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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기술 사이클 MTG:
Milling, turning 및 grinding

기술 혁신을 실현하는
최첨단 소프트웨어 솔루션
DMG MORI 만의 24 가지 독점 기술 사이클 –
보다 간편해진 파라미터 입력방법으로 일반 프로그래밍보다
최대 60 % 빠른 작업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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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NEWS

Germany
Dr Ing. Masahiko Mori, President DMG MORI COMPANY LIMITED / Christian Thönes, CEO DMG MORI AKTIENGESELLSCHAFT.

과감한 통합과 혁신,
품질향상으로 실현하는 고객만족
친애하는 고객 여러분,
“Global One (글로벌 원)” 이라는 슬로건 아래, DMG MORI COMPANY LIMITED
와 DMG MORI AKTIENGESELLSCHAFT 의 통합으로 하나의 거대한 머신 툴 그룹
이 탄생하였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 12,000 명이 넘는 DMG MORI 직원들과 164
개의 글로벌 판매 및 서비스망으로 고객 접근성이 극대화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1 위의 머신 툴 제조업체로서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모든 파트너, 고객, 그리고 공급업체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약속 드리며, DMG MORI 부품,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라이프사이클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4 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자동화,
디지털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희는 세계 각지의 생산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각 국가 / 지역별로 세분화
된 고객 만족을 실현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Pfronten 과 Seebach 을 5 축 완전
가공교육에 특화된 트레이닝 팩토리로 지정하고, Bielefeld 와 Iga 팩토리를 적극
활용하여 범용 터닝 및 턴-밀 머신개발 및 판매에 힘쓸 예정이며, Bergamo 를
활용하여 양산 및 자동 터닝 머신 분야에도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관련
산업에 특화된 Nara Excellence Center, 항공우주산업에 특화된 Pfronten 등,
각 생산기지별 특화산업을 더욱 강력하게 육성할 것입니다.
하나의 통합된 머신 툴 그룹으로서, DMG MORI 그룹은 최첨단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혁신과 개발의 근본적인 목표는 “고객의 이익 극대
화”에 있음을 인지하며 이 불변의 가치 실현을 위해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
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산공정의 디지털화는 미래 제조업 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당사는 앱 기반의 소프트웨어 CELOS® 의 기능을 더욱 확장
하여, 이를 가까운 미래 디지털 생산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CELOS®
를 사용하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미래형 스마트 생산공정을 타사보다 한발 앞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노하우와 기술력, 최첨단 설비로 고객의 생산현장에
서 진정한 의미의 4 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최첨단 기술 ULTRASONIC 과 LASERTEC 은 고객 여러분의 생산공정
에 차별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이미 많은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적층 가공 기술은 금속 소재에 초점을 맞춰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사의 “품질 우선 전략”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기존 ECOLINE 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인 CLX / CMX 시리즈는 이러한 방침을 실현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신제품 CLX / CMX 의 공개로, 컨트롤 시스템, 자동화 공정의 노하우와 더불어
기본 단계 가공 머신까지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MX V 는 HEIDENHAIN 을 채택)
당사의 서비스와 스페어 파트 프라이싱 (Pricing) 역시 완전히 개선 되었습니
다. 이로써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욱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원” 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루어진 금번 합병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여러 비즈니스 파트너를 비롯한 DMG MORI 의 고객 여러분이 될 것
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당사 임직원 모두는 고객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날의
DMG MORI 가 있음을 상기하며, 최고 수준의 품질과 향상된 서비스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모든 유관기업, 고객 여러분과
파트너사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Dr Ing. Masahiko Mori,
President
DMG MORI COMPANY LIMITED

Christian Thönes,
CEO
DMG MORI AKTIENGESELL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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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ONE
고객의 이익 극대화를 실현하는
글로벌 No.1 머신 툴 그룹

소프트웨어
솔루션

서비스 &
스페어 파트

CELOS® – 생산공정의 디지털화를 실현
하는 앱 기반의 컨트롤 및 오퍼레이팅
시스템 기술 사이클: 기존 프로그래밍
대비 60 % 빨라진 속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프로세스 –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CLX / CMX
진화된 ECOLINE 시리즈 –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욱 다양해진
옵션, 기술 및 향상된 품질 제공
(HEIDENHAIN)

2016
GLOBAL ONE (글로벌 원) –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머신 툴 그룹 탄생

자동화 기술
더욱 새롭고 혁신적인 자동화 솔루션
– 뛰어난 접근성 및 로봇관련 전문
지식 없이도 손쉬운 사용이 가능한
Robo2Go

2013
브랜드
통합 진행
기술 솔루션
기술 센터 – 적층 가공을 비롯한
광범위한 기술 및 산업분야에서의
노하우와 전문성

2011
공동 프로젝트
최초 진행

Japan

2009
합병 착수
머신 툴 산업에서의 200 년 이상 축적된 경험

1948

4
DMG MORI 소프트웨어 솔루션

24 가지의 DMG MORI 독점 기술 사이클

효율적인 프로그래밍과
극대화된 가공 안정성을
실현하는 최첨단 시스템
DIN 프로그램의 자동화로 60 %
더 빨라지는 복잡한 가공 사이클의
프로그래밍
+ 윈도우 기반의 대화형 파라미터 입력 방식
+ CAD / CAM 시스템 불필요
(스레드 및 기어 가공 등)

선별된 예:

Interpolation turning –
recess turning cycle

Multi-thread cycle 2.0

Off-centre turning
and milling

2 개 리니어 축의 원호 보간 (circular interpolation)
을 통한 손쉬운 밀링 및 터닝 가공

곡선, 피치, 앵글의 자유로운 정의로 가공시
스레드 시작점 다양화

추가적인 X 및 Y 축 움직임에 터닝 이송이
오버레잉 (overlaying) 되어 편심 선삭 및 밀링
콘투어링 (contouring) 생성

“터닝 설비 없이도 이루어지는 편심 터닝 가공”

“고가의 CAD / CAM 시스템 없이도 설비에서 바로
복잡한 형상의 스레드 지오메트리 구현”

모든 턴-밀 머신 및 밀링 머신에서 사용 가능
(CELOS® 및 SIEMENS)

모든 터닝 및 턴-밀 머신에서 사용 가능
(CELOS® 및 SIEMENS)

“복잡한 CAD / CAM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신 간단한
파라미터 입력만으로 프로그래밍 완성”

모든 터닝 (Y 축) 및 밀링 머신에서 사용 가능
(CELOS® 및 SIE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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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C 와 Easy Tool
Monitor 를 도입한 이후,
과부하 및 충돌로 인한
스핀들과 설비상의
데미지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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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보호 패키지*
Easy Tool Monitor 2.0 과 MPC
최적화된 머신 보호 시스템
+ 진동 감지기능 및 빠른 작업 (feed motion) 중단 기능
(MPC – Machine Protection Control)
+ 최첨단 알고리즘으로 부하 한계를 자동학습
(Easy Tool Monitor 2.0)
모든 CTX TC 설비에서 사용 가능
(CELOS® 및 SIEMENS)

DMG MORI 프로세스 체인
NEW: 적응 측정 (adaptive measuring) 모듈
VOESTALPINE GIESSEREI LINZ GMBH
“밀링 파라미터 및 부품의 자동화 측정 시스템 덕분에 공정 중 에러발생 0 % 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Christian Farthofer, CAM Programming,
Herwig Riess, Head of NEM Production

gearSKIVING

간섭 및 데미지에서 자유로운 스트레이
트 및 앵글드 (angled) 내 외부 스퍼 기어
(spur gear)
“기어 셰이핑 (gear shaping) 보다 최대
8 배 빠른 머시닝 프로세스 구현”
DMG MORI
기술 사이클 관련 영상

DMC 80 U duoBLOCK® 가공시 밀링 파라미터가 자동
수정될 수 있도록 NX CAM 를 이용한 측정단계
프로그래밍 구현

voestalpine Gießerei Linz GmbH 는 1954 년에 설립되어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스탬핑 (stamping) 및
포밍 (forming) 머신용 캠 슬라이드 (cam slide) 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러한 캠 슬라이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측정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NEM 생산부장 Herwig Riess 씨는, “짧은 납기 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고객들의 요구사항이기에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라
며 작업의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이에 최근 이 업체는 DMG MORI, JANUS Engineering AG, Renishaw 와
함께 적응 측정 (adaptive measurement) 모듈이 포함된 DMG MORI 프로세스 체인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로써 DMC 80 U duoBLOCK® 5 축 가공 중 측정된 실제 파라미터가 스페셜 사이클에 다시 기록되며,
이 모든 과정은 완전 자동화 및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부품의 위치 공차 변동 및 형상에 상관없이 < 5 µm
수준의 정밀도를 달성합니다. 캠 슬라이드 측정값은 모든 가공 단계마다 자동으로 CAM 프로그램에 저장됩
니다. Herwig Riess 씨는 “이 시스템은 셋업 에러나 키네메틱 오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를 알아서 보완
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라며, 측정 프로세스 매뉴얼이나 퀄리티 컨트롤도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극찬했습니다.

25 가지 DMG MORI 기술 사이클에
대한 상세정보:
턴-밀 머신 및 밀-턴 머신에서 이용 가능
(CELOS® 및 SIEMENS)

download.dmgmori.com

VOESTALPINE GIESSEREI LINZ GMBH
voestalpine-Straße 3, A-4020 Linz
giesserei@voestalpine.com, www.voestalpine.com/giesse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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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OS®

– 획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양한 APP
+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DMG MORI CELOS® APP 에 완벽히 통합

+

CELOS® 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원활한 프로세스 및 인터페이스 작동

“CELOS® DEVELOPER 로 귀사에
특화된 CELOS® APP 생성을
도와드립니다.”
Dr Holger Rudzio
Managing Director DMG MORI Software Solutions

+

7 번의 단계만 거치면 업체별 생산조건에 특화된 APP 생성 가능
담당자: patrick.beller@dmgmori.com
2 new partner APPs:

NEW

NEW

SURFACE ANALYSER

CLAMP CHECK

+ 설비에 통합된 표면 측정 기능
+ 작업 중 표면 품질 컨트롤 기능
+ 항공우주산업 및 의료산업에서 유용

+ 클램핑 압력 컨트롤로 가공 안정성 증대
+ 선삭 작업 중에도 무선 측정 가능

NEW

새로운 기능의 10 가지 신규 APP 공개
(총 26 가지 APP 이용 가능)

CELOS®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celos.dmgmori.com

CELOS
관련 영상
®

PERFORMANCE
MONITOR

CELOS®
브로셔 다운로드:
download.dmgmori.com

SURFACE
ANALYSER

CLAMP
CHECK

CONDITION
ANALYSER

3D PART
ANALYSER

ROBO2GO

PALLET
MANAGER

MESSENGER

CELOS ®
DEVELOPER

CELOS ®
UPDATER

“KPI 및 OEE 분석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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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S
NEW

DMG MORI Condition Analyser –
머신 내 60 개의 센서가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
빅 데이터에서 스마트 데이터로 – 기록되고 분석된 가공 데이터가
고객에게 직접 피드백되어 생산성 극대화 실현
> 하나 혹은 두 대 이상의 머신을 장소에 구에 받지 않고 분석

i4.0 sensor package
정밀도 및 프로세스 안전성 증대:

터닝*

밀링**

+ Advanced Sensor Control –
쿨란트 컨트롤, 파워,
콤프레스 에어 (compressed air) 분석
+ Temperature Control –
열 변위 보상 및 정밀 정렬
(precision alignment)
+ Machine Protection Control (MPC) –
밀링 스핀들 진동 센서로 머신 보호
+ Easy Tool Monitor 2.0 –
툴 파손 및 마모 모니터링

+ Machine Protection Control (MPC) –
밀링 스핀들 진동 센서로 머신 보호
+ Spindle Growth Sensor (SGS) –
스핀들 변형을 감지하고 보완하는 센서
+ IKZ 플로우 모니터 –
필요한 쿨란트 배출량 산정을 위한
내부 쿨란트 플로우 모니터링

> 압력, 진동, 온도 및 윤활유 관련 정보의 분석, 측정 및 시각화

CONDITION ANALYSER

+
+
+
+

NC program 최적화
설비 결함 조기발견
손상 원인 분석
장기적 분석을 위한 저장 데이터 사용

* 모든 종류의 CTX beta / gamma TC 머신에서 사용 가능
(compactMASTER® turn-mill spindle)

** 모든 종류의 monoBLOCK®, duoBLOCK® 및 포털 머신에서 사용 가능
(with IKZ 600 / 980 / 2,500 | (40 / 80 bar); Not with gear-driven spindles)

4 차 산업혁명을 위한 준비 –
지능형 센서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Passion 4.0 for Machine Tools: 메카트로닉 베어링 시스템 및 롤링 베어링 분야의 노하우로
머신 툴 4.0 시대를 대비하는 디지털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동화된 롤링 베어링 진단 및
롤링 베어링 잔여 수명 계산 등, Schaeffler 가 제공하는 양질의 서비스로 귀사 작업환경 내
디지털화 가능성을 직접 확인 하십시오

로터리 테이블 베어링 YRTMA
통합된 앵귤러 (angular)
측정 시스템

리니어 재순환 롤러 베어링 및 가이드웨이
어셈블리 RUE 4.0
압전 가속 센서

> 압력, 진동, 온도 및 윤활유
모니터링으로 예측 정비 가능

Continuous use of the
DMC 80 FD duoBLOCK®
in the factory of Schaeffler Technologies
in Höchstadt an der Aisch.

“Höchstadt 팩토리 DMC 80 FD duoBLOCK®
장비로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DMG MORI 와의 협업으로, 당사는 고객을
위한 생산 솔루션 디지털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r Stefan Spindler
Director Industrial
Schaeffler AG

Schaeffler Technologies AG & Co.KG

www.schaeffl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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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OS® 와 DMG MORI 소프트웨어 솔루션

–
생산공정
디지털화의 첫걸음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디지털 변형을 위한 획기적인
솔루션인 DMG MORI 의 CELOS® 는 일체의 서류 작업 없이
인간과 기계 사이 상호작용을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생산
공정 디지털화의 첫걸음 입니다.”

3 디지털화 단계
모든 단계의 디지털화를 실현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1 네트워크와 기계의 연결
기계에서 작업 명령 데이터에
직접 접근

작업 명령

2 CELOS® PC 버전으로 여러 대의
기계를 서로 연결
기계의 활용도와 작업 우선순위 등을 분석하여
각각의 기계에 알맞은 작업 명령 데이터를 전송

+ 고객이 제공한 CAD 데이터
혹은 공작물 도면
+ Job Manager 상에서
명령 생성
> 프로세스 플래닝

CELOS®
PC 버전

작업 관리

JOB MANAGER

3 CELOS® PC 버전으로 기존 ERP 시스템
(e. g. SAP) 혹은 웹 어플리케이션에 연결
자동화되는 생산 공정 컨트롤

CAD / CAM VIEWER

ERP

CELOS®
PC 버전

OERLIKON BARMAG

“스마트하게, 일관된 데이터로
ERP 와 연결되는 CELOS®”
Remscheid 의 Oerlikon Textile GmbH & Co. KG
는 스위스 OC Oerlikon 그룹의 멤버입니다. 이들
은 산업 스레드 (industrial threads), 섬유 (fibres),
부직포 (non-woven fabrics) 용 필라멘트 스피닝
시스템 분야의 세계적인 마켓 리더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당사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안전
관련 부품의 생산능력입니다.

담당자는 “이 턴-밀 머신은 ERP 시스템에 연결되
며, 작업 명령, NC 프로그램 및 프라이싱 데이터
(pricing data) 가 스페셜 미들웨어를 통해 컨트롤
인터페이스에서 CELOS® 로 이동됩니다. 이는 가
공이 끝난 뒤 ERP 시스템으로 다시 이동되어 관리
됩니다.”라고 말하며, 가공 사이클 및 가공 프로세
스 최적화를 위해 데이터 흐름의 일관성과 투명성
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며 만
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최대 8,000 m/min 속도의 와인딩 피버용 고속 와
인더는 이들의 대표 제품 중 하나입니다. 해당사는
약 120 여 대의 머신 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DMG MORI 의 밀-턴, 턴-밀 머신 입니다.
CELOS® 를 탑재한 CTX beta 800 TC 는 이들이
가장 최근 구매한 DMG MORI 의 장비입니다.

Andreas Böttcher (왼쪽), Senior Manager Production & Special Tools / Specialist Bahtiyar Ayar

Oerlikon Barmag
Remscheid, Germany
www.barmag.oerlikontexti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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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밀 완전 가공

Bielefeld 에 위치한 GILDEMEISTER
Drehmaschinen 의 CELOS® Experience
Centre 는 2,000 m2 이상 면적의 1 개층 전부
를 고객들로 하여금 인더스트리 4.0 을 이해
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프로세스 계획 수립 / 작업 준비
작업 준비와 프로세스 계획
수립을 위한 DMG MORI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CELOS® APP

CAD-CAM / 시물레이션
+ DMG MORI
프로세스 체인
+ 3D 터닝 프로그래머
+ DMG MORI 가상 가공

가공
CELOS ® PC 버전

셋업, 준비된 작업 공정 진행 및
실시간 가공 모니터링을 위한
CELOS® APP

가공

JOB MANAGER

JOB SCHEDULER

JOB ASSISTANT

TOOL HANDLING

TECH CALCULATOR

DOCUMENTS

SERVICE AGENT

MESSENGER

INGERSOLL WERKZEUGE GMBH

“작업 중 측정기능과 높은 수준의 가공
신뢰도를 자랑하는 NTX 1000 으로
고품질 블레이드 인서트 생산이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Ingersoll Werkzeuge GmbH 의 제품 포트폴리오
는 의료산업 (dental) 에 사용되는 0.1 mm 드릴링
비트부터 조선산업에서 사용되는 5,500 mm 크기
의 스페셜 툴까지 그 범위가 방대합니다. Haiger
에 위치한 본사는 대량 강력 절삭용 개별 스페셜
툴을 제작하고, 이는 전체 생산의 90 % 를 차지하
며 수백 개의 HSS 블레이드를 갖춘 매우 복잡한
형태의 롤러 슬라이서 (roller slicer) 도 이에 포함
됩니다. 이 제품의 생산에 있어 지오메트리와
정밀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사는 2014 년부터
DMG MORI 의 NTX 1000 을 사용하여 블레이드
를 가공해 왔습니다.

Klaus Wehr, Manager Manufacturing

NTX 1000 으로 진행중인 밀링 커터용 블레이드 인서트
5 축 동시가공

수백 개의 블레이드로 가득 차있는 밀링 커터

Ingersoll 의 툴 캐리어 생산 담당 매니저
Klaus Wehr 씨는 바 로더, 자동 워크피스 리트리
벌 (retrieval) 및 가공 중 측정기능을 갖춘
DMG MORI 의 NTX 1000 이 시리즈 생산에 가장
이상적인 장비라고 판단했다며, 복잡한 형태의
가공에서도 뛰어난 강점을 보여 해당 장비를 선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5 축 동시 가공용
C 축을 사용한 공작물 배치가 가능해졌으며,
심압대와 안정적인 머신 컨셉트 덕분에 고객의
까다로운 형상 및 정도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며 설비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Ingersoll Werkzeuge GmbH
Kalteiche-Ring 21 – 25, D-35708 Haiger
www.ingersoll-im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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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매뉴팩쳐러 서비스

향상된 서비스 품질 –
고객과의 5 가지 약속
“고객여러분들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수준
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1

2

스페어 파트의
합리적인 가격 보장

제조 공장에서 직접 조달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스핀들 서비스 보장

NEW

NEW

Dr Maurice Eschweiler
Director of Industrial Services,
DMG MORI AKTIENGESELLSCHAFT

spare parts

유지보수 키트 예시

유지보수 키트

당사에서 공급받은 스페어 파트를 다른 곳에서
20 %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면,
가격 차이만큼 환불해드립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 DMG MORI 스핀들 서비스

연락처

SPINDLE 수리 서비스

당사 스페어 파트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발견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오퍼 내용 혹은
해당 업체 웹사이트를 발송해 주십시오.
bestprice@dmgmori.com

+
+
+
+

* 2016 년 9 월 1 일 이후 배송된 제품에 한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MG MORI Korea 서비스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dmgmori.com

추가 비용 없는 고정가격
6 개월 품질 보증
로터리 피드 (rotary feed-through) 교체
결함있는 고정자 (faulty stator) 및
로터 파트 (rotor part) 교체
+ 숙련된 DMG MORI 서비스 엔지니어들의
스핀들 제거 및 설치작업

풀 패키지 내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부품 교환
하나의 패키지로 절감된 비용, 더욱 간편해지는
유지보수

하이라이트
+ 각각의 머신 타입에 최적화된 200 개 이상의
유지보수 키트 사용 가능
+ 머신 가용성 증대
+ 하나의 키트 속에 각종 주요 웨어 파트
(wear part) 포함
+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추가 손상을 사전에 방지
+ 저렴한 패키지 가격으로 최대 25 % 까지 비용
절감

자세한 정보는 DMG MORI Korea 서비스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dmgmori.com

DMG MORI 스페어 파트 서비스

SPINDLE 교환 서비스

세계적인 공급망을 통한 가용성 극대화

보수 및 수리된 스핀들, 새로운 스핀들 중 선택 가능

세계적인 물류 네트워크
280,000 개 이상의 각기 다른 부품 재고 보유
즉시 사용 가능한 1,000 개 이상의 스핀들
95 % 이상의 스페어 파트 가용률
새 부품 및 대체 부품 모두 사용 가능
1970 년대 출시된 시리즈에도 사용 가능한
부품 보유
+ 24 / 7 서비스 핫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주문
+ 가능

+ 최장 9 달 혹은 18 달까지 품질 보증
+ 로터리 피드 (rotary feed-through) 교체
+ 숙련된 DMG MORI 서비스 기술자들의 손상된
스핀들 교체 작업

+
+
+
+
+
+

인 가격
합리적
증
품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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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제조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고객사 작업현장의

완벽한 정비로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생산성 유지

극대화된 가공 성능 실현

NEW

NEW

PROVEN

service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당사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고객이 필요한 곳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귀사가 사용중인 머신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
내내 운용 비용 절감, 머신 가용성 극대화,
정밀도 유지를 실현합니다.
– DMG MORI Service Plus!

하이라이트

DMG MORI 의 검증된 기술력과 기계 및 부품 정비로
더욱 효율적인 생산 프로세스 설정에 기여합니다.

하이라이트

+ 전 세계 2,500 명 이상의 검증된 서비스 기술자
+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서비스 가용성
극대화
+ 전 세계 150 개 기술 및 서비스 센터로 고객
접근성 극대화
+ 24 / 7 서비스 핫라인 이용 시 전화상담만으로
전체 문의의 60 % 이상이 해결
+ 사전 유지보수로 갑작스러운 설비 결함 최소화
+ 생산 공정 최적화를 돕기 위한 300 가지 이상의
혁신적인 서비스 프로덕트
+ 종합 트레이닝 포트폴리오

MAINTENANCE PLUS

+ 고정가로 이루어지는 마모 부품의 교환 및 설치
+ 설비의 러닝 타임 최적화를 위한 유지보수
단계 조정
+ 설비 유지보수 중 필요한 서비스 및 부품 발생시
10 % 스페셜 디스카운트 적용
+ 기한: 3 년 (새 기계) / 2 년 (기존 기계)

고정가격으로 다양한 설비 타입 정비
가공 성능 최대치 복원
제조사 품질 기준 수준으로 부품 재생
추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선별된 신규 옵션
+ 선택적 테스트를 통한 최고 수준의
품질 유지
+ 풀 서비스 보증 (Full service warranty)
+ 정비 옵션 – 고객사 생산현장 /
제조사 생산현장

SERVICECOMPETENCE PLUS

REFERENCE PROJECTS

설비의 가용성 극대화를 위한 유지보수
프로세스

+
+
+
+

필요한 경우 고객이 직접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솔루션 제시
+ 각각의 특정한 머신 타입에 특화된 유지보수 키트
를 사용한 주요 웨어 파트 (wear part) 교환
+ 2,000 시간의 유지보수 트레이닝
+ 핸드오버 (Handover) 및
iKey 트레이닝 (Inspection Key)

LifeCycle Services
관련 영상

Service Plus products
관련 상세 정보:
serviceplus.dmgmori.com

MF Twin 65
정비 관련 영상

DMC 200 U
정비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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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X / CMX V / CMX U  

진화한 ECOLINE
CLX / CMX
c=

9 월 1 일부터 판매: 새로운 개념의 기본 단계 가공 머신
+

CLX – 기본 단계 범용 터닝 머신

+

CMX V – 기본 단계 수직형 머시닝 센터

+

CMX U – 기본 단계 범용 밀링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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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ion for the new approach
더 나은 기술과 솔루션 제공
3d 컨트롤 시스템:
SIEMENS, HEIDENHAIN, FANUC, MITSUBISHI

19" DMG MORI SLIMline® multi-touch control system
with Operate on SIEMENS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술 사이클
고객별 대응:
보다 다양해진 옵션
향상된 품질
합리적인 가격
advantages of the new approach
for our customers
+

DMG MORI 기술 솔루션의 광범위한 레인지

+

자동화 옵션

effect on our existing customers
+

새로운 고객과 동일한 서비스

+

ECOLINE 머신과 동일한 스페어 파트 가용성
CLX 450

delivery 2016 – ecoline existing machines

일부 ECOLINE 머신은 약 2 주의 최단납기로
인도가 가능합니다.
ecoTurn 310
ecoTurn 450
ecoTurn 510
ecoTurn 650

ecoMill 600 V
ecoMill 800 V
ecoMill 1100 V

지금 확인하세요!
담당자 연락처

ecoMill 50
ecoMill 70

Mr Florian Kock
Tel.: +49 (0) 52 05 / 74 31 46
florian.kock@dmgmori.com

가능한 오퍼 확인 가능:
cnc-scout.dmgm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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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dmg mori 의
기본 단계 가공용 머신
Ya

xi

sw

ith

±6

0

m

m

옵션 // Y-axis with 60 mm traverse,
milling on turning machines

옵션 // NC rotary table for efficient
4-sided machining

19" DMG MORI SLIMline® multi-touch control system
with Operate on SIEMENS

CMX 50 U

NEW CMX U –
강력한 5면 가공용
범용 밀링 머신
+ 특허 출원된 NC 스위블링 로터리 테이블 및 C-프레임 주철 구조로 강성 극대화
+ 강력한 12,000 rpm 밀링 스핀들
+ 교환 시간 절약을 위한 더블 그리퍼가 포함된 30 포지션 고속 툴 매거진이
표준으로 제공
+ 다이내믹한 드라이브를 통해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 비 생산 시간을 최대
20 % 감소시키며 모든 축에서 30 m/min 고속 이송
+ 3D 컨트롤 시스템 기술:
– 19" DMG MORI SLIMline® multi-touch control system with Operate on SIEMENS
– 15" DMG MORI SLIMline® with HEIDENHAIN TNC 620

소프트웨어 솔루션 // Exclusive DMG MORI technology
cycles: 3D quickSET®

19" DMG MORI SLIMline® multi-touch control system
with Operate on SIEMENS

CMX 600 V

NEW

CMX V –

HEIDENHAIN
컨트롤 시스템
사용 가능

CMX V 시리즈
관련 상세 정보:
cmx-v.dmgm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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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시스템
WADA MACHINE
MANUFACTURING CO., LTD.

ZAHORANSKY AG
“총 580 개 툴 포켓, 112 개 팔레트 포지션을 지닌 3 대의 5 축 머시닝 센터로 구성된 새로운
매뉴팩쳐링 셀 (manufacturing cell) 덕분에, 완전한 자동화와 고도의 가공 유연성을 지닌
생산라인으로 4,000 개 이상의 각기 다른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HX 4000 과 통합된 RPP 시스템은 다품종
소량 생산 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NHX 4000 으로 가공한
의료기기 부품

DMG MORI 의 신속한 서비스와
가공 안정성, 정밀도에 만족하는
Shuhei Wada - Executive Director

1957 년에 설립된 WADA Machine Manufacturing Co., Ltd. 는
1973 년 Numazu Iron Industrial Park 로 이전한 뒤 의료장비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의료기기의 정밀 부품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발전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먼 곳에서 주문을
받아도 항상 좋은 품질을 유지하며 납기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라며 Yoshihisa Wada
사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MRI, CT 스캐너 등과 같은 첨단 의료
기기는 정밀도는 물론이고 신속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가 요구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사는 일본 최초로 5 팔레트 RPP
(Round Pallet Pool) 통합 NHX 4000 을 도입했습니다.

2 대의 DMU 60 eVo, 1 대의 DMU 70 eVo, 1 대의 로봇, 그리고 CAD / CAM 과 프로세스 컨트롤 컴퓨터의 연결로
머신 및 툴링 상태, 작업 명령 우선순위 등 여러 작업이 가능한 유연한 형태의 매뉴팩쳐링 셀 (manufacturing cell)

머신에 탑재된 120 혹은 210 개의 툴 포지션 외에도, 이 로봇
셀은 추가로 130 개 툴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DMG MORI 시스템은 112 개 셀브 (shelf) 포지션을 설치하였으며,
표준화된 6 개의 클램핑 디바이스 만으로 모든 부품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6 개의 로딩 스테이션 (loading station)
덕분에, 로딩 (loading) 중 유휴시간이 최소화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충분한 작업 캐파 (capacity) 를 보유하게 되어,
로딩 작업 중에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Lothar Wagner 씨는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ZAHORANSKY 는 새벽과 주말에도
24 시간 공장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 세기 초에 설립된 ZAHORANSKY AG 는 브러쉬(brush) 자동화
생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Todtnau-Geschwend 에 위치한 본사에서는 현재 약 300 여명의
임직원이 여러 종류의 브러쉬 생산을 위한 스페셜 머신 생산 및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생산부장 Lothar Wagner
씨에 따르면 이러한 작업은 고도의 생산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하며,
지난 2015 년 DMG MORI 의 매뉴팩쳐링 셀이 도입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유연성이 제고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턴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DMG MORI 의 자동화 전문가가
파견되어 2 대의 DMU 60 eVo, 1 대의 DMU 70 eVo 를 로봇을
사용하여 서로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생산 진행 중에 구축되었다며 Lothar Wagner 씨는 당시를
회상합니다. 이제 이 공장에서 생산이 가능한 부품의 종류는
4,000 가지 이상에 이르며, 소재는 알루미늄, 스틸, SUS 까지,
그 종류와 크기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많은 수의 툴
포지션 및 팔레트 포지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팔레트 풀 시스템은 머신 사이즈의 두 배나 되는 공간
을 필요로 하지만 RPP 통합 NHX 4000 의 경우 이의 50 % 공간
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 머신을 구매한 결정적인 이유는 높은
가공 신뢰도, 내구성, 안정성 및 정밀도로 무인 가동이 가능하다
는 사실 때문이라고 Shuhei Wada 이사는 설명합니다.

WADA Machine Manufacturing Co., Ltd.
Numazu Iron Industrial Park
294-26, Ashitaka, Numazu City, Shizuoka 410-0001
www.wada-machine.co.jp

ZAHORANSKY AG
Anton-Zahoransky-Strasse 1, D-79674 Todtnau
info@zahoransky.com, www.zahoransky.com

Reliability & Availability - Worldwide
THK provides original technology in the highest quality
for smooth and accurate movement.

Ball Screw

LM Guide
Japan

Europe

China

India

Cross Roller Ring
Singapore

America

THK Co., Ltd.
THK GmbH
THK (Shanghai) Co., Ltd. THK India Pvt. Ltd.
THK LM System Pte. Ltd. THK America, Inc.
z +1-847-310-1111
z�+81-3-5434-0351 z�+49-2102-7425-555 z�+86-21-6219-3000 z�+91-80-2340-9934 z�+65-6884-5500
www.thk.com/jp
www.thk.com
www.thk.com/cn
www.thk.com/in
www.thk.com/sg
www.thk.co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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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obo2Go –
간편하게 실행하는
생산 자동화

관련 문의처:
systems@dmgmori.com

simply automate
+

CELOS® 기반의 모든 DMG MORI 범용 선반에서 사용 가능

+

오퍼레이터의 간편한 접근 가능

+

CELOS® 로 완전 구동되는 컨트롤 시스템으로, 로봇 전문
지식 없이도 손쉬운 작동 가능

+

2 대 이상의 설비에서 유연한 가공 가능

+

팔레트 트럭으로 간편해진 자동화 기기 위치설정

+

옵션: 로딩 용량 10 kg / 20 kg / 35 kg
로봇 관련 전문지식 없이도
CELOS® 로 간편한 컨트롤

ROBO2GO

Safety Zone:
작업 구역을 모니터 하는 레이저 스캐너 –
작업자가 이 구역에 진입 시 작업 중지

1,080 mm

1,580 mm

관련 상세 정보:
systems.dmgmori.com
DMG MORI 시스템
브로셔 다운로드:
Robo2Go 관련 영상

download.dmgm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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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관련 핵심 역량

dmg mori – 정밀 머신, 첨단
기술, 가공 프로세스 솔루션을
일괄 제공하는 머신 툴 그룹
+

연간 1,500 대 이상의 DMG MORI 머신이 자동차 산업에 공급

+

최고의 서포트, 머신 가용성 극대화 및 통합 턴 키 프로젝트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

+

프로세스 안전성 극대화를 위한 지능형 모니터링 기능

+

합리적인 생산 솔루션 도출을 위한 DMG MORI 시스템

1

2

3

2

4

5

650 × 355 × 390 mm
ZF 8HP gearbox housing
Material: Aluminium

500 × 300 × 250 mm
Crankcase housing / automotive
Material: Aluminium

410 × 180 × 120 mm
Cylinder head
Material: Aluminium

350 × 410 × 230 mm
Cylinder block
Material: Aluminium

ø 150 × 560 mm
Crankshaft
Material: GG20

DMC H linear –
1 g 가속도, 높은 수준의
정밀도, 매우 동적인
리니어 드라이브

+ 모든 축에 최대 100 m/min
의 고속 이송을 자랑하는
리니어 드라이브 장착, 1 g
가속도 및 2.5 초의
chip-to-chip 타임
+ 지속 정밀도 극대화
+ 5 축 동시 가공용
스위블링 로터리 테이블 혹은
NC 로터리 테이블
+ 팔레트 체인져, 칩 콘베이어
포함한 소요 면적 17.2 m2

i-시리즈 – Highly
4 기통 엔진의 시리즈
가공에 최적화된 컨셉트

+ 특허 출원된 Z 축 스핀들
키네매틱: 앵글드 가이드웨이
(angled guideway) 로 안정성
극대화
+ X / Y / Z 스핀들 이송:
짧은 칩 간 시간을 위한 매우
동적인 가공, 칩 배출에 최적
화된 머신 베드
+ 소요 면적 6.7 m²

NZX-S 시리즈 –
샤프트 시리즈 가공에
최적화된 소형 터닝
센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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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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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자동차 산업
관련 영상

6

7

8

9

10

ø 40 × 470 mm
Camshaft
Material: GG25

ø 18 mm ball diameter
CV joint AC ball inner race
Material: 20MnCr5

ø 18 mm ball diameter
CV ball plunging joint
Material: CF53

ø 120 × 80 mm
Wheel hub
Material: S53C (JIS)

ø 60 × 100 mm
Connector
Material: heat-treated alloy steel

+ 짧은 이송, 최적화된 스핀들
파워 및 피드 (feed) 로 공간
절약형 구조
+ 가공 정밀도 극대화 및
스핀들 센터 포지셔닝 지속성
유지를 위한 열 대칭 구조
+ 공작물과 공구의 최적 접근성
+ 최적 칩 배출을 위한
수직형 구조

CTV 250 DF –
등속 조인트 가공에
최적화된 수직형
턴-밀 센터

++ +105° / –45 ° 의 회전 범위 및
90 rpm 다이렉트 드라이브를
갖춘 턴-밀 스윙 암 (TM)
으로 동적 가공 극대화
+ 최대 2 개의 HSK-C63-F80 밀
링 스핀들, 6,000 rpm, 14.5
kW, 46 Nm 를 갖춘 TM
스윙 암 (표준으로는 밀링
스핀들 1 개)
+ 최대 4 개 커팅 엣지 툴 용
Capto C5 홀더

NRX –
높은 생산성의 시리즈 가공
을 위한 더블 스핀들
터닝 센터

+ 최대 터닝 직경 ø 180 / 150 mm
(turning specification / milling
specification), 최대 척 사이즈
ø 200 mm (8”)
+ 5.6 초 내로 이루어지는 최단시
간의 공작물 로딩으로 생산성
극대화
+ 두 번째 스핀들 가공 중 첫 번째
스핀들 로딩작업
(Parallel loading)
+ 최적의 칩 배출을 위한 2 개의
8 스테이션 터렛
(옵션으로 10가능*)
+ 척, 툴, 이송 시스템으로의
뛰어난 접근성
* MC configuration: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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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산업 관련 핵심 역량

구조물 구성 부품
6

7

이착륙 장치 관련 부품
4

5

dmg mori –
항공우주 산업에 가장
든든한 파트너
aerospace excellence centre in pfronten
+

머신, 툴, 가공 계획의 완벽한 시너지

+

항공우주 산업에서의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턴 키 솔루션 제공

항공우주 산업 관련 주요 부품
터빈 관련 부품

1

이착륙 장치 관련 부품

2

3

4

5

ø 950 × 400 mm
Casing
DMC FD duoBLOCK® series
Material: Titanium 6-4

ø 450 × 120 mm
Blisk
DMU monoBLOCK® series
Material: Titanium 17

ø 1,500 × 750 mm
Intermediate housing
DMU portal FD series
Material: Titanium 6-4

ø 300 × 300 mm
Undercarriage component
NLX series
Material: Steel

ø 130 × 290 mm
Landing gear cylinder
NTX series
Material: Steel

4 번의 셋업, 하나의 머신에서
이루어지는 밀링, 터닝으로 고정밀
완전 가공

스위블링 로터리 테이블 및 A 축과
C 축에서의 다이렉트 드라이브로
블레이드 프로파일 (blade profile) 의
동적인 5 축 동시 가공 가능

밀링과 터닝을 이용한 항공기
터빈용 인터미디에이트 하우징
동시 5 축 가공

100 Nm 의 BMT® 터렛 밀링 및
최적의 감쇠특성을 자랑하는
박스 웨이 (box way) 로 강력 절삭

두 번째 툴 캐리어 기능을
하는 아래 쪽 (bottom) BMT®
터렛으로 동시 5 축 가공

19

터빈 관련 부품
1

2

최대
454 cm3 /min
in Ti6AI4V

3

4 세대 duoBLOCK® 용
강력 절삭 가공 패키지
향상된 표면 가공 및 툴링 비용 감소로 최대
50 % 더 향상되는 치핑 (chipping) 성능
(티타늄):
+ NC 로터리 테이블의 유압 클램핑
+ Y 축 밀림방지를 위한 댐핑 (Damper shoes)*
+ 강력 절삭 머시닝 ATC 로 소프트웨어 최적화*
* SIEMENS CNC 컨트롤 시스템으로 이용 가능

강력 절삭 가공에 최적화
NEW: 5X torqueMASTER® 60 % 향상된 토크
(1,800 Nm) 및 180 ° 회전 범위
DECKEL MAHO PFRONTEN 에 위치한
AEROSPACE EXCELLENCE CENTRE

+180 °

+ 20 년 이상 축적된 항공우주 산업 관련 경험과 노하우
+ 디자인, 툴, 클램핑 시스템, 프로그래밍 등 머신 전반에
걸친 턴키 프로세스 기술 솔루션 제공
+ 적층 가공과 같은 첨단 기술 및 프로세스 개발
+ 담당자 연락처:
Michael Kirbach, Manager Aerospace Excellence Centre
michael.kirbach@dmgmori.com

항공우주 산업
관련 영상
항공우주 산업
브로셔 다운로드:
download.dmgmori.com

구조물 구성 부품

6

첨단 기술 – LASERTEC 적층 가공 및 ULTRASONIC

7

600 × 500 × 45 mm
Pylon support
DMC duoBLOCK® series
Material: Titanium 6-4

1,200 × 200 × 200 mm
Aileron component
DMF 180
Material: Aluminium

강력한 모터 스핀들
powerMASTER® -1,000 Nm 및
강력 절삭 가공으로 한 번의
셋업만으로 완전 가공

최대 18,000 rpm 속도로 최대
6,000 mm 길이의 롱 슬렌더
부품 가공

ø 450 × 470 mm
Jet for rocket engine
LASERTEC 3D series
Material: Stainless steel
(X5CrNiMo 17-12-2)
5 축 완전 가공 –
하나의 기계에서 이루어지는
레이저 용접 및 터닝

ø 180 × 80 mm
Turbine housing
LASERTEC 3D series
Material: Inconel / Copper

ø 380 × 420 mm
Camera housing
ULTRASONIC series
Material: Silicon nitride

5 축 완전 가공 –
하나의 기계에서 이루어지는
레이저 용접 및 터닝

몇 번의 셋업으로 소결
반도체 부품 최종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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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U  스페셜 5 축

스마트한 5 축 가공 솔루션
CELOS® – SIEMENS / HEIDENHAIN 로 사용 가능

DMU 50 –
5 축 가공
입문용

DMU 60 eVo linear –
리니어 드라이브를 탑재한
5 축 가공기

+ 높은 강성의 5 축 동시 가공 실현을 위한 NC 스위블링 로터리 테이블
+ 최대 부하 300 kg
+ 14,000 rpm 의 고성능 인라인 스핀들 표준
(옵션으로 18,000 rpm 가능)
+ 30 m/min 고속 이송을 표준으로 갖춘 디지털 드라이브
+ 최대 60 개 툴까지 수용 가능한 툴 매거진
++ CELOS® - SIEMENS / 21.5" ERGOline® 컨트롤 - multi-touch monitor
++ HEIDENHAIN iTNC 530 - 19" ERGOline® 컨트롤

+ 최대 80 m/min 고속 이송 및 정밀도 극대화를 위해
X / Y 축에 리니어 드라이브 탑재
+ 115° 스위블 앵글 및 400 kg 부하 중량을 자랑하는
5 축 동시 가공용 스위블링 로터리 테이블
+ 130 Nm, 20,000 rpm 의 speedMASTER® 스핀들 표준
+ 적은 소요 면적 및 최적의 접근성으로
최대 가공 안정성을 실현하는 갠트리 구조
+ 옵션: mill-turn technology / twin pallet changer

Standard with immediate effect:
Chip conveyor, spray gun and MPC.

SINUMERIK 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멀티 터치 작동에 최적화된
smartOperate – SINUMERIK
Operate
+ 더 빨라진 상호작용 시스템
+ 확대 및 스크롤 기능
+ SINUMERIK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간단한 제스쳐 만으로 작업 명령 및 컨트롤 가능

www.siemens.com/sinumer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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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대
DMC 160 U duoBLOCK®

2 세대
DMC 210 U

+ 최대 직경 1,600 mm 최대 중량 4,000 kg 의 대형 공작물
가공 (X=1,600 mm, Y=1,600 mm, Z=1,100 mm)
+ 강력한 기어 스핀들 - 최대 1,800 Nm의
5X torqueMASTER®
+ 집중 냉각 및 카본 로드 (carbon rod) 리니어 가이드웨이로
장기 정밀도 극대화

+ 최소 소요 면적 및 비 생산 시간 최소화 / 최대 243 개
툴 (SK50 / HSK-A100) 수용이 가능한 혁신적인 휠 매거진
+ 확장된 스위블 레인지 및 최적화된 밀링 헤드 범위 (250º),
내부 케이블 드레그 (cable drag)
+ 확장된 쿨링으로 극대화된 장기 정밀도 및 열 안정성:
리니어 가이드웨이, 피드레이트 축, 볼 스크류, 회전 축,
전자 캐비닛으로부터 후면부 절연

툴 및 몰드 제작 분야에서의
완벽한 공작물 표면

+
+
+
+

스마트 모션 컨트롤
표면 품질 최적화
밀링 정밀도 극대화
간편한 작동법

+ NEW: Operate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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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U  5 축 범용 밀링 머신

DMG MORI 의 최첨단
5 축 가공 기술
JK ENGINEERING HOLDINGS LTD.
“높은 가공 안정성을 자랑하는 DMU eVo 로 항공우주 산업 및 의료기기
산업에 사용되는 티타늄 부품을 뛰어난 정밀도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1 년 영국에서 설립된 JK 엔지니어링은
Formula 1 에 사용되는 정밀 부품을 제작하는
공급업체입니다. Kings Langley 에 위치한
이 업체는 의료, 덴탈 (dental), 전자, 항공우주,
방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25 명의 전문인력이 해당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4 대의 DMG MORI 머시닝 센터 및
터닝 머신은 해당사의 핵심 생산장비입니다.
JK 엔지니어링의 John Kenny 대표는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춰야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라며,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수준 그 이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첨단 가공 기술
도입에 아낌없는 투자와 기존 노하우를 더욱 확장
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경쟁력
을 갖출 수 있습니다. DMG MORI 의 DMU 50 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셋업 시간을 현저히 줄여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며
John Kenny 는 해당 머신의 구매 사유를 설명했습
니다. 또한 넓지 않은 공장 부지를 갖춘 해당사에
이러한 소형 모델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며
다시 한번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John Kenny (middle), Managing Director JK Engineering (가운데) 와 기술 전문가 2 인

DMU 60 eVo 로 구현되는 5 축 가공

의료산업에서 사용되는 인공 티타늄 조인트 (joint)

JK 엔지니어링은 오랜 기간 동안 DMG MORI
머신, 특히 5 축 가공기를 신뢰해왔습니다. 이곳의
총 14 대의 DMG MORI 머신 중 10대 (DMU 50
3 대, DMU 40 eVo 5 대, DMU 60 eVo 2 대) 가
5 축 가공기입니다. “매우 안정감 있는 구조와
강력한 스핀들로, 더욱 향상된 생산성과 평균
10 μm 수준의 정밀도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DMG MORI 머신의 열 관리도 정밀도 향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라며 John Kenny 씨는 해당
머신의 장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JK 엔지니어링에 있어 5 축 가공기는 지속 가능
프로세스 최적화 작업의 첫 단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 인프라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는다면, 그 해답은 자동
화에 있습니다.” 라며, John Kenny 는 로봇과 로딩
장비는 필수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는 “소형 시리즈 생산에 있어 로봇의 올바른
사용은 생산 공정의 유연성을 가져다 줍니다.
긴 셋업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작업 명령을 손쉽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또한 자동화된 로딩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
에 비해 오류발생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춰줍니다.”
라며, 합리적인 가격에 빠른 납기를 실현시켜준
DMG MORI 의 정밀 장비에 대한 신뢰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Formula 1 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공작물

JK Engineering Holdings Ltd.
Unit 2 Leewood Farm, Harthall Lane, Kings Langley,
Watford, Herts, WD4 8JJ.
sales@jk-engineering.co.uk, www.jkeng.co.uk

알루미늄 기어박스 하우징

●【社内報用】アルテージ （H87×W278mm）英語

Navigate your future
～NTN ULTAGE～

http:// w w w. ntn. co. jp / index.html

ULTAGE series offers you super high speed bearings
with best reliability and eco-friendly.

Machine Tool
Main Spindle Bearing
with Air Cooling Spacer

High-speed Angular Contact
Ball Bearing with Outer Ring
Refueling Holes(HSE-W)

Ball Screw Support Unit
(BSTU)

Double-row Cylindrical
Roller Bearing for Main Spindle
（NN30HSR）

23
TOMOEI SEIMITSU CO., LTD.

“DMU 80 eVo linear 로 초합금
가공 시 ± 2 µm 수준의 높은
정밀도로 4 배나 빠른 가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여파로 급격히 감소한 수주를 만회하기 위해 Hidenobu Shigeki 이사는 한달간
30 여명의 잠재 고객을 방문했다. 그의 열정은 오늘날 TOMOEI SEIMITSU 사의 성공과 번영을 있게 했다.

당사는 에어컨, 자동차 및 자전거의 프로토타입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납기가 관건인
데, 주로 1 주일 정도이며 간혹 2 일 정도의 초 단
납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라며 Hidenobu
Shigeki 이사는 납기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합
니다. 고객이 아무리 빠른 납기를 요구하더라도
품질과 정밀도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해당사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 업체에서, 정밀도
는 최소 오차범위 ±2 μ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Shigeki 이사는 “높은 수준의 정밀도 달성을
위해 머신 부품의 작은 온도 변화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함은 물론이고, 완성된 공작물들에 대해
품질 검사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짧은 납기로 높은 정밀도의 부품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
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사는 지난 2 년간
9 대의 머신 툴을 설치하며 급격히 증가하는 수주
를 맞춰왔습니다.

“옵션으로 리니어 드라이브가 장착된 이 머신은
다른 업체의 머신보다 3D 머시닝에 있어 약 4 배
향상된 생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5 축 장비보다도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작업자들이 이 머신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Use eVo if not in use (eVo 가 가용중인 상태라
면 무조건 eVo 를 이용하자)’ 라는 말이 작업자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라며 이 장비
에 대한 작업자들의 평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Nagao 이사는 “eVo 장비를 사용하면 고속 / 고정
밀도를 요구하는 어떠한 가공도 손쉽게 가능하며,
와이드 도어로 접근성이 뛰어나 셋업도 매우 쉽게
이루어집니다.” 라며 작업자들이 해당 장비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Shigeki
이사는 매니지먼트 중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
니다. “DMG MORI 머신은 높은 공간 효율성을
제공하며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여 프로토타입 생산
분야 최고의 업체로 자리매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많은 설비 중, 당사의 생산성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머신은 DMU 80 eVo linear 입니다.”
라고 Hitoshi Nagao 생산부 이사는 말합니다. 또
한 이 장비의 뛰어난 성능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Tomoei Seimitsu Co., Ltd.
2-2-11, Nakano-cho-higashi, Tondabayashi City, Osaka 584-0022
www.tomoeiseimitsu.co.jp

DMU 80 eVo linear 작동을 담당하는 TOMOEI SEIMITSU 사의 직원들
(왼쪽에서부터 Satoshi Sumitani, Hitoshi Nagao, Junji Oki, Hayato Ikenaga)

한국훅스윤활유㈜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길 12 에이스테크노타워 402호
TEL 02-2672-5832~6
FAX 02-2672-5985
www.fuchs.com/kr

우리는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윤활유와 절삭유만 전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윤활과 절삭 적용 개소에 필요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요구에 헌신하는 임직원의 노력과 믿음직한 행동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공식 절삭유 파트너 한국훅스윤활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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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  이동형 칼럼 밀링 머신

보증기간 5 년

X 축 리니어 드라이브 – 최대 80 m/min 고속 이송

±100 °

DMF 260 | 7 로 이루어지는 5 축 가공

5 축 및 밀-턴 가공용 통합 로터리 테이블

DMF 시리즈 – B 축 표준 채택
+

X 축 리니어 드라이브 - 80 m/min 고속 이송

+

단일 대형 및 파티션 작업공간

+

5 축 가공용 B 축 / 밀-턴 가공용 C 축

+

최대 6,000 mm 의 X 축 이송, 최대 10 t 의
테이블 부하 수용

+

최대 스핀들 속도 18,000 rpm / 413 Nm 에서
10,000 rpm 및 SK50 / HSK A100

Y 축 700 mm 혹은 1,100 mm 2 개 사이즈의
이동형 칼럼 밀링 머신
Z
DMF 260 | 11

900 mm
700 mm

700 mm
1,100 mm
Y

DMF 180 | 7

DMF 260 | 7

1,800 mm

2,600 mm

DMF 360 | 11

DMF 600 | 11

3,600 mm

6,000 mm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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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T  자동화 양산 터닝 머신

SPRINT 20 | 5 – 최대 정밀
도 5 μm 미만, 최대 크기
ø 20 × 600 mm 부품 가공 동급 최고 성능
+

높은 수준의 강성과 열 안정성으로
< 5 µm 수준의 정밀도 유지

+

작업공간 경사 커버로
칩 배출 최적화

+

5 리니어 축 및 2 개의 C 축*

+

2 개의 독립 툴 캐리어 내 23 개
공구 수용 - 최대 6 개 회전 공구
포지션

+

SWISSTYPEkit* - 한 대의 머신에
서 가공되는 짧은 부품 / 긴 부품
선삭가공 – 체인지오버 타임
30 분 미만

+

획기적으로 향상된 접근성 –
< 2 m² 미만의 소요 면적으로
동급 설비 중 가장 넓은 작업
공간

설치된 장비
500 대 이상

SWISSTYPE

FANUC 32i-B 10.4" 컬러
디스플레이
* 옵션

2 개의 독립 툴 캐리어 내 23 개 공구 탑재가 가능한 넓은 작업 공간 – 메인 스핀들 및 옵션으로 이용 가능한 2 개의
회전 공구 포지션을 위한 4 개의 회전 공구 포지션 (카운터 스핀들용 C 축 포함)

SHORT TURNING

SWISSTYPEkit

최소 2 주의
초 단 납기 가능*

* Delivered ex works
from Bergamo.

ø 10 × 85 mm
Bone screw // Medical
Material: Titanium (Ti6AI4V)
Machining time: 240 sec.

ø 16 × 50 mm
Valve // Hydraulics
Material: Stainless steel
(X8CrNiS18-9)
Machining time: 98 sec.

ø 6 × 65 mm
Shaft // Automotive
Material: AISI 304
Machining time: 38 sec.

ø 19 × 42 mm
Disc // Engineering
Material: Ck45
Machining time: 78 sec.

SPRINT 20 | 5
< 2 m² 의 소요 면적에도
충분히 넓은 작업 공간
Complexity
(linear axes)

SPRINT 50-3T B

SPRINT 65-3T B

SPRINT 65-3T
(FANUC)

SPRINT 42 | 10 linear

SPRINT 시리즈
관련 상세 정보:
sprint.dmgmori.com

이탈리아 현지생산
관련 영상

SPRINT 시리즈
브로셔 다운로드:
download.dmgmori.com

SPRINT 50-3T

SPRINT 65-3T

SPRINT 50-2T

SPRINT 65-2T

SPRINT 20 | 8

SPRINT 32 | 8

SPRINT 20 | 5

SPRINT 32 | 5

20

SPRINT 42 | 8 linear

42

8

6

Rod diameter (mm)
32

10

7

SPRINT 50-2T
(FANUC)

SPRINT
14 개의 모델

10
+B

50

자동 터닝 – SWISSTYPEkit

양산 터닝 – 최대 3 개 터렛 / B 축

컨트롤 시스템: FANUC

컨트롤 시스템: CELOS® SIEMENS
/ MAPPS on FANUC

65 (9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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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 가공

LASERTEC 65 3D / 4300 3D –
3D 부품의 효율적인 완전 가공을 실현하는
최첨단 하이브리드 머신
하이라이트 lasertec 3D
+

ULTRASONIC 의 그라인딩 / 밀링기능 및 레이저 증착 용접, 밀링, 터닝기능의 통합

+

소재 조합 및 절약을 위한 파우더 노즐

+

교차 공정 소프트웨어 모듈
* LASERTEC 65 3D 에서만 가능

LASERTEC 65 3D
관련 영상

유연한 HSK 인터페이스 - 레이저 + 밀링 + ULTRASONIC*

레이저 + 턴 & 밀

하나의 머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정

어플리케이션

적층 가공과 절삭 가공 NC 프로그래밍이 모두 가능한 하이브리드 CAD / CAM

1
레이저 가공 및 밀링 NC
경로 설정, 후처리 프로세스
아웃풋 및 프로그램 시퀀스
정의

2
충돌 방지를 위한 3D
시물레이션 (통합 레이저
헤드 감안한 시물레이션)

CAD / CAM 하이라이트
+ 적층 및 절삭 가공 프로세스 프로그래밍을 위한
통합 소프트웨어 솔루션
+ 적층 및 절삭 가공 NC 경로 시물레이션
+ 신속하고 안전한 실제 프로그래밍을 위한 사전
프로그래밍
+ 2 개 이상의 구조물 생성 플랜 통합 가능

3
LASERTEC 65 3D 에서
레이저 증착 용접과 밀링작업
실시 (자유로운 변형 가능)

3D 부품, 코팅, 수리

4
완성품 마무리 및
검사

Process direction
Powder
Laser beam
Inert carrier gas
Point of melting
Deposited material
Build-up area

Workpiece

Oil & Gas

Die & Mould

기본 소재:
+ Oerlikon Metco INC 625
+ Oerlikon Metco INC 718
코팅 소재:
+ Oerlikon Metco 60 % WC
(Ni base)
+ UTP 40 % WC (Ni base)

기본 소재:
+ UTP Ferro 44
(X20CrCoMo 15-15-3)
+ UTP Ferro 55
(X35CrMoMn 7-2-1)
코팅 소재:
+ Sandvik M2 (S 6-5-2)

Drill head

Aerospace

Engineering

기본 소재:
+ Oerlikon Metco 316 L
(X2CrNiMo 17-13-2)
+ Oerlikon Metco INC 718
코팅 소재:
+ Stellite 6
리액티브 (reactive) 소재:
+ Titanium alloy (TiAl6V4)

기본 소재:
+ Oerlikon Metco 316 L
(X2CrNiMo 17-13-2)
+ Oerlikon Metco 316 L + Si
+ Oerlikon Metco INC 718
코팅 소재:
+ Stellite 694
+ Stellite 21

Turbine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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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TEC SHAPE
STANDEX ENGRAVING
MOLD-TECH
“획기적인 레이저 가공기술로 최적의
페인트 제거 및 매우 동적이고 높은
수준의 반복도를 지닌 레이저 텍스쳐링”

Drill head
LASERTEC 65 3D

샌드위치 구조의
3 개 소재:
스틸 > 인코넬 > 텅스텐
카바이드
레이저 증착, 밀링,
ULTRASONIC 그라인딩 기술을
포함한 완전 가공을 한번의
셋업으로!

담당자 연락처
Richard Kellett
richard.kellett@dmgmori.com

소재 관련 전문 노하우
소재 데이터베이스 / 야금

LASERTEC 65 Shape:
5 축 레이저 텍스쳐링 / 스티어링
휠 몰드 페인트 제거

Thorsten Miebach,
Director Laser Technologies,
at Standex in Krefeld.

CAD / CAM 프로세스 체인
전반에 걸친 노하우

3D 스캐너를 이용한 몰드
형상 측정

1967 년 설립된 Standex Engraving / MOLD-TECH 는
1,000 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로 알려진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 35 개 지사를
보유한 텍스쳐링 업체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라며 레이저
기술부 Thorsten Miebach 이사는 설명합니다. 그는 Krefeld
에서 전 세계 레이저 핵심 기술 센터를 관리합니다. 2013 년
이후 이 업체는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에 LASERTEC Shape
머신 9대를 설치했습니다. Thorsten Miebach 이사는
“이 Shape 기술은 디자인과 텍스쳐링 부분에서 새로운 가능
성을 보여주었으며, 때로는 에칭 (etching) 보다도 경제적입
니다. LASERTEC Shape 는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의 품질
수준에 맞는 대쉬보드 레이저 텍스쳐링 작업이 가능한 유일
한 설비였습니다.” 라고 이 설비의 선택 이유에 대해 설명했
습니다. 하지만 Standex 는 단순한 구조 서비스 공급업자
그 이상이라며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전체
텍스쳐링 산업 분야에 지대한 영향 준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이러한 솔루션 개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최적화된 파트너로 더욱 자리
매김 하고자 중국에 LASERTEC 210 Shape 를 한 대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NEW: 테스트 진행

사출 금형

플랜지 / 파이핑

다양한 적층 가공 소재
관련 데이터베이스

지속적인 소재 특성 검사

+ 표면, 웹, 3D 제품 프로세스
파라미터 개발
+ 지속적인 소재 검사를 통해 신뢰도
높은 소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 세계 4 곳의 적층 가공 기술센터를
통해 각 지역 고객에 특화된 소재 개발

+
+
+
+
+

파우더 소재 검사
밀도 측정, 구조 분석
기계 테스트 공정 (텐션, 압력, 벤딩)
표면 품질, 경도, 부식 정도 측정
99.8 % 이상의 금속 밀도 달성

Standex International GmbH
Kölner Str. 352, D-47807 Krefeld
t.miebach@standex-gmbh.de
www.standex-gmbh.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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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그라인딩 기술

한 번의 셋업으로 이루어지는
MTG (Milling, turning, grinding)

그라인딩 휠 드레싱

음향방출 센서 그래프

CELOS® 디스플레이에 측정 창 통합

하이라이트
+
+
+
+

통합 기술의 이점:

통합 그라인딩 기술로 최고 수준의 표면 품질 (Ra < 0.3 µm)
셋업의 잦은 반복 없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가공 실현
내, 외부, 정면 연삭을 위한 그라인딩 사이클
NEW: 초기 가공 및 드레싱 작업을 돕기 위한 필수 사운드 센서

+ 표면 품질 Ra < 0.3 µm
MTG 패키지 구성요소
+
+
+
+

그라인딩
소재와 작업 환경이 매우 중요

필수 사운드 센서를 갖춘 MTG 스핀들
그라인딩 및 드레싱 사이클
MTG 냉각 시스템 1,300 l
향상된 머신 보호 기능

DMC FD duoBLOCK® 에서 가능

컨트롤 시스템:
CELOS® Operate
- SIEMENS 840D solutionline

EVENTS:
+
+
+
+
+
+
+
+
+
+
+

BIMU, Milano / IT
04 – 08 / 10 / 2016
MAKTEK, Istanbul / TK
11 – 16 / 10 / 2016
Open House Seebach / DE
08 – 11 / 11 / 2016
Open House Hilden / DE
08 – 11 / 11 / 2016
Grand Opening Technology Centre, Seoul / KR
08 / 11 / 2016
PRODEX, Basel / CH
15 – 18 / 11 / 2016
JIMTOF, Tokyo / JP
17 – 22 / 11 / 2016
METALEX, Bangkok / TH
23 – 26 / 11 / 2016
MTI, Jakarta / ID
30/11 – 03 / 12 / 2016
IMTEX, Bangalore / IN
26/01 – 01 / 02 / 2017
INTERMOLD, Seoul / KR
07 – 11 / 03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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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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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Korea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60-1
전화: 031 488 0500, 팩스: 031 488 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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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 Lochbihler
thomas.lochbihler@dmgmori.com

SHANGHAI

DMG MORI 전시회 / 행사 일정

담당자 연락처

Pfronten 오픈하우스
14 – 18 / 02 / 2017

MONTFORT

+ Quality 4 with diameter > 120 mm

D6943_0416SEA33

+ 진원도 (roundness) < 10 µ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