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G MORI 의
소중한 고객을 위한
유용한 정보 매거진

DMG MORI 의 CELOS –
아이디어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표현됩니다.

2014 년 24 회의 세계 박람회
개최 예정, 9 개의 세계 신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DMG MORI 시스템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자동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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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의 최초 공동 디자인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CELOS 머신 인터페이스를 소개합니다.

DMG MORI 공동개발품
DMG MORI 공동개발품
한국
시
최초 전

SIMTOS 2014 에서 만나는
DMG MORI:
+ 부스면적 1,080 m2 (120 부스)
+ 21 대의 하이테크 머신
+ 12 대의 한국시장 신제품 전시
+ DMG MORI 전반에 걸쳐
새로워진 디자인
+ CELOS - 아이디어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표현됩니다.

한국
시
최초 전

www.dmgm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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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ine

자동화 시스템

라이프사이클 관리 서비스

DMG MORI 뉴스

하나의 브랜드:
세계 기술을 선도하며
언제나 고객 가까이에
있습니다.

DMG MORI 라이프사이클 서비스
제품과 우리의 산업별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얻어가십시오!
귀하를 뵙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2010 년, DMG 와 MORI 는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제휴를 시작하였습니
다. 강력한 협력을 위해, 두 회사는 세계시장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나아
가려 합니다. 하여 디엠지모리세이키 길더마이스터 주식회사는 2013 년
10 월 1 일부로 공식적인 기업명을 디엠지모리세이키 주식회사로 변경하
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로부터 모리세이키 주식회사는 디엠지모리세
이키 주식회사로 기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 날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영업 및 서비스 회사의 브랜드명이 새
로이 출시되어 전 세계 공동으로 DMG MORI 라는 통일된 브랜드를 사용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전통, 정밀과 기술적 선도
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하고 안정적인 파트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IMTOS 2014 의 DMG MORI 한국 미리보기.
DMG MORI Korea 는 한국의 뛰어난 제조를 위한 혁신적이로 솔루션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술을 인도합니다.
SIMTOS 2014 에서 우리는 모든 DMG MORI 머신에 적용되는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CELOS 와 새로운 공동 디자인 머신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앞서 소개된 12 모델과 21 개의 전시장비를 통해, 우리는
DMG MORI Korea 사상 최대 규모의 혁신적인 제품을 모았습니다.

자동화 :
MILLTAP 700 + WH 3

우리의 전문가를 만나셔서 유용한 정보를 배워가십시오. 귀사의 제품생산에
있어 더욱 품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올리는 데에 DMG MORI 의 혁신적인 제품
과 서비스가 어떤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지.

한국 시장 신제품
CTX 450 ecoline

1,080 m2 (120 부스) 의 부스에 전시될
12 대의 한국시장 신제품을 포함한 총 21 대의 전시장비
SIMTOS 2014 DMG MORI 부스
제 1 전시장, 4 홀 4B530
SIMTOS 하이라이트 머신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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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OS - 아이디어부터
완제품까지

6 개 주제의 미래 지향적인 개발 및
DMG MORI 하이라이트:

2 – 4 페이지
DMG MORI 뉴스
독일 프론텐의 DECKEL MAHO 에서
66 대의 하이테크 머신을 선보이는
DMG MORI 의 전통적인 전시회.

5 – 18

페이지

세계 최초의 혁신적 요소

CELOS – 아이디어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표현됩니다. 9 개의
세계 시장 신제품에 적용되었습니다.

NLX2500SY/700 새
디자인과 CELOS
채택

19 – 40

DMC 650 V 새
디자인과 CELOS
채택

페이지

기술 및 성공담

고급 재료를 최대 5 축까지 동시
가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유니버설 터닝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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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한국시장 신제품:
NLX2500SY/700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한국시장 신제품
HSC 70 linear

DMG MORI 새로운 디자인

DMG MORI 의
새로운 공통
디자인
DMG MORI 의 새로운 디자인은 회사의
지속적인 고품질 기준을 증명해줍니다.

향상된 기능성
와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한국시장 신제품:
DMC 650 V

›› 머시닝 프로세스의 월등한 조작을 위한 작업 공간

뷰를 최대화 함.
›› 향상된 기능성: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화유리 채택

고부가가치 / 장기간 지속 표면
›› 구조적으로 우수한 품질로 인해,

상처나 손상으로 부터 보호되고 기존
상태가 오래 유지됩니다.

사용자 친화적
› DMG MORI 의 CELOS: 21.5" 의 멀티터치 스크린과

ERGOline® Control 장착.
›› 인체공학적인 작업 위치를 위해 조절가능한 디스플
레이와 키보드
자세한 정보는 페이지 8-9

소개 시연은 매일
열립니다. - 우리의 전문가
들이 귀하의 사업의 생산
을 높일수 있게끔 도와드
릴겁니다.

celos

– 아이디어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CELOS 는 DMG MORI 의 향후 모든 하이
테크 머신에서 표준화된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제공합니다.
SIMTOS 2014 전시장 4 홀 4B530
DMG MORI 부스에서 CELOS 시연과 소개
강연을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HSC 70 linear 새
디자인 채택

41 – 48

CTX 450 ecoline

페이지

ECOLINE

DMU 70 ecoline 세계 시장 신제품
3D 제어 기술을 갖춘 ECOLINE 시리즈.

MILLTAP 700
WH 3 으로 자동화된

49 – 54

자세한 정보는 페이지 6-7

페이지

DMG MORI 시스템

모든 프로세스 자동화.
4 개의 자동 세그먼트.
참조: ZF, Willi Elbe Group, Tsuzuki
Manufacturing Co., Ltd.

55 – 58

페이지

라이프사이클 관리 서비스

생산성 극대화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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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 V 시리즈: 최상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볼 너트와
리니어 가이드 냉각 기능.

새로운 디자인: 긁힘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미크로 조직 락커
처리된 수명이 오래 가는 표면.

5 년인 리니어 모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
관리에도 모든 공급업체와 조율하고 해당 업체가 이에
맞춰 조정하는 품질우선주의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적인 생산 작업에서도 ISO 9001 의 요구사항을
능가하는 품질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DMG MORI 의
모든 머신 툴은 출고하기 전에 100 시간 이상 품질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품질 관리 외에 직원
교육 또한 제품 개발 프로세스 체인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통한 직원 관리는
따라서 DMG MORI 의 품질우선주의 원칙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안정적인 가치, 견고함 그리고 정밀함

품질 우선 –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약속.

당사 제품과 서비스는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과
최상급 품질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당사의 뛰어난 품질은
DMG MORI 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품질에 대한 극도로 까다로운 요구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밀링 스핀들에 부하 용량이 큰 저널 사용으로 견고성 향상
머신 보호를 위해 통합된 조치,
예를 들어 충돌이나 과부하 발생 시 머신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Machine Protection Control (MPC)
예를 들어 NLX, duoBLOCK®, DMC V, HSC 등의 모든 신형 머신 툴에 적용된
혁신적인 냉각 컨 셉트로 인한 정밀도 향상
DMG MORI SIEMENS 제어장치를 갖춘 모든 머신 툴에 적용되는
DMG MORI SIEMENS 의 새로운 시스템 플랫폼 OPERATE 4.5:
_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 모든 기술을 최신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
통합 인터페이스
_ 드라이브에서 CNC 제어장치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되고 현장에서
성능이 입증된 자동화 기술

KR

품질우선주의 는 제품 개발에서 실제 머신 사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품질우선주의 는 기업 전반에 걸친 지속성 있는 품질 향상
프로세스의 기초를 형성해줍니다. 각 공정과 절차에 대한
투명한 문서화를 통해 결과를 정성적으로 이해하고 정밀
분석을 하고 세밀하게 비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프로세스를 일정하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기초는 품질우선주의 의 원칙 하에 개발
단계에서 이미 만들어져서 광범위한 DMG MORI 라이프사
이클 관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공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의 높은 품질 수준은 특히 품질 보증 기간이

긴 수명이 입증된 표면 처리로 가치 안정적인 새로운 디자인

SINUMERIK Operate
The intuitive and standardized operator user interface for all technologies
siemens.com / sinumerik

Straight forward and featuring numerous new powerful technological functions, the SINUMERIK® Operate user interface makes
CNC machine operation as simple as never before. By combining
machining step and high-language programming under one
system interface, NC programming and production planning are

quickly and efficiently achieved. Whether turning or milling, operation always has the same look-and-feel. And you are supported in
your day-today work using intelligent functions such as animated
simulation and screenshots.

Answers for industry.
25681_UK.ind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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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OS – 아이디어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표현됩니다.
2014 년 DMG MORI 머신의 새로운 디자인
세계 시장을 겨낭한 24종의 신제품 중 9개 제품에
적용하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혁신적 요소
celos

2014
년 06
월 03
07일
일–
베르
가모
에
서그
랜드
오픈

CTX beta 800 TC

SPRINT 20 | 5

DMC 850 V

DMC 1150 V

DMC 80 FD duoBLOCK ® 4. 세대

DMC 80 H duoBLOCK ® 4. 세대

DMU 270 P

LASERTEC 65 첨가물 제조

DMU 70 ec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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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합니다.

"CELOS 는 마치 스마트폰처럼

조작이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DMG MORI 의 CELOS 는 아이디어에서 완제품까지의 공정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가속화시
켜 줍니다. CELO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작업, 프로세스 및 머신 툴 데이터를 일관성 있
게 관리하고 문서화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CELOS 는 공장 및 관련 상위 조직들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일관성 있게 디지털화되고 사무 자동화된 제조의 기반을 구축해줍니다.
CELOS 는 PPS 시스템이나 ERP 시스템과 호환되며 CAD / CAM 응용분야와 연계가 가능하며
미래 지향적인 CELOS 응용 확장이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메뉴 멀티 터치 제어판

SMARTkey®

제공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으로의
통합 액세스. 손쉽고 빠른 조작을 돕는
21.5" 멀티 터치 스크린.

사용자에 맞추어 사용 권한을 정의: 제어
장치나 머신 사용 권한을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USB 메모리가
통합되어 있음.

MITSUBISHI 제품에 CELOS 를 적용한
예시, 독창적인 기능성을 갖춘 미래
지향적인 조작 편의성.

통일성
DMG 및 MORI 의 모든 신형 하이테크 머신
툴 표면의 획일성.

일관성
작업, 프로세스, 머신 툴 데이터의 일관성
있는 관리, 문서화 및 시각화.

호환성
PPS 시스템이나 ERP 시스템과 호환 가능.
CAD / CAM 제품과 연계 가능.
미래 지향적인 CELOS 응용 확장 가능.

CELOS 애플리케이션 – 4 가지 예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dmgmori.com

JOB MANAGER
체계적인 작업 계획, 관리 및 준비.

JOB ASSISTANT
주문 내역 정의 및 처리.

머신별로 새로운 주문 제작 및 구성.
제작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및 문서의 구조화된 보관.
NC 프로그램, 장비 등을 포함한 각종 주문을 보기 쉽게 시각화.
› 주문 내역을 날짜, 고객, 상태 등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필터 기능.

메뉴에 따른 머신 셋업 및 대화상자에서 제작 주문 처리. 구속력 있는 확인 기능이 있는
작업 지침을 통한 신뢰성 있는 오류 방지.
› 처리된 주문이나 새로 가공 중에 있는 주문 색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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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이 간단하고 빠른
21.5" 멀티 터치 스크린

JOB MANAGER 에서 공작물 회전 및
확대/축소

문서
전문 검색 기능의 디지털 라이브러리

CAD–CAM–VIEW
공작물 시각화 및 프로그램 데이터 최적화.

간단하고 빠른 방향 설정을 위한 개괄적인 라이브러리 구조.
기계와 관련된 모든 책자, 문서 및 고객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보관. 반복해서 사용되는
참고 도서에 대한 전문 검색 기능 및 북마크 기능

외부의 CAD / CAM 작업장으로 원격 액세스 가능. 구성부품 시각화의 기초가 되는 중앙
핵심 데이터. 가공 단계, NC 프로그램 및 CAM 전략 등의 옵션을 제어장치에서 직접
변경 가능.
› CELOS 인터페이스나 풀 스크린 모드에 창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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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뉴스

세계 시장 신제품

기술

ecoline

자동화 시스템

라이프사이클 관리 서비스

세계 시장 신제품

DMG MORI 의 새로운
디자인 다기능,
사용자 친화적,
고부가가치
DMG MORI 의 공동개발품

멀티 터치 제어판

NLX2500SY
(흰색 버전)
21.5" ERGOline ® 및 MITSUBISHI 를 채택한 DMG MORI 의 CELOS 를 갖춘
NLX2500SY 모델은 2014 년 2 분기 이후 공급 가능.

MITSUBISHI 를 채택한
CELOS 를 갖춘 모델의 경우,
독창적인 기능성을 갖춘 미래
지향적인 조작 편의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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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의 뛰어난 품질은 새로워진 디자인 전반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기능성 향상 및 사용자
친화적 특징과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합니다.
기술적인 고급 기능이 전부 제공될 뿐 아니라 추가 비용 없이
"검정색"이나 "흰색" 의두 가지 머신 디자인 중에서 새로운
DMG MORI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기능성
제조 공정을 보다 잘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의 시야를 극대화했습니다.
향상된 기능성: 안전 유리창을
외부로부터 탈거.

DMG MORI 의 공동개발품

사용자 친화적 특징

DMC 850 V
(검정색 버전)
DMC 850 V 짧은 시일 내에 공급 가능: SIEMENS 840D solutionline 에 HEIDENHAIN
TNC 640 또는 Operate 4.5를 갖춘 19" ERGOline®,
2014 년 2 분이 이후 공급 가능: 21.5" ERGOline® 및 SIEMENS 를 채택한 DMG MORI 의
CELOS.

뛰어난 안정성 / 평생 보장되는
표면 품질

DMG MORI 의 CELOS:

미세 구조의 프리미엄급 부분,
긁힘 방지 효과 개선 및 손상 방지 처리.

21.5" 멀티 터치 스크린을 채택한
ERGOline® Control.

SIEMENS 를 갖춘 CE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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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I 뉴스

세계 시장 신제품

기술

ecoline

자동화 시스템

라이프사이클 관리 서비스

혁신의 현장 –
9 개의 세계 시장 신제품을 한 눈에.
터닝 기술

CTX beta 800 TC –
극도로 콤팩트한 신형 터닝 –
밀링 스핀들을 이용한 터닝 /
밀링 일괄 가공.
DMG MORI 의 신형 CTX beta 800 TC 는 성공적인
CTX TC 시리즈를 보완해주는 동시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경이 최대 500 mm 이고 회전 길이가 최대 800 mm 인
공작물의 터닝 / 밀링 일괄 가공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대 80 개의 툴을 갖춘 자동 툴 체인저로 기존 터닝
가공 시 유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B 축, 신형
터닝 / 밀링 스핀들 채택으로 최대 5축까지 터닝 / 밀링 동시
가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때 200 mm 의 Y 축 행정거리가
제공됩니다.

핵심적 요소는 ±110° 범위 내에서 연속으로 회전하는
직접 드라이브 방식 B 축으로서, 축에는 극도로 콤팩트한
터닝 / 밀링 스핀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툴 홀더에 배출
실린더가 통합된 콤팩트한 구조가 단 350 mm 길이에서
120 Nm 토크의 성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기존 스핀들과
비교할 때 작업 공간이 170 mm 절약되는 동시에 토크가
20 % 높아졌습니다. 또한 비스듬한 면이나 구멍을 가공할
때 기본 툴을 끼울 수 있으므로 툴 구입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극도로 콤팩트한 터닝/밀링 스핀들로 8.5 m²에서직경 ø 500 mm, 회전 길이
800 mm 의 공작물까지 가공 가능.

최대 60 % 까지 가공 시간을 줄여주는 독보적인
DMG MORI 기술 사이클.

CTX beta 800 TC 하이라이트
CTX beta 800 TC
유니버설 터닝
머신의 비용으로
터닝 / 밀링 가능

_ 작업 공간 내의 설치 면적이 최소화되고 토크
성능이 20 % 향상된 극도로 콤팩트한 터닝/
밀링 스핀들
_ 신형 B 축 사용으로 170 mm 공간 절약:
150 mm 길이의 공작물 드릴링 또는 터닝 가공

인입 및 배출 표시, 변환 켜기/끄기.

CTX TC: 5 축 동시 가공
_ 메인 스핀들과 카운터 스핀들의 축 보간을
이용한 자유 형태 표면 가공
_ 보간형 B 축을 이용한 터닝 및 밀링 가공
_ 정밀도가 향상된 머신 드릴, 전기식과 기계식
보정 기능
_ 지능형 동작, 고급 표면 포함, 완벽한 표면,
동력 및 정밀도
_ CAD / CAM 시스템을 이용한 5 축 동작
프로그래밍

2014 년 5 월 이후 출시 예정:
DMG MORI 의 CELOS,
SIEMENS 840D solutionline 에 Operate 4.5 채택

기술 데이터
최대 회전 길이: 800 mm, 가공물 최대 직경: 500 mm; Y축 행정거리:
±100 mm; 5,000 rpm 메인 스핀들 ISM 76, 380 Nm, 34 kW; HS
K–A63 12,000 rpm 급 터닝/밀링 스핀들, 120 Nm, 22 kW; 스테이션이
24 개인 툴 디스크 매거진, 스테이션을 옵션으로 최대 80 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체인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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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닝 기술

SPRINT 20|5 2014 년 6 월 이후 출시:
2 m² 미만의 설치 면적에서 5 축 리니어 축을
이용해서 최대 ø 20 × 600 mm 직경의 공작물
숏 터닝 및 롱 터닝

신형 SPRINT 20|5 모델은 GILDEMEISTER
Italiana in Brembate di Sopra 의 최신식 시설에서 제
조되며 최대 직경 20 mm 까지 바 가공을 할 수
있는 기본 버전으로 성공적인 SPRINT 시리즈를
보완해줍니다. 오는 5 월 베르가모 그랜드 오픈
(2014 년 06 월 03~07 일) 에서 선보이는 SPRINT
20|5 모델은 리니어 축 5 개와 C 축을 메인 스핀들에
기본 사양으로 채택한 모델입니다. 툴이 23 개로 이 중
4 개의 스테이션은 전동 툴용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2 개의 툴 슬라이드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션
4 개 중 2 개는 전동 툴 스테이션을 이용한 후면
가공용으로 장착할 수 있으며, 카운터 스핀들용
C 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급 자동 터닝 머신
중에서 독창적인 모델로서, 설치 면적이 1.92 m² 에
불과하며 특히 최대 600 mm 길이의 공작물과 툴
23 개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작업 공간이 갖춰져
있습니다.
최대 직경* 200 mm, 척 최대 길이* 400 mm 인 베젤 사용 (* 옵션) .

Y1
X1

Z1

Z2

X2

2 개의 독립된 리니어 캐리어에 23 개의 툴을 장착할 수 있는 작업 공간,
이 중 4 개는 메인 스핀들용 전동 툴 스테이션, 2 개는 카운터 스핀들용 옵션

SPRINT 20 | 5 하이라이트
_ 12,000 rpm, 22 kW 및 120 Nm 급 터닝 /
밀링 스핀들, 20,000 rpm급의 고속 모델
옵션으로 채택 가능
_ 8.5 m² 에서 회전 직경 ø 500 mm, 회전 길이
800 mm 의 공작물까지 가공 가능
_ 최대 출력 770 Nm* 의 메인 스핀들과 6,000 rpm
급 카운터 스핀들*을 이용한 6축 일괄 가공
_ 스핀들 중앙까지 진입 폭이 350 mm 에 불과한
접근성이 뛰어난 대형 투명 작업 공간
_ 200 mm 의 Y 축 행정거리로 편심 가공
* 옵션

SPRINT 20 | 5
2 m² 미만의 설치 면적에서
최대 ø 20 × 600 mm 크기의
공작물까지 가공 가능

"작업 공간과 설치 면적의
효율적인 연계성"

_ 한 대의 머신에서 숏 터닝과 롱 터닝 가공이
가능한 스위스 타입 키트* , 셋업 시간 30 분
_ 2 개의 독립된 리니어 캐리어에
23 개의 툴 스테이션
_ 전동 툴 최대 6 개, 스테이션 4개를 기본
사양으로 채택
_ 고속 툴 교체 시스템 적용으로 셋업 시간 20 %
단축*
_ 카운터 스핀들을 이용한 최대 600 mm
길이의 공작물 하적장치*
_ 최대 120 바 성능의 고압 냉각제 공급장치*
_ 10.4" 컬러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MITSUBISHI
CNC 제어장치 M70
* 옵션

2014
년 06
월
03 일
– 07
일
베르
가모
에서
그랜
드오
픈

설치 면적 1.92 m² 에
불과

기술 데이터
최대 ø 20 mm 까지 바 가공; 스핀들 최대 행정거리 60 mm,
최대 180 mm 의 스위스 타입 키트 옵션으로 제공,
축 하적장치를 옵션으로 채택할 경우 공작물 길이 최대 600 mm;
툴 스테이션 23 개, 그 중 4 개, 옵션 6 개, 전동 툴용
(6,000 rpm, 1.45 Nm 및 0.9 kW) ; 10,000 rpm, 14 Nm 및
2.2 kW 급 메인 스핀들 및 10,000 rpm, 4.8 Nm 및
1.5 kW (S1 – 100 % DC) 급 카운터 스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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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I 뉴스

세계 최초 전시

기술

ecoline

자동화 시스템

라이프사이클 관리 서비스

밀링 기술

DMC 650 V, DMC 850 V,
DMC 1150 V
1,500 kg 까지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수직 가공 및
Y 축 거리 700 mm,
SK50 스핀들 성능 303 Nm
DMG MORI 의 CELOS 와 새로운 디자인이 결합된 신형 DMC V 시리즈는
이 시리즈를 10,000 대 이상 판매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3 세대 수직 가
공 머신 입니다.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업그레이드된 시리즈인 DMC 850 V
모델과 DMC 1150 V 모델은 121 Nm 토크 출력의 14,000 급 기본
스핀들과 최대 36 m/min 의 급이송 속도를 기본 사양으로 채택했으며,
최대 1,500 kg 중량의 공작물까지 가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03 Nm 의 강력한 토크 스핀들 (SK50) 을 옵션으로 채택하면 DMC V
모델을 고성능 밀링 가공용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션도
최대 120 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드라이브와 가이드의 냉각장치는
높은 정밀도를 보장해줍니다.

SK50 – 스핀들과 303 Nm의 출력을 옵션으로 채택할 경우 최대 1,500 kg 무게의 공작물까지 고성능 가공이 가능한 대형 작업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형 DMC V 시리즈의 하이라이트
DMC 650 V
성능과 유연성을 높이기위해서
독창적인 머신툴컨셉트를 채택한
신형 수직 가공 센터.

_ 고성능 사양을 기본 모델부터 채택 –
기본 스핀들 성능 14,000 rpm / 121 Nm,
36 m/min 급이송
_ SK50 스핀들 출력303 Nm (옵션)
_ 스테이션이 최대 120 개인 툴 매거진
_ 가공 가능한 공작물 최대 무게 1,500 kg
_ 정밀도를 30 % 향상시켜주는
드라이브와 가이드 냉각장치
_ 10,000 대 이상 보급된 수직 가공
센터의 노하우
_ 밀링, 드릴링 및 나사산 보링 가공용
SANDVIK COROMANT 툴 키트

기술 데이터
X / Y / Z 이송 거리: 650 / 520 / 475 mm, 급이송: 36 (42) m/min,
스핀들 속도: 14,000 rpm, 출력: 14.5 kW, 토크: 121 Nm,
테이블 크기: 900 × 570 mm, 공작물 중량: 800 kg,
툴 매거진: 20 (30 / 60 / 120) 개의 스테이션

DMC 850 V
고정 테이블과 위쪽에
슬라이드 유닛이 장착된
안정적 구조, 급이송
속도 최대
42 m/min 까지 선택 가능

흰색 버전
추가 비용 없이 "검정색" 이나
"흰색" 중에서 새로운 DMG MORI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술 데이터
X / Y / Z 이송 거리: 850 / 520 / 475 mm,
급이송: 36 (42) m/min, 스핀들 속도: 14,000 rpm,
출력: 14.5 kW, 토크: 121 Nm,
테이블 크기: 900 × 570 mm, 공작물 중량: 1,100 kg,
툴 매거진: 20 (30 / 60 / 120) 개의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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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OS – 아이디어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합니다.

3. 새로운 머신 컨셉트가
적용된 차세대 DMC V
_ 위쪽에 슬라이드 유닛이
장착된 안정적 구조
_ 최대 1,500 kg 무게
공작물까지 가공할 수
있는 고정 테이블
_ +28 % 넓어진 리니어 가이드
_ +25 % 넓어진 볼 스크루
드라이브
_ 정밀도를 보장하는 혁신적
냉각 컨셉트

세 축 모든 방향 (X / Y / Z) 의 볼 너트와 가이드 냉각 기능.

DMC 1150 V
Y축 이송거리가 700 mm 인
넓은 작업 공간과
최대 공작물 중량 1,500 kg

UNO
툴 설정
새 기능: 자동 초점 기능
절삭 초점 자동 설정

_ FEM 을 최적화하고 열 안정적인
회주철 구조
_ 모듈별 컨셉트로 인한 개별 구조
_ 최대 직경 100 mm
(이송 거리 최대 X –50 mm)
까지 갭 게이지 사용
_ 19 인치 컬러 모니터
_ 미세 조정 기능

옵션:
_ 새 옵션 – 수동 Balluff 시스템

혁신

2014

(RFID 칩)
_ 새 기능 – 회전 중심 측정용
보조 카메라
_ 24 인치 터치 스크린
_ 컴포트 시스템 캐비닛
_ 어댑터 보관함

기술 데이터
X / Y / Z 이송 거리: 1,150 / 700 / 550 mm,
급이송: 36 (42) m/min, 스핀들 속도: 14,000 rpm,
출력: 14.5 kW, 토크: 121 Nm,
테이블 크기: 1,400 × 750 mm, 공작물 중량: 1,500 kg,
툴 매거진: 20 (30 / 60 / 120) 개의 스테이션

기술 데이터
측정 범위:
X = +200 ~ –50 mm
Z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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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ecoline

자동화 시스템

라이프사이클 관리 서비스

밀링 기술

4 세대 duoBLOCK®
최대 1,424 Nm 성능의
팔레트 체인저와 드라이브
스핀들 채택으로 생산성 극대화
팔레트 방식 신모델

최대 30 % 까지 부품 정밀도를 높여주는 완벽하게 냉각된 이송 드라이브 및
온도가 조절되는 머신 베드.

정밀성, 효율성, 성능 30 % 향상 –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툴 및 몰드 제작

에너지 기술

관형 –
최대 Ra 0.35의 표면 품질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가공

드릴 헤드 –
가공 시간 75 % 단축

우주항공

기계 가공 산업

섀시 부품 –
티탄 가공 시 절삭 성능 최대
50 % 향상

몰드 캐리어 – 전자동 시리즈 생산과
고도로 지능적인 과정 중 측정 기능이
결합됨

철도

자동차

4 세대 DMU 80 P duoBLOCK® 성공 이후
이 시리즈의 새 버전 세 개가 프론텐 오픈하우스 2014 를
시작으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 이 모델들의 다양성은
수평 밀링 헤드가 장착된 모델이나 밀링 / 터닝 모델과
마찬가지로 팔레트 방식 5 축 버전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 DMC 80 H duoBLOCK® 은 고성능
강력 절삭 가공이나 일괄 처리 정밀 절삭 가공이 모두
가능한 새로 개발된 수평 가공 센터입니다 . 매우 견고한
구조로서 30 % 정밀도가 향상되었으며 , 지능형
온도 관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작업 공간이 개선된
신형 DMC 80 FD duoBLOCK® 역시 견고성이
최적화되고 정밀도가 향상되었습니다 . 이 모델은 설치
면적이 8 % 축소되었습니다 . 밀링 / 터닝 가공이나
수평 가공 기능 외에도 DMC 80 U duoBLOCK® 은

주 작업 시간과 병행해서 셋업할 수 있는 자동 팔레트
체인저도 갖추고 있습니다 . 이로써 부수 작업 시간이
단축되어 제조 공정이 지속성 있게 최적화되었습니다 .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는 팔레트 매거진은 자동화 등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 duoBLOCK® 모델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사용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키트를 들 수 있는데 , 이로써 응용 스펙트럼이
넓어졌습니다 . 예를 들어 스핀들 옵션에는 강력 절삭에
이상적인 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 중에서는
9,000 rpm 에서 1,000 Nm 의 토크 출력을 내는
powerMASTER® 모델과 8,000 rpm 에서 1,424 Nm 의
출력을 내는 드라이브 스핀들을 들 수 있습니다 .

DMC 80 U duoBLOCK®
4 세대 duoBLOCK® : 정밀도, 효율성,
성능이 30 % 향상되었다는 특징이 있는
우수한 신형 모델입니다.

기술 데이터
축 베어링 –
에너지 소모량 30 % 감소

실린더 헤드 –
부수 작업 시간이 짧아서 생산성이
높음: 툴 교체 시간 0.5 초

X / Y / Z 이송 거리: 800 / 1,050 / 850 mm,
급이송: 60 / 60 / 60 m/min, 스핀들 속도: 12,000 rpm,
출력: 35 kW, 토크: 130 Nm, 공작물 크기:
ø 900 × 1,450 mm, 공작물 중량: 1,400 kg,
툴 매거진: 63 (123 / 183 / 243 / 273 / 363) 개의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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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받은 콤팩트한 지능형 기술로 인해 칩투칩 시간과 가공 준비 시간이
단축됩니다.

dmc h

수평 강력 절삭
_ 최대 1,424 Nm 성능의 드라이브 스핀들과
파손 윤곽의 개선으로 공작물로의 진입이
쉬워졌습니다.
_ 절삭하기 힘든 재료 가공 시 절삭 성능을
최대 50 %까지 올려주는 강력 절삭 패키지
_ 수평 관통로 크기 28 % 증가
(새 모델: 1,050 mm)

dmu p / dmc u / dmc h

4 세대 duoBLOCK® 하이라이트

powerMASTER 1000®

_ 정밀도: 완전 수냉식 이송 드라이브 사용으로
부품 정밀도 최대 30 % 향상
_ 성능: 절삭 성능 극대화를 위해 견고성
최대 30 % 향상
_ 효율성: 요구에 기초한 지능형 어셈블리
사용으로 에너리 소모량 30 % 단축
_ 지능형 휠 매거진 툴 개수 최대 363 개,
툴 교체 시간 0.5 초, 주 작업 시간과 병행해서
셋업 가능

_ 77 kW 출력과 1,000 Nm 토크의 모터 스핀들
_ 정비가 수월하고 빠른 교체 시간을 위한
카드 검색 구조
_ 스핀들 증가를 보정해주는
Spindle–Growth–Sensor (SGS)

dmu fd / dmc fd

하나의 세팅에서 밀링 및 터닝 가공
_ 2,050 Nm 및 800 rpm 성능의 직접 드라이브
_
_
_

_
_

방식 테이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하우: 밀링 / 터닝
가공 부문 15 년의 경험
13 % 커진 수직 관통로
(새 모델: 1,070 mm)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사이클: 멀티 툴,
L 측정센서 패킷, 전자식 무게 측정장치,
보간 터닝
Operate 4.5 에 SIEMENS 840D solutionline 채택
밀링 및 터닝 가공 침에 맞춰서 최적화한 칩
폐기장치

dmu p / dmc u / dmu fd / dmc fd

B축
–70°

_ 컴포넌트 스펙트럼 확대, 커진 회전 각도

+180°

(250° (+180° / –70°) 로 인해 가공 시간이
단축되고 가공 유연성이 높아짐
_ 통합된 케이블 드레인 체인
파손 윤곽 개선, 하우징의 밀폐 기능 향상으로
품질 업그레이드, 강제 작동식 케이블
사용으로 수명 연장
_ 대형 YRT 베어링 사용으로 견고성 20 %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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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ecoline

자동화 시스템

라이프사이클 관리 서비스

밀링 기술

특허 받은 혁신적인
휠 매거진은 주 작업 시간과
부수 작업 시간에 동시에
셋업이 가능해졌습니다.

DMU 270 P:
새로운 크기의
포털.
DMG MORI gearMILL® – 나선식 절삭으로 베벨 기어 일괄 가공.

특허
받은
기술

_ 시중에서 판매되는 매거진 중 가장
콤팩트한 매거진
(체인 매거진에 비해 풋프린트가 10 % 좁음)
_ 최대 363 의 툴 스테이션
_ 준비 시간 최대 5.6 초
_ 매우 짧은 툴 교체 시간, 0.5 초에 불과
(HSK–A100 의 경우 0.8)
_ 진동으로 시작 방지

포털 구조 시리즈인 DMU 270 P 는 보다 작은
DMU 210 P 모델과 비교할 때 작업 공간이 훨씬
절약되는 최적의 보완책입니다 . X / Y / Z 축 방향
이송거리는 2,700 × 2,700 × 1,600 mm 로서 가로
방향으로 50%, 길이 방향이나 세로 방향으로 약 30 %
더 깁니다 . 이로 인해 작업 공간이 235 % 가량 넓어집
니다 . DMG MORI 의 밀링 헤드와 전영역 보호 캐빈
개발로 파손 윤곽이 최적화되었습니다 . 공작물 최대
직경은 3,000 mm, 공작물 높이는 1,600 mm 입니다 –
중량은 12,000 kg 까지 허용됩니다 . 머신의 고유
강도가 매우 뛰어나고 전체 머신의 온도가 일정하게
조절되므로 정밀도 피크값이 높습니다 .
그뿐 아니라 DMG MORI 키트는 DMU 270 P 를
각각의 요구사항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데 , 이는 휠 매거진을 확장을 돕는 옵션이
거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자동화 옵션입니다 .
조작의 하이라이트는 CELOS 입니다 . 이 혁신적인 조작
컨셉트는 21.5" 크기의 패널로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최적화하고 자동 모드에서 고장 없이 기계가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 또한 모든 머신 데이터와 프로세스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문서화하고 외부의 PPS/CAD/CAM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DMU 270 P 하이라이트
DMU 270 P:
최대 12 t 중량의 공작물까지
5 축 가공 가능

MPC – Machine
Protection Control

_ 품질이 보증된 포털 구조
_ 넓은 작업 공간
X / Y / Z: 2,700 / 2,700 / 1,600 mm
_ ø 3,000 × 1,600 mm 크기의 공작물 가공을
위한 대형 작업실
_ 밀링 헤드의 파손 윤곽 최적화로 인해
깊은 형상 안으로 손쉽게 진입할 수 있음
_ NC 라운드 테이블의 새로운 구동 기술로
동력 50 % 향상
_ 온도 안정성 최적화로 인한 높은 정밀도
_ 3 점 지지대 채택으로 신속한 가동

_ 진동이 심한 상태에서 급속 차단
_
_
_
_
_
_
_
_

스핀들 수명 연장
가공 프로세스 진단 및 최적화
머신 및 툴 보호
유지보수 및 수리 예측 가능
스핀들 고장 시 원인 발견
툴 수명 최적으로 활용
머신 툴 가용성 향상
모든 DECKEL MAHO 머신에 제공됨
기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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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 kg,
툴 매거진: 63 (123 / 183) 개의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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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조합: 밀링 가공과 마무리 가공 기능이 통합된 레이저 증착 용접

고급 기술

LASERTEC 65
첨삭 가공:
완성품 품질로
적층 제조.

레이저 증착 용접
적층 제조 는 예를 들어 고성능 금속 재질의
통합 컴포넌트 및 이와 유사한 경량 구조 부품 생산에
있어서 복합성과 개별성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습니다 .
추가 공정 시장은 끊임 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
DMG MORI SEIKI AG 의 회사인 SAUER LASERTEC 은
최초로 5 축 하이테크 밀링 머신에 적층 레이저 셋업
방식을 통합했습니다 . 혁신적인 이 하이브리드 솔루션은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 금속 파우더 노즐을
이용해서 도포 처리할 경우 파우더 베드보다 20 배
빨라집니다 .

밀링 가공

이제까지는 추가 공정이 다른 기존 기술로 만들 수
없었던 프로토타입이나 소형 부품 생산으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 추가 가공과 절삭 가공을 머신 한 대에 결합시
킴으로써 추가 기술이 기존 가공 방법을 보완해줍니다 .
프로세스 루트
용해점

분말
레이저 광선

도포 재질

보안경 / 휴대용 안경

장착 구역

공작물

금속 분말이 기본 재질 위에 겹겹이 도포되고 기본 재질과 함께 용해됩니다.
이렇게 하면 금속 분말이 표면에 용접으로 단단하게 접합됩니다. 냉각한
다음에는 기계식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금속 층이 생겨납니다.

1

LASERTEC 65 AM 하이라이트
지능형 조합:
밀링 가공과 마무리
가공 기능이 통합된
레이저 증착 용접

2

수리

_ 레이저 증착과 밀링의 독창적인 조합으로
표면 품질과 구성품 정밀 가공을 극대화합니다.
_ 파우더 노즐을 이용한 레이저 증착 용접:
파우더 베드 처리와 비교할 때 20 배 빨라짐
_ 완전한 구성부품도 제작이 가능함
_ 언더커트 가공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3D 형상
_ 터빈 부품 및 툴 / 몰드 제작 부품 유지보수
_ 마모층 도포

적층 제조

3D 구성부품 제작:
레이저 증착 용접

1: 하우징 링의 기본 구조
밀링 가공

레이저 증착 용접

2: 보조 형상 없이 묶음 제조

레이저 증착 용접

우주항공:
회전 블레이드 유지보수
재질: 인코넬
3

코팅

3: 플랜지 구멍 가공

프론
텐
오픈
하우
스 20
IMTS
14 및
/ AM
B 20
14 에
세계
서
최초
공개

레이저 증착 용접

툴 및 몰드 제작:
내마모 코팅 처리된 롤러
재질: 스텔라이트

5: 연결 노즐 12 개짜리 구조

4: 깔때기 구조

밀링 가공

6: 전체 내부 컨투어 밀링

언더컷으로도 3D 컨투어 제작 가능: 예를 들어 보조 형상 없이 묶음 제조 (그림 2),
원뿔 제조 (그림 4 참조) 레이저 가공과 밀링 가공 사이에서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어서 완성품에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구성부품 부분을 직접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참조) .

기술 데이터

LASERTEC

X / Y / Z 이송 거리: 650 / 650 / 560 mm,
공작물 최대 크기 (5축) : ø 500 × 350 mm,
최대 적재 중량 (5축) : 600 kg (1,000 kg*) ,
최소 설치 면적 (머신만 해당) : 약 7.9 m²,
제어장치: SIEMENS 840D solutionline 에
Operate 4.5 를 채택한 19" ERG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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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U 70 ecoline
최신 3D 제어 기술이 적용된 NC – 로터리
테이블을 기본 사양에 채택한 5 면 가공,
기능성과 기술의 완벽한 결합!

C축

360°

SIEMENS 840D solutionline 에
Operate 4.5 를 채택한 SLIMline®

HEIDENHAIN TNC 620 을 갖춘
SLIMline®

다양성: 최신 3D
시뮬레이션을 갖춘
최신 제어 기술

B축

– 10° / + 95°

디지털 드라이브가 장착된 특허 받은 5 면 가공용
NC 로터리 테이블 속도 범위가 최대 12,000 rpm 에
이르는 견고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인라인 스핀들을
기본 사양으로 채택 – 내부 툴 냉각용으로 추가 설치 가능.

KR

새 기능! DMU 70 ecoline
특허 받은 NC 로터리
테이블을 이용한 5 면 가공

DMU 70 ecoline 하이라이트
_ 속도 범위가 최대
(13 / 9 kW, 83 / 57 Nm, 40 / 100 % DC) 에
이르는 강력한 모터 스핀들
_ 긴 이송 거리
X / Y / Z: 750 / 600 / 520 mm
_ 리니어 축 방향 급이송 속도: 24 m/min
_ 스테이션 32 개를 갖춘 툴 매거진 SK40
주 작업 시간과 병행해서 툴을 적재할 수
있는 셋업 장치가 있고 홀더와 더블
그립퍼가 장착된 체인
_ 뛰어난 효율성 – 디지털 드라이브가 장착된
5 면 가공용 NC 로터리 테이블
_ 3D quickSET®*
역학적 운동의 정밀성을 점검해서
수정하기 위한 툴 키트
* 옵션

기술 제원
X/Y/Z 축 방향 이송 거리: 750 / 600 / 520 mm,
리니어 축 방향 급이송: 24 m/min;
속도 범위가 최대 12,000 rpm; 83 / 57 Nm,
13 / 9 kW (40 / 100 % DC) 에 이르는 고성능 인라인
스핀들; 홀더 및 더블 그립퍼, 스테이션 32 개를
갖춘 툴 체인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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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X, CTX 및 NEF 범용 회전 – 현재 CELOS 도 포함
Turn&Mill 완전 가공의 기준점: CTX TC 및 NTX
자동 회전, 이탈리아 지점의 새 기술 센터 포함
인피니티 레드불 레이싱 (Inﬁniti Red Bull Racing):
DMG MORI 의 5 축 기술을 통한 세계 정상의 기술

기술 및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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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X – 다양한 분리
단계를 지닌 9 가지 모델.
NLX 시리즈의 시장 도입 이후 2010년 말 이미 3,000
대 이상이 성공적으로 판매되었습니다. NLX 시리즈는 사용
자에게 최고의 성능, 유연성, 신뢰를 제공합니다. 기계 베드
에 내장된 냉각수 순환장치로 열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모든
축의 평면 가이드는 고성능 회전을 위한 최적의 기준 구실을
합니다.
또한 최대 500 mm 길이의 짧은 회전부용으로 개발된
NLX2500/500 은 특히 설치 공간이 작고 고강성입니다. 새
NLX3000MC/1250 은 공구 드라이버가 내장된 최대 회전
길이 1,250 mm 의 BMT® 터릿으로 뛰어난 밀링 성능을 제
공합니다. NLX4000BY/1500 의 두 가지 큰 특징은 최대
315 mm (MC 버전 365 mm) 에 달하는 X 축의 큰 이동 경로
와 최대 350mm 직경, 최대 500 mm (MC 버전 600 mm) 직
경의 Y 축 버전의 뤼넷입니다. NLX4000BY/1500 은 작동 공
구를 포함한 최대 4,000 rpm (10,000 rpm*) 의 대형 회전부
및 Y 축 가공을 위해 매우 컴팩트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최
대 가공 성능을 위해 3,225Nm 의 메인 스핀들 토크가 유형
B (유형 A = 1,910 Nm)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NLX2500SY/700 은 유럽 시장용으로 이탈리아의 베르가모
(Bergamo) 근교 브렘바테 디 소프라 (Brembate di Sopra)
의 GILDEMEISTER Italiana S.p.A. 지점에도 설치되며, 5
월부터는 CELOS가 장착된 새 디자인도 설치됩니다. 세 개
의 NLX 세계 최초 시리즈는 EMO 에서 CELOS 21.5"
ERGOline® 및 MITSUBISHI 와 함께 선보였으며 2014 년 4
월부터는 출고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해상도 0.01 µm 의 마그네틱 스케일로 다이렉트한 거
리 측정 시스템을 통한 최고의 정밀함.

효율적인 완전 가공
NLX2500SY/700 의 작동 공구, 카운터
스핀들 및 Y 축 포함.

NLX 시리즈는 이미 3,000 대 이상이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NLX2500/500
최대 길이500 mm 의
가공물을 위한
3.5 m² 의 완벽한
2축 회전

NLX 시리즈의 특징
_ 열 안정성 향상을 위해
기계 베드에 내장된 냉각수 순환장치
_ 최대 부하를 위한 모든 축의 평면 가이드
_ BMT® 기술 (구동 모터가 내장된 터릿) 장착,
밀링 성능 가공 센터와 비교
_ 다양한 분리 단계로 출고 가능
(예: 다이렉트 작동 공구,
Y 축, 고성능 카운터 스핀들 포함)

BMT® 빌트인 모터 터릿 (Turret) – 최대 100 Nm 토크의 향상된
밀링 성능과 정밀함.

DMG MORI 는 NLX 시리즈의 성공
모델인 NLX2500 을 이제 500 mm 의
회전 길이로도 제공합니다.
최대 460 mm 의 회전 직경과 X, Z
방향의 260 ~ 500 mm 에 달하는 이동
경로로 NLX2500/500 은 다각도에서
회전 가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기계 디자인으로 설치 공간이
작습니다 (3.5 m²)

9개의 모델의 29가지 버젼 사용시
올바른 솔루션
회전 길이
(mm)
1,500

1,250

700

500

NLX
4000/1500*

NLX
2500 / 1250

NLX
3000 / 1250*

MC, Y, SMC, SY

MC, Y

NLX
2500 / 700

NLX
3000/700

NLX
4000/750

Turning
MC, Y, SMC, SY

Turning
MC, Y

Turning
MC, Y

NLX
1500 / 500

NLX
2000 /500

NLX
2500 / 500*

MC, Y, SMC, SY

MC, Y, SMC, SY

Turning

6"

8"

10 / 12"

Turning
MC, Y

척 크기
12"

즉시 출고 가능, MAPPS IV 및 10.4"
TFT 디스플레이 장착.**
* 2014년 4월부터 NLX4000용 CELOS ** 19", 새 디자인으로만 출고 가능
Turning = 고정 공구, MC = 작동 공구,
Y = 작동 공구 및 Y 축, SMC = 작동 공구 및 카운터 스핀들
SY = 작동 공구, Y 축 및 카운터 스핀들

15 / 18"

화이트 버전
DMG MORI 의 새 디자인은
추가 비용 없이 "블랙" 이나 "화이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술 데이터
최대 회전 직경: 460 mm,
최대 회전 길이: 500 mm, 로드 통로: 80 mm,
속도: 3,500 rpm 표준, 구동 출력: 18.5 kW,
10 단 터릿 (12 단 터릿은 옵션)

Journal n0 1 – 2014

옵션 터릿: TRIFIX® 정밀 퀵 체인지 시스템. TRIFIX® 로 반복 정확도
< 6 µm 에서 공구 교체가 30 초 내에 가능합니다.

NLX2500SY/700
메인, 카운터 스핀들,
100 mm Y 이동 경로의
터릿을 이용한 6 면 가공

열 안정성 향상을 위해 기계 베드에 내장된 냉각수 순환장치.
30 % 더 넓어지고 안정된 평면 가이 가이드로 고성능 회전이 가능합니다 (예: NLX2500 의 경우, 폭 80 mm) .

카운터 스핀들 및 Y 축이 장착된 성공
모델 NLX2500SY/700 은 클램핑이나 로
드의 효율적인 완전 가공을 보여줍니다.
터릿에는 기본적으로 BMT60 인터페이스
가 장착되어 있으며 옵션 사항으로
VDI–TRIFIX® (12 단) 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속도: 10,000 rpm.

NLX4000BY/1500
최대 직경 500 mm 에 달하는
대형 가공물의 효율적인 완전가공
(600 mm 직경, Y 축 없음)

작동 공구의 뛰어난 밀링 성능을
위한 BMT® 기술, 최대 100 Nm 토크,
Z 축의 넓은 가이드 웨이, X 축의 큰
이동 경로, 최대 ø 350 mm 의 뤼넷을
통한 4,000 rpm (10,000 rpm 옵션) ,
M30 태핑 장착

최대
10 %
까지
보상
판매
이점
*
최

기술 데이터
최대 회전 직경: 366 mm
(460 mm 회전 직경, Y 축 없음) ,
최대 회전 길이: 705 mm, 로드 통로:
80 mm, 메인 스핀들: 4,000 rpm, 18.5 kW
카운터 스핀들: 6,000 rpm, 11kW 12 단 터릿
(10, 16, 20 단 터릿 옵션) 작동 공구 속도 10,000 rpm

상의
가격
조건
을
갖춘
최고
의기
술

* 현재 YEN 개발로 10 % 의 보상판매 이
점을 보장해드립니다.

기술 데이터
최대 회전 직경: 500 mm (Turning & MC
\버전: 600 mm), 최대 회전 길이: 1,500 mm,
최대 로드 통로: 164 mm, 속도: 1,500 rpm
구동 출력: 37 kW, 10 단 터릿 (12 단 터릿은 옵션) ,
작동 공구 속도 4,000 rpm,
100 Nm 사양 (10,000 rpm 옵션)

21

22

dmg

MORI 뉴스

세계 시장 신제품

기술

ecoline

자동화 시스템

라이프사이클 관리 서비스

회전 기술

CTX alpha 및 CTX beta – 선형
구동장치, 다이렉트 드라이브
및 TRIFIX® 를 이용한 최첨단
범용 회전.
범용 CTX alpha 및 베타 시리즈는 사용자에게 최고의
유연성, 인체공학 및 정확성을 제공합니다. 모듈식 가변 시
리즈로 간단한 척 부품 가공에서 완전 가공 작업까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기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대 가공
성능을 위해 예를 들어 스핀들 모터가 최대 770 Nm 까지 제
공됩니다.
최대 장시간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CTX beta 기계
의 옵션 사항인X축 선형 구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가공 시 1g 의 가속도로 최고의 동력도 제공됩니
다. 기계는 기본적으로 X축의 다이렉트 측정 시스템, 액체
냉각 스핀들 모터를 통해 열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실제
밀링 가공 시 특징은 다이렉트 드라이브 터릿 옵션 사항입니
다 (최대 속도 12,000 rpm (CTX beta: 10,000 rpm) , 최대
토크 34 Nm (CTX alpha: 20 Nm) . 이 터릿은 기본적으로
TRIFIX® 정밀 퀵 체인지 시스템을 통해 공구 교체를 30 초
내에 실행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분리 단계는 중심부 외
가공을 위한 장비 패키지 Y 축, 120 mm 스트로크

(CTX alpha: 80 mm) 입니다. 그 외 6 면 완전 가공 패키지,
카운터 스핀들, Y 축, TRIFIX®가 장착된 스타 터릿 포함.
빌레펠트 (Bielefeld) 전시관을 방문해 주십시오.
2014. 05. 13. ~ 2014. 05. 16

6 면 완전 가공 패키지, 메인 스핀들, 카운터 스핀들, 120 mm 스트로크
(CTX alpha 500, 80 mm) 의 Y축, TRIFIX® 가 장착된 스타 터릿 포함.

CTX alpha 500 의 특징
CTX alpha 500
Y 축*을 통한 중심부 외 가공
80 mm 스트로크*

2014 년 4 월부터 출고 가능:
DMG MORI 의 CELOS,
21.5" ERGOline® 및 SIEMENS 장착,
SIEMENS 840D solutionline 또는
HEIDENHAIN CNC PILOT 640 에
Operate 4.5 가 있는
19" ERGOline® 장착,
즉시 출고 가능

_ 다이렉트 드라이브* 터릿,
최대 가공 성능을 위한
12,000 rpm 및 20 Nm
_ 고성능 회전 가공
최대 ø 210 × 525 mm 의 가공물,
170 Nm 의 메인 스핀들 사용
* 옵션

CTX beta 800 linear 의 특징
CTX beta 800 linear
1 g 의 가속도와 최대
장시간 정확성을 지닌
X 축의 선형 구동장치
2014 년 6 월부터 출고 가능:
DMG MORI 의 CELOS,
21.5" ERGOline® 및 SIEMENS 장착,
SIEMENS 840D solutionline 또는
HEIDENHAIN CNC PILOT 640 에
Operate 4.5 가 있는
19" ERGOline® 장착,
즉시 출고 가능

_ 고성능 회전 가공
최대 ø 410 × 850 mm 의 가공물,
최대 770 Nm* 의 메인 스핀들 사용
_ 최대 ø 400 mm 의 척*,
최대 ø 200 mm 의 뤼넷*
사용을 위한 대형 작업 공간
* 옵션

기술 데이터

기술 데이터

로드 가공, 최대 ø 65 mm; 525 mm
최대 회전 길이, 200 mm 최대 가공물 직경;
메인 스핀들 ISM 52 PLUS 6,000 rpm, 170 Nm, 27 kW;
12 단 VDI 30 Revolver, 5,000 rpm, 5.4 kW 및 16 Nm

로드 가공, 최대 ø 76 mm; 850 mm 최대 회전 길이 및
410 mm 최대 가공물 직경; 메인 스핀들 ISM 76,
5,000 rpm, 380 Nm, 34 kW; 12 단 VDI 40 터릿,
4,000 rpm, 11.3 kW 및 28 Nm, 6 블록 공구 공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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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의 CELOS, 3D 제어 기술을 통한 기본 정비소 프로그래밍용
21.5" ERGOline® 및 SIEMENS 장착.

회전 기술

NEF 400 –
내장된스핀들 모터를
사용하여 동 급
최고의 성능.

NEF 시리즈 5 세대는 NEF 400 및 NEF 600 으로
범용 회전 기계 시장에 확실히 진입하였으며 최적의
가격으로 최고의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제어, 측
정 시스템, 유압장치, 스핀들, 터릿과 같은 독일에서
생산된 고품질 부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F 400
에는 기본적으로 액체 냉각 스핀들 모터가 내장되어
제공됩니다. 옵션 사항으로 최대 6가지 작동 공구용
터릿도 기계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메인 스핀들의 C
축 포함) . 또 다른 특징은 대형 작업 공간으로, 설치 공
간이 4 m² 일 경우, 최대 ø 350 × 650 mm 의 가공물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TRIFIX®–정밀 퀵 체인지 시스템이 장착된 스타 터릿, 공구 설치 시간 < 30 초,
반복 정확도 < 6 µm.

선형 구동장치 – 최소 유지
보수 비용, 최대 정밀함 및
생산성

가공 성능 및 온도 안정성을 위해 내장된 액체 냉각 스핀들 모터, 340 Nm.

NEF 400 의 특징
NEF 400
단 4 m² 의 설치 공간에서
최대
ø 350 × 650 mm의
가공물 작업

_ 최신 3D 제어 기술:
DMG MORI 의 CELOS, 21.5" ERGOline® 및
SIEMENS 장착 (2014 년 3 분기부터)
_ 대체 가능, Operate 4.5 가 장착된
19" ERGOline®, SIEMENS 840D solutionline
및 ShopTurn 3G 또는
HEIDENHAIN CNC PILOT 640
_ 내장된 C 축을 통한 최고의 정확성
해상도 0.001° (옵션)
_ 단 4 m² 의 설치 공간에서 최대 ø 350 × 650 mm
의 가공물 작업을 위한 대형 작업 공간
_ 최적의 인체공학 및 접근성,
메인 스핀들까지 단 289 mm 에 불과한 그립 깊이
_ 최고의 온도 안정성을 위해 내장된 액체 냉각
스핀들 모터

선형 구동장치에 대한 5 년 보증
1 g 가속도, 60 m/min 급이송
최대 장시간 정확성, 소모품이 거의 없음
높은 가속도, 기계적 전달 요소 없음
최소한의 유지 보수, 최소의 수명 관리 비용
최고의 동력 및 가용성으로
생산 비용 감소
_ 모든 CTX beta 범용 회전 기계에 사용 가능
_
_
_
_
_
_

포함
HORN 공구 케이스 포함

기술 데이터
로드 가공, 최대 ø 65 mm; 650 mm
최대 회전 길이 및 340 mm 최대 가공물 직경;
메인 스핀들 ISM 65, 4,500 rpm, 340 Nm, 11.5 kW;
12 단 VDI 30 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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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 TC –
Turn & Mill
완전 가공.

CTX TC – 최대 ø 700 mm 의 가공물, 최대 3 m 의 회전 길이의 5 축 범용 회전,
카운터 스핀들 (옵션) 을 통한 6 면 완전 가공.

CTX TC 및 CTX TC 4A
시리즈 개요

회전 길이 800 mm
회전 길이 1,300 mm

범용: CTX TC

CTX TC 4A – 메인 및 카운터 스핀들, 추가 하단 터릿을 이용한 5축 생산 회전;
최대 10,000 rpm 속도의 다이렉트 드라이브 구동장치가 장착된 터릿 (옵션) .

생산: CTX TC 4A

메인 및 옵션 카운터 스핀들

메인 스핀들과 카운터 스핀들 및 추가 터릿

beta

gamma

beta

gamma

ø 500 mm

ø 700 mm

ø 500 mm

ø 700 mm

CTX beta 800 TC

–

–

–

CTX beta 1250 TC (linear)

CTX gamma 1250 TC (linear)

CTX beta 1250 TC 4A

CTX gamma 1250 TC 4A (linear)

ø 550 mm
회전 길이 2,050 mm

CTX beta 2000 TC

CTX gamma 2000 TC (linear)

–

CTX gamma 2000 TC 4A (linear)

회전 길이 3,050 mm

–

CTX gamma 3000 TC

–

CTX gamma 3000 TC 4A

CTX gamma 2000 TC linear 의 특징

5 년 보증

CTX gamma 2000 TC linear
최대 ø 700 m 가공물의
6 면 완전 가공

_ 메인 및 카운터 스핀들*을 통한 6면 완전 가공,
TC 4A 의 경우, 카운터 스핀들 기본
_ 다이렉트 드라이브 B축을 통한 5축 동시 가공,
기술 주기*와 연동된 ±120° 회전 범위;
_ ±200 mm 스트로크의 Y 축, 중심부 외 가공
_ 회전–밀링 스핀들, 12,000 rpm, 옵션, 최대
18,000 rpm 또는 8,000 rpm, 160 Nm
_ 최대 ø 460 mm 의 가공물용 뤼넷*,
최대 ø 630 mm 의 척* 사용
_ CTX gamma 2000 TC 4A linear: 보조 공구
캐리어, 12 단 VDI 40 터릿, TRIFIX® 정밀 퀵
체인지 시스템 장착, 옵션 다이렉트 드라이브
터릿, 10,000 rpm 및 34 Nm 장착
* 옵션

더 나은 성능, 최고의 정확성.
선형 모터에 대한 5 년 보증,
최대 장시간 정확성 및 동력.

포함
포함된 공구 케이스
HORN / LMT / SCHUNK

기술 데이터
2014년 4분기부터 출고 가능:
DMG MORI 의 CELOS, 21.5" ERGOline ® 및 SIEMENS 장
착, SIEMENS 840D solutionline 에 Operate 4.5 가 있는 19"
ERGOline ® 장착, 즉시 출고 가능.

최대 회전 길이: 2,050 mm, 최대 가공물 직경: 700 mm;
Y –스트로크 ± 200 mm; 메인 스핀들 ISM 102, 4,000 rpm,
770 Nm, 45 kW; HSK–A63, 회전–밀링 스핀들,12,000 rpm,
100 Nm, 22 kW; 36 개 섹션이 있는 공구 및 슬라이스
매거진, 최대 180 개 섹션이 있는 옵션 체인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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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 스핀들 및 피벗 카운터 스핀들을 이용한 피스톤 가공.

NTX1000/SZM:
복합적 개별 부품,
양산품의 Turn & Mill
완전 가공.

NTX 시리즈의 기계는 소형 밀링 – 회
전 통합 센터로, 의료 기술, 항공 우주 분야,
의료 분야, 시계 산업 및 반도체 산업의 가공
작업에 적합합니다. 당사의 독자적 세 가지
기술을 사용하여 정밀하고 고효율적인 우수
한 가공 작업이 가능합니다. NTX 시리즈는
최대 생산성을 대표합니다.

연삭 품질면에서 CTX beta 1250 TC 4A 의
멀티 연결부의 안전한 생산.

KAMPF Schneid– 및
Wickeltechnik GmbH & Co. KG
Turn–Mill 완전 가공은 다섯 대의
기계를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KAMPF Schneid – 및 Wickeltechnik GmbH & Co. KG 는 쾰른
(Köln) 근교의 빌 (Wiehl) 에 본사가 있으며 플라스틱 필름, 합성 재료,
라미네이트, 알루미늄 필름 등의 제조 및 가공을 위한 절단, 권선 기술
분야의 기술 리더입니다. 최대 속도 700 m/min 으로 생산되는 재료 두
께 0.9 µm 이상의 얇은 필름을 위한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KAMPF 는
혁신성 뿐만 아니라, 높은 경쟁력으로 아이펠 타운 도어 (Dohr) 의 자
체 공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계적 생산을 자랑합니다. 또한 바로 이
곳에서 Turn & Mill 가공 센터 CTX beta 1250 TC 4A 가 최근 주목받
고 있습니다. 카운터 스핀들, 고성능 밀링 스핀들이 B축으로, 하단 12
단 터릿은 작동 공구이 장착된 추가 공구 캐리어 및 Y축으로 장착되어,
새로운 투자로 구동 샤프트에 대한 비용을 순조롭게 반감할 수 있었습
니다. 도어 (Dohr) 의 공장 관리자 슈테판 슐라이허 (Stephan Schleicher) 가 시작점 및 절감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
멀티 연결부는 메인 구동장치 요소로서, 정밀함 및 표면 품질 면에서
매우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연삭 과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DMG MORI
는 단 하나의 기계로 필요한 프로세스 품질의 가공물을 생산할 수 있
는
유일한
제조사였습니다."
이를
위해
KAMPF
는
DMG MORI 의 전문가들에게 공구 및 클램핑 장치, 프로그램 제작과
함께 완전 가공 작업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런 후 빌레펠트 (Bielefeld)
에서 참조부를 없애고 외부 측정과 검사를 실행하였습니다." 공장 관
리자가 이와 같이 회상하며 칭찬을 덧붙였습니다. "모든 검사 포인트
가 확연히 공차 내이며 무엇보다도 거친 작업 환경에서도 이에 도달합
니다. 이전에는 연삭 가공을 포함한 다섯 대의 기계로 제작해야 했지
만, 이제는 CTX beta 1250 TC 4A 로 샤프트를 완벽히 제조할 수 있습
니다!"

– 25 °

– 195°

회전식 카운터 스핀들을 통한 밀링 스핀들 및 터릿으로 충돌이 없는 평행 가공;
가공물 릴리스를 위한 회전 범위 최대 –195°.

NTX1000/SZM 의 특징
NTX1000/SZM
효율적인 밀링 / 회전 통합 센터

_ B 축의 DDM 기술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 및
BMT 기술
(작동 공구용 구동 모터가 내장된 터릿)
_ 40 % 더 줄어든 설치 공간 이전
모델과 비교
_ ORC (Octagonal Ram Construction) 기술
우수한 댐핑 속성 및 열적 대칭 구조를 위한 Y 축
_ 여러 분리 단계가 있습니다
_ ESPRIT CAM 기본 소프트웨어
_ NTX1000, Operate 4.5 또한 장착
SIEMENS 840D solutionline 사용 가능

기술 데이터
연락처: KAMPF Schneid– und Wickeltechnik GmbH & Co. KG
Mühlener Straße 36 – 42, 51674 Wiehl, Germany
info@kampf.de, www.kampf.de

순환 직경: ø 370 mm, 회전 길이: 450 mm,
Y축: ±105 mm, 메인 스핀들: 최대 구동 출력: 11 kW,
최대 속도: 6,000 rpm, 공구 스핀들: Capto C5 마운팅, 속도:
12,000 rpm (HSC 옵션: 20,000 rpm) , 최대 구동 출력: 7.5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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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 설계: 카운터 스핀들–심압대 조합의 크로스 스트로크를 통한 2 개의
독자적 작업 공간.

회전 기술

회전 기술

NZX1500 및
NZX2000 –
최대 3 개의 터릿과 3 개
Y 축을 이용한 생산
회전.

CTX beta 4A –
2 개의 독자적 작업 공간
이 있는 특허받은 TWIN
설계로 30 % 더 짧아진
제작 시간.

X1
CTX beta 800 4A 및 CTX beta 1250 4A 의 핵심은 특허
를 받았으며 무수히 검증된 TWIN 설계입니다. 두 개의 터릿
과 카운터 스핀들–심압대 조합의 크로스 스트로크가 장착된
이 독창적 작업 공간 설계로 독자적 두 작업 공간에서 충돌이
없는 평행 가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인 스핀들의
샤프트 부품을 받칠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에서는 최대 회전
길이가 800 또는 1,200 mm 인 경우, 최대 직경 340 mm 의 가
공물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최대 2 개의 Y축 (하단 옵션) 과
연결하여 복합 척 또는 로드 부품을 높은 생산성으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기계에는 총 24 개의 작동 공구 섹션과 TRIFIX®
정밀 퀵 체인지 시스템이 장착된 두 개의 VDI 40 터릿이 있습
니다.

X3

Z1
Z3

터릿 1
Y1

C1

터릿 3

Y3
X2

C2

B
Z2

Y2
터릿 2
독자적 두 작업 공간에서 두 개의 터릿과 심압대를 이용하여 충돌이 없
는 TWIN 설계.

NZX2000/800STY3 , 메인 스핀들,
카운터 스핀들 및 3 개의 터릿 (3 개의 Y축 포함) 장착.

CTX beta 800 4A 의 특징
CTX beta 800 4A
특허를 받았으며 무수히
검증된 독자적
두작업 공간이 있는
TWIN 설계

_ 두 터릿의 Y 축 (상단 ±60 하단* ±40 mm)
_ 두 개의 VDI 40 스타 터릿,
24 개의작동 공구 섹션 및 VDI 40
TRIFIX® 정밀 퀵 체인지 시스템 장착
_ 다이렉트 드라이브* 터릿, 10,000 rpm,
14.2 kW 및 34 Nm
_ Operate 4.5 가 장착된 19" ERGOline®,
SIEMENS 840D solutionline,
ShopTurn 3G 장착

NZX2000/800STY3
양산품용 3 개의 터릿을 이용
한 효율적인 생산 회전

* 옵션

_
기술 데이터
최대 회전 길이: 800 mm (CTX beta 1250 4A: 1,200 mm) ,
최대 가공물 직경: ø 340 mm; Y –스트로크 ±60 mm;
메인 및 카운터 스핀들 ISM 76, 5,000 rpm, 360 Nm,
32 kW로 동기화; 두 개의 VDI 40 터릿,
TRIFIX®, 4,000 rpm, 28 Nm, 11.3 kW

_
_
_

CTX beta 800 4A
통합 처리:
NC 제어식 탑재 및 릴리스
더블 그리퍼 장착
팔레트 컨베이어 벨트로 기능하는
가공물 스토리지
척 최대 폭 ø 250 × 160 mm 및 최대 15 kg
외부 갠트리 로더에 반해 생산 시간에
따른 릴리스로 50 % 더 단축된 대기 시간

기술 데이터
NZX1500 / NZX2000
회전 직경: ø 320
회전 길이: 810mm
터릿 수량: 최대 3
Y 축 수량: 최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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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X1500 또는 NZX2000의 경우, 하단 터릿의 Y 축
최대 강성을 위한 ORC (Octagonal Ram Constr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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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X4000 및
NZX6000 –
2 개의 터릿이 장착된
생산성이 높은 샤프트
가공.

NZX 시리즈 기계는 직경이 작은 (NZX–S 시리즈) 샤프
트 가공 뿐만 아니라 복합적 형태의 직경이 큰 긴 대형 가공
물 (NZX4000, NZX6000) 의 가공에도 적합합니다. 이 시리
즈 기계는 효율적이며 생산성이 높은 가공을 보장합니다.

›
›
›
›
›
›
해상도 0.01 µm 의 마그네틱 스케일로 다이렉트한
거리 측정 시스템을 통한 최고의 정밀함.

거리 측정 시스템 마그네틱 스케일
고해상도 마그네틱 무결점
길이 측정 시스템
측정 정확도 등급 ±3 µm
응축수 및 오일에 대한 내구성
내진성 최대 45g
강철이나 주철로 이루어진 기계 베드와 같은 동일한 열
팽창 현상

NZX2000/800STY3 의 특징
_ 밀링 가공용 BMT® 터릿,
최대 12,000 rpm
(6,000 rpm 기본)
_ Pro 터릿, 16 개의 구동 스테이션
_ 모든 3 개 터릿의 Y축,
이동 경로 110 mm
(옵션 포함)
_ ORC (Octagonal Ram
Construction) , 하단 터릿의
Y 축 최대 강성
_ 급이송 X / Y / Z: 30 / 20 / 50 m/min

NZX 시리즈의 다른 기계 – NZX2500: 생산성이 높은 크랭크 샤프트 회전 및
밀링 가공, 2개의 터릿과 상단 터릿의 Y축 이용.

NZX4000 및 NZX6000 의 특징
NZX4000C/2000Y
최대 2 m 길이의 대형
가공물의 효율적,
생산적 가공을 위한
대형 4 축 회전 센터

_ BMT® – 터릿, 밀링 가공을 위해 구동 모터가 내장된 터릿,
최대 3,500 rpm
_ 상단 터릿의 Y 축, 200 mm 이 경로
(NZX4000, 140 mm 이동 경로)
_ NZX6000 용 스핀들 보어,
ø 285, ø 375, 또는 ø 560 mm 사용 가능
(NZX4000: ø 145, ø 185, 또는 ø 285 mm)

기술 데이터
NZX4000

기술 데이터
NZX6000

회전 직경: ø 660
회전 길이: 1,000 / 2,000 / 3,000 mm
터릿 수량: 2
Y 축 수량: 최대 1 (상단)

회전 직경: ø 900
회전 길이 1,000 / 2,000 / 3,000 / 4,000 mm
터릿 수량: 2
Y 축 수량: 최대 1 (상단)

28

dmg

MORI 뉴스

세계 시장 신제품

기술

2014. 05. 27. ~ 31.

ecoline

자동화 시스템

라이프사이클 관리 서비스

2014. 06. 03. ~ 07. – 이탈리아의 베르가모 (Bergamo) 근교 브렘바테 디 소프라
(Brembate di Sopra) 의 완전히 첨단화된 GILDEMEISTER Italiana S.p.A. 지점의 개점식.

2014 년 6 월 베르가모 그랜드 오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GILDEMEISTER Italiana –
단일/멀티 스핀들 자동 회전장치를 위한
새 기술 센터 오픈 .

GILDEMEISTER Italiana S.p.A. 는 이탈리아의 베르
가모 (Bergamo) 근교 브렘바테 디 소프라 (Brembate di
Sopra 에 Bergamo) 에 위치해 있으며, DMG MORI 와 연계
하여 대량 생산으로 일괄 처리되는 회전 대칭 부품의 경제적
가공에 관한 역량 센터입니다. 짧고 긴 회전을 위한 최대 3개
의 터릿 및 단일 스핀들 자동 회전장치가 장착된 생산 회전
기계 또한 기계식, CNC 제어식 멀티 스핀들 자동 회전장치
의 최고 등급과 같은 서비스 포트폴리오의 일부입니다. 또한
유럽 시장용 NLX2500SY/700 이 2014 년 5 월부터 새 디자
인으로 MITSUBISHI CELOS 가 장착되어 지점에 설치됩니
다. 총 1,500 만 유로가 넘는 예산을 들여 지점이 완전히 첨
단화됩니다. 먼저 새 어셈블리 홀을 1,200 m² 이상의 부지
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 정의 검사 및 솔루션을 개
발하여 약 1,000 m² 가 넘는 부지에 새 기술 센터를 설립하
였습니다. 더 나은 품질과 정밀함을 위해 이제 기계 제작 영
역의 온도가 ±1° 단위까지 조절됩니다. 이로써 현재 예를 들

어 다음과 같은 새 기계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습니다.
DMC 125 U duoBLOCK® 및 DMC 160 U duoBLOCK®,
DMC 100 H duoBLOCK®, 33단 팔레트 스토리지 및
CTX gamma 2000 장착. 여기서 특히 단일 스핀들 자동 회전
장치용 기계 베드와 같은 고정밀 부품이 제작됩니다. 이같은
대규모 첨단화로 추후에 지점에 100대의 NLX2500에 최대
380대의 기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014. 06. 03. ~
2014. 06. 07. 동안 개점식의 일환으로 개최됩니다. 개점식
에서는 새 SPRINT 20|5도 최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SPRINT 시리즈, 멀티 스핀들 자동 회전장치 GM 및 GMC,
NLX2500SY/700 기계의 최첨단 조립

유압장치

밸브 블록
재료: AISi 430F
크기: ø 25 × 60 mm

자동차

드래그 링크
재료: 4SS20
크기: ø 21 × 129 mm
최대 ø 35 × 140 mm 의 가공물을 가공할 경우, 최대 강성을 위해
중앙에 배치된 센터 블록.

GMC 35 ISM – 멀티
스핀들 자동 회전장치,
CNC 기술로 65 % 더
단축된 설치 시간

최대 80 mm의 짧은 회전과 긴 회전용 sWisstYpekit (옵션)
최대 240 mm; < 15분, 짧은 회전과 긴 회전의 전환 시간.

GMC 35 ISM 의 특징
_ 최대 56 개의 스핀들, 슬라이드, 작동 공구*,
U 및 Y 축*용 제어식 NC 축을 통한 매우 복잡한
가공물 가공
_ 정면 가공 시 최대 강성을 위해 중앙에 배치된
센터 블록
_ 각 6개의 메인 스핀들의 별도 구동장치,
내장된 하나의 스핀들 모터를 통해,
매 가공 시 최적의 절단값을 위한 C 축 장착
_ 중심부 외 가공을 위한 최대 6 개의 작동 공구*
및 5 개의 U 축*

SPRINT 20|8 linear
하나의 기계에 짧은
회전과 긴 회전용
SWISSTYPEkit 장착

* 옵션

신제품: sprint 20|5

11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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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스핀들–심압대 조합의 크로스 스트로크를 통해 독자적 두 작업 공간에
서 가공하기 위해 2 개의 터릿이 장착된 TWIN 설계의 긴 가공물 가공.

회전 기술

SPRINT 50 및
SPRINT 65:
TWIN 설계, 3 개의 터
릿, 또는 B축이 장착된
3 개의 터릿.

자동 회전장치 분야에서
45 년간 쌓은 경험
_ 전 세계적으로 4,500 대가 설치됨
멀티 스핀들 자동 회전장치
_ 전 세계적으로 4,000 대가 설치됨
자동 회전 기계
_ 기술 및 시간 연구를 위한
50 명의 응용 프로그램 엔지니어

182 °

158,5 °

– 23,5 °

짧은 가공물의 생산적 가공을 위한 3개의 공구 캐리어; 메인 및 카운터 스
핀들의 3개의 터릿을 이용한 충돌이 없는 가공.

기계 설치 / 짧은 회전

플레이트
재료: CK45
크기: ø 24 × 50 mm

의료 / 긴 회전

독창적 – 마이너스 각 처리를 위해 B축이 장착된 3개의 터릿;
저렴한 기본 공구로 각도 처리를 위한 회전 범위 –23.5 ~ +158.5도.

SPRINT 65 의 특징, TWIN–설계
SPRINT 65
특허를 받았으며
무수히 검증된 TWIN 설계

_ TWIN–설계: 독자적 두 작업 공간에서 평행
가공을 위한 카운터 스핀들–심압대 조합의 크로스
스트로크
_ 로드 가공, 최대 ø 90* mm, 65 mm 기본
_ 대형 작업 공간, 메인 및 카운터 스핀들로 350 mm
이상의 심공 가공 가능
_ 12 단 VDI 30 터릿, TRIFIX®
정밀 퀵 체인지 시스템 장착
_ 다이렉트 드라이브 터릿을 통한 최대 가공 성능,
최대 12,000 rpm
_ Operate 4.5 가 장착된 19" ERGOline®
SIEMENS 840D solutionline, ShopTurn 3G 장착

뼈나사
재료: 티타늄
크기: ø 6 × 45 mm (나사산)

SPRINT 20|8 linear 의 특징
_ X1 축의 선형 구동장치, 1 g 가속도 및 최대
장시간 정확성
_ 기본 8 개의 NC 축 및 두 개의 Y 축
_ 최대 생산성, 2 개의 공구 동시 사용
_ 자동 가공물 릴리스
기본 최대 120 mm 의 가공물
_ 최단 대기 시간을 위해
가속도 1 g 의 선형 구동장치를 통한
칩투칩 시간 0.2 초
_ 로드 가공, 최대 ø 25 mm
(20 mm 기본)

기술 데이터
로드 가공, 최대 ø 90 mm*, 65 mm 기본;
메인 스핀들, 5,000 rpm, 210 Nm 및 31 kW,
카운터 스핀들, 7,000 rpm, 135 Nm 및 24 kW;
2× VDI 30 다이렉트 드라이브 터릿, 9,000 rpm 및
20 Nm (12,000 rpm 옵션) , TRIFIX® 정밀 퀵 체인지
시스템 포함자동 회전장치 분야에서
45 년간 쌓은 경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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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현재의 결실을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Christian Horner
인피니티 레드불 레이싱 (Infiniti Red Bull Racing) 팀 원칙

크리스찬 호너 (Christian Horner)
의 인터뷰 영상:

www.dmgmori.com

인피니티 레드불 레이싱
DMG MORI 의 기술을 이용한
4 번째 세계 챔피언
2010 년도에 세바스찬 베텔 (Sebastian Vettel) 이 최
초로 공식 1대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으며 소속팀인
인피니티 레드불 레이싱 (Inﬁniti Red Bull Racing) 이 팀 구
성원인 마크 웨버 (Mark Webber) 와 함께 컨스트럭터 챔피
언쉽도 거머쥐었습니다. 그 후 영국 밀턴 케인스 (Milton
Keynes) 의 500 명이 넘는 직원들이 이 같은 2관왕의 네 번
째 연속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같은 감동적 연속 승리
는 수년간의 레이싱 경험, 전문 지식과 DMG MORI 의 첨단
기계와 같은 뛰어난 기술 장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포뮬러 1에서 승리하려면, 세계 챔피언의 정신을 모든
분야에 접목시켜야 합니다. 인피니티 레드불 레이싱
(Infiniti Red Bull Racing) 의 팀 리더인 크리스찬 호너
(Christian Horner) 는 무엇보다도 레이서의 뒤를 지켜주는
든든한 팀워크에 대해 칭찬하였습니다. 파트너쉽에 필요한
요건은 까다롭지만, 파트너쉽이 없다면 우승 또한 거머쥘 수
없습니다. 엔진 공급업체로서의 Renault, 타이어 공급업체
Pirelli, 소프트웨어 분야의 Siemens 와 기계 공급업체로서의
DMG MORI 가 바로 이러한 파트너쉽에 해당합니다.
"기술 파트너쉽" 담당자 알 피슬랜드 (Al Peasland) 에
따르면, 제작 분야의 기술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산 제한과 도전적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최
대한 경쟁사보다 신속히 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확
신에 찬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DMG MORI 의
기계를 사용하면 복잡한 부품을 매우 신속히 제작하고 고품
질과 정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레드불 레이
싱 (Infiniti Red Bull Racing) 에서, 제작에 필요한 까다로운
요건 중 하나는 내부 소통 뿐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도 해당
됩니다. 설계자와 엔지니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뿐 아니
라, DMG MORI와 같은 기술 파트너도 각 전문 분야의 노하
우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DMG MORI 는 뛰어난 가
공 능력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혁신 파트너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인피니티 레드불 레이싱 (Infiniti Red Bull Racing) 의
기계류에는 DMG MORI 의 최신식 CNC 기계 20 대가 있으
며, 그 중에는 서스펜션, 유압장치, 섀시, 변속기용 정밀 가공
물을 제작하는 DMU eVo 시리즈의 5축 기계 8개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인피니티 레드불 레이싱 (Infiniti Red Bull
Racing) 에서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은 DMU eVo 센터의 지능
형 설계의 NC 제어식 회전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작업
자의 손동작과 유사하게 움직이며, 작업자를 위해 5면 기술
로의 전환과 이해를 간소화하였습니다. DMU 200 P 및

밀턴 케인스 (Milton Keynes) 에 있는 인피니티 레드불 레이싱 (Infiniti Red Bull Racing) 의 기계 공장: 최고 동력의 고성능 duoBLOCK® 가공 센터에서 첨단 부품
제작 – 최대 2,500 kg 의 가공물을 위한 대형 입체적 작업 공간과 특허 받은 duoBLOCK® 디자인으로 최대 장시간 정확성.

DMU 125 P duoBLOCK® 형태의 DMG MORI 의 5 축 솔루션
은 탄소 변속 장치와 같은 대형 부품에 적합합니다.
인피니티 레드불 레이싱 (Infiniti Red Bull Racing) 은
5 축 밀링 기술 도입 이후 트랙의 랩 타임 개선과 제작 부문
의 개발 유사성을 관찰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시간 주기 단
축은 높은 성공률과 마감 준수를 위한 주요 기준입니다.

DMU 60 eVo linear 의 NC 회전 테이블을 이용한 5 축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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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 기술

성공 사례

monoBLOCK® 다음 세대:
1,000 대의 기계가 출고됨
성공 히스토리

레이싱 기술

이 가공물의 장점:
› 높은 동력 = 가공 시간
단축
› 넓은 회전 범위
–5° / +110°
› 스핀들 속도
최대 42,000 rpm

5축 동시 가공, 높은 동력으로 고속 밀링, 밀
링–회전 통합 작업, 높은 토크로 가공이나 광범위
한 필드에서 3~5개의 축으로 생산 부품 제조 시에
도 monoBLOCK®의 공구 기계는 거의 모든 산업
에서 경쟁력 있는 가공으로 1등 공신입니다. 또한
설치가 완료된 1,000 개 이상의 모델이 입증하듯
이, monoBLOCK® 기계는 무에서 걸작을 창조해
내는 확실한 수단입니다.

DMU eVo linear 에서 인피니티 레드불 레이싱
(Infiniti Red Bull Racing) 의 F1 차량을 위한 스티어
링 너클 제작
재료: 알루미늄

±120°

±120°

회전 테이블을 이용한 5 축 동시 가공.

DMU 105 monoBLOCK® 의 특징
DMU 60 eVo linear
X 및 Y축의
회전 테이블 및
선형 구동장치를 이용한
역동적인 5 축 가공.

필요 공간이 작은 상태에서
최대의 안정성과 대형 작업 공간을 위해
최적화된 갠트리 디자인.
역동적인 회전 테이블,
넓은 회전 범위 –5 / +110°.
가공 시간 단축 및
최고의 정밀함을 위한
최대 동력의 선형 구동장치.
대규모 기본 장비
14,000 스핀들, NC 회전 테이블 장착,
30 개의 섹션이 있는 공구 매거진 및
다이렉트한 거리 측정 시스템.

DMU 105 monoBLOCK®
단일 피스를 통한
최대 안정성.

_ 가공물의 최대 작업 공간, 최대
ø 1,240 mm, 690 mm 높이,
최대 2,000 kg 회전 테이블의 경우,
가공물 최대 1,400 × 1,240 × 690 mm
및 최대 2,500 kg, 테이블이 단단한 경우
_ 접근성 및 인체 공학: 도어 열림
1,700 mm, 자동화 상태에서도 생산 시간에 따라
앞쪽에서 공구 장착, 앞쪽에서의 완전한 접근성
_ 필요 공간이 작음, 15 m², SK50 / HSK–A100 설치
공간 DMU 105 monoBLOCK® 사용 가능

monoBLOCK®–시리즈
팔레트로 운반되지 없음
DMU 65 / 75 / 85 / 105 / 125
monoBLOCK®
DMU 65 / 85 / 105 / 125
FD monoBLOCK®

팔레트 버전
DMC 65 / 85 monoBLOCK®
DMC 65 / 85 FD monoBLOCK®

기술 데이터

기술 데이터

이동 경로 X / Y / Z: 600 / 500 / 500 mm
급이송: 80 m/min
테이블 크기: 600 × 500 mm
적재 중량: 400 kg
스핀들: 14,000 rpm, 18.9 kW, 100 Nm

이동 경로 X / Y / Z: 1,135 / 1,050 / 750 mm,
급이송: 40 m/min, 스핀들 속도: 10,000 rpm,
출력: 13 kW, 토크: 83 Nm,
가공물크기: ø 1,240 × 690 mm, 가공물 무게: 1,500 kg,
공구 매거진: 30 (60 / 90 / 120 / 180) 개의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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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장 신제품

기술

ecoline

자동화 시스템

라이프사이클 관리 서비스

밀링 기술

DMF – 시리즈 –
이동 경로가 최대 6 m,
가공물 무게가 10 t 인
이동형 칼럼 기계.

DMF 시리즈는 이동 경로가 최대 6m로 최고의 제작 유
연성을 제공합니다. 최대 10,000 kg 의 무거운 물체 가공 시
에도 최대 413 Nm 스핀들을 이용하여 작업, NC 테이블과 B
축을 이용한 5 축 가공, 밀링–회전 기술을 통한 완전 가공 또
는 별도의 두 작업 공간에서 시리즈 제작. 이때 옵션 사항인
X축의 선형 구동장치는 최고의 정밀함과 최대 80 m/min 급
이송의 동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응용 부문에서 유연성을 높여주는 대형 작업 공간.

DMF 시리즈 개요:

Z
900 mm
700 mm

DMF 260
DMF 260

DMF 360

DMF 180
1,800 mm

2,600 mm

3,600 mm

DMF 600

DMF–시리즈의 특징
6,000 mm

X

700 mm
1,100 mm
Y

_
_
_
_
_
_
_

DMF 180
긴 부품의 수직 가공
시최대 유연성최대
5 축 가공 및
밀링 – 회전 기술

DMF 600 linear
X 축의 이동 경로 6 m 및
가공물 무게 10,000 kg

_
_
_

최대 6 m, 10,000 kg 의 길고 무거운 부품 가공
최대 413 Nm, SK50 / HSK–A100 으로 무거운 물체 가공
두 작업 공간에서 생산, 작업 공간 분리벽은 옵션
B축 및 내장된 C축을 이용한 5축 가공
밀링–회전, 최대 1,200 rpm
전체 이동 범위에 대해 최대 안정성을 위한 열 대칭적
이동형 칼럼
볼 나사가 있는 기본 버전,
X축의 선형 구동장치가 장착된 다이내믹 버전
모터 스핀들 8,000 rpm (SK40) , 14,000 / 18,000 / 10,000 rpm *
공구 매거진이 함께 움직여 칩투칩 시간 단축
밀링 및 보어 가공을 위한 INGERSOLL 공구 패키지
* 옵션

기술 데이터
이동 경로 X / Y / Z: 1,800 / 700 / 700 mm,

기술 데이터

급이송: 40 (80) m/min,

이동 경로 X / Y / Z: 6,000 / 1,100 / 900 mm,
급이송: 80 / 60 / 60 m/min,
스핀들 속도: 8,000 rpm, 가공물 무게: 10,000 kg,
공구 매거진: 30 (60 / 120) 개의 섹션

스핀들 속도: 8,000 rpm,
가공물 무게: 1,500 kg,
공구 매거진: 30 (60 / 120) 개의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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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된 NC 테이블 및 B 축을 이용한 5 축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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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테이블 5AX–DDRT200X (옵션) 을 이용한
NVX5080II 에서 5축 동시 가공

밀링 기술

NVX–시리즈 –
뛰어난 강성과
내구성을 지닌
수직 가공 센터.

NVX5000II 시리즈는 고급형 기계 NVX5000 시리즈로부
터 개발되었습니다. 이 수직 가공 센터는 견고한 기계 구
조로 생산성과 조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
수한 진동 댐핑 속성을 가진 평면 가이드가 장착되어 있
습니다.

높은 정밀함과 최대 80 m/min 급이송을 위한 X
축의 선형 구동장치.

냉각수 순환 경로

기술 통합

ULTRASONIC 260:
효율적인 복합 가공:
ULTRASONIC 으로 프로세스 에너지가
감소하여 50 % 더 단축된 제작 시간

CFK 중앙 콘솔 (800 mm × 400 mm × 250 mm) 의 ULTRASONIC 완전 가공;
4 분 이내에 에지 트리밍, 드릴링, 포장

NVX–시리즈의 특징
NVX5080II
X 축의 이동 경로
800 mm
및 가공물 무게
1,000 kg

_ 모든 축의 평면 가이드 사용으로
뛰어난 안정성과 댐핑
_ 높은 토크의 스핀들,
8,000 rpm 기본 – ISO50 규격일 경우
옵션으로 15,000 rpm 채택 가능 ,
ISO40 사양의 경우: 13,000 rpm 기본,
강화된 스핀들의 경우 12,000 rpm,
HSC 사양의 경우, 20,000 rpm
_ 기계 베드에 내장된 냉각 시스템 및 향상된 열
안정성*을 위한 칼럼
_ 다이렉트 드라이브 (DDRT) 장착 테이블 (옵션)
로 효율적인 4 또는 5 축 가공
* 옵션

기술 데이터
이동 경로 X / Y / Z: 800 / 530 / 510 mm,
테이블 크기: 1,100 × 600 mm,
적재: 1,000 kg, 밀링 스핀들: 8,000 rpm
(15,000 / 20,000 rpm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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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사이클 관리 서비스

모든 축의 기본 선형 구동장치, 최대 80 m/min 급이송

샤프트, 플랜지 및 재킷 냉각장치가 있는 HSC 스핀들.

HSC 30 linear 및 HSC 70 linear 는 공구 및 몰드 제작
시 정밀함과 표면 품질에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로써 DMG MORI 는 지난 20 년간의 HSC 역사를 급격히
새로운 차원으로 선도하였습니다. 특히, 혁신적 냉각 설계와
열 대칭적 시리즈, 샤프트, 플랜지 및 재킷 냉각장치가 있는
HSC 스핀들로 Ra < 0.15 의 완벽한 표면 품질을 통해 5 µm
미만의 독창적 장시간 정확성이 우수한 특징입니다.
여기에 모든 축 방향 고동력 리니어 모터와 모든 축 방
향 고동력 리니어 모터와 5 년 품질 보증이라는 이미 잘 알려
져 있는 장점이 추가됩니다. HSC 기술에 대한 다수의 특정
제어 주기로 출력이 완성됩니다. 새 HSC linear 기계는 2014
년 2 분기부터 21.5" ERGOline® 이 장착된 CELOS 및
SIEMENS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기계는 SIEMENS
840D solutionline 또는 HEIDENHAIN TNC 640 에 Operate

4.5 를 장착하여 출 고 가능합니다.
DMG MORI 사의 새로운 기계 설계로 새 외관은 완벽한 부
품을 창조할 혁신적 특징의 광학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새 HSC 시리즈:
최대 장시간 정확성
< 5 µm, 표면 품질
Ra < 0.15 µm

HSC 센터, 뮌헨 (München) 근교의 게르츠히드 (Geretsried)
해마다 2,500명이 넘는 방문자가 당사의 노하우를 신뢰하고 HSC 센터에서 공
구 및 프로세스 체인 몰드 제작에 관한 신기술과 전략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세미나와 워크샵, 사용자 교육, 고객 맞춤형 테
스트 가공 등과 같은 광범위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HSC 가공에
관한 문제 발생 시 고객에게 24시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HSC 30 linear
4.5 m² 에서 최대의 정밀함

2014 년에도 계속 사용 가능:
HSC 20 linear, HSC 55 linear, HSC 75 linear, HSC 105 linear

HSC 70 linear
새로운 차원의 정밀함

부품의 최대 정밀함을 위한
열 대칭적 시리즈:
< 0.005 mm. 모든 축의 기본 선형 구동장치,
80 m/min, 10 m/s². 샤프트, 플랜지 및
재킷 냉각장치가 있는 정밀 스핀들,
최대 40,000 rpm. 혁신적 냉각 설계 –
기계 베드, 구동장치 및 가이드의 온도 조절.

부품의 최대 정밀함을 위한
열 대칭적 시리즈: < 0.005 mm.
X, Y, Z 축의 선형 구동장치, 50 m/min 의
급이송, 1.2 g 의 가속도, 샤프트, 플랜지,
재킷 냉각장치가 있는 40,000 기본 HSC
스핀들. 회전 테이블이 장착된 5 축 버전.

기술 데이터

기술 데이터

이동 경로 X / Y / Z: 320 / 300 / 280 mm,
급이송: 50 m/min, 스핀들 속도: 40,000 rpm,
가공물 무게: 200 kg,
공구 매거진: 30 (50 / 80) 개의 섹션

이동 경로 X / Y / Z: 650 / 600 / 380 mm,
급이송: 80 m/min, 스핀들 속도: 18,000 rpm
(28,000 / 40,000) , 가공물 무게: 700 kg,
공구 매거진: 30 (60 / 120) 개의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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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대칭적 포털 디자인과 혁신적 냉각 설계.

5축 밀링 가공, 고급 재료 (예: 사파이어 글라스, 제로더,
지르코니아, 탄화 규소/ 질화 규소)

ultrasonic

ULTRASONIC 30 linear:
최고의 윤곽
정확도, 표면 품질
Ra < 0.1 µm,
고급 소재.

혁신적 냉각 설계:
열 대칭적 포털 디자인,
샤프트, 플랜지 및 재킷
냉각장치가 있는 HSC
스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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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는 ULTRASONIC 30 linear 와 더불어 새로운 고
급 소재용 5 축 정밀 기계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기계는 장기
안정적인 갠트리 디자인으로 최고의 정확성과 완벽한 품질
표면을 위한 전체적 온도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초음파 기반의 연삭 작업을 통해 최소한의 프로세스 에
너지로 ULTRASONIC 30 linear 를 이용하여 Ra < 0.1 µm 의
표면 품질이 가능합니다. X, Y, Z 축의 선형 구동장치는 가속
도 > 1.2 g, 50 m/min 의 급이송으로 최고의 동력과 윤곽
정확도를 제공합니다. SAUER 의 ULTRASONIC 기술은 표준
HSK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며, 거의 모든 DMG MORI 의
5 축 밀링 기계 통합을 성공시켰습니다.

±120°

초음파 진동
20 – 50 kHz

ULTRASONIC

ULTRASONIC 작동 원리: Z 방향의 추가 진동과 함께 기본 공구
교체 겹침.

ULTRASONIC 30 linear 의 특징

HSC 30 / 70 linear 의 특징

ULTRASONIC 30 linear
고급 재료로 5 축 정밀 가공,
최대 40 % 절감된
프로세스 에너지

_ 혁신적 냉각 설계와 열 대칭적 디자인으로
최대 장시간 정확성 < 5 µm
_ 샤프트, 플랜지 및 재킷 냉각장치가 있는
HSC 스핀들로 최고의 표면 품질 Ra < 0.15 µm
_ 최대 동력과 정밀함을 위한 모든 축의 기본
선형 모터, 최대 80 rpm 급이송, 60 개월의 보증
_ 공구 클램핑 분야에서 최고의 정밀함을 위한
HAIMER 공구 홀더 패키지

공구
및 몰드 제작

공구
및 몰드 제작

광학 산업

자동차 주형
재료: 1.2714
크기: 270 × 210 × 200 mm
Ra < 0.2 µm

엔진 커버 형태
재료: 1.2312
크기: 700 × 400 × 160 mm
Ra 0.25 µm

자이로스코프
재료: 제로더 (유리 세라믹)
가공 시간: 12 시간

공구
및 몰드 제작

공구
및 몰드 제작

시계 산업

_ 광학 / 시계 / 의료 산업용
정밀 부품의 복잡한 형상
및 정밀 몰드 제작 (예:
제로더, 세라믹, 사파이어 소재)
_ ULTRASONIC으로
최대 40 % 더 절감된 프로세스 에너지
_ 정밀한 갠트리 디자인 및
전체적 온도 조절 기능으로
< 5 µm 장기 안정성
_ 높은 동력, 활성 냉각된 X, Y, Z 축의 선형
구동장치 > 1.2 g
_ 유연한 5 축 동시 가공
B축의 최적의 회전 범위, ±120°

2014 년 6 월부터 출고 가능: DMG MORI의 CELOS, 21.5" ERGOline®
및 SIEMENS 장착, SIEMENS 840D solutionline 에 Operate 4.5 가 있는
19" ERGOline® 장착, 즉시 출고 가능

기술 데이터
프레스 공구
재료: 1.2744
크기: ø 48 mm
Ra 0.15 µm

힙네일 형단조
재료: 1.2343
크기: 230 × 180 × 120 mm
Ra 0.22 µm

시계 케이스
재료: 사파이어 글라스
가공 시간: 18 시간

이동 경로 X / Y / Z: 320 / 300 / 280 mm;
급이송: 50 m/min; 가속도: 12 m/s2;
스핀들 속도: 40.000 rpm;
테이블 적재: 최대 80 kg (5 축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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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가공 속도 (NHX5500 에서 시작) 를 위해 SK/BT50 및 대형 스핀들
베어링이 장착된 밀링 스핀들.

밀링 기술

NHX 시리즈 – 우수한 강성,
유동성, 정밀함을 갖춘 수평
가공 센터

DMG MORI 는 NHX 와 함께 컴팩트하고 신속한
수평 가공 센터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수평 가공 센터로
생산성이 높은 시리즈 제작에서부터 자동차 산업 및 일
반 엔지니어링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생산까지
가능합니다. NHX 기계에는 기본 구성으로 DDM 기술
과 모든 축의 다이렉트한 거리 측정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팔레트 중심부에서의 짧은 공구 사용도 기계
설계 시 고려됩니다. 이로써 여러 다양한 가공 작업 시에
도 높은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NHX5000 의 특징
NHX5000
최고의 정밀함과 동력을
갖춘 수평 가공 센터

_ 500 팔레트 기계,
최대 700 kg 의 적재 중량
(500 kg 기본)
_ ISO 40 공구 최대 550 mm 길이,
12kg 중량
_ X, Y, Z 축의 60 m/min
급이송을 통한 최고의 동력
_ 밀링 스핀들, 12,000 rpm,
토크 증가 (옵션)
또는 HSC 스핀들, 20,000 rpm
_ 기본 마그네틱 스케일의
다이렉트한 거리 측정 시스템

NHX6300 의 특징
NHX6300
무거운 물체 가공할
때도 뛰어난 성능을
지닌 정밀하고 신속한
가공 센터
대형 가공물

_ 630 팔레트 기계,
최대 1,500 kg 의 적재 중량
_ ISO 50 공구 최대 630 mm 길이,
30 kg 중량
_ X, Y, Z 축의 60 m/min 급이송을
통한 최고의 동력
_ 밀링 스핀들, 8,000 rpm,
토크 증가 (옵션) 또는
15,000 rpm 로 속도 상승
_ 기본 마그네틱 스케일의
다이렉트한 거리 측정 시스템

기술 데이터
최대 가공물 크기: ø 800 × 1,100 mm,
최대 테이블 적재: 500 kg (700kg*),
팔레트 크기: 500 × 500 mm, 공구 홀더: ISO 40
* 옵션

기술 데이터
최대 가공물 크기: ø 1,050 × 1,300 mm,
최대 테이블 적재: 1,500 kg,
팔레트 크기: 630 × 630 mm, 공구 홀더: ISO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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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링 기술

DMC 60 / 80 H linear:
범용 5 축 가공,
선형 구동장치로
최대 25 % 더 높아진
생산성과 정확성

DMC 60 H linear 의 특징
_ 선형 구동장치: 최대 장시간 정확성,
선형 구동장치에 대한 최소 유지 보수 비용,
5 년간 보증
_ 동력: 100 m/min 급이송
및 1 g 가속도
_ 정밀함: < 4 µm 원형 정확도
및 < 6 µm 원형
_ 5 축 장점: 회전 테이블 내장
_ 파워 트레인 버전: 위에서 직접 적재
_ 100 % 생산 시간과 대기 시간에 따른 셋업:
칩투칩 시간 2.5 초에 불과
_ 기계 너비 2.5 m 에 불과:
생산 라인에 설치하기 적합함;
팔레트 체인저로 필요 공간이 15.6 m² 에 불과

볼 나사가 있는 버전,
X, Y, Z 축의 60 m/min 의 급이송
저렴한 시작가를 위해
_ SIEMENS 840D solutionline 의 Operate 4.5
또는 HEIDENHAIN iTNC 530 HSCi
_ 최대 –25° 의 마이너스 각 처리를 위한 5 축 사양

CPP – 팔레트 매거진 캐리어: 최대 8대의 기계와 2개의 셋업 공간 용도로
확장 가능. 사용자 친화적인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 제어 MCC–LPS III.

성공 사례

모델 DMC 60 H linear 의 5 개의 역동적인 정밀 센터에서 화물차
변속기 하우징 3 교대 생산.

SITEC GmbH –
5 개의 DMC 60 H linear 에서 변속기
하우징의 정밀한 24 / 7 생산.
SITEC GmbH 는 다양한 재료의 정밀 가공 분야에
서 거의 20 년간 독일 내 최고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및 상용차 산업용 양상품의 정밀 가공
또한 5축 밀링 복합 개별 부품과 같은 파워 스펙트럼의
일부입니다. 또한 화물차 변속기 하우징의 3 교대 생산
을 위해 최근 모델 DMC 60 H linear 의 5 개 역동적인
정밀 센터를 설치하여 최대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실현
하였습니다. 특히 매우 까다로운 형태 및 위치 오차의
관점에서 직접 구동장치의 강점이 최대한 활용됩니다.
수평 센터의 우수함 외에도 설치를 통해 또 다른 특별함
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한된 인접 공간에서 모든 새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DMG MORI 와의 공동 작업으
로 냉각수 시스템이 플랫폼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로
써 너비가 단 2.5m 인 컴팩트한 수평 센터가 제어 및 공
구 매거진의 접근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더욱
인접하게 되었습니다. 경영 대리인 울리히 지그로흐
연락처: Sitec GmbH
Lingwiesenstraße 6, 70825 Korntal–Münchingen, Germany
info@sitec–praezision.de

(Ulrich Sigloch)가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처럼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는 내장된 클램핑 유압장치와 함께 대규모
합리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자동 클램핑으로 매 클램
핑 시 셋업 시간이 2 분씩 절약됩니다. 짧은 경로와 최적
화된 물류 덕분에 한 교대당 필요 인원이 이제 2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5 개의 센터를 효과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업자가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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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프로세스 체인

DMG 프로세스 체인 –
CAD / CAM 과 1 : 1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
가공물 제작
SIEMENS NX CAD 로 설계하고, SIEMENS NX CAM 로
프로그래밍한 후 DMG 가상 머신의 NC 프로그램 1 : 1
시뮬레이션을 프로그래밍하십시오.
최첨단 회전/밀링 CAD / CAM 기술의 완벽한 연결로 정확한
기계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져 모든 DMG MORI 의 회전 및
밀링 기계의 생산성이 최대화됩니다.

dmg mori 소프트웨어 솔루션

작업 준비
MORI MfgSuite
간단한 프로그래밍

특징
_ MORI SEIKI 에서는 정확한 기계 모델을
제공하여 원활한 기계 구성이 가능합니다
_ MAPPS 매개변수의 완벽한 통합
_ 실제 기계와 같은 가상 기계 주변 환경
_ MAPPS / MORI–AP 공구 데이터와의
전체 호환성

MORI MfgSuite 포스트 프로세서
원활한 프로그램 출력

특징
_ 범용 MORI–APT–CL 형식,
다수의 MORI SEIKI 기계로 전달 가능
_ 모든 MORI SEIKI 기계의 검증된 기본
템플릿 통합
_ 고객의 특정 NC 프로그램 출력으로
맞출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포스트 템플릿

MORI MfgSuite 시뮬레이션
고성능 기계 시뮬레이션

특징
_ MORI MfgSuite 는 Windows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고성능 정밀 충돌 모니터링으로
가공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_ MORI SEIKI 의 공구 기계의 정밀 모델은
간단한 구성을 위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_ MAPPS 매개변수의 원만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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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SIEMENS NX CAD / CAM

최첨단 NX CAD 기술로 매우 신속해진 생산형 모델 준비 혜택을 누리십시오.
NX CAM 는 DMG MORI 기계의 모든 가공 전략과 회전 및 밀링을 지원합니다.
인증된 포스트 프로세서를 통한 프로그램출력이 NC 경로의 주행성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회전 시 최적화된 스레드 가공, 밀링 시 완벽한 반경 보정 지원.

1 : 1 시뮬레이션
DMG 가상 머신
NX 로부터 DMG 가상 머신에 NC 프로그램 및 모든 관련 소모재가 자동 적용된 후
제어장치의 완벽 통합과 정확한 기계 구조 및 역학 이미지 덕분에 정확한 1:1 기계
시뮬레이션이 실행됩니다. 기계 뿐만 아니라 충돌 및 프로그래밍 오류도 감지합니다.
새로운: 30 % 더 빨라진 시뮬레이션 속도, 30 % 더 높아진 시뮬레이션 안정성

제작

DMG MORI 공구 기계

이제 DMG MORI 의 기계로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귀하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DMG MORI 의 기계로 가공물을 100 % 충돌 없이 제작하십시오. 이제 SIEMENS 및
DMG MORI 의 도움으로 더욱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빠르게 작업하십시오!
새로운: 범용 회전 기계 CTX beta 4A 통합,
회전/밀링 기계 NTX1000 통합

작업 모니터링
DMG Service Agent
정기적 유지 보수를 통한 높은 가용성!

DMG MORI Messenger
현재 제작 중인 작업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DMG Service Agent 는 DMG 기계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
한 지능형 유지 보수 시스템입니다. DMG Service Agent
는 필요한 유지 보수 작업을 제때 알려주고 지원합니다.
기계의 실질 가동 시간은 PLC에 의해 자동으로 판독되고
PLC 에 의해 기록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지 보
수 작업 실행을 계획하십시오.

미가동 시간은 줄어들고 생산성이 높아짐: 새
DMG MORI Messenger 로 기계 상태에 관한 세부 정보
를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산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미가동 시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점:
› 계획된 유지 보수 및
서비스 작업 자동 실행
› 소모품이 필요한 유지
보수 작업 사전 통보

이점:
› 기계의 현재 상태를
한눈에 파악
› 연결된 모든 기계 상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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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Programmer 3D
Turning – 50 % 더
단축된 멀티 채널
기계의 설치 시간

특징
› 3D 작업 공간 시뮬레이션 시

프로그램 사전 점검
› 입증된 구조 프로그래밍 자동 생성
› 버튼 작동에 따른 가공물 계산
› 기존 CAM 시스템 및 가상 머신

(옵션) 과 연결

DMG Programmer 3D Turning 과 함께 제공되는 프로그래밍 및 시뮬레이
션 공구로 DMG 회전 기계의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시간과 프로그래밍 오류
로 인한 충돌, 생산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LM시스템 분야의 선두기업
볼나사

LM 가이드

THK는 LM가이드의 선구자로서, 공작기계에 불가결한 고정도화 · 고강성화를
추구하 며 신제품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THK의 볼리테이너, 롤러리테이너 기술은 기계적 성능의 향상, 긴수명화의
실현에 머무르지 않고 메인터넌스 프리, 저발진, 에너지 절약 효과에 의한
지구환경 보전에도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 THK는 세계의 각 지역에 생산 및
판매거점을 두어 고객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THK는 향후에도 독창적인 발상과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한 창조개발형 기업으로
여러 분께 기여하겠습니다.

크로스 롤러링

ESPRIT CA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간단한 제품에서
복잡한 제품까지 모든 것을 가공 할 수 있습니다.
5축가공기? 복합가공기? 자동선반? ESPRIT는
산업계에서 가장 진보 된 CNC 장비를 지원합니다.
우리의 고객 서비스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합니다.
우리의 기술지원 엔지니어는 언제나 당신이 직면 한
어떠한 문제도 극복 할 수 있도록 준비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DMG 2013_Mise en page 1 14/10/2013 14:42 Page 1

KR

ESPRIT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공할 수 있습니다.

GET MOVING

Sales Head Offices
THK Co., Ltd., 3-11-6 Nishi-Gotanda, Shinagawa-ku, Tokyo 141-8503, Japan, Tel: +81-3-5434-0351, thk@thk.co.jp
THK GmbH, Hubert-Wollenberg-Str. 13-15, 40878 Ratingen, Germany, Tel: +49 2102 7425 555, info.ehq@thk.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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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U 70 ecoline 세계 최초 전시: 정밀성 극대화를 위해 NC
로터리 테이블을 사용한 5 면 가공
CTX 450 ecoline | CTX 650 ecoline: 3D 제어 기술이 적용되
고 척 크기가 250 mm 및 400 mm 인 콤팩트한 신모델
3D 제어 기술: 다양한 초보자용 모델, ECOLINE 에 Operate
에너지 효율
4.5 를 기본 사양부터 채택

ECOLINE

DMU 50 ecoline

새 기능 // DMU 70 ecoline
특허 받은
NC 로터리 테이블을 이용한 5면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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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u 70 ecoline

DMU 70 ecoline
최신 3D 제어 기술이 적용된 NC – 로터리
테이블을 기본 사양에 채택한 5 면 가공,
기능성과 기술의 완벽한 결합!

DMU 50 ecoline 의 성공 이후 DMG MORI 는
DMU 70 ecoline 초보 단계에서 고정밀 5면 가공 센터를 채
택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입증된 품질을 원하는 사용자
에게 짧은 시일 내에 대형 구성품도 5면 가공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질 것입니다. DMU 70 ecoline 의 이송 거리는
X / Y / Z 축 방향으로 750 × 600 × 520 mm 입니다. 특허 받
은 NC 로터리 테이블의 회전 범위는 –10° ~ +95° 이며 설치
면적은 ø 800 × 620 mm 에 불과하지만 최대 350 kg 까지 적
재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디지털 드라이브와 유압식
테이블 클램프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12,000 급 스핀들과 리
니어 축 방향 급이송 속도 24 m/min 의 사양으로 인해 성능

고성능 모터 스핀들 속도 범위 최대 12,000 rpm
(13 / 9 kW, 83 / 57 Nm, 40 / 100 % DC)

X / Y / Z 축 방향의 긴 이송 거리: 750 / 600 / 520 mm

리니어 축 방향 급이송 속도: 24 m/min

스테이션 32개를 갖춘 툴 매거진 SK40
주 작업 시간과 병행해서 툴을 적재할 수 있는 셋업 장치가
있고 홀더와 더블 그립퍼가 장착된 체인

뛰어난 효율성 – NC 로터리 테이블
5면 가공용 디지털 드라이브 장착

3D quickSET*
역학적 운동의 정밀성을 점검해서 수정하기 위한 툴 키트

SIEMENS 840D solutionline 에 Operate 4.5 를
갖춘 SLIMline® 또는
HEIDENHAIN TNC 620 을 갖춘 SLIMline®

* 옵션
신제품!

향상이 보장되며, 32 개의 SK40 스테이션과 고속 더블 그립
퍼가 장착된 툴 체인 매거진은 다양한 가공 가능성을 제공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DMU 70 ecoline 는 3D quickSET 를 갖추고 있
어서 기계의 역학적 운동을 점검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므로
자동화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Operate 4.5이 SIEMENS
840D 와 HEIDENHAIN TNC 620 에 제공되며 양쪽 모두 조
작 편의성을 최적화해주는 인체공학적인 SLIMline® 패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지털 드라이브가 장착된
특허 받은 NC 로터리 테이블
_ 허용 하중 350 kg
_ 설치 면적 ø 800 × 620 mm
_ 회전 범위 –10° ~ +95° –
유압식 자동 테이블 클램프
(전자식 각도 표시와
수평 이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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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 450 ecoline 및 ctX 650 ecoline

3D 제어 기술이 적용된 척
크기가 250 mm 및 400 mm
인 콤팩트한 신모델 –
3D 제어 기술:

CTX 650 ecoline
2,000 Nm
토크 및 척 크기
400 mm

3D 제어 기술:
_ SIEMENS 840D solutionline 에
Operate 4.5를 갖춘 15" SLIMline®
_ HEIDENHAIN CNC PILOT 640 을
갖춘 15" SLIMline®
_ MITSUBISHI* 의 MAPPS IV 를
갖춘 10.4" TFT 디스플레이
전동 툴 12 개가 장착된 툴 스테이션*
VDI 40*. ø 65 mm / ø 75 mm의 넓은
바 직경*. 후면 칩 피더를 옵션으로
채택할 경우 설치 면적 절약.

지금
새기
능이
추가
되었
습니
다!

3D 제어 기술:
_ SIEMENS 840D solutionline 에
Operate 4.5 를 채택한 15" SLIMline®
_ HEIDENHAIN 을 채택한
15" SLIMline® CNC PILOT 640
전동 툴 12 개가 장착된 툴 스테이션*
VDI 50*. ø 102 mm / ø 110 mm 의
넓은 바 직경*. 230 rpm 에서 토크가
2,000 Nm 인 수냉식 모터 스핀들,
기어로 지원할 필요가 없음.

3 mm

1,905 mm

CTX 450 ecoline
척 크기가
250 mm 인 신형
콤팩트 모델

CTX 450 ecoline 와 CTX 650 ecoline 모델은 DMG 와 MORI 가 공동으로 개발한 터닝 머신
입니다. CTX ecoline 신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쟁력 있는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안정적 구조로 고도의 정밀성이 보장되며, 다양한 사양이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SIEMENS,
HEIDENHAIN 및 MITSUBISHI 의 3D 제어 기술로 유연성이 높아졌으며 작업에 최적합하
게 머신을 구성할 수 있어서 최대 터닝/밀링 일괄 가공 단계까지 머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넓은 회전 직경 (ø 400 mm / ø 600 mm)과 동급 모델에서 유일한 ø 65 mm /
ø 102 mm 의 바 구경 (ø 75 mm / ø 110 mm 선택 가능) 은 척 가공이나 바 가공 시
유연성을 제공해줍니다.

1, 8 3

2 ,6 9 0 mm

4.9 m² 의
콤팩트한 설치 면적

9,8 m² 의
콤팩트한 설치 면적
기술 데이터
베드 상의 스윙 직경: 650 mm,
슬라이드 상의 회전 직경: 400 mm,
세로방향 길이 (Z): 600 mm,
바 구경: ø 65 mm (ø 75 mm 선택 가능),
토크: 370 / 280 Nm (40 / 100 % DC),
구동 출력: 17.5 / 12.5 kW
(40 / 100 % DC)

최고의 성능
_ 툴 스테이션이 12 개인 VDI 40 / 50** 리볼버를 기본 사양으로 채택
_ 전동 툴 스테이션 12 개와 블록 툴 6 개를 갖춘 고속 서보 리볼버 선택 가능
_ 30° 각도의 스테이션 1 개당 툴 교체 시간 1.5 초 (CTX 450 ecoline) 및
4 초 (CTX 650 ecoline)

* 옵션

* *CTX 650 ecoline용 데이터

콤팩트한 설치 면적
_ 후면 칩 피더
_ 기계 전면의 설치 면적 30 % 단축
_ 생산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CTX 450 ecoline 모델에 제공됨)

기술 데이터
베드 상의 스윙 직경: 860 mm,
슬라이드 상의 회전 직경: 600 mm,
세로방향 길이 (Z): 1,150 mm,
바 구경: ø102 mm
(ø110 mm 선택 가능),
토크: 2,000 / 1,700 Nm
(40 / 100 % DC),
구동 출력: 48 / 41 kW
(40 / 100 % DC)

최상의 안정성
_ 최상의 견고성과 진동 행동에 맞춰 최적화한 주물 베드
_ 최상급 볼 캐스터 스핀들 및 롤러 유도 방식 리니어 가이드
_ 메인 스핀들 4 중 장착으로 인한 높은 반복 정밀도와 긴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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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공학적인 SLIMline® 패널을 갖춘 사용자 친화적인 3D 제어 기술 –
오늘날 책임감 있는 최신 시설의 작업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coline – 머신

ECOLINE
9 대의 머신 –
각각의 가공
상황에 맞춤 가능

DMG MORI의 ECOLINE는 입문 영역 터닝/밀링 머신에서
독창적인 성공 스토리를 이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COLINE 시리즈의 성공은 다음
여러 가지 요인을 축으로 합니다.
›

성능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품질이 입증된
"Best in Class" 기술

›

성능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선도적 제조업체의
품질이 입증된 부품만사용

›

독창적인 3D 제어 기술 및 간단한 프로그래밍과
빠른 프로세스를 위한 다양한 옵션

›

생산성과 인체 공학적 편리함을 향상시킨
혁신적 디자인

CTX ecoline 시리즈
CNC 유니버설 터닝 머신
터닝, 드릴링, 그루빙, 스레드 컷팅을 위한 6 개의
툴과 이에 맞는 6 개의 VDI 30 / 40 / 50 툴 홀더 및
70 개의 예비 리버싱 플레이트가 제공되는
CTX ecoline 용 Sandvik Coromant 툴 패키지.

›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 부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계에 걸쳐 있는 생산 공장

›

최적의 지원을 위한 DMG MORI 라이프사이클
관리 서비스 통합

ECOLINE 대표 이사인 Ralph Christnacht 는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저희 ECOLINE 머신이 전세계에서 성공을
거둔 이유는 고객은 적은 투자 비용으로 효율적이고도
신뢰할 수 있는 가공 성능을 얻을 수 있었고 당사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제조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성공적인 DMU 70 ecoline 시리즈를 업그레이드한
DMU 50 ecoline 시리즈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머신은 특허 받은 NC 로터리 테이블을 이용한
5 면 가공 부문에서 우수성을 드러냅니다.
이뿐 아니라 ECOLINE 제품군에 최근 두 가지 신모델인
CTX 450 ecoline 와 CTX 650 ecoline 가 보완되었습니다.

터닝 가공 부문의 일인자
최대 12 개의 전동 툴 스테이션을 갖춘
VDI 30 / 40 / 50 리볼버를 현재 옵션으로
채택 가능
210 mm / 210 mm / 250 mm / 315 mm 의
넓은 척 직경
하나의 세팅에서 터닝 가공과 밀링 가공을 할
때 효율성을 높여주는 CTX 510 ecoline Y 축*
툴 교환 시간이 50 % 단축되고 유압식
클램프가 달린 동기화 모터가 장착된
서보 리볼버

CTX 310 ecoline

› CTX 310 ecoline
CTX 450 ecoline NEW!
CTX 510 ecoline
CTX 650 ecoline NEW!

CTX 650 ecoline 모델은 무엇보다 강력한 토크의
스핀들을 이용한 고성능 절삭 가공이 그 장점인 반면,
CTX 450 ecoline 모델은 효율성이 매우 뛰어나고 최소한의
공간에 설치할 수 있어서 응용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콤팩트한 가공 센터인 MILLTAP 700 도
모든 성능 부문에서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며 통합된 4./5.
축을 옵션으로 채택하는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화 솔루션을 준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로 전체 ECOLINE 모델이
설정되어 있으며 당사 제품에 대한 국제적 수요에 적절한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에 걸쳐 있는
수많은 공장과 DMG MORI 의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입증됩니다. ECOLINE 는 고객이 있는 바로 그 곳에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DMC V ecoline–시리즈
수평 가공 센터

유연성과 고동의 정밀도를 보장하
는 강력한 성능

8,000 rpm,
83 / 57 Nm 및 13 / 9 kW (40 % / 100 % DC)
성능의 강력한 스핀들, 12,000 rpm,
83 / 57 Nm 및 13 / 9 kW (40 % / 100 % DC) 성능
스핀들을 옵션으로 채택 가능
툴 스테이션이 20 개 (스테이션 30 개*) 및 고속 더블
그립퍼가 장착된 툴 매거진
부수 작업 시간 단축: 급이송 속도 30 m/min, 툴 교
체 시간 1.6 초
최고의 견고성, 정밀성 및 C 프레임 구조로 인한 작
은 설치 면적

DMC 635 V ecoline

› DMC 635 V ecoline
DMC 1035 V ecoline

*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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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ine–시리즈

ECOLINE
자동화를
위한 준비

자동화 프로세스를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제작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동화 장비가 사
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품 제조업체도 가공 프로세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한 자동화의 장점을 갈수록 인식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ECOLINE 시리즈는
현재 입문 단계에 새로운 표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 알기
쉽게 정의된 인터페이스와 고성능 제어 기술을 갖춘
ECOLINE 머신은 이미 공장에서부터 다양한 자동화 장비와
호환 가능한 상태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유연성과 성능을 높이기 위한 DMU 50 ecoline 또는
DMC 635 V ecoline 모델과 DMG MORI 공작물 핸들링 시스
템 WH 10 의 조합이나, MILLTAP 700 모델과 WH 3 시스템
의 조합은 수많은 가능성 중 두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DMU 50 ecoline 및 DMC V ecoline
› DMU 50 ecoline 모델의 경우 자동문의 크기가 870 x 650 mm 이고
바닥과의 간격이 780 mm 이며, DMC 635 V ecoline 모델의 경우 각각
870 x 695 mm 와 760 mm 입니다.
› Profibus – 다양한 기능이 정의된 DMG MORI 자동화 인터페이스
› 안전 차단 회로에 통합
› 작업 테이블로 유압식 및 공압식 공작물 공급, 유압 최대 200 바,
공압 최대 10 바로 설계됨

MILLTAP 700
›
›
›
›

WH 2 | WH 3

WH 10
›
›
›
›

크기가 860 x 535 mm 이고 바닥과의 간격이 770 mm 인 자동문
Profibus – 다양한 기능이 정의된 DMG MORI 자동화 인터페이스
안전 차단 회로에 통합
작업 테이블로 유압식 및 공압식 공작물 공급, 유압 최대 240 바,
공압 최대 6 바로 설계됨

통합된 추가 작동을 통해 일괄 가공 가능
메모리 용량이 크고 직관적 조장 기능을 갖춘 제조 시스템
6 축 산업용 로봇, 운반 하중 최대 25 kg 까지 선택 가능
서랍당 운반 하중이 최대 300 kg 인 2 배, 4배 서랍 모델로 주 작업 시간과
병행해서 적재 가능

›
›
›
›

뛰어난 자율성 (최대 2 시간까지 디커플링)
MILLTAP 으로 조정되는 자동화 솔루션의 뛰어난 유연성
6 축 산업용 로봇, 운반 하중 최대 7 kg 까지 선택 가능
특히 보관 용량을 늘려주는 15 배 가공물 캐리어 순환 시스템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9 페이지 이후 참조

DMU ecoline–시리즈
CNC 유니버설 밀링 머신 툴

특허 받은 NC 로터리 테이블을 이용한 5 면 가공
높은 효율성 – 단순한 공작물에서 극도로 복잡한
공작물에 이르기까지 5 면 가공할 수 있는 디지털
드라이브가 장착된 NC 로터리 테이블

CoroMill® 시리즈의 고급 툴 4 개와 ISO 40,
BT 40, CAT 40 중에서 선택 가능한 툴 홀더 및 30
개의 고성능 밀링 리버싱 플레이트가 제공되는
DMU ecoline / DMC V ecoline 용
Sandvik Coromant 툴 패키지.

8,000 rpm, 83 / 57 Nm, 13 / 9 kW (40 % / 100 % DC)
및 12,000 rpm 성능의 DMU 70 ecoline 의 고성능
스핀들; DMU 50 ecoline 의 경우 10,000 rpm,
83 / 57 Nm 및 13 / 9 kW (40 % / 100 % DC) 으로
성능 업그레이드 가능
픽업 매거진에 스테이션 16 개를 갖춘 DMU 50 ecoline
툴 체인저, 홀더와 더블 그립퍼가 장착되고 스테이션을
30 개 갖춘 툴 체인 매거진을 옵션으로 선택 가능,
DMU 70 ecoline 모델의 경우 이미 스테이션 32 개를
기본 사양으로 채택

MILLTAP
생산성이 뛰어난
콤팩트 가공 센터

Sandvik Coromant 툴: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Sandvik Coromant 툴은 DMG MORI 의
MILLTAP 700 용으로 적합합니다.

놀랍도록 빠르고 정밀도가 지속됩니다
툴 교체 시간이 0.9 초이고 칩투칩 시간이 1.5 초 미만인
특허 받은 툴 체인저
최대 토크가 45 Nm이고 속도가 10,000 rpm
(10,000 rpm 고토크*, 최대 78 Nm / 18,000 rpm*,
최대 40 Nm / 24,000 rpm*) 인 고동력 스핀들
급이송 속도 18 m/s², 60 m/min 이고 의 빠른 축 가속도
및 사이즈가 35 인 리니어 가이드
반복 정밀도와 정밀 지속성을 높여주는 X / Y / Z*
축 방향 직접 거리 측정 시스템

직접 거리 측정 시스템* 및 정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을 윤활 처리한 순환식 롤러 가이드

DMG MORI (DDR) 가 자체 제작한 통합된
4 / 5 축이나 공작물 핸들링 WH 2 | WH 3 을
옵션으로 채택하면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DMU 50 ecoline
DMU 70 ecoline NEW!

› MILLTAP 700

* 옵션

*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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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Messenger: 가동 중단 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을 높여주는 DMG MORI
머신의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기능.

siemens 840d solutionline 에 operate 4.5 를 채택한 slimline ®

Operate 4.5 는
구동 기술이나 제어
기술에서 있어서
절삭 기술 전체
범위를 커버합니다.

› DMG MORI SIEMENS 제어장치와 ECOLINE 를

›
›
›
›

갖춘 모든 머신 툴에 적용되는 새로운 시스템
플랫폼 Operate 4.5
Operate 4.5 는 구동 기술이나 제어 기술에서
있어서 절삭 기술 전체 범위를 커버합니다.
Operate 4.5 는 모든 기술을 최신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 통합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Operate 4.5 는 절삭 가공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총체적인 성능 패키지입니다.
SIEMENS 840D solutionline 의 OPERATE 4.5 는
SIEMENS 제어장치를 갖춘 모든 ECOLINE 머신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SIEMENS 840D solutionline 에 Operate 4.5 를 채택한 15" SLIMline®
›
› 개괄적 스크린 디자인의 15" TFT 스크린
› 최신 소프트웨어, 도해에서 완성된 공작물에 이르기까지

직관적인 사용자 가이드
› 3D 공작물 시뮬레이션
› ShopMill 및 ShopTurn 을 이용한 현장 중심적 프로그래밍
› 심플레이트가 없는 나사산 드릴링, 포켓 밀링 및 경사 콘투어

등의 다양한 사이클을 표준으로 채택
› 프로그램 메모리는 5 MB NC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CF

카드에 추가로 4 GB 가 있음
› 1.5 배 빨라진 블록 가공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 소모량 단축

에너지 효율

–30 %
툴 머신의 경우 에너지
필요량 30 % 단축1)

ECOLINE 는 다양한 개별 조치가 효율 등급을 낮추었습니다.
DMG MORI 는 언제나 혁신적이고 기술적 가치가 높은 툴 머
신을 최신 수준의 기술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개발, 설
계, 제조한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에 점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
니다. ECOLINE 머신은 에너지 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이면서
에너지 손실을 막아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실제 에너지 절약의 정도는 툴 머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앞의

설명은 동일한 조건으로 최신 세대 머신을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기존 머신 컨셉트와
비교했을 때 가능한 잠재적 효과를 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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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ine 제어장치

어떠한 응용 부문에도
적용되는 3D 제어 기술.

HEIDENHAIN CNC PILOT 640 / TNC 620 15" 를 채택한 SLIMline®
›
›
›
›
›
›
›

개괄적 스크린 디자인의 15" TFT 스크린
최신형 ASCII 풀 키보드를 사용한 편리한 프로그래밍
1.5 ms 의 문장 편집 시간이 기본 사양
CF 카드에 250 MB 의 프로그램 메모리 제공
그래픽 지원을 통한 현장 중심적 프로그래밍 작업
외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위한 신속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원터치 시스템을 이용한 공작물 및 툴 측정 사이클 등이 포함되어 있음

MITSUBISHI MAPPS IV 가 있는 10.4" TFT 디스플레이
› 제어 콘솔 및 Windows 프런트엔드 PC가 장착된
›
›
›
›
›

사용자 시스템 MAPPS IV
손쉽게 콘투어를 점검할 수 있는 3D 가공 시뮬레이션
가공 메뉴가 있는 자동 프로그래밍 기능
외부 및 사용자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는 DNC – 모드
외부 PC 를 통해 MORI SEIKI 서버로 프로그램 입/출력
사용설명서, 도해 및 텍스트 액세스용 파일 표시 기능 및 메모 기능

SIEMENS 840D solutionline 에
Operate 4.5 를 채택한 SLIMline®

HEIDENHAIN CNC PILOT 640 /
TNC 620 을 채택한 SLIMline®

MITSUBISHI
의 MAPPS IV

CTX 310 ecoline

•

•

•

CTX 450 ecoline

•

•

•

CTX 510 ecoline

•

•

CTX 650 ecoline

•

•

DMC 635 V ecoline

•

•

DMC 1035 V ecoline

•

•

DMU 50 ecoline

•

•

DMU 70 ecoline

•

•

MILLTAP 700 *

•

•

• 기본 * SLIMline® 없음

fiz

ien

te

dYn

– kWh +

IE2 에너지 효율 등급이 인 펌프나 칩
피더를 사용함으로써 IE1.4와 비교해서
5 % 의 에너지 절감 효과

50 Hz Eff: IE2 79.6 %
60 Hz Eff: IE2 82.5 %

IE2

혁신적인 400 V 기술 도입으로 제어장치와
구동 부품의 열 손실과 무효 전력 손실
19 % 감소

› 에너지 소비기기 (펌프, 송압장치,
스크린, 조명 등) 스위치 끄기
› 시간 설계에 따라 “웨이크업” 켜기
› 예열 프로그램 “워밍업” 시작

K
ami

2. IE2 등급의 보조
기계

머신을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효율 극대화
자동화 무인 가동

축의 리니어 가이드 기술로 마찰
계수가 낮아집니다.

800

600

400

› 모터 크기를 줄임으로써 에너지
소모량 감소
› 윤활제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환경 오염율을 낮춤

598 W

ef

5. 혁신적인
400 V 기술

200

0

W 단위의 열 방출

400 V

구동 축과 메인 스핀들에서 전원장치로
제동 에너지 재생, 약 10 %의 에너지
절약.

4. DMG 오토
셧다운

711 W

3. 리니어 가이드
기술

200 V

1.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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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INE 생산 공장.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제조하는 현장에 ECOLINE 가 함께 합니다.

FAMOT Pleszew Sp. z o.o.,
Pleszew, 폴란드
머신:
CTX 310 ecoline
CTX 450 ecoline
CTX 510 ecoline

DMC 635 V ecoline
DMC 1035 V ecoline
DMU 50 ecoline
DMU 70 ecoline

2014
년
신제
품출
시

ECOLINE 생산 공장:

GILDEMEISTER
Drehmaschinen GmbH,
Bielefeld, 독일

머신:
CTX 650 ecoline

DMG Shanghai MT Co., Ltd.,
Shanghai, 중국

Ulyanovsk MT OOO,
Ulyanovsk, 러시아

머신:
CTX 310 ecoline
CTX 450 ecoline
CTX 510 ecoline

DMU 50 ecoline
DMC 635 V ecoline
DMC 1035 V ecoline
MILLTAP 700

머신:
CTX 310 ecoline
DMC 635 V ecoline
DMC 1035 V ecoline

DECKEL MAHO
Seebach GmbH,
Seebach, 독일

DMG MORI SEIKI
Co., Ltd.
Chiba, 일본

DMG MORI Manufacturing
and Digital Technology
Laboratory, Davis, USA

머신:
MILLTAP 700

머신:
CTX 450 ecoline
MILLTAP 700

머신:
CTX 450 ecoline

2014
년
신제
품출
시

Inveio™

KR

Uni-directional crystal orientation

GC4325_Launch ad_283,5x103,7.ind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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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Systems – 다음과 같은 모든 자동화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으로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자동화합니다. 머신 통합
자동화, 표준 자동화, 플렉시블 머시닝 셀 및 머시닝 라인

자동화 시스템
이송 컨베이어 벨트

별도의 이송 컨베이어 벨트를
워싱 머신에 연결

생산 설비 확장

2 x 3 머신 채택

모듈 방식 확장

장비의 유연한
확장 가능

6 축 로봇
산업용 6 축 로봇을 사용한
이송 및 공작물 핸들링

6

FA NUC 로봇을
사용한 이송

DMC 55 H duoBLOCK ®
6 대의 DMC 55 H duoBLOCK®
에서 공작물 가공
이송 컨베이어 벨트 및 배출 컨베이어 벨트

개별 완성 순환 벨트 사용

플렉시블 머시닝 셀
+ 6 × DMC 55 H duoBLOCK®,
최대 40 kg 공작물 처리
+ 차세대 완성 머신의 우선 처리
+ 3 가지 다른 구성품의 동시 가공

자세한 내용은 5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개별 완성 순환 벨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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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시스템

자동화 솔루션
Industry 4.0 의 경우

원스톱의
완벽한 솔루션

"Industry 4.0" 테마는 전세계적인 화두입니다. 초점은 프
로세스 및 공급망의 모든 차원을 하나의 지능형 공장 ("Smart
Factory") 으로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제품 및 생산의 유연성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히 자동화 정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절삭 산업
에서도 혁신적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역량 있는 파트너로서 DMG MORI Systems 는 모든 분야에서
유연한 자동화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당사는 선도적인
360°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프로젝트 구현의 모든 단계에서 다
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즉, 상세한 상황 및 작업 분석에
서 엔지니어링, 설치, 시운전 및 교육을 거쳐 전세계에 걸쳐 조
밀하게 배치된 대규모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지원에
이르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DMG MORI Systems 의 독창적인 자동화 역량은 전세계적으로
수행된 3,000 건 이상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입증되었습니다.
광범위한 머신 툴 포트폴리오와 다양한 자동화 솔루션의 완벽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이 모든 응용분야 프로필에 대한 최적
의 솔루션을 만들어냅니다. 즉, 자동화된 독립형 머신 툴부터 수
많은 생산 장비로 구성되고 부수 작업 (예: 디버링, 세척, 마킹 등)
이 가능한 유연한 생산 시스템에 이르기 솔루션을 만들어냅니다.
당사의 시스템 역량을 신뢰하고 귀사를 Industry 4.0 의 선두 주
자로 만드십시오.

머신 툴

기술

› 모든 응용분야에 대한 머신 툴

›
›
›
›

포트폴리오
› 거의 모든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머신 툴 전문 기술

기술 계획
머신 설계
사이클 타임 계산
시뮬레이션

모든 자동화 분야에 대한
분석, 컨설팅 및 구현.
부문 1

부문 2

머신 통합형
자동화

표준 자동화

로터리 및 리니어 매거진
머신에 대한 옵션으로서 DMG MORI
공급업체에서 이미 머신에 통합된
자동화를 제공합니다.

공작물 또는 팔레트 핸들링
모듈 (세척, 측정, 부싱 등) 을 추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로봇 또는 포털 솔루션;
플러그앤플레이 솔류션 또는 개별적인
고객맞춤형 버전 선택 가능.

Uwe Kling
상무 이사
연락처: DMG Automation GmbH
Seemühle 5, 78183 Hüfingen, Germany
Tel.: +49 (0) 771 / 6000–0
E–Mail: automation@dmgmori.com

당사의 온라인 자동화 컴퓨터에서는 표준 자동화를 채택할 경우
비용상 이점을 즉시 알려 드립니다.

머신 내에서 가공 단계의 최적화
로딩 및 언로딩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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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1

부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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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1

머신 통합형
자동화
RS 12 를 채택한 DMC 60 H linear

하이라이트
시스템에 12개의 팔레트 채택으로 최대의 생산성 확보
60 개월 보증의 X, Y, Z 축 방향 리니어 드라이브
100 m/min 의 급이송 및 1 g 가속도의 높은 동력
주 작업 및 부수 작업 셋업을 위한 303개의 툴을
수용하는 지능형 툴 매거진
_ 2.5 초의 칩투칩 시간.

_
_
_
_

자동화

주변 장치

› 재료 흐름의 전체에 대한 계획 수립
› 레이아웃 계획
› 전체적인 자동화 솔루션의 통합

› 예를 들어 디버링, 마킹, 세척과 같은

및 구현

추가 작업의 통합
› 부가 가치 증가
› 수동 작업 감소

당사
에서
는
타사
제품
도
자동
화해
드립
니다
!

부문 3

부문 4

플렉시블
머시닝 셀

머시닝 라인

부문 2

표준 자동화
CTV 160 에서의 WH 3 U

하이라이트
_
_
_
_
_
_

여러 프로세스 시퀀스의 연결
추가 작업 통합에 따른 여러 머신의 로딩을
위한 포털 솔루션, 고정 또는 이동 로봇 및
추가 모듈

대규모 일괄 생산에서의 종합 솔루션
호스트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하여 머시닝
라인으로서 팔레트, 포털 및 로봇 핸들링의
설계 및 구현.

연속 가공 단계의 자동화
대규모 일괄 생산
부문 3

부문 4

오퍼레이터 디커플링 > 1 시간
이동식 리스택 바스켓을 사용한 재료 이송 가능
공작물 손상이 거의 없음
공작물의 수동 위치 이동이 없음
최대 40 kg 바스켓 용량
초당 2 m 의 이송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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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3

유연한 머시닝 셀
원자재부터 완성품까지 –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춘 일괄 가공
이 분야에서 당사는 공작물에 대한 전체적인 재료 흐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고객과 협조하여 다양한 머신 툴에 대한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 디버링, 세척 또는 장착과 같이 필요한 추가 작업을
최적의 워크 플로우에 포함시킵니다. 그 결과 고객은 생산성이 최대인 자동화
셀을 얻게 됩니다.

›
›
›
›

고객이 누리는 장점:
개별적인 필요에 맞출 수 있음
가장 효율적인 공간 사용
중량 공작물 가공 가능
무인 자동 생산

›
›
›
›

참조: ZF– Saarbrücken
측정 머신의 로딩 및 언로딩.
고객이 누리는 장점: 오류 방지,
1년 이내에 자동화,
고객과 협의 하의 프로세스 최적화,
오퍼레이터 디커플링
사이클 시간: 12 초 / 공작물

적시 생산 완료
턴키 방식 프로젝트
중대형 로트 크기
수많은 버전의 공작물

성공 스토리
Willi Elbe 그룹 –
제조 시스템과의 플러그 앤 플레이기능 사용
Willi Elbe 그룹은 바덴–뷔템베르크 탐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중국의 생산 공장에서약
600 명의 직원과 함께 국제적인 자동차 및 상용차 산업에 사
용되는 스티어링 모듈과 스티어링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
다. 폭넓은 개발 경쟁력, 시대에 맞는 운영 관리 및 최신 제조
기술 사용은 이 그룹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밑
거름입니다. 이 시점에서 장차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기 위
해서 3 년 전부터 이미 착수하고 구상해 온 DMG MORI
Systems 의 유연한 제조 시스템을 주목해야 합니다.
DMG MORI DMC 55 H 모델의 여섯 개의 수평 가공 센터는

최종 구성 단계에서 전체 시스템을 포괄할 것입니다. 현시점
에 이미 그 중에서 로봇을 이용해서 로딩이나 언로딩 작업을
하고 개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부품 세척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머신이 다섯 대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공작
물이 자동으로 나머지 프로세스에 통합됩니다.

›
›
›
›
›

고객이 누리는 장점:
대형 로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머신 우선순위를 통한 머신 가용성 제고
다양한 업그레이드 옵션
개별적 컨셉트 개발
완벽한 원스톱 솔루션

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9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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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4

i – 시리즈
유연하고 공간이 절약되는 시리즈
생산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컨셉트

완성 부품
이송용 로봇

암이 2 개
달린 포털 로더

미가공 부품용 범퍼

i – 컨셉트 / i50
머신 2 대가 상호 연결됨으로써 유연성이
100 % 향상되고 설치 면적이
최대 50 % 까지 절약됨
더블 스핀들 셀로 사용할 경우

i80L
자동화 제조 부문 엔진 부품 일괄
생산에 사용되는 콤팩트한
수평 가공 센터
생산 라인으로 사용할 경우

› 2 대의 머신을 더블 스핀들 셀로서 결합할

› 설치 면적이 1.5 m 에 불과하고

경우 설치 면적이 11.3 m² 에 불과함

유지보수를 위한 600 mm 의 공간을
포함해서 머신 중앙과의 간격이 2.1 m 임

› 한 대의 제어장치로 머신 2 대를 공동 제어
› 머신마다 축이 독립적으로 작동되므로

i50 – 크랭크 하우스 생산 라인
› 암이 두 개인 포털 로더, 미가공 부품용 범퍼 및 완성
부품 이송용 로봇이 포함된 포털 로딩 기능이 있는
여섯 개의 i50
› 측정장치, 클리닝 또는 데버링 스테이션 등이 머신
사이에 통합되어 공간이 절약됨

팔레트 체인저가 없는 수평 가공 센터
› 테이블의 Z 축 방향 견고성 향상
› 더블 암 툴 체인저
› 직접 드라이브 모터 사용으로 동력이 뛰어난 A 축

1,700 mm

2,700 mm

유연성 100 % 향상

i80L 하이라이트
›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록의 연속 가공에 사용되는

3 ,1

00

mm

3, 6

50

mm

i50 두 대를 서로 연결할 경우 설치 면적이 11.3 m² 에 불과하며 한
대의 제어장치로 머신 두 대를 공동으로 제어 가능.

1,4

90

mm

2,5 50 mm

5.4 m² 의 작은 설치 공간과 로딩 시간과 언로딩 시간을
줄여주는 작업실의 낮은 높이.

기술 데이터
X / Y / Z 축 방향 이송 거리: 800 / 550 / 850 mm,
테이블 설치 면적: 1,050 × 400 mm, 스핀들 최고 속도: 8,000 rpm,
급이송: 60 m/min, 툴 매거진: 스테이션 20 개, 설치 면적: 11.94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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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4

Tsuzuki Manufacturing Co., Ltd. –
부분 자동화를 통한
프로세스 최적화.
무엇보다 대형 일괄 생산에서는 각 밀리세컨드를 계산
에 넣습니다. 이 일괄 생산에서 최상위 요구사항은 효율성입
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자동화된 솔루션으로 항상 최고의 효
율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Tsuzuki Manufacturing Co., Ltd.의 경우 특별한 도전
DMG MORI Systems 는 특별한 도전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일본 나가노현에 위치한 부품 제조업체는 "Made in Japan"
이라는 제품 라벨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Tsuzuki는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으며 그 중에
서도 섀시, 변속기 및 엔진의 핵심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
다. Tsuzuki 태국 생산 공장의 경우 각기 다른 크기의 변속기
하우징을 병행해서 제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습
니다. DMG MORI Systems 는 가공 프로세스의 최적화와 맞

서로 연결된 NHX5000 두 대와 NVX7000 한 대를
이용한 부분 자동화 생산 라인

춤형 솔루션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DMG MORI
Systems 는 Tsuzuki Manufacturing Co., Ltd. 와 공동으로
상호 연결된는 NHX5000 모델 두 대와 NVX7000 모델 한 대
를 이용해서 부분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경우
공작물 교체 작업이 수동으로 이루어지므로 각 가공 단계 사
이의 시간 절약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Tsuzuki 는
DMG MORI Systems의 자동화 루션 덕에 생산성을 향상시
켰을 뿐 아니라 가공 시간도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 생산
라인 전반에서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고객이 누리는 장점:
› 손쉬운 공작물 교체
› 수동 피더로 무거운 공작물을 손쉽게 이송할 수 있음
› 생산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부분적으로

제공품 범위: NHX5000 + NVX7000 + 클래핑 장치 베드 + 피더+
클래핑 장치 피더 + 클램핑 장치 리프트 +
클래핑 장치 이송 장치
고객: Tsuzuki Manufacturing Co., Ltd.

자동화된 생산 라인

절약

제작

저장

사용

지금

KR

인
특별 할 오 !
념
기
십시
출시
치지 마
놓
를
기회

에너지 비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GILDEMEISTER 에너지 모니터로 에너지 소모량을 줄여보십시오.
에너지 소모량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최적화하
려면 꾸준한 에너지 관리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GILDEMEISTER 에너지 모니터는 관련된 모든
에너지 소모량을 파악한 다음 지능형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잠재적 에너지 절약량을 감지해서 이에

맞는 시행 계획을 세워서 이를 실현시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에너지가 절약되고 귀하의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능

장점

• 에너지 소비에 대한 상세한 분석
• 마우스 클릭으로 에너지 보고서
생성
• 비용을 중심으로 한 조정
• 에너지 표시를 통한 효율 분석

• 통합 비용이 저렴함
• 웹 브라우저를 통한 손쉬운 액세스
• 이해가 쉬운 사용법
• 회사 전반에 걸친 에너지 비용의 투명성 확보
• ISO 500001 인증 획득

당사 전문가들은 귀하의 에너지 미용을 낮추기 위한 최적의 에너지 효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사에 연락해서 출시 기념 특별 할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GILDEMEISTER energy solutions
Tel.: +49 (0) 931 250 64-120 | Fax: +49 (0) 931 250 64-102
energysolutions@gildemeister.com | www.energy.gildemeister.com
a+f GmbH: Carl-Zeiss-Straße 4 | 97076 Würzburg | Germany

ES 01420 1401 Anzeige DMG Journal 140114 v1 K3_uk.indd 1

22.01.14 15:51

Journal n0 1 – 2014

nº 1 – 2014

서비스 현황
DMG MORI 정비 키트
전세계에 걸친 예비 부품 조달 가능
새로운 핫라인
생산성을 높여주는 툴
번호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약속
프리세터

라이프사이클 관리 서비스
라이프사이클 관리 서비스 –
단순한 하나의 머신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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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사이클 관리 서비스

serVice & spare parts

라이프사이클 관리 서비스 –
24/7 핫라인을 통해 연중 무휴
24 시간 접속 가능.

Maurice Eschweiler 박사
DMG MORI SEIKI 주식회사
산업부문 서비스 담당 이사

DMG MORI LifeCycle Services 의 경우 고객이 연중 무
휴 24시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따라
서 당사는 무료로 접속할 수 있는 24/7 서비스 핫라인을 운용
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이 모든 통화에 즉시 응대하고 경력
이 풍부한 당사의 서비스 기술 요원이 핫라인을 통해 문의를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로써 DMG MORI 의 경우 예
전처럼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당사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고객에 회신하고 모든 문제점 중의 절
반 이상을 전화를 통해 무료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고장 시 언제나 빠른 지원과 최대의 가용성을 보
장합니다. DMG MORI LifeCycle Services – 역량, 안전, 신뢰성.

생산성을 높여주는
당사의 역량.

스

» 신뢰라고 함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입니다.
– 저희의 탁월한 기술 지원을 통하여 현재는 물론 미래를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20 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된 저희 서비스팀은 여러분의 기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
한 진단을 해드리고 24 시간 내 부품 공급을 보장합니다.
또한 24 / 7 핫라인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지 저희 전문가
들과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DMG MORI 고객은 당사 서비스를 아주 활발하게 이용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제조업체로서 머신 툴을 제작하
는 업체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DMG MORI LifeCycle Services 에서 능력 있는
직원, 짧은 응답 시간, 연중 무휴 24 시간 접속 가능 및
최대의 예비 부품 가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DMG MORI 서비스 현황에서는 당사가 고객에게 제공
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프사이클

서비

공 수일
서비스팀 상무
디엠지모리세이키코리아㈜

성
속
신

최고의

"언제라도 고객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장점입
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최대의 성능 및 머신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서비스 현황
DMG MORI.

"DMG MORI 의 업그레이드 및 액세서리 제품을
통해 당사는 확실하게 DMG MORI 머신의 성능
및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고객 친

christian scheid
geschäftsführer zsm zertz + scheid
maschinenbau- und handelsgesellschaft mbh

최고의 서비스
_ 연중 무휴 24 시간 접속할 수 있는 무료
24/7 서비스 핫라인
_ 전세계 2,500 명 이상의 유자격 서비스
기술자가 도와드립니다.
_ 고객의 접근성이 우수한 143 개의 영업
및 서비스 센터
_ 당사의 엔지니어는 평균 10 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속성 및
접근성

_ 우선순위에 따른 고객의 전화 문의
처리
_ 신속한 회신 (일반적으로 한 시간
이내에 회신)
_ 모든 문의의 60 % 를 이미 전화로
해결합니다
_ 전세계에 걸쳐 경력이 풍부한 약 270
명의 핫라인 담당자 (이 중 40 명의
서비스 전문가는 야간 근무자)
_ 24 시간 내에 고객 현장 방문

DMG MORI Korea:
언제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2013 년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약속
_ 고객분들의 서비스 요청을 위한 새로운
핫라인번호 119
_ 핫라인 통화가 안되실 경우, 2시간
이내로 전화를 다시 드립니다.*
_ 우리의 서비스팀이 현장에 48 시간
이내로 가겠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이 두가지 약속을 서비스
받지 못하실 경우, 무료로 서비스
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서비스
테스크 119 (080-282-0119)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일반적인 근무시간 기준
** 인건비와 교통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무료

Korea: 080-28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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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정비 키트

노

우
하

클 관리 서비스

순

정

예비

부품

전세계 어디에서나
즉각적인 예비 부품
조달

친화성

_ 전 세계적으로 7 곳에 위치한
예비 부품 센터
_ 95 % 의 예비 부품 가용성
_ 전세계에 걸쳐 확보된 1 억 7,000 만€ 의
예비 부품 재고
_ 게르츠히드에만 확보된 10 만 이상의
예비 부품 재고
_ 당사의 게리츠히드글로벌 부품 센터에
투자한 500 만 € 의 투자 금액
_ 1970 연식까지의 머신 가용성

완전한 패키지의 순정
예비 부품!

최대

–30 %

하이라이트
_ 중요한 소모품이 한 키트에
모두 들어 있음
_ 각각의 머신 유형에 따라 완벽한
맞춤식
_ 내용물 구성을 당사 전문가가
담당
_ 품질이 매우 높은 순정 예비
부품
_ 최대 30%까지 절약되는
합리적인 패키지 가격
_ 장비 가용성 및 생산성 보장
_ 소모적인 이차 손상 방지

경우에 따라 개별 부품 주문

결과*:
고객 만족

제조업체만의 교육
노하우

_ 머신 조작 및 유지보수 교육을
담당하는 200 명 이상의 고급 교육
전문가
_ 전세계에 분포한 11 개 교육 시설
_ 고객 현장에서 실시되는 맞춤형
개별 교육

_
_
_
_

종합 서비스 만족도: 2.0
품질 및 전문 기술 현장 서비스: 1.7
예비 부품 가용성: 1.9
핫라인 만족도: 2.1
예: 밀링 머신 DMC 105 V 용
정비 키트

예: 터닝 머신 CTX 600 linear 용
정비 키트

* 1 ~ 6 의 점수로 평가

스핀들 수리 요금
하이라이트
_ 모터 스핀들 정비시 전문적인 지원
_ 시스템 내의 모든 구성부품
_ 각각의 툴 클램핑 시스템에 맞춰
완벽하게 조정함
_ 머신 가용성 및 생산성 보장
가용성
클램핑 시스템 SK 40, SK 50,
HSK 63 및 HSK 100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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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예비 부품 –

하이라이트

전세계에 걸친 예비 부품 가용성
4

독일
3

러시아

1

미국

중국
인도

5

라이프사이클 관리 서비스

6

2

일본

7

태국

_ 전 세계적으로 7개의 예비 부품 대형 창고가있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60,000 m2 이상의창고 면적)
_ 예비 부품 가용성 > 95 %
_ 제조업체에서 직접 조달하는 순정 예비 부품
_ 86 국가에서의 신속한 공급
_ 100,000 개 이상의 다양한 재고 품목 – 게르치히드에서만
_ 매월 20,000 건 이상의 주문 처리
_ 매년 600 톤 이상의 항공 화물
_ 비용 효율적인 반송 프로세스
_ 새 부품 및 교환 부품 이용 가능
_ 1970 연식까지 이전 시리즈에 대해서도예비 부품
_ 24 / 7 서비스 핫라인을 통한 주문으로 빨라진 배송
_ DIN ISO 9001 에 따라 인증된 프로세스

글로벌 예비 부품 공급
1

독일

5

글로벌 부품 센터,
게르치히드
2

인도

3

인도 부품 센터,
첸나이

일본

6

글로벌 부품 센터,
나라

미국

7

아메리칸 부품 센터,
달라스

태국

4

태국 부품 센터,
아유타야

러시아

러시아 부품 센터,
모스크바

중국

중국 부품 센터,
상하이

DMG MORI 의 순정 예비 부품만 최대의
생산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측정 및 검사

uno 20 | 40

UNO 20 | 40
초기 등급의 툴
사전설정 장치에
대한 고유한
하이테크 기능

이노

베이
션 20
+ 자동
14
초점
+ 수동
Ballu
ff
+ 2 차 시스템
카메
라

UNO 20 | 40
생산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툴 프리세팅
하이라이트

한국
시
최초 전

_ FEM 최적화 및 내열성 주철 구조
_ 모듈식 컨셉트에 의한 개별 설계
_ 직경 100 mm 까지의 간극 측정 원리
(X –50 mm 까지의 이송 거리)
_ 19 인치 컬러 모니터
_ 미세 조정

옵션:

기술 제원
측정 범위:
X = +200 ~ –50 mm
Z = 400

DMG MORI Korea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9–5 시화공단 3 나 505–3 호
코포모테크노센터 II 1 층 110 호 (429–932)
전화: (031) 488–0500 팩스: (031) 488–0567
info@dmgmori.com, www.dmgmori.com

브로셔 – dmg mori: 고객과 관심 분야. 출판 저작권: dmg europe holding ag 디자인 및 편집, 사진: montfort shanghai co. ltd., shanghai 200041, p.r.china. 발행 부수: 600,000 부. 기술 사양은 변경 유보하여, 당사 영업 내규에 준수 합니다.

MONTFORT

설정을 위한 자동 초점
새 기능 – 수동 Balluff 시스템 (RFID–칩)
새 기능 – 터닝 센터 측정을 위한 2 차 카메라
24 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컴포트 시스템 인클로저
어댑터 스토리지

KR

›
›
›
›
›

SHANGHAI

› 새 기능 – 절삭 가장자리의 자동 초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