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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NC 장치 연결 기초 가이드

이 장은 모션마스터와 모션컨트롤보드가 연결되었을 때 CNC장치와 모션컨트롤러 및 모션마스터가 바르게 동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파라메터 설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사용자의 머신종류와 특징에 따라 다소 다른 옵션들이 요구될 수 

있지만 이 장에서는 보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성요소들에 대한 파라메터들을 중심으로 엔진구성과 CNC구성화면

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아래의 그림을 통해 일반적인 CNC 기계장치를 처음 작동 시킬 때 필요로 하는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고 다음 

절에서 각 설정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우선 기계시스템과 전기제어시스템의 기초적인 조립 완성 상태로 가정하겠습니다.)

 모션보드와 모션마스터의 통신연결 확립

각 축별 동작 신호체계 결정

JOG 등 수동조작 기능을 위한 기초 파라메터 설정

JOG 수동조작에 의한 각 축별 IO신호 점검

안전한 원점복귀 동작을 위한 파라메터 설정

주축장치(스핀들)/작업장치 동작 파라메터 설정

주변장치 및 기타 입출력장치들의 파라메터 설정 

및 동작확인

: 모션마스터 통신연결 방법 이해 (생략)

: 모터드라이브 신호연결 및 신호방식 이해

: 각 축별 기초 위치 및 속도 파라메터 이해

: 수동조작에 의한 홈센서,리미트센서 등의 확인

: 원점복귀에 필요한 신호와 동작체계 이해

: 작업장치 및 주축장치의 동작방식 이해

: 절삭유, 클램프, MPG 등 다양한 주변장치들

의 동작과 상태확인 방법 이해

완료

시작

1

2

3

4

5

7

8

주 동작 속도 파라메터 설정 : CNC코드의 기초동작을 위한 속도파라메터 설정이해
6



1.1. 모터드라이브 신호 연결 및 신호방식

먼저 일반적인 전기제어시스템에서의 전기신호종류를 간략히 살펴보고, 서보모터드라이브의 신호종류 및 연결을 간

단히 살펴봅니다. 이들 신호에 대한 이해가 별도롤 필요하지 않을 경우 “모션마스터 프로그램의 축신호 설정”절 

편으로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1.1.1. 전기신호

모터드라이브는 일반적으로 위치제어에 알맞은 스텝모터드라이브 혹은 서보모터드라이브와 연결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모션컨트롤러와 모터드라이브의 연결은 크게 축의 펄스동작 신호연결과 모터드라이브 IO제어 연결이 

있습니다. 먼저 모션컨트롤러가 모터드라이브의 축 펄스 전기신호를 연결하기 위해 아래의 3가지 종류의 연결신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째는 차동라인신호(Differential Line driver signal) 혹은 RS422 신호방식으로 불리는 5V 전압규격의 차동전압

방식 입니다. 전기적 기호는 보통 아래와 같이 표현됩니다. 

이 방식은 Y+가 Y-보다 높은 전압상태(5V정도)일 때(활성상태)와  반대로 Y-가 Y+보다 높은 전압상태일 때 (비활성

상태)의 두가지 상태로 의미를 전달하는 전기신호방식입니다.

모션컨트롤러 Y+

Y-

다음으로 오픈콜렉터신호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COM과 Y가 전기적으로 연결될 때(활성상태)와 연결되지 않을 때(비

활성상태)의 두 가지 상태로 의미를 전달하는 전기신호방식입니다. 

이때 Y신호의 전압레벨은 항상 COM신호의 전압레벨보다 높거나 같아야 합니다.

COM

Y모션컨트롤러

마지막 방식은 토템폴방식으로써 Q1과 Q2가 서로 반대로 통전되어 VCC전압이 Y로 연결되거나(활성상태), 반대로 

GND전압이 Y로 연결 되어(비활성상태)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GND

Y

모션컨트롤러 VCC

Q1

Q2

이러한 전기적신호방식은 단지 모션컨트롤러에게만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기컨트롤러의 일반적인 전

기신호 연결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들 신호 중 대부분 모션컨트롤러는 노이즈내성이 비교적 강한 첫번째 라인드라이브방식의 신호연결을 선호합니

다. 위칸모션컨트롤러도 대부분 첫번째 방식의 신호연결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 토템폴방식의 신호연결은 모션

컨트롤러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제어회로장치들의 입력은 포토커플러에 의해 절연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모터드라이브의 펄스구동부는 

고속의 펄스열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주파수특성을 갖는 포토커플러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라인드라이브와 오픈콜렉터 신호방식으로 출력되는 모션컨트롤러와 모터드라이브간의 연결회로를 살펴봅

니다.

<차동 라인 드라이브방식>

축 펄스 신호

Y+

포토커플러

(절연)

Y-

 입력신호

전류제한

저항R

VCC
라인드라이브

모션컨트롤러 모터 드라이브

<오픈콜렉터 드라이브방식>

축 펄스 신호

Y
포토커플러

(절연)

 입력신호

전류제한

저항R

VCC
오픈콜렉터 드라이브

모션컨트롤러 모터 드라이브

VDD(외부전원+)

외부전류

제한저항 R1

GND(외부전원-)

모터드라이브의 펄스입력단의 전류제한저항은 5V입력영역으로 180~330옴 범위에서 내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

히 입력전압의 범위가 24V인 경우다면 2K옴 부근의 저항치값을 갖고 있습니다. )

모션컨트롤러가 차동라인 드라이브방식으로 신호를 출력할 경우 대부분 Y+신호와 Y-신호를 구분하여 모터드라이브

입력단에 그대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콜렉터 신호를 출력할 경우 연결방식은 외부전원의 전압에 따라 전류제한저항 R1을 추가적으로 설치하

여 그림과 같이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외부전원이 24V이면 R1은 1.8K~2.2K옴 사이이면 적당합니다. 만약 외부전원

을 5V로 한다면 R1을 없애고 VDD를 바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픈콜렉터 드라이브는 축펄스신호보다는 축제어용 부가IO신호와 같은 입반출력신호로 많이 사용됩니

다.



1.1.2. 신호방식

앞절에서 전기적 신호형태를 살펴보았다면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전기적신호의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위치지령신호

로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펄스구동방식의 위치제어형 모터드라이브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방식 중 하나로 신호를 처리합니다. 

(1) 1펄스 방식 (Pulse / Direction)

(2) 2펄스 방식 (CW Pulse / CCW Pulse)

(3) 위상차방식 (Phase A/B)

모션컨트롤러는 하나의 축을 제어하기 위해 펄스신호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펄스신호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

하는냐에 따라 상기의 신호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1펄스 방식은 아래그림과 같이 이동지령에 해당하는 하나의 신호와  이동방향을 지령하는 신호로써 위치를 지령하

는 방식입니다. 

정회전

신호1 > 이동지령신호

신호2 > 방향지령신호
역회전

2펄스 방식은 CW방향(시계회전방향) 이동지령과 CCW방향(반시계방향) 이동에 해당하는 각각의 펄스신호로써 위치를 

지령하는 방식입니다.

정회전

신호1 > CW 이동신호

신호2 > CCW 이동신호

역회전

위상차방식은 증분형 엔코드신호(Incremental encoder signal)와 동일한 방식으로 두개의 신호위상(Phase A, Phase 

B)차에 의한 전진위상과 후퇴위상을 구분하여 이동을 지령하는 방식입니다.

정회전

신호1 > Phase A 신호

신호2 > Phase B 신호

역회전

A상이 전진위상 B상이 전진위상

위상반전 시점

일반적으로 1펄스방식 혹은 2펄스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활성화상태(동작지령)신호를 H레벨 혹인 1인경우를 

정논리방식라 부르며 비활성화상태(동작대기상태)신호가 H레벨 혹은 1인 경우를 부논리방식이라고 합니다.



1.1.3. 엔코더 피드백 신호

서보모터드라이브의 경우 모터회전에 따라 증분형 위상차신호인 위상A, 위상B, 위상Z신호가 출력됩니다. 모션컨트

롤러가 엔코더의 신호를 피드백 받는 경우 이들 신호를 입력받아 내부적으로 카운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신호를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엔코드 신호는 모터드라이브에서 모션컨트롤러방향으로 전달되는 신호로써 방향만 반대일뿐 상기절의 신호방식 중 

위상차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또한 대부분 전기적신호형태로 라인드라이브방식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칸모션컨트롤러 BLX6 등은 엔코더의 피드백신호 위상A와 위상B신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터가 

한 바퀴 회전시에 하나의 펄스가 출력되는 위상Z신호는 입력받게 됩니다. 위상Z신호는 특히 원점복귀동작에서 보다 

정확한 위치의 복귀완료 위치가 필요로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 신호의 방향만 다를 뿐 아래와 같이 라인드라이브의 축펄스신호연결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위상 Z신호

Z+

포토커플러

(절연)

Z-

 Z위상입력

전류제한

저항R

VCC
라인드라이브

서보모터 드라이브 모션컨트롤러



1.1.4. 그 외 축 부가 입출력 신호연결

대부분 컨트롤러에서 축의 위치지령펄스(출력) 및 엔코더신호(입력)연결은 각각 차동라인드라이브 방식과 고속포토

커플러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들 신호이외에도 하나의 축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몇가지 부가 축 신호들

이 사용됩니다. 이 신호 대부분은 출력은 오픈콜렉터방식으로 입력은 포토커플러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이들 신호들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만 요약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신호들을 이용하는 장들

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아래의 신호 입력과 출력용어는 모션컨트롤러 입장에서 기술합니다.)

(1) 홈센서 신호입력

모션의 원점복귀동작은 홈센서신호를 찾아서 이동하는 모션동작입니다. 홈센서신호를 찾게 되면 지정된 방식대로 

동작정지하여 원점복귀동작을 완료하게 됩니다. 대부분 기계는 실제기계좌표계와 CNC프로그램상의 위치를 일치시키

기 위해서 원점복귀를 실행하게됩니다. 

(2) 리미트센서 신호입력

리미트센서 신호란 축의 이동거리 제한을 위해 정방향 이동거리 제한신호와 역방향 이동거리 제한신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의 충돌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한계를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물리적인 신호를 사

용하여 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하드리미트방식 이라하며, 내부적으로 이동위치값의 상한과 하한을 제한하여 이동한

계를 설정하는 방식을 소프트 리미트방식이라고 합니다. 소프트리미트방식으로 기계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원점복귀동작에 의해서 CNC프로그램에서의 위치와 실제 기계위치를 일치시켜주어야 합니다. 

(3) 서보온(SERVO ON)신호 출력

서보온 신호는 서보드라이브가 서보모터에 전기를 인가하여 서보동작을 수행하라는 지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CNC

기계 시스템에 전기가 인가되면 바로 서보온 동작에 의해 각 축별 모터에 전기가 바로 인입되어 서보동작을 즉각적

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때때로 서보 온을 해제하여 모터를 프리상태로 두는 경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보드라이브의 특정파라메터는 서보온 상태에서 조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션마스터프로그램은 서보온신호를 실행시 자동으로 ON할 수도 있으며 수동으로 ON/OFF해제할 수 있는 M코드를 제

공합니다.

(4) 서보 브레이크(SERVO BRAKE)신호 출력

모션마스터프로그램과 위칸모션컨트롤러는 서보 브레이크신호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보 브레이크신호는 Z

축과 같이 모터에 전기가 인가되지 않으면 중력에 의해 슬라이딩 혹은 처짐이 발생할 때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 미끄럼이 발생되는 경우 브레이크가 있는 서보모터와 서보드라이브를 사용하며 서보브레이크출력은 서

보온 신호를 반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서보 알람(SERVO ALARM)신호 입력

서보드라이브에 이상이 발견되어 모션컨트롤러에게 동작중지요청을 하는 신호입니다. 

(5) 서보 리셋(SERVO RESET)신호 출력

처음 서보를 동작시키거나 서보의 위치오차를 클리어하거나 서보에서 발생된 알람신호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호입니다. 모션마스터와 위칸모션컨트롤러는 리셋동작에서 서보리셋신호를 발생합니다.



1.1.5. 모션마스터 프로그램의 축신호 설정

(1) 축 신호방식 설정

축신호 방식은 아래의 엔진구성화면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축 신호방식 설정

 정논리/부논리 설정

(2) 홈센서,리미트 센서신호 레벨 설정

 하드 리미트 동작레벨 설정

홈센서 동작레벨 설정

(3) 서보 부가 입출력 신호동작 설정

서보신호 자동화 기능설정

서보신호 동작 레벨설정

서보신호 동작 특성설정

※ BLX6 등의 위칸모션컨트롤러는 서보온, 서보알람, 서보리셋의 부가적인 서보입출력신호는 모든 동작축에서 공유

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모션마스터프로그램에서 각 서보부가 신호에 대한 동작활성화 및 동작레벨설정은 모든 

축에 대해서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유효합니다.



1.2. 각 축별 위치 파라메터 설정

모터드라이브와의 축 연결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XYZ좌표계시스템에서 정확한 이동 동작을 실행하기 위해 각 축별 

위치파라메터 설정에 대해서 설명하며 아래의 순서대로 설정조작을 실행합니다.

(1) 각 축의 이동방향 설정

(2) 모션보드의 축 맵핑

(3) 1펄스 단위 이동량 설정

(4) 전자기어비 설정

(5) 소프트리미트, 하드리미트 설정에 의한 동작한계치 정의

(6) 백래쉬 설정

1.2.1. 각 축의 이동방향 설정

각 축이 단위 이동량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각 축에 작은 펄스를 발생시키고 이동방향을 동작에 맞게 교정해줍니다.

이때 축펄스신호가 1펄스방식 즉 이동펄스(Pulse)와 방향신호(Dir)로 구성되었을 경우는 엔진구성화면의 방향신호

만을 반전시켜 간단하게 교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펄스 방식 즉 CW펄스신호와 CCW펄스신호 방식을 사용할 경우 

배선을 바꾸어주거나 서보드라이브의 경우 동작방향 반전 파라메터를 설정해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우선 각 축의 전기적신호연결이 완료된 상태임을 가정합니다. 

아래는 “모니터링”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각 축에 소량의 이동펄스를 발생시키는 방법 소개합니다.

펄스단위 조그 동작 기능을 선택합니다

펄스발생단위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축의 이동방향으로 

펄스신호를 출력합니다. 

좌표증가방향의 버튼과 감소방향의 버튼에 눌러 기계움직임을 확인합니다. 만약 이동방향이 반대이면 신호체계에 

맞는 방향전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1펄스 방식에서 이동방향 전환시 해당하는“엔진구성”화면

의 설정부분을 표시합니다.



1.2.2. 모션보드의 축맵핑

모션마스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XYZ의 직교좌표게(Cartesian Coordinate System)를 속에서 모션의 움직임을 제

어하게 됩니다. 실제 최대 6개의 좌표시스템으로써 일반적으로 X,Y,Z 위치3좌표와 A,B,C 방향3좌표로 구성되어 집

니다. 이들 실세계좌표계시스템은 모션보드의 특정 제어축과 연결되어야 함으로 가장 먼저 해야하는 작업이 바로 

모션보드와 CNC좌표계시스템의 축을 맵핑하는 작업입니다. 

일반적인 모션보드는 제1축, 제2축, ....의 형태로 많이 규정되어지며, 위칸모션보드는 X,Y,Z,U,V,W,S1,S2 의 제어

축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션보드의 X축(혹은 제1축)을 CNC좌표계시스템의 X축으로 맵핑하고 

모션보드의 Y축(혹은 제1축)을 CNC좌표계시스템의 Y축으로 순서적인 맵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맵핑방식은 아래의 CNC구성화면 그림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이동축이 아닌 회전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스핀들축에 대한 맵핑은 특별하게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스핀들 축

에 대한 맵핑과 동작설정은 따로이 뒷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사용되지 않는 축은 DISABLE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축맵핑 혹은 축지정기능은 M코드를 통해서 실행될 수 있어 프로그램실행도중에 축지정의 교환함으로써 다양

한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A축을 제2의 Y축으로 지정하여 마치 2개의 Y축이 존재하듯이 작업을 전

환시킬 수도 있으며 서보드라이브와 같이 펄스입력을 받는 스핀들축일 경우 C축에 맵핑하여 다른 축과 함께 보간동

작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동기축 제어 기능 [마스터축 기능]은 모션마스터 동기축 제어 기능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3. 1펄스 단위이동량과 전자기어비 설정

축이 맵핑된 후 가장 먼저 1펄스의 이동지령에 대해 기계가 실제로 움직이는 이동량을 mm 혹은 degree(각도) 단위

로 설정합니다. 

1펄스 단위이동량에 대한 수치값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리드 스크류 이동메카니즘의 예>

Home Sensor LIMIT.HLIMIT.L

스텝/서보

모터
이송블록

위와 같은 리드스크류타입의 이동시스템에서 서보모터의 1회전 펄스 분해능이 3200 (PPR :Pulse Per Rotation) 회

전이며 리드스크류의 1회전 이동량이 5mm (Lead)일때  1펄스 단위이동량 U는 

 U = 5 mm / 3200 = 0.0015625 mm 입니다. 

<타이밍벨트 이동메카니즘의 예>

이송블록

타이밍풀리와 타이밍벨트 이동시스템의 경우 이동거리 산출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타이밍풀리의 피치원직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모터의 1회전 분해능이 3200 (PPR)이고 피치원직경 Dp = 

10.125mm 일때  단위펄스이동량 U = πx Dp / PPR = 3.141592654 *11.125 / 3200 = 0.010921943 mm 입니다. 

각 축별로 정확하게 계산되어 수치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축마다 펄스 단위이동량의 비율이  1: 1 로 동일

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x축과 y축의 펄스단위이동량이 다르다면 전자기어비 설정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칸모션컨트롤러는 내부적으로 각축의 펄스출력비율을 조절하는 전자기어비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

기어비 기능은 각 축의 펄스단위이동량이 서로 다르면서 해당축이 원호보간을 사용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원호보간

은 기본적으로 각 축이 1:1 비율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서 동작합니다. 그러므로 X, Y축의 펄스단위이동량이 서로 

다르고 원호보간동작을 필요하다면 아래와 같이 각각 X축 Y축에 대해 전자기어비 기능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CNC 구성화면>



하한 이동한계위치 지정

상한 이동한계위치 지정

 [  ]체크되지 않으면 수동조그 및 MPG동작에서만 위치

가 검사되어 이동동작이 제한됨.

 [√]체크시 수동조그 및 MPG동작에서는 이동동작의 제

한과 함께 자동CNC동작에서도 위치가 검사되어 범위를 

넘어설때 비상정지를 발생시킴.

리미트센서에 의한 비상정지 동작 설정

위칸모션컨트롤러의 전자기어비 기능을 활성화 할 경우 전체적인 펄스출력속도의 제한치가 약 20%정도 낮아지게 됩

니다. 서보모터 드라이브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자기어비의 기능이 있어 각 축별 단위이동거리가 1:1의 비율되도록 

맞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칸모션컨트롤러의 전자기어비 기능은 스텝모터드라이브와 같이 전자기어비의 기능을 갖추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축이동비율로써 원호보간을 수행하는 기구들에 대해서 유용합니다. 또한 전자기어비 기능을 활용할 때 상호 축 이

동비율이 1:2 혹은 1:3이하의 비율에서 설정하는 것이 전체적인 동작성능에 유리합니다. 

모션컨트롤러의 전자기어비설정시 가장 분해능이 높은 축을 기준으로 다른 축의 펄스발생연산이 수행되기 때문입니

다. 예를 들면 X축과 Y축의 펄스단위 이동량의 비율이 1:10 일때 Y축의 이동분해능이 1축보다 10배가 크다면 Y축은 

최대펄스발생주파수의 1/10 속도가 한계지점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전자기어비 설정은 원호보간을 사용하지 않는 

축에 대해서는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2.4. 소프트리미트, 하드리미트에 의한 동작한계치 설정

“CNC 구성” 화면의 소프트리미트(SoftLimit) 설정은  원점복귀 동작 후 실제 기계위치와 와 프로그램의 좌표가 

매칭 되었을때 CNC 명령에 의한 좌표이동한계를 수치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한계를 전

기기계적 스위치에 의한 하드리미트 방식과 비교됩니다. 소프트리미트는 반드시 원점복귀동작을 수행하거나 임의적

으로 현재 기계위치를 지정한 후 바르게 동작되지만 하드리미트의 경우 현재 기계위치에 관계없이 리미트센서가 작

동하면 알람이 발생하고 정지하게 됩니다. 

파라메터 설절 후 반드시 [계산

적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1.2.5. 백래쉬

각 축의 이동 메카지즘 특성에 따라 회전방향을 바꿀 때 일정한 영역까지 이동이 되지 않는 불감대영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질 경우 방향전환시 일정거리를 더 움직여주도록 설정해 주는 부분이 백래쉬 입니

다. 백래쉬의 크기 단위는 각 축의 펄스이동단위량과 동일합니다. 항상 0에서 양의 실수를 사용합니다. 

백래쉬에 대한 펄스의 출력속도는 현재 모션동작의 펄스출력속도와 동일합니다. 스텝모터의 경우 백래쉬량을 크게 

설정하면 모터회전의 JERK(충격)가 발생될 수 도 있습니다. 서보모터의 경우 백래쉬펄스는 공회전과 같은 저관성영

역에서 흡수되므로 현재 모션동작의 속도 저하없이 백래쉬 동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NC 구성 화면>



1.3. 수동 JOG동작을 위한 기초 설정

상기 위치제어 파라메터와 함께 각 축별 기본 속도제어 파라메터 및 조그동작 특성파라메터의 설정을 통해 수동조

그동작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CNC수동조작이 가능해 지면 수동움직임을 통해 홈센서, 리미트센서들의 신호감지

상태등  CNC기계장치의 움직임과 관련된 센서장치의 동작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각 축별 다양한 속도제어 파라메터들을 설정해봅니다. 

기계시스템은 각 축마다의 동특성이 달라서 특정축은 빠른 움직임을 허용하지만 또 다른 축은 제한된 속도와 가속

도 범위내에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제어파라메터는 크게 아래와 같이 총7가지입니다. 각 파라메터의 기능에 대해 간략히 기술해봅니다.

(1) 초속도 : 각 축의 이동 동작이 시작되는 속도

(2) 제한속도 : 각 축의 최대 허용 동작속도

(3) 안전속도 : 임시정지상태 등 특정상황에서 원래위치로 복귀하는 안전동작 속도

(4) 가속도 : 각 축의 허용 가속도계수

(5) 감속도 : 각 축의 허용 감속도계수

(6) 2차 가속도 : S자커브와 같은 2차 가감속 동작방식의 2차 가속계수

(7) 2차 감속도 :S자커브와 2차 가감속 동작방식의 2차 감속계수

이러한 각 축별 동작속도와 가속도 설정의 단위는 각각 mm/sec 혹 mm/sec²입니다. 

특히 가속도는 그 축이 낼 수 있는 추력(힘)에 대한 이동블록의 관성특성이므로 움직임에 무리가 없는 값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대체로 움직임이 이 둔할 경우 가속도값은 100~200 이하의 값을 가지며, 보다 빠른 움직임 경우 

200~400 이상의 값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를 참조하여 자신의 기계시스템의 힘에 맞게 설정합니다. 

 초속도

 제한속도

 안전속도

가속도

감속도

2차 가속도

2차 감속도



기본적인 각 축의 속도파라메터가 지정되었다면 다음으로 조그동작에서 사용될 속도영역과 동작방식을 설정합니다.

조그 동작은 키보드나 마우스의 클릭에 의해서도 동작될 수 있으며, 추후 모션보드의 GIO입출력(일반입출력)신호에 

의해서도 동작될 수 있는 유용한 CNC동작방식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조그동작을 활성화시키고, 조그동작의 종류와 조그동작 속도영역 등 조그 동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 설정만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조그동작은  스텝동작과 연속동작으로 구분되는 2가지 작동방식이 있습니다. 키보드에 의한 동작 예로써 설명하면  

스텝동작은 키입력이 발생할때마다 지정된 일정거리단위를 한스텝씩 이동하는 동작입니다. 

연속동작은 키가 눌러질때 지정된 속도로 움직이고 키가 떨어질때 정지하는 동작입니다. 

스텝동작은 특정위치 근방에서 이동스텝단위로 보다 정확하게 이동할 때 사용되며 연속동작은 특정근방의 위치까지 

빠르게 이동할 때 사용됩니다. 

스텝동작에서의 이동단위는 "CNC 구성“화면의  각 축마다 JOGx1 Move= 항목으로 설정되며 대부분 1펄스 단위이동

량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조그 스텝동작 이동단위 설정

조그 동작 활성화 설정 조그 허용 동작방식

(스텝동작, 연속동작)

조그 최소 동작속도 (0%)

조그 최대 동작속도 (100%)

MPG / JST 최대 동작속도 (100%)



1.4. JOG 조작에 의한 축별 IO신호 점검

CNC 장치의 JOG 수동조작을 위한 기초적인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CNC 운전화면에서 JOG동작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실행해 봅니다.

(1) CNC 운전화면에서 JOG버튼 실행

 [JOG]버튼을 누르면  동작탭화면은 MPG/JOG 화면으로 전

환됩니다. JOG버튼에 의한 화면변화는 이러한 방식 외에도 

동작탭화면을 그대로 두고, 독립된 MPG/JOG 기능창을 생성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능설명은 CNC구성설정의 JOG버튼기능편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2) 조그버튼에 의한 화면변화는 몇 가지 방식에 의해 동작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기능은 동일합니다. 

아래 MPG/JOG 화면은 Jog스타일 2번에 해당하는 화면입니다. 

( MPG/JOG화면은 MPG기능과 JOG기능이 혼용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MPG 축선택 램프/스위치

MPG/JOG스텝동작시

이동배율 지정

(CNC구성화면의 축별

조그 이동단위설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상정지 램프/스위치

(비상정지 스위치 기능을 

위해서 CNC구성화면의 

J O G 설 정 부 에 서 

[√]Enable EStop UI 를 

체크해주어야 합니다.)

JOG 동작속도조절

(MPG동작시 휠회전속도에 

대한 현재동작 속도비를 

표시) 비활성화시 --- 표시

동작시 스텝모드 혹은 연속모드를 선택

(MPG동작시 MPG휠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스

텝/연속동작이 표시)

 프로브 상태표시

(동작시 점멸)

 축 동작 버튼 그룹

프로브기능 선택버튼

기능 종료버튼



(3) JOG/MPG 화면을 이용하여 움직일 경우 마우스의 클릭동작에 의존하게 됩니다. 모니터가 터치방식의 입력을 지

원한다면 터치에 의해 동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JOG/MPG 기능이 활성화 된 상태라면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키보드버튼들과 몇가지 기능들이 맵핑되어 

있어 간단하게 키보드 동작으로 조그 동작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백스페이스키 =  조그 모드 (스텝/연속) 전환

- / 키 = 조그 속도비 감소

- * 키 = 조그 속도비 증가

- - 키 = 조그 이동배율 감소 (단, MPG의 스위치 등에 의해 배율조절이 강제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만)

- + 키 = 조그 이동배율 감소 (단, MPG의 스위치 등에 의해 배율조절이 강제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만)

- 위쪽 화살표 키 = Y축 좌표증가 이동

- 아래쪽 화살표 키 = Y축 좌표감소 이동

- 왼쪽 화살표 키 = X축 좌표감소 이동

- 오른쪽 화살표 키 = X축 좌표증가 이동

- Page Down 키 = Z축 좌표감소 이동

- Page Up 키 = Z축 좌표증가 이동

(상기 키의 기능은 동일하지만 CNC구성화면읜 [JOG]설정화면의 KeyPad Mode 지정값에 따라 A축, B축을 직접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키 맵핑이 추가됩니다.)

(4) 아래의 절차대로 이동 동작을 테스트합니다. 

먼저 스텝이동모드로 동작해 봅니다.

- 조그 동작속도를 10%이하의 비교적 작은 속도범위로 조절합니다. 

- 조그 모드를 스텝모드로 전환합니다. 

- 조그 이동배율을 x10 배율로 선택합니다.

- 각 축의 조그 동작버튼을 눌러봅니다. 

각 축의 조그 동작버튼 눌러주어 한 스텝식 이동시켜보며 이동방향과 좌표증감방향이 동일한지 한 번 더 확인해 봅

니다. 

다음으로 연속이동 동작을 테스트합니다. 연속이동 동작은 조그 모드를 연속모드로 전환하여 조그 동작버튼을 눌러

봅니다. 조그 동작버튼을 누르면 이동하고 떨어지면 정지하게 됩니다. 



(5) 조그동작을 이용하여 축이동과 관련된 홈센서와 리미트 센서의 동작을 확인해 봅니다.

홈센서와 리미트센서는 축의 이동에 의해 동작감지됨으로 수동조그동작을 통해서 감지동작이 정확한지를 확인합니

다. 

각 센서들의 입출력상태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화면은 “모니터링”화면입니다. 그러나 조그동작을 활성화 시킬 경

우 옵션에 따라서 동작탭의 화면인 조그탭전용화면으로 바뀌어서 모니터링화면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독립된 [MPG/JOG]화면을 띄워서 조그기능을 실행하면 다른 동작화면 전환시에도 조그기능을 유지한 채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MPG/JOG]화면을 띄우기 위해서 아래의 “CNC구성”설정화면의 [JOG]버튼을 눌러 [√]항상

보이기 를 체크하시고 [ ]항상감추기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조그를 천천히 이동시키면사 아래의 모니터링 화면에서 각 축별 홈센서와 리미트센서 및 서보부가입출력신호들의 

의 동작상황(체크로표시)을 확인합니다.

홈센서 동작상태

( 회색->파랑색표시시 동

작상태임)

소프트리미트/하드리미트 

동작상태

( 회색->파랑색표시시 동

작상태임)

서보부가입출력상태

( 회색->파랑색표시시 동

작상태임)

 조그화면 style = 0,1,2 선택에 따라 

조금씩 다른 조그화면이 생성됩니다.

이 설정이 바뀐 상태가 유효하려면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조그이동버튼을 눌러도 기계의 움직임이 없다면 가장 먼저 현재 기계위치가  소프트리미트에 의한 이동한계값

에 의해 제한된 것인지를 아래의 그림절차를 통해 확인합니다. 

[기계좌표]버튼을 눌

러 현재 기계좌표를 

확인해봅니다.

1

“CNC구성”화면에서 이동축에 대한 SoftLimit 하한, 

상한 이동제한값을 확인합니다.

2

현재 소프트리미트한계로 이동제한된 축이 X축이다면 X축 좌표표시에 

마우스커서를 클릭하여 현재위치 편집모드로 진입니합니다. 

기계의 위치상황을 파악한 후  소프트리미트범위내의 적절한 위치값을 

기입합니다. 그러면 현재기입된 위치를 기계위치로 인식하여 조그동작

이 가능해 집니다. 

3

조그 이동동작 버튼을 눌

러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4

각 축의 홈센서 등의 신호레벨이 반대로 되어 있을 경우 “엔진구성”화면의 해당 축 I/O별 Level 항복을 체크해 

주어 동작 활성화 신호상태 반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엔진구성 화면



1.5. 원점복귀 파라메터 설정

축의 동작과 원점복귀 센서동작이 확인되었다면 원점복귀동작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위한 파라메터를 설정해야 합니

다. 대부분 CNC기계는 전원이 인가된 후 가장 먼저 원점복귀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점복귀 동작은 

기계의 실제위치와 프로그램의 좌표위치를 일치시키기 위한 동작입니다. 원점복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야만 수동

조그동작등에서 움직임을 안전하게 제한시키는 소프트리미트 동작이 올바르게 작동하게 됩니다. 

이제 원점복귀 동작을 올바르게 실행시키기 위한 주요 파라메터설정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원점복귀 동작을 실행시

켜봅니다. ※보다 자세한 원점복귀 동작의 내용과  파라메터 설명은 “CNC 구성 화면”장의  축별원점복귀 파라메

터설정편을 참조해 주십시오.

안전한 원점복귀 동작을 위해 확인하고 설정해야 할 사항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축이동 동작 확인 

(2) 원점센서 동작확인 

(3) 원점복귀 동작방향 설정

(4) 원점복귀 동작모드 설정

(5) 원점복귀 동작 활성화시키기

(6) 원점복귀 동작의 최대이동거리 설정

(7) 원점복귀 동작 완료 후 기계정지 위치설정

(8) 원점복귀 동작 후 옵셋(시프트)이동량 설정

(9) 원점복귀 동작 속도 설정

(10) 원점복귀 센서 탐색속도 설정

(11) 원점복귀 동작시 소프트리미트 동작방식 설정

(12) 원점복귀 동작완료 후 자동 좌표계시스템의 셋팅방식 설정

상기 동작확인 및 설정절차 중 (1)항과 (2)항은 상기절을 실행을 통해 이미 완료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먼저 상기 

절차대로 파라메터를 설정한 후 개별적인 축의 원점복귀 동작을 실행하고 전체 원점복귀 동작을 실행하는 순서로 

테스트합니다. 먼저 아래의 그림절차대로 원점복귀 동작을 위한 파라메터를 설정해 봅니다.

1.5.1. 엔진구성 화면에서 동작방향과 동작모드 설정

원점복귀방향은 “엔진구성”화면 축별설정의 원점복귀 동작설정 그룹의 [ ]센서레벨반전 항목을 체크해줌으로써 

동작이 반전됩니다. 

[원점복귀방향] 항목이 체크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원점센서를 찾아가는 시작방향이 좌표감소방향(음의

방향)이 됩니다. 만약 체크되었다면 원점복귀 시작동

작은 좌표증가방향(양의방향)이 됩니다.

[MODE 0] : 원점센서만을 사용하는 회귀동작형 원점복귀 모드

[MODE 1] : 원점센서와 각 축의 엔코드Z상의 신호변화를 항껨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원점복귀동작을 실행하는 회귀동작형 원점복귀 모드

[MODE 2] : 원점센서만을 이용하여 즉시 정시하는 원점복귀 모드 (스피들 원점

복귀등에 응용)

 



1.5.2. CNC구성 화면에서 원점복귀동작 주요 파라메터 설정

기초적인 원점복귀동작 방향과 동작모드가 설정되었다면 그외 주요한 파라메터설정들은 CNC 구성화면의 축별 원점

복귀정보 설정그룹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의 절차대로 파라메터를 설정해 봅니다.

  [원점복귀동작 최대이동거리] : 원점복귀 

동작실행의 최대이동거리를 설정합니다. 원

점복귀 동작에서 소요된 거리가 이 설정값

을 초과하면 원점복귀동작 알람이 발생합니

다. 

2

   [원점복귀 기계위치] : 원점복귀동작 완료 후 원점기계위치

값을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점복귀가 완료되면 여기에 지

정된 값으로 기계좌표가 설정되게 됩니다. 모션마스터는 자동

으로 이 좌표값으로 설정을 지정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점복귀옵셋위치] : 원점복귀 1차 동작 완료상태에서 상

태적으로 얼마간의 거리에 이동된 위치값을 최종원점복귀완료 

위치로 지정하고 싶을 때 1차 원점복귀 완료위치로부터의 상대

거리값을 설정합니다.

    [원점복귀속도] : 원점복귀동작의 주속도를 설정합니다. 

설정속도가 너무 높을 경우 원점센서 발견 후 감속동작이 길어

져서  이동영역의 범위가 벗어날 수 있으므로 안전한 값을 설

정합니다.

    [원점센서 탐색속도] : 1차 원점센서를 발견한 후 감속정

지한 후 동작방향의 바꾸어 원점센서의 상태가 비활성화상태로 

복구될 때까지의 센서동작을 탐색하면서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비교적 느린 속도로 설정할 수록 원점복귀 완료위치가 정확합

니다.

[원점복귀 활성화] 

: 원점복귀 동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프트리미트 비활성화] : 원점복귀 동작시 소프트리

미트동작을 비활성화 시킵니다.

    [좌표계 자동셋팅 설정] : 원점복귀 동작 완료 후 자

동으로 좌표계를 설정하는 방식들을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 자동 정위치 설정 만 선택합니다.

1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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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개별 축 원점복귀 동작 실행

원점복귀의 주요한 파라메터를 설정한 후 CNC운전화면에서 축별 원점복귀 명령을 아래의 절차대로 실행해 봅니다. 

처음 실행할 때에는 원점복귀 속도를 낮게 설정하여 이상 동작 발생시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원점복귀시 비상정지 시키면 반드시 [리셋버]튼을 울러 재 초기화 시켜줍니다. 

 개별축 원점복귀 동작 실행1

각 축별 동작상태 램프입니다. 

<램프색별 동작상태>

회색(점등없음) : 동작없음

녹색 : 축 움직임 발생

노랑 : 축 홈센서 신호발생

빨강 : 축 리미트 센서 신호발생

주황 : 축 홈센서 & 리미트 센서 신호발생

2

이상 발생시 비상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ESC키를 누르면 

(비상정지 후 자동으로 리셋하게 됩니다.)

3

 원점 복귀 동작중 비상정지 발생시 반드

시 리셋 버튼을 눌러주어 초기화 시켜줍니

다. 

(원점복귀중 리셋동작은 초기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1.5.4. 시퀀스 동작을 갖는 전체 원점복귀 동작 실행

각 축별 원점복귀 동작은 주로 기계 초기 설정시에 유용합니다. 매번 기계사용시 각 축별로 원점복귀 동작을 순서

별로 실행시킬 필요없이, 전체 원점복귀 동작을 통해서 지정된 순서로 원점복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텝1>에서 선택된 Z축이 원점복귀동작을 실행합니

다.

<스텝1>의 원점복귀동작이 완료되면 <스텝2>에서 지정

된 축 XY의 원점복귀 동작이 동시에 실행됩니다.

<스텝3>은 아무런 축이 선택되지 않았으므로 <스텝2>

동작이 완료되면 전체원점복귀동작이 완료됩니다.

전체원점복귀동작을 위해서 먼저 아래의 "CNC구성“화면의 원점관리테이블에서 3가지 스텝별 원점복귀동작 축을 순

서대로 설정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CNC운전”화면의 [원점복귀]버튼을 눌러줍니다. 동작 중 이상이 발생하면 [비상정지]버튼에 의

해 원점복귀동작을 정지시킨 후 [리셋]버튼을 눌러주어 초기화 시키고 확인 후 재시도 합니다.



1.5.5. 원점복귀 동작 반복위치 정밀도 검사

현재 원점복귀 동작 구성설정은 원점복귀 동작이 완료되면 강제로 특정 기계좌표값을 설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

다. 이러한 동작은 "CNC구성“화면의 ”축별원점복귀정보 설정“그룹의 [ ]자동 정위치 설정 이라는 항목을 체크했

기 때문입니다.

원점복귀 동작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상기 항목의 체크를 없앤 후  "CNC운전“화면에서 전체원점복귀 동작을 

반복 실행하여 원점복귀동작완료 후 반복된 좌표값의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홈센서의 반응속도에 

맞게 보다 정밀한 원점복귀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점복귀 속도와 홈센서 탐색속도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보드라이브와 같이 엔코더 Z상을 지원할 경우 ”엔진구성“화면의 원점복귀 동작설정 그룹에서 동작모드를 

1로 바꾸어 Z상에 의한 보다 정확한 원점복귀 동작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원점복귀 동작환료시 기계좌표값을 변화를  

확인해 봅니다.

표시좌표를 기계좌표값으로 전환합니다.



1.6. CNC 속도 동작제어 파라메터 설정

모션마스터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CNC 제어장치는 기본적으로 G코드체계에서 동작됩니다. 모션제어는 정확한 위치 

및 경로와 더불어 원하는 위치 및 경로로 바르게 이동하기 위해 속도제어를 포함하게 됩니다.  G코드 체계에서는 F

혹은 S어드레스코드로써 단순하게 속도 동작특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속도지령은 사용자에게 많

은 편의를 주지만, 기계입장에서는 이들 코드만으로는 움직임을 생성하기에 정보가 부족하게 됩니다. 

기계움직임을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하면  절삭, 커팅, 용접 등  가공모재에 특정 작업(효과)을 가하는 움직임이 있

고, 다른 하나는 목적하는 작업위치로 급속이송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급속이송은 목적하는 작업을 위한 준비이

동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핀들과 같은 주축으로 불리는 작업축의 회전이 있습니다. 

“CNC 구성”화면의  “속도구성”그룹에서는 이들의 속도특성에 대한 다양한 동작특성 파라메터들을 포함하고 있

습니다. 이들 구성요소들 확인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상기 동작속도의 종류를 요약해 봅니다.

(1) 절삭속도 (FEED 혹은 작업속도 : 절삭,커팅,용접등의 목적잡업속도) => G코드 블록내에서 F어드레스로 표현.

(2) 급속이송속도 (준비이동속도) => G코드내에서 속도조절기능없음. G00코드에 의해 동작자체만 표현.

(3) 주축속도  (작업장치속도) => G코드 블록내에서 S어드레스로써 표현.

여기서는 먼저 절삭속도(FEED) 와 급속이송속도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정해 봅니다.



1.6.1. 절삭속도 특성파라메터 설정

G코드 상에서 대표적으로 G01(직선절삭), G02( CW방향 원호절삭) G03( CCW방향 원호절삭) 코드의 동작속도는 F 어

드레스코드 (FEED코드)로써 규정합니다. 

개별 축의 속도정보 설정 항목과 같이 시작속도, 최대제한속도, 가속도등의 정보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절삭모드, 

속도프로파일, 선속도일정제어방식, 선속도일정제어축, 동작지연값 등이 제공됩니다. 

(이들 설정항목들은 모션엔진의 버전과 프로그램버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시 절삭모드G64를 선택합니다. 

(절삭동작은 G64를 사용합니다.)

 절삭동작시 선속도 일정제어 방식을 선택합니다.

CLV OFF:선속도일정제어안함

S/W CLV:소프트웨어방식 선속도일정제어

축선택 : 선속도일정제어 적용 축 선택

- 시작속도  : 시작속도 (절삭속도는 시작속도보    

                다 작을 수 없습니다.)

- 최대속도 : 최대속도 (절삭속도는 최대속도보가   

              클 수 없습니다.)

- 가속,감속배율 :가감속도(기계추력에 맞는 가속도  

                설정/ 작게는 100이하 크게는 400  

                이상)

- 2차 가속,감속배율 : s자가감속방식에서의 

                 2차가감속도

절삭동작 시작시 지연시간 설정



1.6.2. 급속이송속도 특성파라메터 설정

G코드 상에서 대표적으로 G00 코드의 동작속도에 적용되는 속도제어 동작특성을 규정합니다.

개별 축의 속도정보 설정항목과 같이 시작속도, 최대제한속도, 가속도등의 정보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선속도일정

제어방식, 동작지연값 등이 제공됩니다. 

(이들 설정항목들은 모션엔진의 버전과 프로그램버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속이송방식에서의 선속도 일정제어를 방식을 선택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G0 분당속도 : 급속이송코드 G00 동작시에 이동속

도를 FEED 단위 (분당이송량)로 설정합니다.

- 시작속도 : 시작속도를 설정합니다. 

- 가속,감속 배율 : 가감속도를 설정합니다. 

※ 급속이송 속도는 기계한계내에서 가능하면 빠르

게 설정합니다. 그러나 모션컨트롤러의 최대사용 주

파수이내에서 안전하게 설정합니다.

급속이송이 처음 시작될 때 시작안정지연(휴식시간)

을 설정합니다.



1.6.3. 기계장치간의 절삭 속도 제어방식 선택

절삭동작 혹은 작업동작은 기계의 종류마다 각각 다른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핀들을 이용한 밀링형태의 절삭장치와 레이저를 이용한 커팅용 CNC장치는 작업 동작시에 속도제어 혹

은 가감속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직선이나 원호들이 상호 연속해서 경로를 형성할 경우 절삭가공기는 기계 및 공구의 부하(힘)를 고려하

여 자동으로 감속하는 경향을 갖고 있지만, 레이저 절단의 경우 이러한 감속경향은 열의 집중화를 발생하여 작업품

질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이저 절단기의 경우 최종 움직이는 헤더장치의 관성부하가 크지 않을 경우 

최대한 선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G코드상에서 열확산 등이 작게 분포되도록 절단 경로순서를 최적화 하게 됩

니다.

모션 마스터프로그램에서는 CNC장치의 특성마다 작업동작의 속도제어방식을 조절할 수 있는 아래의 몇가지 파라메

터와 코드를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CNC구성 화면” 편을 참조해 주세요)

- 비상정지감속도 : 비상정지시 감속도설정

(0일 경우 급정지)

- CV 한계각도 : 벡터연속동작 각도 한계값

- CV감쇄율 : 벡터연속동작 각속도 비율

(각도 * Feed 값)

- 감쇄시작각도 : 벡터감속도연산 최소각도

- 원심감속율 : 원심감속도 비율 및 적용시간

- 평균명령처리수 : 최대 모션명령처리수

- 잔여거리자동감속 : 잔여거리에 의한 자동

감속여부설정

※ 각 파라메터의 설정여부를 on/off하거나 

계수값을 조정하여 속도제어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7. 주축장치 설정

주축 장치는 흔히 모재가공에 직접적인 회전력이나 절삭력과 같은 최종 성형력이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로써 밀

링형태의 기계에서는 스핀들에 해당합니다. 이 주축장치는 CNC기계장치의 종류마다 다양해서 CNC레이저절단기의 경

우 레이저빔의 발생장치가 될 수 있고, CNC 용접로봇의 경우 용접기나 용접토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G코드 체계에

서는 일반적으로 S어드레스코드와 M3/M4/M5 M보조코드를 사용하여 주축동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모션마스터는 

사용자가 임의적인 코드를 만들거나 스크립터코드를 통해서 주축장치와 같은 다양한 말단 작업장치들의 동작을 지

원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스핀들과 같은 회전 작업장치에 대해서 동작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파라

메터들을 살펴봅니다.

모션마스터는 아래의 제시된 동작방식들을 갖는 주축장치들에 대해 적절한 주축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파라메터를 

제공합니다. 아래의 장치형태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CNC 구성화면”편을 참조해 주세요)

(1) 단순한 ON/OFF 형태의 주축장치

(2) 속도제어 동작을 포함하는 주축장치

(3) 위치 및 속도제어 동작을 포함하는 주축장치

일반적인 축제어 처럼 회전동작의 스핀

들을 사용할 때 설정합니다. 이설정은 

아래의 SPINDLE축 정보의 1펄스 이동량

을 각도로 취급하여 RPM단위로 설정되

었습니다.
용접토치와 같이 on/off방식의 제어만을 

사용할 때 설정합니다. 이 방식을 설정

하면 다른 방식의 제어가 차단됩니다.

S코드값을 PWM 채널출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의 교정 그룹 파라메터의 

설정값에 의해 출력조절됩니다. 

1.0Volt의 Real RPM 값에 실제[RPM]

으로 지정된 s코드값에 대한 PWM 

duty값을 기록하고

10.0Vot의 Real RPM 값에는 실제

[RPM]으로 지정된 s코드값에 대한 

PWM 최대 duty값 을 기록합니다.

 스핀들 회전을 위치제어방식

으로 동작할 때의 파라메터 정

보설정 (일반적인 축의 정보설

정과 동일)

스핀들을 인버터장치를 통해 전압변

환에 의한 속도를 가변할 경우 실제 

출력(Real RPM)과 표시출력

(Indicate RPM)간에 선형 교정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교정파라메터는 PWM출력을 지정

할 경우 PWM출력에 대한 DUTY출력비

의 값으로도 사용됩니다. 



<기본M코드에 대한 출력맵핑>

 각 M코드에 맵핑될 수 있는 출력포트 번호를 설

정합니다. -1을 설정하면 해당 M코드실행시 지정

된 동작의 출력포트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반전[ ] 항목을 체크하게 되면 M코드 출력시 출

력상태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PROBE 센서의 입력포트를 설정하면 공구측정 및 

조그이동시 자동정지기능등 전용의 기능동작을 실

행할 수 있습니다.

입력포트번호가 -1이면 사용하지 않음을 의미.

입력포트범위는 0~7, 혹은 16입니다.

0~7까지는 일반입력포트번호이며 16을 지정하면 

위칸모션컨트롤러의 SYNC신호입력에 의한 프로브

동작지정을 의미합니다.

자동시작,정지,원점복귀 등 기본적인 조작스위치 

입력을 일반입력포트에 맵핑하여 간단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ELX36 확장보드 및 MPG

와 같은 보다 복잡한 주변장치 및 화면제어구성

에 관련된 기능그룹입니다.

1.8. 주변장치 및 기타 입출력장치 설정

CNC기계장치는 XYZ이동장치와 스핀들과 같은 주축장치 이외에도 도어, 램프, 절삭유와 블로워 등의 주변장치와 

시작 스위치, 정지스위치, 비상정지, 조그스위치, MPG 혹은 ATC(자동공구교환장치) 등 다양한 입출력장치와 연결 

될 수 있습니다.

모션마스터프로그램은 다양한 장치의 동작을 자동프로그램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M코드의 입출력 맵핑을 

설정하거나 별도의 매크로확장에 의한 스크립트언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ON/OFF스위치형 입출력장치들은 아래와 같이 몇가지 M코드 및 스위치연결지정으로 간단하게 맵

핑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MPG와 같이 보다 복잡한 장치연결을 위해 별도의 설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CNC 자동 운전

이 장은 CNC운전화면을 통해서 기초적인 자동모드의 동작을 실행해 봅니다. 

CNC 자동운전은 G코드 체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파일을 읽어들어 XYZ 직교좌표계 머신을 목적에 맞게 자동으로 움

직여 주는 동작입니다. 

CNC기계장치는 밀링형태의 절삭장치나, 레이저 및 플라즈마장치 등을 이용한 절단 혹은 재단장치, 용접이나 솔더링

과 같은 융접장치, 팔렛타이징과 같은 적재 및 이송장치 등 다양한 목적동작을 갖는 장치들이 컴퓨터의 수치제어능

력과 조합되어 보다 정확한 반복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진 기계장치입니다.

특히 모션마스터프로그램은 G코드 체계뿐만 아니라 G코드의 확장된 매크로언어방식의 제어문구조과 스크립터언어방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수식을 실시간으로 해석하며 다양한 메뉴들을 생성하여 선택적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기

능들을 포함하고 있어, 여러 자동화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G코드기반에서만 먼저 운영해 봅니다. 

2.1. NC 코드 프로그램 (G코드 프로그램)

CNC운영의 기본이 되는 NC코드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워드(WORD)로 구성된 명령 블록(BLOCK)의 나열입니다.

워드는 하나의 영문코드와 수치값으로 조합된 구성을 의미하며 하나의 영문코드를 어드레스(ADDRESS)라고 합니다.

아래의 그림으로 간단히 요약해 봅니다.

 프로그램

 명령 블록

 명령 블록

 명령 블록

                                               

 명령 블록

워드 워드 워드

영문자 1개와  수치값의  조합

예> G01 X10.0 Y100.0

어드레스(ADDRESS) = G, X, Y

수치값 = 01, 10.0, 100.0

워드

워드에 사용되는 영문자 어드레스(ADDRESS)는 각 문자마다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래에 몇 가지 요약해 봅니

다.



N : 명령번호(시퀀스번호) Sequence Number

G : 동작준비기능(동작 혹은 설정기능)

X,Y,Z,U,V,W : 좌표값

F : 이송(속도)기능

S : 주축기능

T : 공구기능

M : 보조기능

이러한 명령블록의 형성 규칙을 예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N0001 G90 G21 G01 X100.0 Y100.0 F1000 S2000 M3; 

- 시퀀스(명령)번호 N0001 은 항상 맨 처음에 등장합니다.

- G90 코드는 G90 이후의 좌표값 워드들을 절대좌표로 취급하라는 설정(준비)입니다. (G91 : 상대좌표)

- G21 코드는 G21 이후 좌표값 워드들의 단위를 mm단위로 취급하라는 설정(준비)입니다. (G21 : 인치단위)

- G01 코드는 이후의 좌표값 워드를 참조하여 직선이동을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 X100.0 Y100.0 은 각 좌표값입니다. 

- F1000 은 현재부터 급속이송을 제외한 절삭이송명령의 동작속도를 FEED 1000으로 설정하라는 명령입니다. 

(밀링형태의 NC코드에서 F는 일반적으로 분당 이송량 즉 1분에 몇 mm를 이송할 것인가에 대한 단위입니다.)

- S2000 은 스핀들 회전속도를 2000RPM으로 설정하라는 명령입니다. 

- M3은 스핀들을 CW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보조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미콜론은 현재 명령블록의 종료를 의미하며 이후로 나오는 문자들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명령블록은 한 줄에서 종료되며 다음 명령블록은 다음 줄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어드레스 기능요약표>

주요기능 어드레스 설명

프로그램 번호 O 현재 프로그램 번호로써 서브루틴호출의 기준번호로 참조됨

시퀀스 번호 N 해당 명령블록의 명령번호 (GOTO문에서 참조됨)

동작 준비기능 G 각 모션동작 및 동작옵션 설정 기능

좌표 X,Y,Z,A,B,C 동작 종점 좌표 지정

U,V,W 각 X,Y,Z축 동작 종점 증분 좌표 지정

R,I,J,K 원호보간 반경 및 중심점 좌표지정

이송기능 F 분당이송 혹은 회전당이송 등의 속도지령

주축기능 S 주축의 RPM회전수 지정

공구기능 T 공구번호 지정(혹은 공구교환번호 지정)

보조기능 M 기계 주변장치 조작 IO 제어 및 보조동작 제어용

보정기능 H, D 공구길이, 공구경 보정번호

파라메터 P, K, L, Q
사이클동작 및 보조프로그램(서브루틴)호출 등의 다양한 파라메터 

전달에 사용



2.2. G 코드의 생성 방식

<직접 코딩>

NC코드프로그램 혹은 간단히 G코드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G코드는 문자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복잡하지 

않은 움직임은 사용자가 직접 여러 명령어드레스와 좌표값들을 입력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션마스터 프로그램의 설치폴더의 Example\ 폴더에 기본 예제들 중 일부는 직접 작성되어 코딩되었습니다. 

<CAM 프로그램 활용한 G코드 생성>

그러나 CAD와 같은 도면이나 보다 복잡하고 반복된 다량의 모션동작(혹은 가공동작)을 직접 생성하기는 쉽지 않습

니다. 더구다나 한번 동작 후 프로그램을 조금씩 반복 수정하여 교정시켜 최종 목적동작을 만들 경우에도 결코 만

만하지 않은 작업이 됩니다. XYZ밀링형태의 절삭가공이나 레이저절단과 같은 가공을 도면정보(AUTOCAD의 DXF파일

등)를 통해서 자동으로 G코드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CAM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CAM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들이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금은 고가의 유료제품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CAM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작

업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모션마스터에는 기본적으로 CAM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모션마스터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레이저 및 

라우터와 같은 기본 절단용 CAM 기능을 준비될 수 있습니다.)

<티칭방식에 의한 G코드 생성>

CAM프로그램은 주로 가공목적의 G코드를 생성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모션동작은 가공분야 뿐만 아니라 솔

더링, 조립, 운반, 적재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많은 응용에서 티칭방식(교사방식)에 의한 자동모션

코드생성 방식도 있습니다. 현재 모션마스터는 티칭용 자동코드생성화면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스크립터언어를 통

해서 이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용자 위저드 기능에 의한 G코드 생성>

단순한 동작의 반복작업과 같은 G코드들은 스크립터언어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자동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면치기 위저드화면이 모션마스터의 스크립터언어를 이용하여 각재의 면치기를 실

행하는 G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 본 것입니다. (현재 F8 버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3. CNC 운전화면에서의 G코드 실행방식

동작탭화면의 [CNC운전]버튼을 선택하면 CNC운전화면이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CNC 운전화면”편을 참조하

세요)

CNC 운전화면에서 G코드를 실행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MDI(Manual Direct Input:수동 명령직접입력)창에서 하나의 명령블록을 입력하여 실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G코드로 작성된 파일을 읽어들여 [시작]버튼을 통해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은 아래의 CNC운전화면상에 간단히 설명합니다. 

MDI창에 의한 입력방식은 조그동작에서 처럼 수동으로 목적 동작을 하나씩 움직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G코드 파일에 의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는 먼저 G코드파일 읽은 후  읽혀진 G코드파일을 3D그래프상에서 주요 

궤적을 확인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실행하게 됩니다. G코드 파일일 읽어들여 실행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였지

만, 실제 작업 대상물의 위치가 임의적인 위치에 고정되었다면 조그동작을 통해서 작업대상물의 초기가공위치까지 

이동한 후 워크좌표를 초기화 하는 등의 작업을 추가적으로 필요 할 수 있습니다. 

 G코드 파일에 의한 프로그램 실행 방식

MDI 창에서 직접 명령블록을 실행하는 방식

2

1
2 3

1



2.4. XYZ 좌표계 이해하기

이번 절에서는 CNC 기계시스템과 G코드 체계의 좌표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XYZ기계시스템에서 어떤 지점의 좌표값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기계시스템의 최종 움직임을 발생하는 부분과 구속된 

하나의 위치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위치점의 좌표값을 기계좌표값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밀링형태의 CNC기계를 가정한다면 대체로 스핀들에 장착된 공구의 끝단부를 측정 기준위치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러한 기준 위치점을 만들기 위해 기준공구의 개념을 두어 이 스핀들에 장착한 후 공구의 끝단위치를 기계 위치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공구 개념은 공구교환시 다른 공구의 길이교정 등의 보정값에서도 활용됩니다.)

이렇게 순수 기계 절대 위치에 의존하는 좌표계를 기계좌표계라고 합니다. 기계좌표계는 원점복귀동작 완료를 통해

서 초기화 되어 CNC프로그램과 상호연결 됩니다.

특정 CNC기계들은 이러한 구속된 기계좌표값에 의존하여 매번 동일한 자동동작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범용 CNC기계들은 기계좌표계 상에서 임의위치를 기준위치(0 영위치)로 하는 새로운 좌표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특히 범용의 가공기계들은 가공대상모재를 임의의 위치에 클램핑 한 후  스핀들에 장착된 공구를 가공시작

점으로 이동시킨 후 이 지점을 기준으로 G코드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처럼 기계좌표계를 기준으로 가공모재의 임의지점을 새로운 원점으로 만든 좌표계를 워크좌표계 혹은 공작물좌

표계(작업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가공모재 위에 같은 형상의 가공이 배열형태로 여러 개가 존재한다면 워크좌표계 위에 또다시 새로운 변위지점을 

원점으로 하는 로컬좌표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로컬좌표계의 기준변위를 변화시켜가면서 G코드를 실행하면 하나

의 가공코드로 동일한 형태의 여러 개의 가공동작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좌표계개념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Z

X

Y

Z

X

Y

Z

X

Y

기계좌표계 기준

(0,0,0)

원점복귀위치(-10,80,100)

(기계좌표계기준)

워크좌표계 (50,50, 30)

(기계좌표계기준)

로컬좌표계 (30,30, 0)

(워크좌표계기준)

G53

G54~G59

G28

G52



프로그램할 때 각각 기준좌표계를 어떤 좌표계로 사용해서 위치를 표현하는가를 구분해 주는 G코드는 아래와 같습

니다. 

G53 : 이하 좌표값 워드들은 기계좌표계를 기준으로 표현된 위치임을 알림.

G54 : 이하 좌표값 워드들은 워크좌표계 G54 기준점으로 표현된 위치임을 알림

G55 : 이하 좌표값 워드들은 워크좌표계 G55 기준점으로 표현된 위치임을 알림

G56 : 이하 좌표값 워드들은 워크좌표계 G56 기준점으로 표현된 위치임을 알림

G57 : 이하 좌표값 워드들은 워크좌표계 G57 기준점으로 표현된 위치임을 알림

G58 : 이하 좌표값 워드들은 워크좌표계 G58 기준점으로 표현된 위치임을 알림

G59 : 이하 좌표값 워드들은 워크좌표계 G59 기준점으로 표현된 위치임을 알림

G52 : 이하 좌표값 워드들은 로컬좌표계 G52 기준점으로 표현된 위치임을 알림

모션마스터의 로컬좌표계 G52는  현재 좌표계설정이 기계좌표계일 경우 기계좌표계를 기준으로 변위된 로컬 좌표계

를 형성하고, 워크좌표계일 경우 워크좌표계를 기준으로 변위된 로컬 좌표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로컬좌표계설정은 

아래와 같이 간단합니다. 

G54

G52 X30.0Y30.0Z0 ; G54 좌표계를 기준으로 X방향으로 30.0, Y방향으로 30.0 변위된 지점을 0,0,0 으로 취하는 로

컬좌표계 설정

G52 X0Y0Z0 ; 로컬좌표계 취소

모션마스터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좌표계변환을 보다 쉽게 전환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

니다. 

마우스로 클릭하면 기계좌표계<->워크

좌표계로 전환설정됩니다.

로컬좌표계가 설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로 클릭하면 로컬좌표계가 0값으로 설

정되어 취소됩니다.

각 축버튼을 눌러주면 현재

위치를 현재좌표계에 대한 

기준위치값으로 강제설정합

니다. 

현재좌표계가 기계좌표계이

면 원점복귀위치값으로 설

정되고 

워크좌표계이면 0.000으로 

설정됩니다. 

현재 좌표계 종류에 관계없

이 기계좌표계상의 위치와 

워크좌표계상의 위치를 전

환시켜 표시할 수 있으며 

현재 워크좌표계의 기준변

위나 로컬좌표계의 기준변

위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조그동작으로 공구위치를 이동시킨 

후 여기에 표시된 좌표값을 수정하

면 현재위치를 수정된 좌표값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2.5. CNC운전 자동실행

이번 절에서는 모션마스터프로그램의 실행 초기단계에서부터 G코드파일을 읽어들여 자동으로 실행하는 과정 전체 

흐름을 설명합니다. 전체 과정의 흐름순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프로그램 실행 및 초기화

(2) 원점복귀 실행

(3) G코드파일 로딩

(4) 가공 원점(워크좌표) 설정 및 G코드 리로딩

(5) 실행 및 완료

2.5.1. 모션마스터 프로그램 실행 및 초기화

1)USB,SERIAL 로 연결하기

모션마스터 프로그램 실행아이콘    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먼저 모션컨트롤러와 통신연결을 위해 동작탭화면의 장치연결 버튼을 눌러 연결 및 초기화 구성 화면에서 연결구성

을 설정합니다. 

연결구성은 기본적으로 연결포트(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와 연결속도를 선택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열기]버

튼을 누르기 전에 먼저 장치구성항목그룹에서 [로딩]버튼을 눌러 기계장치 혹은 모션컨트롤러장치에 적절한 구성초

기화 파일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인 구성초기화파일은 프로그램설치폴더의 Config하위 폴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통신이 이루어졌다면  램프가 점등되고 리셋초기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3

12

4



2) ETHERNET 연결

PC 설정은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에서 설정할수 있습니다. PC 설정 (그림은 WIN10 기준입니다.)

PC 설정이 끝난뒤 모션마스터 프로그램 실행아이콘    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먼저 모션컨트롤러와 통신연결을 위해 동작탭화면의 장치연결 버튼을 눌러 연결구성을 설정합니다. 그림과 같이 설

정한후 장치구성에 로딩 버튼을 눌러 해당 제품에 맞는 구성파일을 로딩합니다. 로딩이 끝난뒤 연결구성에 속도를 

모션보드에 설정하신 속도(출고시 230,400bps)와 맞춘후 열기 버튼을 눌러 통신연결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통신이 이루어졌다면  램프가 점등되고 리셋초기화 과정이 진행됩니다.

1

2

3

4
5

TCP/IPv4

이더넷

이더넷 상태

속성 -다음 IP 주소 사

용

10 . 1 . 0 . 2

(모션보드에 설정할 1

을 제외한 2~255중에 

선택 )



3) 통신연결 설정 및 완료후

리셋초기화 과정이 완료되면 아래의 메시지창(알림창)이 표시된 후 몇 초후에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2.5.2. 원점복귀 실행

초기화과정이 완료되면 가장 먼저 원점복귀 동작을 실행합니다. 원점복귀 동작은 실제 기계의 위치와 모션마스터프

로그램상의 좌표를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기계좌표의 연결은 CNC 동작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수동조그 혹은 MPG동작을 제한하는 소프트리미트 상/하한 위치가 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기계

위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원점복귀동작이 필요로 하지 않는 CNC장치라면 원점복귀명령 대신 아래와 같이 기계좌표값을 직접 입력하여 

대강의 위치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어떠한 방식이로든 CNC동작을 위해서는 기계위치와 프로그램좌표간

의 맵핑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래에 기계좌표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3가지 방식을 보여줍니다.

메시지번호

메시지내용

메시지 발생시간

 전체원점복귀동작을

 실행합니다.1

 개별축 원점복귀동작을 

실행합니다.

2

원점복귀동작없이 직접 기계위치를 설정합니다.

3



2.5.3. G코드파일 로딩

프로그램 설치폴더의 하위폴더 Example\에 몇가지 샘플 G코드 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Wikan_Logo.nc 파일을 열어서 코드와 공구궤적을 확인해 봅니다.

코드와 공구궤적을 확

인해봅니다.

<3D 화면 마우스 사용요약>

- Zoom In/Out : Mouse Scroll

- Rotate : Mouse Middle(Wheel)Button + MouseMove

- Move : Mouse Left Button + MouseMove

<3D 공구궤적 색깔별 동작코드 구분>

- [■]회색은 G00 코드인 급속이송을 표현합니다.

- [■]흰색은 G01 코드인 직선보간을 표현합니다.

- [■]녹색은 G02 코드인 CW원호보간을 표현합니다.

- [■]적색은 G03 코드인 CCW원호보간을 표현합니다.

- [■]황색은 Tool의 이동경로를 표현합니다.



2.5.4. 가공원점(워크좌표) 설정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면 일반적으로 G54좌표계로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기준좌표계를 바꾸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MDI 창에서 원하는 좌표계설정용 G코드를 입력한 후 실행하면 됩니다.

워크좌표는 G54~G59까지 총6개의 기준좌표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션마스터는 G54.00 ~ G54.99까지 총 

100개의 워크좌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워크좌표계의 기준위치들 (기계좌표에 대한 상대위치)을 확

인하려면 다음 그림과 같이 (1) [워크테이블] 버튼을 눌러서 전체 워크좌표계속에서 확인하거나 (2)좌표 표시창을 

통해서 현재워크좌표계에 대한 기준위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2



 조그동작을 통해서 원하는 

가공시작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원하는 가공시작위치로 이동한 

후 [X][Y][Z]버튼을 눌러주면

현재 워크좌표를 0,0,0으로 

설정합니다.

 다시읽기(리로딩)를 통해 

현재 가공위치에서부터의 

가공궤적으로 다시 확인해 

봅니다.

1

2

3

4

이러한 워크좌표계의 기준위치는 아래의 절차대로 실행하면 조그 혹은 MPG동작을 통해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정

될 수 있습니다. 

(1) [JOG]버튼을 눌러 수동 이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MPG/JOG 화면을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로 공구를 이동시킵니다.

(3) 현재 위치를 워크좌표계(G54) 기준원점(0,0,0)으로 설정합니다.

(4) [다시읽기]버튼을 눌러 새로운위치 에서의 가공궤적을 확인해봅니다.



2.5.5. 실행 및 완료

가공 초기위치의 이동과 워크좌표의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G코드파일을 자동으로 실행해 봅니다. 

(※만약 [머신록]버튼을 눌러 현재 머신록 상태일 경우 [시작]버튼을 눌러 실행하면, 실제기계는 움직이지 않으면

서 모션마스터프로그램상의 좌표와 3D화면은 동작그대로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동작을 확인하면 [머신록]버튼을 

다시 눌러주어 해제시켜 주어야 합니다.)

[시작]버튼을 눌러주면 3D뷰화면에서 공구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버튼을 누르면 "-PAUSE-" 메시지가 점멸하면서  동작이 일시정지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버튼을 누르면 동작을 재개합니다.

만약 일시정지상태에서 [취소]버튼을 누르면 현재 G코드프로그램 동작전체를 취소하게 됩니다. 

동작중 언제라도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동작은 알람상태가 아니며 정지시 현재 동

작 감속도비율로 감속하며 정지합니다. 반면에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정지하게되면 “CNC구성”“추가 속도제어 

설정”에서 설정된 비상정지감속도 비율로 급감속하며 정지하고, 알람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동작을 재개하려면 [알람해제]버튼을 눌러주어 알람이 해제가능한지 확인해 봅니다. 알람이 해제되었

다면 다시 [알람해제]버튼을 눌러 알람해제 이전상태로 되돌아가 가야합니다. 그리고 [시작]버튼을 눌러 주면 자동

동작이 재개됩니다. 

※만약 [알람해제]버튼을 눌러도 알람상태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알람을 발생시킨 원인을 확인하고 이유를 제거해야

만 알람해제가 가능합니다. 알람해제상태 가능하지 않다면 [리셋]버튼을 눌러 현재프로그램실행전체를 취소하고 다

시 리셋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리셋상태로 되돌아가더라도 특정알람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알람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PART2 END

<알람복구/확인 및 리셋버튼>

<비상정지 버튼>

<기본 동작버튼>

[시작],[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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