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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alView 소개
XCalView 정보
Renishaw XCalView 소프트웨어는 Laser10, LaserXL 및 RotaryXL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일부로 통합되어 제공된 이전 분석 패키지를
대체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XCalView 분석 소프트웨어는 Laser10, LaserXL 및 RotaryXL 소프트웨어에서 캡처한 리니어, 앵귤러 및 직진도 출력 파일을 지원합니
다.
XCalView는 데이터 파일 비교, 고객 보고서 작성, 일반 오차 보정 파일 생성, 데이터 세트의 제로 오차 지점 이동 등 이전 Renishaw 분석
소프트웨어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모두 전혀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책임 부인
RENISHAW는 출판일 당시 본 설명서에 수록된 정보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했지만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주장도 하지 않습
니다. RENISHAW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 안내서의 부정확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enishaw는 이 온라인 설명서의 내용과 해당 제품을 예고 없이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권
Copyright ©2014 Renishaw. All rights reserved.
Renishaw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도움말 설명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 또는 복제하거나 다른 매체나 언어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본 문서에 실린 모든 자료는 Renishaw plc의 특허권 아래에 있습니다.

상표
RENISHAW 로고에 사용된 RENISHAW와 프로브 엠블럼은 영국과 기타 국가에서 Renishaw plc의 등록 상표입니다. apply
innovation과 레니쇼 제품 및 기술에 적용된 명칭은 Renishaw Plc 및 지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Windows®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Adobe®와 Reader®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상표 이름과 제품 이름은 해당 소유주의 상호,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PC 요구 사항
최신 최소 PC 사양은 Renishaw 웹사이트의 XL80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M-9925-0121-02

2

Renishaw Analysis의 추가 기능
XCalView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
XCalView는 현재의 Renishaw Analysis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음과 같은 추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

Renishaw Analysis XCal-View

‘영점 이동’ 기능
'일반' 오차 보정
'비교 테스트' 기능
PDF 보고 및 인쇄
플롯 상호 작용(선택 항목 이동, 확대/축소 등)
보고서 사용자 지정(로고 추가 등)

지원되는 분석 표준
다음 국가 및 국제 표준에 따라 데이터 세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ASME 5.54 1992
ASME 5.54 2005
GB 17421.2 2000
ISO 230-2 1997
ISO 230-2 2006
ISO 230-6 2006
JIS B 6192 1999
JIS B 6190-2 2008
VDI 3441 1977
VDI 2617 1989
이전에 Renishaw 소프트웨어에서 지원되었지만 XCalView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다른 표준은 'Renishaw analysis'를 사용해서 볼 수 있
습니다. 이 도구는 www.renishaw.com/lasercalsupport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의 대안으로 Renishaw에서는 사용된 데이터 세트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포괄적인 자체 보고서 형식(즉, Renishaw 2012)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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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alView 소프트웨어 설치
CD의 설치 마법사를 따르십시오.
소프트웨어가 시작 메뉴(아래 참조)와 바탕 화면에 바로 가기를 설치합니다.

XCalView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1. 컴퓨터 전원을 켜고 잠시 후 Windows가 부팅되면 CDROM 디스크를 CD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그러면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
행됩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컴퓨터의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실행'을 선택하여 '실행' 대화 상자에 액세스하십
시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찾아보기' 대화 상자를 통해 설치 CDROM 디스크에서 Setup.exe 파일에 액세스합니다. Setup.exe를
두 번 클릭합니다. 이제 '실행'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선택하여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2. 이 마법사는 설치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대화 상자를 자동으로 엽니다. 각 화면의 지침을 따른 후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면 '취소'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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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alView 소프트웨어 실행
컴퓨터 전원을 켜고 Windows가 부팅되기를 기다립니다.
Windows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한 다음 모든 프로그램 / Renishaw XCalView 메뉴에서 XCalView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
니다.

또한 LaserXL, Laser10 또는 RotaryXL 내에서 분석 버튼을 선택하고 지원되는 측정 옵션(예: 리니어, 앵귤러, 직진도, 직각도) 중 하나에
대한 데이터 파일을 선택하여 XCalView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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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활성화
활성화 옵션
XCalView를 사용하려면 먼저 활성화해야 합니다. 활성화 도구는 소프트웨어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수 있습니다.

버튼을 사용해서 실행할

다음 두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30일 평 가
이 옵션을 사용하면 Renishaw XCalView 소프트웨어의 30일 평가 기간이 제공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능상의 제한 없이 풀 버전과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30일 간의 평가를 활성화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이 옵션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b) 소프트웨어 활성화
이 옵션은 정식 버전 소프트웨어를 구매했고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고 난 후

버튼을 사용하면 다음 옵션이 표시됩니다.

소프트웨어 비활성화
이 옵션을 사용하면 Renishaw XCalView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비활성화한 후 다른 PC에서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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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등록
처음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할 때 등록 정보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등록 정보를 작성하고 'register'를 선택하여 소프트웨어 활성화
를 계속하십시오.

등록이 완료되면 두 가지 활성화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동 활성화
자동 모드에서는 XCalView가 설치되는 PC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XCalView는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다시 시작되어 사
용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소프트웨어 활성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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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활성화
수동 활성화는 인터넷에 연결된 PC로 복사되는 파일을 생성하며, 이 PC에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Manual activation'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지침에 따라 활성화 요청을 생성하십시오. 주: '요청 파일'은 인터넷에 연결된 PC에서
renishaw.com/licensing/xcalview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 파일이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응 답 파 일'이 수신되면
메모리 스틱(또는 유사한 장치)을 사용하여 XCalView가 설치된 PC로 '응답 파일'을 전송합니다. '응답 파일'로 찾아가서 녹색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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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alView 소프트웨어 시작하기
홈 화면
이제 XCalView 기본 응용 프로그램 창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XCalView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첫 번째 세션이므로 화면에 'Settings' 패널도 나타납니다.

명령 표시줄

‘명령 표시줄’은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용도의 버튼을 포함합니다.

설정
측정 단위, 오차 단위, 언어 등의 분석 설정을 변경하고 문서에 개인 로고를 적용하는 등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활성화 도구
제공 옵션에는 '30일 사용 평가판', '활성화 ID를 이용한 정식판 사용', '설치된 정식판을 다른 PC로 옮기기 위한 비활성화'가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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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XCalView 설명서를 엽니다.

XCalView 정보
라이선스 계약, 남은 평가 일 수, 설치된 분석 패키지, ‘업데이트 확인’으로 연결되는 링크 등을 표시합니다.

설정
처음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경우, 원하는 대로 소프트웨어 설정을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아래 강조 표시된 대로 설정 탭을 사용하여, 드롭다운 화살표로 다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 이 값을 변경하면 분석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Units 탭
선형 및 직진도 단위
각도 단위
직각도 단위
환경 단위
Application 탭
회사 로고(보고서에 사용)
보고서 언어
Advanced configuration 탭
원시/비교 보기 직진도 기울기 제거 활성화
직각도 프리즘 오차
파일 인코딩 언어
동적 노이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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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분석 모드
현재 지원되는 분석 모드는 다음과 같으며 Laser10, LaserXL 및 RotaryXL을 사용해서 캡처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선형
앵귤러
편평도
동적
 동적 측정
 FFT 분석
직진도
직각도
 직진도 테스트 사용
선형 평행도
회전 평행도
대각선 분석
 바디 대각선
 페이스 대각선
이전에 Renishaw 소프트웨어에서 지원되었지만 XCalView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다른 표준은 'Renishaw analysis'를 사용해서 볼 수 있
습니다. 이 도구는 www.renishaw.com/lasercalsupport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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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파일 로드
홈페이지에서, 열려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분석 모드를 선택합니다(예: 앵귤러 '.rta' 파일을 열려는 경우).

파일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분석할 필수 데이터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제 데이터 파일이 열려 분석 포맷 적용 전 원시 데이터 플롯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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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검토 및 분석
검토
테스트 탐색기
테스트 탐색기 패널은 소프트웨어의 왼쪽에 있으며 선택된 테스트 파일에 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합니다.

측정
선택된 결과 파일에 대한 '그래프 플롯' 및 '원시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합니다(위 그림 참조).

정보
수행된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모든 테스트 매개변수를 포함합니다.
테스트 정보
기계 정보
테스트 방법
테스트 매개변수
장비 설정
테스트 장비
소프트웨어 정보

환경
캘리브레이션 도중 환경 보정 장치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포함합니다(연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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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실행 필터링
캡처된 데이터에서 특정 실행만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실행을 ‘필터링’하여 관심 있는 영역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graph plot' 모드 또는 ‘Raw data' 모드의 ‘RAW' 표준에서만 볼 때 플롯 오른쪽에 있는 ‘Test runs' 화면에서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Select all  캡처된 데이터를 모두 표시합니다

Show only negative test runs  음의 방향에서 캡처된 실행만 표시합니다

Show only positive test runs  양의 방향에서 캡처된 실행만 보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Invert Selection  선택된 실행(체크 표시됨)과 선택되지 않은 실행(체크 표시되지 않음) 간에 전환합니다

Manual Selection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상자를 클릭해서 실행을 선택/선택 취소하십시오

분석
표준 열기
소프트웨어 내에서 테스트가 열린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내에서 지원되는 분석 표준 중 하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분석
표준은 왼쪽에 있는 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탭을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분석 표준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분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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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분석 표준
ASME 5.54 1992; ASME 5.54 2005; GB 17421.2 2000; ISO 230-2 1997; ISO 230-2 2006; ISO 230-6 2006; JIS B 6192 1999; JIS B
6190-2 2008; Renishaw 2012; VDI 3441 1977; VDI 2617 1989

데이터 보기 전환
데이터 플롯 상단에 있는 탭을 사용하여 여러 형식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형식 옵션은 선택한 분석 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프 플롯 옵션
CalView 분석에서 플롯 스타일 변경

버튼을 선택하여 그래프 구성 메뉴를 엽니다. 이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a) Scaling 탭
X축과 Y축에 대해 별도로 원하는 배율 조정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automatic, manual 또는 manual centered scaling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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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isplay 탭
Show legend – 플롯 오른쪽에 실행 ID를 표시합니다.
Show grid – 스케일에 비례하여 플롯에 '배경 눈금'을 표시합니다.
Black and White – 모든 플랫 실행을 흑백으로 전환합니다.
Line thickness – 플롯선의 두께를 조정합니다.
Marker style – 원시 Renishaw 그래프에 사용된 마커의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분석 기능 강조 표시
분석 결과 테이블에서 'Analysis feature'를 선택하여 그래프 플롯에 값이 표시되는 위치를 그래픽적으로 강조 표시할 수 있습니다.

M-9925-0121-02

16

그래프 상호 작용
XCalView 내에서 테스트를 분석할 때 다음 옵션을 사용하여 그래프 보기를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 주변으로 확대/축소
‘그래프 플롯’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스크롤 휠을 회전시킵니다.
'Ctrl' 키를 누른 채 + 또는 – 버튼을 눌러 확대 또는 축소합니다

축 스케일 ‘확대/축소’
필요한 축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마우스 휠을 스크롤합니다.

수동으로 선택한 영역으로 ‘확대/축소’
마우스 스크롤 휠을 잡고 영역을 끌어 확대/축소합니다.
영역을 확대/축소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채 그래프 플롯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끄십시오.

축 스케일을 위, 아래로 ‘이동’
필요한 축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 축을 끕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두 축 중 한 곳에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Ctrl’ 버튼을 누른 채 화살표 키를 사용합니다.

그래프 플롯 ‘이동’
마우스 포인터를 ‘그래프 플롯’에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 ‘끕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그래프 플롯’에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Ctrl’ 버튼을 누른 채 화살표 키를 사용하십시오.

점 좌표 및 시리즈 세부 정보 ‘보기’
마우스 포인터를 ‘그래프 플롯’의 캡처 지점 위에 놓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있으면 정보가 표시됩니다.

기본 설정 ‘되돌리기’
마우스 포인터를 ‘그래프 플롯’ 영역에 놓고 마우스 스크롤 휠을 두 번 클릭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그래프 플롯’ 영역에 놓고 Ctrl 버튼을 누른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두 번 클릭합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그래프 플롯’ 영역에 놓고 ‘Ctrl+A’를 누릅니다.

그래프 상호 작용(태블릿용)
확대/축소
화면에서 ‘펼치기’ 및 ‘모으기’ 제스처를 사용해서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플롯 ‘이동’
화면에서 끌기 제스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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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보고서 작성
보고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복사하여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붙여넣기.
XCalView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서식 지정된 PDF 작성.
주: .PDF 보고서를 보려면 PC에 Adobe® Read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으려면:
소프트웨어 내의 데이터는 복사 기호

가 나타나는 아무 페이지에서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플롯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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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데이터 보기

' 복사 및 붙여넣기 '는 '검토'와 '분석'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DF를 작성하려면:
PDF 보고서는 Adobe® 기호
버튼을 클릭하여 분석 화
면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 Adobe 옵션
(예: 저장 및 인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히
튼을 클릭해서 인쇄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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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사 로고 추가
XCalView 내에서 생성된 보고서에 대해 개인 회사 로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로고를 추가하려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명령줄'에서 ‘설정'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XCalView Settings'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Application' 탭을 선택한 다음 개인 로고를 찾습니다.
주: 로고의 크기는 200 x 50픽셀이어야 하며 소프트웨어는 선택한 로고를 화면 크기에 맞게 조정합니다.

이제 개인 회사 로고가 ‘PDF' 및 ‘printed' 테스트 보고서의 오른쪽 상단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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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비교 보기
데이터 파일 비교
XCalView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데이터 파일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오차 보정 전, 후에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선형 위치에
대한 각도 오차의 영향을 확인하는 등의 상황에 유용합니다.

파일을 비교하려면:
확장

아이콘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화면 왼쪽에 있는 ‘Test explorer' 패널을 확장합니다

‘Compare' 버튼을 선택합니다.

화면 왼쪽에서 ‘Add'

버튼을 선택하고 필요한 데이터 파일을 찾아 다른 테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두 데이터 세트 모두 그래프 플롯에 표시됩니다.
주: 필요하면 그래프에 추가 축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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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보기에서 단일 ‘데이터 채널’ 제거
단일 '데이터 채널'을 제거하려면 ‘Test explorer' 패널에서 해당 데이터 파일을 클릭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주황색으로 강조 표시되게 하
십시오

'Remove' 아이콘

을 선택합니다

비교 보기에서 모든 ‘데이터 채널’을 제거하려면
모든 데이터 채널을 제거하려면 간단히 왼쪽 패널에 있는 ‘Reset' 아이콘

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데이터 파일을 제거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대로 진행하려면 OK를 선택합니다
주: 이때 파일은 비교 화면에서만 제거되며, 원래 파일이 PC에서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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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점 오프셋
영점 이동을 통해 사용자는 표시되는 유효 ‘0' 위치가 데이터 캡처 시점에 설정된 위치와 다르도록 데이터를 오프셋할 수 있습니다. 이 방
법은 로터리 축의 오차 보정 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영점 오프셋 적용
데이터 파일을 엽니다.
‘Test explorer' 패널 하단에서 ‘Zero point offset' 버튼을 선택합니다.

‘Zero point offset'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다음을 선택하여 사용자에 맞게 ‘Zero point offset'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행 선택
평균 실행
캡처된 결과로부터 특정 실행 선택
축 위치
축 위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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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오차가 0 µm 이하인 0 mm 지점을 보여주는 원래 파일의 예입니다(캘리브레이션 도중 캡처).
‘zero point shifted' 파일은 실행 1의 600 mm 지점이 0 µm 측정 오차로 ‘이동’한 동일한 파일을 보여줍니다.

원래 설정으로 되돌리기
원래 설정으로 되돌리려면 'Apply zero point offset'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M-9925-0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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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 보정
확장

아이콘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화면 왼쪽에 있는 ‘Test explorer' 패널을 확장합니다

확장하면 ‘Error Compensation' 버튼이 나타납니다.
‘Error Compensation'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Error compensation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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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1) 보 정 유 형
두 가지 유형이 보정이 지원됩니다.
표준 – 백래시 값이 있는 하나의 보정 값 테이블
양방향 – 순/역 방향에 대한 별도의 값
2) 계 산 유 형
두 가지 계산이 보정이 지원됩니다.
증분 – 이전 보정 지점과 비교해서 계산한 값
절대 – 절대값으로 계산된 보정 지점
3) 보 정 분해능
생성된 보정 값의 분해능
4) 부 호 규 약
출력 값을 '오차' 또는 '오차 보정 값'으로 구성합니다
5) 종 류
생성된 출력 파일의 스타일을 정의합니다
6) 기 준 위 치
보정의 영점이 적용되는 축 위치
7) 보 정 시 작
보정이 적용되는 축의 시작 위치
8) 보 정 끝
보정이 적용되는 축의 마지막 위치
9) 보 정 간 격
각 보정 지점 사이 간격
이 지점에서, 왼쪽 패널의 보정 설정은 사용자 요구 사항에 맞게 지정해야 합니다.

구성 설정 저장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구성 설정이 필요하면 'save' 아이콘을 사용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구성 설정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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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대해 이미 저장된 구성 설정이 있으면 ‘load configuration' 아이콘을 선택하고 구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LEC.REN 및 LEC2.REN 옵션
오차 보정 파일을 생성할 때 LEC.REN과 LEC 2.REN의 두 가지 형식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파일 형식 간 차이점은 보정 데이터가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사용 중인 기계 컨트롤러에 가장 잘 맞는 형식을 선택하십시오.
아래는 두 오차 보정 파일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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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alView 내에서 오차 보정 파일 보기
구성 설정이 설정되고 나면 ‘Generate'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오차 보정 데이터가 아래 그림과 같이 ‘Compensation table' 형식 또는 ‘Graphical compensation'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Graphical compensation 보기에는 표시된 플롯에 초기 캡처 데이터 결과와 함께 ‘보정 후 예상 성능'이 나타납니다.

오차 보정 파일 저장
오차 보정이 생성되면 Export 옵션을 선택하여 보정 파일을 저장하십시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보정 테이블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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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확인
XCalView가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 버전이 있는지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위 이미지는 업데이트 창의 한 예입니다. 이 창은 사용자에게 업그레이드 시 제공되는 주요 이점 및 새로운 기능과 함께 사용 가능한 소
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 번호를 알려줍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PC 또는 노트북에서 XCalView가 시작될 때마다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백그라운드에서 검사를 실행하여 최신 버전인
지 확인합니다. 최신 버전이 설치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평상시처럼 로드됩니다.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가 있
으면 위와 같이 사용자에게 업데이트 창을 표시합니다.
창 하단에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보다 편리하게 한 번에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소프트웨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정보' 버튼

을 클릭해서 업데이트 창(사용 가능한 경우)을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가 있으면 ‘정보' 버튼에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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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ishaw 정 보
Renishaw는 오랜 기간 동안 제품 개발 및 제조 부문의 혁신과 함께 엔지니어링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 기업입니다. 1973년 설립된 이후
공정 생산성을 개선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첨단 기술 제품을 공급해왔습니다.
전세계 자회사와 유통망을 통해 고객들에게 탁월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음 과 같 은 제 품 을 생 산/공 급 합 니 다.
레이저 용해, 진공 주조, 분사 금형 기술을 포함하는 적층 제조기술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응용에 활용하는 고급 재료기술
치형 CAD/CAM 스캐닝 및 밀링 시스템과 치형 구조의 공급
고정밀 리니어, 앵글 및 로터리 위치 피드백용 엔코더 시스템
3차원 측정기와 게이지 시스템 용 고정구
가공품의 비교측정을 위한 게이지 시스템
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속 레이저 측정 및 검사 시스템
기계의 성능 측정 및 캘리브레이션용 레이저 및 볼바 시스템
신경외과 분야용 의료 장비
CNC 공작 기계의 공작물 셋업, 공구 셋팅 및 검사용 프로브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비파괴 소재 분석용 라만 분광기 시스템
센서 시스템과 3차원 측정기 소프트웨어
스타일리 CMM 및 공작 기계 프로브 분야용 제품
각 지 역 연 락 정 보 는 Renishaw 웹 사 이 트www.renishaw.com/contac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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