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ㆍ평면연삭기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사용 전에 반드시 [매뉴얼]을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의 사용에 있어서 고객님의 작업 내용에 맞는 위험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 본 사양에 나와있는 외관, 장비는 개량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데이터 등은 실내 온도, 연삭 소재, 공구, 가공조건 등에 따라 변화합니다. 보증치가 아니므로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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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AMADA MACHINERY CO.,LTD

한국 총대리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SJ테크노빌 1106호

韓 部 交 易 (株)

TEL : (02)3397-3434(代)
FAX : (02)3397-3438
http://www.hanbu.co.kr

목표로
대표 워크샘플에 의한 가공 예
TECHSTER 시리즈가 「성형•평면연삭기」로 스테이지 업. 여러 가지 기능•성능을 가지며, 라인업도 
충실하게 등장. 아마다에서 쌓은 노하우로 기계 위 계측을 비롯하여, 대화식 소프트•드레서 등 효율화를 
지원하는 옵션도 풍부하게 준비. 평면연삭에서 멀티프로세스로 진화를 이룬 「TECHSTER」시리즈
입니다.

경면 정삭 플레이트

숫돌 성형에 의한 홈 가공

소재 : SKD11 HRC60 
사이즈 : 300×200×30mm

소재 : SKD11 HRC60 
사이즈 : 130×40×30mm

TECHSTER-104

TECHSTER-126

숫돌 형식 : D1500
숫돌 사이즈 : φ355×15×φ127mm

숫돌 형식 : F16A80HH12V
숫돌 사이즈 : φ510×50×φ127mm

측정데이터
측정데이터
표면 조도   Rz 

TECHSTER-84
           풀 커버

성형ㆍ평면연삭기

윤곽정도      
홈 간 피치 정도

기어 형상 펀치 (소경 숫돌로 가공)

사출성형 금형 (평면부만)

소재 : YXR3 HRC58~60 
사이즈 : Φ51×50mm        기어 홈 깊이 6.75mm

소재 : ASP23 HRC59~64 
사이즈 : 230×40×15mm

누적±0.0015

TECHSTER-126

TECHSTER-52

숫돌 형식 : RZ80J
숫돌 사이즈 : φ100×20×φ25mm

숫돌 형식 : D1500
숫돌 사이즈 : φ180×6×φ50.8mm

측정데이터
측정데이터
형상 정도

표면 조도      μm

새로운 테크놀로지
고정도 가공을 장기간 유지
고정도 가공을 실현하는 독자적인 구조
프레임 구조
·숫돌 헤드가 오버행 하지 않는 C형 컬럼 구조
·저중심으로 강성에 뛰어난 T형 일체 베드 구조
·높은 진직도의 오버행 없는 V-V 슬라이드면의 좌우 테이블

고정도 안내면
·상하 축은 리니어가이드 안내면으로 0.1μm의 입출력에 
   대응하고 고품질 경면연삭이 가능

C형 컬럼 구조

중연삭에도 대응
·고출력 스핀들로 중연삭도 가능

T형 일체 베드 구조

친환경적인 비 유압 에코머신
유압 구동에서 볼스크류 구동으로
업계 최초 테이블 좌우 볼스크류 구동을 표준
·비 유압으로 저소음, 친환경을 실현
 ·유압 유닛이 불필요해 소비전력을 대폭 감소
 ·고속, 고정도 구동으로 가공시간을 대폭 단축

테이블 좌우 볼스크류 구동

조작성과 안정성을 양립시킨 디자인
작업자를 배려한 머신
간단한 프로그램 작성
·오리지널 그래픽컬 소프트로 프로그램 작성

선택 가능한 커버타입
·환경성을 중시한 풀 커버
·작업성을 중시한 오픈 커버

풀 커버

성형·평면연삭기

다채로운 가공을 가능하게 하는 독자적인 시스템
가공영역의 확대
멀티 성형 연삭가공
·크라우닝 연삭과 테이퍼 연삭 등 다기능 가공을 실현

드레스 성형 가공
·NC 스위벨 로터리드레서 및 각종 드레서 (옵션)로 숫돌 성형
   가공이 가능
·2종류의 대화 매크로 소프트와 외부 프로그래밍 시스템 
   WAPS로 여러 가지 형상•패턴에 대응
·스위벨 법선제어 드레서로 높은 형상정도를 실현

크라우닝 연삭

로터리드레서와 NC 스위벨 로터리드레서

기계 위 계측으로 안정가공
목표 치수의 가공까지 워크를 떼지 않아 준비 시간을 대폭 절감
워크를 떼지 않고 기계 위에서  치수측정을 
실시하므로 작업시간•가공시간이 대폭 단축
디지털 계측으로 오퍼레이터에 기인한 측정오차를 
줄이고, 편차가 적은 고정도 가공이 가능
터치프로브로 치수측정과 자동보정 가공
·상하/전후의 2방향 타입※과 상하만의 1방향 타입을 선택 가능
·치수측정 후에 목표치수에 도달하지 않으면, 전자동으로 보정 
   가공을 실시
·2방향 타입은 측정 사이클만으로도 실행 가능
※2방향 타입은 「패턴 연삭」소프트가 필요합니다.

터치프로브식 기계 위 측정

CCD 카메라로 형상 계측
·성형가공 등 이형상 계측에 최적
·CAD 데이터와 화상 데이터의 비교로 고정도 측정 가능

CCD카메라 (형상 측정)

새로운 테크놀로지
친환경적인 비 유압 에코머신
유압 구동에서 볼스크류 구동으로
업계 최초 테이블 좌우 볼스크류 구동을 표준
·비 유압으로 저소음, 친환경을 실현
·유압 유닛이 불필요해 소비전력을 대폭 감소
·고속, 고정도 구동으로 가공시간을 대폭 단축

오픈커버

고강성과 높은 작업성을  실현
아마다 독자적인 3면 독립 컬럼타입 구조
 ·구조분석에 의한 적정설계로, 고강성 구조를 확보
     고부하 절입에도 대응
 ·최소 공간만을 필요로 하며, 기계 작동을 하여도 각 부가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분의 공간이 불필요  
 ·오버행이 없는 좌우 V-V 슬라이드면 구조로 높은 진직성능을 확보
 ·독자적인 컬럼 구조로 되어있어, 테이블 접근성을 향상 
     워크 탑재 반복작업 등의 작업성을 현격하게 향상

구조해석

프로그램이 필요없는 간단한 조작
평면연삭에서 성형연삭까지 폭넓게 대응
 ·대화입력 방식의 「고정사이클」을 사용 
     평면•크리프•패턴•콘터링•멀티 워크•크라우닝 등의 
     다양한 연삭 사이클과 드레스 사이클에 대응 (옵션 포함)
 ·평면 연삭의 전후 좌우 위치는 도-그 없이 대각 티칭에 의해 
     2군데 위치에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 간단 조작

오픈커버

성형•평면연삭기

새로운 테크놀로지
고강성•고출력•고속반전 머신
고효율 새들타입 소형 평면 연삭기

측정방향

·퀼 일체형 고강성 스핀들에 의해 「엣지마모」가 적은 경면 가공을 실현
·동급 최대 3.7kW 스핀들 모터를 표준 탑재 (인버터 표준)
·테이블 좌우 V-V 슬라이드면 사용으로 안정가공
·좌우 유압 서보밸브 사용으로 고속반전을 실현
·내경 φ50.8, 최대 φ255 숫돌로 고효율 가공
재료 : SKD11
숫돌 : D1500
표면 조도 Rz:0.0610μm

엣지마모 폭 : 1380.57μm

엣지마모 양 : 0.37μm

단면 엣지마모 측정결과

멀티 평면 연삭기 TECHSTER-52
·간이 NC탑재의 멀티 평면 연삭기
·전후 좌우의 NC 2축 + 테이블 좌우 1축 제어
·대화 입력방식의 「고정사이클」을 사용. 평면•크리프•패턴
•콘터링•멀티 워크 등의 다채로운 연삭 사이클과 
    드레스 사이클에 대응
·터치프로브식 기계 위 계측 시스템에도 대응 (옵션)

오리지널 소프트웨어
연삭 사이클 프로그램 패턴

GRINDING CYCLES

콘터링과 크리프 연삭 등 여러 가지 연삭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평면연삭

트래버스 점프 연삭

깊이가 같은 홈 연삭

표준탑재

표준탑재

표준탑재

깊이가 다른 홈 연삭

패턴 연삭

사다리꼴 홈 연삭

표준탑재

옵션

옵션

패턴 콘터링

콘터링 연삭

계단식 연삭

옵션

옵션

옵션

멀티 워크

크리프 연삭

선회축 연삭

옵션

옵션 (52만 유압)

옵션

그 외에도 ●테이블 위치 설정(표준탑재) ●테이블 스피드 스트로크 전환기능(옵션)등이 있습니다.

드레스 사이클 프로그램 패턴

DRESSING CYCLES

스트레이트 드레스는 물론, 숫돌 성형가공에 대응한 패턴드레스 등 여러 가지 드레스 프로그램이 작성 가능합니다.
스트레이트 드레스

프로파일 드레스/패턴 드레스

로터리 드레스

옵션

옵션

옵션

그 외에도 ●홈 파기 드레스(옵션) ●오버헤드 드레스 (옵션:52/64만 해당) 등이 있습니다.

그 외의 기능

표준탑재   ●숫돌 데이터(10장분) ●스트로크 리밋트 설정 ●간이 S 지령 ●런닝 운전 ●저전력 관리
옵션         ●가동시간 표시

성형•평면연삭기

풍부한 옵션
전기종

전기종

WAPS WIN (소프트웨어)

WAPS D (소프트웨어)

• 성형 연삭가공의 노하우를 소프트화하여 
   머신의 부가가치를 남김없이 발휘합니다.
• 콘터링 연삭용 황·중·정삭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합니다.
• 선회축 연삭에도 대응 합니다.

• 각종 성형 드레서로 고효율 성형가공이 가능합니다.
• CAD 데이터를 읽으면 황삭·정삭 숫돌 성형가공 데이터를 자동 작성합니다.
• 숫돌 형상 변경 시, 리드레스 (Redress) 기능으로 남은 부분을 인식 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을 드레스 하기위해 효율적인 성형 가공을 실현 합니다.

※TECHSTER-52/64에는 MDI 패널 사양이 필요합니다.
전기종

전기종

전기종

풀 오토 밸런서

정밀 여과장치

터치프로브식 기계 위 계측

• 버튼 1개로 전자동에 의한 숫돌 밸런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 고성능 머신의 잠재능력을 100% 
   발휘시키는 전자동 정밀 여과 시스템

• 고정 사이클로 자동 운전 중에 정해진 
   치수까지 가공한 후, 측정·자동보정 
   가공을 합니다.
• 2방향 타입과 1방향 타입이 있습니다.

전기종

84/104/106/126

104/106/126

로터리 드레서

NC 스위벨 로터리 드레서

CCD카메라 (형상계측)

• 숫돌 성형용 드레서
• 평 형상·R형상의 드레서를 장착합니다.
• 황삭 드레스의 효율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 테이퍼나 스트레이트, R형상까지 
  고정도의 숫돌 성형을 합니다.

• 기계 위에서의 형상계측 가능 
   워크를 제거할 필요가 없어 공정의 
   절감과 측정 시의 탈착 오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형•평면연삭기

머신 사양

머신 치수도

기종명
형식명 

동시 2축+좌우 1축

제어 축수
용량

표준 척사이즈 (길이×폭×높이) 
이동량 (좌우/전후)              

1000x400x100
1200/460

테이블 상면에서 스핀들 중심까지의 거리
적재 질량 (척 포함)              

1000x600x100
1300/660
750

1000

1500

좌우 이송 속도            
좌우

3~40
120

최대 반전 횟수 (15mm 스트로크 시) 
구동 방식

볼스크류•다이렉트 드라이브

0~400、500、2000、5000

빠른 이송 속도 (조그)

전후

핸들 이송

1눈금           

0.0001、0.001、0.01、0.1
0.0001

위치 검출 방식             

리니어 스케일/0.05(OP)

구동 방식

볼스크류•다이렉트 드라이브

빠른 이송 속도 (조그)

상하

100、2000
0.01、0.1、1.0、4.0

1회전             

0.0001、0.001、0.01、0.04

1눈금           

0.0001

최소 설정 단위 
위치 검출 방식

A. 전체 폭    

리니어 스케일/0.05(OP)

구동 방식

B. 깊이       

볼스크류•다이렉트 드라이브

사이즈(외경×폭×내경)
숫돌

성형•평면연삭기

0.01、0.1、1.0、10.0

1회전             

최소 설정 단위            

핸들 이송

1200x600x100
1500/660
850

300~2000

300~2500

회전 속도

ø510 x 38 ~ 50 x ø127

ø405 x 38 ~ 50 x ø127

ø355 x 38 ~ 50 x ø127

300~1500

7.5-4

모터

7500

머신 질량

A. 전체 폭    

D. 개폐구     

B. 깊이       

E. 커버높이   

C. 전체 높이  

소요 바닥면적  

소요 바닥면적  

11-6
33

29

수전 용량

C. 전체 높이 

12500

11000

상품명
형식명 
단독 2축+좌우 1축
(동시 2축+좌우 1축은 OP)

제어 축수
용량

표준 척사이즈 (길이×폭×높이) 
이동량 (좌우/전후)              

동시 2축 +좌우 1축

500x200x85

600x400x85

600/250

780/450
500
350

테이블 상면에서 스핀들 중심까지의 거리
적재 질량 (척 포함)               

150

최대 반전 횟수 (15mm 스트로크 시)  
구동 방식
빠른 이송 속도 (조그)

전후

핸들 이송

1회전             
1눈금           

150

120
볼스크류•다이렉트 드라이브

0~400、500、1000
0.01、0.1、1.0、4.0

0.01、0.1、1.0、10.0

0.0001、0.001、0.01、0.04

0.0001、0.001、0.01、0.1
0.0001

위치 검출 방식             

리니어 스케일/0.05(OP)

핸들 이송

볼스크류•다이렉트 드라이브

100、1000

1눈금           

리니어 스케일/0.05(OP)

구동 방식

모터
수전 용량
머신 질량

유압유닛

0.0001

위치 검출 방식             

사이즈(외경×폭×내경)

100、2000
0.01、0.1、1.0、4.0
0.0001、0.001、0.01、0.04

1회전             

최소 설정 단위

회전 속도

0~400、500、
2000、5000

0~400、500、1000、
2000、3000

최소 설정 단위            

빠른 이송 속도 (조그)

숫돌

500
3~40

유압실린더

구동 방식

상하

1000/450

1~30

좌우 이송 속도            
좌우

800x400x100

볼스크류•다이렉트 드라이브

ø255 x 6.4 ~ 25 x ø50.8

ø355 x 38 ~ 50 x ø127 (50Hz)
ø305 x 38 ~ 50 x ø127 (60Hz)

ø355 x 38 ~ 50 x ø127

500~5000

1500 (50Hz)
1800 (60Hz)

300~2500

3.7-2

3.7-4

7.5-4

13
2400

14
4000

23
5000

A. 전체 폭    
B. 깊이       
C. 전체 높이  
소요 바닥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