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C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소프트웨어

•가공 시간 단축 

•가공 형상 시뮬레이션  

•장비 시뮬레이션 

•NC 프로그램 최적화

•적층가공 시뮬레이션  

•복합소재 적층 솔루션

•드릴링&패스닝 솔루션

처음부터 정확하게,
늘 정확하게!



CNC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VERICUT은

컴퓨터에서 기계 가공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 파손, 치공구 손상,

공구 파손, 장비 충돌 등과 같은 에러들을

사전에 제거합니다. 또한 VERICUT은 검증과

동시에 가공 속도를 최적화함으로써 빠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VERICUT은 가공 형상을 측정, 분석, 검사하고

가공 중인 형상을 CAD 모델로 생성하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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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CUT vs CAM 시뮬레이션, 
무엇이 다를까요?

VERICUT은 모든 CNC 장비 및 CAM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NC 데이터 검증 및 최적화 

소프트웨어입니다. VERICUT은 CNC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CAD/CAM/

PLM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양한 업계의 기업들이 

사용하는 NC 코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무엇을 검증하는가?

CAM 자체 검증 시스템은 프로그래밍 과정의 일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G-코드를 검증하는 VERICUT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검증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

VERICUT은 디지털 트윈 기술과 G-코드 검증으로 
실 가공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CAM 자체 검증 시스템이 실 가공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까?

VERICUT은 다양한 매크로와 서브프로그램이 반영된 
정확한 가공 환경 그대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다양한 CAM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을까?

VERICUT을 사용하면 거의 모든 CAM 시스템에서 생성
된 프로그램, 그리고 수동으로 프로그래밍 한 G-코드도 
모두 일관되고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검증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때문에 
전체 공정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VERICUT 검증 및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중에도 
프로그래머는 CAM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향상됩니다.



주요 고객

CNC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VERICUT은 장비 고유의 기계언어로 NC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하여 기존의 CAM 

시스템으로는 찾을 수 없었던 프로그램상의 에러를 찾아냅니다. 가장 정확한 가공 소재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 가공 전에 가상으로 가공을 해보고 비효율과 에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공 제품을 손상시키거나 치구 또는 

공구를 파손시키는 에러와 충돌을 제거할 수 있고 NC 프로그램을 최적화하여 가공 속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한 VERICUT 사용 3단계

인터페이스로 데이터 불러오기 결과 확인VERICUT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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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VERICUT인가? 왜 CGTech인가?
CGTech은 CNC 장비 시뮬레이션, 툴패스 검증, 가공 속도 최적화 소프트웨어 기술을 선도하는 회사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걸친 CGTech의 지사 및 대리점 네트워크는 전 세계 모든 규모의 기업과 교육기관, 

정부 기관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를 판매합니다. CGTech은 VERICUT을 사용하는 세계 유수의 장비 제조사, 

CAD/CAM 개발자, 가공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VERICUT은 모듈로 이루어져 있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능이 포함된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바로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ERICUT은 윈도우 (64bit)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G-코드, CAM CL(Cutter Location)도 지원합니다.

CAD/CAM, Tooling & Modeling 인터페이스

시뮬레이션

·가공 형상 검증(기본 모듈)
·다축
·과/미삭 검증
·장비 시뮬레이션
·FORCE
·CNC 프로빙
·적층
·그라인더 드레싱

복합소재 적층가공드릴링 & 패스닝

·VDAF 시뮬레이션
·VDAF 프로그래밍

·복합소재 적층가공 시뮬레이션
·복합소재 적층가공 프로그래밍

라이선스 구조

VERICUT 시스템 요구 사양

항목 최소사양 권장사양

운영체제
윈도우10 (64-bit) 윈도우10, 11 (64-bit)

※서버PC는 32bit, 64bit 가능

CPU Intel 6th i3-6100 이상 Intel 12th i9-12900K

그래픽카드
외장 그래픽 카드 탑재

(OpenGL가능여부만 확인)
GeForce RTX3050 이상

RAM 8GB 64GB

저장장치 SSD 120GB이상 M.2 NVMe 512GB이상

전 세계 CNC 가공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  1988년 설립 •100% 핵심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 •2021년 샌드빅 그룹에 편입

삼성

LG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드워드코리아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현대차

두산공작기계두산중공업

현대위아

SL

율곡

케이피항공산업

TCT

하나머티리얼즈

유도
샘코

이엠코리아

포렉스

화천기계

진영TBX

조일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키프코

라코

S&T 중공업
썬하이드로릭스코리아 대구텍

와이디피

연암테크한국교세라정공

다인정공

아스텍

아스트

아스프정밀항공

한국야금

LTC

LS오토모티브

태광실업

STX중공업

와이지-원 한국발터 주광정밀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대화항공산업

동강대학교

동영 M&T 동의과학대학 명성정밀

미래항공

부성

신성몰드테크

신안산대학교

에이테스

에이피엠씨
오르비텍

우성티오티

우신정공
유로테크

일진기계거상정공

금광테크

대한ENG

삼우금속공업상구정공

송월테크놀로지

수성기체

에스엔케이항공

영신금속공업

영진하이테크

일동엔에스티

일륭

하이즈항공

한부엔지니어링

경기인력개발원

구미에이테크솔루션

대광 G&M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순천제일대학교

에코텍

엔디티 엔지니어링

연암공과대학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용인송담대학교

육군정비창

제이티
제일정공

조선대학교

지성ENG

창원 문성대학교

창원대학교

첨단정보통신 융합산업기술원
테크원

페트원

평화기공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원 한국열처리
한국정밀기계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프리시전웍스

한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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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형상 검증은 VERICUT의 기본 모듈로 NC 프로그램의

실수를 쉽게 찾아내고 제품 형상을 정확하게 검증합니다.

가공 형상 검증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VERICUT이 필요합니다. 

VERICUT은 장비가 사용하는 언어인 G-코드를 사용하여 

에러를 검증하므로 장비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과 및 셋업 보고서
VERICUT 보고서 기능으로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가공 지시서와 검사 보고서 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VERICUT 다시 보기
다시 보기 기능을 이용하면 현장 작업자, 협력사, 

고객사, 기타 생산 엔지니어 등 여러 사람이 

라이선스 없이 저장된 CNC 가공 시뮬레이션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UTO-DIFF™
디자인 모델과 ‘가공된 형상’을 비교하여 과/미삭을 

찾아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툴패스가 디자인대로 

가공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공 형상 검증 보고서 생성, 과/미삭 검증

  정확한 NC 프로그램 검증 및 보고서 생성 

  가공 시간 예측 

  CNC 컨트롤 에뮬레이션과 G-코드 지원 

  STL/Polygon보다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 기술 

  다양한 공구 형상 구현

  다양한 매크로 시뮬레이션

  가공 형상 확인, 측정, 분석 등 다양한 기능

  다축 CNC 장비와 다양한 컨트롤러 기능 지원

  간단한 템플릿을 이용한 사용자 정의

  보고서에 치수 및 메모 추가 기능

  정확한 가공 시간 출력

  가공 조건(깊이, 넓이, 부피, 시간) 출력

  PDF 또는 HTML 보고서로 내보내기

  언제 어디서나 CNC 장비 시뮬레이션 확인 

  가공 지시서와 보고서 공유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이용

  공구별 시뮬레이션

  과/미삭 검증 확인

  과/미삭 형상 측정

  과/미삭 형상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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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시간 단축, 공구 파손 방지, 무인 가공 실현

VERICUT FORCE는 툴패스 경로 변경 없이 가공 속도를 향상하여 가공 시간을 단축합니다.

신규 툴패스나 오래된 기존 NC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FORCE는 소재와 공구의 접촉 순간의 칩두께와 절삭력을 계산합니다. 과부하 구간의 이송 속도는 안전하게 줄여주고 

허공 가공 등 비효율 구간 이송 속도를 자동으로 올려주어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FORCE 
최적화 그래프

FORCE 분석 기능으로 NC 프로그래머는 가공 중 공구가 소재와 접촉하는 모든 순간의 상황을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NC 프로그램 다시 보기와 연동 가능하며 

그래픽 분석 정보를 다시 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세요? 
연간 1억 5천을 절감하는 기술

  가공 시간 단축

  공구비 절감

  인건비 절감
추가로 공구비, 인건비, 장비 유지보수비 포함

연간 1억 5천만원 이상 절감!

보유장비 5대

가공단가 30,000원

일일가공 12시간

연간가공 240일

연간비용

30%절감

432,000,000원

129,600,000원

VERICUT FORCE 최적화로
가공 시간 30% 이상 단축!

FORCE 장점   가공시간 획기적 단축

  NC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가공 정보 차트

  다양한 가공에 대한 빠른 분석

  가공 공정 전반에 걸쳐 일정한 최대 칩두께 유지

  공구 날과 소재의 접촉 순간을 절삭 구간 별로 분석

  공구 효율 향상 – 가공 조건 최대 활용

  부정확한 절삭력, HP/토크, 공구 휨 제거 

SL "FORCE는 5축 가공에 매우 탁월하다."

LG전자 "가공 시간 단축에도 품질에 영향이 없다."

한국항공 "VERICUT은 우리 공정의 핵심 중 하나이다."

에드워드 "장비의 부하그래프와 VERICUT 절삭력 그래프가 일치한다."

삼성전자 "베리컷 포스 최적화로 공구 파손과 떨림을 제거할 수 있었다."

사용자가 인정하는 FORCE의 최적화 효과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  항공기 엔진은 복잡한 난삭재 가공이어서 VERICUT 효과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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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장비가 실 가공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가상 환경에서

미리 확인하고 에러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비 시뮬레이션
장비의 충돌은 납기 지연 등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VERICUT이 에러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여 

장비에서의 테스트 가공이 필요 없어 장비 가동시간이 

늘어납니다. 장비 시뮬레이션은 모든 장비 부품 간의 

충돌과 위험 근접거리 등을 검증합니다.

다축 가공
다축 가공 모듈은 다축 밀링, 선반, 밀/턴, 

다중 헤드장비 등의 가공을 검증하고 시뮬레이션합니다. 

가공의 정밀도가 높아지면 에러 발생 가능성도 커지는데 

VERICUT을 이용하면 NC 프로그램의 정확성과 가공 

품질이 향상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충돌 확인
툴패스상의 포인트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툴패스 전체를 검증하기 때문에 VERICUT은 

복잡한 NC 프로그램도 정확하게 충돌 확인이 

가능합니다. VERICUT은 NC 시뮬레이션과 

형상 검증 전문가들 및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한 

솔루션으로 다축가공, 복잡한 NC 코드, 또는 

최신 프로그래밍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장비 시뮬레이션 다축 가공 & 프로빙

  CNC 장비 충돌과 위험 근접거리 확인

  가공 환경의 완벽한 재현

  신규 CNC 장비의 성능 확인 및 시험 가동시간 단축

  새로운 프로그램 사전 확인 가능

  공정 효율 향상

  동영상을 활용하여 보고서 개선

  테스트 가공 또는 충돌로 인한 가공 지연 시간 제거

  충돌 위험(안전)거리 확인

  정밀가공도 에러 없이 정확하게 검증 및 시뮬레이션

  4/5축 가공을 한다면 필수!

충돌!

CNC 프로빙
VERICUT을 사용하면 프로빙 작업이 쉬워집니다. 

'프로브 모드' 상태에서 프로브 팁이 소재에 닿으면 

알려주고 충돌을 감지합니다. 또한, 프로브 사이클의 

로직 (프로빙 중 수집된 정보에 따라 기계 동작을 변경)을 

확인합니다!

  프로브 충돌 방지 

  프로빙 사이클 시뮬레이션 

  CNC 프로빙 프로세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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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움직임 및 충돌 검증
VERICUT의 적층 가공 모듈은 정확한 레이저 클래딩과 소재 

디포지션을 위한 장비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VERICUT은 장비와 

적층 가공 부품 간의 충돌을 확인하고 특히 기존의 가공과는 반대로 

소재를 쌓아가는 적층 가공의 특성을 반영하고 충돌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모든 5축 밀링, 선반, 적층 레이저 가공, 소결 공정 등 

정밀한 공정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VERICUT 복합소재 

적층 프로그래밍(VCP)
복합소재 제품 설계자, 기계 엔지니어, 프로세스 

엔지니어는 NC 프로그래머가 AFP 가공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는 VCP 소프트웨어를 함께 사용 

합니다. 그래서 VCP로 디자인 모델부터 가공 현장 

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VDAF 시뮬레이션
장비의 기계 코드를 이용하여 CNC 드릴링 및 패스닝 

장비를 시각화하고 시뮬레이션합니다. VDAF는 

어떠한 프로그래밍 시스템과도 쉽게 연동됩니다.

VERICUT 복합소재 

적층 시뮬레이션(VCS)
VCS는 가상환경에서 복합소재 레이업 NC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가공 형상의 측정과 

검증을 통해 NC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DAF 프로그래밍
VDAF의 추가 모듈로 CNC 드릴링 및 패스닝 장비를 

위한 NC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라인더-드레싱
드레싱 과정을 포함한 그라인딩 가공의 G-코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그라인딩 휠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 장비의 

구성 요소들과 가공 형상이 점점 가까워져 충돌 위험이 커집니다. 

VERICUT은 이 과정에서 장비 부품들과 가공 중인 제품과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VERICUT은 5축 밀링이나 

선반 가공 등 어떠한 복잡한 가공의 에러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가공
VERICUT 적층 가공 모듈은 밀링, 선반, 드릴링 같은 기존의 깎아내는 

절삭 가공과 소재를 쌓아 만드는 적층 가공을 순서와 상관없이 모두 

사실적으로 보여주어 NC 프로그래머가 필요한 공정이 빠짐없이 

진행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적층 가공 솔루션, 그라인더 드레싱 복합소재 적층 솔루션, VDAF

  잘못된 드릴링 위치나 패스너 포지션 

  홀이나 패스너 누락 

  공구 또는 추가된 패스너와 스트럭처의 충돌

VDAF으로 다음을 제거하십시오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VERICUT 사용이 더 쉽고 간단해집니다.

인터페이스 장비 설정 / 교육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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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CUT Machine Configuration (VMC)
CGTech의 디지털트윈 기술로 실 장비와 동일하게 VERICUT 내에서 장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CGTech은 

다음과 같은 전 세계의 장비 제조사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장비의 CAD 모델을 지원받아 좀 더 정확한 장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CGTech은 정기적으로 VERICUT 기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cgtech.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CGTech은 사용자가 VERICUT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진행합니다. NC 프로그래머와 CNC 장비 

작업자가 더욱 쉽게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술 지원 서비스
VERICUT에 투자하는 순간 가공 업계를 이끌어가는 

전문가들과 한 팀이 되어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습니다. 

CGTech의 기술지원 엔지니어와 개발자들이 귀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CGTech 정규교육 혹은 고객 사이트 교육   VERICUT 장비 설정(VMC) 

  NC 프로그램 최적화 지원 & 원격 지원 

  사용자 공구 라이브러리 & 소프트웨어 개발

    다양한 CNC 가공 전문가들의 기술 지원

개발 인터페이스 & 자동화 
VERICUT 사용자의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터페이스 맞춤 개발이 가능합니다.

  SOS (Smart Optimization System)  

시뮬레이션이 완료된 NC 프로그램을 검증 서버에 전송하면 도착하는 순서대로 (배치 시스템) FORCE 최적화를 

자동으로 진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여러 프로그래머가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며 최적화 중에도 프로그래머는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툴시트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사용 중인 툴시트(작업지시서)의 정보를 가지고 공구 생성, 디자인 삽입, NC 데이터 설정 등의 작업을 보다 

쉽게 베리컷에 적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NC 인터페이스  

툴시트 없이 NC 프로그램 만으로 베리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페이스로, 주로 금형 가공에 사용합니다.

CAD/CAM
CAD/CAM 인터페이스는 NC 프로그램의 검증 및 최적화와 CNC 장비 시뮬레이션을 훨씬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소재, 치구, 디자인 형상 정보뿐 아니라 NC 프로그램, 공구, 장비, 컨트롤러 데이터 외 

기타 시뮬레이션 파라미터가 자동으로 VERICUT에 전달됩니다.

씨지텍이 개발

CAD/CAM이 개발

툴링 인터페이스
공구 관리 인터페이스는 공구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공구 리스트를 가져와서 VERICUT 공구 어셈블리를 생성합니다. 

공구 관리 프로그램과 실시간 연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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