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BOUT COMPANY

FIELD OF BUSINESS

30여년간 산업 및 교육현장에서 사랑받아온 큐빅테크는
다양하고 우수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외국 제품에 의존하던 1990년,

Smart Factory Solution

국내 CAM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최초로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국내 CAM 소프트웨어

C-Live (스마트 제조 ICT 플랫폼)

시장을 열었습니다.

C-Insight (빅데이터 AI분석 시스템)
ProactiveMES (현장 데이터 기반의 생산 관리 Solution)

CAM 소프트웨어를 시작으로 CNC Simulation,
CAE System과 더불어 제조 ICT를 거쳐 최근
스마트팩토리 구축 Solution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시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CAD/CAM Solution

그 결과 2017년 스마트 공장 구축 Solution

3D-Pro (세계 유일 3차원 윤곽 가공 Solution)

우수기업 표창(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는 등

Cubic DNC (대용량 NC전송 필수 Solution)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Solidworks (친환경 디지털 3D설계 Solution)

제4차 산업혁명시대, 고객의 가치 향상과 스마트한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혁신의
성과를 고객과 나누는 기업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Simulation Solution
GV-CNC (CNC 공작기계 교육훈련 Solution)
V-AMT (자동화 장비 유관 자격증 취득용 Solution)
Automation Studio (자동화 프로젝트 시뮬레이션 Solution)

CA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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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마인드로

고객을 우선시하고

협동하며

끝까지 책임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개선점 도출

고객의 요구사항을 알고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 제작

열린 마인드로 협력하며
동반 성장 추구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객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Z-CAST Pro (주조 프로세스 해석 System)
AFDEX (범용 소성 가공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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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HISTORY

STATUS OF MANPOWER COMPOSITION

업무분야별 인력 구성비율

걸어온 길

영업/마케팅/경영

20%

2021년

“V-AMT” 출시

2010~현재

2020년

KB 기술우수기업 지정

성숙기

2019년

KC인더스트리얼 파이프 벤딩 시스템 개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공장 구축 솔루션 우수기업표창 수상

2016년

중소기업청 선정 우수중소기업 지정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공장 지능형 생산관리시스템개발” 과제 수행

2015년

현대위아 공작기계 탑재용 대화형 CAM "HW-DPRO” 출시

2014년

한국타이어 생산공정장비 교육시뮬레이터 개발

2013년

한국타이어 금형 공장 MES 구축

2012년

LG전자 PPL/MTC 금형 공장 웹 기반 MES “Active#” 구축
LG전자생산기술연구원 냉장고 간섭/간격 검사용 UG-NX 플러그인 개발

2010년

사출 홀가공 전용 SW 출시 및 SW 공모대전 장려상 수상

2007년

중소기업청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2000~2009

2006년

중소기업청 INNO-BIZ 인증 획득

도약기

2005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GS(Good Software) 인증획득(V-CNC)

2002년

“V-ELEQ”, “V-MECA”, “3D-PRO” 출시
일본 3D-PRO 개발사업 협력 체결

2001년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대통령상 수상

2000년

과학기술부 국가지정 연구실 선정
“Z-CAST”, “Z-STAMP”,” V-HPS” 출시

1999년

큐빅기술연구소로 기업부설연구소명 변경
“V-Robot”, “Mold-MES” 출시

1998년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 정보통신부장관상 수상(V-CNC)
벤처기업 인증

1996년

“V-CNC” 특허출원 및 출시

1995년

신한은행 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술신용보증기금 우량기술기업 선정
“Cubic DNC” 출시

1993년

통상산업부 유명선진기술기업 지정
과학기술처 KT 마크 획득 (OMEGA CAM)

1992년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 (병무청제92-65호)

1991년

기업부설연구소 Cubic 시스템연구소 설립
“OMEGA CAM”, “Z-MASTER” 출시

1990년

(주)큐빅테크 법인 설립
첫 국산 CAM 소프트웨어 “KAPT III” 출시

기술인력 비중

80%

PM/PL

R&D/개발

41%

39%

연구개발 인력 기술등급 구성비율

특급

31%
1990~1999
고급

특급+고급인력 비중

50%

19%
중급

17%
초급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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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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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CAM

산업현장에 필요한 CAD/CAM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쉽고
간편하게 설계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AD/CAM FIELD

CUBIC DEVELOPMENT

자체형상 커널

큐빅기술연구소

NC코드 생성

NC코드 검증

홀가공

윤곽 가공

포켓/슬롯 가공

선삭/홈 가공

가공 검증 시뮬레이션

CUBIC TECHNOLOGY REASERCH CENTER

과미삭 검증

치수 검증 & 도면화

· 3차원 캐드 모델 및 알고리즘 정의

자체형상 커널 기술

· CAD I/F: DXF, IGES, CATIA , UG, Solidworks 등
· 형상 모델링: 자체 커널 활용 3차원 형상 모델링
· 가공 DB를 활용한 NC 생성

NC코드 생성 기술

· 밀링/복합선반용 다양한 가공 지원
· CL(Cutter Location) 데이터 처리

· 모의가공을 통한 가공/충돌 검증

NC코드 검증 기술

· 과미삭 검증, 2D 도면화 및 치수 검증

3D 시뮬레이션
3D SIMULATOR FIELD

현장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에 다양한 Simulation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NC, Robot,
자동화 등 각 분야에 특화된 기능은 다양한 기계장비를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합니다.

CNC 머신 가상화 및 시뮬레이션

자동화 장비 가상화 및 시뮬레이션

큐빅기술연구소는 1991년 7월 설립되어 30년 이상 시장을 선도하고 클라이언트 니즈에 맞는 제품 / 솔루션을 개발해온 전문적
R&D 조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R&D 투자로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해 전 세계 20여 개 나라 이상에 큐빅테크만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축적한 개발 Know-How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구축해드립니다.

· 3D Graphics 기술적용, 실제 장비와 유사한 가상장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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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맞춤 설계

50개 이상

50회 이상

전체 직원 중
연구원 구성비율

클라이언트
니즈 충족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정부부처 주도
국책과제 수행

CNC머신 가상화 및
시뮬레이션 기술

· Kinematics 기술적용, CNC 머신 및 컨트롤러 동작 구현
· RTRE(Real-Time Rendering Engine) 기술적용, 실제 컨트롤러와 동일하게 구현
· NC(Numerical Control) 해석(Interpret) 기술적용, 모의가공 및 NC 검증

자동화 장비 가상화 및
시뮬레이션 기술

· 전기/공압/유압 장비 제어 및 해석 기술 적용
· 자동화 장비 Interface 기술적용, 실제장비와 동기화
· RTRE 기술적용, 실제장비와 동일하게 구현
7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FIELD

디지털트윈은 컴퓨터에서 현실의 사물과 동일한 시스템을 만들어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
합니다. 디지털트윈 가시화는 가상으로 현실에 대한 쌍둥이를 만들고 쌍둥이에 대한 현실성을 높임으로써
직관적인 이해와 올바른 분석을 지원합니다.

스마트팩토리 교육
SMART FACTORY EDUCATION FIELD

주문생산 방식의 제조공정(Job Shop)을 대상으로 제조실행시스템(MES), 작업일정계획
(Scheduling), 물류제어시스템(MCS), 실제공장 모형 및 가상공장(Virtual Factory) 연동, 합성
곱 신경망(CNN) 교육/훈련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 (가상공장 모델링 & 시뮬레이션)
MES DB

MES
Physical World

APS (Scheduler)

Cyber World
생산관리

스케줄링

작업지시

MCS
H/W (Physical comp.) / (실제공장)
V/F (Cyber comp.) / (가상공장)
물류제어

물류제어

OPC-UA
(Unit Motion Event)

품질검사

AI (CNN)

Demo Factory IOT Server

CPS Server

3D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APS(Scheduler)

디지털트윈 기술
(가상공장 모델링 & 시뮬레이션)

3D 컴퓨터 그래픽스

· 요소 장비 모델링(형상 & 모션)

MCS
(Material Control System)

· 제조공정 통합 생산관리시스템
· 영업, 설계, 생산일정, 구매, 품질 등 관리

· 잡샵 대상 작업일정계획 모듈

· 작업일정에 맞게 생산자원에 작업물 공급 모듈
· 실제공장 또는 가상공장과의 연동 담당

· 가상공장 레이아웃(셀, 라인, 공장)
· 디지털 동기화(Digital Synchronization)
· 리얼타임 렌더링 기술
- OpenGL / DirectX 기반 응용기술
- HLSL(DirectX기반) 활용기술
- GLSL(OpenGL기반) 활용기술
- PBR(Physically Based Rendering) 활용기술

H/W

· 실제공장의 축소 모형

· H/W 작동 모사

V/F(Virtual Factory)

· 물리엔진(PhysX) 응용기술

· H/W 없이 MCS를 통한 스케줄 연동 교육/훈련 가능
· H/W에 없는 가상 제어패널을 통해 특정 장비의 고장여부를 설정/해제 함으로써 그에 따른 작업물의
실제 공정경로 변화 학습

· AR/VR 응용기술

AI(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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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물의 불량여부 판정
· CNN 기법 교육/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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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AI)
DATA ANALYSIS(AI) FIELD

다양한 제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분석 솔루션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Clustering 등)을 제공합니다. MES, ERP, PLM 등 각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적합한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경영층의 Data-driven 의사결정

사업 실적
BUSINESS PERFORMANCE

을 지원합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실적
Factory (공장)

MES(제조실행시스템) / 단순한 가시화/분석

가공

스마트공장 문제 유형별
고급 분석/최적화

구축 현황
(업체 수)

60

수요예측

C-Live (MES)

48

50

IoT Data

주조

40

Database
이상탐지

190

30

20
C-Insight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기반 AI 프레임워크)

예지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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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Env. (경영 환경)
경제

날씨

정치

SNS

고도화
Biz Data

품질예측

0

신규구축
14
20

15
20

16
20

17
20

18
20

19
20

20
20

21
20

스마트공장 도입효과

데이터 입력시간

· 제조/경영 데이터 취득/확보

제조 데이터 분석

서류 작업시간

· 데이터베이스 검토/구조화
· 데이터 전처리

240min
AI모델 수립 및
스마트팩토리 연동

데이터분석 솔루션

70min

180min

30min

· 문제유형(품질분류, 수요예측 등)에 맞는 분석모델 수립

+20%

· 수립된 모델 활용하여 시스템 고도화

· 다양한 제조분야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분석 템플릿 구축

생산성

71% 감소

83% 감소

총 작업 소요시간

불량률

· 분석 흐름도 배포하여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에 연계

영업이익
20days

12days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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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9%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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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제품 소개

PRODUCT DESCRIPTIONS

PRODUCT DESCRIPTIONS

C-Insight
“제조 데이터의 숨은 비즈니스 가치를 도출하다 ”
“제조현장의 디저털화와 실시간 최적제어”
“제조현장의 디저털화와 실시간 최적제어”
“제조현장의 디저털화와 실시간 최적제어”

현장 데이터 변경 시
간편하게 데이터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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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델 Deploy
→ MES 등 탑재

처리 흐름도 작성 간소화로
손쉽게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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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제품 소개

PRODUCT DESCRIPTIONS

PRODUCT DESCRIPTIONS

ProactiveMES

3D PRO

"APS 기반 제품 생산관리 솔루션"

"세계 유일의 3차원 윤곽 가공 CAM"
특징

기업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제조
프로세스 관리 및 생산계획 스케쥴링을 통하여 기업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 합니다.

Helical Interpolation 지원
2D/3D 공구 경 보정 지원(G41/G42)
자동 충돌회피 NC 생성 기능
Collision Check

CATIA, UG Direct interface 지원

공정별 NC-Path

배치 가공

실 가공

ProactiveMES 기반 제조 프로세스 관리 범위

수주/출하관리
수주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수주건별 자재/외주 구매 관리
품목별 재고 관리
자재 수불 이력 관리
매입/매출 마감 관리

제품별 BOM관리
제품별 제작 사양 및 이력관리
제품별 BOM 구성 및 이력 관리
제품별 BOM 기반 생산계획 수립 및 작업지시
APS를 통한 생산계획 시뮬레이션

생산현황 모니터링

Z-CAST PRO

수주별 진행현황 모니터링
제품별 제조원가 관리
공정별/제품별 품질현황 관리
제조 리드타임에 대한 통계

"주조공정 해석 Simulation System"
특징
용탕의 최종 충전부위 예측/Air 고립 예측
적정 유석 검증, Over flow 설계 및 검증
응고수출결함 예측, 주물의 급탕거리에 따른 결함 예측
사형/금형, 반복, 경동/정밀 주조 해석
고압/저압 다이캐스팅 해석
메인화면

미세결함

잔류 액상

응고 시간

재질DB 관리

MES-APS 기반 시스템 구축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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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PRODUCT DESCRIPTIONS

PRODUCT DESCRIPTIONS

V-AMT
특징

가상 기계
시뮬레이션

NC
편집기

GV-CNC
검증

특징

생산
자동화

NC프로그래밍, CNC 컨트롤러 조작훈련 분리로 전문성 강화

공압, 유압, 생산자동화 실습 장비가 배치된 가상의 실습실 제공

NC프로그램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최소화 및 공구경로 확인

Full 3D로 실감나는 교육훈련 가능

직업교육기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CNC 컨트롤러(FANUC0i, Sentrol) 화면 제공

사용자가 배치하고 배선한 회로를 실제 장비와 동일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실제 장비와 유사한 컨트롤러, 공구 라이브러리 및 원점 세팅 도구 제공
모의 가공 결과 검증 및 측정 기능 제공

공압

유압

정기적 컨텐츠 및 기능 업그레이드

실제 장비에서 원점설정을 위해 사용되는 MPG핸들을 USB형식으로 변환해 PC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하여 GV-CNC를 통해 실제 장비와 동일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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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선반 시뮬레이터

머시닝센터 시뮬레이터

공압시스템 실습실

유압시스템 실습실

NC Editor

모의가공 결과 검증

생산자동화 & PLC 실습실

공유압 & 시퀀스 회로 작도 및 3D 배선과의 연동 시뮬레이션

17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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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works

V-MTS

"초보자도 쉽게 접근 가능한 디지털 3D 설계 솔루션"

"국내최초 장비 유지보수 훈련 시뮬레이터"

특징

특징

패키지 하나로 모든 설계 과제 해결

3축, 5축 공작기계 및 CNC선반, 로봇 등 다양한 장비 지원

빠른 학습과 직관적 설계로 신속한 설계 작업

장비 메인터넌스 및 부품교체 등 유지보수 훈련 가능

전기와 기계의 통합지능형 설계 및 도면화 기능

실제 장비와 유사한 가상장비 조작 및 동작 지원
장비의 구조 및 동작 원리 시뮬레이션 검증

도면 통합 3D 설계

실사화 렌더링

해석 시뮬레이션

전기설계의 3D연동

유지보수 학습 컨텐츠

장비 구조

장비유지보수 훈련

Automation Studio
"유공압, 전기, 통신을 포함한 모든 프로젝트의 완벽한 시뮬레이션 솔루션"
특징
메카트로닉스, 자동화, 전기 및 유체동력의 기술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표준 모듈 및 라이브러리 활용한 시뮬레이션
국제표준(ISO, DIN, JIC 등)으로 구성된 수천가지 라이브러리 제공
실제와 같은 문제 해결환경을 통한 유지보수 및 진단학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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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Easy Code of Drone simulator

"가상의 환경에서 드론, 자율주행차, 로봇 등
스마트 디바이스를 AI 기반으로 제어하고 검증하는
프로그래밍 전문 시뮬레이터"
특징
GUI 기반 언어지원으로 쉬운 프로그래밍
아두이노, 로봇언어, PLC 등 분야별 프로그래밍 언어 지원
으로 전자/로봇/자동화 시스템 프로그래밍 검증 가능

유공압 및 비례유공압

전기기술

V-ECOD

다양한 라이브러리 제어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 해결
가능
디지털 전자

PLC 래더

회로측정 및 수리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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