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상반기에 출시된
4 개의 세계 시장 신제품 –
이번 호 Journal 에서 개요 소개.

DMG MORI 의 CELOS®
4 개의 새로운 앱과
CELOS® 의 PC 버전.

ECOLINE
최상급 기능, 최저 가격!
완벽한 ECOLINE 시리즈.

통합 역량을 통한 혁신적
자동화 컨셉트의
DMG MORI 시스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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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
미래를
보장합니다.

DMG MORI 의 CELOS®
4 개의 새로운 CELOS® 앱
새 기능: CELOS® 의 PC 버전

더 많은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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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개최되는
인터몰드 2015 에서
DMG MORI 부스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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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에 전시되는 18 종의 하이테크 전시품

3 월 10 일부터 14 일까지 업계 흐름을 이끄는 DMG MORI 의
혁신을 체험하면서 다이 및 금형 산업의 최신 기술과 경향을
확인하십시오. 툴과 금형 제작은 가장 혁신적인 산업 중 하나입니다.

광저우

아메다바드

선전

하노이

푸네

타이중

정밀도 요구 사항과 표면 마감에 대한 요구 사항이 간단한
아유타야

금형부터 투명 플라스틱 부품용 광택 툴과 구조화된 표면에
이르기까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방갈로르

당사는 새로운 DMG MORI 디자인에 새 CELOS® 제어 시스템을
채택한 18 종의 하이테크 다이 및 금형 전시품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2 관 DMG MORI 부스를 방문하여 세계적인 주도
기술에서 제작 탁월성을 발견하십시오!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자카르타

치카랑

INTERMOLD KOREA 2015
2015 년 3 월 10 일 (화) – 14 일 (토)

새로 디자인된 모든 DMG MORI 머신이 전시장에서 실제 가공
됩니다.

일산 KINTEX
제 1 전시장, 2 홀 M253 부스

터닝 기술

lasertec

CTX beta 800 TC (CELOS® 포함)
NLX 2000Y | 500 (CELOS® 포함)
NTX 1000 – 2 세대 (CELOS® 포함)
NZX 2500 | 600Y (CELOS® 포함)

LASERTEC 45 Shape
LASERTEC 65 3D 적층 가공

밀링 기술

DMC 650 V (CELOS® 포함)
DMU 50 (CELOS® 포함)
DMU 60 eVo linear
DMU 80 P duoBLOCK® (CELOS® 포함)
DMU 125 monoBLOCK®
NHX 5000 – 2 세대 (CELOS® 포함)
NVX 5080 II (CELOS® 포함)
HSC 70 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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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지 테마로 나눈 DMG MORI 의 모든
미래지향적 개발 및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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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몰드 2015 에서
DMG MORI 부스를 방문하세요.

5 – 16 페이지

2015 년, 4 개의 최초

ecoline
ecoTurn 450
ecoMill 70
MILLTAP 700
프리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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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36 페이지

페이지 기술 및

세계 시장 신제품 및 혁신

고객 스토리

CELOS® 와 새로운 앱.
4 개의 세계 시장 신제품 개요.

우주 항공 산업을 위한 혁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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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창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본 도쿄의 DMG MORI 글로벌 본부

당사 이벤트나 가까운 DMG MORI 기술 센터에서 CELOS® 를 현장에서
체험해 보십시오.

서울
도쿄

지바

2015 전반기 주요 이벤트

이가
도쿄 글로벌 본사
2-3-23, 시오미, 코토구,
토쿄 135-0052, 일본
전화: +81-3-6758-5900

나라

› TIMTOS, 타이베이 (타이완)
›
›
›
›
›
›
›
›

DMG MORI 본부
DMG MORI 소재지
기술 센터 (유통 파트너)
기술 센터를 포함한 생산 공장
생산 공장

2015 년 상반기에 출시된 4

›
›

2015.03.03 – 2015.03.08
인터몰드, 서울 (한국)
2015.03.10 – 2015.03.14
MTA (싱가포르)
2015.04.14 – 04.17
CIMT, 베이징 (중국)
2015.04.20 – 2015.04.25
메탈테크,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2015.05.20 – 2015.05.23
아우스테크, 멜버른 (오스트레일리아)
2015.05.26 – 2015.05.29
오픈 하우스, 광둥 (중국)
2015.06.02 – 2015.06.05
오프 하우스, 타이중 (타이완)
2015.06.09 – 2015.06.12
이노베이션 데이즈, IGA (일본)
2015.07.21 – 2015.07.25
MTA, 호치민시 (베트남)
2015.07.07 – 2015.07.10
EMO 2015, 밀라노 (이탈리아)
2015.10.05 – 2015.10.10

개의 세계 시장 신제품

세계 시장 신제품

세계 시장 신제품

세계 시장 신제품

세계 시장 신제품

ctx beta 1250 tc

dmu 100 p duoblock ®
4 세대

dmc 125 fd duoblock ®
4 세대

dmc 270 u

37 – 44 페이지

ECOLINE

최상급 기능, 최저 가격!
완벽한 ECOLINE 시리즈.

45 – 52 페이지

dmg mori 시스템즈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자동화.
새로운 베르나우 (Wernau) 현장.
2 개의 성공 사례.

53 – 60 페이지

라이프 사이클 관리

서비스
머신 가용성의 향상.
DMG MORI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의한 프로세스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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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key®
사용자에 맞추어 사용
권한을 정의. 제어장치나
머신 사용 권한을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있습니다.

DMG MORI 머신을 위한 SINUMERIK Operate
모든 기술에 대한 직관적이고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siemens.com / sinumerik

명료하고 직관적으로 조작 가능하며, 강력한 성능의 다양한 신기술
기능을 갖춘 CNC 사용자 인터페이스 SINUMERIK® Operate 가 기계 조
작을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만들어 줍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시스템 인터페이스 아래 작업 단계와 고급 언어 프로그래밍이 결합하
여 NC 프로그래밍과 작업 준비가 작업자로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터닝 또는 밀링 - 어떠한 작업도 조작 시 모양과
느낌이 항상 동일합니다. 또한 생생한 시뮬레이션 또는 스크린샷과
같은 지능형 기능이 귀하의 일상 작업을 최적으로 지원합니다.

Answers for industry.

볼나사

LM 가이드

크로스 롤러링

「LM 가이드」의 파이어니어로서, THK는 폭넓은 산업 분야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글로벌 네트워크
Japan

Europe

China

India

Singapore

America

THK America, Inc.
 +1-847-310-1111
www.thk.com/us

27 KR

THK Co., Ltd.
THK GmbH
THK (Shanghai) Co., Ltd. THK India Pvt. Ltd.
THK LM System Pte. Ltd.
 +81-3-5434-0351  +49-2102-7425-555  +86-21-6219-3000
 +91-80-2340-9934  +65-6884-5500
www.thk.com/jp
www.thk.com
www.thk.com/cn
www.thk.com/in
www.thk.com/sg

Inveio™

Uni-directional crystal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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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OS® – 아이디어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2015 년 상반기에 출시된 4 개의 세계 시장 신제품 개요

2015 년 상반기에 출시된
4 개의 세계 시장 신제품

4 세대 dmu 100 p duoblock®

dmc 270 u

완전한 수냉식 이송 드라이브로 인해 최대
30 % 까지 향상된 부품 정확도와 정밀도.

공작물 (최대 9 t) 에 대한 지능형 온도 관리를
통해 ±12 µm 의 높은 정밀도.

ctx beta 1250 tc

4 세대 dmc 125 fd duoblock®

170 mm 더넓은 작업 공간을 위한 새로운
터닝-밀링 스핀들 compactMASTER® 를
적용한 턴밀 (Turn & Mill) 일괄 가공.

최대 500 rpm 의 속도를 내는 직접 드라이브
테이블을 채택하여 하나의 세팅으로 이루어지는
밀링 및 터닝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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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멀티 터치
스크린
간단하고 빠른 조작

SIEMENS 와 CELOS ®

4 개의 새로운 앱

CELOS® 는 DMG MORI 의 모든 새로운 하이테크 머신에 하나의 통일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고유한 21.5" 멀티 터치 스크린에서
CELOS® 앱을 사용하여 주문, 공정 및 머신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관리,
문서화,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의 조작이 단순화, 표준화,
자동화됩니다. 16 개의 앱이 포함된 최신 CELOS® 버전이 2015 년 4 월부터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프론텐 (Pfronten) 에서 열리는 DECKEL MAHO 사내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소개될 4 개의 신규 앱이 포함됩니다. CELOS® PC
버전 또한 새로운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작업 준비 단계에서 생산 및
제조 공정을 최적으로 직접 계획하고 제어하십시오.

단순화된 기계 조작.
기계가 작업 구조에 전체적으로
통합됩니다.

CELOS® 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기계와 상위 회사 조직을 연결하고, 완전히
디지털화된 페이퍼리스 생산 기반을 구축합니다. CELOS® 를 사용하면
ERP / PPS 및 PDM 의 직접 연결을 통해 30 % 더 빨리 생산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DMG MORI 가 CELOS® 와 함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Industry 4.0 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2015.04.01 부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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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메뉴
스마트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앱 메뉴" 를 통해 사용
가능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5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앱 범주 구분 –
개의 그룹 살펴보기 :

5

생산

유틸리티

지원

구성

기계 보기

새기
능!

4 개의 새로운 앱
생산을 위한 2 개의 앱, 지원을 위한 2 개의 앱

작업 스케줄러
모든 기계에 대한 생산 및 제조 계획을
구성합니다.

MESSENGER – 현재 제작 중인
작업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에이전트
지능형 유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계
가용성을 높입니다.
툴 핸들링
후속 과제에 대한 매거진 할당의 목표 대비 실제
사용률 비교를 통해 셋업 시간을 단축합니다.

MAPPS 와 CELOS ®

새기
능!

멀티터치 제어판
"기계의 조작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외부 컴퓨터에 손쉬운 액세스 –
CELOS® 를 사용하면 내 사무실을
기계에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MITSUBISHI 제품에 MAPPS 를 채택하여
CELOS® 로부터 편안하고 독특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내 모든 작업 데이터를
하나로 만드는 전자적 처리,
놀라운 기능."

CELOS® 의
PC 버전
생산 및 제조 공정의 계획 및 제어가 작업 준비 단계에서
직접 이루어집니다. 또한 CELOS® PC 버전을 사용하면 모든
기계 또는 장비를 하나의 종합적인 CELOS® 주변기기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 9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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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의 새로운 CELOS® 앱 » 자세한 정보와 사용 가능한
모든 앱 온라인 데모: www.dmgmori.com

작업 스케줄러
모든 기계에 대한 생산 및 제조 계획을 구성합니다.

59 페이지 참조

Messenger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기
능!

› 모든 네트워크 기계의 명확한 현재 상태
› 기계의 사용 히스토리를 포함한 각 시스템의 상세 보기
› 기계의 가동 시간, 정지 상태 및 결함에 대한 평가

MESSENGER – 현재 제작 중

새기
능!

작업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네트워크 기계의 명확한 현재 상태
› 기계의 사용 히스토리를 포함한 각 시스템의 상세 보기
› 기계의 가동 시간, 정지 상태 및 결함에 대한 평가

PC 버전

기계와 직접 연결된 PC 에서의 작업 준비

새기
능!

CELOS® 를 통해 PC 에서
직접 수행하는 일관된
생산 및 제조 계획

귀하의 PC 에 CELOS®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모든 CELOS® 기능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CELOS® PC 버전을 통해 작업 준비 단계에서
귀하의 생산 및 제조 공정을 최적으로 직접 설계하고 제어하십시오. 작업
관리자 앱으로 작업을 생성하고, 작업 스케줄러 앱으로 이 작업을 각 기계에
할당하십시오. 또한 Messenger 앱으로 항상 모든 시스템의 최신 라이브
개요를 파악하고, 제조 공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언제든지
알 수 있습니다.
CELOS PC 버전은 모든 기계 또는 장비를 하나의 종합적인 CELOS
주변기기로 통합하는 기능 또한 제공합니다. CELOS® PC 버전을 간단히
생산 현장에 배치하고, 현장에서 각 기계의 작업 데이터를 불러오십시오.
®

®

PC 에서 기계까지 다이렉트로

CELOS® PC 버전으로 제조와 계획을 융합하십시오. 이를 통해 미래
프로젝트 Industry 4.0 의 요구사항에 대한 해답을 오늘 찾을 수
있습니다.

CELOS® – 교육에도 역시 완벽

자세한 내용은

56 페이지 참조



nlx 2500|700

dmu 65 monobl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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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에이전트
지능형 유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계 가용성을 높입니다.

›
›
›
›

새기
능!

기계의 모든 유지관리 작업에 대한 개요
향후 유지관리 및 서비스 작업에 대한 공지
모든 필요한 예비 부품 및 장비 보기
실행 지원

툴 핸들링
후속 과제에 대한 매거진 할당의 목표 대비
실제 사용률 비교를 통해 셋업 시간을 단축합니다.

9

새기
능!

› 로딩 목록의 자동 생성을 포함한 작업에 필요한 모든 툴 보기
› 다음 작업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툴의 자동 감지를 통한 언로딩

목록의 생성

Paul Horn GmbH

August Strecker GmbH & Co. KG

CELOS® 덕분에 DMU eVo 에서
20 % 절약된 세팅 시간

CELOS® 를 이용한 완벽한 작업
준비 및 처리

HORN 에서는 CELOS® 를 통해 작업장 프로그래밍뿐만 HORN 생산 관리자 Werner Fritz (오른쪽),
아니라 세팅 프로세스도 가속화합니다.
장치 제작 부서장 Rainer Bergmann.

CELOS® 는 세팅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오류를 방지하며, 가동률을 현저하게 증가시킵니다.

튀빙엔 (Tübingen) 에 위치한 Paul Horn GmbH 는 표준화 및 개별화된 고성능
툴 및 시스템의 선도적인 전문가로 통합니다. 효율적인 제조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기초는 최근에 DMU eVo 시리즈의 4 가지 하이테크 밀링 머신으로 강화된 고유한 장치
제작에 있습니다. 생산 관리자인 Werner Fritz 와 장비 제작 부서장 Rainer Bergmann
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특히 CELOS® 와 관련하여 더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CELOS® 는 앱을 이용하여 작업장 프로그래밍 및 주문 생산의 최적화
조정을 단순화합니다. CELOS® 덕분에 이러한 선택이 최상의 기계 가동 시간과 더
많은 생산량의 달성으로 이어집니다.

August Strecker GmbH & Co. KG 는 와이어 및 케이블 산업용 맞대기 용접
기계의 선도적인 제조업체 가운데 하나로, 국제적인 고객의 만족을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품질과 납품일 준수에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기 위해, 해당 기업은 자체 NC
제조 부문의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최신 성공 모델은 Y축, 바 로더, 그리고 CELOS®
를 적용한 CTX alpha 500 입니다. Strecker 대표이사인 Bernd Stock 의 결론은
인상적입니다. "CELOS® 는 설치와 프로그래밍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해주었습니다.
또한 Y 축과 바 로더를 통해 우리는 고도로 자동화된 한 번의 세팅으로 제품을 일괄
가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artmetall-Werkzeugfabrik Paul Horn GmbH
Unter dem Holz 33 – 35, D-72072 Tübingen
www.phorn.de

만족하는 사용자(오른쪽부터): Strecker 대표 이사
Bernd Stock, 현장 감독 Dennis Schöwer.

August Strecker GmbH & Co. KG
Jahnstraße 5, D-65549 Limburg
www.strecker-limbur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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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라이프 사이클 관리 서비스

(turn & mill) 일괄 가공

CTX TC

성공적인 CTX beta 800 TC 이후, 새로운 CTX beta 1250 TC 가
CTX beta TC 시리즈의 2 세대를 확장합니다.

CTX beta 1250 TC
최신 터닝-밀링 스핀들
compactMASTER® 를 적용한 제품
성공적인 CTX beta 800 TC 이후, 새로운 CTX beta 1250 TC (2 세대) 가 CTX beta TC
시리즈를 확장합니다. CTX beta 1250 TC 는 최대 직경 ø 500 mm 및 회전 길이 1,210 mm
공작물의 턴밀 (Turn & Mill) 가공에서 범용 사용을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더욱 뛰어난
역동성 및 정확도를 위해 이미 기본 사양에 최대 65 % 증가한 이송 속도 (최대 50 m/min) 및
MAGNESCALE 의 직접 측정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최대 80 개의 툴이 포함되는 자동
툴 교환장치는 고객에게 클래식한 터닝 가공에 있어 최고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CTX beta 1250 TC 의 핵심 요소는 무단 회전 범위가 ±120°에 달하는 B 축 직접 드라이브로,
이 축에는 새로운 터닝-밀링 스핀들 compactMASTER® 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핀들의
콤팩트한 구조는 겨우 350 mm 의 길이에서 120 Nm 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50

최대 ø 500 mm

3

CTX beta TC
compactMASTER®: 울트라 콤팩트 HSK-A63
터닝-밀링 스핀들 (120 Nm)
1g 가속도 및 최고의 지속 정밀도를 갖춘
리니어 드라이브*

회전 직경 / 회전 길이

CTX beta 800 TC

CTX beta 1250 TC

ø 500 / 800 mm

ø 500 / 1.210 mm

8.5 m2

10.2 m2

설치 면적

MAGNESCALE 의 직접 리니어 측정 시스템
ctx beta 1250 tc 의 하이라이트
_ compactMASTER®: 작업 영역에서 최소한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_
_
_
_
_
_

울트라 콤팩트 터닝-밀링 스핀들, 20 % 향상된 토크,
HSK- A63 (Capto* C6), 12,000 rpm, 22 kW 및 120 Nm,
고속 버전 (20,000* rpm)
새로운 B 축으로 170 mm 공간 절약: 350 mm 길이의 공작물을
수평으로 구멍 뚫거나 턴 아웃, 툴 최대 길이 400 mm
최대 65 % 향상된 이송 속도로 더해진 역동성,
최대 50 m/min (X / Y / Z = 40 / 40 / 50 m/min)
Z 축의 리니어 드라이브*로 1 g 가속도 및 60 m/min 의 이송,
최고의 지속 정밀도 및 5 년의 품질 보증 리니어 드라이브
외심 가공 시 더 큰 유연성을 위해 50 mm 더 커진 Y 행정거리 (250mm)
최신 3D 제어 기술: 21.5" ERGOline® Control 및 SIEMENS 를
채택한 DMG MORI 의 CELOS®
직접 드라이브 기술을 갖춘 B 축으로 5 축 동시 가공
(테크놀로지 사이클과 결합*)

CTX beta 1250 TC –
공작물
(최대직경 ø 500mm 및
회전 길이 1,210 m) 을 위한
CTX TC 2 세대의
10.2 m² 로 확장

ø 140 × 495 mm
스프로킷 / 기계 제작
재료: 42CrMo4
가공 시간: 35 분

* 옵션

40 개의 구성 단계가 있는 9 대의 기계 – 범용
터닝부터 턴밀 (Turn & Mill) 가공에 이르는 구성
회전 길이

CTX gamma 3000**
V3, V4,

(mm)

Turn & Mill V7, V8, V10

3,000
2,000
1,250

CTX beta 2000**
V3, V4,

CTX gamma 2000 (linear)
linear
V3**, V4**,

Turn & Mill V7, V8

Turn & Mill V7*, V8*, V10*

CTX beta 1250 linear
V3, V4, V6 // 4A**

CTX gamma 1250 (linear)
linear
V3**, V4**,

Turn & Mill V7*, V8*, V10**

Turn & Mill V7*, V8*, V10*

CTX beta 800 linear
V3, V4, V6 // 4A**

800

Turn & Mill V7**, V8**

500

CTX alpha 500
V3, V4, V6

300

CTX alpha 300
V3, V4

8"

CTX beta 500 linear
V3, V4, V6

척 크기
10 – 12"

15"

18"+

* 리니어 드라이브 (옵션), ** 리니어 드라이브 미포함
터닝: V3 (MC) = 전동 툴; V4 (Y) = 전동 툴 및 Y 축;
V6 (SY) = 전동 툴, Y 축 및 카운터 스핀들;
4A = 2 개의 리볼버, 전동 툴 및 2 개의 Y 축 포함 (옵션)
터닝-밀링: V7 (T) = 턴밀 (Turn-Mill) 스핀들 및 심압대;
V8 (S) = 턴밀 (Turn-Mill) 스핀들 및 카운터 스핀들;
V10 (SZM) = 턴밀 (Turn-Mill) 스핀들, 카운터 스핀들 및 하단 리볼버

기술 데이터

최대 회전 길이: 1,210 mm, 최대 가공물 직경: 500 mm,
Y 행정거리: ±125 mm; 메인 스핀들 ISM 76 (5,000 rpm);
심압대; 옵션으로 메인 스핀들 (최대 770 Nm) 및 카운터
스핀들 (최대 6,000 rpm 또는 360 Nm) 을 통한 6 면 완전 가공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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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밀

(turn & mill) 일괄 가공

NTX

복잡한 공작물 (최대 직경 ø 65 mm, 표준 직경 52 mm) 의 바 가공;
척 (최대 직경 ø 200 mm).

NTX 1000 –
2 개의 툴 캐리어를 채택한
생산 터닝

±120 °

최대 생산성을 위한 2 개 툴의 병렬 사용.

B 축의 직접 드라이브 (DDM® 기술) 를 통한
복잡한 공작물의 5 축 동시 가공
B 축과 하단의 10 칸 리볼버 (옵션) 를 함께 사용한
동시 가공
최대 10,000 rpm 의 BMT® 리볼버 (옵션) 에서
최대 10 개의 전동 툴
NTX 1000
복잡한 공작물
(최대 직경 ø 65mm,
표준 직경 52 mm) 의 바 가공

155 × 110 × 770 mm
가이드 블레이드 / 에너지 기술
재료: X13Cr12Ni2W1V-5
가공 시간: 180 분

ntx 1000 의 하이라이트
_ 의료, 금형, 우주 항공 또는 자동차 산업 부문의 복잡한 공작물의

5 축 동시 가공을 위한 B축의 직접 드라이브 (DDM® 기술):
B 축의 ±120° 회전 범위 및 급이송 속도 100 rpm
_ Capto C5 턴밀 (Turn & Mill) 스핀들, 최대 속도 20,000 rpm,
표준 속도 12,000 rpm
_ 복잡한 공작물 (최대 직경 ø 65 mm, 표준 직경 52 mm) 의
바 가공; 척 (최대 직경 ø 200 mm)
_ 길이 800 mm, 직경 ø 430 mm 인 공작물까지 가공이 가능한
대형 작업 공간

"작은 설치 면적:
10.4 m² "

ø 60 mm
비구컵 (acetabular cup) / 의료용
재료: 티탄
가공 시간: 7분 30초

ø 90 × 106 mm
공구 홀더 / 공구 제작
재료: 1.2343 (X37CrMoV5-1)
가공 시간: 15 분

5 년 사용 보증

기술 데이터

X / Y / Z 이송 거리: 455 / 105 / 800 mm;
최대 회전 길이: 800 mm; 바 직경: ø 52 mm (ø 65 mm*);
B 축 스핀들 속도: 12,000 rpm
* 툴 스테이션이 38 개인 머신 (칩 컨베이어 포함);
그림: 툴 76 개를 수용할 수 있는 더블 체인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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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FIO S.A. – 포르투갈

ecoline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 관리 서비스

4 세대 duoBLOCK®          5 축 밀링

DMU 100 P duoBLOCK®
DMC 125 FD duoBLOCK®
4 세대 – 30 % 향상된 정밀도,
성능 및 효율성
EROFIO 대표이사 Manuel Novo:
"DMG MORI 의 최신 5 축 기술로
우리는 에너지 절약과 동시에
정밀도와 절삭 성능 분야에서
새로운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4 세대 duoBLOCK® 을
이용한 완전한 성공

포르투갈 바탈랴 (Batalha) 의 EROFIO S.A. 는 1993 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25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역량은 고객 주문의 초기 샘플링과 함께 만들어
지거나, 자매 회사인 EROFIO ATLÂNTICO 사 사출 금형
기계의 전체 프로젝트 맥락에서 사용되는 자동차 산업
분야용 사출 성형 공구의 개발, 설계 및 제조입니다.

최근 소개된 4 세대 duoBLOCK® 기계의 획기적인
성공에 따라, 이 시리즈의 세 가지 새로운 모델이 프론텐
(Pfronten) 사내 박람회에서부터 즉시 판매됩니다.
뛰어난 밀링 성능은 DMU 100 P duoBLOCK® 이
강력한 중량 스틸 가공에서뿐만 아니라 정확히 모든 분
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특성입
니다. 이때 구조의 뛰어난 견고성은 (이전 버전에 비해)
30 % 향상된 정확도 값을 제공하며, 이 견고성은 지능형
온도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추가로 강화됩니다. 팔레트
교환장치가 포함된 새로운 DMC 125 U 및 DMC 125 FD
duoBLOCK® 모델은 최적화된 전체 강도의 큰 이점을
자랑합니다.

이 모델은 주 작업과 동시에 셋업할 수 있는 자동 팔레
트 교환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 시간을 감
소시켜, 생산 공정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도록 합니다.
DMC 125 FD duoBLOCK® 또한 하나의 머신에서 완전
가공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밀링-터닝 기술로 공정
최적화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duoBLOCK® 원리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광범위한 모듈형 구조로, 여기에는
폭 넓은 응용 스펙트럼을 위한 맞춤형 완벽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되는 스핀들의
범위에는 중량 스틸 가공을 위한 최적 모델,
그 중에서도 9,000 rpm 에서 1,000 Nm 의 토크를 갖는
powerMASTER® 1000 또는 8,000 rpm 에서 최대
1,300 Nm 토크를 갖는 2015 년 4 월 출시될 기어 스핀
들이 포함됩니다.

4 세대
DMU 100 P duoBLOCK®

4 세대
DMC 125 FD duoBLOCK®

절삭 가공 분야에서 EROFIO 는 이미 1996 년부터 초기에는
수직 가공 센터의 형태로 DMG MORI 의 하이테크를 신뢰해
왔습니다. 하지만 밀레니엄 이후로는 주로 DECKEL MAHO
의 5 축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14 대의 기계
가운데 9 대가 전적으로 5 축 정밀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최신 하이라이트는 범용 밀링 머신 4 세대 DMU 80 P
duoBLOCK® 입니다. EROFIO 대표이사 Manuel Novo 는
자신이 특히 이 머신의 가능성에 매료되었음을 말합니다.
"정밀도뿐만 아니라 절삭 성능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는 단번에 새로운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의 감소와 동시에 말입니다." 또한 B 축의 큰 회전
범위를를 통해 유연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Manuel Novo 는 5 축 기술의 의미에 관해 빠짐없이
설명합니다. "DMG MORI 머신의 성능은 우리에게 막대한
추진력을 안겨주었으며, 이 추진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매년
두 자리의 성장률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머지않아 대형 포털 밀링 센터
DMU 270 P 가 기업의 성능을 속담과도 같이 새로운 차원으
로 이끌 것입니다.

기술 데이터

EROFIO S.A.
Rua do Pinhal n.° 200, Jardoeira,
2440-373 Batalha, Leiria, Portugal
geral@erofio.pt, www.erofio.pt

660 × 800 × 800 mm
드릴 헤드 / 에너지
재료: 21CrNiMo2 (1.6523)
가공 시간: 20.5 시간

X / Y / Z 이송 거리: 1,000 / 1,250 / 1,000 mm;
급이송: 60 / 60 / 60 m/min; 스핀들 속도: 12,000 rpm;
출력: 35 kW; 토크: 130 Nm; 공작물 크기:
ø 1,100 × 1,600 mm; 공작물 중량: 2,200 kg;
툴 매거진 스테이션 개수 40 (63 / 123) 개

ø 950 × 400 mm
팬 디스크 / 우주 항공
재료: Titan (Ti6AI4V)
가공 시간: 38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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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Nm, 77 kW 의 powerMASTER® 1000 을 채택하여
생산성이 뛰어난 가공

팔레트 교환장치가 있는
DMC 270 U
생산성이 뛰어난 대형
부품 가공용 (최대 9 t)

powerMASTER® 1000 –
10,000 시간 또는 18 개월의 작업이 보장되는 제품,
9,000 rpm 에서 1,000 Nm 토크
새로운 5X-torqueMASTER® 와 8,000 rpm, 1,300 Nm,
37 kW 의 기어 스핀들 (2015 년 4 분기 출시) 로
78 % 향상된 토크

5 축 밀링 센터의 안정성 높은 포털 구조로 인해
최고 역동성에서 최대의 정밀도가 실현됩니다.
신속하고 공간 절약형 팔레트 교환장치는 기본 머신의
높은 유연성과 결합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기초를
형성합니다. 최대 9 t 까지 처리 가능한 팔레트 언로딩,
주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셋업, 지속적인 자동화
가능성 및 영역, 셋업 스테이션, 유지관리 설비로
최고의 접근성은 생산에서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기타 요인입니다. 최대의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해
기계 고유의 매우 높은 강도 및 전체시스템에 일정한
온도가 제공됩니다.

4 세대 duoblock® 의 하이라이트
_ 성능: 절삭 성능 극대화를 위해 견고성 최대 30 % 향상
_ 효율성: 요구에 기초한 지능형 어셈블리 사용으로

에너리 소모량 30 % 단축
_ 견고성이 20 % 향상되고 케이블 드래그 체인이 내장되어

dmc 270 u 하이라이트
DMC 270 U
지능형 온도 관리 시스템으로
±12 µm 의 높은 정밀도

있는 신형 B 축 채택으로 유연성 극대화 및 가공 시간 단축

_ 직경 ø 3,000 × 1,600 mm 중량, 9,000 kg 인 공작물을
_
_

_ 툴 교체 시간이 0.5 에 불과하고 최소 풋프린트일 경우 툴

개수가 453 개인 신속하고 지능적인 휠 매거진

_
_
_

기술 데이터

X / Y / Z 이송 거리: 1,250 / 1,250 / 1,000 mm;
급이송: 60 / 60 / 60 m/min; 스핀들 속도: 10,000 rpm;
출력: 44 kW; 토크: 288 Nm; 공작물 크기:
ø 1,250 × 1,600 mm; 공작물 중량: 2,000 kg;
툴 매거진 스테이션 개수 40 (63 / 123) 개

가공할 수 있는 대형 작업 공간
NC 로터리 테이블의 새로운 드라이브 기술로
50 % 향상된 역동성
주작업 시간 및 부수 작업 시간을 병행해서 셋업하기
위해 (2 개의 휠 부터)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휠 매거진
향상된 파손 윤곽, 내장된 체이블 드래그 체인 및
회전 범위가 250° 인 B 축
온도 안정성 최적화로 인한 높은 정밀도
3 점 지지대

기술 데이터

ø 2,560 × 750 mm
베벨 기어 / 기계 제작
재료: 18CrNiMo-6
가공 시간: 25 시간

X / Y / Z 이송 거리: 2,700 / 2,700 / 1,600 mm;
급이송: 60 / 30 / 40 m/min; 스핀들 속도: 12,000 rpm;
출력: 44 kW; 토크: 288 Nm; 공작물 크기:
ø 3,000 × 1,600 mm; 공작물 중량: 9,000 kg;
툴 매거진 스테이션 개수 40 (63 / 12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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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한국

세계 시장 신제품

기술

ecoline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 관리 서비스

DMG MORI 하이테크 컴포넌트

리니어 드라이브
5 년 사용 보증
새 기능: 기본 사양으로 리니어 드라이브가 포함된
Christian Thönes
이사회의 회원
DMG MORI SEIKI 주식회사,
제품 개발, 생산 및 기술

Naoshi Takayama 박사
이사회
DMG MORI SEIKI CO., LTD
수석 전무
& 품질 총책임자

ctx beta 800 linear

_ 빠른 반응 속도 및 1 g 의 가속도로 단축된 부수 작업 시간: 짧은 이송 거리에도

신속한 포지셔닝 가능 – 너트나 홈 가공에 이상적임
_ 탁월한 견고성 – 뛰어난 지속 정밀성 및 표면 품질: 드라이브 트레인의 탄성이

없어서 일정하게 포지셔닝할 수 있음 – 하드 터닝용으로 적합함
_ 적은 정비 횟수, 최저 수명 유지 비용: 기계식 이송 엘리먼트가 없음, 마모가

없고 수명이 5년 보장됨 – 생산 라인에 설치하기에 적합함

dmg mori 의 최고 품질
높은 품질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이 DMG MORI 의
초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목적 의식 있는
대책을 바탕으로 DMG MORI 는 모든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DMG MORI 에게 품질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christian thönes __ 품질은 오래전부터 DMG MORI 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
입니다. 우리는 혁신적인 리더십 외에도 제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업계의 표준을 설정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때 우리 활동의 초점은 바로 고객 이윤입니다.
고객은 제품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DMG MORI 를 통해 최고
품질의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CTX beta 800 linear + 레퍼런스 리포트

30 페이지 참조



15,000 대가 넘는 리니어 모터가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9 년 이래, 리니어 드라이브는 DMG MORI 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리니어 드라이브는 현재 12 개 시리즈 총 46 종의 기계 모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naoshi takayama __ 우리 제품의 높은 안정성과 내구성은 특히 우리의 포괄적
인 품질 이해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두 파트너는 옛날부터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
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오늘날 두 회사의 최대 장점을 하나로 결합하고
ISO 9001 의 요건을 훨씬 뛰어넘게 해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협력을 통해
서로 상호 관여하고 있습니다.

10,000 시간 사용 보증*의
dmg mori 의 새로운 밀링 스핀들

"최고 품질" – 품질에 대한 이해의 맥락에서 "최고 품질"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christian thönes __ 미래 지향적인 최고 품질 기준의 도입으로 현재 오류를
더 잘 방지하거나, 조기에 찾아내어 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
우리는 새로운 실험 센터에서 확장된 프로토 타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테
스트는 가장 까다로운 고객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모든 기계는 공급되기 전에
100 시간의 품질 검사를 오류 없이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 단계에서는 제품의 견
고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용되는 컴포넌트의 안정성과 내구성에 우리가 얼마나 확
신을 가지고 있는지는 바로 우리의 새로운 스핀들 개발품 (예: speedMASTER 또는
powerMASTER®) 의 인상적인 10,000 시간 보증 및 리니어 직접 드라이브의 5 년
보증이 보여줍니다.
naoshi takayama __ 공급업체 관리 분야에서 우리 공급업체의 품질 관리에
대한 극단적인 요구가 포함된 공동의 최고 품질 규격이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하우를 개발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일류 공급업체와만 함께 일합니다.
또한 고객은 우리의 개발 경험을 결합하여 이익을 누립니다. 이것은 DMG 와 MORI
SEIKI 머신에서 사용할 MAGNESCALE 의 고정밀 자기 경로 측정 시스템을 말합니다.

_ 긴 수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형 스핀들 베어링
_ 최적화된 밀폐 성능, 냉각 윤활제가 침투하지 않음
_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핀들 냉각

speedMASTER
#40 범용 밀링 스핀들

compactMASTER®
#40 터닝-밀링 스핀들

NHX 시리즈 2 세대에 기본 사양으로
적용; monoBLOCK®, NVX, DMC V,
DMU 의 경우 2015 년부터 해당됨.

CTX beta TC 시리즈 2 세대에 기본
사양으로 적용됨.

자세한 내용은 34 페이지 참조

자세한 내용은 10 페이지 참조

dmg mori 최고 품질
최고 품질은 다음을 보증합니다...
_ 매우 극한의 조건 하에서도 문제없는 강력한 기술의 도입으로 확보되는 최대 가용성

_
_
_
_

(예: 최고의 지속 정밀도에서 5년의 수명이 보장되는 내마모성 리니어 드라이브,
또는 오일 및 응축수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난 당사의 MAGNESACLE 자기 측정
시스템)
견고한 컴포넌트의 사용으로 보장되는 최고의 안정성 (예: 10,000 시간
(최대 18 개월) 수명이 보장되는 새로운 DMG MORI 스핀들)
과중한 일일 생산 루틴에서 사용하기 위해 저항력이 있는 표면이 적용된 새로운
디자인으로 얻게 되는 높은 가치 안정성
더욱 정교한 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최소 100 시간의 품질 테스트
DMG MORI Best Practice 방식 (BPM)

각 머신에 대한 100 시간 이상의 품질 검사 –
우리는 각 머신의 동작 방식을 알고 있으므로,
정확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DMG MORI 최고 품질
› 과중한 일일 생산 루틴의 사용에 맞는 테스트
› 실제 생산 현장에 가까운 조건 아래 엄격한 품질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100 시간의 품질 검사
› 최고의 성능 및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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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정밀도 달성을 위한 자성
_
_
_
_
_

베르나우 (Wernau) 현장의 모습: 현미경을 사용하여 2 µm 로 MR 센서 조정.

0.01 µm 의 자성 측정
시스템이 구현하는 고도의
정밀성
_ 최상의 역동성 및 지속 정밀도
_ 5 년 사용 보증

MAGNESCALE – DMG MORI 의 회사로, 공작 기계와
반도체 산업용 고정밀 길이와 각도 측정 시스템의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4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이세하라 (Isehara) 와 이가 (Iga), 독일 슈투트
가르트 근방의 베르나우 (Wernau) 에 기반을 두고 있는
MAGNESCALE Co. Ltd. 는 초정밀 길이 및 각도 측정 시
스템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 DMG MORI 회사는 자기
분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측정 기술 솔루션을 개
발, 생산 및 판매합니다.

보호 설계
오일 및 결로 현상에 대한 저항성
뛰어난 내충격성
뛰어난 진동 저항성
강철과 같은 수준의 팽창 계수

이세하라 (ISEHARA) 에 위치한 MAGNESCALE.

0.01 µm 에서 피코미터 (pm) 범위까지 이르는 해상도 외에
도 MAGNESCALE 시스템은 뛰어난 안정성으로 심지어 극한
의 환경 조건 아래에서도 인상적인 결과를 도출합니다. 생산
현장은 일본 이세하라 (Isehara) 와 이가 (Iga) 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규 생산 현장은 슈투트가르트 근처의 베르나우
(Wernau) 에 위치해 있으며, 이제 베르나우 현장이란 이점
으로 유럽 시장에서 이 고유한 측정 기술에 지체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MAGNESCALE 의 자기 측정 시스템은 테이프 레코더의
자기 저장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드 빛 강도의
변화를 인식하는 광학 측정 시스템과 유사하게, 자기 측정
시스템의 판독 헤드는 자기 분열의 자기장 세기를 인식합니
다. 이 기술은 거친 환경 조건 (예: 습기, 오일, 먼지 및 진동)
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작 기계에서
매우 정확한 위치 감지 및 제어가 보장됩니다.

SR27A / SR67A 시리즈*

RS97 시리즈*

RU97 시리즈*

DK800S 시리즈

슬림한 디자인 (SR27A) 또는 견고한
디자인 (SR67A) 의 절대 자성 길이
측정 시스템

좁은 공간 설치를 위한 개방형
디자인 의 절대 자성 각도 측정
시스템

일체형 베어링이 있는 절대 자성
각도 측정 시스템 회전 테이블 및
스위블 테이블에 통합하기 매우
적합한 테이블

생산 및 조립 라인의 자동 품질 점검을
위해 사용 측정 범위: 5 mm ~ 205 mm
정확도 최대 ± 0.5 µm 수명 최대
9,000 만 스트로크

speedMASTER, 오일 냉각식 고정자 및 최대 5 억 사이클의 일관된
클램핑력을 가진 새로운 툴 홀더 채택.

powerMASTER®
#50 범용 밀링 스핀들
duoBLOCK®, DMU / DMC 270
4 세대 및 NHX 6300 에 대한 옵션

* 최대 18 개월

18 시간 동안 수행하는 기계 및 스핀들의 형상 검사.

* SIEMENS DRIVE-CLIQ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MAGNESCALE 절대 측정 시스템이 최상의
정밀도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33 시간 동안 수행하는 컴포넌트 기능 테스트 (예: 툴 교체장치).

52 시간 동안 수행하는 장기 테스트 (밀링 및 터닝 가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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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절삭유 파트너 한국훅스윤활유(주)

ECOCOOL
1500EF
DMG-MORI 공작기계의 고속 조건에서
최상의 가공 기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수용성 절삭유입니다.
한국훅스윤활유㈜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길 12 에이스테크노타워 402호
TEL 02-2672-5832/5984 FAX 02-2672-5985
www.fuchs-oil.co.kr

생산성 향상과 불량율 감소 / 알루미늄 변색 방지 / 고속, 고압에서 우수한 소포성 / Long Life형 에멀젼

" 동급 최고의 전동지게차 "

4817_14_AZ_EFGS40s_DIV_vs_Sieger_283,5x103,7.indd 1

24.07.14 12:40

Von der Idee zum
perfekten Werkzeug
From the idea
to the perfect tool
Ingersoll Werkzeuge GmbH

Telefon: +49 (0)2773-742-0
Telefax: +49 (0)2773-742-812/814
Hauptsitz:
E-Mail: info@ingersoll-imc.de
Kalteiche-Ring 21-25 • D-35708 Haiger
www.ingersoll-imc.de
Gesamt 2013 283,5 x103,7+3 DMG.indd 1

7/16/2013 9:05:50 AM

27 KR

Jungheinrich EFG S40s : 디젤엔진의 파워를 가진 가장 효율적인 전동지게차이며,
악조건에서도 경쟁사보다 28퍼센트 이상의 높은 장비 가동시간을 가진 동급 최고의 제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www.jungheinri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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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관계인을 위한 DMG MORI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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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항공 산업을 위한 혁신 기술
DMG MORI – LMP1 팀의 독보적인 프리미엄 파트너
CTX 및 NLX – 범용 터닝의 성공 시리즈
NHX – 시장의, 시장을 위한 현지 생산

기술 및 고객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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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 역량
피워키

비넨달

데이비스
로스앤젤레스

토론토 / 미시소거

시카고
템피
댈러스

뉴햄프셔
코네티컷
코벤트리

샬럿
휴스턴

전 세계 77 개의
기술 센터

파리
시옹지에
리옹

케레타로

바르셀로나

500 종 이상의 DMG MORI 기계가
항상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입지와 기술 역량 – 69 개의 DMG MORI 와 8 개의
유통 파트너 기술 센터에서는 당사의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15 개의 현장에서 귀하를 위한
특수 기술 및 산업 솔루션을 위한 전문가가 항상 함께합니다.

상파울루

카시아스두술
산티아고

특화 기술 및 산업 솔루션을 위한 전 세계 15 개의 산업별 기술 전문 센터

우주 항공
기술 전문 센터

5축
기술 전문 센터

XXL
기술 전문 센터

금형
기술 전문 센터

1곳

1곳

프론텐

전 세계 5 곳
프론텐, 토론토, 시카고, 이가, 도쿄

프론텐

전 세계 2 곳
게렛츠리트 (hsc 센터),
나라 (몰드 연구소)

› 하이라이트
_ 세계적인 기술 지원
_ 우주 항공 응용을 위한

› 하이라이트
_ 세계 선두업체의 로컬 5 축 성능
_ 전체 프로세스 체인에 대해 경험이

› 하이라이트
_ 포털 머신 600 P 의 두 배의 생산 능력
_ 완벽한 제조 조건:

› 하이라이트
_ 툴 및 몰드 제작을 위한 통합 솔루션
_ 현대적인 HSC 기술을 생생히 경험할

산업 특정 옵션
_ 복잡한 공작물 및 까다로운 재료를
위한 Turn-Key 프로세스 개발

풍부한 제품 관리자 및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의 세계적 입지
_ 광범위한 5 축 포트폴리오
_ 기술 정교화, 복잡한 타당성 조사
또는 특별 솔루션에 대한 담당자

두 가지 기반 (정교한 정적 시스템 및
오버헤드 크레인), ±1ºC 의 완벽한
온도 조절 시스템
_ 개발, 조립, 영업 및 응용 기술 분야의
190 명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유능한 팀

수 있는 전체 프로세스 체인
_ 고객을 위한 기술 세미나 및 교육

› DMU, NMV, monoBLOCK®, eVo,

› DMU / C Portal (공작물 무게 최대 40 t,

› monoBLOCK®, eVo, FD duoBLOCK®,

Portal, CTX TC, NTX, ULTRASONIC,
LASERTEC

HSC, DMF, duoBLOCK , Portal, DIXI,
DMC H linear, NMH
®

X 축 이송거리 최대 6 m)

› HSC, DMU, DMF, DMC V,

NMV, NVX, NVD
_ 고속 절삭, 최고의 정밀도 및
최상의 표면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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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DMG MORI 글로벌 본부

탐페레
상트페테르부르크
르로클

모스크바

예카테린부르크

빈터투어
플레셰프
클라우스

울라노프스크

톈진

서울

도쿄
이가

브르노
부다페스트

상하이

시안

피테슈티

나라

타이중

테살로니키
슈토케라우
파도바
베르가모
밀라노
토르토나

선양

이스탄불

광둥
함부르크
아유타야
방갈로르

빌레펠트

카이로
힐덴

켐니츠
– 슈톨베르크

제바흐

쿠알라룸푸르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슈팁스하우젠
슈투트가르트
– 레온베르크

베르나우

자카르타 치카랑

게렛츠리트
프론텐

DMG MORI 본부
DMG MORI 기술 센터
기술 센터 (유통 파트너)
기술 센터를 포함한 생산 공장

요하네스버그 / 켐톤 파크

프론텐에 위치한 SAUER LASERTEC 기술 센터;
5 개의 아카데미 기술 센터 (빌레펠트, 제바흐,
슈투트가르트, 프론텐, 게렛츠리트)

멜버른

생산 터닝
역량 센터

턴밀 (Turn & Mill)
체험 센터

ULTRASONIC
기술 전문 센터

LASERTEC
기술 전문 센터

1곳
gildemeister italiana s.p.a.
(베르가모)

전 세계 8 곳
빌레펠트, 슈투트가르트, 베르나우, 파리,
토르토나, 상하이, 이가, 도쿄

전 세계 3 곳
슈팁스하우젠, 도쿄, 시카고

전 세계 3 곳
프론텐, 도쿄, 시카고

› 하이라이트
_ 자동 터닝 부문 45 년 이상의 경험
_ 기술 및 시간 연구를 위한 50 명의

› 하이라이트
_ 실제로 고객 공작물의 칩 아래에서

› 하이라이트
_ 단단하지만 잘 부러지거나 절삭이

› 하이라이트
_ 레이저 정밀 가공 부문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
› SPRINT (linear)
_ 자동 터닝, 쇼트 및 롱 터닝
› SPRINT 50 / 65
_ 최대 3 개의 리볼버가 포함된 바 가공

이루어지는 라이브 프레젠테이션
_ 고객을 위한 기술 개발
_ DMG 프로세스 체인 및 독점적인

DMG MORI 기술 사이클
› CTX TC, CTX TC 4A, NT 및 NTX
_ B 축을 사용한 5 축 범용 터닝
_ B 축 및 2 개의 툴 캐리어를 사용한

어려운 재료를 30 년 이상 가공한
경험 보유
_ 강력하고 뛰어난 응용 기술팀:
타당성 조사, 프로세스 개발 및 최적화,
통합 Turn-Key 솔루션
_ 전 세계에 600 대 이상 설치된
ULTRASONIC 머신
_ ULTRASONIC 기술 세미나

5 축 생산 터닝
› GM / GMC
_ 멀티 스핀들 자동 선반

› ULTRASONIC 2 세대:
_ 공정에 필요한 힘은 감소시킨 고급

재료의 연마, 밀링 및 보어링 가공

25 년 이상의 경험
_ 응용 기술 노하우:

교육, 고객 지원, 타당성 조사,
통합 Turn-Key 솔루션
_ 전 세계에 600 대 이상 설치된
LASERTEC 머신
_ LASERTEC 기술 세미나
› 5 가지 LASERTEC 기술 범위:
_ Shape, PrecisionTool, FineCutting,

PowerDrill, 3D / Additive
Manufacturing (적층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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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항공          발사를 위한 하이테크!

프론텐의 우주 항공 전문 기술 센터

국제 항공 산업의
역량있는 파트너
항공 산업은 수십 년 동안 성장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는 가치 사슬에 따라 신뢰할 수 있고
매우 혁신적인 파트너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DMG MORI 는
이미 수 년 전부터 프론텐 (Pfronten) 에 위치한 우주 항공 기술 전문
센터에서 항공 산업 부문의 고객을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최신 기술과 이에 해당하는 생산력을 제공하여,
고객측 개발을 혁신적으로 지원하고 심지어는 결정에 함께 참여하기도
합니다. 복잡한 공작물 및 절삭하기 어려운 재료를 위한 Turn-Key
솔루션은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를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습니다.
5 축 기술 부문의 기술 선두 업체로서 DMG MORI 는 산업 특정 옵션 및
우주 항공 산업의 부품 제조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로 하이테크 툴
머신의 독창적인 제품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DMG MORI 항공 우주 산업 비디오
QR 코드 인식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모바일폰에서는 비디오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 항공 전문 팀은 귀하의 프로세스 체인에 따른 모든 문제에 도움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주 항공 산업을 위한
하이테크 컴포넌트
팬 디스크

ø 950 × 400 mm

블리스크

터빈 하우징

컴프레서 가이드 베인

ø 450 × 120 mm

DMC FD duoBLOCK® 시리즈
재료: 티탄
가공 시간: 38 시간

DMU monoBLOCK® 시리즈
재료: 티탄
가공 시간: 55 시간

하나의 머신에서 고정밀 밀링 및
터닝 작업이 가능

A 및 C 축의 직접 드라이브 기술을
갖춘 로터리 테이블

터빈 가이드 베인

ø 80 × 90 mm
LASERTEC 65 3D
적층 가공
재료: 스테인레스강
가공 시간: 306 분
레이저 금속 성형 및 밀링 가공의
지능적 결합으로 부품을 완성품
품질로 적층 가공

제트 엔진

로터 블레이드 세그먼트

600 × 200 × 90 mm

NTX 1000 2 세대
재료: 인코넬 600
가공 시간: 3 시간

LASERTEC 50 PowerDrill
재료: 인코넬
가공 시간: 20 분

ULTRASONIC 260 Composites
재료: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
가공 시간: 55 초

전동 툴이 장착된 하단 BMT®
리볼버를 통한 4 축 밀링 및 터닝

특히 원추형 배출구가 있는 냉각
홀의 5 축 레이저 정밀 드릴링

ULTRASONIC 에 의해 박리 및
섬유 분리 없는 개별 CFRP
라미네이트층의 깨끗한 노출

로터 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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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C – 보잉 연구 센터

기술 한계를 새로이 정의하다.

AMRC 머신은 DMC 160 FD duoBLOCK® 와 같은 매우 정밀하고
역동적인 가공 센터와 함께 가장 까다로운 부품을 가공합니다.

영국 셰필드대학 AMRC (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Centre)
연구 책임자 Keith Ridgway.

영국 셰필드대학 AMRC (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Centre) 는 2001 년 설립 이래 항공 기술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 센터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AMRC 는 파트너인 Boeing 및 다른 유명 기업과 함께
모범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경제를 연결합니다. 모든 참여자
공동의 목표는 연구 결과는 생산 과정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3 년 이후,
이사 Dean, 교수 Keith Ridgway, CBE, 및 그의 팀은
DMG MORI 의 머시닝 역량을 신뢰하여 제조 분야에서
티탄, 니켈 알루미늄 합금 및 소결 재료의 정교한 가공에
강력한 성능의 NT 및 NMV 시리즈 머신을 사용합니다.
최근 AMRC 는 DMC 160 FD duoBLOCK® 에도
투자했습니다. "우리 응용 분야는 역동적이고 매우 정밀한
가공 센터 사용이 필요합니다." Keith Ridgway 는
구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duoBLOCK® 컨셉트는
여러가지 면에서 이 요구를 충족합니다.

AMRC 에서 하는 생산은 항상 한계에서 진행됩니다.
더 나아가 연구원들은 기술적인 한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정의하므로 생산 투자가 항상 미래를 내다보며
이루어집니다. Keith Ridgway 는 또한 이 관점에서 AMRC
가 DMC 160 FD duoBLOCK® 에서 다른 여러 엔진
케이싱을 생산하는 점을 고려합니다. "밀링-터닝 기술 은
특히 높은 성능의 재료가 관련된 미래의 기술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AMRC 의 목표는 산업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제조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제 생산에서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DMG MORI 는 중량 가공 패키지
(최대 토크 1,100 Nm 의 기어 스핀들) 와 정밀 패키지가
모두 있는 밀링-터닝 센터를 갖추었습니다. Keith Ridgway
는 높은 수준의 유연성에 머신의 부가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DMC 160 FD duoBLOCK® 은 거친 가공에서
정밀 가공에 이르기까지 통합 가공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Centre
(고급 제조 연구 센터)
Wallis Way, Catcliffe, Rotherham S60 5TZ
enquiries@amrc.co.uk

구조 요소

도어락 금구

1,042 × 788 × 131 mm

360 × 300 × 125 mm

섀시 부품

1,080 × 610 × 210 mm

헬리콥터 랜딩 스키드

ø 300 × 300 mm

섀시 실린더

ø 130 × 290 mm

밸브 하우징

170 × 150 × 100 mm

DMC 340 U
재료: 알루미늄
가공 시간: 5 시간

NHX 4000 2 세대
재료: ALMg4.5Mn
가공 시간: 1 시간 24 분

DMU 160 duoBLOCK®
재료: 티탄
가공 시간: 23 시간

NLX 4000
재료: 42CRMo4
가공 시간: 57 분

CTX beta 1250 TC 4A
재료: 강철
가공 시간: 165 분

DMU 60 eVo linear
재료: 티탄
가공 시간: 10.5 시간

단 3 번의 세팅으로 이루어지는
5 축 가공으로 인해 50 % 빨라진
속도

새로운 밀링 스핀들 speedMASTER 를
사용한 90 % 재료 머시닝

1,100 Nm 토크 기어 스핀들로
인한 43 % 의 가공 시간 단축

메인 및 카운터 스핀들로 인한
6 면 통합 가공

5 축 동시 가공

최대 80 m/min 의 급이송 속도를
자랑하는 리니어 드라이브의
뛰어난 역동성으로 인한 25 % 의
가공 시간 단축

구조 요소

섀시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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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T Power

DMU monoBLOCK®

DMU 65 monoBLOCK®
과 로터리 테이블로 미래
지향적인 블리스크
생산을 이루다.
A 및 C 축의 토크 드라이브를 갖춘 직접 드라이브 로터리 테이블.

미국 기업 TECT Power 는 캘리포니아의 산타페
현장에서 매우 복잡한 구조의 우주 항공 산업용 블리스크를
생산합니다. 이 최신 제트 엔진 세대의 부품은 7 대의
DMU 65 monoBLOCK® 에서 제조됩니다. 기본 기계의 높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단 7.5 m2 에 불과한 공간에서도
효율적이고 높은 생산성의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 문제는 물론, monoBLOCK® 시리즈의
신뢰할 만한 기술에서 TECT Power 와 프론텐의 우주 항공
우수 센터 사이에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협업은 인상적인
성공을 위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monoBLOCK® 시리즈의 뛰어난 안정성과 역동성은 블리스크 (BLISK)
시리즈 가공을 위한 이상적인 전제조건입니다.

고도로 역동적인 가공 작업을 위해 직접 드라이브
로터리 테이블이 DMU 65 monoBLOCK® 을 위한 또
다른 테이블 옵션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이 옵션은
A 축 및 C 축의 백래시가 없는 직접 드라이브 기술로
5 축 동시 가공, 특히 블리스크의 5축 동시 가공을 위한
모든 전제 조건을 제공합니다.
직접 드라이브 로터리 테이블의 하이라이트
› 테이블 크기 ø 600 mm 및 공작물 크기 최대

ø 700 × 500 mm, 600kg
› 회전 범위 ±120 °
› 최고의 역동성:

A 축 (최대 20 rpm 및 21 rad/s2)
C 축 (최대 80 rpm 및 24 rad/s2)
TECT Power
8839 Pioneer Boulevard
Santa Fe Springs, CA 90670, USA
www.tectpower.com

NT / NMV

이미 첫 번째 단계로 7 대의 DMU 65 monoBLOCK® 이 TECT Power 에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기타사항은 계획 과정에 있습니다.

Advanced Manufacturing Sheffield Ltd

턴밀 (Turn & Mill) 및
5 축 기술로 우주 항공
산업을 위한 최적의
성능을 달성하다.
AML (Advanced Manufacturing Sheffield Ltd) 은
복잡한 경질 합금 부품의 제조 분야에 전문화된 선도적인
공급업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주 항공 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아 협업하며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부품을
공급합니다. AML 의 프로세스를 통해 다른 많은 공급사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금속을 절단하여 새 제품 도입 단계에서
고객에게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 방법은
프로세스 변화에 대한 늘어나는 학습 필요를 없애고 여러
해에 걸쳐 정상적으로 복구될 필요가 있는 절약 비용을
고객에게 즉각 돌려줍니다. DMG MORI 머신이 제공하는
탁월한 유연성과 조합된 이러한 기술은 2008 년 이후 AML
이 두드러지게 성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항공기 제조업체 및 1 차 공급업체의 제조, 교육 훈련 및
자문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0 년 자체 제조
공장으로 생산성을 확장하였으며, 여기에서 블레이드,
디스크, 블리스크, 연소 하우징 구성품과 같은 핵심 부품을

AML 의 6 대 DMG MORI 머신이 신뢰성, 견고성,
재연성를 통해 깊은 인상을 줍니다.

AML 은 고급 제조 방법으로 다른 많은 공급사에 비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생산합니다. 또한 셰필드대학 AMRC (Advanced
Manufacturing Research Centre) 의 2 차 구성원으로서 이
조직과 긴밀한 기술 관계로 고급 가공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AMRC 의 기술과 경험을 DMG MORI 머신과 조합하여
AML 은 이전에 도달했던 금속 제거율보다 2~3 배 빠른
제거율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AML 대표 이사 Gareth
Morgan 박사에게 머신 성능 평가는 항상 통상적인
요구였습니다. "DMG MORI 는 머신 가동 시간, 서비스,
견고성과 재연성 목록에서 항상 높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특성 없이 우리가 하는 결과를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현재, AML 은 6 대의 DMG MORI 머신을 보유하였
습니다. NT 5400 1 대, NT 4300 2 대, NMV 5000 1 대,
NMV 8000 2 대. 이밖에 Mitutoyo CMM, Factory Master
MRP, NX CAD/CAM 및 Vericut 을 보유하였습니다.

"우리는 5 축 성능 때문에 DMG MORI 머신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광범위한 부품을 위해 최대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AML 은 머신을 통해 공작물
파지와 절단 방법과 같은 요소를 최적화함으로써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얻게 되었습니다. Gareth Morgan 박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경우 우리는 고급 기술
문에 대해 전용 DMG MORI 서비스 직원을 통해 일본에 직접
연락합니다."

Advanced Manufacturing (Sheffield) Ltd
Poplars Business Park, Poplar Way,
Catcliffe, Rotherham S60 5TR
Tel.: +44 (0) 1709 720 478, www.amlsheffield.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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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F

Loll Feinmechanik GmbH

Loll Feinmechanik 대표 이사 Jens Loll, DMG MORI 의
DMF 이송 스탠드 머신에서 제작된 우주 항공 구조
요소와 함께.

리니어 기술의 역동성 및 위치 정확성이 대형 공작물
가공에서 Loll Feinmechanik 을 지원합니다.

ULTRAS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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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소재

CFRP 의 트리밍 및 샤프트 (선단 치핑, 섬유 분리 또는 박리 없음)

최대 40 % 감소된 프로세스
힘을 사용한 복합 소재의
ULTRASONIC 밀링 가공.
기술 이점:

소재:

› 박리 및 섬유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40 % 감소된 프로세스 힘
› 라미네이트층의 정확한 노출

› CFK, GFK, AFK
› CMC
› 스택

(샤프트)
› 날카로운 모서리 트리밍
› 시리즈 생산 및 수리 / 재작업을 위한

모바일 및 고정식 ULTRASONIC 가공
년 동안 Loll Feinmechanik 은 총 6 대의 DMG MORI DMF 머신을 구입했습니다.

목표 시장:
› 우주 항공, 재생 에너지: 로터
블레이드, 주익 (날개) 하우징
컴포넌트
› 자동차 부품

리니어 기술로 최고의 정밀도 및
역동성에서 최대의 머시닝 능력을
구현하다.
함부르크 근방 토르네쉬에 위치한 Loll Feinmechanik GmbH 는 거의 70 년에
달하는 절삭 가공 분야의 경험과 함께 "품질에 대한 열정" 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통합 지향적 하청업체는 에너지 부분, 항공 산업 또는 의료 기술과 같은
까다로운 업계에 제품을 공급합니다. 60 개 이상의 CNC 머신이 기업의 기술적인 중추를
형성하는 동안, 230 명의 직원은 전문적인 작업에 전념합니다. 가공 센터에 있는 대부분의
머신은 DMG MORI 의 것으로, Loll Feinmechanik 은 지난 8 년 동안에만 총 6 대의
DMF 시리즈의 컨트롤 스탠드 머신에 투자했습니다.
DMF 모델은 큰 공작물의 가공에 사용되며, 사실상 모든 크기를 다룹니다. 최신 모델에
속하는 DMF 260 linear 및 DMF 360 linear 는 Loll Feinmechanik 이 큰 Y 이송거리를
포함한 중량 버전으로 주문한 제품입니다. "안전성과 속도는 DMG MORI 컨트롤 스탠드
머신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대표 이사인 Jens Loll는 이 제품을 구입할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종종 우주 항공 산업을 위한 거대한 알루미늄 구조 부품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삭량이 90 %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스핀들 및
역동적인 리니어 드라이브는 이러한 컴포넌트의 생산적인 제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러나 리니어 기술의 정밀도 또한 대표 이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뛰어난
위치 정확도는 우리 품질 기준의 측면에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에 컨트롤 스탠드
머신의 안정적인 구조 또한 중요 요소로 개입합니다. "DMF 모델의 컨셉트는 오랜 기간과
큰 이송 거리에 걸쳐 최소한의 오차를 보장합니다."

Loll Feinmechanik GmbH
Borstelweg 14 – 16, D-25436 Tornesch
info@loll-feinmechanik.de

통합형 기술 프레임 워크 및 특수 부품 클램핑 장치를 포함한 ULTRASONIC 260 로터 블레이드
세그먼트의 마운팅; CFRP 센터 콘솔의 트리밍, 보어 및 포켓

800 x 400 x 250 mm

1,100 x 390 x 300 mm

독특한 통합:

센터 콘솔 / 자동차
재료: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
가공 시간: 3 분 50 초

대시보드 / 조선
재료: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
가공 시간: 9 분 20 초

표면 활성화 및 표면 정화를
위한 대기압 플라즈마.

기술 데이터

이송 거리 X / Y / Z: 2,600 / 1,100 / 900 mm;
B 축 회전 헤드: ± 100°; 스핀들 속도:
24,000 rpm; 급이송 속도: 40 (80) 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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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 가공
LASERTEC 65 3D 안내 영상
QR 코드 인식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모바일폰에서는
동영상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최신 안내 책자는 다음의 주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dmgmori.com

LASERTEC 65 3D
완성 부품 품질로
3D 부품의 적층 가공

LASERTEC 65 3D
지능적으로 결합한
레이저 금속 성형 및 밀링

패들 휠 / 스테인레스강 응용 예시
레이저 금속 성형 – 소요 시간: 312 분

1. 실린더의 레이저 디자인

2. 윤곽 생성

3. 콘 포함 끝단

4. 콘 밀링

6. 날개 디자인

7. 날개 밀링

8. 마무리

하이라이트
_ 최고의 표면 및 부품 정밀성
_ 파우더 노즐을 이용한 레이저 금속 성형:
파우더 베드에 비해 10 배 빨라진 속도
_ 지지 형상 없이 윤곽이 돌출된
최대 ø 500 mm 크기의 3D 부품
_ 디자인, 프로그래밍 및 가공을 위한 크로스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모듈

밀링 – 소요 시간: 240 분

5. 외곽선 밀링

응용 범위
제조

수리

코팅

기술 데이터

복잡한 일체형 부품의 프로토타입 및
소규모 시리즈 생산.

손상 및 마모된 컴포넌트의 수리.

X / Y / Z 이송 거리: 735 / 650 / 560 mm;
가공물 최대 치수 (5 축): ø 500 × 350 mm;
최대 적재 중량 (5 축): 600 kg;
설치 면적 (기계만 해당): 약 12 m²,
제어장치: 21.5" ERGOline® Control 및
SIEMENS 를 채택한 DMG MORI 의 CELOS®
SIEMENS 840D solutionline 의 Operate 4.5 탑재

부분적 또는 전체적 코팅 (부식 방지) 작업.

LASERTEC 45 Shape
새로운 차원의
고정밀 3D 레이저 가공 및 텍스처링

LASERTEC 45 Shape
4 m² 미만의 설치 면적에서
최대 ø 300 mm 공작물의
5 축 레이저 정밀 가공
* 머신만 해당

하이라이트
_ 동일한 설치 면적에서 80 % 늘어난 작업 공간 및
급이송 속도 60 m/min 의 3 배 확대된 동력
(LASERTEC 40 과 비교하여)
_ 토크 모터가 달린 회전 축과 원형 축이
통합되어 있어서 5 축 레이저 가공 가능
(옵션)

레이저 가공: 축소 모형에서의
금선 세공 공동.

lasertec shape 시리즈
로터리 테이블과 라운드 테이블이 통합된 LASERTEC 45 의 작업 공간,
정밀 스캐너가 장착된 레이저 헤드, CCD 카메라 및 늘릴 수 있는 측정 센서

텍스처링: 벌집 구조 사출금형에서의
벌집 구조

최대 2,100 mm 크기 공작물의 사출 금형 및
최대 8 t 무게 공작물의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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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조합을 통한 신속한 프로토타이핑 –
레이저 및 밀링 작업

매니징 파트너 Gerhard Weihbrecht.

ULTRASONIC

ULTRASONIC
고급 재료의 경제적인 연마,
밀링 및 보어링 가공

볼퍼츠하우젠에 위치한 가족 경영 기업의 본사.

1986 년 이래 독일 볼퍼츠하우젠에
위치한 WEIHBRECHT Lasertechnik GmbH
는 정밀성, 완제품 및 혁신을 대표합니다.
"아이디어에서 솔루션까지" 라는 원칙에
충실하여 WEIHBRECHT 는 레이저에서부터,
종전의 기계 가공을 지나, 워터젯 절단에
이르는 다양한 가공 기술의 종합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레이저 가공과 신속한
프로토타이핑을 위한 중형 기업입니다. 이에
우리는 의미 있고, 선구적인 모든 신규 개발을
통합하고, 레이저로 가능한 거의 모든 생산
가능성을 달성합니다. "매니징 파트너인
Gerhard Weihbrecht 의 말입니다.

2015 년 1 월부터 첫 번째 LASERTEC 65 3D
가 볼퍼츠하우젠에 도입됩니다. "다른 구조
방식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저는
LASERTEC 65 3D 의 하이브리드 기술에서
큰 가능성을 봅니다. 새로운 형상을 포함한
까다로운 공작물을 공정 챔버 또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형상 지지체 없이
복잡하지 않고 재료 친화적으로 제조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말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이미 제품 개발의 단초를 보았습니다.
또한 통합된 밀링 옵션은 매우 중요한 차별화
요소를 제공합니다."

JS & FUJI BC CO., LTD.
CVD Diamond 의 사용으로 인한 툴 라이프
400 % 증가

CVD Diamond – Lasertec 20 분쇄 정밀 공구

JS&FUJI BC CO., LTD. 는 2001 년
5 월에, 다이아몬드 제조 툴과 장비의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회사이다.
제조회사 JS & FUJI BC CO., LTD, PCD (Poly
Crystalline Diamond) & 터닝, 밀링 인서트
보링 바이트, Slotting Saw Blade, Grooving
Tool, 다양하고 특별한 스텝리머 등 과 같은
PCBN (Poly Cubic Boron Nitride) 는 툴.

CVD (Chermical Vapor Deposition)
다이아몬드 재료, CVD 다이아몬드 툴과
Mono Single Crystalline Diamond material
& Mono Single Crystalline Diamond 툴.
천연 다이아몬드 툴, 진공 브레이징 생산은
모든 종류의 다이아몬드, 세라믹, 카바이드
팁, T/C 그 외 단단한 재료는 진공으로 두
개의 재료를 본딩한다.

JS & FUJI BC CO., LTD.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261,
대우 테크노파크 D-1012 (420-806)
Tel. 032-676-7261, Fax. 032-670-7263

10 배 증가한 생산력
줄어든 서브 표면 손상
향상된 툴 수명
최적의 입자 세척
하나의 머신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가공 (연마, 드릴링, 버니싱)

소재:
› 산화 세라믹, Si3N4, SiC
› 글라스 및 글라스 세라믹
› 강옥 (사파이어, 루비), 경질 합금

›
›
›
›

목표 시장:
반도체, 우주 항공 산업
시계 산업, 정밀 공학
광학, 의료 산업
펌프, 피팅, 섬유 산업

기술 이점:

› 생산성 증가 및 채터링 감소를

위해 감소한 프로세스 힘
› 균일한 표면 구조
› 정삭 시 증가한 금속 제거율
› 길어진 툴 수명

소재:
› 인코넬
› 티탄 알루미나이드
› 마그네슘 및 알루미늄 합금

›
›
›
›

목표 시장:
터빈 컴포넌트
모터 컴포넌트
구동축
의료 인공 삽입물

60 × 60 × 30 mm
자이로스코프 / 우주 항공
재료: 글라스 세라믹
가공 시간: 179 분

55 × 50 × 10 mm

Diamond Technology

ULTRASONIC 밀링 가공

기술 이점:

› 더 낮은 프로세스 힘으로 인해 최대
›
›
›
›

WEIHBRECHT Lasertechnik GmbH
Frankenstraße 1, D-74549 Wolpertshausen
info@weihbrecht.de, www.weihbrecht.de

DMG MORI LASERTEC 20 정밀공구 와 CELOS®

ULTRASONIC 연마 가공

시계 하우징 / 시계 산업
재료: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
가공 시간: 13 분

기술 데이터

X / Y / Z 이송 거리: 320 / 300 / 280 mm;
급이송: 50 m/min; 가속도: 12 m/s2;
스핀들 속도: 40,000 rpm;
테이블 하중: 최대 80 kg (5 축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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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경계에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16 년 간의 공백 이후 Porsche 는 FIA 세계 내구레이스 챔피언십 (FIA World
Endurance Championship) 으로 복귀하면서 전통과 경험을 LMP1 클래스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레이싱팀은 DMG MORI 에서 공작 기계 산업의 혁신 리더로서 레이싱팀의
성공에 기여할 기술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DMG MORI 는 두 가지 측면에서 Porsche 를
지원합니다. 하나는, 레이싱팀을 위한 고품질의 자동차 구성품을 제조하는 오랜 기계 공급
업체로서 기업의 역할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DECKEL MAHO Seebach 의 공작 기계 제조
사는 2014 시즌 동안 Porsche 919 하이브리드를 위해 확장된 부품 팔레트를 개발 및 제조
하는 부품 생산을 구축했으며, 이 부품 팔레트에는 펌프 스테이지 또는 전기 모터의 정교한
하우징과 디퍼렌셜용 잠금마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페달용으로 베어링 샤프트,
베어링 헤드, 고정 스피곳 및 열가소성 소재의 스페이서가 제조됩니다. 재료의 범위는 강철,
알루미늄, 티탄 및 플라스틱을 포함합니다. "Porsche Motorsport CNC Competence Center"
는 또한 정밀성, 유연성 및 혁신적인 기술의 이전을 대표합니다.
"우리에게 이 계약은 우리의 기계 성능과 기술 노하우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DECKEL MAHO Seebach 의 응용 기술 책임자인 Thomas Hauer 박사가 말합니다. 튀링겐
(Thüringen) 의 최신식 공장은 기술 파트너의 역할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DECKEL
MAHO Seebach 는 DMU eVo linear 시리즈와 같은 5 축 범용 가공을 위한 혁신적인 공작
기계 및 지속 정확한 HSC 가공 센터의 제조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현장은 기계 컴포넌트의 뛰어난 생산 능력 및 제조의 수직적 범위에 있어 단연 두드
러집니다. 이 모든 것이 응용 기술 내에서 심오한 프로세스 및 기계 노하우와 함께 결합됩니
다. 현재 부품은 HSC 70 linear 및 DMU 60 eVo 의 도움으로 기술적 한계점에 도달해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확성 및 복잡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모두 문제없이 가공됩니다.
DMG MORI 는 "Porsche Motorsport CNC Competence Center" 와 더불어 '최고 품질의
컴포넌트를 개발함으로써 독일 바이자흐 (Weissach) 의 Porsche 레이싱팀을 지원한다'
는 목표를 강조합니다. 부품 스펙트럼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까다로운 부품에 대한
지능형 제조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 또한 궁극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때 초점은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한 중심 초석으로서 장기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준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ø 30 × 90 mm

80 × 70 × 20 mm

36 × 44 × 10 mm

전기 모터용 하우징
밀링 DMU 60 eVo FD
재료: 알루미늄
소요 시간: 105 분

펌프 단계용 하우징
밀링 DMU 60 eVo FD
재료: 알루미늄
소요 시간: 58 분

푸시 로드
밀링 HSC 70 linear
재료: 알루미늄
소요 시간: 28 분

DMG MORI 와 포르쉐의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인해 전통과 정밀성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갖춘 기술적 리더십이라는 공통 분모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DMG MORI 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dmg mori & p or s che | 다 음

페이지

라이프 사이클 관리 서비스

Journal n0 1 – 2015

완벽한 사용. Porsche 919 하이브리드 하이테크 스티어링 휠의 제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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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 PORSCHE

Porsche 모터 스포츠
LMP1 팀 –
"혁신을 통한 성공"

그림의 공작물은 DMG MORI 기계를 통해 제조된
대형 부품 스펙트럼에서 선택된 예시입니다.
Porsche 팀 기술 디렉터, Alexander Hitzinger.

Porsche 의 LMP1 개발 책임자인 Alexander Hitzinger 가 세계
내구레이스 챔피언십 (World Endurance Championship) 으로
복귀하면서 도전 및 기술 파트너인 DMG MORI 와의 긴밀한
협력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스티어링 휠 금형
DMC 105 V linear 에서 Porsche 919
하이브리드 의 스티어링 휠
(탄소섬유 소재) 용 금형의 밀링
재료: 알루미늄
소요 시간: 약 5 시간

Hitzinger 씨, Porsche 가 16 년 만에 LMP1 클래스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ubc GmbH

a. hitzinger __ Porsche 는 오래 전부터 모터스포츠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미래에는 모터스포츠를 기업의 플래그쉽으로 여길 것입니다. LMP1 클래스는
최고 수준의 모터스포츠일 뿐만 아니라, Porsche 는 여기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귀라는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규정은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기술과 같은 기술 혁신을 경주 트랙에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선택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모터스포츠의 경량 구조 및 안전.

이 프로젝트에서, 특히 Porsche 919 하이브리드의 개발에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a. hitzinger __ LMP1 클래스 및 르망 (Le-Mans) 프로토타입 부문의 수준은
지난 10 년 동안 크게 높아졌습니다. 큰 도전은 무엇보다 먼저 적합한 조직 구조를
다시 확립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개발팀은 처음에는 직원이 10 명에 불과했지만,
오늘날 150 명에 달하는 등 매우 빠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Porche 919 하이브리드의 개발에서 제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기본 차량이 없어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시즌, 경주 트랙에서 또한 차량 개발에서 어떠한 경험을
쌓으셨습니까?

a. hitzinger __ 우리는 한 경기 한 경기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며, 매우 짧은
시간만에 대단히 경쟁력 있는 차량으로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Porche 는 퀄리파잉 (예선) 에서 심지어 자력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공의 증가가 바로 매우 가파른 학습 곡선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최적화하는 데 전념하기 때문입니다.
시즌이 시작하기 전, DMG MORI 를 Porsche 팀의 독점적인 프리미엄
파트너로 소개하셨습니다. 이 협력에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hitzinger __ DMG MORI 와 Porsche 모두 기술적으로 매우 혁신적입니다.
이것은 공동의 노하우를 이용하거나 우리의 까다로운 부품을 위한 새롭고 효율적인
생산 솔루션을 개발하기에 아주 좋은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터스포츠에서
이러한 혁신은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새 시즌을 위한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a. hitzinger __ 우리 공정의 최적화와 Porsche 919 하이브리드의 발전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조 부문에서 DMG MORI 와의 협업을 통해 경주 트랙에
근본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기술적, 시간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포디움의 달성과 더불어 지난해의 긍정적인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CNC 팀 책임자인 Thorsten Lengwenus 가 DMG MORI
DMU 가공 센터의 다양성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ubc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CAD / CAM 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Porsche 919 하이브리드의 스티어링 휠이
만들어집니다.

독일 무어 (Murr) 의 ubc GmbH 는 LMP1 클래스 Porsche 팀의 파트너로,
Porsche 919 하이브리드의 제작에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50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이 회사가 레이싱팀의 성공에 기여한 것은 바로 다년간 쌓아온 탄소의 처리에 대한
전문지식입니다. ubc 는 약 20 년 동안, 모터스포츠 및 현재 Porsche GT3 RS 와 같은
시리즈 생산 차량에 사용될 고성능 탄소 섬유 소재로 이루어진 까다로운 부품을
설계 및 생산해왔습니다. "탄소는 뛰어난 강도 덕분에 알루미늄과 티탄과 같은 기존의
경량 소재에 대한 완벽한 대안이 됩니다." CNC 팀 책임자인 Thorsten Lengwenus 가
말합니다. ubc 는 까다로운 작업에서 전문적인 능력, 100 % 에 달하는 제조의
수직적 범위 및 최신 기술의 사용을 통해 품질 안정성 및 유연성을 달성합니다.
복잡한 밀링 작업을 위해, ubc 는 특히 DMG 의 3 가지 DMU 가공 센터를 제공합니다.
DMU 200 P, DMU 125 P duoBLOCK® 및 DMC 105 V linear. "완제품의 품질은 금형의
정확도에 의존합니다." Thorsten Lengwenus 가 말합니다. DMG MORI 는 강력한 성능
및 정밀성을 갖춘 기계로 이러한 요구를 매우 안정적으로 충족할 것입니다. 신뢰성은
DMG MORI 에게 또 다른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CNC 가공이 원활히 작동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레이싱에서는 가끔은 매우 짧은 반응 시간을 엄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ubc GmbH
Robert-Bosch-Strasse 10, D-71711 Murr
info@ubc-gmbh.com, www.ubc-gmb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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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919 하이브리드

휠 캐리어

브레이크 디스크 챔버

밀링 DMC 125 U duoBLOCK®
재료: 특수 알루미늄

터닝 CTX beta 800
터닝 DMU 80 eVo linear
재료: 티탄
소요 시간: 5 축 밀링 약 7 시간

MBFZ toolcraft GmbH

Kaiser Werkzeugbau GmbH

기록적인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정밀 머시닝

모터스포츠의 성공을 위한 양질의 부품

toolcraft 대표이사 Christoph Flauck (왼쪽), Porsche 담당 매우 정확하고 생산적인 5 축 가공으로 toolcraft 는 이
프로젝트 책임자 Stefan Auernhammer (가운데) 및
휠 캐리어와 같은 복잡한 정밀 부품을 생산합니다.
Robert Renner.

(왼쪽부터) Kathrin Hebgen, 커뮤니케이션팀 소속;
Ragnar Bregler, 판매부장; Hans Ihrlich, 운영 관리자;
Birgit Jachmann, 커뮤니케이션팀 소속.

1989 년 설립된 MBFZ toolcraft GmbH 는 정밀 부품의 신속하고 확실한 제조를
통해 우주 항공 기술, 광학 산업, 의료 기술 및 자동차 경주 부문의 고객을 만족시킵니다.
자동차 경주 부문은 세계 내구레이스 챔피언십 (World Endurance Championship) LMP1
클래스의 Porsche 팀을 위한 작업으로 인해 지난 3 년 동안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260 명이 넘는 직원은 10,500 m2 의
생산 면적에서 까다로운 자동차 컴포넌트의 원활한 생산을 보장합니다.
이때 toolcraft 는 15 대의 DMG MORI CNC 머신의 지원으로 기계 가공의 전체
팔레트를 사용합니다. 부품 스펙트럼은 니켈기 합금의 내열성 매니폴드 플랜지부터
내구성이 뛰어난 휠 캐리어에 이릅니다. toolcraft 의 대표 이사인 Christoph Hauck 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는 연간 수백 개의 부품과 프로토타입, 중소 규모의 시리즈를
생산합니다." 다양하고 강력한 성능의 기계류는 필요한 유연성을 달성할 것입니다.
뛰어난 품질 표준을 위해서는 생산에도 매우 진보된 방법이 필요합니다. "DMG MORI 의
높은 혁신 수준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Christoph Hauck 는 새로 개발된
LASERTEC 65 3D 와 관련하여 덧붙입니다. toolcraft 는 이미 금속 레이저 용융 부문에서
네 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 기계에서 이루어지는 레이저 금속 성형 및 밀링의
결합으로 복잡한 형상 분야에서 큰 가능성을 봅니다.

독일 헬퍼스키르헨 (Helferskirchen) 에서 1984 년 설립된 Kaiser Werkzeugbau
GmbH 는 모터스포츠의 위탁 생산 업체로 여러 해 동안 일해왔으며, 까다로운 과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약 50 명의 완벽하게 교육 받은 직원들이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 및 시간 엄수를 보장합니다. 이 팀은 지난 2년 동안 정교한 기계
부품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으며, 이 부품은 지난 시즌부터 세계
내구레이스 챔피언십 (World Endurance Championship) LMP1 클래스의 Porsche 919
하이브리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Kaiser Werkzeugbau 는 현대적인 생산으로 높은 생산
요구를 올바르게 수행합니다. 17 개의 DMG MORI 가공 센터 및 터닝 머신이 프로세스
안정적이고 유연한 생산을 보장합니다.
또한 최근 투자에는 2 대의 CTX beta 시리즈 터닝 머신과 2 대의 DMU eVo 가공
센터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기계와 관련하여 우리가 매우 폭넓은 부품 스펙트럼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매부장인 Ragnar Bregler 가 말합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챔버부터, 스티어링 및 모터용 컴포넌트, 구조 부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경주용 자동차의 거의 모든 필수 요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높은 복잡성을
바탕으로 5 축 기술 또는 고속 밀링과 같은 생산적인 제조 솔루션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다음 가공 센터가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HSC 70 linear 가 우리 제품의
뛰어난 표면 품질을 위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MBFZ toolcraft GmbH
Handelsstraße 1, D-91166 Georgensgmünd
toolcraft@toolcraft.de, www.toolcraft.de

Kaiser Werkzeugbau 에서는 완벽한 품질 관리가
기준이 됩니다.

Kaiser Werkzeugbau GmbH
Gewerbegebiet, D-56244 Helferskirchen
kontakt@kaiser-wzb.de, www.kaiser-wzb.eu

30

dmg mori

한국

세계 시장 신제품

기술

ecoline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 관리 서비스

MD Drucklufttechnik GmbH & Co. KG

NLX 시리즈

NLX 시리즈 –
30 개의 다양한
구성 단계가 있는
9 종의 모델
Claus-Werner Bay, MD Drucklufttechnik 대표 이사: "CTX beta 800 linear 의
리니어 드라이브는 최대의 역동성과 높은 위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MD Drucklufttechnik 에게 매우 정밀하고 까다로운 공작물의 제조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유지보수가 필요없는 리니어
드라이브가 최고의 정밀성을
보장하다.

2010 년부터 3 대의 CTX beta 800 linear 를 포함한 자체
제조 시스템으로 품질과 유연성에 대한 높은 요구를 만족
시킵니다.
X 축의 리니어 드라이브로 CTX beta 800 linear 는
1 g 에 이르는 가속도 값을 달성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인상적인 역동성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치 정확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Claus-Werner Bay 가 말합니다.
"후자는 높은 품질 요구에 비추어 매우 큰 장점입니다.
훈련된 산업 엔지니어들은 추가적인 플러스 요소가
리니어 기술의 내마모성에 있다고 봅니다. 이는 축 영역의
지속 정확성뿐만 아니라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Mannesmann 그룹에 뿌리를 두고 있는 MD Drucklufttechnik GmbH & Co. KG 는 컴프레서 및 압축공기 기술
분야에서의 오랜 기간의 경험을 회상합니다. 1983 년부터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정착해온 이 기업은 수공업과 산업을
위한 양질의 압축공기 공구 및 압축공기 모터를 생산합니다.
"우리 제품을 위한 고정밀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하우와 첨단 제조 기술이 요구됩니다." 대표 이사인
Claus-Werner Bay 는 말합니다. MD Drucklufttechnik 은

30 개의 다양한 구성 단계가 있는 9 종의 모델이 포함된
NLX 시리즈는 최상급 수준의 성능과 유연성,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2 축 터닝 머신부터 카운터 스핀들 및 Y 축을
사용한 6 면 완전 가공에 이르기까지, NLX 시리즈는 모든
가공 범위를 아우릅니다.

MAPPS IV 와 10.4" TFT 디스플레이를갖춘
모델 곧 출시.****
* CELOS ® 를 갖춘 새로운 디자인에 제공됨
* * CELOS ® 를 갖춘 새로운 디자인에만 제공됨
*** 현재: NLX 2500 | 700MC, NLX 2500 | 1250MC 모델의 경우
CELOS ® 를갖춘 새 디자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 NLX 4000 모델의 경우 19"
터닝 = 고정 툴; MC = 전동 툴; Y = 전동 툴 및 Y 축;
SMC = 전동 툴 및 카운터 스핀;
SY = 전동 툴, Y 축 및 카운터 스핀들

NLX 2500SY | 700
카운터 스핀들 및
Y 축이 포함된
성공 모델

MD Drucklufttechnik GmbH & Co. KG
Weissacher Straße 1, D-70499 Stuttgart
www.mannesmann-demag.com

ctx beta 800 linear 의 하이라이트
CTX beta 800 linear
X 축 방향의 리니어 드라이브
1 g 가속도 및
최고의 지속 정밀도

지금
주문
하십
시오
DMG
!
MOR
I
머
신중
가장
많이
판매
되는
제품
입니
다.

_ CTX linear – 수명이 5 년 보장되는 리니어 드라이브

사용으로 1 g 의 가속도로 터닝 가공
_ 최고의 지속 정밀도로 최대 30 % 더 빠른 생산
_ 지난 2010 년 기계 모델에 비해 28 % 줄어든
에너지 소비량, 전체 KfW 자금 지원

_ 최상의 역동성 및 지속 정밀도
_ 5 년 사용 보증

ø 80 × 100 mm
가이드 부시 / 자동차
재료: S45C
가공 시간: 13 분 29 초

ø 120 × 100 mm
유압 밸브 / 유체 기술
재료: S45C
가공 시간: 30 분 35 초
기술 데이터

바 가공 최대 ø 76 mm (옵션 ISM 102 최대 ø 102 mm);
최대 회전 길이 850 mm 및 최대 공작물 직경 410 mm;
메인 스핀들 ISM 76 (5,000 rpm, 380 Nm, 34 kW);
12 칸 VDI 40 리볼버, 4,000 rpm, 11.3 kW 및 28 Nm,
6 개의 블록 툴 스테이션 포함

메인 및 카운터 스핀들용 변압기 및 클램핑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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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art e.K.

전동 툴 (4,000 rpm, 옵션 10,000 rpm) 의 뛰어난 밀링 능력을
위한 BMT® 기술

30 가지 버전의 머신 툴 모델 9 종
터닝 길이
(mm)
1,500

1,250

NLX
2500 | 1250*
MC***, Y,
SMC, SY

NLX
3000 | 1250**
터닝,
MC, Y

700

NLX
2500 | 700*
터닝, MC***,
Y, SMC, SY

NLX
3000 | 700*
터닝,
MC, Y

500

NLX
1500 | 500*
MC, Y, SMC, SY

NLX
2000 | 500*
MC, Y, SMC, SY

NLX
2500 | 500**
터닝

6"

8"

10 / 12"

NLX
4000 | 1500**
터닝,
MC, Y

유럽 시장용으로 베르가모에서 생산되는 NLX 2500SY | 700.

2008 년 이후로 microart 는 전적으로 DMG MORI 의 NLX 터닝
머신만을 사용하여 작업합니다.

microart 는 최근에 NLX 2500Y | 700 1 대를 구입했습니다.

정밀성을 기술로
이해하다.

5 종, 카운터 스핀들 포함 모델 2 종) 은 고정밀 터닝 가공을
위한 기술적 기초를 형성합니다. 최근에 구입한 제품은
NLX 2500Y | 700 입니다.

NLX
4000 | 750*
터닝,
MC, Y

척 크기
12"

15 / 18"

7 년 전 설립된 microart e.K. 는 얼마 지나지 않아
머시닝 기술의 전문가로 자리잡았습니다. 로딩 (Roding)
출신의 이 하청업체는 자동차 기술, 우주 항공 및 기타 첨
단 기술 부문의 유명 고객에 복잡한 정밀 부품을 공급합
니다. 또한 microart 는 까다로운 기업의 강력한 파트너로
서 높은 성능 수준을 장기간에 걸쳐 유지하기 위해, 금속
가공에서 신뢰할 수 있는 DMG MORI CNC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NLX 시리즈의 7 개 모델(심압대 포함 모델

microart 는 2008 년 첫 번째 모델을 구입한 이래 DMG MORI
를 선택한 것에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
결정적이었고, 지금도 그러한 것은 무엇보다도 뛰어난 기계
의 안정성입니다." microart 의 기술 책임자 겸 대리인
Michael Kerscher 가 이 투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높은 정밀도 또한 결정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효율적인
생산은 안정적인 프로세스에 달려있기 때문에, NLX 머신의
신뢰성 또한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최근 6 년
동안, 우리는 매우 적은 서비스 요구사항을 가졌습니다."

nlx 시리즈의 하이라이트
_ CELOS® 를 적용한 새로운 DMG MORI 디자인
_ 최적의 완충 특성 및 동적 견고성을 갖춘 모든

축 방향의 플랫 가이드
_ 열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는 머신 베드에 통합된
냉각수 순환 기능
_ 가공 센터 수준과 맞먹는 밀링 성능을 갖춘
최대 BMT® 리볼버 (내장형 모터 터렛)
_ 바 로더와 포털 로더를 포함한 다양한 자동화
기능 제공

microart e.K.
Turonstraße 16, D-93426 Roding
info@microart-roding.de, www.microart-roding.de

NLX 4000 | 1500
최대 ø 500 mm
(Y축 제외 시 ø 600 mm)
대형 공작물의
효율적인 통합 가공

기술 데이터

최대 회전 직경: 366 mm (Y 축 미포함 회전 직경 460 mm);
최대 회전 길이: 705 mm; 바 구경: 80 mm;
메인 스핀들: 4,000 rpm, 18.5 kW; 카운터 스핀들: 6,000 rpm, 11 kW;
12 칸-리볼버 (옵션 10, 16, 20 칸 리볼버) 전동 툴 속도 10,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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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최대 회전 직경: 600 / 500 mm; 최대 회전 길이: 1,538 / 1,584 mm;
최대 바 구경: 117 mm; 메인 스핀들 최고 속도: 2,000 rpm;
메인 스핀들 출력: 37 / 30 kW; 툴 스테이션 개수: 10 (옵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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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한국

세계 시장 신제품

기술

ecoline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 관리 서비스

SPRINT          자동 터닝

NZX          생산 터닝

SPRINT 50-2T –
추가된 기능: fanuc 31ib 에 mapps 를
채택한 dmg mori 의 celos®

NZX 4000 | 3000
리볼버를 두 개를 이용하여
생산성이 뛰어난 축 가공
에너지 산업용 오일이나 가스 파이프 라인처럼 직경이 크고 길이가 긴
샤프트 부품 가공도 가능합니다.리볼버가 두 개 장착된 NZX 4000 은 고성능
절삭 부문에서도 최상의 가공 성능을 제공합니다. 머신 툴의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므로 고성능 절삭에서 BMT® 기술 (내장된 모터 터렛) 이 적용된 상단
리볼버를 사용할 수있습니다. BMT® 리볼버의 밀링 성능은 SK40 급 가공센터
의 성능에 맞먹습니다. 스핀들 구경의 선택 폭이넓어서 이 머신 툴로 다양한
공작물을 가공할 수있습니다. NZX 는 대형 부품 가공의 생산성을극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생산 솔루션입니다.

메인 스핀들 및 카운터 스핀들의 병렬 가공;
상부 리볼버 (기본 사양) 를 위한 ± 35 mm Y 축,
하부 (옵션)

2 x VDI 25 리볼버, TRIFIX® 정밀 고속 교체 시스템
포함 (각각 12 개의 전동 툴용 스테이션)

sprint 50 의 하이라이트
SPRINT 50-2T
최대 24 개의 전동
및 2 개의 Y 축을 사용한
4 축 생산 터닝

_ 최대 ø 50 mm (65 mm*) 바 재료의 4 축

생산 터닝
_ 속도 감소없이 동기식 전송을 통해 메인 및

카운터 스핀들의 2 번의 세팅으로
이루어지는 바 부품의 6 면 통합 가공
_ 대형 작업 공간, 최대 300 mm 의 깊은 구멍
드릴링이 메인 및 카운터 스핀들에서 가능
_ 12 칸 VDI 25 리볼버, TRIFIX® 고속 교체
시스템 적용, 30 초 미만의 툴 셋업 타임,
반복 정밀도 6 pm 미만
_ 12 개의 전동 툴 스테이션이 포함된
리볼버로 인한 최고의 머시닝 능력,
6,000 rpm **, 12 Nm 및 6.3 kW
(S6 – 40%)
* 옵션, ** 8,000 rpm SIEMENS 버전

nzx 4000 | 3000 하이라이트
NZX 4000 | 3000 –
크고 길이가 긴 공작물
가공을 위해 스핀들
구멍이 최대 ø 285 mm 에
이르는 터닝 센터의
고효율 4 축 가공

_ 넓은 플랫 가이드로 인한 견고하고

안정성이 높은중량 스틸 가공
_ 직경이 크고 길이가 긴 샤프트 부품의

_

_
_
_

4 축 가공: 리볼버 1, Y축 터닝 및 밀링
가공, 리볼버 2, 터닝 가공;툴 스테이션
개수: 12 (리볼버 1) 및 8 (리볼버 2)
리볼버 1, SK40 가공 센터와 맞먹는
밀링 성능: BMT® 기술 적용으로
출력이 11 / 7.5 kW 에 달함
스핀들 구멍 크기 3 종:
ø 145 / ø 185 / ø 285 mm (A / B / C)
깊은 구멍 드릴링에 길이가 긴 드릴
바 사용*
NC 베젤을 최대 2 개까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음*
* 옵션

ø 48 × 62 mm
노즐 / 유압 장치
재료: 스테인레스강
(AiSi 303)
가공 시간:
210 초

대안 제품

기술 데이터

SIEMENS 를 채택한 DMG MORI 의 CELOS® (2015 년 06 월 부터)
_ 2 개의 리볼버 빛 TWIN 컨셉트를 적용한 머신
_ 3 개의 리볼버
_ 3 개의 리볼버, 하부 리볼버용 B 축 포함

최대 직경: ø 660 mm; 최대 회전 길이: 3,000 mm;
메인 스핀들 최고 속도: 2,000 / 1,500 / 1,000 rpm (A / B / C);
척: 15 - 24"; 리볼버 개수: 2 개 (Y 축은 리볼버 1 에서만
사용 가능); 전동 툴 (리볼버 1) 최고 속도: 3,5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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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산업에 이상적: 큰 내경 – 스핀들 직경 최대 ø 285 mm.

최대 117 Nm 토크의 BMT® 리볼버 (내장형 모터 터렛).

NZX 4000 | 3000 을 이용하면 최대 ø 660 mm 및 3,000 mm 크기의 공작물까지 효율적으로 중량 스틸 가공할 수 있습니다.

Geiger Fertigungstechnologie GmbH
NZX 터닝 머신으로 달성한 생산성 및 유연성.

ø 200 × 1,000 mm

ø 40 × 2,500 mm

크랭크 샤프트 / 자동차
재료: S45C
가공 시간: 40 분

볼 스크류 / 기계 제작
재료: SCM440
가공 시간: 14 분 10 초

Geiger 는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 오랜 기간 DMG MORI 의
NZX 머신과 함께 했습니다.

생산 책임자 Rainer Krausz 와 기술 감독 Dieter Neller, 까다로운 제품에
대한 최적의 생산 경로를 개발하는 것은 이들의 책임입니다.

Geiger Fertigungstechnologie GmbH 는 50 년 이상
까다로운 터닝 및 밀링 부품의 주요 제공업체로서
성장해왔습니다. 2 차 공급업체로서 프렛츠펠트 (Pretzfeld)
에 위치한 이 기업은 주로 고품질의 자동차 컴포넌트를
생산하여, 여기에는 Bosch 를 위한 인젝터도 포함됩니다.
Geiger 는 약 350 명에 달하는 능력있는 직원들과 제조
분야의 높은 혁신 수준의 도움을 통해 Bosch 그룹의 우선
공급업체로서의 지위를 달성했습니다. DMG MORI 의 NZ
및 NZX 시리즈의 수많은 이중 스핀들 터닝 머신은 로봇 및
체인 프로세스가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생산성을 보장하는
동안 인상적인 가공 품질을 제공합니다. Geiger 는 생산에
한편으로는 대량 생산을, 다른 한편으로는 유연성을
결합합니다. Geiger 는 여러 해 동안 DMG MORI 의 이중
스핀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마지막 2 개의 생산 라인은 총

30 대의 NZ 1500 및 NZX 1500 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주문에서 우리 사고의 출발점을 새로이 점검하고, 가장
적합한 제조 솔루션을 찾습니다." Geiger 의 기술 감독인
Dieter Neller 가 말합니다. 생산 작업 공정에서 이중 스핀들은
손쉬운 설치를 바탕으로 의미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복잡한 멀티 스핀들 터닝 머신에서
가능했던 것보다 부품의 변경에 조금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Rainer Krausz 가 덧붙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기계의 조작 및 프로세스 진행은 매우 일목 요연하게
해결되었습니다.

Geiger Fertigungstechnologie GmbH
Espachweg 1, D-91362 Pretzfeld
www.geiger-pretzfeld.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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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ecoline

시스템

NHX          수평 가공

라이프 사이클 관리 서비스

15,000 rpm 급 신형 speedMASTER 스핀들 채택으로 절삭 성능,
속도 및 정밀성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NHX 시리즈 –
글로벌 생산 컨셉트 –
시장의, 시장을 위한
전 세계 21 개의 생산 현장 및 매년 20,000 대 이상의 기계를 통한 생산 능력은
DMG MORI 는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만들어 줍니다.
해당 지역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생산은 제품과 서비스 모두에서 균일하게 높은 품질 기준을
보장합니다. NHX 머신은 4 곳의 우리 최신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이 시리즈의 생산을 위한
주공장은 일본 이가 현장입니다. 여기에서는 NHX 4000 부터 NHX 10000 에 이르는 모든
NHX 시리즈 머신이 제조됩니다. NHX 의 적응 모델인 중국 시장용 NHC 시리즈는
NHC 4000 및 NHC 5000 와 함께 중국 톈진 현장에서 생산됩니다. 2015 년부터 NHC 시리즈는
#50 모델 NHC 5500 및 NHC 6300 로도 확대됩니다. 미국 시장을 위해 DMG MORI 는
NHX 4000, NHX 5000 및 NHX 6300 의 생산을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공장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유럽 시장을 위한 NHX 4000 및 NHX 5000 는 독일 바이에른에 위치한
DECKEL MAHO Pfronten 에서 제조됩니다.

DMG MORI 의 speedMASTER –
10,000 시간 또는 18 개월 작업이 보장되는
#40 유니버설 밀링 스핀들
기본 버전에서도 이미 최고의 머시닝 능력,
NHX 시리즈 2 세대를 위한 기본 사양
_ 15,000 rpm, Ul Nm 및 21 kW (40 % DC)
_ 하이 토크 (옵션): 15,000 rpm, 200 Nm 및 46 kW (40 % DC)
_ 하이 스피드 (옵션): 20,000 rpm, 120 Nm 및 35 kW (40 % DC)

NHX 시리즈
가공물 최대 높이
(mm)
1,600

NHX 10000

1,450

NHX 8000

1,300

NHX 6300

1,100

NHX 5500

1,000
900

NHX 5000
(2 세대)
NHX 4000
(2 세대)

400 × 400
스핀들 냉각
스테이터 코일 주위를 순환하는 오일 재킷 냉각은
스핀들 내부의 열 분산을 최소화합니다.

툴 클램핑
최대 5 억 사이클의 일관된 클램핑력을 가진
새로운 툴 홀더

500 × 500

630 × 630

#40 툴 홀더

800 × 800

#50 툴 홀더

최대의 내구성과 정확성
_ 긴 수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형 스핀들 베어링
_ 최적화된 밀폐 성능, 냉각 윤활제가 침투하지 않음
_ 반복 정밀도가 뛰어난 견고한 툴 홀더

MAGNESCALE – 기본 사양에서 이미
0.01 µm 인 자기 측정 시스템으로 인한
최상의 정밀도

dmg mori 의 공동개발품

마그네스케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 페이지부터



DDM® 기술 –
직접 드라이브 테이블 (옵션)
_ 최단 포지셔닝 시간 동안 최대 100 rpm,
NHX 4000 의 경우 0.8 초, NHX 5000 의
경우 1.54 초, NHX 6300 의 경우 2.09 초
드라이브 동력을 직접 전달하는 기어가
없는 테이블 드라이브
_ 기어 없음 = 백래시 없음
_ 뛰어난 전달 효율 및 고속 피드
_ 유지보수가 적고 긴 제품 수명을
위한 내마모성

1,000 × 1,000

팔레트 크기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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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생산

아시아

미국
IGA Campus –
이가 시, 일본

Tianjin Factory –
톈진, 중국

유럽
DMG MORI
Manufacturing USA –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DECKEL MAHO
Pfronten –
바이에른, 독일

일본의 IGA Campus 는 80,000 m² 면적으로
DMG MORI 의 생산 현장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중국 시장을 위한 중국에서의 NHC 머신 현지 생산

현지 시장을 위한 미국 데이비스 현장에서의
NHX 의 현지 생산

유럽 현지 생산의 중심: 독일 DECKEL MAHO Pfronten

월 300 대의 기계를 위한 약 80,000 m²
생산 면적

월 100 대의 기계를 위한 약 22,000 m²
생산 면적

월 100 대의 기계를 위한 약 20,500 m²
생산 면적

한 해 약 1,500 대의 기계를 위한 약
75,000 m² 시가지

› #40: NHX 4000, NHX 5000
› #50: NHX 5500, NHX 6300,

› #40: NHC 4000, NHC 5000
› #50: NHC 5500 (2015 년 4 분기부터),

› #40: NHX 4000, NHX 5000
› #50: NHX 6300

› #40: NHX 4000, NHX 5000

NHX 8000, NHX 10000

NHC 6300 (2015 년 4 분기부터)

2 세대 nhx 4000 / nhx 5000 하이라이트
NHX 4000, NHX 5000
2 세대 / #40 홀더
뛰어난 안정성, 정밀성 및
동력을 갖춘
수평 가공 센터

_ 칩투칩 시간을 최대 2.2 초까지 단축 | 켜주는 고동력.
_
_
_
_
_
_

1.2 / 1.2 / 1.2 g (NHX 4000) 및 1.1 / 1.2 / 1 g (NHX 5000);
최대 96 m/min 의 급이송속도, 기본 사양으로 60 m/min 제공;
35 % 향상된 뛰어난 안정성
신형 speedMASTER 스핀들 채택으로 극대화된 절삭 성능:
직접 드라이브 테이블 (DDM®), 최대 100 rpm
작업 공간의 경사진 커버와 "팬터그래프" 디자인의 견고한
Y 축 커버로 인한 칩핑 흐름 최적화
MAGNESCALE – 기본 사양에서 이미 0.01 µm 인 자기 측정 시스템으로 인한 최상의 정밀도
CELOS® 에 MITSUBISHI 의 MAPPS 가 갖춰져 있어서 사용자의
친화력극대화 및 생산 이윤 증가

기술 데이터

X / Y / Z 이송 거리: 560 / 560 / 660 mm;
가공물 최대 치수: ø 630 × 900 mm;
테이블 최대 하중: 400 kg; 팔레트 크기: 400 × 400 mm;
툴 인터페이스: ISO40

470 × 380 × 230 mm

ø 350 × 325 mm

기어 하우징 / 자동차
재료: Al SiMg-T6
가공 시간: 10 분

베어링 플랜지 / 기계 제작
재료: 42CrMo4
가공 시간: 26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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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BG Zerspanungstechnik

리니어 드라이브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최대 품질을
실현합니다.
3 대의 새로운 DMC 60 H linear 가 ZBG 에서 까다로운 오토바이 부품을 짧은
시간 내에 최상의 품질로 가공합니다.

20 년 이상의 비즈니스 경험 동안 ZBG
Zerspanungstechnik Bruck GmbH 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제조 분야의 고객들에 대한 주요한 시스템 공급업체로
발전했습니다. BMW, Audi 및 KTM 은 주요 공급업체 부품에
대한 자신의 전체 공급 사슬을 ZBG 전문가에게 위임한 업계
주요 기업입니다. 이와 같이 이 기업은 200 여 명의 전문가와
함께 복잡한 엔진 및 섀시 어셈블리를 제조 및 조립합니다.

볼 스크류 스핀들을 장착한 수평 센터와 비교해 ZBG 는 DMC 60 H linear 덕분
에 이 가공물에서 부품당 약 20 ~ 25 % 의 제조 시간을 절약합니다.

ZBG 는 최신 하이테크 공작 기계를 통해서만 "정밀도, 품질
및 유연성의 최대 성능" 이라는 기업 모토에 부응할 수
있으며, 여기에 3 대의 새로운 DMC 60 H linear 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생산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작물의 형상 및
표면 품질과 관련하여 우수한 결과를 내는 것에 있었다고
ZBG 의 대표 이사 Markus Forster 가 말합니다. "우리는
DMC 60 H linear 덕분에 동일한 품질에서도 제조 시간을
최대 25 % 까지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ZBG Zerspanungstechnik Bruck GmbH
Sandmühlweg 8, 92436 Bruck i. d. Opf.
Tel.: +49 (0) 9434 / 201 - 0
Info@zbg.de, www.zbg.de

YG-1

와이지-원은 전 세계 75 여개 국에 수출하며, 업계의 국내
시장 점유율 1 위는 물론, 세계 5 대 절삭공구 메이커 입니다.
와이지-원의 시작은 도전과 열정이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도전정신과
품질 제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 와이지-원은 국경 없는 글로벌 경영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에 안주하지 않는 와이지-원은 Market Leader 로
거듭나기 위해 시설 자동화와 R & D 에 과감한 투자를 함으로써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제품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최고의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와이지-원은 끊임없는 도전과 함께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
입니다.

YG-1 회장 송호근

MAPPS 콘트럴이 장착된 DMG MORI NVD 4000

중앙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이 End Mill, Drill, TAP 등
다양한 개발 제품 및 기존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되는 절삭 공구를 여러 가공 방식으로 타사 절삭 공구와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업무를 하며 DMG MORI 기계를
선택하였습니다.
정확한 성능 테스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장시간 설비를
사용해도 가공 정밀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스핀들의 런아웃이
안정적이여야 하는데 NV4000DCG 설비는 이와 같은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주어 연구소에서의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사 대비 설비 고장율이 낮고 유지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고효율성과 경제성을 갖춘 설비라고 생각하고, 우리와 같이
DMG MORI 기계를 통해 많은 업체가 성공사업을 이어나가길
기원합니다.

와이지-원에서 추천하는 DMG MORI 기계
① Machining Center – 2007 년 입고, NV400DCS,
BT40 type
② Max. spindle speed – r.p.m. 20,000
③ Spindle drive motor – kW (HP) 18.5/15/11(24.7/20/15)
<10min/30min/cont>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211 (403-855)
TEL : 032-526-0909, FAX : 032-526-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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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75 여개 국에
수출하는 세계 5 대
절삭공구 메이커인
YG-1 이 DMG MORI 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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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INE 터닝 기술: ecoTurn
ECOLINE 밀링 기술: ecoMill, ecoMill V, MILLTAP
모든 ECOLINE 머신의 매우 신속하고 다이내믹한 3D 제어장치
고객과 멀지 않은 곳에서 ECOLINE 생산

최상급 기능,
합리적인 가격!
터닝 기술

ecoTurn 310

전체

ECO
LINE
시리
즈
한눈
에보
기

ecoTurn 450

ecoTurn 510

밀링 기술

ecoTurn 650

ecoMill 50

ecoMill 70

ecoMill 635 v

ecoMill 1035 v

milltap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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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mm Y 축* 을 통한 복합 터닝-밀링 가공 시 뛰어난 유연성 자랑
(ecoTurn 510 에 사용 가능).

기능, 합리적인 가격!

터닝 기술:
ecoTurn

Y축

± 60 mm

2015 년은 직경 ø 200 – 600 mm 의
ecoTurn 시리즈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이라이트
› 고동력 고속 서보 터렛*

VDI 30 / 40 / 50 홀더 장착, 옵션 사양의 전동 툴
스테이션 최대 12 개 및 블록 툴 6 개 장착
(ecoTurn 310 에는 제공되지 않음)
› 크기 선택 가능한 바의 구경
ø 65 ~ 110 mm
› 자동화 인터페이스빠른 생산 가능
› 기본 사양의 중공 클램핑 실린더

› 안정성이 매우 높은 2 열 볼베어링
› SLIMline® 이 포함된 3D 제어 기술:

– SIEMENS 840D solutionline 의 Operate 4.5
– MITSUBISHI 의 MAPPS IV* (ecoTurn 450 에만 해당)
› DMG AUTOshutdown*: 지능형 대기 전환으로
정지 상태에서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방지합니다.
* 옵션

공작물 픽업장치 (바 패키지 구성 부품)

ecoTurn 310
30 m/min 급이송 및
최대 65 mm 바 구경의
표준화된 기술*

ecoTurn 450
ø 400 × 600 mm 의
대형 작업 공간,
4.9 m² 의 작은
설치 공간

조 척 직경: 210 mm*
툴 홀더: VDI 30

조 척 직경: 210 – 315 mm*
툴 홀더: VDI 40

지금
주문하
십시오
!

2007
년이
후
3,20
0대
이상
의
머신
판매
!

ecoTurn 시리즈용
SANDVIK COROMANT 툴 키트
ECOLINE 머신을 구입하면 DMG MORI 의 기술 파트너인
SANDVIK COROMANT 의 툴 키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툴 키트에는 최대한 빠르게 생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툴,
툴 홀더 및 인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ANDVIK
COROMANT 와의 기술 파트너십으로 ECOLINE 에
가장 잘 맞는 툴 패키지를 사용하고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IEMENS 840D
solutionline 의
Operate 4.5
ecoTurn 310

•

ecoTurn 450

•

ecoTurn 510

•

ecoTurn 650

•

• 기본

옵션

HEIDENHAIN
CNC PILOT 640

MITSUBISHI 의
MAPPS IV

Journal n0 1 – 2015

최대 12 개의 전동 툴 스테이션 및 6 개의 블록 툴이 장착된
ecoTurn 650 용 고동력 VDI 50 서보 터렛 (옵션)

VDI 50 서보 터렛을 이용한 가공 예
척 크기

ø 400 mm

원료 치수

ø 300 × 1,000 mm

재료

강철 C45

가공 시간

25 분 (층단당)

황삭

절삭 속도 (Vc) 180 m/min,
이송 f = 0.5 mm/U 및 10 mm 절삭 깊이

정삭

절삭 속도 (Vc) 280 m/min,
이송 f = 0.12 mm/U

전동 드릴
ø 14.5 mm

절삭 속도 (Vc) 120 m/min,
이송 f = 0.12 mm/U

드래그 뤼넷 (리볼버)
약 40 % 절삭량

ø 36 × 35 mm

ø 120 × 395 mm

ecoTurn 510
최상의 품질과 뛰어난 성능
VDI 40 리볼버 및 Y 축 장착*

노즐

구동휠

ecoTurn 310
재료: 강철
가공 시간:
6 분 12 초
부문: 기계 제작

ecoTurn 510
재료: 유압장치
가공 시간:
9 분 57 초
부문: 기계 제작

연결 로드

구동축

ecoTurn 450
재료: 14305 스테인레스강
가공 시간: 48 분
부문: 기계 제작

ecoTurn 650
재료: 강철 C45
가공 시간: 55 분
부문: 기계 제작

ecoTurn 650
230 rpm 에서
최대 토크 2,000 Nm,
정확하고 유격 없는
C 축 가공을 위해
기어 없음

조 척 직경: 250 – 315 mm*
툴 홀더: VDI 40

ø 150 × 25 mm

ø 500 × 400 mm

조 척 직경: 315 – 500 mm*
툴 홀더: VDI 50

기술 데이터
ecoTurn 310

ecoTurn 450

ecoTurn 510

ecoTurn 650

베드 상의 회전 직경

mm

ø 330

ø 650

ø 680

ø 860

최대 회전 직경

mm

ø 200

ø 400

ø 465

ø 600

세로 방향 길이 (Z)

mm

455

600

1,050

1,150

툴 홀더

VDI

30

40

40

50

바 구경

mm

ø 51 (65*)

ø 65 (75*)

ø 76 (90*)

ø 102 (110*)

드라이브 출력 (40 / 100 % DC)

kW

16.5 / 11

17.5 / 12.5

33 / 22

48 / 41

최대 속도

rpm

5,000

4,000

3,250

2,250

토크 (40 / 100 % DC)

Nm

166.5 / 112

370 / 280

630 / 420

2,000 / 1,700

조 척 직경

mm

ø 210*

ø 210* / ø 250* / ø 315*

ø 250* / 315*

ø 315* / ø 400* / ø 500*

* 옵션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홈페이지 참조:

ecoline.dmgm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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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최저 가격!

형태 및 위치 공차가 가장 높은 작업
(6 µm**) 을 위한 NC 로터리 테이블을
이용한 5 면 가공

밀링 기술:
ecoMill, ecoMill V MILLTAP

ecoMill 50
_ 허용 테이블 하중 200 kg
_ 클램핑 면적 ø 630 × 500 mm
_ 회전 범위 –5° ~ +110°

3 – 5 면 / 5 축 동시 가공: ECOLINE 밀링
시리즈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 방법!

ecoMill 70
_ 허용 테이블 하중 350 kg
_ 클램핑 면적 ø 800 × 620 mm
_ 회전 범위 -10° ~ +95°

›
›
›
›

하이라이트
12,000 rpm 기본 사양의 인라인 스핀들
컴팩트한 C 프레임 구조설치 면적과 작업 공간의
비율을 최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SLIMline® 장착 3D 제어 기술
SIEMENS 840D solutionline 의 Operate 4.5 탑재
DMG AUTOshutdown*: 지능형 대기 전환으로 정지
상태에서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방지합니다.

5면

›› ecoMill
› 최고의 효율성 – 5면 가공을 위한 디지털 드라이브가

가공

장착된 NC 로터리 테이블
› 부수 시간 감소: 24 m/min 급이송
› 고속 더블 그립이 있는 16 / 32 개의 툴툴을 수용할

수 있는 툴 매거진(기본 사양의 ecoMill 70 용
스테이션 32 개, ecoMill 50 에서는 옵션)
› 내열성 광석 주조 베드 – 4 점 지지대

* 옵션

ecoMill V 하이라이트
› 부수 시간 감소: 30 m/min 급이송
› 고속 더블 그립이 있는 20 개의 툴 (옵션 30 개) 을

수용할 수 있는 툴 매거진
› 내열성 광석 주조 베드 – 3 점 지지대

C축
B축

360°

– 10° / + 95°
** 직접 측정 시스템 장착

ecoMill 50
고정밀도를 위한
특허받은
NC 로터리 테이블

12,0

00 rp

ecoMill 70
단 한 번의 세팅으로
5 면 가공에서 최대
정확성 및 최고의
표면 품질 구현

표준

m인
라인
16 툴
스핀
들*
매거
* SIE
진
MEN
S
840D
solut
ionli
함께
ne 과
사용

12,0

00 rp

표준

m인
라인
32 툴
스핀
들*
매거
* SIE
진
MEN
S
840D
solut
ionli
함께
ne 과
사용

SIEMENS 840D
solutionline 의
Operate 4.5
ecoMill 50

•

ecoMill 70

•

ecoMill 635 V

•

ecoMill 1035 V

•

MILLTAP 700

•

• 기본

옵션

HEIDENHAIN
TNC 620

ecoMill / ecoMill V 머신용
SANDVIK COROMANT 툴 키트
ECOLINE 머신을 구입하면 DMG MORI 의 기술 파트너인 SANDVIK COROMANT 의
툴 키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툴 키트에는 최대한 빠르게 생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툴, 툴 홀더 및 인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ANDVIK COROMANT 와의 기술 파트너십으로 ECOLINE 에 가장 잘 맞는 툴
패키지를 사용하고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coMill 635 V
공간 절약, 혁신적인
C 프레임 구조,
테이블의 X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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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사양의 내장형 4 / 5 축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유연하게 사용 가능 –
DMG MORI 자체 제작 (DDR).

5축

동시

새 기능: 12,000 rpm 인라인 스핀들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SIEMENS 840D solutionline 과
함께 사용)

가공

C축

360°
A축

– 100° / + 120°
milltap 700 하이라이트 –
신속, 정확

ecoMill 635 V /
ecoMill 1035 V

› 특허 받은 툴 체인저, 공구 교환 시간 0.9 초,

_ 칩 배출이 최적화된 안정적인
C 프레임 구조
_ 6 µm 의 포지셔닝 정밀도**

›
›
›
›
›

칩투칩 시간 1.5 초 미만
18 m/s2 의 빠른 축 가속도, 60 m/min 의 급이송,
크기 35 의 리니어 가이드
10,000 rpm (공랭식 스핀들) 및 24,000 rpm*
(수랭식 스핀들) 의 고동력 메인 스핀들
X / Y / Z 축의 직접 측정 시스템*
뛰어난 반복 및 지속 정밀성
10,000rpm 스핀들 절삭량:
강철 200 cm3, 알루미늄 2,000 cm3
SIEMENS 840D solutionline 의 Operate 4.5

MILLTAP
24,000 rpm 의
5 축 고성능 센터에 이르는
다양한 선택 범위

ecoMill 1035 V
최고의 품질 등급의
볼 베어링 스핀들 및
롤러 작동식 니어리
롤러 가이드
지금
주문하
십시오
!

2007
년이
후
2,50
0대
이상
의
머신
판매
!

자동
화에
사용
할수
있는
ECO
LINE

기술 데이터
이동 경로 (X / Y / Z)

mm

ecoMill 50

ecoMill 70

ecoMill 635 V

ecoMill 1035 V

MILLTAP 700

500 / 450 / 400

750 / 600 / 520

635 / 510 / 460

1,035 / 560 / 510

700 / 420 / 380

속도

rpm

12,000

12,000

12,000

12,000

10,000 / 10,000 고토크* / 24,000*

토크 (40 / 100 % DC)

Nm

83 / 57

83 / 57

83 / 57

83 / 57

12.5 / 8; 45 / 29 (최대 78)*; 12 / 8*

드라이브 출력 (40 / 100 % DC)

kW

13 / 9

13 / 9

13 / 9

13 / 9

6.7 / 4.5; 6.5 / 4.5 (최대 13.6)*; 6 / 4*

16 (32*)

32

20 (30*)

20 (30*)

15 (25*)

툴 스테이션
급이송

m/min

24 / 24 / 24

24 / 24 / 24

30 / 30 / 30

30 / 30 / 30

60 / 60 / 60

테이블 하중

kg

200

350

600

1,000

400 / 100***

NC 로터리 테이블

도

–5 / +110

–10 / +95

–

–

–100 / +120

* 옵션, *** 4 / 5 축이 내장된 MILLTAP 700 값

공작물 핸들링
짧은 사이클 타임, 작은 설치 면적,
높은 공작물 보관 용량으로
구현되는 자율성

자세한 정보는 45 페이지부터

42

dmg mori

한국

세계 시장 신제품

ecoline

기술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 관리 서비스

제어장치       제어장치 siemens 최첨단 제어장치, mapps iv

모든 ECOLINE 머신의
매우 신속하고 다이내믹한
3D 제어장치
어떤 성능의 첨단 제어장치를 원하든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것과 실제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ECOLINE 은 초고속 시스템이 있는 모든 응용 부문에
사용 가능한 3D 제어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용도
에
적합
한
3D 제
어기
술

고객이 원하고 사용하는 것,도면에서 완성된 가공물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 체인에 맞게 최적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COLINE 에 대한 모든 정보는 온라인 홈페이지 참조
www.ecoline.dmgmori.com

SLIMline®

MITSUBISHI 의 MAPPS IV* 탑재
3D 가공물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는 15" TFT 디스플레이
메모리: 50 MB (6 GB 옵션)
프로그래밍: ISO & 대화형프로그래밍 기능
프로그래밍할 때 HELP 버튼으로 도움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coTurn 450 의 경우 옵션으로 사용 가능

SIEMENS 840D solutionline
모든 DMG MORI 머신의 기본 제어 컨셉트
장점
최첨단 제어장치의 기능이 DMG MORI 프리미엄 라인 머신의
제어장치와 동일
머신 사용자의 1 회 교육으로 충분하므로 비용 절감
모든 DMG MORI 머신의 사용으로 머신 사용자가 효율적이고
다양하게 작업 가능

ECOLINE 파워툴

DMG 넷서비스
DMG MORI 서비스 핫라인과의 온라인
연결으로 언제든지 기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DMG 서비스 에이전트**
이 툴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비 및
재료를 함께 계획할 수 있어,
기계 정지 시간을 계획할 수 있으며,
정지 시간이 짧아집니다.

DMG MORI Messenger**
웹기반 소프트웨어로 언제든지 현재 기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또는
아이패드와 무선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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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Mline®
SIEMENS 840D solutionline 에
Operate 4.5 를 채택
ShopMill / ShopTurn
기본

3D 가공물 시뮬레이션 기능이있는
15" TFT 디스플레이

메모리: 5 MB + 4 GB

긁힘 방지 처리가 된 표면

모든 일반 회전 /
밀링 사이클
기본 사양에 포함

MDynamics**
최고의 표면,
신속한 조정,
시간 맞춤 밀링 가공

블록 가공 시간: 1.5 ms

유연하고 혼합 가능한
프로그래밍:
1. ShopTurn / ShopMill
2. ProgramGuide: 혁신적인
사이클 프로그래밍
3. DIN / ISO: 편리한
G 코드 지원

DMG MORI SMARTkey®
사용 권한 개별 정의 –
정보에 따른 사용자 권한
** 옵션

DMG MORI SMARTkey®
DMG MORI SMARTkey® 를 이용한 사용 권한
개별 정의에 의해 각 사용자에게는 정보에
따른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권한은 머신
조작 권한 (Operating modes) 및 제어장치
조작 권한 (Access level) 으로 구분됩니다.

한국

세계 시장 신제품

         스위스

빈터투어

기술

(winterthur)

ecoline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 관리 서비스

의 본사

DMG MORI 의
–
고객과 멀지 않은 곳에서
ECOLINE 생산
생산 공장 ,

ecoline
› 스위스 빈터투어 (Winterthur) 글로벌 본부의
›
›
›
›

ECOLINE 본사
전 세계의 생산 및 품질 수준 동일
고객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생산 장소 위치
신속한 배송 및 저렴한 운송 비용
환위험 없음 – 국내 통화 장점

dmg mori 기술 센터 포함

미국

유럽

아시아

데이비스 (미국)

제바흐 (독일)

빌레펠트 (독일)

플레셰프 (폴란드)

생산:
ecoTurn 450*

생산:
MILLTAP 700

생산:
ecoTurn 650

생산:
ecoTurn 310
ecoTurn 450
ecoTurn 510
ecoMill 50
ecoMill 70
ecoMill 635 V
ecoMill 1035 V

* 2015 년 4 월부터

장기간의 머신 사용을 위한 ECOLINE 예비
부품, 매력적인 글로벌 본부 가격:

울라노프스크
(러시아)
생산:
ecoTurn 310
ecoMill 50*
ecoMill 635 V
ecoMill 1035 V
* 2015 년 4 월부터

상하이 (중국)

시바 (일본)

생산:
ecoTurn 310
ecoTurn 450
ecoTurn 510
ecoMill 50
ecoMill 635 V
ecoMill 1035 V
MILLTAP 700

생산:
ecoTurn 450*
MILLTAP 700

글로벌 본부 및
ECOLINE 본부

글로벌 본부

빈터투어 (스위스)

도쿄 (일본)

3 개 대륙에 위치한 7 개 예비 부품 센터
95 % 이상의 예비 부품 가용성을 위한 2 억 유로 분의 비축품
260,000 개 이상의 재고 품목
제조업체에서 순정 예비 부품 직접 전달
새 부품 및 교체 부품 제공 가능
DIN ISO 9001 및 AEO-F 에 따라 인증된 프로세스
24 / 7 서비스 핫라인을 통한 주문

전화: +41 58 611 5000

새 ECOLINE 에 대한 모든 정보는 온라인 홈페이지 참조:

www.ecoline.dmgmori.com

한국: 080 282 0119

* 2015 년 4 월부터

27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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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시스템 – 미래는 자동으로 다가옵니다.
고품질 Turn-Key 솔루션의 간단한 사용
최고 수준의 시스템 성능 – 베르나우 (Wernau) 의 새 기술 센터
고객의 공작물에 가장 잘 맞는 생산 라인
모든 분야의 완벽한 자동화:
머신 통합형 자동화, 표준 자동화,
플렉시블 머시닝 셀 및 머시닝 라인

dmg mori 시스템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완벽한 시스템 성능
기술
DMG MORI 의 핵심 역량

머신
컴팩트하고 견고하며 혁신적인 제품

자동화
완벽한 솔루션

주변장치
고객 맞춤형

그림:
적은 인원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동로드 / 언로드 시스템 및 10 NHX 5000 이
설치된 승용차 실린더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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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ecoline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 관리 서비스

고객의 생산 시스템을 위한 강력한 파트너

DMG MORI 시스템 –
미래는
자동으로 다가옵니다.

Silvio Krüger
이사

고품질 Turn-Key 솔루션의
간단한 사용
DMG MORI 는 툴 머신의 세계적 제공업체로서 기술 설계 및 자동화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엔지니어링 능력과
견고한 공급업체 구조의 조합으로 언제든지 고객에게 맞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DMG MORI 는 전 세계에 위치하여 고객의 생산성 향상에
확실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처: DMG MORI 시스템
Antoniusstr 14, D-73249 Wernau
전화: +49 (0) 7153 / 934 – 150
E-Mail: silvio.krueger@dmgmori.com

"Industry 4.0" 시대에 생산 공정의 자동화는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가상의 생산 세계와 실제 생산 세계가
함께 성장하여 설비와 시스템, 부품의 전반적 통신 능력도
요구됩니다.

고객을 위한 360° 시스템 성능
DMG MORI 시스템은 기술, 툴 머신, 자동화 솔루션, 개별
부품에서 일괄 생산에 이르는 모든 로트 크기의 다양한 공작물에
사용 가능한 원스톱의 전체 성능 스펙트럼으로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안정 시스템 및
생산성 극대화
DMG MORI 는 시스템 솔루션 설치, 머신 및 프로세스 기술,
Turn-Key 프로젝트에 이르는 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MG MORI 만이 제공하는 이 복합 서비스는 고객에게 미래의
생산성 극대화를 보장합니다. 또한 슈투트가르트의 베르나우에
건립될 툴 및 장치 기술, 제어장치 설계,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새 역량 센터에서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자동화 주제와 DMG MORI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모든 내용은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www.dmgmori.com

+ + + 뉴스티커 + + +
dmg mori 시스템

DMG MORI 시스템 – 완벽한 재료 흐름,
짧은 사이클 타임

+ 68 개 프로젝트 실행 중
+ 2015 년 1 분기 중 현재 고객 승인 14 건,
이 중 2 건은 베르나우에서 진행

높은 공작물 유연성

높은 절삭 성능

동시 생산 공정

효율적인 시스템

유연한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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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시스템 하이라이트
_ DMG MORI 시스템은 기술과 머신, 자동화, 주변장치를
_
_
_
_
_

효과적으로 결합합니다.
고객의 Turn-Key 솔루션을 계획, 시뮬레이션, 실행합니다.
DMG MORI 의 핵심 역량: 제어 컨셉트, 툴 설계, 클램핑 컨셉트,
툴 머신, 자동화
일괄 생산을 위한 새로운 최상의 머신 컨셉트를 제공합니다.
최상의 프로젝트 관리 = 모든 주제 관련 담당자
주변장치-머신 및 툴 통합을 위한 강력한 파트너

DMG MORI 시스템 –
모든 분야의
완벽한 자동화

DMG MORI 는 모든 자동화 분야에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듈형 키트를 이용하여 각 생산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부문

1

머신 통합형 자동화

› 머신에 통합
› 일반 생산

생산 공장 솔루션

부문

2

표준 자동화

› 툴 및 툴 핸들링용 솔루션
› 오버헤드 이송 및 로봇 솔루션

베르나우 지점 솔루션

부문

3

플렉시블 머시닝 셀

› 그룹별 머신 및 타사 제품의 자동화와

함께 고객별 절삭 프로세스 실행

휘핑엔 지점 솔루션

Xylem 은 유연한 생산실에서 폐수 펌프 샤프트를 가공합니다 (황삭 가공, 터닝 절차,
미세 가공, 홈 및 보어 절삭). 치수 보정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최종 품질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문

4

머시닝 라인

› DMG MORI 코너형 솔루션에 기반한

Turn-Key 솔루션의 계획, 시뮬레이션,
실행

95 % 이상의 높은
시스템 가용성

최고의 생산력

작은 설치 면적

짧은 사이클 타임

휘핑엔 지점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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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생산 시스템을 위한 강력한 파트너

새 기술 센터 –
시스템 성능의
효과적인 결합

DMG MORI Systems GmbH 의 DMG MORI SEIKI 그룹은 전체 시스템 솔루션의
광범위한 노하우를 결합합니다. 제품 포트폴리오에는 표준 자동화, 유연한 생산실,
전체 생산 라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품 포트폴리오의 강점으로 기술과
툴 머신, 자동화 솔루션으로 구성된 서로 완벽하게 맞는 전체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DMG MORI 시스템의 복합 서비스는 고객에게 미래의 확실한 생산성 극대화를
보장합니다.

DMG MORI 시스템 –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위치
데이비스
미국

휘핑엔
독일

톈진
중국

베르나우
독일

고객의 성공을 위한
dmg mori 의 장점!

센터

나라
일본

고객 관리

/ 영업

베르나우

베르나우: 유럽, 중국,남미

나라

나라: 아시아, 중국 제외

_ 전 세계의 모든 주요 시장에 센터 및

데이비스: 북미

지점 설립
_ 툴 머신 분야의 오랜 경험 및 혁신
리더쉽

기타 지점
데이비스
휘핑엔
톈진

제품을 사용하시는 기간동안,
언제든지 도와드립니다.
생산 계획

생산 물류

시작 지원

› 프로세스 분석
› 기술 계획
› 시뮬레이션

› 자동화 계획
› 재료 흐름 분석
› 레이아웃 계획

› 교육
› 프로세스 시각화
› 백업 전략

Journal n0 1 – 2015

DMG MORI 베르나우 지사:
베르나우에 툴 및 장치 기술,
제어장치 설계,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역량 센터가
건립됩니다. 2016 년 초 완공
예정입니다!

베르나우의 새 기술 센터
_
_
_
_
_
_

총면적 47,000 m²
생산 면적이 12,000 m² 인 "투명 공장"
21°C ±1 K 로 온도 완벽 조절
중앙 냉각 유제 라인 6 개
건식 가공 배기물 중앙 배기
cmk 및 cpk 승인을 위한 450 m2 측정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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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시스템이 포함된 전체 turn-key 솔루션

고객에게는 가공물이
있습니다...

dmg
mori
시스
템

+ 기술
+ 머신
+ 자동
화
+ 주변
장치

DMG MORI 는 툴 머신의 폭넓은 제품 팔레트 외에도
기술 사용, 재료 흐름, 요구되는 주변장치의 입증된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일괄 생산을 개별적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실린더 블록 예,
DMC 80 H linear 에서 생산

실린더 헤드 예,
DMC 60 H linear 에서 생산

기어 하우징 동력 전달장치 예,
DMC 60 H linear 에서 생산

크랭크샤프트 예,
CTX gamma 2000 TC 에서 생산

크기: 400 × 360 × 180 mm
재료: AlSi9Mg
가공 시간: 23 분

크기: 560 × 340 × 210 mm
재료: AlSi7Mg
가공 시간: 20 분

크기: 376 × 345 × 315 mm
재료: AlSiMg-T6
가공 시간: 8 분

크기: 175 × 774 mm
재료: 42CroMo4
가공 시간: 전체 작업의 소량 생산 180 분

... DMG MORI 에게는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기술

머신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전체 기술 설계를 설계를 계획합니다."

"일괄 생산을 위해 세계 선두업체의
생산성이 뛰어난 툴 머신을 제공합니다."
CTV 160

DMC 60 H linear

NHX 4000

하이라이트
_ 툴 및 장치 기술을 위한 강력한 파트너
_
_
_
_

(미가공 부품 클램핑, 어댑터 클램핑, 영점 클램핑)
제어 기술 역량 센터 /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
가공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DMG MORI 팀의 오랜 시스템 사업 경험
중량 스틸 가공 및 높은 공작물 정밀도

하이라이트
_
_
_
_
_
_

컴팩트한 공간 절약형 구조
탁월한 견고성으로 정밀도 및 신뢰도 보장
리니어 드라이브에 의한 고동력
최고의 5 축 성능
완벽한 적재 방법 (전면 / 상단 적재)
2.5 초 미만의 칩투칩 시간에서 완벽한 정밀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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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T Industrial Argentina S.A.

생산 라인

전체 생산 라인을 통한
생산성 최대화
완전 자동화 생산 복합 솔루션의 전문가인 DMG MORI 시스템은 FPT Industrial
Argentina S.A. 를 위해 코르도바에 생산 라인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생산 라인에서는
향후 매년 15,000 개의 차량 엔진 실린더 헤드 및 블록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11 DMC 125 H duoBLOCK® 및 2 DMC 160 H duoBLOCK® 이 설비에 통합되었습니다.
DMG MORI 시스템은 생산 공정을 Turn-Key 프로젝트로 계획하고 툴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터닝 및 턴오버 스테이션을 포함한 공작물의 핸들링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툴 머신 제조사 자회사의 NC 프로그래밍, 실린더 보어의 공정 중 측정, 장치 컨셉트
(한 개 장치가 2 가지 유형의 공작물 수용 가능)도 사용하였습니다. "실린더 헤드와
블록의 가공에 20~30 분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공장 관리자 Jose Scigliana 가
용량 확장에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특히 캠샤프트 및 크랭크 샤프트 보어의 까다로운
가공은 매우 긴 툴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DMG MORI 시스템은 이 드릴 바를
위해 셋업 스테이션에 개별 로딩 스테이션을 설치했습니다. Jose Scigliana 의 결론:
"생산 라인의 생산성이 뛰어나며, 이 생산 라인은 우리의 높은 품질 요건을 충족합니다."

FPT Industrial Argentina S.A.
Ruta 9 km 695, CP: X5925XAD, Ferreyra,
Córdoba, Argentinien
www.fpindustrial.com

셋업 스테이션에 부품이 로딩됩니다. 앞부분은 터닝 및
턴오버 스테이션입니다.

FPT Industrial Argentina S.A. 는 생산 라인으로
화물차 엔진용 실린더 헤드 및 블록을 연간
15,000 개 생산할 예정입니다.

DMG MOR 시스템은 FPT Industrial Argentina S.A. 에서 총 13 개의 DMC 가공 센터가 있는 생산 라인을
Turn-Key 프로젝트로 계획하였습니다.

자동화

주변장치

"고객의 생산 시스템을 위한
개별 키트 및 제어 컨셉트"
하이라이트

"Turn-Key 솔루션에 필요한
모든 추가 기능을 통합합니다."

그림: 10 NHX 5000 이 설치된
승용차 실린더 헤드 생산 라인

하이라이트
_
_
_
_
_
_
_

모든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모듈형 키트
하중 최대 400 kg
모든 필요에 부합하는 리니어 갠트리 (I 및 H 로더 컨셉트)
로봇 시스템 (5 – 7 축)
공작물 버퍼 (회전형 이송장치, 리프트, 스태킹셀, 분리 모듈)
다양한 축의 작동을 위한 그리퍼 부착형 부품
개별 셀 제어

하이라이트
_
_
_
_
_
_
_

측정 머신, 누출 테스트 머신
호닝 머신
세탁기 (중간 및 최종 세탁물)
건식 및 습식 가공을 위한 클리닝 박스
나사 조립 및 표시 스테이션
조립 스테이션
디버링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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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 통합형 자동화

머신 가동률 최대
40 % 상승!
21 m2 의 컴팩트한
새로운 라운드 매거진
솔루션

라운드 매거진

라운드 매거진 RS6 을 탑재한
DMC 65 monoBLOCK®

_ 시스템 내 6 개 팔레트
_ 작업 공간, 셋업 스테이션, 툴 삽입 스테이션에
_
_
_
_

머신 DMC 65 monoBLOCK® 용 시스템의 팔레트가
6 개 장착된 새 라운드 매거진 RS 6 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DMC 65 monoBLOCK® 은 로터리 테이블 덕분에 기
본적으로 5 축 동시 가공이 가능하며 735 / 650 / 560 mm 의
큰 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작업 공간, 셋업 스테이션,
툴 삽입 스테이션에 대한 완벽한 접근성으로 동일 등급 중
최고의 인체공학을 선사합니다.

rs6

대한 완벽한 접근성
21 m2 의 최소 풋프린트
팔레트 크기 500 × 500 mm
최대 공작물 ø 630 × 500 mm 및 500 kg
밀링-터닝 버전으로도 제공 가능

dmc 65 monoblock®
하이라이트

_ 최대 180 개의 툴 매거진

스테이션 가능*
_ 작업 공간 내의 툴 측정 또는

툴 파손 제어를 통한 높은
프로세스 안정성*

적은 수의 인원으로 생산 –
높은 생산성, 유연성

부문 2

표준 자동화

RS 6 은 2015 년 6 월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 옵션

Karl-Heinz Maske & Söhne GmbH

NLX 2500 의 핸들링 시스템은 최대 12 kg 의 공작물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Maik Maske (Michael Maske 이사의 아들), Melanie Maske (여동생):
"무인으로 진행되는 소량 생산과 대량 생산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전 및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공작물 핸들링

Karl-Heinz Maske & Söhne GmbH 는 1967 년 건립된
이후 금속 가공 분야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함부르크 뵈니슈테트에 위치한 위탁 생산 업체로서 의료기,
항공 산업, 기계 제조와 같은 생산 산업 분야의 업체에게 부
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약
90 여 명의 직원의 모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
에는 개발 단계 중 지원도 포함됩니다. Maske 씨는 오래
전부터 생산 설비와 관련하여 DMG MORI 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용량을 확대하고 최신 기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머신
파크를 확대하였습니다. (머신 파크에는 현재 DMG MORI 의
모델이 60 개 포함되어 있음).Mask 씨는 최근 WH 10 top
핸들링 기술이 탑재된 NLX 2500 을 구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용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핸들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Maik Maske
씨가 DMG MORI 시스템의 자동화를 구매한 이유입니다.
이 경우 핸들링 시스템은 최대 12 kg 의 공작물에 맞게 설계
될 것이며 이 회사의 부품 스펙트럼에 딱 맞을 것입니다.
또한 소량 생산과 대량 생산이 무인으로 실행되어 높은 경쟁
력을 갖게 됩니다. "자동화 NLX 2500 이 매우 경제적으로
작동하여, 만일 이 시스템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외국 공급업
체에게 넘겨야 했을 작업을 모두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복합적인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제조는 여전히 많은 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
니다."

27 KR

Maske 씨는 용량 및 생산성 확대를 위해 WH 10 top 핸들링 기술이
탑재된 NLX 2500 을 구매하였습니다.

Karl-Heinz Maske & Söhne GmbH
Ellerhorst 8, D-25474 Bönningstedt b. Hamburg
info@cnc-maske.de, www.cnc-mask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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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머신 가용성
DMG MORI 중고 기계: 최상이 조건으로 반환 + 판매
프리 세팅을 통한 효과적 생산
DMG MORI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이용한 프로세스 최적화
GILDEMEISTER energy solutions 를 이용한 에너지 비용 절약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
DMG MORI 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2,500 명 이상의 숙련된 서비스 직원 +++ 24 / 7 서비스 핫라인 +++ 95 % 이상의 예비 부품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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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머신 가용성을 위한 DMG MORI 의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 –
머신 그 이상의 의미

고객의 생산을 위한 청신호 –
24 시간 고객을 지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대의 머신 가용성입니다.
DMG MORI 는 이를 위해 세계적인 제조업체 서비스와
훌륭한 서비스 제품으로 파트너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Maurice Eschweiler 박사
주식회사
DMG MORI SEIKI
AKTIENGESELLSCHAFT

공수일 상무
DMG MORI Korea
서비스 총괄 상무

머신 가용성은 생산성과 생산에서 경제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고객
서비스에서 기계 가용성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승시키는 요소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머신
가용성의 극대화를 위한 최고 수준의 예비 부품 서비스,
24 / 7 서비스 핫라인으로 언제든지 최고의 교육을 받은
기술자에게 도움 요청 가능, 안전한 온라인 연결로
문제 해결, 교육 훈련을 통한 직원의 노하우 증대,
고품질의 서비스, 다양한 예방 조치.

1. 최고의 예비 부품 서비스
› 전 세계 어디서든 95 % 이상 제공 가능
› 260,000 개 이상의 재고 품목

장점:

1

2
3

(이 중 1,000 개는 스핀들)
› 제조업체에서 순정 예비 부품 직접 전달
› DMG MORI Online Shop

고객이 무엇을 원하든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전 세계 145 개 지점에서
제공됩니다. 항상 고객의 근처에 있습니다.
DMG MORI 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어디서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품질 서비스

신속한 온라인 서비스

최고의 품질, 즉시 제공 가능, 신속한 배송

4

g

고객의 개별 요구를 정확하게 맞춰드리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모듈식으로 유연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최고의 예비 부품 서비스

2. 제조업체의 품질 서비스
› 24 / 7 서비스 핫라인 24 시간 사용 가능
› 60 % 이상의 문의 사항을 전화 문의에서 바로

상태 모니터링 및 예방 조치

5

교육 및 훈련

해결해드립니다.
› 고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2,500 명의 입증된
서비스 기술자
› DMG MORI 스핀들 서비스
제조업체의 노하우를 갖고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최고의 상담원

24 시간 완벽한
서비스 제공

신속하고 역량 있는 서비스를 통해
작업 중단 시간 최소화

한국: 080 288 0119

고품질 경량 합금 휠 제조업체인 RONAL 그룹의
경우, 다이캐스트 알루미늄을 위한 정확한 툴과 금형
이 매우 중요합니다. 1990 년 이래 이 그룹의 자회사
로서 폴란드 Murtede 에 소재한 ALRON Lda. 는 이러
한 금형을 생산해왔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오랫동
안 직원 74 명의 강한 회사로서 높은 수준의 전문가
업무 역량과 DMG MORI 의 CNC 기술에 의존해왔습
니다. "머신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당사의 일상 업무에
서 주춧돌과 같이 중요합니다" 라며 João Romão 는
머신 툴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설명합니다. ALRON
의 서비스와 유지보수 책임자로서, 그는 DMG MORI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역량 있고 대응이 신속해야
한다는 게 정확성이나 신뢰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머신 중단 시간을 최소
화할 수 있습니다 "라며 João Romão 는 DMG MORI
서비스 핫라인이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
다.왜냐하면 여기서 복잡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 가
지 어려운 문제들을 처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전화 통
화만으로 기술적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도 종종 있습니다"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는 서비
스 요원들이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 문제 해결을 위
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João Romão 는 또한 예비 부품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
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도 만족합니다. "DMG MORI
는 독일에서 20 시간 내에 배송합니다."

ALRON Lda.
Zona Industrial de Murtede
3060-372 Murtede, Port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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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품

3. 신속한 온라인 서비스
› DMG 넷서비스 / MORI 모니터: 서비스를

통해 DMG MORI 머신에 빠르게 접근
› DMG MORI 메신저: 언제든지 머신
확인 가능

DMG MORI 예비 부품 –
현지 물류 센터를 통한 글로벌한
예비 부품 가용성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는 최첨단 온라인 솔루션

독일
3

4

러시아

1

일본
중국 7

미국

인도

5

6

2

태국

4. 상태 모니터링 및 예방 조치
› DMG MORI 전문가의 정기적 정비
› MPC: 비상 정지를 통한 머신 및

툴의 사전 보호
› DMG 서비스 에이전트: 올바른 정비 시점 사전 전달

DMG MORI 의 최고의 서비스 및 지능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이용한 안전한 생산

신속한 배송과 짧은 배송 거리를 위한
7 곳의 대형 예비 부품 물류 센터

5. 교육 및 훈련
›
›
›
›

당사의 경우 더 이상 예비 부품을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주문을 중앙에서 처리하지만, 예비 부품은 가까운 예비 부품
센터에서 배송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에서는 세계 전역에
걸친 모든 DMG MORI 물류 센터의 공동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최단 배송 거리에 의한 신속한 배송을 보장합니다.

최고의 사용자 및 서비스 교육
사용자 및 서비스 인력을 위한 최첨단 교육 센터
전자장치 및 기계장치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교육
200 명의 고급 교육 전문가

1

독일

글로벌 부품 센터,
게레츠리트

모든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최고의 교육

2

일본

글로벌 부품 센터,
나라

3

최대
의
머신
가용
성

미국

아메리카 부품 센서,
댈러스

4

러시아

러시아 부품 센터,
모스코바

5

인도

인도 부품 센터,
체나이

6

ALRON Lda.

태국

태국 부품 센터,
아유타야

7

중국

중국 부품 센터,
상하이

DMG MORI 순정 부품만 공급하기 때문에
생산 시 최대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하이라이트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Fernando Silva (툴 생산 책임자),
João Romão (유지보수 및 시설 관리자),
Andreas Dusold (상무 이사).

ALRON Lda. 는 RONAL 그룹에서 생산하는 고품질
경량 합금 휠을 위한 금형을 제작합니다.

모든 국가별 시장에 걸쳐 있는 글로벌 물류 센터 네트워크
95 % 이상의 예비 부품 가용성을 위한 2 억 유로 분의 비축품
260,000 개 이상의 재고 품목
제조업체에서 순정 예비 부품 직접 조달
새 부품 및 교체 부품 제공 가능
제조연도 1970 년까지의 오래된 시리즈 머신에 대해서도
충분한 예비 부품 비축
_ DIN ISO 9001 에 따라 인증된 프로세스
_ 24 / 7 서비스 핫라인을 통한 주문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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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시장 신제품

ecoline

기술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 관리 서비스

dmg mori 아카데미

중고 기계

국제적인 CNC 생산 기술에 대한 독일의 업계 마이스터

DMG MORI
중고 기계

국제적인 교육생을 위한
마이스터 자격증

반환: 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중고 제품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이 점점 더 세계화됨으로써, 생산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구성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제대로 교육 받은 관리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라고 DMG MORI 아카데미의 응용분야 교육 책임자인 외르
크 해링스는 평가합니다. 교육 훈련 분야에서, 물론 CNC 기술에 대한 수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DMG MORI 는 이러한 추세를 지원합니다. 특히 이는
국제적인 CNC 생산 기술에 대한 독일의 업계 마이스터 양성 과정 (DIMI)
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오스트바이에른의 에케르트 스쿨과 IHK
아카데미와 더불어 이러한 후속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DIMI 는 유럽에 속하지 않은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거기
서는 종종 경영과 생산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로서 아카데미와 에케르크 스쿨은 CNC 기술 분야의 역량, 구성은
물론 경영진과 인적 자원 관리도 이러한 후속 교육에 포함시켰습니다.
Jörg Härings: 외르크 해링스는 이어서 말하길, "IHK 아카데미에서 최종
테스트"에 합격한 국제 수료생들은 각각 독일의 마이스터에 해당하는
자격에 맞게 자신의 경력을 확장한 셈입니다.

신규 구매 시 고객

조직적인 운송

머신 보상 구입

신속 평가

신속 지불

툴 프리 셋팅

UNO – 사용자별
설정 제품

여러분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DMG MORI Used Machines 가 중고 기계를
최고의 조건으로 구매합니다! 새로운 자본을
고성능의 DMG MORI 머신에 투자하시면
기존 기계의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장점
› 규정 가격으로 신속하고 시장 상황에맞게 평가
› 신속한 계산 및 완벽한 처리
› DMG MORI 의 서비스 팀이 전문적으로분해하고
운반
› 매력적인 가격 제안

Thomas Trump
이사
DMG MORI Used Machines GmbH
전화: +49 (0) 81 71 / 8 17 - 80
usedmachines@dmgmori.com

높은 수준의 툴 프리 셋팅, 매력적인 가격 UNO는 높은 정밀도를
자랑하며 직경 400 mm, 측정 길이 최대 400 mm (옵션: 700 mm) 의 툴을
완벽하게 측정합니다. 이 제품은 이를 위해 내열성 구조, 고품질의 측정
시스템, 고성능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no 시리즈의 하이라이트
자신에게 맞는 제안을
바로 찾아 보십시오.
www.dmgmori.com

판매: 즉시 구매 가능한 머신 –
CNC-Scout 의 최신 소식
매일 업데이트되고 즉시 구매 가능한
머신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귀하가 원하는 적합한 구성의
툴을 찾아 보십시오.
cnc-scout.dmgmori.com

_
_
_
_
_
_
_
_
_

새로운 디자인, 향상된 인체공학
FEM 최적화된 내열성의 회주철 구조
모듈형 컨셉트를 통한 개별적 설계
직경 100 mm 까지 갭 게이지 원리로 툴 측정
47 cm (19") 화면 45 배 확대 기능이 있는 16:9 비율
시각적 커팅 점검을 위한 LED 반사광
간편한 축 포지셔닝을 위한 에지 파인더
USB, LAN 이더넷, RS232 를 통한 데이터 연결
RFID 를 통한 툴 식별 (옵션)

UNO 매뉴얼

_ 직관적인 메뉴 안내 및 제어
_ 터닝, 밀링, 드릴링 툴의 다양한 측정 기능
_ 스핀들 SK 50-HSK, VDI, Capto, 기타

어댑터 구매 가능
_ 축의 수동 무한 미세 조정

QR 코드 인식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모바일폰에서는 모든
제공 사항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수동

Journal n0 1 – 2015

57

국제적인 CNC 생산 기술에 대한 독일의 업계
마이스터 양성 과정은 7 개월에 걸쳐 960 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기본 자격 부분에
운용 시 경제적이고 조직과 관련된 기본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CNC 생산 기술 취급과 관련된 자격 부분
에서는 모든 레벨에 걸쳐 자세한 내용을 교육합니다.
"당사는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은 물론 이들이
책임감 있게 업무를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경영진과 인적 자원의 범위에서 참가자를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합니다"라며 외르크 해링스는 집중 교육
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밖에, DMG MORI 아카데미
는 최신 CNC 기술에 대한 교육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방향으로 교육합니다. 이를 위해 외르크
해링스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칩핑
이 핵심 프로세스이므로 우수한 자격을 갖춘 당사 강
사들은 항상 실제적인 현장 상황에 맞춰 교육합니다."
이래야만 교육생들을 업계의 향후 요구사항, 특히
칩핑에 대비시킬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일차 그룹이 이미 독일에서 DIMI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uno 시리즈 – 새 기능

새소
프트
웨어
기능

자동 초점 – 다중 커팅 툴의 빠르고
효과적인 측정

전 세계에 700 대 이상
설치된 머신
커터 자동 초점 맞춤. 모터 작동식 스핀들, 편리한 시스템 캐비닛 및
표준 사양의 24" 터치 디스플레이 장착

자동 드라이브 – 조작자와 상관 없이
전자동으로 진행되는 측정 절차

UNO 자동 초점
_ 측정할 커터 자동 초점 맞춤
_ 둘레에 여러 개의 커터가 있는 툴에

가장 적합
_ 스핀들 SK 50 자동 초점
_ 수동 조작 가능

반자

동

UNO 자동 드라이브
_
_
_
_

전자

동

높은 프로세스 안전성
측정할 커터 자동 포지셔닝 및 초점 맞춤
복합 툴도 자동 측정
특수 사용 지식 불필요

조작자와 상관 없이 전자동으로 툴 프리 셋팅 및 측정 (CNC 제어식, 3 축)
편리한 시스템 캐비닛 및 표준 사양의 24" 터치 디스플레이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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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프로세스 체인   

입증된 CAD / CAM 및
독창적인
1:1 시뮬레이션을 통한
신속하고 안전한 생산

프로그래밍

1 : 1 시뮬레이션
dmg virtual machine

생산

터닝 및 밀링 시 DMG MORI 머신의 모든 가공에는
SIEMENS NX CAD / CAM 이 사용됩니다. 입증된 포스트
프로세스를 통한 프로그램 출력으로 NC 경로의 작동성을
보장합니다.

DMG Virtual Machine 에 의해 제어장치의 완전 통합과 실제 머신의
완벽한 모사로 1:1 머신 시뮬레이션이 실행됩니다. 충돌과 프로그래밍
오류는 즉시 감지됩니다.

NC 프로그램은 수동 어댑테이션 없이도 실행됩니다. 충돌 가능성이
100 % 없이 DMG MORI 머신에서 공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SIEMENS 와 DMG MORI 덕분에 이제 더욱 경제적이고 안전해지며
신속해집니다!

siemens nx cad / cam

dmg mori machine tools

Airbus Defence and Space

기계 생산부장인 Wolfgang Simon 이 말하는 DMG Virtual Machine 의 장점은
프로세스 안정성입니다. "머신에 NC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프로그램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실제 제어장치의 완전 통합으로 DMG Virtual Machine 을 이용하여 모든
생산 공정과 툴 교환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미가공 부품은 값비싼 특수 합금 때문에 가격이 높습니다.
아리안 5 운반 로켓의 파워트레인 배출 링을 Airbus Defence and Space 에서는
최대 100,000 유로에 판매합니다.

PC 에서 실행되는
독창적인
1:1 시뮬레이션으로
완벽한 가공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토브룬에 위치한 Airbus defence and Space (이전
EADS) 는 2014 년 아리안 5 운반 로켓의 파워트레인의
개발 및 생산 담당업체가 되었습니다. 높은 품질 요건은
DMG MORI 의 최첨단 CNC 기술로 충족됩니다. 최근 구입한
제품은 DMG Virtual Machine 으로, 이를 이용하여 두 대의
DMU 70 eVo linear 및 한 대의 DMC 125 FD duoBLOCK®
에서 실행되는 가공 프로세스를 PC 에서 정확하게 시뮬레이
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실제 머신의 1:1 모사로,
전체 머신 지오메트리 및 키네마틱, 그리고 실제 PLC 를
포함한 실제 제어장치가 포함됩니다. 기계 생산부장인
Wolfgang Simon 이 말하는 DMG Virtual Machine 의 장점
은 프로세스 안정성입니다. "우리는 최대 100,000 유로의
가치를 지닌 미가공 부품을 가공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프로그램의 제조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돌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신에 NC 프로그램을 설
치하면 프로그램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Wolfgang Simon
의 설명입니다.

Airbus Defence and Space 는 DMG Virtual Machine
덕분에 프로세스 안정성 외에도 생산성을 확보했다고
Wolfgang Simon 은 설명합니다. "PC 에서 실행되는 프로그
램의 시뮬레이션으로 머신에서 오랜 시간 작업하지 않아도
되고 셋업 시간이 최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머신 작동 시간
도 크게 늘어납니다. 프로그램의 최적화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중 SIEMENS 제어장치의 ShopMill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가공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DMG Virtual Machine
덕분에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Airbus Defence and Space GmbH
Willy-Messerschmitt-Straße 1, D-85521 Ottobrunn
www.airbusdefenceandsp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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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ltechnik Vils GmbH

작업 준비

작업 모니터링

Manufacturing Suite –
정확한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DMG MORI Messenger –
생산 중 발생하는 모든 일을
언제든 알 수 있습니다.
장점:
› 간단한 머신 선택 및
교체
› 기본 설정 상태의
정확한 DMG MORI
머신 모델
› NC 프로그램의
오프라인 점검

하이라이트
_ 간단한 머신 구성으로 짧은 셋업 시간
_ 편리한 조작을 위한 간단하고 명료한 화면 구조

Metalltechnik Vils 의 Thomas Allgaier 가 DMG MORI Messenger 로 머신의 현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머신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스트 프로세서
_ 모든 MORI SEIKI 머신의 검증된 기본 템플릿 통합
_ 고객의 특정 NC 프로그램 출력으로 맞출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포스트 템플릿

ü…
ü…
ü…
ü…
ü…
ü…
ü…

NC 시뮬레이션
_ 동시 표시로 NC 프로그램 점검
_ 충돌 감지 및 작동 시간 표시

작업 준비

DMG 프로그래머 3D 터닝 –
다채널 머신의 셋업 시간
50 % 단축

현재 진행 중인 작업
현재 생산량
작동 시간
정지 시간
장애 원인
사람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일
생산성이 가장 높은 머신

DMG MORI Messenger 는 무인 생산 중 기계 작동 상태를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전달하고, 정지 상태가 되면
직원에게 메일을 전송합니다.

티롤의 필스에 위치한 Metalltechnik Vils GmbH 는 대형 부품을 최고의 정확도
로 생산하여, 툴 머신 제작 및 자동차 산업과 같은 까다로운 부문에서 역량 있는 위탁
생산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etalltechnik Vils 는 두 가지 일반 작업 방식과
무인 작업으로 50 개 이상의 CNC 제어 머신을 이용하는 높은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24 시간 동안 머신을 작동하는 것입니다." Thomas Allgaier 가 말하는
Metalltechnik Vils 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생산 주문의 계획과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툴은 DMG MORI Messenger 입니다. "이 툴을 이용
하여 머신의 현재 상태를 모든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대형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대형 부품 생산 시 효과적입니다. 큰 생산 공장 내에서는 머신
정지를 알아채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점:
› 셋업 비용 50 % 절약
› 충돌로 인한 정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자동 모드에서
NC 프로그램 실행

하이라이트

Thomas Allgaier 는 DMG MORI Messenger 가 무인 작동 시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무인 생산 중 기계 작동 상태를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전달하고, 정지
상태가 되면 직원에게 메일을 전송합니다." 이때 빠르게 문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습니다. DMG MORI Messenger 의 또 다른 이점으로 분석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Thomas Allgaier 는 "소프트웨어는 생산 완료된 제품 개수, 장애 원인, 머신의 실제
작동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능은 생산 최적화 및
주문 계산 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기능: 3 개 리볼버 및 B축이 있는 SPRINT 50 / 65
복합 패키지, 머신 맞춤형으로 전달:
_ 다양한 가공 방법에 맞는 프로그램 제안
_ 프로그래밍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전체 툴 카탈로그

프로그래밍:
_ CAM 터닝, 밀링, 드릴링
_ 자동 구조 생성
_ 동기화 표시 관리자

Metalltechnik Vils GmbH
Allgäuer Str. 23, A-6682 Vils
www.metalltechnik-vi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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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에
용
산업 터링
모니
!

gildemeister energy solutions

연락해

DMG MORI 의 많은 고객과
함께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
Zimmer Group – 외부 에너지 공급과
정책적 결정과 무관한
개별 에너지 공급 시스템 보유

주십시

오

빈터투어에 위치한 새 DMG MORI 글로벌 헤드쿼터의 GILDEMEISTER
energy solutions Park 에서는 건물과 e-모빌리티 공용 차량의 전류를
생산합니다.

이 설비의 연간 총생산량은 약 335,000 kWh 입
니다. 전기로 환산하면, 연간 4 인 가족 100 개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Zimmer Group 은 GILDEMEISTER
energy solutions 의 추적식 광발전 시스템으로
상승하는 전기 비용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개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라이나우와
할스라흐에 위치한 광발전 시스템의 중심부에는
SunCarrier 22 모델의 추적장치가 70 개 있습니다.
맞은편에 위치한 시스템에서는 이 방식으로 최대
35 % 이상의 초과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Zimmer Group 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성에 집중하여 미래에 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인 최대 에너지 자립에 거의
도달했음을 느낍니다. 계산했던 10 년의 자본회
수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Bernd Kurzinna 가
설명합니다. 경제적 이점에 대해 설명할 때는
미적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추적식
SunCarrier 22 는 시각적으로도 눈길을 사로잡습
니다. Zimmer Group 이 위치한 곳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 40 개의 SunCarrier 와 2 개의 WindCarrier 가 건물 내 자체 소비 및
CellCube 충전을 위한 전기를 생성합니다.
• 330,000 kWh 의 자체 전기 생산량은 4 인 가족 100 개 가구의 연간 전류
소비량과 동일합니다.
• 자체 전기 생산 – 총 필요 에너지의 45 % 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 E-모빌리티 – 직원과 빈터투어 시민을 위한 무료 충전
• 연간 40,000 리터 연료 절약
• 30 분 이내 급속 충전

라이나우 지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28 개의 공간 절약형
추적식 SunCarrier 22 는 연간 총 135,000 kWh 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Zimmer Group
Im Salmenkopf 5,
D-77866 Rheinau

GILDEMEISTER energy solutions
T +49 (0) 931 250 64 - 120, energysolutions@gildemeister.com
www.energy.gildemeister.com

E-모빌리티는 전기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고객의 회사에 에너지가 넘침을
보여주십시오. 급속 충전장치가 있는 E-충전소 솔루션으로 회사의 지속성과 혁신력을
입증하십시오.
27 KR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개별 컨셉트를 만들어드립니다.

• 에너지 파크의 면적은 약 10,000 m2 입니다.

DMG MORI Korea
경기도 시흥시 공단 1 대로 341
코포모테크노센터II 1 층 110 호, 우편번호: 429-932
전화: (031) 488-0500 팩스: (031) 488-0567
info@dmgmori.com, www.dmgmori.com
발행 정보: journal – dmg mori
고객 및 이해 당사자용 DMG MORI 저널 발행자 및 기사 담당자: DMG MORI SEIKI Europe AG (스위스, 빈터투르). 컨셉트, 디자인, 구성 및 사진: Montfort Shanghai, A-6833 클라우스. 발행 부수: 600,000 부. 이 저널에 기재된 모든 가격은
현지 표시 가격 (포장, 운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KRW) 을 바탕으로 한 가격으로서, 다른 국가에서는 다를 수 있으며 현지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은 물론, 기술상 변경사항, 구매 가능성 및 선착순 판매 등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당사의 일반 조건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