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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 공구교환 시작하기

자동공구교환장치(ATC)는 각 기계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집니다. 모션마스터는 매크로 기능을 통해
서 자동공구교환장치의 주요동작과 공구측정과 같은 부가동작을 구현합니다. 공구교환은 대부분 T어드레스와 M06코드
를 조합해서 아래와 같이 사용합니다. 
예1> T02 M06 
예2> M06 T02
예3> T02 ; M06코드가 없는 경우

M06코드는 모션마스터에서 직접 지원되는 코드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직접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모션마스터에서 지원하지 않는 G, M코드는 외부 매크로 확장에 의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모션마스터가 외부매크로 확장에 의해 G, M코드를 처리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1) Gxx코드와 Mxx코드가 읽혀졌을 때 매크로 테이블에 등록된 Gxx코드와 Mxx코드를 검사합니다. 
(2) 매크로 테이블에 매칭된 코드가 있다면 해당하는 코드와 연결된 파일을 읽어 들여 원래 소스에 삽입합니다. 
(3) 삽입된 소스와 함께 전체를 실행합니다. 

전체 동작 흐름을 아래와 그림으로 이해해 봅니다.

... 중략
G0 Z30
T02 M06
G0 Z-10
... 중략

//************************
// ATC 공구교환
//************************
// 스캔동작시 바로리턴
IF( #30114 ) RETURN;

//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대기한다.
M510;
... 생략
RETURN

원래 메인 G코드 프로그램 내용

M06코드와 연결된 G코드 
소스 내용(M06.nc)

... 중략
G0 Z30
T02 

  

//************************
// ATC 공구교환
//************************
// 스캔동작시 바로리턴
IF( #30114 ) RETURN;

//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대기한다.
M510;
... 생략
RETURN

G0 Z-10
... 중략

매크로확장 번역된 G코드 프로그램 내용

M06호출

리턴

매크로 테이블



모션마스터는 G코드 프로그램소스를 실행할 때 일반적인 G코드그룹과 스크립트언어그룹 그리고 내부 매크로 확장그룹  
3가지형식을 동시에 번역하여 실행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일반적인 G코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퀀스의 프로그램 
기능을 갖는 하나의 프로그램 소스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3가지 방식의 사용 예를 아래에 간단하게 제시합니다. 

; 일반적인 G코드 예
G21G90G54G40G49
T0
G0 X100.0 Y100.0 Z10.0

; 스크립트 코드 예
{ // 중괄호시작에 의해 스크립트코드 시작을 알림.

VAR exeType;  // 변수선언
exeType = 1;   // exeType 변수에 수치값 1을 대입

VAR r, theta, toGoPos1[2], toGoPos2[2]; // 다양한 수치변수들을 선언
r = 50.0; theta = 30.0; // 초기화 대입문
toGoPos1[0] = r * COS(theta);   toGoPos1[1] = r * SIN(theta); // 연산문
toGoPos2[0] = r * SIN(theta);   toGoPos2[1] = r * COS(theta); // 연산문

} // 중괄호종료에 의해 스크립트코드 종료를 알림.

;  매크로 확장 문법 예 
IF (exeType == 1) GOTO N100 ; IF문 ( )내의 수식값이 참이면 바로 다음 명령(GOTO N100)실행

; 거짓이면 다음 줄의 코드실행
G0 X(toGoPos1[0]) Y(toGoPos1[0]) ; 급속이송 G0의 X,Y좌표 인자로써 변수가 포함된 수식을 사용
GOTO N200                             ; 시퀀스번호 200번으로 이행하라는 의미

N100 ; 여기서부터 시퀀스번호 100번임을 알림
G0 X(toGoPos2[0]) Y(toGoPos2[0]) ; 급속이송 G0의 X,Y좌표 인자로써 변수가 포함된 수식을 사용

N200 ; 여기서부터 시퀀스번호 200번임을 알림
... 중략

3가지 방식의 프로그램 소스 구성방식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션마스터의 10장‘1매크로 확장과 V스크립터’편과 11장 ‘외부 매크로호출’편을 참조하실 수 있습
니다. 



2. 자동 공구교환 장치

ATC 동작을 외부 매크로 확장으로 구현하기 전에 먼저 기초적인 ATC 동작방식에 관해 살펴봅니다. 
ATC 의 다양한 공구교환방식 중에서 아래와 같은 테이블형식의 공구대를 갖는 자동공구교환 장치를 기준으로 살펴봅
니다. 

스핀들

1번공구 3번공구2번공구 4번공구

공구대

테이블형식의 공구대 방식 ATC 구성

ATC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공구교환이 자동으로 가능한 스핀들과 교환공구셋 그리고 공구대로 구성됩니다. 
공구대는 상기와 같은 XY테이블형식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회전테이블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공구 교환암이 추가되어 공구교환동작을 빠르게 수행하기도 합니다. 

스핀들
회전식공구대

공구교환암을 갖춘 ATC 구성

공구교환암



여기서는 공구교환암이 없는 간단한 ATC시스템을 기준으로 ATC동작에 필요한 요소들을 요약해 봅니다.

(1) 자동공구교환이 가능한 스핀들
- 자동공구교환을 위해서 전기적신호에 의해 유/공압 등의 액추에이터를 작동시켜 스핀들 척의 개방/잠금 할 수 있는 
스핀들이 필요합니다. 

(2) 정확한 공구장착이 가능한 공구대
다양한 공구들이 특정위치에서 일정한 장착홀에 정확히 안착될 수 있는 공구대가 필요합니다. . 

(3) 정확한 착탈이 가능한 공구셋
공구대와 스핀들의 콜렛 모두에 정확하게 착탈될 수 있는 공구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는 콜렛직경에 맞는 상크의 공
구를 선택하고 공구대의 장착홀에 맞추어 슬리브를 마운트함으로써 ATC용 공구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구대 장착스토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간단한 공구슬리브 체결은 공구의 회전속도가 수만 RPM의 고속인 경우 회전관
성균형(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결합구조를 갖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속회전 공구일때

저속회전 공구일때

체결 무두볼트



3. 자동 공구교환 동작

다음으로 테이블공구대 형식의 공구교환장치의 동작 시퀀스를 살펴봅니다.

1번공구
3번공구

2번공구

공구대

스핀들

스핀들 스핀들

스핀들 스핀들

스핀들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테이블형식의 공구대 방식 ATC  공구착탈 동작순서

가공모재

교환동작
대기높이Z

공구교환    
안전높이S

교환동작
시작높이R

교환동작
완료높이C

공구교환시작

현재공구복귀 새공구교환

원래위치복귀

교환시작
위치 A



상기 그림을 기준으로 동작순서와 관련된 필요 위치정보를 간략히 기술합니다. 
< 공구교환 준비 >
0번 - (1) 현재공구를 교환시작위치 A로 이송시킵니다.
      (2) 스핀들을 정지합니다. 
      (3) 공구교환코드 Txx M06 코드를 호출합니다.

< 공구교환 시작 >
1번 - 공구교환을 위한 안전높이 S로 급속이송합니다.
2번 - 현재 공구를 복귀시킬 공구대 위치로 XYZ 급속이송합니다.
3번 - 교환동작 시작높이 R 위치로 급속이송합니다. 

< 현재 공구 복귀 >
4번 - (1) 현재 공구 복귀를 위해 지정속도로 하강합니다. 
      (2) 동작 완료 위치 C에 도달하면 스핀들을 개방하여 공구를 내려놓습니다.
      (3) 잠시 머물러서 안정하게 공구가 복귀되도록 합니다. (드웰타임)
5번 - 스핀들을 개방한 채 지정속도로 교환동작 시작높이 R로 상승합니다. 
6번 - 공구교환 대기높이 Z로 급속이송합니다.

< 새공구 교환>
7번 - 교환할 새 공구번호의 공구대위치로 XYZ 급속이송합니다. 
8번 - 교환동작 시작높이 R로 급속하강합니다. 
9번 - (1) 새로운 공구장착을 위해 지정된 속도로 천천히 하강합니다.
      (2) 동작 완료 위치 C에 도달하면 스핀들 척을 잠그고 공구를 물립니다. 
      (3) 안정된 공구물림을 위해 잠시 대기합니다.(드웰타임)
10번 - 지정된 속도로 천천히 교환동작 시작높이 R로 상승합니다. 
11번 - 공구교환 대기높이 Z로 급속이송합니다. 

< 원래위치 복귀>
12번 - 마지막 가공의 종료 지점 XY위치로 급속이송합니다. 
13번 - 마지막 가공의 종료 지점 Z위치로 급속이송합니다. 

< 종료 >
공구교환 종료 - 새로운 공구에 의한 가공을 시작합니다. 

상기와 같은 공구교환동작을 위해서는 공구교환 안전(대기) Z축위치, 각 공구별 공구대 장착 X,Y위치, 공구교환동작 
시작Z위치, 종료 Z축위치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미리 초기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들 정보는 공구교환 프로그램에서 변수로 선언하여  매번 초기화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시스템메모리의 규정된 공
간에서 리셋 될 때마다 자동으로 초기화 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메모리의 #33100번지대역과 #33000번지대역은 각각 공구테이블과 공구교환영역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모션마스터프로그램의 인스톨 폴더내의 ScriptCode폴더에는 State_Reset_Post.code 라는 스크립트코드파일이 있습니
다. 여기에 이들 시스템메모리들을 변수로 선언하여 특정값을 설정하는 코드를 추가하면 리셋단계에서 자동으로 실행
하여 초기화 해 줍니다. 
공구교환과 관련된 시스템메모리영역을 변수로 선언하여 사용하는 예는 다음장의 M06코드 구현 편에서 다루어집니다.



4. 공구교환 코드

상기 공구교환 동작을 이용하는 공구교환 G코드는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기술됩니다.

M5        ; 공구 교환을 위해 스핀들 회전을 정지시킵니다.
T01 M6    ; 공구 1번으로 교환합니다.
S3000 M3  ; 1번 공구를 3000RPM 으로 회전시킵니다.

G01 ...   ; 1번 공구로 가공을 시작합니다....
..

M5        ; 공구 교환을 위해 스핀들 회전을 정지시킵니다.
T02 M6    ; 공구 2번으로 교환합니다.
S4000 M3   ; 2번 공구를 4000RPM으로 회전시킵니다. 

G01 ...   ; 2번 공구로 가공을 시작합니다.
...

G0 ... ; 가공을 완료하여  안전한 종료위치로 이동합니다.
M5     ; 스핀들회전을 정지합니다. 
T0 M6  ; 현재 공구를 복구시킵니다.
M30    ;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T어드레스는 공구번호를 지정합니다. 공구 0번을 지정하면 ‘지정공구 없음’을 나타냅니다. 
모션마스터는 T01~T99번까지 공구지령이 가능합니다. 공구를 지령한 후 M6코드가 연이어 나옵니다. 
실제 M6코드에 의해 T어드레스로 지정된 공구번호에 해당하는 공구의 교환동작이 발생합니다.
M6 코드는 사용자가 직접 NC코드 파일로 공구교환동작을 작성하고 매크로테이블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다음 장에서 살펴봅니다. 

T01 이후에 M06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T01코드만으로 공구교환을 발생시키려면, 모션마스터의 설치폴더에 있는  
LibraryNcCode 폴더의 Txx_Post.nc 파일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M6 

모션마스터의 초기설치시 Txx_Post.nc 파일은 아무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M06 코드와 엔터키를 기입하고 저장
합니다. 그러면 G코드에서 공구지정 어드레스 Txx 가 발견될 때마다 자동으로 M06코드가 삽입되게 됩니다. 
Txx_Post.nc 파일은 자동으로 공구교환동작을 실행할 M코드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공구교환코드가 발생될 때 수행될 
간단한 코드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M6 코드를 어떻게 공구교환 동작코드로 표현할 것인가 입니다.
M6 코드는 모션마스터가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코드가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사용자
가 직접 M06코드를 구현하고 모션마스터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5. M06 코드의 구현

모션마스터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만든 NC코드파일을 아래와 같은 외부 매크로 테이블에 등록하여 특정 G코드와 M
코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매크로테이블은 아래의“CNC설정”화면에 있는 [매크로 테이블]버튼을 눌러 생성되는 윈도우에 의해 편집됩니다. 매
크로테이블창에 아래와 같이 입력하고 M06코드에 의해 실행될 NC파일을 선택합니다. 

 외부 매크로 등록 테이블

 M06코드의 외부매크로 
연결사용 유무 (1이면 사용함)

 M06과 연결할 NC파일 선택



상기 과정을 통해서 M6코드가 사용 가능합니다. [저장]버튼을 통해서 현재 매크로 등록테이블을 기계구성파일에 저장
될 수 있습니다.

이제 M06.nc 라는 파일에 공구교환 동작이 발생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션마스터 프로그램을 인스톨 할 경우 공구교환 및 공구측정에 관한 기본적인 NC코드파일들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
다. 
이들 기본코드들은 직접적으로 사용자 기계에 사용될 수는 없지만, 사용자 기계에 맞추어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구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공구교환 및 공구측정에 관한 라이브러리 NC코드파일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표로 요약해 봅니다.

순번  파일명 기능설명 비고

1 M06.nc  공구교환 전체동작 코드

2 M06.10.nc  공구교환 기본동작 코드
실제적인 세부 공구교환 동작이 
포함됨

3 M06.20.nc  지정공구 교환동작 코드 (내부적으로 M06 호출)

4 M06.30.nc  현재공구 복귀동작 코드 (내부적으로 M06 호출)

5 G38.nc  공구측정 전체동작 코드 

6 G38.00.nc  공구측정 기본동작 코드
실제적인 세부 공구측정 동작이 
포함됨

7 G38.10.nc  이전공구 파손 확인코드

8 G38.20.nc  이전공구 탈착 확인코드

9 Txx_Post.nc  T코드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될 M코드를 정의

전체적으로 공구교환 동작과 공구측정에 관련된 동작코드들입니다.  이들 파일 중 공구교환과 공구측정의 기본적인 코
드파일은 각각 M06.nc/M06.10.nc파일과 G38.nc/G38.00.nc파일 입니다.

가장 먼저 공구교환동작의 전체적인 동작을 기술하는 M06.nc코드를 간단히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구교환 동작시퀀스를 실행하는 M06.10.nc 코드를 살펴봅니다. 
M06.nc 코드는 필요한 시점에 M06.10.nc 을 호출함으로 공구교환동작을 수행합니다.

먼저 코드의 전체 흐름에 대한 다음의 코드흐름도를 훑어보면서 전체코드와 비교해서 살펴봅니다.
(단, 여기서 기술된 M06.nc 코드는 실제 모션마스터가 인스톨 되면서 생성되는 코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기본적인 코드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M06.nc 코드의 동작 흐름도-

 스캔동작시에는 실행없음 (바로 리턴)

현재 위치, 속도 및 좌표계 등 정보 저장

공구교환을 위한 기계준비명령 및 기계상태확인
(1) 스핀들 정지 명령 및 정지상태확인
(2) 스핀들 공구척동작을 위한 공압상태확인
(3) 공구의 설치유무 등 ... 확인

이전 공구 파손확인코드 호출
G38.10

공구 교환 동작 코드 호출
M06.10

공구 측정 동작 코드 호출
G38.00

원래 위치로 복귀

이전 위치, 속도 및 좌표계정보 등의 복구

종료 RETURN

M06호출 시작



- M06.nc 코드내용 보기-
/********************************************************

ATC 공구교환 매크로 코드 작성예
********************************************************/
// 스캔 동작시 바로리턴
IF( #30114 ) RETURN;

// 이전동작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대기한다.
M510;

/*-----------------------------------------------------
시스템메모리 연결 변수선언 및 현재 상태 기록

-----------------------------------------------------*/
{

// 현재 nc최종좌표를 기록한다.
VAR WINC_EndMachPos[8]:#39010;
VAR SaveEndPos[8]:
copy_array(SaveEndPos, WINC_EndMachPos, 8);

// 현재 워크테이블번호를 기록한다.
VAR SaveWorkCoordNo;
SaveWorkCoordNo = WINC_GET_WORKCOORD_NO();

// 로컬좌표계를 저장한다.
VAR LocalCoord[6]:#30030;
VAR SaveLocalPos[6];
copy_array( SaveLocalPos, LocalCoord, 6);

// 회전 및 스케일을 저장한다.
VAR Rotate[6]:#30070, Scale[6]:#30090;
VAR SaveRotate[6], SaveScale[6];
copy_array( SaveRotate, Rotate, 6);
copy_array( SaveScale,  Scale, 6);

// 피드저장
VAR SaveFeed;
SaveFeed = #30121;

// 좌표방식저장
VAR SaveIsAbsPos;
SaveIsAbsPos = !#33027;

// 단위방식저장
VAR SaveIsInch;
SaveIsInch = #33023;

// 공구교환동작알림
VAR ToolChangeOn:#39804;

// 공구교환알람
VAR ToolChangeAlarm:#39809;

}
/*-----------------------------------------------------

공구 교환동작 시작 알림 및 알람클리어
-----------------------------------------------------*/
{



ToolChangeOn = 1;
ToolChangeAlarm = 0;

}

/*-----------------------------------------------------
스핀들 정지명령

-----------------------------------------------------*/
M05
G04 X1.0; // 1.0초 지연

/*-----------------------------------------------------
교환이전 공구파손 확인 코드 호출

-----------------------------------------------------*/
G38.10;

/*-----------------------------------------------------
실제 공구교환 코드 호출

-----------------------------------------------------*/
M06.10; // 실제 공구교환 시퀀스 동작 매크로 코드
M510;  // 완전히 종료할 때까지 대기한다.

/*-----------------------------------------------------
자동공구측정 및 공구보정 처리 매크로 호출

-----------------------------------------------------*/
G38.00;

/*-----------------------------------------------------
공구교환 이전위치로 복귀.

-----------------------------------------------------*/
G0 X(SaveEndPos[0]) Y(SaveEndPos[1]) 
G0 Z(SaveEndPos[2])
M510; // 동작 완료 대기

/*-----------------------------------------------------
이전 좌표계변환 정보 복구

-----------------------------------------------------*/
{

// 워크테이블 복귀
WINC_SET_WORKCOORD_NO(SaveWorkCoordNo);

// 로컬좌표계를 복귀
copy_array( LocalCoord, SaveLocalPos, 6);

// 회전 및 스케일을 복구한다.
copy_array( Rotate, SaveRotate, 6);
copy_array( Scale, SaveScale, 6);

}
// 단위 복귀
G21
IF( SaveIsInch ) G20

// 좌표방식 복귀
G90
IF( !SaveIsAbsPos ) G91



// 피드 복귀
F(SaveFeed);

/*-----------------------------------------------------
공구교환 종료한다.

-----------------------------------------------------*/
// 동작종료 알림
{ ToolChangeOn = 0; }

// 공구교환 동작 종료
RETURN  

모션마스터의 시스템메모리는 CNC동작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상기 코드소스에서 시스템메모리를 연결하기 위해 변수를 선언하는 스크립트코드는 모션마스터를 활용하는 주요한 방
식입니다. 
이들 시스템메모리는 각 번지마다 CNC동작에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모션마스터의 동작에 필요한 시스템메모리는 #번지값 에 의해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각 시스템번지에 대한 의
미를 기억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VAR 이라는 변수선언문을 통해서 의미전달이 쉬운 표현으로 바꿔 사
용합니다.

{  // 스크립트코드 시작의미

// 시스템메모리 39010번지부터 39017번지까지 총 8개의 데이터를
// WINC_EndMachPos 라는 배열변수로 지정.
VAR WINC_EndMachPos[8]:#39010;  // 시스템메모리를 지정할 때 :#시스템번지 형식으로 표현

// 시스템메모리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변수(스택변수)
VAR saveEndPos[8];
...

} // 스크립트코드 종료의미
※이들 시스템메모리에 대한 내용구성은 모션마스터 매뉴얼의 시스템 메모리편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M06.nc 파일을 구성하는 코드를 살펴보면, 내부적으로 G38.10, M06.10, G38.00 코드를 순서적으로 호출합니다. 
G38.10과 G38.00은 각각 공구 파손유무 확인코드와  공구측정코드로써 공구측정편에서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공구교환동작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M06.10 코드내용을 상기 “ATC  공구착탈 동작순서” 그림과 아래의 
동작흐름도를 참고하면서 살펴봅니다.



- M06.10.nc 코드의 동작 흐름도-

 스캔동작시에는 실행 없음 (바로 리턴)

공구교환 동작정보 및 CNC 기초 설정

Z축 공구교환 안전위치 이동 (스텝#1)
및 초기 동작

이전 공구 복귀

 (1) 공구복귀 대기위치(스텝2) -> 공구복귀 시작위치(스텝3)
 (2) 공구복귀 완료위치(스텝4) & 공구unlock
 (3) 공구복귀 시작위치(스텝5) -> 공구복귀 완료대기위치(스텝6)
 (4) 공구 복귀(탈착) 오류검사 G38.10 호출

종료 RETURN

M06.10 호출 시작

이전 공구번호 == 0번

새 공구번호 == 0번

새 공구 교환

 (1) 공구교환 대기위치(스텝7) -> 공구교환 시작위치(스텝8)
 (2) 공구교환 완료위치(스텝9) & 공구lock
 (3) 공구교환 시작위치(스텝10) -> 공구교환 완료대기위치(스텝11)

※ 스핀들의 공구척 Lock/Unlock 출력제어는 M68/M69 코드와 연결되도록 모션마스터의 CNC구성이 설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 M06.10.nc 코드내용
/********************************************************

ATC 공구교환 기본동작 코드
(XY 테이블 공구대형식의 툴체인지 기본 동작)

********************************************************/

// 스캔동작시 바로리턴
IF( #30114 ) RETURN;

/*-----------------------------------------------------
 시스템 메모리 연결 변수선언 

-----------------------------------------------------*/
{

// 공구번호
VAR ToolNo:#33000;
VAR PreToolNo:#33001;

// 공구교환대기 Z안전위치
VAR SafeZPos:#39840;
SafeZPos = 68;

// 공구교환 ENABLE
VAR ToolChangeEnable:#39800;
ToolChangeEnable = 1;

// 전체공구교환 동작알림
VAR ToolChangeOn:#39804;

// 공구복귀 동작알림
VAR ToolReturnOn:#39807;

// 새공구교환 동작알림
VAR NewToolChangeOn:#39808;

// 공구교환 알람
VAR ToolChangeAlarm:#39809;
ToolChangeAlarm = 0;

// 교환동작속도
VAR ToolChangeSpeed:#39845;
ToolChangeSpeed = 300;

// 교환안전대기시간
VAR ToolChangeDelayTime:#39846;
ToolChangeDelayTime = 0.5;

// 스핀들 정지대기시간
VAR SpindleStopWaitTime:#39847;
SpindleStopWaitTime = 3.0;

// 스핀들 정지대기 알람시간
VAR SpindleStopAlarmTime:#39848;
SpindleStopAlarmTime = 0; // 사용안함 의미

// 교환동작위치
VAR ToolChangeP1[6]:#39850; // 급속진입위치



VAR ToolChangeP2[6]:#39860; // 최종작동위치
ToolChangeP1[2] =20;
ToolChangeP2[2] =10;

// 공구테이블
VAR ToolTable_H[100]:#33300; //공구길이 보정값
VAR ToolTable_HWear[100]:#33400; //공구길이 마모값
VAR ToolTable_Pos[6][100]:#34400; //공구교환 위치

// 공구테이블 임시번호
VAR ToolTable_No;
ToolTable_No = 1;

// 공구특성
VAR ToolH, ToolHWear;

// 임시변수
VAR toX, toY, toZ, toA, toB, toC;

}
// 동작가능여부
IF( !ToolChangeEnable ) GOTO N9000;

/*-----------------------------------------------------
좌표계 및 기본 CNC 설정

-----------------------------------------------------*/
// 기계좌표계로 전환한다.
G53
// 절대위치좌표로 변경한다.
G90
// 미터계를 사용한다.
G21
// 공구장보정을 없앤다.
G49
// 스핀들정지
M05

/*-----------------------------------------------------
안전위치 급속이송

-----------------------------------------------------*/
G00 Z(SafeZPos)

/*-----------------------------------------------------
공구번호에 의한 공구교환명령
(1) 현재공구가 존재하면 현재공구를 복귀시킨 후 
(2) 다음 공구교환 대기위치로 이동한다.

-----------------------------------------------------*/
// 현재공구가 없다면 새공구교환 사이클로 이동한다.
IF( PreToolNo <= 0 ) GOTO N3000;  

// 교환공구지정 오류
IF( PreToolNo > 100 ) GOTO N9000

N2000;
//공구복귀 동작알림
{ ToolReturnOn = 1; }



/*-----------------------------------------------------
복귀할 공구 대기위치로 급속이송한다.

-----------------------------------------------------*/
{

// 복귀할 공구위치를 얻는다. 
if( PreToolNo >= 1 ) { ToolTable_No = PreToolNo-1;  }
else { ToolTable_No = 0; }

toX = ToolTable_Pos[0][ToolTable_No];
toY = ToolTable_Pos[1][ToolTable_No];
toZ = ToolTable_Pos[2][ToolTable_No];

}
G0 X(toX) Y(toY) Z(SafeZPos);
G0 Z(toZ);

/*-----------------------------------------------------
공구복귀 시퀀스동작을 실행한다.

-----------------------------------------------------*/
// 공구교환 1차 진입점 급속이송.
G0 Z(ToolChangeP1[2]);

// 공구교환위치 완전진입
F(ToolChangeSpeed);
G1 Z(ToolChangeP2[2]);

// 스핀들척 UNLOCK
M69
G04 X(ToolChangeDelayTime);

// 공구교환 1차 진입점 복귀
G01 Z(ToolChangeP1[2]);

// 급속위치 완료후 스핀들척 LOCK
G04 X0.1;
M68

// 공구교환 대기위치로 급속복귀
G0 X(toX) Y(toY) Z(SafeZPos);

//공구복귀 동작알림
G04 X0
{ ToolReturnOn = 0; }

/*-----------------------------------------------------
공구완전 탈착 확인코드

-----------------------------------------------------*/
G38.20
G0 Z(SafeZPos);

/*-----------------------------------------------------
새로운 공구로 교환한다. 

-----------------------------------------------------*/
N3000;

// 교환공구번호 오류 검사
IF( ToolNo <= 0 || ToolNo > 100 ) GOTO N9000; 



// 새공구교환 동작알림
G04 X0.1
{ NewToolChangeOn = 1; }

/*-----------------------------------------------------
새로운 공구 교환 대기위치로 급속이송

-----------------------------------------------------*/
{

ToolTable_No = ToolNo-1;
toX = ToolTable_Pos[0][ToolTable_No];
toY = ToolTable_Pos[1][ToolTable_No];
toZ = ToolTable_Pos[2][ToolTable_No];

}

G0 X(toX) Y(toY) Z(SafeZPos)
G0 Z(toZ);

/*-----------------------------------------------------
공구교환 시퀀스동작을 실행한다.

-----------------------------------------------------*/
// 공구교환 1차 진입점 급속이송.
G0 Z(ToolChangeP1[2]);

// 스핀들척 UNLOCK
G04 X0.1
M69

// 공구교환위치 완전진입
F(ToolChangeSpeed);
G1 X(toX) Y(toY) Z(ToolChangeP2[2]);

// 스핀들척 LOCK
G04 X(ToolChangeDelayTime); // 안정대기
M68 // LOCK
G04 X(ToolChangeDelayTime); // 안정대기

// 공구교환 1차 진입점 복귀
G01 X(toX) Y(toY) Z(ToolChangeP1[2]);

// 공구교환 대기위치로 급속복귀
G0 X(toX) Y(toY) Z(toZ);

/*-----------------------------------------------------
공구교환 매크로를 종료한다.

-----------------------------------------------------*/
G04 X0
// 새공구교환 종료알림
{ NewToolChangeOn = 0; }

RETURN

/*-----------------------------------------------------
공구교환 매크로를 비정상 종료한다.

-----------------------------------------------------*/
N9000;



{
// 사용자 알림영역
ToolChangeAlarm = 1;
NewToolChangeOn = 0;

messagebox(1,1,"알림창", "공구교환 오류!");
WINC_PAUSE();

}
RETURN

상기코드들은 테이블공구대 방식의 ATC동작에 기반하여 만들어 졌지만 공구대가 회전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동작흐
름은 동일합니다. 모션보드의 사용하지 않는 축을 이용하여 공구대의 회전축으로 사용하면서 공구대의 회전각도를 조
절하는 G코드를 추가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공구대의 공구장착 위치 등의 정보들은 공구테이블의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 공구교환 속도등의 정보는 
#33000번지 이후번지의 공구교환정보 영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구교환에 사용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초기 설정하는 코드는 CNC운영 스크립트파일 중 State_Reset_Post.code 파일
에 포함시켜 두면 리셋동작시마다 정보가 재설정됩니다.

상기 공구교환코드에서 G38.10 은 공구복귀 동작이 완료된 후 복귀가 안전하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외부매크로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다음의 공구측정편에서 설명됩니다. 

아래에 공구교환동작에 사용되는 주요변수들의 정보를 표로 요약하여 살펴봅니다.

변수명
시스템
메모리

설명 비고

ToolNo
PreToolNo

#33000
#33001

 Txx코드 실행후 ToolNo = xx값이 설정되고 
PreToolNo 는 이전의 공구번호값이 저정된
다.

CNC시스템에 자동으로 설
정

SafeZPos #39840
공구교환을 위해 Z축을 안전하게 상승시키는 
높이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ToolChangeEnable #39800 공구교환동작 허가여부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ToolChangeOn #39804 공구교환동작 중임을 표시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ToolReturnOn #39807 공구복귀동작 중임을 표시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NewToolChangeOn #39808 새공구장착동작 중임을 표시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ToolChangeAlarm #39809 공구교환동작 중 알람발생 표시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ToolChangeSpeed #39845 공구교환동작 속도 설정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ToolChangeP1[6] #39850
공구교환 제 1위치(시작위치) 설정
여기서는 Z축 위치(ToolChangeP1[2])만을 설
정하고 사용함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ToolChangeP2[6] #39860
공구교환 제 2위치(종료위치) 설정
여기서는 Z축 위치(ToolChangeP2[2])만을 설
정하고 사용함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ToolTable_Pos[6][100] #34400

공구장착위치 설정 
공구테이블속성 중 위치속성.
해당 공구의 교환 혹은 복귀가 시작되는 초기
위치정보. (시스템메모리의 공구테이블편을 참
조하여 배열선언형식에 주의한다.)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상기 주요변수들의 초기값 설정 대부분은 M06.10.nc 파일내에서 변수의 선언 다음에 바로 초기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oolTable_Pos[6][100]의 공구교환위치값에 대한 초기 설정코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ToolTable_Pos[6][100]에 사용되는 각 공구들의 교환위치값을 아래와 같이 초기화 시키는 코드를 M06.10.nc파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공구1번 교환위치 초기화 설정
ToolTable_Pos[0][0] = 공구1번 위치X값;
ToolTable_Pos[1][0] = 공구1번 위치Y값;
ToolTable_Pos[2][0] = 공구1번 위치Z값;

// 공구2번 교환위치 초기화 설정
ToolTable_Pos[0][1] = 공구2번 위치X값;
ToolTable_Pos[1][1] = 공구2번 위치Y값;
ToolTable_Pos[2][1] = 공구2번 위치Z값;

// 사용되는 최대 공구번호까지 초기화 설정
// ...

}

반면에 M06.10.nc 파일내에서 각 시스템메모리 변수들을 초기값을 설정하는 코드들을 CNC시스템이 리셋하는 단계에
서 자동으로 초기설정이 되도록 하는 것인 전체 CNC 시스템운영에서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실제 M06.10.nc코드가 
실행되지 않더라고 공구의 공구교환 위치 등은 미리 초기화되어 있어서 다른 매크로확장코드등이 이들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M06.nc 파일 및 M06.10.nc 파일 등에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메모리 변수의 초기화는 모션마스터의 
ScriptCode폴더내에 있는 State_Reset_Post.code 에 포함시켜, 모션마스터의 CNC시스템이 리셋상태가 될 때마다 자
동으로 초기화 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6. 공구측정 시작하기

공구측정은 기본적으로 모션마스터가 지원하는 G37코드를 이용합니다. 
G37코드는 외부센서(프로브)입력에 의해 모션동작을 정지시키고 복귀한 후 센서가 측정된 위치를 시스템메모리에 되돌
려 줍니다. 
G37코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구를 측정하는 센서장치와  아래와 같이 모션마스터의 CNC구성설정화면에서 
“프로브센서 입력포트”로 지정된 모션보드포트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브센서 입력포
트번호는 16번을 사용합니다. 16번은 GIO입력핀을 사용하지 않고 모션보드의 전용 Sync입력포트를 프로브센서입력으
로 사용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공구측정센서와 프로브입력포트가 상호 연결되어 작동된다면 G37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
다. 
다음으로 G37코드의 동작방식을 이해하고, 이 코드를 통해서 공구길이를 측정(일반적으로 공구 길이 마모값을 측정)하
거나 공구파손 및 장착, 이탈등을 탁찰을 검사하는 코드를 살펴봅니다.

모션마스터 프로그램을 인스톨할 경우 공구측정과 관련된 아래의 4가지 파일이 포함됩니다. 

순번 파일명 설명

1 G38.nc 단독으로 공구를 자동측정하는 전체동작파일

2 G38.00.nc 실제적으로 공구를 자동측정하는 G37코드가 포함된 파일

3 G38.10.nc G37코드를 이용하여 공구파손 유무를 검사하는 파일

4 G38.20.nc G37코드를 이용하여 공구의 탈착유무를 검사하는 파일



이들 외부nc코드파일들이 각각의 G코드(G38, G38.00, G38.10, G38.20) 명령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CNC구성설정화면의 매크로테이블창에 등록시켜 주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내용은 모션마스터에서 G3800 과 G38.00 은 동일한 명령으로 간주됩니다. G혹은 M 어드레스의 값이 두
자리 숫자 99를 넘을 경우 소수점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G100의 경우 G1.00 과 동일합니다.
G1.1 은 G1.10  혹은 G110 과 동일하며 G1.01 은 G101과 동일합니다. 
매크로 테이블에 등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소수점 표현 없이 정수 표현만을 사용하여 등록합니다. 

다음 장에서 G37코드의 동작이해와 함께 각 파일들의 소스를 살펴봅니다. 



7. G37코드의 동작이해

G37코드는 모션마스터 매뉴얼 부록 G코드편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G37코드 사용 예를 그림으로 확인하여 각 
파라메터의 기능들을 요약해 봅니다. 

코드> G37 Z-100 L20 H3 Q1 F300

동작 그림>

공구측정센서

스핀들

스핀들

G37코드
동작 시작위치

0

1

2

3

4

E=측정 종료 위치

S=측정 시작 위치

C=측정 중심 위치

S=센서감지 위치

Z-100mm

L20mm

L20mm

D=최종측정값 

( F300 속도이송 )

정상 센서검출영역



상기 코드예 G37 Z-100 L20 H3 Q1 F300  명령을 글로 표현하면

“현재위치에서 Z축으로 상대위치 -100mm를 기준으로 -20mm에서 +20mm 범위내의 프로브센서를 감지한 후 원래위
치로 복귀하라.” 입니다. 

이 동작의 최종 측정 결과는 H3 Q1 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기록됩니다. 
H3의 경우 길이보정테이블 3번에 최종측정값을 기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모션마스터에서 길이보정테이블은 경보정테이블과 더불어 공구테이블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3번 공구에 대한 
길이보정값이 됩니다. 
길이 보정데이터는 길이 자체값(H)도 있지만 길이마모값(HWear)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1을 지정하면 최종측정
값이 길이가 아닌 길이 마모값에 기록되어집니다. 

L값을 음수로 지정한다면 측정결과값의 부호가 반전됩니다. (+부호값는 -부호값으로, -부호값은 +부호값으로 변경)

일반적으로 공구의 길이값은 공구의 종류, 즉 공구번호 마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동공구교환(ATC)에서의 공구측정은 
실제 ATC의 장착오차나 공구마모 오차등을 측정하기 위한 동작입니다. 

H가 생략된다면 측정결과는 길이보정테이블에 저장되지 않고 시스템메모리의 특정번지에만 저장됩니다. 
이 내용을 읽어들여 워크좌표를 설정하거나 로컬좌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9955는 최종 측정된 연산결과값이 저장되며, #39990 ~ #39995는 센서가 감지된 위치의 기계좌표값이 X,Y,Z,A,B,C 
순서로 기록되어집니다. 

만약 기준위치로부터 L파라메터로 지정한 범위이내에 센서신호가 감지되지 않으면 시스템메모리 #39959 번지에 1이 
설정됩니다. 정상적으로 검출되면 0이 설정됩니다. 

G37의 이러한 동작특성을 이용해서 자동공구교환동작 후 ATC장치에 의한 공구의 장착오차나 공구의 마모오차를 측정
하여 G43/G44등의 길이보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G37코드의 동작을 숙지한 후에 다음의 G38.nc / G38.00.nc / G38.10.nc  / G38.20.nc 코드파일들의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8. G38.nc 코드파일

G38.nc코드는 단독적으로 공구를 측정하는 코드입니다. 실질적인 공구측정코드는 G38.00.nc코드이며 G38.nc코드에서
는 G38.00.nc코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비록 공구측정의 본체는 G38.00.nc 코드이지만 먼저 전체적인 동작을 구성하는 
G38.nc코드를 살펴봅니다. 

/*-----------------------------------------------------
공구 길이 자동측정

-----------------------------------------------------*/
// 스캔동작시 바로리턴
IF( #30114 ) RETURN;

//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대기한다
M510;
/*-----------------------------------------------------

변수선언 및 이전 상태 기록
-----------------------------------------------------*/
{

// 현재 nc최종좌표를 기록한다.
VAR WINC_EndMachPos[8]:#39010;
VAR SaveEndPos[8]:
copy_array(SaveEndPos, WINC_EndMachPos, 8);

// 현재 워크테이블번호를 기록한다.
VAR SaveWorkCoordNo;
SaveWorkCoordNo = WINC_GET_WORKCOORD_NO();

// 피드저장
VAR SaveFeed;
SaveFeed = #30121;

// 좌표방식저장
VAR SaveIsAbsPos;
SaveIsAbsPos = !#33027;

// 단위방식저장
VAR SaveIsInch;
SaveIsInch = #33023;

// 공구측정동작알림
VAR ToolCalOn:#39954;

}
// 측정시작 알림
{ ToolCalOn = 1; }



/*-----------------------------------------------------
공구측정 기본코드 호출

-----------------------------------------------------*/
M05 // 스핀들을 정지합니다.
G04 X1.0 // 1.0초 드웰
G38.00

/*-----------------------------------------------------
이전위치로 복귀한다.

-----------------------------------------------------*/
// 원래위치로 복귀
G0 X(SaveEndPos[0]) Y(SaveEndPos[1]);
G0 Z(SaveEndPos[2])

/*-----------------------------------------------------
이전 정보를 복귀시킨다.

-----------------------------------------------------*/
{

// 워크테이블 복귀
WINC_SET_WORKCOORD_NO(SaveWorkCoordNo);

}

// 피드 복귀
F(SaveFeed);

// 좌표방식 복귀
G90
IF( !SaveIsAbsPos ) G91

// 단위방식 복귀
G21
IF( SaveIsInch ) G20

/*-----------------------------------------------------
공구교환 매크로를 종료한다.

-----------------------------------------------------*/
// 측정종료 알림
{ ToolCalOn = 0; }

RETURN

※공구교환의 전체동작코드인 M06.nc 코드와 같이 전체적으로 현재 CNC좌표계, 등의 설정을 저장한 후 
G38.00 을 호출하여 공구를 측정하고, 원래 위치로 되돌아와서 CNC 좌표계 시스템을 복구하고 종료(RETURN)하는 코
드로 구성됩니다.



9. G38.00.nc 코드파일 (공구 자동측정)

G38.00.nc 코드파일은 실제적인 공구를 측정하는 코드입니다. 
전체적인 동작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구측정센서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측정대기 위치에 안전하게 급속이송 한다.
(2) 현재 장착된 공구의 길이별로 공구측정시작위치를 계산하여 급속이송 한다.
(3) 측정공구가 있는지 혹은 공구번호가 타당한지를 검사해서 공구자동측정 동작유무를 결정한다.
(4) G37코드를 이용하여 공구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구테이블의 길이마모(H.Wear) 보정값을 기록한다. 
(5)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를 알리고 일시정지를 발생 시킨다 
(6) 종료한다.(RETURN)

공구측정 동작을 위해 예약된 시스템메모리 공간은 #39950 ~ #39999 까지 입니다. 
여기에서 측정결과값 등 G37코드의 실행결과값들을 얻거나,  공구측정의 대기위치나 측정의 기준위치와 같이 공구교환
에 관련된 정보들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기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구측정과 관련된 시스템 메모리값들 중 초기화설정이 필요한 부분은 공구교환코드에서와 같이 리셋단계에서 초기설
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곳 G38.00.nc코드 역시 부분적으로 초기설정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지역적으
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메모리변수만을 초기화 하고 전역적인 시스템메모리 변수들은 리셋단계에서 초기화 될 수 있도
록 모션마스터의 ScriptCode폴더내에 State_Reset_Post.code 파일내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구측정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주요한 시스템메모리와 해당 변수에 대해 살펴봅니다. 

변수명
시스템
메모리

설명 비고

ToolNo
PreToolNo

#33000
#33001

 Txx코드 실행후 ToolNo = xx값이 설정되고 
PreToolNo 는 이전의 공구번호값이 저정된
다.

CNC시스템에 자동으로 설
정

SafeZPos #39840
공구교환을 위한 Z축을 안전위치를 그대로 사
용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ToolCalEnable #39950 공구측정동작 허가여부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ToolCalAlarm #39959 공구측정동작 중 알람발생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ToolCalSpeed #39975 공구측정동작속도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ToolCalPos[6] #39980 공구측정대위치정보(X,Y,Z,A,B,C좌표순서)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ToolCalOffset #39969 공구측정 결과 옵셋 설정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ToolCalRefZ #39970 공구측정센서의 기준위치(Z축)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ToolCalTolerance #39971 공구측정 허용공차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ToolCalErrorTol1 #39972 공구측정 알람공차1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ToolCalErrorTol2 #39973 공구측정 알람공차2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ToolCalErrorTol3 #39974 공구측정 알람공차3 사용자가 임의설정사용



-G38.00.nc 코드-
/*-----------------------------------------------------

공구자동측정 기본동작 코드
-----------------------------------------------------*/
// 스캔동작시 바로리턴
IF( #30114 ) RETURN;

//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대기한다.
M510;
/*-----------------------------------------------------

변수선언 및 이전 상태 기록
-----------------------------------------------------*/
{

// 툴번호
VAR ToolNo:#33000;
VAR PreToolNo:#33001;

// Z안전위치
VAR SafeZPos:#39840;
//SafeZPos = 68;

// 공구테이블
VAR ToolTable_No;
VAR ToolTable_H[100]:#33300;
VAR ToolTable_HWear[100]:#33400;
VAR ToolTable_Pos[6][100]:#34400;
ToolTable_No = 0;

// 공구특성
VAR ToolH, ToolHWear;

// 공구측정유무
VAR ToolCalEnable:#39950;
ToolCalEnable = 1;

// 공구측정동작알림
VAR ToolCalOn:#39954;

// 공구측정 결과
VAR ToolCalResult:#39955;

// 공구측정 알람
VAR ToolCalAlarm:#39959;
ToolCalAlarm = 0;



// 공구측정 센서위치
VAR ToolCalPos[6]:#39980;
VAR ToolCalOffset:#39969;
VAR ToolCalRefZ:#39970;
VAR ToolCalTolerance:#39971;
VAR ToolCalErrorTol1:#39972;
VAR ToolCalErrorTol2:#39973;
VAR ToolCalErrorTol3:#39974;

ToolCalPos[0] = -176.8; // 측정센서 x촤표
ToolCalPos[1] = 57.0; // 측정센서 y좌표
ToolCalPos[2] = 68; // 측정센서 z좌표   (안전위치좌표와 동일)
ToolCalRefZ =  48.850; // 측정센서 z기준위치좌표(측정방향축좌표)

ToolCalOffset = 1.0; 
ToolCalTolerance = 5.0; // 측정허용공차범위 (+/-)
ToolCalErrorTol1 = 2.0; // 알람허용공차범위 (+/-)

// 공구측정 속도
VAR ToolCalSpeed:#39975;
ToolCalSpeed = 200; 

// 임시변수
VAR toX, toY, toZ, toA, toB, toC;

}

// 측정시작 알림
{ ToolCalOn = 1; }

/*-----------------------------------------------------
기본 동작설정

-----------------------------------------------------*/
// 기계좌표계로 전환한다.
G53
// 절대위치좌표로 변경한다.
G90
// 미터계를 사용한다.
G21
// 공구장보정을 없앤다.
G49
// 안전위치로 급속이송
G0 Z(SafeZPos);

/*-----------------------------------------------------



측정공구가 있다면 공구측정 동작을 수행한다.
측정공구가 없다면 바로 복귀동작으로 전이한다.

-----------------------------------------------------*/
IF( !ToolCalEnable ) GOTO N9000;
IF( ToolNo <= 0 || ToolNo > 100 ) GOTO N9000;
{

ToolTable_No = ToolNo-1; 
}

/*-----------------------------------------------------
공구측정 대기위치로 급속이송한다.

-----------------------------------------------------*/
G0 X(ToolCalPos[0]) Y(ToolCalPos[1]) 
G0 Z(ToolCalPos[2]);

/*-----------------------------------------------------
공구길이별 공구측정시작위치로 급속이송한다. 

-----------------------------------------------------*/
{

ToolH = ToolTable_H[ToolTable_No];
toZ = ToolCalRefZ + ToolH + ToolCalTolerance + ToolCalOffset;

}
G0 Z(toZ);

/*-----------------------------------------------------
공구측정코드 
: HWEAR 로 보정할 때에는 공구측정오차를
 -로 부호변환해서 L()파라메터에 기록

-----------------------------------------------------*/
G37 Z(-ToolCalTolerance-ToolCalOffset) L(-ToolCalTolerance) H(ToolNo) Q1 F(ToolCalSpeed);

/*-----------------------------------------------------
공구 측정 완료 위치로 급속이송한다.

-----------------------------------------------------*/
G0 X(ToolCalPos[0]) Y(ToolCalPos[1]) Z(SafeZPos);

/*-----------------------------------------------------
측정오차알람처리

-----------------------------------------------------*/
M510
{

if( (ToolCalResult < (-ToolCalErrorTol1)) || (ToolCalResult > ToolCalErrorTol1) ) 
{

messagebox(0,0,"공구 측정 알람! \r\n\r\n\r\n\r\n", "");
WINC_CMD_SYNC();



WINC_PAUSE();
}

}

/*-----------------------------------------------------
공구교환 매크로를 종료한다.

-----------------------------------------------------*/
// 측정종료 알림
{ ToolCalOn = 0; }

/*-----------------------------------------------------
공구교환 매크로를 비정상 종료한다.

-----------------------------------------------------*/
N9000;

// 측정종료 알림
{

ToolCalAlarm = 1;
ToolCalOn = 0;

messagebox(1,1,"알림창", "공구측정 오류!");
WINC_PAUSE();

}

RETURN

유의하여 살펴볼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구측정 대기위치로 급속이송시> 
공구측정시 공구길이에 따라 측정대기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측정속도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긴 공구와 짧은 공
구를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동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
구번호에 따라 결정된 공구길이를 참조하여 공구측정대기위치를 변화시킴으로써 자동측정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러므로 공구테이블 메모리에서 공구번호에 따른 공구길이값을 얻어 센서기준위치에 공구측정 허용공차를 더한 위치를 
측정대기위치로 결정합니다. 

(2) 공구 자동 측정시>
 L파라메터값에 -부호를 추가함으로써 결과측정값이 공구테이블의 H.wear에 저장될 때 부호 반전하여 저장되도록 하
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구를 측정할 때 z축 -방향으로 하강시키므로 공구길이가 표준길이보다 짧을 경우 (즉 공구의 
마모가 발생될 경우) 센서의 감지결과는 센서기준위치보다 하향쪽에서 검출되기 때문에 결과값이 (-)가 됩니다. 이 결
과를 공구마모값으로 적용할 경우 (+)부호로 반전해주어야 합니다.(마모값이 (+)일 때 공구가 작아짐)



10. G38.10.nc 코드파일 (공구 파손검사)

G38.10.nc 코드파일은 G37코드를 이용하여 공구가 파손되었는지를 검사합니다. 
이 호출코드는 새공구교환 동작 이전에 호출되어 현재 공구로 가공된 결과가 이상이 없는지를 공구마모를 통해서 확인
하는 코드입니다. 현재 가공 중에 공구가 파손되었을 경우 이후로 가공되는 새로운 공구들 역시 연속적으로 파손될 가
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음번 가공이 보다 정밀한 가공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가공된 면을 기준으로 보
다 깊이 절삭하기 때문입니다. 

G37코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현재 가공의 결과를 공구 파손 및 마모정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교
적 좋은 방식은 현재 공구의 교환 직후에 공구마모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가공이 완료된 이후에 공구마모를 측정하여 
상대적인 공구마모로써 현재 공구의 가공 상태를 역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G38.10.nc코드는 공구기준길이를 기준으로 특정범위를 초과된 공구마모가 발생될 경우 공구파손으로 판
단하여 일시정지나 비상정지를 발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드소스의 내용 중 측정 결과값을 저장하는 시스템메모리변수 ToolCalResult와 측정허용오차를 설정하는 
ToolCalErrorTol1 로써 공구파손을 확인하는 스크립트 코드에 중점을 두어 살펴봅니다. 
하기 코드는 각자 기계시스템에 맞게 새롭게 구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 G38.10.nc 코드 -
/*-----------------------------------------------------

이전공구 파손유무 판단 기본동작 코드
-----------------------------------------------------*/

// 스캔동작시 바로리턴
IF( #30114 ) RETURN;

//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대기한다.
M510;

/*-----------------------------------------------------
변수선언 및 이전 상태 기록

-----------------------------------------------------*/
{

// 툴번호
VAR ToolNo:#33000;
VAR PreToolNo:#33001;

// Z안전위치
VAR SafeZPos:#39840;
//SafeZPos = 68;

// 공구테이블
VAR ToolTable_No;
VAR ToolTable_H[100]:#33300;



VAR ToolTable_HWear[100]:#33400;
VAR ToolTable_Pos[6][100]:#34400;
ToolTable_No = 0;

// 공구특성
VAR ToolH, ToolHWear;

// 공구측정유무
VAR ToolCalEnable:#39950;
// ToolCalEnable = 1;

// 공구측정동작알림
VAR ToolCalOn:#39954;

// 공구측정 결과
VAR ToolCalResult:#39955;

// 공구측정 알람
VAR ToolCalAlarm:#39959;
ToolCalAlarm = 0;

// 공구측정 센서위치
VAR ToolCalPos[6]:#39980;
VAR ToolCalOffset:#39969;
VAR ToolCalRefZ:#39970;
VAR ToolCalTolerance:#39971;
VAR ToolCalErrorTol1:#39972;
VAR ToolCalErrorTol2:#39973;
VAR ToolCalErrorTol3:#39974;

/*----------------------------------------
필요시 아래에 센서위치를 직접 기입.

----------------------------------------*/
if(0)
{

ToolCalPos[0] = -176.8; // 측정센서 x촤표
ToolCalPos[1] = 57.0; // 측정센서 y좌표
ToolCalPos[2] = 68; // 측정센서 z좌표 (안전위치좌표)
ToolCalRefZ =  48.85; // 측정센서 z기준위치좌표 (측정방향축좌표)

}

// 측정허용범위와 알람범위를 지정
ToolCalOffset = 1.0; // 측정옵셋
ToolCalTolerance = 5.0; // 측정허용공차범위 (+/-)
ToolCalErrorTol1 = 2.0; // 알람허용공차범위 (+/-)



// 공구측정 속도
VAR ToolCalSpeed:#39975;
ToolCalSpeed = 400; 

// 임시변수
VAR toX, toY, toZ, toA, toB, toC;
VAR preToolTolerance;
VAR preToolSettingError;
preToolTolerance = 0;
preToolSettingError = 0;

}

// 측정시작 알림
{ ToolCalOn = 1; }

/*-----------------------------------------------------
기본 동작설정

-----------------------------------------------------*/
// 기계좌표계로 전환한다.
G53
// 절대위치좌표로 변경한다.
G90
// 미터계를 사용한다.
G21
// 공구장보정을 없앤다.
G49
// 안전위치로 급속이송
G0 Z(SafeZPos);

/*-----------------------------------------------------
공구측정이 있으면 공구측정 동작을 수행한다.
공구측정이 없다면 바로 복귀동작으로 전이한다.

-----------------------------------------------------*/
IF( !ToolCalEnable ) GOTO N9000;
IF( PreToolNo <= 0 || PreToolNo > 100 ) GOTO N9000;
{

ToolTable_No = PreToolNo-1; 
preToolTolerance = ToolTable_HWear[ToolTable_No];

}

/*-----------------------------------------------------
공구측정 대기위치로 급속이송한다.

-----------------------------------------------------*/
G0 X(ToolCalPos[0]) Y(ToolCalPos[1]) 



G0 Z(ToolCalPos[2]);

/*-----------------------------------------------------
공구길이별 공구측정시작위치로 급속이송한다. 

-----------------------------------------------------*/
{

ToolH = ToolTable_H[ToolTable_No];
toZ = ToolCalRefZ + ToolH + ToolCalTolerance + ToolCalOffset;

}
// 급속이송
G0 Z(toZ);
M510;

/*-----------------------------------------------------
공구파손 측정코드

-----------------------------------------------------*/
G04 X0.5
G37 Z(-ToolCalTolerance-ToolCalOffset) L(ToolCalTolerance) H(PreToolNo) Q1 F(ToolCalSpeed);

/*-----------------------------------------------------
공구파손 측정 완료위치로 급속이송한다.

-----------------------------------------------------*/
G0 X(ToolCalPos[0]) Y(ToolCalPos[1]) Z(SafeZPos);
M510

/*-----------------------------------------------------
공구 파손 판단

-----------------------------------------------------*/
{

if(1)
{

if( (ToolCalResult < (-ToolCalErrorTol1)) || (ToolCalResult > ToolCalErrorTol1) ) 
{

WINC_CMD_SYNC();
WINC_CMD_ESTOP();
messagebox(0,0,"공구 측정 알람! \r\n\r\n\r\n\r\n", "");

}
}

}

/*-----------------------------------------------------
공구교환 매크로를 종료한다.

-----------------------------------------------------*/
N9000;



// 측정종료 알림
{

ToolCalOn = 0;
}

RETURN



11. G38.20.nc 코드파일 (공구 탈착검사)

G38.20.nc 코드파일은 G37코드를 이용하여 공구가 스핀들에서 제대로 탈착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공구측정동작에서 공구장착 오차를 측정함으로써 공구의 장착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G38.20.nc 코드파일은 공구의 
이탈을 확인하게 됩니다. 
공구가 스핀들에서 이탈되었음을 확인하는 이유는 새로운 공구가 스핀들에 장착되기 전에 현재 공구를 원래 공구대위
치로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각 공구의 복귀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가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그렇
지 않을 경우 현재 공구가 스핀들에서 제대로 이탈되어 공구대로 옮겨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스핀들에서 제대로 이탈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공구를 장착하는 시퀀스 동작을 수행할 경우 스핀들 및 공구파
손이 발생될 수 도 있습니다. 

실제 G38.20.nc 코드파일은 G38.10.nc 파일과 거의 동일한 동작코드로 구성됩니다. 두 코드파일 모두 G37명령의 결
과값이 지정된 오차범위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공구파손검사의 경우 지정된 오차내에서 센서가 검출될 경우 정상이지만, 공구이탈검사는 지정된 오차범위내에서 센서
가 검출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또한 공구이탈검사의 경우 오차범위를 비교적 크게 두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이탈유
무를 검사하게 됩니다.
상기 내용을 기준으로 아래의 G38.20.nc코드 소스를 살펴봅니다.

- G38.20.nc 코드 -

/*-----------------------------------------------------
이전공구 탈착확인 기본동작 코드

-----------------------------------------------------*/

// 스캔동작시 바로리턴
IF( #30114 ) RETURN;

//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대기한다.
M510;

/*-----------------------------------------------------
변수선언 및 이전 상태 기록

-----------------------------------------------------*/
{

// 툴번호
VAR ToolNo:#33000;
VAR PreToolNo:#33001;

// Z안전위치
VAR SafeZPos:#39840;
//SafeZPos = 68;

// 공구테이블
VAR ToolTable_No;55664442



VAR ToolTable_H[100]:#33300;
VAR ToolTable_HWear[100]:#33400;
VAR ToolTable_Pos[6][100]:#34400;
ToolTable_No = 0;

// 공구특성
VAR ToolH, ToolHWear;

// 공구측정유무
VAR ToolCalEnable:#39950;
// ToolCalEnable = 1;

// 공구측정동작알림
VAR ToolCalOn:#39954;

// 공구측정 결과
VAR ToolCalResult:#39955;

// 공구측정 알람
VAR ToolCalAlarm:#39959;
ToolCalAlarm = 0;

// 공구측정 센서위치
VAR ToolCalPos[6]:#39980;
VAR ToolCalOffset:#39969;
VAR ToolCalRefZ:#39970;
VAR ToolCalTolerance:#39971;
VAR ToolCalErrorTol1:#39972;
VAR ToolCalErrorTol2:#39973;
VAR ToolCalErrorTol3:#39974;
/*
ToolCalPos[0] = -177;  // 측정센서 x촤표
ToolCalPos[1] = 57.2; // 측정센서 y좌표
ToolCalPos[2] = 68; // 측정센서 z좌표 (안전위치좌표)
ToolCalRefZ =  48.88; // 측정센서 z기준위치좌표 (측정방향축좌표)
*/
ToolCalOffset = 0.0; 
ToolCalTolerance = 20.0; // 측정허용공차범위 (+/-)
ToolCalErrorTol1 = 19.9; // 알람허용공차범위 (+/-)

// 공구측정 속도
VAR ToolCalSpeed:#39975;
ToolCalSpeed = 400; 

// 임시변수



VAR toX, toY, toZ, toA, toB, toC;
VAR preToolTolerance;
VAR preToolSettingError;
preToolTolerance = 0;
preToolSettingError = 0;

}

// 측정시작 알림
{ ToolCalOn = 1; }

/*-----------------------------------------------------
기본 동작설정

-----------------------------------------------------*/
// 기계좌표계로 전환한다.
G53
// 절대위치좌표로 변경한다.
G90
// 미터계를 사용한다.
G21
// 공구장보정을 없앤다.
G49
// 안전위치로 급속이송
G0 Z(SafeZPos);

/*-----------------------------------------------------
공구측정이 있으면 공구측정 동작을 수행한다.
공구측정이 없다면 바로 복귀동작으로 전이한다.

-----------------------------------------------------*/
IF( !ToolCalEnable ) GOTO N9000;
IF( PreToolNo <= 0 || PreToolNo > 100 ) GOTO N9000;
{

ToolTable_No = PreToolNo-1; 
preToolTolerance = ToolTable_HWear[ToolTable_No];

}

/*-----------------------------------------------------
공구측정 대기위치로 급속이송한다.

-----------------------------------------------------*/
G0 X(ToolCalPos[0]) Y(ToolCalPos[1]) 
G0 Z(ToolCalPos[2]);

/*-----------------------------------------------------
공구길이별 공구측정시작위치로 급속이송한다. 

-----------------------------------------------------*/
{



ToolH = ToolTable_H[ToolTable_No];
toZ = ToolCalRefZ + ToolH + ToolCalTolerance + ToolCalOffset;

}
G0 Z(toZ);

/*-----------------------------------------------------
공구탈착 측정코드

-----------------------------------------------------*/
G37 Z(-ToolCalTolerance-ToolCalOffset) L(ToolCalTolerance) H(PreToolNo) Q1 F(ToolCalSpeed);

/*-----------------------------------------------------
공구탈착 측정완료위치로 급속이송한다.

-----------------------------------------------------*/
G0 X(ToolCalPos[0]) Y(ToolCalPos[1]) Z(SafeZPos); // Z(ToolCalPos[2]);

/*-----------------------------------------------------
공구 탈착 판단

-----------------------------------------------------*/
M510
{

if( (!ToolCalAlarm) && (ToolCalResult > (-ToolCalErrorTol1)) )
{

WINC_CMD_SYNC();
WINC_CMD_PAUSE();
messagebox(0,0,"공구 탈착 알람! \r\n\r\n\r\n\r\n", "");

}
}

/*-----------------------------------------------------
공구교환 매크로를 종료한다.

-----------------------------------------------------*/
N9000;

// 측정종료 알림
{

ToolCalOn = 0;
}

RETURN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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