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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C 3D 특징 
TPC 3D 프로그램은 모델링의 생성 속도와 사용편의성을 고려한 최적의 3D 모델링 생성 프로그램입니다.  

구속조건 자동지원  
시뮬레이션 최적화를 위한 Auto Mate 지원. 

조립품 방식의 모델링 
조립품 방식으로 생성되어 파트 별 수정 
용이. 모델링 실시간 수정 가능. 

옵션 자동 필터  
카탈로그에서 제공되는 사양이 시리즈 별 
자동 필터 적용. 

BOM 발주 연계  
생성 된 모델링의 부품 코드가 부여되어 
발주 편의성을 제공. 

Auto Mate Assembly 

Option Filter BOM 

Assembly 



인터페이스(전체) 
한/영 버전을 지원하며, 인터페이스가 우측에 위치하여 작업공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 최적의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부품 옵션 부품 라이브러리 모델링 



인터페이스(옵션창) 
카탈로그 상에서 제공 되는 사양을 시리즈 별로 옵션 필터가 자동 적용됩니다. 

옵션 항목 선택  

옵션 선택 완료 후 
체크 



인터페이스(설정명) 
옵션 선택 시 코드가 자동 부여 되며, 카탈로그에서 제공 되는 형번을 설정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형번 카탈로그상의 형번 



모델링 실행 및 옵션 설정 
조립도 방식으로써, 조립도면에서 모델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박형실린더의 AQ2 모델링 예시입니다.) 

1. Assembly 생성 

2. AQ2 이미지 더블클릭 

3. 모델링의 위치 선정 후 
마우스 좌 클릭 

4. 사양 선택 후 적용 
5. 생성 완료 



부품 옵션 수정 
작성 된 모델링의 옵션을 실시간으로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우 클릭 후 사양 설정  

실시간 옵션 설정 및 적용 가능 



메이트 적용(FLEXIBLE) 
생성 된 모델링의 메이트는 부품 속성 내 FLEXIBLE 활성화를 통해 적용하거나, 조립품을 직접 열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동(Flexible) 
 선택 후 확인 



메이트 적용(직접 열기) 
생성 된 모델링의 메이트는 부품 속성 내 FLEXIBLE 활성화를 통해 적용하거나, 조립품을 직접 열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이트 바로 확인 가능 



BOM 생성 방법 
생성 된 모델링의 형번을 2D도면에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BOM 생성 후 SPEC 컬럼을 설정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열 삽입 후 SPEC 추가 

3.시리즈 형번 적용 확인 

1.BOM작성 후 BOM우클릭 


	슬라이드 번호 1
	슬라이드 번호 2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슬라이드 번호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