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ductivity+™

CNC 공작 기계를 위한 강력한 PC 기반 소프트웨어

www.renishaw.com/mtp

Productivity+™ 사용을 환영합니다
Productivity+™는 Renishaw의 PC 기반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Renishaw 검사 및 
공구 설정 프로브 사용자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기존 또는 새로운 CNC 공작 
기계 프로그램에 프로빙 루틴을 쉽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Productivity+™ 소프트웨어의 장점 
Productivity+™ 를 이용하면 Renishaw 프로브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CNC 프로그래밍 지식이 거의 없는 사용자도 이제는 쉽게 프로빙 루틴을 기계   
 프로그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프로빙 사이클을 한 번만 작성하면 다양한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수많은 기계에  
 이 코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GibbsCAM® 플러그인과 Active Editor Pro 사용자는 PC에서 쉽게 프로빙 사이클 
 을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가 충돌 지점을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  프로빙 사이클이 PC에 기록되므로 이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기계가 유휴 상태에  
 놓이지 않습니다.

Renishaw 프로브 시스템이 회사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 
공작물 셋업  

•  프로브를 사용하여 공작물 위치를 파악하여 기계의 좌표에 맞게 정렬할 수 있습 
 니다.

•  기계의 열적변화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보정합니다.

•  또한 공작물이 올바르게 로드되었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  
 간이 절약되고 고가의 치공구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잘못 로드된 부품으로 인한 불 
 량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이클 부품 검사에서  

•  스톡 허용치를 추가함으로써, 올바른 크기에 맞게 오버사이즈를 쉽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  가공 오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많은 파손이 발생하거나 파손된 부품을 지  
 속적으로 가공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기계를 수정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제조  

•  불량 여부를 기계가 스스로 판별하여 오프셋을 업데이트하고 재가공하므로 오랜  
 기간 기계를 자동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Renishaw Productivity+™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이러한 장점을 제조 공정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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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시험 옵션
이번 무료시험 버전에는 완벽한 기능의 Productivity+™ 응용 프로그램 2개와 몇 가
지 데모 포스트 프로세서** 및 3D 모델 예가 사용되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활성화 후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빙 사이클 구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자습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데모 포스트 프로세서를 사용하면 코드가 표시되는 예로 NC 코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데모 포스트 프로세서에 의해 생성되는 NC 코드는 공작 기계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Productivity+™ 시작하기

단계 1
초기 설치

1.  PC가 필수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

2.  디스크 삽입 및 실행

3.  언어 선택

4.  적절한 Productivity+™ 응용 프로그램 선택:

Active Editor Pro 3D CAD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모델* 중 하나를 내보낼 수 있거
나 이러한 형식으로 모델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Active Editor Pro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GibbsCAM® 플러그인 이미 컴퓨터에 GibbsCAM® 버전 7 또는 8이 설치되어 있으면 
기존 소프트웨어에 Productivity+ GibbsCAM® 플러그인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단계 2
활성화

처음 Productivity+™ 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활성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활성화에서는 사용자 이름으로 제품을 등록합니다.

1.  활성화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실행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2.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회사 정보 
 •  디스크 상자 뒷면에 있는 일련 번호

3.  그런 다음 이 정보를 이메일로 Renishaw로 보냅니다.

4.  그러면 활성화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5.  이렇게 받은 첨부 파일을 두 번 클릭하면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됩니다.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으면 전화로 가까운 Renishaw 지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그
러면 귀하의 정보와 상자 뒷면에 있는 일련 번호를 확인한 후 활성화 코드를 알려
드릴 것입니다. 그 코드를 입력하여 제품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 현재 지원되는 솔리드 모델 형식은 Parasolid, STEP, IGES, CATIA V4 & V5, ACIS, 
 Inventor, Pro Engineer, Unigraphics NX, Solidworks입니다.

옵션 1
Active Editor Pro
솔리드 모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옵션 2
GibbsCAM®  
플러그인
GibbsCAM® 사용자의 경우

GibbsCAM® 버전 7 또는 8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이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
습니다. GibbsCAM® 플러그인은 설치된 GibbsCAM®에 원활하게 통합되는 모듈로, 
유사한 방식으로 GibbsCAM®을 사용해서 만든 가공 프로그램에 프로빙 루틴을 쉽
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Active Editor Pro는 독립 실행형 응용 프로그램으로, 다른 CAD/CAM 패키지가 필
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원되는 솔리드 모델 형식* 
중 하나로 CAD 모델을 가져오거나 텍스트 입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또는 
기존 NC 프로그램에 프로빙 루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PC 사양
권장되는 PC 사양, Productivity+™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시 

프로세서 1.5 GHz Intel Pentium IV 또는 그와 동등한 사양 

메모리  1GB RAM 및 2 GB 하드 디스크 공간 

그래픽 카드* NVIDIA GeForce 5 시리즈 이상  

* 그래픽 카드 사양은 Active Editor Pro 응용 프로그램에만 적용됩니다.

최소 PC 사양 

프로세서  800 MHz Intel Pentium IV 또는 그와 동등한 사양 

메모리  256 MB RAM 및 250 MB 하드 디스크  

그래픽 카드  시험 사용의 경우 표준 PC 그래픽 카드면 충분합니다.

운영 체제 

Microsoft Windows XP® 이상

그래픽 카드 

Active Editor Pro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거친 지원되는 그래픽 카드 목록은 다음 사

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renishaw.com/aepro-graphics

간단한 설치 단계...

Productivity+™
•  Active Editor Pro

•  GibbsCAM®

정보 입력
•  회사 정보

•  디스크 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