝 점에 추가합니다.
이 기능은 모서리에서 올바른 칼선을 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양수 및 음수 값 모두 허용됩니다.

원호에서 선으로 변환
모든 관련 도구에 대해 도구 구성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툴링 프리셋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값보다 작은 반경의 경우 원호에서 선으로 변환 섹션 참조
모양 최적화 페이지 196 .

회전 보정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어려운 재료 및 사용 사례에서 V-notch/베벨 칼선 품질을 최적화합니다. 이 기능은
나이프 블레이드를 사전 로드하고 시스템에서 기계적 유연성을 극복합니다.

원 조정
나이프로 절단할 경우 원의 품질을 조정하려면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합니다.
원의 반경을 증가/감소시키려면 값을 증가/감소시킵니다.
최적의 설정을 유지하려면 테스트 샘플을 사용합니다.

작업 반전
이 레이어를 시트의 반대  쪽에서 실행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천공 패턴
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 Pit - Pit 길이 지정
• 랜드 - 랜드 길이 지정
• 연속 이동 - 천공 패턴을 생성하는 동안 장비가 연속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해당 패턴은 측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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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지 않습니다.
멀티패스(M)
자세한 내용은 멀티패스 깊이 를 참조하십시오.

6.8.1.  깊이 제어, 도구

일부 도구의 경우 최대 허용 깊이가 제한됩니다.

도구 최대 허용 깊이(mm/인치)

HD 접는선 mm/.인치

접는선 도구 mm/.인치

MicroCut 도구 mm/.인치

드릴 도구 mm/.인치

밀링 도구 mm/.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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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작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지침은 별도의 장 - 소프트웨어 설치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iPC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Desktop 아이콘 또는 Windows 시작 메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7.1.  시작 순서
PC가 절단 테이블에 연결된 경우 이 시작 순서를 따릅니다.

1. 절단 테이블에 이물질이 없고 실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테이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절단 테이블 전원을 켭니다.

3.

데스크탑에서 iPC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4. 절단 테이블에 대하여 테이블 사용 설명서에서 기술한 것처럼 시작 순서를 완료합니다.
5. iPC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PC 화면에 나타나면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7.2.  순서 종료
다음 단계를 따라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1. 테이블에 대한 사용 설명서의 설명에 따라 절단 테이블을 종료합니다.
2. iPC는 Menu Bar->파일->종료를 사용하여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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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업 준비 및 실행

주: 이 장에서는 "기본적인" 작업 준비 방법을 설명합니다.

레이아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 레이아웃 페이지 215 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워크플로
각 단계를 표준화하여 최적의 제작 워크플로를 달성
합니다.

1 입력 파일 가져오기
재료 및 매핑 선택

2 작업 열기
올바른 툴링 프리셋, 최적화 프리셋 및 제작 프리셋
구성을 설정하려면 재료를 사용합니다.

3 작업 설정 수정.
올바른 도구가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작업 설정, 레이어 및 제작을 수정합니
다.
작업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4 재료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
재료 시트 - 진공 고정
롤 피드 - 재료 투입
시트 피더 - 재료 로드

5 시작을 눌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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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을 위한 준비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이미 준비 및 저장된 .cut 파일을 연 후 제작을 수행합니다.

2. 미리 정의된 설정을 사용하여 작업을 만듭니다.
• 적절한 재료를 선택합니다.
• 적절한 매핑을 선택합니다.
• 제작합니다.

3. 작업을 만듭니다(수동 설정).
이는 재료에 매핑된 프리셋이 없거나 설정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대안이 됩니다.

• 적절한 재료를 선택합니다.
• 적절한 매핑을 선택합니다.
• 적절한 툴링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 적절한 제작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 레이어 및 제작을 수정합니다.
• 제작합니다.

기본 워크플로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각 단계를 설명합니다.

8.1.  파일 가져오기

8.1.1.  내 작업 목록

8.1.1.1 내 작업 목록으로 파일 가져오기

                                                                                                                                                                                                             158 |

                                                                                                                                                                 i-cut Production Console .
사용 설명서



Menu Bar->파일->파일 열기

내 작업 수행->추가...

내 작업 수행->작업...->추가...

재료
선택된 입력 파일을 가져올 경우 사용할 재료 를 선택합니다.
기본 선택 시작 파일을 사용하면 재료 정보는 사용 가능할 경우 입력 파일에서 가져옵니다.

재료를 선택하면 재료에 적합한 툴링 프리셋뿐 아니라 제작 프리셋 및 최적화 프리셋 세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재료가 매핑되는 프리셋).
재료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료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페이지 108 을 참조하십
시오.
매핑
선택된 입력 파일을 가져올 경우 사용할 매핑 을 선택합니다.
다양한 매핑 선택은 정보를 입력 파일에서 iPC 작업으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규칙을 지정합니다.

8.1.1.2 내 작업 옵션

내 작업 목록에서 파일에 대한 여러 개의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내 작업->작업 정보 업데이트
• 작업 추정
• 목록에서 파일 추가 또는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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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매개 변수별로 정렬
자세한 내용은 내 작업 목록 을 참조하십시오.

8.1.2.  작업 열기

내 작업 목록에서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내 작업 수행->열기
작업은 내 작업 목록에서 현재 선택된 파일을 기반으로 열립니다.

내 작업 수행->작업->열기.
작업은 내 작업 목록에서 현재 선택된 파일을 기반으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업 열기 를 참조하십시오.

8.2.  열린 작업

Job Bar->작업 선택

작업이 열리면 열린 작업에 대한 작업 탭이 강조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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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

열린 작업에 대한 다양한 보기 가능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대/축소 영역 정의 확대 축소

창에 작업 채우기 창에 절단 테이블 채우기 테이블 눈금자 표시
(제작 보기)

눈금자 표시
(레이어 보기)

경계 상자 재료 크기 표시
(제작 보기)

파크 위치 표시
(제작 보기)

곡선점 표시
(레이어 보기)

곡선 방향 표시
(레이어 보기)

도구 경로 표시 점 편집
(레이어 보기)

진공 영역 표시
(제작 보기)

기준점 표시
(제작 보기)

작업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 작업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

8.2.2.  열린 작업, 편집

열린 작업에 대한 다양한 편집 가능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작업 수정  - 전체 작업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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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 수정  - 선택된 곡선을 편집합니다.
• 곡선점 수정  - 단일 곡선의 점을 편집합니다.

8.3.  레이어 준비

제작 준비는 2개의 기본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 레이어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 제작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8.3.1.  레이어 설정, 수동

8.3.1.1 레이어 편집
각 레이어에 대하여 사용하려는 도구 및 도구 매개 변수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린 작업, 레이어 를 참조하십시오.

8.3.2.  재료를 사용한 레이어 설정

재료를 선택합니다.
재료를 선택하여 재료에 매핑된 툴링 프리셋의 사전 정의된 세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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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툴링 프리셋을 통한 레이어 설정

툴링 프리셋을 선택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목록의 맨 위에서 사용 가능한 마지막으로 사용된 툴링 프리셋의 목록에서 툴링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 툴링 프리셋 선택 시 다음을 사용합니다.  툴링 프리셋 선택 마법사 페이지 39

양쪽 선택 모두 레이어 설정을 제공합니다.
그 후에는 레이어 설정을 수정하고 다음 방법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툴링 프리셋으로 저장"을 사용하여 저장합니다.
• "현재 툴링 프리셋 업데이트"를 사용하여 업데이트합니다.

8.3.4.  레이어 수정

레이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린 작업, 레이어 를 참조하십시오.

8.4.  제작 준비
제작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선택한 프리셋을 수정하거나 나만의 제작 설정을 만들기 위해 사용 가능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8.4.1.  매수

열린 작업->제작 설정->복사 및 품질

이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설정합니다.

• 매수 - 제작하려는 매수를 지정합니다. 추가 정보
• 품질 - 원하는 성능을 선택합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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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재료 취급

열린 작업->제작 설정->재료 취급

섹션  테이블 프리셋 페이지 136 을 참조하십시오.

8.4.3.  맞춤

열린 작업->제작 설정->맞춤

이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지정합니다.
• 가늠표 유형 - 가늠표, 테두리 인식, 테두리 및 가늠표, 하부 맞춤 또는 테이블 눈금자를 사용하려면 선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맞춤 유형 페이지 71 을 참조하십시오.

가늠표 사용
• 보정 유형 - 보정 유형을 선택합니다.
• 검색 영역 - 카메라가 가늠표를 검색하는 영역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 첫 번째 가늠표에 대한 확인 요청 - 작업에서 첫 번째 가늠표에 대하여 항상 확인을 기다립니다.
• 적응형 맞춤 - 높은 속도 또는 높은 정밀도 등 맞춤 최적화의 필요 여부를 선택합니다.

테두리 인식 사용
• 시트 위치 - 주 기준점부터 작업에 대한 직사각형까지의 거리를 지정합니다.
• 테두리 거리 확인 - 사용할 측정 거리를 지정합니다.
• 방향 확인 - 측정할 방향을 선택합니다.
• 감지 모드 - 사용할 감지 모드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맞춤 페이지 71 을 참조하십시오.

8.4.4.  위치

열린 작업->제작 설정->위치

이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설정합니다.
• 기준점 - 사용하려는 기준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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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오프셋 제거 - 열린 작업의 왼쪽 모서리 아래는 현재 선택된 기준점 + 재료 위치 + 작업 오프셋에 배
치됩니다.

• 오프셋.
오프셋은 다음 두 가지 섹션으로 나뉩니다. 재료 위치 및 작업 오프셋.
재료 위치 - 선택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시트에 대한 X 및 Y 오프셋을 입력합니다.
작업 오프셋 - 시트의 테두리를 기준으로 작업 경계 상자에 대한 오프셋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치 페이지 75 을 참조하십시오.

8.4.5.  단계 반복

열린 작업->제작 설정->단계 반복

이 대화 상자에서 X 및 Y를 따라 하나의 테이블에 대하여 배치할 매수를 지정합니다.
단계 또는 간격 값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계 반복 페이지 78 을 참조하십시오.

8.4.6.  도구 헤드 파킹

열린 작업->제작 설정->도구 헤드 파킹

작업이 끝나면 파크 위치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구 헤드 파킹 페이지 79 을 참조하십시오.

8.5.  작업 저장
제작 준비 프로세스의 어떤 단계에서나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열린 작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Menu Bar->파일->작업 저장

Menu Bar->파일->다른 작업으로 저장...

열린 작업은 iPC의 .cut 형식을 사용하여 저장됩니다.
iPC에서 레이어, 제작 설정 또는 도형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면 해당 작업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관련 정보는 외부 형식에 적용되지 않는 .cut 형식으로 유지됩니다.
저장된 작업 파일을 열려면 표준 파일 열기 기능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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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작업 실행

작업을 실행하는 간단한 예가 아래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보다 복잡한 작업에 대해서는
대체 작업(고급) 페이지 215 .

8.6.1.  작업 실행

열린 작업을 시작하려면 조작반에서 시작을 누릅니다.

실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작됩니다.

- 절단 테이블이 가동 중이고 실행할 준비가 되었음
절단 테이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작업이 올바로 준비됨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실행 준비 완료 페이지 37

8.6.2.  작업 실행, 맞춤 없음

가늠표를 사용하지 않는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특정 단계입니다.
1. 이러한 작업에는 가늠표 레이어가 없습니다.
2. 절단 테이블에 재료 시트를 올립니다.
3. 고정 기준점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기준점을 기준으로 재료 시트를 올바로 배치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목적

을 위해 테이블 눈금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용자 지정 기준점을 사용할 경우 기준점이 정확히 시트 상에 위치되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절단 테이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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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작업 실행, 가늠표 읽는 중

가늠표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특정 단계입니다.
1. 이 작업에는 가늠표 레이어와 도구 유형 = 카메라가 포함됩니다.
2. 가늠표를 사용하는 맞춤을 활성화합니다.
3. 적절한 보정 유형을 선택합니다.

8.6.3.1 가늠표 확인

선택 범위:
• 자동 카메라 감지
• 수동 맞춤

재료에서 발견된 가늠표와 작업 보기에서 강조 표시
된 가늠표가 동일하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키보드 화살표 또는 조작반을 사용하여 올바른 표시
로 조그합니다.
올바른 표시가 발견되면 확인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가늠표인지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똑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 키보드로 입력합니다.
• 조작반에서 시작을 누릅니다.

가늠표 사이에서 이동

마지막 가늠표로 이동

첫 번째 가늠표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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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2 카메라 설정 조정

맞춤 대화 상자 > 카메라 설정

다른 재료를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카메라 밝기 및 대비 조정에 대한 슬라이더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6.4.  작업 실행,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한 맞춤

사용 가능한 카메라가 없는 경우 레이저 포인터는 맞춤에 사용합니다.
따라야 할 특정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작업에는 가늠표 레이어와 도구 = 카메라가 포함됩니다.
2. 가늠표를 사용하는 맞춤을 활성화합니다.
3. 적절한 보정 유형을 선택합니다.
레이저 포인터는 포인팅 장치로 사용됩니다.

8.6.5.  작업 실행, 테두리 인식 사용

열린 작업->제작 설정->맞춤->가늠표 유형->테두리 인식.

테두리 인식을 사용하는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특정 단계입니다.
1. 이 작업에는 시트 테두리부터 도형(직사각형)까지 정의된 오프셋이 있습니다.

이 거리는 제작 설정->위치->오프셋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테두리 인식을 사용하는 맞춤을 활성화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테두리 인식 사용 페이지 74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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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작업 편집(고급)

곡선에 대한 모든 도면 및 편집은 일반적으로 파일을 iPC로 가져오기 전에 사용되는 CAD 시스템/작업 준비
소프트웨어로 완료됩니다.
iPC는 설계 프로그램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가져온 파일에 대하여 사소한 항목을 수정하는 몇 가지 기
본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도구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 작업 수정
• 곡선 수정
• 곡선점 수정

9.1.  작업 수정
작업 수정 기능으로 열린 작업을 하나의 항목으로 수정합니다.

9.1.1.  90도 시계 방향 회전

Menu Bar->작업->90도 시계 방향 회전

열린 작업이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됩니다.

9.1.2.  90도 반시계 방향 회전

Menu Bar->작업->90도 반시계 방향 회전

열린 작업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됩니다.

9.1.3.  가로 대칭

Menu Bar->작업->미러(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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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작업이 가로로 미러됩니다.

9.1.4.  미러(세로)

Menu Bar->작업->미러(세로)

열린 작업이 세로로 미러됩니다.

9.1.5.  이중선 및 순서 제거

Menu Bar->작업->이중선 및 순서 제거

이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 예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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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하나씩 완료되도록 프로그래밍된 정사각형
세트로 구성된 작업이 있습니다.

이중선 및 순서 제거 기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선을 제거하여 절단 품질을 개선합니다.
• 모서리 통과 수를 줄여 절단 품질을 개선합니다.
• 도구 작업 및 모서리 통과 수를 줄여 전반적인 성

능을 높입니다.
• Tool Up 이동을 줄여 전반적인 성능을 높입니

다.

직선을 따르는 선분은 하나씩 실행됩니다.

모든 X축 선이 먼저 실행됩니다.

이어서, Y축 선이 실행됩니다.

9.1.6.  이중선 제거 및 간격에 걸쳐 연결

Menu Bar->작업->이중선 제거 및 간격에 걸쳐 연결

이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 예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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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하나씩 완료되도록 설계된 정사각형 세트로
구성된 작업이 있습니다.
각 정사각형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간격을 가로 질러 선
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중선 제거 및 간격에 걸쳐 연결 기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선을 제거하여 절단 품질을 개선합니다.
• 모서리 통과 수를 줄여 절단 품질을 개선합니다.
• 도구 작업 및 모서리 통과 수를 줄여 전반적인 성

능을 높입니다.
• Tool Up 이동을 줄여 전반적인 성능을 높입니

다.

직선을 따르는 선분은 하나의 연속선에 결합됩니다.

모든 X축 선이 먼저 실행됩니다.

이어서, Y축 선이 실행됩니다.

주: 이 기능이 작동하기 위한 최대 간격 크기는 12mm/0.47인치입니다.

작업이 복잡하면 기능을 수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시된 것처럼 단계 반복에 가장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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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제작에 최적화

Menu Bar->작업->제작에 최적화

제작에 최적화 대화 상자에서 최적화 유형을 선택합니다.

• 최적화, 표준 페이지 117
• 최적화, 샘플 제작 페이지 119
참고: 최적화 유형 = No Optimization은 최적화 프리셋의 일부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9.1.7.1 표준 최적화

표준 최적화는 주로 그래픽 워크플로에서 사용되는 파일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열린 곡선 연결

서로 근접하는 곡선 단면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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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곡선 연결 선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능을 개선합니다.
• 절단 품질을 개선합니다.
d = 최대 거리를 지정합니다(곡선 연결 허용).

작은 곡선 거부
작고 독립적인 곡선 요소는 생략됩니다.
작은 곡선 거부 선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치 않는 곡선 및 분리된 점을 제거합니다.
• 성능을 개선합니다.
• 절단 품질을 개선합니다.
d = 최대 크기(생략 가능한 곡선 단면)를 지정합니다.

오버컷 무시

각도가 특정 한계보다 큰 경우 선은 잘라지고 절단 방향이 수정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나이프 오버컷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곡선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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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실행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규칙을 지정합니다.
일반 용도:
종종 밀링 과정에서 경로의 왼쪽 표면은 오른쪽보다 더 매끄럽습니다.
이 기능은 제품 품질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곡선 내부에 대한 곡선 방향 반전

곡선 실행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규칙을 지정합니다.
이것은 곡선 방향 설정 기능에 대한 확장입니다(상기 참조).
파란색 부분이 해당 제품이고 내부 및 외부 표면을 부드럽게 하려면 내부 곡선에 대한 곡선 방향을 반전합니
다.

9.1.7.2 최적화, 샘플 제작
샘플 제작에 최적화는 일반적으로 골판지 및 접는 상자 설계를 위한 최대 칼선과 접는선 품질을 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

• 대부분의 샘플 제작 작업은 레이어 유형 칼선 및 접는선에만 적용됩니다.
• 이 기능의 적합성은 CAD/작업 준비 소프트웨어에서 출력하는 동안 최적화를 수행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샘플 제작에 최적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Esko ArtiosCAD에서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파라미터는 다음 범주에서 선택합니다.

• 일반  - 일반 최적화 기능입니다.
• 둥근 슬롯  - 좁은 슬롯에서 뜯는 선을 무시하는 기능입니다.
• 오버컷/모서리  - 모서리에서 뜯는 선과 오버컷을 무시하는 기능입니다.
• 접는선 위  - 크리싱 과정에서 성능을 개선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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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접는선 컷백 및 퍼프 휠 컷백

접는선/퍼프 휠 품질을 향상하고, 원하는 위치 밖의 선을 피합니다.
d - 선을 단축할 때 사용하는 거리입니다.

두 번째 결 반대 방향 도구에 대한 레이어 추가
결 반대 방향 접는선에 대한 새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별도의 레이어를 추가할 경우, 결 따라 접는선 / 결 반대 방향 접는선에 대하여 다른 설정 또는 툴링으로 유연
한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간격으로 잘라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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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개선합니다.

주: 작업이 복잡하면 일정 간격으로 잘라내기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단계 반복에 가장 적합합니다.

열린 곡선 연결

서로 근접하는 곡선 단면을 연결합니다.
열린 곡선의 최대 거리를 하나의 곡선으로 지정합니다.
열린 곡선 연결 선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능을 개선합니다.
• 절단 품질을 개선합니다.
d = 최대 거리를 지정합니다(곡선 연결 허용).

작은 곡선 거부
작고 독립적인 곡선 요소는 생략됩니다.
작은 곡선 거부 선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치 않는 곡선 및 분리된 점을 제거합니다.
• 성능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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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 품질을 개선합니다.
d = 최대 크기(생략 가능한 곡선 단면)를 지정합니다.
둥근 슬롯

둥근 슬롯 메서드, 연속 절단

재료 뜯기에 대한 위험도.
d - 뜯는 간격. 둥근 슬롯 메서드가 작동하는 최대 거리입니다.
a - 뜯는 각도. 둥근 슬롯 메서드가 작동하는 최대 각도입니다.

둥근 슬롯 메서드, 마지막 선 반전

                                                                                                                                                                                                             178 |

                                                                                                                                                                 i-cut Production Console .
사용 설명서



재료 뜯기에 대한 위험도가 감소합니다.

둥근 슬롯 메서드, '짧은' 선을 마지막으로 잘라내기

재료 뜯기에 대한 위험도가 감소합니다.
오버컷/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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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교차점에서 반전

재료 뜯기에 대한 위험도가 감소합니다.

Split lines connecting corners

모서리의 절단 품질을 개선합니다.

자동 둥근 모서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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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서리의 절단 품질을 개선합니다.
r - 반경. 모서리 반경입니다.
L - 인접 선분의 길이. 이 기능은 모서리에 대하여 작동합니다(L: 지정 값보다 높음).
접는선 위

칼선부터 접는선까지의 최대 길이

접는선은 칼선 상단에서 계속됩니다.
성능을 개선합니다.
L - 이 기능이 작동하는 선 요소의 최대 길이입니다.

접는선 위까지의 최대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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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는선은 간격을 가로질러 계속됩니다.
성능을 개선합니다.
L - 이 기능이 작동하는 간격의 최대 길이입니다.

9.1.8.  내부 오프셋 제거

Menu Bar->작업-> 내부 오프셋 제거

내부 오프셋 제거

입력 파일에서 사용되는 (0.0)으로부터 모든 오프셋은 제거됩니다. 열린 작업의 왼쪽 모서리 아래는 현재 선택
된 기준점 + 재료 위치 + 작업 오프셋에 배치됩니다. 이 모서리는 사각형 왼쪽 모서리 아래입니다. 기능은 주로
파일-새로 만들기로 작성된 작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iPC로 가져온 작업의 경우 최적화 프리셋에서의 설정에
따라 파일에서 오프셋이 무시되거나 열렸을 때 작업 오프셋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내부 오프셋 제거"는 작
업의 (일부가) iPC에서 제거, 이동 또는 배율 조정된 경우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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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분판 레이어로 열린 곡선 이동

Menu Bar->작업->분판 레이어로 열린 곡선 이동

밀링 도구를 사용하는 전체 밀링 등의 일부 기능은 적절한 동작을 위해 닫힌 곡선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기능은 열린 곡선과 닫힌 곡선을 분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9.2.  곡선 수정
곡선 수정은 열린 작업에서 선택된 곡선에 대하여 실행됩니다.

9.2.1.  곡선 선택

하나의 곡선 선택

마우스 포인터를 사용하여 수정하려는 곡선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곡선은 강조 표시됩니다.

여러 곡선 선택

1) Ctrl이 활성이면 마우스 포인터를 사용하여 수정하려는 곡선을 선택합니다.
2) 마우스 포인터를 사용하여 원하는 곡선을 중심으로 사각형을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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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곡선은 강조 표시됩니다.

9.2.2.  이동...

Menu Bar->곡선->이동...

Ctrl+M

표시된 방향은 선택된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 방향을 말합니다.
표준 보기가 선택되면 +X 방향인 것입니다.

표준 보기가 선택되면 +Y 방향인 것입니다.

거리 또는 위치 중에서 선택합니다.

거리
선택된 곡선을 이동할 거리를 지정합니다.

위치
선택된 곡선에 대한 새 좌표(X 및 Y)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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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좌표에 대한 앵커 포인트를 선택합니다(X 및 Y).

곡선 가운데
지정된 좌표는 선택된 곡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합니다.

곡선 왼쪽 아래
지정된 좌표는 선택된 곡선 왼쪽 모서리 아래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본 유지
원본 선택된 곡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본 선택된 곡선이 생성되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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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곡선 조그

Menu Bar->곡선->곡선 조그

Alt + Left, Alt + Right, Alt + Up, Alt + Down

선택된 곡선을 이동하려면 키보드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9.2.4.  곡선 배율

Menu Bar->곡선->스케일...

Ctr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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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율 또는 크기별로 스케일

스케일
선택된 곡선 스케일 과정에서 사용하려는 배율을 지정합니다.

크기
선택된 곡선에 대한 새 전체 크기를 지정합니다.

가로 세로 비율 유지(M)
선택하면 원래 곡선에 대한 X/Y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곡선 가운데에서 확장
스케일은 선택된 곡선 가운데를 기준으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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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왼쪽 아래에서 확장
스케일은 선택된 곡선 왼쪽 모서리 아래를 기준으로 실행됩니다.

원본 유지
원본 선택된 곡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본 선택된 곡선이 생성되면 스케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9.2.5.  미러 곡선

Menu Bar->곡선->미러...

Ctrl+Shif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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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옵션에 따라 선택된 곡선을 대칭으로 하거나 뒤집습니다.
곡선은 세로 또는 가로로 대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로(상/하)(V)
세로 대칭을 지정합니다.

가로(좌/우)(H)
가로 대칭을 지정합니다.

선택된 곡선 가운데
선택된 미러는 선택된 곡선 가운데를 기준으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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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곡선 가운데
선택된 미러는 모든 곡선 가운데를 기준으로 실행됩니다.

작업 영역 가운데(W)
선택된 미러는 실제 작업 영역 가운데를 중심으로 실행됩니다.

원본 유지
원본 선택된 곡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본 선택된 곡선이 생성되면 대칭을 이룰 수 있습니다.

9.2.6.  곡선 회전

Menu Bar->곡선->회전...

Ctrl+Shif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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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곡선 또는 전체 작업을 회전해도 작업의 골/결 방향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골/결 방향을 변경하려면 Menu Bar->작업->90o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으로 할 수 있습니
다.

시계 방향/반시계 방향
회전 방향을 지정합니다.

선택된 곡선 가운데
회전은 선택된 곡선 가운데를 기준으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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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곡선 가운데
회전은 모든 곡선 가운데를 기준으로 실행됩니다.

작업 영역 가운데(W)
회전은 작업 영역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실행됩니다.

원본 유지
원본 선택된 곡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본 선택된 곡선이 생성되면 회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9.2.7.  곡선 병합

Menu Bar->곡선->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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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중첩 곡선은 곡선 병합 기능을 사용하여 하나의 연속적인 곡선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 레터 모양 등 여러 개체로부터 하나의 모양을 만드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곡선 교체
새 곡선은 기존 곡선을 대체합니다.

새 레이어 생성
새 곡선은 새 레이어에 배치됩니다.
새 레이어 이름을 지정합니다.

9.2.8.  곡선 방향 반전

Menu Bar->곡선->곡선 방향 반전

Ctrl+Shift+I

선택된 곡선에 대한 실행 방향이 반전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절단 방향을 최적화하기 위한 곡선 분할 등 기타 편집 기능과 결합할 경우에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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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리드인/리드아웃

Menu Bar->곡선->리드인/리드아웃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은  리드인/리드아웃 페이지 279 을(를) 참조하십시오.

9.2.10.  도구 오프셋

Menu Bar->곡선->도구 오프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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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0.1 도구 오프셋

도구 오프셋은 밀링 과정에서 최종 제품의 정확한 크기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링 비트 직경에 대한 보정은 레이어 매개 변수인 도구 오프셋 및 도구 직경으로 이뤄집니다.
이러한 편집 기능을 사용하는 주요 이유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레이어 오프셋 값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Kiss Cut 레이어 외부에서 특정 오프셋이 있는 절단 레이어를 추가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도구 직경
사용하려는 도구의 직경을 지정합니다. 오프셋은 직경의 반까지 설정됩니다.

위치
도구가 닫힌 곡선 외부 또는 내부 중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지정합니다.
전체 밀링.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작은 곡선 전체 밀링
전체 밀링은 닫힌 곡선의 전체 영역을 칩으로 밀링하는 기능입니다. 작은 이물질 조각이 흡입 시스템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이 기능은 임계값보다 작은 모든 닫힌 곡선을 전체 밀링하는 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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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방향
이 도구에 대한 실행 방향을 지정합니다.

기존 곡선 교체
새 곡선은 기존 곡선을 대체합니다.

새 레이어 생성
새 곡선은 새 레이어에 배치됩니다.
새 레이어 이름을 지정합니다.

9.2.10.2 전체 밀링

Menu Bar->곡선->도구 오프셋->위치->전체 밀링

전체 밀링은 닫힌 곡선의 전체 영역을 밀링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선택된 곡선을 전체 밀링하는 데 사용합니다.

9.2.11.  모양 최적화

Menu Bar->곡선->모양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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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는 지정된 허용 오차를 선과 호로 다시 그림으로써 곡선의 절단 성능을 개선합니다.
곡선은 제작 과정에서 자동으로 최적화되지만, 곡선 최적화 기능은 제작이 발생하기 전 곡선 최적화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곡선 최적화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허용 오차
곡선은 지정된 허용 오차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최적화됩니다.
낮은 값은 입력 파일의 품질을 유지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성능은 향상되지만, 절단 품질은 특정 형상 및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자동 줄 바꿈
이 기능은 길이가 긴 선을 지정된 선분으로 나눕니다.
예제:
절취선에 따라 인쇄 정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유연한 재료에서 큰 사각형을 절단하려고 합니다.
가늠표가 아무리 많고 사각형의 모서리만 보정하더라도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짧은 선은 더 정확한 절취선에 따라 인쇄 정렬을 허용합니다.
참고: 자동 줄 바꿈은 Menu Bar->편집->옵션->제작에서 모든 작업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값보다 작은 반경의 경우 원호를 선으로 변환:
이 함수는 각 세그먼트 사이의 나이프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은 선분의 원호를 변환합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
면 지정된 반경보다 작은 모든 원호에 최적화가 적용됩니다.
이 방법은 두꺼운 재료로 된 작은 반경을 자를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호원를 자를 때 뒤틀림이나 칼끝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 만들기
지정된 반경을 가진 원형 모서리는 날카로운 모서리로 변환됩니다.

원형 모서리 만들기
날카로운 모서리는 지정된 반경을 가진 원형 모서리로 변환됩니다.

기존 곡선 교체
새 곡선은 기존 곡선을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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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레이어 생성
새 곡선은 새 레이어에 배치됩니다.
새 레이어 이름을 지정합니다.

곡선 대 선

곡선 대 선은 Knife Tool에만 적용됩니다.
반경은 곡선 대 선 기능이 실행될 최대 반경입니다.
직선의 각도 매개 변수는 고정됩니다.
이 기능의 주된 목적은 절단 나이프 블레이드에 대한 각도 및 측면 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을 직선으로 분할하면 됩니다.
나이프는 두 개의 선 사이의 모서리에서 들어올려져 두 번째 선 끝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에서, 나이프는 첫번
째 선에 맞게 내려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나이프 블레이드가 위쪽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 나이프 블레이드가 전에는 절단이 없었던 재료로 내려갑니다.

주: 이 기능은 절단 속도를 대폭 줄입니다.

9.2.12.  곡선 제거

Menu Bar->곡선->곡선 제거...

Del

선택된 곡선을 제거합니다.
다음을 완료하려면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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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곡선 단면 수정

9.3.1.  곡선 단면 선택

9.3.1.1 점 편집 모드 시작

도구 모음->점 편집

Menu Bar->곡선->점 편집

9.3.1.2 곡선 단면 선택
마우스 포인터로 곡선 단면을 선택합니다.

9.3.1.3 곡선 단면 편집 메뉴
곡선 단면을 가리키는 동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곡선 단면 편집 메뉴가 나타납니다.

• 모서리 추가
• 원호 추가
• Bezier 추가
• 곡선 분할
• 곡선 닫기
• 가늠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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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모서리 추가

선택된 곡선 단면->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모서리 추가

현재 위치에서 모서리점을 추가합니다.
현재 위치 - 마우스 포인터를 사용하여 선택된 곡선에 대한 위치를 가리킵니다.

9.3.3.  원호 추가

선택된 곡선 단면->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원호 추가

현재 위치에서 원호점을 추가합니다.
현재 위치 - 마우스 포인터를 사용하여 선택된 곡선에 대한 위치를 가리킵니다.

9.3.4.  Bezier 추가

선택된 곡선 단면->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Bezier 추가

현재 위치에서 Bezier 점을 추가합니다.
현재 위치 - 마우스 포인터를 사용하여 선택된 곡선에 대한 위치를 가리킵니다.

9.3.5.  곡선 분할

선택된 곡선 단면->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곡선 분할

선택된 곡선점->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곡선 분할

곡선 단면 제거
현재 가리키는 곡선 단면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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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길이 간격 크기가 있는 간격은 현재 위치에 삽입됩니다.
현재 위치 - 마우스 포인터를 사용하여 선택된 곡선에 대한 위치를 가리킵니다.

9.3.6.  곡선 닫기

선택된 곡선 단면->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곡선 닫기

선택된 곡선점->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곡선 닫기

선택된 열린 곡선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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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가늠표 추가

선택된 곡선 단면->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가늠표 추가

선택된 곡선점->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가늠표 추가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가늠표 추가

새 가늠표는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서 만들어집니다.

                                                                                                                                                                                                             202 |

                                                                                                                                                                 i-cut Production Console .
사용 설명서



X 및 Y 위치
가늠표에 대한 좌표를 지정합니다.
여기에 값을 입력하면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덮어쓰게 됩니다.

가운데/왼쪽 아래
좌표가 작업 가운데 또는 왼쪽 모서리 아래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크기
새 가늠표 크기를 지정합니다.

레이어
새 곡선에 대한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가늠표 레이어는 기본값입니다.

9.4.  곡선점 수정

9.4.1.  점 선택

9.4.1.1 점 편집 모드 시작

도구 모음->점 편집

Menu Bar->곡선->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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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 곡선점 선택
마우스 포인터로 곡선점을 선택합니다.

9.4.1.3 곡선점 편집 메뉴
곡선점을 가리키는 동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곡선점 편집 메뉴가 나타납니다.

• 점 편집
• 점 제거
• 부드럽게
• 가늠표 추가
• 시작점으로 사용
• 리드인/리드아웃 추가
• 곡선 분할
• 곡선 닫기

9.4.2.  점 편집

선택된 점->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점 편집

선택된 점을 새 위치로 이동합니다.

X/Y
새 위치에 좌표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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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모서리 유형을 지정합니다.

• 모서리
• 원호 - 새 점은 원호에 있는 하나의 점입니다.
• Bezier - 새 점은 Bezier 곡선에 있는 하나의 점입니다.
• True Type
• 보우
• 접선

9.4.3.  점 제거

선택된 점->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점 제거

선택된 점은 삭제됩니다.

9.4.4.  부드럽게

선택된 점->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부드럽게

원호와 Bezier 점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점을 자동으로 재배치하여 인접 점으로/에서 부드럽게 전환되도록
합니다.

9.4.5.  가늠표 추가

선택된 곡선 단면->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가늠표 추가

선택된 곡선점->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가늠표 추가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가늠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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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늠표는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서 만들어집니다.

X 및 Y 위치
가늠표에 대한 좌표를 지정합니다.
여기에 값을 입력하면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덮어쓰게 됩니다.

가운데/왼쪽 아래
좌표가 작업 가운데 또는 왼쪽 모서리 아래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크기
새 가늠표 크기를 지정합니다.

레이어
새 곡선에 대한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가늠표 레이어는 기본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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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시작점으로 사용

선택된 점->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시작점으로 사용

선택된 점은 시작점으로 사용됩니다.

9.4.7.  리드인/리드아웃 추가

선택된 점->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리드인/리드아웃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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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은  리드인/리드아웃 페이지 279 을(를) 참조하십시오.

9.4.8.  곡선 분할

선택된 곡선 단면->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곡선 분할

선택된 곡선점->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곡선 분할

곡선 단면 제거
현재 가리키는 곡선 단면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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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길이 간격 크기가 있는 간격은 현재 위치에 삽입됩니다.
현재 위치 - 마우스 포인터를 사용하여 선택된 곡선에 대한 위치를 가리킵니다.

9.4.9.  곡선 닫기

선택된 곡선 단면->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곡선 닫기

선택된 곡선점->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곡선 닫기

선택된 열린 곡선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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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새 도형 추가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

사용 가능한 메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늠표 추가
• 정사각형 추가
• 원 추가
• 타원 추가
• 직사각형 추가
이는 사용자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다 놓았을 때, 곡선이 선택되지 않았거나 선택한 곡선에서 멀리 클릭
했을 때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키를 끌었다가 놓으면 가늠표 추가를 제외한 모든 메뉴 항목
이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이 경우 정사각형 추가, 원 추가, 타원 추가 또는 직사각형 추가를 선택하면 대화 상
자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마키 크기에 따라 모양이 그려집니다.

9.5.1.  가늠표 추가

선택된 곡선 단면->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가늠표 추가

선택된 곡선점->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가늠표 추가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가늠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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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늠표는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서 만들어집니다.

X 및 Y 위치
가늠표에 대한 좌표를 지정합니다.
여기에 값을 입력하면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덮어쓰게 됩니다.

가운데/왼쪽 아래
좌표가 작업 가운데 또는 왼쪽 모서리 아래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크기
새 가늠표 크기를 지정합니다.

레이어
새 곡선에 대한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가늠표 레이어는 기본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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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정사각형 추가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정사각형 추가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서 정사각형을 추가합니다.

X 및 Y 위치
새 정사각형에 대한 좌표를 지정합니다.
여기에 값을 입력하면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덮어쓰게 됩니다.

가운데/왼쪽 아래
좌표가 작업 가운데 또는 왼쪽 모서리 아래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크기
정사각형 크기를 지정합니다.

레이어
새 곡선에 대한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9.5.3.  원 추가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원 추가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서 원을 추가합니다.

                                                                                                                                                                                                             212 |

                                                                                                                                                                 i-cut Production Console .
사용 설명서



X 및 Y 위치
새 원에 대한 좌표를 지정합니다.
여기에 값을 입력하면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덮어쓰게 됩니다.

가운데/왼쪽 아래
좌표가 작업 가운데 또는 왼쪽 모서리 아래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크기
새 원 크기를 지정합니다.

레이어
새 곡선에 대한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9.5.4.  타원 추가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타원 추가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서 타원을 추가합니다.

X 및 Y 위치
새 타원에 대한 좌표를 지정합니다.
여기에 값을 입력하면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덮어쓰게 됩니다.

가운데/왼쪽 아래
좌표가 작업 가운데 또는 왼쪽 모서리 아래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크기
새 타원 크기(X/Y)를 지정합니다.

레이어
새 곡선에 대한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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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직사각형 추가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직사각형 추가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서 직사각형을 추가합니다.

X 및 Y 위치
새 직사각형에 대한 좌표를 지정합니다.
여기에 값을 입력하면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덮어쓰게 됩니다.

가운데/왼쪽 아래
좌표가 작업 가운데 또는 왼쪽 모서리 아래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크기
새 직사각형 크기(X/Y)를 지정합니다.

레이어
새 곡선에 대한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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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체 작업(고급)

10.1.  단계 반복

열린 작업->제작 설정->단계 반복

열린 작업에 대한 하나 이상의 사본을 원할 경우 단계 반복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계 반복 페이지 78 을 참조하십시오.

10.2.  작업 레이아웃

10.2.1.  소개

My Job Actions > 레이아웃 만들기...

상이한 디자인을 병합하고 이들을 하나의 작업으로 처리할 경우 작업 레이아웃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능은 비인쇄 재료에만 적용됩니다.

 준비 자료

• 재료는 iPC에서 정의됩니다.
• 재료 크기는 IPC에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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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플로 개요

레이아웃을 생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 작업 목록에서 여러 작업을 선택합니다.

 2 레이아웃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3 작업 레이아웃이 생성됩니다.
이름은 "새 레이아웃 1"입니다.

 4 필요한 경우 재료 및 재료 크기를 선택하거나 변경합니다.

 5 레이아웃을 수정합니다. 작업을 추가합니다. 작업을 제거합니다.

 6 레이어 및 도구를 준비합니다.

 7 제작 설정을 준비합니다.

 8 작업을 실행합니다.

 일부 규칙

재료 소개
일반적으로 작업은 작업 레이아웃에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선택합니다.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된 작업에 사용된 재료가 작업 레이아웃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작업 레이아웃, 레이어 설정 및 제작 설정을 번갈아 전환
일반 워크플로는 작업 레이아웃 > 레이어 설정 > 제작 설정 순입니다.
변경된 사항에 따라 작업 레이아웃으로 돌아가 수정 작업을 수행하면 레이어 설정 및 제작 설정에서 이뤄진 변
경 사항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하기 전 레이아웃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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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작업 레이아웃 만들기

내 작업 목록에서 레이아웃에 사용할 작업을 선택합
니다.
여러 작업을 선택하려면 Ctrl 또는 Shift 버튼을 길
게 누릅니다.

내 작업 수행 > 레이아웃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새 작업 레이아웃이 생성됩니다.

10.2.3.  작업 레이아웃 기능

1 - 새 작업 탭이 열리며 이름은 새 레이아웃 1입니다.
2 - 새 레이아웃 탭이 생성됩니다.
3 - 레이아웃 작업 목록을 사용하면 레이아웃에서 파일을 검색, 선택 또는 드롭할 수 있습니다.
4 - 재료 및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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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레이아웃 미리보기
6 - 레이아웃 도구 모음

 세부 정보

3 - 레이아웃 작업 목록
이 목록에는 내 작업 목록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작업이 표시됩니다.
기본 열은 작업 이름, 재료, 골, 사본 및 배치됨입니다.
배치됨 열은 시트에 배치된 작업을 표시합니다.
작업 크기도 표시됩니다.
다른 열을 선택할 수 있고(오른쪽 마우스 클릭) 열을 다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4 - 재료 및 설정

사용하려는 재료를 선택합니다.
리소스 관리자 -> 재료  참조

사용하려는 재료 크기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재료의 골 방향이 표시됩니다.
왼쪽 아이콘은 골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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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및 간격 설정

여백 - 시트 테두리 쪽으로 여백을 만듭니다.

작업 간 간격, 수직 축을 지정합니다.

작업 간 간격, 수평 축을 지정합니다.

참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아웃에 대한 설정이 적용됩니다.

레이아웃을 업데이트하려면 자동 배열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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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레이아웃 미리보기
레이아웃은 레이어 및 제작 탭의 미리보기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테이블 보기 방향과 동일하게) 표시됩니
다.
6 - 레이아웃 도구 모음

Zoom 창

확대

축소

작업에 맞추기

보드에 맞추기

테이블에 맞추기

왼쪽으로 90o 회전
선택된 작업이 90o 왼쪽으로 회전됩니다.
선택된 작업의 구조적 방향에 따라 버튼이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떻게든 작업을 회전하려면 먼저 작업의 구조적 방향을 변경해야 합니다.

왼쪽으로 180o 회전
선택된 작업이 180o 왼쪽으로 회전됩니다.

자동 정렬
모든 작업은 경계 상자에 따라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여백과 간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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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반복
하나의 선택된 작업에 대한 단계 반복을 지정합니다.

세로축을 따라 복사 매수를 지정합니다.

가로축을 따라 복사 매수를 지정합니다.

사본 사이의 간격, 수직축을 지정합니다.

사본 사이의 간격, 가로축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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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작업 복제
작업의 새 인스턴스는 기본 채우기/스택 방향 설정에 따라 배치됩니다.

가로 스택 방향
기본 채우기/스택 방향 지정

세로 스택 방향
기본 채우기/스택 방향 지정

[삭제] 삭제 키를 누르면 선택된 작업 인스턴스가 즉시 제거됩니다.

10.2.4.  추가 작업 레이아웃 기능

 레이아웃에 작업 추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레이아웃에 작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레이아웃 작업 목록에서 레이아웃 미리보기 창으로 작업을 끌어다 놓습니다.

• 내 작업 목록에서 새 레이아웃작업 탭으로 작업을 끌어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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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작업 목록에서 작업을 선택하고 레이아웃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레이아웃에서 작업 이동

작업을 선택하고 시트에서 작업을 끌어옵니다.
작업은 시트 또는 여백 밖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작업 상태는 제작 준비되지 않음으로 설정됩니다.

 스냅 기능

작업이 레이아웃 안으로 이동하면 스냅 기능이 활성
화되어 작업의 경계 상자에서 작동합니다.
하나의 작업이 다른 작업과 가까워지면 스냅 기능은
작업이 수평 또는 수직의 같은 선을 따라 배치되도록
합니다.
스냅 기능 활성은 두 작업 사이에 실선으로 표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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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형 단계 반복

복사 포인터는 커서가 선택 핸들에 가까울 때 표시됩니다.

클릭하고 마우스 커서로 끌어옵니다.
원래 선택된 작업은 파란색 경계 상자로 계속 표시되
지만 반복 영역은 핸들을 포함하여 검정색으로 표시
됩니다.
원하는 매수가 준비될 때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
옵니다.
핸들을 놓습니다.

참고:

• 간격이 정의되면 해당 간격은 반복 영역을 끌었을 때 표시됩니다.
• 대화형 단계 반복은 하나의 작업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자동 병합

레이어 탭을 누르는 즉시 레이아웃에서 모든 작업에 대한 병합 프로세스가 이뤄집니다.
레이어의 자동 병합은 일반 레이어 유형을 기반으로 이뤄집니다. 이 때문에 레이어에서 레이아웃으로 돌아가
면 변경 내용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저장

파일 > 다른 이름으로 레이아웃 저장...

사용 가능한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레이아웃 저장(.layout)
저장된 레이아웃은 내 작업 목록에서 레이아웃으로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으로 저장하면 모든 레이어 및 제작 설정이 손실됩니다.
레이아웃을 제작 파일(.cut)로 저장
모든 정보는 표준 제작 작업으로 저장됩니다.
작업을 다시 열면 레이아웃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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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테이블보다 긴 작업

작업(모든 곡선/윤곽/모양)이 실제 작업 영역보다 길면 iPC는 작업을 여러 섹션으로 분리하는 기능을 지원합
니다. 이러한 섹션은 자동으로 생성되며 제작 보기에 파란색 분할 선과 함께 표시됩니다. 이 기능은 일반적으
로 롤 피드 및 긴 배너 제작에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전 조건을 충족하면 이 기능이 활성화되고 테이블보다 긴 작업을 처리하는 즉시 실행할 준비가
됩니다.
• 작업이 X 방향의 작업 영역/기계 길이보다 길지만, Y 방향의 작업 영역 안에 맞출 수 있습니다.
• 작업 상태가 "작업 제작 준비됨"이고, 적절한 모든 도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절단 테이블이 컨베이어 벨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 가늠표 간의 권장 중심 거리는 200mm입니다. 정확도가 불충분하면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올바르게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설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테이블보다 긴 작업에 대한 기본 옵션 설정은 섹션 iPC 구성의 섹션  테이블보다 긴 작업 페이지 287 을

참조하십시오.
• 맞춤에 대한 보정 유형 선택.

•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보정 유형 페이지 146
• iPC 활용의 소프트 사이니지에 대한 인쇄 보정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 맞춤을 정의할 때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섹션  가늠표 사용 페이지 72 에서  -F- 곡선 앵커
페이지 74  및  -G- 재료 회전 무시 페이지 74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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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유형 맞춤 곡선(작업의 원래 절단 크기 유지)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첫 번째 섹션의 가늠표 판독만 기
준으로 하여 전체 작업의 배율 및 회전 감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곡선의 원래 크기와 모양을 유
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물 및 기타 불안정한 재료를 절단 때 이러한 작업 절단이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닙니
다.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쇄 프로세스에 주의해야 합니다.

10.3.1.  테이블보다 긴 작업을 위한 분할선

 자동 생성된 분할 선

iPC는 자동으로 분할선을 생성하고, 작업을 섹션으로 분할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
니다. 분할은 사용 가능한 가늠표, 작업의 크기 및 테이블의 크기를 기준으로 수행됩니다. 분할은 가장 작은 섹
션이 처음에 절단되는지 또는 마지막으로 절단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작업이 제작 준비가 되기 전에는 분할선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분할 선의 수동 이동

마우스를 사용하여 분할 선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조인트의 위치를 제어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곡선 사이에 일부 가늠표와 가깝게 분할 선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업 영역은 섹션의 최대 길이를 정의합니다.
• 한 테이블 길이 내의 최대 분할 선 수는 2개입니다.
• 이동한 후에는 매번 각 섹션이 다시 계산됩니다. 필요한 경우 새로운 분할 선이 자동으로 추가되거나 제거

됩니다.
• 시작 포인트(주 기준점, 패널 기준점, 작업 오프셋 또는 시트 오프셋)를 이동하면 새로운 분할 선이 생성됩

니다. 수동으로 변경하기 전에 시작 포인트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 기준점 및 제작 탭의 오프셋으로 정의된 것보다 + X 방향으로 더 먼 위치에서 카메라가 첫 번째 가
늠표를 발견하는 경우 첫 번째 섹션에 여분의 피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이 테이블 영역
밖에서 끝나는 경우 여분의 분할 선이 추가됩니다.

테이블보다 긴 작업 예:

                                                                                                                                                                                                             226 |

                                                                                                                                                                 i-cut Production Console .
사용 설명서



섹션 1에서 절단 섹션 2에서 절단

10.3.2.  테이블보다 긴 작업 옵션

테이블보다 긴 작업에 다음 세 가지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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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 간 강제 절단 오버랩
• 입력한 거리만큼 겹치도록 절단 경로를 연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료가 왜곡되더라도 프레임 간의

조인트가 완전히 절단됩니다. 이는 피드 간에 섬유가 남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직물에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 피드 전체의 가늠표 읽기용 버퍼
• 공급 후 키 가늠표를 다시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째 프레임 이후의 모든 프레임에 대한 최소 버퍼 영역

을 정의합니다. 가늠표 간의 거리가 입력한 거리보다 큰 경우, iPC는 가늠표 간의 거리를 기반으로 더
큰 값을 자동으로 제안합니다. 피드 길이와 후속 프레임 길이는 버퍼 영역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줄어
듭니다.

• 재료 스트레치를 위한 절단 버퍼
• 인쇄된 그래픽의 재료 스트레치를 수용하기 위해 테이블 뒷면에 버퍼 영역을 정의합니다. 최대 프레

임 길이는 입력한 거리만큼 줄어들어 인쇄된 작업이 절단 파일보다 긴 경우에도 작업 영역 내에서 각
프레임을 절단할 수 있습니다.

10.4.  Quick Box, ArtiosCAD 기준

10.4.1.  ArtiosCAD 기준, 소개

ArtiosCAD Standards에서 열기는 Kongsberg 절단 테이블용 iPC 제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추가 기능입니
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표준 골판지 및 접는 상자의 준비 및 제작에 대한 간단한 워크플로를 제공하는 것입니
다.
이 솔루션은 라이브러리에서 디자인을 선택하고, 치수를 입력하고, 절단 파일을 생성하는 Esko의 ArtiosCAD
기능을 사용하는 CAD-X 구현을 기반으로 합니다.
절단 파일은 자동으로 iPC에서 열리고, 테이블에서 절단 준비를 끝냅니다.
ArtiosCAD를 설치하고 프론트 엔드 PC에서 CAD-X에 대하여 ArtiosCAD를 구성하는 것은 이 기능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은 iPC 설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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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osCAD 기준에서 열려면 라이센스 키가 필요합니다.

10.4.2.  ArtiosCAD 기준으로 작업하기

Menu Bar->파일->ArtiosCAD 기준에서 열기

10.4.2.1 소개
워크플로는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각 단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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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2 새 상자 선택 및 정의

ArtiosCAD Standards에서 열기 - 기능에서 표준
카탈로그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그룹에서 선택합니다.

표준 상자 목록에서 원하는 표준(템플릿)을 선택하
고 확인을 누릅니다.

사용하려는 보드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사용할 치수를 입력합니다.
다음을 눌러 다음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참고:
메뉴 및 매개 변수의 개수는 선택된 표준에 따라 다
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CAD-X 미리보기 대화 상자로 직접
이동합니다.
이것은 기본 설정이 매개 변수 나머지에 대해 올바른
지 알고 있는 경우에 권장되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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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선택 메뉴에서 기본 설정을 수락 또는 선택하
고 다음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CAD-X 미리보기 대화 상자로 직접
이동합니다.
이것은 기본 설정이 매개 변수 나머지에 대해 올바른
지 알고 있는 경우에 권장되는 선택입니다.

올바른 설정을 확인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CAD-X 미리보기 대화 상자로 직접
이동합니다.
이것은 기본 설정이 매개 변수 나머지에 대해 올바른
지 알고 있는 경우에 권장되는 선택입니다.

올바른 설정을 확인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CAD-X 미리보기 대화 상자로 직접
이동합니다.
이것은 기본 설정이 매개 변수 나머지에 대해 올바른
지 알고 있는 경우에 권장되는 선택입니다.

올바른 설정을 확인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CAD-X 미리보기 대화 상자로 직접
이동합니다.
이것은 기본 설정이 매개 변수 나머지에 대해 올바른
지 알고 있는 경우에 권장되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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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설정을 확인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CAD-X 미리보기 대화 상자로 직접
이동합니다.
이것은 기본 설정이 매개 변수 나머지에 대해 올바른
지 알고 있는 경우에 권장되는 선택입니다.

올바른 설정을 확인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작업이 내 작업에서 iPC에 표시됩니다.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는 카탈로그에서 선택한 재료
와 가장 일치하는 iPC 재료를 선택합니다. 또한 원하
는 매핑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10.5.  바코드에 대한 작업

Menu Bar->파일->바코드를 통해 열기

지원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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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워크플로

재료 시트를 테이블 상단에 올립니다.
바코드를 통해 열기... 기능을 호출하면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폴더 이름
입력 파일이 있는 폴더 이름 경로.
매핑
작업에서 레이어를 보정하기 위해 디자인을 매핑하
는 가장 효율적인 매핑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Kongsberg Default"를 사용하
여 올바로 매핑됩니다.
재료 및 설정
파일/사용자 정의 설정에서
[제작에 대한 올바른 재료를 선택합니다. 잘 준비된
설치에서 재료는 작업 제작 방법을 완전히 정의하는
기본 절단 프로파일 또는 툴링 프리셋, 최적화 프리
셋 및 제작 프리셋의 조합을 사용합니다.]

• 시작을 누릅니다.
• 조그를 사용하여 바코드가 카메라 사진 내에 보

이는 위치에서 카메라를 이동합니다.

•

수락을 눌러 바코드를 사용하고 계속합니다.
• 바코드가 판독되면 해당 입력 파일이 열립니다.
• 입력 파일의 구조와 바코드를 통해 열기의 선택

이 올바른 경우 해당 작업은 제작 준비가 된 것입
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작업은 레이어 및 제작
설정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 계속하려면 시작을 누르십시오.
•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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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코드를 건너뛰려면 건너뛰기를 누릅니다.

• 입력 파일 폴더 이름은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이동할 때 기억됩니다.
• 테이블 상단의 바코드 위치는 하나의 작업에서 다음 작업까지에서도 기억됩니다.

10.6.  바코드를 통한 제작

10.6.1.  소개

Menu Bar->파일->바코드를 통한 제작 시작

지원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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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순서도, 바코드를 통한 제작

1 - 바코드를 포함한 작업 만들기
작업은 업스트림 응용 프로그램에서 생성됩니다(예:
Esko의 i-cut 레이아웃).
2 - 작업 저장
작업 파일은 iPC 바코드 폴더에 저장됩니다.
3 - iPC에서 바코드를 통한 제작 시작...
대화 상자에서 해당 작업에 대한 매개 변수를 설정합
니다.
입력 파일 및 리소스가 해당 재료(표준 레이어 이름
또는 색 및 재료 정보 포함)에 맞게 올바로 구성되어
있으면 다음을 추가할 때 제작 준비가 완료됩니다.
• 올바른 매핑, 일반적으로 Kongsberg Default
• 파일에서 재료 및 설정
4 - 테이블에 바코드가 있는 재료 놓기
5 - 시작 누르기
카메라 보기가 나타납니다.
6 - 바코드 찾기
수동 조그로 카메라를 바코드 위에 배치합니다.
바코드가 감지되는지 확인합니다.
7 - 바코드 읽기
바코드 정보를 기준으로 올바른 작업 파일 판독이 이
뤄집니다.
8 - 실행
재료는 입력 파일 및 작업 설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9- 재료 취급
테이블 실행이 완료된 후, 완성된 재료는 작업 영역
밖으로 이동하고 새 재료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작업은 작업 설정(테이블 프리셋)을 기준으로 합
니다.

이 작업은 더 이상 제작할 것이 없거나 작업자 작업
으로 인해 제작이 멈출 때까지 계속됩니다.

10.6.3.  절차

재료 시트를 테이블 상단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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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를 통한 제작 시작 기능을 호출하면 마법사가 시작됩니다.

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파일 처리

• 입력 파일이 검색된 폴더 이름 경로.
참고: 파일은 다음 순서로 검색됩니다.
1. 내 작업 목록에 정확히 일치하는 읽기 바코드가 있는 파일
2. 지정된 폴더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있는 파일
3. 기록에서 정확한 일치가 있는 파일
4-6. 1-3과 같지만 정확한 이름이 일치하지 않음(이름이 바코드 텍스트로 시작하는 파일)
여러 개의 일치가 있을 경우 모든 일치가 선택 대상으로 표시됩니다.

• 사용할 매핑,  매핑 프리셋 페이지 130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기본 골/결 방향
테이블 처리 준비
바코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해야 할 일:

• 작업을 건너뛰고 계속합니다. 다음 작업이 로드됩니다. 3개의 연속 사본에 바코드가 없으면 제작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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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 제작 중지
테이블 프리셋

• 테이블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주: 바코드를 읽기 전에 용지 넣기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로드 절차에 대한 테이블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바코드가 읽혀지면 사용할 프리셋은 선택된 재료에 의해 결정됩니다.

재료 및 설정

• 파일에서 - 입력 파일에서 재료 정보를 가져오는 기본 설정입니다. 파일에서 중요한 정보를 사용할 수 없
는 경우 사용자 정의 설정이 사용됩니다. .

• 사용자 정의 설정 - 사용자 정의 설정에 정의된 설정이 사용됩니다.
사용자 정의 설정

사용할 재료 및 작업 설정을 지정합니다.
확인 묻기:

• 첫 번째 작업만
• 사용 안 함
• 항상
자동 제작을 얻으려면, 첫 번째 작업만 또는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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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을 누릅니다.
• 조그를 사용하여 바코드가 카메라 사진 내에 보

이는 위치에서 카메라를 이동합니다.

•

수락을 눌러 바코드를 사용하고 계속합니다.
• 바코드가 판독되면 해당 입력 파일이 열립니다.
• 입력 파일의 구조와 바코드를 통한 제작 시작의

선택이 올바른 경우 해당 작업은 제작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작업은 레이어 및
제작 설정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 작업은 판독 가능한 바코드를 사용하는 테이블에

•

이 바코드를 건너뛰려면 건너뛰기를 누릅니다.

• 바코드 위치는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이동할 때 기억됩니다.

다른 재료를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카메라 밝기 및 대비 조정에 대한 슬라이더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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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일괄 제작

10.7.1.  소개

일괄 제작은 사용자 개입 없이 (일반적으로) 여러 작업을 순서대로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포함된 파일은 연결
에 정의된 특수 일괄 폴더 제출로 보내야 합니다(섹션  연결 페이지 286  참조). 파일은 이 폴더로 전송된 순
서대로 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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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순서도, 일괄 제작

1 - 작업 만들기
작업은 업스트림 응용 프로그램에서 생성됩니다.
2 - 작업 보내기
작업 파일은 일괄 폴더 제출로 전송됩니다. 파일
은 내 작업 목록에 나타나지만, 활성 배치 파일
(.queue)에도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3 - iPC에서 활성 배치 파일 두 번 클릭
4 - 제작 설정 확인
팝업된 대화 상자에서 해당 작업에 대한 매개 변수를
설정합니다. 입력 파일 및 리소스가 해당 재료(표준
레이어 이름 또는 색 및 재료 정보 포함)에 맞게 올바
로 구성되어 있으면 다음을 추가할 때 제작 준비가
완료됩니다.
• 올바른 매핑, 일반적으로 Kongsberg Default
• 파일에서 재료 및 설정
5 - 테이블이나 자동화 장치에 재료 올려 놓기
6 - 시작 누르기
카메라 보기가 나타납니다.
7 - 실행
재료는 입력 파일 및 작업 설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8 - 재료 취급
테이블 실행이 완료된 후, 완성된 재료는 작업 영역
밖으로 이동하고 새 재료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작업은 작업 설정(테이블 프리셋)을 기준으로 합
니다.

이 작업은 배치에 더 이상 파일이 없거나 작업자 작
업으로 인해 제작이 멈출 때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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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절차

재료 시트를 테이블 상단에 올립니다.
.queue 파일을 두 번 클릭하면 자동 제작 시작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또한, 배치에서의 작업을 나열하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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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파일 처리

• 입력 파일이 검색된 다른 폴더 이름 경로.
참고: 파일은 다음 순서로 검색됩니다.
a 배치 파일에서 정의된 파일과 이름이 일치하는 내 작업 목록의 파일
b 지정된 폴더에서 일치하는 항목이 있는 파일
c 기록에서 일치하는 파일
여러 개의 일치가 있을 경우 모든 일치가 선택 대상으로 표시됩니다.

• 사용할 매핑,  매핑 프리셋 페이지 130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기본 골/결 방향
테이블 처리 준비
재료 로드 방법 선택
테이블 프리셋

• 테이블 프리셋 선택
이때, 최초 로드 절차에 대한 테이블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그 후 사용할 프리셋은 선택한 재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료 및 설정

• 파일에서 - 입력 파일에서 재료 정보를 가져오는 기본 설정입니다. 파일에서 중요한 정보를 사용할 수 없
는 경우 사용자 정의 설정이 사용됩니다.

• 사용자 정의 설정 - 사용자 정의 설정에 정의된 설정이 사용됩니다.
사용자 정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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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재료 및 작업 설정을 지정합니다.
확인 묻기:

• 첫 번째 작업만
• 사용 안 함
• 항상
자동 제작을 얻으려면, 첫 번째 작업만 또는 사용 안 함을 선택합니다.

시작을 누릅니다
배치의 첫 번째 파일이 열립니다.

• 입력 파일의 구조와 자동 제작 시작의 선택이 올바른 경우 해당 작업은 제작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작업은 레이어 및 제작 설정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 배치에 더 많은 파일이 있는 한 배치는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10.8.  작업 반전을 포함한 작업
작업 반전은 작업을 양쪽에서 수행해야 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작업 반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눈금자 기준
• 카메라 기준
사용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이든 하드웨어에 따라 다르며 다음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접는선 양면에서 수행해
야 할 경우 눈금자 기반 작업 반전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인쇄 맞춤에 대해, 시트를 뒤집어서 다른 쪽에서
처리하기 전에 가늠표를 판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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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Bar->고급->도구 구성

Menu Bar->레이어->레이어 편집...

열린 작업->레이어 탭->레이어 편집

아래의 예는 Menu Bar -> 고급 -> 도구 구성에서 작업 반전의 구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작업 반전은
레이어 탭 페이지 44 :

상태 1: 선택한 도구가 뒷면 작업을 허용합니다. 꺼짐.
상태 2: 선택한 도구가 뒷면 작업을 허용합니다. 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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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은 재료가 테이블 길이 기준으로 뒤집어졌음을 의미합니다(X축).
임의는 재료가 테이블 너비 기준으로 뒤집어졌음을 의미합니다(Y축).

기호는 테이블이 정면에서 보인다고 가정합니다.

10.8.1.  왼쪽 및 오른쪽 눈금자를 기준으로 작업 반전

10.8.1.1 워크플로

1단계 - 시트는

오른쪽 눈금자를 향해 정렬됩니다.
작업 반전이 완료됩니다.

2단계 - 시트는 왼쪽 눈금자를 향해 뒤집힙니다.
작업의 나머지가 완료됩니다.

작업 반전의 일반적인 용도는 보통 후면에서 준비하는 재료의 전면에 접는선을 추가하려고 할 경우에 사용됩
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테이블에 왼쪽 및 오른쪽 눈금자가 HW 구성에 물리적으로 장착 및 선택되었고 작업에
가늠표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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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카메라 사용에 의한 작업 반전

10.8.2.1 워크플로

1단계 - 가늠표와 모서리는 카메라에서 판독합니다. 2단계 - 시트가 뒤집히고(넘겨짐 또는 회전됨) 카메
라가 모서리에서 판독합니다.
작업에서 다른 모든 레이어가 처리됩니다.

카메라에 대한 작업 반전의 현재 제한은 모든 레이어(가늠표 레이어 제외)가 뒷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테이블에 도구 헤드가 설치되었고 작업에 가늠표가 있어야 합니다.

10.8.3.  단계 반복과 결합된 작업 반전

10.8.3.1 단계 반복 및 왼쪽 및 오른쪽 눈금자와 결합하여 작업 반전을 합니다.
단계 반복으로 정의된 각 사본에 대하여 먼저 오른쪽 눈금자와 왼쪽 눈금자 순서로 시트를 이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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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2 단계 반복 및 카메라와 결합하여 작업 반전을 합니다.
단계 반복으로 정의된 각 사본에 대해, 시트를 뒤집어 가늠표와 테두리를 읽어야 합니다.

10.9.  도구 선택에서 중지

Menu Bar->고급->도구 구성

이 기능은 실제 레이어를 실행하기 전 실행을 멈추는 데 사용합니다.
이 사용에 대한 한 가지 예는 작업 도중 밀링 비트를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구 구성 페이지 151 을 참조하십시오.

주: 도구 홀더에서 실제 도구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 도구 선택에서 중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10.  멀티패스(M)

10.10.1.  일반 도구 구성

Menu Bar->고급->도구 구성

                                                                                                                                                                                                             247 |

                                                                                                                                                                 i-cut Production Console .
사용 설명서



10.10.2.  열린 작업->멀티패스 깊이

10.10.2.1 열린 작업에 대한 도구 구성

열린 작업->레이어 탭->레이어 편집

Menu Bar->레이어->레이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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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 및 멀티패스는  밀링 기능 페이지 52 에서 설명합니다.

10.10.2.2 일반
멀티패스 깊이
각 패스에서 가공할 최대 깊이를 지정합니다.

측정/재료 두께
재료 두께를 작업 시작 단계에서 이뤄진 재료 두께 측정값으로부터 가져올 것인지 지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께를 지정합니다.
재료 두께는 각 패스의 깊이를 산출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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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두께
웹 두께는 접는선 및 나이프 절단 작업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밀링 및 멀티패스는 별도의 장 에서 설명합니다.

마감 패스 오프셋
마감 패스는접는선 및 나이프 절단 작업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밀링 및 멀티패스는 별도의 장 에서 설명합니다.

10.11.  MultiZone 제작

10.11.1.  소개

10.11.1.1 개념

MultiZone 제작 과정에서 절단 테이블 작업 영역은
2개 이상의 작업 영역으로 분리됩니다.
각각의 작업 영역은 절단 테이블에서 하나 이상의 진
공 영역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사용 가능한 작업 영역 수는 실제 기계 모델
에 따라 다릅니다.
진공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제 기계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본 설명서에서는 2개의 작
업 영역 1과 2가 있는 기계를 사용합니다.

작업이 올바로 준비된 경우 MultiZone 제작 워크플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하나의 재료 시트는 작업 영역 1에 놓여 있습니다.
2. 작업을 시작합니다.
3. 작업 영역 1의 작업이 처리되는 동안 하나의 재료 시트에 대한 작업 영역 2를 준비합니다.
4. 작업 영역 1의 처리가 완료되면 작업 영역 2의 작업 처리는 작업 영역 2를 준비로 표시한 경우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는 정의된 파킹 위치에서 작동을 멈춥니다.
5. 가공된 재료를 작업 영역 1에서 제거하고 새 재료 시트를 로드합니다.
6. 프로세스가 반복됩니다.

다른 작업 영역에 대한 진공은 프로세스의 통합된 일부로서 자동으로 켜졌다 꺼집니다.

10.11.1.2 MultiZone 제작 초기화 방법

열린 작업->제작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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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Zone 제작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MultiZone 제작 테이블 프리셋 (1)을 선택합니

다.
• 적절한 진공 영역 구성 (2)을 선택합니다.
• 매수를 1 (3)로 지정합니다.

10.11.2.  사용자 인터페이스

MultiZone 제작 과정에서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
창은 절단 테이블의 영역과 일치하는 작업 영역으로
분리됩니다.
다음 그림은 작업 영역 1과 2를 나타낸 것입니다.
각 영역의 맨 위에는 Status Bar(3)가 있습니다.
Status Bar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Status Bar
를 눌러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합니다.

10.11.2.1 Status Bar 기능

제작 중
이 작업 영역에 대한 제작은 진행 중입니다.
이 아이콘은 라이브 진행을 나타냅니다.

작업자를 기다리는 중(재료 교체)
이 상태는 하나의 작업 영역에서 제작이 완료되면 설정되며 이 작업 영역은 제작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가공된 재료는 작업 영역에서 제거합니다.
새 재료를 작업 영역에 넣습니다.
Status Bar 버튼을 눌러 제작 준비 완료 상태로 들어갑니다
참고: 트래버스는 사용자가 Status Bar 버튼을 눌러 제작 준비 완료 상태로 들어가야만
이 영역 위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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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준비 완료
가공된 재료는 작업 영역에서 제거되고 새 재료가 그 자리에 놓입니다.
Status Bar 버튼을 누르면 제작 준비 완료 상태로 들어갑니다
참고: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작업자를 기다리는 중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작됨
이 상태는 제작이 완료되고 다른 작업 영역이 제작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 설정됩니다.
작업 영역이 준비되면 시작을 눌러 계속합니다.

10.11.3.  워크플로, GUI에서 제어

10.11.3.1 워크플로

1 - 작업을 준비합니다.
iPC에서 준비된 작업이 표시됩니다 (1).
절단 테이블 (2)에서 작업 영역 1에 재료 시트를 올
립니다.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시트 위치를 표시합니다
(3).
테이프 위치는 이 영역에서 제작된 다음 시트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진공 영역
기본적으로 작업 영역과 연결된 모든 진공 영역이 선
택됩니다.

적절한 재료 고정을 달성하려면 실제 작업에 최적화
되도록 진공 영역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는 지능형 진공 제어 를 사용합니다.

2 - 시작을 누릅니다.
작업 영역 1은 제작 중 상태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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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료를 작업 영역 2에 로드합니다.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시트 위치를 표시합니다
(1).
테이프 위치는 이 영역에서 제작된 다음 시트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iPC에서 Status Bar 버튼을 눌러 작업 영역 2에서
제작 준비 완료 상태로 들어갑니다

4 - 작업 영역 1에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영역 2에서 작업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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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작업 영역 1에서 재료를 교체합니다.
준비되면 Status Bar 버튼을 눌러 작업 영역 1에서
제작 준비 완료 상태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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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작업 영역 1이 제작 준비 완료인 상태입니다.
작업 영역 2에서 작업은 완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7 - 작업 영역 2가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영역 1에서 작업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작업 영역 2에서 재료를 교체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매수가 완료될 때까지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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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4.  워크플로, MultiZone 제작 MZP

10.11.4.1 멀티존 패널

• 1 - 준비 표시등
• 2 - 준비 버튼
• 3 - 진공 켜기 버튼
• 4 - 진공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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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4.2 워크플로

1 - 작업을 준비합니다.
iPC에서 준비된 작업이 표시됩니다 (1).
절단 테이블 (2)에서 작업 영역 1에 재료 시트를 올
립니다.
하나의 MZP 눈금자 스티커를 넣어 시트 위치를 표
시합니다 (3).
모서리 위치는 이 영역에서 제작된 다음 시트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준비 표시등
양쪽 준비 표시등 모두 켜집니다. 즉,
• 제작 영역을 준비합니다.
• 준비가 되면 준비 버튼을 누릅니다.

진공 영역
기본적으로 작업 영역과 연결된 모든 진공 영역이 선
택됩니다.

적절한 재료 고정을 달성하려면 실제 작업에 최적화
되도록 진공 영역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는 지능형 진공 제어 를 사용합니다.

2 - 준비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영역 1은 제작 중 상태로 들어갑니다.
작업 영역 1의 진공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참고:
이것이 작업의 맨 처음인 경우 실행을 시작하려면 시
작을 눌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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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료를 작업 영역 2에 로드합니다.
하나의 MZP 눈금자 스티커를 넣어 시트 위치를 표
시합니다 (1).
모서리 위치는 이 영역에서 제작된 다음 시트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준비 표시등, 작업 영역 1
램프가 작업 실행 중에 켜집니다.
준비 표시등, 작업 영역 2
표시등이 깜박이고 작업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
립니다.

4 - 준비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영역 2는 제작 중 상태로 들어갑니다.
작업 영역 2의 진공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4- 작업 영역 1에서 작업이 완료됩니다.
작업 영역 2에서 작업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준비 표시등, 작업 영역 1
램프가 깜박입니다. 이 영역은 다음 작업에 대한 준
비를 기다립니다.
준비 표시등, 작업 영역 2
램프가 실행 중에 켜집니다.

5 - 작업 영역 1에서 재료를 교체합니다.
6 - 준비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영역 1은 제작 중 상태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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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작업 영역 1이 제작 준비 완료인 상태입니다.
작업 영역 2에서 작업은 완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준비 표시등, 작업 영역 1
램프가 켜져 있습니다. 작업 영역 2에서 실행이 완료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준비 표시등, 작업 영역 2
램프가 실행 중에 켜집니다.

8 - 작업 영역 2가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영역 1에서 작업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작업 영역 2에서 재료를 교체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매수가 완료될 때까지 반복됩니다.

10.11.4.3 일시 정지 조작, 재료 조정
워크플로, 하나의 예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 영역 1에 재료를 올립니다.
• 작업 영역 1에 대한 준비 버튼을 눌렀습니다.
• 작업 영역 1에 대한 준비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 작업 영역 1의 진공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 작업자는 작업 영역 1의 재료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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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준비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영역 1은 일시 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작업 영역 1에 대한 준비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작업 영역 1의 진공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2 - 작업 영역 1에 재료를 다시 올립니다.

                                                                                                                                                                                                             260 |

                                                                                                                                                                 i-cut Production Console .
사용 설명서



3 - 준비 버튼을 누릅니다.
작업 영역 1은 제작 중 상태로 들어갑니다.
작업 영역 1의 진공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일반 워크플로가 다시 설정됩니다.

10.11.5.  맞춤

10.11.5.1 작업에 가늠표 있음
MultiZone 제작은 사용 가능한 맞춤 유형 중 어느 하나와 결합하여 사용합니다.

10.11.5.2 작업에 가늠표 없음
MultiZone 제작은 테두리 인식과 결합하여 사용합니다.
이 워크플로는 인쇄되지 않은 재료에 적용됩니다.
이 워크플로에서는 각 영역에서 첫 번째 제작에 대한 시트 위치를 정의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것이 완료되
면 제작은 시트 테두리를 등록하지 않고 계속됩니다.
열린 작업->제작 설정->맞춤->첫 번째 테이블만 맞춤.

10.11.6.  기타 영역

실제 절단 테이블 모델에 따라 2개, 3개 또는 4개의
작업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것은 2개의 영역에서 시트 위치를 정의하는 대신 모든 영역에 대하여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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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 위치를 알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제작이 진행 중인 작업 영역에 대한 시트를 교체하고 해당 Status
Bar를 눌러 해당 작업 영역이 제작 준비를 계속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시간 내에 시트를 교체할 경우, 제작은 원활하게 계속됩니다.
• 사용자가 시간 내에 시트를 교체할 수 없는 경우, 제작은 중단되고 재료를 교체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

다.

10.11.6.1 안전 규칙

위의 상황에서 작업 영역 1과 2는 계속할 준비가 되었지만 작업 영역 3은 재료 교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업 영역 4가 완료되면 정상 워크플로는 준비된 다음 작업 영역으로 돌아가고 그 지점부터 처리를 계속합니
다.
그러나, 이 경우 트래버스는 재료 교체가 이뤄지는 작업 영역을 통과합니다.
실행이 중지됩니다.
작업자는 시작을 누르기 전 계속하는 것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10.11.7.  회전된 테이블 보기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를 90o 회전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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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8.  세 개의 테이블 섹션이 있는 기계에 대한 옵션 구성

XL/XN/X 테이블은 옵션인 MultiZone 구성을 지원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강조 표시된 두 가지 진공 구성 중 하나가 있는 테이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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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X46의 경우 두 개의 작업 영역에 대해 세 개의 섹션 테이블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옵션인 MultiZone 구성

X 테이블의 진공 영역 세 개의 작업 영역이 있는 일반
MultiZone

두 개의 작업 영역이 있는 옵션
MultiZone

옵션인 MultiZone 구성의 이점은 시트 간의 거리를 더 넓게 할 수 있고 영역 1보다 약간 더 큰 시트가 허용된
다는 것입니다. 영역 2와 3은 하나의 영역으로 작동합니다.

주: 이 설정은 XL/XN/X46 테이블만 지원하지만 다른 기계 유형에서는 선택이 비활성화되지 않습니
다. 따라서 이러한 설정은 다른 테이블 크기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설정 방법
"옵션인 MultiZone 구성 사용"을 선택하여 XL-기계 연결에서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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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2에 적합한 x 방향 오프셋 입력:

주: 이 옵션은 이제 두 개의 영역이 있는 테이블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오프셋으로 인해 영역 2에서
사용 가능한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 예에서는 900mm가 추가되었고 영역 2와 영역 3을 하나로 결합하는 MultiZone 구성 2가 선택되었을 때
영역 2의 기준점이 +X에서 900mm 이동되었습니다.

결합된 영역에서 우수한 진공 수준을 달성하도록 덮개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65 |

                                                                                                                                                                 i-cut Production Console .
사용 설명서



                                                                                                                                                                                                             266 |

                                                                                                                                                                 i-cut Production Console .
사용 설명서



11.  직접 명령

11.1.  직접 명령 메뉴

Menu Bar->기계->직접 명령

이 메뉴는 절단 테이블에서 즉각적인 실행을 위한 기능을 선택하는 데 사용합니다.
각 메뉴 항목은 구성이 가능하고 명령 편집... 기능을 사용합니다.

11.2.  명령 편집...

Menu Bar->기계->직접 명령->직접 명령 편집...

메뉴 텍스트 1
명령 1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지정합니다.
이 텍스트는 직접 명령 메뉴, 라인 1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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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1
라인1(Ctrl+)을 직접 명령 메뉴에서 선택할 경우 실행될 명령을 지정합니다.
사용 가능한 명령 목록은 부록을 참조 하십시오.
명령을 직접 수정하거나 더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명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뉴 텍스트 2-4, 명령 2-4
메뉴 텍스트 1 및 명령 1과 유사한 설명입니다.

11.3.  iPC 명령
iPC 명령은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직접 명령

컨베이어 벨트 속도 및 가속(%SSA)
구문: %SSA <속도> <가속>.
벨트 속도 및 가속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값은 최
대 값의 백분율입니다.

시트 피드(%SHF)
구문: %SHF <거리> <시작 위치>
컨베이어 벨트를 지정된 거리로 이동하는 명
령입니다. 시작 위치는 선택 사항입니다. 값은
1/1,000mm로 지정됩니다.

i-cut 지연(I-SD)
구문: I-SD <시간>,
실행이 <시간> msec 지연됩니다.

시트 피더 통신 켜기(I-FM 1)
구문: I-FM 1,
시트 피더 통신이 활성화됩니다.

i-cut 메시지(I-MS)
구문: I-MS <메시지>.
작업자에 대한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시트 피더 통신 끄기(I-FM 0)
구문: I-FM 0,
시트 피더 통신이 비활성화됩니다.

i-cut 파크(I-PK)
구문: I-PK.
파크 위치로 이동합니다.

진공 펌프, (%PMP) 시작 및 중지
구문: %PMP <켜기/끄기>.
진공 펌프를 켜고 끄는 명령입니다.

기준점 선택(%SRE)
구문: %SRE<1>/<X>.
주 고정 기준점(1)과 패널 정의 기준점(X) 사이를 전
환합니다.

진공 흡입 방향 제어(%SUC)
구문: %SUC<켜기/끄기>.
흡입(켜기)과 빠른 릴리스 / 역풍(끄기) 사이를 전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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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백업 및 복원

시스템이 완전히 구성되면 시스템 백업 및 복원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백업해야 합니다.
백업을 수행하면 도구 조정, 시스템 구성, 프리셋(고급 > 리소스) 및 옵션 (편집 > 옵션) 등 iPC의 필수 매개 변
수가 여러 파일로 저장됩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실수로 구성을 변경할 경우 백업을 수행할 당시의 그 상태로 모든 설정을 쉽
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백업은 수동 또는 자동 중 어떤 방식으로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iPC 백업은 수 많은 파일에 대한 모든 iPC 구성 설정을 파일 시스템에 저장합니다.
• 파일 시스템 백업은 고객의 몫입니다.

자동 백업 순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백업 을 참조하십시오.

12.1.  시스템 매개 변수 백업
시스템 매개 변수 수동 백업

Menu Bar->고급->백업 구성...

수동 백업을 호출할 때마다 폴더 찾아보기 대화 상자가 시작됩니다.
기존 폴더를 선택하거나 새 폴더를 만들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택된 폴더 밑에 백업 폴더 구조가 생성됩니
다.
업그레이드 전과 후에는 항상 이 기능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백업하십시오.

12.2.  시스템 매개 변수 복원
시스템 매개 변수 복원

Menu Bar->고급->구성 복원...

복원을 호출할 때마다 파일 열기 대화 상자가 시작됩니다.
복원하려는 시간 스탬프 폴더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동 백업 위치는 여기 정의됨: 백업 . 수동으로 수행된 백업은 백업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선택한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립형 iPC 복구 도구를 호출해도 자동 백업 폴더에 있는 가장 최근 백업에서 복원이 수행됩니다.
복원을 수행하기 전 수동으로 시스템을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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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PC 구성

Menu Bar->편집->옵션

iPC 구성 설정은 시스템의 일반적인 동작을 지정하는 옵션 세트입니다.
처음 설치가 끝나면 적절한 설정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의 옵션을 거쳐야 합니다.
• 일반 페이지 270
• 제작 페이지 272
• 예상 페이지 274
• 자동화 장치 페이지 275
• 리드인/리드아웃 페이지 279
• 백업 페이지 281
• 언어 페이지 282
• 기준점 페이지 283
• 연결 페이지 286
• 테이블보다 긴 작업 페이지 225
• 하부 카메라 페이지 288

13.1.  일반

Menu Bar->편집->옵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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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유형
연결된 기계 유형에 대한 정보입니다.

작업 영역 길이:
작업 영역의 측정된 길이입니다.

작업 영역 폭:
작업 영역의 측정된 폭입니다.

테이블과 피더 간 거리

시트 피더가 연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 값은 제작 설정에서 테이블의 전면에 공급 옵션에 영향을 미칩니다.
테이블과 피더 간 거리 및 너비 매개 변수의 합은 재료 시트를 장치의 작업 영역 전면으로 이송하는 데 필요한
이송 길이를 정의합니다.

단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단위를 선택합니다(mm 또는 인치).

속도 단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속도에 사용할 단위를 선택합니다.

기본 골/결 방향
드롭다운 목록에서 기본 골/결 방향을 지정할지 선택합니다.

작업 기록  유지
기록에서 작업 제거 시작 단계
완료된 작업이 기록에 저장되는 기간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7일입니다.
허용되는 최대값은 30일입니다.
작업 기록이 많으면 iPC 시작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3.1.1.  기록

내 작업 목록에는 활성 작업 및 기록에 대한 탭이 있습니다. 모든 기록 작업은 기록 탭에 저장되며 작업 기록 유
지가 활성화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록 표시 옵션은 iPC 2.6에서 제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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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제작

Menu Bar->편집->옵션...->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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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가장 외곽의 가늠표 읽기

가늠표 읽기 순서를 정의합니다.
선택 취소
정상 순서.
선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먼 X 위치에 있는 가늠표를 읽습니다.
2. 정상 순서를 사용하여 가늠표의 나머지 부분을 읽습니다.
이 기능은 대형 시트에서 곡선의 배치 및 회전을 산출 능력을 개선하지만 실행 시간은 길어질 것입니다.
가늠표 크기 허용 오차
허용 가능한 크기의 허용 오차를 퍼센트(%)로 지정합니다.
이 매개 변수는 첫 번째 가늠표의 측정된 크기를 기준으로 모든 후속 가능표의 크기 허용 오차를 정의합니다.
값은 첫 번째 가늠표의 +/- 백분율을 나타냅니다.
예: iPC는 첫 번째 가늠표의 크기를 6mm로 측정합니다. 허용 오차가 25%로 설정되면 나머지 모든 가늠표가
4.5mm - 7.5mm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가늠표는 거부됩니다.
이는 복잡한 그래픽이나 패턴이 있는 작업에서 잘못된 가늠표 읽기를 방지하기 위한 유용한 기능입니다.

13.2.2.  X축 다음 Y축 실행

단계 반복 우선순위 정의
선택 취소됨
전체 열(Y)은 다음 열로 이동하기 전 먼저 실행됩니다.
선택됨
전체 행(X)은 다음 행으로 이동하기 전 먼저 실행됩니다.

13.2.3.  자동 줄 바꿈

이 기능은 길이가 긴 선을 지정된 선분으로 나눕니다.
이를 통해 보정이 개선됩니다.
예제:
절취선에 따라 인쇄 정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유연한 재료에서 큰 사각형을 절단하려고 합니다.
가늠표가 아무리 많고 사각형의 모서리만 보정하더라도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짧은 선은 더 정확한 절취선에 따라 인쇄 정렬을 허용합니다.

주: 이는 전체 보정을 사용할 때만 유용합니다.

최대 길이
긴 선을 분할할 경우 허용되는 최대 길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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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Zone 제작 오프셋 재정의
이 옵션은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 사이의 X 방향 오프셋을 지정하는 영역 위치 오프셋 매개 변수를 활성
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MultiZone 제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ultiZone 제작 페이지 250 을(를) 참
조하십시오,

13.2.4.  자동화

자동화 및 정기적으로 도구 점검이 선택되었으면 제작 탭에서 자동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도구 높이가 선택된 간격으로 자동 측정됩니다.

주: 이 자동화 기능은 X 시리즈가 아닌 XP 및 C 시리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3.  예상

Menu Bar->편집->옵션...->일반

작업 추정을 미세 조정하려면 이 매개 변수를 수정합니다.
• 테이블 사이의 수동 처리 - 하나의 테이블에서 다음 테이블로 이동할 경우 소요된 시간입니다.  테이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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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페이지 107 .
• 테이블 준비 중 - 준비를 위한 여유 시간을 추가합니다.
• 최종 처리 -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여유 시간을 추가합니다.
• 총 제작 시간 표시 - 작업 준비를 여기에 지정된 대로 내 작업에 표시된 추정에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합니

다.

주: 추정은 제작 설정에서 지정된 인쇄물 설정에 매수가 아닌 주문된 매수 를 기준으로 합니다.

13.4.  자동화 장치

Menu Bar->편집->옵션...->자동화 장치

 I-SF 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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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는 직렬 회선을 통해 시트 피더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iPC와 피더 간 통신을 설정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릅니다.

1. 사용 가능한 직렬 COM 포트 또는 USB-직렬 어댑터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피더를 연결합니다.
2. Windows 장치 관리자에서 시트 피더가 연결된 포트의 COM 포트 설정을 찾습니다.
3. 다음으로 설정 변경: COM 포트 번호: (2)에서 알 수 있듯이 초당 비트: 9,600, 데이터 비트: 8, 패리티: 홀

수, 정지 비트: 1, 흐름 제어: 없음
4. 피더 연결 대화 상자에서 Device Manager의 해당 값과 일치하도록 매개 변수를 조정합니다.
5. 시트 피더의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에서 iPC 통신을 활성화합니다.
6. iPC 구성 창을 열고 피더 옵션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PC 대리점에 문의하

여 라이선스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십시오.

 I-BF 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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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는 이더넷 연결을 통해 i-BF 보드 피더 및 i-MS 재료 스태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피더 또는 피더 및 스태커 시스템을 연결하려면 다음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1. 드롭다운 목록에서 i-BF 피더를 자동화 장치로 선택합니다. 피더 및 스태커 시스템의 IP 주소,

192.168.50.101은 판독 필드에 표시됩니다.
2. 스태커가 피더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경우, 스태커 사용 확인란을 선택하고, 연결된 스태커가 없으면 확인

란이 선택 해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스태커가 연결된 경우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a 스태커가 절단 테이블의 확장 테이블에 장착되었을 경우, 장착된 확장 테이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스태커가 절단 테이블(기본 구성)에 직접 장착되었을 경우, 장착된 확장 테이블이 선택 취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스태커가 절단 테이블에 직접 장착된 작업을 실행하려면 시스템을 올바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스태
커 위치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팝업 대화 상자에서 최대 재료 길이 또는 최소 공급 시간/동시 모드의
최대 진공 범위를 달성하기 위한 권장 선택 위치가 표시됩니다.
대화 상자의 하단 섹션에는 피더-스태커 시스템에서 감지 및 예상되는 PLC 소프트웨어 버전이 표시됩니다.
충돌할 경우 경고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PLC 구성의 백업 및 복원도 가능합니다.
스태커를 구성하고 피더 및 스태커 제작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절단 테이블 사용 설명서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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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자동화

• IP 주소는 로봇을 정비하는 PLC로의 이더넷 연결에 대한 주소입니다.
• 포트는 같은 연결에 사용되는 포트 번호입니다.
• 일반적으로 일부 시험판 설치를 제외하고는 동적 그리퍼를 선택해야 합니다.
• 멀티존 그리퍼는 평소처럼 선택되어야 합니다. 예외는 그리퍼가 테이블의 전체 작업 영역(단일 영역)을

덮는 구성입니다.

 Mermaid Flexo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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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는 지정된 IP 주소를 사용해 서버로부터 명령을 수신함으로써 자동화 모드에서 Flexo 절단 작업을 실행하
는 명령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연결 테스트 버튼을 사용하여 연결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13.5.  리드인/리드아웃

Menu Bar->편집->옵션...->리드인/리드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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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인/리드아웃 기능은 주로 밀링에 사용됩니다.
리드인/리드아웃을 곡선에 추가하면 경로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절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제작 시점에 곡선이
동적으로 열려서 확장됩니다.
재료를 최초로 투입하고 최종적으로 회수할 때 파트의 나머지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절단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밀링에 중요합니다.
리드인 및/또는 리드아웃 적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1. 곡선 수정
2. 곡선점 수정 .
여기서 설명한 리드인/리드아웃 옵션에서 리드인 및/또는 리드아웃이 적용될 경우 기본값을 지정합니다.
사용 가능한 매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리드인 및 리드아웃 제거
선택된 경우 모든 리드인 및 리드아웃은 해당 작업에서 제거됩니다.

리드인 추가
리드인은 기본으로 곡선에 추가됩니다.

리드아웃 추가
리드아웃은 기본으로 곡선에 추가됩니다.

곡선 외부(O)
리드인 및 리드아웃은 자신들을 적용한 곡선 외부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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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내부(I)
리드인 및 리드아웃은 자신들을 적용한 곡선 내부로 추가됩니다.

도구 기준
내부 또는 외부 위치와 리드인 및 리드아웃의 반경 모두 의도된 곡선이 상주하는 레이어에 대한 레이어 편집
대화 상자에서 도구 매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리드인 반경/ 리드아웃 반경
리드인 및 리드아웃은 항상 크기를 정의하는 반경과 함께 절대 호로 생성됩니다.
반경은 밀링 비트의 직경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커야 합니다.

리드인/리드아웃 적용 시 이 대화 상자 표시
선택된 경우 리드인 및 리드아웃을 곡선 편집 및 곡선점 편집 대화 상자에서 적용하면 이 대화 상자가 표시됩
니다.

13.6.  백업

Menu Bar > 편집 > 옵션 >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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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 상자는 자동 백업 순서를 구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시스템 백업의 경우 자동 백업에서 매일, 매주 또는 매달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디스크 공간이 채워지지 않게 하려면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기 전에 허용되는 백업의 최대 수를 지정합니다.
PC에 여러 사용자 계정이있는 경우 백업 위치는 모든에 액세스할 수 있는 폴더이거나, 중앙 서버에 있거나, C:
\Users\Public\Documents\Kongsberg_backup 등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업 및 복원 을 참조하십시오.

13.7.  언어

Menu Bar->편집->옵션...->언어

                                                                                                                                                                                                             282 |

                                                                                                                                                                 i-cut Production Console .
사용 설명서



Windows 기본 언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사용된 언어는 Windows 운영 체제에서 기본 언어로 사용됩니다.

기타 언어
이 옵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택합니다.
1. iPC에서 현재 Windows 언어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2. 다른 언어를 선택하는 것을 원할 경우.
해당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새 언어 설정을 활성화하려면 iPC를 다시 시작합니다.

주: iPC의 기계 연결 부분에 중국어와 러시아어 등 유니코드 문자 집합에 국한되지 않는 언어로 텍스
트를 올바르게 표시하려면 Windows 제어판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해야 합니다. 국가 및 언어 - 형식
탭 - 올바른 형식 선택. 관리 탭: 시스템 로케일을 변경합니다.

13.8.  기준점

Menu Bar->편집->옵션...->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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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 정의
테이블에 작업을 배치하려면 기준점을 사용합니다.
실제 작업의 경우, 선택된 기준점 좌표는 X=0, Y=0입니다.

13.8.1.  주 기준점

주 기준점 (R)은 테이블에 대한 고정 기준점입니다.
대화 상자에서 기준점 목록으로부터 기준점을 선택하거나 이 기준점을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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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사용자 지정 기준점

사용자 지정 기준점 만들기

1. 새 사용자 지정 기준점을 만들려면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이름 편집 필드에 기준점 이름을 입력합니다.
3. 기준점 위치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X/Y - 좌표를 대화 상자의 위치 필드에 입력합니다.
이 좌표는 주 기준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b 현재 레이저 위치에서 기준점의 좌표를 설정하려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기준점 설정을 활성화하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기준점 삭제

1. 기준점 목록에서 삭제하려는 사용자 지정 기준점을 강조 표시합니다.
2. 삭제를 클릭합니다.
패널 기준점
패널 기준점는 사용자 지정 기준점의 특별 버전입니다.
이것은 대화 상자의 기준점 목록으로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널 기준점 설정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X/Y - 좌표를 대화 상자의 위치 필드에 입력합니다.
이 좌표는 주 기준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현재 레이저 위치에서 패널 기준점을 설정하려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기준점 설정을 누릅니다.
패널 기준점은 현재 레이저 위치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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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연결

Menu Bar->편집->옵션...->연결

Kongsberg Hub:

리소스 데이터베이스:

폴더 제출:

Kongsberg Hub, 리소스 데이터베이스 및 폴더 제출 주소/위치가 정의됩니다. 모두에 대해 "기본 연결 사
용"을 권장합니다.

일괄 폴더 제출:

일괄 제작을 위한 선택사양인 일괄 폴더 제출은 여기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괄 제작 페이지 239 의 설
명을 참조하십시오.

주: 폴더 제출에 있는 파일은 내 작업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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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파일 배치 이름

일괄 폴더 제출로 전송된 파일은 내 작업 목록에 나타나는 배치 파일로 수집됩니다. 파일 이름은 여기에 입력
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13.10.  테이블보다 긴 작업

Menu Bar->편집->옵션...->테이블보다 긴 작업

일부 기본 설정은 테이블보다 긴 작업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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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  피드 중 시프트 보정

이 옵션은 전체 보정 및 선형 보정을 제외하고 정확한 크기를 사용하는 보정 유형 으로 제작된 가늠표가 있는
작업에 적용됩니다.

이 기능은 섹션(조인트) 간에 칼선이 더 잘 정렬되도록 컨베이어 이송 중에 부정확성 또는 이동/간격을 보정합
니다. 이 기능은 컨베이어 이송 전과 후에 두 번 읽은 가늠표의 위치를 비교하여 수행됩니다. 따라서 가늠표가
분할 선 뒤에 가까이 있도록 분할 선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이블보다 긴 작업 옵션 페이지 227 을(를) 참조하십시오.

X 방향과 Y 방향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X 방향으로 작은 이동이 있는 경우 칼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따라(X) 보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최종 칼선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
완전한 컨베이어 이송 길이 때문에 X 방향으로 대폭 이동이 있는 경우에만 이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 Y 방향으로 작은 이동이 있는 경우 테이블 프레임 간에 칼선을 더 잘 연결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가로질러
(Y) 보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컨베이어는 이송 중에 Y 방향에서 왼쪽 및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하
므로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Y 방향으로 대량 재료 이동이 있거나 이송 중에 Y 방향으로 수축이 있는 경우 이 기능을 끄는 것이 더 좋습
니다.

13.10.2.  작업을 프레임으로 분할

• 사용 가능한 모든 가늠표 읽기
분할 선이 작은 섹션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iPC는 작업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가늠표를 읽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전체 회전과 늘리기를 더 잘 예상할 수 있지만 총 제작 시간이 약간 증가합니다.

• 가장 짧은 프레임 먼저 자르기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자동 분할 계산 중에 가장 작은 섹션부터 시작하여 테이블보다 긴 작업을 분할합니
다. 가장 작은 섹션을 처음에 절단해야 하는 경우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가장 작은 섹션을 마지막에 절단
해야 하는 경우 이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작은 섹션을 마지막에 절단하면 진공이 켜져 있더라도 재료 무게로 인해 재료가 테이블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섹션을 마지막에 절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료에 신축성이 많은 경우 마지막 섹션을 전체 테이블 크기로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섹션을
전체 테이블 크기로 두면 도달할 수 있는 작업 영역 외부를 절단해야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13.11.  하부 카메라

Menu Bar->편집->옵션...->하부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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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는 지정된 IP 주소를 사용하여 선택적 하부 카메라 시스템과 통신하고 이 시스템으로부터 이미지를 수신
할 수 있습니다. 연결 테스트 버튼을 사용하여 연결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13.11.1.  시트 프로파일에서 시스템 설정 조정

그림이 너무 어둡거나 모든 작업에 일정한 오프셋이 있는 경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부 카메라 설정
은 옵션-> 하부 카메라 -> 하부 카메라 시스템 설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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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카메라 설정 대화 상자

설정
• 시스템 참조 모서리 - 오른쪽 아래 또는 오른쪽 상단

• 이것은 iPC가 해당 측정을 수행하는 모서리입니다.
• 어떤 것이든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X 오프셋 - mm 단위 오프셋
• Y 오프셋 - 오른쪽 상단 - 오프셋 감지 모서리로 오른쪽 상단 모서리를 사용할 경우 Y에서 오프셋
• Y 오프셋 오른쪽 아래 - 오프셋 감지 모서리로 오른쪽 하단 모서리를 사용할 경우 mm 단위로 Y 오프셋
• 배율 X 및 배율 Y - 수동 선형 배율 보정

• 0.0은 배율이 없습니다.
• 0.001 - 너비 2,000mm/78.74인치 시트 2mm/0.08인치
• 인쇄 회전 모드 5를 선택해야 합니다(지침은 Kongsberg 현장 서비스 엔지니어에게 문의).

• 회전 오프셋 - 시트의 회전 각도입니다.

13.11.1.1 카메라 구성
기본 지침은 더 가벼운 이미지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노출: 500-3,000, 셔터 시간입니다. 값이 높을수록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사진이 밝아집니다.

감마는 사진 개선 계수로서, 기본값은 600이고 범위는 400 ~ 1,000입니다. 값을 낮추면 사진의 다이내믹 레
인지가 향상되지만 명암이 약간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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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인: 게인이 증가하면 사진이 흐려지지만, 이미지 노이즈가 증가하므로 감마와 노출을 먼저 게인으로 사용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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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계 연결 및 구성

Windows 도구 모음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 기계 연결을 호출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유
지 보수 정보가 있는 대화 상자가 열림)
사용 가능한 메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Machine Configuration
• 도구 구성
• 서비스 메뉴
• 기계 연결 정보...
• 종료

주: 이 기능은 기본 시스템 설정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한 번만 수행합니다.

반드시 숙련된 담당자만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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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Machine Configuration

14.1.1.  하드웨어 구성

기계 연결->기계 구성->HW 구성

진공 펌프 2개
이 시스템을 진공 펌프 2개로 구성할 것인지 지정합
니다.

Blow Back 펌프 사용
이 시스템을 진공 펌프 2개로 구성하고 펌프에서 역
풍을 제공합니다.

진공 설정
이 대화 상자에서 절단 테이블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진공 구성과 진공 섹션 수를 선택합니다.

컨베이어 / 테이블 눈금자
이 시스템에 컨베이어, 테이블 눈금자를 장착할 것
인지 또는 아무 것도 장착하지 않을 것인지 지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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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반
조작반 위치를 지정합니다.
이 정보는 조작반에서 조그 버튼에 대한 조그 방향을
정의합니다.

카메라 설정
카메라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메라 작동 페이지 303 을 참조하
십시오.

통신
직렬 또는 TCP 통신을 통해 연결됩니다.
직렬: COM-port 선택
긴 CAN 케이블 옵션 활성화/비활성화

밀링 도구 설정
밀링 설정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절단 테이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4.1.2.  설정

기계 연결->기계 구성->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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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역풍
설치된 진공/Blow Back 솔루션을 지정합니다.

• 팬을 이용한 표준 역풍
역풍은 별도의 팬에서 제공됩니다.

• 진공 기반 역풍
역풍은 진공 펌프에서 제공됩니다.

조그 속도
저속 및 고속 조그 속도를 최대 속도(%)로 지정합니다.

증분 조그
저속 및 고속 증분 조그에 대한 단계 크기를 지정합니다.

분할 시트 피드
일반적으로, 재료 공급은 하나의 연속 이동으로 이뤄집니다.
이 옵션은 재료 공급을 2개의 별도 운동으로 분할하는 데 사용합니다.
특정 물질 크기에 대하여 원치 않는 안전 제동을 무시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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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피드 보정
보정 값을 추가합니다.
양의 값은 이동을 증가시킵니다.

컨베이어 속도
컨베이어 속도를 최대 허용 속도(%)로 지정합니다.
공급 작동을 최적화하기 위해 일부 재료는 컨베이어 속도 감소를 필요로 합니다.

컨베이어 가속
컨베이어 가속을 최대 허용 가속(%)으로 지정합니다.
공급 작동을 최적화하기 위해 일부 재료는 컨베이어 가속을 필요로 합니다.

도구 높이 교정 모드
교정 모드를 선택합니다.

• 수동 조정 - 도구 높이 교정을 위한 수동 절차를 사용합니다.
• 자동 측정 - 도구 높이 교정을 위한 X-pad를 사용합니다. X-pad가 있는 기계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XP 및 C 시리즈 기계는 측정 스테이션을 통해서만 자동 측정이 가능합니다.

기본값
모든 매개 변수는 출고 시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이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절단 테이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4.1.3.  설치

기계 연결->기계 구성->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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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준 위치 설정
기준점 설정 마법사를 호출합니다.
마법사의 지시 사항을 따릅니다.
참고: 이 기능은 모든 도구 홀더에 대하여 완료합니다.

맞춤 테이블 크기
맞춤 테이블 크기 마법사를 호출합니다.
마법사의 지시 사항을 따릅니다.

X을 X 각도로 조정
X을 X 각도로 조정 마법사를 호출합니다.
마법사의 지시 사항을 따릅니다.

눈금자 위치 설정
눈금자 위치 설정 마법사를 호출합니다.
마법사의 지시 사항을 따릅니다.

테이블 상판 표면 매핑
테이블 상판 표면 매핑 마법사를 호출합니다.
진공 테이블 상단에서 실행하고, 절단 언더레이 또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하지 마십시오.
마법사의 지시 사항을 따릅니다.

테이블 상단 기준
현재 레이저 포인터 위치에서 테이블 상단 레벨 측정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절단 언더레이 상단에서 측정이 이뤄지며, 재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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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패드 교정
측정 패드 교정 마법사를 호출합니다.
마법사의 지시 사항을 따릅니다.

측정 스테이션 위치 조정
XP 및 C 시리즈 테이블에는 측정 스테이션을 조정하는 마법사가 있습니다.

이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절단 테이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4.2.  도구 구성

기계 연결->도구 구성

확인된 도구
절단 테이블에 장착된 도구가 표시됩니다.

도구 선택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여 업데이트하려는 도구를 선택합니다.

도구 확인
도구 ID 순서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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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활성 도구 조정

14.2.1.1 일반
도구 조정은 마법사를 사용하여 이뤄집니다.
모든 도구들은 사용되는 도구 홀더 위치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이 마법사를 수행하려면 고급 상자 또는 골판지 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4.2.1.2 조정 정보
도구 높이

도구 팁은 절단 언더레이 표면에 닿아야 합니다.
래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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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프 래그는 블레이드 어댑터에 따라 다릅니다.
회전 조정 

도구 각도를 이동 방향과 반대로 조정합니다.
가운데 오프셋 조정

가운데로 정렬될 때까지 도구를 옆으로 조정합니다.
가운데 오프셋 조정

가운데로 정렬될 때까지 도구를 옆으로 조정합니다.
수동 조정

오프셋 각도 및 가운데 오프셋에는 수동 조정 옵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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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오프셋 및 렌즈 왜곡을 보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메라 작동 페이지 303 을 참조하십시오.
V-notch 각도 교정

기계 오프셋을 보정하기 위해 V-notch 각도 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 조정 

레이저 포인터를 기준으로 오프셋을 조정합니다.

도구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절단 테이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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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기타

기타 대화 상자에는 무시, 삭제 또는 도구 목록에 추가가 들어 있습니다.
도구 목록에는 사용 가능한 도구 위치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들어 있습니다.

자동 도구 확인 무시
자동 도구 확인 무시는 자동 도구 감지에 실패할 경우 사용되며 수동 도구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동 도구 확인 무시를 선택하면 도구 설정은 다음 단계 이후 그대로 유지됩니다.
• 테이블 제로 위치 순서
• 도구 확인 기능
도구 삭제
도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도구 삭제를 사용합니다.
삭제된 도구는 더 이상 레이어 편집 대화 상자의 도구 목록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구 추가
도구 추가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새 도구 추가
• 자동 도구 감지 시 실패한 도구 추가
도구는 도구 목록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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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카메라 작동

14.3.1.  카메라 표시

Menu Bar->기계->카메라 표시

기계 패널->카메라 표시

이 기능은 카메라 이미지를 즉시 확인하는 데 사용합
니다.

테스트 카메라 감지:
• 풀다운 메뉴에서 감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 적합한 물체를 카메라 사진으로 이동합니다.
• 감지된 맞춤이 강조 표시됩니다.
• 사진 아래의 녹색 선은 감지에 대한 품질을 나타

냅니다.

14.3.2.  카메라 설정

기계 연결->기계 구성->HW 구성->카메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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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
• 카메라는 Device Manager에서 이미징 장치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필요한 카메라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i-cut 카메라인 경우 Epix 드라이버).

• i-cut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i-cut 카메라 추가를
선택합니다.

• 카메라 목록에서 현재 연결된 카메라를 선택합니
다.

• 편집을 선택합니다.

• 적절한 카메라 이름을 지정합니다.
• 카메라 종류를 선택합니다(도구 헤드, In-

stack).
• 확인을 선택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연결된 도구 헤드는 이름 앞에 별표(*)로 표시됩니
다.

14.3.3.  i-Camera 구성

기계 연결->기계 구성->HW 구성->카메라 설정

시스템에 i-Camera가 장착된 경우 몇 가지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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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를 새로 고침합니다.
• 실제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 편집을 선택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과 같
습니다.
• 카메라 이름을 지정합니다.
• 도구 헤드 종류를 선택합니다.
• 도구 헤드를 선택합니다.
• 고급 설정 활성화를 선택하여 매개 변수를 조정

합니다.

참고:
조정하기 전 카메라 높이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수동 도구 하강을 눌러 카메라를 올바른 위치로 이동
합니다.
확인을 눌러 완료합니다.

이미지 품질
안정되고 정확한 가늠표를 얻으려면 설정을 조정 및
테스트합니다.
참고: 카메라 설정 조정은 맞춤 대화 상자 에서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캡처 모드
내부 카메라 조명(기본값)을 사용하려면 반사 최소
화를 선택합니다.
음영으로 인한 오류를 제거하려면 음영 최소화를 선
택합니다.
조도 없음을 선택하면 내부 카메라 조명이 꺼집니다.
펌웨어 구성(그림에서 강조 표시됨)
카메라 펌웨어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
으로 공장에서 수행되지만 2.4.0 이전 버전의 iPC에
서 직접 업그레이드할 경우 새 카메라를 설정하거나
구형 카메라를 설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14.3.4.  오프셋 조정

기계 연결->도구 구성->활성 도구 조정->오프셋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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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2개의 단계는 필수입니다.
• 레이저 포인터 및 모든 도구 위치 사이의 오프셋

조정을 완료합니다.
• 나이프 도구와 같은 하나의 도구를 레이저 포인

터와 카메라 사이의 공통 기준 도구로 선택합니
다.

오프셋 조정을 선택하고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14.3.5.  카메라 교정

기계 연결->도구 구성->활성 도구 조정->카메라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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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의 경우 앞 장에서와 동일한 기준 도구를 사
용합니다.

카메라와 활성 도구 조정을 선택합니다.
단계별로 마법사에서 제공하는 지시 사항을 따릅니
다.

카메라 교정을 선택합니다.

마법사에서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기준 도구를 선택합니다. 되도록이면 이전 오프

셋 조정 과정에서 사용했던 그 도구를 선택합니
다.

2. 테이블에 얇은 재료 시트를 올립니다.
3. 진공 켜기를 사용하여 시트를 고정합니다.
4. 레이저 포인터를 시트의 적절한 위치로 조그합니

다.
5. 시작을 눌러 기준 표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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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가 진공 켜기로 고정된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도구 헤드를 멀리 조그합니다.
2. 기준 표시로부터 절단선을 조심스럽게 제거합니

다.
3. 다음을 누릅니다.

1. 표시가 올바로 감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다음을 누릅니다.

                                                                                                                                                                                                             308 |

                                                                                                                                                                 i-cut Production Console .
사용 설명서



이제 카메라 교정 마법사가 완료됩니다.
수정 완료는 그림과 같이 표시됩니다.
마침을 누릅니다.

닫기를 눌러 절차를 종료합니다.

참고: 카메라 보기는 레이어 보기 / 제작 보기 에 따
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14.4.  서비스 메뉴
참고:
서비스 메뉴 기능은 공인 담당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테이블 작업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14.4.1.  메시지 표시

기계 연결->서비스 메뉴->메시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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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시 팝업 표시
매 경고 메시지에 대하여 메시지 표시 창 표시를 원할 경우 선택합니다.
오류 메시지가 항상 표시됩니다.
항상 위
데스크탑 맨 위에 메시지 표시를 원할 경우 선택합니다.
로그 메시지
활성화하면 나중에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문제 해결에 유용합니다.
표시
메시지 표시 레벨을 지정합니다.

• 모두 - 모든 종류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중요 항목만
• 주요 항목만

14.4.2.  Memory Dump

기계 연결->서비스 메뉴->메모리 덤프

메모리 덤프 응용 프로그램을 호출합니다.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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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하드웨어 테스트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4.4.3.  위치 표시

기계 연결->서비스 메뉴->위치 표시

자세한 내용은 절단 테이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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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진공 대화 상자 표시

열린 작업에 적합한 진공 영역을 선택합니다.
참고: 이 대화 상자는 다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 패널->진공 영역

14.4.5.  조작반 에뮬레이션

기계 연결->서비스 메뉴->조작반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를 위한 기능입니다.

14.4.6.  도구 홀더 선택

기계 연결->서비스 메뉴->도구 홀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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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하려는 도구 홀더를 선택합니다.
이 기능은 iPC와 절단 테이블이 분리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4.7.  위치/진직도 측정

기계 연결->서비스 메뉴->위치/직진도 측정

위치/진직도 측정은 공인된 서비스 직원만을 위한 유틸리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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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기계 연결 정보...

시스템 버전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버전 번호 및 날짜입니다.

기계 크기
맞춤 테이블 크기 기능으로 얻은 기계 크기입니다.

기계 유형
연결된 절단 테이블의 기계 유형입니다.

작업 영역의 모든 도구
현재 장착된 도구 홀더에서 모든 도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작업 영역입니다.

기계 일련 번호
일련 번호, iPC 설치 시 입력한 6자리입니다.

최대 가속 %
연결된 절단 테이블의 최대 가속입니다.

14.5.1.  유지 보수 정보

14.5.1.1 현재 상태

날짜
오늘 날짜입니다.

처음 시작
시스템을 처음으로 실행한 날짜입니다.

실행 시간
기계 가동(실행) 후 경과한 시간입니다.

총 제작된 시트 수
총 제작된 시트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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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2 유지 보수

날짜
마지막 유지 보수가 이뤄진 날짜입니다.

작업자
마지막 유지 보수를 완료한 담당자의 이니셜입니다.

실행 시간
마지막 유지 보수가 수행된 시간입니다.

마지막 유지 보수 이후
마지막 유지 보수 이후 실행 시간입니다.

14.6.  종료
이 기능은 절단 테이블에 대한 연결을 종료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시 연결하는 방법: Menu Bar->기계->연결

14.7.  로그 기록

14.7.1.  일반

14.7.1.1 오류 보고서
오류 보고서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생한 현상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고객 사이트에서 발견한 경우, 해당 오류가 랩에서 재현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 때때로 예상되는 동작에 대한 설명도 유용할 것입니다.
• 로그 폴더에 대한 .zip 파일:
• • i-cut Production Console.log

• iPcDeveloperLog.txt
• 마지막 KB ACM file.log
• 마지막 KB Mat file.log
• MCDeveloperLog.txt.

14.7.2.  로그 옵션

Menu Bar->고급

Ctrl + Alt + Shift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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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옵션은 주로 Kongsberg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이 매개 변수를 수정하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모든 수정은 Kongsberg 담당자의
협조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로그 레벨을 지정합니다.
로그 설정을 적용하려면 iPC를 다시 시작합니다.
기본 설정은 항상 서비스 로그입니다.
로그 초기화는 Kongsberg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수행해야 합니다.

14.7.2.1 절차
로깅을 호출하려면:
로그 설정 대화 상자에서 통합 로깅 시스템 사용 및 파일에 기록을 선택합니다.
로그 파일의 크기를 줄이려면 가능한 한 적게 기록합니다.
• iPC를 시작합니다.
• 테스트만 수행하고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 iPC를 중지합니다.
• 로그 폴더를 압축하여 서버에 복사합니다.

참고:
• 로그 유형 디버그 또는 추적은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잠깐 동안만 사용해야 합니다. 
• 기계를 서비스 로그 외 다른 설정으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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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프트웨어 설치

15.1.  PC 설정
소프트웨어 설치 전에 PC를 설정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릅니다.

15.1.1.  전원 옵션

제어판에서 전원 옵션을 엽니다.

아래 그림에 따라 계획 설정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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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램 4개에 따라 전원 옵션을 변경합니다.

15.1.2.  Dell 업데이트 비활성화

Dell(모니터)용 드라이버와 BIOS의 자동 업데이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의 검색 필드에 Dell 을
입력하면 Dell 명령 업데이트 또는 Dell 클라이언트 시스템 업데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대화 상자를 열고 수동 업데이트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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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i-cut 카메라를 사용하는 Windows 

 빠른 부팅 컴퓨터에서 PCI Express 카드/프레임 그래버 소프트웨어를 찾을 수 없음

PIXCI® SV 프레임 그래버는 시작 후 초의 몇 분의 일 정도면 초기화되어 운영 체제에 인식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부팅되는 일부 컴퓨터에서는 운영 체제에서 카드가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며 카드의 드라이브가 로드
되지 않습니다.
일부 컴퓨터에서는 "하드" 재부팅(컴퓨터 전원을 껐다가 켜기) 후에 PIXCI® 프레임 그래버가 감지되지 않지
만, "소프트" 재부팅(컴퓨터 전원을 껐다가 켜지 않음) 후에는 감지됩니다. 다른 일부 컴퓨터에서는 소프트 재
부팅 후에도 프레임 그래버가 감지되지 않습니다.
Windows 을 실행하는 일부 컴퓨터에서는 소프트 재부팅 후에 PIXCI® 프레임 그래퍼가 감지되지만 하드
재부팅 후에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Windows에서 "빠른 시작 켜기"(제어판, 전원 옵션에 있음)를 비활성화하
면 하드 재부팅 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작 비활성화

1. 제어판에서 전원 옵션을 엽니다.
2. 왼쪽에 있는 전원 단추 작동 설정 링크를 클릭/누릅니다.
3. 맨 위에 있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설정 변경 링크를 클릭/누릅니다.
4. 보안 경고에 예/확인으로 응답합니다.
5. 전원 단추 동작 변경을 선택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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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을 적용하고 확인:
•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경우: 종료
• 절전 버튼을 누르는 경우: 디스플레이 끄기
• 빠른 시작 켜기: 선택 취소
• 최대 절전: 선택 취소
위에 설명된 문제가 있는 경우 빠른 시작 켜기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한 후 다음에 종료하면 이번에는 시스템이
실제로 종료됩니다.

 빠른 시작 끄기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레지스트리 키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 레지스트리 키를 구성하는 경우 시스템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
다.

1. 작업 표시줄의 검색 필드에 레지스트리 편집을 입력하고 레지스트리 도구를 엽니다. 레지스트리 창의
왼쪽 창에서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Session Manager
\Power를 찾습니다.

2. 언급한 위치의 오른쪽 창에서 HiberbootEnabled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마
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고 DWORD(비트) 값을 클릭하여 레지스트리를 만
들어야 합니다.

3. 이름 열에서 이 항목을 HiberbootEnabled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데이터 값은 빠른 시작이 꺼져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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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영(0)이어야 합니다.
4. 변경 사항이 적용되도록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15.2.  iPC 설치

15.2.1.  절차

iPC는 운영 체제 Windows , Windows  및 Windows 을 지원합니다.

주: 설치자는 프론트 엔드 PC에서 "관리자 권한" 설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 권한이 없는
사용자도 여전히 iPC를 시작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iPC를 설치하기 전에 바이러스 또는 기타 보안 프로그램을 중지하거나 제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iPC는 보안 소프트웨어가 수상하다고 잘못 분석할 수 있는 일부 기능을 합법적으로 활용하므로 파일
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기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기는 설치 중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설정 실패에 대한 메시지, 또는 재부팅하
라는 권고를 따른 후에도 iPC 시작 시 Kongsberg Hub 또는 리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없다
고 알리는 오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표시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iPC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Windows 버전이 완전히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iPC는 Windows가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 제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PC 설치 미디어를 열고 다음과 같이 설치를 실행합니다.

IPC Installer.exe를 두 번 클릭합니다.

보안 경고 대화 상자가 Installer.exe에 대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클릭하여 iPC 설치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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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 컨트롤 대화 상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
다.
계속하려면 예를 클릭하십시오.

설치 프로그램은 로그온한 사용자에게 적절한 액세
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올바른 버전의 필수 소프
트웨어가 이미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구형이거나 설치되지 않은 필수 구성 요소는 설치에
대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설치를 시작합니다.

필수 프로그램은 최소한의 사용자 개입으로 설치되지만, iPC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위와 유사한 보안 경
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행을 클릭하면 계속 진행됩니다.

모든 필수 구성 요소가 설치되었으면 i-cut Production Console 설치가 시작됩니다.
이전에 호환 가능한 Kongsberg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면 설치 프로그램이 이를 감지하고 찾은 테이블의 유
형을 알려줍니다.
설치를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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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이전 Kongsberg 소프트웨어가 없거나, 지원되는 테이블 유형이 둘 이상인 구형 소프트웨어가 있다
면, 설치할 테이블 유형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끝나면 테이블을 켜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이제 Sysload가 시작되어 새 소프트웨어를 테이블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CU-모듈을 로드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
로 예를 선택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Sysload가 실행됩니다.

정보 대화 상자에서 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CU-모듈 로드가 완료되었으면 시스템의 새로운 상
태가 표시됩니다.
대화 상자의 오른쪽 위에 있는 십자 기호를 클릭하여
SysLoad를 종료합니다.

15.2.2.  자동 설치

iPC 설치 프로그램은 iPC 버전의 원격 배포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iPC는 다음 명령줄 구문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iPC Installer.exe" /exenoui /qn TABLETYPE="X" 

이 명령줄의 다른 요소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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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Installer.exe
설치 프로그램 패키지의 파일 이름입니다.
/exenoui /qn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지정하는 두 개의 명령입니다.
자동 설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둘 다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설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설정되는 요구 사항이므로 변경할 수 없습니
다.
TABLETYPE="X"
이 부분은 선택 사항입니다.
설치할 테이블 유형 플랫폼(X 또는 C)을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옴표 안에 있는 값은 X, C 또는 다른 유효한 테이블 유형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XN은 X 플랫폼을 생성
하고 XP는 C 플랫폼을 생성합니다.
생략되었을 경우, 테이블 플랫폼은 다음 패턴에 따라 선택됩니다.

• iPC 또는 구형 Kongsberg 제품이 이전에 테이블에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 ... 및 명령줄의 TABLETYPE가 생략되었으면 X 플랫폼이 기본값으로 선택됩니다
• ... 및 TABLETYPE 명령줄에서 TABLETYPE으로 표시된 플랫폼이 선택됩니다.

• iPC 또는 이전 Kongsberg 제품이 이전에 테이블에 설치된 경우, 이전 테이블 유형이 자동으로 검색되고
선택됩니다.
경고: 제공된 TABLETYPE이 감지된 이전 테이블 플랫폼과 충돌하면 설치가 오류와 함께 중단됩니다.

설치가 오류로 끝나면 Windows 시스템 로그에 오류 항목이 표시됩니다.

주: iPC가 자동으로 설치되면, iPC를 실행하기 전에 수동으로 iPC Sysload를 실행하여 새 iPC 버전
과 CU-모듈을 새로운 iPC 버전과 동기화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면, iPC는 테이블과 통신할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iPC를 닫고 Sysload를 실행 한 다음 다시 시도합니다.

주: Windows 에서는 .NET 4.5.2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PC 설치에 실패합니다.

Windows 에는 .NET의 필수 버전이 들어 있으며 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5.2.3.  온라인 라이선스 활성화

새 컴퓨터에서 처음으로 iPC를 시작하기 전에, 설치를 다른 PC로 이동할 경우 또는 새 라이선스 유형으로 업
그레이드할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정보 페이지 331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라
이선스 키는 공급자에게 받거나 요청해야 합니다.

주: 기존 사용자는 2.6으로 업데이트한 후 라이선스를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시스템의 변
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일회성 재활성화입니다.

iPC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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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라이선스 키는 대화 상자에 복사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라이선스의 경우 iPC는 이전 라이선스로 시작됩니다. 도움말 메뉴 - License Manager에서 활성
화 대화 상자를 엽니다.
활성화 버튼을 누릅니다. 라이선스를 활성화하는 라이선스 서버와 통신이 설정됩니다.
라이선스를 다른 PC로 이동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되었던 바로 그 대화 상자가 사용됩니
다. 활성화 키를 기록하고 비활성화 버튼을 누른 후 활성화 키를 사용하여 다른 PC에서 라이선스를 활성화합
니다.

15.2.4.  오프라인 라이선스 활성화

iPC를 실행하는 PC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 활성화는 일부분 온라인 PC에서, 일부분은 iPC를 실행
하는 오프라인 PC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PC/테이블에서 iPC를 시작합니다. 다음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제품 키 활성화를 누릅니다. 다음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이메일로 받은 활성화 키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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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일 때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확인을 누른 후 활성화 대화 상자에서 취소를 누릅니다. iPC가 종료됩니다.
.req 파일을 메모리 스틱에 복사합니다. 온라인 상태인 컴퓨터에서 나열된 웹 페이지를 입력하고 거기에
ls_activation.req 파일을 놓습니다. 파일 업로드 누르기:

완료되면 라이선스 파일 다운로드를 눌러 바탕 화면에 ls_activation.lic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파일을 메모리 스틱에 복사하고 오프라인 PC/테이블로 가져옵니다. 거기에서 iPC를 시작합니다. 활성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찾아보기를 눌러 .lic 파일을 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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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누릅니다. iPC는 몇 초 후에 정상적으로 시작됩니다.

15.2.5.  카메라 인터페이스 장치 드라이버의 설치 및 구성

 기계에 이더넷 i-Camera가 장착된 경우

i-Camera용 Intel GigaBit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기본 Windows NIC 드라이버를 설치하게 될
Windows에서 인식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장치 드라이버 설치 또는 구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기에 아날로그 i-cut 카메라 및 Pixci 동축 카메라 그래버 보드가 장착된 경우

Device Manager에서 적절한 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 Device Manager 열기
• Pixci 카메라 그래버 보드를 찾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선

택합니다.
•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iPC 설치 미디어에서 Epix Drivers 폴더를 찾습

니다.
• PC가 비트 Windows를 실행하는 시스템이면 Windows  x 하위 폴더를 선택합니다.

Windows가 32비트 버전을 실행하는 시스템이면 Windows -Vista-XP 하위 폴더를 선택합니다.
다음을 클릭하고 Windows가 드라이버를 설치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폴더 이름이 Windows 7만 가리켜도 드라이버는 Windows 10과도 호환됨)

적절한 이미지 디코딩, PAL 또는 NTSC을 위한 레지스트리 구성
2015년 5월 이후에 제공된 i-cut 카메라는 PAL 표준이고, 2015년 5월 이전에 i-cut 카메라는 NTSC 버전입
니다.

iPC의 PAL / NTSC 구성은 Windows 레지스트리 설정에 의해 제어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Tweak.exe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C:\tmp

                                                                                                                                                                                                             327 |

                                                                                                                                                                 i-cut Production Console .
사용 설명서



C:\Program Files
(x)\IcutProductionConsole
\MachineController에서 tweak.exe 파일을 찾아
두 번 클릭합니다.

Epix 카메라 설정 탭을 선택하고 올바른 카메라 형
식, NTSC 또는 PAL을 선택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주: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iPC에서 카메라 이미지의 너비 대 높이 비율이 잘못 표시되었기 때문에 카
메라 교정 마법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게 됩니다.

PC에 GB 이상의 RAM이 있을 때 메모리 주소 충돌을 피하기 위한 레지스트리 구성

PC에 GB 이상의 RAM이 있는 경우 Epix Pixci 드라이버는 비트 버전의 Windows 시스템에서 표준 설정
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메모리 할당 충돌을 피하려면 레지스트리 설정을 수동으로 편집해야 합니다.
1 - Windows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검색 필드에 "regedit"를 입력하여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시작합니다.
2 -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
EPIXXCW으로 이동합니다.
3 - PIXCI를 두 번 클릭합니다(이름 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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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PIXCI"가 없으면 문자열 값으로 만듭니다.
5 - 값 입력란에 다음을 입력합니다(따옴표 제외. 맨
앞 공백에 주의할 것).
" -WT 0x80"

-WT 플래그가 이미 있으면, 값을 0x80으로 변경합
니다.
6 - 확인을 클릭합니다.

7 - 메시지가 나타나면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15.3.  파일 저장 구조

컴퓨터->xxx->내 문서->i-cut Production Console

기본 파일 저장 구조입니다.
백업
내보내기
작업
샘플 파일
사용 설명서

15.4.  여러 사용자
여러 명의 사용자가 요청한 경우 관리자 권한없이 사용자 계정을 만듭니다. 이 경우, 백업 폴더는 관리자 사용
자가 공용 폴더로 이동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 서버(권장) 또는 C:\Users\Public\Documents\Kongsberg_backup 등에 백업 폴더를 만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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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모든 사용자가 해당 폴더에 쓰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iPC를 시작하고 옵션에서 제출 폴더와 백업 폴더를 변경합니다.
4. iPC가 2.2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된 경우 옵션 대화 상자인 카테고리 연결에서 폴더 제출도 선택합니

다. "기본 연결 사용"과 "확인"을 차례로 활성화하면 공통 제출 폴더가 확인됩니다.
완료되었으면 권한 없는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iPC가 잘 시작되었고 백업 및 제출 폴더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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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라이센스 정보

iPC의 주요 라이선스는 가지입니다.
설치된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는 Menu Bar->도움말->License Manager...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cut Production Console Basic
Basic 라이선스는 기본 기능만 포함합니다. 카메라 기능은 없습니다.
X 시리즈만 해당
i-cut Production Console Packaging Production
Packaging Production 라이선스는 제작에 대한 모든 주요 주제를 다루지만 편집, 밀링 및 카메라 왜곡 보정
에 대한 기능으로는 부족합니다.
C 시리즈만 해당
i-cut Production Console Sign 제작
Sign Prod 라이선스는 iPC 소프트웨어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주요 라이선스입니다.
X 시리즈 및 C 시리즈 해당
i-cut Production Console Flexo
Flexo 라이선스는 기본 기능과 모든 보상 옵션을 포함합니다.
X 시리즈만 해당

위의 사항 외에도 일부 V 및 X-starter 시스템에는 Sign Standard라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라이선스가 설
치되어 있습니다.

기능 Basic 팩 제작 기호 생산 Flexo 세부 정보

기본 x x x x 응용 프로그램 시작을 포함한 모든 기
본 기능 활성화

Line_edit x x x x 모든 수동 도형 편집 활성화. 기본 버
전은 "읽기 전용"(XL-Guide)

Avoid_overcut x 레이어 활성화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선을 분할하고 절단 방향 변경, 주로
인쇄 재료에 사용

Registration_a
nd_
placement

x x x x 테두리/가늠표 및 배치(위치/회전)
보정 활성화. 맞춤 장치는 하드웨어에
따라 다름

바코드 x x 카메라로 바코드를 읽을 수 있게 지
원, 자동화 워크플로 사용 바코드 스
캐너는 항상 지원됨

선형 x x x 선형 및 차등 스케일 사용

Non_linear x x 비선형(전체) 왜곡 보정 사용

지능형 표시 x 적응형 맞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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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Basic 팩 제작 기호 생산 Flexo 세부 정보

무중단 x x 하나 이상의 사본(테이블) 제작 및 멀
티존을 테이블 프리셋으로 활성화.

밀링 x 고급 밀링 기능(예: 리드인/리드아웃,
전체 밀링, 도구 직경 교정) 활성화

Add_Nested_
Layout

x  x x x 대화 상자를 통해 경계 상자 또는 수
동 위치에 따라 동일한 시트 상에 설
계 병합

Step_and_rep
eat

x x x "i-cut 방식"으로 단계 반복 활성화

작업 반전 x x x x 인쇄면에서 카메라 맞춤, 수동 시트
뒤집기, 뒷면에서 절단 및 접는선을
활성화합니다. 골판지 워크플로용.

QuickBox x x x x 표준 도면 실행을 활성화합니다.

주: 독립 라이선스, 번들 라이
선스에 연결되지 않음

주: iPC 준비 스테이션, 독립 실행형 iPC 라이선스는 iPC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호 생산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테이블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파일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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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키보드 단축키

Alt + 클릭 모든 곡선 선택

Alt + 왼쪽 화살표
Alt + 오른쪽 화살표
Alt + 위쪽 화살표
Alt + 아래쪽 화살표

선택된 곡선 조그

CTRL + - 축소

CTRL + + 확대

CTRL +  데이터에 맞추기(F)

CTRL + A 모든 곡선 선택

CTRL + Alt + Shift + L 로그 옵션

CTRL + Alt + M 주기적 업데이트 유지

CTRL + C 레이어 복사

CTRL + D 모든 곡선 선택 취소

CTRL + L 레이어 추가

CTRL + M 선택된 곡선 이동

CTRL + N 새 파일

CTRL + O 파일 열기

CTRL + Alt + O 바코드를 통해 열기

CTRL + Alt + Shift + O ArtiosCAD Standards에서 열기

CTRL + Alt + P 바코드를 통한 제작 시작

CTRL + Q 대기 중인 작업 찾기

CTRL + S 파일 저장

CTRL + Shift + A 모든 레이어 선택

CTRL + Shift + C 곡선이 있는 레이어 복사

CTRL + Shift + D 모든 레이어 선택 취소

CTRL + Shift + I 곡선 방향 반전

CTRL + Shift + J 작업에 맞추기

CTRL + Shift + M 미러 선택 곡선

CTRL + Shift + R 선택된 곡선 회전

CTRL + Shift + S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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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L + Shift + T 테이블에 맞추기

CTRL + T 선택된 곡선 배율

CTRL + U 사용하지 않는 레이어 제거

CTRL + W 파일 닫기

CTRL + Z 실행 취소(U)

삭제 선택된 곡선 제거

F 도움말

Shift + Del 레이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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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I-CUT 사용

ai-cut은 Adobe Illustrator의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 기능은 iPC 가늠표를 설계에 자동으로 추가하
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플러그인과 해당 사용 설명서는 https://www.kongsbergsystems.com/en/resources/software/ai-
cu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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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SCRIPT

기존 워크플로에서 이미지 데이터 및 절단 데이터는 디자인 스테이션에서 별도의 파일로 생성됩니다.

i-script는 RIP 프로세스에서 이미지 데이터 및 절단 데이터가 분리되는 워크플로입니다.
큰 장점은 RIP 프로세스에서 이뤄진 수정은 이미지 데이터와 절단 데이터 모두에 대하여 유지된다는 것입니
다.
i-script는 유명 RIP 및 프린터 제조사가 구성합니다.

i-script 파일 형식은 i-cut 레이아웃 및 ArtiosCAD - iPC 등 Esko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 전송에도 사용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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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JDF 워크플로

이 워크플로는 i-script 워크플로를 더욱 발전시킨 것입니다. 절단 테이블에 대한 출력은 두 개의 파일로 나뉘
는데,
하나는 모든 절단 형상을 포함하는 .cgf 파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메타데이터가 다음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포
함하는 jdf 파일로 분리된 i-script 파일입니다.
• 작업 정보(작업 ID, 고객 이름 등)
• 재료 정보(iPC에서 정의된 재료 이름)
• 절단할 시트의 양
• iPC에 정의된 대로 작업을 처리하는 프리셋
• 내용과 위치 등 시트의 모든 바코드 ID 필드의 요약
선택적으로 인쇄된 작업의 미리보기에 대한 .png 파일.
이 파일들은 하나의 파일로 압축되어 iPC로 가져옵니다. 워크플로는 i-cut 레이아웃, DFS 및 ArtiosCAD는
물론 일부 RIP 공급업체와 같은 Esko 응용 프로그램에서 지원됩니다. DFS의 경우 zip 파일의 이름은 .dfscu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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