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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랭크 프 스 (35TON)

크랭크 프 스 (35TON)를 이용한 실험

개요

 크랭크의 회전운동을 상하왕복운동으로 전환하여 프레스 가공을 

하는 기계의 일종으로 프레스 금형설계, 프레스 금형개발, 캡스톤 

디자인(1), 캡스톤 디자인(2), 금형공작법 교과목에 적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작업 시작전 반드시 프레스의 양호상태를 점검한다.

  2. 메인 스위치를 켠다.

  3. 전원을 켜고 수동조작으로 금형을 세팅한다.

  4. 램을 상승 시킨다.

  5. 금형을 프레스에 올린다. (받침대 위에 올릴 것.)

  6. 금형의 하측부위를 클램프 한다.

  7. 램을 서서히 하강 시켜서 금형이 닫히기 전까지 내려서 멈춘 후 금형의 상부를 클램핑 한다.

  8. 프레스의 조정나사를 조절하여 램의 하상위치 등을 적절히 조절한다.

  9. 문제점 유발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 성형한다.

  10. 성형 깊이 등을 재조정한다.

  11. 성형실험을 한다. 

     (다시 문제가 생기면 계속 프레스 성형 깊이 조절 세팅을 바꾸면서 실험을 진행할 것.)

  12. 램을 금형의 사양이 수용하는 범위까지 내려서 금형의 상부가 충분히 들려져 클램핑을 풀어도    

     떨어지지 않을 상태까지 상승시킨 후 전원을 끈다.

  13. 금형의 상부 클램프를 제거한다.

  14. 전원을 켜서 램을 상승시킨 후 금형의 하부 클램프를 제거한다.

  15. 금형을 프레스에서 리프트기 등을 이용하여 꺼내어 분해하고 깨끗이 닦은 후 기름칠 한 후 정 

      위치에 놓는다.

  16. 프레스의 주변 치구 정리 및 주변을 정리하고, 닦고 기름칠한다.



크랭크 프 스 (35TON)

★ 기자재 주요 사항

모델명 CS-35

능력 ton 35

슬라이드 스트로크 mm 80

슬라이드 스트로크 수 spm 50~100

슬라이드 조절량 mm 50

볼스터 크기 mm 700 X 350

다이하이트 mm 210

다이쿠션 無

다이쿠션 조절량 無

패드크기 無

★ 주의사항

* 프레스 작업 시작전 필요한 공구를 미리 준비하여 작업에 임한다.

* 금형 설치 후 성형 깊이 조절시 금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고려하여 장착한다.

* 금형을 장착하고 해체할 때 떨어뜨리거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한다. 

* 성형시 프레스의 내부에 뭔가가 끼던가, 사람의 신체 일부가 있는지 확인하고 성형한다.

* 프레스 사용 후 금형 및 프레스를 깨끗이 닦고 기름칠 한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CNC 조각기

CNC 조각기를 이용한 실험

개요

 금속 또는 아크릴을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조각하는 전용 공작기

계로서, 회전하는 절삭공구가 상하로 자유로이 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다목적 조각기로 자동화 시스템, 캡스톤 디자인(1), 캡스톤 디

자인(2), 응용재료역학 교과목에 적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AUTOCAD를 그린 후, PE 단축키를 이용하여 하나로 묶고, 2000이하 버전으로 저장한다.

    (AUTOCAD작업시 공구의 직경 파악하여 옵셋을 하여야 한다.)

  2. CNC조각기와 컴퓨터를 켜서 기계원점 복귀를 실행한다.

    (화면상에 원점복귀 실행하면이 없어질 때까지 가만히 둔다.) 

  3. 공작물과 공구를 셋팅을 한다.

    (양면테이프를 이용 or 클램프를 이용하여 공작물을 고정시킨다.)

  4. 스핀들을 가공 하고자 하는 위치에 옮긴 후 X,Y 좌표설정을 한다.

  5. 공구를 바닥에 위치하여 셋팅을 하던지 or 공작물 최상면에 두고 셋팅을 한다.

  6. 가공좌표를 확인한다. 

    (위의 4.5번이 올바른지 확인)

  7. 레이어 설정으로 들어가 가공깊이와 스텝깊이를 설정한다.

  8. 설정한 것이 올바른지 경로확인을 실행한다.

  9. 스핀들과 에어를 켜서 가공준비를 한다.

  10. 자동운전을 실행한다.

  11. 가공시작을 실행한다.

  12. 가공중 문제 발생시 가공정지를 누른다.

  13. 가공이 완료되면 기계원점 복귀를 실행한다.

  14. 공작물과 공구를 떼어낸다.

  15. 가공칩등을 청소하고, 주변정리-정돈 한다.

 



CNC 조각기

★ 기자재 주요 사항

기계사양 FA-700

기계크기

장비크기 (W,L) 1,140 X 3,100mm

기계높이 1,550mm

기계중량 330kg

테이블

사이즈 (X,Y) 710 X 510mm

형식 T-Slot 테이블

가공범위 (X,Y,Z) 700 X 500 X 110mm

동력
전원 220V 단상 (50Hz, 60Hz)

총사용전력 3Kva

스핀들

회전수 3,000~20,000RPM

용량 550Kw (옵션:2.4Kw)

종류 BLDC Motor / 고주파 스핀들

테이퍼 -

콜렛  SK6 (Max ∅6), 옵션 (SK10)

ATC 자동공구교환장치 -

제어부

3축제어모터 X, Y, Z : AC서보 200W

최대이송속도 15,000mm/min (250mm/sec)

수동조작형식 FTU (이동조작반), MPG (수동펄프발생기)

정밀도
반복정도 0.005mm

위치정도 0.01mm

이송장치 L/M Guide Ball Screw

★ 주의사항

* 가공 중에는 작업장을 비워서는 절대 안되며, 스핀들이 회전 중일 때에는 장비에 대해 작업자의 접촉

을 금지하며 만지게 될 경우 심각한 충격을 입을 수 있다.

* 장비가 운전 중일 때 작업자 외에는 주변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한다.

* 운전 중에 전장함의 문을 열거나 내부 전기와 관련된 부품들을 임의로 만져서는 안된다.

* 신체의 일부분이 젖어 있을 경우에는 장비 및 전기 부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공 중에 발생하는 칩과 먼지는 눈과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다.

* 가공 중에는 칩이나 소재가 작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호 장구(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한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FA-700S CNC 조각기

FA-700S CNC 조각기를 이용한 실험

개요

 금속 또는 아크릴을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조각하는 전용 공작기

계로서, 회전하는 절삭공구가 상하로 자유로이 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다목적 조각기로 자동화 시스템, 캡스톤 디자인(1), 캡스톤 디

자인(2), 응용재료역학 교과목에 적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AUTOCAD를 그린 후, PE 단축키를 이용하여 하나로 묶고, 2000이하 버전으로 저장한다.

    (AUTOCAD작업시 공구의 직경 파악하여 옵셋을 하여야 한다.)

  2. CNC조각기와 컴퓨터를 켜서 기계원점 복귀를 실행한다.

    (화면상에 원점복귀 실행하면이 없어질 때까지 가만히 둔다.) 

  3. 공작물과 공구를 셋팅을 한다.

    (양면테이프를 이용 or 클램프를 이용하여 공작물을 고정시킨다.)

  4. 스핀들을 가공 하고자 하는 위치에 옮긴 후 X,Y 좌표설정을 한다.

  5. 공구를 바닥에 위치하여 셋팅을 하던지 or 공작물 최상면에 두고 셋팅을 한다.

  6. 가공좌표를 확인한다. 

    (위의 4.5번이 올바른지 확인)

  7. 레이어 설정으로 들어가 가공깊이와 스텝깊이를 설정한다.

  8. 설정한 것이 올바른지 경로확인을 실행한다.

  9. 스핀들과 에어를 켜서 가공준비를 한다.

  10. 자동운전을 실행한다.

  11. 가공시작을 실행한다.

  12. 가공중 문제 발생시 가공정지를 누른다.

  13. 가공이 완료되면 기계원점 복귀를 실행한다.

  14. 공작물과 공구를 떼어낸다.

  15. 가공칩등을 청소하고, 주변정리-정돈 한다.

 



FA-700S CNC 조각기

★ 기자재 주요 사항

기계사양 FA-700

기계크기

장비크기 (W,L) 1,140 X 3,100mm

기계높이 1,550mm

기계중량 330kg

테이블

사이즈 (X,Y) 710 X 510mm

형식 T-Slot 테이블

가공범위 (X,Y,Z) 700 X 500 X 110mm

동력
전원 220V 단상 (50Hz, 60Hz)

총사용전력 3Kva

스핀들

회전수 3,000~20,000RPM

용량 550Kw (옵션:2.4Kw)

종류 BLDC Motor / 고주파 스핀들

테이퍼 -

콜렛  SK6 (Max ∅6), 옵션 (SK10)

ATC 자동공구교환장치 -

제어부

3축제어모터 X, Y, Z : AC서보 200W

최대이송속도 15,000mm/min (250mm/sec)

수동조작형식 FTU (이동조작반), MPG (수동펄프발생기)

정밀도
반복정도 0.005mm

위치정도 0.01mm

이송장치 L/M Guide Ball Screw

★ 주의사항

* 가공 중에는 작업장을 비워서는 절대 안되며, 스핀들이 회전 중일 때에는 장비에 대해 작업자의 접촉

을 금지하며 만지게 될 경우 심각한 충격을 입을 수 있다.

* 장비가 운전 중일 때 작업자 외에는 주변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한다.

* 운전 중에 전장함의 문을 열거나 내부 전기와 관련된 부품들을 임의로 만져서는 안된다.

* 신체의 일부분이 젖어 있을 경우에는 장비 및 전기 부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공 중에 발생하는 칩과 먼지는 눈과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다.

* 가공 중에는 칩이나 소재가 작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호 장구(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한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WinMAX CAM

WinMAX CAM을 이용한 실험

개요

 가공물을 설계하는 CAD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는 

CAM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로 금형공작법, 캡스톤 디자인(1), 캡스톤 

디자인(2), 프레스 금형설계, 프레스 금형개발 교과목에 적용된다.

★ 프로그램 작동순서

  1. WinMAX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AutoCAD로 그린 파일(dwg, dxf)을 불러온다.

  3. CAM을 설정한다. (메뉴바에서 설정)

  4. 와이어 컷트를 설정한다. (AG600L)

  5. Line(객체) 중복을 확인한다.

  6. 그룹화 작업을 한다.

  7. 객체를 선택한다. (가공방향 선택)

  8. 어프로치를 한다. (가공 개시점에서 형상으로 들어가는 도형, 형상에서 나오는 도형을 자동 생성)

  9. 작업을 시작할 객체 선택을 한다. (가공할 형상)

  10. 기초홀을 선택한다. (슈퍼드릴 기초홀 or 드릴로 뚫은 홀)

  11. CL데이터를 작성한다.

  12. 공정편집을 한다. (전 공정 다 지우기)

  13. CL데이터를 작성한다. (그룹, 어프로치를 붙인 형상에 가공조건을 설정)

  14. 윤각가공을 한다.

  15. 객체 형상을 선택한다. (화면 빈곳을 두 번 클릭 or 선택종료)

  16. 윤곽가공조건등록을 한다. (조건선택)

  17. NC데이터 작성을 한다.

  18. 파일 이름을 넣고 저장한다.

  19. NC파일을 생성한다.

  20. 시뮬레이터 확인을 한다.



WinMAX CAM

★ 프로그램 가공 사항

★ 주의사항

* 모든 전기전자기기는 사용을 중지 시 전원을 차단하여야한다.

* 모든 전기전자 기기는 정격전류에 알맞은 전선과 해당전선을 보호하는 차단기를 사용한다.

* 젖은 손으로 스위치를 조작하거나 전기가 통하는 부위의 접촉은 금한다.

* 실험실습실 내 난방용 전열기구 사용을 금한다.

* 하나의 전원코드에 문어발식 접속으로 인한 과부하를 피해야 한다.

* 퇴실 전-후에는 전기코드 등 전원장치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DAEWOO MACHINING CENTER

우 MCT를 이용한 실험

개요

 수치정보에 의해 프로그램된 정보를 인식하여 공작기계를 작동시

킬 수 있는 제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밀링머신으로 금형공작법, 

CAM, 캡스톤 디자인(1), 캡스톤 디자인(2), 교과목에 적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메인 스위치를 켠다.

  2. 비상정지 스위치를 해제한다.

  3. 머시닝센터의 전원을 켠다.

  4. REF.RTN. 키를 눌러 기계원점복귀를 한다. (X, Y, Z = + 방향)

  5. 공회전을 실시한다. (M03 S100;)

  6. 공작물을 베드위 바이스에 고정한다.

  7. 공작물 좌표계 설정, 소재크기, 공구옵셋설정, 공구직경보정, 공구 길이보정을 한다.

    (POS, PROG, OFFSET SETTING 키로 조작)

  8. PROGRAM에서 가공경로를 미리 확인한다. (GRAPH 키로 조작)

  9. PROGRAM 이상 발생시 PROGRAM을 수정한다.

  10. 가공을 실시한다.

  11. 가공이 끝났으면 PROGRAM을 종료한다.

  12. 바이스를 풀어서 공작물을 떼어낸다.

  13. 베드를 주축 중간에 놓는다.

  14.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른다.

  15. 메인 스위치를 끈다.

  16. 가공칲을 청소하고, 주변정리-정돈을 한다.



DAEWOO MACHINING CENTER

★ 기자재 주요 사항

ITEM 단위 사양

스트로크 [X/Y/Z] mm 1,050 X 550 X 500

주축회전속도 rpm 20,000

주축 테이퍼 ISO #40

주축 모터 [연속/30분] kw 18.5/22

주축 최대 토오크 kgf.m 11.9

자동공구 교환장치 (A.T.C) 공구 보유수 EA 24

자동공구 교환장치 (A.T.C) 공구 형식 MAS BT 40

자동공구 교환장치 (A.T.C) 최대 공구경 mm 90/140

자동공구 교환장치 (A.T.C) 최대 공구 길이 mm 250

자동공구 교환장치 (A.T.C) 최대 공구 무게 kgf 8

자동공구 교환장치 (A.T.C) 공구 교환속도 (T-T-T) sec 1.0

테이블 크기 mm 1,200 X 550

테이블 허용 하중 kgf 1,000

이송속도 급속 이송속도 (X/Y/Z) m/min 40/40/40

이송속도 절삭 이송속도 m/min 40

테이블 상면에서 주축 끝단까지의 거리 mm 150~650

컬럼에서 주축 끝단까지의 거리 mm 610

기타 소요전원 KVA 65

기타 기계높이 mm 3,080

기타설치 소요면적 (L×W) mm 2,850 X 2,730

기타 장비중량 kgf 11,500

★ 주의사항

* 오토프로그램 작업 시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여 잘못이 있을 경우, RESET 키를 눌러 작업을 

  중지시킨다.

* 기계 뒤의 배전판에는 고전압이 흐르므로 ON/OFF시 항시 주의한다.

* 가공시 필요한 공구를 미리 준비하여 작업에 임한다.

* 주축이 고속회전을 하므로, 작업시 장갑 착용을 하면 주축회전에 의한 부상이 발생하므로 장갑을 

  벗고 작업한다.

* 절삭가공시 가공칩이 튈 수 있으므로, 안면보호를 위해 보안경을 착용한다.

* 황삭가공시 무리한 절삭깊이 가공을 하지 않는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RADIAL DRILLIMG MACHINE

이 얼 드릴링 신을 이용한 실험

개요

 대형 공작물의 구멍 뚫기에 적합하도록 수직 컬럼에 부착된 레이

디얼 암에 드릴헤드가 장착되어 있는 드릴링 기계로 자동화 시스템, 

기계제작실습, 프레스 금형개발, 프레스 금형설계, 캡스톤 디자인(1), 

캡스톤 디자인(2) 교과목에 적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작업전 반드시 레디알 드릴링 머신의 양호상태를 점검한다.

  2. 메인 스위치를 켠다.

  3. 베드 위에 공작물을 올려 놓고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4. 작업 하고자 하는 공구를 드릴 척에 물린다.

  5. 핸들을 이용하여 작업하기 좋은 위치에 고정을 시킨다.

  6. 형광등과 주축 회전 버튼(ON)을 누른다.

  7. 주축 회전이 빠르거나 느리면 기어 레버를 이용하여 회전수를 조절 한다.

  8. 주축이송 핸들을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 한다.

  9. 작업을 완료하면 주축버튼(OFF)을 누른다.

  10. 베드면에서 공작물을 뺀다.

  11. 드릴 척에 물린 공구를 탈거한다.

  12. 메인 스위치를 끈다.

  13. 레디알 드릴링 머신의 치구 정리 및 주변을 정리하고, 닦고 기름칠한다.

 



RADIAL DRILLIMG MACHINE

★ 기자재 주요 사항

DESCRIPTION UNIT NRD-1000

드릴능력 (강/주철) mm ∅40 / ∅50

탭핑능력 (강/주철) mm M25 / M32

컬럼직경 mm ∅240

주축중심에서 컬럼면 까지의 거리 mm 250~1000

컬럼 중심에서 암 끝까지의 거리 mm 1285

암상하이동거리 mm 600

주축 및 슬리브 직경 mm ∅65 / ∅80

주축 상하 이동거리 mm 220

주축 테이퍼 MT #4

주축회전 변환 수 step 9

주축회전수 범위(60HZ) r.p.m 48~1525

주축이송 변환 수 step 3

주축이동속도범위 mm/rev 0.11~0.33

주축 모터 kw 2.2

기계의 중량 kg 1700

기계의 크기(가로X세로X높이) mm 700 X 1600 X 1980

★ 주의사항

* 작업장에서는 긴 소매, 긴 바지, 안전화,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한다.

* 기계는 사용하기 전에 기계의 사용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기계에 공구가 잘 끼워져 있는지를 

 안전점검 한다.   

* 기계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깨끗이 치우고, 공구도 확실히 끼워둔다.

* 여성 작업자는 작업장에서 머리를 묶고, 치마를 입지 않는다.

* 작업장에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고 오지 않는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범용 밀링

밀링을 이용한 실험

개요

 밀링커터를 회전시켜 상하-좌우-전후의 선형이송운동을 준 공작물

을 절삭하는 공작기계로, 평면절삭-홈절삭-절단등 복잡한 절삭이 가

능한 기계로 기계제작실습, CAM, 캡스톤 디자인(1), 캡스톤 디자인

(2), 금형공작법, 공작기계 교과목에 적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메인 스위치를 켠다.

  2. 공작물을 바이스에 고정한다.

  3. 절삭방법에 따라 공구를 선택한다.

  4. 선택한 공구를 주축에 장착한다.

  5. 절삭방법(공작물, 공구)에 따라 주축속도변환수를 맞춘다.

  6. 주축을 회전시킨다.

  7. 천천히 공작물을 공구 날에 이송시킨다.

  8. 첫 가공깊이는 조금만 넣고, 시험가공을 한다.

  9. 시험가공시 무리가 생겼다면, 주축속도, 절삭깊이를 다시 조절한다.

  10. 시험가공이 잘 됐으면, 절삭 깊이를 많이 줘서 황삭 가공을 한다.

  11. 공작물의 외경이 가공치수에서 얼마 남지 않았으면, 절삭 깊이를 조금씩 넣어서 정삭가공을 

      하여 가공치수를 맞춘다.

  12. 가공이 끝났으면 주축을 정지시키고, 바이스를 풀어서 공작물을 떼어낸다.

  13. 메인 스위치를 끈다.

  14. 가공칩등을 청소하고, 주변정리-정돈 한다. 

   



범용 밀링

★ 기자재 주요 사항

테이블

작업면적 mm 1,100 X 280

T홈 mm 16H7 X 3

이동거리

좌우 mm 820

전후 mm 360

상하 mm 450

이동속도
좌우전후변환수 steps 12

좌우전후범위 mm/min 15 ~ 720

급송속도
전후, 좌우 m/min 3,000

상하 m/min 800

가공물 최대 중량 kg 250

주축

주축의 테이퍼
수직

NT
40

수평 50

주축속도변환수
수직

steps
16

수평 9

주축속도범위
수직

r.p.m
75 ~ 3,600

수평 90 ~ 1,400

주축 상하 이동거리 mm 140

주축 상하 자동 이송속도 mm/rev 0.035, 0.07, 0.14

주축 선회각도 deg ±90

오-버암
오버암의 전후 이동거리 mm 535

오버암의 선회각도 deg 360

모터

주축용 모터
수직 KW 2/1 [3/1.5HP] 2/4P

수평 KW 3.7 [5HP] 4P

이송용 모터 KW 1.1 [1.5HP] 6P

상하 이송용 모터 KW 0.9 [1.2HP] 6P

설치면적 mm 3,000 X 2,000

중량 kg 2,300

★ 주의사항
* 가공시 필요한 공구를 미리 준비하여 작업에 임한다.

* 주축이 고속회전을 하므로, 작업시 장갑 착용을 하면 주축회전에 의한 부상이 발생하므로 장갑을 

  벗고 작업한다.

* 절삭가공시 가공칩이 튈 수 있으므로, 안면보호를 위해 보안경을 착용한다.

* 황삭가공시 무리한 절삭깊이 가공을 하지 않는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범용 반

반을 이용한 실험

개요

 공작물을 주축과 함께 회전시키면서 바이트를 접촉시켜 금속을 평

면, 테이퍼 등의 절삭, 환봉의 절단, 드릴 가공, 나사절삭 등이 가능

한 기계로 기계제작실습, 공작기계, 캡스톤 디자인(1), 캡스톤 디자인

(2) 교과목에 적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메인 스위치를 켠다.

  2. 공작물을 주축대에 고정한다.

  3. 절삭방법에 따라 공구를 선택한다.

  4. 선택한 공구를 주축중심에 맞게 높이를 맞춘다.

  5. 절삭방법에 따라 주축속도변환수를 맞춘다.

  6. 주축을 회전시킨다.

  7. 천천히 공구를 공작물 외경에 이송시킨다.

  8. 첫 가공깊이는 조금만 넣고, 시험가공을 한다.

  9. 시험가공시 무리가 생겼다면, 주축속도, 절삭깊이를 다시 조절한다.

  10. 시험가공이 잘 됐으면, 절삭 깊이를 많이 줘서 황삭 가공을 한다.

  11. 공작물의 외경이 가공치수에서 얼마 남지 않았으면, 절삭 깊이를 조금씩 넣어서 정삭가공을 

      하여 가공치수를 맞춘다.

  12. 가공이 끝났으면 주축을 정지시키고, 주축대 고정을 풀어서 공작물을 떼어낸다.

  13. 메인 스위치를 끈다.

  14. 가공칩등을 청소하고, 주변정리-정돈 한다. 



범용 반

★ 기자재 주요 사항

규격 Specification 단위 HL-380

베드상의 스윙 Swing over bed mm 400

왕복대상의 스윙 Swing over carrige mm 238

센터간의 최대거리 Max. distance between center mm 1,000

주축내경의 테이퍼 Taper of spindle hole M. T. #6

주축관통경 Spindle hole mm 52

센터의 테이퍼 Taper of center M. T. #4

심압대의 테이퍼 Taper of tailstock center M. T. #4

주축속도 변환수 Number of spindle speed step 12

주축속도 범위 Range of spindle speed R. P. M. 45~1,800

이송변환수 Number of feed changes step 32

모터의 극(Pole) 수 Motor (Pole change motor) 4(4P~8P)

베드폭 width of bed mm 300

기계중량 Net weight kg 1,200

★ 주의사항

* 가공시 필요한 공구를 미리 준비하여 작업에 임한다.

* 주축이 고속회전을 하므로, 작업시 장갑 착용을 하면 주축회전에 의한 부상이 발생하므로 장갑을 

  벗고 작업한다.

* 절삭가공시 가공칩이 튈 수 있으므로, 안면보호를 위해 보안경을 착용한다.

* 선반가공은 회전공작물의 외경이나 내경을 주로 가공하므로, 가공시 공구진입 이송길이의 두배가 

  절삭되므로 가공깊이를 주의해서 준다.

* 황삭가공시 무리한 절삭깊이 가공을 하지 않는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사출 기

사출 기를 이용한 실험

개요

 칩 또는 분말 상태의 열가소성 합성수지나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가열 용융하여 사출 플런저 또는 스크류에 의해서 금형에 주입하여 

복잡 형상 제품의 실린더 속에서 가열하여 녹인 플라스틱 재료를 

노즐을 통하여 폐쇄된 거푸집 속에 밀어 넣고, 냉각하여 고체의 물

건을 만드는 기계로 사출금형설계, 사출금형개발, 캡스톤 디자인(1), 

캡스톤 디자인(2) 교과목에 적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사출기 우측 아래쪽 전원을 ON한다.

  2. 금형을 기구를 이용하여 사출기에 CLAMP한다.

     (장착시 금형의 로케이트링을 보면서 스크류쪽에 정확한 위치를 잡는다.)

  3. 콘트롤 박스의 자동개폐 장치를 사용하여 금형 크기에 맞게 조절한다.

  4. 건조가 충분히 된 RESIN을 사출기 호퍼에 넣는다.

  5. 스크류 내부 온도를 RESIN 사양에 맞게 SETTING한다.

     (수지마다 차이가 있음.)

  6. 사출기 스크류 내부를 충분히 퍼징한다.

     (먼저 사용한 수지를 빼내고 사용하는 수지를 스크류 내부에 채우는 작업.)

  7. 온조기등 냉각장치를 사용하여 금형의 온도를 SETTING한다.

  8. 스크류를 전진시킨 후, 사출품의 원하는 성능이 나오도록 사출조건을 잡는다.

     (사출속도, 보압, 냉각시간, 이젝팅 거리등.)

  9. 사출이 끝났으면 스크류를 후퇴 시킨 후, 퍼징을 사용하여 스크류 내부의 RESIN을 제거한다.

  10. 금형의 냉각장치를 탈거한 후, 금형을 사출기로부터 탈거한다.

  11. 사출기 전원을 OFF한다.

  12. 금형 및 사출기 주변을 정리 정돈한다.



사출 기

★ 기자재 주요 사항
- 사출 / INJECTION UNIT -

스크류 직경 mm 32

사출 압력 kg/ 2000

이론 사출 용적  104

사출 중량 (PS) g 95

사출률 /sec 322

사출 스트로크 mm 130

사출 속도 mm/sec 400

가소화 능력 (PS) kg/hr 73

스크류 회전수 rpm 400

- 형체 / CLAMPING UNIT -

형체력 ton 110

타이바 간격 (H*V) mm 410*410

정반 크기 (H*V) mm 630*630

행개 거리 mm 350

최대 행개 거리 mm 750

최소 금형 두께 mm 150

최대 금형 두께 mm 400

이젝터 출력 ton 3.3

이젝터 스트로크 mm 80

금형 클램프 mm M16

- 일반 / GENERALS -

히터 용량 kw 8.28

총전기 용량 kw 26.28

기계 무게 kg 4600

기계 제원 (L*W*H) mm 4594*1313*1642

★ 주의사항
* 기계운전 전에 반드시 안전 점검을 확실히 행하고, 안전장치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 기계 운전 전, 반드시 주위의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 기계 가동 전, 다른 작업자에게 기계 가동을 알리고 기계 주위 1~2M 이내로 접근을 금지한 후 

  기계를 가동시킨다.

* 각 부위 동작 혹은 점검 시, 주의표시나 안전 명판이 부착된 부위에서는 반드시 해당 안전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작업해야 한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연삭기

 연삭기를 이용한 실험

개요

 초정밀 성형연삭기로 다양한 금형, 치공구, IT산업분야의 정밀 부품 

연삭을 능률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선택폭이 넓게 구성된 기계로 

금형공작법, 기계제작실습, 공작기계, 캡스톤 디자인(1), 캡스톤 디자

인(2) 교과목에 적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작업 전 반드시 연삭 기계의 양호상태를 점검한다.

  2. 메인 스위치를 켠다.

  3. 가공할 공작물의 재질에 맞는 숫돌을 설정하여 주축에 장착한다.

  4. 다이아몬드 드레서를 마그네틱 척 위에 올려놓는다. 

  5. 마그네틱 척의 전원을 넣고 접착력을 확인 후, 주축을 회전시켜 다이아몬드 드레서로 숫돌을 

    드레싱 한다.

  6. 준비 작업이 끝나면, 공작물을 마그네틱 척 위에 설치하고, 공작물주위에 공작물의 가공높이 

    보다 낮은 지지대를 설치한다.

  7. 숫돌을 회전시키고 천천히 내려 공작물의 가장 높은 부분을 찾아 천천히 숫돌을 갖다 댄다.

  8. 첫 가공깊이는 조금만 넣고 시험가공을 한다.

  9. 시험가공시 무리가 생겼다면, 연삭 깊이를 다시 조정한다.

  10. 시험가공이 잘 됐으면, 황삭가공을 실시한다.

  11. 공작물의 치수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연삭 깊이를 조금씩 넣어서 정삭가공으로 치수를 맞춘다.

  12. 가공이 끝났으면, 주축스위치를 끄고, 테이블을 숫돌에서 최대한 멀리 이송시킨다.

  13. 마그네틱 스위치를 끄고 공작물을 탈자 시킨 후 떼어낸다.

  14. 메인스위치를 끈다.

  15. 주축이 완전히 멈춘 후에 가공쇳가루와 먼지를 청소하고, 주변을 정리정돈을 한다.



 연삭기

★ 기자재 주요 사항

항  목 단  위 YGS-50A

Capcity
표준척의크기(길이X폭) mm 450X150

테이블 상면에서 숫돌중심까지의 거리 mm 0~500

Table

좌우 이동 속도(평균) m/min 0.3~20

전후 수동이송
핸들 1회전당 이송량 mm 5

다이얼 1눈금당 이송량 mm 0.02

전후 자동이송
간헐이송 mm 0.5~15

연속이송 m/min 0.1~1.0

Grinding Head

자동 절입 이송량 mm 0.002~0.03

수동 절입 이송량
핸들 1회전당 이송량 mm 1.5

다이얼 1눈금당 이송량 mm 0.005

Grinding Wheel
외경X폭X내경 mm ∅180X9~20X∅31.75

회전수 r. p. m 3000/3600

Motors
스핀들용 Kw/p 1.5/2

유압펌프용 kw/p 0.75/4

기계중량 (약) kg 1350

휠 카바 적용 모델 YGS/CVR-180A

★ 주의사항

* 가공이 필요한 공구를 미리 준비하여 작업에 임한다.

* 주축숫돌이 고속회전을 하므로 공작물 탈착 시는 회전이 완전히 멈춘 후 작업을 하며, 베드를 

  최대한 숫돌에서 멀리 이송시켜 조심스럽게 탈착시킨다.

* 연삭작업시에는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공기흡입장치를 가동시키고, 방진마스크도 

  착용한다.

* 가공 후 충분히 탈자하고 공작물을 수직으로 떼어낸다.

* 공작물을 마그네틱 척에 부착 시에는 공작물과 마그네틱 척 사이에 이물질이 없게 한 후에 

  부착시킨다.

*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한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이어 방  가공기

이어 방  가공기를 이용한 실험

개요

 액체 중에서 전극과 피가공물 사이의 방전현상을 이용한 특수가공

기로서, 절삭가공이 곤란한 고경도 재료와 금형제작의 구멍뚫기나 

미세한 와이어를 이용하여 가공물을 절단한는데 사용되는 기계로 

금형공작법, 캡스톤디자인(1), 캡스톤 디자인(2), 프레스 금형개발, 프

레스 금형설계 교과목에 적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메인 스위치를 킴.

  2. 비상 스위치가 ON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3. SOURCE 버튼을 ON을 누른다.

  4. POWER 버튼을 ON을 누른다.

  5. 컴퓨터가 부팅되면서 화면에 원점 복귀하라고 나옴. (조작판의 ENT를 누름) 

  6. 공작물을 바이스에 장착한다. (인디게이터를 사용하여 공작물의 수평을 맞춤)

  7. 전극을 장착한다. (인디게이터를 사용하여 전극의 수직을 맞춤)

  8. APPR FACE를 이용하여 전극과 공작물을 0점 SETTING한다.

  9. LN ASSIST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작성 및 방전 가공을 선택한다.

  10. SHAPE를 이용하여 형상을 선택한다.

  11. MACK PLAN을 이용하여 가공 계획을 선택한다.

  12. TINIK DRAIN을 CLOSE시킨다.

  13. TANK FILL을 ON시킨다.

  14. TANK DOOR을 이용하여 공작물의 최상점에서 80mm이상이 되도록 방전유를 침전시킨다.

  15. ENT를 눌러 가공을 시작한다.

  16. 가공이 끝나면 12. 13. 14.를 역순으로 하여 작업을 종료한다.

  17. 공작물과 전극을 탈거한 후 방전유를 닦는다.

  18. 마무리 및 정리정돈을 한다.



이어 방  가공기

★ 기자재 주요 사항

DESCRIPTION UNIT AG600L

최대 가공물 크기

(폭 × 깊이 × 높이)
mm

800 × 570 × 340

(침전가공시 : 280)

최대 가공물 질량 kg 1000

각축 스트로크

(X × Y × Z)
mm 600 × 400 × 350

U × V축 스트로크 mm 120 × 120

최대 Taper 각도 ° ±25° (두께 : 100mm)

와이어 전극경 mm ⏀0.10 ~ ⏀0.30

기계 본체 크기 mm 2615 × 2740 ×2390

★ 주의사항

* 기계적인 정밀도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설치된 주의 환경의 정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와이어 방전 가공기의 전원 입력은 3상 200/220V AC이다.

* 기계가 설치되면 기계각부의 미비점이 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와이어 방전 가공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점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장시간의 무인운전은 원칙적으로 피해야 한다.

* 가공부분에서의 액면 높이는 충분히 유지 하여야 한다.

* 와이어 방전 가공기는 가공액으로 물을 사용해야 한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조 방  가공기

조 방  가공기를 이용한 실험

개요

 전도성 재료를 전극으로 하여 이 전극과 공작물 사이에 고전압을 

양극간에 가하면 간헐적인 스파크 방전이 일어나는데 이 방전에 의

해 발생하는 고온의 열에너지를 이용한 가공법으로 금형공작법, 사

출금형설계, 사출금형개발, 캡스톤 디자인(1), 캡스톤 디자인(2) 교과

목에 적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메인 스위치를 킴.

  2. 비상 스위치가 ON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3. SOURCE 버튼을 ON을 누른다.

  4. POWER 버튼을 ON을 누른다.

  5. 컴퓨터가 부팅되면서 화면에 원점 복귀하라고 나옴. (조작판의 ENT를 누름) 

  6. 공작물을 바이스에 장착한다. (인디게이터를 사용하여 공작물의 수평을 맞춤)

  7. 전극을 장착한다. (인디게이터를 사용하여 전극의 수직을 맞춤)

  8. APPR FACE를 이용하여 전극과 공작물을 0점 SETTING한다.

  9. LN ASSIST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작성 및 방전 가공을 선택한다.

  10. SHAPE를 이용하여 형상을 선택한다.

  11. MACK PLAN을 이용하여 가공 계획을 선택한다.

  12. TINIK DRAIN을 CLOSE시킨다.

  13. TANK FILL을 ON시킨다.

  14. TANK DOOR을 이용하여 공작물의 최상점에서 80mm이상이 되도록 방전유를 침전시킨다.

  15. ENT를 눌러 가공을 시작한다.

  16. 가공이 끝나면 12. 13. 14.를 역순으로 하여 작업을 종료한다.

  17. 공작물과 전극을 탈거한 후 방전유를 닦는다.

  18. 마무리 및 정리정돈을 한다.



조 방  가공기

★ 기자재 주요 사항

DESCRIPTION UNIT AQ35L

테이블 치수 (W × D) mm 600 × 400

가공탱크치수 (W × D × H) mm 750 × 550 × 320

각축 이송거리 (X × Y × Z) mm 350 × 250 × 250

최대 전극 중량 kg 50

최대 가공물 중량 kg 550

기계본체치수 (W × D × H) mm 1535 × 2210 × 2395

기계본체중량 (전원부 포함) kg 3900

★ 주의사항

* 기계적인 정밀도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설치된 주의 환경의 정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방전가공기의 전원 입력은 3상 200/220V AC이다.

* 기계가 설치되면 기계각부의 미비점이 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 방전가공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점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장시간의 무인운전은 원칙적으로 피해야 한다.

* 가공부분에서의 액면 높이는 충분히 유지 하여야 한다.

* 형조 방전가공기는 가공액으로 백등유와 같은 제3 석유류를 사용해야 한다.

* 방전가공기 근처에는 항상 소화설비(B.C급 유류)를 비치, 화재에 대비하여야 한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슈퍼 드릴

슈퍼 드릴을 이용한 실험

개요

 슈퍼드릴은 고정도 LM가이드를 X, Y축에 각 2줄씩 사용하여 정확

한 제어가 가능한 세혈방전가공기로서 정밀 구멍 가공이 가능한 기

계로서 금형공작법, 캡스톤 디자인(1), 캡스톤 디자인(2) 교과목에 적

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메인 스위치를 켠다.

  2. 기계 옆의 전원 스위치를 ON으로 한다.

  3. 비상정지 버튼을 푼다.

  4. 전원 스위치 옆의 POWER 스위치를 자동차 시동을 걸듯이 하여 켠다.

  5. INITIAL SET를 눌러 INITIAL에 불이 점등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6. 공작물을 작업대 위에 올려 고정한다.

    (인디게이터를 이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춘다.)

  7. 전극파이프를 설치한다.

  8. 전극파이프를 이용하여 면(X, Y축) 터치를 한 후, 작업하고자 하는 위치에 전극 파이프를 이동한다.

  9. 전극파이프를 이용하여 Z축을 면터치를 한 후, 0점 셋팅을 한다.

  10. 가공조건을 설정한다.

     (가공조건, 서보조건, 콘덴서, 가공액압, 가공깊이, 복귀위치)

  11. 스핀들 버튼을 눌러 스핀들을 회전 시킨다.

  12. 가공액 공급 스위치를 AUTO로 설정한다.

  13. MAIN 버튼을 눌러 방전 가공을 실시한다.

  14. 방전이 완료되면(관통 된 것을 확인) OFF 버튼을 눌러 방전종료를 하고 Z축을 올린다.

  15. 가공액 공급 스위치를 STOP으로 설정한다.

  16. 기계 옆의 전원 스위치를 OFF로 한다.

  17.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다.

  18. 메인스위치를 끈다.

  19. 기계 베드 위를 청소하고, 주변정리-정돈 한다.



슈퍼 드릴

★ 기자재 주요 사항

구분 시방 SD-1M

기계

최대공작물크기(W × D × H) 660mm × 430mm × 250mm

X, Y 테이블 이송거리 360mm × 260mm

Z축 이송거리 250mm

전극, 가이드간 이송거리 270mm

Z축 회전각도 ±180º

Z축 교차이송거리 200mm

 Z축 경사도 ±90º

사용할 수 있는 전극경 Ø 0.08mm∼ Ø 4.00mm

사용할 수 있는 전극길이 200mm∼300mm

Z축 증분치 0.01mm

 외형치수(W × D × H) 805mm × 920mm × 1914mm

전원부

최대입력  4KVA

입력전원 AC 3상 220V 50Hz∼60Hz

최대전류  40A

가공액 공급부
사용 가공액 증류수

가공액 용량 60ℓ

기계 중량
기계부와 전원부 456kg

가공액 탱크  4.5kg

★ 주의사항

* 작업자는 어떤 선이나 공구 그리고 스위치들을 젖은 손으로 잡지 않는다.

* 작업자는 가공중 어떤 신체의 한 부분으로 전극이나 가공물을 만지지 않는다.

* 작업자는 가공액 공급 밸브를 잠근 상태로 오랫동안 스핀들을 회전시키지 않는다.

* 작업자는 공작테이블 위에 공작물 이외에 다른 것들을 올리지 않는다.

* 작업자는 기계내부나 전원공급장치에서 어떤 작업을 할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 완료 후 작업을   

 한다.

* 작업자는 기계 가동시는 기계 곁을 떠나지 않는다. 만약 기계에서 떨어져 있을 시 기계를 멈추고 전원  

 을 차단한다.

* 작업자는 기계가 작동중일때 주변에서 작업을 할 시 도전성 물질, 귀걸이, 금속안경 또는 귀금속을 착  

 용하지 않는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압식 단기

압식 단기를 이용한 실험

개요

 금속판을 절단하는데 사용하는 기계로서, 보통 윗날과 아랫날이 맞

물리면서 그 전단 작용으로 금속판을 직선 또는 곡선으로 절단하는 

기계로 프레스 금형설계, 프레스 금형개발, 캡스톤 디자인(1), 캡스톤 

디자인(2) 교과목에 적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배전반에서 메인 스위치를 켠다.

  2. 기계 옆의 판넬에서 전원을 켠다.

  3. 조작판에 열쇠를 돌려 안전 일행정 위치에 놓는다.

  4. 비상 스위치를 푼다.

  5. 열쇠를 돌려 유압전단기를 구동시킨다.

  6. 안전센서를 확인한다.

  7. 전단하고자 하는 소재를 넣고 FOOT SWITCH를 눌러 한번씩 전단을 실시한다.

  8. 작업 완료 후 주변 정리-정돈을 한다.

★ 유압식 전단기 작업

  ◉ 유압식 전단기 작업시 실험실 담당자와 같이 작업을 한다.



압식 단기

★ 기자재 주요 사항

NO DESCRIPTION PART NAME SPECIFICATION REMARKS

1 Capacity

1 Max. shearing length 1600mm

2 Max. shearing thickness 6mm SS41기준

3 Capacity (shear force) 23.5ton 133

2 Electric parts

1 Main motor 15KW * 3∅ * 4P 60Hz

2 Voltage
메인 전원 AC 440, 380, 220V

조작 전원 DC24V

3 Hydraulic units

1 Pump flow rate 56.5L/MIN IPH-4B-32-21

2 Hyd'oil #46 사계절용

3 Oil tank 180L

4 Cylinder

1 Main Cylinder (Right) ∅150mm S45C

2 Sub Cylinder (Left) ∅125mm S45C

3 Stroke 85mm

4 Tube thickness 30mm

5 Cover thickness 50mm

5
Clamping 

cylinder

1 Cylinder ∅35mm S45C

2 Clamping force 6.4ton 6EA

3 Clamping Stroke 15mm

4 Tube thickness 7mm

6 Working speed
1 Down acting 52.4mm/sec

2 Up acting 127.8mm/sec

7 Inertia distance 1 Distance 4.39mm≤20mm

8 Shear angle
1 Max. 1° 30′

2 Min. 0° 50′

★ 주의사항

* 실습장에서는 긴 소매, 긴 바지, 안전화,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한다.

* 기계는 사용하기 전에 기계의 사용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안전점검 한다.   

* 기계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깨끗이 정리한다.

* 여성 작업자는 작업장에서 머리를 묶고, 치마를 입지 않는다.

* 실습장에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고 오지 않는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곡기

곡기를 이용한 실험

개요

 튜브, 파이프, 철판등 재료를 유압 또는 기타 압력을 가하여 일정

한 각도로 절곡하는 기계로 프레스 금형설계, 프레스 금형개발, 캡

스톤 디자인(1), 캡스톤 디자인(2) 교과목에 적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작업전 반드시 절곡기의 양호상태를 점검한다.

  2. 배전반 전원을 켠다.

  3. 절곡기 좌측의 전원을 켠다.

  4. 소재를 절곡하기 위하여 베드위에 위치를 잡는다.

  5. 발판을 이용하여 절곡 부위를 약간 절곡시킨다.

  6. 절곡 부위가 맞으면 절곡하고자 하는 각도까지 절곡을 실시한다.

     (절곡 부위가 틀리면 다시 위치를 잡는다.)

  7. 절곡이 다 끝나면 주변을 정리-정돈한다.

  8. 전원을 차단한다.

★ 절곡기 작업

  ◉ 절곡기 작업시 실험실 담당자와 같이 작업을 한다.



곡기

★ 금형 (칼날)

 

★ 주의사항

* 작업장에서는 긴 소매, 긴 바지, 안전화,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한다.

* 기계는 사용하기 전에 기계의 사용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기계에 공구가 잘 끼워져 

있는지를 안전점검 한다.   

* 기계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깨끗이 치우고, 공구도 

  확실히 끼워둔다.

* 여성 작업자는 작업장에서 머리를 묶고, 치마를 입지 않는다.

* 작업장에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고 오지 않는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콘타 신

콘타 신을 이용한 실험

개요

 금속을 자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로써 유압, 전기, 가스, 기타 특

수 방법을 이용하여 공작물을 절단하는 기계로 기계제작실습, 공작

기계, CAM, 금형공작법, 캡스톤 디자인(1), 캡스톤 디자인(2) 교과목

에 적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작업 전 반드시 콘타 기계의 양호상태를 점검한다.

  2. 메인 스위치를 켠다.

  3. 톱날의 헤드 부분을 올린다.

  4. 가공물을 베드위에 올려놓고 헤드 부분을 가공물 위 부분에서 5mm정도 까지 내린다.

  5. 가공물의 크기와 소재의 종류에 따라 조건을 설정한다.

  6. START 버튼을 눌러 가공물 작업을 실시한다.

  7. 절단 작업이 완료 되면 STOP 버튼을 눌러 회전을 정지 시킨다.

  8. 메인 스위치를 끈다.

  9. 가공쇳가루와 먼지를 청소하고, 주변을 정리정돈을 한다.

 

★ 톱날의 절단 및 용접

  ◉ 톱날의 절단 및 용접시는 실험실 담당자와 같이 작업을 한다.



콘타 신

★ 기자재 주요 사항

 (MODEL) DV-450

최 가공치수
내측폭 (mm) 450

께 (mm) 220

톱날  폭 (mm) 2 ~ 13 (20)

톱날   : 2  (mm) 3300 ~ 3450

톱날  주행 도 : m/min 15 ~ 90

직경 (mm) ∅460

조정 (mm) 90

블 크  (mm) 600 X 700

블 경사 범
좌 (도) 5

우 (도) 15

블  (mm) 980

톱날 동 

50/60Hz

∅3

0.75Kw

용접  용량 (KVA) 4

가공물  방법 수동

계 치수 (크 )

가  (mm) 1050

 (mm) 1010

 (mm) 1880

계  량 (kg) 590

★ 주의사항

* 가공이 필요한 공구를 미리 준비하여 작업에 임한다.

* 톱날이 고속회전을 하므로 공작물 작업시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 절단 작업시 많은 미세먼지와 chip이 발생하므로 보안경과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 용접 작업시 고온이 발생 하므로 화상에 유의한다.

* 톱날의 용접시 용접부의 전극을 항상 깨끗이 한다.

*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한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탁상 드릴링 신

탁상 드릴링 신을 이용한 실험

개요

 작업대 등에 설치하여 구멍뚫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소형 탁상형 

드릴링 기계로 기계제작실습, 공작기계, 금형공작법, CAM, 캡스톤 

디자인(1), 캡스톤 디자인(2) 교과목에 적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작업전 반드시 탁상드릴링 머신의 양호상태를 점검한다.

  2. 메인 스위치를 켠다.

  3. 테이블 위에 공작물을 올려 놓는다.

  4. 작업 하고자 하는 공구를 드릴 척에 물린다.

  5. 테이블을 작업하기 좋은 위치에 고정을 시킨다.

  6. 형광등과 주축 회전 버튼(ON)을 누른다.

  7. 주축 회전이 빠르거나 느리면 벨트를 이용하여 회전수를 조절 한다.

  8. 주축이송 핸들을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 한다.

  9. 작업을 완료하면 주축버튼(OFF)을 누른다.

  10. 테이블을 내린 후 공작물을 뺀다.

  11. 드릴 척에 물린 공구를 탈거한다.

  12. 메인 스위치를 끈다.

  13. 탁상드릴링 머신의 주변 치구 정리 및 주변을 정리하고, 닦고 기름칠한다.



탁상 드릴링 신

★ 기자재 주요 사항

규격 부호 SMD - 360

스윙 B X 2 360mm

드릴능력
강 ∅3 - ∅11

주물 ∅3 - ∅13

태핑능력
강 M10

주물 M13

주축단에서 BASE까지의 

최대거리
D 570mm

주축단에서 table까지의 

최대거리
C 357mm

STROKE
드릴 80mm

탭 -

주축 TAPER J.T NO. 6

COLUMN ∅80

TABLE크기 원형 A ∅285

주축회전 속도 r.p.m 60HZ 500/900/1600/2800

전원 3상 0.3KW 4P

BELT COVER 크기 J X K 570mm X 180mm

베이스의 크기 H X G 465mm X 270mm

전체높이 F 1000mm

무게 70kg

 

★ 주의사항

* 작업장에서는 긴 소매, 긴 바지, 안전화,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한다.

* 기계는 사용하기 전에 기계의 사용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기계에 공구가 잘 끼워져 있는지를 

 안전점검 한다.   

* 기계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깨끗이 치우고, 공구도 확실히 끼워둔다.

* 여성 작업자는 작업장에서 머리를 묶고, 치마를 입지 않는다.

* 작업장에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고 오지 않는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평면 연삭기

평면연삭기를 이용한 실험

개요

 가공물의 평면을 정밀하게 다듬는 연삭기로서, 공작물은 테이블이 

부착된 전자척에 고정하고, 원판숫돌을 수평주축에 달아서 테이블을 

길이방향으로 왕복시키면서 수행하는 기계로 기계제작실습, 공작기

계, 금형공작법, 캡스톤 디자인(1), 캡스톤 디자인(2), CAM 교과목에 

적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작업 전 반드시 연삭 기계의 양호상태를 점검한다.

  2. 메인 스위치를 켠다.

  3. 가공할 공작물의 재질에 맞는 숫돌을 설정하여 주축에 장착한다.

  4. 다이아몬드 드레서를 마그네틱 척 위에 올려놓는다. 

  5. 마그네틱 척의 전원을 넣고 접착력을 확인 후, 주축을 회전시켜 다이아몬드 드레서로 숫돌을 

    드레싱 한다.

  6. 준비 작업이 끝나면, 공작물을 마그네틱 척 위에 설치하고, 공작물주위에 공작물의 가공높이 

    보다 낮은 지지대를 설치한다.

  7. 숫돌을 회전시키고 천천히 내려 공작물의 가장 높은 부분을 찾아 천천히 숫돌을 갖다 댄다.

  8. 첫 가공깊이는 조금만 넣고 시험가공을 한다.

  9. 시험가공시 무리가 생겼다면, 연삭 깊이를 다시 조정한다.

  10. 시험가공이 잘 됐으면, 황삭가공을 실시한다.

  11. 공작물의 치수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연삭 깊이를 조금씩 넣어서 정삭가공으로 치수를 맞춘다.

  12. 가공이 끝났으면, 주축스위치를 끄고, 테이블을 숫돌에서 최대한 멀리 이송시킨다.

  13. 마그네틱 스위치를 끄고 공작물을 탈자 시킨 후 떼어낸다.

  14. 메인스위치를 끈다.

  15. 주축이 완전히 멈춘 후에 가공쇳가루와 먼지를 청소하고, 주변을 정리정돈을 한다.



평면 연삭기

★ 기자재 주요 사항

항  목 단  위 YGS-65A

Capcity
표준척의크기(길이X폭) mm 600X500

테이블 상면에서 숫돌중심까지의 거리 mm 0~697

Table

좌우 이동 속도(평균) m/min 0.5~20

전후 수동이송
핸들 1회전당 이송량 mm 5

다이얼 1눈금당 이송량 mm 0.02

전후 자동이송
간헐이송 mm 0.5~20

연속이송 m/min 0.1~1.0

Grinding Head

자동 절입 이송량 mm 0.002~0.03

수동 절입 이송량
핸들 1회전당 이송량 mm 1.0

다이얼 1눈금당 이송량 mm 0.005

Grinding Wheel
외경X폭X내경 mm ∅355/∅305X38X∅127

회전수 r. p. m 1500/1800

Motors
스핀들용 Kw/p 3.7/4

유압펌프용 kw/p 2.2/4

기계중량 (약) kg 3000

휠 카바 적용 모델 YGS/CVR-305A

★ 주의사항

* 가공이 필요한 공구를 미리 준비하여 작업에 임한다.

* 주축숫돌이 고속회전을 하므로 공작물 탈착 시는 회전이 완전히 멈춘 후 작업을 하며, 베드를 

  최대한 숫돌에서 멀리 이송시켜 조심스럽게 탈착시킨다.

* 연삭작업시에는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공기흡입장치를 가동시키고, 방진마스크도 

  착용한다.

* 가공 후 충분히 탈자하고 공작물을 수직으로 떼어낸다.

* 공작물을 마그네틱 척에 부착 시에는 공작물과 마그네틱 척 사이에 이물질이 없게 한 후에 

  부착시킨다.

*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한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CNC 시닝 

CNC 시닝 를 이용한 실험

개요

 수치정보에 의해 프로그램된 정보를 인식하여 공작기계를 작동시

킬 수 있는 제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기계로 금형공작법, CAM, 캡

스톤 디자인(1), 캡스톤 디자인(2) 교과목에 적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메인 스위치를 켠다.

  2. 비상정지 스위치를 해제한다.

  3. CNC 머시닝센터의 전원을 켠다.

  4. HOME 키를 눌러 기계원점복귀를 한다.

  5. 공회전을 실시한다.

  6. 공작물을 베드위 바이스에 고정한다.

  7. 공작물 좌표계 설정, 소재크기, 공구옵셋설정, 공구직경보정, 공구 길이보정을 한다.

  8. PROGRAM에서 가공경로를 미리 확인한다.

  9. PROGRAM 이상 발생시 PROGRAM을 수정한다.

  10. 가공을 실시한다.

  11. 가공이 끝났으면 PROGRAM을 종료한다.

  12. 바이스를 풀어서 공작물을 떼어낸다.

  13. 베드를 주축 중간에 놓는다.

  14.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른다.

  15. 메인 스위치를 끈다.

  16. 가공칩을 청소하고, 주변정리-정돈을 한다.



CNC 시닝 

★ 기자재 주요 사항

  시  방 SPT-V40TS

계능

블 업  크 900 X 410mm

블 최  허용 하 300KG

각 축 동량 (X/Y/Z) 800/410/510mm

블 상 에  주축단 지 거리 150~610mm

블 상  상 T-SLOT 4X100

치 결정 정도 ± 0.003mm

반복 결정 정도 ± 0.001mm

주축

주축 전 도 100 ~ 6000rpm

주축 동 방식  직결 동

주축 퍼 NT #40

동공  

치

(ATC)

공  착수 16개

공  식 BT #40

공  택 방식 RANDOM

최  공 경 ∅80/150

최  공  250mm

최  공  량 8KG

도

mm/min

X 30000

Y 30000

Z 20000

절삭

mm/min

X 8000

Y 8000

Z 5000

전
주축  출  (30 /연 ) AC 7.5/5.5KW

각축   출 AC 1.3/1.3/1.3KW

★ 주의사항

* 오토프로그램 작업 시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여 잘못이 있을 경우, RESET 키를 눌러 작업을 

  중지시킨다.

* 기계 뒤의 배전판에는 고전압이 흐르므로 ON/OFF시 항시 주의한다.

* 가공시 필요한 공구를 미리 준비하여 작업에 임한다.

* 주축이 고속회전을 하므로, 작업시 장갑 착용을 하면 주축회전에 의한 부상이 발생하므로 장갑을 

  벗고 작업한다.

* 절삭가공시 가공칩이 튈 수 있으므로, 안면보호를 위해 보안경을 착용한다.

* 황삭가공시 무리한 절삭깊이 가공을 하지 않는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반자동 NC 밀링 신

반자동 NC 밀링 신을 이용한 실험

개요

 수치정보에 의해 프로그램된 정보를 인식하여 공작기계를 작동시

킬 수 있는 제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기계로 금형공작법, CAM, 캡

스톤 디자인(1), 캡스톤 디자인(2) 교과목에 적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메인 스위치를 켠다.

  2. 비상정지 스위치를 해제한다.

  3. 화천 NC의 전원을 켠다.

  4. CYCLE START 키를 눌러 기계원점복귀를 한다.

  5. 공회전을 실시한다.

  6. 공작물을 베드위 바이스에 고정한다.

  7. 공작물 좌표계 설정, 소재크기, 공구옵셋설정, 공구직경보정, 공구 길이보정을 한다.

  8. PROGRAM에서 가공경로를 미리 확인한다.

  9. PROGRAM 이상 발생시 PROGRAM을 수정한다.

  10. 가공을 실시한다.

  11. 가공이 끝났으면 PROGRAM을 종료한다.

  12. 바이스를 풀어서 공작물을 떼어낸다.

  13. 베드를 주축 중간에 놓는다.

  14.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른다.

  15. 메인 스위치를 끈다.

  16. 가공칩을 청소하고, 주변정리-정돈을 한다.



반자동 NC 밀링 신

★ 기자재 주요 사항

  시  방 SIMPLEX 2

블

블  크 1100 × 280 mm

T  치수 (폭×수×간격) 16 × 3 × 60 mm

좌우 최  동 거리 700 mm

전후 최  동 거리 320 mm

상하 최  동 거리 390 mm

절삭  도 0 - 3000 mm

좌우,전후  도 5000 mm/min

상하  도 3000 mm/min

주축

스핀들 전수 범 75 - 3600 rpm(16step)

주축공  프 NT No.40

퀼 상하 동 거리 140 mm

퀼 상하 동  도 0.035, 0.07, 0.14 mm/rev

경사각도 90° (좌우 각 45°)

램 전후 동거리 450 mm

업범
주축 단  블 상 지 100 - 490 mm

주축 심  램전 지 180 - 630 mm

전동

주축 타 2/1kw×4/2p (극수변 )

블 좌우, 전후  타 1.5 kw ( 보 타)

블 상하  타 3.3 kw ( 보 타)

절삭  펌프 타 100 W

 펌프 10 W

 계 크 2550 × 2200 × 2265 MM

 계  량 2500kgf

★ 주의사항

* 오토프로그램 작업 시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여 잘못이 있을 경우, RESET 키를 눌러 작업을 

  중지시킨다.

* 기계 뒤의 배전판에는 고전압이 흐르므로 ON/OFF시 항시 주의한다.

* 가공시 필요한 공구를 미리 준비하여 작업에 임한다.

* 주축이 고속회전을 하므로, 작업시 장갑 착용을 하면 주축회전에 의한 부상이 발생하므로 장갑을 

  벗고 작업한다.

* 절삭가공시 가공칩이 튈 수 있으므로, 안면보호를 위해 보안경을 착용한다.

* 황삭가공시 무리한 절삭깊이 가공을 하지 않는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3D PRINTER

3D 프린 를 이용한 실험

개요
 입력한 설계도에 따라 3차원 입체 물품을 만들어내는 기계로 

CAM, 캡스톤 디자인(1), 캡스톤 디자인(2) 교과목에 적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메인 스위치를 켠다.

  2. COMPUTER 및 RP장비를 켠다.

  3. COMPUTER 모니터의 Zprint 7.5 실행

  4. O.K 클릭

  5. 하고자 하는 파일을 찾아서 열기 -  .stl  (파일만 열림)

  6. 단위 설정할 것 → Millimeter → Next

  7. ① next 선택은 얇은 지지대를 만들 때 사용  (얇은 판, 부서지거나, 지지대 역할)

     ② exit 보통 이것을 선택

  8. 모델 위치 선정할 것  (X Y 평면에서 좌측 상단으로 옮길 것

  9. File  (기계를 켠다. online)

  10. 3D Printer Setup

  11. Select Printer

  12. Network  (Find 찾기 → 3DP32328 → O.K)

  13. O.K

  14. Power ZP 131 사용하는 것.

  15. 한 층씩의 두께 0.0035in 

  16. BLEED Compensation 조립 부품 on

                          조립 부품 아닌 것 off

  17. OK  (여기까지가 PRINTER 설정)

  18. File → 3D Printer → O.K → 잉크, 바인더, 파우더 용량 확인 → 체크시 → O.K

  19. 기기가 가열이 된 후  (작동 시작)

  20. 제품 완성 후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후 꺼내서 에어로 파우더 제거 후 본드를 뿌린다.

  21. RP 장비 주변을 정리하고 COMPUTER 끈다.

         



3D PRINTER

★ 기자재 주요 사항

제작속도 25mm/hour

제작크기 203 X 254 X 203 mm

레이어 두께 0.089 - 0.203 mm

색상 단색

재료옵션 ZP 131, ZP 140 고성능 복합 파우더

해상도 300 X 450 dpi

헤드수 1

장비규격 74 X 86 X 109 cm

소프트웨어 Zprint, Zedit, Zedit Pro

제작속도 25mm / 시간당

장비무게 115kg

전력필요조건 200 - 240V, 2.4A

★ 주의사항

* RP기계는 항상 전원이 켜져 있어야 한다.

  (노즐 막힘)

* RP본체의 [build]버튼을 이용하여 build area의 판을 롤러가 움직이는 고도보다 낮게 위치시킨다.

  (센서가 없음)

* 또 다른 작업시 본드가 묻은 파우더를 골라내어 버려야한다.

  (본드가 묻은 파우더가 남아 있으면 조형이 잘 안 됨)

* 파우더는 입자가 작아서 날리기 쉬우므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이어 방  가공기

이어 방  가공기를 이용한 실험

개요

 액체 중에서 전극과 피가공물 사이의 방전현상을 이용한 특수가공

기로서, 절삭가공이 곤란한 고경도 재료와 금형제작의 구멍뚫기나 

미세한 와이어를 이용하여 가공물을 절단한는데 사용되는 기계로 

금형공작법, 캡스톤디자인(1), 캡스톤 디자인(2), 프레스 금형개발, 프

레스 금형설계 교과목에 적용된다.

★ 실험실습 기자재 작동순서

  1. 메인 스위치를 킴.

  2. System disk를 FDD에 삽입.

  3. 전원공급 장치의 스위치를 킴. (몇 초 동안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한다.)

  4. System disk로부터 Operation system이 자동으로 읽혀진다. (데이터 입력방법 선택)

  5. 약 1초 후에 메뉴가 화면에 나타난다.

  6. 원하는 입력방법을 선택하여 번호 Enter키를 누른다.

  7. 가공 Wire 선정 및 기계 연결

  8. 공작물을 베드위에 정확하게 셋팅 할 것.

  9. 가공기의 전-후-좌-우를 확인하여 위험 물질 여부를 확인 할 것.

  10. 가공시간과 와이어의 시간비례에 따른 배분을 계산 할 것.

  11. 전원 판넬 상의 PUMP SWITCH를 ON으로 할 것.

  12. 주 메인 프로그램을 확인 할 것.

  13. 작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입력 할 것.

  14. 필요하다면 작업내용의 프로그램을 먼저 시행해 볼 것.

  15. 가공액이 튀지 않도록 커버를 잘 덮을 것.

  16. 작업을 실시할 것.

  17. 와이어의 전류, 전압, 텐션량을 조절하며 가공 상태를 주시 할 것.

  18. 가공이 끝나면 마무리 및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할 것.



이어 방  가공기

★ 기자재 주요 사항

                             MODEL

    ITEM
KEM 350A

최대 공작물 크기 (X × Y) 500 × 800mm

최대 공작물 두께 250mm

최대 공작물 무게 300kgf

세로 TABLE (X × Y) 300 × 500mm

수직 SLIDE MOVEMENT (Z축) 270mm

WIRE 직경 0.01 ~ 0.35mm

WIRE TENSION 0.4 ~ 3.5kgf

최소 TABLE FEED 명령 0.001mm

최대 TABLE FEED 속도 1200mm/min

TABLE FEED RESOLUTION 0.00025mm

EDGECUT TABLE STROKE (UV축) +/-30mm

최대각도 +/-13deg./100mm

외형크기 (W × D × H) 1570 × 1470 × 2120mm

무게 2800kgf

★ 주의사항

* 기계적인 정밀도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설치된 주의 환경의 정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방전가공기의 전원 입력은 3상 200/220V AC이다.

* 기계가 설치되면 기계각부의 미비점이 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 방전가공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점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장시간의 무인운전은 원칙적으로 피해야 한다.

* 가공부분에서의 액면 높이는 충분히 유지 하여야 한다.

구          분 현   작   업   자

사  용  일  자     년       월       일

사용자    기록   학년          성명

우리 모두 실험실습 기자재를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