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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연간 교육 일정

Hexagon Manufacturing Intelligenc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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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DMIS 기본교육

월 성남 TSC 호서대 성남 TSC

1월 24-26

2월 21-23

3월 28-30 15-16

4월 25-27 18-20

5월 16-18

6월 27-29 21-22 20-22

7월 25-27

8월 29-31

9월 12-14 5-7

10월 24-26

11월 28-30 8-9 21-23

12월 12-14

PC-DMIS 고급교육

PC-DMIS 기본 교육

1. 3차원측정기 ON/OFF
2. Probe 교정, Alignment 방법, 각 요소 측정, Dim & GD&T, UI 등
3. 수동 요소 측정, 자동 요소 측정 측정, 파트프로그래밍, 프로그램 수정

PC-DMIS 고급 교육

1. Scanning 방법 및 실습
2. 패턴, 조건문(IF/ELSE, CASE 등), 변수, Mini Visual Basic 사용법 및 실습
3. Program 작성 방법 및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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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교육 진행 담당자

• 성남 : 한국헥사곤 본사 성남 교육센터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A동 311호
담당 : 이인수 과장
E: insu.lee@hexagon.com
M: 010-8823-7444
T: 031-730-0898

• TSC : 한국헥사곤 기술지원 센터
주소 :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66번길 47-3
담당 : 이인수 과장
E: insu.lee@hexagon.com
M: 010-8823-7444
T: 031-730-0898

• 호서대학교 : 산학협력단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호서대학교 담당: 김 준홍 파트장
M: 010-9015-5767
E: dbrc1@hoseo.edu

T: 041-540-9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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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DMIS 기본 교육 일정표

참고 : 위 교육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시간 및 일차

교육내용 제목

1일차 2일차 3일차

PCDMIS의 소개 및
프로브, 좌표

CAD 활용방법 프로그래밍하기

09:10 ~ 10:00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IMPORT 3D
MODEL,좌표설정

AUTO/MANUAL
요소 설명

10:10 ~ 11:00
3차원 각부의 명칭
장비 구동 순서,
관리요령

IMPORT 3D
MODEL,좌표설정

AUTO/MANUAL
요소 설명

11:10 ~ 12:00

PC-DMIS 소개,
SMA소개, 버전간의
차이, 파일관리,
백업의 중요성

BEST FIT, ITERATIVE
ALIGNMENT설명

DIMENSION/GD&T
/REPORT OUT

12:10 ~ 13:00
PROBE 등록 및
교정, 중요성, 실습

파라메터 설정
DIMENSION/GD&T
/REPORT OUT

점심시간 : 13:00 ~ 14:00

14:10 ~ 15:00
UI설명
단축키,기하학적
요소 설명 및 벡터

파트프로그램 작성
방법 및 관리, prg
편집/검증하기

파트프로그램 작성
실습

15:10 ~ 16:00
기하학적 요소 및
벡터 설명

프로그램
편짐/검증/실습

파트프로그램 작성
실습

16:10 ~ 17:00 좌표계 변환 방법
기하요소설명,
CONSTRUCT요소
설명

질의 및 응답

17:10 ~ 18:00 좌표설정 실습
기하요소설명,
CONSTRUCT요소
설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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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DMIS 고급 교육 일정표

시간 및 일차

교육내용 제목

1일차 2일차 3일차

3차원 측정
소프트웨어 &
3차원 측정 SCAN

3차원 SCAN 실습
& 3차원 측정
Report Analysis

3차원 측정 Report
Analysis

09:10 ~ 10:00 GD&T 사용방법
Liner Open/Close
Scan 실습

If_goto, Label
사용방법

10:10 ~ 11:00
Best Fit & Iterative
Alignment
사용방법

Basic Scan 실습
While/End,
Do/Until 사용방법

11:10 ~ 12:00
3D CAD 조작 및
변환

Perimeter, Patch
Scan 실습

Select Case/Default
Case 사용방법

12:10 ~ 13:00
사용자 Report 및
Excel Report
사용방법

Scan, Report
Analysis 사용방법

실습

점심시간 : 13:00 ~ 14:00

14:10 ~ 15:00
Liner Open Scan
사용방법

Comment, Patten
사용방법

차체용 Part 적용
사례

15:10 ~ 16:00
Liner Close Scan
사용방법

Comment, Patten
실습

금형 Part 적용 사례

16:10 ~ 17:00
Basic Scan
사용방법

Loop, Assign
사용방법

사출 Part 적용 사례

17:10 ~ 18:00
Perimeter, Patch
Scan 사용방법

Loop, Assign 실습 질의 및 응답

참고 : 위 교육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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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오시는 길

성남교육센터

김해교육센터



Hexagon Manufacturing Intelligence는 제조산업기업들이 

오늘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내일은 생활을 바꾸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입니다. 우수한 계측 및 제조 

솔루션 전문기업으로서 당사의 데이터 측정, 분석, 실행에 

대한 전문성(측정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적극적 사용)으로부터 

고객들은 제품 생산 속도를 향상시키고, 제품 품질을 개선하며, 

생산성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5개 대륙에 위치해 있는 현지 서비스 센터, 생산 설비와 대리점을 

통해 당사는 제조 분야에 스마트한 변화를 도입하여 품질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exagonMI.com을 참조하십시오.

Hexagon Manufacturing Intelligence는 지역 및 다양한 기업의 

산업분야에 걸쳐 품질과 생산성을 주도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 

기술 기업 Hexagon(Nasdaq Stockholm: HEXA B;  
hexagon.com)의 계열사입니다.

3차원측정기

3차원 레이저 스캐닝

센서

이동식 다관절 측정기

서비스

레이저 트래커 및 토탈스테이션

멀티센서 및 광학식 시스템

백색광 스캐너

측정 소프트웨어 솔루션

CAD / CAM

통계 공정 관리

자동화 응용

마이크로메터, 캘리퍼스 및 측정공구류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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