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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기술 우수성

디지털 팩토리

적층 가공

사설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제공
고객 및 파트너사 여러분께,
DMG MORI는 급변하는 산업의 한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찾습니다. 디지털화는 우리

의 세상을 급격하고 날카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려면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DMG MORI는 여러분의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
너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제품과 기술은 점차 차별화된 성공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기계

및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계 공학과 정보 기술의

공동 성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합니다. CELOS 및 제조사 독립적인 새로운

개방형 IIoT 플랫폼인 ADAMOS를 통해 우리는 기계 제작 업체, 납품업체 및 고객을 위
한 기계 제작업체로서 수월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자동화는 디지털 제작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동화된 공작 기계는 미래 지향적인 제조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또한, 적층 가공은 극적으로 발전하여 성숙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모든 향후 주제가 DMG MORI의 주력 부문입니다. 이는 항공 우주, 자동차, 금형
및 의료의 핵심 시장에서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도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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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는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존경 받는 고객 및 파트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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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미래 공장(FoF)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적인 디지털 방식으로!

Dr. Ing. Masahiko Mori
회장
DMG MORI COMPANY LIMITED

Christian Thönes
의장
DMG MORI AKTIENGESELL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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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OS IIoT-플랫폼

미래의 생산 기술에서 디지털화의 경향은

새로운 IIoT-Alliance인 ADAMOS 및 디지털

지털 팩토리에 필요한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고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보를 상징하는

팩토리에 필요한 새로운 생태계 CELOS, 모두

습니다. 한편, CELOS는 생산 업체 중립 디지

우리의 미래는 전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설립했습니다.

태계가 되도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

트웨어로 디지털화에 적합하도록 개발했습니다.

"개방형 연결"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장착되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당사 제

운 CELOS NETbox가 개방형 IIoT- 커넥터로

DMG MORI는 디지털 솔루션을 확대하고 있

털 팩토리를 목표로,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생

DMG MORI에서 수행됩니다 ...

공작 기계가 CELOS 앱 기반 제어 및 운영 소프

년 10월 1일 약 200명의 전문가와 전략적 제

이미 10,000대의 DMG MORI 기계에 CELOS가

기계 공학 및 정보 기술 분야 파트너와 수행

품군 중 100종 이상의 기계에서 CELOS가 사용

휴를 맺은 ADAMOS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되는 이 벤처 캐피털은 미래 산업 주제인 산

되고 있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업 4.0 및 산업 사물 인터넷(IIoT)용 개방적이

재 26개의 앱과 독점 DMG MORI 기술 사이클

DMG MORI AKTIENGESELLSCHAFT의 회

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제품과 기술이

고 생산업체 중립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장 Christian Thönes는 디지털 변화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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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Powertool을 통해 네트워크 인텔리전트 제

바로 차별화된 성공 요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방형 연결성"을 갖춘 CELOS를 확장하여 디

있습니다. 또한, 기계 공학 및 정보 기술 부문의
파트너와 함께 전략적 제휴 연합인 ADAMOS를

디지털 팩토리로 나아가는 근본 요소는 새로

서, 타사 장비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한, CELOS PROtab을 통해 전체 현장에서

CELOS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

모바일 보조 장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

니다. 새로운 CELOS Cockpit은 지능형 생산

제어 센터를 시뮬레이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CELOS가 장착된 기계를 사용하여 디지털 생

ADAMOS IIoT-플랫폼

“CELOS 및
ADAMOS를 통한
선두적인 디지털화”
ADAMOS를 통해 우리는
기계 제조사, 납품 업체 및
고객을 위한 기계 빌더에서부터
선도적인 장비, 생산 및
소프트웨어/IT 노하우로 개방형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Christian Thönes
의장
DMG MORI AKTIENGESELLSCHAFT

산에 필요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

합작 투자가 체결되는 즉시 Carl Zeiss AG와

를 한 번에 하나씩 또는 한 번에 전부 구성할

이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장 주

으며, 이를 통해 고객은 개별 디지털 팩토리

수 있습니다.

많은 파트너와 함께 ADAMOS를 신속하게 출

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계 제작자로서, 우리는 고객의 요구 사항과
중요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Software AG의
분야별 지식과의 결합으로 강력한 연합 관계

가 형성되었습니다. 주도업체는 DMG MORI,
Dürr 및 Software AG입니다. 우리의 공동 목

표는 신속하게 추진력을 얻었고, 그 덕분에

ADAMOS 연합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ASM를 파트너로 추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름 자체가 규모을 보여줍니다! ADAMOS는

도 업체라는 점입니다. ADAMOS를 통해 디지

적응형 생산 개방형 솔루션)의 약자입니다. 적

동등한 조건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공동 목

요한 두 중심 축입니다. 독일의 선두 유명 산

털 통합을 추진하는 강력한 파트너들은 서로
표는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며, 디지털

Adaptive Manufacturing Open Solutions(

응형 생산과 개방형 구조는 전략적 연합의 중

업 소프트웨어 기업 연합은 ADAMOS를 글로

화 도전이라는 확고한 목표는 강한 파트너십

벌 산업 표준으로 정립하고 추가 기계 생산업

이루려면 기계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계 자

는 기계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계 및 고객의

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를

체가 표준을 설정하고 개발을 촉진해야합니
다. 이는 세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체를 파트너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ADAMOS

요구 사항에 맞게 특수 설계되었습니다. 개방

형 IIoT 플랫폼은 생산업체에 중립적이며 최

신 IT 기술과 업계 최고의 지식을 결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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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OS IIoT-플랫폼

10억 대의
기계 설치

첨단 기술

확장성

200 명의 전문가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공유 앱
공급업체에
종속되지 않음

연결성

디지털화

강력한 파트너사

...개방형은 항상 전도유망합니다...

이디어를 확보하고 있거나 많은 프로젝트 계

수 요소입니다. 개방을 통해 기계 제조사는 쉽

자가 지금까지 놓쳤던 것은 IIoT 호환 기계와

개방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연합의 성공에 필

IIoT

산업 4.0

기계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다. 또한, ADAMOS 플랫폼은 생산 공정의 회

획을 수립한 여러 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사용

사 간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경우

게 디지털 통합 생산에 필요한 검증된 솔루션

작업 현장에서 디지털 워크플로에 필요한 지

계 공학, 생산 및 소프트웨어 노하우를 토대

스 제공업체로서의 ADAMOS는 데이터 자율

저작 또는 데이터 기록 및 분석을 위한 지속적

세스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기계 엔지니어

에서 우리는 ADAMOS 및 CELOS 생태계를 기

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

성 및 선도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한 액

능형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또한, 디지털

인 IIoT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MO

"개방형 연결성"에서
디지털화 산업 모델로
링 업체들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ADAMOS

반으로 하는 CELOS 기계, CELOS 생산 및 디

에 있어 이러한 서비스는 ADAMOS 연합의 기
로 합니다.

다른 하나는 ADAMOS 앱 팩토리로 모든 파트

너 기업의 기술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다룹니

다. 이를 통해 앱의 혁신 및 기술 표준을 공동

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형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와 고객의 전체 네트워크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미래에 사용자는 "단일

소스"에서 기계뿐 아니라 완벽한 IIoT 및 소프
트웨어 솔루션을 얻고, 안심하고 데이터를 사

는 디지털 통합 생산을 위한 검증된 솔루션을

지털 팩토리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시연

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 및 지속적인 종

ADAMOS 플랫폼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전

을 두고 있습니다.

지털 시대의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

ADAMOS에서 어떤

접촉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제품 및 소프트웨

ADAMOS에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

와 관련된 생산업체 생태계를 통해 독점적으로

제공합니다. 약 200명의 전문가와 공동 개발한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계 및 시

스템 빌더는 ADAMOS에 동등한 파트너로 참

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는 중소기업에 중점

단간 솔루션을 통해 기계 및 시스템 빌더는 디

니다. 이 과정에서 ADAMOS는 사용자와 직접

여하도록 초대됩니다.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특히 중소기업은

는 ADAMOS IIoT 플랫폼으로 고객에게 "Plat-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 미래 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일 영업 및

을 제공합니다. 생산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제

반으로 CELOS 생태계는 더욱 확장되고 발전

디지털화에 반응하지 않는 듯 합니다.

서비스 업무를 통해 우리는 이미 구체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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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as a Service"(PaaS)와 같은 기본 기능

공하고 생산 관련 데이터를 저장 및 분석합니

어 시스템의 시장 접근 및 개별화는 ADAMOS

전성과 보안성을 갖춘 ADAMOS 인프라를 기

할 것이며 시장과 고객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ADAMOS IIoT-플랫폼

기계 공학 산업을 위한
ADAMOS IIoT 플랫폼
고객

powered
by ADAMOS ®

powered
by ADAMOS ®

마켓플레이스

powered
by ADAMOS ®

마켓플레이스

poweredpowered
®
®
by ADAMOS
by ADAMOS

powered
by ADAMOS ®

마켓플레이스

ZEISS APPS
powered
by ADAMOS ®

마켓플레이스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앱)

…

마켓플레이스

APP FACTORY
연합

서비스로서의 플랫폼

PARTNER

서비스로서의 인프라
…

…

…

신규 파트너

따라서 ADAMOS 파트너에게는 분명한 이점

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럼 ADAMOS의

디지털 세계에서 납품 업체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DAMOS의 핵심 기능은 데이터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능형 분석 도구가 필

요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에서 정
보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특정 구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방적 유지 보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적응형 생산 과정을 위한 기초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납품 업체는 표준화된 ADAMOS 인터페

이스를 통해 매우 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연결
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구성 요소의 디지털

적합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ADAMOS를 사

용하면 납품 업체용 단일 소스에서 이를 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 제조사, 납품 업체, 그

ADAMOS – 적응형 생산 개방형 솔루션

기계 공학 산업 형태의 디지털화
팩트

1. 전 세계 연합: DMG MORI, Dürr, Software AG, ZEISS 및 ASM은
산업 4.0를 위한 ADAMOS에 리소스를 풀링하고 추가 파트너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2. 개방형 플랫폼: ADAMOS IIoT 플랫폼은 첨단 IIoT 기술과 첨단
산업 지식 을 연결하는 생산업체 중립 플랫폼입니다.

3. 광범위한 앱 포트폴리오: ADAMOS 앱 팩토리 연합은 신속한 앱 공동
개발을 위해 파트너의 기술 전문 지식 및 업계 지식에 중점을 둡니다.

4.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파트너는 자사의 브랜드에 맞게 고객 및 개별

시장에 디지털 역량을 홍보합니다(예: ADAMOS가 제공하는 CELOS).

5. 강력한 설정: ADAMOS GmbH 및 ADAMOS App Factory 연합은 		
2017년 10월 1일 약 200명의 전문가, 5곳의 디지털 마켓 플레이스
및 30개 이상의 앱으로 구성되어 출범할 예정입니다.

6. 종단간: ADAMOS를 통해 DMG MORI는 고객, 파트너 및 납품
업체에게 완벽한 디지털화 전략을 제공합니다.

리고 무엇보다 고객,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www.adamos.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ECHNOLOGY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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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연결성” 을 통한

디지털 팩토리 구축

산업 디지털화의 추세로 생산 기술에서 기계

가공의 기본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DMG MORI는 앱 기반

제어 및 운영 체제인 CELOS를 활용하여 이미
2013년 디지털화 방식에 적합한 기계를 개발

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팩토리의 개방형 생
태계에 추가 기능이 정기적으로 추가되었습니

다. 이를 기반으로 DMG MORI는 인텔리전트
소프트웨어 시스템 및 연결 하드웨어를 통해

CELOS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연결성은 디지털 IIoT 서비스와 제품을 포괄하

여 공정 및 시스템을 철저히 네트워크화합니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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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OS 생태계의
디지털 제품은 일관된
고객별 솔루션을 가능
하게 해줍니다.
Dr. Holger Rudzio
전무 이사
DMG MORI Software Solutions GmbH

2013년부터 CELOS는 DMG MORI 그룹의 디

지털화 로드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

비전에서 현실로"디지털화의 길"

최근의 DMG MORI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디

니다. 이 기간 동안 10,000대 이상의 CELOS

지털 팩토리의 비전을 지향합니다. 디지털 팩

군에 포함된 100정 이상의 첨단 기계가 이미

별화된 기능은 변화하는 조건에 맞추어 생산

가용성이 구현됩니다.

다는 점입니다.

기계가 출시되었습니다. DMG MORI의 제품
CELOS를 활용 중이므로 단기간에 종합적인

또한, CELOS 앱의 수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토리의 특징은 적응형 팩토리 구조입니다. 차

공정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자동으로 조정한
DMG MORI Software Solutions GmbH의

있습니다. 10개의 신규 앱이 출시되어 총 26

상무 이사 Holger Rudzio는 "특히 우리는 중

기계 구성 및 디지털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습

니다. 그 이유는 점진적이고 개별화된 방식으

하지 않는 디지털 생산에 필요한 통합 기반으

때문입니다.

개의 CELOS 앱을 사용하여 워크샵에서 구현,
니다. CELOS를 활용하는 고객은 종이를 사용

로의 직관적인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합
로 디지털 제조 및 생산에 진입이 가능하기

동시에, 서비스에 대한 헌신은 더 이상 첨단 기

새로운 관점의 CELOS 생태계

계에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DMG MORI 및

템을 디지털 생산에 필요한 개방형 통합 생태계

계와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산 계획 및 통합 도구 관리를 위한 디지털 워크

"개방형 연결성"을 갖춘 CELOS 기계

또한, DMG MORI는 CELOS 운영 및 제어 시스

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적응형 생
플로는 CELOS 최신 버전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DMG MORI는 개방형 연결을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생산 중 연속 네트워킹에 필요한

CELOS NETbox 및 CELOS PROtab 등의 특정

제품을 제공합니다.

다른 제조사의 기존 기계를 이제 CELOS 생태

즉, 이제부터 타사 기계, 보완 기술 분야의 기

계 및 수동 워크스테이션을 CELOS 네트워크
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구형 기계도 특정 범위

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개방형 연결
솔루션"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TECHNOLOGY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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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DMG MORI는 새로운 CELOS PROtab

고급 디지털 작업 주문 계획

와 지능형 IIoT 커넥터를 디지털 제품군에 통

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는 CELOS의

"그래서 거의 모든 기계와 워크스테이션을 이

단계적으로
디지털
팩토리를 향해

식으로 관리되며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사용

PLANNING)이 있습니다. "기계, 소재 및 공구

션하는 동안 뿐 아니라 설정 및 공정 내 측정

리를 최적으로 계획하려면 몇 가지 요소를 고려

그밖에, 동시에 여러 시스템을 공구 데이터에

및 CELOS NETbox을 이용해 모바일 마법사
합했습니다.

계획 수립은 수동으로 주문 일정을 재변경하

대화형 계획 도구인 공장 계획 수립(FACTORY

근무 일정의 사용 가능한 용량을 고려합니다.

제 CELOS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고객이 디지털 워크플
로에 최적화 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자유가 열리게 되었습니다"라고 Dr. Rudzio
는 설명합니다.

CELOS를 통한 생산 워크플로 제어

결과적으로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중요성
과 부가가치가 부여됩니다. 작업 현장에서 지

가용성 그리고 설치 비용 등 생산 중에 주문 처

여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해 (필요한 경우) 중앙

CELOS 생산

HEIDENHAIN
포함 CELOS
주요 사항

+ 21.5" ERGOline 및 HEIDENHAIN TNC 640

CAM NC 프로그램을 차후 조정

+ 방사형 페이싱 슬라이드를 보다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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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MG MORI의 "디지털 툴링"입니다. 생산

공정에 필요한 모든 공구 정보는 중앙 집중

할 수 있습니다. NC 프로그래밍 및 시뮬레이

을 통해 로드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 공구 히스토리를 투명하고 완벽하게 이해

기존 주문은 CELOS의 공장 계획 수립을 이용하

+ DXF 변환기 – CAD 가져오기
+ 공구 중심 기계 가공

새로운 디지털 CELOS 워크플로의 또 다른 예

합니다. 반대로 현재 자원 및 용량을 고려하는

화하는 것이 마침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 도입에 적합한 22개의 CELOS 앱
+ 전역 프로그램 설정 – 기계에서 직접

지속적인 공구 관리

액세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공

수행하기 어렵습니다"라고 Dr. Rudzio는 설명

이 장착된 DMG MORI의 CELOS

는 경우에도 주문의 기존 구조와 기계 및 교대

해야 합니다. 주문의 증가로 이 작업은 수동으로

속적인 데이터 흐름을 기반으로 워크플로와
공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매핑, 제어 및 최적

에서 일정 변경 및 재변경이 가능합니다. 공장

예를 들면, ERP 시스템에서 주문을 전송하기 위

새로운
기능

정 관련 데이터는 중앙 공구 관리에 저장되므
할 수 있습니다.

CELOS – 디지털 팩토리

계획 수립

준비

생산

새로운
기능

새로운
기능

JOB
MANAGER

JOB
SCHEDULER

TECH
CALCULATOR

JOB
ASSISTANT

3D PART
ANALYZER

ROBO2GO

ORGANIZER

MESSENGER

COCKPIT

TOOL
HANDLING

TOOL
AGENT

TOOL
ANALYZER

CAD/CAM
VIEW

DOCUMENTS

새로운
기능

새로운
기능

FACTORY
PLANNING

새로운
기능

새로운
기능

새로운
기능

새로운
기능

SURFACE
ANALYZER

PALLET
MANAGER

CONTROL

STATUS
MONITOR

ENERGY
SAVING

SERVICE
AGENT

CELOS 앱

26개 CELOS 앱
(신규 10개 포함)

생산

유틸리티
머신 뷰

모든 26개 CELOS 앱은
celos.dmgmori.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LLET
CHANGER

새로운
기능

CLAMP
CHECK

새로운
기능

CONDITION PERFORMANCE
ANALYZER
MONITOR

NETSERVICE

구성

지원

디지털 팩토리를 향해

단계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디지털화 경로"의 전체적인 단계에서DMGMORI

는 고객에게 CELOS 생태계의 디지털 제품 및

소 트웨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포괄적인 맞춤

형 종단간 솔루션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높은 투명성, 효과적인 공정, 최
대 가용성 및 최대 생산 보안에 필요한 단계

별 성공 방식별, 디지털 팩토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워크샵 및 생산

엔지니어링을 위한 디지털 전문 기술

"DMG MORI의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는 고

객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공정을 표준화하고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Dr. Rudzio

는 말합니다. 생산 공학, 계획 수립 및 생산에

필요한 정보도 일관되고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제시됩니다.
						

«

공장 계획 수립

고급 계획
및 일정 수립
새로운
기능

주요 사항

+ 우선 순위, 연계 공정, 유지 보수 등과 같
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 조직

+ 작업자의 ERP 시스템에서 주문

을 보내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 사무실, 작업 현장 및 CELOS
PROtabs 연결

TECHNOLOGY EXCELLENCE

11

CELOS – 디지털 팩토리

디지털 툴링

생산 공학에서
디지털 도구 관리

새로운
기능

주요 사항

+ 전체 생산 공정 중에 필요한
공구 정보 사용

+ 공구 데이터의 완벽한 디지털화
+ 필요한 모든 도구 정보의 중앙 관리

CELOS PROtab

새로운 기능: PRO tab – 네트워크로 연결된
생산 시설의 모바일 지원

CELOS PROtab은 CELOS의 모든 기능을 업계 표준 태블릿에 결합합니다. 즉,
DMG MORI 고객은 전체 생산 공정 중에 모든 CELOS 기능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로 CELOS PROtab을 통해 전체 생산 공정에서 데이터 흐
름 유지가 가능합니다.
주요 사항
CELOS PROtab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protab.dmgmori.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팩토리 구현을 위한 네트워트 솔루션
+ 앱기반의 컨트럴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 최초로 기타 기계 제조사를 위한 CELOS
+ CELOS PROtab의 IP54 및 MIL-STD-810G 업계 표준 준수
+ 전체 생산 공정을 망라하는 CELOS 응용 프로그램

Tool Lifecycle Management
supports Industry 4.0
www.tdmsystems.com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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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OS NETbox

새로운 기능: NETbox –
클라우드 액세스

CELOS NETbox는 타사 공급 업체의 기계뿐 아니라 구세대

DMG MORI 기계도 CELOS와 연결합니다.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를 이용하여 CELOS NETbox는 CELOS 앱(예: MESSENGER 및

CELOS CONDITION ANALYZER)에 정보(예: 기계의 상태 및 조
건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요 사항

+ 이전 세대 DMG MORI 기계와 CELOS를 사
용하는 타사 기계 간의 네트워킹

+ 인터페이스는 CELOS NETbox와 CELOS
APP 간의 데이터 교환을 허용

+ CELOS PROtab과 연계하여 CELOS를 통한
다양한 NC 프로그램

+ NETbox에는 방화벽이 내장되어 IT 보안을 강화하
고 제3자의 무단 액세스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함

CELOS NETbox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netbox.dmgmori.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
CELOS COCKPIT

전체 생산
공정을 한눈에
주요 사항

+ 생산 관리 부서에서 생산 공정 제어
+ 오더의 병목현상, 지연 및 원인 등의 생산 현황에
대한 명확한 파악

생산 관리를 위한 생산 현장 개요
Tuesday 22nd August 2017 | 09:32 AM

Thomas Lochbihler

PRODUCTION PLANNING

Back
AUSLASTUNG

Plan
Ist

MACHINE STATUS

MACHINE STATUS OVERVIEW

NTX 1000 II /SZM

Stopped (14%)
CTX beta 1250 CS

Stopped (14%)

CTX beta 1250 CS | 07:00 23.09.17

CTX beta 800 TC

Tool changer active for base position

DMC 60 H

NHX 4000 II | 07:31 23.09.17

DMC 60 H | 08:06 23.09.17
MPC Process stop

DMC 80FD4 | 11:30 23.09.17
Cabin door unlocked

LASERTEC 65 3D | 13:53 23.09.17

LASERTEC 65 3D

OEE DAY TREND
100%

Active

DMC 80FD4 | 17:49 23.09.17
Cabin door locked

DMC 80FD4 | 17:50 23.09.17
MPC Process stop

Error

Ready

50%

MACHINE RESOURCE PLANNING
0%
06:00

08:00

10:00

12:00

14:00

12:00

Machine ID

21. Aug

12:00

22. Aug

DMC 80 FD4

KG.20

NHX 4000 II…

AP.11

S. Schmidt

NTX 1000 II…

KG.89

A. Loch

CTX beta 1250 CS

KG.20

KG.41

CTX beta 800 TC

PG.54

PG…

DMC 60 H

WD.01

LASERTEC 65 3D

XC.290

SHIFT CALENDAR
Mon 20th

Cabin door locked

DMC 60 H | 16:30 23.09.17

Status

NHX 4000 II / RPP21

Paused (5%)

EVENTS LOG

Cabin door opened

12h

DMC 80 FD4
Processing (81 %)

76%

Cabin door unlocked

24h

Machine ID

99%

Tue 21th

Wed 22nd

R. Hoffmann
W. Koch
E. Lochbihler

Thu 23rd

Fri 24th

12:00

K.. KG.21

23. Aug

KG.22.5

AP.12
K.. KG.100

12:00

24. Aug

25. Aug

12:00

26. Aug

AP.17

KG.101

KG.23

P…PG.75

PG.82

KG…

KG.55

KG.42.5

WD.02

12:00

KG.23
A.. AP.16

WD.04

WD.05

XC.293

D. Heggenberger

Active

Shift

OK

Late

생산 계획 수립을 위한 공장 개요

+ 잔여 런타임이 있는 생산 공정의 각 주문 상태
+ CELOS 팩토리 계획 수립과 연계한
생산 계획 및 제어

+ 개인 컴퓨터에서 순수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유연한 사용

+ 제어 스테이션과 연계된 CELOS PROtab의
과금 및 동기화 스테이션

CELOS Cockpit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ockpit.dmgmori.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ECHNOLOGY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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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OS – 디지털 팩토리

장비 가공을 위한
디지털 지원

디지털화의 목표는 고도로 유연하고 적응력

이 뛰어난 생산 네트워크입니다. 이를 통해 결
과적으로 개별 부품도 최단 시간 내에 빠르게

떻게 평가하십니까?

워크샵 지향 프로그래밍의 주된 이유는 대개 소

maschinen GmbH의 기술 개발 책임자 Dr.

기간의 변경 및 긴급 주문에 관한 높은 대응력

Edmond Bassett는 DMG MORI 기술 사이

클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량 또는 개별 품목에 대한 필요성뿐 아니라 단

(즉, 근본적으로 디지털 팩토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의 기술 사이클은 두 가

지 관점에서 디지털 팩토리와 관련하여 대단

Dr.-Ing. Edmond Bassett
기술 개발 부문 수장,
GILDEMEISTER Drehmaschinen GmbH
edmond.bassett@dmgmori.com

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선 Multi-thread 2.0

DMG MORI 기술 사이클 = 기계 프로그래밍

DMG MORI 기술
사이클을 활용한 프로그
래밍 속도 60 % 향상

공 사례입니다. 향후의 디지털화에 대하여 어

반응하고 경제적으로 생산되어야 합니다. 빌

레펠트에 위치한 GILDEMEISTER Dreh-

DMG MORI 기술 사이클

독점 DMG MORI 기술 사이클은 그 자체로 성

1

핸들링 사이클

2

측정 사이클

3

가공 사이클

4

모니터링 사이클

주요 사항

+ 핸들링, 측정, 클램핑 및 모니터링을
위한 28개의 독점 사이클을 통한
대화형 프로그래밍

+ 새로운 기능: 3D quickSET 선삭:
턴-밀 기계 재보정

+ 새로운 기능: 턴-밀 기계의 ATC:
기계 역학의 공정별 적응

+ 새로운 기능: 연삭-선삭

새로운 차원의 완벽한 가공

DMG MORI 기술 사이클의 엄선 예제

1. 필요한 순서에 따라 공구를 자동 배치하여 짧은 유휴 시간을 위한 공구 분류 사이클

2. 4축 및 5축 기계의 운동 정확도 확인 및 수정을 위한 3D quickSET 새로운 기능: 이제 선삭-솼 기계에도 적용
3. 내부, 외부 및 표면 연삭을 위한 연삭 2.0뿐만 아니라 연삭 휠의 자동 드레싱

4. MPC 2.0 – 기계 보호 제어*, 밀링 스핀들의 진동 센서, 절삭력 모니터링 포함
(* Easy Tool Monitoring 2.0을 포함하여 선삭-밀링 기계의 보호 패키지로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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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을 사용하면 기존의 DIN 프로그래밍과

대화형
프로그래밍으로
60 % 속도 향상

비교하여 복잡한 프로그래밍 작업 수행 시간

이 60 %까지 감소합니다. 그리고 대화형으로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

이 절약되어 공정 및 워크플로를 최적화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그 다음은?

둘째, 디지털 워크숍 어시스턴트의 기술 사이

공정 안전성을 확실히 향상해 줍니다. 그리고

휠의 자동 드레싱으로 내부, 외부 및 표면 연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DMG MORI

에 기술을 통합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완

새로운 기능: 기능 CAM

3D quickSET을 사용하여 기계를 정기적으로

성을 향상합니다.

MPC(기계 보호 제어) 및 Easy Tool Moni-

toring 2.0과 같은 모니터링 사이클은 기계

생각합니다. 선삭-솼 기계 또는 밀링 귁 기계

및 공정의 안전성을 향상하는 반면 MVC-Ma-

전 가공”입니다.

을 제거합니다.

DMG MORI POWERTOOLS = 생산 엔지니어링/CAM 도중의 프로그래밍

1

의 취급 사이클은 기계 작동을 단순화합니다.

예를 들면, 공정을 자동화하고 향상된 보안도

재보정하여 부 품의 가공 정확도와 생산 가능

삭을 위한 "연삭 사이클"을 특히 자랑스럽게

gearSKIVING"을 활용하면 표준 기계에서 제

가치가 상이합니다. 가공 사이클 외에도 당사

한 기어 품질입니다.

... 어떻게 작동합니까?

특별한 가공 사이클로 추가 가공 작업이 가능

답변할 수 있습니다. 각 사이클마다 중요 부가

제공합니다. 또한 측정 사이클은 DMG MORI

또한, 우리는 내장 음향 센서를 사용하는 연삭

기계의 기능을 확장합니다.

다른 강조 사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각 고객의 관점에서 개별적으로만

조 기어가 수행되는데 필요한 스카이빙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은 DIN 7보다 우수

클은 생산 과정에서 품질, 생산성, 투명성 및

귀하의 관점에서

2

DMG MORI 가상 머신

chine Vibration Control는 발생하는 진동

«

DMG MORI Powertools

DMG MORI
POWERTOOLS를
활용한
CAM 프로그래밍
주요 사항

3

DMG MORI 적응 형 기계 가공

4

ø 58H7

92

새로운 기능: VERICUT

+ 생산 공학에서의 자동 프로그램 생성
+ 새로운 기능: 기술 라이브러리, 적응 형 공정,
CAM 에이전트

+ 24명의 DMG MORI 전문가가 귀사의

SIEMENS NX, AUTODESK FeatureCAM 및
ESPRIT 도입을 지원함

+ 독점 모듈형 DMG MORI 소프트웨어 솔루션

DMG MORI POWERTOOLS의 엄선 예제

1. 새로운 기능: 기능 기반 기계 가공을 통해 가장 간단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CAM 기능
2. DMG MORI 가상 머신, NC 프로그램의 기계별 제어를 위한 실제 1:1 시뮬레이션
3. 적응 형 공정 제어를 통한 DMG MORI 적응 형 가공, 고 정밀 제조

4. 새로운 기능: VERICUT, CAM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고속 고해상도 기계 시뮬레이션

DMG MORI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gitization.dmgmori.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ECHNOLOGY EXCELLENCE

15

인터뷰 | SCHAEFFLER AG – MACHINE TOOL 4.0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 확대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속도로
인해 기존의 기계 제조업체는
IIoT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피합 니다.
Roberto Henkel
생산부문 디지털화 책임자, Schaeffler
Technologies AG & Co. KG

의 세계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기업은 센서 부
품,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
마트 기계는 데이터 기반 부가가치 및 새로운

DMC 80 FD duoBLOCK

“MACHINE 4.0”,
DMG MORI와
SCHAEFFLER간의
혁신 프로젝트
주요 사항

+ 연속 기계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60개
+ 성능 및 조건 분석을 위한 CELOS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기반을 형성할 것입

Schaeffler는 몇 년 동안 회히슈타트

(Höchstadt) 현장에서 DMG MORI와 공동

으로 개발한 Machine Tool 4.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기존의 시스템과 어떻게
다릅니까?

기존의 공작 기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매우 편리하게 구현할

준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

비용 절감 및 적기 납품입니다. 또한, 우리의 전
의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제어

와 관련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

수 있습니다.

리는 또한 생산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

이 경우 소프트웨어가

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생산 및 공정의 전반적

전통적인 전자 기계만으로는 차별화되지 않
습니다. 공작 기계 산업의 납품업체로서 미래

TECHNOLOGY EXCELLENCE

를 통해 어떤 목표를 추구합니까?

산 시스템이 디지털 생태계에 통합된 방식의

기계의 향후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까?

16

Schaeffler는 생산 및 제조 기술의 디지털화

세계 생산 지역을 넘어서 제품, 공정 및 서비스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면, 이를 토대로

– 피해 원인 분석

으로 수행해 냈습니다.

다. Machine Tool 4.0은 스마트 및 센서식 구

– 가공 공정 및 에너지와
– 조기 고장 탐지

델의 방향을 설정하고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

생산에서 디지털화의 주요 목표는 품질 향상,

성 요소 덕분에 기능이 뛰어나며, 스마트 생

		 윤활유 소비량 최적화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

러나 연결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대한 디

지털화와 연결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

조건 분석기 시각화:

– NC 프로그램 최적화

니다. Machine Tool 4.0 및 DMG MORI와의

며, 그러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고, 매출

인 이익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을 도출할

것입니다. 결국 디지털화는 수익 창출로 이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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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공작 기계에 Schaeffler 또는 인

텔리전트 리니어 가이드웨이 형태의 스마트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까?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경우 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를 위

DMG MORI의 협업 Machine Tool 4.0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설치 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Machine Tool 4.0은 하나 이상의 기계로 구성

된 제조 셀의 일부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셋

SCHAEFFLER 관련 팩트

+ 생산에서 60 %의 부가 가치 창출
+ 전 세계 2,000대 이상의 선반
및 밀링 기계 판매

또한 현재 사이클 시간도 이전에 비해 단축되

+ 연간 약 10 억 유로 투자
+ DMG MORI와의 공동 협력

가이드웨이 및 IDAM의 직접 구동 장치나 통합

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

+ 데이터 액세스로 설치 및

Schaeffler의 센서식 솔루션은 여기에 크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 그룹 전체 생산 네트워크를

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오류 및 시스템 종료를

업 시간 자체를 15 %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합니다. 지능형 스핀들 베어링, 스마트 리니어

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중간 결과일 뿐

방지할 수 있거나 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야

측정 시스템이 있는 회전식 테이블 베어링 등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과 함께 기

인 개선 프로세스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더

계 제어 데이터를 활용하면 상당한 정도의 최

적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는 이미 Machine 4.0의 예를 통해 이를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

프로젝트 ”Machine Tool 4.0“
사이클 시간 단축
위한 시범 설치

Schaeffler Technologies AG & Co. KG
Industriestraße 1-3
D-91074 Herzogenaurach
www.schaeffler.com

Schaefﬂer-Anzeige Passion 4.0 Machine Tools 200 x 137,5 DMG-MORI-JOURNAL · KOR

TECHNOLOGY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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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SR 1C 및 G100:
공작물 최대 중량 2 × 1 kg, 공작물 최대
치수 ø 80 × 50 mm의 이중 그리퍼,
공작물을 쌓기 위한 10개의 공간이
있는 회전식 저장 장치

SR – 공간 절약형 로봇

WASINO
MACHINES를 위한
통합 갠트리 자동화
주요 사항

+ 통합 자동화 –

추가 설치 공간이 필요 없음

+ 세척, 측정, 마킹 등을 위한

다양한 주변 장치와 결합 가능

+ 기계 제어와 통합되어 단순한
프로그래밍 및 설치

+ DMG MORI 메신저를 사용한
상태 모니터링

VERTICO 디자인에서
자동화 공장인도

WH 3 – 공작물 취급

최대 750개의 공작물
을 보관할 수 있는 대
용량 저장 장치와의 유
연한 자동화
주요 사항

+ 1,66 m²에 불과한 소형 설치 공간
+ 유연성 및 비용 효율성
+ 최대 750개의 공작물을 보관
할 수 있는 높은 저장 용량

+ 한 소스에서 모든 것 –
기계에 맞춘 최적화

WH 3에서 Milltap까지:
공작물 최대 중량 3 kg, 공작물 최대 치수
100 × 100 × 50 mm, 풀아웃 드로어에
팰릿 15개(각 최대 50개의 공작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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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는 디지털 생산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동
화는 DMG MORI에게 오랜 시간 전략적인 핵

심 사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매년 2,000대의

자동화 기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중 1대의 기계에 자동화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모든 DMG MORI 기계는 표준 자동화 또는 유

연한 생산 시스템을 위한 맞춤형 자동화 솔루

션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고객층이 대

부분 개별 제품에 이르기까지 소형 배치 크기
를 갖는 중소 기업이며, 특히 글로벌 고객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인상적입니다.

DMG MORI가 자동화에 대한 책임을 공장으로

이전한 이후로 많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VERTICO 디자인이 발표되었지만, DMG MORI

는 자동화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범용

선반 부문을 위한 새로운 GX 06 갠트리 로더가

그러한 예입니다.

자동화
LPP – 선형 팰릿 취급

새로운 VERTICO
디자인의 LPP
주요 사항

+ 24개 공간(500 × 500 mm)이 있는
선형 팰릿 저장 공간에서 사용되는
1 × NHX 5,000 및

1 × DMC 60 H linear

+ 최대 8대의 기계, 최대
5대의 셋업 스테이션

+ 2 레벨에서 최대 99개 팰릿,

최대 1,000 × 1,000 mm, 최대

3,000 kg의 3개 팰릿 크기 취급

산업 4.0의
핵심 요소
모든 응용 분야에 대한 솔루션 약속

DMG MORI의 이러한 깊은 헌신에는 이유가

DMC 650V에서 iLoading:
공작물 최대 중량 5 kg, 공작물
최대 치수 80 × 80 × 80 mm,
부품당 8초의 실현 가능한
사이클 시간

있습니다. DECKEL MAHO Pfronten GmbH

의 전무 이사 Alfred Geißler는 "자동화된 공

작 기계는 미래 지향적인 생산의 기본 요소입

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DMG MORI는 고

객에게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왔으며, 이
를 통해 각 애플리케이션 및 모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의 협력으로 최상의 솔루션

웨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Junger는 "올인

리의 계획 이면에는 여러 다른 이유가 있습

되는 경우 최종 생산성에만 기여할 수 있습니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탂 자동화에 대한 우

니다. 예를 들자면, 다중 교대 작업을 통한 수

익성 창출과 기계의 활용성 향상이 있습니다.

원 솔루션은 모든 구성 요소가 완벽하게 연동
다"라고 설명합니다.

iLoading

기계에 대량으로
통합된 로봇
주요 사항

+ 최대 5 kg의 대량 및 소

GILDEMEISTER Drehmaschinen GmbH의

자체 개발을 통한 차별화

의 반복성은 공작물의 어떠한 수동 클램핑 및

공을 위한 기반으로 높은 사내 개발 비율을 꼽

+ 최대 8초의 사이클 시간
+ 기계에 최대 4개의 설비 – 통합 로봇

시리즈의 팰릿 및 공작물 처리 시스템과 최상

+ 단지 5 m²의 바닥 공간

Junger는 완벽한 자동화 개발을 다시 주도하

양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한, DMG MORI는

+ 로봇에 대한 특별한 지식 없이도

라고 생각합니다. 생산 현장에서는 납품 전 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식 공작물

+ 에 대한 특별한 지식 없이도 쉬운 조작
+ 다양한 부품에 대한 매우 유연하고

전무 이사 Harry Junger는 "자동화 솔루션
클램핑 해제보다도 높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보장하는 자동화 공장 인도

고 있는 팩토리를 중요한 전략적 정책 결정이

높은 시스템 역량 외에도 Alfred Geißler는 성
았습니다. 동시에 PH 시리즈, iLoading 및 RS

단 LPP 선형 팰릿 시스템 사이의 범위에서 다
Robo2Go를 이용하여 다양한 범용 선반에서

계 및 자동화 솔루션을 완벽하게 맞추고 테스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급 모듈은

통합 제어 시스템과 같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

«

트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는

CELOS 앱을 통해 프로그래밍될 수 있습니다.

형 공작물 자동화

자동화를 통한 공작물 동시 로드/언로
(공작물 저장 공간 제외)
쉬운 조작
쉬운 변환

+ 개별 공작물 피드
TECHNOLOGY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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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자동화
한 눈에 보기

+ 기계 가공 공구 및 자동화 솔루션의 지능형 조합
+ 모든 DMG MORI 기계를 위한 자동화 솔루션

+ 공장은 한 업체로부터 기계 및 자동화를 공급함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조율

+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표준 자동화
에서 턴키 솔루션까지의 서비스 범위

WORLD
PREMIER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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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Nm

powerMASTER
스핀들

TECHNOLOGY EXCELLENCE

자동화

제품군 개요

표준 자동화

터닝

공구 취급*

Robo2Go
최대 25 kg

주요 사항

+ 최적으로 적응되어

공장에서 이미 테스트됨

+ 표준화된 기능 지향적 모듈
+ 통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RMS
최대 20 kg

밀링

+ 공작물 및 팰릿 취급
+ 공작물에 쉽게 적응 가능

GX
최대 60 kg

팰릿 취급**

RPP
최대 700 kg

10

RS
최대 10 t

WH
최대 3 kg

CPP
최대 7 t

40

iLoader
최대 5 kg

LPP
최대 3 t
PH
최대 350 kg

100

AWC
최대 80 kg

자율성 - 외부 공작물이 투입되지 않는 자동화 생산

750

시스템 내
공작물(개수)

* Robo2Go: CTX, NLX, CTX TC, NZX; GX – 갠트리 X 클래스: CLX, CTX, NLX, CTX TC, NT/NTX, NZX(-S), NRX; RMS – 로봇, 모듈형 시스템: NVX, NHX; WH – 공작물 취급: MILLTAP; iLoading: DMC V
** RPP – 라운드 팰릿 풀: NHX; CPP – 캐리어 팰릿 풀: NHX, duoBLOCK; LPP – 선형 팰릿 풀: NHX, DMC H linear, duoBLOCK; RS – 회전식 저장 장치: DMC H linear, monoBLOCK, duoBLOCK, Portal;
PH – 팰릿 취급: CMX V, DMC V, CMX U, DMU, monoBLOCK, DMU eVo, HSC, ULTRASONIC, LASERTEC; AWC – 자동 작업 교환기: NMV; 제품별 솔루션 SR(Wasino), APC(TAIYO KOKI) 및 IMTR(NTX 1000) 제외 프레젠테이션

제품군 개요

셀 자동화 및 맞춤형 솔루션
주요 사항

+ 기계 및 유형의 가변 개수
+ 턴키 솔루션

+ 공정 관련 주변 장치 통합
+ 공작물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

+ 계획 수립 및 시뮬레이션에서부터 완제품
생산 라인 납품에 이르는 종합 솔루션

NHX 6300 2 세대

최대 1,400 Nm의
powerMASTER 스핀들
주요 사항

+ 기계 강성 대폭 증가, 중장비 가공에 이상적:

– 462 cm³/분 티타늄(포큐파인 밀 ø 80 mm)
– 12 mm 주철 절삭 깊이(EN-GJS-450,
		 ø 160 mm mill, 120 mm 절삭 너비)

+ 최대 1,413 Nm* 또는 최대 16,000 rpm의 powerMASTER 스핀들
+ 모든 선형 축에서 0.005 μm의 분해능을 표준 제공하는
MAGNESCALE에 의한 SmartSCALE 측정 시스템

+ FANUC에 MAPPS가 있는 CELOS

CPP – 캐리어 팰릿 풀

+ 최대 29개의 팰릿 위치
+ 최대 4대의 장비 및 2대의 설치 스테이션

+ 1,000 × 1,000 mm 최대 팰릿 크기(CPP 6에만 해당)

* 선택 사양

TECHNOLOGY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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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working fluids
from the specialist
For all materials.
For all processing methods.
For significant cost savings.
www.fuchs.com/d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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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머 –
공작 기계에 관련된 시
스템을 제공합니다.

40

Years

Quality

툴링기술

열박음 기술

발란싱기술

측정 및 프리세팅 기술
www.haim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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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LIFECYCLE SERVICE

고객이 우선 2.0 – 우리의 5가지 서비스
더욱 많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1

감소된
서비스와 부품가격

2

3

세계적 수준의
스핀들 서비스

서비스 전문가 증가,
빨라진 서비스 지원

새로운 기능

새로운 기능

4

DMG MORI 풀 서비스,
100% 보증

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유지보수 기

넷서비스4.0 을 통해
즉각적인 지원 가능

새로운 기능

더욱 다양한 약속과 함께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정책
인더스트리4.0 시대와 디지털 서비스를 직면

5

Dr. Maurice Eschweiler
최고책임자
Industrial Services
DMG MORI AG

화에 더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일의 오퍼레이션에도 늘

간을 2,000 가공시간에서 4,000 가공시간으로

gesellschaft의 최고 책임자인 Dr. Maurice

대응능력을 눈에 띄게 향상 시켜줄 것입니다.

그가 현재의 서비스 형태와 디지털 서비스 사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 분야에서 이미

망하고 있는지, DMG MORI 는 고객의 만족과

된 현장 서비스 출동 비용을 낮추어 주고 순정

서비스 및 예비 부품 가격의 지속적인 절감 외

하여 드립니다.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는 장비

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00 스핀들 이상

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기에 어

들 가용성을 96 % 이상 달성 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해야 한다. 적어도 DMG MORI Aktien의 의견은 그러하다. 우리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것이며 어떻게 전

서비스에 대한 감동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펼
칠지 설명한다.

에슈바일러 박사님, DMG MORI 는 고객이 먼

늘릴 예정이구요. 이것은 우리의 대응시간과

많이 향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확정

부품과 스핀들 서비스 비용을 적절하게 보장

가동 개시 3년 내에 어떠한 서비스나 부품 공

저 2.0 의 슬로건과 함께 서비스 캠페인을 확

떤 충돌사고에 대해서도 100% 적용이 됩니다.

답변을 해드리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하고 싶

디지털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장하였는데, 어떤게 포함되었나요?

은 게 있습니다. „고객이 먼저 2.0“ 은 산업혁

향후에는 디지털 서비스가 믿기지 않을만큼

니다. 우리는 그저 5개의 서비스 공략이 추가

서비스 개발에 혼신을 다 하고 있는 것이구요.

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게 주목할 뿐입니다.

들었습니다. 새로운 DMG MORI 넷서비스 4.0

명에서 어떠한 디지털 팽창을 가지지는 않습
된 다음 단계에 서서 고객에게 이전보다 향상

DMG MORI 스핀들 서비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도 우리는 재고 가용성에 상당한 투자를 하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핀
또한 교체 스핀들 및 스핀들 수리에 대한 고급

성능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현재

재고가 없는 교체 스핀들을 선택하면 6 일 이내

에 스핀들을 수리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충족되

지 못할 때엔 수리 작업의 비용은 무료입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미 프로토 단계에 접어

어쨌든, 그걸 제외하고는 기계 제조업체 만이

이나 기타 다른 분야도 벌써 많이 개선이 되었

지요.

명확한 변화는 올해 안에 100명 이상의 서비

그러나, 우리의 고객은 주로 중소기업이

스 전문 인력 충원 계획으로 판단 하실 수 있습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

할 예정입니다.

중요해질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지털

고객들은 이번 혁신을

어떻게 받아 드리면 될까요?

문에 현재 우리의 스핀들 서비스와 고객들의

장시간 제대로 작동하는 스핀들, "기계의 핵심"
을 보장하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많고, 기존에 사용하던 머신툴의 생산성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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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그리퍼 포함 CLX 450 2 × 6 kg이
장착된 GX 06, 공작물 치수 최대
ø 200 × 150 mm, 10개의 팰릿 위치(각 70 kg)

높은 전력적 가치의
전통적인 회사
전통적인 DMG MORI 회사 중 하나인 FAMOT

유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Michael Budt 전

나 DMG MORI 제품군을 위해서도 그룹에 아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라고 말합니다.

Pleszew Sp. z o.o.는 전략적 제휴를 위해서

주 중요합니다.

550명의 현장 직원은 CLX, CMX V 및 CMX U

의 범용 기계를 판매하며, 그룹의 성공에 지속

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Dr. Michael Budt

대 납품업체이기도 합니다. DMG MORI는 현

발성 및 전문성과 함께 CLX, CMX V 및 CMX

재 FAMOT의 현대화 및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생산 면적을 21,000 m² 확장하기 위해 4천만

TECHNOLOGY EXCELLENCE

FAMOT는 CLX/CMX 제품군에서 연 1,500대

범용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합니다. 이 회사

는 기계 프레임, 서브 어셈블리 및 부품의 최

24

무 이사는 "2020년까지 공장 규모를 사실상 두

에 따르면,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직원의 자
U 제품군의 뛰어난 기술 성능이 자리잡고 있

습니다. 이 제품군은 일본의 동료들과 긴밀한

CLX 제품군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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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OT PLESZEW SP. Z O.O. – SINCE 1877

+ CLX, CMX V 및 CMX U 제품군의 본거지

+ 연간 3,500대 이상의 기계 및 기계 프레임 생산
+ DECKEL MAHO Pfronten, DECKEL MAHO
Seebach 및 기타 DMG MORI 공장의
연간 약 1,800대의 기계 프레임

+ 디지털 팩토리를 고려한 확장 및 현대화를 위한
2017/2018년 4,000만 유로 투자

+ 단일 소스에서 제공되는 통합 자동화 솔루션

CLX 550

CLX 제품군 완성

A설치 규모 불과

7.4 m2

주요 사항

+ 630Nm과 33kW(최대 3,250rpm)를

갖춘 메인 스핀들을 이용한 중장비 가공

+ 카운터 스핀들* 및 120mm Y축*을 이용한
복합 공작물의 6면 완전 가공 가능*

+ 성능 범위 한계 내에서 견고한 가공에

최적화된 안정성
+ 최대 정밀도 및 장기 정확성을 위한 선형 가이드웨이
기술 데이터

CLX 350

CLX 450

CLX 550

580

600

1,240

최대 회전 직경 ø

mm

320

바 용량

mm

51 (65)

80

80 (102)*

kW / Nm

16,5

25,5

33

최대 회전 길이
스핀들 속도

출력/토크 (40 % ED)

mm
rpm

5,000

*

400

4,000

480

3,250

* 옵션

3D-제어 기술

새로운
기능

협력을 통해 폴란드 현장에서 약 50명의 엔지

니어, 도안사 및 디자이너에 의해 전반적으로

재설계되었습니다. FAMOT은 전 세계에서 선
반 및 밀링 머신을 설계하고, 제작 및 판매하
는 유일한 공장입니다.

SIEMENS 840D
19" DMG MORI SLIMline 패널에 사용되는

DMG MORI 그룹의 납품업체인 FAMOT은 여

러 자매 공장을 위해서도 연간 1,800종 이상의

기계 프레임과 수백 개의 부품 세트를 제작합니

다. 대부분이 그룹 제품인 약 45개의 첨단 공작

기계를 갖추고 있는 기계 제조시설은 공장의

»

NEU / FANUC i-시리즈
15" DMG MORI 패널에 사용되는

CLX 550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lx.dmgmori.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ECHNOLOGY EXCELLENCE

25

FAMOT PLESZEW SP. Z O.O.

PH 150 팰릿 처리 시스템을
통해 DMG MORI의 통합
자동화 솔루션으로 모든
CMX V 및 CMX U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Dr. Michael Budt
CSO 겸 FAMOT 총괄 책임자

PH 150 (CMX 600 V 포함):
최대 적재량 250 kg (선택 사양 350 kg),
팰릿 크기: 8-off 320 × 320 mm
(4-off 500 × 500 mm 또는 10-off
250 × 250 mm(선택 사양)

해 고주파 경화 장치가 설치됨으로써 FAMOT
의 종합 생산 공장의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적으로 계획합니다. FAMOT은 검증된 PH 150

종 측정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이고 네

군을 자동화합니다.

FAMOT는 생산 엔지니어링 단계에서부터 최

트워크화된 생산 공정을 활용합니다. "로봇이

구성 요소를 검사 및 확인하고, 가상 컴퓨터가

공정을 시뮬레이션하며, 모든 관련 데이터가

생산, 공구 공장 및 측정실로 전송됩니다,"라

Dr. Michael Budt(오른쪽), FAMOT와 러시아 공장
Ulyanovsk MT 및 Zbigniew Nadstawski의 CSO 겸
FAMOT 및 Ulyanovsk MT의 CTO

핵심이며, 주당 21교대를 통해 24시간 가동됩

모든 CLX 선반에 대한 공구 교체 공정을 개별

팰릿 처리 시스템으로 CMX V 및 CMX U 제품
완전 통합 자동화 솔루션은 생산 제품군의 첫

단계입니다. Dr. Michael Budt의 설명대로, 기

계 사양도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모든 CLX 선

고 FAMOT 전무 이사 Zbigniew Nadstawski

삭 센터에는 Y축과 카운터 스핀들이 장착될 것

MACHDATA 소프트웨어는 전체 기계 가공 공

니다. CMX U 기계는 이미 성공적인 DMG MORI

가 공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FAMOT가 개발한

정의 모든 매개 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입니다." 특히, 3D 제어 제품군이 확대되고 있습
SLIMline Multi-Touch Panel과 Operate 4.7와

하고 평가합니다.

함께 SIEMENS나 HEIDENHAIN에서 사용되고

자동화 솔루션 작업

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가을부터

DMG MORI의 주력 분야 중 하나는 공작 기계

있으며, CMX V 모델은 FANUC에서 MAPPS IV

DMG MORI는 CLX 선반에 FANUC i 시리즈를

를 자동화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계획하는 것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3D 컨트롤러와 모

형 기계 제품군의 DMC 340 U 및 DMC 270 U

하고 테스트 가공을 실시하기 위해 조립 시설

한 옵션 및 기술 주기 덕분에 이 기계는 정교한

품인 Taiyo Koki를 갖춘 연삭 공장, 최첨단 검

말합니다. CLX 제품군을 위한 신형 갠트리 로

다. Kardex 미니로드 스토어는 하루 14,000개

서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VERTICO 설계에

니다. 최근에 CTX 5세대 부품을 처리하기 위

량을 관리하고 FAMOT의 엔지니어링 부서는

니다. 기계 프레임 및 부품은 DMG MORI의 대

에서 가공됩니다. 이 외에도 DMG MORI의 제

사 부서, 자체 스핀들 생산 시설 등이 있습니
의 부품을 생산하여 조립 스테이션에 분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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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객용 부품을 생산
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Dr. Michael Budt는

더 GX 06이 장착된 CLX 450은 이미 EMO에

내재된 자동화 솔루션은 최대 6 kg의 공구 중

듈러 빌딩 블록 시스템의 다양한 선택과 다양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FAMOT PLESZEW SP. Z O.O.

1

2

3

4

5

최대 3,500대
이상의 기계 및
기계 프레임은
주당 21교대로
생산성 극대화
6

7

1. + 2. DMG MORI 기계 중 90 %에 해당하는 약 45개의
공작 기계로 FAMOT은 그룹 내에서 가장 큰 기계 생산 설
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3. FAMOT은 DMG MORI의 제품인 TAIYO KOKI를 포함
하여 5대의 기계를 갖춘 자체 연삭 공장을 운영합니다.

4. + 5. FAMOT에서 디지털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로봇이
구성 요소를 검사하고 확인하며, 가상 컴퓨터가 공정을 시
뮬레이션한 후 모든 관련 데이터가 생산, 공구 공장 및 측정
실로 전송됩니다.
6. + 7. RDMG MORI는 현재 폴란드 시설에 4,00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형 주물 공장과
새로운 물류 시설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조립 구역 확장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룹의 사내 스핀들 조립 설비도
확장될 예정입니다.

TECHNOLOGY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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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 2500 | 700

CTX 2500 | 700

turnMASTER,
torqueDRIVE 및 CELOS의
업계 최고 범용 선삭
주요 사항

+ 정밀성: 정밀한 C축(0.002 °), 활성 베드 냉각 및 X
축의 MAGNESCALE에 의한 선형 스케일을 갖춘

최대 ø 30 mm(CK45)를 드릴링하기 위한
85 Nm 토크의 torqueDRIVE 터릿

강력한 turnMASTER 메인 스핀들

+ 강력한 기능: 카운터 스핀들 및 torqueDRIVE
터릿(85 Nm) 또는 speedDRIVE 터릿
(12,000 rpm)을 사용한 완벽한 가공

세계 최고의
고성능 등급
범용 선삭

+ 안정성: 까다로운 고성능 선삭 및 12 mm 슬롯
폭 밀링을 위한 모든 축의 가이드웨이

+ 지능형: SIEMENS 및 DMG MORI 기술
사이클이 적용된 CELOS

WORLD
PREMIERE
2017

GILDEMEISTER Drehmaschinen GmbH

의 전무 이사 Harry Junger는 최신 개발물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CTX 시리즈는 범용

선삭의 주력 제품이며 새로운 세대 제품은 독

일과 일본 기계 공학 분야의 최고 기술을 제공
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신형 CTX 2500 |700의 기계 베드 및 가이
드웨이 개념은 10,000배 시험, 시도된 NLX

CTX 2500 | 700 기술 데이터 회전 직경:
430 mm, 회전 길이: 734 mm,
척 크기: 250 mm, 바 용량: 76 mm

2500 |700에서 유래했습니다. 활성 냉각된
VDI 정밀 터릿과 SIEMENS 840D 솔루션 라인

은 CTX 베타 800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메인 및

카운터 스핀들(선택 사양)의 turnMASTER 스

핀들은 협력 회사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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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X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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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X 2500

최대의 안정성을 위한 가이드웨이.
예: CK 45에서 최대 12 mm 너비까지 밀링

122 Nm compactMASTER
선삭 및 밀링 스핀들을 사용한
6면 완전 가공
주요 사항

+ 4,000 rpm 및 최대 599 Nm의 메인 스핀들(10" 척),
선택 사양으로 8" 및 12"척도 사용 가능

+ 350 mm 길이 및 122 Nm 토크의 compactMASTER
선삭 및 밀링 스핀들을 이용 작업 공간이 확대됨

+ 멀티태스킹: 복합 가공물의 5축 동시 가공에 필요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강력한

다이렉트 드라이브 B축

+ 스핀들 중심선 아래 -125 mm까지 X축 이동으로
높은 유연성 제공

+ FANUC에서 M를 사용하는 CELOS 및 SIEMENS 장착
CELOS 사용 가능

Junger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제품은 지난

25년 동안 이 클래스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강

력한 기계입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최

대 12 mm 너비의 밀링 및 80 mm 직경의 견고

한 드릴을 이 클래스에서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자동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통합형 공작물 언로드, 바 로더 연결 및 모바일
Robo2Go 외에도 DMG MORI는 유명한 NLX

제품군의 GX 갠트리 로더도 출시했습니다.

CTX 2500 |70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tx.dmgmori.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mpactMASTER 선삭 및 밀링 스핀들 및 80 mm Y축 이동이 포함된
보조 공구 캐리어(하부 터릿)로 최대 ø 670 및 1,540 mm의 복합 공작물을
4축 밀링할 수 있습니다.

NTX 250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tx.dmgmori.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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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 가공의
글로벌 납품업체
전체 적층 가공을 위한 고유한 공정 체인 제공
DMG MORI는 적층 가공 및 기계 가공을 위한

파우더 베드에 집중

현재 주력 분야는 선택적 레이저 용융(SLM) 공

3가지 범용 공정 체인을 전 세계에 제공함으로

정입니다. 금속 부품 적층 가공 분야에서 이 공

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세 축은

일이 아닙니다. 또한, DMG MORI의 설명에 따

써 금속 부품의 적층 가공 분야에서 전 세계적

파우더 베드의 두 가지 공정 변형과 파우더 노

정의 시장 점유율이 80 %라는 사실은 놀라운
르면 파우더 베드 방식은 특히 항공 우주 및 발

즐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SAUER GmbH의

전 부문에서 경량 항공기 부품 또는 터빈 기술

술은 서로 훌륭하게 보완하고 이를 통해 금속

거둔 산업 제조 공정입니다.

전무 이사 Patrick Diederich는 "이러한 두 기

가공 부문의 각 응용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을

의 고온 응용 분야 등에서 큰 성공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LASERTEC 30 SLM

부품 크기: 300 × 300 × 300 mm

선택적
레이저 용융 SLM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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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증착
3D/3D hybrid 용접

LASERTEC 4300 3D hybrid

부품 크기: ø 660 × 1,500 mm
최대 공작물 중량: 900 kg

LASERTEC 65 3D hybrid

부품 크기: ø 500 × 400 mm
최대 공작물 중량.: 600 kg

적층 가공 한 눈에 보기
+ 고유성: 단일 소스로부터의 금속 절단에 의한 적층 가
공 및 절삭 마감 처리를 위한 3가지 공정 체인

+ 레이저 기술 및 SLM 기술 분야에서 20년의 업력
+ 적층 금속 가공 분야에서의 종단 간 경쟁력

+ 모든 소재 및 형상에서 파우더 베더 SLM 및 파우더 노
즐 3D/3D hybrid 레이저 금속 증착(LDM)

+ 단일 설치에서 완벽한 5축 기계 가공 및 최대 6면까지 회전
+ 전 세계 5곳의 적층 가공 Excellence Centre:
빌레펠트, 프론텐, 시카고, 도쿄, 상하이

+ 높은 공정 신뢰성을 위한 소재 선택 및 매
개 변수 정의와 관련된 종합 컨설팅

결합 적층 방식 및
기존 방식
산업 생산에 LASERTEC 30 SLM 활용
REALIZER GmbH의 대주주인 DMG MORI
는 적층 가공 부문의 제품군을 확대하여 성
장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협력의
첫 번째 결과물은 LASERTEC 30 SLM입니
다. SLM 절차를 활용하면 높은 수준의 복잡
성을 갖는 소형 줄세공 부품을 생산할 수 있
습니다. REALIZER GmbH의 영업 및 애플
리케이션 부문 책임자 Florian Feucht는 "우
리는 새로운 LASERTEC 30 SLM을 통해 시
제품 제작에서부터 산업 환경에 최초로 파우
더 베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기계가
기술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라
고 설명합니다.

TECHNOLOGY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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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TEC 3D hybrid – 대형 부품 및 완벽

이러한 두 기술은 서로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

DMG MORI는 단일 기계의 레이저 증착 용

를 통해 부품 설계와 관련하여 완전히 새로운

한 기계 가공을 위한 부가 가치

습니다. Patrick Diederich가 지적했듯이 이

Patrick Diederich는 다른 트랙 너비, 최대 4 kW

의 더 높아진 레이저 출력뿐만 아니라 샌드위치

구조에서 알루미늄 또는 티타늄 등의 반응성 물
질 처리 옵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접과 금속 절삭의 결합을 통해 지난 4년 동

자유도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복합 형상의 경

으켰습니다. 통합 개념은 LASERTEC 4300

세스할 수 없게 되기 전에 특정 공작물 영역을

성숙된 기술과 세계적

3D hybrid에서도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레이

는 "여기에 다른 분말 노즐을 사용하여 두 가지

다음 개발 과제는 대형 부품의 적층 설계 및 제

안 금속 부품의 적층 가공에 혁신을 불러일

3D hybrid뿐만 아니라 5축 LASERTEC 65

저 증착 용접과 6면 회전 밀링이 결합됩니다.
완벽한 적층 및 금속 절삭 조합

우 이 조합을 사용하면 완성부품에 더 이상 액
조기에 기계 가공할 수 있습니다. Diederich

이상의 재료로 혁신적인 부품을 생산할 수 있

입지를 지닌 기술 선도 업체

조(ADM)를 가능하게 하는 기계 제품군을 추가

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DMG MORI

LASERTEC 65 3D -

Excellence Center에서 종합적인 교육 및 추가

LASERTEC 3D hybrid 시리즈 기계 개념의

는 프론텐, 시카고, 상하이, 도쿄의 Technology

혁신적인 점은 금속 절삭에 의한 적층 증착과

다양한 재료의 생산적인 기계 가공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 세계의 적층 가공 분

생산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설치 면적이 45 % 감소하고 작업 영역은 40 % 증

적층 가공의 매력적인 가능성을 시장의 수요에

마감의 조합이며, 이를 통해 단일 설치로 부품

LASERTEC 65 3D에도 적용되는 주요 장점은

가하여 LMD 절차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적층 공정 체인

더 맞게 하는 것입니다.

3D
hybrid

새로운
기능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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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M

분말 노즐 사용 ADM

부품 최대 크기 ø 650 mm, 높이 560 mm

3D

CAD / CAM

«

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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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 및 CAM에서 결합 기계 가공과 완성
부품 품질에 이르는 범용 솔루션

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기능

파우더 베드 사용 ADM

부품 크기 최대 300 × 300 × 300 mm

DMG MORI | 적층 가공

혁신적인 파우더 취급 시스템으로 기존 2일이 아닌 2시간 이내에 신
속한 재료 교체가 가능합니다. 공정 챔버와 연결부를 청소하고 새
파우더 모듈로 밀어 넣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과 조합되는 파우더 노즐 사용 ADM:
밀링 – LASERTEC 65 3D hybrid

부품 최대 크기 ø 500 mm, 높이 400 mm

턴&밀링 – LASERTEC 4300 3D hybrid
부품 최대 크기 ø 660 mm, 높이 1,500 mm

금속 절단/마감

금속 절단/마감

완성 부품

완성 부품

TECHNOLOGY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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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더 베드와 파우더 노즐은
DMG MORI 제품군에서 서로
를 보완합니다.

기술 비교

가장 활발한 적층 기술 2가지:
파우더 베드/파우더 노즐

Florian Feucht
영업 및 애플리케이션 기술 부문 수장
florian.feucht@dmgmori.com

DMG MORI는 소수의 적층 가공을 위한 선택

역에 도포된 후 레이저 빔을 통해 층별로 적층

제조업체 중 한 곳(기본적으로, 독일 납품업체

급되고 레이저 출력으로 제어되는 방식으로 원

적인 레이저 용융 및 레이저 증착 용접 시스템

되는 반면, 증착 용접 파우더는 기류를 통해 공

로는 유일)으로서 고객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

하는 형상으로 용융됩니다. DMG MORI는 이

입니다. 그러나, 레이저 용융 파우더는 전체 영

노즐"이라고 부릅니다.

공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파우더 형태의 원료

러한 두 절차를 각각 "파우더 베드"및 "파우더

«

기능 원리 파우더
베드 SLM
x-y Scanner

기능 원리 파우더
노즐 3D/3D hybrid
Laser

7
7

7

1
2

5
6

기계 가공 방향

2

6
1

5

3

3

3

4

6

5

4

1. 불활성 기체(아르곤) 2. 리코터 3. 파우더 용기

4. 빌드 플랫폼 5. SLM 부품 6. 파우더 베드 7. 레이저 빔

선택적 레이저 용융 SLM

1. 불활성 기체 2. 파우더 3. 적용 재료 4. 결합 구역
5. 공작물 6. 용융 풀 7. 레이저 빔

레이저 증착 용접 3D/3D hybrid

공정

파우더 베드에서 용융

파우더 노즐 사용 용접

시스템

폐쇄 공정 챔버

개방형 작업 구역

애플리케이션
빌드업 속도

프로토타이핑, 생산

평균 84 g/h
(강철, 10 cm³/h, 600 W 레이저 1개 시스템)

수리, 코팅, 프로토타이핑, 생산
평균 750 g/h
(강철, 90 cm³/h, LASERTEC 65 3D)

레이저 두께

약 0.02 – 0.1 mm

(시스템에 따라 다름) 약 0.8 – 1.5 mm

전망

소형 부품 생산 시스템

큰 부품

후처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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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더 베드

파우더 노즐

선택적 레이저
용융 SLM

레이저 증착 용접
3D/3D hybrid

+ 0.02 – 0.1 mm 사이의 층 두께를 갖는

+ 층 두께가 최대 1.5 mm인 대형 공작물 생산
+ 기존 공작물의 다중 소재 및 기계 가공

높은 줄세공 구조

+ 한 번에 여러 공작물 생산
1

2

5

6

3

4

7

8

1. 기능성 부품 자동차, 125 × 125 × 125 mm, 스테인리스 스틸
2. 터빈 블레이드 항공 우주, 40 × 18 × 60 mm, 티타늄
3. 치과용 크라운/브리지 치과용, ø 70 × 25 mm, CoCr

4. 공구 바디 정밀 도구, ø 40 × 70 mm, 공구강

5. 터빈 하우징 항공 우주, ø 190 × 80 mm, 인코넬/구리

6. DRILL BIT 항공 우주, ø 150 × 160 mm, 스테인리스 스틸, 인코넬, 텅스텐 카바이드

7. 절단기 항공 우주, 200 × 120 × 80 mm, HRC 44 기반, 모서리 절단 HSS(HRC 63)
8. 내부 냉각 포함 파이프 플랜트 엔지니어링, ø 80 × 390 mm, 스테인리스 스틸

NX Hybrid Additive
NX 하이브리드
Manufacturing
적층 가공
TECHNOLOGY
PARTNER

레이저 금속 증착 및 레이저 금속 융합의 시뮬레이션과 프로그래밍
Die durchgängige Software-Lösung für die additive Fertigu
등 적층 가공을 위한 통합 소프트웨어 솔루션

inklusive Simulation und Programmierung für Laserauftrag
schweißen und selektives Laserschmelzen.
siemens.com/plm/additivemanufacturing

siemens.com/plm/additivemanufact

TECHNOLOGY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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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 가공에
최고이자 최적

여러 세대에 걸쳐 Franz와 Alexander Mack(왼쪽)가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고, Damir Lendler가 전무
이사로서 그들을 지원합니다.

도른슈타트에 위치한 CNC-Technik Mack

GmbH & Co. KG는 기계 가공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고객들로부터 품질 및 신뢰성에 대

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호기심과 용

기 및 일관성을 지닌 스와비안 사람들은 새로

운 기술과 공정을 통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
화해 왔으며, 전통성과 현대성을 결합함으로

특히 고도로 복잡한 형상의 정밀 가공 분야에

구되는 작업을 산업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비스 시장에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

을 바탕으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필수 기계

서 CNC-Technik Mack GmbH & Co. KG는 서

다. 회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또 다른 축은 혁

신과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새로운 사
업 분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써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최근의 사례

아버지와 함께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다. 초기에는 치과용 공정 체인에 진출하였으

분야로 진출한 것이 주요한 사례라고 말하며,

는 선택적 레이저 용융 분야에 진출한 것입니

며, 지금은 일반적인 금속 가공에도 점점 더 많

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36

TECHNOLOGY EXCELLENCE

Alexander Mack은 2008년 치과 엔지니어링

"약 10년 전에 수공업적이고 숙련된 기술이 요

그때 우리는 핵심 사업 부문에서 터득한 경험

가공을 다른 업체에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을 했습니다..."라고 회상합니다.

세라믹과 다른 경성

및 취성 재료의 경제적인 가공

Mack Group은 2001년에 DMG MORI의

ULTRASONIC 기술에 이미 참여했습니다. "

이 과정을 통해 세라믹과 다른 경성 재료 등 매

고객 사례 | MACK CNC-TECHNIK

로봇 그리퍼

기계: LASERTEC 30 SLM
치수: 100 × 35 mm
소재: 1,4404

+ 산업 사용의 핵심 요소로써
재료 및 공정 개발

+ 형상 부품 최적화를 위해 기존 가공을
보완하는 적층 공정

+ 미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우더 베드
공정에 대한 투자

+ 3대의 REALIZER SLM 기계는 적층 서비
스 기능을 확장하며, 특히 일반 금속 가공
에 적합합니다.

우 까다로운 소재를 경제적으로 가공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치과 분야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Alexander Mack
은 설명합니다.

웹 기반 공정 체인

몇 년 후 회사는 연속 CAD/CAM 공정 체인

고정밀
치과용 제품을
위한 웹 기반

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설계자는 재료 대비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효율

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전체적인 설계의
자유로 인해 제품을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
다고 Alexander Mack은 설명합니다.
HSC 기술 및

ULTRASONIC과의 통합 SLM 공정 체인

을 개발했습니다. 주문 포털에서 형상 데이터

설립자 Franz Mack는 "적층 가공은 특히 지

즉시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시뮬레이션된 NC

적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달됩니다.

도 적용됩니다.

적층 가공이 MACK 서비스 스펙트럼을 완성

SLM을 통한 무제약 설계 및 생산

정되겠지만, 사내의 서비스 역량을 고려했

전의 모든 설계 및 생산 제한이 더 이상 적용되

합이 이끌어갈 미래가 아주 밝을 것이라고

를 입력하면 가공 매개 변수 및 가공 전략이

프로그램은 10개의 ULTRASONIC 기계로 전

Mack Group이 2016년 적층 가공에 진출한

이후 공정 체인에 대한 설명은 바뀌었습니다.

리적인 특징 및 복잡성을 감안했을 때 비약

표면의 품질이나 정밀한 기능성 부품에 대한

는 "일반" 금속 가공뿐만 아니라 치과 부문에

모든 적층 가공에서는 한계가 나타나게 됩니

선택적 레이저 용융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이

요구가 높기 때문에 설계자유도와 관계 없이

다. 소재 및 요구 사항에 따라 ULTRASONIC,
HSC 또는 일반 밀링 기술의 적용 여부가 결

을 때 적층 가공 및 기계 가공의 순차적 조

TECHNOLOGY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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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 MACK CNC-TECHNIK
1

DMG MORI의
적측 금속 가공 및
기계 가공으로 구성된
통합 공정 체인을 통해
모든 설계 제한의 즉시
적용이 중단됩니다.

2

Alexander Mack
Mack CNC-Technik GmbH & Co. KG

3

Alexander Mack은 확신합니다. 또한, 기술,

방법 및 디지털 공정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

문성을 보유한 이 회사는 이러한 미래에 상당

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Mack Group은 최근 DMG MORI의 REALIZER

제품군에 속하는 새로운 SLM 기계를 3대 주
문했습니다.

«

4

MACK CNC 기술 관련 팩트:

+ 모든 작업을 위한 60개 이상의
첨단 밀링 머신

+ 미래 지향적인 보완 기술인

ULTRASONIC 및 적층 가공

+ 실제로 SLM의 산업 성숙도의 핵심
으로 적층 기술 및 기계 가공을
포함하는 통합 공정 체인

CNC-Technik Mack GmbH & Co. KG
Dieselstraße 25
D-89160 Dornstadt
www.mackgrup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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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ck은 Concept Laser의 초기 시스템과 함께 총 3대의 DMG MORI SLM
시스템에 투자했으며, 이를 통해 적층 서비스 기능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2. DMG MORI의 REALIZER 제품군의 새로운 LASERTEC 30 SLM 기계를
사용하여 "정상" 금속 가공에도 적층 가공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3.+ 4. 산업 증착의 예: 최종 HSC 가공 전 파우더 베드에서 제조되는 경량
로봇 그리퍼의 기본 구조.

CoroTurn® Prime 및 PrimeTurning™
TECHNOLOGY
PARTNER

선삭 가공 도입 이후
최대의 혁신
샌드빅 코로만트의 새로운 선삭 가공 솔루션인 PrimeTurning™ 가공법과 CoroTurn® Prime 공구를 사용하
면 모든 방향으로 선삭 가공이 가능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선삭 가공 솔루션에 비해
50% 이상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차원이 다른 선삭 가공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혁신으로 기존의 선삭 작업
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공구가 아닌 선삭 가공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입니다.

2X

속도와 이송의 두 배 향상

긴 인서트 수명

웹 사이트에서 PrimeTurning™의 놀라운 성능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www.sandvik.coromant.com/primeturning

>50%
생산성 향상

우
주

항
공
항공 우주 우수성 뉴스
+ 모든 응용 분야 및 재료에 대한
20년 이상의 기술 경험 보유

+ 20년 이상의 밀링귁 기술 업계 최고의
케이싱 및 회전 부품: 새로운 기능:
기술 통합 연삭 및 ULTRASONIC

+ 새로운 기능: 최대 0.5 g의 가

속력을 제공하는 DMU 200 갠
트리 및 DMU 340 갠트리

+ 티타늄 부품의 가공을 위한 최대

1,000 Nm의 torqueMASTER 스핀들

+ 알루미늄의 경우 최대 8L/분 금

속 제거 속도를 제공하는 79 kW,

Aerospace speedMASTER 30,000

+ 적층 가공: 파우더 베드에서의 레이저
증착 용접 및 선택적 레이저 용융

BLISK

기계: DMU monoBLOCK 시리즈
치수: ø 450 × 120 mm
소재: Ti6Al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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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버튼
시스템
기술 통합

항공 우주 부문 우수성

20년의
경험 축적

모든 공작물 부문에서

100명 이상의
항공 우주 전문가

컨설팅

턴키 구현을 통해 바로

밀링-선삭, 적층 가공, PowerDrill,
ULTRASONIC, 특정 공정 요구 사항

7 %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로 항공 산업은 세

계적인 성장 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은 항공사의 한

모든 응용 분야를 위한對Ǎ壈 기계 개념

DMG MORI Aerospace Technology Excellence Center의 수장 Michael Kirbach는 특

단면일 뿐입니다.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수익

히 경량 구조가 확실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

통해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량에 크게 기여하므로 이 부품들에서 알루미

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 현대화된 항공기를
는 제조사의 눈에 띄는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

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항공 우주 제

품 제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아시아는

37 %의 시장 점유율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

니다. 항공기 제조사를 위한 기술 납품 업체인

DMG MORI는 주문 개발을 통해 이러한 발

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 될 것이라며 "항공기의 구조 부품이 전체 질

늄과 티타늄의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

다"라고 설명합니다.

»
독점 기술 사이클

연삭 – 밀링

+ 내부, 외부 및 페이스 연삭을 위

한 연삭 사이클과 트루잉 사이클

+ 스타트업 및 트루잉을 위
한 기계 장착 센서

자세한 정보 확인:
techcycles.dmgmori.com

TECHNOLOGY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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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20 Nm의
compactMASTER

동향

생산성 및 품질 촉진을 위해 카운터 스핀들로의 자동
화 부품 전달 기능이 있는 선삭-솼 기계 가공

DMG MORI 솔루션

메인에서 카운터 스핀들로의 자동 전달을 위한 축
방향 클램핑을 갖춘 선삭 & 밀링 완전 가공 센터

+ 최대 ø 700 mm 엔진 링 및 디스크의 6면 완전 가공
+ 티타늄 및 니켈 합금의 고생산성 가공

– 선삭: 최대 4,000 Nm의 메인 스핀들 및 최대 		
		 2,200 Nm의 카운터 스핀들

– 밀링: 최대 220 Nm 또는 20,000 rpm의

		 선삭 & 밀 링 compactMASTER 스핀들

+ 전용 DMG MORI 측정 사이클을 통한 공정 중 측정

특수 블레이드 가공:

++ 전용 DMG MORI 기술 사이클을 활용한 매우
동적인 블레이드 가공:
– 5축 동시 가공
– ATC – 애플리케이션 튜닝 사이클(선삭

++ 척 부품 또는 새로운 바에서 직접 6면 완전 가공

엔진 (데모용 부품)

기계: CTX gamma 1250 TC
치수: ø 250 × 125 mm
소재: TiAl6V4

Y축 (mm)
420
300
2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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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 beta
800 TC
10" (250)

CTX beta
1250 TC

12" (300)

CTX beta
2000 TC

CTX gamma
1250 / 2000 /
3000 TC

15" (380) 18 – 15" (450 – 630)

척 크기(in 단위)(mm)

항공 우주 부문 우수성

엔진의 새로운,
경량 및 내열 강화 소재 –
모든 소재에 적합한 솔루션

새로운 기능

티타늄 알루미나이드:

경금속(Mg/Al 합금)

고분자 매트릭스
복합 재료(PMC)

티타늄 합금

60

금속 및 세라믹 매트릭
스 복합 재료(MMC/CMC)

니켈 합금

40
20
1950

1960

강철

1970

티타늄
알루미나이드(TiAl)
1980

1990

2000

2010

업계 최고

80

금속 및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 재료:

++ 모든 DMG MORI 5축 기계에 ULTRASONIC 통합:
압축기 블레이드 또는 슈라우드 연삭을 사용하여
MMC/CMC의 비용 대비 효율적인 기계 가공 가능
++ ULTRASONIC 통합, 예: DMU 65 monoBLOCK: 저압
터빈 블레이드 가공에서의 공정 개선 및 공구 수명 연장
니켈 및 티타늄 합금:

++ 최대 1,000 Nm 및 최대 9,000 rpm의 powerMASTER
스핀들 또는 최대 52 kW 및 430 Nm의 토크 스핀들
++ 밀링-귁 기술 및 고압 냉각: 20년 이상의 밀링 귁 기술,
새로운 기능: 기술 통합 연삭
경금속 및 강철 합금:

정밀성

엔진의
소재 비율

고분자 매트릭스 복합 재료:

++ ULTRASONIC 통합, 예: DMF 260 또는 신형
Gantry 시리즈: 박리 또는 섬유 분할이 필요하지
않은 공정 및 품질 향상

2025

++ 최대 30,000 rpm 또는 200 Nm 속도의
speedMASTER 스핀들

++ 최대 0.01 μm 해상도를 갖는 MAGNESCALE
측정 시스템: 시간 제한 없이 18개월 보증

출처: ACCIS – Bristol University 제공//자체 추산

주류로써의 경량 구조

이 분야에서 생산 기술의 개발은 특히 경량 구조
와 혁신적인 소재 사용에 대한 요구 증가가 특

징입니다. 그 결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구조 부

팬 디스크

품에 CRP와 티타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

장비: DMC 125 FD duoBLOCK
치수: ø 950 × 400 mm
소재: Ti6Al4V

다. 반면 엔진의 제작의 경우에는 티타늄과 내

열성 니켈 합금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DMG MORI가 직면하고 있는 해당 업무의 다

Michael Kirbach는 이러한 고객 중심 측면을

"적층 가공을 위해서는 최고의 공정 신뢰성과

양성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고체에서 알루

면은 항상 사용자의 조기 참여입니다"라고 말

주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각 공정에 대한 심

요한 사안입니다. 반면, 티타늄 부품 가공을 위

강조하며 "미래의 프로젝트에서 결정적인 측
합니다.

재현성 및 산업 규모로 고도로 복잡한 항공 우
층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공급자
와 사용자로서의 당사와 고객의 긴밀한 초기

단일 소스에서 적층 가공을 위한 고유 다양성

단계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가공 미래 분야에 대해 언급합니다. 몇몇 납품

언급된 성능 약속은 DMG MORI 전체 제품군

Michael은 그러한 예로써 금속 재료의 적층

업체 중 한 곳인 DMG MORI는 파우더 베드에

및 기술의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의 선택적 레이저 용융 및 파우더 노즐을 사

선삭 및 밀링부터 기술 통합에 이르기까지 해

제공합니다. 단일 공급원에서 적층 가공 및 금

TIVE MANUFACTURING도 포함됩니다. 또한,

은 매우 독특합니다.

광범위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용한 레이저 증착 용접의 두 가지 대체 공정을

속 절단 등의 통합 공정 체인을 제공한다는 점

당되며, ULTRASONIC, LASERTEC 및 ADDI-

생산 셀에서 대규모 생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미늄을 가공하는 동안 칩을 제거하는 것은 중

해서는 중금속 제거를 위한 특수 설계 기계가
필요합니다.

모든 부품 크기 및 소재를 위한 경쟁력 트너

"당사의 다양한 제품군 중에서 고객이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소재의 문제"라고 Michael

Kirbach는 강조하며 DMC H linear 시리즈

의 수평 센터와 갠트리 기계를 알루미늄 및

CFP 부품의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티타늄

의 고성능 밀링을 위한 duoBLOCK 기계와 엔

진 부품의 5축 완전 가공을 위한 밀링-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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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항공 우주 부문 우수성

동향

+ 디지털화 및 적층 가공은 항공기 및
엔진 제조에 혁명을 불러옴

+ 고부하 가공:

고급 형상을 위한 저밀도 고강도 소재

DMG MORI 솔루션

duoBLOCK 시리즈의 고성능 5축 동시
DMC 80 FD duoBLOCK
팔레트 체인저는 밀링 귁 완전 기계
가공의 최대 효율성에 이상적입니다.

토크 링크

기계: DMC 160 U duoBLOCK
치수: 100 × 675 × 210 mm
소재: Ti-10V2Fe3Al

PYLON RIB

기계: DMC 80 U duoBLOCK
치수: 600 × 500 × 45 mm
소재: Ti-6Al4V

해 제공됩니다.

Aerospace speedMASTER 30,000도 DMF

립형 기계 또는 통합 공정으로 신기술을 통

또한, Michael Kirbach는 대형 구조 부품용

시리즈 또는 갠트리 시리즈의 이동 열 기계로

1,000 Nm 토크의
powerMASTER 1000 티타늄 가공
Aerospace speedMASTER 30.000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확대되고 있

소형 복합 구조 부품용으로 특별하게 설계된

대 동역학을 갖는 대형 부품의 기계 가공과 최

다고 지적합니다. 신형 DMU 200 갠트리는 최
대 10,000 kg의 중량 및 0.5 g의 가속도를 갖는

을 예로 들었습니다. 79 kW 및 51 Nm을 통해

공작물을 결합합니다. DMU 600 갠트리 linear

DMC H linear 시리즈에 사용되는 경우 이는

으로 대형 통합 부품에 이상적입니다. 신형

상적인 솔루션이며, 5축으로 작업이 수행됩니

3,400 × 2,800 × 1,250 mm의 작업 볼륨을

8L/분의 금속 제거 속도가 가능합니다. 특히

최대 1,000 mm의 구조 부품 가공을 위한 이
다. 최적의 칩 흐름과 고성능 칩 컨베이어 덕

분에 많은 양의 칩이 작업 영역 외부로 안정

적으로 전달됩니다.

TECHNOLOGY EXCELLENCE

필요한 최대 강성과 성능 제공

갠트리 시리즈 확대

Aerospace speedMASTER 30,000 스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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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된 duoBLOCK 개념은 티타늄 가공에

선삭-솼 기계가 추가되며 이러한 장비는 독

또한, Michael Kirbach는 알루미늄 소재의

티타늄 소재의 정교한 부품: 착륙 기어 부품
또는 프레임은 duoBLOCK 기계 가공 센터에서
고체로부터 가공됩니다.

기계 가공 센터

는 6,000 × 4,500 × 2,000 mm의 작업 볼륨
DMU 340 갠트리는 두 자매 기계 사이에서

가지며 X축에서 최대 6,000 mm까지 그리고 Z
축에서 1,500 mm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

항공 우주 부문 우수성

WORLD
PREMIERE
2017

12 m3

DMU 340 갠트리

갠트리 부문에서의
새로운 표준: 강력하고 동적이며
소형이며 보편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요 사항

+ 안정적인 구조: 최대 강성 및 정밀도를 위한

EN-GJS-600 소재의 일체형 열 대칭 기계 베드

+ 동적: 최대 0.5 g의 가속력(선택 사양)으로 X축과
Y축에서 선형 드라이브, 5축 동시 가공에서

최대의 역학을 위한 통합식 직접 드라이브 C축

+ 모듈형: X축에서 6,000 mm까지, Z축에서

작동 용적

기술 데이터

이동 X / Y / Z

mm

가속도 X / Y / Z

m/s2

빠른 수평 이동 X / Y / Z
공작물 중량

* Mit Linearantrieb

1,500 mm까지 확장 가능

m/min
kg

DMU 340 갠트리

3,400 / 2,800 / 1,250

70 / 70 / 60 (90 / 90 / 60)*

4/4/5

10,000 (30,000)

DMU 340 갠트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gantry.dmgmori.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링 헤드의 B/C 축
덕분에 작업 공간이 46 % 향상됨

1

+ ±300 °의 C축
+ B축에서 50 ° 회전
+ B축 및 C축의 다이렉트 드라이브

1. 50 ° B축: 정상 작동 볼륨: 3,400 × 2,800 × 1,250 mm
						B축 회전: 4,400 × 3,160 × 1,250 mm

2
2. 최대 부품 정밀도 및 표면 품질을 위한 집중 냉각,
최대 0.5 g의 가속도를 갖는 선형 드라이브(선택 사양)

TECHNOLOGY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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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
차

글로벌
납품업체
종합 경쟁력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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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이상의 토크

CTV 250

85 Nm torqueDRIVE
터릿이 장착된 3세대 CTV
주요 사항

+ 최대 85 Nm로 토크가 150 % 향상된 신형 torqueDRIVE 터릿
+ 옵션으로 12,000 rpm을 제공하는 전동 공구
+ 최적의 절삭 성능을 위한 최대 450 Nm 토크의 메인 스핀들
+ 25 % 향상된 기계 강성
+ 작업 영역에서 최적화된 칩 흐름
+ 4대의 기계에 대한 1개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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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m²
의 설치 공간
TECHNOLOGY EXCELLENCE

CTV 160, CTV 250, CTV 315 및 CTV 250 DF

CPK

TCO

공정 성능

제품 수명 비용

단위 비용

고급 드라이버 보조 시스템, 차량 공유 경제

및 전기 이동수단은 자동차 회사 중역 회의실

에서의 최근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러나 생

산 플랜트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디

턴키

모든 기술에 1곳의
파트너(납품업체)

지털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화 경향을 완충시켜 결과적으로 유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구조를 갖는 배치 사이즈로

우연한
생산 셀

자동차 산업의 모든
요구 사항에 대해

자동차 우수성 뉴스
+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연 1,500대

변경하는 것입니다. DMG MORI는 자동차

이상의 DMG MORI 기계

Technology Excellence Centre의 지원

+ 단일 소스에서 모든 것: 터닝, 밀링,

을 통해 자동차 생산의 디지털 전환에 깊이 관

초음파, LASERTEC 형상, 적층

여하고 있으며 현재 이 분야에서 연 1,500대

가공 및 자동화

수준인 영업 실적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을 갖

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문 우수성

+ 새로운 기능: 85 Nm torqueDRIVE

»

터릿이 장착된 3세대 CTV

+ 새로운 기능: 크랭크 샤프트 생산을 위

한 CTX beta 1250 CS 고유 기계 개념

+ 새로운 기능: 최대 180 mm 선삭 길이
의 SWISSTYPE 기계 가공을 위한
멀티 스핀들 자동 선반

+ 새로운 기능: 최대 0.5 g의 가속력을
제공하는 DMU 200 갠트리
및 DMU 340 갠트리

기술 데이터

척 최대 직경

mm

용량(40/100 % DC)

kW

최대 회전 속도

축 스트로크 X / Y*/ Z

빠른 이동 X / Y*/ Z

구동 도구
* 옵션

*

rpm
mm

m/min

rpm

CTV 250

160 – 250
5,000

30 / 25

925 / ± 90 / 350

60 / 40 / 40

12 × 6,000 (12,000)

1

CTV 250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tv.dmgmori.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 2 트랙 자동화와 5초의 빠른 로딩 및 언로딩 시간(통합 누적 컨베이어 또는 프리즘 컨베이어 벨트)
2. 최대 ø 350 mm 및 200 mm 길이의 공작물을 위한 넓은 작업 영역

TECHNOLOGY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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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문 우수성

자동차 공정 체인을 위한 고유 제품군

니다. 또한, 그는 단일 부품 생산에서부터 드라

20년에 이르는 LASERTEC 기술 전문성이 경

이브 트레인용 부품의 연속 생산에 이르기까

쟁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DMG MORI는

차 기계 부품을 필요한 품질로 경제적으로 생

하며 이를 뒷받침합니다. 예를 들면, 그는 자동

디스크 또는 경량 소재를 생산적이고 안전하며

Drehmaschinen GmbH의 전무 이사 Harry

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Junger는 파우더 베

서 DMG MORI의 종합적인 전문성을 설명합

층 가공을 활용하는 줄세공 표면 생산의 경우

“DMG MORI의 기계와 기술을 활용하면 박

막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뿐 아니라 모든 자동
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GILDEMEISTER

Junger는 이 한 문장으로 자동차 공정 체인에

지 수많은 금속 가공 및 적층 가공에 대해 설명
화로 완성된 수평 및 수직 선삭 기술의 전분야

고품질로 자동 기계 가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 또는 파우더 노즐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적

플랫폼인 ADAMOS를 활용하여 포괄적 디지

크랭크샤프트

DMG MORI는 CELOS 생태계 및 새로운 IIoT

털화를 제공합니다.

치수: ø 40 × 470 mm
소재: GG20

CTX beta 1250 CS

NZX-S 시리즈

연속 샤프트 생산을 위한
소형 선삭 센터

+ 1대의 기계에서 선삭 및 밀링과 함께 가장 짧은 사이클 시간을

+ 짧은 이동과 최적화된 스핀들

위한 3개의 공구 캐리어

+ 전체 공정에서 생산 시간 20 % 단축, 메인 베어링 및 베어링 핀 생산 속도 50 % 향상
+ 42개의 공구 포켓과 ø 35 – 80 mm 일체형 방진구가 있는 특허를 획득한 선삭 장치
+ 완벽한 기계 가공을 위한 샤프트 척
기술 데이터

mm

메인 스핀들(40 % DC)

kW / rpm

밀링 장치 2대(40 % DC)

TECHNOLOGY EXCELLENCE

출력 및 피드를 제공하는 생산을
위한 공간 절약형 설계

+ 최상의 기계 가공 정확도를

위해 스핀들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는 열 대칭 설계

최대 가공 가능 공작물 길이
최대 회전 직경

«

캠샤프트

치수: ø 150 × 560 mm
소재: GG20

크랭크샤프트생산을 위한
독특한 기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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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ONIC 기술을 통해 세라믹 브레이크

mm

Nm / rpm

CTX beta 1250 CS
700

750

48 / 4,000

3,750 / 120

+ 공작물 및 공구에 대한 최적의 접근성
+ 최적화된 칩 흐름을 위한 수직 설계

자동차 부문 우수성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필수 터닝 경쟁력

CV 결합 내륜

스테이터 샤프트

커넥터

치수: ø 18 mm
소재: 20MnCr5

치수: ø 100 × 70 mm
소재: 강철

치수: ø 60 × 100 mm
재질: 합금강 템퍼 강재

CTV 250 DF

WASINO G100

NRX

등속 조인트 가공용
수직 턴-밀 센터

+ 90 rpm의 직접 구동, +105/-45 °의
회전 범위를 갖는 선삭-밀링 스윙
암(DF)의 높은 동역학

+ 최대 2개의 밀링 스핀들 6,000 rpm,

0.5 μm 미만의
원형도를 갖는 자동차
산업용 초정밀 선반

+ 스테인레스 강 커버로 작업 영역의
완벽한 열 분리

연속 생산을 위한 고생산성
트윈 스핀들 선삭 센터
+ 최대 선삭 직경 ø 180 / 150 mm
(선삭 사양/밀링 사양), 최대 척
크기 ø 200 mm(8")

+ 3 μm 미만의 온도 응답 정확도

+ 5.6초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링 스핀들 1 개)을 위한 DF 스윙 암

+ 1초 미만. 인덱싱 시간을 제외한

+ 두 번째 스핀들이 작동 중일

위한 추가 Capto C5 공구 홀더

+ 하드 선삭에 이상적. 예: 순차 생산

14.5 kW 및 46 Nm(표준 구성의 경우 밀

+ 최대 4 개의 커터가 있는 다목적 공구를
+ 생산성 향상 및 신속한 ROI를 위한
미러 이중 버전

(콜드 스타트)

선형 공구 캐리어의 칩 간 시간
공정에서의 마감 처리

공작물 로딩으로 최대 생산성
때 한 스핀들을 평행하게 로드.
최적의 금속 제거를 위한

2개의 8-스테이션(옵션 10*) 터릿
* MC 버전: 표준

TECHNOLOGY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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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DEMEISTER ITALIANA S.P.A.

자동 선반용

유일합니다! SPRINT에서
MULTISPRINT로 상향
호환 – 두 기계에서 동일한
기술 및 절삭 공구 사용
Mario Stroppa
GILDEMEISTER Italiana S.p.A. 전무 이사

EUROPEAN
COMPETENCE
CENTRE

5,000개 이상의 멀티 스핀들 자동 선반이

설치된GILDEMEISTER Italiana는 자동 선삭

을 위한 역량 센터입니다. 이탈리아의 Brembate di Sopra 팩토리는 완전히 현대화 되

주요 사항

+ 최대 ø 32 × 240 mm 의 공작
물 및 2.8 ㎡ 미만의 설치 공간

+ 단일 기계에서 단기 및 장기 선삭
작업 수행을 위한 SWISSTYPE
키트, 30분 미만의 셋업 시간

+ 2개의 독립 선형 홀더에 최대 30개
의 공구. 최대 10개의 구동 도구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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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의 SWISSTYPE 키트와 멀티 스핀들 자동

선반의 모든 이점을 결합시킵니다. 각 스핀들

스핀들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Mario Stroppa

작물을 표준 공구로 완벽하게 기계 가공할 수

전무 이사는 "MULTISPRINT는 자동 선삭

높은 생산성의
자동 선삭

으로 제조하기 위한 완벽한 기계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DMG MORI는 SPRINT 시리

고, 제품 분야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현재는
MULTISPRINT 시리즈로 완전히 새로운 멀티

SPRINT 32 | 8

을 재정의하고 오랜 선삭 부품을 높은 생산성

에서 Y축을 표준으로 사용하면 매우 복잡한 공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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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DEMEISTER ITALIANA S.P.A.

21,9 m2
I로더 및 고압
냉각 시스템 포함

MULTISPRINT

자동 선삭의 혁명 –
SWISSTYPE 기계 가공을
위한 멀티 스핀들 자동 선반
주요 사항

+ 모든 스핀들 위치에서 구동 공구 사용
+ 표준으로 모든 스핀들 위치에서 Y축

+ 길이가 최대 180 mm인 짧고 긴 부품의 선삭을 위한
SWISSTYPE 키트, 2시간 미만의 셋업 시간

+ 척 및 바 기계 가공: 바 직경 최대 ø 36 mm,
척 구성품 최대 ø 50 mm

+ 더블 리어 및 오프 센터 기계 가공
+ 최신 제어 기술: FANUC 시리즈 30i

1

Y = 100 mm

2

2

X = 50 mm

1. 고유: 모든 6 스핀들 위치에서
100 mm 스트로크의 Y축(표준)

2. S WISSTYPE 키트 포함.
최대 180 mm의 선삭을 위한
구동 가이드 부시

1

SPRINT 및 MULTISPRINT:
SWISSTYPE 기계 가공에 항상 적합한 기계
스플라인 샤프트

스플라인 샤프트

분야: 자동차

치수: ø 21 × 129 mm
소재: 강철(45S20)

기계 가공 시간: SPRINT 32|8: 62.5초

						 MULTISPRINT 36: 14.1초

단위 비용(€)

바 지름(mm)

36 (MULTISPRINT 36)
32 (SPRINT 32)

예제 스플라인 샤프트

+ 생산 시작: 1 × SPRINT 32|8
+ 연간 최대 50,000개의 중간 배치 크기: 2 × SPRINT 32|8

25 (MULTISPRINT 25)
20 (SPRINT 20)

+ 연간 50,000개 이상의 연속 생산:
1 × MULTISPRINT 36으로 변경

+ 2 × SPRINT 32 | 8;과 비교하여 MULTISPRINT 36이 차지하
는 공간은 30 % 더 적음(21.9 m² vs. 31.7 m²/
바 로더, 칩 컨베이어 등 포함)

5,000

SPRINT

10,000

50,000 100,000

MULTISPRINT

1,000,000 배치 크기(# 개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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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U 200 갠트리

대형이고, 동적이며,
신속하고, 정밀하다.

완벽한 솔루션을 위한 싱크 탱크

DMG MORI의 제품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무하고 있습니다. Berger는 40년 이상 이 회사

니다. 특히, 1997년에 설립된 이 회사의 생산

기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

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계 가공이든 간에, 우리의 제품에서 정밀도가

Fritzmeier Technologie GmbH의 80명 직원

경험과 신뢰할 만한 비즈니스 관계의 반증입

모델 및 테스트 게이지를 개발, 설계 및 생산하

기계에 필요한 혁신적인 요구 사항을 고려한

은 자동차 산업을 위한 도구, 프로토 타입, 큐브

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모회사인 Fritzmeier
Group 내외에서 고객을 찾습니다. 협회 내에

서 테크니컬 팀은 주로 개별적인 완벽한 기술

에서 근무했으며, "베테랑"으로서 현대 생산

구 제작이든 큐브 모델 및 테스트 게이지의 기

최우선 과제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방법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DMU 200 갠트리는 최근에 DMG MORI에서

공작 기계 분야
최고인
DMG MORI

이것은 대형 부품 가공에 대한 최근의 투자 상

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Peter Berger와

Robert Huber는 "혁신적인 기술력이 항상 우

의 일환으로, 우리는 그 당시의 시스템 상태(베

솔루션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합니다.

DMU 200 갠트리: 대형 부품의 상단 형태

특히 대형 부품을 가공하기 위해 주문되었

Robert Huber 이사가 실제로 "드로잉 보드 단

계"에서 갠트리 머신을 주문했다는 점입니다.

리의 경쟁력을 보장해 주었습니다,"라고 말하
면서, 마감 공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2001년에

드 및 갠트리)를 일부 고객에게 보여주었습니

다,"라고 DECKEL MAHO Seebach의 전무 이

월부터 Fritzmeier Technologie GmbH의 책

동했습니다. 스핀들이 부품 주위를 움직이는

중 10대(DMU 200 P 1대 및 선반 2대 포함)가

임자로 임명되어 Peter Berger의 후임으로 근

TECHNOLOGY EXCELLENCE

황을 설명합니다. "Seebach 오픈 하우스 행사

사 Markus Rehm는 회상합니다. 그리고 Peter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obert Huber는 1

52

속도 및 정밀도

선형 직접 구동 방식의 고속 센터를 이미 사용

이러한 특별한 결정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
니다. 금속 제조에서 사용되는 25대의 기계

대형 부품 5축 가공에서의 역학,

Berger는 "우리는 기계의 기본 설계에 즉시 감

동안 공작물이 단단한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참고 문헌 | FRITZMEIER TECHNOLOGIE GMBH

FRITZMEIER
TECHNOLOGIE:
완벽한 개별 기술
솔루션을 위한
싱크탱크는 대형
부품 가공을 위해
DMG MORI의 신형
DMU 200 갠트리를
선택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50 m/분의 빠른 이송 속
도는 최대 30,000 rpm의 스핀들 속도로 동적

인 5축 동시 가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전반으
로 긍정적인 이미지는 45 ° 및 90 ° 설계의 밀링

헤드에 대한 기계 옵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DMU 200 갠트리를 최종 설계 단계에서 구

매한 데에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Fritzmeier

Technologie 응용 프로그램 엔지니어는 기계

개발을 촉진하는데 그들의 노하우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Markus Rehm에게 확실

한 윈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세부적인 사항
을 포함하여 원래 설계와 비교하여 기계를 크

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Fritzmeier
의 피드백을 통해 최대 기계 하중이 10,000 kg

(테이블 치수는 2,300 × 2,200 mm)으로 증가

했습니다. Rehm에 따르면, 혁신적인 협업 덕

분에 접근성과 작업 영역 설계의 향상이 가능

했습니다.

»

위: Robert Huber(왼쪽)는 올해
Fritzmeier Technologie GmbH의
전무 이사 Peter Berger의 후임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아래:Fritzmeier의 경우, 공구 제작과
큐브 모델 및 테스트 게이지의 가공에
서 완벽한 기계 가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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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Fritzmeier Technologie
는 DMG MORI 의 CNC
머신에 관련하여
오랜기간 일해오고 있다.

아래: 모든 부품들은
조립을 위해 배송 되기
전에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다.

FRITZMEIER 관련 팩트

+ 오프로드 자동차 및 상업용 차량
생산을 위한 기계 생산업체

+ 건설 기계 및 산업용 트럭 캡의
세계적인 선도업체

추가적인 강조 사항인

고 Robert Huber는 평면도에 대해 설명합니

신형 DMU 200 갠트리를 통해 DMG MORI는

어들게 됩니다. "설치 공간을 측정했을 때,

toolSTAR 매거진과 기술의 통합

대형 부품 가공을 위한 제품군을 완성했습니

다. 넓은 작업 공간을 갖춘 이 기계는 특히 자

동차, 우주 항공 및 에너지 분야의 응용 분야

DMU 200 갠트리는 매우 넓은 작업 공간을

제공하므로 이 모델이 당사의 제품군에 이상

적입니다."

+ 제품 및 서비스 범위: 트럭 캡 및 금

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Markus Rehm은 "

고정 장치, 도구 및 특수 제작 기계,

의 가공도 DMU 200 갠트리의 용도 중 하나

많은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Fritzmeier Tech-

포켓을 갖추고 있는 사내 toolSTAR 저장소는

시설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준비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또한, 모듈형 빌

문가도 포함됩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12명

속 시스템 부품, 플라스틱 어셈블리,
비료 관리 시스템

모델 제작, 구조 부품 및 심지어 알루미늄 판

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최대 120개의 공구
유연성이 뛰어나고 복잡한 가공 작업을 위한

딩 블록은 ULTRASONIC 및 LASERTEC 기술

Fritzmeier Technologie GmbH
Forststraße 2
D-85653 Großhelfendorf
www.fritzmei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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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궁극적으로는 공간 요구 사항이 항상 줄

TECHNOLOGY EXCELLENCE

젊은 인재 장려 및 기계 업데이트

nologie는 DMU 200 갠트리로 현대적인 생산

Roland Huber는 "물론 여기에는 숙달된 전

의 연수생(견습생 워크샵에서 DMG MORI 기

을 통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계에 대해서도 배우는)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Fritzmeier Technologie는 DMU 200 갠트

일상적인 생산활동과 통합되어 있으므로 매우

리를 2018년 초에 인도하여 DMU 200 P와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두 시스템 모두 공
통 플랫폼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라

위한 젊은 인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실용적입니다.

«

WORLD
PREMIERE
2017

자동차 부문 우수성

10,000 kg
테이블 부하

DMU 200 갠트리

최대 30,000 rpm의 5축
가공 및 선택적 기술 통합
주요 사항

+ 역학: 0.5 g 가속도 및 50 m/분의 빠른 이동 (X / Y / Z)
+ 넓은 작업 공간: 2,000 × 2,000 × 1,200 mm (X / Y / Z)

기술 데이터

이동, 선택 사양으로 C축에서 4,000 mm 이동

이동 X / Y / Z

mm

2,000 (4,000) / 2,000 / 1,200

가속도 X / Y / Z

m/s2

5

빠른 수평 이동 X / Y / Z

+ 높은 안정성: 주철 기계 베드
+ 높은 테이블 하중: 최대 10,000 kg의 공작물

최대 공작물 중량

+ 높은 유연성: 최대 30,000 rpm에서 5축

DMU 200 갠트리

m/min

50

kg

10,000

가공을 위한 45 ° 또는 90 ° 밀링 헤드

+ 기술 통합: CRP/GRP 가공을 위한 ULTRASONIC 또는

표면 텍스처링을 위한 LASERTEC 형상의 선택 사양 통합

1

1. 최대 30,000 rpm에서 5축 가공을 위한 45 ° 또는 90 ° 밀링 헤드

DMU 200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gantry.dmgmori.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 일체형 냉각 개념의 로우 갠트리 설계: 24 m² 미만의 공간에서 최대
10,000 kg의 대형 부품을 매우 동적으로 가공하는 0.5 g의 가속도

TECHNOLOGY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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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배의 성과

... DMG MORI의
유연한 생산 시스템
HSC 포함

사내 몰드 생산 전문성의 핵심 요소인 개

발, 설계, 생산 및 프로토 타이핑. 플라스틱

기술 사업부는 정시 납품까지 표면 마감, 조립
및 포장을 제공합니다. Werkzeugbau Karl

Krumpholz GmbH & Co. KG가 프랑코니아

에 위치한 두 곳의 현장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는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크로나흐에

위치한 금형 제작 시설 공장에도 적용됩니다.
회사가 자동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회사의

미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전극

생산을 위해 유연하게 자동화된 DMG MORI
의 생산 시스템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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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 과부하 상태일 때
최소한의 인력만 출근
해도 된다면, 이것이
바로 경제적인 생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Kay Löffler
기술 책임자
Werkzeugbau Karl Krumpholz GmbH & Co. KG

전극 생산의 맞춤식 자동화

PH 150|8 팰릿을 취급하는

"기계가 과부하 상태일 때에도 최소한의 인원

에 DMG MORI에 의뢰하여 FMS를 제작했습

DMG MORI 전극 생산 시스템은 금형 제작자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주문 덕분

Krumpholz-Formenbau는2016~2017년

DMU 60 eVo linear

만 출근해도 된다면, 이것이 바로 경제적인 생

에 연속 작업이 불가피합니다.

니다. 그 중심에는 쎄바슈에 위치한 공장의 고

가 만든 첫 번째 자동화 시스템이 아닙니다.

반제품과 완제품의 선적이 이루어지는 대형 창

하는 DMU 60 eVo linear를 크로나흐 공장에

대형 금형 제작을 위한 DMG MORI의

계 및 내부 처리를 위한 Kuka 로봇과 함께 이

필요한 광범위한 기능성 부품을 생산합니다.

공구의 95 %는 자동차 및 상업용 차량 부문

팰릿 핸들러 덕분에 이 시스템은 하루 24시간

설비에서 직렬 부품(예: Audi용 단일 프레임

다. 따라서 Löffler에게 있어서 자동화 시스템

를 위해 필요한 대형 금형을 특별히 염두에

속 HSC 105 선형 기계 가공 센터가 있습니다.
고인 OPS-Ingersoll에 있는 두 대의 침식 기

시스템은 최대 1,300 × 150 × 500 mm의 전

극을 생산하고 최대 100 kg의 중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2013년 DMG MORI는 PH 150|8 팰릿을 취급

설치했습니다. 크로나흐 공장은 사내 공구에

Krumpholz의 기술 관리자 Kay Löffler는 "

연중 무휴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
은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것입니다.

DMU 210 P

용입니다. Krumpholz는 자체 플라스틱 기술
또는 트럭용 범퍼 시스템)을 생산합니다. 이

DMG MORI를 통한 자동화: Krumpholz는
전극 생성을 위해 HSC 105 선형 고속 센터 및 두 대
의 침식 기계뿐만 아니라 반제품과 완제품 저장소를
Kuka 로봇을 통해 연결하여 하루 24시간 작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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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Kay Löffler는 DMG MORI 기계를 추가

고 HSC 105 리니어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고

에 DMU 210P 기계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자동화의 장점이 가미되었습니다. "동

로 설치할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00 전극용 공간이 있는 저장소

자동화에 대한 최근 투자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DMG MORI는 Ingersoll의 HSC 105 선형 고

속 센터와 두 대의 침식 기계 중 하나를 전극

생성용 6축 Kuka 로봇과 연결했습니다. 400

곳에 위치해 있는 반제품 및 완제품 저장소
도 통합되었습니다. HSC 기계 및 침식 기계

는 이 저장소에서 프로그램의 제어에 따라 유

연하게 실행됩니다

속 밀링은 흑연 가공을 위한 탁월한 기계입니다.
일한 수의 인력으로 독립형 제작에 비해 두 배로

CAM에서
CAQ로의
연속성
많은 부품을 생산합니다,"라고 Löffler는 말합

KRUMPHOLZ 관련 팩트

+ 1955년 설립
+ 현장 두 곳에 150명의 직원 근무
+ 금형 제작 및 플라스틱 기술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전문 파트너

+ 최대 3,000 × 2,500 mm
및 50t 중량의 금형

+ 내부, 외부 및 동력 전달 장
치용 플라스틱 부품

+ 참고: MAN 범퍼 시스
템 TGL/TGMLOGO
Euro 6

니다. 생산 계획 수립 및 Tino Schnapp, CAM

을 관리하는 Christopher Zwosta는 직원들이

탁월한 투자로써의 HSC

다른 지역에 재배치되었다고 말하며, "대형 저

Kay Löffler는 "최고 40,000 rpm의 속도를 가

장소가 있고 높은 생산량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

공하는 선형 드라이브 덕분에 표면 품질이 우

이를 통해 우리는 생산 엔지니어링 부서 전체를

진 HSC 스핀들과 90 m/분의 빠른 이동을 제

수한 고도의 정밀 가공이 가능해졌습니다,"라

동화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보충되어야 합니다.

강화해 왔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Werkzeugbau Karl Krumpholz GmbH & Co. KG
Im Ziegelwinkel 10 / 12
D-96317 Kronach
www.krumpholz-fb.de

1

2

1. 최대 40,000 rpm의 속도를 가진 HSC 105 linear의
스핀들과 90 m/분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리니어
드라이브는 탁월한 표면 처리로 매우 정확한 흑연
가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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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계 설비는 2014년에 플라스틱 부품
생산을 위한 대형 금형 가공용 DMU 210P
로 보완되었습니다.

5축 범용 기계

PH 150|8 팰릿을
취급하는 DMU 50

DMU 50 3세대

런칭 8개월 동안
350대 이상의 기계가 판매됨
주요 사항

+ 6.7m² 규모의 작업 공간에서 78% 넓어진 작업 공간
+ 42m/min표준으로. 이동 속도가 40% 향상됨
+ -35°/+ 110°가 표준으로 5축 동시 가공을 위한
28% 향상된 회전 범위, 회전식 로터리 테이블

+ 최대 20,000rpm의 speedMASTER 스핀들
(무제한 시간 18개월 보증 포함)

+ 팰릿 취급: 예. PH 150|8 - 저렴한 자동화 도입 8개의 팰릿 저장 위치가 있는 일체형 팰릿

매거진(선택 사양: 최대 30개 위치) - 직관적인
터치 스크린 제어판을 통한 팰릿 셋업 위치

기술 데이터

이동 X / Y / Z

mm

테이블 회전/회전(B|C)

도

클램핑 표면

DMU 50 3세대

mm × mm

최대 공작물 중량

PH 150-8 - 팰릿 풀, 팰릿 포함 적재 용량 250 kg(선택 사양 350 kg)

kg

650 / 520 / 475
ø 650 × 500

DMU 50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mu.dmgmori.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 °/ +110 ° | 360 °
300

신뢰의 글로벌 네트워크
THK는 독자적인 기술로 부드럽고 정확한 움직임을 최고의품질로
제공합니다.

LM 가이드

크로스 롤러링

볼나사

Japan

Europe

China

India

Singapore

America

THK Co., Ltd.
Tel. +81-3-5730-3860
www.thk.com/jp

THK GmbH
Tel. +49-2102-7425-555
www.thk.com

THK (Shanghai) Co., Ltd.
Tel. +86-21-6219-3000
www.thk.com/cn

THK India Pvt. Ltd.
Tel. +91-80-2340-9934
www.thk.com/in

THK LM System Pte. Ltd.
Tel. +65-6884-5500
www.thk.com/sg

THK America, Inc.
Tel. +1-847-310-1111
www.thk.co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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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의료 부문 우수성 뉴스
+ 전체 소재 혼합 가공: ULTRASONIC을

통해 고강도 플라스틱에서 스테인레스
강 및 티타늄 그리고 CoCr까지

+ SPRINT 20|8: 티타늄 재질의 뼈
나사 가공 시간이 35 % 단축

+ speedMASTER 스핀들 최대

최고 품질

30,000 rpm 또는 HSC 스핀들
최대 60,000 rpm

+ 공작물 최적화 자동화. 예: 6축 로봇이
있는 NTX 1000 또는 MILLTAP 700용

WH 3 공작물 처리 시스템

+ 전용 DMG MORI 기술 사이클.

예: 최고의 표면 마감을 위한 ATC

을 위한 기술 우수성

DMG MORI는 거의 모든 대형 의료 장비 제

통합 자동화 공정의 효율성 촉진

가 초기 단계의 고객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적인 가공과 무엇보다도 품질에 대한 높은 요

트너이며 장비 생산의 특수한 문제에 대해 잘

Medical Excellence Center 공작 기계 제

조사의 파트너로서 임플란트 및 공구의 효율

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

DMG MORI는 의료 기기 제조사의 장기 파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 가능성은 실질적 제

DECKEL MAHO Seebach의 DMG MORI

조업체의 전문가들이 비용 대비 효율적인 생

다. 여기에는 고강도 플라스틱에서부터 스테

한 요소가 아닙니다. 대신, 의료 기술의 프로세

산을 위한 혁신적인 턴키 솔루션을 실현하고

의 생분해성 마그네슘 합금에 이르기까지 완

높습니다."라고 DMG MORI Medical Excel-

와 고객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레스 스틸 및 티타늄, 코발트 크롬 및 최근

스를 결정하는 의료 제품 인증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Marcus Krüger는 "이를 통해 우리

5축 동시 밀링, ULTRASONIC 기술 및 고

lence Center의 수장 Marcus Krüger는 설

명합니다.

상호 학습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라고 열정적

야의 미래 지향적 공정에 필요한 ADDITIVE

미래 의료 기술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모든 응용 분야를 위한 공간 절약형 공작 기계

벽한 소재 혼합이 포함됩니다. 6면 선삭-밀링,
속 절삭을 위한 CNC 솔루션은 의료 기술 분
MANUFACTURING 및 디지털 솔루션과 마

찬가지로 제품군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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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제품 프로그램 및 프로세스 역량

덕분에 DMG MORI는 모든 문제에 최적의
상태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

으로 말합니다.

고성능 및 생산적인 DMG MORI의 CNC 공작

기계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자동화 솔루
션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

의료 부문 우수성

6면

완전 기계 가공

< 0,15 µm

72 h

		

1의 배치 크기
에서 유연하고 자동화된 생산

RA

60.000 rpm
최대 스핀들 속도

금속 폼에서
티타늄까지

독점 기술 사이클

MPC 2.0

+ 공정의 진동 및 토크 모니터링

+ 충돌 발생 시 신속한 기계 종료

자세한 정보 확인:

techcycles.dmgm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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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부문 우수성

DECKEL MAHO Seebach의 DMG MORI Medical Excellence Center에서
DMG MORI는 고객 프로젝트에 조기 참여함으로써 의료 기술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최적의 제조 솔루션을 실현합니다.

Marcus Krüger
Medical Excellence Centre 수장
marcus.krueger@dmgmori.com

소재 동향

+ 새로운 기능: 생분해성 마그네슘

합금 – 통합 소방 시스템 및 2단계

화염 감지 기능이 있는 MILLTAP 700

+ 고강도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강
및 티타늄 – 최대 30,000 rpm의

speedMASTER 스핀들 또는 최대
60,000 rpm의 HSC 스핀들

+ CoCr 및 산화 지르코늄 등의 단단한
취성 재료 – ULTRASONIC 가공

티타늄 재질의 뼈

나사 가공 시간 35 % 단축:

SWISSTYPE 키트와 특허를 획득한
CBN 다이렉트 드라이브 나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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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나사

뼈 플레이트

치수: ø 10 × 85 mm
소재: Titan (Ti6Al4V)

치수: ø 60 × 18 × 3 mm
소재: Titan

SPRINT 20|5
SWISSTYPE 키트

MILLTAP 700

하나의 기계에서 짧고 긴
고정밀 임플란트를 선삭 가공

임플란트 및 뼈 플레이트의 경제적인
연속 생산을 위한 생산성이 높은 소형
기계 가공 센터

의료 부문 우수성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가능한 가장

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000 rpm의

형 MILLTAP 700 기계 가공 센터, SPRINT 자동

도를 갖는 특수 HSC 스핀들 등의 스핀들은 탁

작은 설치 공간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
선반 및 5축 밀링용 DMU 50, 소형 DMU eVo 및

6면 완전 가공용 2세대 NTX 1000 등의 모델이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입니다.ist d

5축 및 최대 60,000 rpm의 정밀 밀링

의료 기술 부문에서 공통적인 두 가지 주요 요

소는 품질에 대한 높은 요구와 가공 시간 단축

의 필요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speedMASTER 또는 최대 60,000 rpm의 속

단일 설정에서
선삭 및 밀링

완전 기계 가공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라고

월한 표면 품질을 보장하며 후 처리에 최소한

소재 무릎 임플란트 등의 복잡한 구성 요소는

Krüger는 덧붙입니다.

Marcus Krüger는 말합니다. 특히, 코발트 크롬

DMU 40 eVo에서 5축 작업으로 효율적으

의 시간과 노력만이 필요합니다"라고 Marcus

6면 완전 기계 가공

Marcus Krüger는 이 예로 엉덩이 및 무릎 인

공 삽입물과 같은 다양한 구성 요소의 6면 완

전 가공에 필요한 2세대 NTX 1000을 듭니다.

"이러한 턴-밀 센터는 단지 10 m²의 설치 공간
에서 대부분 2대분의 작업을 처리합니다"라고
Krüger는 설명합니다.

NTX 1000의 탁월한 성능 기초는 밀링 스핀들

및 하부 터릿을 사용한 동시 가공입니다. 견고
한 기계 구조로 고정밀 가공이 보장되며, 76개

스테이션이 있는 공구 매거진은 유연성이 높
은 생산에 기여합니다. 척 부품 로드를 위해 통

합된 6축 로봇을 비롯한 여러 자동화 솔루션이

구성 옵션을 마무리합니다.

치수: 62 × 70 × 68 mm
소재: CoCr

치수: ø 60 mm
소재: 티타늄

고관절 소켓

의료 기술 분야의
최고 제품

DMU 40 eVo linear

NTX 1000

+ 무릎 보철
+ 인공 고관절

무릎 인공 보철

기계 가공이 어려운 소재로 제작되는

임플란트 및 조인트의 동적 5축 동시 가공

복잡한 공작물의 5축 동시 가공을 위한
B축의 DDM 기술

«

+ 척추 임플란트
+ 뼈 플레이트
+ 외과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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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 CHARMANT INC.

생산 전문 지식이
의료 공학을 충족합니다.
CHARMANT INC.는 1956년 이래로 사용되

이러한 경쟁력의 두 가지 예는 우수 티타늄

용 부품을 제작하였고, 이후에는 프레임을 완

2012년에 시작된 제품 및 공정의 수 많은 혁신

생산 모두에서 사업을 확장했으며, 그 동안 일

의 전문성도 확대되었습니다. Kazuo Iwahori

어 왔습니다. 처음 이 회사는 스펙타클 프레임
성했습니다. 그 후로 이 회사는 직접 판매 및

본 시장에서 선도적인 생산업체가 되었습니다.

최근 CHARMANT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눈부신 기술 개발 덕분에 높
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금의 정밀 가공과 정밀 레이저 용접입니다.
으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 의료 기술 시장에서

회장은 "관동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일하는 안

과 전문의가 수입 스테인레스 스틸 기기의 품

질에 대해 불평하면서 티타늄으로 제작이 가
능한지를 물었습니다,"라고 회상합니다. 잠시

후, CHARMANT가 개발한 안과용 제품을 본

뇌 외과 의사가 기술 잠재력을 인식하고 신경

1

2

1.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HUI 20 선형 고속 기계 가공 센터 앞에서 포즈를 취한 Yuki Kataoka (엔지니어), Kazuo Iwahori(전무 이사),
Terukazu Mizuguchi(엔지니어), 뒷쪽에 ULTRASONIC 20 linear가 놓여 있습니다. 2. LASERTEC 20 FineCutting을 사용한 5축
레이저 절단은 정밀 요구 사항으로 인해 온도 제어실에서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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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사례 | CHARMANT INC.

모든 Charmant 의료 기기는 특허 출원 중입니다.
이들 중 많은 제품이 디자인 상을 수상했습니다

외과 수술용 마이크로 가위를 생산해 줄 것을

그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일본에서 "신의 손"

Cutting은 직경이 0.5 mm인 와이어를 분할하

여 핀셋을 생산합니다. 또한, 초정밀 튜브를 고

으로 알려진 뇌 외과 의사이기도 한 Takanori

정밀도로 생산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련의 수술 도구를 생산해 줄 것을 CHARMANT

이전에 사용된 와이어 침식 방법과 비교했을

가하는 홍보 효과입니다.

시켰습니다. 이 기계는 고속 및 고성능 밀링을

Fukushima는 마이크로 가위에 감동하여 일

에게 주문했습니다. 이것이 구두 마케팅을 능

고급 기술이
성공을 이끈다
CHARMANT는 의료 공학 제품의 개발 및 생산

때 CHARMANT는 효율성을 거의 100 % 향상

위한 HSC 20 linear와 특수 소재의 초음파 기

계 가공을 위한 ULTRASONIC 20 linear를 이

후에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HSC 20 linear는

의료 엔지니어링 제품 가공에 사용되는 반면,

유리 또는 세라믹 소재의 복잡한 프로토 타입

은 ULTRASONIC 20 linear로 가공됩니다. 두

작업 모두 CHARMANT가 이전에는 수행할 수
없었던 작업입니다.

을 시작할 당시 일본에서 최초로 DMG MORI

"우리는 조만간 99 공작물을 위한 팰릿 체인저

습니다. 기술 개발부의 Yuuki Kataoka는 기계

니다,"라며, Kazuo Iwahori는 생산이 더욱 향

LASERTEC 20 FineCutting을 설치한 회사였

를 갖춘 추가 HSC 20 linear를 구입할 예정입

를 책임지고 있으며, 5축 레이저 정밀 절단의

상되고 제품 및 서비스 역량이 지속적으로 확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LASERTEC 20 Fine-

«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는 다음의 몇

장될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설명합니다.

CHARMANT 관련 팩트

+ 신생 회사에서부터 외과 분야의
+ 기술 파트너에 이르기까지
+ 시험 제품인 신경외과 수
술용 마이크로 가위

+ LASERTEC 20 FineCutting,
ULTRASONIC 20 linear 및

+ 시장 성공의 기반인 HSC 20 linear
+ 최대 99개의 공작물 기획이 가능한
팰릿 체인저를 갖춘 HSC 20 linear

Charmant Inc.
6-1 Kawasari Cho Sabae City
Fukui Pref. 916-0088
www.charmant.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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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수준의
젊은 인재 육성

DMG MORI는 최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WorldSkills

Competition의 주 후원사입니다.

전 세계 62개국의 숙련된 젊은 인재들이 기술

아랍 에미리트 연합에서 개최될 WorldSkills

인 CELOS, 최신 Simens 컨트롤 Sinumerik

national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1,200명 이

쟁할 분야는 금속 절단 기계의 4가지 부문입

식으로 DMG MORI는 산업 4.0 수준에서 모든

일~10월 18일 51개 분야에서 경쟁하게 됩니

닝, 생산 팀 도전 및 플라스틱 다이 엔지니어

있는 CNC 표준을 보장합니다.

DMG MORI는 17개 밀링 기계 부문과 12개

DMU 17대, 밀링 기계 50대, CTX 알파 500 선반

챔피언을 꿈꾸며 제44회 WorldSkills Inter-

상의 참가자는 아부다비(UAE)에서 10월 15

다. 세계적인 산업 파트너이자 오랜 후원사인

선반 부문의 금속 절단 전문가를 가리는 세계

경진대회를 후원합니다.

2017 동안 세계의 젊은 전문가들이 주로 경
니다. 자세한 경쟁 분야는 CNC 밀링, CNC 터

링입니다. DMG MORI는 경쟁에 필요한 3세대

840D Operate 4.7이 탑재됩니다. 이러한 방

4개 분야에 동등하게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12대 등 CNC 기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모든
DMG MORI 기계에는 직관적인 운영 체제

2007년부터
WORLDSKILLS 대회 후원사
모스크바
캘거리

카잔
예카테린부르크

예테보리
런던

덴 하그

슈투트
가르트

테헤란
아부 다비

시즈오카

라이프치히

잘츠부르크

리스본

speedMASTER 스핀들이 표준으로 장착되고
테이블 클램핑 표면이 ø630 × 500 mm, 최대
300 kg 하중을 갖는 DMU 50 3세대 5축 기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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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örg Harings
애플리케이션 교육 부문 수장
joerg.harings@dmgmori.com

DMG MORI | WORLDSKILLS

DMG MORI는
WORLDSKILL에
선삭 및 밀링
기계 29대를
공급합니다

모든 기계에는
CELOS 및 SIEMENS
컨트롤이 장착됩니다!

CTX alpha 500의 설치 면적 5.8 m² 이하,
최대 ø200 × 525 mm의 복합 가공물을 위한 80 mm Y축

DMG MORI Academy의 애플리케이션 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Jörg Harings

과거 WorldSkills에서와 마찬가지로, DMG

인 Jörg Harings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

트너사의 신규 채용 증진을 위해 WorldSkills

안을 제시합니다. WorldSkills에서 사용된

단 CNC 기술에 등용하고 전 세계의 숙련된 작

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음 World-

한 배송과 특별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는 2007년부터 세계 WorldSkills Competi-

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DMG MORI는 이 대

육 부문 수장이자 WorldSkills 관련 책임자
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기에 젊은 인재를 최첨
업자 교육을장려하고자 합니다." DMG MORI

tions 후원사로서 전 세계 전문가 경진대회와

SINUMERIK와
께미래를 디자인하십시오

는 "현재 우리는 장기적인 DMG MORI 및 파
International의 세계 산업 파트너로 참여하

Skills Competition은 2019년 러시아 카잔

MORI는 올해에도 고객을 위해 특별한 제

DMU 50 3세대 및 CTX alpha 500 을 신속

«

회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신기술

OPERATE 4.7
기반

SMART OPERATE – 멀티 터치 조작에

최적화된 SINUMERIK OPERATE

+ 더 빠른 상호작용
+ 스마트 줌/스크롤 기능
+ 신뢰“ 수 있는 SINUMERIK Operate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제스처
명령을 통한 완벽 제어

TECHNOLOGY
PARTNER
www.siemens.com/sinumerik

최상의 표면 – 공구 및 금형 제작 시
완벽한 공작물 표면

+
+
+
+

스마트 모션 컨트롤
최적의 표면 품질
최상의 밀링 정밀도
매우 간편한 조작

TECHNOLOGY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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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Thomas Froitzheim
유럽 DMQP 담당자
dmqp@dmgmori.com

단일 소스에서
제공되며
완벽하게 일치하는
주변 장치 및 액세서리

고객 혜택

+ 단일 소스에서 모든 것 –

기계, 주변장치 및 서비스

+ 완벽한 코디네이션 - 모든 DMQP
제품의 연결성이 시험 및 보장됨

+ DMQP 파트너는 최상의 혁신, 경쟁력
및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

+ 시장 가격의 모든 DMQP 제품
+ DMG MORI가 제공하는 완벽한

DMG MORI는 포괄적인 솔루션 제공 업체

로서 기술을 선도하는 공작 기계뿐만 아니

라 선별된 납품 업체의 첨단 기술적 주변 장

치 및 혁신적인 액세서리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DMG MORI는 이러한 활동을 확대하고
DMG MORI 공인 제품(DMQP)이라는 레이

사항을 지정하고 설치에서부터 서비스에 이
르는 전체 취급 및 조정에서 고객 지원 책임

을 대신 수행함으로써 이 개념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습니다.

취급 (보증, 서비스 등)

션을 제공합니다.

동일한 보증 조건

공인 DMQP 파트너는 혁신적인 전문 지식, 기

2017년 이미
15,000대 이상의
DMQP 판매

해야 합니다. 인터페이스 조율, 가용성 보장, 일

DMG MORI는 혁신, 품질, 신뢰성 및 기계에

+ 신형 DMG MORI 기계의 경우도
납품 업체 혜택

블 아래 단일 소스에서 혁신적인 완벽한 솔루

술 노하우 및 품질에 대한 최상의 기준을 충족

+ 올해 이미 1억 유로 이상 상당

정한 가격 및 정의된 보증 조건을 통해 완벽한

+ DMQP 파트너 인증 및

산성을 더욱 향상합니다.

력을 통해 최신 기술을 테스트하고 철저히

+ 인증 납품 업체에게 부여되는

DMQP를 통한 고객 혜택

DMG MORI 인증 제품으로 승인됩니다.

15,000대 이상 판매

DMG MORI의 전 세계 시장 접근

DMQP 레이블 사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DMG MORI 고객의 생

이전부터 고품질의 주변 장치와 액세서리

+ 무역 박람회 및 엄선된 DMG MORI

가 새로운 기계와 함께 판매되었기 때문에

+ 모든 DMG MORI 직원에

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공작 기계 제

쇼룸에서 DMQP 제품 전시

대한 정기 제품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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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인증 제품의 개념은 DMG MORI

조업체는 이러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대한 연결성에 큰 가치를 둡니다. 이를 위해

인증 납품 업체 및 DMG MORI 전문가는 협

검사합니다. 고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제품만
또한, 기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조정된 인터페

이스, 정의된 보증 조건 및 시장 가격도 승인
평가 항목입니다.

DMG MORI | DMQP

DMG MORI 인증 제품 - 예

척

공구

방진구

공구 홀더

계측 프로브

자동화

도구 프리세팅

냉각수 장치

DMG MORI 공작 기계와 다양한 주변 장치

및 액세서리를 함께 사용하면 통합 생산 솔루

션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예

4개 DMOP 카테고리의
주변기기 및 액세서리
1

++
++
++
++
++
++
++
++
++

를 들면, 바 로더는 자동 기계 가공 분야를 지

원하고 장기 수명 공구 시스템은 향상된 기계

가공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현재까지 고객의

반응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상반기에 1억 유

로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15,000대 이상의
DMQP가 이미 판매되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가요?
당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

기계 가공

3

2

냉각수 장치
오일 미스트 분리기
방진구
공구 홀더
공구
회전식 테이블
워크홀딩/ 척
공기 필터
소프트웨어(CAD/CAM,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

계측
++ 계측 프로브
++ 공구/공작물 계측 시스템
++ 도구 프리셋 장치

취급
++
++
++
++

바 로더
자동화(로봇, 공작물 및 팔레트 처리)
칩 컨베이어
그리퍼 시스템

4

모니터링
++ 변압기
++ 신호 램프
++ 카메라

독일, EMEA: dmqp@dmgmori.com
중국, 인도: dmqp@dmgmori.com
일본, 아시아: dmqp@dmgmori.co.jp
미국, 미주: dmqp@dmgmori-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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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 MORI – 온라인

VISIT US:
DMGMORI.COM

OPEN HOUSE 2018

PFRONTEN

초대합니다.
2018년 1월 30일 –
2018년 2월 3일
DMG MORI의
라이브 가공 확인
events.dmgmori.com

고객 및 이해 관계자를 위한 DMG MORI TECHNOLOGY EXCELLENCE 매거진및 컨텐츠 담당:

DMG MORI Global Marketing GmbH, Walter-Gropius-Strasse 7, D-80807 Munich,

전화번호: +49 (0) 89 24 88 359 00, info@dmgmori.com

판 인쇄: 840,000부. 이 매거진에 수록된 모든 가격은 독일 정가(유로 플러스, 포장, 운송 및 부가가치

세)를 기준이므로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현지 통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 및 기술 변

경, 가용성 및 중간 판매 권리 보유. 당사의 해당 일반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P20170434_1017KR

30.01 – 03.02.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