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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ron Machining
효율적인 생산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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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LNURQ0DFKLQLQJ
유연성에서 대량 생산에 이르는 다양한 머시닝 솔루션 제공
Mikron Machining은 금속 재질의 복잡한 고정밀 부품 제조를 위한 맞춤형 고생산성 머시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두업체입니다.
전체 제품 수명주기 내내 고객은 고성능 절삭공구와 함께 제조 솔루션 개발에 있어 Mikron의 유니크한 전문기술의
이점을 누리실 것입니다.
고객의 장기적 필요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프로페셔널리즘, 유연성 및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고객에 대한
태도를 구현합니다.

ꅵꨙ騚ꨙꧡ뢙

ꠚ괂껢
ꧡ깁ꧡ, 아그노; 鬂꺹, 로테바일
꽁黲꼾꽙빱鵍駑냽 멍ꄡꍌꡙꖁꧡ

꽅꣑ꀥꢕ

ꡙꖁꧡ꣑ꀥ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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ꅵꨙ騚ꨙꧡ뢙
Mikron의 "턴키" 솔루션
당사의 고객은 다음의 모든 사항(A~Z)에서 얻은 생
산 개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껩

뱁ꃩꅵꨙ騚

龙鱦ꨙꧡ뢙

ꅵꨙ騚

공龙鱦ꨙꧡ뢙

•
•
•
•

• RP-32
• TR-42
• TF-120

•
•
•
•
•

• Mikron 시스템의
정밀하고 완벽한
머시닝
• 전용 Mikron 절삭
공구

•
•
•
•

주조
바
와이어
기타

픽앤플레이스
로봇
벨트 컨베이어
바이브레이터
팔레트

자동
수동
디버링
세척

다음을 포함한 맞춤형 고성능 머시닝 솔루션:
• 로딩 및 언로딩 시스템
• 사전 공정 시스템
• 전용 Mikron 절삭 공구
10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혁신과 품질의 스위스 문화에 자리 잡은 당사는 선도적인 기업들과 오랫동안 협력한 공정 및
기술 파트너입니다. 당사는 모든 제품의 정밀도와 신뢰성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ꠚꡮ

제품 개요
鐲껎ꉹ랩镭
Mikron
Multistar

Mikron
Multifactor

20 mm
50 mm
80 mm
100 mm
200 mm
Mikron
VX-10
10
0

Mikron
NRG

Mikron
Multistep XT-200
Mikron
XT-one
韥눩ꏭ겑鲒꫱뫥

깝괭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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뀹귑ꨙ껢꒽ꉵ
적용 샘플
자동차
MIKRON MULTIFACTOR
7.5초/개

MIKRON MULTISTEP XT-200
31초/개

MIKRON MULTISTEP
XT-200
420초/개

MIKRON MULTIFACTOR
8.5초/개

MIKRON MULTISTEP XT-200
55초/개

Mikron NRG
64초/개

소모품
Mikron NRG
25~90초/개

MIKRON VX-10
1.5초/개

MIKRON MULTIFACTOR
5초/개

MIKRON VX-10
8초/개

MIKRON VX-10
1.2초/개

MIKRON MULTIFACTOR
7.5초/개

유압식/공압식

라이팅
Mikron NRG
13~30초/개

MIKRON MULTISTAR LX-24
0.20초/개

MIKRON MULTISTEP XT-200
280초/개

MIKRON MULTISTAR LX-24
0.30초/개

파르마/메디컬

전기/전자
MIKRON MULTIFACTOR
132초/개

MIKRON MULTISTAR LX-24
0.11초/개

MIKRON MULTISTAR CX-24
7초/개

MIKRON MULTISTAR CX-24
1.7초/개

산업용/건물

기타
MIKRON VX-10
7초/개

MIKRON MULTIFACTOR
5초/개

MIKRON VX-10
7.5초/개

MIKRON MULTISTAR CX-24
1.2초/개

완전 모듈형 Mikron NRG 트랜스퍼 머신은 높은
정밀도, 동시에 30개의 장치를 작동하는 유연
성, 생산성이 높고 적용 분야가 다양한 제조용 6
면 머시닝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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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LNURQ15*
트랜스퍼 신의 새로운 세대

Mikron NRG에서의 어댑터 제품 적용
사례
벱鏭鐹꽙
•
•
•
•
•

5개의 "어댑터 플레이트" 모델. 15~35mm의 길이
재질: AlMgSi(바소재 Ø57mm)
공정: 타입에 따라 30~40회
목표 공차: ± 6µm, Cpk 1.33
연간 생산량: 3교대 기준 750,000개

镭꾱꣑ꀥꢕ

봾ꨝ꼾꣑ꀥꢕ

• 필요한 기계:
- 전동 공구를 사용한 이중 스핀들 머시닝 센터 5개
- 측정 시스템 2개(100% 제어)
• 생산 면적: 193m2
• 생산성: 750,000개/년
• 셋업 시간: 60분
• 작업자 18명

• 필요한 기계: 0LNURQ15* 시스템 대와 다음의 부
수설비 Mikron TB-600(Bar sawing), 로봇 측정 스테
이션, 팔레트화 시스템, 바 로더, 필터
• 생산 면적: 127m2
• 생산성: 150만개/년
• 효율: 92%, 정밀성: ± 4.5μm
• 셋업 시간: 60분
• 껎괂껍ꇂ

ꠚ
ꖁ





ꠚꆱ꼾P

ꠚꆱ꼾P

• Full CNC 고정밀 로터리 트랜스퍼 머신
• 공작물 치수: 최대 80 x 80 x 80mm 및 Ø 65 x 100mm
• 언제든지 개별생산요구에 맞게 구성이 가능한, 12스테이션
의 컴팩트 하면서 모듈형 구조
• ATS(Advanced Thermal Stabilization): 모든 구성요소의 온
도를 안정적으로 유지
• 스테이션당 최대 3개의 머시닝 장치
• 최대 30개의 머시닝 장치가 동시에 작동
• 최대 22개의 자동 공구 교환장치(ATC) 탑재
• 최대 96개의 절삭공구 탑재
• 한 번의 클램핑으로 6면 가공
• 한 스테이션에서 3개의 장치로 동시 밀링, 드릴링
가공 가능
• 스핀들당 최대 CNC 5축 동시제어

Mikron N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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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LNURQ0XOWLIDFWRU
클래식 모델

자동차 산업용
홀더
Mikron Multifactor에서 알루미늄 합금 소재 상태에서 생산됨.
생산 속도: 부품 형상에 따라 분당 4.8~9.5개

기타 가능한 부문:
유공압, 가스, 의료, 시계, 냉장고 및 잠금장치
제품.

•
•
•
•
•

수평 테이블을 탑재한 고정밀 로터리 트랜스퍼 시스템
공작물 크기 - 최대 100 x 100 x 100mm
12개 또는 15개의 작업 스테이션
모든 필요에 맞는 표준 클램핑 시스템
연간 300,000개 이상의 공작물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생산
• 와이어, 로드 및 주조 소재 상태에서 가공 진행
• 높은 수준의 모듈성을 제공하는 매우 견고한 다목적 기
계

Mikron Multi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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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LNURQ0XOWLVWDU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트랜스퍼 머신

MIKRON MULTISTAR LX-24에서
자전거용 니플 적용 사례
벱鏭鐹꽙
• 자전거용 니플 ø 4mm, 길이 12mm,
나사 길이 8mm 생산
• 연간 생산량, 대략 1억 개의 니플
• 재질: 황동

镭꾱꣑ꀥꢕ

봾ꨝ꼾꣑ꀥꢕ

•
•
•
•
•
•

• 작업자: 0.25/기계
• 생산 면적: 16m2
• 필요한 기계:
1대의 Mikron Multistar LX-24 고속 트랜스퍼 솔루션
• 원소재: 프레스 가공된 소재
• 필요한 통계적 컨트롤: 1 --> 일정한
품질 보장
• 필요한 공구: 20

작업자: 기계 4대당 1명
생산 면적: 25m2
필요한 기계: 4대의 일반 트랜스퍼 머신
원소재: 프레스 가공된 소재
필요한 통계적 컨트롤: 4(기계당 1)
필요한 공구: 24(기계당 6)

ꠚꆱ꼾P

ꠚꆱ꼾P

꺱귦錽駢벙ꇥ骵
• Mikron Multistar NX-24(100% 프로그래밍 가능)
• Mikron Multistar CX-24
• Mikron Multistar LX-24
•
•
•
•
•

공작물 치수: 직경 0.4~35mm, 최대 길이 60mm
12개 또는 24개의 스테이션 탑재 기계
컴팩트한 구성
Full CNC 또는 기계적 구동 버전
부품 복잡성과 요구되는 수량에 따라 한 개의 사이클에
서 최대 4개의 동시 사이클로 이용 가능
• 단일 사이클에서 분당 최대 150개의 부품 생산
• 빠르고 간단한 공구 교환
Mikron Multistar NX-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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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와이어 또는 소재 상태에서 6면 가공 진행

럭셔리 시계 팔찌용
개별 링크
바에서 직접 작업하여 Mikron VX-10 머시닝 시스템에서
강철 소재 상태에서 생산.
• 생산 속도: 8개/분
• 동일한 와이어에서 여러 길이로 생산, 자동 선별

기타 가능한 부문:
안경 구성품, 자동차 제품, 잠금장치 산업, 전기 접점
기, 휴대전화 및 노트북 컴퓨터 구성품, 의료 제품.

• 다양한 배치 크기의 생산에 적합한 10대의 워크 스테이션을
갖춘 Full CNC 고정밀 로터리 트랜스퍼 머신
• 최대 공작물 크기 최대 40x40x80mm 크기의 공작물(옵션
40x40x160)
• 정밀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부 냉각 기능을 갖춘 수직
테이블, 내열성 메인 모터
• 테이블 위치 유지: ± 2μm
• 코일, 바 또는 소재 상태에서 완벽한 6면 가공 진행
• 클램핑 전에 바의 4축 사전 가공

MIKRON V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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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성을 통한 장점

Mikron Multistep XT-200에서 컴프레서 하우
징 제품 적용 사례
벱鏭鐹꽙
• 주조 AlMgSiCu 합금재질의 5가지 타입의 바디
• 공작물 6면에서 터닝, 밀링, 드릴링. 부품에 따라 30~40
회 공정 500~10,000개의 다양한 로트 사이즈
• 공차: ±25μm Cpk 1.67(계통 샘플링 10%)
• 연간 요구 생산량 대략 500,000개(3교대 작업)

镭꾱꣑ꀥꢕ

봾ꨝ꼾꣑ꀥꢕ

• 생산 면적: 300 m2
• 필요한 기계: 4
• 두 번의 클램핑으로 작업:
- 멀티스핀들 머시닝센터에서 밀링
- 자동선반에서 터닝
• 수동으로 로딩/언로딩
• 셋업 시간: 80분
• 작업자 12명

•
•
•
•

생산 면적: P
필요한 기계: 0LNURQ0XOWLVWHS;7騽
한 대의 생산 시스템에서 완전가공
인텔리전트 자동 내장형 로딩/언로딩 시스템(메인
공정 시간과 동시에
부품 소재의 팔레트화 및 측정 포함)
• ꢈ괂ꨙ鍁꓁
• 껎괂껍ꇂ

ꠚ
ꖁ





ꠚꆱ꼾P

Mikron Multistep XT-200

ꠚꆱ꼾P

• 최대 200 x 200 x 200mm 크기의 공작물을 위한 고정
밀 모듈형 머시닝 센터
• Full CNC 동시 5축 제어능력, 한 번의 클램핑에서 5
1/2면 가공
• 최대 스핀들 속도에서 1초 이하의 칩투칩(chip to chip)
시간
• 모듈형 확장 가능, 로딩 모듈 서비스 1
머시닝 모듈 1~4개. 각 익스텐션에는 생산성 강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 머시닝 모듈 서비스가 있어 실제
생산 요구 사항에 따라 투자 가능.
• 로트 크기 변경에 아주 적합한 10분의 전환 시간
• 팔레트 교환장치 또는 로봇을 이용한 자동 지능형 부품
로딩. 수동 로딩 이용 가능.
• 로딩 모듈은 6면 머시닝, 소재 부품의 측정, 디버링, 세
척 등에 대한 메인 공정 시간과 동시에 추가 작업(예,
공작물에 대한 자동 플립오버)을 수행.
• 모듈에서 모듈로 이어지는 대략 5.5초 동안에 클램핑
척 장치의 트랜스퍼.

다단계 머시닝 시스템은 진정한 생산성 센터입니
다. 고유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듈성 및 유
연성을 갖춰 언제라도 비교 불가한 정밀도를 통해
현재의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Mikron Multistar NX-24: 최대 44개의 머시닝 장치
가 24 스테이션에서 동시에 작동하면서 높은 생산
율을 보장.

생산 사업장 Mikron Multistar LX-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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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LNURQ;7RQH
듀얼 스핀들, 5축, 유연한 생산 센터

Mikron XT-one은 2개의 스핀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번갈아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스핀들이 최고 속도를 유지
한 상태에서도 1개가 가공하는 동안 다른 하나는 절삭 공구를 교체합니다. 그에 따라 둅꺕떦륩떦 시간으로 비생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ꧡ뱽鰡는 최고의 스핀들 속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절삭 공구를 교체

ꧡ뱽鰡은 가공을 진행

鐝鍚齽

괭鍁aꨙ鍁꺕ꖁꠚꨙ鍁꺁 단축하여 연간 120,000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齽

분당 총 4회의 공구를 교환하여 30,000달러에 상당하는 연간 470시간을 단축
계산: 16시간/일, 220일/연, 15,000rpm(0.9 대 3.4초의 칩투칩 시간 2.5초 차이 계수), 80%=시간당 60달러로 연간 469.3시간=28,800달러.

齽

분당 총 8회의 공구를 교환하여 120,000달러에 상당하는 연간 2,000시간을 단축
계산: 22시간/일, 300일/연, 15,000rpm(0.9 대 3.4초의 칩투칩 시간 2.5초 차이 계수), 90%=시간당 60달러로 연간 1,980시간 및 =118,800달러.

•
•
•
•
•
•
•
•
•
•

Mikron XT-one


괭鍁 




 꽅鍍
鼩
騩

공작물 크기 최대 ~8in 큐브(200x200x200mm)
Full 5 축 CNC(5축 동시)
6면 머시닝 능력
2개의 독립적인 스핀들(필요에 따라 15,000 및 40,000rpm으
로 구성)
(스핀들 속도가 최고인 상태에서도) 칩투칩(0.9초)
36개의 공구(18+18 형식 HSK)
동시 작업이 가능한 2축(머시닝 및 로딩)
확장형 시스템(최대 4개의 작업 모듈)
피드백 및 오프셋 능력을 통한 자동 측정
다른 구성품의 동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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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LNURQꡙꖁꧡ꣑ꀥꢕ
유연성 및 모듈형
모든 고객에게 신속하고 만족스럽고 간편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객과 협력하여 고객의 개별적 필요에
맞춘 서비스 솔루션을 설계합니다.

0LNURQ꺕ꡙꖁꧡ멑齅맵
굅ꖁ꒽믅鐲镆꺕ꨝ鿭ꡮ
정품 Mikron 예비 부품은 최신 자재 사양에 따라 최신 방법으로 제조되어 기계의 다운타임을
단축하고 장비의 기대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굅ꖁ꒽믅ꡙꖁꧡ

;FKDQJHꡙꖁꧡ

꽙믅냽긍

괂냽긍

騡귱럽껁뒙붑
순정 Mikron Xchange 모듈을 즉시 장착할 수 있습니다. 100% 신뢰성과 100% 품질을 보장하
며 투자 비용이 최대 50% 줄어들고 수리 대기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결함 있는 모듈을 교환
할 필요가 있을 때 전화 연락만 주시면 완벽한 상태의 교체 모듈을 즉시 보내드립니다.

镭鐁깝냽鐽ꃩ
제품 지원부서의 서비스 옵션이 Mikron 시스템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 드릴 것입니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이 기계를 유지관리하고 계속 가동하기 위한 완벽한 종합적 서비스 옵
션을 제공합니다.
안내 데스크/방문 서비스/오버홀/예방 정비/원격 서비스
륩껍꺕냽꼾꺵귦ꐱ껢
Mikron은 경험과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대의 복잡한 제조 공정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 서비스/공구 교체

锽龙ꏉ냽긍

서비스 준비 완료

ꨙ鍁钪꽙ꡙꖁꧡ麹꺵
+41 91 610 63 26
근무 시간 외.
하루 24시간, 주 7일 문제 통보.

ꠚ괂껢
ꧡ깁ꧡ, 아그노; 鬂꺹, 로테바일

꽁黲꼾꽙빱鵍駑냽

충분한 양의 Mikron 순정 부품 재고와 최적화된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부품
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Mikron 시스템 유지관리는 최대의 기계 가용성과
그에 따른 경쟁력 우위를 보장합니다.

Mikron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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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LNURQꃩꧡ뱹鰙ꨙꧡ뢙
새것 같은 제품

벪ꟾꨝ믅꺱곱겹법駑鏀깽겁騖騅騡
검증된 Mikron 품질로제조 솔루션을 탐색합니까? 하지만
새로운 기계를 구매할 수 있습니까? Mikron 리스피드 시스
템을 이용하면 전통적인 성능 특징 또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고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중고
Mikron 리스피드 시스템은 귀하와 함께 새로운 가공 수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 사항에 따라, 생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공정을 통과합니다.
• 기계의 분해 및 모든 부품의 검사
• 마모된 부품을 Mikron 순정 예비 부품으로의 수리 또는
교체
• 재도색
• 전기 장비의 업데이트
• 재구성, 클램핑 시스템, 로딩/언로딩 장치 및 절삭 공구
를 위한 엔지니어링
• 완전한 조립 및 테스트 실행을 통한 고객의 최종 수락

0LNURQꃩꧡ뱹鰙ꨙꧡ뢙ꨙꧡ뢙꺕ꇥ鰝껢꽍鍙귑
•
•
•
•
•
•

분해 검사를 받아 신품 같은 기계
Mikron 보증
새로운 기계와 동일한 서비스 조건
Mikron 순정 예비 부품
신속한 인도
유리한 가격



1.
2.
3.
4.


낡은 상태의 중고 Mikron 기계
재생 과정 통과
새로운 생산으로 부분적인 수리 및 개조
시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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꽅꣑ꀥꢕ
Mikron의 제공 서비스

'하나의 파트너가 만든 트랜스퍼 기계 및 절삭 공구'는 독특한 개념이며 Mikron Machining에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많
은 생산회사에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부품당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ꡮ鐲꺕귑0LNURQ7RRO꺕꽒ꌽ鐲钩
공구는 저렴한 제거 공정에서 중요한 실행자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Mikron Tool SA Agno는 중소형
절삭공구 제조업체로 명성이 높습니다. 제공하는
제품으로는 다기능 특수 공구, CrazyDrill 제품군,
MiquDrill 제품군 및 프로파일
밀링 커터가 있습니다.
맶鐲钩는 고객 고유의 응용 분야에서 사상 최대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 신뢰도를 높여 주고 테스트
노력을 줄여준다는 장점은 지금까지 특수 공구의 높은
비용을 상쇄합니다.
&UD]\'ULOO은 최고의 드릴 성능을 제공합니다. 트랜스퍼
시스템에서 정밀부품의 대량 생산을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0.4~6mm의 다양한 직경의 가공이 가능하며, 고객의
요청 시 특별 치수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0LTX'ULOO은 중소량의 다양한 공작물을 가공할 때 Mikron
의 검증된 품질을 제공합니다. 0.1 ~ 3mm 직경의 가공을
위해 다음 제품이 포함됩니다. 챔퍼링 및 센터링용
MiquDrill Centro; 최대 2 ~ 3 x d의 파일럿 홀을 위한 짧은
MiquDrill 200; 정밀 후속 드릴링을 보장하는 MiquDrill
210.

&UD]\0LOO 제품군은 챔퍼링 최고 기준을 충족합니다.
앞면 또는 뒷면 챔퍼링 사용되건 복잡한 형상의 디버링에
사용되건, 서로 다르게 설계된 세 개의 밀링 공구는 최고
수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뱁龙멉꺹ꌽꃾ똡롭는 고객의 특정 제품을 위해 설계되고
생산됩니다. 0.01mm 공차의 고정밀성이 강점입니다.
일정한 프로파일로 대량 생산의 경우에도 최적의
비용효율을 제공합니다.
鮍錽냽괪鼆법韕꺕멉맵顅
고객은 Mikron Machining과 함께 대량생산 시스템과
절삭공구 엔지니어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속제거 테스트와 제품 개발
단계에서 대량 생산을 위한 지속적 공정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Mikron Machining이 매우 유능한 파트너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Mikron Machining
본사
0LNURQ6$$JQR
Via Ginnasio 17
6982 Agno
Switzerland
전화 +41 91 610 61 11
팩스 +41 91 610 66 80
mag@mikron.com

0LNURQ&RUS0RQURH
200 Main Street
P.O. Box 268
Monroe, CT 06468 / USA
전화 +1 203 261 31 00
팩스 +1 203 268 47 52
mmo@mikron.com

0LNURQ*PE+5RWWZHLO
Berner Feld 71
D-78628 Rottweil
전화 +49 741 5380 0
팩스 +49 741 5380 580
mro@mikron.com

0316

www.youtube.com/mikrongroup
www.mikron.com

Mikron®은 Mikron Holding AG, Biel(스위스)의 상표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제품의 사진 및 색상은 샘플입니다.
수록된 기술 자료는 구속력이 없으며 언제라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